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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국가간 대봉쇄와 글로벌 경제위기를
발생시켰으며 각국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경제사회 활동 전반의 비대면화와 디
지털 전환이 급속히 촉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디지털 전환이 초래한 뉴노멀 사회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디지털 전략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비전을 ‘국가 디지털 전략을 선도
하는 ICT 정책 연구기관’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정비
하였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KISDI는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등 국
정과제 달성을 위해 디지털 경제사회 연구, ICT 데이터사이언스 연구, 통신전파 연구, 방송미디어 연구,
국제협력 연구 등 5대 주요 연구분야에 걸쳐 100여건의 장·단기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윤리기준’,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
이드라인’,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제5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 등 심도있는 연구
를 통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 수립에 기여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ITU, OECD, APT, APEC 등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힘썼습니다.
KISDI는 연구성과의 체계적인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였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연구의 저변확
대를 위해 새롭게 「AI Trend Watch」등 이슈리포트를 창간하였으며, 대한민국 미래전망, 지능정보사회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현안에 대해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원격회의와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공
론의 장을 온/오프라인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KISDI가 주최하고 18
개 외부 기관 최고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2021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는 인문·경제·사회
분야를 포괄하는 7대 지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여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국정관리
의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KISDI는 현재 진행되는 전 사회적 디지털 전환에 발맞추어 미래를 예측하고 지능정보화 시
대를 선도하는 ICT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아갈 것이며, 본 연차보고서가
KISDI의 지난 일 년간 연구성과를 함께 나누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
합니다.
끝으로 훌륭한 연구 성과들이 얻어지기까지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KISDI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KISDI의 연구수행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부, 학계, 산업
계,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 장 권 호 열

Ⅰ. 발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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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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 30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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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 29

2014
6. 30

통신개발연구원법 공포
(법률 제3,9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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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장

감사

기획조정본부

통신전파연구본부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방송미디어연구본부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

국제협력연구본부
경영지원본부

인원현황
(2021. 9월 기준, 명)

구분

원장

연구직

행정직

기술ㆍ사무직

공무직

계

정원

1

113

23

17

20

174

현원

1

112

23

17

19

172

※ 연구직 112명 중 박사급 인력 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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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별 업무분장

부서명

기획조정본부

디지털
경제사회
연구본부

ICT데이터
사이언스
연구본부
통신전파
연구본부
방송미디어
연구본부

국제협력
연구본부

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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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업무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중장기 사회경제적 변화 및 국가전략 연구
· 플랫폼·데이터 경제 생태계 및 관련 ICT 산업 정책 연구
· 인공지능 등 신기술 관련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수립
· 지능정보사회 윤리·법제도 및 ICT 기반 사회문제 해결방안 연구
· ICT 환경변화에 따른 우정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ICT 통계조사체계의 개선을 위한 기획, 조정, 평가 및 관련 통계정보의 분석 연구
· ICT 및 미디어 관련 주요 통계조사 및 DB 구축
· 미래예측을 위한 국가사회발전지수 개발 및 데이터사이언스 방법론 연구
· 빅데이터 기반 온톨로지 및 분석 플랫폼 구축
· 통신·인터넷 시장 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 정책 연구
· 통신·인터넷 시장 분석 및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 주파수 중장기 수급 및 할당 정책 연구
· 방송 서비스 부문 활성화 및 경쟁도입 정책 방안 연구
· 뉴미디어 및 디지털방송, 영상 콘텐츠 관련 정책 방안 연구
·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제도 및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 방송통신에 관한 국내ㆍ외 주요 현안 분석 및 통계 구축
· ICT·방송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 관련 연구
· ICT·방송 통상협상 및 전략 관련 연구
· ICT·방송 분야 개도국 정책수립 자문
· 남북한 ICT·방송 교류협력 관련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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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S 환경 구현을 위한 DB 구축 및 정보 Network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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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중점연구 분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가 디지털 전략을 선도하는 ICT 정책 연구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중점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연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향상을 위해 노력
5대 중점연구 분야
· 디지털경제사회연구

· 통신전파연구

·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

· 방송미디어연구

· 국제협력연구

2020년도 연구사업 현황

•16

구분

기본연구

정책연구

정책자료

현안연구

디지털경제사회연구

5

15

4

1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

2

11

6

0

통신전파연구

2

14

1

0

방송미디어연구

3

8

8

0

국제협력연구

0

6

1

0

합계

12

54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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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01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0. 31

디지털 플랫폼의 전환비용과 데이터 이동성에 관한 연구
연구진: 박유리, 이은민, 구윤모

연구목적
소수의 플랫폼이 이용자들의 관심(attention)과 행동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플랫폼
독점과 데이터 독점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 독점과 플랫폼 독점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데이터 독점과 플랫폼 독점 논의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규모 이용자를 확보한
플랫폼은 자연히 대규모의 데이터를 갖게 되고, 집중된 데이터는 상품 품질 개선에 기여하거나 전환비용을
높여 다른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 이동성은 데이터의 집중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전환비용을 낮추어 시장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데이터 이동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데이터 이동성
도입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으며, 특히 실증분석은 찾기 힘들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 이용행태 및 데이터 이동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이동성이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전환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해보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검색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OTT (Over The Top)서비스, 맞춤형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네 가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플랫폼의 전환비용은 서비스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데이터와 관련된 전환비용은 서비스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분석 결과 데이터
이동성의 도입은 전환비용을 낮추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데이터 이동성의 설계,
즉, 이동이 되는 데이터의 대상, 이용 편의성 등 데이터 이동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증거기반의 정책 수립,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데이터
이동성 개념 도입 및 제도적 불확실성 제거, 데이터 이동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메커니즘 설계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Key word

디지털 플랫폼, 전환비용, 데이터 이동성, 시장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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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02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0. 31

신기술 기반 ICT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연구
연구진: 김성옥, 오정숙, 김준익

연구목적
ICT 서비스산업은 개별 서비스가 아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 서비스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융복합 기반의
기술혁신, 제조업의 산업구조 혁신, AI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는 ICT 서비스산업의 핵심 형태가 되었다.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는 국경과 무관한 주체, 자산, 서비스를 한 곳에 모으고 제공하며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확장을 거듭하며, AI
기술은 플랫폼의 가치사슬 변화를 더욱 뚜렷하게 구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API 등의 발전은 기업의 비즈니스와 외부와의
연결을 촉진하면서 기업의 가치사슬을 확장시키고, 기술과 데이터, 알고리즘 등의 자산에 빠르게 접근하여 보완할 수 있게
해주며, 데이터는 소비자의 경험과 패턴, 산업과 시장의 수요와 변화 등을 분석, 예측하여 더욱 정교하고 세분화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해준다. 선형 분업구조로 형성되어 있던 다양한 리소스를 플랫폼을 통해 즉각적으로 접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과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등장은 기존 가치사슬 구조의 해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존 ICT 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플랫폼 기반의 ICT
서비스 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연구목적이다. 즉, 기술진화와
플랫폼화라는 추세에서 ICT 서비스 산업의 전통적인 글로벌 가치사슬이 어떻게 해체,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추세 하에서 ICT 서비스 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플랫폼화 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을 살펴본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ICT 서비스 산업의 파이프라인 가치사슬은 플랫폼화의 진전에 따라 가치창출
행위가 플랫폼으로 내재화되고, 리소스가 통합되면서 네트워크형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몇몇 플랫폼 기업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을 넘어서서 플랫폼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선형의 가치사슬은 다수의 참여자가 글로벌
각지에 흩어진 리소스를 플랫폼을 통해 상호보완하며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던 수요자는, 수요자가 생성하는 데이터와 피드백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제품/서비스 기획, 홍보와 마케팅의 부가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하며, 가치창출과 가치흐름의 방향을 바꾸어 버린다. 둘째,
이를 가능하게 만들고, 플랫폼 간 그리고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을 더욱 촉진하는 것은 API 등의 인터페이스, AI 등의
기술범용화 현상이다. 개방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개별 참여자가 개발, 개선, 고도화하는 기술과 서비스가 플랫폼을 통해
거래, 교류되며 AI의 진화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수요자 등 플랫폼 참여자들과 가치사슬 전반을 관리하고 수요를
분석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플랫폼 활용에 따른 가장 커다란 변화가 빠른 기술 활용이라고 응답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셋째, 기술요인은 로컬
플랫폼이 빠르게 기술선도국의 거대 플랫폼이 점하던 지위를 추격하고, 현지 시장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다. ICT 기술과
서비스의 플랫폼화는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에 분업구조로 존재하던 R&D, 제품/서비스화, 물류/유통, 마케팅 등의 행위를
내재화하고, 인프라와 기술 등을 서비스화된 형태로 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후발 주자들이 이를 보완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로컬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플랫폼을 추격, 추월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플랫폼화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따른 참여의 성질과 참여 방법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하나의 완제품을 완성하여 최종 귀착지에 닿기까지 필요한 일련의 과정에의 참여였고, 그
분업구조가 지역 혹은 국가 단위의 비교우위에 의해 형성되었다면, 플랫폼화 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는 다름 아닌
플랫폼들이 형성한 거대 생태계에 어떻게 참여하여 플랫폼의 다른 참여자들과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모호한 개념이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직접
부딪히며 정책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Key word

ICT서비스산업, 플랫폼, 글로벌 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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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03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0. 31

데이터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경제규제법제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강준모, 선지원, 주진열

연구목적
데이터 경제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형성되고 전통적인 산업과 양상이
다른 새로운 유형의 경제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기존의 경제규제법제가 이러한 경제 행위들을 제대로
반영하여 효율적·혁신적인 시장을 구축하고 사회적인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데이터 경제가 가져오는 사회적인 후생의 증가가 특정 경제주체로
집중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경제행정법 관점에서 그 권리의 속성과 거래 형태를 반영한 경제규제 및
경쟁법 등의 개선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경제 발전의 전제로서 데이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 관계와 거래 관계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의 거래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기존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경제에서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의 변화에 맞추어 발생하고 있는 법제도
이슈와 기존 법제 정비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데이터와 관련한 법체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또한
기존의 경쟁법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독점이나 집중화를 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데이터와
관련한 기업의 지배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원용 가능성과 이동권의 확장, 데이터 접근권
개념의 도입, 그리고 데이터 시장 감독 체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쟁점에 대하여 경제규제법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쟁법상 시장지배력의 유무와 남용 기준을 데이터 경제에 맞추어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격권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역시 연구 대상에 포함하여, 합리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자체의 거래에 대한 독자적인 규율 정립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Key word

데이터, 독점, 시장경쟁, 경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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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08-01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연구(Ⅲ):
총괄보고서
연구진: 이원태, 손상영, 문정욱, 조성은, 권은정, 이시직, 양기문, 정선민, 오다슬

연구목적
본 연구의 전체 목적은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응책과 시스템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3차연도(2020년) 연구는
1, 2차 연도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1, 2차연도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규범의 변화, 시민사회와 정부역할 변화
등을 반영한 사회갈등분석 및 법제정비 방안 연구와 더불어 미래사회 변화,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용적 사회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과 법제 정비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논의와 관련해서 포스트
휴머니즘의 한계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의 의미에 대하여 논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점에서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종합적인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실증분석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 기술 확산에 따른 쟁점을 도출·검토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기술의 생산 및 이용 증가에 따른 이익갈등/권리상충 및 다양한
사회경제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참여적 예방과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사회갈등의 성격 및
확산 방식을 규명하고, 사회정책 차원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추진체계,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활용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와 더불어 부작용이 최소화된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 3년에 걸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 혁신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인 동시에,
신기술 수용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회, 정책, 법제 등 사회체계를 새롭게
혁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지난한 갈등 조정의 과정
및 사회적 합의의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이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접근성
강화, 활용 역량 강화 등과 같이 기술 중심적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기술의 수용과정에 참여하는 수많은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조정과 연령, 경제적 소득 등 상이한 사회 집단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법 제도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Key word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디지털 사회갈등, 위험성 통제, 규제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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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08-02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사회변화의 수용성에 대한
실증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연구진: 문정욱, 양기문, 김서용, 왕재선, 유송희

연구목적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촉발된 새로운 변화로 인하여 기존 가치관과 사회적 관습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 초지능성, 초연결성, 민첩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환경의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공 등 사회 전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에 도태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는 개인뿐만이 아닌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능정보기술 수용성에 주목하여 일반시민, 공무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일반 시민, 중앙정부
공무원, 지방정부 공무원의 수용 수준과 태도를 비교·분석하고 각 집단별 수용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힘으로써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외 자료에 대한 문헌 분석, 선행 연구 및 정책 자료 분석을 통해 지능정보기술의 수용과 관련된
이슈들을 우선 도출하였다. 또한 2차 연도 중앙공무원 인식조사 모형을 지방공무원 특성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고 앞서 문헌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이슈들을 문항에 반영한 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88명을
대상으로 지능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지능정보기술에 대해 국민과 정부, 지자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개인적, 정책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향후 지능정보기술 관련 국가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크게 2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지방공무원의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인식과 태도 분석을 통해 업무적 활용 수준 제고 방안을 도출하였다. 둘째, 1, 2차년도
연구에서 수행했던 일반시민, 중앙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개인적,
정책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각각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분석을 실시 하였다.
우선 지방공무원 인식 및 태도 분석을 토대로 ‘공무원 교육체계 개선’, ‘정부 간 정보공유 활성화’, ‘조직적
지지 확산’ 등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일반시민, 중앙 및
지방공무원을 비교·분석한 종합분석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 ‘사용자 경험’, ‘정책별 특성’
등의 차원에서의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개인적, 정책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Key word

지능정보기술, 사회적 수용성, 지능정보사회, 정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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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08-03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사회갈등 이슈 분석 및
사회통합정책 방안
연구진: 이원태, 조성은, 정선민, 오다슬, 이원재, 양지성, 이명호

연구목적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동에 따라 한국의 사회경제 구조의 특징 속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
능한 디지털 사회갈등 이슈를 고찰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새롭게 등장
한 디지털 기술에 의하여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변형되거나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면
서 현재의 사회경제 생태계(시장 및 제도)와 마찰이 일어나고 새로운 이슈가 발생한다. 새로운 이슈를 둘러싼 이
해관계자들(주로 사업자와 새롭게 진입한 경쟁자, 고객 등)의 입장 차이와 경제적 이해관계는 조정을 통하여 새
로운 균형을 잡아가거나 갈등이 심화할 경우 대립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때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이나 제도의 개
편으로 새로운 경쟁 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하면 사회갈등의 심화나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사회의 역동적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할 수 있는 사회통합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사회갈등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뉴스 텍스트 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로
다음의 갈등 유형을 도출하였다: ① ‘4차 산업혁명’ 실체에 대한 갈등, ② 유망산업과 위험군 산업 종사자 간의
갈등, ③ 기술 담론과 사회 담론 간의 갈등, ④ 일자리 및 노동, ⑤ 기술혁신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한 갈등, ⑥ 한
국경제 성장 동력 요인에 대한 갈등, ⑦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갈등(국제관계).
종합하여 디지털 사회갈등 해결 및 포용적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4차 산업
혁명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분명한 정책대안이 나
오기 어렵고, 현재는 해당 개념이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의 심리적 거부감이 큰 용어로 작용하고 있기에 사회적
수용성에도 장애가 된다. 둘째,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대응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뉴스 텍스트
분석에서 도출된 사회갈등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갈등 비중이 높았다. 위험군 종사자들을 위
한 대체 직무 및 교육 서비스 제공,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아
직 요원하다. 노사와 정부가 긴밀히 협업하고` 공조하여 중장기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기술혁신
과 규제혁신의 공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규제는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저해 요인으로 종종 간주되지만, 기
술혁신의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긍정적 기능도 있다. 넷째, 중장기 차세대 핵심 유망기술 개발 전략을 수
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핵심 유망기술 분야를 제대로 선정할 지식 특화전략이 필요하고 산업계-학계-연구
소 간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거부감을 해소해야 한다. 기
존 노동자, 신규 창업자, 일반 시민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거나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
이 제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직무 교육과정 개발 및 접근성 향상, 규제 완화와 규제 불확실성 제거, 4
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시연과 긍정 효과 홍보 등이 필요하다.
Key word

디지털 사회갈등, 수용성, 이해관계, 사회통합, 사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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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08-04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지능화 혁명 시대의 위험 통제 및 기술 수용을 위한 법제도
체계 전환에 관한 연구
연구진: 권은정, 이시직, 오다슬, 양천수, 윤혜선, 신용우

연구목적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유력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지능정보기술은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양상은 분야와 목적에 따라 다채롭게 나타나며, 뒤따르는 위험의 성격과 수준도 일정하
지 않다. 국내외에서 상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막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주원료로 함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생
활 침해 우려를 심화시키기도 하고, 데이터 또는 알고리즘의 편향성은 새로운 구조의 권익 침해 양태를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알고리즘을 적용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기존의 인적 요소를 대체·보완하면서 사회규범 질서를
관통해 온 사람-사물, 행위-책임, 원인-결과 등의 이원적 접근법이 들어맞지 않는 영역이 늘어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화 혁명’의 편익과 위험은 사회적 공감과 합의에 이를 정도로 그 사례가 축적되거나
실질이 규명된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확고한 가치 질서를 전제로 위험을 예측·예방하는 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지능정보기술의 역기능에 초점을 두고 선제적으로 법적 보호 수단을 법에 규정하는 것 역시 급변
하는 기술 환경에 실질적인 위험 통제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의 다면적인 상호 작용을
감안하여,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 조건들 ― 특히 위험 및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법체계 조건 ― 을 충족시키
는 법원칙과 규범체계를 모색하고 중장기적인 법체계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2020년 6월 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기술의 새로운 위험에 대비한 제도 또는 거버넌스 변화
를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야기되는 특유의 위험 ― 데이터 또는 알고리즘의 편향성
에 따른 차별, 불공정 문제 등 ― 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제20대·제21대 국회에 발의된 다수의
법안들에서 확인되듯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외를 불문하고 윤리 원칙의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 관련 위험 관
리 및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능정보기술 위험 통제와 관련하여 유
럽연합, 독일, 영국, 미국의 주요 법정책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다. 국가별로 기술 수준과 제반 여건에 따라 ‘혁신
촉진’과 ‘위험 통제’ 간의 균형점을 달리 취할 수밖에 없으나, 비정형의 위험을 다루는 ‘리스크 관리’는 지능정보
기술 환경에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규제 방식으로 공인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의 법적 기초는 기존의 위험 통제 원칙의 변용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새로운 지능정보기술의 수
용을 가로막지 않는 위험 통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자율적 통제, 행위 중심적 통제, 사전적·현재적 통
제 등의 원칙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 변환을 토대로 지능정보기술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리
스크 관리, 원칙 기반(principle-based) 규제, 협력 규제(co-regulation)를 주축으로 하는 법체계를 구현해 나
가야 할 것이다. 지원적 규제, 영향평가, 자율검증 및 인증 등 혁신적 규율 수단을 반영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동
시에 자율규제 중심의 거버넌스를 존중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수용 조건을 충족시키고 궁
극적으로 지능화 혁명에 부응하는 ‘지능적 규율’에 다가서는 길이다.
Key word

지능화 혁명, 지능정보기술, 인공지능, 사회적 수용 조건, 리스크 관리, 자율적 통제, 협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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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09

연구기간: 2020. 5. 1 ~ 2020. 12. 31

AI 산업 발전을 위한 오픈 데이터 가치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진: 이준배, 한은영, 이영종

연구목적
인공지능을 비롯한 분석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중요한 가치 창출 매커니즘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기존 이용자 베이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축적한 글로벌 기업들(FAMGA: Facebook,
Amazon, Microsoft, Google, Apple)이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데이터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오픈 데이터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노력이 활발한 가운데, 과도한 데이터 사유화와 소수 기업의 데이터 집중이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질서를 확립할 것이 요구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공개와 개방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경제 신질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내외
문헌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서는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개방(오픈 데이터)하기 위한 동기 유인을 분석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의 관점에서 개방 동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도출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가치평가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데이터 활용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이를 데이터 개방의
편익 분석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설문을 통해서는 데이터 개방과 공개의 장애요인과 정책적 개입
필요 영역을 도출하였는데, 데이터 개방과 공개의 장애요인으로 법제적 불확실성과 인식 부족을 식별하였고,
정책적으로는 데이터3법을 비롯한 법제의 정비, 데이터 공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1) 건전한 인공지능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소유권/접근권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조화하는 원칙이 필요하며,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자발성에 기초한 개방과 공유를 활성화해야 한다. (2) 기업 기밀의 유출이나 정보 우위의 상실을 우려한
과도한 데이터 사유화(데이터 사일로)는 데이터 생태계 전체의 발전은 물론 기업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 (3) 정보로서의 데이터는 시장에서 적절한 수준까지 공급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시사점이 데이터 법제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로 이어지고, 오픈 데이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데이터 공유 활성화로 연결되기 바란다.

