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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차보고서

발 간 사

발간사
오늘날 세계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새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와 기술패권 전쟁은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개인 방송통신서비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법제도 개선, 블공정 거래
해소, 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이슈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추어 미래를 예측하고 지능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ICT정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9년도에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연구’, ‘지능정보화 이용자 기반 보호 환경조성’, ‘5G시대 플랫폼 성장에 따른 사후규제 개편
방안 연구’, ‘방송미디어 규제개선 제도화 방안 연구’, ‘ICT 분야를 둘러싼 미중 갈등과 시사점
연구’ 등 ICT 혁신의 핵심요소 분석과 방안 제시를 통해 ICT 국가전략을 뒷받침했습니다.
2020년은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ICT의
역할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AI융합 및 지능정보화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정책수요 발굴과 연구성과
확산에 주력하며, 글로벌 ICT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포용적 정책연구를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새로운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KISDI의 연구수행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부,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6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 장   권 호 열

Ⅰ. 발 간 사

•9

Ⅱ
2019
연차보고서

KISDI 일반현황
1. 설립목적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3.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설립목적 및 연혁 I 1

설립목적
국내·외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정책·제도·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조사·  
연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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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 30

권호열 제13대 원장 취임

Ⅱ. KISDI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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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 조직 및 인원현황

조 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감사

원  장

기획조정실

ICT전략연구실

ICT통계정보연구실

통신전파연구실

국제협력연구실

방송미디어연구실

경영전략연구실
행정실

인원현황
(2020. 6월 기준, 명)

구분

원장

연구직

행정직

기능·조원

계

정원

1

113

23

17

154

현원

1

117

21

16

155

※ 연구직 117명 중 박사급 인력 61명

•14

ⅠKISDI 2019 연차보고서 Ⅰ

조직별 업무분장

부서명

기획조정실

ICT전략
연구실

통신전파
연구실

방송미디어
연구실
ICT통계정보
연구실
국제협력
연구실

경영전략
연구실

행정실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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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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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파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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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급여, 제도, 복무, 복리후생 및 노사관계 행정 업무
· 연구적립금 운용 및 관리, 세무, 결산 등 회계 업무
· 청사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반 자산관리 업무
· 정보시스템 개발, DB 구축 및 정보 Network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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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20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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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연구사업 현황

•16

구분

기본연구

정책연구

정책자료

현안연구

ICT전략연구

3

20

3

0

통신전파연구

2

14

1

0

방송미디어연구

2

16

8

0

ICT통계정보연구

1

10

6

1

국제협력연구

0

7

2

0

경영전략연구

1

3

0

0

합 계

9

70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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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9
연차보고서

2019년도 주요 연구실적
1. ICT전략연구
2. 통신전파연구
3. 방송미디어연구
4. ICT통계정보연구
5. 국제협력연구
6. 경영전략연구

01

ICT전략연구

기본연구 19-01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0. 31

개인주도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연구진: 조성은, 정원준, 이시직, 이창범, 박규상

연구목적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개인주도 데이터 유통 생태계의 실천
전략인 마이데이터를 고찰한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를 보호의 대상으로만 기존의 법제도 및 정책을 활용의
대상으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서, 현재 각국에서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데이터를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개인의 선택권 강화를 통한 개인주도의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현의 실천 전략’으로 본 영국의 논리와 정보신탁 및 대리인(agency) 모델로 추진하는 일본의 경우를 비교하여
국내 맥락에 적합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을 비교 및 분석하고,
개인인식조사를 통해 수용성이 높은 방향을 고찰한다. 또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이동권 및 마이 데이터
입법화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추진에 기여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먼저 해외 마이데이터 정책을 정책 추진 목적, 주체, 시장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국내
마이데이터 정책은 아직 목적, 주체, 시장 등으로 유형화하기에는 개념이 혼재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개인
인식조사를 통해 국내 시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높은 인식과 직접 관리에 대한 욕구를 확인하였고,
이에 개인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하는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영국 혹은 유럽식 마이데이터
모델이 적합함을 주장하였다. 또 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포착하고 국내외 관련 법안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로 개인의 권리에 속하는 정보이동권의 신설과 함께, 민간기업의 의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및 원칙을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수범자 부담 완화를 위한
조항에는 정보 제공 의무대상자, 비용 처리, 대상 정보의 범위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국내 상황에 최적화된
마이데이터 모델 정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Key word

개인주도, 데이터 유통, 유통 생태계, 마이데이터, 정보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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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9-02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0. 31

ICT 기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규제 범주화 및
법적 효과 분석 연구
연구진: 선지원, 양기문, 이시직, 이재훈

연구목적
현재의 산업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규 서비스의 제공과 서비스의 다변화 시대를 거쳐, 통합
커뮤니케이션과 더불어 디지털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산업 영역이 융합되는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CT 기반의 신산업은 전통적인 산업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규제와의 상충 문제 및 산업의 복잡성으로 인한 규제 적용의
불분명 문제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CT 기반의 신산업 추진 시 직면할 수 있는 행정 규제에 대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제를
배제하여 합리적인 규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법적 성격 및 효과를 분석하여 그 필요성과 합리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통해 행정규제의 범주를 구축하였다. 첫째, 당해 분류 개념이 ICT 기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규제 범주화 및 법적 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의미를 갖는지, 둘째, 당해
기준에 따른 분류가 규범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셋째, 당해 분류가 현행 법제의 전체적인 틀과
부합하여, 향후의 추가 정책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지, 넷째, 실질적인 제도·규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의미를 갖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실정법의 규제 내용들을 분석하는 한편, 목적과 규제
양태에 따른 분류 기준을 살펴보고, 행정 규제를 실질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범주들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정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로 행정작용법상 차이가 있는 개념들을 분류하고, 목적에 따라 기본권
관련 규제, 경쟁 관련 규제, 안전 관련 규제 및 기타 행정 편의상의 규제를 분류하였다. 또한 규제 양태에 따라
인허가 규제, 보조금 규제 및 행위 제한 규제로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ICT 신산업 관련 실무 종사자들이 규제의 순서와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이면서도 적절한 사업 수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 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해 범주화한 자료를 통해 개별 행정규제 간의 경중과
산업에 미치는 법적·사실적 효과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

ICT 기반 신산업, 행정규제, 범주화, 법적 효과, 규제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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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9-07-01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연구(Ⅱ)
총괄보고서
연구진: 손상영, 이호영, 조성은, 선지원, 문정욱, 김희연, 이시직, 양기문, 정선민, 송민이

연구목적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주로 경제의 효율성,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 등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13년부터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해외 연구 결과들이 소개되고,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결과가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지능정보기술은 두려움의 대상이 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졌다.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측정모형의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일반 국민들과
공무원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실증 분석 등을 수행하는 본 연구는 이용자 관점의 접근
방법을 추구하고 있으며 공급자 중심의 국내 타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 및 정책 수립 지원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공적·사회적 변화의 수용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미래사회 비전 및 새로운 사회통합방안을 위한 시사점 제공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휴머니즘 비판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독일 관념론과 가브리엘(2018)의
정신 철학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포스트휴머니즘의 한계를 지적하고, 신경중심주의의 가장 중심에 서있는
데하네(2017)의 논의를 통하여 정신 철학의 한계를 규명하고 양자의 주장을 절충적으로 수용하는 관점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을 재조명한다. 또한, 1차 년도 연구에서 개발한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모형’을
수정·보완하고, 표본수를 확대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수용성에 관한 인식 및 태도 조사를 실시·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능정보기술의 개인적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공공부문의 수용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여 새로운 업무환경에서의 정부 기능·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숙련 미스매치에 대한 OECD PIAAC(Program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데이터 국제비교 및 분석을 통해 한국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양측면에서 숙련 미스매치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지능정보기술이
공론장, 공공영역, 공공적 행위(실천) 등 이른바 공적 경험을 매개하면서 어떤 변화와 특징을 보여주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의한 공적 경험의 변화가 포용적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Key word

수용성, 이용자, 공공부문, 국제비교, 시민사회, 포스트휴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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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9-07-02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모형 고도화 및 결정요인 연구
연구진: 손상영, 문정욱, 양기문

연구목적
본 연구는 어떤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 어떠한 조건과 방법을 통해 지능정보기술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변수 및 모형의 개발은 연구진이 추진했던 1차 연도의 탐색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진행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새로운 개념 또는 기존 개념을 수정·보완하는 작업 등을 통해 정교함이
개선된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효한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해 조건적 수용성과
함께 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선별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반영하여 인공지능, 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첫째,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모형의 정교화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이 수행한 1차 연도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적·사회적 수용성 변인과
함께 다양한 원인적 측면의 변인들을 재검토하였다. 둘째, 문항 재검토 결과와 함께 1차 연도 연구에서 간과한
개념들을 발굴하고 이를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셋째, 지능정보기술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들을 접근,
회피, 향상, 완화요인으로 구분하고, 모형 내에서 이들 간의 위치와 관계를 정립하였다. 넷째, 일반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능정보기술을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개인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일부 일관된 차이를 보였으므로, 집단별
맞춤형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지능정보기술 이용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혁신 저항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능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이용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그들의 입장과 시각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

Key word
지능정보기술, 사회적 수용성, 혁신 저항, 수용성 결정요인, 지능정보기술 사회적 수용성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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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9-07-04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공공영역의
수용성 제고와 정부 기능·역할의 재정립
연구진: 문정욱, 정선민, 송민이, 왕재선, 이희철

연구목적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영역의 전략으로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공공영역 수용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여, 새로운 환경에서의 정부 기능 및 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공무원의 수용성 제고와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정부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방안을 논의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국내외 문헌, 정부정책 자료, 선행 연구 등 문헌 연구를 통해 관련 이슈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슈별로 전문가 심층 조사를 통해 지능정보기술 활용 활성화의 촉진요인, 장애요인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또한 협동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일반시민 대상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모형을 공공영역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공공영역 수용성 모형을 개발하였고, 이를 토대로 28개 부처·청
공무원 1,070명을 대상을 지능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 조사 결과, 공공영역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성화의 주요 촉진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민관 또는 관련 기관
간의 ‘협업’,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 ‘서비스 확산 및 보편화’, ‘전문성 확보’, ‘정부지원’
등을 강조하였다. 한편 장애요인으로는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 보수적인 ‘조직문화’, 민관
또는 부처 간의 ‘통합부재’, 담당자의 기술에 대한 ‘전문성 부족’, ‘비용문제’, ‘데이터’ 등을 지적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첫째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능
정보기술의 현재 수행하는 업무에서의 수용성에 대한 분석결과 지능정보기술을 업무에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으며,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 탐색을 통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능
정보기술의 수용태도와 수용성에 있어서 접근요인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근요인 중 신념과
가치의 문제 즉 지각된 편익, 유용성, 사용편의 등에 긍정적일수록 수용 태도와 수용성을 긍정적으로 촉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개인적인 수용태도와 접근요인 중 자기효능감, 지식 등 개인의 역량이 지능정보기술
수용성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직특성은 지능정보기술 수용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접근·회피요인과 함께 작용할 때 수용태도의 변화를 큰 폭으로 유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리더십과
조직문화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

지능정보기술, 공공영역 수용성, 정부 혁신, 미래 정부, 지능정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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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9-07-05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공적 경험의 변화에 따르는 포용적 사회로의 이행전략 제시
연구진: 선지원, 조성은, 정선민, 권경휘, 김활빈, 이삼열

연구목적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각종 공적 경험의 변화 양상이 미래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법제도상의 과제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배경 아래에서 공적 참여제도를 포함한 공적 경험이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았으며,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변화하는 사회상에 담기 위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조정해야 하는지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적 경험의 개념은 개별 행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내지 이해관계자
참여에서 헌법상의 참정권 행사에 해당하는 시민 참여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먼저 공적 경험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 사회에서 공적 경험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및 디지털 전환이 다양한 형태의 공적
경험에 미치는 변화의 경향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적 경험 변화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쟁점을 검토하고, 디지털 전환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포용적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정책
입안자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을 위한 요건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공적 경험의 변화를 통한 포용적 사회로의 이행전략에 대해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적 노력, 데이터 거버넌스, 디지털 역량의 지역
균형, 디지털 시민성 고양을 위한 제도적 고려 등이 제시된다.

Key word

공적 경험, 포용 사회, 디지털 전환, 시민 참여, 지역 균형, 디지털 시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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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05

연구기간: 2018. 7. 1 ~ 2019. 2. 28

O2O서비스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에 관한 연구
연구진: 강준모, 김성옥, 이은민

연구목적
모바일 기기의 확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O2O 시장이 확대되며 산업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O2O 기업들은 해외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는다. 서비스부문의 낮은 생산성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서 O2O
서비스는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일으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성업 중인 차량공유나 숙박공유 등의 O2O 서비스는
규제의 영향으로 제한적인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 또한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규제 이슈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2O 서비스가 국내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O2O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2O 서비스가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
하였다. 우선 O2O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론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의 개념과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고,
서비스의 구조를 반영한 새로운 분류 유형과 유형별 파급효과 및 분쟁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O2O
서비스 시장 기업 동향을 분석하여 O2O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방향을 살펴보았다. O2O 서비스의 파급효과
분석은 공급 자(기업)의 변화와 수요자 편익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졌다. 공급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음식배달 O2O 서비스에 대하여, 구글 트렌드로 파악되는 인터넷 검색 자료를 성장모형에 적용한
후, 외부 자료를 결합하여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예측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식배달 시장의 성장과 고용
유발 효과를 추정하였다. 소비자 후생변화에 대한 분석은 음식배달 O2O 서비스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승차공유 O2O 서비스에 대한 컨조인트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O2O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세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둘째,
공급자와 플랫폼 간의 협상력 차이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O2O 서비스의 확산에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Key word

O2O, 플랫폼 경제, 파급효과, 규제개혁, 플랫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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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06

연구기간: 2018. 10. 4 ~ 2019. 5. 31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
연구진: 조유리, 김성옥, 민대홍, 손가녕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스타트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작업은 사업의 목적과 정책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은 장기간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7년 미만 창업 기업에게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한 해외
진출 지원을 제공한다는 광범위한 대상과 목적하에 진행되어왔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재무현황이나
성장단계, 사업 참여 동기, 사업을 통해 달성하길 바라는 목적, 원하는 글로벌화의 유형은 상이하며 이에 따른
지원사업의 체감효과나 사업 만족도, 수요자인 기업들이 바라는 개선 방향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참여기업들의 특성과 글로벌화 수준, 사업참여 동기, 사업참여를
통해 달성한 목적, 사업 만족도, 향후 기대하는 개선 방향 등을 심층 분석하여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의 명확한
정책 방향성과 목표를 수요자 입장에서 제시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했다.
첫째, 해외 주요국의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한 글로벌화 사업을 검토, 분석하고, 둘째,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의 흐름과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업 상의 문제점을 도출했다. 셋째,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참여기업
성과와 사업에 대한 수요를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했으며, 넷째, 상기한 사업분석, 기업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의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도출했다.
본 연구 결과,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다양한 글로벌화 수준과 목적의
기업들에게서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요구된다.
첫째, 글로벌화 수준과 참여목적을 고려한 보다 정밀한 사업 구상을 통해 참여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의 글로벌화 수준과 참여목적에 대한 주관기관의 명확한 이해를 전제로 그 목적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액셀러레이터 기관을 매칭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부분의 기업들이 타겟국가를
기준으로 액셀러레이팅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적합한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넷째, 글로벌 창업 생태계 전반의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과 연계가능한
유사사업들과의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과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사업간 연계를 통해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허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해외 스타트업 유치를 통해 인재, 비즈니스 모델, 기술력 등 다른 자산들을 보완하고, 우리
스타트업들과 함께 글로벌화할 수 있는 협업 틀을 만든다면, 국내 창업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Key word

액셀러레이팅, 지원체계, 글로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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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15

연구기간: 2019. 4. 17 ~ 2019. 10. 1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연구
연구진: 박유리, 박정수, 김철희, 정명진, 심동욱 외

연구목적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사회전반에 어떠한 변화가
야기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디지털 변환 및 고도화와
더불어 사회 시스템의 혁신이 중요한 과제라 판단하였다. 사회 시스템의 혁신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우리 사회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산업과 사회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 분야의 혁신을 대응 방향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산업 혁신에서는 제조, 금융, 농수산, 바이오헬스,
모빌리티/물류 등의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회 혁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이슈와 함께 교육 및 사회 보장 이슈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주요국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개선·보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환경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산업
정책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샌드박스 등 혁신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규제 시스템은 글로벌 혁신 경쟁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 혁신을
포용할 수 있는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며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산업에서 정부주도의 정책이 한계를 보이는
것과 반대로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야기되는 역기능, 일자리, 사회 갈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일자리 변화는 핵심 역량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곧 우리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한다. 본 고에서는 생산성 중심의 일자리 정책, 초중등 교육 혁신,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혁신적 기술의 성과 공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야기할 수 있는 차별·불평등 방지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도 중요한 파트이다. 큰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시장에서 최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혁을 맞이하여 현재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향후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한 결과물을 담고 있다. 역동성이 커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진행 방향과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들도 현재의 고민을 담고 있지만 향후 후속
연구에 의해서 점검되고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Key word

4차 산업혁명, AI, 클라우드, 산업혁신, 사회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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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16

연구기간: 2019. 4. 1 ~ 2019. 11. 30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법·제도 및 정책연구
연구진: 강준모, 선지원, 조성은, 오정숙, 정원준, 권헌영, 이동진, 전주용, 손승우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뿐만 아니라 공공·사회 영역에 이르기까지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데이터 거래 시장은 형성 초기 단계로, 거래되는 데이터의 품질이나 거래 주체 상호 간의 거래 단계에서의
조치 및 거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익 침해 상황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명확한 규범이 설정되지
못한 상황이며, 특히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작권과 관련한 규정 미비로 인하여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유통과 관련한 정책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기반인
데이터 소유권 정립을 위한 법·제도적 논의를 고찰하고, 데이터와 관련한 다양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럽 및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산업 현황에 대한
해외의 논의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데이터와 그 소유권에 대하여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경제적인 의미에서 데이터에 대한 재산권 제도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권리가 누구에게 부여되어야
하는지,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논의
한다. 또한 데이터 소유권의 정당화 논거로 거론되는 시장 실패 방지 및 거래 활성화가 소유권의 부여에
의하여 실체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의 부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법리적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데이터가 가지는 의의와
법적인 맥락에서 데이터의 물건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재산권의 부여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어서
재산권으로서 데이터가 가지는 효용성과 데이터의 수집·활용·유통에 수반되는 각종 권리들을 분석하고, 특히
재산권적 성격의 권리를 인정할 경우 그 귀속 주체에 대하여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소유권 문제의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Key word

데이터소유권, 재산권, 법경제, 민법,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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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19. 10. 10 ~ 2019. 12. 20

공공·민간 분야의 인공지능(AI) 융합·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연구진: 김경훈, 김정언, 정원준

연구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저성장 고착화, 고령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등 경제사회의 구조적·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AI가 부상 중이다. 이에 주요국들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19년 12월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를 통해 AI를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9대 전략
중 하나인 산업 전반의 AI 활용 전면화는 시장 규모와 파급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전 분야로 확산하여 산업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듯 각 산업별 AI 융합·활용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내 AI 경쟁력과 기존 정책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장 규모와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제조, 금융, 의료,
공공안전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별 주요 활용 사례를 도출하고 각 사례별 융합·활용에 저해가 되는 정책 요인을
발굴함으로써 공공·민간 전 부문의 AI 융합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제조, 금융, 의료, 공공안전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외 AI 활용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야별 주요 정책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 부문에서는 AI 제조데이터 집적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제조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기존 지원사업 구조의 단순화를 통해 수요기업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업
발주 시 단기적인 정량적 목표를 지양하고 스마트제조 설비 고도화율 제고를 위한 질적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 부문에서는 데이터 3법 통과 이후의 가명처리에 대한 정의 및 관련 내용의 구체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의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AI 융합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AI 기반의 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설명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이 때 규제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기술 개발을 통해 신규 시장의 축소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의료 부문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AI를 활용한
원격 진료에 대해 개념을 정립하고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AI가 적용된
의료기기가 정당한 보험 수가를 받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공공 부문에 특화된 AI 프로젝트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AI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자를 위한 공공부문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제도화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민간에서 개발한 AI 서비스 도입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기존의 국가조달제도를 개선하고 미국 다수당사자 공급
계약(MAS) 등의 계약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수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Key word

인공지능, 인공지능 융합, AI+X
Ⅲ. 2019년도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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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지능정보화 이용자 기반 보호 환경조성
                                                              연구진: 이호영, 손상영, 선지원, 문정욱, 김희연, 양기문, 정선민, 강민정,
                                                                        송민이, 김용찬, 이도훈, 김승일, 백병인, 박윤진, 박지민, 정민지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능정보기술 확산과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ICT 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미래 사회의
변화 트렌드와 이용자의 행태변화를 조사·분석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데이터·알고리듬 기반 사회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데이터 구축 및 조사, △지능정보사회 이용자행태 조사방법론 개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정책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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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000가구 규모의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2년차 패널을 구축하였다. 전국규모의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를 통해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경험과 권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고,
성, 계층, 세대, 지역 등 사회집단별 맞춤형 이용자 보호 정책 구체화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였다. 둘째, 지능
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와 별도로 알고리듬·데이터 이용에 따른 이용자 행태 변화 분석에 관한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습데이터 상의 편향성을 규정하고 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한
알고리듬이 이용자의 의사결정 편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함으로써 인공지능의 편향성 교정을 위한
공정한 알고리듬 설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윤리원칙 제시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2018년 지능정보화 이용자 포럼에 이어 2019년 7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11월에 발표하였으며, 12월에는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관련 각국의 정책 전문가 그룹 및 글로벌 산·학·연과 파트너십을 구축,
정책 추진성과를 글로벌 차원에서 공유하였다.
안전한 지능정보사회 환경 조성을 통한 잠재적 이용자 권익 침해 예방과 더불어 디지털 불평등 완화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 환경 조성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 고도화되는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확산이 방송통신 및 ICT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용자 보호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

지능정보사회, 알고리즘 편향, 인공지능, 윤리 프레임워크, 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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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지능정보화 이용자 패널데이터 구축 및 조사
연구진: 이호영, 양기문, 정선민, 강민정, 김용찬, 이도훈, 김승일 외

연구목적
이 연구는 2018년부터 시작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데이터’의 2년차 통계분석 결과를 다룬다.
패널 데이터는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식, 태도, 기술 및 서비스 이용 의향 등에 대한 면대면
조사사업을 통해 구축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국규모 패널조사 사업을 통해 이용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사용
경험과 미래기술에 대한 인지도,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의 위험에 대한 인식 및 이용자 권리에 대한 의식을
연차별로 누적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계층, 세대, 지역 등 이용자 집단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과 알고리듬의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방송통신환경에서 이용자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이용자의 권리의식에 대한 역동적 변화를 포착하여 이용자 보호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이 조사를 통해 전국 2,000가구 규모의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2년차 패널을 구축하였다. 패널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보통신환경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고려 대상이 되는 중점 신기술에
대한 특별조사가 삽입되고 있다. 특별조사는 매해 해당 기술이나 서비스를 바꿔가며 실시하는데 2018년에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2차 연도인 2019년에는 OTT 등 동영상 서비스를 지능정보사회 특화 기술로 선정하여
설문 대상자들에게 사용 현황 및 인지, 지능정보기술로서의 특성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서는 2018년 연구를 통해 밝혀진 잠재계층의 존재를 좀 더 심화된 연구를 통해 분석해보고 1인 가구라는
특성을 가진 이용자의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의 이용 형태를 불평등의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였다. 또한 작년에
이어 프라이버시 패러독스가 지속되는 현상인지를 다변량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취약 집단의 지능정보기술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정책 개입이 단순히 디지털
불평등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제와 부합하는데 그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공공재적 시각은 집단 간, 그리고 계층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시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하겠다. 정책적으로는 우선 지능정보사회의 포용정책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협력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전 개입의 영역으로 기술 및 서비스 설계(by
design) 단계에서 포용적 지향을 내재화(embed)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개발 이후에
취약계층에게 불편한 점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것이 아닌, 개발 당시의 포용적 지향을 분명히 하도록 기업,
일반이용자, 취약계층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Key word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인공지능, 이용자 계층화, 프라이버시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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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02-03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알고리즘·데이터 이용에 따른 이용자 행태 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
연구진: 손상영, 김희연, 김승일, 백병인, 박윤진, 박지민, 정민지

연구목적
최근 딥러닝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텍스트나 이미지 콘텐츠를 인공지능이 직접 생성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생성형 서비스 패턴에서 알고리즘의 편향성이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도에 대해서는 정성적인 관점의 우려 제기를 넘어서는 수준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정보화 기술 내재적 관점의 정량적, 실증적 방법을 이용하여 알고리즘과 데이터 편향성 및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도를 측정하고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논의의 추상성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텍스트 학습데이터 상의 편향성을 규정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일반화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생성형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의 편향성이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
적으로 규명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실험 결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상의 편향성이 사용자들의 의사 결정에
항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편향성의 방향에 따라 사용자 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을 보다 일반적인 순환형
가설 검증 모형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생성형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가져올 수도 있는
부정 적인 영향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학습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미리 학습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성을
측정하는 프로세스 관련 이용자보호 정책을 제안해 볼 수 있다.

Key word

인공지능, 편향성, 의사결정, 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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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24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연구진: 조성은, 손상영, 선지원, 문정욱, 김희연, 양기문, 정선민,
                                                                        송민이, 강민정, 윤호영, 박혜경, 주병기, 성욱준, 김시정

연구목적
본 연구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디지털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하고, 디지털 포용사회 프레임워크 및 정책
과제, 세부 실행 전략 등을 수립,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기술혁신 및 경제여건 변화로
새로운 성장 기회와 함께 불평등 심화에 따른 위기를 인식하고 포용적 성장 정책에 주목하였고, 우리 정부도
혁신과 포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선포하였다. 이에 디지털에 의한 긍정 효과를 극대화
하고 부정 효과를 최소화하는 디지털 포용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연구에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디지털 포용사회’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ICT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방안 도출을 통하여 디지털 포용사회를 위한 정책 과제 및 세부 실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5개의 독립적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이를 관통하는 ‘디지털 포용’을 대주제로 하여 정부에
‘디지털포용전략’ 방향(프레임워크)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연구에서는 먼저 국제기구 및 각국의
디지털 전략과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 전략을 고찰하여 국내 맥락에 걸맞는 디지털 기반의 포용사회 구현
전략 및 정책과제 방향성 정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기에서의 디지털 포용 실태 분석’을
통해 디지털 포용 전략 도출을 위한 프로파일링을 시도한다. 이 디지털 프로파일링은 기존의 디지털 격차뿐만
아니라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외층 발굴을 위한 조사이다. 또 정부지원사업인 취약계층 대상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현황과 교육기관 담당자 등의 조사를 통해 현안 이슈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 이동성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위한 디지털 전략을 제시한다. 사회 이동성 향상과
기회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격차의 완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방과후수업의 본래 목적을 되살려
학교 밖 첨단 ICT 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넷째, 포용의 관점에서
자동화된 불평등을 비롯해 여러 지능정보기술 역기능 대처에 필요한 사회 정책을 위한 비용 발생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살펴본다. 다섯째, 역시 포용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과정의 문제점과 이슈를 파악하고, 각각의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이로써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골고루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 구현에 기여한다. 이러한 세부연구 등을 기초로 하여
마지막 장에서는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비전과 가치, 정책 과제 및 전략 방향 등을 제시한다.

