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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고서

발 간 사

발간사
2019년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5세대 이동통신, 5G를
상용화했습니다. 5G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개인 간의 통신을 넘어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의 산업과 융합을 통해
미래 융합 정보화 사회의 핵심적인 기술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5G는 모든 데이터가 교환 및 소통되는 ‘소통망’으로, 5G 기반으로 데이터·AI가 융합하여
혁신적인 융합서비스가 탄생하는 만큼 데이터의 활용은 더욱 더 중요해졌습니다. 5G가
혁신성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8년도에 5G 이동통신의 시장 확산 방안 연구, ICT기반 신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업무 자동화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
추정 및 정책 방안 연구,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연구 등 ICT
혁신의 핵심요소 분석과 이에 대응하는 ICT 국가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5G를 통한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 분야를 넘어 전 산업 분야로 시각을 넓혀 산업간
융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타 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KISDI의 연구수행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부,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6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 장   김 대 희

Ⅰ. 발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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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설립목적 및 연혁

1

설립목적
국내·외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정책·제도·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조사·연
구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의 정보통신정책 수립과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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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혁신도시 이전
(충북 진천군 정통로)

2017
3. 28

김대희 제12대 원장 취임

Ⅱ. KISDI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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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인원현황

조 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원  장
감  사
기획조정실
ICT전략연구실

ICT통계정보연구실

통신전파연구실

국제협력연구실

방송미디어연구실

경영전략연구실
행정실

인원현황
(2019. 6월 기준, 명)

구분

원장

연구직

행정직

기능·조원

계

정원

1

113

21

17

152

현원

1

115

20

16

152

※ 연구직 115명 중 박사급 인력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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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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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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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연구사업 현황

•16

구분

기본연구

정책연구

정책자료

현안연구

ICT전략연구

5

20

3

1

통신전파연구

2

19

0

0

방송미디어연구

1

24

6

0

ICT통계정보연구

1

12

5

0

국제협력연구

0

6

3

0

경영전략연구

1

6

0

0

합 계

10

87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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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8
연차보고서

2018년도 주요 연구실적
1. ICT전략연구
2. 통신전파연구
3. 방송미디어연구
4. ICT통계정보연구
5. 국제협력연구
6. 경영전략연구

ICT전략연구

기본연구 18-01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국내 AI 오픈사이언스 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진: 김경훈, 김민식

연구목적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연구 성과 및 자료를 개방·공유하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연구자들 간 협업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오픈사이언스는 크게 3대 체계, 즉 연구 성과물 공개를 의미하는 오픈 액세스,
출판 전후로 생산된 모든 연구 데이터 공개를 의미하는 오픈 데이터, 그리고 개방형 환경에서 연구자들의 협력을
의미하는 오픈 콜라보레이션으로 구분 가능한데 이 모든 체계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급격한 성장세를
이룰 수 있었다. AI 기술 또한 과학기술의 하나로서 오픈사이언스 체계 하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국내 AI
산업에서 오픈사이언스 체계는 아직 초기단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AI 오픈사이언스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픈사이언스 개념의 변천사를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오픈사이언스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AI 오픈사이언스 생태계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 현황 진단을 위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 현재 AI 오픈사이언스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생태계를 파악하여 이들
국가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따른 국가별 AI 기술·산업의 발전 양상을 비교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분석 프레임워크에 맞춰 국내 AI 오픈사이언스 생태계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 등을 파악였으며,
마지막으로 6장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활성화된 AI 오픈사이언스 생태계 안에서 산·학·연 연구자들이 개방과 협력을 기반으로 AI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AI 기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오픈사이언스, 오픈액세스, 오픈데이터, 오픈소스,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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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8-02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0. 31

ICT기반 신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진: 민대홍, 오정숙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화 혁명으로 AI,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대표되는 ICT 신산업이 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ICT 신산업과 지능정보화혁명 시대의 ‘원유(原由)’로 비견되는 자원은 데이터이다. 데이터 자원의 활용은
지능정보화 혁명의 핵심 동력인 ICT 기반 신산업 발전을 위한 선제 조건이다. 어떠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은 그
효율적인 배분과 맥을 같이한다. 즉, 자원을 통해 가장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주체가 해당 자원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학적 맥락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고, 이러한 배분 형태를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대 경제학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제(Mechanism) 중 하나는 시장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하나의
자원으로 볼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제는 데이터 거래 시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CT 기반 신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거래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거래를 경험했거나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거래 장애요인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데이터 거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데이터 거래 장애요인 도출에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들 중 데이터 구매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수요측면을 데이터 판매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공급측면을 담당한다고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모두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은 장애요인은 ‘데이터 소유권 및 저작권 침해 우려’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급측면에서는 ‘데이터 가격 산정 어려움’, ‘데이터 수요자 파악 어려움’, ‘불합리한 데이터 가격’이,
수요측면에서는 ‘공공부문 원시데이터 부족’,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우려’, ‘불합리한 데이터 가격’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꼽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데이터 법제 정비, 거래소 운영
및 거래 정보 포털 운영, 데이터 중개/가공 업체 육성, 공공부문 원시데이터 품질 제고, 데이터 가격 산정
가이드라인,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데이터 활용 시범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Key word

데이터, 데이터 거래, 데이터 거래 장애요인, 데이터 거래 활성화,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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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8-03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0. 31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업무 자동화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
추정 및 정책 방안 연구
연구진: 이학기, 이경남, 김수현

연구목적
최근 노동시장의 직업 구조는 전에는 볼 수 없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간 기술에 의해 대체되기 어렵다고
판단됐던 비정형적 인지업무 또는 비정형적 육체업무마저 기계가 대체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변화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의 판단과 결정 등 기존에는 인간이 수행하던 영역까지 기계가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관심
영역을 지금까지의 고용 구조 변화에서 미래의 변화 양상을 추정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술에 의한 노동의 대체가 직업 단위가 아닌 직업 내의 각기 다른 직무에 따라 다르게
일어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직무를 중심으로 대체율을 추정하여 기존의 직업 기반 접근법을 통해 대체율을 추정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술혁신으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직무를 고려하여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자동화로 인한 대체 가능성이 70%가 넘는
고위험군 일자리 비중은 32.0%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숙련도가 많이 요구되는 금융,
경영, 회계 등과 같은 전문직 일자리의 경우 고위험군 일자리의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업무가 요구하는 숙련도가 낮은 직종들의 경우 접근 방법에 상관없이 고위험군 일자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가져올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안전망이 개선되어야 한다.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불안정한 소득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의 재정비 외에 필요한 것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직무역량을 고려한 인력양성 시스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술진보로 인해 생기게 될 신직업을 예측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직무역량을 전망할 수 있어야 한다. 발굴된 신직업 및 핵심직무역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회적
수요 창출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Key word

기술혁신, 자동화, 일자리 대체, 사회안전망, 교육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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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8-07-01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ICT 벤처생태계의 변화 분석을 위한 패널 데이터 구축
및 정책방향 연구(Ⅲ) 총괄보고서
연구진: 조유리, 강준모, 손가녕, 이은민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협동연구인 ‘ICT 벤처생태계 변화 분석을 위한 패널 데이터 구축 및 정책방향 연구’의 3차년도
연구총괄보고서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누적된 ‘ICT 벤처패널’을 활용하여 ICT 벤처기업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보고 그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ICT 벤처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16년부터 3개년 연구로 기획되어 ①기업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②거시적 수준에서 벤처생태계 환경연구를 수행하고 ③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벤처기업 행태 및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3가지의 큰 축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ICT벤처생태계의 변화 분석을 위한 패널 데이터 구축 및 정책방향 연구(III)’ 시리즈의 총괄보고서인 본 연구는
3년차 조사로 완성된 ICT 벤처패널을 활용하여 KISDI 주도로 ICT벤처기업의 생존, 고용성장, 생산성, 혁신 측면에서
성과를 분석하였고, 세부연구는 3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ICT 벤처기업 패널데이터 구축 연구를 수행하였다. ‘ICT 벤처패널’은 2015년 기획되어 2016 ~ 2018년까지
3년간 수행하였으며, ICT 벤처패널의 조사 내용은 추적조사, 설문조사, 회계자료 수집, 지적재산권자료 수집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추적조사를 병행하고, 회계 및 지재권자료의 존재여부를 추적조사에 활용하는 등
자료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료의 품질을 제고하였다.
둘째, ICT 벤처창업기업의 성패요인 분석과 벤처창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가
특성이 ICT 벤처기업의 생존 및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ICT 벤처기업의 전략행동 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결정요인은 외부와의 협력관계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지원을 받은 ICT 벤처기업의 기업특성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부지원 수혜여부를
결정하는 기업특성에 관한 분석에서는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연구개발과 협력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정부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정책 지원을 받은 기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정량적 성과는
우수하지만 창업교육, 창업문화는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국내 창업생태계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교육, 문화,
선순환 등 고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벤처창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를 통해 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가속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세부 정책 수립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실천전략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의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고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ICT벤처, 벤처생태계, ICT벤처패널 구축, 성패요인분석, 정부지원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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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8-07-02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ICT 벤처기업 패널데이터 구축 연구(Ⅲ)
연구진: 조유리, 손가녕, 이은민

연구목적
본 연구는 주로 횡단면조사로 실시되고 있는 국내 벤처생태계 미시분석 자료를 패널로 확장하고자 기획되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패널데이터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기업성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기업 전략이나 행태의 변화를 해당 시점에서 포착하며, 기업 간의 이질성을 데이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적으로 구축된 패널데이터는 기업의 전략과 성과를 다루는 실증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무엇보다
특정 사건의 발생이 미친 전후 인과관계의 분석에서 횡단면자료와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을 가진다. 하지만,
기업패널데이터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매우 클 뿐 아니라 벤처기업과 같은 소규모 창업기업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아 국내에서는 그간 시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협동연구의 형태로 3년간 ICT 분야
벤처기업에 대한 패널데이터(이하 ICT 벤처패널)를 구축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ICT 벤처패널은 벤처기업의 이질적인 특성을 포괄하기 위해서 기업추적결과 자료(2차 연도부터), 설문자료,
회계자료, 지적재산권자료로 구성하였다. 우선 추적조사로 전화 추적과 설문·회계·지적재산권 자료,
기업일반정보의 국세청 휴폐업 정보, 그리고 기사 등 추가 자료를 종합하여 기업들의 상태변화를 추적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 내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항과 정성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셋째, 재무회계자료를 수집하여 기업의 규모와 수익 등 객관적인 정량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넷째,
지적재산권자료를 통해 벤처기업의 혁신활동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시범조사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데이터 구축 방법을 모색하였고, 2016년 1차로 ICT
벤처패널의 패널 대상을 획정하고 설문지를 완성하였으며, 회계 및 지적재산권 자료 수집방법을 확정하고,
지적재산권자료를 요약하여 변수화하였다. 이후 2017년과 2018년의 연구에서는 1차 연도에서 확정된 조사대상
1,118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년 동안의 변화를 해마다 추적하여 데이터를 누적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3년간의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ICT 벤처기업에 대한 여러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성을
요약하면, ICT 벤처기업의 폐업률은 예상보다 낮고, 창업 후 4~7년차인 패널 대상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활발하게 혁신활동 중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국내 지향적이며,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고, 창업 초기기업일수록 정부사업의 지원율과 수혜율이 높았다.
이처럼 ICT 벤처패널을 통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벤처기업의 역동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벤처기업의 성장과 쇠퇴를 다루는 심도 깊은 연구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ey word

ICT, 벤처기업, 패널데이터, 데이터 구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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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8-07-03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ICT 벤처창업기업의 성패요인분석과 벤처창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ICT 벤처패널을 활용하여
연구진: 조유리, 김경훈, 이은민, 최충, 이대호

연구목적
ICT 벤처패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ICT 분야의 벤처기업을 추적하여 설문자료, 재무회계자료,
지적재산권자료를 통합 누적한 기업패널데이터이다. 이번 연구는 ICT 벤처패널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ICT 벤처패널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크게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ICT 벤처패널의 학술연구재료 및 정책 보조자료로서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실증연구의 방법과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다른 연구자들에게 자료 활용의 예시를 제시한다. 둘째, 실증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자료의 형태와 구조를 정제하여
향후 패널자료 공개 시 연구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국내 ICT 벤처기업의 행태와 성과에 관한
실증적 정보를 얻고자 함이다. 최근의 ICT 벤처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소멸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그
성과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국내 ICT 벤처기업에 대한 학술연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인들에게는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정책을 개선할 방향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ICT 벤처기업의 성과는 생존, 고용성장, 생산성, 혁신으로 측정하였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벤처기업의 결정
요인은 창업가 특성, 기업 전략, 정부지원으로 구성했고, 성과변수와 분석방법론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
요인변수가 다르게 사용되었다. 생존분석(콕스위험비례모형)은 창업가특성, 전략행동, 정부지원이 모두 분석
대상이 되었으며, 고용성장분석(성향점수매칭법)에서는 정부지원만을 확인하였다. 생산성분석(메타프론티어)은
창업가의 경력특성만을, 혁신성과분석(동적패널모형)은 전략행동과 정부지원을 결정요인으로 변수화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 특성이 ICT 벤처기업의 생존 및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가가 석박사 학위를 가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벤처기업의 생존율이 높았으며, 창업가
경력분야가 영업·마케팅, 전략·기획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분야 출신보다 생산성이 높았다. 둘째, 기업의 전략적
행동 중 일부는 생존 및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쳤는데, 가장 눈에 띄는 요인은 외부와의 협력관계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지원은 ICT 벤처기업 고용성장에 긍적적인 결정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연구는 ICT 벤처패널을 활용하여 시간 흐름에 따른 변수 구성과 실증 분석이 가능했다는 점, 벤처기업의
성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한 점, 심화된 계량방법론을 사용한 점, 협동연구로 진행되어 연구자들의
상호협력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Key word

ICT 벤처패널, 성과분석, 창업자특성, 정부지원, 외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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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8-07-04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정부지원을 받은 ICT 벤처기업의 기업특성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ICT 벤처패널을 활용하여
연구진: 강준모, 이은민, 김규남, 신상우, 오승환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생태계는 정부의 창업 및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벤처기업 관련 정책이 개별 벤처기업 단위에서도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동안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벤처기업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KISDI에서 구축하고 있는 ICT 벤처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결정하는 기업 속성과 지원 프로그램이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정부지원의 신청과
수혜 여부에 영향을 주는 벤처기업의 특성과 성과를 기업과 정부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벤처기업
지원정책에서 기업과 정부의 시각차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ICT 벤처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매출이 작고 R&D
투자가 높을수록, 협력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기업일수록 정부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신청과 정부의 승인을 구별하는 구조화된 모형으로 확장하여 추정하였을 때에는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가령 기업은 지원신청을 할 때 수익성·혁신성을 고려하지
않는 반면, 정부는 기업의 수익성과 혁신성을 주된 판단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정부지원이 기업의 혁신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중차분 성향매칭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수혜 2년 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50.5%p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년 연속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은 전혀 지원받지 못한 기업과 비교해서 2년 후 54.5%p 높은
매출액 증가율과 2.3%p의 자산 증가율 차이를 보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시사한다. 협력 네트워크가 풍부하지 못한 창업초기 벤처는 정부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어, 이러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에 다소 못 미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정책적 배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 결정 요소에 있어 기업과 정부의 결정요인이
다르다는 것은 지원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기업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정부지원의
편향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Key word

ICT 벤처기업, 정부지원, 경영성과

Ⅲ. 2018년도 주요 연구실적

•27

기본연구 18-08-01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연구(Ⅰ)
총괄보고서
연구진: 손상영, 이원태, 이호영, 조성은, 선지원, 이시직, 문정욱, 김희연, 강민성, 고인석, 신상규

연구목적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응책과 시스템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차연도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전통적
가치관과 세계를 인식하는 패러다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미래사회 변화와 그
속성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첫째, 철학적 관점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삶의 양식 변화를 적절히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존재론적 지위에 관한 철학적 담론 분석을 통해
관계론적 접근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법체계에서 인격의 개념이 갖는 의미와 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체계 내에서 인격의 개념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현상을 법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또한 인공지능의 법인격 부여에 관한 법이론적
고찰과 함께 전자인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계와 산업계의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노동의
미래 변화를 질적 방법을 통해 예측하였다. 또한 향후 디지털 경제체제의 심화가 단순히 일자리의 구성과 총량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 가정 양립 및 건강 상태, 조직화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전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노동자,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용자 관점에서 본 노동의 미래 변화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 및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 네트워크(IoT, 5G), 데이터(Cluod, Bigdata)
등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또한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모형 검증을 위해 일반인 약 6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모형에 대한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모형 검증과 변수들 간의 관계 탐색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Key word

4차 산업혁명, 사회적 수용성, 포스트휴먼, 전자인 제도, 미래사회 변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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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8-08-02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인공지능시대 법제대응과 사회적 수용성
연구진: 조성은, 선지원, 이시직, 김진우, 양천수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인공지능에 의한 리스크와 불분명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인공지능
법인격 인정 논쟁을 포함하여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수용성 향상을 모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공지능 자율시스템의 자율성에 대한 규명과 인공지능의 인격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철학적 논리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인격 개념을 정리하고 역사적으로 인격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지를 고찰하였다. 최종적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으로서 인공지능을 법적 권리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논리적 필연은 아니지만 사회적 필요에 따라 법인격 부여가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현실화될 수 있는 사회적 이슈를 미리 검토하는 과정으로 인공지능의
인격성을 인정하였을 때 법적 권리주체로서 법적 책임 수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법학적으로 살펴본 연구 결과에 대해 철학 및 인문사회학 분야 8명과 공학 분야 8명 등 총 16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인공지능 자율시스템의 법적 인격 부여와 그에 따른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책적으로 인공지능의 법인격 인정이 필요하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프레임을
활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완전한 법인격 인정이 시기상조라고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법인격을 인정할 때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유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인공지능이 법적 권리주체로서 법적
책임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전자인 등록제도, 책임재산제도를 비롯한 세부 사항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함께
제안하였다.

Key word

4차 산업혁명, 사회적 수용성, 전자인 제도, 인공지능과 법,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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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8-08-03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고용 환경 변화에 대한 수용태도 연구
연구진: 이호영, 김희연

연구목적
최근 기술혁신과 고용환경 변화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은 자동화나 인공지능시대에 대한 기업의 준비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기술 변화를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술 혁신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체 평균의 변동을 관찰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수용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질적 연구를 시도하여 수용자 관점에서 본 노동의 미래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이행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여러 문제를 대비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을 경감시켜주는 정책
마련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전반적인 미래사회 변화를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관한 최근 연구를 분석함과 동시에, 수용자 관점에서 본 노동의 미래 변화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및 질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자동화의 일자리 대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동화의 질과 속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온디맨드 경제의 확대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노동자성 확인을 통해 사회의 제도적·법적 보호를 받게 하는 것보다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려는 노력 및 노동자의 학습권 보장이 필요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에 대한 추적과 통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보다 효율적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한 숙련 미스매치의 해소 전략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 고용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임금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취업보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영업자는 사회보험으로 광범위하게 포섭하는
전략을 통해 이행기의 하드십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을 제안하였다.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동체의 수용성도 함께 높이는 것이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불필요한 사후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사회적 대화를 개시하는 출발점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Key word

4차 산업혁명, 수용자, 고용정책,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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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8-08-04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모형 개발 및 결정요인 연구
연구진: 이원태, 손상영, 문정욱, 강민성, 김서용 외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 및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 네트워크(IoT, 5G), 데이터(Cluod, Bigdata)
등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일반 시민의 수용 정도를 측정하여 이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능정보기술만의 특유성을 반영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일반 시민들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모형 및 타당한 문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기술 수용성 모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지능정보기술의 특유성, 기술수용의 긍·부정 요인, 선행요인, 신념, 태도, 행동의도를 모두
포함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모형 검증을 위해 일반인 약 6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모형에 대한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러한 모형 검증과 변수들 간의 관계 탐색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수용 영향요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행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생산방식과 시장 구조, 삶의
모습과 고용구조 등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

지능정보기술, 사회적 수용성, 설문조사, 첨단기술에 대한 시민 인식과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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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02

연구기간 : 2017. 6. 1 ∼ 2018. 1. 31

지능정보사회의 혁신적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ICT정책방향 및 선결과제 연구
연구진: 박유리, 김정언, 나성현, 김경훈, 조성은, 민대홍, 강준모, 김성옥, 이학기, 이경남,
이은민, 김민식, 정원준, 이시직, 손가녕, 양수연, 이슬기, 이가희

연구목적
지능정보사회란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통해 생성·수집·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지능정보기술이 경제·사회·삶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지능정보사회의 핵심기술은 ICT로, 과거에도 ICT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산업이었다면
향후 ICT 산업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더욱 증대할 것이라 예상된다. ICT 기술혁신이 지능정보사회의 혁신적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외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수용에 대한 정책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능정보사회를 우리나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패러다임 변화의 검토와 우리가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우선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변화와 다양한 이슈들의 분석을 통해 향후
지능정보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의 변화를 투입자원의 변화, 생산방식의 변화, 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 경쟁양상의
변화, 거래방식의 변화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데이터가 가치창출의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최적화 생산방식의 등장, 인터넷 은행 등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서비스 제공방식의
확산, 생태계 경쟁 양상의 전면적 확대, 블록체인과 같은 탈중앙화 거래방식의 등장이 지능정보사회의 두드러진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정책 이슈를 야기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SW 플랫폼 경쟁력
제고, 데이터 및 알고리즘 활용 확산에 따른 경쟁 이슈,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블록체인의 확산과 정책 이슈,
신산업 활성화와 규제의 크게 다섯 가지 이슈를 살펴보았다. 지능정보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소비자의 수용도이다. 본 연구의 신기술 기반 서비스 수용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스마트 서비스 이용의향은 70% 전후로 높게 나타났다.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 설문
분석 결과, 핵심 ICT 경쟁력 강화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

지능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신산업 활성화, 신기술 수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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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04

연구기간 : 2017. 6. 1 ∼ 2018. 1. 31

지능정보기술 R&D의 선도형(First Mover) 연구 촉진과
성과 확산 가속화를 위한 지원 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연구진: 최계영, 이학기, 김경훈, 김민식, 정원준, 양수연, 이가희

연구목적
AI 기술은 전통적인 ICT 산업 부문을 넘어 전통산업을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히 AI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응용대상 영역에서 얻어지는 데이터 및 사용자의 피드백 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은 이러한 AI 기술 생태계에서 훈련용 데이터 셋과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기술평가기준 정립과 같은 공공재의 공급을 촉진하는 것에 있다. 즉, 민관협력 기반의 AI
R&D 전략 수립을 통해 개방 및 협력 중심의 R&D 생태계를 조성하고 AI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AI 기술의 확산을 위해 선도형 R&D의 촉진 및 R&D
성과의 산업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의 정책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선도형
R&D를 촉진시키기 위해 개방형 R&D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전략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선도형 R&D를 촉진시키기 위해 개방형 R&D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AI 기술의 핵심 경쟁
원천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데이터 셋 확보,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그리고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데이터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①연구데이터를
관리·공유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하고, ②데이터 공유·활용 확산을 위한 연구커뮤니티를 형성해야 하며,
③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고, ④데이터와 컴퓨팅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AI 분야의 선도형 R&D를 촉진시키고 성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오픈 사이언스 문화 확산 방안을
①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련 연구성과물 공개 관련 법제도 정비, ②연구자들로 하여금 연구 성과물 또는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게 만드는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 ③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지원 조직 및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구자들의 오픈 사이언스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오픈 사이언스 도입을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공유·개방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 성과물 및 데이터 공유에 대한 공론화 및 공감대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Key word

4차 산업혁명, 선도형 R&D, 개방형 R&D, 오픈 사이언스,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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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05

연구기간 : 2017. 9. 1 ~ 2018. 1. 31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제 정비 연구
연구진: 조성은, 이원태, 이시직, 정성룡, 박정환, 정종하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거나 새롭게 제기되는 법적 이슈에 대한
연구와 선제적인 법제 정비를 통해 규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인공지능
SW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SW역기능 방지 및 관련 기술 안전성 검증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규 법적 이슈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계약의 개념상의 쟁점과 계약법상의 쟁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상 이슈를 현행법의 내용을 기초로 한계와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둘째, EU의 GDPR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이동권의 개념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정보이동권의 개념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를 검토하였다. 셋째,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법규범적 대응의 하나인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설명요청권의 개념과 규범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관점들을 소개하면서 국내법제와의 비교 및 적용 가능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3개 인공지능SW 도메인 분야(자율주행자동차, 지능형로봇, 챗봇)를 기준으로 인공지능SW의 오작동
사례를 도출하고, 이를 유형별로 구분 및 분석하여 각 오작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인공지능SW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증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한편 개발단계와 서비스단계에서 진행되는 검증활동 5가지를 인공지능 SW 3가지
도메인(자율주행자동차, 지능형로봇, 챗봇)에 매핑하여 본 연구에서 주장한 5가지 검증활동의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보완 필요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관련 법령의 선제적 정비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 규범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각 부처의 다양한 법제도의 제·개정 작업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정보이동권, 설명을 요구할 권리, 인공지능 SW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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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06

연구기간 : 2017. 9. 20 ~ 2018. 1. 31

과학기술·ICT 융합의 혁신체계 및 정책과제 연구
연구진: 김경훈, 나성현, 김민식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과학기술과 ICT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정책 수립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기존의 개별 산업 중심의 정책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마는 것이다. 즉,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로, 이에 대한 혁신 생태계 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 촉진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과학기술·ICT 융합 촉진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융합 혁신체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과학기술·ICT 융합 사례 및 정책들을 알아보고, 각각의
사례 및 정책이 지닌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최종적으로 과학기술과 ICT 융합의
혁신체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혁신체계는 국가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
모형을 통해 정교하게 다듬어졌으며,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과학기술·ICT 융합 혁신에 따른 다양한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Key word

4차 산업, 과학기술, ICT, 융합, 혁신체계, 혁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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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10

연구기간 : 2017. 9. 20 ∼ 2018. 2. 28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ICT산업 정책방향 연구
연구진: 나성현, 고동환, 이은민, 손가녕

연구목적
본 연구는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 정부 성장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ICT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CT 정책은 전통적으로 R&D 투자 등의 수단을 통해 산업혁신 또는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는 혁신전략 또는 공급측면의 정책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현재 국가전체적인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혁신성장은 물론 소득주도성장 등 수요측면의 성장견인을 위한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총수요확대에 기반한 성장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확대에 주력했던 지난 정부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통한
소비증가 그리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생산증가, 공급확대를 견인하는 선순환구조의 작동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낙수효과 부재, 고용 없는 성장 등 수출, 제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과거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ICT 정책은 전통적으로 산업혁신 또는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는 혁신전략 또는 공급측면의
정책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현재 국가전체적인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혁신성장은 물론 소득주도성장 등
수요측면의 성장견인을 위한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
ICT 정책은 핵심적으로 R&D,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공급측면의 정책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모두
시장실패의 보완이라는 전통적인 경제논리에 의해 그 필요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다만, 민간의 ICT 역량이
급성장한 지금 정부가 민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꼭 해야만 하는 역할들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고위험·도전적 R&D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지, 환경, 안전
등 날로 악화되고 있는 사회문제들에 대한 투자의 확대는 시장실패의 보완임과 동시에 넓은 의미에서 ‘복지’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본방향과도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R&D
체계의 운용도 과거와 같이 정부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부만능주의로부터 탈피해, ‘자율’, ‘협업, ‘개방’
등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하에서의 ICT 정책은 시장 선도가 아닌 뒷받침, 시장실패의 보완, 정책
운영체계의 효율화를 핵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목표 또는 성과지표
역시 ICT 산업의 성장, 수출 등 구시대의 것들에 한정되지 말고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새로운 역할에 적합한
것들로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ey word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R&D, ICT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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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23

연구기간: 2018. 6. 1 ~ 2018. 10. 31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별 인공지능 윤리의 이슈 분석
연구진: 이원태, 김정언, 선지원, 이시직, 박혜경, 안수현, 정채연, 최은창, 한희원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기술 및 서비스, 산업별로 윤리적 이슈를 조사 정리하여,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해
체계적·구체적으로 분석하며, 더 나아가 현재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따른 주요 산업 분야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윤리 이슈 분석을 통해 적용 가능하고 실제적인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인공지능 윤리이슈의
정책적 대응 프레임워크를 모델링하고 각 산업별 적용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인공지능 기술·산업동향 및 사회경제적 변화상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인공지능
적용산업 현황 및 활용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적 중요도에 따라 17개 산업 분야로 세분화하여 국내외
기업(264개)의 345개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의 유스케이스 분석을 통해 산업집중도를 도출하였다.
둘째, 국내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되는 인공지능 윤리 관련 연구 및 주요국의 정책 대응 현황을 국가별
정부 및 의회, 학계 및 민간연구기관, 국내외 IT기업, 국제기구 등으로 세분화해서 분석하였다.
셋째, 제조, 금융, 의료, 국방 등 4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설계-개발-시험/임상-상용화-이용 등 인공지능
기술의 구체적인 적용 및 활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행위주체별 윤리 이슈를 도출하고, 이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넷째, 윤리적 정책 대응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일반적 윤리 거버넌스의 특징,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및 그에 따른 사회현안 등을 염두에 두었으며,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해 발전단계별로 각각의 행위주체별 또는 윤리 관련 쟁점별로 대응구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4차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 윤리 관련 정책 연구대상 및 범위를 인공지능 외에도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등 여타의 기술 영역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윤리 대응을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에
‘신기술 윤리분과’를 상설화하는 방안, 본 연구에서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이슈 대응정책 프레임워크 및 적용
기준을 각 산업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예시: ‘AI윤리 해커톤’)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도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Key word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산업, 인공지능 윤리, 산업분야별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윤리 대응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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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29

연구기간: 2018. 9. 6 ~ 2018. 12. 21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기획 연구
연구진: 김정언, 김경훈, 김민식, 이경남

연구목적
본 연구는 초지능, 초저전력의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기획연구를 추진하는데 최종 목적이 있다.
즉, 초격차급 반도체 신기술을 개발하여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시장으로 조기 진입함으로써 메모리시장에 편중된
불안정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반도체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종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최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반도체 예비타당성 조사』관련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반도체 시장 현황 및 이슈 분석하고, 2장에서는 지능형 반도체 정의 및 시장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지능형반도체 생태계 분석 및 정책 방향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국내 반도체 시장(제품 및 서비스)를 조망하는 동시에, 지능형반도체 정의·시장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로
지능형 반도체 개념 및 정의, 기술적 분류기준, 기술적 특징을 집필하였으며, 아울러 지능형 반도체 시장 규모
현황·전망 및 관련 반도체 시장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동향과 특허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능형반도체 산업(생태계) 분석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생태계와 국내 생태계 분석 및
비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지능형 반도체 산업의 문제점 도출 및 해결 방향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반도체 기술과 새로운 반도체 기술 사이의 경쟁에 있어 기술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경쟁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커다란 차별성이 존재한다.