Key word

오픈 데이터, 오픈 이노베이션, 인공지능 데이터 생태계, 데이터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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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13

연구기간: 2020. 8. 1 ~ 2020. 11. 30

AI 민간 전문가 대상 정책권고 의제 발굴 및 제언
연구진: 김경훈, 한은영, 이준배, 윤성욱, 안명옥, 이경은, 김민진, 김지혜

연구목적
인공지능(AI)은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오는 혁신기술로 주요국 정부들은 인공지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역량을 결집 중이며, 우리나라 또한 ‘인공지능 국가전략’,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을 발표하며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경쟁 대열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속도와 방향성으로 성장하는 AI 산업
환경하에서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학교 등 민간에서의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국가 AI 정책의 효율적 수행 및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와 협력하고, 4차위 민간위원 및 혁신위원을 통해
민간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통해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AI 혁신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민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AI 혁신생태계 발전을 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권고 의제로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① 역동적인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주도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② AI 생태계의 마중물로서 공공데이터의 생산·공급, 유통, 분석·활용 등 데이터 가치사슬
혁신, ③ AI 혁신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 주체 간 갈등 조정을 3대 권고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권고원칙에 근거하여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데이터 활용 보장’과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전주기 혁신’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6대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축인 민간의 자율적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에서는 ① 데이터 유관 법령 재정비, ② 데이터 활용 테스트베드 확대·개선, ③ 데이터의 안전한
이종결합 환경 조성, ④ 데이터 활용 전문인력 양성의 4개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두 번째 축인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전주기 혁신에서는 ① 공공데이터 재사용 원칙 수립 및 활성화, ② 공공데이터 전주기 고도화의 2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현재 데이터 생태계에서는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효과적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하며,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 실제 공급되는 공공데이터 간 미스매칭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조정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권고안은 시장 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제언하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생태계에 초점을 맞춘
정책 협의체 및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CDO)가 필요하다. 셋째, 데이터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민간 중심의 관점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세부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국가 전략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데이터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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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14

연구기간: 2020. 5. 6 ~ 2020. 12. 2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위험관리 보고서
연구진: 이경선, 박유리, 김성옥, 이경남, 정원준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위험의 속성을 이해하고 위험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데이터 위험진단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또한,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현재 우리나라 주요 분야(금융, 의료, 유통)의 데이터
위험 수준을 진단·분석하여 데이터 위험관리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결과, 국민, 산업전문가, 법제도전문가 사이의 위험인식 차이가 드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위험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전반적으로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 내부 관리로는 통제가 어려운 유형들의
데이터 위험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위험들은 변화하는 외부환경,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수 있어 정형화된 위험관리 틀로는 관리가 어렵다. 데이터 환경의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위험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변화에 작동가능한 규모별, 수준별 차별화된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데이터 위험인식은 전반적으로 전문가들 대비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불투명성 관련
위험유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흐름의 불투명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법하고 안전한 데이터의 수집·처리를 담보하기
위해 데이터 흐름 전반의 투명성 제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기업의 책임성 강화, 사회전반의 신뢰자산
구축이 필요하다. 법제도전문가들의 경우, 불공정한 데이터 수집, 활용위험에 대해 높은 위험인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터의 불공정한 활용 위험이 향후 다양한 산업에서 대두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데이터가 우리
사회를 위해 책임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가 가져올 기회와 위험을 고려한 균형있는 데이터 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국가 데이터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산업분야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금융분야는 대체로 데이터 위험수준이 높지만 현재 ‘편향된 추론’을
제외한 위험유형들은 적절한 위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타 분야 대비 데이터 표준,
규격이 잘 갖춰져 있는 금융분야는 데이터 생태계의 확장이 빠르게 진전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이에
대응가능한 데이터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의료분야는 데이터 활용 혜택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가
가장 높으나 현재 데이터 수집·활용, 보호 수준이 둘 다 미흡한 부분이 많아 데이터가 가져올 기회, 위험요소를
고려한 균형있는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유통분야는 현재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데이터 위험도가 높은 유형의 위험관리 수준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분야는
데이터 위험관리에 대한 투자, 역량이 미흡한 중소, 영세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정보주체를 통해서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생태계 주체들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인식,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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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16

연구기간: 2020. 8. 25 ~ 2020. 12. 21

데이터 통합 거래를 위한 환경 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연구진: 강준모, 김경훈, 윤성욱, 이준배, 장재영, 오정숙, 이경은, 이영종, 이은민

연구목적
디지털 경제의 도래로 데이터가 새로운 생산요소로 등장하면서 데이터의 공유와 재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데이터 거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 우리나라의 데이터
거래 환경을 시장 환경, 법제도 환경, 정책 환경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데이터 거래를 가로막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2)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공공 주도의 데이터 통합 거래체계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3) 데이터 거래의 특성과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이상적인
데이터 거래 플랫폼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의 데이터 거래시장에서는 작은 규모로 인한 비효율성, 부족한 데이터 역량, 불명확한 법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미성숙한 인식 등 기반적인 문제로 인하여 데이터 상품의 공급과 수요 부족, 품질·표준화·가격
결정의 어려움, 복잡한 거래계약과 같은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 문제는 국내의 데이터 역량을
고려해보았을 때 시장 기능만으로 단기간에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개입 방법으로는 단일화된 데이터 거래 감독기관에서 거래체계를 감독하면서
기능적인 요소를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과, 거래지원 기능을 갖춘 공공 주도의 데이터 거래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공공 주도의 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는 경우, 기능적인 문제의 해결을 넘어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이나 연구 지원 기능을 거래소 위에서 구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진은 단순한 데이터 거래
중개 외에도, 데이터 솔루션의 중개와 커뮤니티 기능과 같은 부가적인 기능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과, 정부 주도의 데이터 통합 거래소
설립 추진을 위한 기본모델 설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

데이터 경제, 데이터 가치사슬, 데이터 통합 거래, 데이터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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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17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ICT 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연구진: 조
 성은, 이호영, 이원태, 문정욱, 문아람, 권은정, 이시직, 양기문, 정선민,
황선영, 오다슬, 김태오, 노승용, 류현숙, 윤호영, 정인관, 최슬기, 한 준

연구목적
인공지능 기술은 자체 학습 과정을 거쳐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므로, 작동 결과에 대한 투명하고
완전한 이해가 어렵고 타당성 검증도 어렵다. 인공지능의 발전 초기 시점에서는 결과가 효과적이라면 도출
과정과 기준, 기술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중요하지 않았으나, 인공지능이 일상의 영역으로 확산하면서 사회적
측면의 이해와 관련 법·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기반 기술 및 서비스가
특정 전문분야의 전문가 대상을 넘어 대중화하는 단계에서 다음 사회를 위한 안전한 인공지능 환경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인공지능 기반의 사회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책
이슈와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즉,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며,
역기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정책 이슈와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사업은 안전한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세부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각국의 인공지능 전략 추진 방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전략 방향의 주요 주제 영역을
도출하고 신문기사를 통해 드러나는 인공지능 관련 사회 이슈를 분석하여 국가 전략과 사회적 논의 방향을
종합하였다. 둘째, 인공지능 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
노동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필요와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연구로써 플랫폼 노동의 주요
작동 요소인 알고리즘 관련 이슈 파악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사이버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설계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사회시스템에서 기존의 사회 불평등과
디지털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다루었다. 셋째, 사회적 대화와 이해관계의 조정
절차, 즉 사회적 합의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인공지능 사회영향평가의 개념과 거버넌스, 체계와 법적 근거
등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넷째, 미래 개인공간과 지역사회의 변화 방향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역할 재정립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세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중장기 전략을 위한 주요 정책 아젠다로 ① 인공지능 시대 고용 및 노동구조
변화 대응, ② 인공지능 기반 공공·행정 서비스 혁신, ③ 윤리적 인공지능 구현, ④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위험
이슈 대응, ⑤ 인공지능 시대 프라이버시, ⑥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포용 구현, ⑦ 기타 인공지능 사회 정책 이슈를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0개~15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그에 대한 우선순위를 문헌 근거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안전한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AI사회 일상에서 직면하게 될 잠재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회복력과 내구성을
갖추기 위한 선행 연구로써 의의가 있으며 인공지능으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미리 예측· 전망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며, 잠재 위험이 구체적 사회 현상으로 드러날 때 정책 개발을 위한 선행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Key word

AI사회, 투명성, 안정성, AI윤리,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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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18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ICT 규제개혁 기반연구
연구진: 강준모, 김정언, 박유리, 이학기, 문정욱, 오정숙, 이시직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표는 과기정통부 소관 규제 정비를 위한 법령 검토 및 정비과제 발굴을 통하여 ICT 분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ICT 규제 제·개정에 따른 규제비용편익 분석과
규제영향분석서/규제비용분석서 검증 및 보완,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개정 등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ICT 부문
규제비용관리제를 지원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이에 따른 연구내용은 크게 ICT 규제 영향평가 및 비용분석, 과기정통부 규제정비 지원, 과기정통부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수정 및 보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해서는 규제 심사에 상정된 8개 법령의 총 10개 규제의 영향분석서 작성을
수행했다.(방송법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이용자위원회 설치 의무,
함체포트의 전자파 측정주파수 대역 확장 및 제품군 신설과 내성 평가기준 변경 등, 전파차단장치 제조 등의
인가,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의무 이행, 가입자 등록 및 이용자 보호 의무 부과, 전자서명 인증서의 효력정지·폐지/생성정보
보호 등 시설 및 자료보호 의무부과,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또한 규제비용 적립을 위해 비용절감 발생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를 3건 작성했다(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관리, 뇌연구촉진법의 비용·편익 산정기준).
둘째, 규제정비 지원을 위해 2020년 일몰 도래 규제에 대한 규제 폐지·개선·존속 여부 및 일몰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중소기업 적용 규제 조문 발굴, 영업자 의무규제 중 면적·시설 등 구비의무 정비 관련 과제
발굴,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지원을 위한 규제책임입증제 대상 법률 검토 및 규제입증책임제 사전 검토서작성,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된 규제 중 불수용 규제 타당성 검토를 수행했다.
마지막으로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은 최신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및 ICT 부문 규제비용편익 산출 및
규제비용관리제 사례 연구 등을 반영해 과기정통부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수정 및 보완했다.

Key word

규제정비, 규제영향분석, 규제비용분석, 규제비용관리제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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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2020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총괄보고서
연구진: 이
 호영, 문정욱, 이원태, 조성은, 문아람, 권은정, 양기문, 김사혁, 이시직, 정선민, 최지현, 오다슬,
김병필, 김용찬, 마경태, 문상현, 문수복, 성욱준, 유승현, 유용민, 이도훈, 조상현, 황용석

연구목적
2018년부터 시작되어 3년 차를 맞이한 본 연구사업은 지능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통신환경 변화에 대해 이
용자 보호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도출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이용자 보호의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
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①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데이터 구축 및 조사, ② 지능정보사
회 이용자 행태 조사 방법론 개발, ③ 지능정보사회 정책 네트워크 운영, ④ 인공지능·데이터 윤리정책개발 등
4가지 세부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각 세부 연구의 주요 내용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8, 2019년에 이어 지능정보사회 환경이 이용자
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조사의 횡단, 종단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전국 규모의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
널조사를 통해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 변화 및 분화,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수용도, 프라이버시
를 포함한 지능정보사회 이슈 등에 대한 태도들을 정량적 데이터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 대응의 근거를 확
보하였다. 둘째,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의 공정성 보장 방안을 도
출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실험, 문헌조사, 전문가 심층 조사 등 융합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추천 시스템
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론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셋째, 올해는 2018년부터 이어진 이용자 정
책 포럼 간담회에서 나아가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책임 의식 제고를 위해 공공·
기업·시민단체·학계가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였다. 이외에
도 제2회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이용자 보호의 사회적, 정책적 함의를 국민과
폭넓게 공유하고 데이터 기반 이용자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안전한 지능정보사회 환경조성을 통한 잠재적 이용자 권익침해 예방과 더불어 디지털 불평등 완화를 통해
모든 사람이 새로운 기술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 환경조성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
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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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용자 보호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알고리즘 편향, 인공지능, 윤리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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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19-02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2020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데이터 구축 및 조사
연구진: 이호영, 조성은, 문아람, 양기문, 정선민, 오다슬, 김용찬, 이도훈

연구목적
본 연구 보고서는 2018년부터 시작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데이터’ 사업의 3년 차 통계 분석 결과를
다룬다. 패널데이터는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이용자들의 인식, 태도, 기술 및 서비스 이용 의향 등에 대한 면대
면 조사사업을 통해 구축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국 규모 패널조사 사업을 통해 이용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사용 경험과 미래기술에 대한 인지도, 지능정보기술·서비스의 위험에 대한 인식 및 이용자 권리에 대한 의식을
연차별로 누적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계층, 세대, 지역 등 이용자 집단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이용
자의 권리의식에 대한 역동적 변화를 포착하여 이용자 보호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1차 연도 연구에서 구축한 2,000여 가구 규모의 패널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보통신환경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관심을 받는 중점 신기술이나 영향력이 큰 환경
전환에 대한 특별조사를 병행하였다. 특별조사는 매해 새로운 문항을 구성하여 실시하는데 2018년에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2차 연도인 2019년에는 OTT 등 동영상 서비스에 이어 2020년에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행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발생이라는 큰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의 증가와 지능정보기술 서비스 이용 양태의 관련성을 심층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는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킨 코로나-19로 디지털 포용 정책에 예측적 규제 접근이
중요해졌음을 제시한다. 지능정보기술이라는 진화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당국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당국의 전문성 제고는 여러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려는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협업에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 인력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공조도 포함한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용자의
역량 강화는 계속해서 강조된다. 특히 디지털 스킬을 함양하는 것은 단순히 새롭게 도래한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측면뿐 아니라, 편익을 얻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포용을 위해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의 재편이다. 대화형 원격 교육의 활성화 디지털
포용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에서 취약한
집단을 위해 마련된 디지털 포용 교육프로그램을 사회적 통합의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설계할 것을 제언한다.

Key word

이용자보호, 패널조사,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이용자 권리, 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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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19-03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추천시스템의 편향 보정 및 공정성 보장 방안 연구
연구진: 이원태, 황용석, 문수복, 정재선, 정지완, 황현정, 최지현

연구목적
본 연구는 추천시스템에 요구되는 편향의 보정과 공정성 보장을 개념적,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추천시스템 연구방법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시뮬레이션 실험기반의 공학적 접근과 문헌조사, 전문가 심층조사 등 비공학적 접근의 융합적 연구를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추천시스템 개념, 알고리즘 추천시스템의 발전과정과 유형,
적용분야를 살피고,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실제 추천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탐색하였다. 공정성에 대한 기본개념과 공정성 확보의 전제조건들을 검토하기 위해 추천시스템 공정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주제관점과 대상관점, 집단관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와 정책 추진방법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추천시스템 편향 보정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이용자 그룹 규모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추천시스템 편향성을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User-KNN과 SVD알고리즘을 이용해 추천시스템을 구현하여 시뮬레이션 실험연구를
진행했다. 구현한 추천시스템에 가상으로 생성한 행동기록 데이터(synthetic data generation)를 이용해
편향성의 차이를 확인했으며, 실제 MovieLens 데이터를 적용해 검증했다. 실험 결과, 알고리즘을 이용한
경우 기존의 사용자가 선호했던 정도보다 더 증폭된 정도로 항목을 추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알고리즘으로
인해 편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입력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편향성을 줄일 수
있는 유저 복제, 소수 집단의 크기 조정, 새로운 유저 값 생성 등의 네 가지 방법을 고안했다. 또한, 전문가
심층조사를 통해 추천시스템의 공정성 개념과 편향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알고리즘 공정성이 보편적으로 정의되기 어려우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분석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이 개별 사안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연구방법
또한 공학적 접근과 비공학적 접근이 다학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하여 추천시스템 알고리즘의 공정성 문제는 추천시스템 제공자가 시스템이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과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Key word

추천시스템, 편향보정, 알고리즘 공정성, 시뮬레이션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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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19-04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알고리즘 데이터 이용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진: 이호영, 문아람, 양기문, 변성혁, 문상현, 유승현, 유용민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만들어갈a 지능정보사회의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알고리
즘 기반의 서비스 도입이 미디어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 미래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또한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의 본원적 특성과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알고리즘 기반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의 본
원적 특성과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알고리즘 기반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이 채택·운용되는 과정 및 방식을 파
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해에 근거해 알고리즘 기반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 활용이 파생시키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이슈들의 특성을 범주화하고 이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서비스 도입이 이용자 미래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
된 의사결정이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이용자 정책의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①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 정도와 ② 지능정보사회 구현의 주체를 두 가지 축으로 하는
4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는 이용자들이 지능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시
나리오로, 공공부문이 지능정보사회 추진의 핵심 주체일 때 시나리오 1, 민간부문이 핵심 주체일 때 시나리오 2로 구
분된다. 반면 시나리오 3과 시나리오 4는 이용자들의 지능정보기술 채택에 소극적인 시나리오로, 공공 주도로 지능정
보사회를 구현하는 시나리오 3과 민간 주도로 구현하는 시나리오 4로 구분된다.
또한, 알고리즘의사결정체계(ADS)의 근본 원리와 구성 방식, 그리고 미디어 영역과 그 외의 영역에서 ADS가 활용
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관련한 문제점과 핵심 쟁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미디어 영역에서는 ① 정확성, ② 신뢰,
③ 가치의 이전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수용자 인터뷰(FGI)를 진행
하여 ADS 미디어 이용행태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최적화된 알고리즘 기반 미디어 이용이 어떤 것이며, 최적화
된 ADS 미디어 이용을 위해 필요한 리터러시 지원이 어떤 것인지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기반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보급 및 확산이 우리 사회에 주는 변화와 충격을 개인, 공적영역,
사적영역과 국제적 차원에서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알고리즘 기반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회적·정책적 대안을 알고리즘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미래지능정보사회 이용자를 위한
정책의제를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이용자 보호 범주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 알고리즘
윤리성·책무성, 데이터 보호 및 활용 등, ② 이용자의 가용 자원 범주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의 다양성, 질, 혁신 등, ③
이용자-민간기업 관계 범주에서는 이용자 노동에 대한 보상, 지식재산권 등, 그리고 ④ 이용자 간 격차 범주에서는 디
지털·알고리즘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디바이드·불평등 해소 등의 정책의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알고리즘 거버넌스
를 위한 중요 고려사항으로 산업적 표준의 개발, 인권, 그리고 국제 협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검토해 가기 위한 4가지
정책 옵션을 제시하였다. 이는 각각 중층적이고 병행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으로, ① 인식을 제고하고, ② 알고리
즘 의사결정의 공공적 사용에 대한 책무성의 내용과 범위를 밝히며 , ③ 민간·시장 부문에서 알고리즘 규제 감독의 권
한과 범위를 확정하고, ④ 알고리즘 거버넌스를 글로벌 차원에서 상호 조정하고 연관시켜야 하는 작업으로 구성된다.
Key word

미래 시나리오,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미래상, 사회문화적 영향, 알고리즘 및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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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20

연구기간: 2020. 4. 1 ~ 2020. 12. 31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
연구진: 김경훈, 김민식, 이영종

연구목적
인공지능(AI)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공지능 생태계와 반도체 생태계의 접점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곧 AI 기술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된다. 다행히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편증된 불안정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 구조와
특징, 그리고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각각의 생태계를 살펴본 후, 두 생태계의 점점이 되는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를 정의하고 분석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 결과,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파운드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인공지능 반도체의 역할 및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즉, 인공지능
반도체는 전 산업의 인공지능 융합·확산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최근 인공지능 활용이 서버·클라우드 인프라를
넘어 모바일·자동차·가전 등 다양한 단말(Edge)로 확산됨에 따라 기존 단말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반도체의
인공지능화가 이루어지며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반도체의 분야별 기술을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전망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Delphi) 조사와 표적집단면접(FGI)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델파이 조사는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현재 경쟁력과 2022년, 2026년, 2030년의 예상 시장점유율 등 정량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으며, FGI에서는 델파이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4대 분야(IIoT, 서버, 자동차,
소비자 디바이스)에서의 인공지능 반도체 활용 현황과 발전 시나리오, 그리고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해외 주요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벤치마킹을 위해 이들의 현황과 개발 전략 분석 등의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외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을 크게 데이터센터와 엣지·터미널 분야로 구분하여 데이터센터 반도체
관련 3개 기업, 엣지·터미널 분야 4개 기업에 대해 기업 개요, 투자, 제품, 실적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위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포함 관계부터 합동으로
2020년 10월 발표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Key word

인공지능, AI,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지능형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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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21

연구기간: 2020. 4. 1 ~ 2020. 12. 31

윤리적 인공지능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
연구진: 문
 정욱, 문아람, 김정언, 이시직, 양기문, 황선영, 변순용, 문명재, 선지원,
김형주, 이청호, 김봉제

연구목적
지능정보사회의 주 원동력인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경제적 활용으로 생산성과 편의성
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방대한 데이터와 알고리즘 활용에 따른 인공지능의 윤리적 이슈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역기능과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주체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 규범을 심층 분석하여, 우리나라 인공지능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규범을 찾는 한편, 국가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윤리적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회적 수용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을 제시하고,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윤리정책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범국가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전단계에 걸쳐 참조할 수 있는 윤리기준을 수립함으로써 관련 산업경제
전분야의 인공지능 자율 규제 환경조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획-개발-활용으로 이어지는 인공지능 산업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고, 전국민이 인공지능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을 최상위 가치로 하여 ① 인간의 존엄성, ② 사회의 공공선, ③
기술의 합목적성의 3대 원칙과 ① 인권보장, ② 프라이버시 보호, ③ 다양성 존중, ④ 침해금지, ⑤ 공공성, ⑥
연대성, ⑦ 데이터 관리, ⑧ 책임성, ⑨ 안전성, ⑩ 투명성의 10대 핵심 요건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목표·지향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개발자, 공급자, 이용자, 공공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조할
수 있는 기본적 윤리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본 윤리기준을 구속력과 강제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윤리기준’의 형태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고 기술발전을 장려하며, 기술과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윤리 담론을 형성한다. 셋째, 산업경제 분야의 자율 규제 환경조성을 통해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개발자·공급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게 하지 않는다.
범용성을 가진 일반원칙으로서 도출한 윤리기준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윤리기준 참조모델이 되고,
사안별 또는 분야별 인공지능 윤리기준 제정의 근거를 제공하여 영역별 세부 규범이 유연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경제 및 기술 변화와 함께 새롭게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 이슈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는 ’인공지능 윤리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Key word

인공지능, 인공지능 사회, 윤리원칙, 인공지능윤리, 사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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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50

연구기간: 2020. 6. 3 ~ 2020. 12. 31

AI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AI 데이터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연구진: 이준배, 윤성욱, 이경은, 정원준

연구목적
인공지능 기술을 실무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한 가운데 체계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델을
훈련시키며, 결과를 데이터 수집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데이터 생태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동기에서 기획되었으며,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먼저,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최근 동향과 적용 분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정의와 최근 국내외
데이터 개방 동향, 국내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내 인공지능 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법제적인 요인을 살펴보았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국내
데이터 생태계 실무에 있어서 중대한 계기이나 음성인식, 데이터 마이닝, 영상처리 측면에서 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이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좌담회(FGI)를 통해 우리나라 AI 데이터 생태계 현황과 활성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AI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견을 수집하였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정부의 적극적인 데이터 구축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연구계의
데이터 수요자들은 유효한 데이터 취득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전문가 좌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발굴한 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다.

· 활용 중심의 데이터 3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인 불확실성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업들은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주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 정보 활용으로 인한 후생증가와 정보 비대칭의 해소 측면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절대적인 과보호는 적절치
않으며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개인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기여, 이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밑바탕과 더불어 데이터 제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데이터는 연구목적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축해나가는 연속적인 프로세스로 이해해야 하며, 데이터의
성질과 연구에 목적에 따라 수집에서 활용까지 지속적인 관련 주체 간 소통을 촉진하여야 한다.