Key word

디지털포용, 사회정책, 사회이동성,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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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25

연구기간: 2019. 7. 1 ~ 2019. 12. 31

실태조사 기반의 O2O 서비스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연구진: 박유리, 김성옥, 오정숙

연구목적
O2O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오프라인 서비스는 점점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면서
O2O 서비스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는 동시에, O2O 서비스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지적되어온 고질적인 문제들, 즉 거래비용, 정보 비대칭성과 같은 문제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결하는 혁신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은 국가의
경우 O2O 서비스는 서비스업의 고도화 및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O2O 서비스와 관련된 이슈들은 현재 진행형이나 O2O 서비스 초기의 연구에 비해 O2O 서비스의 성장기인
최근에는 O2O 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O2O 시장이 성장기에 접어든 현재
O2O 서비스 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이슈를 검토함으로써 O2O 서비스의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외 O2O서비스 시장 및 업체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O2O 서비스 시장의 정책의
주요 이슈로 규제, 이해관계자간 갈등, 플랫폼 경쟁력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O2O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O2O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플랫폼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O2O 특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 O2O 서비스 실태조사, O2O 플랫폼
경쟁력 강화 지원, O2O 스타트업 투자지원, O2O 플랫폼의 글로벌화 등을 제시하였다.

Key word

O2O 서비스, 활성화, 시장 현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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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26

연구기간: 2019. 7. 1 ~ 2019. 12. 31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ICT 정책방향
연구진: 이학기, 이경남, 이은민

연구목적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이슈는 향후 우리 사회에 중·장기적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미래 이슈 중 중요한 고려사항인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한
반영수준은 미흡한 상황이다. ICT가 타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쟁점을 먼저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ICT의 활용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문헌 조사와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파급효과를 사회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다양한 사회 현안을 도출하고, 도출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한 ICT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정부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및 지원정책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ICT 지원 정책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의 분석들에 기반
하여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ICT 정책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Key word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변화, 인구구조변화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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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27

연구기간: 2019. 9. 1 ~ 2019. 12. 31

일본수출규제의 ICT 신산업 영향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연구진: 조유리, 김민식

연구목적
ICT 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촘촘히 얽힌 분야로 국내 ICT 산업에 일본 수출규제 등 무역분쟁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ICT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과 향후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일본 수출규제 및 글로벌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ICT 산업의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① ICT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및 변화 분석   ② 일본 수출규제 및 글로벌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ICT 산업의 장·단기적 영향 분석 ③ 무역환경 악화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 도출이다. 연구방법론은
문헌연구와 함께 국제산업연관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44개국, 56개 산업분야의 국제산업연관표(WIOD)를
활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및 일본 수출규제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계산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일본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불화수소) 등 3개 소재의 한국 수출시 건당 개별신고를
요구하는 수출규제안 발표(’19. 7)하고,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19. 9)하였다. 1차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취한
3개 품목은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주요 소재로, 일본의 기술력과 한국의 대일의존도가 매우 높은 품목이다.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 간의 ICT 글로벌 가치사슬의 최근 변화와 일본 수출규제의 파급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결과, 한국의 ICT 산업은 제조, 통신, 서비스 고르게 GVC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에 대한 전후방 의존도는 감소 추세에 있다. 파급효과 분석 결과, ICT 제조업이 가장
큰 피해로 7.99억~18.79억 달러의 생산이 감소하고, 통신업과 SW·정보서비스업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전산업에서 최대 3.80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 일본보다 중국, 미국,
대만의 생산량 감소가 더 커서 글로벌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일본의 수출규제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은 크게 단기적인 중소기업 지원 측면과 장기적인
ICT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잦은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바, 상시적인
분쟁대응체계를 갖추되, 갑작스런 외부 충격은 한 산업이 아니라 연관산업으로 파급되므로, 수출·내수, 산업 분야
등 특정산업이 아닌 전분야를 대상으로 신속정확한 정보전달, 단기적 구제 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로 묶여 무역분쟁의 피해를 받는 제 3국과의 공조와 협력을 통해 무역마찰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대체재를 조달하거나,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전망은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대만·미국 등 ICT 강국의 탈일본 기술개발 동인을
제공할 수 있어, 일본 수출규제는 지속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ICT 중심축이 SW·서비스로 이동하면서 물리적 교역 중심에서 기술통상, 디지털 무역,
데이터 이동 등으로 통상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Key word

일본 수출 규제, 국제산업연관표, 산업연관분석, 글로벌가치사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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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28

연구기간: 2019. 4. 1 ~ 2019. 12. 31

블록체인 인재양성 현황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진: 이학기, 김경훈, 이경남

연구목적
우리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성을 인식하여 2018년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블록체인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블록체인 인력양성 방안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일부분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고, 블록체인 산업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산업 내 전문인력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진단하고, 블록체인 산업에서
요구하는 핵심 직무를 도출함으로써 보다 엄밀한 인력양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산업 내 인력수급과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블록체인 업무의 특성 및 요구되는 업무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블록체인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교육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블록체인 인력양성에 관한 방안을 크게 ‘기본 방향
및 정책 제언 개요’와 ‘세부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수준의 블록체인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크게 인력,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 그리고 네트워크 확보 등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
첫째, 인력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융·복합 실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블록체인 전문인력과 관련한 통계지표 구축 및 인력양성시스템의 질적 제고를 위한 평가 시스템 구축 등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장수요에 대응하는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과 실무 간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 등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외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Key word

불록체인, 인력양성, 블록체인 전문인력
Ⅲ. 2019년도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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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29

연구기간: 2019. 4. 1 ~ 2019. 12. 31

5G 연관산업 생태계 현황 및 시장 전망에 관한 연구
연구진: 김경훈, 김정언, 이경선, 오정숙, 손가녕

연구목적
5G 이동통신은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을 바탕으로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한편, 융합서비스를 통해 생활 편의성을 증대하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해외 주요국은 5G를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5G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여 5G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여
글로벌 시장의 first mover로 재도약,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해야 할 시점으로 5G 시장 조기 선점으로 연결하는
지원 정책이 신속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관산업 중 5G 활용성·연관성, 글로벌 시장성, 국내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집중해야 할 연관 산업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산업 간 융합은
시스템 혁신, 산업간 가치사슬 융합을 필요로하여 개별 기업의 능력보다는 생태계 역량이 중요하므로 생태계
현황 및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경쟁력 제고 방안도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5G 연관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5G 연관산업을 전망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및 경쟁력을 분석하여 국내 5G 연관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5G 활용성·연관성, 글로벌 시장성, 국내 경쟁력 등에 대한 국내외 문헌과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G 연관산업을 구조화한 후 10대 5G+ 핵심산업과 5대 5G+ 핵심서비스 포함 총 15개의 5G 연관산업을
도출하였다. 우선 10대 5G+ 핵심산업은 크게 네트워크·단말, 스마트 디바이스, 무인이동체, 보안·컴퓨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네트워크·단말 분야에서 네트워크 장비와 5G 스마트폰이,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에서 VR·AR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능형 CCTV가, 무인이동체 분야에서 드론 및 로봇, 5G
V2X가, 마지막으로 보안·컴퓨팅 분야에서 정보보안과 엣지컴퓨팅이 선정되었다. 5대 5G+ 핵심서비스로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가 선정되었다.
또한, 주요 5G 연관산업의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경쟁력을 진단하고 융합서비스를 포함한 주요
5G 연관산업의 2026년 기준 글로벌 및 국내시장 규모를 전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선도 투자를 통한
초기시장 창출, 민가투자확대를 견인할 테스트베드 조성 및 산업고도화 추진,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국내 5G 연관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Key word

5G, 연관산업, 시장전망, 생태계,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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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69

연구기간: 2019. 4. 1 ~ 2019. 12. 31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윤리 개선방향 연구
연구진: 선지원, 조성은, 정원준, 손승우, 손형섭, 양천수, 장완규

연구목적
지능정보기술은 기반기술로서 다양한 기술 및 산업과 융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코어(Core) 역할수행, 알고리즘의 확장 및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 적용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변혁적 혁신성으로 인해 경제, 사회 및 문화의 각 분야에서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지능정보기술은
단순히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하고 스마트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물리학, 생물학 분야와 상호 융합하여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변혁적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법제도와 윤리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지능정보기술을 사회에 수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제 및 윤리
쟁점을 검토하고 적절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의 법제로 해결할 수 없는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따른 법적 쟁점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아직 불확실성이 많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양상에서 법제도를 통한 규율이
적합하지 않은 영역의 경우 윤리 규범의 관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 논의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법제 정비의 방향 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에 따른 정치 제도의 변화, 블록체인의 활용과 법적 문제, 인공지능의 저작권법적 문제
및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거버넌스 쟁점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취해야 하는 법제도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안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 담론의 형성 과정과 윤리 규범 논의 및 국가 정책으로 행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살펴보았다.
특히, 윤리 담론의 필요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리 규범 논의를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공적 주체가 윤리
부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와 윤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각 세부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는 기반을 생성할 수 있다. 지능정보기술이 기존의
제도와 충돌하는 측면 혹은 정합하지 않는 측면을 지적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윤리 측면에서도 국가의 정책 방향과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이 토대가 되는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

지능정보기술,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저작권, 블록체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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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03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2019 ICT 벤처·스타트업 패널 조사
연구진: 조유리, 강준모, 이은민, 손가녕

연구목적
ICT 벤처·스타트업 패널 조사는 창업생태계 연구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동태적인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혁신형 신생기업의 경우, 기업 개체마다 특성과 성장경로가 달라 성공과
실패, 성장과 쇠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 미시수준의 동태적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 대상의 실증연구에서
연구 주제, 분석 깊이, 결과 해석 면에서 단면자료보다 진일보한 재료로 기능을 할 수 있다.
기존의 자료들은 벤처확인제도에 의한 벤처기업 위주로 수집되어 최근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보증 및 대출 위주의 벤처확인기업은 위험투자, 고속성장, 서비스 위주, 규제 이슈 등의
특징을 보이는 최근의 스타트업 운영 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
하지만, 창업기업 종단자료는 기업 추적이 어렵고 구축비용이 높으며 동일 연구진의 장기 참여를 요구하는
어려운 프로젝트로, 결과적으로 국내 창업·벤처기업 데이터는 특정 시점의 단면자료 위주로 회계자료 외에 패널
형태의 연구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조사는 국내 ICT 분야 혁신형 창업기업의 이력, 형태,
성과를 연간으로 다년간 추적하는 ‘ICT 벤처·스타트업 패널’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ICT 벤처·스타트업 패널’ 구축을 위해 모집단을 설정하고, 패널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를 설계하고 조사
및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2019 ICT 벤처·스타트업 패널’은 패널 구축의 첫해로 국내 ICT 분야 혁신형
창업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모집단을 설정하였다..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패널조사 의향이 있는 기업을 파악하여 최종
패널 1,558개를 선정하였다.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정성적, 정량적 정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일반정보,
재무회계자료, 지적재산권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ICT 창업생태계와 혁신형 창업기업의 주요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집한 기업일반정보, 설문응답, 재무회계자료, 지적 재산권자료를 통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추적자료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2019 ICT 벤처·스타트업 패널’을 추적자료, 설문응답자료,
재무회계자료, 지적재산권자료 총 4종의 데이터파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연구총괄로서 전체 사업 기획 및 진행, 자료 수집 전 과정의 실시 및 감독, 자료 간
연계작업, 자료 공개를 위한 제반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코리아스타트어포럼이 협력단체로 참여하여 혁신형 스타트업의
기업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통계조사론, 벤처경영론 등 각계 연구진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모집단 설정, 자문조사표
구성 단계에 참여하였다. 전문조사업체가 설문조사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 전문 DB업체로부터
기업일반정보와 재무회계정보를 수집하였고, 지적재산권 전문 DB 업체로부터 기업별 지적재산권 정보를 수집하였다.
안정적인 자원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주도로 혁신형 창업기업의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공개함으로써 창업생태계
학술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정량적인 통계 기반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ey word

ICT 벤처기업, 스타트업, 패널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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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9-03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0. 31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의 국제비교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진: 김민희

연구목적
스마트폰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 증가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모바일 데이터 사용 증가와 더불어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 역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최근 보급률
자체는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나 이동통신 기술 발달로 3G에서 LTE, 5G로 세대 간 전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확산 및 세대 간 전이는 각 국의 소득수준, 통신시장 상황 및 규제체계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모바일 브로드밴드 세대의 진화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다각적인 경로로 사회, 경제 전반에 변화를 야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G/LTE로
세대를 구분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세대별 확산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이 경제성장
및 고용 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여 또 다른 세대인 5G 확산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 현황을 국가 그룹별(선진국/개도국) 및 국가별로 비교하고,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3G/LTE 확산곡선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규제체계가 잘 갖춰져 있을수록 3G/LTE 확산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확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3G/LTE로 세대를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3G에 비해 LTE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LTE의 효과는
B2B에서 ICT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경우에 효과가 더 크게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이 고용창출 및 고용구조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LTE 확산은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TE의 확산으로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5G 확산 및 경제적 효과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과거 세대의 브로드밴드 확산에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MVNO 5G 도매제공 등의 활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B2B와 같은 디지털
상거래에서 인터넷활용이 높은 국가들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5G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역할에 대해 제시하였다. 특히,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수익실현까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선제적으로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이들의 역할 정립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Key word

모바일 브로드밴드, 5G, 규제정책, 경제성장,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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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9-04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0. 31

주요국의 인터넷 정책 방향 비교 분석 –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연구진: 문아람, 나성현

연구목적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회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라, 인터넷접속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 유인, 콘텐츠 사업자의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접근권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망 중립성이라는 개념 아래 치열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차단(blocking)하거나 지연(throttling), 우선처리(prioritization)하는
등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망 중립성과 관련된 논쟁은 과거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금지
등 망 중립성의 주요 원칙에 대한 찬반으로부터, 현재는 5G 환경하에서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찬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과 통신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고도화라는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요국의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 실증연구를 통해
망 중립성 규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인터넷 망에 대한 투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혁신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비교 분석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최근 5G의 등장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망 중립성 관련
쟁점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우선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유럽, 한국 등 주요국의 망 중립성 원칙 도입의 법제화
수준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차별적 트래픽 관리 금지 조항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망 중립성 규제 도입
여부를 파악하고, 망 중립성 규제의 강도를  ‘① 국내법상 명문화 및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존재 ② 통신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 제시, 입장 표명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자율규제 ③ 관련 논의 없음’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망 중립성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선행연구 정리 및 실증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각국의 주요
유무선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자료 등을 앞서 조사한 법제화 수준 추이 자료를 합쳐 2009년에서 2018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구축, 망 중립성이 유선통신사업자와 무선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망
중립성 규제와 통신사업자의 투자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최근 5G 도입에 따른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의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를 망 중립성 원칙의 예외인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할지에 대한 국내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망 중립성은 유/무선, 3G/4G 등 인터넷접속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반 기술을 구분하지 않는 기술중립적인 개념으로, 이용자의 권리 보장과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 환경
조성이라는 가치를 위해 그 부정적인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한 5G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다만,
VoIP, IPTV 등에 적용되었던 통신사업자의 관리형 서비스 제공 가능성 역시,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등 5G 기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Key word

망 중립성, 설비투자, 5G, 트래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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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02

연구기간: 2018. 4. 1 ~ 2019. 1. 31

5G 시대를 대비한 통신규제정책 프레임워크 연구
연구진: 여재현, 나성현, 정광재, 이민석, 박상미, 진정민

연구목적
5G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서 타산업과 융합되어 신규서비스 출현, 통신 기기의 다양화, 기기간
연결 급증 등 통신환경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5G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통신규제 정책을 검토하고, 5G 시대에 적합한 융합형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및 단기·중장기 세부 정책과제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5G 시대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신규제 정책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고 단기·중장기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5G 시대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신규제정책 재정립 방안 및 단기·중장기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행 규제체계 및 정책 현황을 검토하였다. 5G 관련 시장, 기술 동향과 해외 통신규제체계 개편
및 5G를 위한 통신정책 추진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통신정책방안 도출을 위해 2018년 9월
출범한 5G 통신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통신정책 중 망 중립성 정책, 서비스 이용약관, 현행
규제체계에 대해 검토하고 5G 시대에 적합한 제도 및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단기·중장기적 관점에서 5G 시대의 전반적인 통신규제체계 정비 방안 및 세부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정체된 통신시장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5G 기반의 융·복합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통신규제체계, 5G 통신정책,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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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07

연구기간: 2018. 4. 1 ~ 2019. 2. 28

5G 네트워크 시대의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에 관한 연구
연구진: 정광재, 나상우

연구목적
2017년 5G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5G 상용화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2019년 상반기 5G 서비스의 국내 상용화로 인해 이동통신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5G의 기술 특징 상
단순히 전송속도의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이용행태 변화 및 요금
측면의 변화에 대한 전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5G의 주요 기술 및 서비스 특징을
파악하고, 5G 도입 이후의 요금 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이동통신 기술 변화에 따른 요금 변화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향후 변화에 대한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로 5G의 기술 및 비즈니스 특성에 따른 변화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그 결과 5G 서비스에서는 데이터 이용량의 급격한 증가와 1인당 이용기기의 다양화 주요
특징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로는 요금체계 측면에서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앞선 결과에 따라 B2C
측면에서는 데이터 관련 요금 형태의 변화가 예상되고, 다양한 B2B 서비스의 등장으로 B2B 계약이 요금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제공량 중심의 데이터 요금체계의 변화와
B2B에서의 요금체계 다양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인가제도를
포함한 5G 요금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Key word

이동통신, 5G,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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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08

연구기간: 2018. 4. 1 ~ 2019. 2. 28

이용자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및 이용환경 개선 방안 연구
연구진: 김민철, 강인규

연구목적
해외 국가에 비해 제조사가 직접 유통하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이동통신사 중심으로
단말기 유통이 지속되면서 단말기의 고가화와 단말기 지원금을 통한 이용자 보조와 이용자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그런데 수년간 크게 다르지 않은 논의가 반복되는 와중에 통신 시장에 5G도입을
비롯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eSIM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향후 새로운 IoT기기, 자율 주행자동차와 같이
이동통신망에 크게 의존하는 장치가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단말기 유통구조의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으며 단말기 유통구조의 큰 그림을 모색해 볼 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5G 도입에 맞춰 현재의 단말기 유통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단말기 유통구조의 개편을 검토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스마트폰의 보급확대와 애플과 같은 고가 스마트폰의
시장 영향력 증대가 두드러지며, 단말기 판매에서도 보조금 모델이 축소되고 렌탈이나 리스형의 판매모델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등의 단말기 시장 전반의 동향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단말기 유통법의 영향을
소비자 후생, 단말기 제조시장, 이동통신시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단말기 유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완화
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말기 제조
시장에서는 중저가 단말기의 공급이 확대된 것이 특징인데 단말기 유통법과 함께 중국제 저가 스마트폰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은 번호이동에서 기기변경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일반
적인 예상과 달리 시장집중도(HHI)는 다소 개선되고 있다. 특히 보조금 경쟁에서 요금경쟁으로의 전환이 나타
나고 있으며 20%요금할인선택의 증가가 특징적이다. 다만 유통부문의 위축이 관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단말기 유통법의 개선과 관련하여 지원금 상한제나 비례
원칙 등 다양한 정책수단의 타당성과 개선여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단말기 유통법과 같은 단말기 유통구조의 개선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와 USIM이동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상호접속고시 등 관련 규정의 정비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고 관련 산업의 효율화를 촉진하며 앞으로 도래할 5G시대를 대비하는
통신정책을 수립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ey word

단말기, 보조금 규제, 단말기 유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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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18

연구기간: 2019. 4. 17 ~ 2019. 11. 30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9년도)
연구진: 통신전파연구실 통신정책그룹

연구목적
5G의 상용화, 유선인터넷의 고도화 등 통신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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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연구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주요 통신시장의 현황과 경쟁상황을 분석·평가하고 있으며,
결합서비스 활성화, 부가통신서비스 규모 증대, 사물인터넷(무선 IoT) 확산 등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별도
분석이 필요한 이슈를 선정하여 분석함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평가대상 서비스를 선정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한 후, 시장구조, 시장성과 등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019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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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G/LTE/5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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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 유선전화시장(1위 사업자는 KT)과 이동통신시장(1위 사업자는 SK텔레콤)은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초고속인터넷(1위 사업자는 KT), 전용회선(1위 사업자는 KT) 및 국제전화(1위
사업자는 SK텔링크) 시장은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향후 1위 사업자의
점유율 감소 등 시장구조 개선 추세를 추가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우 기가인터넷
전환 및 유료방송시장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집중도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주요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분석과는 별도로, 결합상품, 부가통신서비스, 사물인터넷
(무선 IoT) 현황 및 관련 이슈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분석에 기초한 통신경쟁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향후
급격하게 변화할 시장 환경에 적합한 경쟁상황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

통신서비스, 시장획정, 경쟁상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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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32

연구기간: 2019. 4. 30 ~ 2019. 12. 31

5G시대 플랫폼 성장에 따른 사후규제 개편 방안 연구
연구진: 김현수, 강인규

연구목적
최근 IP화의 진전에 따른 ICT 생태계 출현으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간 선형적인 가치사슬이
해체·재구성되어 각 구성부문들이 상호 간에 다방향으로 인과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플랫폼, S/W, 콘텐츠, 단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짐에 따라 망사업자
위주의 규제체계로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작용하는 ICT 생태계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2018년 12월 14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되어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해지고, 사물인터넷 등 소규모 네트워크나
특화된 분야에서의 신규 사업자 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영세한 사업자의 난립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당 경쟁에 따른 불공정 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가 완화되고 5G 도입으로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실패 발생 시 사후규제의 공백을 차단하고,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에서 ICT 생태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사후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ICT 생태계 및 규제 환경의 변화 요인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유럽연합,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사후규제 체계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행 사후규제 체계는 기간통신사업자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태계 및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체계적·실효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5G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다양한 신규서비스 도입에 따라 불공정 행위 및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대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한편, 2019년 6월부터 기간통신사업의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됨에 따라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중소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거나 유보 신고제로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들이 논의
중에 있어 요금 관련 사후규제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ICT 생태계 전반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5G 신규 서비스 활성화 및 사전규제
완화에 대비한 사후규제 재정립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5G시대 플랫폼 성장에 따른 사후규제 개편방안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네트워크 중심의 규제체계를 ICT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도록 개편함으로써 생태계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생태계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이익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플랫폼, 사후규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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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33

연구기간: 2019. 4. 30 ~ 2019. 12. 31

통신·인터넷 규제 형평성 확보방안 연구
연구진: 김현수, 홍현기, 이솔희, 진정민

연구목적
통신·인터넷 생태계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개별 정책이슈에 따라 생태계 참여자 간에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태계에서 인터넷 서비스 부문은 꾸준히 성장하는 반면, 통신
부문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 부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미비로 인한 국내 사업자 역차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 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 간,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대·중소 인터넷 사업자 간
등 생태계 참여자 간 이해관계가 다층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상호 입장을 공유하고
갈등을 조율하여 종합적·체계적 관점에서의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1소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 인터넷망 이용 관련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 경쟁 기반 조성 방안, 인터넷망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안) 의견
수렴, 통신사의 상생 협력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2소위원회에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터넷 분야 규제 개선 및 개인정보 규제 개선,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한 정책방안은 국내외 기업 간 차별 해소와 5G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 등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 간 상생 협력 방안은 상호 이해 증진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관련 산업 진흥정책을 마련
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인터넷 생태계, 상생 발전, 규제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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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34

연구기간: 2019. 4. 30 ~ 2019. 12. 31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구제 강화 방안 연구
연구진: 문아람, 박상미

연구목적
네트워크가 전 산업의 인프라로 작용하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5G
시대에 새롭게 출현하는 서비스에 대한 기대로, 통신망 기반 산업의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기반은 일찍이 정부와 산업계의 관심을 받아 정비되고 있으나, 새로운 통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
제도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통신서비스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서비스 중단에 의한 이용자의 손실의 규모와 그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8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를 비롯한 네트워크 오류 및 데이터 트래픽 폭주 등 잇따른 통신장애로 이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수준 및 방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신장애 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목표로, 1)
간접손해 등 손실 규모 확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보상 수준 강화와, 2)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이용자 대응력 향상을 위한 정보 전달과 절차의 신속성 및 투명성 확보라는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통신장애에 따른 역무제공 중단 시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구제 보상
수준의 강화 측면과 피해구제 절차의 투명성 및 신속성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을 포함한 피해구제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통신장애 시 실제 배상 사례 등 피해
구제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외 타 서비스 중단 시 피해구제제도와 배상 사례를 살펴보았다. 앞서 검토한
국내 제도 및 국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통신장애 발생 시 중단
사실 및 피해구제 관련 절차와 내용을 통지 방안을 검토하고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상 손해배상 조항 개선안을
도출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통신서비스 부문에서 배상 수준 상향 및 신속한 배상 절차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한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통신환경에 대응하여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

통신장애, 피해구제,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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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35

연구기간: 2019. 4. 30 ~ 2019. 12. 31

단말기 AS 실태조사 및 단말기유통법 개정 방향 연구
연구진: 염수현, 강인규, 홍현기, 박상미

연구목적
스마트폰의 가격과 함께 수리비용이 높아지면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존재함에 따라
제조사의 단말기 AS 정책,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단말기 AS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는 단말기 AS 관련 정책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사물인터넷 확대, 자급제 단말기 확대 등
단말기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2014년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에도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이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합리적인 규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표는 단말기 AS 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IoT 등 신규서비스 도입, 자급제 단말기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단말기 유통 규제 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과제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이동통신 단말기 AS 관련 법 제도, 스마트폰 AS
관련 민원 분석, 이용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말기 수리비용 인하를 위한 방안, 수리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 단말기 AS 관련 정보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IOT 등 신규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공시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단말기유통법상 공시 대상 이동통신 단말기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할만한 사항으로는 시장 경쟁 과열 및 시장 혼탁의 가능성, 피규제자의 공시 규제
순응에 따른 비용, 신규 서비스 활성화 측면, 단말기유통법상 규제의 목적 등을 들 수 있다. 실제 공시규제 적용
기준은 일반 대중 통화가 가능한지 여부, 데이터전용 요금제 적용 여부, 소비자 영업 여부,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 또는 판매량 등으로 마련될 수 있다. 셋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에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불법 보조금을 유도하는 장려금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단말기 AS 관련 정책 방안은 향후 국민들의 단말기 AS 비용을 낮추고 분쟁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며, 단말기 유통 제도 관련 개선 방안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건전한 시장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단말기유통법, 단말기 AS, 자급제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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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36

연구기간: 2019. 4. 1 ~ 2019. 12. 31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5G 환경변화에 대응한
트래픽 관리방안 연구
연구진: 나성현, 문아람, 박상미