Key word

반도체, 지능형 반도체, 반도체 생태계, 기술경쟁, 예비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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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30-01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지능정보화 이용자 기반보호 환경 조성
연구진: 이원태, 이호영, 김경훈, 손상영, 선지원, 문정욱, 김병우, 황용석, 한문승, 심우민, 최경진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라는 새로운 ICT 환경 변화에 대해 이용자 보호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도출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이용자 보호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능정보화 이용자 패널 구축 및 조사, △지능정보화 이용자 행태 조사 방법론 개발 및 실증, △지능정보화 이용자
포럼 운영 등 3가지 세부연구 과제를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각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능정보화 환경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최초의 실증적 조사 분석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지능정보기술의 영향을 받는 이용자 패널을 전국 2,000가구 4,000 샘플 대상으로 구축해 다양한 이용자보호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대응의 근거를 확보하였다. 둘째, 지능정보화 이용자 패널 조사와 별도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에 의해 매개 또는 노출된 이용자 행태를 실증적으로 조사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실증적 분석결과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인공지능 스피커 이용 전후의 인지지도를 분석하거나 여행
검색서비스의 알고리즘 설명효과에 대한 실험연구를 실시했는데, 알고리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잠재적/현재적
영향들 중 소위 ‘알고리즘 차별(algorithmic discrimination)’, ‘알고리즘 편향(algorithmic bias)’ 등을
측정하는 중요한 방법론 수단을 개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이용자보호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원칙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2회의 학술 및 정책세미나, 10회의 이용자보호 정책포럼을 개최했으며, 국내외 ICT 기업들과의
정책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원칙’을 처음으로 도출한 것인데,
이는 향후 이용자 보호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이용자보호 정책은 방대한 데이터와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가 더 이상 취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 고도화되는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확산이 방송통신 및 ICT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이용자 보호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용자 보호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알고리즘 규제, 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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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30-02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지능정보화 이용자 패널데이터 구축 및 조사
연구진: 이호영, 김병우, 김용찬, 이대호, 이준웅

연구목적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의 발달로 이용자의 편익과 시스템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한편, 알고리즘 편향, 프라이버시
침해, 쏠림 현상 등 좀 더 해결하기 어려운 역기능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데이터 경제가 심화되고
지능정보사회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후 규제에 기초한 이용자 정책이 그 한계를 드러내는 가운데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의 잠재적 역기능을 정의하고 사회경제적 이슈를 도출하며 지능정보사회 주역으로서의
이용자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패널 설문조사를 통해,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경험과 인식, 태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시간에 따른 이용자의 분화와 이주를 추적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이용자의 행태 변화를 분석하여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정책의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여 이용자 중심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이용자 패널데이터 구축 및 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태도, 신기술에 대한 수용의향,
미래 모습에 대한 수용성 등을 측정하고 지능정보서비스의 역기능을 이용자들이 어떻게 인식·대처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AI 기반 자동추천서비스 이용률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도의 주의력과 소통능력,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교육, 아기 돌봄의 경우 AI의 도입 및 이용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수록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지만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분명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공개에
개방적인 프라이버시 역설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들은 네 개의 잠재계층(거래이익추구형,
일상실용추구형, 소극적이용형, 최소이용형)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고소득·고학력·저연령층으로 이루어진
‘거래이익추구형’집단이 지능정보사회의 최대 수혜자이자 적극적인 온라인 활동 참여자로 드러났다. 이용자의
계층화는 미래기술 채택에 있어서도 나타났으며, 이는 단순한 기기 및 서비스의 접근이나 활용에서의
불평등뿐만이 아닌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용자 전체보다는 부분에 대한 맞춤형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개념 확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는 기존 보호대상이 아닌 데이터를 생산하고
공정·투명한 서비스 이용을 추구하는 디지털 시민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하다.

Key word

지능정보사회,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정보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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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30-03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지능정보화 이용자행태 조사방법론 개발 및 실증
연구진: 김경훈, 이원태, 문정욱, 황용석, 김기태, 이현주, 정재관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의 알고리즘 이용의
윤리적 이슈들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적 시도의 일환으로 첫째, 알고리즘의 지각된 설명책무성 효과의
실험적 검증, 둘째, 질적 방법(심층집단면접: FGI)과 양적 방법(데이터마이닝· 네트워크 분석)을 결합하여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인지지도로 구조화를 시도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제시하였다. 우선 알고리즘 편향과 관련된 사례
분석을 통해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알고리즘 편향과 관련된 쟁점으로서 △정확성과 공정성과의 상호배타성 문제
△알고리즘 정확성에 대한 신뢰의 문제 △알고리즘 영향력 평가와 규제의 문제 △ 알고리즘의 집단극화 문제
△알고리즘과 배제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알고리즘의 지각된 설명책무성 효과의 실험적 검증을 통해, 알고리즘의 설명방식이 다르게
제공되었을 때 사용자들이 인식하는 인지성, 정확성, 해석가능성, 인지된 책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서비스(AI스피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이용자의 인지지도를 구조화한 결과, 기업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남용하거나 오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IT 기술 및 인공지능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는 기업의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에 대한 불신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인지지도의 중심 구조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업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 및 개인정보 활용의 투명성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정부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지능정보기술의 이용자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가 선행되어야만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많은 이용자의 보편적 채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Key word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조사방법론, 알고리즘 편향,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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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31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연구진: 조성은, 이호영, 손상영, 이원태, 선지원, 김희연, 문정욱, 이시직, 이재호, 허재준, 서용석

연구목적
본 연구 사업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동을 안정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지원한다. 2018년도의 연구는 사회혁신
트렌드 연구 및 신기술·신서비스에 따른 사회현안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회정책을 발굴하고 향후의 국가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사회혁신 트렌드 연구는 기술로 인한 사회문화적 영향에 기반해 주요 사회 이슈를 선정하고
디지털 사회혁신 트렌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정책 연구는 일자리, 사회안전망, 교육 관련 사회정책과
연결되는 이슈를 선별하여 향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동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이슈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먼저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시대 바람직한
사회안전망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으로 대학의 평생학습체계로의 전환
및 초중고 교육혁신 정책을 살펴보고 그 변화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디지털 사회혁신 트렌드 연구를
수행하여 디지털화 및 와해적 기술이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시급히 풀어야 할
주요 문제들을 이슈로 정리하고, 2023년 10대 디지털 사회혁신 트렌드와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2016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 이어 2017년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 2018년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까지 이어지는 사회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결과물이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지원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사회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세부 정책 연구 결과를 기초로 1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 정부와
교육기관이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중장기 국가 전략 추진에 기여하였다.

Key word

4차 산업혁명, 사회정책, 트렌드, 교육,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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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32

연구기간: 2018. 4. 1 ∼ 2018. 12. 31

ICT를 활용한 제조업 혁신과 리쇼어링 유인 제고 방안 연구
연구진: 이경선, 김정언, 이은민, 손가녕

연구목적
ICT에 강점을 가진 한국은 ICT를 통한 제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여 한국 제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마련이 시급하다. 제조업 혁신은 창업, 수출, 리쇼어링 등을 매개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에 따라 제조업 혁신이 리쇼어링 등 기업의 입지선정·투자 유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CT를 활용한 제조업 혁신과 리쇼어링 유인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제조업의 입지결정은 장기간 기업의 경영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생산방식 및 시장상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함께 변화하게 된다.
최근 리쇼어링의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저임금 국가에서의 임금상승 등 오프쇼어링 유인 감소와 더불어
미국정부의 인센티브, 품질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이 리쇼어링을 촉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경우 생산관리의 유연성 제고, 배송시간 감소, 품질 및 시장대응력 향상, 협업 용이성 등이 리쇼어링의 주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리쇼어링은 주로 고위기술군 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도
자국 시장 소비자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회귀하는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제조업 입지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또한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오프쇼어링도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 수요 및 매출액 증가로 이어져 자국 내 중간재 생산 증가, 간접
고용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리쇼어링도 자동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기대만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에서는 오프쇼어링이 일자리 감소를 유발하기 보다는 전체 일자리의 변화가
오프쇼어링 일자리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ICT를 활용한 제조업 혁신은 자동화기술을 통한 저부가가치 노동의 기계대체, AR·VR을 통한 현장노동자의
능력강화, 기존의 밸류체인을 파괴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며 저임금 노동수요를 줄이고 생산현장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제조업 입지 및 일자리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을 보인다. 따라서 ICT
기반 제조업혁신과 리쇼어링 유인정책은 제조업의 생산거점을 국내로 회귀시키는 국한된 관점보다는 제조업의
시장확대를 위한 혁신역량 강화, Made-in-Korea의 브랜드화, 제조업 일자리의 질 제고 등 통합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제조업 혁신전략과 맞물려 한국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정책방향 도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

ICT오프쇼어링, 리쇼어링, 제조업 혁신, 스마트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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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33

연구기간: 2018. 4. 1 ~ 2018. 12. 31

ICT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 관한 연구
연구진: 김성옥, 강준모, 손가녕

연구목적
우리 정부는 10여년에 걸쳐 대대적인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는 창업기업의 양적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2016년 기준, 신생기업 수는 총 876,414개로 전년대비 7.8% 증가하였고, 창업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환경 개선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른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업기업의 질적 성장은 여전히 미흡하며,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나, 기술기반
창업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패러다임 전환 시기의 기반기술로 주목받는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도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타 기술기반 스타트업과 구별되는 차이점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는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가 미비하다. 이에, 국내의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 지원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와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조사를 통한 지원정책 방향성을 도출하여, 신성장 동력의 핵심 주체로서 스타트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ICT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기술의 혁신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는 초기 기업’으로 정의하고, 일반 ICT 기술기반 기업들과는 다른 특성을 규명하여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에게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국내외의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고성장 스타트업의 지원체계, 국내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일반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특성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주도기술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D 프린팅,
지능형로봇, 빅데이터·클라우드 5개 분야의 스타트업을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 간주하였다.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일반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비해 성장단계의 진행이 더디고, 높은 R&D 비용과 긴
연구개발 기간이 소요되며, 한정적인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등 새롭게
패러다임을 주도하면서 아직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지원을
진행할 필요성을 밝히고, 초기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확대,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정체에 따른 스케일업
지원, 창업기업용 R&D·사업화 지원 확대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 지역 ICT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Key word

4차 산업혁명, ICT, 혁신기술, 스타트업,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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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34

연구기간: 2018. 4. 1 ~ 2018. 12. 31

ICT를 활용한 공공영역의 지능화 구현방안 도출
연구진: 조성은, 이경남, 문정욱, 이슬기, 전미현

연구목적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현 시점에서 공공영역에서의 혁신 사례를
검토하고, 복지, 교육 등 핵심 공공 영역을 중심으로 선도적인 지능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는 고도화된 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사회현안을 해결해 온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공공영역 지능화 구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분야 집중탐구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통합 및 분석 프로세스, 데이터 품질 등 데이터 분석단계, 지역사회 복지담당자의
실무단계와의 연계에서의 문제 등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분야에서는 개인의 역량중심 평가
및 생애주기별 교육컨설팅 제공에 필요한 통합학습관리시스템 구현의 현실적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단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관부처, 근거법령, 분야별 이해관계자 등에 의해 분야간 연계 및 협력이
어려운 부분의 해결방안과 데이터기반 공공혁신의 단계적 실천방안, 기술역량이 높은 민간기업 참여 방법 등
향후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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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36

연구기간: 2018. 7. 1 ~ 2018. 12. 31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반 고도화 방안 연구
연구진: 조유리, 김정언, 이학기, 김성옥, 이경남, 김민식, 류민호, 이중엽, 김배현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이 산업에 미치는 지형 변화를 이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의 구조 및 국내외 현황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산업
구조의 지향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 데이터 기반 경제의 도래,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
경쟁, 분산화된 거래 방식의 진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기술로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상정하고 각 기술에 대해서 진화 방향, 주요 사업자 분석, 그리고 표준화 및 생태계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각각의 기술들은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및 기술 인프라, 동력원, 서비스화의 핵심 요소들로써 기술적 관심을
지나 산업적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기술로, 대부분의 기술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생태계 경쟁력을 기반으로
표준화 및 오픈 플랫폼을 통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경쟁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 각각의 기술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분석하고, 촉진 및 저해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혁신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OECD 및 WEF의 혁신 프레임을 살펴보고, 이러한 큰 조망하에
4차 산업혁명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Key word

4차 산업혁명, ICT 기술, ICT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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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37

연구기간: 2018. 7. 1 ∼ 2018. 12. 31

데이터 경제 진전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
연구진: 민대홍, 이학기, 오정숙

연구목적
지능정보화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며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전 세계에서는 데이터 경제로의 진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 방안 제시가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 데이터
경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산업별 파급효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경제를 데이터산업과 데이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두 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국내외 데이터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데이터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해외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과 국내 데이터 서비스 기업들을   정책수요를 살펴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데이터산업을 재분류하여 추가한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데이터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데이터산업의 후방연쇄효과를 살펴보면, 데이터산업의 최종수요 또는 매출액이 1원 증가함에 따라
유발되는 생산은 약 1.652원, 유발되는 부가가치는 0.619로 나타났다. 또한 데이터산업의 최종수요 또는
매출액이 10억 원 증가함에 따라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약 7.712명으로 추정되었다. 전방연쇄효과는
공급측면에서의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는데, 공급지장효과 또는 공급측면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0.892원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국내외 데이터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 국내 데이터서비스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외 주요국들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의 패러다임은 서로 상충되어 보이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두 축으로 구성되는 추세이다. 정책수요 설문조사 결과 시급성과
필요성 모두에서 높은 응답을 받은 정책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데이터 소유권의 명확한 지정, 데이터 활용
촉진 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의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모두 강조하고 있으며, 정책수요를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데이터 소유권 문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Key word

데이터 경제, 데이터산업, 전방연쇄효과, 후방연쇄효과, 산업연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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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38

연구기간: 2018. 4. 1 ∼ 2018. 12. 15

민간 혁신 파트너 역할을 위한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원방안 연구
연구진: 이학기, 민대홍, 선지원, 김민식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은 혁신의 조력자(Enabler)로서 타 산업 및 기술의 혁신적 성장을
가속화하고 이로 인해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해외 주요국은 인공지능의 높은 잠재력에 앞서 주목하고 인공지능 기술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도 앞 다퉈 인공지능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도 국가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으나, 기술격차는 심화되고,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은 미진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해외 주요국은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각국은 민간 영역의 투자 가능성이 낮은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구센터 설립, 인공지능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글로벌
투자자 연계,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볼 때,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성장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있어 벤처스타트업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벤처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연구거점 조성하고, 인공지능 기술에 특화된 인공지능 스타트업 지원
체계를 정비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공동연구 혹은 협업 프로젝트를 의뢰하여 정부출자 연구센터와 민간 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그간의 정부 R&D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도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챌린지형
R&D를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다.

Key word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R&D, 연구거점, 인공지능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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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39

연구기간: 2018. 10. 10 ~ 2018. 12. 31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의 공공 분야 도입 방안 연구
연구진: 김경훈, 김정언, 선지원, 이시직, 고형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의 공공 분야 도입을 위한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의 법적 정의를 확립하여 쟁점 도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의 공공 분야 활용 사례 및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본다. 또한
법적 쟁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민사법적 측면을 고민함과 동시에, 공공 분야에서의 행정계약 또는 공법상 계약에
집중하여 공법 측면의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먼저, 스마트컨트렉트의 등장배경, 이를 구성하는 기술적 요소가 무엇이고, 어떤 원리(구조)로
작동하며, 기존의 자동화된 시스템/전자거래 등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기술적 관점에서” 스마트컨트렉트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 개념을 창설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계약, 전자계약, 전재대리인에 의한 계약,
알고리즘 계약 등 유사 개념과의 비교 및 스마트컨트랙트 관련 주요국의 입법동향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의 법적 정의를 확립한다.
마지막으로 일반 계약법 상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이 어떤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공법
상 계약으로서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의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이 때 공법 상 계약이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으로 대체될 때 예상되는 장단점을 파악하고, 도입을 저해하는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관련
대응방안을 도출한다.
나아가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 스마트컨트랙의 활용은 투명성의 제고, 대중의 참여, 행정 수단의
다변화와 같은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시범적으로나마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공적 주체가 스마트컨트랙트를 비롯한 신기술의 사용을 직접 실행해 보려는 시도 역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Key word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 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개념, 공법상 계약

Ⅲ. 2018년도 주요 연구실적

•49

현안연구 18-01

연구기간: 2018. 6. 15 ~ 2018. 11. 15

4차산업 혁명시대의 스마트네이션 추진전략 연구
연구진: 이원태, 문정욱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금까지 지역정보화 및 지역
공공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및 한계를 극복하는 지역중심의 신지역정보화 전략인 스마트네이션
활성화 방안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네이션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 특성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네이션 서비스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세부적 추진전략
도출하고자 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첫째,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과 연구 추진체계에
대해 정리하였다. 둘째, 이론적 논의에서는 스마트네이션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개괄하고 국내외 정책
동향을 정리하였다. 셋째, 지능정보화 패러다임 전환에서는 지능정보기술 기반 지역 공공서비스 혁신과
스마트네이션과의 관계를 재조명 하였다. 넷째, 스마트네이션 추진전략에서는 스마트네이션 서비스를
도심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추진 및 확산 전략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다섯째,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산관학연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스마트네이션 서비스 추진 전략과 각 유형에 적합한 ICT기반
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스마트네이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스마트네이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특성과 인구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선행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 전문가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서비스를
토대로 적합한 유형별 구분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고, 서비스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인구환경, 문제의
유형 등의 정밀 검토 필요)하는 등의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적용에 대한 서비스디자인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서비스 활용성, 주민의 참여도, 서비스의
확산 용이성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유사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이에
동반되는 비용에 대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방안 수립 등 정책적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Key word

스마트네이션, 지역정보화, 공공정보화, 전자정부,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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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파연구

기본연구 18-04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0. 31

5G 이동통신의 시장 확산 방안 연구
연구진: 김지환, 정아름, 김인희, 신정우

연구목적
5G는 전송 속도의 향상은 물론, 초저지연, 초연결 특징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 세계는 5G를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적 기술로
인식하고 인프라 구축, 서비스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5G가 다양한 분야로 원활하게 확산되어 활용될 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5G에서 산업 간 융합은 산업간 가치사슬 융합 등 시스템 차원의 혁신을
필요하므로 산업 간 협력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5G 확산은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5G의 출발점에 위치한
현재, 5G 확산의 촉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장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검토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5G 이동통신이 시장에서
확산되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의 2장에서는 5G의 특징, 경제적 파급효과, 표준화, 국내·외 5G 정책, 산업간 협력 동향을
설명함으로써 5G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었다. 3장에서는 기존의 이동통신 확산 연구와 산업 생태계 연구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과거 이동통신의 확산 과정을 시장 경쟁, 표준, 생태계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5G 이동통신에 대한 국내 소비자 설문을 통하여 5G 이용의 지연 요인을 분석하였고,
마지막 6장은 2~5장의 내용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5G 이동통신의 시장 확산 방안은 크게 시장경쟁, 기술 표준화, 생태계 측면으로
구분된다. 먼저 시장경쟁 측면에서는 5G 융합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추고
역량을 갖춘 새로운 기업에게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기술 표준화
측면에서는 상이한 기술간 호환성을 높이거나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여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 측면에서는 정부와 시장 영향력이 높은 선도 기업이 앞장서 생태계의 기반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5G 기반 산업간 융합이 국가적 의제로 설정되어 이종 분야 간 협력이 촉진되어야 하며, 테스트
베드 등을 통해 5G 생태계 구성원이 육성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 분야와 기존 이동통신 시장에서 초기 5G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5G 기술 표준화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이동통신 경쟁력을 지렛대 삼아 국제
5G 혁신을 주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Key word

이동통신, 5G, 시장 확산, 5G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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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8-05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0. 31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연구진: 정광재

연구목적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는 기존의 이동통신망 설비를 갖추고 있는 사업자의 설비를 임대하여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도 시장에 진입하여 소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망보유 사업자의 대규모 자본력과 시장 진입의
선점효과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관점에서 망보유 사업자와 재판매 사업자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브랜드 격차로 측정하여 요금제의 구성에 따른 브랜드 격차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특히 LTE 도입 이후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제공량의 차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부가서비스의 제공 여부에 따른 브랜드 격차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설문을 통해 컨조인트 분석을 수행하여 통신사 브랜드 간의 격차를 측정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요금제 선택에 대한 컨조인트 분석 결과,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망보유 사업자와 재판매 사업자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브랜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격차는 상대적으로 대기업
브랜드 재판매 사업자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보유 사업자와 재판매 사업자의 브랜드 격차는 데이터 제공량이
높아질수록, 데이터 활용 부가서비스를 제공할수록 망보유 사업자와 재판매 사업자의 격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판매 사업자가 데이터 제공량이 낮고 기타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에서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적으로 재판매 사업자의 브랜드 격차를 고려하여 경쟁력이 낮은 요금제 상품에
대한 대가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Key word

재판매, 컨조인트, 브랜드 가치,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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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07

연구기간: 2017. 6. 1 ~ 2018. 1. 31

데이터중심 이용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편적
역무 제도개편 방안 연구
연구진: 정 훈, 나상우

연구목적
이용자 측면에서는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업자 측면에서는 all-IP 기반 네트워크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어 인터넷전화의 안정성과 관련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16회계연도부터 공중전화 위탁수수료 원가를 산출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위탁수수료
원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중심 이용 환경변화에 대응한 데이터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방안 및 현행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는 고속의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이 우수하나, 농어촌 BcN 종료 이후 사업자간
경쟁이나 여타 지원제도를 통한 커버리지 확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국내·외 현황 분석을 통해 세부방안을 도출한 후 방안별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한편, All-IP 네트워크로의 전환 시 인터넷전화에서의 긴급통신 시 위치정보 확인, 정전 시 통화 구현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인터넷전화로의
완전 전환 시 긴급통신 위치정보 확인, 정전 시 통화구현 등 안정성 측면의 이슈를 검토하였다.
보편적 서비스 중 하나인 공중전화의 유지보수 업무를 KT링커스가 위탁함에 따라, KT는 KT링커스에
공중전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는 공중전화 원가 항목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제표에 기초하는 방안과 표준원가에 기초하는 방안의 장점을 채용한 혼합방식을 적용하여
공중전화 위탁수수료 원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운영 세부방안 및 현행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향후 데이터중심 이용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편적 서비스 제도개편 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ey word

보편적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공중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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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11

연구기간 : 2017. 6. 1 ~ 2018. 2. 28

지능정보사회화에 대응한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정책방안 연구
연구진: 이민석, 여재현, 정진한, 김대건

연구목적
IoT, 자율주행자동차 등 지능정보화 사회의 원활한 구현을 위한 신규 서비스 등장 및 네트워크 구축 유인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 기간통신사업의 진입규제는 ’91년 이동전화서비스 등장과 시작된 허가제로, 서비스·네트워크의
종류 또는 크기 등에 관계없이 진입에 앞서 허가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해외 주요국은 통신시장 성숙에 따라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규제전반의 틀을 개선하고 있는 추세로 EU, 영국, 일본 등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목적으로
서비스 부문과 네트워크 부문의 진입규제를 구별하고 진입규제를 등록 또는 그 이하의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허가제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신규서비스 활성화 및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통신사업의 진입규제 정책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의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기간통신사업의 진입규제 변천과정 및
EU, 영국, 미국, 일본의 진입규제 현황을 비교·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의 진입규제를
등록으로 완화하는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의 기간과 별정사업의 구분을 유지하고 기간사업의
진입규제만을 등록으로 완화하는 대안과 기간과 별정사업의 구분을 폐지하고 모두 기간통신사업으로 통칭하여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대안도 제시하였다. 후자의 경우 개별 규제의 적용 기준이 새로이 정립될
필요가 있으므로 각 규제별로 규제대상 및 범위를 새로 제시하였는 바, 공익성 심사, 외국인지분제한, 결격
사유 등의 공공성 규제는 보유 설비의 중요도 및 실질적 사업영역에 따라 규제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경쟁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M&A인가, 겸업승인, 사업의 휴·폐지 승인, 이용약관 신고 등의 규제는
규제 대상을 설비 보유 여부가 아닌 실질적 사업 규모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IoT 등 상품 또는
서비스 본연의 기능이 통신이 아니고 통신 기능이 부수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Key word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허가제, 등록제, 수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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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12

연구기간 : 2017. 6. 1 ~ 2018. 2. 28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통신이용제도 정비방안 연구
연구진: 정광재, 김민철, 김창완, 정훈, 강인규, 나상우, 김용재

연구목적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가 증가하고, 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등
통신이용 환경 및 이용행태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통신이용 환경변화 및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통신비
통계분류체계, 요금제, 단말기 유통구조, 결합판매 등 통신이용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한 주요 통신이용제도의 정비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통신환경 및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통신비 통계분류체계
및 요금제, 단말기 유통법, 결합판매 등 주요 통신이용제도의 정비방안을 검토하였다. 통신비 통계분류체계
검토에서는 통신서비스 이용실태 변화에 따른 통신비 통계분류체계의 개선 필요성과 국내·외 COICOP 개편
논의 동향, 개편에 따른 이슈를 검토하였다. 또한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요금체계 동향 및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단말기 유통법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소비자 후행 및 통신서비스·단말기 시장, 유통망
변화 등을 중심으로 단말기 유통법 효과를 살펴본 후, 단말기 유통 구조개선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합판매 제도개선에서는 국내·외 IoT 결합상품 제공 현황 및 경쟁이슈 등을 분석하여 결합판매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신이용 환경변화 및 이용행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용자 후생을 극대화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및 지속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ey word

통신비, 요금제, 단말기 유통법, 결합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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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13

연구기간 : 2017. 9. 1 ~ 2018. 1. 31

한·중·일 로밍요금 개편을 위한 정책 수립 방향 연구
연구진: 이민석, 박상미

연구목적
현 정부는 국정과제 중 세부과제로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무료화를 공약하였다(국정과제 31번).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출국자는 해외에서도 스마트폰 이용을 선호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로밍요금으로 사용을 꺼려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용자 후생 증대 및 중국·일본과의 보다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라도 로밍요금 개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EU, GCC 등 로밍요금 인하를 위해 협력한 해외 사례 분석 및 한·중·일 로밍시장 현황, 국제기구
권고사항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향후 한·중·일 로밍 요금 무료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해외 로밍협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제 협력을 통한 로밍요금 인하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경제적
밀접도 및 정치·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국가들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때 규제 합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한·중·일 3국의 로밍요금 현황은 요금 체계 및 수준이 상당히 이질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3국 로밍요금 무료화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GATS의 최혜국대우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국제협정체결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3국의 이질적 역사인식 및
군사적 이해관계 등은 정치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단기 정책방향으로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도소매시장 현황 파악 등을 위한 3국 규제기관
간 협력 및 사업자의 자율적 참여 유도를 제시하였다.