Key word

AI 데이터, AI 학습데이터, 데이터 생태계, 데이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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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52

연구기간: 2020. 8. 1 ~ 2020. 12. 31

코로나 이후 시대의 ICT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연구진: 박유리, 이경선, 최계영, 조유리, 김성옥, 장재영, 이경남, 오정숙, 손가녕

연구목적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역량을 갖춘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간 차이는 점차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세계 및 국내의 코로나로 인한 환경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러한 변화에 현재의 정책 방향이 적절한지,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된 ICT 정책 이슈 분석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우리나라 ICT 산업의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2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지를
경제·사회 환경변화, 그리고 ICT 산업 환경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ICT 정책 이슈를 전문가 설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코로나19이후 주목해야할 ICT 산업 관련 주요
정책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정책 이슈들은 플랫폼 경쟁력 강화, 핵심 기술 인프라 경쟁력 확보, 창업 생태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대응, 기업의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우리나라의 ICT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 경제에 소프트랜딩하기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이며, 코로나 이후 ICT 산업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Key word

포스트 코로나, ICT 중장기 정책, 플랫폼, 기술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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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53

연구기간: 2020. 8. 1 ~ 2020. 12. 31

디지털 플랫폼 관련 글로벌 이슈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연구진: 최계영, 김민식, 김성옥

연구목적
본 연구과제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글로벌 이슈들과 연관된 국내 플랫폼 시장/정책 동향 분석을 통하여 국내 플랫폼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이를 위해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 강화 매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 ① 디지털 플랫폼 공정경쟁: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지배력 심화가 초래할 수 있는 반경쟁적
영향을 동태적 측면(기술혁신과 신시장/신산업의 대두에 미치는 영향) 및 분배적 측면(플랫폼 제공자와
참여자간 플랫폼에서 창출되는 가치/지대(rent)의 분배)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
- ② 데이터 정책: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강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이용자 보호
문제, 글로벌 플랫폼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access), 데이터 거버넌스 등 데이터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
- ③ 이용자 보호, 자국 플랫폼 보호 등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이용자 및 해외시장에 대한 영향력 증대가
초래하는 이슈 분석
이어서, 상기의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해외 정책 제안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플랫폼 시장의 현황 및 관련 정책들을 글로벌 이슈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분석을 기반으로 국내 플랫폼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Key word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 공정경쟁, 글로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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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3-01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플랫폼 연구
연구진: 박유리, 김성옥, 이경선, 이경남, 오유리, 안현진

연구목적
전통적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위한 서비스의 스마트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진화된 기술의 활용을 통한
전통 서비스 산업의 스마트화 및 고도화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 문제 해결의 열쇠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스마트 서비스의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기된 이슈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통한 결과물을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등 정책 프로세스 전반의 혁신
기제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과제는 크게 디지털 헬스케어, 테크 플랫폼, 스타트업 생태계의 3가지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현장에서의 정책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각 워킹그룹은 기업 사전조사, 브레인
스토밍, 의제 구체화 과정을 거쳐 심도있는 정책 제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디지털 헬스케어 워킹그룹의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 증대 방안을 위해
데이터 기반 혁신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실증이라는 정책 의제를 도출하였다. 테크
플랫폼 워킹그룹의 경우 스마트 기술 생태계 재생력 확보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민간 중심 AI 도입 및 확산
지원이라는 의제를 도출하였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서비스 혁신 역동성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라는 의제를 도출하여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스마트 서비스의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기된 이슈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을 통한 구체적인 정책 의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스마트 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스마트 서비스, 정책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테크 플랫폼, 스타트업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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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2020 ICT 벤처·스타트업 패널 조사
연구진: 조유리, 손가녕, 정재훈

연구목적
본 조사는 ‘ICT 창업생태계 변화분석을 위한 창업기업 패널데이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ICT 분야
혁신형 창업기업의 이력, 행태, 성과를 연 단위로 다년간 추적하는 ‘ICT 벤처·스타트업 패널’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창업생태계가 최근 크게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창업기업 통계지표는 주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정 시점 단면자료 위주로 구성되어 장기 변화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상황이다. 효과적인
창업생태계 연구와 관련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동태적인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업 단위로 다면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패널조사는 ICT 혁신형 창업기업의 특성을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먼저 모집단을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으로 나누어 수행한다. 또한, 실제적인 생멸, 기업의 정성적, 정량적 정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일반정보, 추적정보, 설문조사, 재무회계, 지적재산권 등의 다종 출처의 다면 자료를 수집한다.
2020년은 패널조사의 두 번째 해로 추적조사 실시, 설문조사 실시, 재무회계 자료 수집, 지적재산권 자료
수집, 가중치 모형 개발 및 계산, 자료 통합 등의 작업이 수행되었다. 패널추적원칙, 자료구조원칙, 자료수집원칙
등을 수립하고 준수하였다. 수집결과, 패널표본 1,558개 기업 중 40개 표본이 이탈하고 유효표본 1,518개 중
설문 수집률 61.7%, 재무회계자료 수집률 93.7%, 지재권자료 수집률 99.9%을 보였다.

Key word

ICT, 벤처, 스타트업, 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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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4-02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한국의 ICT 벤처·스타트업 기업 현황 분석 및 국제 비교 연구
연구진: 조유리, 손가녕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9년의 ‘ICT 벤처·스타트업 패널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ICT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의 현황을 정리하고 해외 창업기업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창업 생태계에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수행되었다. ‘ICT 창업생태계 변화분석을 위한 창업기업 패널데이터 구축 사업’의 세부 연구과제이며,
패널조사를 위해 수집된 기업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의 최근 ICT 창업기업 현황을 포괄적으로
조망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보고서는 2019년 기준 국내 ICT 창업기업에 대한 백과사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국내 ICT
분야 창업기업의 업종, 업력과 같은 단순 통계에서부터 규모의 분포, 국내와 해외시장 진출, 정부 지원의 수혜
여부 등 각종 세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년간의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여 ICT 벤처기업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았고, 폐업 유형을 분류하여 소멸과 쇠퇴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해외의 자료를 함께 비교하면서 국내 생태계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9년 국내 ICT 분야 창업기업의 전체 지형을 살펴본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벤처확인기업
조사만으로 포착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업군, 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고위험 고성장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의
부상이었다. 또한, 해외 기업에 비해 국내 창업기업들은 업력이 낮으면서 소규모로 자주 투자받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낮은 업력을 강조하는 국내 제도의 문제라고 판단되었다. 국내 ICT 벤처기업의 4년간의
변화를 분석하여 낮은 폐업률과 기업 이질성의 증가를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획일적인 성장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이질성을 고려하여 창업정책이 진일보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았다.

Key word

ICT, 벤처, 스타트업, 기업분석,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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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4-03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ICT 벤처패널(2016~2018)을 활용한 ICT 벤처생태계 실증 연구
연구진: 이학기, 고강혁, 오동현, 전기영

연구목적
본 연구는 ‘ICT 창업생태계 변화분석을 위한 창업기업 패널데이터 구축 사업’의 세부 연구과제 중 하나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구축한 ICT 벤처패널을 외부에 공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ICT 벤처기업의
성과와 정부의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계량적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의 공개와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ICT 벤처패널의 활용성을
널리 알리고, 연관 분야의 연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기획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제2장에서는 ICT 벤처패널의 구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데이터의 공개를 위해 비식별
처리된 변수에 대해 설명하였고,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ICT 벤처패널’을 활용하여 국내 ICT 벤처기업의
성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제6장은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번 실증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연구 결론으로는 첫 번째, 실증분석인 효율성 분석 결과, ICT 벤처기업의 효율성은 낮은 편이나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과반수의 ICT 벤처기업들이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실증분석인 ICT 벤처기업의 폐업율이나 경영성과는 정부의 지원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 실증연구로 ICT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정부지원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 ICT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따라
정부지원의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업력을 기준으로 성장단계를 구분할 경우, 연구개발 지원이
창업기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자금지원은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

ICT벤처패널, 벤처,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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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연구 20-01

연구기간: 2020. 4. 13 ~ 2020. 9. 30

재난대응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ICT의 역할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진: 이원태, 정용찬, 성욱제, 김경훈, 노희용, 김사혁, 박성균, 이시직

연구목적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및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ICT의 역할 및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 방안의 모색은 자연재해 등
전통적 재난 대응체계를 ICT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감염병을 비롯해 기후변화,
디지털 재난 또는 사이버 재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유형의 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ICT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이다. 특히 ‘복합사회적 재난(complex social disaster)’ 등 새로운 리스크의
조기 발견,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ICT 역할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는 물론, 중장기 관점에서 미래의 대규모
재난·위기 상황에 대비한 ICT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팬데믹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디지털재난 등
여러 재난의 유형이 섞이면서 연쇄적으로 확산하는 신종복합재난의 특성을 지닌다. (2)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ICT의 적극적 활용은 주요국들 간의 방역효과 차이를 가져왔다. (3)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다양한 신종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5G 및 가짜뉴스 등 다섯가지 차원의 ICT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4) 신종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ICT정책의 기본방향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통합적 재난관리 플랫폼 구축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하위
정책과제들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종전의 사후적 재난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사전적, 예측적 대응방식으로
재난대응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신종복합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효과적인 ICT기술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ICT차원의 종합적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ICT의 특정한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사회,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융합함으로써
ICT 기반의 재난대응 연구체계를 마련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Key word

코로나19, 재난대응, 재난대응 패러다임, 재난관리, IC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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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07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0. 31

ICT 신기술 선점을 위한 패권경쟁과 국내경제 파급효과 연구
연구진: 고동환, 김욱준, 이은영, 심동녘

연구목적
미·중 간 무역분쟁/기술경쟁은 이미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의 대외여건에 중요한 위험과
불확실성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양국의 이러한 갈등은 주로 ICT 신기술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 ICT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ICT신기술을 둘러싼 주요국의 ICT기술패권경쟁이 외국인투자제한과 GVC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두고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영향, 특히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영향을 패널회귀모형을
통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기술패권경쟁에 따른 GVC재편 및 투자제한조치 등으로 물적/인적자원 이동이 제한되었을 때 우리나라 ICT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받게 될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론적으로는 각국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채널로 긍/부정 효과 모두를 야기할 수 있어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한 이슈이다.
GVC재편과 투자제한조치를 측정할 변수들로 산업별 GVC 전후방 참여도와 감응도, 해외직접투자(액, 기업
수)를 활용하여 산업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총요소생산성은 관측이 불가한 변수이기 때문에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업활동조사’를 활용하여 Ackerberg et al. (2015) 방법으로 기업별 생산성을 추정한 후
산업별 평균을 구하였다. 또한, GVC 참여와 해외직접투자가 산업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의 기술역량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산업별 지적재산권과 연구개발투자를 교차항으로 포함하여
정태적 모형과 동태적 모형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패널모형 추정결과, 정태적 모형에서는 GVC참여도와 대외수요에 대한 감응도,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액이
산업의 생산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GVC참여도가 높을수록, 대외수요에 대한
감응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액이 많을수록 산업의 생산성이 높았으며 이는 생산성 추정 방법과
동태적인 모형에 대해 강건성을 유지하였다.
한편,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대외수요에 대한 감응도와 해외진출기업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가가치의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의 GVC재편이 되는 경우, 국내
연구개발투자 활성화를 통해 산업의 생산성 저하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외진출기업 수의
부정적인 효과 역시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완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실증분석 결과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는 연구개발투자가 직접적으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외에도
GVC와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간접적 경로를 통해서도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ICT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대응에 있어 이를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이다. 기존 문헌에서는 리쇼어링 및 GVC 다각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매우 장기적 대응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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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12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ICT 분야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방안 연구
연구진: 최지은, 고세란, 오윤석

연구목적
본 연구는 ICT 산업의 경력단절 여성 실태를 파악하고 경력이 단절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 추정을 위해
임금손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ICT 산업 여성의 재취업 결정요인을 살펴봄으로써 경력단절 기간
단축에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한지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사건에 의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산업 특수성에 기반하여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정책 시사점 도출을 위해 SW·ICT 서비스업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변화 및 특성, 희망일자리,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 수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SW·ICT 서비스업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임금손실을 추정하고 재취업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산업별 특성에 따른
경력단절 기회비용을 추정하고 산업 특수성에 기반한 정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성향점수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타 산업에서 나타나는 경력단절 여성의 임금하락이 ICT 산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견되지 않아 SW·ICT 서비스업에서 여성이 경력 단절된 후 복귀했을 때 인적자본의
감가상각에 따른 기회비용, 즉 임금손실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ICT 산업 여성이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면 타 산업의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위치가 높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경력단절
여성의 이직, 승진, 임금 상승률 등 다른 측면의 노동시장 결과변수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ICT 산업 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기회비용을 추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존분석 결과,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의 특성이 여성의 재취업 선택과정에서 결정적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ICT 산업의
여성인력 유입과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특수한 상황과 일자리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즉 산업 특수성이 반영된 여성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ICT 분야의 경력단절 여성은
노동시장 내 존재하는 경력단절의 보편적 어려움과 ICT 산업 특수성에 따른 어려움을 동시에 직면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경력단절예방, 직업훈련 강화 및 경력
재형성 기회 제공 등의 지원방안 수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ey word

ICT, 여성고용, 경력단절, PSM, 임금손실, 생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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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04-01

연구기간 : 2019. 7. 19 ~ 2020. 2. 18

ICT정책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
연구진: 정용찬, 고동환, 심동녘, 유선실, 정부연, 이선희, 노희윤,
임종호, 김현학, 이기준, 강성국, 이한승, 손영호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제·사회 변동성 및 불확실성의 확대와 정부현안의 복잡성 증가로 ICT분야에서도 증거기반
정책수립과 미래예견적 정책기획의 중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새로운 정보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ICT 분야의 이슈를 조기에 발굴하고 전통적인 계량 예측모형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텍스트자료를 활용한 ICT 이슈 탐지 및 분석 방법론 연구에서는 ICT 이슈분석을 위한 데이터로서
텍스트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IT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ITFIND에 수록된 분석 보고서의 텍스트자료를 수집하여 빈도분석, 네트워크 분석,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최신 ICT이슈의 탐색 및 이슈분석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에 따른 국내 ICT산업의
영향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외신의 텍스트 자료를 활용하여 회고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 간
갈등 관련 시그널을 국가별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가 간 충돌을
수반하는 갈등과 이벤트의 경우 정당성과 관련된 담론이 언론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파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미·중 양국의 뉴스자료를 활용하여 각국의 이해관계가 국내 ICT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를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형·비정형 데이터 기반 ICT 수출 예측 방법론 개발 연구에서는 먼저 온라인 기사를 수요, 공급,
경쟁력으로 구분하여 기계학습과 어휘사전 방법을 사용하여 지수로 만들었다. 이를 비추정(ratio estimation)
방법을 적용하여 ICT 반도체 수출액을 전망한 결과 분기 단위에서 예측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와 결합한 분석에서는 비정형데이터 활용 비중을 조절하여 결합할 경우 일부 모형에서
정형 데이터만을 사용한 결과에 비해 예측력이 유의한 결과를 확인했다.
인구지형변화에 따른 머신러닝 기반 고등교육 계열별 수요예측 모형 개발 연구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데이터와 전국 사업체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머신러닝 방법을 적용하여 계열별 산업수요
예측지수를 산출하였다. 교육분야에 대한 수요예측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새로운
빅데이터 예측 방법론을 적용했다는 점과 계열별 산업수요 예측을 소계열별, 세부학과 단위까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Key word

ICT, 빅데이터, 이슈 탐색, 수출예측, 교육수요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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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09

연구기간 : 2019. 11. 29 ~ 2020. 2. 2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사업
추진전략 연구
연구진: 정용찬, 심동녘, 김윤화, 정희태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8년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추진해 온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실행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불확실한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미래 예견적
국정관리(anticipatory governance) 지원을 위해 제기된 본 연구는 경인사연 데이터분석플랫폼 구축과
주제별 분석(시나리오/모델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경인사연 데이터분석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장에서는 국내외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경사연 데이터분석 플랫폼 요구사항을 데이터 공유
전략 방안, 시스템 구축 범위 정의, 빅데이터 플랫폼 물리적 설치 사항 정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 요구사항
정의, 포털시스템 업무요구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경인사연 데이터분석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였고, 5장에서는 경인사연 데이터분석 플랫폼 운영시스템 전환 방안과 빅데이터 플랫폼
중기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행 전략을 기반으로 경인사연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관에 따른 정책 집행을 줄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정책 연구와 정책 집행간 격차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과학적인 행정 발전에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Key word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사업, 미래 예견적 국정관리(anticipatory governance), 빅데이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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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15

연구기간: 2019. 10. 11 ~ 2020. 12. 10

지식재산(IP) 강국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연구진: 이학기, 정원준, 정진근, 손승우, 최진원, 김주환, 차상육, 김원오, 이정훈

연구목적
최근 세계 경기 둔화, 국내 주력산업 약화 등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활동의
활성화 및 지식재산의 품질 개선이 혁신 성장을 위한 핵심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거액의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이 떨어져 산업 성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에서
문제시되는 지식재산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재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 지식재산 제도의 문제점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국가전략 차원에서 장애요인을 도출함으로써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지식재산 강국 도약을 위하여 전주기적 관점(창출/활용/보호/기반)에서 국내 현황을 자세히 진단하고,
지식재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문헌 기반 연구’와 연구반 운영을 통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병행하여 핵심적인 정책
안건을 도출하고 그 구체적인 제언을 담고자 했다. 특히 기술품질·출원품질 등 고품질 IP 창출 방안과 미래 IP
이슈 대응을 위한 신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이슈를 대주제로 하여, 핵심 아젠다를 도출하였다.

Key word

지식재산, 기술품질, 출원품질, 신지식재산권,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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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37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2020년 ICT 통계체계 기획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정
 현준, 최계영, 김정언, 정용찬, 고동환, 최지은, 손녕선, 이학기,
유선실, 김욱준, 이선희, 신우철, 오윤석, 이은영, 하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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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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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ICT 통계생산체계에 기획·조정 기능을 추가하고 개별
통계들의 현황 분석을 통해 기존 통계조사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기존 ICT 통계들의 활용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ICT 통계체계 개선 주요방향을 살펴보고
ICT통계체계 운영을 위한 지원 현황을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ICT통계 통합모집단 운영, ICT 통합 분류체계
개정, 마이크로데이터 구축 및 운영, ICT통계생산 체계 개선, ICT통계수첩 작성, 국제기구 제공 통계현황 관리
지원 등 ICT 통계 발전을 위한 ICT통계체계 기획 및 생산체계 지원 결과를 정리한다. 제4장에서는 ICT 통계
품질향상을 위해 ICT통계 승인체계 지원 및 결과를 정리한다. 제5장은 ICT 산업의 발전 방향성에 대한 논의
및 전망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다. 제6장은
ICT 통계 체계 진단과 주요 평가 결과를 설명한다. 제7장은 ICT산업 고용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제8장에서는
ICT산업 통상관련 이슈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9장은 ICT 통계의 활용도 제고 및 확산을 위한 ICT
통계포털 운영 현황을 소개한다.

Key word

ICT 통계, 통계생산체계 개선, ICT 고용, 통계승인, 통계변경승인, ICT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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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38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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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ICT 통계조사 시행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ICT 통계조사에 공통 적용하기 위해 2017년 이후 통합분류와 대응하는 ICT
통합모집단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2020 ICT 통합모집단은 총 6파일로 구성되며, 기본적으로 188개 변수가 제공된다. ICT 통합모집단 파일은
사업체 명부를 기본으로 그 외 과기정통부 조사 사업체 참고용 리스트, 신설 사업체 리스트, 별정·부가통신
사업체 리스트, 사업체특성정보(폐업, 중소기업여부, 4차 산업혁명 활용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주산업 기준
ICT 통합모집단(2020) 전체 사업체수는 78,363개로 정보통신방송기기가 42,983개(54.9%)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다음 소프트웨어 27,479 개(35.1%), 정보통신서비스 7,901개(10.1%)로 구성된다.
ICT 통합모집단의 구축 및 운용은 ICT 통계의 비교가능성과 정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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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word

ICT 통합모집단, ICT 통계, 표본설계, 통계관리, 통계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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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39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ICT 통계조사 승인체계 운영
연구진: 손녕선, 정현준, 유선실

연구목적
ICT 분야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따른 시장 규모와 수요의 파악, 산업진흥정책의 수립과 지원 등을
목적으로 ICT 분야의 미승인 통계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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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된 ICT 통계 승인
환경을 반영하여 연구범위를 미승인 ICT통계의 승인 추진 지원과 함께 ICT 통계 변경 승인 영역으로 확장하여
수행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추진체계 등을 정리하고, 제2장에서는 국가 통계 승인 절차를 신규 승인과
변경 승인으로 나눠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020년 신규 승인 예정 통계 현황을 정리한 후 승인 추진
프로세스 및 결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승인 추진 후속 조치 및 향후 추진방향을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ICT
승인통계의 변경 승인 내역을 살펴보고 통계별 유사중복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와 향후 개선 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Key word

ICT통계 품질진단, 국가통계 신규 승인, 국가통계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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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40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ICT 부문 분석용 마이크로데이터 구축
연구진: 손녕선, 정현준, 최지은,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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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을 할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ICT 통계의 노출위험 평가 및 비식별화 연구를 통한 ‘ICT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우선 통계적 노출제어 기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ICT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노출제어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고, 실제로 마이크로데이터 21종 통계의 노출위험 평가를 실시하였다. 노출위험
평가를 통해 비식별화의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비식별화된 통계의 경우 통계적 노출위험 평가를 재실시하여
ICT 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구축하였다.
ICT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확대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가승인통계 정보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ICT 부문의 경우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산업간 융합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다양한 부문에서 ICT 통계 마이크로데이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마이크로데이터는 기업과 정부 그리고
학계 등의 의사결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데이터 경제에서 정보보호 이슈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통계적 노출 위험 평가 및 통계적 노출 제어 기법을 연구하고
21종 ICT 통계에 적용하였다. 향후 관련 내용은 신규 제공되는 마이크로데이터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마이크로데이터, ICT 통계, 노출위험 평가, 비식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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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41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ICT 통계 평가 및 개선 지원
연구진: 최지은, 정현준, 손녕선, 이선희, 이은영, 하승희, 정은진, 이용희

연구목적
본 연구는 ICT 통계체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사항을 통계별로 도출하고 개선
이행과정 및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ICT 통계체계 개선 이행 점검을 위해 점검체계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ICT 승인통계와
신규예정통계를 대상으로 ICT 통계맵 항목(조사영역, 조사목적 및 근거, 모집단/표본설계, 조사항목
등)과 주요 이슈(단위무응답, 항목무응답, 조사업체 관리)에 대해 진단 및 평가한 후 도출된 개선사항을
구체화시켰다. 이때 신규승인 및 승인예정통계에 대해서는 진단 및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던 이유로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가 부재, 권고사항을 제시한 후 이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통계조사 단계별로 개선사항을 구분하여 통계조사의 기획·설계 단계－조사 진행 단계－사후관리
단계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각 단계별로 개선사항 이행을 위한 목표 및 계획수립/이행 현황/이행결과
및 향후 개선을 위한 계획 등 점검하였는데, 대체로 각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반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이행 불가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불가 사유 및 대안방안을 수렴하였다.
장기적으로는 ICT 통계체계 개선을 위해 이를 고려한 품질관리 방안의 새로운 방향성을 수립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올해 통계조사 진행에 있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ICT 통계조사의
품질을 관리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현황파악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ICT 통계조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애로사항의 구체적 현황 파악과 대응사례 확인을 위해 총 7개의 통계 조사 담당자와 11월
중에 2차례 전문가 대상 인터뷰(FGI) 진행 및 서면을 통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였다. FGI 주요 내용은
통상적인 조사 진행의 절차 및 방법과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고 해당 변화에 따른 통계
관리상의 어려움과 대응방안을 논의한 후 ICT 통계품질 관리 및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 수요를
도출하였다.