연구목적
5G는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등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기반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의 5G 기술은 기존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CP
등 네트워크 수요자들은 차별적인 트래픽 관리 관행 및 대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망 고도화 주체인 통신사업자와 각 산업 혁신주체들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 수준에서
조율하면서 5G 시대의 네트워크 진화에 따른 관련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망 중립성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국의 망 중립성 정책 동향과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2018년 기존의 망 중립성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인터넷자유회복규칙을 발표하였다. EU는 2015년 망
중립성 규칙(Regulation)을 제정한 이후 2019년에 기존 규칙의 개정 여부를 위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규칙을 개정 없이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BEREC은 망 중립성 규칙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망 중립성 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경제학계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론
기반 연구들은 연구 모형 및 가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실증분석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현
단계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망 중립성 규제 영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5G의
특성, 관련 산업의 생태계의 혁신 동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넷째,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리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쟁점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국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과제의 연구결과는 5G 환경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망 중립성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향후 다양한 산업, 응용서비스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5G 기반의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망 중립성,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리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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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37

연구기간: 2019. 4. 1 ~ 2019. 12. 31

5G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호접속 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김민희, 정광재, 김민철, 이보겸, 이솔희, 윤도원, 이형직, 정선구

연구목적
LTE, 기가인터넷 도입 등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라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확산 및 유·무선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통신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5G 시대에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변화하는 통신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경쟁정책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통신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도매시장 거래구조, 적정대가 산정 등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무선 융합환경 및 5G 상용화 등의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 내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한 상호접속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상호접속제도의 목표 및 기본원칙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음성·인터넷 상호접속 시장현황
및 관련 국내·외 제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기존 정책의 문제점, 각 이슈에 있어서의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음성 상호접속제도와 관련해서는 음성 상호접속 시장 현황 및 국내·외 음성 상호접속료 산정방식 등을 살펴봄
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이슈를 식별·검토하였으며, 향후 네트워크 고도화에 대비하여 음성 상호접속료
산정에 필수적인 음성 통화량 예측모형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와 관련해서는
2016년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개선 이후 시장환경 변화 및 인터넷 상호접속과 관련한 국내·외 제도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이슈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생태계 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음성 및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5G 환경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상호접속, 인터넷 상호접속, 음성 상호접속,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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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38

연구기간: 2019. 4. 1 ~ 2019. 12. 31

5G 네트워크 특성에 따른 도매제공 방식 변화에 대한 연구
연구진: 정광재, 윤도원

연구목적
2019년 3월 5G 서비스의 상용화에 따라 이동통신시장에서 다양한 환경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5G
이동통신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통신 품질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신규서비스 또한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국내 MVNO 시장은 2011년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1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성장세 둔화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모색, 정책 방향의 변화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5G 시대의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도매제공 방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5G의 기술적 특징을 조사하고, 국내 MVNO 시장상황을 분석하여 5G 도입 이후 국내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국내 MVNO 시장에 대한 분석 결과 후불가입자 성장 정체, MVNO 사업자의 수익성 및 경쟁력 약화가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자 설문 결과 절반에 가까운 사업자들이 5G 도매제공의 조기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매제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한 대가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답하였다.
5G의 기술 특성 및 국내 시장 현황을 고려할 때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5G 도매제공은 단기적으로
의무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발생할 신규 서비스 및 B2B 서비스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속성에 따라 도매대가의 책정 방식을 달리하여 향후 도매대가 규제가 필요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엄밀히
구분하여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분적으로 설비를 보유한 MVNO 진입이 활성화될 전망에
따라 도매대가를 책정할 설비를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Key word

MVNO, 도매제공제도, 이동통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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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39

연구기간: 2019. 4. 1 ~ 2019. 12. 31

해외 주파수 이용대가에 관한 연구
연구진: 김지환, 김상용, 김희천, 정아름, 김인희

연구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전파의 이용주체에 따라 주파수 할당, 지정,
사용승인 등으로 나누어지는 복잡한 진입제도를 재설계하여 단일한 주파수 이용체계인 주파수면허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현재 무선국에 부과하는 전파사용료와 할당 주파수에 부과되던
할당대가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하고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주파수면허제 도입에 앞서,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 이용 대가 혹은 주파수면허료 제도를 조사 및 분석하여 국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문헌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외 주요국의 전파 이용 대가 제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국내의 전파 이용 대가 체계, 부과 대상 및
산정 방법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구조화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파수 가치산정 방법론과
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외 주요국의 전파 이용
대가 체계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대가 산정 사례를 설명하였다. 대상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의 6개국으로 각 국가별로 전파 이용 대가의 체계 및 부과 대상과 산정 방법 및 사례에 대하여 심도있게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외 주요국의 전파 이용 대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실정과
주파수면허제 도입에 맞는 주파수면허료로의 개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주파수면허료 부과 체계 및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주파수 이용 효율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무선통신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 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전파정책, 할당대가, 전파사용료, 주파수면허료, 주파수면허

•58

ⅠKISDI 2019 연차보고서 Ⅰ

정책자료 19-04

연구기간: 2019. 3. 15 ~ 2019. 12. 31

주요 통신서비스별 시장상황 자료 수집·분석
연구진: 염수현, 강인규, 박상미, 이보겸, 이솔희, 윤도원, 전성호

연구목적
융합의 진전에 따라 사업 영역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융합시장이 창출되는 등 경쟁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특히, 초연결, 지능정보시대 도래에 따라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통신서비스의 유형 및
영향력이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다. 또한 통신시장 환경의 변화가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상생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편, 시시각각으로 변모하는 시장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짧은 주기의 동향 파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통신시장의 현황, 변화 동향 등에 대한 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해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해외 규제 기관의 문헌, 언론 보도자료, IR 등 다양한 문헌을 통해 통신시장 환경과 통신시장
상황 기초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통신시장 및 이동통신 부문 시장 동향 및 구조 변화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분기별 통신3사의 IR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통신사 전체와 이동통신 부문의 주요 성과 지표 추이 및 변동
원인을 분석하여 요금 인하, 지원금 지급, 5G 투자, 주요 사업 현안이 사업자 실적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다.
둘째, 통신시장 동향, 주요 정책 등을 고려하여 주요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국내 통신시장 통계, 국내외 통신사업자 및 단말기 제조업자의 동향, 주요국 통신정책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신시장 전반에 대한 이슈를 파악 및 분석하여 통신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객관적인
시장상황 판단을 돕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통신정책 동향, 통신시장 동향, IR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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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연구

기본연구 19-05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0. 31

방송-ICT 융합에 대응하는 미디어다양성 조사 및 정책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연구진: 김남두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 ‘미디어 다양성 조사’는 특수한 법제도적 배경, 즉 2009년 방송법 개정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점유율(신문-방송 겸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신문 영향력 합산) 규제가 도입되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도입되어 매년 시청점유율의 산정 등을 수행하게 된 배경에 입각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현재 방통위가 수행하는 ‘미디어다양성증진 사업’에 포함된 시청점유율 조사, N-스크린 시청행태 조사, TV
방송에 대한 ‘미디어 다양성 조사’ 등이 시청점유율 제도에 기반을 둔 미디어 다양성 조사로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목적은 방송법령에 의거한 현행 시청점유율 조사
사업과 관련된 쟁점(규제 효용성 미비, 조사비용의 과다, 조사자료의 활용 미흡)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 청취
결과를 토대로 시청점유율 제도의 운영 합리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미디어 다양성’ 개념이
지닌 본연의 복합성과 방송-ICT 융합 진전 등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리고 전문가·일반인 의견
청취 결과를 참작하여, 현행 시청점유율 제도 기반의 ‘미디어 다양성 조사’ 및 관련 정책을 향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 및 관련 세부 과제(미디어 다양성 조사사업의 다변화,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기능
재정립 등)을 제안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연구자는 미디어 다양성 전문가(전/현직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등)와의 심층
인터뷰 및 일반인 대상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남녀 20·30대 및 40·50대 4개 집단)를 수행하였다.
전문가·일반인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시청점유율 조사사업 운영의 단계적 효율화 추진을, 장기적으로는 방송법
개정을 통한 시청점유율 자료의 민간 공개, 시청점유율 조사 목적의 다변화(즉, 30% 점유율 제한 이외의
방송콘텐츠 시장 모니터링)를 제안하였다. 둘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아울러 ‘모니터링 기반의 미디어 다양성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신규 모니터링 과제를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1) 유료방송 및 온라인 플랫폼 부문의 다양성(혹은 집중도) 진단, (2)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를 포괄
하는 미디어 다양성 지표의 구성과 적용, (3) 방송사업자(방송 겸영 미디어 사업자 포함)의 소유관계 현황
모니터링, (4)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고려한 미디어 내용 모니터링, (5) 중소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유통·소비
현황 점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이러한 제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송법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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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9-08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보편적 시청권 개념 및 제도 재정립 방안 연구
연구진: 주성희, 김현정, 노은정

연구목적
최근 유료방송의 종합편성채널에서 올림픽 독점중계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주요 국제 스포츠 경기의 중계방송권과 함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방송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나 그 밖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한다. 보편적 시청권
개념은 지역과 계층에 상관없이 가능한 한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통신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를 방송 분야에 접목한 유럽의 보편적 접근권 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법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 및 거래와 관련된 제76조에서 보편적
시청권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국제 경기의 중계권
거래와 자료화면 제공 등 사업자 측면의 분쟁과 관련된 사안에 주로 집중된 결과, 국민의 시청권 박탈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은 미흡하며, 시청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국민관심행사의 선정 기준과 범위 역시 매체 환경과 변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접근권과 시청권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립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데서 오는 한계점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을 기존 문헌과 일반인 및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보편적
시청권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서 공익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가치 중 보편성의 하위 개념으로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시청권이
위치하며, 보편적 서비스는 사업자 또는 정책적 의무인 반면 보편적 시청권은 말 그대로 시청자의 권리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시청자의 접근권은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방송 분야의 특성 상 보편적 콘텐츠에 대한 접근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보편적 시청권을 구현하기 위한 매체와 플랫폼 등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무료 또는 최소한의 비용 지불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료 지상파 방송 내지는 공적 재원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예측과 달리 모바일 세대로 일컫는 20∼30대에서도 아직까지는 TV가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하는 가장 핵심적 매체로 인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은 곧 방송사업자의 사업권과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보편적 시청권의
범위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우선 중계방송 매체의 지정도 가능하지만 향후 중계방송 역량이 있는 다양한 사업자들 간
경쟁을 통해 중계방송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보편적 서비스와 보편적 시청권 개념이 혼재되어 있으며,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의 범위, 보장 대가 및 시청권 침해 시 구제 방안 등 시청자 측면의 권리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보여준다. 아울러 현행 제도와 일반인 또는 전문가가 인식하는 보편적 시청권 개념 간에는 차이가 있는바, 향후 제도 정비는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줄여 정책 도입 취지와 시청자의 필요와 수요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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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01

연구기간: 2018. 3. 19 ~ 2019. 1. 18

유료방송 사업자간 공정경쟁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진: 곽동균, 김청희

연구목적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은 국내 방송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소매시장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청자 접점을
관리하는 서비스로서 방송산업 생태계 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시청권 보장에 직접적
기여가 매우 높은 특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유료방송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는 국민들의 시청권
보호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방송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책을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정책 목표이다.
그러나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규제는 지역 사업권 제도와 전국 사업권 제도가 혼재되어 있어, ‘동일시장
동일규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업권의 비대칭성은 플랫폼간 경쟁력의 차이를 낳게
하고, 이것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기제가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료방송 규제의 도입배경 및 연혁을 지역사업권 제도 위주로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의 지역사업권 규제 사례를 조사한다. 지역사업권 규제 관련 주요 쟁점과 사업자별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국내 지역사업권 규제 개편방안을 도출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케이블 지역사업권 제도의 도입 논거의 타당성을 지역성 보호에 국한해온 기존 논의와는 달리,
경제학적 논거와 사회문화적 논거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지역성 보호는 주로
사회문화적 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케이블TV의 지역사업구역 획정 과정에서 사업성 확보가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음을 밝힘으로써 경제학적 논거 또한 논의에서 배제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간 국내
제도는 지역성 보호라는 명분으로 지역사업권 제도와 지역채널 의무운용 제도를 함께 운영해왔으나, 지역사업권
부여가 과연 지역성 보호를 위한 필수 장치인지는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사업권과 지역채널
운영의무의 연계 구조를 재검토하여 제도 개선의 유연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료방송 사업권 규제의 배경 및 연혁을 살펴보고 해외 지역사업권 규제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유료방송 현황을 사업자, 매출액, 가입자, 수익성 측면에서 살펴보고, 진입규제로서 허가제의
유효성 논란과 사업권역 규제와 관련한 쟁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역사업권 제도 폐지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업권 제도 개선의 원칙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료방송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구현,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Key word

유료방송 지역사업권, 지역 프랜차이즈 제도, 유료방송 공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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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09

연구기간: 2018. 8. 31 ~ 2019. 4. 30

국내 홈쇼핑 산업에 대한 분석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진: 이재영, 이종원, 설혜진, 정은진

연구목적
홈쇼핑채널이 방송산업 및 유통산업의 양 생태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수익원, 유통경로)을 고려하여,
홈쇼핑산업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홈쇼핑채널사업자, 판매사업자, 유료방송사 그리고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홈쇼핑 사업자 및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홈쇼핑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TV홈쇼핑-데이터홈쇼핑 차별화 방안, 홈쇼핑채널 번호배정 방안,
진입·소유겸영 규제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정책방안 발굴에 초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먼저, 국내 홈쇼핑 사업자의 분류 및 시장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T-commerce)
사업자를 분류하고 해당 사업자의 주요 사업 분야, 거래규모 및 수익구조를 검토하였다. 또한 홈쇼핑채널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의 연혁과 제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홈쇼핑 산업(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유료방송플랫폼의
홈쇼핑채널 구성, 운용 현황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조사하고, 유료방송플랫폼의 홈쇼핑 송출 수수료 및
홈쇼핑사업자의 수익구조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논의를 검토하였다. 또한, 승인제 등 현행 홈쇼핑 사업의 진입,
운영 방법을 조사, 분석하고 홈쇼핑사업자의 중소기업 지원 방법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국내 홈쇼핑 산업(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제시하고자
하였다. 홈쇼핑채널 증가에 따라 시청권을 고려한 ‘홈쇼핑zone’ 등 채널 번호 배정 문제 등을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FTA를 대비한 홈쇼핑사업자 진입규제,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간의 관계 정립 및 건전한 산업 구조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홈쇼핑을 이용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홈쇼핑채널 분류제도, 진입 규제, 소유겸영규제, 홈쇼핑채널 배정 문제를 다루는 한편 별도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다루었다. 이 과제를 통해 도출될 다양한 정책방안들은 방송법에서부터 방송법 시행령,
고시 등 하위 법령의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홈쇼핑 산업 및 연관된
산업(특히 중소기업)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간 건강한 협력 및 경쟁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ey word

홈쇼핑채널, 진입규제, 소유겸영 규제, 채널배정, 데이터 홈쇼핑, 중소기업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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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17

연구기간: 2019. 4. 30 ~ 2019. 11. 30

재허가·재승인 조건 관련 세부기준 정비
연구진: 성욱제, 송민선

연구목적
재허가·재승인 방송사업자는 재허가·재승인을 받을 때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건의
이행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들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실무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부가 조건(보도 관련 장르 편성 비율, 콘텐츠 투자 준수 등)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자체제작 인력 인건비, 공통비용에 해당하는 간접비를 모두 포함해서 콘텐츠
투자금액 계획 및 실적을 심사하여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재승인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불인정
사례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시한 산정기준을 사업자에게 공지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재허가·재승인 조건 관련 세부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계정과목을 업무별로 상호배타적으로
범주화함으로써, 사업자 회계처리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명확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기존 산정기준에서
다루지 않았던 콘텐츠사용료, 무형자산상각, 판관비에 대한 인정기준을 확립하였다.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비용
등으로 처리한 비용을 콘텐츠 투자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화 하였다. 인정기간과 관련해서는 당해연도
및 전년도 손익계산서 상에서 처리한 비용에 한해 콘텐츠 투자금액으로 인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양식은 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로 현행 유지하되 자체제작의 경우 내부와 아웃소싱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피드백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문제점을 보완한 사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심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사항목의
명확화를 통해 사업자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Key word

재허가·재승인, 부가 조건, 이행실적, 회계처리, 자체제작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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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40

연구기간: 2019. 4. 1 ~ 2019. 12. 31

방송미디어 규제개선 제도화 방안 연구
연구진: 곽동균, 이종원, 이재영, 강준석, 황유선, 김경은, 권용재

연구목적
본 연구는 방송·미디어 분야의 속도감 있고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별 유효성 및 방송·미디어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송분야의 규제들을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서
비교·분석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종합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해외 사례 분석 결과 디지털 융합의 확산에 따라 EU 등 다수 국가에서 기존 방송법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사례가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OTT 동영상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기존 방송미디어의 진입규제나
광고규제 등을 완화하는 흐름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OTT 동영상서비스의 영향이 점차 커짐에 따라
이를 기존 미디어 법체계내에서 포괄하기 위한 시도가 국가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간에 상당한 제도화
차이도 발생하는 중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 일부 가입기반의 선형 OVD에 대한 MVPD 편입
시도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행정부 교체에 따라 실제 제도화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에 비해서, EU는 2018년
AVMSD 개정에 따른 회원국가내 입법 절차가 올해 10월 정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국내 제도
개선에 큰 참고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방송미디어 제도 개선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조 분리를 통해 시장의 역동성을 반영한 논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후 공적 영역은 포지티브 형태의 규제를 기본으로 가져가되, 사적
영역은 과감히 네거티브 규제 형태로 변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방송미디어 분야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허가 및 승인제도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허가·승인의 유효기간을 현행보다 늘리는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 대신 행정부의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공익의 수호자로서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의
현실적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현행 방송미디어 분야의 구조 자체를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유료방송 관련 규제만이라도 정례적인 유효성 검토 의무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빠른 변화에 조금이나마 부합하는 제도 개선의 정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

방송, 미디어, OTT,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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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41

연구기간: 2019. 4. 1 ~ 2019. 12. 31

유료방송 지역사업권 및 지역채널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연구진: 곽동균, 송민선

연구목적
본 연구는 유료방송발전방안(’16.12월)의 케이블TV의 지역사업권 제도개편 및 이와 연계된 지역채널 운용
의무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국내 유료방송시장 분석 결과, SO 약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성 기여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사업권 제도의 개선보다는 지역채널 제도의 개선이 향후 유료방송의 지역성
기여 약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더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과 IPTV법, 지역
방송발전특별법 등의 제약을 고려할 때 법령 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지역채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당국의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단기적으로 기존 법령과 충돌 가능성이 가장 낮은 방안을 우선 추진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채널 제도 개선 방안의 법제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사업권 제도는 1, 2위 MSO가 매각되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제도 개선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안으로 채택되었다. 지역채널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IPTV가 해당 방송 구역 내 SO의
지역채널 프로그램들을 VOD로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IPTV가 권역 내 SO 지역채널을
전송하도록 의무화하자는 데 자문단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지역채널PP 제도의 도입을 찬성한 의견도 버금갈
정도로 많았는데, 이는 지역채널에 재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자문단 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음을 반영한 결과이므로, 향후 추가적인 이해 당사자간 협의 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019년 진행되었던 IPTV 업체들에 의한 MSO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역성 약화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본 과제가 검토하고, 논의했던 내용들이 활용되었다. 유료방송시장의 인수·합병이 계속되더라도 지역성 약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지역사업권과 지역채널 관련 제도의 불비가 유료방송 플랫폼
분야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소지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지역채널 제도개선안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직접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선 검토안을 선별함에 따라 향후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

유료방송, 지역사업권, 지역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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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42

연구기간: 2019. 4. 1 ~ 2019. 12. 31

방송통신 융·결합 확산에 따른 유료방송 경쟁정책 연구
연구진: 이재영, 권용재

연구목적
유료방송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확산 및 요금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사업자간 인수합병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방송통신 융·결합상품 확산 및 인수합병 동향에 대응하여 유료방송시장 인수·합병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
하고 규제기관 간 경쟁 정책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첫째,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쟁현황, 융·결합상품 제공 현황 및 유료방송서비스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간의 관계를 분석 정리하였다. 둘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방송·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 동향을 정리하고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및 호주의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과 관련한 규제기관 사이의 역할분담 현황을
살펴보았다. 셋째, 국내 유료방송사간 인수·합병 동향을 정리하였고 방송 분야 인수·합병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크게 2가지로 제안하였다. 먼저, 방송사의 자발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중복적인 심사 체계 정비, 사업의 양수·양도 제도 개선, 지위 승계 조항 개선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다음으로 인수·합병 심사 기준을 보완하여 방송·통신 전문 규제기관이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쟁
측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 자료 요구 과정 공조, 제출된 자료 공유뿐만 아니라 양 기관 간
상호간에 결정내용을 존중·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제도 개선 방안은 방송 분야 인수·합병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자
들이 시장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인수합병, 경쟁규제기관,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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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43

연구기간: 2019. 4. 30 ~ 2019. 12. 31

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 분석 및 절감방안 연구
연구진: 황유선, 김경은, 송민선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9년에 제·개정된 방송통신 분야 법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 및 규제비용 절감방안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각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비용관리제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관련 고시, 공익광고 고시 개정안 등에 대해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하여 각 개정안의 비용편익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중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보험 가입 관련 신설조항은 피규제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직접비용을 발생시킨다. 다만, 사업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로 인한
규제비용 감소 효과 또한 발생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관련 고시의 경우 분담금 징수 방식의 변화에
따라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감소함에 따라 직접편익이 발생하며, 사업자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인한 중소기업 규제비용 감소 효과 또한 나타난다. 공익광고 고시 개정안의 경우에는 직접비용 및
직접편익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양한 기존 규제에 대해 중소기업 차등 적용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나, 규제의 개정에 있어서는 규제비용 뿐만 아니라 각 규제안
들이 가지는 전반적인 규제영향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방송통신 분야 법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를 축적하고, 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규제
비용관리제 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이고 동시에 면밀한 비용분석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규제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규제비용관리제, 비용편익분석, 방송통신산업, 중소기업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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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45

연구기간: 2019. 4. 30 ~ 2019. 12. 31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방안 연구
연구진: 성욱제, 김민정, 정은진

연구목적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허위조작정보는 이전보다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허위조작
정보의 해악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시민의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할 때,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를 야기한다.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판단, 조치 등과 관련한 이슈는 곧바로 표현의 자유
와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플랫폼
사업자 및 각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구성, 운영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정의 및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한 제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정의 및 범위 획정, 문제점 및 국내외 정책적 대응 현황을 검토하였다. 특히,
학계, 언론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플랫폼 사업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운영하고, 전문가회의에서 진행된 논의를 기반으로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제언의
내용은 크게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정의와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 각 영역별(플랫폼 사업자,
시민, 언론, 정부 등)로 수행해야 할 노력에 대한 권고,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통 억지를 위한 기본원칙 및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의 기본원칙과 세부적인 영역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연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본 연구결과와 같이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은 사회에 미치는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이 건전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다.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유통에 이르는 보다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Key word

허위조작정보, 플랫폼 사업자, 시민, 언론, 정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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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46

연구기간: 2019. 4. 30 ~ 2019. 12. 31

지상파방송 중간광고의 광고매출 증대효과 기준개발
연구진: 강준석, 김호정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이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하여 방송광고 및 관련 시장에 발생할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논의는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 침체로 인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원
구조가 취약해짐에 따라서 고품질 방송콘텐츠의 지속적인 재생산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 변화가 방송광고시장 및 전체 광고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 방송광고시장 확대와 방송광고의 효율성 제고 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시, 관련 제도 변화의 기대 효과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공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먼저, 광고시청량 증가에 따른 매출 변동효과 추정, 광고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효과
추정, 중간광고 요금 및 판매량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등 기존에 이루어졌던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효과 추정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이들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방법론, 주요 연구 결과, 한계점 등을 분석해 실제 중간광고
도입 이후 효과 추정 방법론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향후 관련 제도 변화로 지상파 방송채널의 중간광고 편성이 허용될 경우, 이에 따른 방송광고
매출액 증가/증가 제약 요인을 살펴보고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액 변동 규모 등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이후 이에 따른 방송광고 시장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방송광고주 및 광고 바이어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방안을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를 통해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 방송광고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를 객관적
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이를 방송광고 정책 개선 효과에 대한 정책 당국의 판단의
기초 자료 중 하나로 사용함으로써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방송시장에서의 경제·사회적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Key word

중간광고, 지상파중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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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47

연구기간: 2019. 4. 30 ~ 2019. 12. 31

방송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중계비율 등
편성규제 개선 방안 연구
연구진: 김남두, 주성희, 김청희, 노은정

연구목적
이 연구는 편성규제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되 방송 환경 안팎의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의 주요 항목들에 대해 실효성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는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제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및 부수적 편성 제한,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 국내제작물 및 분야별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분야별 해외
수입물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제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연구는 최근 현안으로 부각된 지역 지상파 민영
방송사업자(지역민방)에 대한 수중계 제한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 방송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는 현행 제도 개선안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수중계 제한 규제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현실적 타당성이 높은 규제 개선안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편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 논의를 거쳐, 주요 편성규제 항목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지역민방에 대한 수중계 비율 제한의 경우, 허가차수별 차등 규제가 적용되는 현행 수중계 최대
허용비율은 2005년 편성고시에서 책정된 것으로, 그간의 방송환경 변화, 개별 지역민방의 경영상태를 반영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연구진은 지역민방에 대한 차등 규제 기준으로 현행
허가차수 대신 기업 경영상태를 고려한 지표를 적용하는 개선방안, 즉 방송 매출액 또는 전체 매출액에 따라
지역민방사들을 차등화하여 자체편성 의무비율(혹은 수중계 최대 허용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복수의 규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의 문제점,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의무편성(총량제) 제도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다(지상파 3사에
치중된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부담의 완화 제안,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오락 프로그램 제외 제안 등).
또한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규제, 분야별 해외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제한과 관련하여, 중소 PP에 대한 편성 자유 확대 등을 고려하여 규제 완화 혹은 합리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에 대해서도 규제 경감 및 합리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Key word

편성규제, 수중계, 순수외주제작,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74

ⅠKISDI 2019 연차보고서 Ⅰ

정책연구 19-48

연구기간: 2019. 4. 30 ~ 2019. 12. 31

방송 분야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 규정 마련 연구
연구진: 강준석, 권용재

연구목적
최근 방송 분야에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 발생 가능성 증가하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채널 사업자간 시청률 경쟁 및 광고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반면, 전체 방송시장의 성장 속도는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방송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라서 현행 방송법 금지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OTT 서비스 관련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OTT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됨에 따라 방송법 및 IPTV법상의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들과 연관된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방송시장에서의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식별하고
해당 행위의 발생 가능성 및 세부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OTT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과 연관된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식별하고 해당 행위의 발생 가능성 및 세부 유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유형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응한 금지행위 개선 방안 마련
한다. 위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방송시장 및 관련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관련 시장 생태계 선순환 구조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1장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고, 2장은 방송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 양태 변화와 OTT
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기존의 방송법 및 IPTV법상의 금지행위 유형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세부 유형을 식별한다. 3장은 2장에서 식별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의 규제 필요성과 세부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OTT
서비스와 관련된 금지행위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사후규제 개선방안은 향후 변화된 방송시장 및 미디어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련
정책 수립 시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화된 방송시장에서 이용자 이익 및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금지행위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의 적용을 통해서 방송시장 상생
발전을 위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방송서비스 이용자 후생 역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방송, 금지행위, OTT
Ⅲ. 2019년도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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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49