Key word

국제로밍, 로밍요금, 한·중·일 협력, 요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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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19

연구기간 : 2017. 11. 9 ~ 2018. 5. 8

4차 산업혁명 관련 전파정책 동향 조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연구진: 김득원, 김상용, 김지환, 김희천, 김인희, 임동민, 정아름

연구목적
다양한 신기술의 발전으로 하여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해짐에 따라, 적용 가능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적시적기의 주파수 공급은 해당 신규 서비스의 시장 형성과 확산,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자체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 각국 정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전파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전개를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해외 각국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정책수립을 위한 동향 수집에는 전파이용의 촉진, 전파관련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전파방송기기 산업 발전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연구도
포함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국내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동향을 수집·분석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의 5G의 역할과 관련
서비스 동향을 파악하여, 4차 산업혁명의 국내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전파정책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또한,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5G 및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주요 전파정책 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나타날 미래 수요에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뒷받침하는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5G 주파수 공급, IoT 등 신산업 주파수 공급,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기존 주파수 활용 방안으로 나누어 4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5G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주파수 적시 공급 방안 마련을
마련하고, 양도·임대, 할당방식의 다양화 등 시장원리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5G 기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 또한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마련, 신규 서비스의 분야별·서비스 특성별 대역 및 공급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또한 해외의 추세와 같이 주파수의 공동사용을 검토하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새로운 전파이용체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활용중인 주파수의 향후 활용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Key word

4차 산업혁명, 전파 정책, 주파수 할당 정책, 주파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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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24

연구기간: 2018. 4. 9 ~ 2018. 12. 8

주파수 경매 시뮬레이션 Tool 개발 및 고도화
연구진: 김희천, 김득원, 김상용, 김지환, 김인희, 임동민, 정아름

연구목적
5세대 이동통신의 도입과 더불어 ICT 기술이 산업 및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부각됨에 따라
자원으로서 주파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주파수 경매의 환경 또한 점차 복잡해져가고
있다. 특히 최근 시행된 ’18. 6월 5G 주파수 경매에서는 과거 세 차례 시행되었던 경매와는 달리 무기명 블록을 이용한
클록 방식 경매를 사용하였다. 이는 경매 대상 대역이었던 3.5㎓ 및 28㎓ 대역이 기존에 경매한 대역과는 달리 광대역
활용에 용이하며, 대역 분할 및 세부 대역의 배치가 사전에 정해져있지 않는 등 주파수 할당 환경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해져 가는 경매 환경에 대응하여 최적의 주파수 경매를 위한 경매 방식 역시 다양해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파수 경매에서 주요하게 사용되었던 동시오름식 다중라운드 경매(Simultaneous Multi-Round
Ascending Auction)와 같은 기명식 경매 방식뿐만 아니라 조합식 클록 경매(Combinatorial Clock Auction)과 같은
무기명 방식의 경매 방식 또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파수 경매 환경의 복잡성 및 다양성의
증가에 대응하여 최적의 경매 설계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주파수 경매방식의 모의적 실행(simulation)에 적합한
알고리즘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주파수 경매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와 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visualization) 기능과 시뮬레이션 과정의 세부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 파일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외부저장(export) 기능을 탑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작년도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명식
경매방식의 경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통합된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매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경매 결과의 상호비교가 더욱 손쉽게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Key word

주파수 경매, 주파수 경매 방식, 전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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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25

연구기간 : 2018. 5. 3 ~ 2018. 11. 30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8년도)
연구진: 이상우, 김민철, 김현수, 나성현, 문아람, 여재현, 염수현, 이민석, 정광재,
강인규, 김대건, 나상우, 박상미, 이보겸, 이솔희, 홍현기

연구목적
최근 통신시장의 시장·기술 환경 및 법·제도적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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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주요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평가하고 있으며, 신산업 생태계 확산, 결합서비스 활성화,
부가통신서비스 규모 증대 등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별도 분석이 필요한 이슈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평가대상 서비스를 선정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한 후, 주요 지표를 분석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018년에는 평가대상 서비스로 유선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국제전화 서비스를 선정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하였다.
시장획정 결과 유선전화 시장은 시내·시외·인터넷전화를 포함하여 하나의 유선전화 시장으로 획정하였으며,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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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하였으며, 이외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국제전화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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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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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42

연구기간: 2018. 5. 15 ~ 2018. 12. 31

환경변화에 따른 단말기 유통 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연구진: 염수현, 강인규, 홍현기

연구목적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4년이 경과 되었다. 이용자간 차별 해소와 단말 가격의 투명성 증진, 시장 안정화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단말기 가격 인상 등과 관련된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통신 정책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의 분리공시나 완전 자급제 도입과 같은 더욱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에 단말기 유통법에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세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올해 나타난 단말기 유통법 적용 관련 신규 이슈로 단말 렌탈, 리패키징 단말, 특정 단말기를 구매하는 특정
고객군에 대한 요금 지원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동통신 단말기 렌탈 프로그램의 경우 공시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리패키징 단말은 출고가와 판매가는 기본 단말기와 다르게 공시하도록 하되 지원금은 기본 단말기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특정 고객군에만 통신요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은
차별적인 지원금으로 판단되므로 단말기 유통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분리공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원금 공시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이슈들을 검토하였다. 공시
규제와 관련해서는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공시규제 완화를 검토하였으며 반짝
세일 형태의 단말기 할인과 직결되어 있는 공시주기 단축과 관련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측면에서 지원금 확대가 기준 요금할인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통사가 지원금 확대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지원금과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간의 연계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단말 자급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판매 단말과 출고가 등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자급 단말을
출시하도록 하고 특히 플래그쉽 단말기를 포함하여 가장 대중적인 인기 단말들을 모두 자급제폰으로도
출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동통신서비스 온라인 가입의 편이성과 혜택을 제고하는 것도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하다.

Key word

지원금, 공시, 차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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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43

연구기간: 2018. 5. 23 ~ 2018. 12. 31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 발전 방안 연구
연구진: 김현수, 염수현, 강인규, 박상미

연구목적
통신 분야의 기술 발전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이슈가
국회, 언론, 업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인터넷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바람직한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생태계의 복잡다단한 성격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라는 총 48인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제1소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를 위해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관할권의 문제와 관할권이 존재하는 경우 조사·제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된 집행 실효성의 문제를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인터넷 생태계가 다변화되어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다양화·다원화됨에 따라 생태계를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 현황 파악 방안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망 중립성·제로레이팅 정책, 망 이용료 정책 및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5G에서의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현행체계(가이드라인)를 유지하는 방안, 현행체계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현행체계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견해가 나뉘었다.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 시 사후규제하는
방안과 일정한 조건 하에 허용하는 방안으로 견해가 나뉘었다. 망 이용료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한 망 이용료 차별 및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하였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망 이용료 실태 파악, 불공정행위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발표한 상생 협력 현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Key word

인터넷 생태계, 역차별, 망 중립성, 망 이용료, 상생

Ⅲ. 2018년도 주요 연구실적

•63

정책연구 18-44

연구기간: 2018. 4. 1 ~ 2018. 12. 3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터넷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프레임워크 연구
연구진: 나성현, 여재현, 이상우, 김남두, 이솔희, 정광재, 조성은, 문아람, 김민희,
이세라, 윤상윤, 류민호, 이한영, 김세환, 이창범

연구목적
인터넷은 다양한 경제활동과 소통의 매개체로 기능하며, 그 중심에는 플랫폼 기업이 존재한다. 매개채로써의
인터넷은 플랫폼 또는 포털과 동의어로 인터넷의 성장은 곧 플랫폼의 영역 확대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일부
초거대 플랫폼 기업의 등장과 더불어 이들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가 인터넷 생태계 전반의 건강한 발전 및 인터넷의
순기능 발현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등 기술과 시장이 진화함에 따라 인터넷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법·제도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안별 이슈 대응 치중에 따른 일관성 결여 등의 정책적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경쟁, 개인정보보호, 콘텐츠·내용규제 등의 측면에서 인터넷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경제의 개념 및 인터넷 산업, 생태계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쟁, 개인정보보호,
콘텐츠 규제 측면에서의 시장 변화와 기존 정책의 문제점, 각 이슈에 있어서의 정책원칙과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쟁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과 경쟁정책이라는 이름하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 최근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제와 관련한 주요국의 정책현황을
살펴보았다. 콘텐츠 규제의 측면에서는 가짜 뉴스를 중심으로 변화된 환경에서의 주요국 정책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주요 쟁점사항을 식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 콘텐츠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 분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정책 수립시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향후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인터넷, 플랫폼, 경쟁정책, 개인정보보호, 콘텐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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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45

연구기간: 2018. 4. 1 ~ 2018. 12. 31

통신환경 변화 및 5G시대에 부합하는
설비 제공ㆍ공동구축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진: 문아람, 이상우, 이솔희

연구목적
5G 상용화 이후 지능형 대규모 데이터 및 초연결을 기반으로 한 신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고속,
대용량 전송을 가능케 하는 통신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4G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5G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손꼽히고 있다. 다만 시설관리기관 설비 이용 포화에 따른
대체설비 부족 현상 심화, 공중선 정리 및 지중화 사업 추진에 따른 인입구간 관로 수요 증가 등이 예상되고 있어 5G
망 구축을 위한 사업자 간 설비투자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 통신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활한 통신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설비제공제도 및 공동구축제도)의 이슈를
식별·검토함으로써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설비제공제도를 둘러싼 시장환경 변화와 함께 의무제공설비 및 의무설비제공사업자 범위
등의 제도개선 요구를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해외 주요국의 설비제공제도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기존 제도 하에서의 쟁점사항을
식별·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백홀 및 프론트홀 구간의 병목성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망 제한 규정 폐지, 이용사업자의
무임승차 및 제공사업자의 투자유인 제고를 위한 구축연도 제한 규정 적용 등의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공동구축 활성화를 위해 공동구축 대상 확대 및 협의절차 개선, 건물 연결정보 공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업자의 중복투자 방지 및 통신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설비제공제도·공동
구축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며 통신사업자의 설비 투자 부담 완화를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설비제공, 공동구축, 필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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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46

연구기간: 2018. 4. 1 ~ 2018. 12. 31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망중립성 정책방향 및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나성현, 김민희, 이상우, 박상미, 이솔희, 조대근

연구목적
통신기술의 진화 및 데이터 중심 이용행태로의 변화에 따라 네트워크 기반이 IP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G 상용화 이후 AR·VR,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의 제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망중립성, 상호접속 등 관련 제도들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요 확산, 5G 상용화 등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망중립성, 상호접속 등 통신
네트워크 접근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 주요국의 망중립성
정책동향 및 관련 현안분석을 통해 향후 망중립성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음성·인터넷망 상호접속
시장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호접속료 산정을 위한 정책 이슈 및 생태계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에서는 망중립성 관련하여 관리형 서비스와 제로레이팅이라는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정책동향을 살펴본 결과, 향후 관리형 서비스 확산에 대비하여 관리형 서비스의 제공
조건 및 최선형 인터넷 품질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미국, EU와 마찬가지로 경쟁제한 등 특정 제로레이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이에 대해
사안별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상호접속제도의 정책기조를 고려하여 생태계 지속발전을 위한 제도적 이슈를 식별·검토한 결과, 음성
상호접속의 경우, 기술효율적 망으로의 진화 및 통화량 증가,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른 음성원가 비중 하락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상호접속료가 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상호접속의 경우,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14년 제도개선 이후 시장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접속시장 내 사업자들 간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Key word

망중립성, 상호접속, 인터넷 상호접속, 음성 상호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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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47

연구기간: 2018. 4. 1 ~ 2018. 12. 31

부가통신서비스 유형분류 및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정광재, 홍현기

연구목적
부가통신 역무개념이 도입된 이후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서 부가통신 서비스 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공정경쟁 이슈 및 사회적인 영향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개념이나 관련 제도는 그동안 특별한
변화가 없이 이어져 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부가통신 역무의 경우 범위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네거티브 형식의 정의 특성 상 최근 들어 중요도가 높거나 이슈의 발생정도가 높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데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과제는 부가통신 서비스를 둘러싼 인터넷의 환경변화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통신 서비스의
분류체계나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부가통신 서비스의 환경변화 측면에서는 점차 부가통신 산업의 중심이 정보제공 서비스나 콘텐츠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검색엔진이나 소셜미디어,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업자들을 둘러싼 경쟁 및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전체적인 부가통신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
규제와 관련한 이슈는 특정 사업자들 또는 서비스 유형에 치중되고 있어 일반적인 부가통신 역무 정의와는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현행 부가통신 서비스의 경제적 규제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부각되고
있는 불공정 경쟁 이슈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규제를 구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나 향후
현황파악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요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ey word

부가통신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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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48

연구기간: 2018. 4. 1 ~ 2018. 12. 31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전기통신 개념 및
공공성 달성 방안 연구
연구진: 이민석, 박상미

연구목적
최근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나,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은 사물 간 통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 존재한다. 이에 따라 융합형 서비스 등장에 따른 ‘전기통신’의 개념 변화 및 역무 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국내 기간통신사업은 새로운 등록제 하에서 다양한 사업자가 출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 하에서 외국인지분제한, 공익성 심사, 임원의 결격 사유 등 기존 허가체제에서 고수되던 공공성
규제들은 각 규제의 취지에 맞게 규제부과 범위 및 내용에 있어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통신사업환경 하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전기통신역무의 개념 및 정의가 변경될
필요가 있는지와 각각의 공공성 규제들이 어떻게 법제화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5G 환경을 분석하고 환경변화 중 정책 변화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식별하였다. 해외 각국의 전기통신개념
및 법제 상의 정의를 살펴보고 국내 정의와 비교하였으며, 외국인지분제한을 비롯한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공공성 달성을 위한 구체적 규정들을 살펴보고 각 조문의 취지 등을 검토하여 진입규제가 완화된 환경에서 해당
조문이 어떻게 변경되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새로운 진입규제 환경 하에서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외국인지분제한, 공익성 심사, 임원의 결격 사유, M&A 등 공공성 규제 각각에 관한 규제 취지를 검토하고 각
규제 기준을 새로이 제시하는 대안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비통신 사업자가 통신기능을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자신의 고유 사업을 영위하면서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를 요금 등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자로 정의를 제시하였다. 위 연구들을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연구결과로 제시하였다.

Key word

전기통신 개념, 공공성, 진입규제,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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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49

연구기간: 2018. 4. 1 ~ 2018. 12. 31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매제공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연구진: 염수현, 정광재, 김대건, 진정민

연구목적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구조 개선을 통한 자율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2011년 도매제공의무제도가 도입된 지 약
7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 동안 다양한 사업자들이 진출하였고, 2017년 기준으로 이동통신시장에서 12.0%의
가입자 점유율을 확보할 정도로 양적으로 성장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성장률의
정체, 지속적인 적자구조 등 향후 성장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통시장은 LTE와 데이터 중심의
이용행태로 전환되고 있으나 여전히 3G와 음성 중심의 가입자 구조를 보이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한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2017년에는 보편요금제의 도입 추진,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가 요금제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던 MVNO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본 과제에서는 MVNO 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MVNO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도매제공의무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와 관련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MVNO 시장 상황을
분석하여 도매대가 산정방식, 도매제공 의무제도 등 도매제공과 관련한 정책들에 대하여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시장상황 분석 결과 LTE 중심으로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MNO와 MVNO간의 직접적인 경쟁정도가
심화되었고, 그 결과 점차적으로 세부 지표가 악화되는 경향을 최근 들어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전파사용료의 면제와 같은 운영비용 절감이나 정액 요금제의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데이터 도매대가의 개선 등이 향후 정책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ey word

MVNO, 도매제공제도, 이동통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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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50

연구기간: 2018. 4. 1 ~ 2018. 12. 31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를 위한 정책협력 방안 연구
연구진: 이민석, 박상미

연구목적
소득 수준의 증가 및 여가 환경 개선 등으로 해외 출국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 이동통신 로밍서비스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대되는 서비스 중 하나이다. 특히,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으로의 출국자 수 및
한국으로의 중국 및 일본 방문객의 증대는 한·중·일 3국이 로밍요율 인하에 관한 정책적 협력을 고려해 볼 수 있는
환경변화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한·중·일 로밍 요금 무료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EU, GCC 등 로밍요금 인하를 위해 협력한 해외 사례 분석, 중국 및 일본 방문객을 대상으로 국내 로밍서비스
실태 조사 및 음성·데이터 로밍 요율 인하 수준에 따른 이용자 로밍 이용 행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로밍 이용행태 조사 결과, 음성 로밍의 경우 로밍요율이 국내통화요율(발신) 수준으로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음성로밍서비스를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용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음성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응답자 중 상당수는 로밍 발신 요율이 하락함에 따라 발신트래픽을 늘리겠다는 응답비중이
증가하였다. 데이터 로밍의 경우 위와 같은 패턴이 더욱 뚜렷하였으며 현지 유심을 이용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데이터 로밍 요금이 국내 수준으로 충분히 하락하더라도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탄력적인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중·일 3국간 정책협력은 시일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관이 협력하는 단계적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자들의 자율협상을 유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후발사업자들 또한 합리적인 도매가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Key word

로밍요금, 한·중·일 국제협력, 로밍이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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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51

연구기간: 2018. 4. 1 ~ 2018. 12. 31

5G 시대를 대비한 전기통신번호 이용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이민석, 이보겸

연구목적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따라 회선 수의 폭발적인 증가 및 연결기기의 다양화가 전망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향후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정보통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 5G 시대를 대비한 국내 전기통신번호 이용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5G시대를 대비하여 5G 기술 및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정책 결정사항을 검토하였다.
또한, 사물인터넷 회선 수 급증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사물인터넷 번호수요 예측 모형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번호자원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전면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5G 통신환경 변화에 맞춘 번호자원의 관리체계 개선 방향을 연구하였다. 특히, 사물기기 식별에 필요한
번호자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번호자원 수요 예측제도 도입을 염두에 둔 M2M
번호자원 수요 예측 모형을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 무선통계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사물인터넷 회선 수를
이용하여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활용한 예측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21. 12월에는 평균 1,100만개의
M2M 회선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M2M 번호자원 고갈 등의 극단적 상황이 단기에 발생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5G 환경변화 등에 따라 번호자원 수요의 변동이 커질 수 있으므로
예비 번호자원 확보 등으로 M2M 번호자원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5G 상용화에 대비하여 과거 이종 네트워크 중심으로 편성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구성 및 용어 등을 현행화하고 명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현재는 번호사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데이터 망과 텔렉스 망에 관한 조항을 점진적으로 삭제하기 위해 세칙 구조 전반을 개정하는 세칙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5G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 점, 사물 식별자가 다양화 될
가능성, 2G 종료에 따른 01X 번호자원의 회수 가능성은 향후 번호자원 운용에 정책적 유연성을 부여할 것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Key word

번호, 번호자원 수요 예측 모형,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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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52

연구기간: 2018. 4. 1 ~ 2018. 12. 31

보편적 역무 제도 중장기 개편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연구진: 염수현, 나상우, 이형직, 이광희, 정선구

연구목적
오늘날 초고속 인터넷은 사회·문화·경제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접근 부족 시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사회·경제적인 배제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시골 및 외딴 건물 등에서는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여,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적 역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동전화 보급
및 이용 증가, IP 기반 서비스 활성화 등에 따라 PSTN 기반 음성서비스의 역할이 감소함에 따라 음성서비스의
보편적 역무 제공의무 완화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 및 음성서비스의 보편적 역무 제공의무 검토
등 보편적 역무 제도 중장기 개편에 대응한 이슈를 검토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통신사업자간 경쟁 및 관련 정책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및 속도뿐만 아니라 요금 등
이용환경 측면에서도 주요국에 비해 초고속 인터넷 환경이 우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골이나 도심 외곽에
위치한 건물은 여전히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17년 농어촌 BcN 사업 종료 이후
초고속 인터넷 미제공 지역의 커버리지 확대 정책이 부재하고, 사업자간 경쟁 및 여타 지원제도를 통한 커버리지
확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적 역무 지정을 위해 지정대상, 지정속도,
제공사업자, 지원방식, 분담사업자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보편적 역무 지정방안을 검토한 후, 법·제도
정비방안을 검토하고, 초고속 인터넷 투자비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결과는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편적 역무 제도개편 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ey word

보편적 역무, 초고속 인터넷, 시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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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53

연구기간: 2018. 7. 1 ~ 2018. 12. 31

방송 주파수 관리 및 활용 동향에 관한 연구
연구진: 김득원, 김상용, 김지환, 김희천, 임동민, 정아름, 김인희

연구목적
동영상 서비스의 시청행태가 실시간 채널 중심의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에서 주문형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미디어 시장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그간 방송은 통신과는 별개의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으나,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상 시청과 더불어 2015년 지상파 방송 ATSC 3.0 표준 개발이
완료되는 등 방송통신 융합을 통해 새로운 방송 콘텐츠 소비 방식이 대두되고 있다. 즉, 최근의 방송기술 다변화 및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방송이용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기술 진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동시에
전파진흥을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주파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동향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OTT 등 방송시장의 변화, ATSC 3.0 등 방송기술의 진보 및 이로 인한 적응 방안, 디지털 전환
유휴대역(Digital Dividend) 등의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결과, 방송(미디어) 시장 및 기술 환경 변화는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미디어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 어떤 기술방식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즉, 방송 네트워크의
IP화에 따라 실질적인 방송통신 융합이 가능해지면서 방송망을 그대로 활용하는 등 대안적인 활용 방안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가별로 방송시장의 구조 및 환경이 상당히 달라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하나,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것이 대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상업용 콘텐츠 유통에서는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공익성, 다양성 등 방송의 공적인 가치를 유지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시장의 특수성, 방통융합 등 기술발전, 주파수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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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연구

기본연구 18-10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정보소통 네트워크 상의 허위정보 대응 및
신뢰도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진: 심홍진, 주성희, 김청희

연구목적
최근 루머 등 허위정보의 급격하고 광범위한 확산이 정치·사회 분야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정책적 논의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유해 루머 등 허위 정보 확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유해 루머의 확산과 유통으로부터 정보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는 단기적이고 지엽적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여기에 루머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 검증에 관한
대책까지 누락되면서 대응책의 실효성마저 반감되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대응책에는 정보 이용자 중심의 대책이
누락되어 있어 보다 심층적 차원의 구조적 대응이 부족하다. 루머를 생성하고 공유하며 확산시키는 주체는 정보
이용자이며, 이러한 루머의 피해자 또한 정보 이용자라는 점은 유해 루머의 대응 방안에 이용자 영역이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허위정보를 정치루머로 조작화한 후 포털 등 정보소통네트워크와
대중매체를 통해 정치루머가 어떠한 방식으로 언론을 거쳐 프레이밍 되고 이용자에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분석틀에 입각하여 루머의 개념과 범위를 확립하고, 루머의 확산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루머의 유형과 고유한 특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제 목격한 ‘루머’가
무엇인지, 각각의 루머는 어떠한 고유한 특성과 주목할만한 경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동안 루머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정보, 잘못된 정보, 입소문 등 루머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루머의 실재 파악과 더불어 포털 등 정보소통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루머를
형성하고 수용하며 매개하고 확산시키는 정보 이용자를 탐색하였다. 또한 정보 이용자의 루머 확산 의도와
반박 의도, 이념적 성향 등 개인의 선유경향에 따른 루머에 대한 인식 차이 등 루머가 정보 이용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입체적으로 밝히고, 언론사의 프레임 적용에 따른 정보 이용자의 루머에 대한 반응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루머의 생성·확산 등 루머 확산의 원리와 요인 등에 관한 심층적 문헌연구를 토대로 루머의 개념을 정립하고,
프레이밍 이론을 적용시켜 루머와 언론 프레이밍, 수용자의 인지적·정서적 반응을 분석하였으며, 루머 관련
연구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정보소통네트워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루머 및
허위정보 대응 정책을 제언하였다.

Key word

정보소통네트워크, SNS, 정치루머, 허위정보, 언론 프레이밍, 미디어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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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14

연구기간 : 2017. 9. 20 ~ 2018. 2. 28

유료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통한 공적책무 확보 방안
연구진: 이종원, 김청희

연구목적
방송환경의 변화로 인한 유료방송시장의 경쟁구도 변화는 다양한 시장전략과 그에 따른 지역성, 공적책임의 실현 등
방송의 공적책무에 대한 개념적 구체화와 실현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16년 발표된 유료방송발전방안에서는
유료방송사업자의 공적책무 이슈를 시청자 후생 제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어 온
공적책무 수단으로서의 지역채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에 대한 의무들이 지금의 변화된 유료방송 시장환경에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유료방송사업자의 공적책무를 담보하기 위한 (재)허가 제도의
심사항목(방송의 공적 책임의 실현 가능성 등)의 구체성 결여, 다른 심사항목간 차별성 부족 등으로 인해 환경변화에
따른 공적 책임의 개념 정립 및 구체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성 구현을 위한 정책수단을 진단하고, 유료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에 대한 개념 정리 및 구체화를 통해
유료방송의 공적책무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의 지역성이 중요한 정책 가치이자 미래에도
유효하다고 한다면, 변화된 방송환경에서 지역성이라는 규범적 가치, 즉 규범적 지역성과 산업적 지역성을
조화시켜 내는 것이 핵심 정책과제가 될 것이며, 기술발전이나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함께 지역성 개념을
실질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지역성의 가치가 상실될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IPTV의 경우도 방송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사업자로서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통해 지역성 등 방송의 공적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유료방송사업자의 공적책무 구현 제도로 ‘재허가’ 제도에 초점을 맞춰,
유료방송사업자의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재허가 제도의 문제점으로 심사기준 중복 추상성, 법령체계의 미비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법령체계의 정비 및 행정절차 개선안으로, 재허가 관련
고시제정(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전국사업자인 IPTV사업자의 공적책무 강화, 그 중에서도 지역성 기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IPTV사업자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서비스들을 사례로 제안하였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
기반해 IPTV사업자 공적책무 제고를 위해 IPTV 재허가 조건 미이행 시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을 제안하였다.