Key word

ICT, 통계조사, 통계체계, 통계 평가, 통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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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42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ICT 통상 관련 현황과 통계분석
연구진: 고동환, 최계영, 이선희, 오윤석

연구목적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ICT제조부문에서 세계가치사슬(GVC)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국내 산업 육성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와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주도의 투자를 확대하면서
경제구조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와 같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헤게모니 혹은 기술패권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ICT 분야 GVC에서 상위 공급망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요소인 인적자본,
자본, 지식, 기술 등의 생산요소 이동을 제한하면서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면서, 동맹국을 중심으로 GVC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3월 팬데믹으로 진화한 코로나19를 계기로 효율성이 강조되었던 기존의
GVC 체계에서 회복력과 안정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의 GVC 재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2000년 이후 주요국의 ICT 산업과 비ICT 산업에 대한
GVC 지표를 도출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ICT 산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다지역산업연관표(MRIO)를 활용하여 주요국의 다양한
세계가치사슬(GVC) 지표를 도출하고 국가 간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ICT 산업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ICT 산업 GVC 참여도는 주요국 대비 높은 편이었으나 2007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정점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ICT 산업은 2010년 이후 전방 GVC 규모가 후방
GVC 규모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전방특화도가 강화되다가 2019년에 하락하였다. 우리나라 ICT 산업의 후방
GVC에 참여하는 주요 국가는 2000년에는 일본이 그 규모가 가장 컸으나 2010년 이후에는 중국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면서 아시아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우리나라 ICT 산업의 복합 GVC 비중은 전체
GVC와 마찬가지로 2010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서비스
부문에서는 오히려 복합 GVC 비중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ICT 산업과 타 산업을 비교해보면,
ICT 제조업의 경우 비 ICT 제조업에 비해 복합 GVC 비중이 높으나, 우리나라 비 ICT 제조업은 ICT 제조업과
달리 복합 GVC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생산유발계수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ICT 산업의 대외수요에 대한 민감도는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는데,
특히 ICT 제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00년 5.13에서 2019년 7.73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와 공급망 단절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GVC 재편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는 다자주의를 대체하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와 같은 새로운
지역 협력체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ICT 산업은 지식집약 산업으로 특화된 생태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상품의 질과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기존 공급망을 바꿀 요인이 매우 작고, 특히 제조업에서는 핵심부품을
만드는 기업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급망 다각화를 통한 위험 분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GVC 재편을 강제하기보다는 현재 GVC 시스템에 대한 깊은 수준의 네트워크 맵 구축을 통해 핵심
공급자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등의 접근 방식이 더욱 중요하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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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43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ICT 산업 고용분석체계 구축
연구진: 정현준, 이학기, 손녕선, 신우철, 이은영, 하승희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 이후,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정부의 효율적인 ICT 분야
지원방안 모색 등 관련 연구 필요성 증가하였다. 특히, 2018년 이후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고용동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ICT 분야의 고용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영역인 ICT 분야 고용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ICT 부문 고용의 현황 파악 및 전망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우선 2020년 1월부터 통계청 및 고용노동부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월간 ICT 산업
고용동향을 파악하여 정책적 지원을 수행하였고, ICT 산업의 고용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ICT 산업의 고용과
관련된 정밀 분석 수행하였다. 또한, ICT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현황을 시의성 있게 파악하기 위한 온라인
노동지수 구축 과정을 설명하고 주요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ICT 산업의 2021~2025년 고용 규모를 전망하고,
향후 ICT 산업의 고용구조 변화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ICT 부문의 고용현황 분석 및 전망 연구는 향후 고용구조 현황 및 전망에 근거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ICT 기술발전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를 재해석하고, 경제환경 변화의 함의를 파악하여
경제 사회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ICT 고용, 고용현황, 기술발전, 고용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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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44

연구기간: 2020. 4. 1 ~ 2020. 12. 31

ICT 산업 중장기 전망(2021∼2025년) 및 ICT 수출 대응전략
연구진: 고동환, 정용찬, 라성현, 이학기, 고세란, 유선실, 김민식,
이경남, 오정숙, 이은민, 노희윤, 오윤석, 진정민, 윤도경

연구목적
ICT 혁신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ICT 관련 정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ICT
산업의 시장 현황 진단 및 전망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2020년의 국내 정보통신방송기기,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소프트웨어 부문의 생산(매출)과
수출입 성과를 진단하고, 국내외 거시 환경과 ICT 트렌드 분석을 기반으로 2020년 단기와 중장기(2021∼2025)
전망치를 제시하며, ICT 산업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특히, ICT수출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내외 거시 경제 환경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고 시계열 전망 모형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전망치를 도출하며, 둘째, 국내외 ICT 시장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한다. 셋째, 주요 ICT 세부 품목인
전자부품(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및 방송기기,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장 전망을 수행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과 서비스와 SW분야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수요를 설문조사와 전문가 FGI를 통해 조사함으로써 대응전략을 모색하였다.
시계열모형에 의한 전망결과에 따르면, CT 산업의 생산 및 수출을 2025년 12월까지 ICT 기기 생산은
전자부품의 생산 회복세가 뚜렷하고, 통신 및 방송기기와 영상 및 음향기기는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ICT 서비스 생산은 소폭 둔화되기는 하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ICT기기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하였으나 2019년을 저점으로 여전히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성적인 분석결과까지 취합하여 도출한 한국의 ICT 산업생산 및 수출 전망에 대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1~2025년 ICT 산업생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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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1.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1~2025년 ICT 산업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폴더블 스마트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겠으나 중국업체의 추격으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연평균(’21~’25)
8.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ICT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수요를 파악한 결과, 지원정책과 정책수요의
간극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ICT 유망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간의 연계와 컨설팅이 필요하다. 한편, 범정부적 차원의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함께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

Key word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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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51

연구기간: 2020. 7. 1 ~ 2020. 12. 31

디지털 경제 측정 관련 국제적 논의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진: 정현준, 이학기, 김욱준, 신우철

연구목적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경제의 비중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로, 디지털 경제의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 구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 정의·범위 등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하여 디지털 경제 측정 및 비교를 위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된 디지털 경제의 정의와 범위 및 디지털 경제 측정에 관한 국제 논의현황 및
디지털 경제 관련 주요 지표 현황을 진단하고, 디지털 경제 측정 개선을 위한 대응 방향을 디지털 경제의 정의
및 범위, 디지털 경제 지표 및 제공 방법, 디지털 경제 지표의 공개와 활용, 국제협력, 국내 적합성 그리고
제도적 역량 강화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경제는 학계와 국제기구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가 없으며, 측정 방법 또한 컨센서스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디지털
경제 지표의 내용과 기준의 현실화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기구 제공 디지털 경제 관련 지표 개선을 위해디지털 경제 지표의 공개와 활용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제공 중인 디지털 경제 측정 지표를 ICT 통계포털에 포함하여 민간과 정부에
디지털 경제 지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Key word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전환, 디지털 경제 측정, 디지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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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4-01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산업별 생산성계정 구축 및
ICT와 무형자산의 성장기여 연구
연구진: 정현준, 김정언, 손녕선, 신우철, 이은영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미국의 금리인상의 본격화로 글로벌 자본 해외 유출
우려와 국내 금리인상 압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저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산업별 활용 관점에서 ICT 자산과 연구개발 등
무형자산의 역할과 산업별 생산성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는 첫 번째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 및 ICT와 무형자산의 성장기여 연구”, 두 번째 “사업체 동학 현황과 생산성 분석”으로 구성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첫 번째 연구에서는 산업별 생산성 계정을 구축하고, 1980~2018년 기간의 개별 산업의 성장과 생산성,
투입요소의 성장기여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산업별 무형자산 추계 방법론을 구축하고 추계했으며, 국제
생산성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무형자산 투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 두 번째 연구에서는 한국 경제에서 발생하는 사업체 동학을 ICT산업 중심을 평가하고, 사업체 동학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경제·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민경제에서 ICT와 무형자산의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과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Key word

생산성 계정, 성장회계, 생산성분석, 무형자산 투자, 기업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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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5-01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미디어통계DB 구축·운영 ( I )
연구진: 정용찬, 노희용, 김윤화, 오윤석

연구목적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에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는 언택트(Untact) 문화가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활동의 증가는 데이터 자원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한다. 언택트 시대에 통계와 증거에 기초한
의사 결정이 민간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2020년 미디어통계 DB 구축·운영 사업도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여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를 통계표와 그래프 형식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개선하였고 비정형 데이터인
뉴스와 트위터 자료를 통해 TV, 스마트폰 등 미디어와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는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여 분석
정확도를 높였다. 시스템 기능개선 외에도 기존의 통계자료 리뉴얼 및 업데이트를 수행하였다.
국가승인통계(제405001호)인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를 DB 시스템에 업로드하였고, 해외방송통계
자료도 데이터 업로드방식을 리뉴얼하고 최신자료를 DB화하여 업로드하였다.
통계정보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생으로 구성된 ‘KISDI STAT 서포터즈’ 7기를 선발하여
전용 블로그를 통해 ‘KISDI STAT 리포트’를 비롯한 주요 통계를 ‘카드 뉴스’ 형태로 소개하는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Key word

방송 및 뉴미디어,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방송통계, KISDI STA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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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5-02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2020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연구진: 신지형, 김윤화, 오윤석

연구목적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미디어 환경 전반에 자리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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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는 2010년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패널구축을 시작으로 2011년 전국을 대상으로
패널가구 및 가구원을 확대 구축하였고, 2020년 11차년도 조사로 4,214가구 및 10,203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다.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 전국적인 패널데이터가 구축되어 연구결과를 관련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와
정책당국에 제공하고 그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제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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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에는 미디어 관련 산업의 다이내믹한 기술 변화 및 제품 진화 등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여
설문내용을 개선하였고, 특별 섹션으로 자아존중감 및 인지욕구에 관한 설문을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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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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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6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2020년도 KI시청자평가지수조사
연구진: 신지형, 최지은, 노희윤

연구목적
다매체·다채널의 시대가 도래하여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는 무분별하게 시청률 확보에 주력하여 난립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 편성에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시청자가 직접 방송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품격 높은 방송을 제작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수용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의 방송프로그램 품질 평가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방송프로그램 품질 평가
지수 산출을 위한 조사 설계에 따라 온라인 패널을 구성하여 연 4회(3월, 5월, 8월 11월) 지상파 4사(KBS1,
KBS2, MBC, SBS)와 종합편성채널 (TV 조선, JTBC, 채널 A, MBN) 에서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평가 지수(만족도 지수와 품질 지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평가 지수는 충분한 수의 패널(5주간
12,000명)을 확보하고 높은 응답률을 유지하여 매우 안정적이고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조적 지표로 방송채널에 대한 평가를 7대 항목별(흥미성, 다양성, 신뢰성, 유익성, 창의성, 공정성,
공익성)로 시행하여 방송사 간의 특성과 차이를 평가하여 KI시청자평가지수의 지표 해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인식조사를 추가로 구성하여 방송 콘텐츠의 인식 및 기준에 대한 변화를
탐지하고 KI 조사 결과의 이해도,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조사 내용으로는 방송프로그램의 질
변화, 양질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 및 인식 변화, 유해성 콘텐츠에 대한 인식 및 대응태도가 포함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패널의 대표성을 검증하고 조사 과정에 있어서의 품질을 점검하였으며, 지수의
안정성과 문항의 구체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시청시간대별 분석(전체시간대와 주시청시간대로 구분
분석), 평가자 집단별 분석(1주일 전일 평가자와 일주일 미만 평가자), 만족도 지수(SI)와 품질 지수(QI)의
상관분석 등 다양한 분석을 시행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가 수용자 확보를 위한 경쟁 속에서 ‘시청률 지상주의’에 내몰리는 방송
현장뿐 아니라 이를 즐기는 방송 프로그램 소비자에게도 품질이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부각하는데
일조하여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방송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Key word

방송프로그램 품질 평가, 만족도 지수, 품질 지수, 채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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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7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2020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연구진: 정용찬, 김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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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조사는 전국 4,042가구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6일부터 2020년 9월
18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개별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은 매체 이용량과
보유현황, 필수매체 인식, 지상파 TV방송 이용행태, 유료방송(케이블, 위성, IPTV) 이용행태, 라디오
이용행태, 스마트기기 이용행태, 자녀의 방송매체 이용행태, 해외 프로그램 시청행태 등이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방송콘텐츠 이용의 개인화와 다매체화를 가속화하는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60대에서 2019년 85.4%에서 2020년 91.7%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매체로 스마트폰의 중요도는(67.2%)는 전년(63.0%) 대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TV 중요도는
29.5%로 전년(32.3%) 대비 크게 낮아지면서 스마트폰이 TV보다 더 필요한 매체로 자리매김하였다.
연령별로 50대 이하에서는 스마트폰을, 60대 이상에서는 TV를 필수매체로 선택하여 스마트폰 선택비율이
점차 고연령층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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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연구진: 신지형, 정용찬, 이선희, 노희윤, 김여울

연구목적
‘방송산업실태조사’는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로 방송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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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방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2020년 5월
7일부터 2020년 6월 3일까지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한해의 방송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으로 종사자, 매출, 유료방송 가입자와 채널 운영,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방송편성,
사업결합과 소유구조, 시설현황 등이 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 국내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매출은 약 17조 6,7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방송채널사용사업이 방송사업매출의 4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는 3,381만으로 전년대비 3.2% 늘어났다.
방송산업 종사자 수는 37,553명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하였다. 지상파방송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14,458명이며, 종합유선방송 종사자는 4,587명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데이터홈쇼핑 인력 확충 등의 종사자 증가로 전년대비 0.7% 증가한 17,181명이며, IPTV 종사자는 성장 기조
유지로 7.8% 증가한 814명으로 조사되었다.
연간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용은 3조 2,388억 원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하였다. 지상파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수출은 3억 6,714만 달러로 전년대비 12.3%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0.5% 감소한 9,702만 달러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향후 방송산업의 분야별 정책수립과 방송시장 예측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방송산업, 방송매출액, 유료방송 가입자, 방송 제작비, 방송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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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04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0. 31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분석과 5G시대의 정책방향
연구진: 김민철

연구목적
2019년 4월 5G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5G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시작하였다. 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데, 아직 전국적인 망구축이 완료되지 않았고 품질도 부족한 상태지만,
향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한 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기술은 5G로 진화했지만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부문은 여전히 예전의 3G, LTE시대에 머물러 있다. 2014년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을 막고자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G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혼탁한 불법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고찰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5G시대에 바람직한 유통구조를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먼저 국내 단말기 유통현황과 유통구조를 면밀히 살핀 뒤 가전제품의 유통구조와 비교하여 단말기
유통구조가 어떻게 다르게 진화해 왔는지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기존의 이론 연구를 보조금 효과 연구,
단말기 유통규제 연구, 일반 유통경쟁 연구 등으로 분류하고 리뷰하였다.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의 대리점(exclusive sales agent), 판매점(common retailer) 체계에 적합한 이론적인 모형을
구성하여 이러한 구조와 다양한 경쟁양상이 사회후생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5G기술과 관련 신규서비스 생태계에서의 단말기의 위치를 B2B와 B2C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사례분석과
이론모형, B2B서비스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5G시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G시대의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통적인 B2C 단말기 유통부문에서는 자급제 유통채널이 경쟁력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의 이동통신사간 경쟁이 품질 등 비가격적으로 차원에서 차별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편 폐쇄성이 존재하며 소규모, 커스텀 제작이 일반화된 B2B영역에서는
단말기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신규 서비스 생태계의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단말기 유통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과 자급제 활성화 정책, 5G활성화 정책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5G, 단말기, 스마트폰, 단말기 유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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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05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0. 31

5G 통신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변화 연구
연구진: 염수현, 정두희(한동대학교 교수), 홍현기

연구목적
초고용량, 초연결, 초지연,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5G망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다양한 신규
통신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서비스 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5G
통신서비스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5G 신규 비즈니스 모델과 제공방식, 과금체계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5G 환경에서 B2B 시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정책적 수요에 대한 대비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5G 기술 변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구조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새롭게 시도되는 다양한 통신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통신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5G의 분야의 지속적 성장 및 이를 통한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서는 5G의 속성을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법론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5G 비즈니스 모델은 연결성(Connectivity)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5G 통신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 등의
수익을 얻는 연결성 제공 유형이다. 둘째, 5G를 이용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결성 실현의 유형이다. 셋째, 5G 통신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통합된 플랫폼 비즈니스 유형이다.
다양한 5G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차등화된 서비스 제공은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일반적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망중립성 규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사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차등화된
서비스 및 관리형 서비스가 허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제로레이팅 등을
포함하여 5G 요금제 문제의 경우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후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지는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5G 시대에는 상이한 QoS를 요구하는 다양한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으므로 품질과 커버리지 측정 지표에 있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될 수 있다. 또한 본격적으로 관리형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해당 관리형 서비스가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론도 보다 구체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5G 네트워크 구축 촉진을 위해서는 스몰셀 등 설비 구축의 경우
주민 동의 및 지자체 허가 관련하여 설비 구축을 어렵게 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Key word

5G 통신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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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05

연구기간: 2019. 4. 1 ~ 2020. 2. 29

통신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체계 개편방안 연구
연구진: 김현수, 강인규

연구목적
본 연구는 5G, IoT 활성화 등 기술 발전과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ICT 산업의 혁신성을 극대화
하고 이용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체계를 기존의 사업자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ICT 생태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기술·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혁신적 산업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소매 규제
중심에서 도매 규제 중심으로 전환, 새로운 시장·기술 환경에 적합한 공정 경쟁 기반 조성, 통신 이용자의 권익
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5G에서 다양한 초연결·융복합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혁신적 산업과 서비스를 활성화하
기 위해 직접적·사전적 통신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요금 인가제 등 소매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도매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규 사업자의 소매 사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셋
째, 새로운 시장·기술 환경을 반영하여 다양한 ICT 생태계 참여자 간 공정 경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
으로 全산업의 인프라인 통신 서비스의 재난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및 활용도를 제고하여 이
용자 주도적인 생태계 조성을 유도한다.

Key word

규제완화, 사전규제, 진입규제, 요금규제, 도매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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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08

연구기간: 2019. 7. 1 ~ 2020. 2. 29

5G 시대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규제 방안 연구
연구진: 김현수, 여재현, 김민철, 염수현, 나성현, 정광재, 이민석, 김민희, 강인규

연구목적
본 연구는 5G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서 타산업과 융합되고 지능정보 사회의 도래로 ICT 생태계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ICT 생태계 발전과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보편적 서비스, 상호접속, 망 중립성,
요금, MVNO, 단말기 유통 등 세부 통신규제별로 현 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서는 대체 서비스에 의한 이용 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시내전화에 대한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의 보편적 역무에 대한 접근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는
구축비용 이용자 부담분이나 학교 구내망 구축 지원 등 보편 범위 확대를 위한 공공 예산 투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호 접속 정책에서는 먼저 음성 상호접속 정책과 관련하여 네트워크의 IP화 및 유무선 융합화
등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접속료 산정 모형의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인터넷 상호접속과
관련해서는 상호접속 시장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들 간 거래
및 시장 상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망 중립성 정책과 관련하여
5G는 다양한 산업의 혁신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다양한 혁신 주체들의 “정당한” 네트워크 접근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요금 정책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시장 경쟁이 활성화된 시점에서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1위 사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요금인가제를 후발사업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VNO 정책에 있어서는 향후 다양한 사업자의 진입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목적 및 사업자
현황에 따라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사업자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단말기 유통 정책에서는 이통통신 단말장치의 범위, 유형 재정립과 이를
둘러싼 계약관계 규율 여부, 새로운 시장 경쟁환경에 대응한 제도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Key word

보편적 서비스, 상호접속, 망 중립성, 요금, MVNO, 단말기 유통

•76

ⅠKISDI 2020 연차보고서Ⅰ

정책연구 20-12

연구기간: 2020. 6. 30 ~ 2020. 11. 30

부가통신시장 실태조사 방안 연구
– 동영상 플랫폼 사례를 중심으로 –
연구진: 정광재, 조유리, 전성호

연구목적
부가통신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인터넷 이용의 확산으로 넷플릭스, 구글 등의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 이용의 확산, 데이터 통신의 고도화로 인하여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터넷 이용에서 동영상 서비스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 2018년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부가통신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1년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부가통신에 대한 실태조사 방안 마련 및 시범조사 수행을 통해
개선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부가통신 서비스 중 가장 시의성이 가장 적절한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의 체계를 시장 현황 지표 분석, 이용행태 및 이용자 이슈 분석, 경쟁 이슈
분석으로 구분하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분석 결과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은 5~6개의 주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유튜브의
이용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 이슈 측면에서는 환불 규정, 요금제 선택과 관련한 이슈를
분석하였다. 경쟁 이슈 측면에서는 서비스 간 수요 대체성이 높지 않은 점이 특징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실태조사를 정식으로 실시할 경우 좀 더 폭넓은 자료 확보를 통해 B2B간 거래에 대한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ey word

부가통신, 동영상 서비스, 실태조사, 시장 현황, 시장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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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25

연구기간: 2020. 4. 27. ~ 2020. 12. 3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2020년도)
연구진: 라
 성현, 염수현, 이민석, 김현수, 정광재, 여재현, 김민철, 문아람, 강인규,
이보겸, 박상미, 진정민, 윤도원, 전성호, 황혜인, 홍현기, 변정욱, 이솔희

연구목적
202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20년도)는 5G 전환과 M&A 등 통신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개별
시장의 현황과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결합상품 이용현황과 IDC 시장 현황을 분석하여 시장의 현황 파악과 통신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평가 대상 서비스를 선정하고 관련 시장을 획정한 후, 시장구조, 시장성과 등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02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는 이동통신시장(1위 사업자는 SKT)과 유선전화시장(1위 사업자는
KT)을 2019년과 마찬가지로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의 경우 알뜰폰
사업자의 5G 서비스 제공이 지체되면서 해마다 소폭 감소 추세를 반복하던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초고속인터넷시장(1위 사업자는 KT)의 경우 M&A에 따른 시장집중도 증가 경향을
반영하여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했던 예년과는 다소 다르게 ‘경쟁이 대체로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했다.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크게 ‘경쟁 미흡’과 ‘경쟁 활성화’의 양자택일로 ‘경쟁이 대체로
활성화’되었다는 평가의 의미는 현재는 ‘경쟁 활성화’로 평가할 수 있지만 향후 경쟁상황의 악화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전용회선과 국제전화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통신사업자간의 M&A는 통신 3사 중심의 경쟁 구도를 강화해, 알뜰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단품사업자의 경쟁력을 위축시키고 있는데, 202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M&A에 따른 시장구조의 변화를 시의적절히 반영해 향후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통신시장, 시장획정, 경쟁상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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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26

연구기간: 2020. 6. 1 ~ 2020. 12. 31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이동통신서비스 불공정 이용약관
개선 방안 연구
연구진: 여재현, 문아람, 윤도원, 이솔희

연구목적
이동통신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밀접성이 높은 필수서비스로 받아들여지면서 이용에 대한 민감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계약은 이용약관에 기반하며 약관 구조의 복잡성으로
이용자는 약관 내 불공정한 조항의 존재 여부를 계약 전에 파악하기 어렵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
약관으로 인한 불이익을 인지하더라도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한 개정이 어렵고 해지 시 위약금 등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약관에 의한 변환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고지를 받지 못하여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추가적인 요금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에 대한 이용자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체계를 분석하고 약관에 의한 이용자 불편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약관 및
제도개선 이슈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도출하여 이용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이용자
고지 방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 이용약관 개선사항 및 사업자의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가입요건 종료 후 자동전환되는 요금제에 대해 고지
방식 및 횟수를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요금고지서 등의 방식으로
최소 3회이상 고지하도록 명시하고 자동전환 대상 요금제가 미성년자 요금제인 경우 자동전환고지 대상에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약정만료자에 대해 현행
이용약관의 문자메시지 2회 고지 규정을 최소 3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무약정할인을 이용하던 가입자에게도 선택약정할인 안내를 준용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다. 사전 예약신청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약정일을 지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므로 갱신시점 선택의 자율권 확대가 필요하다. 요금할인 약정 만료 전 고객이 원하는 날짜로
재약정 시작이 예약 가능하도록 사업자의 업무절차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료부가서비스의
유료전환에 대해서는 자체서비스 또는 제휴서비스 여부, 무료에서 유료 전환여부, 가입 및 해지 주체 등을
명시하도록 권고하여 부가서비스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운영 및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유료전환에 대한 고지 횟수를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제휴 부가서비스의
경우도 이통사를 통해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 채널의 다변화를 추진하여 해지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개선안은 향후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실효성 있는 이용약관 및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