연구기간: 2019. 7. 1 ~ 2019. 12. 31

5G시대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진: 이재영, 김호정, 임희은

연구목적
5G시대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던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정책을 되돌아
보고 성과를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정책 수립을 위해 기반이 되어줄 시장 조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첫째, 방송·
미디어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의 스마트미디어 산업 지원 및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둘째,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도적 쟁점을 살펴보는 한편,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시장
조사·모니터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제Ⅰ부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정책 개선 방안에서는 현재까지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정책 및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정부의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Ⅱ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모니터링 방안에서는 먼저 주요 법률적 쟁점으로 이용자 보호, 사업자간 갈등
해소, 과세·기금분담, 내용규제, 시장 조사(모니터링), 서비스 종류별 규제 차별화 등을 제시하였다. 모니터링
방안으로는 ① 기존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② 조사사업 수행(이용자 조사, 광고주 조사) ③ 조사기관 데이터
확보(이용자 조사, 광고주 조사), ④ 사업자 심층 인터뷰의 4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스마트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법적 쟁점 검토 결과 및
모니터링 방안은 전체 미디어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사업전략 수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산업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스마트미디어, OTT, 시장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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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50

연구기간: 2019. 5. 15 ~ 2019. 12. 31

2019년 미디어다양성 조사
연구진: 성욱제, 정은진, 유수정, 장시연, 강준석, 김남두, 송민선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다양성이 가지는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 국내 방송의 다양성 정도를 다각도로 분석
하고 향후 미디어 다양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다양한 의견수렴(미디어다양성위원회
등)을 바탕으로 2019년 연구는 시청자의 이익 보호(접근권, 채널 선택권 등) 관련 항목을 신설하여 상품, 채널
(배치, 주제 등) 및 프로그램의 제작주체 다양성 분석 항목 신설했다. 또한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어온 프로그램 영역의 조사항목은 기존 틀을 유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2019년 미디어다양성 조사 연구는 사업자, 전문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된
미디어 다양성 조사 틀에 기반을 두었으며 미디어 다양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2019년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전년도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내용부문 조사항목을 유지하되, 제작주체 항목을 추가하고,
채널영역의 조사 필요성을 감안하여, 채널영역 조사항목 신설하였다.
구체적으로, 유료방송채널 부문에서 1) 상품(Tier)의 공급, 2) 소유주체에 따른 상품별 채널 공급, 3) 주제에
따른 상품별 채널 공급 4) 번호대별 소유주체/주제에 따른 채널 비율을 살펴보았다. 또한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1) 제작주체(제작사)에 따른 프로그램 공급 및 시청 비율, 2) 채널별 편성된 프로그램 형식(포맷/장르) 공급 및
시청 비율, 3)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현실 재현 정도(드라마 등장인물, 뉴스 정보원, 탐사보도 출연자, 예능
출연자), 4) 시청자 인식조사로 이루어졌다. 각 지표별로 상품 및 채널, 프로그램의 형식은 상위 3개 점유율
및 HHI(허핀달-허쉬만 지수: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경제지표), 프로그램의 등장인물(정보원, 패널 포함)은
현실지표와의 비교 분석, 시청자 인식조사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결과를 도출했다.
유료방송 상품 및 채널과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미디어다양성 정도를 측정하여 그 수준을
확인했으며, 미디어다양성 증진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미디어다양성, 유료방송 다양성, 채널 다양성, 프로그램 다양성, 사회문화적 다양성, 시청자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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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51

연구기간: 2019. 8. 7 ~ 2019. 12. 31

유료방송시장 경쟁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정책 방안 연구
연구진: 강준석, 이재영, 김경은, 권용재

연구목적
대규모 유료방송사업자 등장에 따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훼손 및 이용자 이익 저하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규모 유료방송사업자 등장 시, 이들이 (1)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2) 유료방송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화된
유료방송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 수준을 저하시키거나, ▲콘텐츠 사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사용
대위를 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료방송시장의 시장구조 변화와 대규모
유료방송사업자 등장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하 및 공정경쟁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행위의 실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관련 행위를 차단하거나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제도 및 시장 환경 변화로 유료방송시장의 구조 변화가 이루어져 시장지배적 유료
방송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이익 훼손 및 공정경쟁 저해 행위 발생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현행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규제가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제도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유료방송사업자 등장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훼손 및 공정경쟁 저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해외 주요국과 국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식별 기준을 분석함으로써
시장집중 유료방송사업자 지정을 위한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시장집중
유료방송사업자 식별을 위한 세부 판단 기준과 관련 이슈 등을 검토하였다. 제6장은 본 보고서에서 도출된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보호 방안 등이 실행될 경우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유료방송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용자 후생을 제고함
으로써 전체 유료방송시장 생태계 및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인수합병

•78

ⅠKISDI 2019 연차보고서 Ⅰ

정책연구 19-70

연구기간: 2019. 4. 30 ~ 2019. 12. 31

4차 산업혁명시대 해외 주요국 방송통신 핵심 정책의제
및 정책 추진체계 분석을 통한 정부혁신 방안 연구
연구진: 황준호, 노은정

연구목적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세기적 변화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 사회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사회적 영역과 국가적 차원의 혁신과 발전의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을 매우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 정책 아젠다 개발과 집행을 준비함에 있어 주요국들의 거시적인 국가 전략에 대한 사례조사는
물론, 핵심 추진 주체인 방송통신 주무 부처와 규제기구의 핵심 의제를 조사, 분석하는 연구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해외 주요국들의 방송통신 분야 정책부처
및 규제기구의 최신 정책동향과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된 발전 전략들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 주요국들의 신산업 발전 전략과 신규 서비스 활성화 전략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해외 주요국들의 방송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콘텐츠 규제에 관한 최신 정책동향과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넷째, 4차
산업혁명 대비 해외 주요국들이 방송통신 분야의 산업 발전 및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부기관
간에 어떻게 협력하고, 어떠한 관·산·학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섯째, 해외 주요국의 사례 분석과 이에 기반 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송통신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정책 의제와 정부 혁신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산업 활성화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은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대응전략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해외 10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싱가 포르,
이탈리아, 스위스)의 방송통신 분야 발전전략과 제도적 대응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방송통신
분야의 산업 발전, 서비스 활성화, 일반 국민들의 디지털 역량 제고, 새로운 시대에 부합 하는 새로운 윤리와 규범의
정립, 방송통신 서비스의 사회문화적 공공성 강화, 방송통신 이용환경의 건전성 제고, 이용자 주권 및 권리 강화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는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 하반기 에 출범하게 되는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과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책방향의 설정과
구체적인 정책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산업발전 및 사회문화적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정부 부처들이 제반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정부기관 간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집단,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 다각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정착시키는 정부혁신의 성과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략, 인공지능, 방송규제, 정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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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05

연구기간: 2019. 7. 1 ~ 2019. 12. 31

2019 국제 방송시장 조사
연구진: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국의 지상파방송·유료방송·OTT 시장 동향을 조사하여, 국가별 방송시장의 특징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융합환경에서 주요국의 방송시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변화 추이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OTT 서비스
현황에 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분석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이용자 현황 조사를 통해 인터넷 융합시대
이용자들의 방송 매체 이용 패턴에 관한 실증적 자료 확보 또한 필수적이다.
이에 국가별 현재 방송시장의 현황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국내 시장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연구
필요성을 감안하여 연도별로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시장 조사자료를 축적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대상은 6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을 선정하고 각 국가별 방송시장 현황을 조사
했다. 구체적으로 지상파 및 유료방송 시장 구조(수신료, 광고)를 조사한 후 대표적인 방송사업자의 사업분야 및
재무현황을 공통적으로 조사했다. 또한 OTT시장의 규모 추이와 대표적인 사업자와 서비스를 조사했다. 이후
주요국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조사하였다. 2019년 연구에서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주요국의 국제방송
현황을 추가적으로 조사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구매, 위탁연구 수행, 국가별 발표자료, 전문가 인터뷰, 자료조사원 등을
활용하여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조사 대상 6개국의 방송시장을 비교하기 위해 조사 항목별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으며(PWC(2019), Ofcom(2019), Ovum(2019), Eurodata(2019) 등) 각
국가 기관(FCC, Ofcom 등)이 발행하는 공식 자료를 추가 활용하였다. 그 밖에도 학계와 연계하여 주요 이슈에
관한 연구의 분석력을 높이고 주요국의 미디어 이용행태 조사를 위해 시장조사기관을 선정하여, 국가별 이용
행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선진 주요국의 방송 이슈를 분석, 정리함으로써 국가별 연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료 축적을 통해
추세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진 주요국과의 방송
산업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여 세계적 추세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방송시장과 기업의 국제적 위상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 미디어의 최신 국제 동향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부서 및 관련 사업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특히 자료가 불충분한 국제 OTT 사업자 조사로 관련 분야의 정책과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Key word
국제 방송시장 조사, 해외 미디어 수용자 이용행태 조사, 해외 지상파방송시장, 해외 유료방송시장, 해외 OTT시장, 주요국 국제방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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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06

연구기간: 2019. 1. 1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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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차 과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첫째, 국내 주요 OTT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에서 주로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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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차 조사 때 정해진 국내 주요 OTT 동영상서비스를 대상으로, 개별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현황을 인기 콘텐츠 위주로 조사하고, 이를 유목화해서 서비스별 콘텐츠 특성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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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
났다.
실시간 채널도 함께 제공해서 서비스간 비교가 가능한 웨이브와 티빙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오락/
예능 장르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드라마에 대한 선호도 높게 나타나는 등 공통점이 많았으나,
지상파방송 3사의 콘텐츠가 많은 웨이브에 시사교양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등 차이점도 드러났다.
또한 본 조사는 이런 분석결과에 더해서 유튜브와 네이버TV, 웨이브, 넷플릭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도 병행실시하여 국내 이용자들이 OTT를 통해 동영상을 소비하는 주된 요인, 이용방식 등을 다른 국내
서비스 이용자와 비교분석해 보았다. 또한 서비스별 만족도 조사를 새로 포함하는 등 조사항목의 개선이 일부
이루어졌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분석 대상을 확대하며, 분석된 데이터의 공적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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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2019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연구진: 이재영, 강준석, 황유선, 김경은, 권용재, 김호정

연구목적
방송산업의 시장·기술·법제도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과 경쟁정책 수립을 위해서
방송시장 현황과 관련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의 변화된
시장환경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분석 대상 관련 시장을 합리적으로 획정하고, 다양하고 세분화된 경쟁평가
지표를 통해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가 대상 방송시장의 시장구조·사업자 및 이용자 행위·시장성과 등과 관련된 정형화된 지표들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서 경쟁양상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파악한다. 또한 신유형 방송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방송광고 판매제도 변화 등 최근 이루어진 방송시장 환경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쟁상황의 잠재적 변화 가능성을 반영한다. 결과물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고서에서 식별된
방송시장 경쟁의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경쟁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는 방송산업 가치사슬과 주요 매출이 발생하는 거래관계를 고려해 방송 시장을 크게 네 개의
시장으로 구분하고 거래상품의 특성 및 대체성 등에 따라 세부 방송시장을 획정한 후 개별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본 보고서의 1장은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을 논의하고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기술하고,
2장에서는 전체 방송시장의 최근 변화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방송사업자별 시장 현황을 분석한다. 3장은 평가
대상 시장의 획정을 위한 시장획정 방법론과 세부 방송시장별로 주요 시장획정 관련 이슈를 논의한다.
4장∼7장에서는 각각 방송광고시장,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경쟁 이슈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방송광고시장을 획정하고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진입장벽,
광고판매 경쟁 양상, 영업이익률 등을 분석한다. 5장에서는 유료방송시장을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으로 획정하고 유료방송시장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약정기간에 따른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할인 수준, 이용자 대응력, 영업이익률 등을 분석한다. 6장에서는 방송채널거래시장을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과
지상파방송채널 재송신권 거래시장으로 분리해서 획정하고 이들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이용자 대응력,
이용자 전환 가능성, 영업이익률 등을 분석한다. 7장에서는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을 외주제작프로그램시장으로
획정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사업자 수, 수요측면 점유율 및 집중도, 시장행위 및 시장성과와 관련된 외주제작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8장은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전체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방송시장의 시장·기술·법제도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방송시장 현황과 관련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경쟁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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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평가 기반조성 2019년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성
(2018년 자료)
연구진: 심홍진, 김청희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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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방송법을 비롯해 동법의 시행령, 행정 규칙인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등에 관한 고시」(이하 편성고시)에서는
방송사업자별 또는 매체별로 의무편성 비율을 세분화하여 규정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의무 규정 가운데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오락 프로그램 편성 제한, 전문편성 방송
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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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업자들의 2018년도 프로그램 편성현황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이에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편성고시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의무편성 규제의 준수여부 및 관련 편성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추가 연구 사안으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규제를 다루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2019년(2018년 자료) 방송 프로그램 편성현황 조사 결과, 방송사업자들은 전년도와 비슷한 편성형태를
보였다. 지상파 3사(EBS 제외)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경우, 각 사 모두 분야별 의무 편성비율을 준수하였으며,
특히 KBS 1TV와 KBS 2TV는 보완편성 형태를 유지하였다. 두 채널 중 KBS 2TV는 MBC, SBS와 유사한
편성형태를 보였다. 지역민방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민영 네트워크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OBS경인TV만
자체 편성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지역민방은 법정 상한선에 근접한 비율로 수중계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었다. 한편, 전문편성 텔레비전 채널사용사업자(PP)의 80% 이상은 주된 방송 분야 프로그램을 연평균 90%
이상의 비율로 편성하였다.
방송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한 추가 연구 사안으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규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
하였다. 시청자가 방송소재에 대한 탐색, 기획, 제작까지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시청자 프로그램의 정의와
의의, 편성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국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과 유사한 미국의
퍼블릭 액세스 텔레비전과 유관 정책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보았다.

Key word

편성현황, 편성제도, 편성규제, 방송사업자
Ⅲ. 2019년도 주요 연구실적

•83

정책자료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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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동제작 협력강화: 2019 방송공동제작 해외시장 분석
-인도·터키·캐나다·헝가리·미국 5개국연구진: 황준호, 주성희, 강하연, 노은정, 오채주

연구목적
우리 정부는 방송을 통한 국가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한국 방송콘텐츠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자 FTA
체결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간 방송 공동제작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성과로 2019년 3월 26일 방송
통신위원회는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한－베트남 TV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베트남 협정
체결로 향후 한국과 베트남은 상호 공동제작한 TV프로그램이 양국에서 외국프로그램 편성규제 등을 적용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방송사와 제작사의 베트남 방송 진출을 보다 촉진
시키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밖에 2019년 말 기준으로 한－태국, 한－캐나다, 한－중국, 한메르코수르(MERCOSUR) 정부 간 시청각/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협상이 진행 중이다.
본 연구 보고서는 국가 간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등 양국 간에 방송콘텐츠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되는 인도·터키·헝가리·캐나다·미국을 포함한 5개 국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국의 방송시장 및 주요
플랫폼별 사업자 현황, 방송규제 현황, 방송시장 개방 및 공동제작 현황, 현지 방영 방송콘텐츠 현황, 방송매체
이용행태 및 국제공동제작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업계 의견수렴, 현지 모니터요원을 활용한 현지
방영 방송콘텐츠 조사 및 전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한 현지 온라인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기존
해외 방송시장 연구와 차별화되는 동시에 신뢰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 보고서는 국가 간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등 양국 간에 방송콘텐츠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인도·터키·헝가리·캐나다·미국을 포함한 5개 국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국의 방송시장 및
주요 플랫폼별 사업자 현황, 방송규제 현황, 방송시장 개방 및 공동제작 현황, 현지 방영 방송콘텐츠 현황,
방송매체 이용행태 및 국제공동제작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업계 의견수렴, 현지 모니터요원을
활용한 현지 방영 방송콘텐츠 조사 및 전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한 현지 온라인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기존 해외 방송시장 연구와 차별화되는 동시에 신뢰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5개국의 주요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방송시청자 총 2,35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은 터키 48%, 미국 37.8%, 인도 36.7%, 캐나다
17.3%, 헝가리 9%로 나타나 국가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미국을 제외한 4개국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한국 방송콘텐츠 시청경험이 더 높았고, 방송매체보다는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장르는 ‘드라마’와 ‘영화’로 나타났는데, 미국·인도·캐나다는 드라마를,
터키·헝가리는 영화를 더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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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개국 시청자들은 한국 방송콘텐츠에 대해 ‘흥미롭다’, ‘작품성이 높다’,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 ‘가족 시청에 적합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작품성’, ‘흥미성’, ‘장르 및 포맷’을 방송콘텐츠 선택
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한국 방송콘텐츠 시청 기회가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 이하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그 이유로는 ‘언어장벽’, ‘제공채널·사이트 부족’, ‘광고·홍보 부족’ 등을 꼽았다.
한국 방송콘텐츠를 시청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을 제외한 4개국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이들 국가에 한국의 방송콘텐츠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과 공동제작한 방송콘텐츠를 시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터키(42.9%)와 인도(35.6%)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향후 방송한류 수출의 중요한 거점 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덧붙여 5개국 응답자 대다수가
국가 간 방송공동제작이 자국의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산업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고,
공동제작 시 ‘문화이해’를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꼽았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각종 조사결과는 국내 사업자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공동제작, 공동제작협정, 방송콘텐츠, 국제협력
Ⅲ. 2019년도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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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12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2019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연구진: 심홍진, 황유선, 이종원, 김경은, 김청희, 권용재, 김호정, 송민선, 정은진, 노은정

연구목적
본 조사는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17.12.19. 방통위 등 5개 부처 공동
발표)‘의 후속조치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외주제작시장에 존재하는 거래 관행
전반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① 방송 외주제작 계약 형식, ② 방송 외주제작
프로그램 계약사항, ③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④ 정식 계약 전, 사전 협의 과정, ⑤ 선급금 및 제작비 지급,
⑥ 외주제작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2018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사업자 38개사(지상파, 종편PP 등)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12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방통위·KISDI는 방송사 대상 조사를,
문체부·콘진원은 제작사 대상 조사를 담당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 경험 등 외주제작 계약 체결 형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방송사는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92%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제작사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계약이 전체 외주제작 계약의
82%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8년도 제작사의 표준계약서 사용비율인 61%에 비해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21%p 상승한 결과이다.
한편 주요 계약 내용 작성 시 방송사와 제작사의 상호합의 수준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재산권 등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배분 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정도에
대해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8점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반면, 제작사는 5점 만점에 2.6점으로
방송사 대비 다소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수익 배분비율 지정 시, 상호합의 정도 역시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7점, 제작사는 5점 만점에  2.6점으로 평가하여 두 거래 주체 간 인식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조사는 2017년 시범조사를 시작으로 외주제작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 수익 배분 등의 핵심 수치를 추적하고, 방송사-제작사 간 이루어지는 거래 관행 및 실태를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투명한 외주제작 거래 환경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Key word

외주제작, 외주거래, 외주제작 거래관행

•86

ⅠKISDI 2019 연차보고서 Ⅰ

04

ICT통계정보연구

기본연구 19-09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ICT 산업의 여성인력 노동시장 성과 분석
연구진: 최지은, 오윤석

연구목적
국내 ICT산업 규모와 함께 고용시장 역시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내 여성고용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문헌에서는 산업의 고용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성별 임금구조 및 임금차별의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노동시장 내 여성의 경제적 처우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였다. 그런데, ICT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 산업에 대한
연구 결과를 ICT 산업으로 일반화 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ICT 산업내에서 고용현상과 경제적 처우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ICT 노동시장 내 여성의 상대적 임금격차 및 경제적 처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ICT 산업 노동시장에서 남녀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상대적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ICT 산업 여성고용 수준이 저조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경력형성 초기 단계의 청년층 대졸 남녀 근로자에 대해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와 임금 차별 가능성을 분석
하였다. 전 산업 노동시장에서 경력 초기 단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남녀 임금격차는 작게 나타났는데, 이를
ICT 산업과 비ICT 산업으로 분리하여 추정한 결과 ICT 산업의 성별 임금격차는 비ICT 산업 대비 더욱 작게
나타났다. 또한 ICT 산업의 성별 임금차별 가능성을 타 산업과 비교하기 위해 제조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성별 임금분해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ICT 산업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비교 산업에서 추정되는 가능성 대비 매우 낮게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면 ICT 산업 노동
시장에서 대졸 청년층 여성인력은 남성 대비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위가 낮지 않으며 남녀 보상차이에 의해
ICT 여성 고용이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ICT 산업의 여성인력 확대를 위해 산업내 gender
diveristy를 제고하고 ICT 산업으로의 진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근무환경 및 복지제도 등의 제도적 측면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그동안 그동안 한시적이고 단편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ICT 여성고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ICT 산업 여성고용 제고 및 인력관리를 위한 후속연구가 활발히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

ICT, 여성인력, 성별임금격차
Ⅲ. 2019년도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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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21

연구기간: 2019. 4. 24 ~ 2019. 12. 20

빅데이터 활용 통계의 국가통계 승인관리방안 연구
연구진: 정용찬, 신지형, 심동녘, 김윤화, 오윤석

연구목적
최근 통계조사 환경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정책 수립 지원과 국가 현안 해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통계 생산 및 활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는 전통
적인 조사통계와는 여러 측면에서 차별점이 존재하며, 데이터의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이슈와 쟁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정책연구 과제의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국가통계
관리체계 벤치마킹 및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의 신뢰성 검증
기준 등 국가통계로 승인하여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최적의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조사 통계가 지니는 시의성, 경제성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및 승인 관점에서 빅데이터 활용 통계는 각국의
통계 관리체계 특성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통계 승인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은
빅데이터 활용통계를 공식통계 범주의 일부인 실험통계로 규정하고, 대표성 검토의 어려움 등 빅데이터 활용
통계의 한계 때문에 제한적인 사용을 전제로 공표하고 있다.
국내·외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기초로 빅데이터 활용통계 관리방안을 현 통계 승인관리체계
유지·개선, 법개정 유·무로 구분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현 관리체계 유지 시 빅데이터 활용통계
관리를 위해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청장의 승인제도 활용방안을 탐색하고 빅데이터 활용통계의 승인을 위해
대표성, 중복성, 안정성, 일관성 관점에서 조사통계와 구분되는 빅데이터 활용통계의 특성을 반영한 검증기준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한편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국가통계, 공공통계, 시범통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전제로 한 새로운 통계승인관리
체계에서, 빅데이터 활용 통계가 시범통계로서 자격을 획득하고 작성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신고
제도 운영(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개정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빅데이터 활용통계 활성화를 위한 국가통계 승인관리 개선안과 법령개정안을 토대로
통계청 유관부서, 작성기관, 수행기관 그리고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안 도입의 의의와 한계, 법률적
쟁점과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결과를 제시한다.

Key word

빅데이터, 국가통계, 승인체계, 대표성, 시범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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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52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ICT 통계 체계 기획 및 개선방안연구
                                                                         연구진: 정현준, 최계영, 정용찬, 고동환, 최지은, 손녕선, 고세란,
                                                                                    유선실, 정부연, 이선희, 신우철, 오윤석, 이은영,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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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는 신산업, 신제품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진화하는 시장이므로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통계생산체계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새롭게
발생하는 통계수요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분산적이며 개별적인 대응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2019년 현재 과학기술창조과학부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ICT 통계는 27종(부가통계 3종 포함 30종)에 달한다.
이에 본 연구는 ICT 시장의 급속한 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ICT 통계의 생산 및
분석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ICT 통계생산체계에 기획·조정 기능을 추가하고 개별 통계들의 현황 분석을 통해 기존 통계
조사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기존 ICT 통계들의 활용 및 신뢰도를 높 이기 위한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ICT 통계체계 개선 주요
방향을 살펴보고 ICT통계체계 운영을 위한 지원 현황을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ICT통계 통합모집단 운영,
마이크로데이터 구축 및 운영, ICT통계수첩 작성, 국제기구 제공 통계현 황 관리 지원 등 ICT 통계 발전을 위한
ICT통계체계 기획 및 생산체계 지원 결과를 정리한 다. 제4장에서는 급속한 기술진화에 따른 관심 및 정책적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ICT 일자리 행정통계 작성 지원 결과를 정리한다. 제5장은 ICT 통계 품질향상을 위해
ICT통계 승인체계 지원 및 결과를 정리한다. 제6장은 ICT 통계체계 진단 및 평가 결과를 정리한다. 제7장은
ICT 통계의 활용도 제고 및 확산을 위한 ICT 통계포털 운영 현황을 소개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물들은
“2020년 ICT통계조사 시행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ICT 통계관리를 위해 근거 규정인
과기정통부 훈령 1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을 신설하였다. 2018년 이후 동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과기정통부는 매년 ICT통계조사 시행계획을 실시하고, ICT 통계를 종합, 조정한다.
본 연구는 ICT 통계 발전방향 연구 및 ICT통계조사 시행계획 수립지원을 통해 ICT 전반을 포괄하는 통계
조사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높여, 보다 효과적인 ICT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분권적 통계생산체계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과기정통부 전체 관점에서 통계의 중복성 및 불일치,
통계의 중요성 및 활용도, 통계의 신뢰성 및 시의성, 통계체계의 정합성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였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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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9년도 주요 연구실적

•91

정책연구 19-53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ICT 통합모집단 구축 및 운영
연구진: 정현준, 신우철