Key word

유료방송, 유료방송 지역성, 유료방송 공적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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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15

연구기간 : 2017. 9. 20 ∼ 2018. 2. 28

이용자보호를 위한 유료방송 요금규제 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강준석, 권용재

연구목적
기존의 승인제로 유지되고 있는 유료방송 요금 규제 방식이 관련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만간
신고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관련 후속 조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화 시, 방송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승인제 유지 대상 서비스의 범위, 승인 대상 서비스의 요금적정성
심사 기준, 적정성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사항에 대한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분석해, 결합상품 판매 시 방송상품의 요금
적정성 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결합상품의 긍정적 효과 (요금 인하 효과 등)는 극대화하면서, 부정적
효과(이용자 차별 및 콘텐츠 산업 수익성 악화 등)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결합상품 요금 승인 시 방송요금의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 최소채널 요금 승인 기준
본 보고서는 우선, 요금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시, 일부 서비스 요금의 승인제 유지 등의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시, 승인제 유지 대상 서비스의 범위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승인제 유지 대상 최소 채널 상품 구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소채널 상품에 대한 요금 적정성 판단을 위해서 사용될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관련 사업자 제출 자료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 결합상품 요금 승인 기준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 적정성 심사의 목적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요금 적정성 심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합상품 요금 승인 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 승인 심사 대상 상품과 요금 심사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Key word

유료방송, 요금규제, 요금 승인, 요금 신고, 결합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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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26

연구기간: 2018. 5. 15 ∼ 2018. 11. 30

방송시장 재원 및 시장구조 합리화 방안 연구
연구진: 이종원, 김청희

연구목적
국내외 현황 및 동향에 비춰볼 때, 4차산업 혁명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방송이 경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재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재구조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플랫폼 홍수 시대에 궁극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압축된다. 이 이슈는 방송 산업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비용(수신료) 및 의무, 역할 규정 등 방송제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방송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시장의 재원 조달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방송이 독립된 사업 분야가 아니라 ICT와 융·복합되면서 ICT 생태계의 일부로 재편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송시장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적 방송사업자 재원구조 분석을 통해 재원의 관점에서 인터넷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중장기
방송정책 방향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방송분야 재원 확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방송시장의 재원 현황 및 특징,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광고, 유료방송 수신료, 홈쇼핑수수료, 프로그램
제공료, 수신료, 재송신료 등 방송재원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재원구조 변화의 방향을 진단하였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특히 종편PP, MPP)별
재원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방송재원 현황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고
구조적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둘째, 방송환경의 변화 및 해외시장 동향 분석을 통해 방송시장의 글로벌 변화
추세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술, 이용자, 시장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방송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기술 측면에서는 네트워크의 고도화, 이용자 측면에서는 시공간의 확장,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으로 대변되는 인터넷 기반의 글로벌 경쟁 현상과 글로벌 경쟁에 조응하기 위한 로컬단위의 사업자간
인수합병(M&A)을 핵심 동인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 동향분석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그간 5년의 방송구조의 변화 모습을 비교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혁신 동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해외주요국의
정책기관 및 지상파방송사의 전략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방송시장 중장기 정책방향 및 재원 확보 방향을
제안하였다. 전통적 방송정책(규제)의 정당화 논거를 정리하였으며, 과거 정권의 방송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송의
진화방향을 모색하였다. 글로벌, 인터넷 융합환경에 조응하는 중장기 정책프레임 및 정책방향을 제안하였으며,
방송의 진화에 따른 중장기 정책프레임에 입각한 방송재원 확보 방향을 제언하였다.
Key word

방송재원, 인수합병(M&A), 융합,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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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55

연구기간: 2018. 5. 15 ~ 2018. 12. 31

방송통신분야 2018년 제·개정 법규에 대한 비용분석 연구
연구진: 황유선, 송민선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8년에 제·개정된 방송통신분야 법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을 다루고 있다. 각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검토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비용관리제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비용분석 결과 산출된 비용 및 편익의 크기를 확인하는 것에 있기 보다는,
2018년 방송통신분야 제·개정 법규에 대한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시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규제비용분석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축적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정보통신망법, 협찬 관련 규칙, 결합상품 관련 법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관련 법규 등에
대해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하여 각 개정안의 비용편익 결과를 도출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의 국내대리인 제도, 아이핀 관련 내용, 개인정보 동의획득 방법 관련 내용 및 협찬고지 관련
법규에 대한 비용분석 결과 직접편익 및 직접비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상품 관련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법규에서는 직접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관련 법규에서는 직접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방송통신분야 법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이고 동시에 면밀한 비용분석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규제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규제비용관리제, 비용편익분석, 방송통신산업, 규제영향분석, 협찬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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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58

연구기간: 2018. 5. 15 ~ 2018. 12. 31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진: 성욱제, 송민선

연구목적
2015년 마련된 재허가·재승인 사전기본계획에 따라 ’16년~’17년에 걸쳐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심사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허가·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심사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우선, 재허가·재승인 결정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심사점수별로 차등화(인센티브/페널티)하고, 조건부과
조항을 확대하였다. 두 번째로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매체별 차별화된 심사기준 도출,
공적책임 심사기준 구체화 및 배점 세분화, 계획 대비 실적 비율(배점) 강화를 개선안에 제시하였다. 또한
재허가·재승인 조건 점검기준 합리화를 위해 콘텐츠 투자 금액 검증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 편성 실적 점검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재허가·재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시청자 의견 수렴방식을
개선하고, 사업계획서 분량을 제한하는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재허가·재승인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방송분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심사절차, 점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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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59

연구기간: 2018. 5. 15 ∼ 2018. 12. 31

결합상품의 인접시장 영향 분석 방법 연구
연구진: 황유선, 권용재

연구목적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이 증가하면서 결합상품이 방송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간 국내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결합상품 관련 논의는 주로 결합상품의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전이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시장획정이나 지배력전이 논의는 그것 자체로 유의미한 논의이나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합상품의 방송통신시장 경쟁에 대한 영향 분석은 관련
현황과 결합의 동인 등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시장획정 및 지배력전이 이슈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관련 시장자료와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장의 변화를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형별 결합상품에 대한 시장 현황 분석 및 개별시장 점유율 변동 양상과의
비교 분석, 그리고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한 결합상품의 동인 및 영향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우선 결합상품 가입자 규모는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긴 하나, 여전히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동통신서비스를 포함한 유무선 결합상품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요 서비스인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서비스 모두를 결합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또한 결합상품 선택시
이동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무선 결합상품에서 SK계열이 방송+초고속
포함 유선 결합상품 대비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SK계열의 이동통신서비스 경쟁력이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시장 경쟁에 일정수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표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을
포함한 결합상품과 이동통신시장 모두에서 SK계열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어 결합상품을 통한 경쟁구도는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의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결합상품을 통한 경쟁으로 인해 방송통신 각 개별시장의 경쟁이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일정 수준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어, 전체 시장을 함께 검토하는 통합적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결합상품 경쟁이 유료방송서비스 가입률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나타나, 해외 OTT
사업자의 국내 진출에 따른 방송통신시장 변화에 대한 분석 등에 있어서도 결합상품의 영향 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Key word

결합상품, 방송통신, 경쟁, 인접시장

Ⅲ. 2018년도 주요 연구실적

•83

정책연구 18-60

연구기간: 2018. 5. 15 ∼ 2018. 12. 31

방송한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계약 및 수익분배 방식 연구
연구진: 주성희, 권용재, 김민정

연구목적
방송한류는 한국산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결과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진출 시
제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추가 수익분배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이 필수적 요건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사례나 업계 현황 파악이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민감한 영업 기밀로 간주되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는 조사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경로와 방식 등에
대해 알아본 후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해외진출 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해외진출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방송한류의 지속성장을 위해서 해외진출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해외진출 시 콘텐츠 형태와 판매시점, 진출 플랫폼, 판매권리 등 해외진출의 형태를 특징짓는
주요 항목들을 파악하고 해당 항목별로 해외진출의 접근 방식을 특화시켜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항목들, 가령 대상 콘텐츠, 배급방식 및
배급매체, 배급 대상지역 및 기간, 배급대가 및 수익분배 방식, 지불방식 및 정산근거, 손해배상 방식, 분쟁
해소방법 지정 등을 제시하고 관련된 유의점도 서술하였다. 더 나아가 향후 방송콘텐츠 해외진출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항목들도 첨언하였다.
방송한류는 해외시장에서의 성과가 그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며 서로 다른 국가의 사업자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역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외진출 사전 및 사후 법률지원의 실효성
강화, 해외진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방송한류 정보플랫폼 구축 지원, 중소제작사 및 배급사 해외진출
기회 확대, 국산 플랫폼 서비스 영역 확대 및 콘텐츠 중간 거래장터 구축 지원, 방송콘텐츠 관련 IP 인증제도
마련, 미성숙 해외시장 지원, 국내 사업자에 대한 자동 지원 제도 및 제작 세제 지원 확대, 콘텐츠 관련 기금 확대
방안 등의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Key word

방송한류, 해외진출, 수익분배,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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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61

연구기간: 2018. 5. 15 ∼ 2018. 12. 31

중장기 방송광고 규제체계 개편 및 관련 법령 개선 방안 연구
연구진: 강준석, 김호정

연구목적
방송통신 기술 발전 등에 따라 기존 방송광고 규제 체계에 포섭되어 있지 않은 신유형 (방송)광고 기법이
개발되고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방송광고 규제 체계에 신유형 (방송)광고가 포섭되어 있지 않아 (1) 신유형
방송광고의 도입이 어렵거나, (2)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신유형 (방송)광고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신유형 광고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신유형 방송광고’와
방송광고는 아니나 방송서비스에 수반된 ‘신유형 광고’를 모두 방송법 규제 체계에 포섭하고, 규제 대상 신유형
광고 유형 정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방송광고 정의 조항 신설을 통해서 ‘기타 방송광고’와 ‘신유형 광고’ 개념을 도입해 ‘신유형 방송광고’와
방송서비스에 수반된 ‘신유형 광고’를 모두 방송법 규제 체계에 포섭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상 및 간접광고
규정과 같이 ‘기타 방송광고’와 ‘신유형 광고’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해당 광고의 세부 유형 및 규제 원칙을
정하고 유형별 규제 방식은 고시단에 위임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 때 방송법에서는 규제의 대원칙만 정하고,
규제 대상 방송광고 종류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방송광고 규제체계가 변화될 경우, 이에 맞춰 정의
조항도 하향입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VOD광고, 채널변경광고, 트리거 광고 등의 신유형 (방송)광고의 허용 시간, 형식,
시청자 고지 의무 부여 등과 관련된 문제점 및 이슈를 검토하고, 신유형 (방송)광고 세부 유형별로 구체적인 규제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를 통해서 도출된 방송광고 규제 및 분류 체계 개선 방안을 규제 당국이 관련 정책 입안 시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변화된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합리적인 방송광고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중장기, 방송광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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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62

연구기간: 2018. 5. 15 ∼ 2018. 12. 31

외주시장 거래관행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연구진: 심홍진, 김청희

연구목적
외주제작 의무 편성제도 도입은 외주제작시장의 양적 성장을 비약적으로 이끌었으나, 불합리한 제작비 지급, 저작권
및 수익의 자의적 배분, 제작인력의 과도한 노동시간, 인권침해 등 불공정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외주제작의
공정거래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외주제작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비롯해 방송영상제작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방송 외주제작 거래 현황을 실태적 차원에서
면밀히 파악하고,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가 제작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외주제작 거래관행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방송 외주제작시장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일한 조사방법 및
내용으로 설계된 실태조사를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에게 실시함으로써,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시장에 대한 두
주체 간 인식 차이를 고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외주제작 거래현황 및 관행에 대한 양적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문조사가 포괄하지 못한 주요 쟁점을 점검하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18년 방송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하고,
경험적 연구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정책방향과 외주제작 시장의 상생·공정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외주제작 시장을 구성하는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 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주요 플레이어들의 외주제작 거래 관행을 보다 적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태조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외주제작 거래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기존문헌 검토,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자문,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부처 담당자와의 논의를 거쳐 주요 조사 영역과 세부 항목을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외주제작
거래 관행에 대한 거래 주체들 사이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및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불확실한 응답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심층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외주제작 거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주제작
거래 관행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문내용과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심층인터뷰는
설문조사의 주요 항목을 토대로 질의하였다.
끝으로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외주거래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단기적 방안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외주거래 실태조사가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언하였다.

Key word

외주제작, 외주거래, 거래관행, 불공정거래, 외주제작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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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63

연구기간: 2018. 5. 15 ∼ 2018. 12. 31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등 외주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연구진: 황유선, 심홍진, 김청희

연구목적
1991년 정부의 외주정책 시작과 함께 외주제작시장은 양적·질적으로 큰 성장으로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불공정거래 관행이라는 문제, 제작현장에서의 열악한 노동조건, 제작인력에
대한 비인격적 처우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자리하고 있다.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외주편성비율 및 외주인정기준 보완 등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외주제작시장의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7년 PD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외주제작시장의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조성되었으며, 정부는 5개 부처 종합대책 등을 통해 외주제작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주제작시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방송사와 제작사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외주정책 모델로 평가받는 영국의 외주정책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국내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과 거래 관련 이슈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외주제작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외주제작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 및 가이드라인이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은 물론,
관련 함의 및 쟁점사항을 논의하였다. 또한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단계적 실시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둘째,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 마련, 셋째, 사업자 참여를 통한
공론화 작업, 넷째, 사후적 모니터링 기능 강화, 다섯째, 외주제작 관련 제도 정비·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외주제작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정부의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인권선언문 제정을 통해 방송영상산업
독립창작자의 노동인권 개선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및 표준근로계약서 도입과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제작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Key word

외주제작, 외주정책, 외주 가이드라인, 인권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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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64

연구기간: 2018. 5. 15 ∼ 2018. 12. 31

방송평가제도의 변별력 제고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연구
연구진: 성욱제, 송민선

연구목적
그동안의 지속적인 평가 규칙 개정을 통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평가의 실효성, 합리성 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체별 특성 반영, 평가의 실효성, 평가기준의 합리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평가제도의 원칙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에 따른 수단이 합리적으로 선택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평가대상, 평가영역(내용, 편성, 운영), 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세부기준)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변화된 방송환경 하에서 현행 방송평가의 영역·항목·배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함으로써, 전반적인 방송평가의 실효성, 합리성 등을 제고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높은 방송평가 제도를 구축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으며, 이를 위해, 매체 특성 반영 강화, 평가의 실효성 제고, 평가기준의 합리화, 환경변화 적극
대응이라는 세부 목표에 맞게 제도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방송평가 실효성 검증 자료를 이용하여 방송평가 개정의 기초 및 보완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방송평가의 타당성 및 실효성 개선으로 방송사업자의 방송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송평가 결과가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타당성 및 실효성도
높아지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Key word

방송평가, 변별력, 실효성, 공익성, 재허가·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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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65

연구기간: 2018. 4. 1 ~ 2018. 12. 31

혁신서비스 성장지원을 위한 방송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곽동균, 정은진

연구목적
본 연구는 방송통신 및 ICT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혁신서비스들이 미디어분야에서도 등장하는 환경에
부합하도록 기존 방송법령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 연구목적으로 한다. 기존 규제체제의
한계점을 혁신서비스 성장 지원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인 법령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연구 주제로 구성되었다. 첫째, 방송 미디어 관련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법이 적용되는 방송미디어 분야의 환경 변화를 시장 변화, 이용자 변화, 기술 변화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방송 플랫폼간의 경쟁 환경을 고찰함으로써 시장 변화, 이용자의 동영상 시청 행태 변화의
구체적 양상, 방송미디어에 활용되는 기술의 발전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둘째, 방송 미디어 관련 해외의 제도 변화 사례를 검토하였다. 유료방송 부문을 중심으로 융합 진전과 스마트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사례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기에는 EU의 시청각미디어지침 개정을
비롯한 최근 동향과 미국의 OVD 일부에 대한 MVPD 편입 시도를 정리했고, 영국 등의 주목할 만한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그간 국내 방송관련 제도 개선의 추이를 고찰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유료방송을 중심으로
그간 추진되어온 주요 개선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국회에 제안된 통합방송법의 주요 내용 및 한계를 검토하였다.
유료방송 관련 방송환경 변화를 감안한 현실적인 구조개편 방안 제안하기 위해 혁신 서비스 친화형 법체계
구축을 위한 구조 변화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관련 부처의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되며, 특히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국내 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마련하고 있다. 기존 방송법령의 경직성으로
인한 새롭고 혁신적인 미디어분야 서비스 출현의 저해 현상을 해소하거나, 완화함으로써 다양하고 풍성한
혁신서비스의 출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Key word

혁신서비스, 방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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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67

연구기간: 2018. 4. 1 ~ 2018. 12. 31

유료방송 분야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진: 이재영, 강준석, 송민선

연구목적
유료방송사간의 인수·합병이 증가하고, MSO 및 IPTV사업자 등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증가와 함께 대형 사업자에 의한 독과점 폐해 발생이 동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료방송사 간 인수·합병을 촉진하여 효율성 증대와 투자 및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으로, 규모가
커진 유료방송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의 사업자 수, 매출액, 영업이익, ARPU 등 유료방송 시장현황을 분석
정리하는 한편, 유료방송사 인수합병 동향을 정리하였다. 또한 OTT 동영상 서비스 확산, 인수·합병 등 주요국의
미디어시장 동향과 미디어시장 규제 완화 추이 등 해외 제도 변화를 제시하였다. 정책방안으로는 인수·합병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고, 구조규제와 행위규제에 관한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인수·합병 관련 법제 개선방안(심사 체계 정비, 사업의 양수·양도 제도 개선, 심사기준
보완, 지위승계 조항 개선)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진입규제, 소유겸영 규제 등 구조규제 개선방향, 요금 규제,
프로그램사용료 정책 등 행위규제 개선방향은 해당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에서 공정경쟁 관련 법제 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ey word

유료방송, 인수합병, 분할, 소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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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68

연구기간: 2018. 4. 1 ∼ 2018. 12. 31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에 따른 요금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연구진: 강준석, 김호정

연구목적
유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서비스의 요금 수준에 대한 정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의 승인제로
유지되고 있는 유료방송 요금 규제 방식이 조만간 신고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유료방송플랫폼간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요금에 대한 정부 승인 필요성이 낮아 졌으며, 오히려 승인제 유지로 인해 신규
상품 출시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7년 12월 정부는 모든 유형의 유료방송상품의 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요금 신고제 전환에 따른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여타 후속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먼저, 유료방송요금 신고제 전환 시, 요금 신고 방식에 대해서 (1)모든 사업자의 요금 신고 방식을 정액
신고로 일원화, (2)모든 사업자의 요금 신고 방식을 상한 신고로 일원화, (3)SO·위성은 상한액으로 신고,
IPTV는 정액으로 신고하는 현행 요금 표시 방식 유지, (4)요금 신고 방식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4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정액 신고제 전환 시, 유료방송사업자의 요금 설정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요금 할인폭 사업자 자율 설정, (2)요금 신고 시, 할인폭 사전 설정, (3)요금
할인의 범위를 규제 당국이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요금 신고제 전환 시, 기존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PP 콘텐츠 대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선 기존 모수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1)현행 모수 규제 완전 폐지, (2)모수 규제 적용 대상 제한, (3)현행 모수 규제 유지의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요금 신고제 전환과 PP 콘텐츠 대가 관련 제도 개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료방송플랫폼-PP 간 채널 계약 협상 절차 및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Key word

유료방송요금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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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69

연구기간: 2018. 4. 1 ∼ 2018. 12. 31

2018 미디어 다양성 조사
연구진: 성욱제, 정은진, 김민정, 유수정, 장시연, 강준석, 김남두, 송민선

연구목적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현실(Reality)을 재현함으로써 사회의 목소리, 아이디어, 의견 등을 전달 또는
생산하는 일이다. 시청자들은 미디어를 통해 현실을 재구성하고,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다시 시청자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 다양성은 민주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가치로 인식되고 있지만, 조작적 개념의
부재로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 그동안 ‘선언적’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미디어 다양성이 가지는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
표준화된 조사항목에 따라 국내 방송의 다양성 정도를 다각도로 데이터 수집, 분석하고 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향후
미디어 다양성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미디어다양성 조사는 2014년 조사항목 개발, 2015년 시범적용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행되어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조사항목은 크게 프로그램의 형식(포맷/장르)과 내용(드라마, 뉴스, 시사보도
등장인물) 다양성 분석, 시청자 인식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2018 미디어 다양성 조사의 분석기간은 2018년 1월~9월까지였으며, 구체적인 미디어 다양성 지표는 (1)
종합편성 채널(지상파, 종편PP)의 포맷(16개 장르)별 편수와 편성시간 및 시청비율, (2)지상파와 종편, tvN,
OCN에서 편성되는 드라마의 등장인물의 사회문화적 특성(성별, 연령, 직업, 장애, 표준어 등) 및 주제/소재(예,
의학, 법정, 수사 등) 분석, (3)지상파3사와 종편PP의 메인뉴스에 대한 정보원 및 주제(정치, 경제, 사회 등)
분석 (4)종편PP 시사보도 프로그램 패널의 사회문화적 특성(성별, 연령 등), (5)전국 시청자 약 1,000명 대상의
인식도 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였다.
분석대상은 형식(포맷/장르) 다양성의 경우, 지상파·종편PP 7,045개 프로그램을, 드라마 내용 다양성은
지상파·종편·tvN·OCN의 107개 드라마 등장 인물 2,861명을, 뉴스 내용 다양성은 지상파·종편의
메인뉴스(2,721개 아이템) 정보원 5,338명을 분석한 결과이다. TV드라마와 뉴스의 다양성에 대한 시청자
인식조사의 경우,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표본오차 ±3.1%p)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조사 결과 요약과 향후 시사점(연구 성과 또는 제한점,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Key word

미디어다양성, 등장인물, 장르, 패널, 정보원, 시청자 인식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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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70

연구기간: 2018. 9. 1 ~ 2018. 12. 31

지역민방 편성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김남두, 이재영, 곽동균, 김희정

연구목적
현행 방송법은 민영방송 네트워크 협정에 가입한 지역민방사의 수중계 비율을 제한하여 지역민방사가 전체
방송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체 편성하도록 강제하며, 이런 점에서 수중계 규제는 자체편성 의무비율 규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방송 내외 여건의 변화로 지역민방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자체편성 의무비율 규제의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자체편성 의무비율 규제는 직접적으로 지역민방의 프로그램 자체제작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 및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지역민방에 대한 현행 편성규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으로 거론되는 자체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 도입과 관련된 여러 실무적 쟁점을 검토하여 지역민방, 더 나아가 지상파 지역방송 전반에
대해 자체제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진은 (1)해외의 지역방송 현황, (2)국내 지역방송(지역민방 및 다른 지역방송)의 자체편성 및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 현황 등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3)현행 자체편성 의무비율 규제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며, (4)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 규제의 도입과 관련된 각종 실무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검토 대상이 된 실무적 쟁점에는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개념·범위 및 판정기준,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편성규제의 방식, 지역민방 간 의무 편성비율의 차등화 여부 및 차등화 수준, 지역민방
이외의 다른 지역방송(지역 MBC, KBS 지역국)에 대한 동일 방식의 편성규제 적용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지역민방에 대한 복수의 편성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지역 MBC와
KBS 지역국에 대해서도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 증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행
지역민방의 수중계 제한 규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의 개발 및 지상파 지역방송 전반에 대한 편성 정책방향의
정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지역민방, 수중계, 편성규제, 자체제작, 지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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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71

연구기간: 2018. 7. 1 ∼ 2018. 12. 31

방송채널사용계약 현황 분석 및 공정한
계약 관계에 관한 연구
연구진: 김경은, 강준석, 홍평기, 권용재

연구목적
유료방송시장 경쟁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채널계약과 관련한 사업자 간 분쟁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관련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은 미비한 상태이다. 플랫폼과 채널사업자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약관계 및 계약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행 관련 제도에 정비가 요구되는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PP, 유료방송PP 사이의 계약절차와 내용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홈쇼핑PP 송출수수료와 유료방송PP 프로그램사용료 수준의 산정 방식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널 계약과 송출수수료 및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PP간의 채널사용계약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상, 둘째는 계약시점의 지연, 셋째는 계약 가이드라인의 일부 항목의
오·남용이다,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은, 첫째로 송출수수료 인상률에
상한선 부과, 둘째로 계약지연 시 금전적 페널티 부과, 셋째로 가이드라인이 가지는 취약점 보완이다. 다음으로,
유료방송사업자와 PP간의 채널사용계약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역시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낮은 중소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수준, 둘째는 불량PP 존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셋째는
일률적인 PP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비공개로 인한 평가의 신뢰성 미담보이다.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은, 첫째로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에 대한 의무지급률 부과, 둘째로 유료방송사와
불량PP간의 계약해지 수월화, 셋째로 PP평가 시 MPP 평가기준과 중소PP 평가기준의 차별화 및 평가결과의
정부기관 제출을 통한 평가의 신뢰성 담보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채널계약 절차 및 기준
수립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한 방송시장 경쟁환경 조성,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공 기반 확보 등의
경제·사회적 기여를 기대할 수 있다.

Key word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홈쇼핑, 유료방송사, 채널사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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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72

연구기간: 2018. 7. 1 ∼ 2018. 12. 31

남북간 방송미디어 상생협력 및 발전방안 연구
연구진: 황준호, 김청희, 황지은

연구목적
최근 전례 없는 남북 간 긴장완화의 국면을 맞이하여 문화, 예술, 스포츠, 학술 등 비정치적, 비경제적,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방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남북 관계의 개선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갖는 중요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남북 간 방송교류와 협력의 증진은
분단 장기화로 인한 상호 반목과 이질감을 해소하고, 한민족 공통의 문화적 정체성과 상호 유대감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북한의 제반 방송분야(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디바이스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기존의 정책과 사업들은 방송통신 융합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라는 방송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남북 간 방송분야에서의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방송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 정세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인식의 전환, 과거 남북 방송 교류협력의
성과에 대한 평가, 남북 방송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고려사항 점검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지속가능하면서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남북 간 방송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북한 방송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미디어 이론 및 방송 관련법을 분석하고, 북한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와 방송프로그램
현황과 특징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 방송분야 교류협력 증진과 상생발전을 위한 단기적 정책과제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방송의 운영과 통제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사회주의 미디어
이론, 북한의 미디어 이론 및 북한의 방송 관련법과 지도통제 관리 시스템을 분석하여 북한 사회에서 방송매체가
담당하고 있는 이념적 본질과 기능적 역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북한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의
서비스 및 방송프로그램 현황과 특징을 조사하고, 김정은 집권 이후 나타나고 있는 방송분야에서의 변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남북 방송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반으로서 북한 방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남북
관계의 회복과 진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 간 평화적 공동번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북 방송교류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이슈들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 간 방송교류의 증진과 상호 간에
방송분야에서의 상생발전을 위한 단기적 및 중장기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Key word

남북방송, 남북 방송교류, 남북상생, 북한방송

Ⅲ. 2018년도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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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8-05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인터넷 동영상콘텐츠 유통과 소비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진: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목적
본 과제는 OTT를 통한 동영상 이용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관련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OTT 동영상 서비스의 외형에 대해서는 불완전하게나마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OTT를 통해 유통되는 동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도 이뤄진 바가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 과제는 3개년 사업으로 구상되었으며, 본 보고서는 이 중 1년차 과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첫째,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둘째,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즐겨 시청하는 동영상 콘텐츠가 주로 어떤 것들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우선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주요 OTT 동영상 서비스들의 현황을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방식, 주요 콘텐츠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한 후, 이용 빈도나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서비스들을 선별하였다. 이후 개별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현황을 인기 콘텐츠 위주로 조사하고, 이를
유목화해서 서비스별 콘텐츠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주요 OTT 동영상 서비스들에서 인기를 끈 콘텐츠는 실시간 콘텐츠에 비해
VOD 콘텐츠 비중이 높았고, 전체 영상보다는 이를 짧게 자른 클립 영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콘텐츠
유형별로는 기존 방송에서 제공된 방송 콘텐츠가 영화나 웹 콘텐츠, 1인/MCN 콘텐츠 등에 비해 비중이 높게
나타나, 국내 OTT 동영상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인기 콘텐츠는 여전히 기존 방송 콘텐츠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났다.
본 조사는 이런 분석결과에 더해서 유튜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병행실시하여 국내 이용자들이
OTT를 통해 동영상을 소비하는 주된 요인, 이용방식 등을 다른 국내 서비스 이용자와 비교분석해 보았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분석 대상을 확대하며, 분석된 데이터의 공적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Key word

OTT 동영상, 인터넷 동영상, OTT 동영상 콘텐츠, 동영상 콘텐츠,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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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8-08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2018년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
연구진: 심홍진, 김청희

연구목적
대한민국 방송법 총칙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 책임, 시청자 권익, 민주적 여론 형성,
국민문화의 향상, 공공복리의 증진 등을 방송법이 추구해야하는 주요한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여 현행 방송 편성 규제는 방송의 다양성, 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 방송산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혹은 이를
통한 공공복리 증진)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방송법을
비롯해 동법의 시행령, 행정 규칙인 프로그램 편성고시에서는 방송사업자별 또는 매체별로 세분화된 의무편성
비율을 규정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의무 규정 가운데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오락 프로그램 편성 제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주된 방송 분야 프로그램 의무편성,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제한, 순수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및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국가
제작물의 편성 제한에 대하여 2017년 중 방송사업자들의 프로그램 편성현황을 조사하였다.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등에 관한 고시(이하 편성고시)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의무편성 규제의 준수여부 및
관련 편성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국내 장애인방송 편성 규제를 다루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2018년(2017년 자료) 방송 프로그램 편성현황 조사 결과, 방송사업자들은 전년도와 비슷한 편성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상파 3사 텔레비전 편성의 경우, 각 사 모두 분야별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KBS 1TV와 KBS 2TV는 보완편성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두 채널
중 KBS 2TV는 오락 성향이 좀 더 강한 MBC, SBS와 유사한 편성형태를 보였다. 지역민방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민영 네트워크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OBS경인TV만 독특한 형태의 자체 편성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중계 비율이 높은 나머지 지역민방은 대체로 상호 유사한 편성 양상을 띠고 있었다. 전문편성 텔레비전
채널사용사업자(PP)의 80% 이상은 주된 방송 분야 프로그램을 연평균 90% 이상의 비율로 편성하였으나, 일부
채널에서는 법정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본 보고서는 또한 장애인방송 편성 규제 분석 결과를 소개하였다. 국내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의 법적 근거
및 제공의무의 유형, 편성의무 사업자, 사업자별 편성비율 목표치 및 달성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장애인방송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과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 내용,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이를 통해 장애인방송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Key word