이동통신서비스, 불공정 이용약관, 이용자 권익증진, 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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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27

연구기간: 2020. 6. 1 ~ 2020. 12. 31

단말기 유통법 체제하 이동통신단말기시장 행태 분석 및
경쟁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진: 염수현, 강인규, 박상미, 윤도원, 최현홍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단말기유통법 이후의 이동통신시장 경쟁행태 분석을 토대로 합법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의 경쟁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등 규제
완화, 추가지원금 한도폭 확대, 공시 유지 기간 축소 및 공시일 지정 등을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단말기유통법 이후의 이동통신시장 경쟁행태 분석을 토대로 합법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의 경쟁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등
규제 완화, 추가지원금 한도 폭 확대, 공시 유지 기간 축소 및 공시일 지정 등을 검토하였고 위약금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측면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및 서비스 가입 행태와
관련된 설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동통신 사업자 전환비용에 대한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제로 전환비용이 존재하고 있고 전환비용이 사업자 경쟁을 둔화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통해
전환비용을 어느정도 상쇄시켜줄 수 있도록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등을 어느 정도 허용해주고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자 간 전환비용의 차이, 지원금 공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유형별로 지원금을 다르게 공시하는데 따른 이용자 혼란도 정책 결정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추가지원금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통망의 자율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혜택을 높이기 위해 추가지원금의 법정
한도(공시지원금의 x%)를 상향하여 유통망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용자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시 주기와 관련해서는 공시지원금 상향을 단기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공시 내용을
변경 없이 유지해야하는 기간을 축소하여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시일은 언제 변경될지
알 수 없는 방식이므로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시 변경이 가능한 요일을 특정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약정 할인 위약금은 누적된 할인 금액의 반환에 기반하여 정해지는데 특히 2년 약정의
선택약정 할인 반환금은 1년 약정 계약금액의 14.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2년 약정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약정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헬스클럽 등 영세 상공인의 위약금 수준보다 높다고 판단된다.
소비자 단말기 구입 및 서비스 가입 행태 및 사업자 전환 비용 관련 설문조사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현재
SKT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타 통신사 전환비용(통신사 충성도 포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KT,
LGU+ 순이었다. 10년 이상 장기고객의 경우 10년 미만 단기고객에 비해서는 전환비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장기고객이 받는 추가적인 혜택 및 현재 이용 중인 통신사에 대한 충성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컨조인트 분석 결과에서는 속도 관련 5G 속성의 경우 4G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아직 4G 대비 5G 서비스의 효용을 유의미하게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Key word

단말기 유통법, 지원금 경쟁 촉진, 전환비용, 소비자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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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28

연구기간: 2020. 6. 1 ~ 2020. 12. 31

지능정보 시대 인터넷 생태계 발전 전략 연구
연구진: 정광재, 김현수, 염수현, 홍현기, 전성호

연구목적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이용이 확산 되면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가 탄생하고 있다.
이러한 신규 인터넷 서비스 및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인터넷 환경이 변화하면서 그에 따라 신규 서비스
활성화 등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과 이용자 편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능정보 시대의 변화한 인터넷 이용환경에 대응하여 산업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대한 정책 방안을 연구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및 산업 내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인터넷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협의회는 크게 신유형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권익 제고,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조치 강화
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이는 향후 신규 인터넷 서비스의 정책 방안 수립 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인터넷 생태계 상생 협력, 지능정보시대, 5G 기반의 융합서비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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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29

연구기간: 2020. 6. 1 ~ 2020. 12. 31

플랫폼 환경 변화와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 연구
연구진: 김현수, 강인규, 홍현기

연구목적
ICT 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위상과 영향력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자의 업무와 일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의 영향력과 이용자의 의존도는 5G 서비스가 확산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융복합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全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플랫폼의
공정 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다양화·다원화되고 있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체계는 네트워크
위주의 협소한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여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이 법은 B(사업이용자)-P(플랫폼)-C(최종이용자) 간 다면적 거래관계에서 P-B 및 P-C 간 거래관계를
규율하며, 플랫폼-사업이용자 간 관계 규율에 있어서는 일정 규모(예: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의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예: 일평균 이용자수 500만명)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원화하여 경쟁·혁신 저해 우려를 최소화한다.
플랫폼-사업이용자 간 관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지연 및 중단·제한 시
그 구체적 사유를 설명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업이용자에게 판매·정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플랫폼이 중개 시장에서 얻은 정보를 사업이용자와의 경쟁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내부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및 대체 분쟁해결제도를 안내할 의무를 부과한다.
플랫폼-사업이용자 간 관계에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금지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거절·지연 및 중단·제한, 자사서비스 우대, 끼워팔기, 최고대우 요구, 거래상대방 제한 및 부당한
사업이용자 간 차별 등이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결과, 추천 등 정보 노출 순서·방식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공개하고, 개인화된 기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플랫폼-최종이용자 간 관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부당하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제3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콘텐츠 결제 및 환불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한다.
Key word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 금지행위, 사전규제, 사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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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06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0. 31

인구구조 변화가 방송 및 인터넷 동영상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구진: 김경은

연구목적
고령화와 같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는 거시경제정책, 산업구조, 식량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분야에서는 이미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백을 메꾸고자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 현상 중 인구 고령화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의 범위를 수요로 한정하여 인구 고령화에 따라
방송 및 인터넷 동영상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한다. 예측 대상 시점은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는 10~20년 후의 미래로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범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미디어 이용의
변화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는 각각 이를 바탕으로 한 방송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이용변화이다. 첫
번째 범주에서는 미디어 이용량, 미디어 이용 편향성, 미디어 실시간성에 대한 수요, 미디어 양방향성에 대한
수요를 연구문제로 다루고, 두 번째 범주에서는 실시간 TV방송과 홈쇼핑 방송 이용을, 세 번째 범주에서는
1인 방송과 구독형 및 광고형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이용을 연구문제로 다룬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서 제시된 각 연구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제시된 답변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성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OTT 시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 실시간 TV방송, 즉 선형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존속해야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인구 고령화에 따라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층의 원활한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이용증가에 따라 1인 방송이나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이용자 피해 증가가 우려되므로,
이들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인구 고령화에도 구독형 서비스 이용은
증가하고 실시간 TV방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독형 미디어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제작물을
대상으로 하여 간접광고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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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20-10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OTT 동영상 서비스의 방송 유사성 인식에 대한 연구
연구진: 김남두

연구목적
최근 OTT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규제방식 및 규제수위
를 놓고 정치권과 학계에서 엇갈린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견의 핵심에는 OTT 서비스와 TV 방송과
의 유사성(또는 상이성)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1) 주요 OTT 서
비스가 각각 전통적 TV 방송과 유사하다고 지각된 정도, 즉 OTT 서비스의 지각된 TV 방송 유사도(perceived
similarity of an OTT service to TV broadcast)를 측정하고, 2) 이러한 OTT 서비스의 지각된 TV 방송 유사도
가 해당 서비스에 공익성 규범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 및 내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태도와 어떠한 직·간접
적 관계를 지닐 수 있는지, 그리고 3) OTT 서비스가 TV 방송과 유사하다는 지각은 TV 방송과 OTT 서비스가 어
떠한 공통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지각에 기반을 둔 것인지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크게 세 범주의 연구문제에 대해 답한다. 첫째 질문은 주요 OTT 서비스에 대해 각각 일반인이 생각
하는 지각된 TV 방송 유사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이 OTT 서비스의 지각된 방송 유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둘째 질문은 OTT 서비스의 지각된 TV 방송 유사도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다른
지각·태도, 특히 OTT 서비스의 ‘지각된 사회적 영향력,’ ‘공익 규범(the public interest standard) 필요성 동의’
및 ‘내용규제 필요성 동의’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셋째 질문은 전통적 TV
방송과 주요 OTT 서비스는 각각 일련의 미디어 속성을 얼마나 지니는 것으로 지각되며, 어떤 속성이 OTT 서비
스의 지각된 TV 방송 유사도와 관련이 있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일반인들의 온라인 서베이 응답자료를 분석하여, 본 연구는 전술한 연구문제에 대해 답한다. 평가 대상이
된 OTT 서비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넷플릭스, 웨이브였다. 첫째 질문과 관련하여, 모든 OTT 서비스 사례
에서 TV 방송의 시청빈도와 OTT 서비스의 이용빈도는 해당 OTT 서비스의 지각된 TV 방송 유사도와 정적인
(positive) 관계를 보였다. 둘째 질문과 관련하여, OTT 서비스의 지각된 TV 방송 유사도는 해당 OTT 서비스에
대한 ‘공익 규범 필요성 동의’에 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내용규제 필요성 동의’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
로 관찰되었다. 셋째 질문과 관련하여, 여러 속성 기준(criteria) 중 ‘책무 기반 전문성’(responsibility-based
professionalism) 기준에서 전통적 TV 방송이 OTT 서비스보다 높은 값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속성은
모든 OTT 서비스 사례의 분석에서 지각된 TV 방송 유사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그간 논란이 된 OTT 서비스와 TV 방송 간 유사성 정도를 일반인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
으며 이러한 지각이 어떤 시사점을 지니는지 규명한 의의가 있다. 특히, OTT 서비스의 지각된 TV 방송 유사도
증가는 OTT 서비스에 대한 공익 부합 요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반드시 OTT 서비스에 대
한 내용규제 요구의 증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 결과는 정책적으로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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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ⅠKISDI 2020 연차보고서Ⅰ

기본연구 20-11

연구기간: 2020. 5. 1 ~ 2020. 12. 31

AI 미디어 환경에서 OTT 큐레이션의 다차원적 진화와
OTT 콘텐츠 이용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
연구진: 심홍진, 고현경

연구목적
최근 OTT(Over The Top) 서비스 시장이 다양한 기술적·환경적 요인과 함께 격변하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
서 5G 등 대용량 영상 콘텐츠를 손쉽게 스트리밍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이 상용화되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레
거시 미디어의 OTT 서비스가 촉발한 OTT 서비스 지형의 재편, 국외 OTT 서비스의 국내 OTT 생태계 진입으
로 인해 국내 OTT 서비스 시장의 생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는 수용자에게도 다각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AI 큐레이션 서비스는 이용자의 취향과 기호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이용자
에게 추천하면서 분화된 OTT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개인화 된 필요를 충족시키고 최적의 OTT 서비스
경험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이용자의 OTT 서비
스 이용행태 전반을 탐색한다. 둘째, Communication Infrastructure-structure-action(CISA) 모델(Kim,
2020)을 이론적 프레임으로 삼아 OTT 서비스의 이용 규범, 기능적 효능감, OTT 서비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행태와 경험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AI 멀티큐레이션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CISA 모
델에서 제시하는 OTT 서비스의 이용 규범, 효능감, 이용행태와 다양한 큐레이션 시스템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작동하는지를 논의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OTT 이용의 활성화로 새롭게 나타난 이용자들 간의 규범의 존재를 확인하고, TV 위주의 소비와
달리 OTT 서비스 활용으로 가능해진 다채로운 변화들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OTT 서비스 시청행태에서
드러나는 특징적 시청 소비 행위, OTT 소비 콘텐츠를 선택하는 방식, 현재 OTT 서비스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큐레이션 시스템의 문제점, AI 멀티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수용의도를 확인하였다. 또 멀티 큐레이
션 서비스가 능동적·적극적 이용자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다양한 특성과 장점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AI 멀티
큐레이션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고, AI 멀티 큐레이션의 정착을 위해 고려해야할 이슈를 논의하였다. 끝으로
AI 멀티 큐레이션 서비스 이용이 OTT 서비스 이용자들의 소비 능동성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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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10

연구기간: 2019. 12. 23 ~ 2020. 3. 22

글로벌 디지털기업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연구진: 곽동균, 송민선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 중인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세(Digital Tax) 관련 입법동향 분석>과제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시행되어,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대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모과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시사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주요 연구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와 EU 등 주요국의 디지털 경제 대응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글, 아마존, 애플 등 주요 ICT 글로벌 플랫폼의 글로벌 확장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정부 정책 관점에서 분석하려 시도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각국 정부의 정책 동향 파악이며,
다른 하나는 각국 정부의 정책 대응을 야기하고 있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로 불리는 디지털
기업들의 플랫폼 전략에 대한 최신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현재 EU는 회원국들 사이에서 다소 입장 차이가 존재하지만, 상당수 회원국들이 EU 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가 2018년 3월 발표한 바 있는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헝가리 등은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에 찬성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국내 법인세 세율이 낮은 편에 속하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은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디지털 기업들의 플랫폼 전략을 분석한 결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디지털기업들은 우수한 가입자 기반, 압도적인 자본력, 이용자데이터활용 능력 등을 활용해서 미디어 분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공통적으로 관측되었다.

Key word

디지털세, 글로벌 플랫폼, GAFA, FA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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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33

연구기간: 2020. 6. 1 ~ 2020. 12. 31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제·개정 법규의 규제비용 분석
연구진: 황유선, 김남두, 김경은, 송민선, 김호정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20년에 제·개정된 방송통신 분야 법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각 개정안으
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 적용 여부를 통해 비용감소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비용관리제가 원활하게 운용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2020년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제·개정된 개정안 중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협찬
고지 관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방송법, 방송광
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등은 규제비용관리제의 규제비용 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거나, 유의미한 수준의 직접
비용 또는 직접편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특정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치의무 시행에 따른 직접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사업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로 인한 규제비용 감소 효과 또한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방송통신 분야 법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분석 사례를 제공하고, 이
를 기반으로 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의 활용도
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방송통신 분야 규제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규제비용관리제, 비용편익분석, 방송통신산업, 규제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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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34

연구기간: 2020. 6. 1 ~ 2020. 12. 31

방송통신 매체 융합에 따른 편성규제 실효성 제고방안 및
해외사례 비교연구
연구진: 심홍진, 정은진

연구목적
OTT 서비스의 방송 생태계 진입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 웨이브(wavve)를
위시한 국내외 OTT 서비스의 활성화는 정형화된 기존 방송 프로그램의 핵심 시스템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의 주요 시스템의 변화는 이에 기반해 수립된 현행 편성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편성제도는 기존 방송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구축, 시행함에 따라 OTT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인한 방송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갈래로 구성된다. 첫째, 현행 편성규제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과 쟁점을 진단한다. 둘째,
OTT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규제 및 진흥 현황을 파악하고 레거시 미디어에 비해 상대적 규제 혜택을 받고
분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OTT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규제 적용의 현실성을 예측하고 레거시 미디어에
견줘 규제 형평성이 제고될 지점을 파악한다. 셋째, 규제 형평성과 방송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해 실효적
편성규제를 제안하고 향후 주목해야할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이러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본 보고서는 편성규제와 관련한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쟁점을 분석하여 실효적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주요 편성규제 범주별로 (1) 그간의
편성현황 자료 분석 및 현황을 진단하였고, (2) 유관 문제점을 식별하고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으며, (3) 규제
개선방향 도출 및 대안의 구체화 방안(법령 개정안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편성비율 제한,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제도, 기타
편성규제 항목별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방송통신 매체 환경에 부합하는 현행 편성규제의 규제
현행화와 매체간 규제 형평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

편성규제, OTT, 순수외주제작, 애니메이션, 오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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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35

연구기간: 2020. 6. 1 ~ 2020. 12. 31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연구진: 김남두, 이종원, 심홍진, 김청희

연구목적
2015년 정부가 지상파 UHD 방송(terrestrial Ultra High Definition television broadcasting)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지상파 UHD 방송이 개시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난 가중, 신규 방송서비스의 시청자 수혜 미흡 등으로 인해 ’15년 정책방안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15년 정책방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수정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정책연구는 (1) ’15년 이후 전개된 방송 서비스 이용환경,
산업구조, 기술조건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선행 정책(’15년 정책방안)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2) 방송사의 경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UHD 방송의 전국 확대를 위한 로드맵, UHD 프로그램 최소
편성비율(programmiing quota)의 점진적 상향 일정 등과 관련된 수정안을 도출하며, 아울러 (3) UHD
방송의 기술 표준(ATSC 3.0 기반 표준)이 지닌 유연성 등의 장점을 활용한 지상파 UHD 방송 기반의 서비스
다각화 방안을 수립하여,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정책연구는 (1) ’15년 정책방안의 추진 성과와 그간에 나타난 문제점(방송사의 경영
어려움 증가, HD 방송의 UHD 방송 전환에 필요한 재원 부담의 증가, UHD 방송에 대한 시청자 접근성의
미흡 지속 등)의 분석, (2) 해외 UHD 방송 또는 이와 유사한 차세대 서비스의 추진 경과 및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3) 지상파 UHD 방송의 기술표준인 ATSC 3.0의 장점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의 진척상황 리뷰 및
UHD 방송 기반의 서비스 다각화 가능성의 진단 등을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 및 관련 추진과제(action plan)를 제시하였다. 첫째, 시청자
이익, 국내외 시장여건, 투자 우선순위를 종합 고려하여, 지상파 UHD 방송의 전국 확대 로드 맵의 일정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방송프로그램 제작현장의 상황, UHD 방송의 진흥 필요성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UHD 프로그램 최소 편성비율 상향 일정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상파 UHD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접근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상파 UHD 방송의 직접수신환경 개선(공동시청
설비 개선, 시청자 홍보 강화, 지상파 UHD 방송 시청 실태조사 등) 및 대안적인 시청경로의 확보(유료방송
재송신 촉진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ATSC 3.0 표준과 관련된 디지털 서비스 기술의 진척
상황을 고려하여, UHD 방송용 주파수를 활용한 이동형 방송(mobile broadcast), 다채널 방송(multi-mode
broadcast),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의 도입을 허용/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Key word

UHD (Ultra High Definition), ATSC 3.0, 지상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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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36

연구기간: 2020. 6. 1 ~ 2020. 12. 31

방송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구조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진: 이종원, 황준호, 김남두, 노은정

연구목적
본 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방송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20. 3. 10)의 후속조치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적재원의 위상 및 공공성 실현 비용 규모 추정, 지상파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유
겸영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먼저 방송의 공적책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 개념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해외 주요국에서는 방송의 공적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이들 국가들의 지상파방송의 구조, 그리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공적책무들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앞서의 이론적 논의를 기본 틀로 하고, 해외 사례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견지하며 우리나라 방송의 공적책무를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제도(협약과
평가)와 공적책무를 구현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방송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지상파방송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사전적 진입규제인 소유겸영 규제의 입법취지, 규제의
유효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규제의 현행화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의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의 관련 세부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회 정책수요 및
관련부처 정책업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Key word

방송의 공공성, 방송법, 방송규제, 방송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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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54

연구기간: 2020. 6. 1 ~ 2020. 12. 31

디지털 시대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 연구
연구진: 성욱제, 권용재, 이재영, 김호정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시대 지속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디지털 시대 방송통신 관련 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환경변화에
맞춰 방송통신 생태계(또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유지(지속가능성)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또는 할 수
있는 일의 우선순위를 설정해보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해외 주요국의 주요 정책 이슈, 방송통신 분야의 환경변화, 그동안 진행해왔던 정부의 방송통신 관련 주요
정책과제, 그리고 방송통신 생태계 주요 참여자들의 요청 사항 등을 감안하여, 5대 정책목표, 15대 과제를
도출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공정경쟁, 상생환경 조성이다. 지상파 방송의 규제 완화, 방송/통신/인터넷
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국내외 사업자의 규제 역차별 해소 등을 세부과제로 도출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지능정보 사회 폐해의 최소화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물 차단 강화, 허위정보, 불법 스팸
등 차단 강화,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등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안전·포용사회의
강화이다. 이를 위해 재난 대응체계 강화, 장애인 방송접근권 강화, 공영방송(KBS, EBS)의 역할 강화,
지역방송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등을 제안했다. 네 번째 정책목표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이다. 이를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가계통신비 인하, 통신서비스 이용정보의 제공 확대, 통신 분쟁조정 활성화 및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 마련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다섯째 정책목표는 신규 서비스의 향유 기회 확대이다.
이를 위해 지상파 UHD 서비스 활성화, 국내 OTT 서비스 활성화 등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연구결과는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방향이자 큰 골격을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과제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존 방통위 정책과제들과의 차별성을
고민하다가 빠진 것임을 밝힌다.

Key word

디지털, 방송통신 생태계, 5기 방송통신위원회

Ⅲ. 2020년도 주요 연구실적

•93

정책자료 20-05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인터넷 동영상콘텐츠 유통과 소비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진: 방송미디어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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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조사 시도 자체가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런 작업을 통해 OTT 기반의 미디어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기존 방송서비스 중심의 실태조사 체계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완해 보고자 하였다.
이 과제는 2018년부터 시작된 연속 과제로서, 본 보고서는 이 중 3년차 과제에 해당하는 2020년 사업의
결과를 담고 있다. 2020년 보고서에서는 첫째,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중 이용빈도가
높은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인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둘째,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들의 콘텐츠 이용실태를 주요 플랫폼별로 파악해 보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는 우선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주요 OTT 동영상 서비스들의 현황을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방식,
주요 콘텐츠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한 후, 이용 빈도나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서비스들을 선별하였다. 이후 개별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현황을 인기 콘텐츠 위주로 조사하고,
이를 유목화해서 서비스별 콘텐츠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주요 OTT 동영상 서비스들에서 인기를 끈 콘텐츠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방송사·통신사의 OTT 서비스(웨이브, 티빙, 시즌, U+모바일 TV)의 ‘실시간 콘텐츠’ 목록과 ‘인기 TV
VOD’ 목록에서는 방송 장르인 오락/연예/예능 또는 드라마가 가장 점유율이 높았다. 반면, 네이버TV의
실시간 콘텐츠 목록에서는 스포츠/게임 장르가 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고, 유튜브의 인기 콘텐츠 목록에서는
엔터테인먼트가, 아프리카TV의 실시간 콘텐츠 목록 및 인기 VOD 목록에서는 게임 또는 토크/캠방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웨이브, 티빙, 넷플릭스, 유튜브 4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넷플릭스에서는
영화가, 다른 3개 서비스에서는 예능/오락이 가장 시청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플랫폼 간 차이도
발견되었다.