연구목적
과거 과기정통부의 ICT 통계는 수행기관에 따라 별도의 모집단을 구축하고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ICT 통계간
중복계상 문제와 통계간 비교에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에 ICT 통계들의 조사범위를 일치하고, 통계간 중복계상
및 비교가능성 강화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통계품질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ICT 통계조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ICT
통합모집단 구축 및 운영을 통해 ICT 통계간 정합성, 비교가능성을 증대시켰다. 본 연구는 과기정통부 ICT
통계의 표준화 및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ICT 통합모집단의 구축 방법, 구축 결과 그리고 운용절차를
상세히 제시하여 이용자의 이해도 및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ICT 관련 통계 모집단 현황과 2019 ICT 통합모집단 구축 방법을 살펴보았다. ICT 관련 통계
모집단 현황은 ICT 산업대상, 전 산업 대상, 인구 대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ICT 통합모집단 구축 방법은
추진배경, 적용효과, 구축방법 순으로 살펴보았다. 다음, ICT 통합모집단 구축 결과를 구축 파일과 구축 변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ICT 통합모집단의 산업별 사업체 분포를 종사자규모별,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았다.
마지막, ICT 통합모집단 운용절차를 상세히 밝혔고, ICT 통합모집단 운용에 필요한 다양한 서식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ICT 통합모집단 구축 방법론을 개선하였고, ICT 통합모집단을 구축하여 과기정통부의
ICT 통계 표준화에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ICT 통계간 정합성 부족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였으며, ICT
통합모집단은 개별 ICT 통계의 산업범위를 모두 포함하여 신산업에 대한 누락 없이 ICT 산업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ICT 통합모집단은 2017년 7종, 2018년 13종, 2019년 16종 과기정통부 ICT
통계에 적용됐으며, 2020년에는 기존 통계를 포함하여 신규통계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ICT 통합모집단의
구축 및 운용은 ICT 통계의 비교가능성과 정합성 증대를 통해 통계품질을 향상시키고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CT 통합모집단은 기존 조사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및 민간의 새로운 수요에 따라 발생하는
ICT 신산업에 대한 통계에서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정부기관의 통계관리체계의 벤치마킹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ICT 통합모집단은 과기정통부, 통계청, 통계진흥원, ICT 통계 수행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구축 및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도 공공 및 민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ICT 통합모집단 개선을 도모하고 ICT 통합모집단의 활용 증대가 기대된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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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54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ICT 부문 분석용 마이크로데이터 구축
연구진: 정현준, 손녕선, 신우철,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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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포하기에 자료의 활용 가치를 중요시 여길 때 마이크로데이터의
노출위험은 커지며, 정보보호의 가치를 중요시 여길 경우에는 마이크로데이터의 정보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데이터 중심의 사회로 변화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이크로데이터를 구축하고 운영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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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다양성, 음이항 모형 등이 있으며, 비식별화
방법에는 국소감추기, 재코딩, 국소통합, 잡음첨가, 자료교환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익명성, L-다양성,
음이항 모형 등을 이용하여 실제 19종 ICT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노출위험 평가를 수행하였다. 노출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국소감추기, 재코딩 등의 추가적인 비식별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 과정을 바탕으로 최종 ICT 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분석용 연계 마이크로데이터 연구에서는 정보보호실태조사와 정보화통계조사
통계를 이용한 매칭기법 연구를 바탕으로 연계자료를 산출하였다.
이와 같은 ICT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확대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가승인통계 정보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ICT 부문의 경우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ICT 융합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ICT 분야의 통계 및 마이크로데이터는 기업과 정부 그리고 학계
등의 의사결정과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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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55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ICT 통계체계 진단 및 평가
연구진: 정현준, 최지은, 손녕선, 이선희, 오윤석, 이은영, 정은진, 한근식, 이용희

연구목적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이를 해석하고 활용
하려는 각 산업의 움직임은 확대되고 있어, 데이터와 통계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통계조사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가 양산되고 있으며, 활용도의 문제와 함께 정확성과 신뢰성의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30여 종의 ICT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ICT 통계조사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통계기획 및 평가를 지속해왔다. 특히, ICT 산업은 새로운 기술과 이를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출현
하고 소멸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ICT통계기획 및 평가에서 조사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검토와 점검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평가체계는 개별 통계의 조사 신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ICT 통계체계 전반의 유사중복 점검·조정 기능과 ICT 산업의 전문성과 시의성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에서 작성하는 30여 종의 통계조사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ICT 통계
평가체계를 적용하여 ICT 통계체계 및 개별 통계를 진단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과제는 2018년 수행하였던 “ICT통계체계 평가체계 개선 연구”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평가체계 구축과
평가 방법론을 구체화하고 이를 28종 통계에 적용하여 평가와 진단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9년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종 통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체계 구성을 살펴보고, 평가 과정과 평가 결과를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통합적 관점 에서 ICT통계의 구성을 살필 수 있는 통계맵을 구현하였고 개별 통계의 품질향상을
위한 통계맵 구성 요소(조사영역, 조사목적 및 근거, 모집단/표본설계, 조사항목)와 주요이슈(1. 단위무응답,               
2. 항목무응답, 3. 조사업체 관리현황) 점검을 통해 ICT 통계 28종의 공통 및 개별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본 과제는 ICT 통계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ICT통계 맵의 개념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통해 통계의
영역을 구조화하고, 상호 연관 관계를 파악하여 유사·중복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신산업 육성 정책 등을 지원
하기 위한 신규통계를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매년 통계조사 과정에서의 주요이슈를 선정하고, ICT
특성 반영(설문 등) 및 기초품질 확보(회수율 등) 등 주요 이슈를 점검함으로써 실무영역에서 개별 ICT통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ICT 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계맵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틀을 마련한 초기 연구로서,
향후 ICT산업 관점에서 통계조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통계 간 유사중복의 조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ICT통계의 생산 및 활용도 제고 나아가 ICT정책 수립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ICT통계체계 진단 및 평가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통계조사 수행기관의 주의 환기와 해당 항목에 대한
실사업체(조사업체) 관리를 통해 ICT통계의 전반적인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ICT통계, 진단 및 평가, ICT통계맵,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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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56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ICT 통계조사 승인체계 개선
연구진: 정용찬, 정현준, 손녕선, 유선실,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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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ICT분야 승인 통계의 경우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설문 변경의 필요성으로 인해 변경 승인 소요가 빈번한 특징을 지닌다.
변경 승인 발생시 통계별 유사중복 여부와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 ICT 통계체계의 표준화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미승인통계 품질진단이 일단락됨에 따라 연구범위를 미승인
ICT통계의 승인 추진 지원에서 ICT 통계 변경 승인 영역으로 확장하여 수행하였다. 미승인 ICT통계 품질진단의
목표는 ICT 통계 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승인통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블록체인산업실태조사, VR·AR산업실태조사,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SW융합현황실태조사 등 4종의 ICT 통계의 승인 추진을 위해 해당 통계의 품질을
진단하고 승인 추진을 위한 필요 사항을 점검하였다. 또한 2019년 ICT 통계조사 시행계획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내 ICT 통계조사의 승인 신청(신설·변경·중지)시 사전협의를 강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송산업실태조사,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정보보호실태조사 등 22종의 ICT통계 조사에 대해 변경 승인
요청 발생시 통계별 유사중복여부,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 ICT 통계체계 관점에서 통계의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신규 승인을 위한 품질 진단 과정에서 제시한 검토 사항과 승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은 향후 발생 가능한
신산업 분야의 ICT통계승인 추진 과정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변경 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는 ICT 통계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통계체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

ICT통계, 신규승인, 변경승인
Ⅲ. 2019년도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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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57

연구기간: 2019. 4. 1 ~ 2019. 12. 31

ICT분야 고용현황 분석 및 전망
연구진: 정현준, 최계영, 손녕선, 고세란, 신우철, 이은영, 소병도, 윤형준, 김기리

연구목적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 분야의 고용현황, 고용전망,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모색 등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2018년 이후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고용동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ICT
분야의 고용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018년 ICT 분야의 고용을 살펴보면, 특히 정보통신업
고용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특히 ICT서비스 및 SW 부문에서
SW프리랜서,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출현하는 현상들이 발견됨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ICT 부문의 고용현황 및 전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ICT 분야 고용동향에서 관찰되는 정보통신업 취업자 급증이 산업 성장의 영향인지, 새로운 형태의 고용
증가의 영향인지를 정량적인 통계분석과 정성적인 인터뷰, 인터넷 정보분석 등을 통해 점검하고, ICT 분야 고용
추이 및 형태에 대한 전망을 수행하였다. 첫번째, 국가통계 및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한 ICT부문의 고용동향을
분석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보험DB 등 각 고용관련 통계의 특성에 따른 고용동향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고 더 나아가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ICT부문의 고용동향을 사업체 및 취업자 특성
별로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두번째, 주요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의 구인 정보를 크롤링하여 고용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ICT 서비스 및 SW 분야의 일자리 동향을 분석하였다. 세번째, ICT 서비스 및 SW
분야의 고용 현황 심층분석을 위해 심층인터뷰 및 인터넷 웹사이트 정보를 분석하였다. ICT업계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ICT분야 고용 동향, 정부 정책 만족도, 애로·건의사항 파악 등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네 번째,
ICT산업의 취업계수 추정 방식 등을 통해 KISDI의 ICT산업 중장기 전망의 자료를 이용해 “중장기 ICT산업의
고용전망”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ICT산업의 일자리 특성을 파악하고, 고숙련/저숙련 등 노동구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향후 고용형태에 대해 전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월 변화하는 ICT부문 고용동향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부처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ICT 환경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고용동향’에서 정보통신업 부문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수립을 지원하였다.

Key word

ICT 고용, 마이크로데이터, 프리랜서, 중장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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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58

연구기간: 2019. 4. 1 ~ 2019. 12. 31

ICT산업 중장기 전망(2020~2024) 및 대응 전략
연구진: 고동환, 정용찬, 나성현, 유선실, 정부연, 김민식, 이경남, 오정숙, 이은민, 노희윤, 이보겸, 이솔희

연구목적
ICT의 혁신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ICT 관련 정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거시경제적 이슈를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ICT 산업의 시장 현황 진단 및 전망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특히 ‘미·중 간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의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품목별 수급과 기술진보에
따른 장기적 성장추세에 대한 전망만으로는 적절한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거시경제적
충격에 따른 세계가치사슬 및 공급사슬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각 시장에서의 경쟁구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망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의 목적은 ICT 트렌드를 분석과 함께 국내외 거시경제적 이슈와 그 파급경로를
도출하고 각 시장에서의 경쟁구도 및 수급에 대한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2019년의 국내 정보통신방송기기,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소프트웨어 부문의 생산(매출)과 수출입 성과를 진단하고, ICT 산업에 대한 단기(2020년)와
중장기(2020~2024) 전망치를 제시하며, ICT 산업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세계 경제는 높은 불확실성의 지속과 그에 따른 투자 및 교역의 감소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2019년에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세계 ICT시장은 유럽, 아시아
등 대부분 지역에서의 경제 둔화로 IT기기, 데이터센터시스템 등 하드웨어 부문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신규
IT프로젝트도 감소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전년대비 0.4% 증가에 머물렀다. 그러나 향후에는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반으로 연평균(2018~2023) 3.0% 성장할 전망이다.
2020년 우리나라 ICT 산업 생산은 메모리반도체의 수요 회복과 5G 확산에 따른 통신서비스의 회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안정적 성장으로 전년대비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0~2024년 ICT 산업 생산은
소프트웨어 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5G, AI, IoT 관련 반도체 및 플렉시블 OLED 패널 등 고부가가치 부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겠으나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확대되고 해외생산이 증가하면서 ICT기기 시장이
둔화되어 연평균(’20~’24) 1.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나라 ICT 산업은 구조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품목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 혹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경기변동에 동조하는 경향이 클 수밖에 없다. 중국은 2010년 이후로
경제구조를 수출 및 투자 중심에서 내수 및 소비 중심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 미국과의
패권경쟁으로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중간재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ICT 산업의 기술은 빠르게 진보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ICT 산업은 수출대상국을 다변화하고
기술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Key word

ICT산업, 중장기전망,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소프트웨어, 방송서비스, 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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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59

연구기간: 2019. 4. 1 ~ 2019. 12. 31

신산업분야 미래직업예측
연구진: 최지은, 고동환, 고세란, 노희윤

연구목적
기존 산업은 ICT 기술 융합을 통해 업무 수행의 효율화 및 비용절감이 가능해지면서 가치사슬이 재구성되고
산업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의한 기존 산업의 직무 수행프로세스 변화 등 기술의 융합에
따라 기존 산업의 직무 및 직업의 변화 및 신규 직무 출현이 등 일자리 변화가 예상되고, 미래 직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ICT 융합분야에서의 미래 직무 변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업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ICT 융ㆍ복합 분야의 미래 직업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금융 및 물류 분야의 직무 변화를 중심으로
변화 방향성을 예측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직무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설문 조사를 통해 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파급 및
융합정도를 파악하여 직무별로 변화방향성 분석, ② 직무 변화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분야의 경우 이미 디지털 전환 등으로 ICT 기술 융합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거의 모든 직무 그룹에서 ICT 기술에 의한 미래 변화가 예측되었다.
특히,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직무 변화가 크게 예상되었으며, 따라서 해당기술 활용이 높은
금융상품 기획 및 개발, 결재, 증권거래 직무에서 높은 변화가 예측되었다. 물류분야의 경우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직무 변화 보다는 기획ㆍ관리 직무와 같은 업무의 프로세스 상단에 위치한 고숙련 직무에서 기술에
의한 미래 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범 부처차원에서 ICT 융합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 사업을 확장하여 ICT
고급인력 외에도 융합인재 및 ICT 현장실무자를 육성하는 등 ICT 융합인재 양성 지원방안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기대된다.

Key word

ICT 융합, 금융, 물류, 직무변화, 미래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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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60

연구기간: 2019. 7. 1 ~ 2019. 12. 31

ICT 업계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관련 현황조사
연구진: 신지형, 최지은, 정현준, 정부연, 노희윤

연구목적
휴일ㆍ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ICT 업계의 제도 안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한 사업체와 근로자의 대응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업의 사업체, 근로자 대상의 명확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안착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외 노동시간 단축 사례를 검토했다. 그 다음으로 종사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업계의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 추진 실태 및 종사자의
인식을 파악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관련 사업체 400개 업체와 종사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사자 수 300인 미만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업계의 노동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준비
실태를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틀을 바탕
으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제안했다. 첫째, 인건비 지원, 근로시간 단축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둘째, 업종별 특화 표준계약서 등 지원책 마련을
통한 발주문화 개선, 셋째, 유연근로제 활용을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성공적 안착
기업의 사례 발굴과 공유를 통한 노사 인식 제고로 건전한 근로문화 구축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제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정보통신, 사업체조사, 종사자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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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13-01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2019 방송통계DB 구축·운영(I)
연구진: 정용찬, 신지형, 심동녘, 김윤화, 이선희. 노희윤, 오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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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방송
통계 자료를 DB화하여 제공함으로써 방송 및 뉴미디어 통계에 관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사업에서는 검색기능 개선, 사용자 이용행태 분석, 홈페이지 UI 개선, 시스템 모니터링 도입 등 이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 개발과 개선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노후화된 시스템 환경
개선을 위해 가상화 서버 이전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강화하였다. DB시스템의 기능개선 외에도 기존의
통계자료 리뉴얼 및 업데이트도 이루어졌다. 국가승인통계(제405001호)인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를 DB
시스템에 업로드하였고, 해외방송통계 자료도 데이터 업로드방식을 리뉴얼하고 최신자료를 DB화하여 업로드
하였다.
통계정보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생으로 구성된 ‘KISDI STAT 서포터즈’ 6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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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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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ⅠKISDI 2019 연차보고서 Ⅰ

정책자료 19-13-02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2019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연구진: 심동녘, 신지형, 김윤화, 오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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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차년도 조사로 4,583가구 및 10,864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다. 특히 10차년도 조사에서는 패널 마모로 인해 패널보완을 실시하였다.
2011년부터 9년에 걸쳐 전국적인 패널데이터가 구축되어 연구결과를 관련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와 정책
당국에 제공하고 그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제7회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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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에는 미디어 관련 산업의 다이내믹한 기술 변화 및 제품 진화 등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여 설문내용을
개선하였고, 특별 섹션으로 소비자 혁신성에 관한 설문을 추가하여 미디어가 혁신적인 제품선택에 있어 중재변수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조사는 다매체 시대의 cross-media 이용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지표와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과 측정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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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조사), 미디어 이용행태, 미디어 부문 지출
Ⅲ. 2019년도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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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14-01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총괄보고서: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 및 ICT와 무형자산의 성장기여 연구
연구진: 정현준, 김정언, 신우철, 이은영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의 경제성장률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저하 등 장기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지금, 이 순간이
한국경제가 1인당 국민소 득 3만 달러 달성 이후 향후 행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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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로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 및 ICT와 무형자산의 성장기여 분석”(정책자료 19-14-02)와 “사업체 동학 현황과
생산성 분석: ICT 산업을 중심으로”(정책자료 19-14-03), “ICT와 R&D투자의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연산
일반균형(CGE) 모형 개발”(정책자료 19-14-04) 연구를 수행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산업별 생산성과 ICT와 무형자산의 성장기여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KISDI 생산성 계정
2019’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석을 수행했다.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 및 ICT와 무형자산의 성장기여 분석”(정책자료 19-14-02)에서는 산업별 성장과
생산성 연구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ICT
산업의 성장기여가 경제전반의 성장과 생산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주력산업의 생산성 증가율 저하로 인한
비ICT 산업의 생산성 악화가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지식기반
무형자산 성장회계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무형자산의 성장기여도는 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나 타 국가에 비해
무형자산의 성장기여 비율은 낮은 것도 밝혀냈다.
“사업체 동학 현황과 생산성 분석: ICT 산업을 중심으로”(정책자료 19-14-03)에서는 사업체의 미시
데이터를 이용해 사업체의 진입퇴출과 같은 기업동학이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생산성
계정을 통한 산업연구 결과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산업수준 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ICT와 R&D투자의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연산일반균형(CGE) 모형 개발”(정책자료 19-14-04)에서는
ICT와 R&D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으로 ‘KISDI 생산성 계정’을 이용해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개발했다. 분석결과 ICT 투자와 R&D 투자의 확대는 산업 생산성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ICT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산업
생산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Key word

생산성 계정, ICT자산, 지식기반 무형자산, 성장회계, 사업체동학, 연산일반균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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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14-02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 및 성장기여 분석(1981~2017)
연구진: 정현준, 신우철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의 경제성장률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저하 등 장기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투입 주도형 성장에서 2000년대 후반 이후 생산성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 2010년대에는 국내외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성 주도형 성장에서 나아가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KISDI 생산성 계정 2019’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성장과 생산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위한 질적 성장요인 분석을 위해 총요소생산성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
ICT와 R&D 등 자산의 세분화, 지식기반 무형자산의 반영 등 다양한 성장요인을 산업수준에서 연구하고자 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장의 원천을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기 위해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을 수행했다. 우선, 생산, 자본, 노동, 노동소득 등으로 구성된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
방법론을 점검하고 개선했다. 부가가치와 총산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산업별 성장회계 분석을 통해 산업
성장의 원천을 살펴보고, 지식기반의 무형자본을 추계하여 노동생산성과 유형과 무형자본의 성장기여를 국제
비교했다.
산업별 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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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화가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력
산업의 위기로 인해 제조업의 TFP 증가율이 서비스업보다 낮아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한편, 투입 측면에서
산업의 성장에 ICT 자본과 연구개발 자본의 기여도가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보인다.
제조업의 경우 연구개발의 성장기여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ICT 자본의 성장기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편, 지식기반 무형자산 성장회계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무형자산의 성장기여도는 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나 타 국가에 비해 무형자산의 성장기여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형자본의 투자는 기술혁신의 동인으로 요소 투입을 통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는 연결
고리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중 무형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Key word

산업별 생산성, 성장회계, ICT자산, 지식기반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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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14-03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사업체 동학 현황과 생산성 분석: ICT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진: 손녕선, 정현준, 이은영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3%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저하 등 장기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 성장 저하는
대외적으로 기술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등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대내적으로 성장률 저하,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 사회구조 변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과거와 같은 투입 중심의 전략 대신
생산성 성장을 통한 발전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생산성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단위의 미시자료를 통해 산업의 구조를 파악하고 저성장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ICT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체 단위 동학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진입, 퇴출 등의
사업체 동학이 생산성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사업체 단위 마이크로자료를 활용하여, ICT산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의 진입퇴출과 생산성
분석을 다루고 있다. 사업체들의 진입퇴출 현황 및 특성을 산업별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발생하는 사업체
동학의 구체적 밑그림을 파악하였다. 추가로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을 정의하여 산업별로 사업체들의 생산성
현황을 분석하고, 이행행렬과 분해식 등을 활용하여 사업체의 진입퇴출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타산업 대비 ICT산업의 진입퇴출 현황을 파악하고 비효율성 정도에 대한 유의미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결과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ICT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체의 진입 촉진 및
경쟁력 있는 사업체들의 성장을 위한 기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신규 사업체들에 대한 투자
확대, 진입 장벽 감소 등의 정책적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Key word

ICT산업, 사업체 동학,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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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14-04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ICT와 R&D투자의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연산일반균형(CGE) 모형 개발
연구진: 심동녘, 정현준, 이은영, 황원식, 여영준

연구목적
ICT 기술혁신과 융·복합화로 제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조응하는 산업정책의 설계와 추진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동인이라 할 수 있는 ICT 및 R&D 정책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경제모형을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KISDI 생산성 계정을 이용해 그간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ICT와 R&D 투자의 산업별 효과를 정량적
모형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고자 했다. ICT와 R&D 투자를 반영한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고, ICT와 R&D 투자의
효과를 명시적으로 반영한 일반연산균형(CGE) 모형을 구축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정부의 ICT 및 R&D 투자정책에 따른 국내의 경제 주체별, 산업별 효과를 측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ICT 분야의 정부 투자 및 지원 정책마련을 위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ICT와 연구개발 투자관련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ICT와 R&D 투자의 경제효과 분석에서는 CGE 모형을 통해 ICT와 R&D 자본에 대한 투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ICT는 한국 경제의 발전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최종적인 상품과
서비스는 다양한 산업의 생산 공정에 적용되어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와 유사하게,
R&D도 제품혁신뿐만 아니라 공정혁신을 유발시키며, 전산업에 걸쳐 긍정적인 외부효과 (spillover)를
발생시킨다. 즉, ICT와 R&D는 타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학적인 모형 관점에서 보면,
ICT와 R&D는 매우 유사하게 모형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ICT 투자와 R&D 투자의 확대는 산업
생산성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ICT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산업생산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책적으로 ICT와 R&D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충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산업의
불균형적인 발전은 자동화, 지능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은 스마트시티, 스마트빌딩처럼
ICT를 기존 산업에 융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Key word

사회계정행렬, 일반연산균형 모형, ICT 자본, R&D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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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15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2019년 KI 시청자평가지수조사
연구진: 신지형, 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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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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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6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2019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연구진: 정용찬, 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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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6가구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9년 6월 3일부터 2019년 8월
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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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0.3%에서 2019년 85.4%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매체로 스마트폰의 중요도는(63.0%)는 전년(57.2%) 대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TV 중요도는 32.3%로 전년(37.3%) 대비 크게 낮아지면서 스마트폰이 TV보다 더
필요한 매체로 자리매김하였다. 연령별로 50대 이하에서는 스마트폰을, 60대 이상에서는 TV를 필수매체로
선택하여 스마트폰 선택비율로 점차 고연령층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실시간 시청은 TV수상기 이용이 96.0%로 다른 매체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고, VOD 시청은 TV수상기 이용
10.3%, 스마트폰 이용 5.7%로 TV에 이어 스마트폰의 이용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TV를 시청하면서
타 매체를 동시에 이용하는 비율은 스마트폰이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V 시청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정보검색이나 문자/메신져, SNS 이용하는 비율이 TV 이용자의 40.6%로 나타나, TV를 시청하면서
방송콘텐츠를 전파, 공유하는 능동형 시청 방식은 스마트폰의 보급이 고연령층으로 확산됨에 따라 일반적인
시청 행태로 자리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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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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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17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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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14일부터 2019년 6월 11일까지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1년간의 방송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은 종사자, 방송매출, 유료방송 가입자와 채널 운영,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방송편성,
사업결합과 소유구조, 시설현황 등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국내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액은 17조 3,057억 원으로 2017년
대비 4.8% 증가하였다.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는 3,278만 명으로 IPTV 서비스 가입자 증가세가 이어져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다.
방송분야 종사자는 3만 7,288명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하였다.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은 소폭
감소한 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은 완만한 성장 기조 유지에 따른 종사자 증가로 전년대비 2.5% 증가하여 1만
7,062명이었다. IPTV사업자 종사자 수(통신을 제외한 IPTV 사업부문)는 성장 기조 유지로 4.0% 증가하여
755명이었다.
2018년 전체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구매비는 주요 지상파방송사의 파업, 프로그램 제작 부진, 광고매출
급감,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등 대·내외적 성장 제약 요인이 많았던 2017년에 비해 18.5% 증가하여
4,747억 원을 기록하였다. 지상파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수출 총액(해외교포지원방송, 비디오/DVD판매,
타임블럭, 포맷, 방송프로그램 포함)은 전년대비 14.4% 증가한 3억 2,680만 달러, 수입은 4.6% 감소한
9,753만 달러였다. 지상파방송의 수출액은 1.8% 감소한 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은 39.8% 증가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콘텐츠 경쟁력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보고서는 방송산업의 분야별 정책 수립과 기업 경영전략 수립, 방송시장 예측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

방송산업, 방송매출, 방송인력, 유료방송가입자, 방송 제작비, 방송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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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18

연구기간: 2019. 4. 1 ~ 2019. 12. 31

아리랑 TV 해외시청자 평가지수조사
연구진: 신지형, 고세란, 정부연, 오윤석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필요성과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첫째,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질과 만족도를 평가하여 아리랑 TV 해외 시청자평가지수를 산출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고품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인식 변화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방송서비스·콘텐츠·이용환경 등에 대한 시청자
중심의 정책수립에 기여를 도모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의 방송프로그램 품질 평가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아리랑 TV의 방송프로그램 품질 평가 지수 산출을 위한 조사 설계에 따라 전세계 아리랑 TV 시청자 중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지수와 품질 지수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보조적 지표로 아리랑TV 채널에 대한
평가를 7대 항목별(흥미성, 다양성, 신뢰성, 유익성, 창의성, 공정성, 공익성)로 시행한다. 또한, 아리랑 TV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인식조사를 추가로 구성하여 방송 콘텐츠의 인식 및 기준에 대한 변화를 탐지하여
조사 결과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는 시청률 조사와 같은 단순 시청 빈도의 프로그램 평가가 아닌 프로그램의 질
평가를 통한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글로벌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아리랑
TV에 대한 외부 평가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Key word

방송프로그램 품질 평가, 만족도 지수, 품질 지수, 시청자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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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연구 19-01

연구기간: 2019. 7. 1 ~ 2019. 12. 31

ICT 분야를 둘러싼 미중 갈등과 시사점 연구
연구진: 최계영, 남상열, 김성옥, 김지환, 고동환, 심동녘, 박주영, 김민식, 이선희, 정연희, 고준성

연구목적
본 연구는 미·중 무역 갈등을 기술패권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타당한지, 기술패권 추구의 의미와 중요성은
정확히 무엇인지,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핵심 분야로서 ICT의 역할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핀다. 또한 ICT 분야
기술패권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과 정책적 수단을 세계 ICT 산업의 분석 및 경제교류에 대한 다양한 법제도
평가를 통해 우리가 추진해야할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미·중 양국에 자본과 인재의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양국 ICT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이 두 개의
기술 생태계간 경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로, 자국의 ICT 기술패권 유지를 위해 교역뿐만 아니라
투자, 인력교류 등도 과거의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와 같은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등 글로벌화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점차 심화되고 있어, 해외 투자 결정, 인력교류 등 다양한 경제 교류
활동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ICT 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GVC) 상의 관문(Choke
Point)에서 우리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미 중국에 직접투자, 현지 공장 등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생산기지의 이전이 쉽지 않고, 세분화된 국제분업 구조의 변경은 효율성의 희생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현재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보다는 전략적 의의가 크고 아직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여서 글로벌 분업이 활발하지 않은
분야, 즉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퀀텀 컴퓨팅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기술선도에 대항하여 화웨이, 알리바바, 바이두 등 중국 거대기업들이 이 분야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 우리나라도 동 분야에 투자, 인재 양성을 통하여 메모리 위주의 구조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4차산업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최정상 첨단연구에서는 미국에 뒤지지만 거대한
빅데이터 축적, 정부의 전폭 지원, 증명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낮은 규제, 인프라 지원 등 기술의 사업화
측면에서 장점을 갖추고 있다. 국내 서비스 기업은 기술/인력 양성은 물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오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영역 확대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들 분야는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경제, 군사, 안보에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상호의존성이 무기화될 수 있어 기업의 해외투자 등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블록화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글로벌화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기업-정부간
협력도 상대적으로 쉬워 장기적으로 글로벌화보다는 자국(및 동맹국)에 한정된 생산기지를 구축함으로써
GVC에서 상대국의 적대 행위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분야 가치사슬을 전부 잘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안에서도 선택과 집중 전략을 잘 기획/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는 근래의 국가간 무역 분쟁을 ICT 기술패권 관점에서 원인과 영향력을 파악하여, 기술우위의 중요성뿐
아니라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무역갈등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기초 연구로써 미중 무역 분쟁의 중장기화 혹은 유사
국제 분쟁시, ICT 부문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상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