편성현황, 편성제도, 편성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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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통계정보연구

기본연구 18-09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방송미디어분야 자료의 통합 연계 및 활용방안 연구
연구진: 신지형 오윤석

연구목적
통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증거기반(evidence-based) 연구 및 정책수립이 확대되면서 통계 생산 및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생산통계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복합적 통계 생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상이한 자료를 연계하여 통합하는 경우 기존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자료로 재생산 할 수 있는데,
이는 응답자의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조사예산 절감 등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연계된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재생산된 자료의 다양한 활용의 도모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분야 조사
자료의 자료 연계통합을 진행하여 매체이용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시도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방송미디어분야 통계조사 및 자료를 검토하여 축적된 자료의 특성을 살펴보고, 자료 연계 방법에
있어서 개념 및 용어를 비롯한 개괄적인 부분과 각 연계 방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다양한 자료 연계 방법 중 방송미디어 수용자 조사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인 통계적 매칭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는데, 통계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통계적 매칭의 전제조건과 수행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첨부하고, 각 통계적 매칭 방법을 한국미디어패널조사의 일부 자료에 적용하여 모의 실험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 각 매칭 방법의 타당도와 차이점을 검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분야의 대표적 수용자 조사인 『한국미디어패널조사』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연계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생성된 통합자료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실시한다. 미디어 이용 시간이나 다매체 이용여부, 자아 존중감, 인지욕구, 삶의 만족도와
같이 한국미디어패널에서 얻어진 미디어 이용행태나 개인의 성향과 같은 자료들과 스마트폰 과의존 유형과의
연관관계를 찾고 그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자료 통합
연계 환경 조성방안 과 통합 연계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을 나열한다. 자료 통합방법에 따른 통계 재생산
및 통합자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통합이 용이하도록 주로
포함되는 변수의 항목을 통일화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신규 통계조사의 설계와 기획에
앞서 대체자료의 활용 방안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통합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상세한 이용자 가이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Key word

자료통합연계, 통합자료, 미디어이용행태, 스마트폰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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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08

연구기간 : 2017. 6. 1 ~ 2018. 1. 31

ICT 산업 중장기 전망(2018∼2022)
연구진: 정혁, 정용찬, 정진한, 고동환, 유선실, 정부연, 김민식, 이경남, 오정숙, 이은민, 나상우, 김대건, 이선희

연구목적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4차 산업 혁명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IC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ICT 관련 정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ICT 산업의 시장 현황 진단 및 전망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ICT 중장기 시장 전망은 국내외 거시 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ICT 산업의 세부 품목별 생산, 수출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시장 현안 및 이슈들을 점검함으로써 ICT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2017년의 국내 방송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응용기반기기 부문의
생산(매출) 및 수출입 성과를 진단하고, 국내외 거시 환경과 ICT 트렌드 분석을 기반으로 2018년 단기 전망과
2018~2022년의 중장기의 부문별 전망치를 제시하며, 국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ICT 산업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에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2018년 국내 ICT산업 생산은 방송서비스,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으로 성장하겠으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등 ICT 기기 성장이 둔화되면서 전년대비 3.3% 성장한 478.3조 원으로 전망된다.
2018~2022년 ICT산업 생산은 ICT 기기시장은 4차 산업혁명 확대로 부품 수요는 지속되겠으나 중국의
부상으로 성장률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빅데이터, IoT, AI 관련 소프트웨어 수요 확대와 모바일 게임의
고성장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이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8년 ICT산업 수출은 반도체와 휴대폰의 경우 제품 경쟁력 강화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나 디스플레이
패널은 가격 하락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년대비 4.6% 증가한 2,067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2018~2022년 ICT산업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디지털 TV 등은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라인
중심으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겠으나 중국업체의 투자 확대와 글로벌 점유율 확대로 연평균 1.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Key word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휴대폰, 디지털TV,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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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21

연구기간: 2018. 3. 26 ∼ 2018. 10. 22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심층연구
연구진: 정용찬, 신지형, 최지은, 유선실, 오윤석, 김규성, 윤건, 이호, 김유진

연구목적
데이터가 화폐나 부동산, 지적재산권에 견줄 만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데이터 유통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생태계인 ‘데이터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데이터 개방과 활용이 강화되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조사 대상과의 접촉의 어려움, 조사 거부, 응답부담 호소 등으로 인해 조사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또한 기존 산업과 ICT가 융합하여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양산되는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통계 생산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환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통계 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계 승인제도, 통계품질관리, 통계기반정책평가 등 국가 통계 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함께 개선을 위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대상을 통계승인제도, 통계품질관리제도,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로 특정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통계 선진국의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연구 세부
분야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우선 국가통계 승인제도 개선방안으로는 통계 구분과 명칭 개선, 통계작성기관 범위 확대,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등을 제시한다. 둘째 품질관리제도 개편에서는 통계의 구분과 명칭 개선, 시범통계제도 도입,
통계작성기관의 범위 확대, 통계현황신고제 도입, 통계승인 및 변경 관리체계 차등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는 증거기반정책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통계 관리체계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선순환 프로세스 설계 방안과 단계별 실행 전략을
도출하고 있다.
기존 산업과 ICT가 융합하여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양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통계 관리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3대 국가통계 핵심 제도인 통계 승인, 통계품질관리,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의 개선과 함께
통계 관련 조직 개편, 인력 전문화, 교육·홍보 강화, 관련 기관간 협업 제도화 등 통계관리 거버넌스 패러다임
개혁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국가통계 생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법령 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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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28

연구기간: 2018. 6. 14 ~ 2018. 12. 15

인터넷경제 측정기법 연구
연구진: 정용찬, 정현준, 정부연, 신우철, 손녕선, 김성환

연구목적
최근 인터넷, ICT 등의 발달로 경제 환경이 산업경제에서 인터넷 경제 또는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가운데
인터넷 경제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적절한 정책수립을 위해 인터넷경제의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네덜란드(CBS)의 인터넷 경제 측정 방법론 및 플랫폼 경제 측정방법론을 우리나라 통계청의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에 적용하여 시산하는 것으로 특정하고 네덜란드 방법론에 대한 한계점 및 대안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플랫폼 경제 측정방법을 제시함에 있다. 인터넷 경제 측정 방법론 연구를 통한 인터넷 관련
기업(비즈니스)의 경제규모에 대한 측정은 빅데이터 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통계 생산이라는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인터넷 경제, 플랫폼 경제 문헌 연구를 위해 인터넷 경제의 개념, 포괄 범위 등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문헌연구 및 해외 사례에 대해 연구했다. 둘째, 네덜란드 통계청의 인터넷 경제 측정 방법론
적용 연구를 위해 네덜란드 통계청의 빅데이터 프로젝트 기법 중 하나인 인터넷 경제 측정방법을 우리나라
데이터에 적용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대안 및 개선방안 제시했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 데이터프로바이더의
빅데이터 방법(크롤링)을 통해 수집한 우리나라 웹사이트 데이터와 통계청의 기존 산업통계를 결합하는 방법을
활용해 우리나라 인터넷 경제 규모를 산출했다. 셋째, 플랫폼 경제 측정방법론 연구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 경제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측정방법론에 대한 이론 연구와 방법론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본 연구 결과는 네덜란드 통계청(CBS)의 인터넷 경제 측정 방법론을 우리나라 통계청 데이터를 적용하여
시산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플랫폼 경제 측정방법 제시함으로써 학문적으로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통계적 측면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Key word

인터넷 경제,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 빅데이터, 측정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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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18. 4. 1 ∼ 2018. 12. 31

ICT통계분석 및 고도화
연구진: 고동환, 최계영, 심동녘, 최지은, 이선희, 유선실, 정부연, 신우철, 오윤석, 황혜인, 조정현, 김민식, 오정숙, 이경남

연구목적
우리나라 ICT산업은 국내 여타 다른 산업에 비해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같은 전자장비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커서 대외환경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8년 한 해는 브렉시트 협상,
한미 FTA재협상, 미·중간 무역분쟁 등 거시경제적 대외충격이 어느 때 보다도 많은 한 해였다. 한편으로는 현 정부
정책 아젠다 중의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노동대체에 대한 논의가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뜨거울 정도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ICT산업은 이와 같이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정책에 민감한 산업으로 바람직한 정부의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새로운 관련
데이터를 발굴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ICT산업 뿐
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금융부문 현황, 그리고 첨단 기술의 변화 추이를 정리하고 다양한 경제적 충격에 대한 ICT산업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정책수립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먼저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IT서비스 분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KORUS 재협상 시 예상되는
IT서비스부문 개방 요구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경제학적 진단’에서는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넘어야할 태생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미·중 무역분쟁의
ICT산업 파급효과’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의 배경과 양국 간의 교역현황 데이터를 기초로 파급경로를 도출하고
VAR 모형을 통해 ICT수출과 GDP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K-ICT추진전략에 따른 공공부문 ICT
R&D투자 증가가 ICT산업의 매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진단하였다. 첨단 기술
및 산업의 트렌드 분석을 위해서는 ‘세계인공지능시장 규모 전망’,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현황 및 전망’, ‘국내
지능정보산업 시장 점검’, ‘세계 OTT 시장 현황’,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 통신사 진출 현황’, ‘세계 승차공유
시장 현황과 국내 도입의 시사점’, ‘로봇산업 현황 분석’ 등을 살펴보았다. ICT산업 정책적 관심 분야로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인력 고용현황’, ‘WEF 2018년 미래생산체제 준비도 보고’,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혁신역량’, OECD의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 분석’. ‘5G 상용화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 분석’,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스마트시티 추진동향’ 등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새로운
분석기법(네트워크 분석, 군집분석)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반응도
살펴보았다.

Key word

ICT, 통계분석, 이슈분석, 블록체인, 미·중 무역분쟁, 4차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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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73-02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ICT통계 평가체계 개선 연구
연구진: 정현준, 정용찬, 심동녘, 이선희, 오윤석

연구목적
ICT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와 통계는 새로운 유형의 자산으로 경제활동의 중요한 생산요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ICT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6종의 ICT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ICT 통계조사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통계기획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ICT 산업은 새로운 기술과 이를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출현하고 소멸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ICT 통계기획 및 평가에서 조사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검토와 점검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평가체계는 개별 통계의 조사신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ICT 통계체계 전반의 유사중복 점검·조정
기능과 ICT산업의 전문성과 시의성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에서 작성하는 26종의
통계조사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ICT 통계 평가체계가 요구되는 바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새로운 ICT 통계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통계청의 자체품질진단, 정기품질진단의 방법론과
수행 절차, 단계별 진단내용을 살펴보았으며, 과기정통부의 ICT통계 평가체계도 함께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 평가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ICT 통계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맵을 제안하고 개별 통계의
품질향상을 위한 주요이슈를 발굴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ICT 통계 평가체계’는 기존의 기여도 평가와 품질평가를
통합하여, 승인통계에 대한 기여도 평가의 경우 개별통계 수준에서 ICT 통계체계 전반으로 평가 관점을 전환하고
미승인통계에 대한 품질평가는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새로운 ICT 통계 평가체계는 ICT 통계체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의 평가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 통계의 품질 및 신뢰도 개선을 통해 통계수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ICT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ICT 통계평가는 ICT 통계맵을
통한 ICT 통계 전반에 관한 평가와 통계조사 과정에서의 주요이슈를 발굴하여 평가한다.
본 과제는 ICT 통계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ICT 통계맵의 개념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통해 통계의 영역을
구조화하고, 상호 연관관계를 파악하여 유사, 중복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신산업 육성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통계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매년 통계조사 과정에서의 주요이슈를 선정하고, ICT특성 반영(설문
등) 및 기초품질 확보(회수율 등) 등 주요 이슈를 점검함으로써 실무영역에서 개별 ICT 통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Key word

ICT 통계평가 방법론, 통계맵, 정합성, 통계 품질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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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74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ICT 통계 기획 및 조사(ICT 통계체계 기획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최계영, 정용찬, 정현준, 고동환, 심동녘, 손녕선, 유선실, 정부연, 이선희, 신우철, 노희윤, 오윤석, 홍정민, 황혜인, 이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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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연구는 ICT 시장의 급속한 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ICT 통계의 생산 및 분석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ICT 통계생산체계에 기획·조정 기능을 추가하고 개별
통계들의 현황 분석을 통해 기존 통계조사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기존 ICT 통계들의 활용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4차 산업혁명의 성장의 핵심원천으로서 통계와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ICT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품질제고가 필요하다. 우선, ICT 통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ICT 통계맵을 구축하고,
ICT 통계체계에서 유사·중복의 배제와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한 승인통계의 경우 분류체계, 모집단/표본설계,
설문항목 등 ICT 통계조사 시행계획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신규예정통계의 경우 통계청의 승인절차와 연계하여
품질진단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개별 통계조사 기관이 참여하는 ICT통계협의회의를 통해 기획 및
조정의 기능이 추가된 효율적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둘째, ICT 통계간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통계간
비교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ICT 통계들의 조사범위를 일치시키고 통계간 비교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커졌다.
이에 ‘ICT 통계조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과기정통부 내 ICT 통계조사에 공통 적용하기
위해 통합분류와 이에 대응하는 ICT 통합모집단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가 생산·유통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심층 연구·분석에 활용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하고, 매칭 기법을 통해 새로운 통계자료의 산출 및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넷째, ICT산업 정책 수립과
취업준비자에게 ICT분야 일자리 선택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통계청 일자리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를 연계·가공하여 ICT 통합분류에 따른 ICT일자리 통계를 생산하였다. 다섯째, ICT 미승인 통계의
승인을 위해 해당 통계의 품질을 진단하고 승인 추진을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ICT통계포털은 ICT산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을 개편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였으며, 각종 데이터의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ICT 통계 발전방향 연구 및 ICT 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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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일자리행정통계, 품질진단, ICT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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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75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ICT 통합모집단 구축 및 운영
연구진: 정현준, 신우철

연구목적
본 연구는 통합모집단 구축 방법론을 개선하여 ICT 통합모집단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 ICT 통계의
표준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CT 분야는 기술 진보 등으로 어느 분야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타 분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ICT 분야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통계 생산과 분석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ICT
통계는 일원화된 통계체계가 아닌 개별적 수요에 따라 분산적으로 기획되고 생산되어 왔다. 본 연구는 ICT 통합모집단
구축 연구를 통해 ICT 통계간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ICT 통합모집단은 통계청의 조사통계명부, 행정통계자료, 신규사업체 자료, 신산업(사물이너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정보 등이 활용되어 구축되었다. 우선 2016년 전국사업체 자료에서 ICT 통합분류체계의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추출하였고, 개별 통계의 조사대상 사업체 리스트 등의 자료를 연계하여 보완하였다. 구축된
ICT 통합모집단은 사업체명, 소재지, 조직형태, 층화구간(종사자, 매출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통계 생산자
입장에서 개별 모집단을 구축하고 실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ICT 통합모집단 구축결과, 주산업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7만 7천 개이고, 그 중 정보통신방송기기가 53.4%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35.9%, 정보통신서비스 10.7%로 구성된다. 주·부산업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8만 개로 주산업
기준에 비해 소폭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사업체 분포는 주산업 기준과 유사한 형태를 따른다.
본 연구는 ICT 통합모집단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개선하였고, ICT 통합모집단을 구축하여 과기정통부의
ICT 통계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ICT 통계간 정합성 부족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하였으며, 실제로 2017년 ICT 부문의 7개 통계조사에서 2018년 13종 통계에서 ICT 통합모집단을 활용하였다.
ICT 통합모집단은 기존 조사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및 민간의 새로운 수요에 따라 발생하는 신산업에 대한
통계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정부기관의 통계관리체계의 벤치마킹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ICT
통합모집단 활용을 통해 개별 ICT 통계의 품질개선과 개별 통계 작성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ICT 통합모집단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Key word

ICT통합모집단, ICT통계, ICT 통계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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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76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ICT부문 분석용 마이크로데이터 구축
연구진: 정현준, 신우철, 홍정민, 이운호, 이용희, 변종석, 박민규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정책수립과 수요자 중심의 ICT 통계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 구축 및 활용 연구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은 ‘자료의 활용’과 ‘정보보호’란
가치가 서로 충돌되는 이슈를 내포함에 따라, 자료의 활용 가치를 중요시 여길 때 마이크로데이터의 노출위험은
커지며, 정보보호의 가치를 중요시 여길 경우에는 마이크로데이터의 정보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데이터 중심의
사회로 변화에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이크로데이터를 구축하고 운영을 할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ICT 통계의 노출위험 평가 및 비식별화 연구를 통한 ‘ICT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과
‘분석용 연계 마이크로데이터 연구’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마이크로데이터 노출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K-익명성(K-Anonymity), L-다양성(L-Diversity),
음이항(Negative Binominal) 모형 등이 있으며, 비식별화 방법에는 국소감추기, 재코딩, 국소통합, 잡음첨가,
자료교환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익명성, L-다양성, 음이항 모형 등을 이용하여 실제 ICT 실태조사 등
14종 ICT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노출위험 평가를 수행하였다. 노출위험 평가 후 비식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소감추기, 재코딩 등의 방식을 이용한 비식별화를 수행하였고, 이 과정을 바탕으로 최종 ICT 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분석용 연계 마이크로데이터 연구에서는 『정보보호실태조사』, 『정보화통계조사』,
『국내기업 IT·SW 활용조사』 그리고 『연구개발활동조사』통계를 이용한 매칭기법 연구를 통계자료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정보보호실태조사』, 『정보화통계조사』 및 『연구개발활동조사』의 매칭에서는 『정보보호실태조사』의
사업체가 매칭되었고, 관련 변수를 구축하였다. 『국내기업 IT·SW활용조사, 『정보보호실태조사』,
『정보화통계조사』 및 『연구개발활동조사』의 매칭에서는 『국내기업 IT·SW 활용조사』의 사업체가 매칭되었고,
변수를 구축하였다.
ICT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확대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가승인통계 정보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ICT 부문의 경우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ICT융합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ICT 분야의 통계, 그리고 마이크로데이터는 기업과 정부 그리고 학계 등의 의사결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ey word

ICT통계 마이크로데이터, 노출위험, 비식별화, 분석용 연계 마이크로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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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77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ICT 통계 기획 및 조사(ICT 통계조사 품질 진단)
연구진: 정용찬, 유선실, 박민규

연구목적
ICT 분야는 타 산업 분야에 비해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생멸 주기가 짧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산업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따라 시장 현황 파악과 수요 조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ICT신산업 분야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는 시장 규모 파악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지속 조사 가능성에 대한 불명확 등을 이유로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행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미승인 ICT통계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필요한 조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기존 ICT통계와의 중복,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 등 조사 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1차연도(2016)와 2차연도(2017)에 시행한 품질진단 대상 통계 증에서 승인을 완료하지 못한
“클라우드산업실태조사”와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정보접근성실태조사”, “국내인터넷이용환경현황조사”와
2018년 품질진단 대상인 “ICT R&D 통계조사”, “ICT중소기업실태조사”, “ICT창업실태조사”, “스마트미디어
산업실태조사”, “비표준인터넷이용환경실태조사”, “디지털콘텐츠산업실태조사”등 미승인 통계의 승인 추진을
위해 해당 통계의 품질을 진단하고 승인 추진을 위한 필요 사항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승인 대상 통계 11종 중
“ICT중소기업실태조사” 등 7종의 통계는 통계청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비표준인터넷이용환경실태조사” 등 3종의
통계는 동향조사로 전환하고, “국내인터넷이용환경현황조사”는 폐지(1종)하여 ICT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정보접근성실태조사”의 경우 이러한 유형의 조사는 승인 신청된
전례가 없어 승인신청서 작성과 표본설계 요약서, 표본설계내역서 작성을 KISDI와 조사 기관, 자문단(표본설계
전공 교수)이 협업으로 진행하였다.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사업체 모집단에서 1차 표본을
추출하고 이를 기초로 인터넷 사이트 소모집단을 구성하여 여기서 조사 대상 표본을 추출하는 이중추출방법의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품질 진단을 통해 모든 미승인 ICT통계가 승인 완료되어 ICT통계 품질관리 체계가
정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인터넷의 활용이 사회 전반으로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시의적절한 통계 생산과 분석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계청의 사업체 추출틀을
이용하여 사업체를 추출하고, 추출된 사업체의 웹사이트를 조사하는 방안은 인터넷 사이트 대상의 통계 승인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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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78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ICT산업 일자리 행정통계
연구진: 고동환, 오윤석, 신우철

연구목적
ICT 통합분류에 따른 ICT 일자리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ICT 노동시장에 관한 정책수립 및 취업준비자의
일자리선택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하기 위해 통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920020호)로써 작성되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법인(기업) 단위로 작성되는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통계와 전국사업체조사로부터 추출된 사업체
단위의 정보를 연계하여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제공하는 주·부산업별 매출액과 종사자수 정보를 이용하여 각
법인에서의 ICT사업체 비중을 계산하였다. 다음, 통계청 일자리 행정통계에서 작성된 일자리에서 위에서 획득한
ICT비중을 곱하여 ICT산업 일자리를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2016년 ICT산업 일자리 수는 110.8만개로 추정되었다. 이 중 68.1만개는 ICT기기업, 12.7만개
일자리는 ICT서비스업, 그리고 30만개 일자리는 SW산업에서 발생하였다. 일자리 형태별로 보면, 지속일자리가
82.5만개, 대체일자리가 13.7만개, 신규일자리는 14.6만개, 그리고 소멸일자리는 18만개로 추정되었다. 2015년
대비 제조업일자리 변동은 주로 지속기업에서의 일자리 증감 즉, Intensive Margin에 의해서 발생하였으나,
ICT서비스와 SW산업에서의 일자리변동은 주로 시장진입 기업 혹은 퇴출기업에 의한 일자리 증감 즉, Extensive
Margin에 의해 발생하였다.

Key word

ICT산업, 일자리, 행정통계, 진입,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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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79

연구기간: 2018. 4. 1 ∼ 2018. 12. 31

ICT산업 중장기 전망(2019∼2023)
연구진: 고동환, 정용찬, 나성현, 정부연, 김민식, 오정숙, 이경남, 이은민, 유선실, 나상우, 이보겸

연구목적
최근 지능정보기술에 의한 혁신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ICT 관련 정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ICT 산업의 시장 현황 진단 및 전망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미·중 간
무역분쟁’, ‘브렉시트’, ‘중국제조 2025’ 등의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품목별 가격변동과
기술진보에 따른 장기적 성장추세에 대한 전망만으로는 우리나라 ICT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이 어려워졌다.
게다가 세계가치사슬의 확대로 빠르게 성장하던 세계교역량이 보호무역기조의 확산으로 인해 주춤해지면서
공급체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 시장에서의 경쟁구도가 변하고 있다. 따라서 ICT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위해서는 논의의 범위를 ICT 산업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다양한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국내외 거시 환경과 ICT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들이 가져올 각
시장에서의 경쟁구도 및 수급에 대한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2018년의 국내 정보통신방송기기,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소프트웨어 부문의 생산(매출)과 수출입 성과를 진단하고, 2019년과 중장기(2019~2023) 전망, ICT 산업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2019년 ICT 산업 생산은 메모리반도체를 포함한 ICT 기기의 성장이 둔화되고 경기 악화가 SW 및 ICT 서비스의
성장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안정적 성장에도 ICT 기기 시장 내 중국의 성장 등
글로벌 경쟁 심화와 수요 감소로 연평균 0.9%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된다.
미중 무역분쟁의 국내 ICT 산업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중 현지 법인 기업의 매출은 대부분 현지 혹은
한국으로의 수출을 통해 발생하므로 양국 간의 무역 분쟁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중 간 무역분쟁은 결국 첨단기술업종의 기술패권 장악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IT분야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및 정보통신장비 수입이 확대될 경우 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ICT
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 따라서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경제협력(AEC, RCEP)의 형태로
수출국을 다변화함으로써 중국에 집중된 ICT 수출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또한 ICT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주요
부품에 대한 기술력 확보가 요구된다. 글로벌 보호무역조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對미국 ICT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검열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며, 첨단기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Key word

ICT산업, 중장기전망, 4차 산업혁명, 미중무역분쟁

•112

ⅠKISDI 2018 연차보고서 Ⅰ

정책연구 18-80

연구기간: 2018. 4. 1 ~ 2018. 12. 31

ICT분야 미래직업 예측 모델 고도화
연구진: 최계영, 고동환, 최지은, 이호, 노희윤, 황혜인

연구목적
높은 청년실업률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미래 기술 환경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힘든 상황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기술변화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일자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떠한 역량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SW 인력의 부족에 대해 이미 논의된 바는 많으나 단순 코딩작업 관련 인력은 오히려 과잉
상태인 경우도 많으며 정확히 어떤 분야에 어떠한 역량을 갖춘 인력이 산업별로 부족한지 정확히 파악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일자리 육성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ICT산업 분야의 미래 일자리 변화
양상을 제시하여 이를 통해 미래 일자리 육성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ICT산업 전반에 걸친 거시적인 분석을 통해
해당 산업 부냥의 직업과 직무의 변화방향을 분석하고 선별된 특정 ICT 직업에 대한 미래 직업 예측 모델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한국직업분류표준(KSCO), 미국직업분류체계(O*NET),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선정된 로봇, 반도체, 측정제어분석기기, 의료기기와 관련한 주요 직업과 이에 상응하는 직무리스트를
도출하였고, 이를 통합하여 신뢰성 검토를 거쳐 미래에 유망할 직무를 추출하기 위한 리스트를 구성하였다.
한편, 3개 분야에 대한 거시환경(PEST)분석을 별개로 실시하여 4개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능화’와
‘융합화’라는 메가트렌드를 도출하고, 각 분야별로 직무변화를 전망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요소들을 검토하였다.
이어 각 분야별 산업계, 학계, 관련 연구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하여 미래에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는 직무들을 도출하였으며 온라인 카드소팅 분석방법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 및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관된 각 직무들을 군집으로 엮고 이에 대응하는 직업명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포용적 성장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측면, 그리고 정책수립 측면에서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ICT고용, ICT분야 미래직업, ICT지능화, ICT융합화, ICT인력수요

Ⅲ. 2018년도 주요 연구실적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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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18. 6. 28 ∼ 2018. 12. 31

ICT 혁신에 따르는 경제·사회적 이슈에의 대응방안 연구
연구진: 최계영, 김정은, 조성은, 김성옥, 심동녘, 유선실, 정부연, 이은민, 류현숙, 박가열, 최민석

연구목적
ICT 혁신은 플랫폼 경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플랫폼 경제의 특징인 수확체증과
국가간 격차의 확대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혁신 기술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 및 직무가 변화하고
있고,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전망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디바이드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됨과 동시에,
혁신기술을 통하여 고령화 등 전통적인 사회문제들에 대한 해결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ICT 혁신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의 양상과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우선 경제적 변화를 살펴보면, 수확체증 및 혁신경쟁의 시대에서는 지능정보기술 생태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미중 무역갈등, AI 냉전 등 최근의 현상은 지능정보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적 분야의 미래 경쟁력 및 국제간
역학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둘러싼 대립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기술 생태계
육성방안을 R&D, 인력양성, 규제완화별로 제시한다. 또한 ICT혁신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소프트웨어
직무 예측 연구 강화 및 이에 기반하는 인력 양성 정책, 디지털 플랫폼 경제 내에서 활동하는 노동자에 대한 규정 정비
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ICT 혁신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및 ICT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을 점검한다. 우선 고도화된 ICT
기반의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의 정보가 무한하게 생성되고 있고, 개인과 연결된 디지털 데이터는 데이터기반 사회의
필수 요소로서 그 활용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ICT
혁신시대에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리터러시를 주목하고, 바우처
제도 및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를 제안한다. 한편 사회문제 해결에 지능정보기술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령화에 대응한 로봇 관련 산업의 육성과 도시화 및 환경오염 등에 대응하는 스마트시티 전략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사회혁신을 위한 데이터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 활성화의 걸림돌을 분석한 뒤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데이터 기반 사회혁신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 방안은 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데이터 관련
법제도, 데이터 전담 조직 및 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Key word

ICT혁신, 인공지능, 지능정보기술, 플랫폼경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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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8-10-01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2018 방송통계 DB 구축·운영(Ⅰ)
연구진: 정용찬, 신지형, 김윤화