Key word
OTT 동영상(OTT Video), 인터넷 동영상(Internet Video), 동영상콘텐츠(video content), 콘텐츠 선호(content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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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6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2020 국제 방송시장 조사
연구진: 이종원, 정은진, 김호정, 송민선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주요국의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OTT 시장 동향을 조사하여, 국가별 방송시장의 특
징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부여하는 시사점과 관련 조사결과를 대외적으로 제공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별 현재 방송시장의 현황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국내 시장과 비교할 수 있
는 객관적 연구 필요성을 감안하여 연도별로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시장 조사 자료를 축적하는 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해외 주요 6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을 선정, 각 국가별 방송시장 현황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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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연구에서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주요국 방송재원 국제비교 현황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 6개국의 방송시장을 비교하기 위해
조사 항목별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으며(PWC(2020), Omdia(2020), Glance(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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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행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국가별 분석 자료는 정책당국, 학계 등에서 관련 추세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기여할
것이다. 또한 방송재원 관련 조사결과는 선진 주요국과의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여 세계적 추세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방송시장과 기업의 국제적 위상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국제 방송시장 조사, 미디어 수용자 이용행태 조사,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OTT, 방송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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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9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2020 방송공동제작 해외시장 조사
- 러시아·브라질·아랍에미리트·영국·호주 5개국 연구진: 황준호, 주성희, 강하연, 김승민, 노은정, 배현진

연구목적
우리 정부는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및 타국과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국가 간 방송공동제작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19년까지 체결된 9개 방송 또는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에 더하여, 2020년 현재도 방송
분야에서 중국·캐나다·태국·터키 등과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공동제작협정 체결에 활용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마련하는 한편, 협정 기체결 국가와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올해의 보고서는 한류
방송콘텐츠 진출 현황 및 사업자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정 기체결 국가인 영국, 호주와 함께,
브라질,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한류 신흥 유망국가 3개국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는 한류 신흥 유망국가 및 공동제작 협력대상 국가의 방송 산업 및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
외에도, 매체 이용행태, 한류 방송콘텐츠 및 국가 간 공동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 문헌 연구 외에도 해외 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현지 방영 콘텐츠 조사, 현지 이용자 대상의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해외 방송시장 연구와 차별화되는 동시에 신뢰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는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 사업자와 방송콘텐츠 공동제작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현지
진출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협상 상대국에 관한 기초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해외 국가의 매체 및 콘텐츠 이용행태에 부합하는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며,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의제 발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공동제작협정, 공동제작, 공동제작물, 방송콘텐츠, 한류콘텐츠

•96

ⅠKISDI 2020 연차보고서Ⅰ

정책자료 20-10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202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연구진: 황유선, 곽동균, 김경은, 이종원, 권용재, 김호정, 송민선, 김청희

연구목적
방송산업의 시장·기술·법제도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과 경쟁정책 수립을 위해서
방송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보고서는 방송시장에 대해 관련
시장을 합리적으로 획정하고, 다양하고 세분화된 경쟁평가 지표를 통해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2019년도 전체 방송사업 매출액은 17조 6,7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성장한 가운데, 성장률은
전년 대비 2.7%p 감소하였으나 명목 GDP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IPTV는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매출이
전년 대비 12.2% 증가(4,208억 원 증가)하였으며, 종합편성PP 매출 또한 전년 대비 2.6% 증가(210억 원
증가)하며 성장세를 지속했다. 온라인 쇼핑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PP의 홈쇼핑방송매출도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지상파 매출은 전년 대비 7.4% 감소(2,797억 원 감소)하며 점유율 감소 추세가 지속(’15년
26.8% → ’17년 22.3% → ’19년 19.9%)됐으며, SO 매출은 전년 대비 3.2% 감소(671억 원 감소)하며
점유율은 물론 매출 규모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유료방송시장의 인수합병, 종편, CJ계열 영향력 증가 등에 따라 그간 완화 추세를 보이던 시장집중도가
주춤하면서 광고시장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료방송시장을 제외하면
시장집중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유료방송시장은 LGU+&CJ헬로, SKB&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따라
시장집중도가 상승하며 3사 중심 시장구조로의 재편이 가속화되었다. 유료방송가입자 규모는 여전히 증가
중으로 나타났으나 그간 증가하던 유료방송사업자의 VOD매출이 2019년 최초로 감소하는 등, OTT 동영상
서비스의 성장에 따른 경쟁압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수합병을 통해 방송채널거래시장 내 수요자인 유료방송사업자는 유료방송채널에 대해 협상력 향상
가능성이 존재하나, 동시에 OTT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OTT 서비스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주요
콘텐츠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기 유료방송채널의 협상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그간 증가
추세를 기록하던 일반PP의 광고매출이 2019년에는 감소하면서 2019년 전체 TV방송광고매출은 전년 대비
7.2% 감소한 가운데, 전체 광고시장 내 모바일 광고의 비중이 방송광고의 비중을 추월하였다.

Key word

방송시장, 유료방송시장, 방송광고시장, 채널거래시장, 경쟁상황분석, OTT 동영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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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2020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방송사 중심
연구진: 심홍진, 이종원, 황유선, 김경은, 김청희, 권용재, 김호정, 송민선, 정은진, 노은정

연구목적
본 연구는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거래 실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거래관행으로부터 나타나는 방송사업자와 제작사간 인식차를 확인하고, 외주제작물의 거래와 유통, 계약,
제작 과정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불공정 거래 실태를 파악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외주제작 시장의 변화를
야기하는 핵심적 이슈와 요인을 파악하여 방송 산업의 상생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외주제작 거래 실적이 있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및 방문면접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주된 설문조사 내용은 1) 방송 외주제작 프로그램 제작 편수 및 계약 형식, 2) 방송 외주제작
프로그램 계약사항, 3)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 4) 정식 계약 전, 사전 협의 과정, 5) 선급금 및 제작비 지급,
6) 코로나19 확산이 방송 외주제작 거래에 미치는 영향, 7) 제작비 표준화 필요성 및 가능성, 8) OTT의 시장
진입이 외주제작 거래 협상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 외주제자 거래 실태 전반과 핵심적 이슈를 담고 있다.
본 연구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불공정 거래 관행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외주제도 마련 및 외주시장 내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Key word

외주제작,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거래, 방송사, 제작사,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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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2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2020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
연구진: 심홍진, 김청희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직전 년도(2019년) 방송편성규정 법령의 변화를 추적하고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 현황을 조사·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방송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을 구분하고, 주요 편성규제 항목별(종합편
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제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분야 프로그램 의무편성, 다른 한 방송
사업자의 제작 프로그램 편성제한,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등)로 방송사업자의 편성 현황을 정리
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지역방송의 순수외주제작 및 자체제작프로그램 편성 정책을 분석하였다. 지역문화를 창달하
고 지역의 공론장을 통해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 지역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정책 목표가 효율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방송사의 경영상황 및 시장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방송의 편성
정책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Key word

편성현황, 편성제도, 편성규제

Ⅲ. 2020년도 주요 연구실적

•99

5
국제협력
연

구

Ⅲ. 2020년도 주요 연구실적

정책연구 20-01

연구기간: 2019. 4. 15 ~ 2020. 1. 14

아태지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다자협력 강화 방안 연구
연구진: 남상열, 김성웅, 박정은, 김병우

연구목적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은 기업 활동, 산업 구조 등과 같은 경제 구조뿐 아니라, 고용구조,
생활방식 등 사회 전반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이
국경간 경계를 허물어뜨리면서 나타난다. 따라서, 디지털화로 인해 부상하는 데이터 이동, 정보보안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지역협력체, 국제기구에서 디지털 변혁의
기회와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60차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TELWG) 정례회의’에서
우리측이 주도할 수 있는 협력 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이 다자기구를 통한 정보통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아태지역 정보통신분야의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과제의 사업화를 추진하여
지속적인 아태지역 역내 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APEC을
비롯하여 ASEAN, UN-ESCAP 등 아태지역 내 협력체 및 국제기구에서 진행되는 정보통신분야 논의를
추적하고, 사업 현황을 살펴본다. 기구별 특성 및 사업 현황을 통하여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아태지역 정보통신분야 다자협력을 위하여 주요 협력 의제로 선정된 5G 네트워크,
신기술 규제 방안, 데이터 경제에서의 데이터 활용 등 3가지 논의 주제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아태지역 내
주요국의 관련 동향 및 정책을 점검하였다. 우리 정부의 우선순위, APEC 우선순위,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
우선순위, APEC 회원국 우선순위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주요 의제를 3가지로 △5G 생태계 혁신 및 다양성
활성화,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규제 거버넌스,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기반 경제에서의 민관협력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의제를 바탕으로 향후 정보통신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아태지역 내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아태지역 내 다자협력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한국이 국제사회의
정보통신분야 의제를 주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경제, APEC TEL, 아태지역, 다자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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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45

연구기간: 2020. 4. 1 ~ 2020. 12. 31

ICT ODA 통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연구진: 김득원, 이종화, 유성훈, 송영민, 김나연, 권호, 이희진

연구목적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오늘날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최대 공동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과학, 기술 그리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환경에서 ICT는 범용화 혹은
주류화의 기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 간 융합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ICT 공적개발원조(ODA)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강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ODA 통계시스템에서는 ICT 분야는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거나 명목상 통계에 불과하여 ICT ODA 현황을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ICT ODA의
체계적인 통계 관리를 위해 사업별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ICT ODA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사업 분석에 있어 ICT 분야에 대한 통계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ICT 분야 ODA
사업 추진에 있어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었다. 2020년 개정된 우리나라 ICT 통합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삼아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2019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ODA 사
업리스트 자료를 분석 표본으로 ODA 사업별 ICT 투입요소의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ICT ODA 사업에
투입된 ICT의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입요소별 예산항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나, 자료의 제한으로 인
해 세부 예산 파악은 가용 자료로는 어려움이 있었다.
동 연구의 분석 결과는 ICT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타당성 있는 분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ICT ODA 개념
을 정립에 대한 기여 및 ICT ODA 통계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CT
ODA 정보 확산을 통한 ICT ODA의 활성화 및 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ICT ODA 발전방
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적인 ICT ODA 통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향후 데이터 축적 및 추세 파악 등을 위한 관련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융합 사업 심층분석을 위한 타 부처 및 관련기관,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 또한 필요할 것
이다. ICT는 각 분야에서 성과를 높이는 활성화(enabling) 기술로서 중요성이 인정되나 목적을 달성하는 수
단으로서 ICT 요소가 간과되는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ICT ODA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방안으로서
ICT ODA 마커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ey word

국제개발협력, ICT ODA, ICT ODA 통계, 통계관리체계, ICT 통합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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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20. 4. 1 ~ 2020. 12. 31

다자개발은행과의 ICT 협력 제고 및 진출 방안 연구
연구진: 남상열, 김성웅, 박정은, 김병우

연구목적
디지털 변혁 사회에서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해진 바, 국제사
회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한국도 다
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글로벌 ICT 개발협력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협력 채널 가운데 다자개발은행에서의
ICT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한국의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ICT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진출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본론인 제2장 제1절에서 한국이 가입한 다자개발은행 가운데 대표성이 있고 ICT 협력을
추진할만한 다자개발은행인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미주개발은행(IDB)의 개요, 조직구성, 사업 운영 방식, 자금조달 방안 등을 살펴보고 부문 및 지역별 자금지원
현황을 조사하였다. 제2장 제2절에서는 다자개발은행들의 프로젝트 진행 절차, 입찰 방식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ICT 개발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제3장에서는 다자개발은행에서
추진 중인 ICT 및 디지털 경제 관련 프로그램(program) 및 전략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자개발은행에서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ICT 관련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운용 중인 기금 현황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제4장 제1절에서는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ICT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의 디지털경제 현황 및
ICT 관련 정책을 조사하고, 국제기구 및 지역협의체 등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ICT 사업을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세계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관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자개발은행의 중점 대응 분야를
분석하고, 한국의 중점분야 대응 방안을 도출하여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ICT 의제가 무엇인지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상기한 조사를
토대로 결론에서 한국의 다자개발은행과의 ICT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ICT 협력방안은 향후 한국의 새로운 ICT 관련 사업 및 기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ICT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포스트 코로나19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격년으로 개최되는 한-중남미 ICT 장관회의의 의제 발굴,
프로그램 구성, 향후 세부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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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20. 4. 1 ~ 2020. 12. 31

APEC 디지털혁신기금을 활용한 아태지역 5G 협력 강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연구진: 남상열, 김성웅, 박정은, 김병우

연구목적
5G 네트워크는 기존 통신 네트워크에 비해 초고속, 저지연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대용량 데이터의 송수신
의 신속화 등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5G는 경제·사회적
솔루션 개발, 혁신 촉진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2019년 4월 5G 서
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국가이며, 다수의 국가가 현재 상용화를 추진중이거나 완료하였다. 본 연구는
5G 네트워크 구축 및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한국이 지닌 5G 분야의 선도적인 기술 수준
및 정책 경험을 활용하여 아태지역 역내에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필요성 및 방법론 등을 정리하였다. 제2장
에서는 OECD, ITU, 3GPP, 5G-ACIA, 5GAA 등 5G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다양한 국제기구, 협의체,
협회 등을 조사하고, 각 기구의 역할 및 논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APEC 주요국의 5G 네트워크
구축 현황, 정책 및 규제 동향 등을 조사하고, 한국의 5G 관련 정책 및 규제 동향을 살펴본다. 제4장은 APEC
디지털혁신기금의 개괄적인 내용을 통해 아태지역에서 5G 협력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5G 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사업(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5장은 앞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아태지역 5G 협력사업
을 추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 따른 주요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아태지역 역내 5G 네트워크 발전 수준, 주파수 대역 활용
등의 차이로 인하여 5G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 및 전략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글로
벌 논의 동향에서 살펴보았듯이 5G는 기존 이동통신기술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해지고, 버티컬 산업과 같이 5G과 기존 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 등 확대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산업계, 표준계 등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협력의 외연 확대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APEC 디지털혁신기금을 활용한 아태지역 역내 5G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APEC 협력사업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며, 추후 APEC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고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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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48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2020년도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연구진: 강하연, 박지현, 임동민, 서소영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간 방송통신 교류협력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를
수행하여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북한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고, 남북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방안 도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주민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
등을 감안하여, 연구의 방법론으로 4가지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문헌조사 및
공동연구이다. 즉, 국내·외 및 북한 발간 자료 조사와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대학, 연구기관, NGO 등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이용실태 설문조사이다.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설문조사 항목을 구성하여
설문을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주민 대상 직접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마지막은, 조선중앙TV 편성표 분석이다. 2006~2019년 『조선중앙TV』 편성표를 활용하여 방송시간,
프로그램 편성현황 및 변화를 조사하여 북한 방송편성 현황과 변화추세를 분석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상기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제2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기존
국내 선행연구 분석, 북한에서 발간된 학술논문 및 방송통신 정책동향 등 수요 파악 조사가 실시되었다. 즉, 국내외
문헌 조사와 북한 발간 문헌 조사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국내 문헌조사를 통해서는 과거의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관련 기존 문헌의 유형분석, 국내 문헌에서 평가하는 북한 방송통신 정책에 관한 내용 도출 등이 시행되었다.
북한 문헌조사는 주로, 2015~2019년 방송통신 관련 북한발간 연구논문 약 40개 및 특허 약 20개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방송 시장 현황과 이념 및 역사, 매체 현황 등을 정리 및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근 변화를 파악하였다. 또한, 2006~2019년 조선중앙TV의 편성표를 활용하여 방송시간, 프로그램 편성현황
및 변화를 조사하여 북한 방송편성 현황을 횡단면 및 시계열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한방송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방안 수립과 설문시행이 추진결과를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진행된 북한 방송 이용현황
분석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성을 설정하고 제언하였다.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정책적 차원의 수요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속중인 대북제재 상황에서는 북한 주민과의 직접적 접촉이 힘들고, 북한당국의 설문인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대북제재라는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수행 가능한
영역 내에의 통계자료의 생성을 위해 조선중앙TV의 편성표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와 후속 연구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사방안들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조사는 정책수립 및 민간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에 수행한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관련 정책수립 및 민간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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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9-01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2020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연구진: 이종화, 고상원, 김득원, 임동민, 유성훈, 송영민, 김나연, 정수미, 장윤정, 홍가연

연구목적
2015년 UN은 지구촌에 만연한 문제인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제시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보통신기술(ICT)의 역할과 활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ICT 역량의 격차는 획기적으로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개도국에서는 이에 대한
선진국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과 ICT의 분야에서 각각 과거 수원국으로서의 역사와 함께 최근에는 ICT를 통한
급속한 경제발전의 경험을 갖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ICT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기획·진행하고 있다.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이 사업은 개별 개도국 정부가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ICT 관련 정책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은 개별 수혜국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개별 수혜국의 수요와 예상효과를 고려하여 세부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유효히 적용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협력국의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절차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동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와 수혜국의 공동 발전을 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며 친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한국과 유사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ICT 산업의
해외진출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ICT와
ODA 각각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KISD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2002년부터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을 통하여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2020년에는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하여(기관간 연계·협업 모델, 다자개발은행 참여 모델, ICT 현안 선제적 대응 모델, 성과관리·후속조치
모델) 4개 정책자문 세부사업(라오스 ICT표준화 정책자문, 에콰도르 주파수 관리 정책자문, 네팔 CERT구축
전략 수립 및 정보보안 정책자문, 몰도바 주파수 할당 및 가격 산정 정책자문)을 수행하였다.
2020년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단 운영은 글로벌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예정된 협력국 방문 및
초청자문 대신, 온라인 컨설팅으로 대체하였다.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3~4차례의 온라인
컨설팅을 통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한국의 정보통신방송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협력국 정보통신방송 환경에
적합한 정책 및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은 대부분 이른 시일 안에 협력국의 법령이나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협력국의 정보통신방송 부문의 발전을 통하여 향후 양국 간의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형 정책플랫폼의 확산은 양국의 민간부문 간의 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ey word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개도국, 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ODA),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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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9-02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2020 ICT ODA 체계수립: ICT ODA 융합사업 발굴을 중심으로
연구진: 이종화, 김득원, 유성훈, 송영민, 정수미, 장윤정, 김나연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그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분절화에 따른 원조의 효과성 저하라는 지적에 따라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부처간·기관간·섹터간 융합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의료, 교육,
농업 등 ODA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크로스 커팅(Cross-Cutting) 요소로서, 부문간 융복합 사업에서
효과를 크게 발할 수 있는 분야이다. 특히 타 부문을 단순히 지원만 하는 것(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넘어 ICT의
전문성과 혁신성이 적극 발휘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융복합에는 지역별, 분야간, 단계별,
투입 요소별 융합 등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지만 동 연구에서의 융복합은 부처 간 융합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 짓고자 한다. 즉, 국내 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타 부처와의 사업 공동제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부처간 융합사업 주제로서 오픈데이터/빅데이터 및 ICT 창업생태계 육성분야를 발굴하여, 최종적으로
융합사업 형태의 사업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해당 콘텐츠를 활용하여 개도국들의 관심을 파악 및 협력국을
발굴하고, 협력국 및 국내의 공동추진기관과 함께 펀딩 및 구체적인 사업형태를 협의하고자 한다. 즉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구성하여 관심 있는 개도국의 의사결정자를 설득하여 자신들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ODA 수요제기를 융합사업의 형태로 역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ODA 융합사업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하여 살펴본 후 ODA 융합사업을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추진하는지에 대하여 기술하며, 나아가 2019년부터 논의되었던 과학기술·ICT분야의 융합사업 및 향후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융합사업의 두 가지 모델인 1) 오픈데이터/빅데이터 분야의 발전과 2)
ICT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다부처 융합사업을 도출하였다. ODA사업의 절차에 따라 개도국의 수요제기로부터
시작하여 현지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채택여부가 결정되므로 오픈데이터/빅데이터 혹은 ICT창업생태계 이슈가
융합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개도국 정책결정자들이 해당 이슈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결정자들이 상기 사안들에 대한 중요도에 대한 인지와 공감이 있어 사업을 추진한다 할 지라도, 각
개도국 특성과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사전 분석과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안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
관련 혹은 창업에 관한 내용을 국제기구(ITU 등)나 다자개발은행(ADB, IDB, AfDB 등)이 주도하여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홍보 및 파급효과 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관련 표준화나 개인정보보호
논의도 더욱 효과적일 것이며, 창업지원 측면에서도 민간부문이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만을 공적 자금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하기도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이슈들을 개도국
관련 국제기구나 다자개발은행에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종적으로 데이터산업 발전과
ICT창업 활성화를 통해 개도국들도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8(좋은 일과 경제적 성장;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Key word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개도국, 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ODA),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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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9-03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Consultation on Establishing Cyber Security System in Nepal
연구진: 고상원, 유성훈, 이완석, 김형종, 이해영

연구목적
2020 네팔 국가 CERT 구축 전략 수립 및 정보보안 정책자문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으로수행되었다. 네팔 정보보안 현황을 파악하고 CERT 모니터링 시스템과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문 활동이 본 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네팔에서는 최근 자동화기기(ATM)를 대상으로 한 잭포팅 공격(jackpotting), 웹사이트 변조, 데이터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네팔 정보보안 관련 법제에는 1) 사이버범죄 및 디지털 서명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 Act, 2063)과 전자거래규정(Electronic
Transaction Rules, 264), 2) 사이버범죄, 사이버보안, 역량구축과 관련된 국가 ICT 정책(National ICT Policy,
2015), 3) 국가 IT 긴급대응팀 설치와 관계된 국가 IT 긴급대응팀 명령(National IT Emergency Response
Team Directive), 4) 80 가지의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국가 사이버보안 센터 설치를 제안하고 있는 디지털 네팔
프레임워크(Digital Nepal Framework)가 있다.
네팔 IT부(DoIT)와 정보통신기술부(MoICT)는 사이버 위협을 감지, 대응하고 SOC 팀과 함께 위험 감지 및
협력 대응 관련 규정 수립을 지원하는 국가 침해사고 대응팀(CERT)을 MoICT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으며,
네팔 정부는 2019년 IT 긴급대응팀(ITERTs) 운영 및 국가 운영보안센터(National Security Operation Center)
관련 규정을 수록한 국가 IT 긴급대응팀에 관한 명령(National IT Emergency Response Team Directive)을
발표하였다. 국가 ITERT 설치는 아직 초기단계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정보공개 및 기타 국가 ITERT운영표준
및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국가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 센터는 MoCIT 부지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가 IT 센터와 MoCIT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 센터는 네트워크 장비,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중요 ICT 인프라를 모니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초안이 발표된 국가 사이버 보안
정책(National Cyber Security Policy)은 이번 회기 년도 내에 내각의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에서
검토 중인 IT 법안 역시 가까운 미래에 승인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 CERT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크게 사이버 위협 사고 방지,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사후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 담당
기관별로 세부적인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정의할 수 있으며, 사이버 보안 사건과 관련된 다른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 역시 관련 법령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 국가 CERT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는 다음 4가지 주제(사이버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수립/보급을 통한 네트워크와 시스템 보호,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ISPs/NSPs)의
책임 규정, 사이버 침해, 사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고지 의무, 정보통신네트워크에서의 침해행위 금지)를 다루고
있어야 한다. 국가 ITERT는 네팔의 모든 사이버 보안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 절차를 수립해야 하는데,
이러한 표준운영절차는 국가 ITERT가 해외 CERT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네팔 보안 문제 대응절차 수립을 제안한다.
Key word