무역갈등, 무역분쟁, ICT, 기술패권,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G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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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13

연구기간: 2018. 10. 26 ~ 2019. 8. 30

Policy Consultation for the IT Sector Development in Brazil
연구진: 고상원, 남상열, 이종화, 강준모, 김창완, 유성훈, 정연희, 송영민, 이재민, 황준석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브라질의 IT 산업 정책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자문 수요 제기에 따라, 브라질 경제의
특수성 내에서 한국 정책의 성공 요소 전이 가능성을 진단하고 브라질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자문을 통해 그 결과물이 실제 브라질 정책에 반영 및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정책 수립과 이행 경험을 공유하고 브라질의 여건을 고려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브라질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는 IT 산업 분야의 효과적 발전 방향 제시 및 이행 촉진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진을 구성 및 운영하고 KOTRA 및 브라질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선행연구를 수행, 브라질 IT 산업 현황을 고려한 IT 산업 발전 전략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 등을 제시하여 브라질
여건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 구사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WTO 보조금 협정 관련 한국의 경험을 소개하고 국제통상규범에 부합하는 IT 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WTO 보조금 협정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동 협정 외에 정부의 보조금과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WTO 규정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한국-브라질 양국의 IT 산업 현황과 특징
분석을 토대로 IT 산업 발전을 통한 브라질 경제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중요 요소와 그에 따른 정책적
제안들을(글로벌 가치사슬 내 기회 확보, 경쟁 유도 및 규제 장벽 완화, 디지털 혁신 장려, 디지털 기술 증진을
통한 인력 확보) 제시하였다.
한편 IT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략적 R&D 제도와 혁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연구개발의 전략적 측면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제한된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R&D 전략 목표 아래 혁신 주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방식 등을 통해 과학기술 R&D 거버넌스를
확대와 전략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R&D의 전략적 투자가 하나의
산업 영역에만 집중하는 투자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산업의 성공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는 R&D 성과 관리 체계와 연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브라질의
혁신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의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 체계를 갖추어 다양한 국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IT 분야는 전반적인 산업과 경제 발전의 핵심 분야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증대가
가능한 산업 다변화 정책 구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IT 산업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제시된 정책적 제안들을 참고하여 브라질 여건에 맞게 실용적으로
적용 및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Key word

브라질, WTO 보조금, IT 산업, R&D,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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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14

연구기간: 2018. 12. 24 ~ 2019. 9. 20

남북 과학기술/ICT 분야 4차산업혁명 공동대응 방안 연구
연구진: 남상열, 강하연, 김창완, 고상원, 김성옥, 이학기, 김태은, 서소영, 김선규

연구목적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과 북의 4차 산업혁명 관련 현황 분석에
기초하여 협력분야 및 협력방안을 수립하고자 수행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전 산업과 기술에 걸쳐 ICT 기술이
활용·융합되어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지능정보기술은
기존 경제패러다임에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가치창출 패러다임을 가져오는데, 기존의 산업구조 분석
기법을  탈피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북한도 김정은 정권이후 CNC기술을 통한 생산방식의 자동화, 산업의
생산성 향상 중심의 정책에서 과학기술, ICT분야의 기술고도화를 통한 전 산업의 자동화, 지식경제시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ICT 인프라와 과학기술자원을 보유한 남한과 과학기술, ICT 잠재력이
우수한 북한과의 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은 새로운 한반도 재도약의 기회이자 현 정부의 신한반도 경제
구상과도 부합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남한 및 북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분석 및 북측 수요파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남북경제협력 틀을 제시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남북협력을 유형화하여 각 협력모델 추진 시
고려할 요소와 협력방식을 기술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북한은 2000년도 초반부터 진행되고 있는 시장경제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바, 4차 산업혁명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소비자 중심 경제 및 기술적 요건은 미흡하다.
과거부터 과학기술정책을 중요시한 북한은 소프트웨어, 생체인식기술 등 일부 과학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데이터 및 지식 기반 산업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시장기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 기술적 기반, 특히 인프라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4차 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인 고도 망이(4G이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국망이 해외망과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의 기본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능정보화정책사업 중 북한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북한의 산업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의 추진이 가능성은 있다. 북한의 현황 및 수요에 부합하고 북한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사업은
다음의 4가지 유형의 협력으로 정리하였다. 산업지능화 협력, 인프라고도화 협력, 미래기술인재 양성 협력, 및
혁신생태계 조성 협력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협력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Key word

남북 ICT 교류협력, 북한 ICT, 남북 4차산업혁명 협력방안, 북한 4차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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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61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2019년 남북 정보통신 교류촉진 사업 결과보고서
-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 협력방안 연구 연구진: 강하연, 김창완, 남상열, 김태은, 서소영, 김선규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국제기구의 각종 지원 및
협력사업을 살펴보아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남북관계에서 양자 간 교류협력은 대북제재 등 정치적 영향뿐 아니라, 근본적인 협력 네트워크 및
플랫폼이 부재하기 때문에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개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적 협력은 남북 양자 간 협력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이 적고,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류와 협력에 대한 논의가 용이할 수
있다. 특히 UN과 같은 포괄적 논의 위주의 국제기구뿐 아니라 ITU 등 전문성을 가진 기구, ADB와 같은 지역
기반 기구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추진의 장을 제공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가
추진한 체제전환국 및 개도국 지원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남북 교류협력에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은 향후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주요 협력이다. 특히,
정보통신 교류협력은 북한의 ‘과학기술중시’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협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일 것이다. 북한은 현재 UN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이며, 몇
몇 국제기구에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CT 부문 최고 국제기구인 ITU의 경우 현재까지
뚜렷한 대북 지원 및 협력사업은 없으나, 다른 개도국의 사례 등을 살펴보았을 때, 북한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ITU에 대한 재정적 기여, 전문성 기여 및 리더십을 고려했을 때, ITU를 통한
남북교류협력 추진은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편,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은 해당 국제기구의 전문성, 규정 및
절차, 타 회원국들의 동의 등이 필수적인 기반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이행능력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UN 대북제재 하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 및 지원은 무엇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부처별로 담당하는 국제기구가 상이한 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의 협력과 국제기구 참여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Key word

남북 ICT 교류협력, 북한 ICT, 북한 국제기구
Ⅲ. 2019년도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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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62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연구진: 강하연, 김창완, 임동민, 김태은, 서소영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목표로 북한의 방송통신 이용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북한 방송통신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정책적 차원의 수요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북한 방송통신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북한 현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 현재 각 방송사에 축적되어 있는 북한
관련 영상자료를 DB화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가능성을 모색한다. 둘째, 북한의 방송국,
채널, 프로그램 편성 및 인프라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의 기본 자료를 만들고자 한다.
셋째, 교류협력의 당사자인 방송사, 업계, 학계 수요에 기반하여 북한 방송통신 관련 조사 분야 및 항목을 선정,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를 포함한 향후의 북한 방송통신 조사 연구의 활용성 및 효과성을 제고한다.
2019년 기준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1차 자료 수집 및 북한주민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조사설계 및 설문지
작성을 추진하고 현 단계에서 수행 가능한 영역 내 통계자료 생성을 위해 조선중앙TV의 편성표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국의 북한방송 영상물 보유 및 관리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이를
DB화 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지원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지원방안으로 보유중인 전체영상의 디지털화
및 저장공간의 제공, 북한 방송전문가의 영상해석 지원, 기타 자료로 방북 시 취재한 자료들의 지적재산권
이슈 해결에 대한 해법 마련 등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3장에서는 북한 방송의 이념 및 역사, 매체현황 등을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전문가자문을 활용하여 북한 방송실태의 최근 변화를 파악하였다. 북한의
방송은 조선중앙TV, 만수대TV, 룡남산TV, 체육TV 등 4개의 지상파 채널과 케이블이 설치된 대도시 지역에서
유선으로 연결되는 사회문화방송 등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인트라넷 기반 플랫폼인 만방TV가
운영되고 있다. 방송내용 면에서는 김정은 체제 이후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 내 프로그램 제작 확대
등의 움직임과 함께 제한적이기는 하나 단조로운 촬영 기법을 탈피하고 다양한 그래픽의 활용, 실황중계 확대
등의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조사항목의 세분화, 크게
방송통신 산업일반현황과 개인이용실태로 구분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실행은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을 반영하고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

북한 방송현황, 북한 방송편성, 북한 방송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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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63

연구기간: 2019. 4. 30 ~ 2019. 12. 31

AIBD, IIC 등 국제기구를 통한 방송미디어 규제 및
정책협력 방안 연구
연구진: 남상열, 김남두, 김태은, 김성웅, 김나연, 정연희

연구목적
국가별로 독립적인 방송미디어 규제기관이 존재하며, 이들은 지역차원에서의 협의체 혹은 협력 채널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당면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융합 미디어환경 하에서, 전 세계의 방송정책 및 규제기관들은 도전 및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미디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제외교는 주요 방송콘텐츠 분야나
미디어 분야의 규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양자 간 협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 외교 및 협력의 전략적인 추진을 위해서 다자와 양자 외교간의 균형 및 보완적 추진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외교 프레임워크의 수립 및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방송미디어 환경 하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방송미디어 규제 및 정책 분야의 다자간 방송미디어 외교 및
협력의 방향성 및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제1장 서론에서 방송미디어 부문 기술의 발전 및 글로벌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현안 연구가 필요함을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부간 국제기구, 비정부 국제기구, 기타 지역
규제기관 논의체로 나누어 특히 AIBD(아시아태평양 방송개발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특히 미디어리터러시 분야에 초점), IIC(국제방송통신기구) 등 방송미디어 관련
주요 정부간·비정부 국제기구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각 기구 주요 회의체에서의 핵심의제 및 주요 활동
조사·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타 세계/지역 방송연맹과 지역차원의 규제기관 협의체도 별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상기 관련 국제기구 활동 동향 조사 및 분석을 기반으로 국내 방송미디어 및 국제협력 전문가들의
견해와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미디어부문 국제기구·다자협력 분야 및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방송미디어분야의 다자외교 및 협력 전략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방송미디어
국제협력의 체계화 및 협력사업의 구체화에 있어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방송, 미디어, 국제협력,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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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19. 5. 15 ~ 2019. 12. 31

APEC 디지털 혁신기금을 활용한 ICT 국제협력 추진 연구
연구진: 남상열, 김성웅, 박정은, 김병우

연구목적
2017년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제안으로 APEC 회원경제들의 ICT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기금이
조성되었다. 한국은 그동안 APEC 내 디지털경제 관련 의제 제안이나 사업 참여가 거의 없어 APEC 내에서
디지털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한국의 역할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이 ICT 분야의 리더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APEC 내에서의 ICT 분야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APEC 디지털 혁신기금을 활용한 국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수요, 특히 아태지역의 ICT 관련 의제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제사회의 관심 ICT
이슈 가운데 한국이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의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국제기구 및
지역협의체에서의 ICT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경제 현황 및 ICT 정책, APEC 회원경제의 정보통신
현황 및 정책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국제기구 및 지역협의체의 최근 논의동향을 살펴본 결과, 국제사회 주요 관심의제는 차세대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부문, 규제 혁신, ICT 인적역량 강화, 정보보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의 디지털경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연결성, 혁신 부문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나,
ICT 이용, 시장개방성, 디지털격차 등에 있어서는 아직 개선될 여지가 남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 ICT 정책들은 대부분 신기술과 관련된 정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ICT ODA 사업
현황의 경우에는 ICT 관련 ODA 사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CT 부문 중에서도 특히 인프라에
관한 프로젝트 및 정책자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PEC 회원경제의 정보통신 현황 및
정책, 5G 구축 현황을 살펴본 결과,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 등 APEC 주요 회원경제는 대부분 5G
상용화를 이루었거나 상용화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5G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있으나, 아직 실질적 상용화까지는 어려움이 있고 5G 구축을 위한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태지역 내 국제협력을 추진방향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경제의 특성과 협력을
위한 주요 대상요소들, 그리고 한국의 위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아태지역의 디지털경제 현황, 잠재적
수혜국들과 한국을 포함한 공여국들의 협력의 수요와 공급 양측면을 고려한 협력 우선분야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APEC 디지털 혁신기금 및 그 기반인 APEC과 글로벌 협력 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추진방향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사업으로 5G가 활용될 수 있는 산업
전반에 대한 모범사례 공유를 위한 ‘5G 생태계 혁신 및 다양성 촉진’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한국과
APEC 간의 디지털 협력방안은 향후 아태지역 내 국가 및 국제기구·지역협의체와의 협력에 모범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혁신 기금, 국제협력, 정보통신정책, ICT 역량강화

•118

ⅠKISDI 2019 연차보고서 Ⅰ

정책연구 19-65

연구기간: 2019. 8. 7 ~ 2019. 12. 31

WTO 전자상거래,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등 방송통신분야
대응 방안 연구
연구진: 강하연, 김승민, 정연희, 박두이, 김성웅

연구목적
디지털 경제의 급부상,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진화, FTA 협상 트렌드 변화, WTO 전자상거래협정 협상
개시 등 방송통신 분야 통상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글로벌화 현상은 기존의 영토기반 규제체계에
엄청난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등 주요국들이 추진하는 전자상거래분야 국제규범은 국가의 국내법
및 규제패러다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상환경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내법제도 간
합치성 및 국가 간 정책적 조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방송통신 분야 통상 주요 현안에 대해 해당 국내법과의 합치성 분석 및 기존 FTA와의
심층비교분석 등 국내 규범체계에 부합하면서 디지털 경제환경下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체계적
통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추진 중인 WTO 전자상거래 협정 협상,
RCEP, 한-메르코수르 TA, 한－중 FTA 후속협상 등에 대한 효과적이고 일관된 통상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아울러 WTO 및 FTA에서 발생하는 통상현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국제기준에 부합한 국내제도 선진화
견인을 통해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방송통신 분야 통상협상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그 양상 또한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의 내용과 범위를 기술하고, 우리나라 기체결 FTA
시장개방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그리고 향후 협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신규 FTA 및
기존 FTA의 개선 협상 진행 상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방송통신 분야 관련 주요 전자상거래 조항 위주로 규범
내용분석, 국내법령과의 합치성 분석을 통해 향후 통상협상에서 활용 가능한 대응방향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향후 방송통신 분야 통상협상에 대비하여 전반적인 대응방향과 효과적인 통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WTO 및 FTA 협상 대응 시, 방송통신 분야 예상쟁점에 대한 대응논리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통상협상 대응 자료로 적절하게 활용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국내규제의 통상법적 합치성을 확보하고
통상마찰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참고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분야의 효과적 통상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

통상, FTA, WTO, 전자상거래, 통상협상
Ⅲ. 2019년도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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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19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ICT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연구 (Ⅱ)
연구진: 고상원, 유성훈, 송영민, 정헌주, 유상엽

연구목적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ICT 분야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ICT
분야 ODA 사업에 투입된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본래적 목표와 성과지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SDGs 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차 연도 연구를 통해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ODA 평가
및 모니터링 실태 파악을 통해서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해당 2차 연도에는 바람직한 ICT ODA
성과관리 및 평가 개념 정착을 바탕으로 주제별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1차 연도에 수행한 ODA 평가 및 모니터링 방법론 검토 및 ICT 분야 ODA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ICT ODA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개선 방안(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을 제시하였다. 1차 연도 표본에 2019년 내용을 추가하여 최근5년간(2015~2019)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기준) 전체 리스트를 기존 분류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ICT ODA 사업 현황을
시행기관별·지역별·지원유형별·주제별로 분류하였으며 주제별 분류 기준(연결, 활용, 법·제도, 디지털혁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및 모니터링 성과지표를 제안하였다.
ICT 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ICT 분야 ODA 사업을 구상·운영하는데 있어 본
연구과제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ODA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평가체계를
개선함으로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기관들과 관련 이해관계단체들의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ICT, ODA, 평가, 모니터링,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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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20-01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2019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연구진: 이종화, 고상원, 강하연, 임동민, 김창완, 유성훈, 송영민, 정수미, 이성규, 문경진, 김나연, 이세라, 유지수

연구목적
세계적으로 UN이 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글로벌 공동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및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의 지원으로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을 통해 ICT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은 개별 개도국 정부가 국가발전의 추진 동력으로 ICT 관련 정책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은 개별 협력국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추진된다. 개별 협력국의 수요와 예상효과를 고려하여 세부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협력국의 정책결정에 큰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와 협력국의 공동 발전을 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며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한국과 유사한 정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ICT 산업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ICT와 ODA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KISDI는 2019년 각 협력국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을 4가지 유형(기관간
연계·협업 모델, 다자개발은행 참여 모델, ICT 현안 선제적 대응 모델, 성과관리·후속조치 모델)으로 분류하여 7개
협력국(베트남, 캄보디아, 르완다, 우간다, 몽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세부사업을 수행하였다.
① 기관간 연계·협업 모델에는 베트남 2030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 브로드밴드 마스터플랜
정책자문과 캄보디아 700MHz 대역 주파수 재배치 및 경매 정책자문, ② 다자개발은행 참여 모델에는 르완다
정보격차해소 (장애인역량강화) 정책자문과 우간다 브로드밴드 구축을 위한 법안 수립 정책자문, ③ ICT 현안
선제적 대응 모델에는 몽골 국가 CERT 구축 정책자문, 미얀마 주파수 할당 및 가격 산정 정책자문, 끝으로 ④
성과관리·후속조치 모델에는 우즈베키스탄 소프트웨어 및 IT혁신파크 정책자문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각 주제별로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3회에 걸친 현지 자문활동 및 1회에
걸친 국내 초청자문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주제별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사례와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각 협력국 실정에 부합하는 정보통신방송 정책과 전략에 대해 자문하였다.
본 정책자료는 ICT 분야 발전을 위하여 개도국에 효과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행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국가들의 정보통신방송의 세부 주제 관련 현안을 파악하고 협력국 정부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국내 공공 및 민간분야의 관계자들이 해외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

ICT, 공적개발원조(ODA),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정책자문, 개발도상국, 정보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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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Consultation for National Master Plan on Broadb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 Vietnam E-Government by 2030
연구진: 이종화, 김창완, 문정욱, 문경진, 윤현영, 정훈, 임지연, 홍순권, 안창원, 박소아

연구목적
2030년 베트남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 브로드밴드 마스터플랜 정책자문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동 사업의 목적은 5G 등 브로드밴드 및 전자정부 발전 모범사례를 베트남에
공유하고, KPI 등 베트남의 전자정부 관련 이슈를 파악하여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베트남 정부는 국가 ICT 전략 2021~2030의 주요 목표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디지털 국가로서의 진화 촉진 ·
디지털 사회 건설·디지털 경제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견고한 디지털 인프라와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고, 국내 IT분야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베트남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브로드밴드 마스터플랜과 한국의
전자정부 사례 및 KPI 가이드라인 현황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전자정부와 관련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인공지능(AI), 5G 네트워크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시킨 지능형 전자정부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 중 전자정부 KPI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자정부 관리시스템은 ① 계획 수립 및 확인, ② 프로젝트
추진, ③ 성과 측정 및 분석의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조직의 현재 상태와 목표를 계획적이고 완전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자정부법과 일관적으로 Enterprise Architecture(EA)가 정의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EA 포털은 정부 수준에서 국가적 계획 및 정보화 계획과 제도화된 정보화 프로젝트와 필요 자원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EA 포털은 또한 성과관리 도구로써 사용할 수 있어 2009년부터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기여해 왔다.
한편 베트남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스마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IoT,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디지털 중심의 행정 혁신을
추구하고, 근원적인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스마트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혁신’은 단순한 첨단
ICT의 응용이 아닌 데이터와 지능이 통합된 형태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전자정부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① 표준화, ② 연계통합, ③ 공개공유 등의 주요 전략을 도출하였다. 베트남의 전자정부는
성장과 성숙 단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서비스 시스템의 변화,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Key word

베트남, 정책자문, 디지털국가, 전자정부, 브로드밴드, 핵심성과지표(KPI), 디지털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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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Consultation on Policy for Mobile Spectrum Reallocation
and Auction including 700MHz Band in Cambodia
연구진: 이종화, 임동민, 이성규, 이오용, 김현직

연구목적
2019년 캄보디아 700MHz 대역 주파수 재배치 및 경매 정책자문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동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의 주파수 분배 및 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한국의 디지털
TV 전환 및 디지털디비던드 활용, 주파수 경매 경험 등을 캄보디아에 공유하여 최종적으로 캄보디아의 향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주파수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자문활동이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캄보디아는 2020년 12월까지 디지털 TV 전환을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이동통신시장 사업자 수는 총 6개로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모바일 네트워크 품질 수준의 향상과 커버리지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700MHz 대역 외에도 다양한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활용 중이며 2.6GHz 대역까지 약 540MHz
폭이 할당된 상태이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주파수 재배치를 일시에 완료하기는 쉽지 않으나 고화질 방송 송출과 채널 변경 및
주파수 재배치를 통한 디지털 디비던드 밴드 확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선결되어야 한다.
700MHz 대역의 주파수는 적은 수의 기지국으로 넓은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어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적합하며, 이로 인해 망 구축 비용을 절감하여 통신사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넓은 영역에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는 이동통신과 재난통신의 목적으로 디지털 디비던드 주파수를 할당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는 디지털 TV 전환과 디지털 디비던드 대역의 미래 이동통신 활용을 위해 캄보디아
MPTC(우정통신부)는 MOI(정보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모든 TV 채널의 사용현황에 대한
사전조사 후 실현 가능한 디지털 TV 전환 계획을 설정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의 디지털 전환 후, 잉여 주파수의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을 위한 700MHz 대역 90
(2×45)MHz 폭 경매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혼합방식 경매 유형을 기반으로 하여 블록 수 결정을 위해
경매 초기에 오름입찰(Ascending-Bid Auction)로 진행하다가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밀봉입찰(Sealed-Bid
Auction)로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 또한 주파수를 2×5 MHz 단위 블록 설정하고 주파수 집중을 막기 위해
입찰자별로 최대 2×20 MHz 폭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선택 가능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다음으로, 최저
경쟁가격 설정의 주요 원칙 및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용기간, 커버리지 의무, 적용 기술 및 서비스 유형 등과 관련
하여서도 가능한 대안들과 최종결정 시 주요 고려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변화하는 주파수 이용 환경 하에 700MHz 대역 정책 이슈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목표는 해당 대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입찰 경쟁과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캄보디아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의무는 해당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사회에 최대의 가치를 제공 할
가능성이 높은 입찰자에게 주파수가 할당될 수 있는 방식으로 경매를 설계함으로써 가장 잘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

캄보디아, 정책자문, 주파수, 디지털 TV방송, 디지털 전환, 700MHz 대역, 재할당(refarming), 경매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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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Consultation on ICT Strategy for Disability Empowerment
in Rwanda
연구진: 이종화, 유성훈, 오태원, 이동헌, 정부만, 민정준, 이용한

연구목적
2019 르완다 정보격차해소(장애인역량강화) 정책자문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르완다 장애인 정보격차 현황을 파악하고 ICT를 활용한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문
활동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르완다는 「Vision 2020」이라는 국가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이의 실현을 위해 IC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격차해소와 관련하여 르완다 정부는 2017년
정보통신기술혁신부(MINICT)의 주도로 National Digital Talent Policy(DTP)를 개발하고 시행하였다.
해당 정책은 국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사회에서 자국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사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는데, 일반 시민의 디지털 사용 역량만을 다루고 있고 장애인의 디지털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불충분하였다. 이에 르완다 MINICT는 국가장애인위원회(NCPD)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적 주류화 및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에 장애인을 배제하는 장벽 제거를 목표로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하고자
하였다.
동 보고서는 르완다 정보격차해소(장애인역량강화) 정책 비젼 및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주제별 추진
전략을 제안한다. 르완다 정보격차해소 정책은 장애, 연령,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ICT를 통해 정보통신 장치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편함 및 디지털 정보 시대를 위한 장벽을 해소한 사회를 형성한다는 비젼을
가지고 르완다 정부가 모든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격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장비
사용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 능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가장
우선으로 수행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역량 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르완다 정부는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모니터링 과정, 운영 메커니즘,
Intervals의 국제화(표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책 세부 주제별 추진 전략으로 디지털 기술의 용이한 접근과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양질의 훈련된 교육자(교사, 강사, 교수 등) 양성 들을 우선 제안한다. 한편 장애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진행하기 전에 장애인 역량 강화와 관련된 법적 체계 향상 및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을 위한 ICT 시설의 접근성 개선 및 보조 기구 제공 확대, 장애인의 소득 수준 보장을 위한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Key word

르완다, 정보격차해소, 장애인, ICT,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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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Consultation on Legislation for Broadband Deployment in
Uganda
연구진: 이종화, 강하연, 정수미, 이상우, 정훈

연구목적
2019 우간다 브로드밴드 구축을 위한 법안수립 정책자문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
으로 수행되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우간다의 브로드밴드 구축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자문 활동이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우간다 정부의 경제개발 Vision 2040에서는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를 ICT의 개발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모두를 위한 연결성(Connectivity for All)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연결성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이다. 우간다 내에서는 다양한 공공/민간 주체들에 의해 브로드밴드 인프라가
개발되고 있으나 코디네이션의 부재로 난개발 및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반복적인 도로 굴착과 복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통신사, 공공유틸리티 기업들의 인프라 공동구축 및 공동사용이
필요하다. 또한, 핵심 ICT 인프라의 설치는 기타 공공인프라 사업과 마찬가지로 토지의 획득을 필요로 하나
우간다의 경우 도로사용권(Rights of Way, ROW) 획득과 관련한 법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브로드밴드 구축 경험에서 얻은 교훈과 우간다의 현재 브로드밴드 인프라 개발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자문 결과 및 정책 제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한국의 브로드밴드 구축은 명확한 ROW
체계에 의해 촉진되었다. 한국 전기통신사업법(TBA)에는 공동구축 및 통신 장비와 시설의 공동 사용에 대한
법령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유관조항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
사업자에게 브로드밴드 구축을 위한 ROW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우간다 역시 ROW에 관련된 상세한 규정과
함께 관련법에 브로드밴드 구축을 위한 권리 부여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TBA)에는 설비의 공동구축 및 공동사용과 관련해서도 기술하고 있으며,
세부적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은 시행령을 통해 지침을 주고 있다. 우간다에서는 필수설비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공동사용보다 공동구축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통신사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통신사와 전력 공급사간 협력하면서 공동구축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또한, 건설교통부(MoWT)/
우간다도로국(UNRA)과 같은 정부기관 및 지자체는 건설 공사 등이 있는 경우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미리 공지하여
인프라 구축에 참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제공자 간에는 정보 공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사례와
같이 GIS 플랫폼의 구축 및 관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브로드밴드 구축을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브로드밴드 구축은 일련의
광대역 통신망 정책을 통해 촉진되어왔다. 우간다는 보편적 서비스의 주요 대상을 학교, 병원, 관공서 등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하여 이를 AP(Access Point)로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한다. 우간다의 2020년 목표치인 3Mbps의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 속도만을 명시하고 기술적으로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무선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브로드밴드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이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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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9-20-06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Policy Consultation on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ERT in Mongolia
연구진: 고상원, 송영민, 김형종, 이해영, 박광진, 이강석