연구목적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융합화와 스마트화가 진전되면서 방송 및 뉴미디어 시장과 소비자 이용패턴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측정하여 통계화하고 이를 적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정책고객, 학계,
연구계, 미디어산업계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한국미디어패널조사통계, 해외방송통계 자료를
DB화하여 제공함으로써 방송 및 뉴미디어 통계에 관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사업에서는 데이터 시대의 의사결정 지원에 부응하기 위해 검색 기능을 개선하고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미디어통계포털이라는 명칭에 부합하도록 통계청, 문화부, 언론진흥재단,
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의 미디어 관련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전면 개편하였다. 특히 최근 수량 정보
이외에 텍스트 정보도 중요한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미디어통계 관련 뉴스 제공과 검색 기능을
추가하였다.
통계정보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생으로 구성된 ‘KISDI STAT 서포터즈’ 4기, 5기를 선발하여,
매월 정기회의를 열고 전용 블로그를 통해 ‘KISDI STAT 리포트’를 비롯하여 방송통계 DB의 주요 통계를 ‘카드
뉴스’ 형태로 알기 쉽게 소개하고 미디어 분야 전문가와 기업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콘텐츠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6회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를 통해 미디어와 의료, 아동·청소년, 지역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제적 연구 발표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론 세션을 통해 패널 자료 분석에 특화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증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Key word

미디어통계, 방송통계 DB, 미디어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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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8-10-02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2018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연구진: 신지형, 김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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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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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차년도 조사로 4,162가구 및 9,426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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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에는 미디어 관련 산업의 다이내믹한 기술 변화 및 제품 진화 등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드론기기,
사물인터넷기기, 음성인식 인공지능기기에 관한 설문을 더욱 구체화하여 추가하였고, 특별 섹션으로 4차산업혁명
전망 및 인식에 관한 설문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2011년부터 8년에 걸쳐 구축된 전국적인 패널 데이터 연구결과를 관련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와 정책당국에
제공하고 그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제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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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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8-11-01/02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 및
ICT와 무형자산의 성장기여 연구
연구진: (18-11-01)정현준, 김정언, 심동녘, 신우철, 이운호, 황혜인, 성한경, 손상학
(18-11-02)정현준, 손녕선, 전현배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성장률 저하와 일자리 부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각종 경제·사회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이 경제성장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2000년대 후반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경기변동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산업수준에서 ICT와 무형자산의 역할을 통해 살펴보기 위해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 및 ICT와 무형자산의 성장기여 분석”(정책자료 18-11-01)과 “산업별 무형자산 추계 및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정책자료 18-11-02)을 수행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산업별 생산성과 ICT와 무형자산의 성장기여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KISDI 생산성 계정 2018’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별 생산성 연구 결과,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산업의 성장기여가 경제전반의 성장과
생산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조선, 자동차, 기계 산업 등 주력산업의 생산성 증가율 저하로 인한 비ICT 산업의
생산성 악화로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력산업의 위기로 인해 제조업의 TFP 증가율이 서비스업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편,
투입 측면에서 산업의 성장에 ICT자본과 연구개발 자본의 기여도가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연구개발의 성장기여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ICT 자본의 성장기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최근 경제성장에서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연구개발과
SW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무형자산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Corrado et
al.(2005, 2006, 2009) 정의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CHS 무형자산을 추계했다. 2001-2015년 한국의 GDP 대비
CHS 무형자산 투자 비중은 평균 8.02%인데, 제조업 중심의 과학 연구개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비교
결과, 비교대상 17개국 중 13위로 미국에 비해 약 30%정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의 무형자산
투자 비중이 미미했으며, 이는 혁신재산과 경제적 역량 자산에 대한 낮은 투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형자산 투자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와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Key word

산업별 생산성, 성장회계, ICT자산, 무형자산, 글로벌 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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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8-12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2018년 KI 시청자평가지수조사
연구진: 신지형, 정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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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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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하여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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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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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 시청자평가지수, 방송프로그램 품질 평가, 만족도 지수, 품질 지수, 채널 평가, 시청자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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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8-13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연구진: 정용찬, 김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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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1가구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4일부터 2018년 8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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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에서
2017년 73.6%에서 2018년 80.3%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매체로 스마트폰의 중요도(57.2%)는 전년(56.4%) 대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TV 중요도는 37.3%로 전년(38.1%) 대비 낮아지면서 스마트폰이 TV보다 더 필요한 매체로
자리매김하였다. 연령별로 40대 이하에서는 스마트폰을, 50대 이상에서는 TV를 필수매체로 선택하여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실시간 시청은 TV수상기 이용이 96.4%로 다른 매체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고, VOD 시청은 TV수상기 이용
8.7%, 스마트폰 이용 3.9%로 TV에 이어 스마트폰의 이용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TV를 시청하면서 타
매체를 동시에 이용하는 비율은 스마트폰이 55.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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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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8-14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2018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연구진: 신지형, 정용찬, 이선희, 노희윤

연구목적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로 방송 산업의 분야별 실태 파악을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통계조사로, 민간기업체의 경영 계획 수립과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시청자에게 기초 통계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방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2018년 4월 24일부터
2018년 5월 23일까지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1년간의 방송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은 종사자, 매출과 손익ㆍ재무, 유료방송 가입자와 채널 운영,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방송편성, 사업결합과
소유구조, 시설현황 등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국내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액은 16조 5,122억 원으로 2016년 대비
3.8% 증가하였다.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는 3,167만 명으로 IPTV 서비스 가입자 증가세가 이어져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다.
방송분야 종사자는 3만 6,815명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하였다. 종합유선방송은 매출성장 둔화로 인한 채용제한,
신성장분야로의 인사이동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한 4,578명이었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데이터홈쇼핑 인력
확충 등의 종사자 증가로 전년대비 5.4% 증가하여 1만 6,644명이었다. 2015년에 지상파의 종사자 수를 넘어선
방송채널사용사업은 2016년에 이어 지속 성장하였다. IPTV사업자 종사자 수는 성장 기조 유지로 3.3% 증가하여
726명이었다.
2017년 방송프로그램 유통 부문에서는 주요 지상파방송사 파업으로 인한 프로그램 제작 부진, 광고매출

급감, 중국의 한한령(限韩令) 등 대·내외적 성장 제약 요인이 많았다. 연간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구매비용은 2조
5,6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감소하였다. 지상파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수출 총액(해외교포지원방송,

비디오/DVD판매, 타임블럭, 포맷, 방송프로그램 포함)은 전년대비 17.8% 감소한 2억 8,558만 달러, 수입은 15.6%
감소한 1억 221만 달러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방송 산업의 분야별 정책수립과 기업 경영전략 수립, 방송시장 예측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방송산업, 방송매출, 방송인력, 유료방송가입자, 방송 제작비, 방송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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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16

연구기간 : 2017. 9. 20 ~ 2018. 2. 28

한-미 FTA 개정협상 ICT 분야 대응 전략
연구진: 강하연, 김창완, 남상열, 박민정, 정연희

연구목적
한-미 FTA 2007년 타결(2012년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다자주의 기반 통상체제에서 양자무역협정 기반의
통상환경에 처하게 되었으며,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해 기체결된 한-미 FTA의 보완 또는 개선의
필요성까지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 중반 이후부터 최근까지 통신, 방송, 넓게는 ICT서비스분야의 시장 및 규제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통상현안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가올 한-미 FTA 개정협상
시 예상되는 통상쟁점 분석 및 대응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염두에 두고, 방송·통신 및 전자상거래 분야 통상이슈가 논의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분야별 시장현황 및 통상이슈를 파악하고, 미국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통상이슈별
국내업계 입장파악 및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책 및 제도 분석 등을 통해 협상차원의 구체적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미 FTA 개정협상 대비 정부의 통상 전략 수립(2018년 1월~)의 기초 자료로 시기적절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통상 정책 관련 국내제도 분석 등을 통해 이슈별 대응논리 구축 시 상대국이
수용할 수 있는 대응논리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신규 전자상거래 규범 도입으로 인해 고려해야 할 분야별
시장개방 유보(reservation)방식을 제시하여 실제 FTA 협상대응 시 실무차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의 효과적 대응 뿐만 아니라 향후 방송·통신 및 전자상거래 분야 국내 정책입안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통상측면의 검토, 그리고 우리나라가 맺은 국제통상조약과 부합하는 국내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Key word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통상, 협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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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18

연구기간 : 2017. 5. 22 ~ 2018. 3. 17

신흥 지역의 창업, 스타트업 육성 정책동향 및 협력방안 연구:
인도, 동남아를 중심으로
연구진: 박지현, 이종화, 김나연, 최효민

연구목적
현재 벤처·스타트업의 진출지역과 지원기관·스타트업의 관심·정보는 미국·중국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바, 이를 인도·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 지역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시장·기술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인도에 초점을 맞추어 창업환경 및 협력방안 연구를 하였다. 인도의 혁신생태계를 분석하고,
인도 혁신생태계의 글로벌화 특징과 사례를 파악하였으며, 한국 스타트업의 인도 혁신생태계 활용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인도의 혁신생태계는 모디 총리의 집권, ‘스타트업 인디아’를 비롯한 적극적인 혁신정책, 인프라·소비 여건
개선 등으로 최근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인도 뱅갈루루, 델리 NCR, 뭄바이가 주요 혁신 클러스터로 꼽히며,
인큐베이터·액셀러레이터는 대학 기반이 많고, 국내외 대기업도 다양하게 지원한다. 해외 투자자 중에서는 미국의
비중이 크며 주요 섹터는 바이오헬스·물류·핀테크·교육·기업·고객서비스·딥테크 등이다. 인도 혁신생태계는
창업자의 해외 경험, 글로벌 기업과의 R&D·아웃소싱 경험, 인도 기업의 해외진출, 글로벌 기업의 인도 진출 등에 있어
글로벌한 측면을 갖는다. 스마트시티, 기술협력, 창업생태계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인도의 스타트업은
시장규모 및 지역별 특수성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세분화 특성에 따라 내수시장 점유 후 해외시장에 진출한 사례가
많았으며, 글로벌 테크기업이 직접 혹은 투자·인수를 통해 간접 진출하여 현지 기업을 지원·경쟁하는 양상을 보인다.
스타트업의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의 혁신협력은 아웃소싱 등 인재 활용, 공동R&D 등 기술협력, 그리고 인도시장
진출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인도시장 진출은 현지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정부 간(G2G) 사업을 통한 진출, 검증된
기술·사업모델의 현지화 등이 유력하다. 인도는 개별 기업의 진출이 어렵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바, 국가 차원의
한-인도 스타트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한-인도 공동펀드, 스타트업 교환 프로그램, 정보공유 포럼 및
B2B 미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교·지자체·공공기관·민간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협력 섹터 발굴
및 인력·기술교류도 필요하다. 연구결과는 후속연구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 및 관련 정부부처의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도 등 신흥국에 대한 협력전략을 기반으로 우리 생태계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신흥국 생태계 진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스타트업, 벤처, 혁신생태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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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40

연구기간 : 2018. 4. 1 ~ 2018. 12. 31

新남방 정책 추진을 위한 아세안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연구진: 남상열, 김성웅, 박정은

연구목적
2017년 우리 정부는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라는 구상 아래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및 對인도 정책으로
구성된 ‘신남방정책’을 발표하였다. 신남방정책의 비전은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 구현’으로, 사람,
번영, 평화의 3P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3P 전략의 번영(Prosperity)은 교통, 에너지, 수자원,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선순환적 상호번영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발맞추어 본 연구는 한국의
ICT 분야 강점을 활용하여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의 주요 협력 분야인 ‘디지털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아세안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10 만료 이후, 차기 중장기 계획인 MPAC 2025를 수립하는 등
아세안의 경제 통합 심화를 위한 주요 의제로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신남방정책 수립 이후, 대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각종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아세안의 연계성 논의에 기여하는
한편, 신남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아세안 연계성 논의 동향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계성에 대한 문건인 MPAC 2010 및 2025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행을 위한 추진 체계를 살펴보았다. MPAC 2025는 이전의 마스터플랜에 비해 전략 분야를
5개로 압축하고, 전략별 이니셔티브를 15개로 축소하여 전략의 집중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추진 체계 개선,
부서 개편 등을 통하여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처럼 아세안은 대내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대화상대국 등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또한 강화해나가고 있다. 최근 미중일 등 주요국 또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 ASEAN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는 외교 전략을 마련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對ASEAN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정책이나 전략의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對아세안 협력 방안으로 ASEAN의 정확한 수요 파악 및 추진 전략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한-ASEAN 협력 사업 확대, 다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협력 대상 및 범위의 확대, 정부의 정책
지원 및 모멘텀 유지, 맞춤형 ASEAN 프로젝트 추진 등과 같은 5가지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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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41

연구기간: 2018. 4. 1 ~ 2018. 12. 31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CT 쟁점 이슈 대응전략 연구
연구진: 고상원, 김태은, 박민정, 전선민

연구목적
ITU는 UN산하의 ICT 전문기구로서 전기통신 및 ICT의 발전과 정보격차 해소에 많은 역할을 해왔으나, 통신
민영화, 인터넷의 발전, 융합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ITU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전기통신에서 ICT 및 인터넷으로 ITU의 권한 및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ITU를 통해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ICT 정책이슈를 해결하려는 국가들과, 이미 다자이해관계자 중심
논의에 기반해 정부간 기구가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 안에서 이를 다루고자 하는 국가간 첨예한 입장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ICT 환경변화 하에 주요국 간 첨예한 입장차가 있는 글로벌 ICT 쟁점 이슈에 대한 국가별 동향 파악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입장 정리와 2018 ITU 전권회의(PP-18) 등 해당 논의의 장에서의 대응전략 수립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먼저 글로벌 ICT 정책이슈 관련 선행 국내외 연구자료를 분석하여 새로운 ICT 기술의 현황 및
주요 국제기구에서 다뤄지는 글로벌 ICT 정책이슈와 관련된 논의를 파악하였다. 또한 지역별 준비회의 및 기타 경로를
통해서 PP-18에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ICT 쟁점이슈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거버넌스, 정보보호,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개정, IoT와 스마트시티, OTT, 인공지능(AI) 등의 이슈를 쟁점이슈로 도출하였으며, 동
이슈에 대한 주요국가 및 지역별 입장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자료와 산관학연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이슈별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였고 동
대응전략을 기반하여 PP-18 회의 현장대응을 수행하였으며, PP-18의 논의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해당
이슈 대응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ICT 주요이슈 논의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신규의제의 글로벌 논의를
선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대응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TU뿐만
아니라 OECD, G20, APEC 등 중요 정보통신 ICT 국제기구 논의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마련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이다.

Key word

ITU, ICT 쟁점이슈, PP-18, 전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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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83

연구기간 : 2018. 4. 1 ~ 2018. 12. 3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아태지역 ICT
국제협력 방안 연구
연구진: 남상열, 김창완, 김성웅, 박정은, 김병우, 최소담

연구목적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 개발의제로 작동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대두와 함께 이에 대한
이행수단으로써 ICT의 역할이 조명되고 있다. 특히 SDGs의 궁극적 목적인 포용적 사회 실현을 위하여 소외계층의
사회·경제적 권한 증진의 방안으로 ICT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SDGs 달성을 위한 소외계층의 ICT 역량강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SDGs 달성을 위한 소외계층의 ICT 역량강화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 및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아태지역 주요국의 ICT 정책 및 국제기구 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국제기구 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ICT 국제협력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첫째, SDGs하의 세부목표 및 추진기반으로서의 ICT 역할과 ICT 역량강화를 통한 소외계층
권한증진 방안을 살펴보았다. 둘째, 아태지역 주요국의 ICT 발전지수 및 정책을 분석하여 정책현황을 살펴보았다.
정보격차를 국가정책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현실론에 입각하여 ICT 발전 삼단계 모델인 접근－이용－활용역량의
틀을 통해 아태지역 주요국의 ICT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태지역은 국가 간 정보격차가 큰 지역으로
ICT 발전 수준이 상·하위로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국가들인 한국, 일본, 싱가포르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고령층의 사회통합을 위한 ICT 활용 역량강화 정책을 활발히 시행중에 있었으나, 그 외 아태지역
국가들은 여전히 국민들의 보편적 ICT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기 지원 및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확산 정책을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이례적으로 캄보디아는 해외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소외계층 역량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미얀마는 포용적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정책의 추진 기반으로 소외계층 ICT 역량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제기구 ICT 관련 의제 분석을 통해 국제 논의동향을 파악하였다.
2000년대부터 다양한 국제기구들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의제를 발표하고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여성 ICT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비해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6개의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체 중에서 오직 OECD만이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었다.
본 연구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ICT 정책을 소개하여 이들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 및 ICT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국제기구 의제와 연결하여 적절한 국제협력
방안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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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8-15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ICT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연구 (Ⅰ)
연구진: 고상원, 박지현, 유성훈, 유지수, 김종일, 이희진, 주한나

연구목적
전 세계의 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규모 확대와 함께 다양한 주체가
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ODA 전반의 효과성과 예산 운용의 합리성 제고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으나 투입과
산출 중심의 국제개발사업관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과에 중점을 둔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정보통신기술(ICT) ODA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수립 연구를 통하여 ICT ODA의 적절한
평가체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2005년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에서 5대 원칙 중 하나로 성과를 위한 관리가 강조된 이후 성과중심
사업관리를 통해 원조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서 형성되었고 이후 2009년 아크라회의,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국제적 동향에 따라 ICT ODA 분야를 대상으로 한국의 ICT ODA 현황 및 특성, ODA 평가체계 및
ICT ODA 평가사례를 상세히 분석하여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1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목표,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을 기술하였다. 1차
연도(2018년)에는 ODA 사업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를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총론적 연구를 중심으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 2장에서는 부처별·지역별·지원유형별·주제별로 국내 ICT ODA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 3장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 공여국의 ODA 평가체계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엔 무역개발회의를, 타 공여국 중에서는 일본의
국제협력기구(JICA),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 스웨덴의 국제개발협력청(Sida)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각
기관에 대해서는 ODA 분석 원칙과 평가의 종류, 평가 절차, 점수체계를 우선 분석하였다. 그리고 ICT ODA에
해당하는 분석보고서들을 선택하여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더욱 상세히 살펴보았다. 제
4장에서는 한국의 ODA 평가체계 및 ICT ODA 평가사례를 분석하였다. 섹터별 평가, 국별 평가, 사업유형별
평가와 사업평가 등 유형별 ODA 및 ICT ODA 분야의 섹터별·사업별 평가보고서를 선택하여 상세하게 사례 분석
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2장에서 4장까지 도출된 주요 결론을 정리하고 2년차 연구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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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8-16-01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2018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연구진: 이종화, 고상원, 김창완, 박지현, 유성훈, 송영민, 이세원, 이세라, 정수미, 박신재, 유태경

연구목적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은 개별 개도국 정부가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ICT 관련 정책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별 수혜국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추진되며
각 국별 수요와 예상효과를 고려하여 세부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유효히 적용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사업 대상국의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한다. 또한,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ICT 역량의 격차를 해결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동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ICT 발전 경험을 확신시켜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통한 지구촌 공동
번영을 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수혜국과의 친밀한 네트워크 조성을 통하여 한국 ICT 산업 해외진출
기반 마련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ICT와 ODA
각각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의 ‘국제사회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방향에 따라,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2018년 에티오피아, 페루, 라오스, 콜롬비아,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단 운영을 수행하였다.
2018년에는 에티오피아, 페루, 라오스, 콜롬비아,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였다. 에티오피아 주파수 할당 및 가격산정, 페루 스마트시티 통합관리체계 구축, 라오스 통신방송융합,
콜롬비아 디지털경제, 우즈베키스탄 ICT 스타트업 및 소프트웨어 시장발전 정책은 각 주제별로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3회에 걸친 현지 자문활동 및 협력국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하는
초청자문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주제별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사례와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각
협력국 실정에 부합하는 정보통신방송 정책과 전략에 대해 자문하였다. 단, 세르비아는 협력부처와 협의 하에
정책자문 형태가 아닌 정책자문 성과평가 및 협력 연구의 형태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현지자문을 통하여
세르비아 정책자문 평가 및 향후 협력방안 연구의 현지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최종 점검을 하였다.

Key word

국제개발협력(ODA), 정보통신방송(ICT), 정책자문, 개발도상국, 정보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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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8-16-02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2018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ICT ODA 체계수립:
개도국 창업생태계 및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연구진: 박지현, 정수미, 박신재, 이종화, 유성훈, 송영민, 이세라, 유태경

연구목적
기존의 ICT ODA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물려주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개도국에서도 동시대적인 최신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개발협력에 혁신적인 방법론·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성공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의 ICT ODA 체계수립 연구에서는 개도국의 수요가 새롭게 제기되고 융복합적인 성격도 강한
창업생태계·스마트시티 2개 주제를 시범적으로 선택해 이에 필요한 구성요소들과 효과를 발하기 위한
전제조건 등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틀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개도국의 ICT 분야 정책자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고자 하였다.
본 ICT ODA 체계수립 연구를 통해 첫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동시대적 적용을 통한 개도국의 도약적 발전을
지원하고자 했다. 둘째, 전자정부 이후 ICT 분야에 특징적인 주제가 나타지 않고 있는 한국 ICT ODA의 강점이 될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하고자 했다. 셋째, 융복합적인 주제를 탐구함으로써 개발협력에 있어서 부처 간, 기관 간, 민관
및 국내외 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했다. 넷째, 향후 비슷한 연구를 위한 포맷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구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ICT ODA 체계수립’ 보고서를 통해 창업생태계와 스마트시티 2개 주제에 대해 개도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조사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을 기술하였다.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등의 첨단
기술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이 차츰 증가하는 시점에서 개발협력을 더 효과적으로 기획하기 위해 개도국의 관심
및 적용가능성이 높은 2개 주제를 선택하였다. 2장에서는 개도국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창업생태계의 개념과 구성요소, 국내 및 해외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개도국에서 창업생태계를 조성함에
있어 특성 및 애로사항, 개발협력 사례를 조사한다. 제3장에서는 개도국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개도국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회적·기술적 요소들과 참고 사례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4장에서는 창업생태계 및 스마트시티 주제 연구를 기반으로
보다 포괄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해당 주제의 정책자문 외에도 세부적인 분야의 기관 간 지시공유,
프로젝트·초청연수·컨퍼런스 등 다른 유형의 사업과의 연계 등 타 기관·사업·주제로의 연계·확대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Key word

국제개발협력(ODA), 정보통신방송(ICT), ICT ODA, 창업생태계, 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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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8-16-03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Consultation on Policy for Spectrum Allocation and
Pricing in Ethiopia
연구진: 이종화, 임동민, 정수미, 김용규, 박덕규, 김현직

연구목적
2018 에티오피아 주파수 할당 및 가격산정 정책자문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주파수 분배 및 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자문 활동이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에티오피아의 모바일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5G와 같은 통신기술의 발달 및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세계적인 추세의 변화에 따라 주파수 확보, 공급, 관리 등 주파수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
생활에 필수적 요소인 이동 통신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포괄적인 주파수
계획(예: 2019~2030, 총 10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주파수 관리 경험에서 얻은 교훈과 에티오피아의 현재 주파수 관리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자문 결과 및 정책 제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이동통신 및 방송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밴드플랜의 구축이다. 통신시장 자유화를 위한 핵심 주파수 전략은
이동 통신 시장 경쟁 도입 및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장기적인 주파수 계획, 신중한 기획 및
단계적 실현을 통한 시장 경쟁의 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주파수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사용자의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AIP(Administrative Incentive Pricing, 행정유인가격제도) 방식의 차용이 필요하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주파수 요금의 목적과 원칙을 설정하고, 비용기반규칙 혹은 AIP를 따르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구분하고,
각각의 주파수 관리 활동에 따른 규제 비용을 산출해야 한다. 이후 주파수의 사용 용도에 따라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라이선스에 대한 할당료(assignment fee) 혹은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사용료 지불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파관리를 위한 정부 조직 구조가 제시되었다. 무선 통신의 중요성과 사용의 확대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규모가 국(Directorate) 단위가 되는 무선 통신 담당 조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1개의 국(Directorate), 3개의 부서(Division), 9개의 팀(Team)으로 구성된 총 46명 인원의 조직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에티오피아 통신 환경 및 정책 방향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서와 인원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정책자문의 결과를 활용하여 독립된 전파관리 및 모니터링 조직을 신설 및 개편하고, 주파수 분배, 주파수
허가/라이선스 및 주파수 가격 산정 등 전체적인 전파관리 업무를 개혁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에티오피아, 주파수, 주파수 할당, 주파수 가격산정, 정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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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8-16-04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Consultation 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Smart City in Peru
연구진: 이종화, 유성훈, 이경범, 장지인, 김은광

연구목적
2018 페루 스마트시티 통합관리체계 구축 정책자문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페루의 스마트시티 통합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자문 활동이 본
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스마트시티는 정해진 하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발전을 하는데 있어 각 도시마다 그 성격과
도시문제에 맞는 발전을 이뤄나간다. 한국의 경우, 스마트시티 정책에 있어 2003년 이후 3가지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2008년 U-City 법이 제정되었고, 2013~2018년 ‘연결단계’에서는 서비스와 건물 관리 구조를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화 단계’는 2019~2020년으로 스마트시티 혁신과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총 7개의 단계로 구성될 수 있는데 이는 ①물리적 인프라, ②ICT 인프라, ③도시공간에 대한
정보 인프라, ④M2M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설비, ⑤데이터 공유, ⑥서비스, ⑦시티 혁신의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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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보고서는 페루의 스마트시티 통합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함에 따라 직면 할 수 있는
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역할을 제안한다. 스마트시티 인프라의 현지화는 지역 혁신 시스템의 활용,
개방형 데이터 및 개방형 과학 모델의 촉진, 도시 혁신 단위와 생활 연구소 설립, STEM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가속화
등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재정 부족과 잘 발달된 비즈니스 모델의 부족 문제 개선은 기술 주도형 혁신 금융 모델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수익화하여 기존 공공자원을 더 스마트하게 사용함으로써 재정을 창출하는 것으로 해결 가능하다.
또한, 하향식 접근 방식과 상향식 접근 방식의 균형은 상향식 참여 방식을 촉진하는 방식과 스마트시티 운영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기존의 행정 방식을 벗어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한편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사람 중심적이고 포용적이며, 외부 상황에 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 상호 운용이 가능하고 향후의 수정과 개선사항에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위험이 적고 안전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Key word

페루, 개도국, 정책자문, 스마트시티, 통합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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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Consultation on Policy to Promote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Service in Lao PDR
연구진: 이종화, 김창완, 황준호, 이민석, 이세라

연구목적
2018 라오스 통신방송융합 정책자문 사업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동 사업의 목적은 한국의 통신방송융합 발전 동향 및 그에 따른 법률체계의 변화를 라오스에 공유하고, 라오스의
통신방송융합 관련 법률체계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전략으로 도출하기 위한 자문 활동이 본 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통신방송융합이란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미디어환경으로,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방송융합의 예로 데이터방송, 디지털미디어방송(DMB),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초기 한국은 통신방송융합 현상을 잘 다루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은 2007년 IPTV법을 기반으로 통신방송 분야의 융합시대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로써 한국은
방송통신위원회(KCC)라는 단일 기관이 형성되었으며 통신과 방송 분야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동 보고서는 통신방송융합 관련 한국의 법률 체계에 대해 분석 및 설명하였다.
라오스 정부는 ICT 발전전략 수립 추진 중이며, 그의 일원으로 통신방송융합 환경을 반영하는 장기적인
발전모형을 구축하려 한다. 이에 따라 통신방송융합 관련 법률 체계 및 규제 기관 개혁 및 마련에 있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라오스의 통신방송융합 환경 발전을 위해 2가지 부분에 대해 제언을 하였다. 첫째로 통신과 방송 분야의 융합을
위해서 라오스 정부는 장기적으로 현재 규제체계에서 수평적 규제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 둘째로 방송 및 통신
분야를 포괄 할 수 있는 단일 통합 규제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단일 규제 기관으로의 변화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통합 환경에서 통신방송 분야의 협업이 수월해지며 전자기 스펙트럼 관리가
용이해질 수 있다. 이렇게 구축한 새로운 규제 기관은 급변하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동향을 충족시켜야 하며, 조직
구조는 기술 중립성과 네트워크 중립성 기반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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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Consultation on Digital Economy Development Policy
in Colombia
연구진: 고상원, 이학기, 송영민, 황준석, 이상원, 정훈