네팔, 정보보안, CERT, 침해대응센터, 사이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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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9-04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Consultation on ICT Standardization in Lao PDR
연구진: 고상원, 정수미, 한민규, 강대기, 하수욱

연구목적
2020 라오스 표준화 체계구축 정책자문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본
사업을 통해, 라오스의 현재 표준화 체계 및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자문 활동이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ICT 표준화는 시스템 간의 상호호환성을 보장하고, 서비스 간의 연동, 소비자의 편익제고, 공공의 안전과 보호 및
시장진출 등 전반적인 ICT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ICT 표준체계와 조직 의 수립 등
공식/민간 ICT 표준 활동이 활성화 되어있어야 한다. 라오스는 현재까지도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에서 ICT 표준 활동이
제한적이고 공식 표준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라오스의 우정통신부(Ministry of Post and Communications,
MPT)가 ICT 표준체계 구축 시도를 하고 있어, KISDI 자문단은 한국의 ICT 표준화 체계 구축에서 얻은 교훈과 주요
해외사례, 그리고 라오스의 현재 ICT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자문 결과 및 정책 제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경우 국립전파연구원(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RRA)이 법적 표준을 만드는 기관이며,
사실표준으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A)가 있다. RRA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TTA는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등 한국에서는 ICT 표준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다.
규제기관으로써 RRA는 적합성평가 랩을 통해 EMI(전자파간섭), EMS(전자파내성), 유/무선 ICT 기기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TTA의 경우 ICT 테스트&인증 랩 및 소프트웨어 테스팅&인증 랩을 운영하고 있다. TTA는 또한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 중이다. 라오스 역시 한국의 사례와 같이 ICT 표준화 관련 명확한 법적 체계와 담당
기관(공공&민간)을 설립하고 특히, ICT관련 테스트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의 국가 ICT 표준화 기관 및 체계에 대한 사례가 공유 되었다. 각 국의 표준 체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ICT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ITU, ISO, IEC 등 국제기구와 지역내 기구 사례도 공유 하였다. 라오스는
여러 국가들과 같이, 우선 표준 개발 역량과 표준 관련 인력 등 가용 자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정부의 표준화에 대한
의지를 반영해 주는 정부 정책과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세계적인 ICT 표준 활동에도 점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셋째, 빅데이터 표준화가 케이스 스터디로 공유되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반의 컴퓨팅에서 데이터 기반
컴퓨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남에 따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는 공공 및 민간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저장, 운영,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준이 수립되고 있다.
빅데이터 및 인터넷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드 기반 역량을 제공해주어 기관간 데이터 공유 및 분석으로 통합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현재 라오스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적용 가능한 빅데이터 표준 및 향후 빅데이터 표준 구축계획에 대한 제언도 제공하였다.
정책자문의 결과를 토대로 라오스 MPT는 ICT 표준화에 관한 법률 초안을 구성하여 발의할 예정이며 또한, 정책자문
중 표준기관 수립과 체계/구성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MPT 산하에 표준전담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표준화 정책자문 내용은 향후 데이터 센터 관리 전략 수정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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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Consultation on Policy for Spectrum Allocation and
Pricing in Moldova
연구진: 이종화, 임동민, 김나연, 장윤정, 김용규, 김태한, 류미선, 김현직

연구목적
2020 몰도바 주파수 할당 및 가격산정 정책자문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본 사업을 통해, 몰도바의 현재 주파수 관리 현황 및 도전과제를 파악하고, 향후 주파수 관리 계획
및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 제언이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현 몰도바 이동통신 가입자 시장 점유율은 Orange(프랑스계) 62%→Moldcell (스웨덴계) 34%→Moldtelecom(국영)
4% 순으로 외국사업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몰도바는 EU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로 EU Directives를
따르고 있어 외국사업자에 대한 개별국가로서의 별도 규제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몰도바 정부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수입원을 마련하고자 하나, 주파수 대역폭이 충분하고 상기와 같이 시장 내 사업자 간 비대칭성이 크고
경쟁이 적어 구조적으로 주파수 경매가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아울러 몰도바 정부는 “2021-2025 몰도바
주파수 관리 프로그램” 법령(’21. 1월 발효 예정)을 추진 중이며, 최종 수립 및 승인의 단계별 과정에서 한국 자문단의
정책 제언을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문 결과 및 정책 제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주파수 할당 및 배치 관련이다. 주파수 할당의 경우, 각 주파수 기반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다양해지는 모바일 서비스를 고려하여 더욱 경제적 측면으로 할당이 필요하며, 다양한 주파수 사용 개발 및
국가주파수할당표(NTFA) 업데이트, 기술중립성 확보(몰도바는 이미 잘 이행 중) 등을 고려하여 더욱 유연하게, 또한
미래 주파수 수요 대비, 특히 모바일 서비스에서 장기적 관점의 주파수 공급계획 등을 고려한 선제적인 할당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주파수 배치 관련, 주파수 리파밍, 주파수 2차 시장 활성화 등 더욱 유연한 배치가 필요하며, 경쟁 촉진을
위한 최소의 주파수 보장, 기술표준 이상의 주파수 블록의 비효율성, 광대역 주파수의 효율성 VS 분화된 주파수의
공정성, 인접국가(우크라이나 등)와의 주파수 간섭문제 등을 고려하여 더욱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하다.
둘째, 주파수 가격 산정 관련, 주파수 가격 정책의 원칙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권고하며, ITU의 주파수 가격 산정
원칙과 정책 목표를 현 몰도바 전자 통신법에 도입 고려가 가능할 것이다. 몰도바 정부는 현 라이선스를 비용 회수 규칙
및, 영국과 같은 행정유인가(AIP) 규칙에 따른 라이선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초과수요가 없는 라이선스의 경우
비용 회수 규칙이, 초과 수요가 있는 라이선스의 경우 AIP규칙 적용이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몰도바의 경우,
주파수 관리비용이 다양한 라이선스로부터의 세금 및 전자파 적합성 인증 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파수 관리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라이선스 요금 또는 전파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몰도바 또한 이 방안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몰도바 시장에는 3개 통신사업자가 존재하며 그 중 두 개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적극적인 경매 입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한국 및 타 국가 사례를 참고하여
통신사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경매 최저가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회수재배치(Refarming) 관련, 주파수 폐기·재배치·보상에 대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정의 및
절차 등) 수립이 필요하며, 관련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
수렴 및, 주파수 효율성 보장과 갈등 최소화를 위한 법적·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주파수 회수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업무 관리 전담기관 지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Key word

몰도바, 주파수, 주파수 할당, 주파수 경매, 주파수 관리, 주파수 가격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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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9-06

연구기간: 2020. 1. 1 ~ 2020. 12. 31

Consultation on Policy for Spectrum Allocation and
Efficient Use in Ecuador
연구진: 이종화, 임동민, 송영민, 안형택, 정훈, 이상원, 박재경, 김현직

연구목적
2020년 에콰도르 주파수관리 정책자문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에콰도르의 주파수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주파수 관리 및 보편적서비스, 디지털라디오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자문 활동이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에콰도르의 유선통신 시장은 국영기업인 CNT가 독점하고 있으며, 모바일 시장은 3사(CNT, Movistar, Claro)가
경쟁하는 구도이다. 에콰도르의 모바일 주파수는 3GHz 미만의 대역에서 280MHz폭을 사용하고 있으며, 민간
이동통신사인 Claro와 Movistar는 2008년에 주파수 라이선스를 7억 달러에 갱신하였다. CNT는 700MHz 대역에서
30MHz, AWS는 1700/2100 대역에서 40MHz를 사용하여 정부지원 하에 경쟁사보다 일찍 LTE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에콰도르는 상용 모바일 서비스가 대중화됨에 따라 주파수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가격산정이 필요하며,
특히 주파수 가격은 주파수 보유 기회비용과 모든 관리비용을 반영하여 사업자로부터 회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미 할당된 280MHz 외에도 650MHz IMT 밴드 할당 계획을 발표하였다. 에콰도르에서는 유선인터넷과
무선인터넷이 모두 보편적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규제에 대한 기술중립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다. 현재 에콰도르는 아날로그 라디오방송의 디지털전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디지털 라디오방송 방식을 채택할 때 DAB/DAB+, HD라디오 및 DRM/DRM+ 등 기술적 특성, 이용 가능한 서비스,
단말 시장 현황에 따라 채택이 달라질 수 있다. 효율적인 주파수관리를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추가 주파수 배치 계획을 공식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에콰도르 정부는 이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인터넷 연결 확대를 위해 CNT에 두 민간 경쟁사보다 먼저 LTE 주파수를 할당하고 라이선스 요금을 면제해
주는 유효경쟁 정책을 실시했었다. 그러나 CNT의 비용면에서의 이점이 주파수 비용 절감에서 주로 기인했다는 점과,
Claro와 Movistar가 경쟁 정책과 관계없이 4G 네트워크에 투자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정책이 성공적이라
단정 짓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따라서 ‘유효경쟁’이라는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5G 시대를 대비하여 ‘공정경쟁’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에콰도르의 상황상 주파수 경매 도입이 어려울 수 있으나 정부는 주파수 보유 기회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AIP를
사용하여 초기 라이선스를 산정하고, 무선 주파수 관리 및 규제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최초 라이선스
비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산정하는 행정적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에콰도르는 광대역 보편적 서비스의 적정한 서비스 수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서비스 제공
속도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선 인터넷의 경우, 유·무선 기술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대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이 선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에콰도르의 경우 보편적 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에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넷째, 라디오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주파수 방식을 채택하는 것 외에 초기 시스템 투자와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구체적인 전환
계획이 수립된 후에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길 제언한다.
Key word

에콰도르, 주파수, 주파수 관리, 주파수 가격산정, 보편적서비스, 디지털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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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ICT Industry Outlook of Korea

2021 ICT Industry Outlook of Korea
2021 ICT Industry Outlook
of Korea

· 정보통신산업의 분야별 현황 분석 및 전망, 국제경쟁력에 관한 영문분석 자료
· 연 1회 발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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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 TECHNOLOGY IN THE POST-COVID-19 ERA: VR/AR INDUSTRY AND REGULATIONS

2020년 정보통신산업동향
· 국내·외 정보통신산업 최근 동향 및 향후 발전방향 예측 제공
· 연 1회 발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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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주 발간(연 10회)

권호

제32권 1호
<통권 696호>

논문 주제
미얀마 중장기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 계획

임동민

VR/AR 시장전망 및 사업자 동향

이은민

주요국의 미래차 관련 정책 및 제도

손가녕

핀테크 산업의 도약을 위한 기점, 오픈뱅킹

정은진

대응 현황 분석
Netflix의 국내 TV콘텐츠 제공 현황
외국인투자심사강화법안(FIRRMA) 발효 이후 ICT 분야 해외
직접투자 동향분석

제32권 3호
<통권 698호>

천용석

미래차 국·내외 시장동향

손가녕

영국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AI 윤리 지침: ‘Understanding

국내법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동향
기업의 AI 및 알고리즘 이용에 관한 지침 : 미국 FTC의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s'을 중심으로

ⅠKISDI 2020 연차보고서Ⅰ

2020. 02. 28
이은영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디지털 사이니지 활용 방안

GDPR에서 양립성 평가의 판단기준과 적용사례 :

•120

김호정

정수미

아프리카 테크 스타트업 기업 동향

제32권 5호
<통권 700호>

정은진

아프리카 테크 스타트업 시장 동향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nd Safety’를 중심으로

제32권 4호
<통권 699호>

발행일자

2020. 01. 31

Facebook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백서 발간과 코로나 19

제32권 2호
<통권 697호>

저자

2020. 03. 31
변성혁
정수미
이창범
이경남
2020. 04. 30
양기문

광업의 디지털 전환 동향

정수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법적 과제

김가윤

프랑스의 IP 기반 네트워크 전환 논의 동향

진정민

몽골 ICT 환경 분석

송영민

2019 글로벌 ICT 기업들의 R＆D 투자 현황

정재훈

2020. 05. 31

권호

제32권 6호
<통권 701호>

논문 주제

저자

5G 버티컬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이용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이상윤

인공지능 윤리원칙 분석 보고서 : 하버드 법대 버크만 센터의
'Principled Artificial Intelligence'을 중심으로
화웨이의 아프리카 진출 동향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s)의 역할 및 입법
조치 : 유럽 디지털 권리단체의 ‘올바른 플랫폼 규제’를 중심으로

제32권 7호
<통권 702호>

AI 폴리싱(Policing)과 AI 범죄 동향
몰도바 ICT 환경 분석

제32권 8호
<통권 703호>

정수미,
박두이
장윤정

이은민
정수미,
정수미

각 국의 플랫폼 정의 및 유형

안현진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제 동향
2021 전략적 기술 트렌드 및 조치 : Gartner ‘Top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1’을 중심으로

2020. 08. 31

장윤정

ICT 산업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게임 산업의 여성 인력 및 여성 이용자 현황

2020. 07. 31

김나연,

글로벌 PC시장의 성장 전망

아프리카 블록체인 사용 동향

제32권 10호
<통권 705호>

안현진

정재훈

아프리카 암호화폐 사용 동향

2020. 06. 30

정수미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의 데이터 활용 전략

앱 유통 플랫폼 사업자들의 데이터 활용 전략

제32권 9호
<통권 704호>

황선영

발행일자

정재훈
정수미,

2020. 09. 30

박두이
정수미,
장윤정
김민정
오유리
2020. 10. 31
이민희,

방송통신 분야 해외진출 규제장벽 및 애로사항과 시사점

이현목,
정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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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정보
· 우편과 우체국 금융 등 우정사업 관련 정책 및 이론, 경영 기법, 주요 이슈 등 소개
· 계간(연 4회)

권호

2020 봄
vol.120

논문 주제
우체국금융의 챗봇 활용에 대한 고찰

김홍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우체국예금 우수고객 관리 방안

박재석

은행 지점 폐쇄에 따른 우체국금융 창구 활용 가능성 검토

오주연

사용자 경험(UX) 측면에서 본 물류 산업의 AI 기술 도입 현황 및 시사점

김지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 동향 및 우편물류 적용방안
새로운 금융환경에서의 우체국예금 수신고 분석과 수신전략 모델에
대한 제언
2020 여름
vol.121

vol.122

2020 겨울
vol.123

금융산업 블록체인 기술 도입 현황과 우체국 금융에의 시사점

김민진

금융산업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직무 변화

안명옥

빠른배송서비스 이용현황과 발전전망

최중범

•122

박희원

소비자 효용 분석을 통한 우체국 제휴서비스 추진 방향

박재석

2020. 09. 15

김인섭, 유상이

우편사업의 경영 현황과 향후 과제

정준화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정 부담,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비용

최중범

생명보험 상품개발 동향 및 시사점

류하각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우체국금융 발전 방향

박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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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15

윤경구, 안명옥

세대별 위험요인 분석과 우체국보험 상품 전략

무인이동체 기반 언택트 Last Mile 우편 배달서비스 추진현황

2020. 03. 16

최남진
박찬석

물류로봇 동향과 우편물류로봇 도입에 관한 소고

발행일자

유상이, 김민혁

국내외 물류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망

데이터 가치 창출에 관한 사례 및 시사점
2020 가을

저자

정훈, 김은혜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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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호
20-01
20-02

제목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학 I : 빅데이터·AI 시대 디지털 시장의
경쟁 이슈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학 II : 빅데이터·AI 시대 디지털 시장의
규제 이슈

저자

발행일자

최계영

2020.03.04

최계영

2020.03.13

통신전파연구실

2020.04.21

20-0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통신 분야 대응 동향 (I)

20-04

코로나19가 방송·미디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이재영 외 3인

2020.04.27

20-05

코로나19와 허위정보 :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성욱제, 정은진

2020.05.07

20-06

감염병 대응에서 개인정보 처리 이슈와 과제

조성은

2020.06.05

20-07

국내 및 개도국의 빅데이터 공공부문 활용사례 및 협력방안

박지현, 정수미

2020.07.30

20-08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기술: VR/AR 산업과 규제 이슈

강준모, 이은민

2020.08.28

20-09

바이든 당선의 파급효과와 ICT 정책 방향

이호영 외 7인

2020.11.27

20-10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거버넌스

정용찬

2020.12.14

김현수, 전성호

2020.12.21

김승민

2020.12.23

20-11
20-12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안(Digital Services Act)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RCEP협정의 데이터 국제이동 관련 무역규칙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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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STAT Report
· 방송과 미디어에 관련된 다양한 통계분석 결과 제공
· 격주 발간(연 24회)

권호

저자

발행일자

한국미디어패널
조사 연구팀

2020.01.15

20-01

2019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 주요 내용

20-02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와 OTT 서비스 이용

신지형

2020.01.30

20-03

개인의 혁신성향에 따른 미디어 기기 및 서비스 채택

심동녘

2020.02.15

20-04

한국 드라마 수출 추이 분석

노희윤

2020.02.28

20-05

스마트폰, TV의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

정용찬

2020.03.15

20-06

OTT서비스 이용자의 특성 및 이용행태

오윤석

2020.03.30

20-07

신문기사 이용자 특성 분석

고세란

2020.04.15

20-08

와이파이의 확산과 이용 특성

김용원

2020.04.30

20-09

자녀 유뮤에 따른 미디어 보유와 이용행태 비교

윤도경

2020.05.15

20-10

중장년층의 스마트미디어 보유 및 활용 추이

김윤화

2020.05.30

20-11

유료방송 가입 유형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분석

이선희

2020.06.15

노희용

2020.06.30

20-12

•124

제목

소비자 혁신성에 따른 미디어 이용행태 분석
- 스마트기기 애플리케이션과 TV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13

방송사업매출 및 광고매출 추이 분석

노희윤

2020.07.15

20-14

방송프로그램의 실시간·비실시간 이용 현황 분석

최지혜

2020.07.30

20-15

OTT 유료서비스 이용자 특성 분석

심동녘

2020.08.15

20-16

전자상거래 이용행태 분석

신지형

2020.08.15

20-17

게임 이용현황 분석

고세란

2020.09.15

20-18

스마트폰 기반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2015-2019)

김욱준

2020.09.30

ⅠKISDI 2020 연차보고서Ⅰ

권호
20-19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상거래 이용행태 변화 분석
-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일자

오윤석

2020.10.15

20-20

스마트기기 보유와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이용

김윤화

2020.10.30

20-21

VOD와 OTT 이용행태 추이 분석

이선희

2020.11.15

20-22

늦은 밤 OTT 시청이 수면에 끼치는 영향

이창준

2020.11.30

최현홍

2020.12.15

ICT데이터사이언
스연구본부

2020.12.30

20-23
20-24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미디어 소비 패턴: 구조적 토픽 모형을
활용한 분석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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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Trend Watch
· AI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 정보를 제공
· 격주 발간(연 24회, 2020. 02월 창간)

권호

저자

발행일자

2020-01

일본의 인간 중심의 AI 사회 구현을 위한 원칙_외

안명옥

2020.02.28

2020-02

2020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 발표_외

이경은

2020.03.15

2020-03

영국, AI시대 공직생활윤리기준 검토_외

김민진

2020.03.30

김경훈 외 8인

2020.04.15

김지혜 외 4인

2020.04.30

2020-04

인공지능, 코로나19를 만나다: 코로나19로 되짚어보는
AI의 현재와 미래

2020-05

코로나19 이후 고용과 AI_외

2020-06

일본의 정보은행 인증 제도와 데이터 유통 서비스 모델_외

안명옥

2020.05.15

2020-07

AI가 헬스케어 종사자 및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_외

이경은

2020.05.30

2020-08

미중일 AI 인재 확보 정책 비교 및 시사점_외

김민진

2020.06.15

2020-09

AI 국가전략의 글로벌 지형_외

김지혜

2020.06.30

2020-10

해외 AI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현황_외

안명옥

2020.07.15

2020-11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동향 및 정책적 대안 탐색

이경은

2020.07.30

2020-12

클라우드 기반 AI에 대한 엣지 AI의 도전과 영향

김민진

2020.08.15

2020-13

범죄 예방 및 대응에서 AI의 역할

김지혜

2020.08.31

2020-14

AI/데이터 기반 마케팅의 보급과 그 사회경제적 영향

이준배

2020.09.15

2020-15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촉진을 위한 DNA 생태계 활성화 과제

김경훈

2020.09.30

한은영

2020.10.15

2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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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공지능 기술발전이 인재양성 정책에 주는 시사점:
AutoML의 사례

2020-17

인공지능의 발전에서 동형암호가 갖는 의미

윤성욱

2020.10.31

2020-18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인공지능 반도체 성장

이영종, 김민식

2020.11.15

2020-19

중국 디지털 경제 현황: 新생산요소 ‘데이터’를 중심으로

최원준

2020.11.30

2020-20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연합학습의 발전 및 최신 경향

이진우

2020.12.15

2020-21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신약개발에서의 응용

류성옥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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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AI Outlook
· 국내외 AI 관련 최신 논문 제공
· 분기별 발간(연 4회, 2020.05월 창간)

권호

논문 주제
AI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도전 과제와 기술적 대응 방향
금융산업에서 AI 활용과 인간의 역할에 관한 고찰

2020 봄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거래법

이상용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음성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쟁점

정원준

[칼럼] AI 융합·확산 촉진을 위한 디지털 뉴딜 선결 과제
데이터 주도적 의사결정: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이용한 처치
효과의 추정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자기지도학습 (Self-supervised
Learning)의 최신 연구 동향

2020 가을

이준배 외 3인
안성원

시사점 고찰

발행일자

추형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AI의 현황과 미래

인공지능과 소비자, 그리고 공급자: 최근 연구 동향 소개 및

2020 여름

저자

2020.05.15

김민기
김경훈
2020.08.15
심은영
손진희

[칼럼]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확대 방안

조원영

인공지능의 규범구체화에 대한 연구

이희옥

인사(HR)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김성준 외 2인

인공지능의 의인화와 소비자 반응: 이론적 배경과 시사점

윤성훈, 김민기

심층신경망과 해석 가능성: 최신 연구 동향 및 시사점 고찰

조상균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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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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ent implemented time series algorithm for building stock
portfolios in China A-shares

Yu-Jing Chiu, Kuang-Chin
Chen, Hui-Chung Che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ube use and perceptions of
social problems caused by fake news and deepfake in South
Korea

Seok Kang

A novel method of fuzzy topic modeling based on
transformer processing
A study of ICT for leader-member exchange that facilitates
employee's innovative behavior: a moderated mediation
analysis in the Taiwanese service

Vol.12
No.1

•128

저자

Ching-Hsun Tseng, Shin-Jye
Lee, Po-Wei Cheng, Chien
Lee, Chih-Chieh Hung
Hsin-Yu Chen, Chi-Tung
Tsai, Yu-Ru Shen

An application of the UTAUT2 model for understanding user
intention adopting Google Chromecast in Taiwan

Liangchuan Wu, Yi-Fan Wu

Machine learning applications for learning early warning
system in Taiwan

Jyh-Jiuan Lin, Gwei-Hung
Tsai, Ching-Hui Chang

Utilization of Delphi method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to conduct key factors of viral marketing to Taiwan's sports
industry