연구목적
2019년 몽골 국가 CERT 구축 정책자문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몽골의 정보보안 및 국가 CERT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국가 CERT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자문
활동이 본 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몽골의 IT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한 몽골 정부는 현재 ‘정보보안법 수립 및 국가 정보보안 프로그램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의 사이버보안 유관기관으로는 정보통신기술청(CITA), 정보보안국(ISD)의
국가정보원(GIA), 통신규제위원회(CRC)이 있으며, GIA가 정부 CERT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두
개의 비정부 민간 CERT(MNCERT, MON-CERT)가 있으나, 이들은 단순히 회원기업들에게 외국 CERT로부터
수집한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이러한 몽골의 다양한 CERT의 관리·감독을
담당할 국가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제공업체, ISP, 이동통신사 등의 주요 IT분야 민간기업들은 각자
스스로 사이버보안을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
한국은 사이버공격 및 사이버침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버보안법, 국가행정시스템,
사이버공격 방어기법,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을 개발해 왔다. 2001년
사이버보안법이 제정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범국가적 사이버침해나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민간, 국방 3개의 영역을 각 중앙정부가 관할하고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는 DDoS 대피소, DNS싱크홀, 허니넷, 악성코드감지시스템
등의 방어기법을 개발해왔다. ICT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보안기술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ISMS는 정부기관 및 기업의 정보를 보호하며 사이버보안 정책 형성에 일조한다.
몽골의 국가 CERT 운영을 위해서는 법체계를 통해 네트워크 및 시스템에 대한 보호,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책
준비, 네트워크 기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침해사실의 안내 의무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초기에
국가 CERT를 조직하는 데 있어 12명 정도 인원으로 운영 가능하며, 4개의 팀(예방·탐지팀, 분석·공유팀,
사이버복구팀, 국제협력팀)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국가 CERT 운영은 4가지 단계(준비 - 탐지·분석 - 고립·제거·복구 - 사후활동)로 구성된다. 준비 단계는
보안 침해사고 대응 시나리오와 사고분석 템플릿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탐지·분석 단계는 분석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사고를 분석하고, 외부전문가의 추가분석이 필요한 경우, 민·관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을 조직한다.
고립·제거·복구 단계에서는 사고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격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방지
방법을 고민하며, 손상된 부분을 회복한다. 사후활동 단계는 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심층토론을 통해 분석
결과를 문서화하여 준비 단계에 반영한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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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Consultation on Policy for Spectrum Allocation and
Pricing in Myanmar
연구진: 이종화, 임동민, 송영민, 김용규, 안형택, 김태한

연구목적
2019년 미얀마 주파수 할당 및 가격 산정 정책자문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동 사업을 통해, 미얀마의 주파수 분배 및 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주파수 할당 및 가격 산정
방법 도출하기 위한 자문 활동이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과거의 주파수 관리는 방해전파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통제를 목표로 삼았으나 주파수의 상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그 수요가 증대되면서 이용 가능한 주파수의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시장기반 관리가 중요하다. 미얀마 교통통신부(MOTC)의
우정통신국(PTD)은 2x177.2MHz 폭의 IMT 주파수를 4개의 이동통신사에 할당하였다(1GHz 대역 이하는
2×42.2MHz, 1.8GHz 대역은 2×75MHz, 2.1GHz 대역은는 2×60MHz). 또한, PTD는 2016년 경매를
통해 20MHz폭의 TDD 주파수를 지역사업자에게 할당했으며, 5G의 도입을 위해서는 2.6GHz 전체 대역을
TDD용도로 할당하는 것이 3.5GHz 대역을 제한적으로만 활용할 수밖에 없는 미얀마의 현실에서 필요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주파수 관리체계에 관한 미얀마, 한국 및 선진국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미얀마는 전파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계획 수립, 무선국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 무선국검사 절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체계적인 주파수 관리를 위해서는 주파수 기획을 담당하는 전반적 주파수 정책 조직과 주파수 R&D, 기지국
규제 및 검사에 특화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주파수 가격 산정에 있어 정책 원칙 및 목표를 확실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 주파수 가격산정 방법은
AIP와 비용회수를 기반으로 한 행정적 방법과 경매와 거래를 기반으로 한 시장기반 방법이 있다. 면허는 크게
전파관리비용을 회수하려는 비용회수 면허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행정유인가격 면허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미얀마는 주파수 관련 연구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파수관리요금(SMF: Spectrum
Management Fees)와 경매 대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무선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일부 SMF
계산식을 개선하고, MHz 단위당 가격을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주파수 재배치(refarming)는 주파수 효율성과 국제협력을 증대시키는 관리 도구로 주파수 사용에 있어서
관련기술 현황의 변화, 대역을 사용하는 특정 무선통신 시스템 적용의 변화, 다른 무선통신 서비스로의 할당
변화를 구성하는 프로세스이다. 미얀마의 경우,글로벌 추세를 감안하여 6GHz 이하 대역과 함께 2030년까지
현존하는 대역을 포함한 약 1,000MHz 이상의 대역 확보하고,단기적으로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과 가입자
수의 수용에 집중하여 충분한 저대역 주파수 공급 및 효율성 개선을 통해 전국적 이동통신망 확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과 장기적인 트래픽 증가 수용을 통해 주파수 대역의
확보 및 공급이라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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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Consultation on Software and IT Innovation Park Development
in Republic of Uzbekistan
연구진: 강하연, 이종화, 정수미, 이삼열, 김대진, 정원석, 방승애

연구목적
2019 우즈베키스탄 소프트웨어 및 IT혁신 파크 개발 정책자문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자문 활동이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우즈베키스탄은 ICT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의 양성을 경제발전 촉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IT파크 설립 등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보기술통신개발부(MITC)가 설립한 IT파크는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액셀러레이션,
ICT 교육 및 벤처 펀딩 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E-커머스, 온라인 교육,
핀테크, E-정부, IoT, 메디테크(meditech), 어그리테크(agritech)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문단은 한국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과 우즈베키스탄의 현재 스타트업 지원 환경 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자문 결과 및 정책 제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IT파크의 성장 전략 롤모델로
미국의 Applied Science New York City, 프랑스의 Station F, 한국의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벨라루스의 HiTech 파크 등의 펀딩구조, 프로그램, 기관 전략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IT파크의 현황 및 우즈벡 IT산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IT파크의 To-Be 방향성과 성장 전략을 제시하였다.
둘째, IT파크 창업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를 위해 교육 전문가별 역할,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교육 모듈(주제
및 커리큘럼), 해외 스타트업 교육 커리큘럼 사례, 창업교육의 운영 방식, 교육 참여 스타트업 선정 사전평가 툴,
P-S-S-T(Problems, Solution, Scale-up, Team) 각 항목별 교육 과정 설계 방식, 멘토링 프로그램, IR 피칭
등에 관한 다양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셋째, IT파크를 위한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의 설계를 위해 스타트업에 필요한 핵심 요소, 인큐베이팅을 위한
단계별(10단계) 절차 및 과정,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매니저 시스템에 대한 설명(매니저 선발 방식, 매니저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 및 자질) 등의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IT파크를 위한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의 설계를 위해, 전세계 다양한 액셀러레이팅 기관의
예시, 액셀러레이터의 업무 범위/비즈니스 모델/지원범위, 스타트업 선정 기준, 멘토의 역할, 피칭 준비 방법,
스타트업의 펀딩, 액셀러레이터 투자 전략, 액셀러레이터의 기관/정책/프로그램 전략, 액셀러레이터 마스터
프로그램 소개, 국제 네트워크 형성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 및 IT파크의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Key word

우즈베키스탄, 정책자문, IT 파크, 스타트업, 창업교육,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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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경영전략연구

기본연구 19-06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0. 31

서비스 속성에 대한 고객 평가에 기초한 택배서비스 발전 방향
연구진: 최중범, 한은영, 이영종

연구목적
본 연구는 미국, 독일, 중국의 소비자 대상 설문에서 응답자의 1/4 가량이 즉시배송이나 당일배송과 같은
빠른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는 해외 조사결과에 자극받아 기획되었다. “우리 소비자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전자상거래로 주문한 물품을 빨리 받아보기를 원할까? 미국, 독일, 중국만큼이나 많을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서비스의 대가로 얼마나 더 지불하려 할까? 대가 지불에 주저하는 소비자가 많지는
않을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즉시배송이나 당일배송처럼 배송기간을 당일 이내로
단축한 빠른배송의 출현 배경이 될 수도 있는 종래의 택배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평가에 주목하여 빠른배송을
원하는 소비자가 많다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택배서비스(일반배송)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배송서비스 이용 현황, 일반배송서비스 품질 속성별 중요도 등을
평가하고, 일반배송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빠른배송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소비자가 느끼는
빠른배송서비스 필요성 및 이용 경험, 빠른배송서비스의 품질 속성, 만족도 평가 및 불만사항, 미경험 소비자의
빠른배송서비스 평가와 이용 의향 등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소비자 FGI와 전문가 IDI의 논의 내용을 추가하여
빠른배송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고 일반배송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우체국택배에 초점을 맞춘 일반배송 개선 방향은 우편정책 및 우체국택배 사업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소비자의 배송서비스 이용 현황과
배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는 향후 우체국뿐만 아니라 민간의 일반배송 및 빠른배송 업체 사업전략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배송서비스, 즉시배송, 당일배송, 서비스 품질, 소비자 평가
Ⅲ. 2019년도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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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66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2019년 우정동향 조사·분석
연구진: 최중범, 이석범, 안명옥, 이영종, 이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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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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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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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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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자료집은 주요 국가의 우정기관을
대상으로 연혁 및 조직형태, 규제기관 및 심의 기구, 독점 범위 및 보편적서비스 의무, 주요 통계 및 최근 주요
동향 등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넷째, ‘국내·외 주요 현안 사항’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주요 우정사업자의 경영혁신 사례, 우정사업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제공하였다.
다섯째, ‘우정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가 우정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우정사업 경영환경을 심도 있게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Key word

우정사업, 우정사업 동향, 주요국가 우정사업 현황, 경영환경 변화, 전략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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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67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소요인력 산출기준 개정
연구진: 최중범, 안명옥, 김민진, 이준배, 박재석, 김홍림

연구목적
우정사업본부는 현업관서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2002년 3월부터 현업관서
소요인력 산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최근 우편물량 및 대면거래 감소, 신규업무 도입 등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인력 산출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변화된 사업 환경과 현업관서 종사자의 개선 요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출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수행한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의 수행업무와 유사한 국내 타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인력 운영 효율화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신규사업, 업무처리 방식 개선, 자동화기기 도입 등 사업 및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기준 보완 및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현업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을 검증하였다.
셋째, 우체국과 집중국을 대상으로 우편창구, 우편마케팅, 금융창구, 우체국발착, 지원지도, 집중국의 6개 업무
전반에 대해 소요인력 산출기준의 정합성 검증 및 신규 소요인력 산출기준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현업관서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합리적 인력 재배치 기준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궁극적으로
우정사업의 인력 운영 효율화와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Key word

현업관서, 업무부하량, 소요인력 산출기준, 인력 재배치, 경영합리화
Ⅲ. 2019년도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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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9-68

연구기간: 2019. 1. 1 ~ 2019. 12. 31

우편물의 모바일 전자고지 전환에 따른 우편사업 대응전략
연구진: 한은영, 이영종, 김지혜

연구목적
종이를 기반으로 한 통상우편물이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 다양한 전자적 통신수단에 의해
급속히 대체되어가고 있다. 특히 2009년 말 국내에 스마트폰이 처음 도입된 이후 이를 통한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면서 통상우편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페이퍼리스 정책 추진에 힘입어
지금껏 우편으로 발송되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고지서, 증명서 등도 점차 전자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추진과 민간기업(카카오, KT 등)의 적극적 참여로 향후 행정·공공기관의 우편물이 전자적 형태로 전환되면
통상우편 수요는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상우편 수요를 위협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와 관련한 고객 및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모바일 전자고지가 향후 통상우편 물량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우편사업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 전자문서제도를 개관하고 관련 정책 및 추진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모바일 전자고지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모바일 메신저 사례, 정부/국제기구의
사례, 해외 우정사업자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또한 우편물의 모바일 전자고지 전환 관련 시장조사를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송대행기관(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우편 수취 개인고객, 우편 발송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에 따른 통상우편 수요 전망을 위한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채택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일반통상우편과 특수통상우편의 물량과 매출액을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상우편사업의 SWOT 분석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에 따른 우편사업의 대응전략 과제를 도출하고 이들
전략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편의 전자적 대체와 관련된 최신의 국내외 정책 및 사례를 수집하고 우편 이용자의 수요와
관련한 정밀한 조사와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편 물량 수요 전망을 실시하고 전자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편 물량 수요 전망이나 대응 과제 등 본 연구의
성과는 향후 우정사업본부의 중요한 의사 결정시 참고자료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의 전자적 대체, 우편 수요, 우편사업 대응전략, 페이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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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간행물 발간
2. 국내·외 교류현황
3. 연구관련 행사

01

정기간행물 발간

2020 ICT Industry Outlook of Korea
· 정보통신산업의 분야별 현황 분석 및 전망, 국제경쟁력에 관한 영문분석 자료
· 연 1회 발간
2019. 12
김정언, 박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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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SERVICES IN AND OUT OF KOREA  AND POLICY RESPONSES

2019년 정보통신산업동향
· 국내·외 정보통신산업 최근 동향 및 향후 발전방향 예측 제공
· 연 1회 발간
2019. 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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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월 발간(연 12회)

권호

논문 주제
2018년 세계 반도체 시장 분석

김민식

음식배달 O2O시장동향

이은민

캐나다의 주파수 공급 정책 동향

김인희

핀란드의 창업 생태계 현황

손가녕

제31권 2호
<통권 685호>

독일, 프랑스의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 동향

진정민

주요국의 스케일업 지원정책과 시사점

손가녕

제31권 3호
<통권 686호>

일본의 개인 의료데이터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정승모

생체인증 시장의 성장 및 전망

오윤석

국내 OTT 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 유튜브(Youtube)를 중심으로

노희윤

신기술 도입 현황 및 빅데이터 도입 여부의 결정요인 분석 -

신우철,

결합마이크로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은영

초중등 교육기관의 IT기술 동향

이경남

한-베트남 TV프로그램 협정과 베트남 방송시장 전망

노은정

제31권 1호
<통권 684호>

제31권 4호
<통권 687호>

우리나라 여성의 ICT 역량:
OECD 디지털 전환 측정 보고서를 중심으로

제31권 5호
<통권 688호>

[특집:4차 산업혁명과 IP 정책 이슈(1)]
지적재산권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특집:4차 산업혁명과 IP 정책 이슈(1)]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제31권 6호
<통권 6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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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유지수,
유성훈

[특집:4차 산업혁명과 IP 정책 이슈(2)]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정책적 과제

2019. 01. 16

2019. 02. 18

2019. 03. 18

2019. 04. 16

2019. 05. 16

손승우

최근 5년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분석
디지털 기술에 의한 특허권 침해 및 보호의 한계

발행일자

송민이

ICT 국제개발협력 연구 시리즈 7. 한국 ICT ODA 현황 진단:
[특집:4차 산업혁명과 IP 정책 이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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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진희
정원준

독일 5G 주파수 경매 종료

김인희

일본 5G 주파수 할당 동향

정아름

2019. 06. 17

권호

논문 주제
[특집:4차 산업혁명과 IP 정책 이슈(3)]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정책 방향

제31권 7호
<통권 690호>

게임 관련 온라인 개인 방송 시장 동향과
트위치(Twitch) 사업자 전략
스웨덴의 창업 생태계 현황
[특집:4차 산업혁명과 IP 정책 이슈(3)]
신지식재산의 인식과 성장

제31권 8호
<통권 691호>

제31권 9호
<통권 692호>

제31권 10호
<통권 693호>

제31권 11호
<통권 694호>

발행일자

전성태
이선희

2019. 07. 16

손가녕
손수정

미국 과학기술정책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김가윤

주요국 700㎒ 대역 주파수 정책 및 이용 동향

정아름

학습용 앱/미디어 시장의 성장

오윤석

안면인식 기술사용에 대한 인식 : 미국 성인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강민정

보조저장장치(SSD) 시장의 현황 및 전망

이은민

유럽연합의 허위조작정보 대응책 및

김민정,

구글과 페이스북의 실천강령 이행 사례

정은진

OECD AI원칙 수립 및 향후 계획(상)

김병우

OECD AI원칙 수립 및 향후 계획(하)

김병우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주요이슈 및 쟁점 분석

김성웅

세계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E&M) 시장의 현황 및 전망

유선실

국내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시장 현황

김청희

주요국의 3D프린팅산업 지원정책 동향

이은민

르완다 ICT 환경 분석 및 장애인 정보격차해소 정책 진단

유성훈

인공지능 기술의 진화와 AI 반도체·컴퓨팅의 변화

제31권 12호
<통권 695호>

저자

2019. 08. 16

2019. 09. 16

2019. 10. 16

2019. 11. 16

김민식,
이경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미국 성인 인식조사

김희연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주요 내용

이솔희

201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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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정보
· 우편과 우체국 금융 등 우정사업 관련 정책 및 이론, 경영 기법, 주요 이슈 등 소개
· 계간(연 4회)

권호

2019 봄
vol.116

2019 여름
vol.117

2019 가을
vol.118

2019 겨울
vol.119

논문 주제
우정사업본부의 4차 산업혁명 비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정윤혁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고찰

조영주

블록체인을 활용한 우정사업 자기주권 신원사업 추진 필요성

김인섭, 진윤선

미국우정(USPS)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

한은영

스마트시티와 우정 사업: 우편사물인터넷(IoPT) 접근법

김지혜

디지털 네이티브 조사 동향과 우정사업의 시사점

이경은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에 따른 빠른 배송서비스 확산

이영종

은행권 영업점 운영 전략 분석과 우체국예금의 시사점

권태우

금리 변동과 자산양극화에 대한 연구

최남진

중국 신유통 혁명과 물류혁명

박찬석

해외 우정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사례와 시사점

배성기

택배산업의 자동화 기술도입과 택배기사들의 영향

박종식

우정사업의 빅데이터 도입과 활용

주영광, 유상이

국내외 치매보험 시장 현황과 우체국보험의 시사점

김민국

일본우정의 보편적 서비스 유지 방안에 관한 고찰

안명옥

우편물량 분석·예측 기술 현황

김은혜, 정훈

스마트우편함 도입에 대한 소고

김인섭, 유정아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살펴 본 2019년 우정사업 트렌드

김홍림, 김민진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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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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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원

발행일자

2019. 03. 16

2019. 06. 14

2019. 09. 16

201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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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호

제목

저자

발행일자

19-01

국내 주요 OTT서비스의 동영상콘텐츠 제공 및 이용현황 분석

곽동균

2019.03.29

19-02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의 경쟁력 구축 사례와 시사점

정광재

2019.05.08

19-03

디지털 혁신이 가져올 제조업의 변화와 대응방안

이경선

2019.05.15

강준석

2019.06.28

19-04

Disney+, Apple TV+ 진입 등에 따른 글로벌 OTT 시장 경쟁환경
및 사업전략 변화

19-05

미·중 ICT 기술패권 경쟁과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최계영

2019.09.09

19-06

ICT와 무형자산의 성장기여 및 산업별 생산성 분석

정현준

2019.10.17

19-07

인공지능 시대의 법제 정비 방안

정원준, 선지원,
김정언

2019.10.24

김희천

2019.11.18

김성옥

2019.12.13

나성현, 문아람

2019.12.20

주성희

2019.12.24

이준배, 김경훈

2019.12.27

19-08

5G 버티컬 서비스 시장 동향과 주파수 정책적 시사점 - 스마트팩
토리를 중심으로

19-09

신기술 경쟁이 촉발하는 GVC의 변화: 미중갈등을 중심으로

19-10

망 중립성 - 선행연구, 최근의 논의 동향과 시사점

19-11

국제통상협정과 시청각 서비스 개방

19-12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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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STAT Report
· 방송과 미디어에 관련된 다양한 통계분석 결과 제공
· 격주 발간(연 24회)

권호

저자

발행일자

19-01

2018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방송산업
실태조사 연구팀

2019.01.15

19-02

2018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 주요 내용

한국미디어패널
조사 연구팀

2019.01.31

19-03

1인 가구, 능동적 미디어 활용자

정용찬

2019.02.15

19-04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미디어 이용

신지형

2019.02.28

19-05

부모와 자녀의 미디어 이용, 그리고 미디어 이용제한

하형석

2019.03.15

19-06

인터넷 전문은행 사용자 특성

심동녘

2019.03.30

19-07

지상파 3사와 지상파 3사 계열 PP의 방송사업매출 추이 분석

노희윤

2019.04.15

19-08

전자상거래 이용 현황과 구매 행태

오윤석

2019.04.30

19-09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TT) 이용 행태 분석

이선희

2019.05.15

19-10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분석

김윤화

2019.05.30

19-11

맞벌이 가구의 미디어 이용 행태

고세란

2019.06.15

19-12

『2017년 기업활동조사』로 살펴본 ICT 기업의 특성

정혁

2019.06.30

19-13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신지형

2019.07.15

19-14

‘호모 스마트포니쿠스’, 세대별 진화 속도

정용찬

2019.07.30

19-15

디지털 콘텐츠 이용현황: 유료 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심동녘

2019.08.15

홍아름, 이창준,
김홍범

2019.08.30

노희윤

2019.09.15

19-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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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셧다운 정책 도입 전후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과 수면시간 변
화에 대한 사용자 행동 데이터 분석
종합편성사업자와 계열 PP의 방송사업매출 추이 분석

ⅠKISDI 2019 연차보고서 Ⅰ

권호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제목
어린이와 청소년의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
유료방송 사업자(SO, IPTV, 위성)의 방송매출 추이와 매출항목
별 구성
ICT신기술 인식도에 따른 중장년층의 특성 및 미디어 이용행태
분석
토픽 모형을 이용한 일간 미디어 사용 행태 분석 및 시점별 변화
양상 분석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의 실태 - 노년가구의 미디어
보유기기와 활용능력의 차이를 중심으로
[특집: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 논문] 미디어 이용시간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성향변수에 대한 분석
2019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저자

발행일자

김윤화

2019.09.30

이선희

2019.10.15

오윤석

2019.10.30

최현홍

2019.11.15

박주영

2019.11.30

안진경

2019.12.15

방송산업
실태조사 연구팀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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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AJIC)
· 정보, 통신, 미디어 산업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미래 조망을 위한 영문 학술지
· 반기간(연 2회)

권호

제목
Strategy for revitalizing the cruise tourism industry of
Okinawa prefecture

Naohisa Kakutani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tour products in the inbound
travel industry

Sang Jun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destination brand experience and
brand trust: difference by travel information search type

Sangjeon Lee

A discussion of ICT for staff education that facilitates
employees’ autonomy: a case in the Japanese service
industry
Open services innovation through an app to assist
“Sport for All”

Garcia-Hernandez, Miyagi
and Kranzlmuller
Ayami Oshima and Tomonori
Oshima

Yasunobu Iwasaki

Why is Japan’s e-Government inefficient? Comparison of
legal factors in the early stage between Japan and Korea

Sungbin Ha

The effect of the lead time for providing financial statements on
profitability in Japan

Kenji Yasukata

How Chinese newspapers seek safe ground in framing “haze”

Minghui Fan

Changing role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India
An empirical study of pay TV competition with bundled
servi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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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kyung Park

Comparison of cinema tourism organizations in Japan and
South Korea

Virtual reality application case illustrations: usability in tourism

Vol.11
No.1

저자

ⅠKISDI 2019 연차보고서 Ⅰ

Rajesh K. Jain and
Yashowardhan Sowale
Yusun Hwang

권호

Vol.11
No.2

제목

저자

Equity-based crowdfunding platform characteristics and the
influence on fundraising success

Aranya Narklor and Ra-Pee
Pattanapanyasat

The components of knowledge intensive business services
(KIBS) model for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FSMS)
in the hotel industry

Pattanan Dansai et al.

Decision-making process of Thai government agent for
selection of technological startup companies in pitching of
concept ideas

Amnard Taweesangrungroj
et al.

Factors affecting intention to connect to Internet exchange
point in Thailand

Pensri Arunwatanamongkol

Elderly self-care and their perception of healthcare
technology use

Warangkhana Ngakoopatipat
et al.

An empirical study on elderly lifestyle segmentation

Nichamon Sithiponporn and
Achara Chandrachai

Comparison of spectrum distribution among
network operators and market structure in mobile
telecommunications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India’s pharmaceutical
industry
The effects of social networking and collaborative gaming
on the sustainability of virtual world-based online games

Jihwan Kim
Sanjay Kumar Jain and
Rajesh Kumar Jain
Gwangjae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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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교류현황

연구교류협정(MOU) 체결 현황
일자
2007. 03. 23

20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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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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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09. 18

20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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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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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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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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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06. 10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연계를 위한 협정을 통해 연구재단, 대학,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간 업무연계의 유기성 강화

2009. 09. 01

KISDI-FMMC MOU 체결
－방송통신분야 정보 및 연구인력 교류, 학술행사 개최 등에 대해 일본 FMMC와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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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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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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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2015. 05. 26

201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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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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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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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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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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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DI-WeGO 전자정부·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MOU 체결
－개발도상국과 세계도시의 전자정부 및 스마트시티 구축지원
한-베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지원

2019. 03. 26

－KISDI는 2016년부터 방통위의 방송공동제작 협력강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베트남을 포함하여
FTA를 통해 협정 체결의 근거가 마련된 해외 국가와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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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가 방문
일자

내용
2018/19 탄자니아 KSP 사업 사절단 KISDI 방문

2019. 03. 27

－전자정부 연구개발 및 혁신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고 있는 탄자니아에게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 경험 및 관련 지
식을 전수
국제기구 AMRO 방원 면담

2019. 04. 09

－국제기구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의 방원 면담을 통해 한국의 ICT 산업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논의
브라질 KSP 산업 및 무역·투자 정책자문 역량강화 연수 사절
단 KISDI 방문

2019. 05. 21

－IT 산업 연구개발 및 혁신 지원, 유관 산업 정책 모니터링 관
련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브라질에 한국의
정책 경험 및 관련 지식을 전수
캄보디아 700MHz대역 주파수 재배치 및 경매 정책자문

2019. 06. 17

－ICT 정책자문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대표단이 주파수 재배
치와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 마련

몽골 국가 CERT 구축 정책자문

2019. 07. 01

－한국의 정보보안,  CERT 구축 정책 및 기술 관련 현장 시찰
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

미얀마 주파수 할당 및 가격 산정 정책자문

2019. 07. 22

－미얀마 몽골 주파수 할당 및 가격 산정 정책자문의 일환으로,
한국의 주파수 및 ICT 현황을 직접 체험하고, 세미나 개최를
통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
르완다 정보격차해소(장애인 역량강화) 정책자문

2019. 08. 26

－한국의 ICT 현황, 장애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ICT 관련 법
제도 및 기술 발전 현황 등을 소개함으로써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이해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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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 행사

ICT Convergence Korea 2019
행사일 : 2019.03.20. ~ 2019.03.21
장 소 : The-K 호텔, 서울(서초구 양재동)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외 20개 기관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제 : Next Leap : 블록체인과 AI가 5G를 만나다!