연구목적
2018년 콜롬비아 디지털경제 발전 정책자문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동 사업의 목적은 한국의 디지털경제 및 브로드밴드 발전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콜롬비아에 공유하고, 콜롬비아의
디지털경제 관련 이슈를 파악하여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경제는 경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지 않는 부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산업이 디지털 경제에 편입되게 된 것이다. 동 보고서는 G20,
OECD, APEC 등에서 제시한 디지털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비교하고, 한국의 디지털경제 모범사례 및 콜롬비아의
디지털경제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로부터 향후 콜롬비아의 디지털경제정책 수립방향을 제시하였다.
ICT산업은 한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2008년 이후 한국정부는 ICT산업의
육성보다는 ICT의 활용을 통한 전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사회문제해결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의료, 교육,
환경, 에너지, 통신 서비스 및 공공서비스 등 주요산업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ICT기술을 통한 한국의 혁신
모범사례는 콜롬비아의 향후 정책에 주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추진 사례도 향후 콜롬비아의 디지털경제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콜롬비아의 도서산간 및 농촌지역에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가
브로드밴드 구축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브로드밴드 제공 서비스가 경쟁적인지 독점적인지, 혹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인지를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미 브로드밴드 시장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며 경쟁 촉진정책을 시행하고, 농촌지역이나
산간지역과 같이 수익성이 낮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정부가 보편적서비스기금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조금을 주는 방식을 통해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독점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새로운 진입자들이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진입장벽을 줄여주는 등의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브로드밴드 서비스 공급자와 최종 소비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정부
지원 및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 정책을 고려하여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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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Consultation on Policy for ICT Startup and Software Market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연구진: 이종화, 이세라, 박재성, 박지현, 김대진

연구목적
2018 우즈베키스탄 ICT 스타트업 및 소프트웨어 시장발전 정책자문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자문 사업의 주제는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발전부의 수요에 기반하여 구체화되었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스타트업 창업 현황 및 소프트웨어 시장을 진단하고 한국 사례 연구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창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우즈베키스탄은 2017-2021년 개발 전략에서 혁신과 스타트업 발굴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과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부 정책 및 적합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민해왔다. 이러한
수요에 기반을 둔 본 연구는 이상적인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와 한국 사례 연구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스타트업 및
소프트웨어 시장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우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생태계 내에 민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및 협력 플랫폼을 설계해야한다. 또한 정부는 이상적인 창업 생태계의 장기 목표를 고려하여 단기
및 중기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적으로 규제, 자금 지원, 인큐베이션등을 형성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창업 규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혁신과 창업 발전과 관련된
금융시장, 세금, 공공조달, 정보보안, 운송, 국민 건강 및 상거래 등에 대한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조달은 ‘혁신적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기반 스타트업’으로 분류하여 ‘혁신적
기술에 기반한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전문 금융 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산업 기반 스타트업’의 경우 모기업에 관여된 국영기업의 지원을 통해 린 스타트업(Lean
Startup)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아직 소규모의 창업 공간이나 창업
지원 기관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를 따르기에는 실질적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정부 주도로
소규모 창업 생태계를 먼저 육성하고 민간 부문으로 활성화 및 확대될 수 있도록 소규모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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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Study on Evaluation of ICT Development Consultation
Program and Future Cooperation: Republic of Serbia
연구진: 이종화, 송영민, 이삼열, 정헌주

연구목적
2018 세르비아 정책자문 성과평가 및 협력 연구는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세르비아는 기존에 수행된 4건의 정책자문 사업 및 전문가파견 사업에 대한 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세르비아 무역관광통신부(Ministry of Trade, Tourism and Telecommunications, MTTT)는 KISDI와의 협력을
통해 2011년 통신인프라 발전정책 전문가파견, 2014년 모바일 브로드밴드 정책자문, 2017년 유선 브로드밴드
정책자문, 2017년 공개키기반(PKI) 전문가파견 사업의 총 4건의 정책자문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동 4건의
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평가를 실시하였다.
정책자문 평가를 위해 각 사업을 검토하고 세르비아의 통신 시장 현황을 Logic Model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특히
각 사업의 성과와 결과에 초점을 두고, 사용 고객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기 위하여 무역관광통신부 담당관과의 면담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전반적으로 4건의 정책자문 사업은 성공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평가되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정책자문 결과물
대부분이 세르비아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이 크게 기인하였다. 특히, 주파수 정책에 대한 정책자문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어, 정책자문을 기반으로 주파수경매가 실시되었고 이에 대한 결과로 정부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무엇보다도 세르비아의 장기 통신 정책에 자문 내용 상당 부분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많은 정책자문 보고서가
참고용으로만 사용되고 정책으로 구현되지는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KISDI의 정책자문 사업들은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정책자문 사업 시에도 세르비아 협력부처와 KISDI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세르비아
측 전문가들은 요구 사항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고 KISDI측에서 세르비아의 수요와 상황이해가
용이했다는 평가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사업의 내용이 세르비아 측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정책 권고를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정책 권고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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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2018 방송공동제작 해외시장 분석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5개국연구진: 고상원, 주성희, 김창완, 노은정, 오채주

연구목적
우리 정부는 방송을 통한 국가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한국 방송콘텐츠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자 FTA 체결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간 공동제작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현재 한－태국, 한－캐나다, 한－인도네시아,
한－중국 정부 간 시청각/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협상이 진행 중이다.
본 연구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국가 간 방송공동제작협정을 이미 체결한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방송콘텐츠 교류가
활발한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5개 국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국의 방송규제
현황, 방송시장 현황, 주요 플랫폼별 사업자 현황 및 방송매체 및 콘텐츠 이용행태, 국제공동제작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국내 업계 의견수렴, 현지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현지 방영 방송콘텐츠 조사, 전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한 현지 시청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기존 해외 방송시장 연구와
차별화되는 동시에 신뢰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FTA를 통해 공동제작 협정 체결의 근거가 마련된 국가 중 한류 방송콘텐츠 수출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5개 국가를 선정하여 전반적인 방송시장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5개국의
주요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방송시청자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5개국 응답자들은 영상물 시청시 주로 이용하는 기기가 스마트폰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63.9%),
OTT 이용자 중에서는 TV방송보다 OTT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34.8%에 달한다.
한국 방송프로그램(영상콘텐츠) 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62%가 시청(이용)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국적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한국 방송프로그램(영상콘텐츠) 장르는 드라마였다. 국가 간 공동제작과
관련하여 5개국 전체 응답자의 약 46%가 국가 간 공동제작 방송프로그램 시청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국가
간 차이를 살펴보면, 국가 간 공동제작 방송프로그램 시청 경험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베트남이었으며(74%), 다음은
인도네시아(47.5%). 말레이시아(44.8%), 태국(22.5%)이 순서이다. 또한 국가 간 공동제작을 통해 더 좋은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약 75%가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83%가 국가 간 공동제작이 방송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국가 간 공동제작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조사결과는 국내 사업자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공동제작, 공동제작협정, 방송콘텐츠,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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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연구

기본연구 18-06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0. 31

우체국의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방안 연구
연구진: 박재석, 김민진, 김지혜

연구목적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민간소비 부진, 저금리, 소득 양극화를 야기하는 저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나 민간 금융기관은
여전히 도시지역 고액자산가, 고신용자 중심의 금융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해외
우정이 공공성 제고의 일환으로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투자처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데
특히 2013년에 열린 금융포용에 관한 세계 포럼 이후 포용적 금융의 제공처로서 우체국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 기관으로서 우체국이 네트워크와 신뢰성을 활용해 서민 재산형성 투자처나 서민
금융지원 기관 역할을 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 경제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내시장 현황과 정부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국내외 금융기관 및 해외 우정사업자의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서비스를 조사하여 우체국이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한 후 전문가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 우체국이 제공 가능한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문헌조사를 통해 2개 영역 당 4개씩 총 8가지 우체국이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대안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체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도입한다면 상품 및 서비스 제공 형태는
어떠해야 하는지, 도입 시 강점과 해결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전문가 의견에 대해 517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정량적으로 니즈를 확인했으며, 다시한 번 전문가에게 소비자 니즈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소비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수집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 현업 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와 전문가 조사 결과를 제시한 후 우체국의 중장기 전략과의 부합성, 서비스 제공 가능성, 기대 효과의
잣대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우체국이 자산관리 서비스와 전용 서민예금 상품을 제시하는
한편 펀드 판매 대행을 통해 서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주택담보대출과 소액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
금융지원 역할을 할 것을 제안했으며 나아가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방향성과 준비요소를 제시하여 신규 서비스를
구상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Key word

우체국금융, 서민 금융, 서민 재산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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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17

연구기간: 2018. 2. 5 ∼ 2018. 3. 5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우체국 금융수수료 조정 방안
연구진: 박재석, 김민진, 안명옥

연구목적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융수수료 면제, 금리 인상 등 공격적 마케팅은 국내 금융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불러오고
있다. 정부도 소비자의 부담 완화와 금융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통해 현재의 소득 역진적 금융수수료 구조의
개편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우체국예금도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포용적 금융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동시에 사업
수지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금융수수료 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체국예금의 대고객
수수료 인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금융 수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수수료
정책 및 유관기관 현황 파악, 우체국 금융수수료 부과 현황 및 수수료 조정에 따른 효과 분석, 수수료 조정 대안 등을
논의하고, 향후 포용적 서민 금융 확대 방안과 정책 이슈들을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금융수수료 인하 이슈 및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시중 금융기관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수수료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현행 우체국예금의 원가 자료를 검토하고 수수료 부과 현황 및 채널별 수지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수수료 조정 대상을 정의하고 수수료 조정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 및 시나리오별 수지를 추정하였다.
넷째, 시나리오별 대고객 수수료 조정에 따른 정성/정량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장·단점을 제시하고 최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래 대고객 금융서비스 제공 방향을 모색하고 포용적 서민금융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우체국예금이 정부의 금융수수료 정책 방향을 선도하고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포용적
국영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즉, 향후 우체국예금의 대고객 수수료 인하 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우체국예금의 지속가능 경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Key word

우체국예금, 서민금융, 금융수수료, 금융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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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22

연구기간: 2018. 7. 12 ~ 2018. 10. 31

거시환경변화에 따른 국제사업 미래성장 전략 마련
연구진: 이석범, 이경은

연구목적
국가간 국제우편, 국제소포, EMS 등의 교류가 증가하는 한편, 다양한 물류사업자들의 시장 참여로 국제우편
부문에 복잡한 경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 우정사업자 간에도 서로 다른 지리적,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공통의 네트워크를 운영함에 있어 규제 이슈 및 운영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함에 따라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 규제기관과 우정사업자가 참여하여 국제우편 규정 및 운영을 논의하는
UPU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국내 우편사업의 성장전략 수립 및 우편정책 마련의
토대가 되는 필수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4년마다 열리는 UPU 정기총회 사이에 시급하고 중대한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소집된
중간총회가 2018년 9월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됨에 따라 여기에서 결정된 여러 이슈사항들의 국내 이행 방안 마련
및 한국 우정의 국제우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2018년 UPU 중간총회에서는 상품통합계획, 정산통합계획, UPU 분담금 제도변경, UPU 개혁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의 심의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중간 총회 결정사항을 통해 상품통합계획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고 향후 E포맷 소형포장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산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운영상의 준비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국제우편 물량과 관련하여 국내 발송고객의 특성 파악, 시장 수요 조사를 통해 추후 국제 우편상품 개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산통합계획의 개발 방향으로 미루어볼 때, 현재 전자상거래로 인해 크게 증가된 소형포장물의 취급
보상요율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품포트폴리오 상에 내용품에 의한 구분 frame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통상우편의 범주이면서도 상품(goods)을 포함하는 소형포장물에 대해 별도의 정산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이에 따라, 차기 총회까지 개발될 통합정산계획에 소형포장물을 둘러싼 중요한 결정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므로 국내에서도 국제우편상품 포트폴리오의 정비 및 개선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UPU 제도 개편 등 외부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교환이 많은 주요 국가 우정사업자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우편 네트워크 고도화, 양자/다자 협약 등을 통해 안정적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Key word

UPU, 상품통합계획, 정산통합계획, 국제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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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84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2018년 우정동향 조사·분석
연구진: 정진하, 이석범, 한은영, 안명옥, 이영종, 이경은, 이용수, 박소연, 김민진, 김지혜

연구목적
국내 우편사업은 대체통신 발달로 기업고객들의 전자고지 전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통상우편물량
감소 추세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온라인 쇼핑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 직구시장의 급성장으로 택배시장과
국제특송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단가인하 및 서비스 경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체국금융도 기술혁신에 따른 디지털금융 발전, 비대면 거래 확산, 금융플랫폼 선점 경쟁 가속화 등 핀테크
발전으로 금융산업의 파괴적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도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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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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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히 도출하여 매주 우정사업본부에 제공하였다.
둘째, ‘월간 우정동향’은 우정사업관련 주요 이슈 분석, 거시경제(금리, 주가, 환율, 고용) 지표 분석 등으로
구분하였고, 주요 이슈 분석에서는 우정사업에의 영향 및 시사점을 심도 있게 도출하여 매월 우정사업본부에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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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주요 현안 사항’ 사례조사 및 분석에서는 주요 우정사업자의 경영혁신 사례, 우정사업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제공하였다.
다섯째, ‘우정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가 우정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우정사업 경영환경을 심도 있게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Key word

우정사업, 우편, 택배, 예금,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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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85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4차 산업혁명 대비 우정사업 발전전략
연구진: 정진하, 강홍렬, 박재석, 최중범, 이석범, 한은영, 안명옥, 이영종, 박소연, 김민진, 김지혜

연구목적
AI, Big Data 분석, IoT, Robotics, 3D printing, Block Chain, Fintech 등 파괴적 혁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생활 전반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정사업도 멀지않은 장래 사업 운영 전반에 4차 산업혁명의 심대한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러한 변화가 우정사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중단기적 관점에서 앞서 언급한 파괴적 혁신기술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우정사업 업무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우정사업 발전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 Big Data 등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기술의 발달, Cyber-Physical System 출현, 초연결 사회 도래와
고객 기대 변화 등 우정사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우편 및 우체국금융 사업의 기회 및
위협 요인 등을 도출하였다.
둘째,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본 우정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우편과 우체국금융 사업의 강점과 약점, 사업별
핵심역량 등을 규명하였다.
셋째, 전략수립을 위한 벤치마크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해외 주요 우정사업자, 국내외 주요
물류사업자와 금융사업자의 대응전략 및 동향 등을 조사하였다.
넷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우정사업 발전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 과제를 도출하고 평가하였다.
다섯째, 앞서 도출한 전략과제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우체국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 성과는 우정사업본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우정서비스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4차 산업혁명, 공유 및 협업 기반 물류플랫폼, 다양한 배달방식, 모바일 기반 통합 금융플랫폼,
블록체인 기반의 외화송금

Ⅲ. 2018년도 주요 연구실적

•145

정책연구 18-86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체국보험 고객 관리 방안
연구진: 정진하, 이석범, 이영종, 박소연

연구목적
국내 보험시장의 포화, 저금리·저성장 장기화 지속, 1인 가구 증가, 4차 산업혁명 등 우체국보험을 포함한 생명보험
시장은 과거와는 다른 환경에 처해 있으며, 소비자들의 보험 수요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우체국보험이 보편적 보험서비스를 모든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기반
구축과 더불어 우체국보험의 고객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보험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고객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우체국보험 환경에 관한 PEST 분석을 실시하였고 고객관리와 관련한 우체국보험의 전략, 시스템,
조직, 실행 측면에서 내부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편 민영보험사의 고객관리 사례 분석을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체국보험의 고객관리 개선 이슈를 도출하고 개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체국보험의 영업문화를 ‘신계약’ 중심에서 ‘보장유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고객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고객관리 측면에서의 비전 및 전략과제를 마련하였다.
둘째, 우체국보험 고객들을 체계적인 관리하기 위해서 고객관리 활동에서 중요한 활동들을 도출하여 ‘고객관리
표준활동 모델’을 마련하고 실행방식을 제시하였다.
셋째, 현재 우체국보험의 고객관리 시스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고객관리 활동이 시스템 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우체국보험 고객들의 보험가입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향후 효과적으로
고객관리를 하기 위한 고객정보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보험가입 시 모집자의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를
지정하고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성과는 우체국보험이 가입 이후에도 고객들에게 필요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체국보험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보험서비스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ey word

우체국보험, 고객관리, 보장유지,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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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8-87

연구기간: 2018. 1. 1 ∼ 2018. 12. 31

해외 우정과 국내 공공서비스 기관의 발전과정 연구
연구진: 정진하, 최중범, 한은영, 안명옥, 이영종, 박소연, 김민진, 김지혜

연구목적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에서 통상우편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
통상우편은 우편 매출의 절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우편 물량의 급감은 곧바로 우편사업의 재정에
큰 타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우정사업자들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 방향을 모색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해외
우정사업자와, 국내 공공서비스 사업으로서 전기통신 및 철도 사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정사업의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시사점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4개국 우정사업의 우편물량 및 인력 변화를 검토한 결과 해외 우정사업은 물량
감소에 대응하여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력 감축의 기본적인 수단으로는 자연
감소하는 인력의 미충원(미국, 프랑스, 영국)이 활용되었으며, 미국우정의 경우 장려금 지급을 통해 퇴직을
촉진하는 한편 매우 제한적이지만 강제 감원도 강구되었다.
인력의 감축과 함께 주목할 것이 비정규직의 활용 확대인데, 소포의 급증과 같은 인력 증원 수요는 비정규직
확대로 해소하여 왔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미국우정은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PSE나 CCA 등과 같은 새로운
비정규직 직군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한편 우편네트워크 운영의 효율화 차원에서, 미국과 영국 우정은 우체국 수를 축소하였고 영국과 프랑스
우정은 위탁국 비중을 확대하였다. 우체국 운영 방식의 변화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으로, 미국우정은 POStPlan을
통해 소규모 지방 우체국을 폐쇄하는 대신 운영시간을 단축하였고 일본우정은 농어촌우체국을 지정 요일이나
시간대에만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한편 영국우정은 상설우체국을 대체하는 Outreach Service를 도입하여
고객과의 접점을 다양화하였다.
한편,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KT와 Korail은 체제 전환 이후 거의 매년 수시로 조직을 개편하는 가운데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ey word

우정사업자, 인력운영, 조직개편, 네트워크 효율화, 우편물량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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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8
연차보고서

2018년도 연구관련 활동
1. 정기간행물 발간
2. 국내·외 교류현황
3. 연구관련 행사

정기간행물 발간

2019 ICT Industry Outlook of Korea
· 정보통신산업의 분야별 현황 분석 및 전망, 국제경쟁력에 관한 영문분석 자료
· 연 1회 발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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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 STATES OF KOREAN AND FOREIGN DATA ECONOMIES AND POLICY RESPONSES

2018년 정보통신산업동향
· 국내·외 정보통신산업 최근 동향 및 향후 발전방향 예측 제공
· 연 1회 발간
2018. 12
김정언, 김대건, 김민식, 나상우, 오정숙,
유선실, 이경남, 이선희, 이은민, 정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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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주제

제30권 1호
<통권 661호>

빅데이터 시대와 데이터 융합

박선우

eSIM 표준화 및 적용 동향

이보겸

제30권 2호
<통권 662호>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이상윤

ICT 산업 인력의 질적특성별 근로시간 현황

신우철

제30권 3호
<통권 663호>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행태정보 규제 현황 및 시사점

정수연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 현황

손가녕

영국 ODPS 규제 동향: OFCOM-ATVOD 공동규제에서

제30권 4호
<통권 664호>

단독규제체계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일본, 총무성 해외전개전략:
‘세계에 공헌하는 총무성 실천계획’ 발표

정은진

영국 의회 과학기술국 “온라인 정보와 페이크 뉴스” 브리핑

김지혜

호주의 Universal Service Guarantee 도입 논의 동향

나상우

영국의 주파수이용권 양도·임대제도 현황

김인희

2018 美 무역장벽보고서에 제기된 우리나라 ICT 분야 무역장벽

정연희

제30권 7호
<통권 667호>

2018년 미국 TV방송사의 인터넷 동영상 시대 대응전략(하)

정은진

인도의 스마트시티 개발 동향

김나연

제30권 8호
<통권 668호>

OTT 셋톱박스 시장 현황 및 시사점

이선희

OECD의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 분석

유선실

ICT 산업의 노동생산성 분석

신우철

2017 ICT벤처기업 현황분석: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ICT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논의:

제30권 10호
<통권 6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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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역할 정립을 중심으로

2018. 2. 1

2018. 2. 16

2018. 3. 2

2018년 미국 TV방송사의 인터넷 동영상 시대 대응전략(상)

제30권 9호
<통권 669호>

2018. 1. 16

김태은
정부연

제30권 6호
<통권 666호>

발행일자

김호정

OLED 패널 시장의 변화 추세와 향후 전망

제30권 5호
<통권 6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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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은민

2018. 3. 16

2018. 4. 2

2018. 4. 16

2018. 5. 1

2018. 5. 16

주진형

아프리카 ICT 주요 현안:

김나연·

스마트아프리카연합을 중심으로

유성훈

2018. 6. 1

권호

논문 주제

저자

제30권 11호
<통권 671호>

일본 MVNO 시장 현황 및 Layer2 접속방식 사례

김대건

슝안신구를 중심으로 살펴 본 중국 스마트시티 현황과 시사점

이슬기

제30권 12호
<통권 672호>

2017년 드라마 등장인물의 사회문화적 다양성 조사 결과
중국 및 인도 스마트폰 시장 현황
유럽의 C-ITS 정책 추진 현황:

제30권 13호
<통권 673호>

차량용 통신 시스템(V2X)을 중심으로
ICT 국제개발협력 연구 시리즈 5. 라오스 ICT 환경 분석
개인정보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제도의

제30권 14호
<통권 674호>

국내·외 현황 비교 및 시사점 분석

제30권 15호
<통권 675호>

OECD의 멕시코 통신 규제정책 검토 분석(상)

제30권 16호
<통권 676호>
제30권 17호
<통권 677호>

제30권 18호
<통권 678호>

일본 M2M 서비스 전용번호 도입

ILO의 고용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 논의
OECD의 멕시코 통신 규제정책 검토 분석(하)
중국 공유경제 정책 및 기업 현황

제30권 19호
<통권 679호>

제30권 20호
<통권 680호>

장시연

2018. 7. 2

오정숙
정아름
2018. 7. 16
유태경
장시영
2018. 8. 1
이보겸
김성웅·
김병우

2018. 8. 16

김희연
김성웅·
김병우

2018. 9. 1

이슬기·
김성옥
정아름

북한 ICT 정책동향 및 시사점

서소영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 6. 18

정은진·

미국 39㎓ 대역 주파수 경매 추진 동향

규제혁신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발행일자

2018. 9. 17

2018. 10. 1
이시직

5G 전송망을 위한 고정업무 주파수 이용동향과 시사점

이상윤

일본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5G 도입 계획

나상우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현황과 전망

정부연

글로벌 데이터센터 변화 추세 및 시사점

황혜인

2018. 10. 16

지능정보사회의 혁신기술 동향: 가트너의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 2019'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8. 11. 1

강민성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 생태계

김민식·

제30권 21호
<통권 681호>

-지능형 반도체의 혁신 방향을 중심으로-

이경남

중국의 중창공간을 중심으로 중국 창업지원 동향

이슬기

제30권 22호
<통권 682호>

독일의 자동주행차 관련 정책적·입법적 논의와 시사점

정다은

2018. 12. 3

제30권 23호
<통권 683호>

BEREC의 MNO간 M&A가 요금에 미친 영향 분석의 시사점

나상우

2018. 12. 17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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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주제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우정사업의 핵심역량 제고 방안

박용성

우체국 브랜드가치평가 및 브랜드수수료 산정에 관한 고찰

조영주

2018 봄

블록체인이 가져올 변화와 한계(물류/유통산업을 중심으로)

박찬석

vol.112

글로벌 물류업체들의 역물류(reverse logistics) 서비스
제공 현황 및 시사점
이탈리아 우체국예금과 소매금융 현황
온라인쇼핑 성장이 택배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2018 여름
vol.113

최남진

지속가능한 우편사업 발전전략에 대한 소고:
재정적 관점에서 창구망 운영 계획을 중심으로

2018 가을
vol.114

2018 겨울
vol.115

임형채·유정아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과 경제·금융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프랑스 우체국금융과 소매금융 현황

우편사업의 보편적 서비스 유지비용 추정 개관
공공분야 블록체인 적용 동향과 시사점

이영종
최한수
최중범
주영광·강유성
최남진

우체국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소고

김민진

우정사업 관련 특별회계 체계의 정책 과제

이원희

자산관리(WM) 서비스 기반 구축, 포용적 금융을 위한
우체국금융의 시대적 과제
해외 우정사업의 디지털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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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5

권태우

경제 현안 분석과 우체국금융 시사점

집중국/물류센터 소포처리 자동화 기술 현황과 적용 사례 및 시사점

2018. 3. 16

안명옥

최승재

중국우정저축은행의 IT 발전 전략을 통해서 본

발행일자

박소연

해외 우정사업자의 전기자동차(EV) 활용 동향

우체국금융 차세대 시스템 도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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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2018. 9. 20

김기학·최용훈
박규배
안명옥·윤경구

201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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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호

제목

저자

발행일자

18-01

블록체인의 다변화: 채굴 없는 블록체인의 확산

남충현

2018. 2. 19

18-02

국내 창업초기 SW 벤처기업의 성장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조유리

2018. 7. 3

18-03

AT&T의 Time Warner 인수: 콘텐츠 강화 및 OTT 대응 전략

이재영

2018. 7. 9

18-04

GDPR시대 개인정보정책의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조성은·민대홍

2018. 8. 1

18-0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방향

정용찬

2018. 8. 7

18-06

미·중무역분쟁의 배경과 그 영향

고동환

2018. 8. 22

김남두

2018. 10. 18

18-07

주요 OTT 서비스의 영상콘텐츠 제공현황 및
모니터링 정례화의 필요성

18-08

글로벌OTT사업자의 국내진입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 영향

황유선

2018. 11. 2

18-09

ICT신기술 선점을 위한 미·중간 패권경쟁

심동녘

2018. 12. 21

18-10

5G이동통신의 산업간 융복합생태계조성을 위한 과제

김지환

2018. 12. 24

18-11

주요국의 망 중립성 정책현황과 쟁점

나성현

2018. 12. 26

18-12

인공지능(AI)과 프라이버시의 역설: AI 음성비서를 중심으로

심홍진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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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STAT Report
· 방송과 미디어에 관련된 다양한 통계분석 결과 제공
· 격주 발간(연 24회)

권호

저자

발행일자

18-01

방송사의 드라마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현황 분석

이선희

2018. 1. 15

18-02

가족구성에 따른 고령자들의 미디어 활용능력

오윤석

2018. 1. 30

18-03

2017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주요 결과

정용찬·김윤화

2018. 2. 15

18-04

방송프로그램 국내판매·구매 추이 분석

노희윤

2018. 2. 28

18-05

중고휴대폰(공기계) 보유 현황

김윤화

2018. 3. 15

18-06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추세 분석

신지형

2018. 3. 31

18-07

방송산업 종사자 수 시계열 추이 분석

노희윤

2018. 4. 15

18-08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TT) 이용 행태 분석

이선희

2018. 4. 30

18-09

블록체인과 4차 산업혁명: 뉴스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이호

2018. 5. 15

오윤석

2018. 5. 30

18-10

스마트폰 이용 제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스마트폰 이용행태 비교

18-11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분석

김윤화

2018. 6. 15

18-12

대중교통에서의 미디어 이용

신지형

2018. 6. 30

18-13

IPTV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 추이 분석

이선희

2018. 7. 15

18-14

스마트폰, 능동적 매체 이용의 촉매자

정용찬

2018. 7. 30

하형석

2018. 8. 15

오윤석

2018. 8. 31

김성중

2018. 9. 15

18-15
18-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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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7년간의 변화,
그리고 부모의 미디어 이용과의 관계
라디오 실시간 청취와 다시듣기(AOD) 이용행태
이동통신서비스요금 지출 규모에 따른 인터넷, 모바일
이용행태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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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18-18

제목
인터넷 뉴스/토론 게시판의 댓글·게시글 작성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저자

발행일자

오주현

2018. 9. 30

18-19

유무선 전화 이용과 정치의식

신지형

2018. 10. 15

18-20

어린이와 청소년의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

김윤화

2018. 10. 31

이재현·강민지

2018. 11. 15

유은·이창준·
홍아름

2018. 11. 30

18-21
18-22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 논문 특집] PC의 재도구화:
기능적 재조직화 가설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 논문 특집] 소셜 미디어 이용에 따른
정치적 성향 및 변화 분석

18-23

빅데이터로 본 스마트시티: 뉴스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이호

2018. 12. 15

18-24

라디오 보유와 이용행태 변화

김윤화

2018. 12. 31

Ⅳ. 2018년도 연구관련 활동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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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ception of Nepalese government employee towards IT
contribution for their efficiency

Sateesh Kumar Ojh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actice
for effective control environment for human resources
management in NGOs working in Nepal
Usag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by young
entrepreneurs business in Nepal

Vol.10
No.1

Ajay Khadka

Utilization of the Global Positioning System for monitoring
critically endangered white rumped vulture and its impact
on tourism in Nepal

Neupane Chanda

Impacts of modern technology in tourism development of Nepal

Binita Rijal and Prashanta
Babu Neupane

Knowledge management practices in five star hotel:
a study of Radisson Hotel

Roopesh Shrestha

Reviewing the barriers and opportunities of the open
distance learning in Nepal

Pradeep Bastola, Ali Ameen
and Chanda Neupane

Contribution of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on
livelihood adaptation in Nepal
ICT and e-governance: co-creation for better public
service delivery
Reuse of data in Nepalese labor migrant industry

Managing cyber security risks in Nepalese organizations
Application of the ground theory approach for investigating
of knowledge requirement of global IS projec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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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ika Amat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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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undi Raj Bhattarai

Mahesh Maharjan
Pratima Pradhan and
Subarna Shakya
Dwarika Upreti and
Sudarshan Giri
Inae Hahn and
Gyeung-Min Kim

권호

제목

저자

e-HRM and employee engagement : a hierarchical study in
Indian IT industry

Monica Chauhan Bhadoriya
and Manoj Patwardhan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on intention
to quit job: the mediating role of job satisfaction among
Airforce personnel
Infusion of e-procurement at Indonesian local government

Vol. 10
No. 2

Securing the National Growth Power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nesh Kumar et al.