Chia Huei Hsiao,
Shih Teng Chiu

Factors affecting repatronage intention of cashierless stores
in Taiwan

Jui-Chun Chai,
Hui-Chen Chang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consumer impulse buying on
online group buying websites in Taiwan: S-O-R approach

Serhan Demirci, Chien-Wen
Chen, Jian-Yu

Analyzing virtual reality glasses acceptance: an empirical study in
Taiwan

Liangchuan Wu,
Tsung-Han Yang

ⅠKISDI 2020 연차보고서Ⅰ

권호

제목
Factors Affecting Continued Use of Food-delivery Apps:
Analysis of Afghanistan O-to-O Market
The Determinant of Employee's Organizational
Commitment: Empirical Study in Indonesia Social Security
Administrator for Health

Vol.12
No.2

저자
Namjae Cho, Mohammad
Reza Jawad
Asyraf Mursalina, Willy
Abdillah

Consumer Welfare from a Ridesharing Service in Korea

Joonmo Kang

The Development of Cloud-based Project Management
System using Kanban-like Approach

Kuo-Ching Ying, Jau-Shin
Hon, Chen-Yang Cheng,
Chi-Wei Shih

Exploring the Determinants for Consumer Choosing Sharing
Economy Services

Chih-Hui Huang, I-Ping
Chiang, Kuen-Hung Tsai

Structuring Practical Professional Abilities of E-Commerce:
Curriculum Implementation and Learning Effectiveness in
Taiwan

Hsien-Kuei Chiu

A Multiple Mediation Model of Social Value in Taiwan's
Online Tourism

Jean-Luc Pradel Mathurin
Augustin, Shu-Yi Liaw

Online Brand Community Participation in Taiwan: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rand Community Participation
and Brand Attitude from Multi-Level

Chia Huei Hsiao,
Shih Teng Chiu

The Economic Impact of Smart Retailing Technologies in the
US and China: An Empirical Study Using Patent-Economic
Analysis

Charles Trappey, Amy
Trappey, Chi-Cheng L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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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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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 05. 30

내용
KISDI-충북대학교 MOU 체결
－이전 공공기관-지역 대학 간 협업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 향상에 기여
KISDI-한국거래소 MOU 체결

2019. 12. 23

－우수 기업의 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 상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평가업무 등 상호협력
관계 구축
KISDI-강원연구원 MOU 체결

2020. 05. 26

－강원도 지역 정보통신 분야 연구 및 ICT 및 방송통신 관련 연구 활성화 촉진, 연구인력 및 기
술·정보 교류 추진
KISDI-충북연구원-충북과학기술혁신원 MOU 체결

2020. 07. 10

－충청북도 지역 정보통신 분야 연구 및 ICT 및 방송통신 관련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며 연구인력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추진
KISDI-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OU 체결

2020. 07. 14

－해외진출 관련 지식정보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해
외진출 지원
KISDI-충남연구원 데이터기반 관련정책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MOU 체결

2020. 08. 14

－데이터기반 관련정책 분야의 연구 및 정보교류, 데이터기반 관련정책 분야의 공동연구 및 의제
발굴, 연구보고서·출판물 및 연구자료 교환과 연구인력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

2020. 11. 27

KISDI-한국언론진흥재단 MOU 체결
－상호간 빅카인즈 API를 미디어통계포털 기능개선 활용용도 제공 및 사업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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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net 2020 컨퍼런스
행사일 : 2020.06.22 ~ 2020.06.23
장 소 : 온라인 콘퍼런스(웨비나)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
주 제 : New Era of Digitalization through Intelligence and Autonomous Network

구분

발표

내용
자동화로서의 인공지능, 그 위협과 새로운 기회 | 장병탁 교수(서울대학교)
인공지능이 만드는 2035 미래상 실현방안 | 이윤근 소장(ETRI)
Learning to Make Decisions Optimally | 정송 교수(KAIST)
NVIDIA가 바라본 AI의 현재와 미래 | 유응준 대표(NVIDIA Korea)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행사일 : 2020.08.21
장 소 : 온라인 웨비나
주 최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외 13개 기관
주 제 :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거버넌스 : 뉴노멀, 연결, 안전

구분

내용
[과학적 연구에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보
완되어야 할 부분]

토론

사회자 : 류승균 변호사
제안자 : 김민정(경찰대학교/KIGYS)
패 널:김
 보라미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재환 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황창근 교수(홍익
대학교), 이욱재(코리아크래딧뷰로),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한샘 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인터넷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인가?]
- 사회자·제안자 : 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 발제 : 오경미(사단법인 오픈넷)
- 패널 : 이
 승현 이사장(비온뒤 무지개 재단), 오영택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왹비 활동가(주홍빛 연대
차차), 양지혜 활동가(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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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바란다]
- 사회자 : 윤복남(법무법인(유) 한결)
- 제안자 : 희우(진보네트워크센터)
- 패널 : 심
 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김재환(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지연 (한국
소비자연맹),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코로나19 확진자 추적 : 공중보건과 개인정보의 균형은?]
- 사회자 : 최은창(프리인터넷프로젝트)
- 제안자 : 최은창(Free Internet Project)
- 발제 : 최은창(Free Internet Project), 최수정(함부르크대)
- 패널 : 김희진(연세대), 우하린(서울과학기술대), 김은수(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최재우(위어드섹터)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망사용료 및 망중립성 정책은 무엇인가]
- 사회자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 제안자 : 김이준(경희대학교/KIGYS)
- 패널 : 김
 이준(경희대학교/KIGYS), 박경신(고려대학교), 정미나(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신용우(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DNS의 현재 그리고 미래]
- 제안자 : 강상현(한국인터넷진흥원)
- 패널 : 강상현(한국인터넷진흥원), 석원진(엔에스컨설팅)

토론

[인터넷거버넌스의 여성기술자 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
- 사회자 : 김태은(KISDI)
- 제안자 : 고은비(이화여자대학교/KIGYS), 정지원(서울여자대학교/KIGYS)
- 발표자 : 고은비(이화여자대학교/KIGYS)
- 패널 : 최은필(카카오), 문수복(카이스트), 변규홍(스켈터랩스), 전유진(여성을위한열린기술랩)

[감염병 확진자 정보공개의 명(明)과 암(暗) - COVID19 사태의 정보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사회자 : 손재원(UNDP, KIGYS)
- 제안자 : 이재영(동국대학교/KIGYS), 고은비(이화여자대학교/KIGYS), 이지원(서울여자대학교/KIGYS)
- 발표자 : 고은비(이화여자대학교/KIGYS)
- 패널 : 희
 우(진보네트워크센터), 박한희(희망법), 이재영(동국대, KIGYS), 고은비(이화여대, KIGYS),
이지원(서울여대, KIGYS), 이원상(조선대)

[COVID 19 이후의 뉴노멀, 언택트 문화 속의 사회적 소외계층]
- 사회자 : 이재영(동국대 학생, KIGYS)
- 제안자 : 박태근(충남대학교/KIGYS)
- 패널 : 김
 조은(정보공개센터), 김대원(카카오),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황선영(과학기술정보통신
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장창기(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메인 WHOIS 정책 : 개인정보 보호법 아래에서 어떻게 할까?]
- 사회·제안자 : 윤복남(법무법인(유) 한결)
- 발제 : 박
 창민(한국인터넷진흥원)
- 패널 : 강경란(아주대학교), 이동만(KAIST, KIGA 위원장),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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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
행사일 : 2020.09.25
장 소 : 서울 엘타워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제8회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

구분
[제1주제]

내용
뉴미디어, 뉴 제네레이션

발표

- 연령대별 미디어 이용 형태와 그에 따른 공공기관에의 시사점 분석 | 서운석(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미디어 이용과 디지털 콘텐츠 소비 :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 최동욱(상명대학교)
- 가구 내 아동·청소년 미디어 이용 제한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 종단 분석 | 안진경(닐슨코리아)

토론

- 사회자 : 윤호영(이화여자대학교)
- 토론자 : 이정환(배재대학교), 이창근(KDI국제정책대학원), 육은희(서울대학교)

[제2주제]

미디어 서비스, 프라이버시 염려와 격차

발표

- Does who complete quadruple-plat service? : Individual-level analysis on the adoption
of mobile bundle* | 유은(한국과학기술원)
- 정보 격차의 시계열적 접근* | 황현정(서울대학교)
- 프라이버시 염려(privacy concern)와 소셜미디어 이용의 변화 양태에 관한 연구 |
고흥석(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언론학회 초청

토론

- 사회자 : 지성욱(한국외국어대학교)
- 토론자 : 송해엽(군산대학교), 강민지(서울대학교), 양정애(한국언론진흥재단), 이미나(숙명여자대학교),
김활빈(강원대학교)

[제3주제]

발표

토론
[제4주제]

미디어, 일상으로의 초대
- OTT 서비스 이용행태 및 결정요인 분석 | 심동녘(건국대학교)
- 늦은 밤 OTT 시청이 수면에 끼치는 영향 | 이창준(한양대학교)
-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미디어 소비 패턴 : 구조적 토픽 모형을 활용한 분석 | 최현홍(서울대학교)

- 사회자 : 이대호(성균관대학교)
- 토론자 : 김홍범(한국생산기술연구원), 최현도(동국대학교), 유재흥(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미디어 자료 분석의 통계학적 접근

- 미디어패널을 활용한 자기상관 패널회귀모형 추정 | 정병철(서울시립대학교)
발표

-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한 미디어패널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 | 전수영(고려대학교)
- 비율형 반응변수를 갖는 패널모형 분석방법 소개 | 이동희(경기대학교)

토론

- 사회자 : 정용찬(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
- 토론자 : 이정복(울산대학교), 장성봉(금오공과대학교), 손영석(한림대학교)

Ⅳ. 2020년도 연구관련 활동

•141

구분
[제5주제]

발표

내용
대학원생 우수논문 발표
- Quantifying consumer inertia in the Korean mobile phone service market | 장신재(Rice
University)
- 프라이버시 우려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혁신성의 다차원적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허덕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스마트 미디어 활용과 온라인 사회참여 : 연령과 장소 요인의 복합적 맥락 | 편미란,이도경(연세대학교)
- 사회자 : 고동환(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

국가혁신전략으로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발전방향 합동포럼
행사일 : 2020.10.06
장 소 :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주 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공학한림원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 제 : 국가혁신전략으로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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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발표

- (Keynote) 뉴노멀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김진형 석좌교수(중앙대학교)
- (제1발제) 성공적인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방향 | 윤제용 원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제2발제)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뉴딜 정책의 의미와 과제 | 권호열 원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제3발제) 한국판 뉴딜을 위한 스마트 SOC 전략과 과제 | 한승헌 원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제4발제) 한국판 뉴딜정책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역할 | 한선화 본부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

토론

- 사회자 : 윤석진 원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토론자 :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기 소장(GTC녹색기술센터), 이명주 교수
(명지대학교), 문용식 원장(한국정보화진흥원), 이경일 대표(솔트룩스), 안현실 논설위원(한
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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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riangle Initiatives 2020
행사일 : 2020.10.23
장 소 : 온라인 컨퍼런스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주 제 :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AI 정책과 기술

구분

내용
[AI와 현재]

발표

- AI 서비스 실현을 위한 ETRI 인공지능(AI) 실행전략 | 연승준 실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 AI 연구지수,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대학은? | 이승환 팀장(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미래사회 동맥, 데이터 활용은 어떻게? | 이준배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

- 토론자 : 김두현 교수(건국대), 김용성 교수(고려사이버대학교), 이영환 교수(고려대학교)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준비]
발표

- ETRI가 만드는 2035 미래상 | 이승환 실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미래사회를 대비한 초중등 AI/SW 교육정책은 어떻게? | 김한성 박사(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지속성장을 위한 재난 피해기업 지원정책 | 고동환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

- 토론자 : 문형돈 단장(정보통신기획평가원), 김수환 교수(총신대학교), 주재욱 연구위원(서울연구원)

2020 ICT 벤처패널 연구 워크샵
행사일 : 2020.10.29
장 소 : 호텔 롯데월드(에메랄드룸 3층)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2020 ICT 벤처패널 연구 워크샵

구분
발표

내용
- 정부지원의 ICT 벤처기업의 폐업 여부와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 | 고강혁 교수(고려대학교)
- ICT 벤처패널을 이용한 ICT 벤처기업의 효율성 계측 및 결정요소에 관한 연구 | 오동현 교수(인하대학교)
- ICT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정부지원의 효과 분석| 전기영 교수(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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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ICT 산업전망컨퍼런스
행사일 : 2020.11.10 ~ 2020.11.11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온/오프라인 병행 진행)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외 10개 기관
주 제 : 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ICT 미래를 디자인하다!

구분

내용
[Session① : 거시전망]
- 포스트 코로나가 만든 세계질서 재편 - 한국의 포지셔닝은?│Jason Shenker
- ICT 기술발전에 따른 세계 경제 │김흥종 원장(KIEP)

[Session② : 이슈발표]
발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ICT 소비자 트랜드│김난도 교수(서울대학교)
- 지금 실리콘밸리는? - 최신 ICT 기술과 서비스 │손재권 대표(더 밀크)
- Emerging tech trend │가트너 코리아

[Session③ : 2021 ICT 전망]
- 대외 환경변화와 우리 ICT의 전망│권호열 원장(KISDI)
- 2021 ICT 10대 이슈 │문형돈 단장IITP)

안전한 AI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심포지엄
행사일 : 2020.11.13
장 소 : 온라인 생중계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제 : 안전한 AI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심포지엄

구분

발표

내용
- AI기반 미래사회의 도전 : 운리, 제도, 국제협력 | 이상욱 교수(한양대학교)
- AI사회 사회정책 이슈와 대응 방향 | 조성은 연구위원(KISDI)
- AI사회 사이버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제도 방안 | 김태오 교수(창원대학교), 권은정 부연구위원(KISDI)
- AI사회정책 영향 평가의 의의와 체계 | 심우민 교수(경인교육대)

라운드 테이블 : 안전한 AI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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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 이호영 본부장(KISDI)
- 토론자 : 남태우 교수(성균관대학교), 서용석 교수(KAIST), 이명화 단장(STEPI), 윤종수 변호사(법무
법인 광장), 김도훈 대표(아르스프락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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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행사일 : 2020.11.13
장 소 : 온라인 생중계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후 원 : 방송통신위원회
주 제 : 2020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구분
발표

내용
- 북한의 뉴미디어 : IPTV ‘만방’ | 마틴 윌리엄스 대표(NKtech)
- 북한 방송이용행태 및 서비스이용현황 | 전영선 HK연구교수(건국대학교 통일인문연구단)
- 통일 프로그램 제작 경험에서 본 한반도 평화 | 이민수 프로듀서(JTBC 탐사팩추얼본부)

라운드 테이블 : 비대면시대의 남북 교류협력 기회와 과제
토론

- 좌장 : 강하연 본부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토론자 : 권영상 실장(SK Telecom 정책협력실), 딘 울렛 부소장(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민수 프
로듀서(JTBC 탐사팩추얼본부), 전영선 HK연구교수(건국대학교 통일인문연구단), 팀 브로
세 북한프로그램 매니저(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NF) 한국사무소)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
행사일 : 2020.11.17
장 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북) 2020호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

구분

내용

발표

-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 및 가치산정 방법론 | 김지환 실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 | 정영길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토론

- 좌장 : 김용규 교수(한양대학교)
- 토론자 : 송시강 교수(홍익대학교), 김범준 교수(카톨릭대학교), 변희섭 교수(한림대학교), 김용희 교
수(숭실대학교), 이종관 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 박승근 실장(ETRI), 이상헌 상무(SK텔레
콤), 김순용 상무(KT), 김윤호 상무(LG U플러스),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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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2020
행사일 : 2020.11.24
장 소 : 온라인 생중계
주 최 : 방송통신위원회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새로운 연결, 새로운 이야기

구분

내용
[기조 연설]
- 텔레비전과 OTT의 미래: 미디어 유통과 소비의 진화│에드 바튼 선임애널리스트 (OMDIA, 영국)
- MBC 콘텐츠의 해외진출과 국제 공동제작 전략│박성제 사장 (MBC)

[세션 1. 방송 협력 공동네트워크의 역할]

발표

- 다자간 공동제작 플랫폼으로서 ABU의 역할│하니자 함자 TV국장 (ABU, 말레이시아)
- CARE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의 기획과 실제│배기형 프로듀서 (KBS)
- 조직 차원의 최적화: 실패를 두려워 하기│파비오 만치니 외주제작국장(RAI, 이탈리아)
- 팬데믹 시대 공동제작의 필요성과 방향│홍경수 교수 (아주대)

[세션 2. OTT, 뉴노멀 미디어로의 도약]
- 디지털 시대의 뉴노멀: 글로벌 OTT 콘텐츠 제작 사례│윤신애 대표 (스튜디오329)
- 글로벌 OTT 플랫폼 전략 및 사례 공유-KOCOWA│박근희 대표 (코리아콘텐트플랫폼)
- 글로벌 미디어 전쟁과 K-OTT│이희주 정책기획실장 (콘텐츠웨이브)
- 시작점과 꼭지점: 방송시장의 경쟁 상황 변화와 쏠림 현상│노동렬 교수 (성신여대)

온라인 시대, 방송 공동제작의 전망과 도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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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 심상민 교수 (성신여대)
- 토론자 : 손대균 대표 (크리스피스튜디오), 리사 클락슨 콘텐츠 국장 (CBC, 캐나다), 오정호 방송제
작기획부장 (EBS), 닐 리카르도 토빙 이사 (PT. Visi Media Asia Tbk, 인도네시아),
임정수 교수 (서울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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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국제컨퍼런스
행사일 : 2020.12.3
장 소 : 과천과학관 상상홀(온라인실시간 스트리밍)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사람중심의 AI를 향하여(Toward Human-Centered AI)

구분

내용

발표

- (기조발제) 인공지능 윤리 : 글로벌 도전의 관점에서 본 책임성 | Mark Coeckelbergh 교수(오스트
리아 국립 비엔나대학교)
- (발제1) 유럽의 알고리듬 공정성| Sandra Wachter 교수(영국 옥스포드대학교 인터넷 연구소)
- (발제2) AI 윤리원칙을 넘어 : 현실적 과제와 전망 |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3) 인공지능과 법의 지배 | Daniel Li Chen 수석 이코노미스트(세계은행)

토론

종합 토론
- 사회자 : 문명재 학장(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토론자 : 김병필 교수(KAIST), 이재신 교수 (중앙대학교), 이호영 본부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오성
탁 본부장 (지능데이터본부),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공청회
행사일 : 2020.12.7
장 소 : 더케이 호텔 서울, 거문고C홀(온라인 생중계 동시 진행)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공청회

구분

내용

발표

-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내용 | 문정욱 센터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

- 좌장 : 문명재 교수(연세대학교)
- 토론자 : 나연묵 교수(단국대학교), 변순용 교수(서울교육대학교), 서정연 교수(서강대학교), 양천수 교수
(영남대학교), 오혜연 교수(KAIST),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임선경 사무국장(지능정보
산업협회), 한문승 본부장(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김경만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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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ICT ODA 성과공유 워크숍
행사일 : 2020.12.14
장 소 :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회의장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주 제 : 2020년 ICT분야 ODA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논의

구분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ODA 사업 2020년 성과 및 2021년 추진 계획]

발표

-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이종화 선임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전문가 초청연수│신성우 팀장(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개발은행 협력지원│임준옥 선임(한국인터넷진흥원)
- 해외 ICT 정책결정자 협력채널 운영│이정연 선임(한국정보화진흥원)
- K-LAB 설치 및 운영 사업│신성우 팀장(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개도국방송환경 개선지원 사업│김종년 팀장(한국전파진흥협회)
- 개도국 교육방송 구축 운영│오성룡 과장(한국교육방송공사)
-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이정연 선임(한국정보화진흥원)

패널 토의 : ICT ODA 발전 방향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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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 고상원 실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패널 : 한
 준희 사무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용태 팀장(한국수출입은행), 손성일 팀장(한국국제협
력단), 이광희 상임이사(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권호 수석(국제개발협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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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디지털경제와 남북ICT협력 학술대회
행사일 : 2020.12.16
장 소 : 신라스테이 서초 5층 미팅룸(온라인 zoom 동시 진행)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2020 디지털경제와 남북ICT협력 학술대회

구분

내용

발표

- 2020년 북한의 ICT 동향│강진규 대표(NK경제)

토론

- 토론자 : 이춘근 명예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 ICT 협력의 기회│김상배 교수(서울대학교), 이승주 교수(중앙대학교)

토론

- 토론자 : 강하연 본부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대회
행사일 : 2020.12.17
장 소 :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온라인 생중계)
주 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데이터, 미래를 만나다: 7대 지수가 말하는 대한민국

구분

내용
[1부 기조강연]
- 미국의 증거기반 정책 사례│Dr. Nick Hart(President, Data Foundation)
- 코로나의 세계경제 영향│Dr. Vincent Koen(Head of Country Stuides, OECD)
- 코로나 극복과 한국판 뉴딜│문용식 원장(한국정보화진흥원)
[2부 국가·사회발전 7대지수]

발표

- 사회통합지수로 본 대한민국│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수로 보는 한국인의 삶의 질│김성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환경 지속가능발전지수│김호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경제활력 국제비교│이용수(한국개발연구원)
- 국민역량지수│송창용(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국제공헌지수 구성 및 분석│문진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국가포용성지수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박준(한국행정연구원)

Ⅳ. 2020년도 연구관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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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3부 세계의 미래전망]
- 탈냉전기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평화│전재성(한국국제정치학회)
- 2021년 세계경제 전망│안성배(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학기술전망│최종화(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20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1년 전망│홍민기(한국노동연구원)

발표

[4부 한국의 미래전망]
- 유권자 양극화와 대의민주주의 국내경제종합전망│김남국(한국정치학회)
- 국내경제종합전망│정규철(한국개발연구원)
- 2021 산업전망│조용원(산업연구원)
- 통계지표로 보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최바울(통계개발원)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전망│이시균(한국고용정보원)
- Covid-19와 2021 개인사업자 신용위험 진단 및 전망│박기홍(코리아크레딧뷰로)
[5부 종합토론]

토론

2021년 대한민국 국정기조 및 국정관리 전략 수립
- 사회자 : 김흥종 원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패널 : 문성현 위원장(소득주도성장특위), 전영일 원장(통계개발원), 이인호 회장(한국경제학회),
홍준형 교수(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 최희윤 원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고유환
원장(통일연구원)

2020 정보통신방송과 국제개발협력 포럼
행사일 : 2020.12.22
장 소 :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호텔 회의장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학회 ICT4D 연구분과위원회
주 제 : 과학기술·ICT ODA 통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구분
발표

내용
- ICT 통합분류체계를 활용한 ICT ODA 통계 연구│김득원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과학기술 ODA 통계체계(안) 구축│조규하 부연구위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패널 토의 : 과학기술·ICT ODA 통계 연구 의미 및 향후 과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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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 정헌주 교수(연세대학교)
- 패널 : 한준희 사무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홍성창 실장(한국개발연구원), 배진현 과장(한국국제협
력단), 권호 수석(국제개발협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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