구분

내용

발표

[Special Session 1]
- 블록체인의 현황과 미래 | 박현제 교수(서강대학교)
[Special Session 2]
- 질병과 웰빙의 연속성에서 보는 건강 플랫폼과 5G -기술이 가치를 만나 감성으로 사회에 답하려면 -  
    | 이영성 원장(한국보건의료연구원)
-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정책 소개 |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Special Session 3]
- 스마트 빅데이터 | 김상욱 교수(한양대학교)
[Special Session 4]
- 4차 산업혁명 시대, 5G 기반 ICT 인프라 전망과 과제 | 이선우 소장(KT)
- 6G 원천기술개발 추진방향 | 이재학 PM(IITP)

데이터 경제 시대의 사이버 안보와 개인정보
행사일 : 2019.03.22
장 소 : 패럼타워 2층 중회의실
주 최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공안전정책센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데
 이터 경제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및 그 근간에 있는 사이버안보 문제에 대한 민관학간의 정책적
공감대 형성

구분

내용
[제1부 :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도 개관 및 쟁점]

발표

토론

사이버 안보 관련 입법 및 정책의 최근 동향 | 신용우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프랑스의 사이버 안보 법제 | 박우경 연구교수(한양대학교 공공안전정책센터)
사회자 : 황성기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호위원)
토론자 :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문식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태열 연구교수(한양대학교 공공안전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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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2부 :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에 대한 법제도 논의]

발표

토론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과 그에 따른 효과 | 조성은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보호와 데이터 경쟁법 | 선지원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사회자 :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토론자 : 정용찬 데이터사이언스그룹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광현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태오 교수(창원대학교 법학과)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
행사일 : 2019.05.08
장 소 :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장
주 최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후 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 제 :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구분
발표

내용
- 현 정부의 규제 혁신 성과와 추진 방향 | 이련주 규제조정실장(국무조정실)
-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의의 및 추진 방향 | 이종영 교수(중앙대학교)
- 4차위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성과와 추진 방향 | 고 진 위원(4차산업혁명위원회)
[세션1 :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의 규제 혁신 발전 방향]

토론

사회자 : 임춘성 위원(4차산업혁명위원회)
토론자 : 강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남형기 규제혁신기획관(국무조정실), 안수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원소연 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이경상 본부장(대한상공회의소)
[세션2 :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성과 제고를 위한 발전 방안]
사회자 : 김정언 실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자 :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오병일 대표(진보넷), 이진휴 이사(동방의료기),
            조산구 대표(위홈), 차두원 연구위원(KISTEP), 최성진 위원(4차산업혁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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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정책시뮬레이션 컨퍼런스
행사일 : 2019.05.15
장 소 :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라벤더 & 로즈마리홀
주 최 :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전해철·이학영·유동수·성일종·김성원 의원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데이터 기반 정책 시뮬레이션에 대한 논의

구분

내용

발표

(발제1) 자가진화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사례(노인복지모델) | 백의현 프로젝트리더(ETRI)
(발제2) 4차산업정책의 경제적 효과 | 서중해 소장(KDI)
(발제3) 기초연금 · 지방재정 · 아동수당 정책 시뮬레이션 사례 | 고제이 연구위원(보건)
(발제4) 미세먼지 정책시뮬레이션 | 심창섭 대기환경연구실장(환경)
(발제5)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주택시장 시뮬레이션 | 변세일 센터장(국토)
(발제6) 美)인디애나주 빅데이터분석, 시뮬레이션 구축사례 | 서원설 상무(SAP Korea)
(발제7) 경사연 플랫폼 - 5개부문 분석센터 역할 · 구상 | 정용찬 그룹장(정보)

토론

사회자 : 박진 원장(미래연구원)
토론자 : 문명재 교수(연세대학교), 임채원 교수(정책기획위원회), 송상락 정부혁신기획관(행정안전부),
            손승원 박사(ETRI)

2019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행사일 : 2019.06.19. ~ 2019.06.20
장 소 : (19일)스탠포드 호텔, (20일)누리꿈 스퀘어
주 최 : 방송통신위원회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콜라보레이션, 국경과 기술을 넘어

구분

내용
[베트남 포럼]

발표

- 베트남의 역사·문화·사회 및 한국-베트남 교류현황 | 윤대영 교수(서강대 동아연구소)
- 베트남 방송콘텐츠 최신 트렌드 | Nguyen Thi Thanh Ha(베트남 방송인)
- 해외 방송 공동제작 성공 사례 | 정현숙 책임 프로듀서(EBS)
- 베트남 내 인기 신유형 콘텐츠 제작 사례 | 이용제 대표(스튜디오링크)
-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교류에 필요한 법률 및 통상 정보 | 강진규 전문위원(KOTRA 신남방비즈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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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콜라보레이션, 국경과 기술을 넘어]
[세션 1 :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를 지향하는 콘텐츠 전략]
(발표1) Merve Zorlu 국장(터키 국영방송사 TRT 국제공동제작국)
(발표2) Raj Kumar Upadhyay 부국장(인도 국영방송사 DD)
(발표3) 최재혁 전략팀장(한국 JTBC 전략편성본부)
(발표4) Rahayu Wahid 부국장(말레이시아 국영방송사 RTM 드라마 TV 프로그램국)
(발표5) 문형찬 차장(한국 MBC 그룹글로벌전략팀)

발표

[세션 2 : 미디어 복합과 혼종 시대의 콘텐츠]
(발표1) Sei Young Cheong 최고책임자(인도네시아 복합미디어그룹 MNC Creative & Production)
(발표2) Ritthichar Silaraks 국장(태국 지상파방송사 One 31 국제콘텐츠협력)
(발표3) 김종원 상무(한국 SK Broadband 모바일트라이브)
(발표4) 정동훈 교수(한국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세션 3 : 기술융합과 초국경 시대의 방송콘텐츠 글로벌 협력의 전망과 과제]
(발제) Experts Working Group on Broadcasting Content Beyond Borders
          | 권오상 센터장(한국 미디어미래연구소)  
[Vision Round Table]

토론

사회자 : 김석진 부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패   널 :  Chris Payne 국장(뉴질랜드 영상위원회 NZFC 국제협력국),
Col. Natee Sukonrat 부위원장(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 NBTC),
Ebubekir SAHIN 위원장(터키 라디오TV고등위원회 RTUK),
Mayong Suryo Laksono 위원(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KPI),
Shri Rajeev Singh 이사(인도 Prasar Bharati Board),
You Xiao Gang 협회장(중국 TV드라마제작협회)
[세션 3 : Experts Round Table 기술융합과 초국경 시대의 방송콘텐츠 글로벌 협력의 전망과 과제]
사회자 : 최세정 교수(한국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패   널 : Geo Rim 차관급고문(캄보디아 우정통신부 MPTC),
Koichi Okumura 국장(아태방송연맹 ABU 프로그램국),
Nguyen Thanh Chung 심의관(베트남 정보통신부 MIC),
Peter Treacher 영업이사(영국 C21 MEDIA),
Tatyana Alieva 부국장(우즈베키스탄 국영방송사 NTRC CH. Tashkent),
우현경 PD(한국 KBS 국제공동제작국), 이원형 팀장(한국 CJ ENM tvN 글로벌기획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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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net 2019 컨퍼런스
행사일 : 2019.06.24
장 소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
주 제 : Creating Better for the Future

구분

발표

내용
- 5G 시대의 변화와 미래 전망 | 최원준 전무(삼성전자)
- 데이터 경제란 무엇인가? | 김창경 교수(한양대학교)
- 4차산업과 정부·기업의 역할 | 진대제 대표(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 4차 산업혁명의 새 비전 : 융합을 넘어 융화의 미래를 향해 | 이종관 교수(성균관대학교)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행사일 : 2019.07.05
장 소 :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광개토관 BF1
주 최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외
주 제 : 지속 가능한 인터넷,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분
발표

내용
인공지능의 활용과 거버넌스의 이해 | 최은창(Free Internet Project, Fellow)
[Youth 세션 : 청년들이 원하는 인터넷]

토론

사회자 : 이동기(UNIST, 대학원생)
발   제 : 이나경(계명대학교)
패   널 : 민무홍(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구부승(데오럭스, 컨설턴트), 김민성(방어진고등학교),
             조윤이(부산진여자고등학교, 강사), 최선호(경북대학교)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과 대응]
사회자 : 최은창(Free Internet Project, Fellow)
발   제 : 김경곤(고려대학교, 교수)
패   널 : 오주형(KISA, 보안기술확산팀장), 이현정(코스콤, 정보보안팀), 김경호(S-Oil, 정보보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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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4차 산업혁명시대 플랫폼 경제와 노동]
사회자 : 이광석(교수)
발   제 : 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패   널 : 이성종(플랫폼노동연대, 위원장), 정미나(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팀장),
            최영미(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대표)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정책 공개의견수렴]
사회자 :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발   제 : 이정민(KISA, 인터넷주소정책팀장)
패   널 : 강견란(아주대학교, 교수), 이영음(한국방송대, 교수)
[빈곤국가의 인터넷 보급과 지속가능한 개발(SDG)]
사회자 : 원다인(중앙대학교)
발   제 : 김소희(Mount Holyoke College)
패   널 : 배혜민(연세대학교), 유하선(전북대학교), 황예림(숙명여자대학교), 김태은(KISDI, 부연구위원)
[GDPR 시행에 따른 WHOIS 도메인 등록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이슈]

토론

사회자 : 강경란(아주대학교, 교수)
패   널 : 김상민(가비아, 차장),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정응준(법무법인 유미, 변호사),
            신용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함께하는 거버넌스 : 다중이해당사자 접근]
사회자 : Jia-Rong Low(ICANN)
패   널 : Bryan Tan(Past President, ISOC Singapore), 윤복남(KIGA, 주소분과의장),
            김예슬(KrIGF, 위원)
[사이버보안과 민주적 거버넌스]
사회자 : 조지훈(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패   널 : 오병일(진보네트워크, 대표), 권석철(큐브피아, 대표), 김승주(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신용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망중립성 규제의 미래 - “망이용대가”론 네트워크슬라이싱, 제로레이팅,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
사회자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발   제 : 박경신(고려대학교, 교수)
패   널 : 이희정(고려대학교, 교수), 최민오(보안컨설턴트), 송봉화(네티스, 대표),
             엄열(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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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토론회
행사일 : 2019.07.30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서울 중구 소재)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제 : 방송통신시장 환경 변화와 M&A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

구분

내용

발표

(발제) 『방송통신시장 환경 변화와 M&A주요 쟁점』
         | 이재영 연구위원, 정광재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

사회자 : 김상택 교수(이화여대 경제학과)
토론자 : 곽정호 교수(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송시강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김진억 국장(더불어 사는 희망연대 노동조합),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공대인 대표(KCTV제주방송),
            황성욱 부회장(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배한철 상무(KT), 강학주 상무(LG유플러스),
            이상헌 실장(SK텔레콤)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행사일 : 2019.08.29
장 소 : 롯데호텔서울
주 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외
주 제 : 평화경제와 한반도의 번영

구분

내용

발표

(주제발표) 한반도 신경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 과학기술·ICT 협력방안
                | 이춘근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제발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한 산업협력 추진전략 |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주제발표) 한반도 신경제 구축을 위한 혁신생태계 발전 방안: 남북 현황, 협력의 기회와 과제
                | 미츠히로 미무라 선임연구위원(동북아경제연구소, 일본)  

토론

사회자 : 강하연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자 : 조봉현 경제연구소장(IBK), 남상열 센터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통상·남북협력센터),
            송치웅 본부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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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
행사일 : 2019.09.03
장 소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주 최 : 김병욱 의원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   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데이터기반 미래예측분과위원회 (간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

구분

내용
[세션 1 : 데이터 유통의 제적 효과 및 정책 과제]

발표

(발제) 교통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구축방안 | 천승훈 빅데이터 연구팀장(한국교통연구원)
(발제)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 유통활성화 방안 | 조성은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

사회자 : 차상균 교수(서울대학교)
토론자 : 한동희 수석연구원(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김광섭 통계데이터 허브국장(통계청)

[세션 2 :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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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발제)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시스템 추진 전략 | 정용찬 그룹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제) 과학기술 법의 과학화: 원자력/과학기술 법 네트워크 분석
         | 전지은 부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토론

사회자 : 차상균 교수(서울대학교)
토론자 : 진충렬 단장(LG CNS), 주재선 센터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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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T 규제 현황과 국내 관련법 규제체계 세미나
행사일 : 2019.10.16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최 : 한국방송학회
후   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미
 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과 EU, 일본 등 이미 OTT가 활성화되고 규제의 논의가 진전된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해당국의 방송 규제 체계와 OTT 서비스 제도화 및 규제 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국내 방송
규제 체계 하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구분

내용

발표

(주제발표1) 영미권 OTT 규제 현황과 국내 관련법 규제 체계 | 도준호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주제발표2) 유럽 및 일본의 OTT 규제 현황과 국내 관련법 규제 체계
                 | 김희경 학술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토론

토론자 : 고흥석 부장(IPTV협회), 곽동균 박사(KISDI), 김유정 박사(MBC), 노동환 팀장(WAVVE),
            박성철 박사(KCA), 송종현 교수(선문대학교), 심영섭 겸임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
            신호철 팀장(KCTA)

2019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행사일 : 2019.10.25
장 소 : 서초 더리버사이드 호텔 콘서트홀(7F)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후   원 : 방송통신위원회
주 제 : 방송과 통신이 열어가는 평화의 한반도

구분

내용
[제1세션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방송교류협력]

발표

북한 방송의 현황 남북방송교류의 미래 | Mika Mäkeläinen 선임기자(핀란드공영방송 YLE)
김정은 시대 북한 방송매체의 새로운 변화와 그 특징 | 蔡美花 주임(후난사범대학 동북아연구센터)
남북 방송교류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 이준섭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사회자 : 오기현 대표이사(경주문화재단)
토론자 : Sebastien Falletti 특파원(르 피가로 아시아), Peter Ward 칼럼니스트(서울신문, NK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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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2세션 : 국제 방송통신교류와 한반도의 새로운 기회]

발표

-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 방송통신의 역할 | Philomena Gnanapragasam 사무총장(AIBD)
- ICT 남북교류협력의 기회와 과제 | 이찬수 팀장(SKT 남북협력기획팀)

토론

사회자 : 강하연 센터장(KISDI ICT통상·남북협력센터)
토론자 : Dean J. Ouellette 부소장(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im Brose 프로그램 오피서(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북한 사업부)

제7회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
행사일 : 2019.10.25
장 소 : 양재동 스포타임 5층 멜론홀, 오렌지홀, 애플홀, 체리홀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스
 마트시대의 미디어 소비 및 콘텐츠 생산활동, 미디어를 활용한 정치참여와 프라이버시 우려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

구분
[제1주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디어 이용

발표

- 우리 사회의 4차 산업혁명 전망 및 인식과 공공기관에의 시사점 연구 | 서운석(보훈교육연구원)
- 기혼임금근로자의 가구형태와 관리자 여부가 휴대폰활용과 미디어이용행위시간에 미치는 영향
   | 김현동(동국대학교 경영학과)
- 미디어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향변수에 대한 분석 | 안진경(닐슨컴퍼니코리아)

토론

토론자 : 이정환(배재대학교 교양학부), 봉연근(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정수(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제2주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그리고 미디어 참여

발표

- 전자상거래 이용경험과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 고흥석(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이 온라인 콘텐츠 이용에 미치는 영향
   | 김용철(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토론

토론자 : 김활빈(한림대학교 건강과 뉴미디어 연구센터), 심홍진(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제3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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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학원생 우수논문 발표
- 시간 비용을 이용한 와이파이의 후생효과 측정 | 김용원(한양대학교 응용경제학과 석사과정)
- SNS 유형, 대화 참여, 그리고 정치의 양극화 | 유효선(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박통합과정)
- 토픽 모형을 이용한 일간 미디어 사용 행태 분석 및 시점별 변화 양상 분석
   | 최현홍(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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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4주제]

내용
미디어 이용에 관한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론

발표

- 잠재마르코프모형을 이용한 패널자료에서 나타난 시차에 따른 응답패턴 변화 분석
   | 이동희(경기대학교 경영학과)
- 미디어자료 분할표 분석을 위한 정확추론 | 전수영(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 미디어패널 조사에서 이변량 이항패널자료에 대한 분석 | 정병철(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토론

토론자 : 손영석(한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장성봉(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정복(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제5주제]

(한국언론학회 초청) 스마트폰 이용과 디지털 콘텐츠 소비

발표

- 취향의 변화: 디지털 콘텐츠 소비 행위를 중심으로 | 김 숙(컬처미디어랩)
-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세대별 차이: 사용 시간대, 뉴스 및 SNS 소비
   | 윤호영(서울시립대학교 융합전공학부)

토론

토론자 : 양정애(한국언론진흥재단), 조재희(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민 영(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유승현(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제6주제]

미디어 이용과 정치참여

발표

- 온라인 정치참여의 오프라인 정치참여 강화에 관한 연구: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 성욱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 미디어 연관도 분석을 통한 개인의 선택적 노출 측정과 정치적 양극화
   | 이창준(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토론

토론자 : 김경훈(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홍아름(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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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 AI 경쟁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컨퍼런스
행사일 : 2019.10.29
장 소 :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다이너스티 A홀)
주 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공학한림원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 제:한
 국의 인공지능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인공지능 비즈니스 사례 분석, 인공지능 법제도 및 윤리 정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

구분

내용

발표

(제1발제)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 이윤근 소장(ETRI)
(제2발제) 인공지능 비즈니스 사례 분석 | 홍준성 디렉터(구글코리아)
(제3발제) 인공지능 법제도 및 윤리 정립 방안 | 김정언 실장(KISDI)

토론

사회자 : 이수영 교수(KAIST)
토론자 : 강도현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헌영 교수(고려대학교), 김소영 교수(KAIST),
            김영한 교수(UCSD, SK 하이닉스), 안현실 논설전문위원(한국경제신문),
            윤 심 부사장(삼성 SDS), 이광호 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성환 교수(고려대학교)

2020 ICT 산업전망컨퍼런스
행사일 : 2019.11.05. ~ 2019.11.06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 국제회의장, 중회의실 A, B (B2F)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주 제 : 1일차 (Day 1) : ICT, 세상을 바꾸다
            2일차 (Day 2) : 초연결 사회,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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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발표

- 기술패권으로 본 최근 세계경제의 흐름│이재영(KIEP 원장)
- 변화와 혁신으로 탈바꿈하는 미래 : AI와 ICT의 발전 전망│김명준(ETRI 원장)
- 2020 대한민국 소비자 트렌드│김난도(서울대 교수)
- 디지털 혁신 2.0 시대, 성공 비결은? - 글로벌 사례 공유│고광범(BCG 매니징디렉터 파트너)
- 최신 인공지능 기술 연구 동향과 미래전망,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네이버의 AI
   │하정우( 네이버 Clova Ai Research 리더)
- Hype Cycle for emerging Technolgies, 2019│Arnold, Gao(가트너 수석 선임 애널리스트)
- 대외 환경변화와 우리 ICT의 전망│최계영(KISDI 실장)
- 2020 ICT 10대 이슈│문형돈(IITP 단장)
- 5G 네트워크 기술현황 및 진화방향│박병성(에릭슨엘지 네트워크 부분, 수석네트워크컨설턴트)
- 5G시대, 스마트 Device 기반 기업환경 변화와 시사점│정제호(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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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표

내용
- 스마트공장 동향과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한 AI의 역할│배경한(고려대 교수)
- 5G 프런트홀 광 트랜시버 시장분석 및 기술 동향│이상호(오이솔루션 상무)
- 사물지능: 지능과 결합한 디바이스의 가치 혁신│이성호(이노디랩 대표이사)
- 초실감 시대의 실감형 콘텐츠 활정화 전망│백종호(서울여대 교수)
- 개인정보 보호 신기술 동향│김대환(소만사 대표)
- 증강현실 기기 및 서비스의 진화│김재인(버넥트 이사)
- 스마트 시티와 혁신 생태계│조대연(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단장)
- 차세대 모바일 산업과 표준 동향│류영선(삼성리서치 수석연구원)
- 5G 웨어러블 카메라 비즈니스│김용국(링크플로우 대표)
- 5G기반 자동차/교통 산업의 혁신│박동주(에릭슨LG Technical Director)
-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 클라우드 기술, 정책과 시장 트렌드│김근(BSA 대표)
- 드론 산업 동향 및 ICT 융합이 여는 미래│김성필(제이마플 대표이사)
- 스마트시티 발전 트렌드와 사회경제변화│황종성(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 지능형 반도체 기술 동향과 전망│김주영(카이스트 교수)
- 초연결 시대를 위한 ICT 디바이스의 진화│국중진(상명대 교수)
- 5G 기반 제조데이터가 보여주는 스마트공장의 미래와 전망│황규순(위즈코어 이사)
- 5G 환경에서 자동차 보안│심상규(펜타시큐리티 상무)
- C-ITS/자율주행을 위한 3GPP C-V2X 기술│정재훈(LG전자 B5G선행기술R&D Task 리더)
-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및 기술 동향│최윤섭(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
- 5G와 망 중립성, 새로운 질서의 모색│조대근(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
- VR 규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 VR 디바이스 발전을 위한 VR 콘텐츠 규제 해소 필요성
   │이승민(법무법인율촌 변호사)
- 자율주행차 서비스와 윤리문제│김경환(법무법인민후 변호사)
- 의료 현장 사이버 보안│한근희(고려대 교수)
- 응용서비스 융합 네트워크 시대를 위한 5G의 보안 체계│유일선(순천향대 교수)
- 다섯 개의 키워드로 이해하는 사용자 중심의 실감콘텐츠│정동훈(광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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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과 포용사회 심포지엄
행사일 : 2019.11.08
장 소 : 양재동 스포타임 5층 멜론홀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제 : 포용사회 구현에서의 디지털의 역할과 이해, 그리고 대응 방안을 논의

구분

발표

내용
- 포용적 성장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전략│주병기 교수(서울대학교)
- 디지털 포용 전략 도출을 위한 프로파일링│조성은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디지털 포용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다변화 방안│선지원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지능정보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문정욱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라운드 테이블 : 디지털 전환과 포용사회]

토론

사회자 : 김명주 교수(서울여자대학교)
토론자 : 송위진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병기 교수(서울대학교), 이은정 박사(인제대학교),
             성욱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손상영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성은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지원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 및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개편 방안 세미나
행사일 : 2019.11.28
장 소 :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목동)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후 원 : 방송통신위원회
주 제:미
 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 정책방향의 목표, 경계영역서비스(OTT)의 확산에 따른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 방안, 규제체계 정비에 기반한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회복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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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발표

- 미디어 환경변화 전망 및 중장기 정책방향성│이종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장)
- OTT정책방향 및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 방안
  │황준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

토론

사회자 : 권남훈(차기 정보통신정책학회장,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 : 고흥석(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팀장), 남석희(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정책실장),
            박석철(SBS정책위원), 신호철(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정책팀장),
            이희주(웨이브 플랫폼사업본부장), 김동원(언론노조 정책자문위원),
            한석현(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김정현(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최세경(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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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CT ODA 사업 성과공유 워크숍
행사일 : 2019.11.29
장 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EBS
주 제 : ICT ODA 사업 2019년 성과 및 추진 계획,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구분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ODA 사업 2019년 성과 및 2020년 추진 계획]

발표

-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이종화 그룹장(KISDI)
-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전문가 초청연수│신성우 팀장(NIPA)
- K-LAB 설치 및 운영│임형규 팀장(NIPA)
-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 지원│김종년 팀장(RAPA)
-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 해외 ICT 정책결정자 협력채널 운영│백동엽 선임(NIA)
- 개발은행 협력 지원│류시내 팀장(KISA)
- 개도국 교육방송 구축·운영│정선경 부장(EBS)
[패널 토의 : ICT ODA 발전 방향]

토론

사회자 : 이삼열 교수(연세대학교)
패   널 : 한준희 사무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성윤 팀장(한국수출입은행),
            배진현 대리(한국국제협력단), 이광희 본부장(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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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국제 컨퍼런스 : AI for Trust
행사일 : 2019.12.05
장 소 :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
주 최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AI for Trust

구분

내용
(기조 발제) 인공지능 윤리 및 거버넌스의 국제동향 | 이상욱 교수(한양대학교)
[Session 1 : AI 시대의 신뢰 구축]

발표

(발표 1)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윤리 | De Kai 교수(홍콩 과학기술대학교)
(발표 2) AI 기술에서 신뢰를 위한 프레임워크 | Jeffrey Chan 교수(싱가포르 기술디자인대학교)
[Session 2 : AI 시대의 공존 방안]
(발표 1) 일상 속 인공지능의 윤리 이슈 | Manuel Zacklad 교수(프랑스 국립기술산업 콩세르바투아르)
(발표 2) AI 사회의 윤리적 도전과 이용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원칙들
            | 이호영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종합 토론 : 지능정보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

토론

사회자 : 김소영 교수(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토론자 : William A. Carter 부국장(美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박성호 사무총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신민수 교수(한양대학교/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최항섭 교수(국민대학교)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공개토론회
행사일 : 2019.12.2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최 :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 제 :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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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발표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성욱제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

사회자 : 이재경 교수(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토론자 : 정은령 센터장(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 팩트체크센터),
            이재진 교수(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신익준 사무처장(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재국 교수(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고민수 교수(강릉원주대 법학과),
            김재환 정책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윤 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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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보통신방송과 국제개발협력 포럼 : ICT4D 실천과 과제
행사일 : 2019.12.23
장 소 : 더 플라자 4층 오키드홀 (서울)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학회 ICT4D 연구분과위원회
주 제 : ICT4D 실천과 과제

구분

내용
(기조 강연) 한국 ICT ODA의 정체성 위기와 재정립│이희진 교수(연세대학교)
[Session 1 : 우리나라 ICT ODA 현황]

발표

한국 ICT ODA 전개와 한국형 ICT ODA 미래│김태은 부연구위원(KISDI)
한국 ICT ODA 현황 진단 - 부처별, 지역별, 형태별, 주제별 분석│유성훈 전문연구원(KISDI)
[Session 2 : ICT4D 주요 현안(새로운 흐름) : ICT4D 연구 사례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의 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ICT ODA 현지 조사의 새로운 방법론│정영찬(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우간다의 이뱅킹과 신뢰: 국제개발협력 정보시스템 개발에 주는 함의│차경진 교수(한양대학교)
데이터와 국제개발협력│박경렬 교수(KAIST)

토론

사회자 : 이종화 국제개발협력그룹장(KISDI)

Ⅳ. 2019년도 연구관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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