Willy Abdillah and Desiana
Rosman
Sangki Jin

Similarity search for localized patterns in time series data

Ayush Rathi and Durga
Toshniwal

Masculinity in project-based information systems service
organizations

Gyeung-Min Kim and
Namjae Cho

Duplicative regulatory policy in telecommunication market

Yeon Woo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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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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및 연구인력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
KISDI-서울대학교 ITPP 상호협력협약서 체결

2018. 5. 10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ICT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제협력 및 인력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각
기관의 발전과 연구능력 향상에 기여
KISDI-AfDB 협의의사록(Aide Memoire) 체결

2018. 5. 24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과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아프
리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연구 및 활동을 추진
KISDI-한국언론진흥재단 상호협력협약서 체결

2018. 5. 28

－KISDI의 빅데이터 분석 연구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인 ‘빅카인즈’의 데이터를 활용해 ICT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발행하고 빅카인즈 이용 활성화 촉진

2018. 11. 23

•166

ⅠKISDI 2018 연차보고서 Ⅰ

KISDI-WeGO 전자정부·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MOU 체결
－개발도상국과 세계도시의 전자정부 및 스마트시티 구축지원

국내·외 전문가 방문
일자

내용
우즈베키스탄 ICT 스타트업 및 소프트웨어 시장발전 정책자문 초청자문

2018. 6. 18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이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ICT 스타트업 및 ICT 현황을 직접 체험
하고, 세미나 개최를 통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ICT 스타트업 및 소프트웨어 시
장발전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 마련
에티오피아 주파수 할당 및 가격 산정 정책자문 초청자문

2018. 7. 12

－에티오피아 대표단이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전파관리 현황 및 발전 모습을 직접 체험
하고, 세미나 개최를 통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주파수 할당 및 가격 산정 정책
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

「콜롬비아 디지털경제 정책자문」 초청자문

2018. 7. 23

－콜롬비아 대표단은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디지털경제 및 ICT 현황을 직접 체험하고,
세미나 개최를 통해 관련 지식과 경험 공유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관계자 KISDI 방문

2018. 7. 24

－AfDB와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연구 및 활동 추진

「라오스 통신방송융합 정책자문」 초청자문

2018. 8. 27

－라오스 대표단이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통신방송융합 및 ICT 현황을 직접 체험하고,
세미나 개최를 통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통신방송융합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
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 마련

「페루 스마트시티 통합관리체계 구축 정책자문」 초청자문 실시

2018. 11. 12

－페루 스마트시티 통합관리체계 구축 정책자문의 일환으로, 페루 교통통신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참여

2018. 11. 21

인도네시아 정보통신기술부(MCIT) 관계자 KISDI 방문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현안인 농어촌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와 펀딩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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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 행사

KISDI와 알리바바 클라우드 스마트시티 포럼
행사일 : 2018. 2. 12
장 소 : 알리바바그룹 올림픽 파빌리온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알리바바그룹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지
 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ICT 정책연구기관 KISDI와 항저우, 수저우, 마카오, 말레이시아 등의
지역에서 스마트시티 브레인 플랫폼을 보유한 알리바바 클라우드 간에 한·중 스마트시티와 빅데이터 기술
및 네트워킹의 장 구축

구분

내용

발표

항저우 스마트도시 건설 메커니즘 | 김성옥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스마트시티 브레인 전략과 방향 | 레오 리우 대표(알리바바 클라우드)

토론

스마트시티의 방향과 전략, 협력 방안에 대한 자유 토론 진행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컨퍼런스
행사일 : 2018. 2. 28
장 소 :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제:블
 록체인 기반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블록체인 관련 제도적
이슈에 대한 주요 정책 및 세부계획 수립방향 논의

구분
기조발제

내용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와 활용사례 | 김승주 교수(고려대학교)

발표

블록체인 기반 신산업 활성화 주요정책 이슈 | 김경훈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블록체인 관련 규제이슈와 정책방향 | 안찬식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토론

좌   장 : 강임호 교수(한양대학교)
토론자 : 박종대 실장(ETRI), 서문규 본부장(코인플러그), 원종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이재형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유신 교수(서강대학교), 최공필 센터장(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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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전략의 새로운 지평: 미래 국가전략의 모색 세미나
행사일 : 2018. 3. 16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제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세계 주요국의 국가전략 비교 통해 국내 4차 산업혁명 전략의 정책적 추진방향 모색

구분

내용
제4차 산업혁명과 주요국의 미래 국가전략

발표

제4차 산업혁명과 독일의 미래 국가전략 | 김주희(경희대학교)
제4차 산업혁명과 미국의 미래 국가전략 | 유인태(전북대학교)
제4차 산업혁명과 일본의 미래 국가전략 | 이승주(중앙대학교)
제4차 산업혁명과 중국의 미래 국가전략 | 차정미(연세대학교)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 | 강준모(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 전략의 새로운 지평 모색

라운드
테이블

발 제 : 김상배(서울대학교)
토 론 : 류석진(서강대학교), 장석인(산업연구원), 손상영(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유향(국회입법조사처), 이원태(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민병원(이화여자대학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정책 제안 발표·토론회
행사일 : 2018. 3. 29
장 소 : 목동 한국방송회관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주 제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방송의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정책 제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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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발표

1분과 : 공
 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
김명중 교수(호남대학교), 이준웅 교수(서울대학교), 장재옥 교수(중앙대학교)
2분과 : 방송의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 방안 |
정상윤 교수(경남대학교), 배진아 교수(공주대학교), 김연식 교수(경북대학교)

토론

토론자 : 강
 혜란 공동대표(한국여성민우회), 김대식 박사(KBS), 김동찬 사무처장(언론개혁시민연대),
김유정 전문연구위원(MBC), 김언경 사무처장(민주언론시민연합),
정광재 정책기획부장(MBN), 김동원 정책국장(전국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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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
행사일 : 2018. 4. 19
장 소 : 서울 더케이호텔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

구분

내용
모바일 서비스 진화와 5G 주파수 이용

발표

주파수 경매와 국내·외 동향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

2018 정보통신방송과 국제개발협력 1차 포럼
행사일 : 2018. 5. 11
장 소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서울사무소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학회
주 제 : ICT ODA 연구 동향과 분석

구분

내용

발표

과기정통부 ICT 국제개발협력 정책연구 분석 | 유성훈(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내 ICT 국제개발협력 연구 동향과 과제 | 주한나(연세대학교)

토론

토론자 : 이종화(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종일(동국대학교), 권 호(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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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보통신방송과 국제개발협력 2차 포럼
행사일 : 2018. 6. 08
장 소 :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학회
주 제 : 공적원조 및 민관협력을 통한 개도국 ICT 발전 전략

구분

내용

발표

KOICA 전자정부·ICT 분야 ODA 현황 | 김정훈(한국국제협력단)
KT 방글라데시 기가아일랜드 사례 분석 | 구자흥·김원길(KT)

토론

토론자 : 박경렬(런던정치경제대학교), 유성훈(정보통신정책연구원)

“알고리즘 시대 이용자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학술세미나
행사일 : 2018. 6. 14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후 원 : 방송통신위원회
주 제:향
 후 알고리즘 기반 기술 및 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이용행태를 효과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적 쟁점 및 이용자보호 정책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과제는 무엇인지를 논의함
으로써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의 이론적·방법론적 토대를 마련

구분

내용
알고리즘과 이용자연구의 방법론적 전환

<1부>

알고리즘이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과 방법론적 쟁점 | 김기태·정재관 박사(건국대학교)
지능정보화 환경에서 미디어 이용자 통계 조사의 현재와 미래 | 정용찬 그룹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알고리즘 시대의 데이터 혁신과 이용자보호

<2부>

Business Analytics를 통한 인터넷현상연구 : 빅데이터 알고리즘 분석방법론을 중심으로 |
조대곤 교수(KAIST)
지능정보화 환경에서 알고리즘 규제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 이상용 교수(충남대학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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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이원태 그룹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자 : 이원재 교수(KAIST), 박민규 교수(고려대학교), 최재원 교수(순천향대학교),
최준호 교수(연세대학교), 오세욱 선임연구위원(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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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방송 공동제작 국제 컨퍼런스
행사일 : 2018. 6. 28
장 소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주 최 : 방송통신위원회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송콘텐츠 교류 활성화

구분

내용
<세션 1> 방송시장의 진화와 핵심 콘텐츠

발표

중국 | Wang Xiaobin(CCTV-10)
베트남 | Nguyen Thanh Chung(정보통신부)
태국 | Pasu Srihirun(국가방송통신위원회)
몽골 | Dolgorsuren Sukjbaatar(방송통신규제위원회)
인도 | Shir. K. G. Suresh(인도 매스커뮤니케이션연구소)
<세션 2>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동제작
발표1 | 유홍식(중앙대학교)
발표2 | 황진우(CJ E&M)
발표3 | Linfield Ng(미국 NBC Universal)
발표4 | Neil Tobing(인도네시아 Visi Media Asia)
<세션 1>
사회자 : Chang Jin(AIBO)
토론자 : 양한열(방송통신위원회), 이종관(법무법인 세종)

토론

<세션 2>
사회자 : 김영찬(한국방송학회)
토론자 : Vu Viet Nga(베트남 VTV7), WIRATA LAKSANASOPIN(태국 Workpoint Group),
GANTULGA Lkhagvadorj(몽골 ICN), Rathan Sam George(인도 튠즈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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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행사일 : 2018. 6. 29
장 소 : The-K 호텔 애비뉴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제:스
 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 및 정책 과제에 대한 사회 각계 의견수렴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계획 수립에 반영

구분

발표

내용
(기조발제) 스마트시티 기반의 4차 산업혁명·부산 에코델타시티(EDC)의 비전 |
천재원(대통령직속 4차혁명위원회)
(주제발표) 스마트시티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전략 | 조대연 단장(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제발표) 해외 스마트시티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김성옥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

사회자 : 김정언 ICT전략연구실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자 : 김무련 상무(KT), 김현 본부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상훈 박사(LH토지주택연구원),
이재용 센터장(국토연구원), 정영길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종성 연구위원(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 OTT사업자 비즈니스 전략 및 국내 시장 전망 세미나
행사일 : 2018. 7. 4
장 소 :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주최·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글
 로벌 OTT사업자들이 해외 및 국내 시장 진출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방송미디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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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발표

글로벌 OTT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 : 현황, 전략 및 쟁점 | 이상원 교수(경희대학교)
글로벌 OTT사업자 한국시장 현황 및 전망 | 황유선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

사회자 : 김성철 교수(고려대학교)
토론자 : 운 용 실장(CJ헬로), 임석봉 팀장(JTBC), 이상우 교수(연세대학교),
이상원 교수(경희대학교), 이성춘 상무(KT경제경영연구소), 이희주 본부장(PooQ),
황성연 박사(닐슨코리아), 황유선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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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행사일 : 2018. 8. 3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최 : 방송통신위원회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현행 방송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구분
발표

내용
방송평가 제도 개선방안 | 성욱제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사회자

주정민 교수(전남대학교)

토론자

이정환 부장(KBS), 임석봉 팀장(JTBC), 채호석 부장(GS Shop), 임성원 팀장(CJ헬로),
김세옥 팀장(민주언론시민연합), 하주용 교수(인하대학교), 지성우(성균관대학교),
오광혁 과장(방송통신위원회)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 컨퍼런스
행사일 : 2018. 9. 14
장 소 :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
주최·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대응방향 모색

구분

내용
<1부>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 방안
4차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 발전방향 | 정용찬 그룹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공·민간데이터 개방·연계·활용을 통한 데이터 신산업 활성화 방안 | 안한회 이사(비투엔)

발표
<2부> 데이터의 사회적 가치와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어디까지 왔나 | 박지환 변호사(오픈데이터포럼)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 | 조성은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자

사회자 : 이원태 그룹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자 : 이재진 실장(한국데이터진흥원), 류현숙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이진규 이사(네이버),
이상용 교수(충남대학교), 이재형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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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분야 미래직업 예측 전문가 토론회
행사일 : 2018. 10. 16
장 소 : 서울대 교수회관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미래직업예측모델을 보다 고도화하여 ICT분야 중 일부까지 확대 적용하고 활용성을 제고하는 방안 논의

구분

내용

발표

ICT분야 미래직업 예측모델 고도화 | 고동환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분야 미래직무·직업 예측결과 | 이호 교수(한국기술교육대)

토론

토론자 : 최계영 실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오영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혁 교수(중앙대학교),
박환수 상무(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김종형 교수(한국과학기술대학교),
황인정 책임연구원(명지병원), 홍지후 차장(KT), 손광준 PD(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8 정보통신방송과 국제개발협력 3차 포럼
행사일 : 2018. 10. 19
장 소 : 유네스코회관 11층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학회
주 제 : ICT ODA 발전 방안

구분

발표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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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 유성훈(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전문가 초청연수 | 신성우(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개발은행 협력지원 | 이정민(한국인터넷진흥원)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 | 이주남(한국전파진흥협회)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 유정원(한국정보화진흥원)
이삼열(연세대학교), 이종화(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경렬(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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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
행사일 : 2018. 10. 19
장 소 : 양재동 스포타임 5층 멜론홀, 오렌지홀, 애플홀, 체리홀
주최·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2
 010년부터 시작된 한국미디어패널조사의 원시자료를 관련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와 정책당국에
제공하고 그 연구 성과를 공유

구분
<제1주제>

내용
세대별 미디어 이용과 삶의 만족도
(발표1) 인터넷 이용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집단 간 비교 연구 | 고흥석(한국IPTV방송협회)

발표

(발표2) 시
 니어 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50대 이상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중심으로 | 성욱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표3) 뉴실버세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이유진(서울시립대학교)

토론
<제2주제>

발표

토론
<제3주제>

사회자 : 김세은(강원대학교)
토론자 : 이미나(숙명여자대학교), 변상규(호서대학교), 한승진(을지대학교)
미디어 이용의 공간성
(발표1) 출
 퇴근시간 인구통계학적변수가 직장인의 미디어이용매체와 미디어이용행위에 미치는 영향 |
김현동(동국대학교)
(발표2) 다
 매체 정보를 결합한 서울시 인구분포의 시공간적 변동성 분석:
4차원 시각화 방법을 토대로 | 이금숙(성신여자대학교)
사회자 : 박은희(대진대학교)
토론자 : 김호성(성신여자대학교), 조성은(정보통신정책연구원)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발표1)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이용한 한국 미디어 패널 자료 분석 | 발표 : 이동희(경기대학교)

발표

(발표2)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행태 분석 | 발표 : 전수영(고려대 학교)
Two-part 패널모형을 이용한 미디어패널 자료 분석 | 정병철(서울시립대학교)

토론
<제4주제>

발표

사회자 : 정용찬(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자 : 손영석(한림대학교), 이성건(성신여자대학교), 이정복(울산대학교)
미디어 이용과 소비
(발표1) 유
 료 서비스 사업자의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도출: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에 따른 오피니언
리더 및 소비자 행태 변화 중심으로 | 김하나(서울대학교)
(발표2) 한국미디어패널의 전자상거래 이용행태 관련 디지털 라이프 연구 | 안진경(닐슨컴퍼니코리아)
(발표3) PC의 재도구화: 기능적 재조직화 가설 | 이재현(서울대학교)

토론

사회자 : 김정현(고려대학교)
토론자 : 김경훈(정보통신정책연구원), 봉연근(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정수(서울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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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5주제>

발표

내용
정치참여와 미디어
(발표1) T
 he Effect of Using Social Network Service on Political Inclination by Age and
Partisanship | 유은(한국과학기술원)
(발표2) 미디어가 이용자의 정치성향에 미치는 효과 | 최동욱(상명대학교)

토론
<제6주제>

사회자 : 김춘식(한국외국어국어대학교)
토론자 : 김홍범(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대호(성균관대학교)
온라인 참여와 프라이버시
(발표1) 인터넷 사회참여 현황과 생활만족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 서운석(보훈교육연구원)

발표

(발표2) 온
 라인 활동 참여와 미디어 이용행태가 온라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끼치는 영향 연구 |
이승은(인하대학교)
(발표3) 미디어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염려의 차이 | 임보배(숙명여자대학교)

토론

사회자 : 박웅기(숭실대학교)
토론자 : 오대원(경기대학교),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오주현(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2018 데이터 이노베이션 포럼
행사일 : 2018. 10. 25
장 소 :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주 최 : 한국데이터전략학회, 한국데이터산업협의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JIC
후   원 :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주 제 : 데이터가 만드는 혁신 성장

구분

내용
<주제발표 1>
(산업계) 공공데이터 개발 공유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품질 개선 방안 | 이창수((주)비티엔)
(학계) 4차산업혁명시대의 데이터개방의 과제와 대응방안 | 최명길 교수(중앙대학교)
(정부 및 유관기관) 데이터 거래 활성화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 민대홍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표
<주제발표 2>
(산업계) 산업별 데이터 기반 AI활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방안 | 김지혁((주)위세아이텍)
(학계) 데이터인증 및 품질관리 : 블록체인 기반 증명서 및 뱃지를 주임으로 | 이정승 교수(호서대학교)
(정부 및 유관기관) 블록학체인과 정부의 데이터 전략 | 임명환 박사(ETRI & 정보기술응용학회장)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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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조남재 교수(한양대학교)
토론자 : 산·학·관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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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세미나
행사일 : 2018. 10. 29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 국회의원 전해철 의원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경
 제·사회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변혁의 원동력으로서 데이터를 국책연구기관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예측 및 정책지원 활용방안을 논의

구분

내용

발표

(발제1) 공공 및 민간의 빅데이터 활용 성공 사례 | 문명재 교수(연세대학교)
(발제2) 데이터기반 미래예측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 정용찬 그룹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

사회자 : 박진 원장(국회미래연구원)
토론자 : 김혜주 상무(KT), 손승원 박사(ETRI), 이상용 위원(4차산업혁명위원회), 임채원 교수(경희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 세미나
행사일 : 2018. 11. 2
장 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국회의원 변재일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A
 I기반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지능정보화 환경에서 나타날 이용자 행태 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업무의 종합적 체계화, 이용자보호 원칙 및 규범 재정립에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

구분

내용
<1부 : 지능정보화 환경에서 이용자 행태분석의 정책적 함의>

발표

(발표1) 지
 능정보화로 인한 사회변동과 이용자의 진화: 미래 이용자정책에 던지는 시사점 |
이호영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표2) 알고리즘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 | 황용석 교수(건국대학교)
<2부 : 지능정보사회와 이용자보호 규범의 재정립 방향>
(발표1) 알고리즘 시대의 이용자보호 규범 정립을 위한 입법전략 | 심우민 교수(경인교육대학교)
(발표2) 지능정보사회에서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원칙의 정립 필요성 및 정책과제 |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종합토론 :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방향>

토론자

사회자 : 이원태 그룹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자 : 김
 재영 국장(방송통신위원회), 박성호 사무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의 모임), 김명주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이창범 교수(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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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CT 산업전망컨퍼런스
행사일 : 2018. 11. 7 ~ 2018. 11. 8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관 : IITP, KEA, ETRI, SPRi, KETI, KISDI, KISA, KCA
주 제 : ICT 대한민국, 전환의 시대 (ICT Korea, the Age of Transformation) ICT 산업의 새로운 D.N.A
(The New D.N.A of ICT Industry)

구분

내용
<세션 1> 글로벌 ICT의 흐름
2019 주목할 12대 기술 동향│ 데인 앤더슨 부사장(포레스터 리서치 아시아퍼시픽 리서치)
전세계 디지털 전환 전략 : 디지털 디터미네이션 | 한은선 상무(IDC KOREA)
<세션 2> 우리 ICT의 현재와 미래

발표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 김재인 교수(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 | 정성일 대표(Deloitte Consulting)
SW & Cloud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쯤에 서 있는가 | 김근 한국 대표(BSA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
남북 ICT 협력 및 전망 | 이춘근 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세션 3> 2019 ICT 전망
대외 환경변화와 우리 ICT의 전망 | 고동환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ICT 10대 이슈 | 김용균 수석(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본질과 변화의 관점에서 방송의 미래를 라운딩하다’
행사일 : 2018. 11. 8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회의장
주최·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디
 지털 시대와 방송통신 융합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방송이 거대한 변화의 환경
속에서 무엇을 지속하고, 무엇을 혁신해야 할 지 논의

구분
발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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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방송의 미래 전망 및 대응을 위한 세 가지 질문 | 황준호 그룹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1라운드 : 방송의 본질에 관한 미래 전망
제2라운드 : 방송의 자원에 관한 미래 전망
제3라운드 : 방송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준비
사회자 : 이재영 그룹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자 : 김
 경달 대표(네오터치포인트), 박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우 교수(연세대학교),
정인숙 교수(가천대학교), 한석현 팀장(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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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행사일 : 2018. 11. 16
장 소 :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학회
후 원 : 방송통신위원회
주 제 :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방송통신의 기여

구분
<세션 1>
발표

내용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송통신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남북 방송교류의 현재와 미래 | 서옥란 교수(연변대학교)
북한 방송통신의 현재와 미래 : 토크콘서트 및 Q&A

토론

<세션 2>

사회자 : 이희정 교수(고려대학교)
토론자 : 탄
 혹 구안 국장(ABU), 조주희 국장(ABC News), 루 루이 기자(신화통신),
세바스티앙 팔레티 기자(르 피가로)
남북 방송통신교류의 새로운 기회
남북 방송공동제작 경험과 시사점 : JTBC 두도시이야기를 중심으로 | 김명환 팀장(JTBC)

발표

<종합토론>
토론

국제사회의 북한의 지속가능 발전 지원과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의 기회 |
이안 콜린스 팀장 (조선익스체인지)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방송통신의 기여방안
사회자 : 김상택 교수(이화여자대학교)
토론자 : 남상열 센터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남훈 교수(건국대학교) ※ 발제자 전원 패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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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ICT ODA 사업 성과공유 워크숍
행사일 : 2018. 11. 23
장 소 :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원 613호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관:정
 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 제 : ICT ODA 사업 참여기관 및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수행방안 논의

구분

내용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 2018년 성과 및 2019년 추진 계획

발표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 송영민 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전문가 초청연수 | 정민경 선임(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 | 이주남 차장(한국전파진흥협회)
개발은행 협력지원 | 이정민 팀장(한국인터넷진흥원)
K-LAB 설치 및 운영 | 김일곤 팀장(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간 연계·협업 방안

토론

사회자 : 이종화 선임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자 : 박대규 팀장(한국수출입은행), 김정훈 과장(한국국제협력단), 조민호 사무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분야의 지향가치 및 정책방향 정립 세미나
행사일 : 2018. 11. 28
장 소 :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주최·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후 원 : 방송통신위원회
주 제:디
 지털화를 넘어 온라인·모바일 미디어콘텐츠 서비스의 부상과 같은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방송통신
분야 정책방향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향후 역점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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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성과와 한계 | 이종관 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 향후 역점방향 | 윤성옥 교수(경기대학교)

토론

사회자 : 문철수 교수(한신대학교)
토론자 : 김
 국진 소장(미디어미래연구소), 이준웅 교수(서울대학교), 이헌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최세경 실장(중소기업연구원), 최정일 교수(숭실대학교), 한석현 팀장(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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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시대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 심포지엄
행사일 : 2018. 12. 6
장 소 : 양재동 스포타임 멜론홀 5층
주최·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제:4
 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ICT기반의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공론화

구분

내용

발표

오래된 질문 새로운 해결: 2018 디지털 사회혁신 이슈 | 이호영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안전망 | 손상영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학의 인재양성 기능과 변화방향 | 조성은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인재역량과 초중고 교육혁신 | 이재호 교수(경인교육대학교)

토론

사회자 : 이원태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자 : 허
 재준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심재권 교수(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최항섭 교수(국민대학교), 손상영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성은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재호 교수(경인교육대학교)

2018 정보통신방송과 국제개발협력 4차 포럼
행사일 : 2018. 12. 7
장 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7동 101호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학회
주 제 : ICT4D 새로운 동향

구분

내용

발표

Data and Development | 박경렬(KAIST)
Moblie Phones for Development | 아만다 왓슨(호주국립대학교)

토론

토론자 : 박
 지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준이치 다카다(도쿄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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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토론회
행사일 : 2018. 12. 7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최 : 방송통신위원회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토론 및 의견수렴

구분

내용

발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안) | 황유선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

사회자 : 주정민 교수(전남대학교)
토론자 : 지
 상파방송사업자, 김용석 팀장(채널A), 조한국 이사(스토리티비),
배대식 사무국장(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김욱일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만제 교수(원광대학교), 장하용 교수(동국대학교), 오광혁 과장(방송통신위원회)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5G와 데이터 컨퍼런스
행사일 : 2018. 12. 13
장 소 : 더케이호텔서울 가야금A홀
주최·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ICT 신산업 활성화의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5G와 데이터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사회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계획 수립에 반영

구분

내용
(기조발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 ICT 역할과 중요성 | 노규성 회장(한국생산성본부)
<세션 1: 5G>

발표

5G의 사회경제적 효과 | 김재경 상무(KT)
5G 기반 융복합 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 | 김지환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세션 2 데이터>
데이터 경제의 파급효과와 활성화 방향: 데이터 거래를 중심으로 | 민대홍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 활용을 통한 기업의 혁신성장 제공방안 | 김옥기 센터장((주)엔코아 데이터서비스센터)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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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김정언 실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자 : 김
 용규 교수(한양대학교), 김태훈 대표(레이니스트), 김형찬 전무(SK텔레콤),
임정규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성진 대표(스타트업코리아), 한성수 본부장(ETRI),
황종성 MP(부산 에코델타시티 국가시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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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행사일 : 2018. 12. 18
장 소 : 서울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
주 최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구분

내용

발표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곽정호 교수(호서대학교)
망이용을 둘러싼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안 | 황용석 교수(건국대학교)

토론

사회자 : 김상훈 교수(광운대학교)
토론자 : 박
 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박성호 사무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신민수 교수(한양대학교),
오병일 활동가(진보네트워크), 윤상필 실장(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 판매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행사일 : 2018. 12. 27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18층 외신기자클럽)
주최·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후 원 : 방송통신위원회
주 제 : 국내외 광고 및 방송광고 시장 현황과 시사점

구분

내용

발표

국내외 광고 및 방송광고 시장 현황과 시사점 | 강준석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매체이용행태 변화와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방안 | 박종구 박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토론

토론자 : 김
 재철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수범 교수(인천대학교), 이종관 박사(법무법인 세종),
이희복 교수(상지대학교), 한규훈 교수(숙명여자대학교)

Ⅳ. 2018년도 연구관련 활동

•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