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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적 혁신과 

인문사회적 포용을 

선도하는 

글로벌 ICT정책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4차산업혁명 기반의 새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와 기술패권 전쟁은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경제에서 비대면 O2O경제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산업 

경쟁력 확보와 함께 디지털 격차를 넘어서는 포용적 복지사회 구현이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  

되었습니다.

KISDI는 1985년 설립 이후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분야 정책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의 ICT 강국으로 우뚝 서는 데 일조해 왔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전 사회적 디지털 전환

에 발맞추어 미래를 예측하고 지능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ICT정책연구기관으로서 KISDI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KISDI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AI융합 및 지능정보화정책 연구조직을 강화하고, 

정책수요 발굴과 연구성과 확산에 주력하며, 글로벌 ICT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술혁신과 산업경제적 패러다임의 거대 변화가 반영된 중장기 ICT정책의 미래 전략을  

제시할 것이며, 디지털 격차의 어두운 계곡 위에 넉넉하고 안전한 다리를 놓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적 정책연구를 통하여 “지능화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권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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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VALUE)

전략(STRATEGY)

● 국가 디지털 정책 플랫폼 구축

●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의제 

발굴 및 국정현안 지원

● 모두가 행복한 디지털 포용 정책 지원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정책 선도

● 기관 운영의 혁신성 강화

● 포용적 연구문화 조성

●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뉴노멀 시대의 지속가능한 

포용적 경영혁신

● 국내외 ICT 정책연구 협력 네트워크 

확대

● ICT 분야 글로벌 아젠다 주도

● 국민 공감을 지향한 연구성과 확산

글로벌 ICT 정책협력 강화 

및 연구성과 확산

Dynamic
KISDI

미션(MISSION)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의 

정보통신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

비전(VISION)

국가 디지털 전략을 선도하는

ICT정책연구기관

KnowWhy
정책고객 중심

Innovations
국가혁신 선도 Speed

빠른 현안대응

Depth
탁월한 전문성

Inclusiveness
함께하는 포용



HISTORY OF KISDI
Since 1985

1985
0204 통신정책연구소(ICR) 개소

1015 정보통신분야 장기 전망 간담회

1126 전화통화 수요와 전화 공급정책 연구발표

1213 벤처비즈니스 육성방안 연구발표

1986
0315 전기통신과 국가발전 정책 연찬회

0412 정보통신분야 국책연구개발 방향 연찬회

0722 ICR-일본 RITE 연구협력 조인식

1023 정보통신과 국가발전 한·일 학술대회

1987
0227 우편번호 개편 공청회

0511 통신위성의 현황과 전망 연찬회

0527 미래사회와 정보통신의 역할 세미나

1128 통신개발 연구원법 공포(법률 제3952호)

1989
0608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학술대회

0613 정보통신산업의 발전방향 국제학술대회

0822 전기통신요금정책과 소비자물가지수 토론회

1012  정보통신정책 발전방향: 민영화와 국제무역 

국제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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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0130 통신개발연구원 설립 현판식

0501  해외진출 전략국가 정보통신인력 

초청연수사업

1118 시내 통화시분제 도입 공청회

1214 한국 정보통신산업육성방안 심포지엄

1990
0330 정보통신발전과 경제구조조정 세미나

0427 정보사회 종합대책수립 공개토론회

0618 통신사업 구조조정 공개토론회

1011 국제VAN과 국민 경제 국제학술대회

1991
0306  태평양경제협력회의: 교통통신관광 

서울국제회의

0829 공중전화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공청회

1026      시장개방과 미디어산업의 정책적 대응 심포지엄

1107 국제화·지역화·정보화 국제학술대회

1992
0330  OECD·CCP / KISDI / TIDE2000 CLUB 

국제학술대회

0508 남북한 통신방송우편 교류촉진 학술대회

0519 전화요금 구조조정 공청회

0626 체신금융의 미래 국제학술대회



1998
0109  IMF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세미나

0415 물류정보화 비전과 전략 정책토론회

0501 APT 개도국 정보통신인력 국내초청연수사업

0826 케이블TV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999
0122 통신요금 규제제도의 개선방향 정책토론회

0204 지식기반국가건설 정책토론회

0917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가격경쟁방안도입 정책토론회

1027 보편적서비스 제도 정립방안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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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0714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체신금융의 방안 

학술세미나

0904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제3차 

통신전문가회의

1008 정보기술혁신과 국민경제 국제학술대회

1115 UR기본통신 다자간협상

1994
0120 UR협상과 향후 통신정책방향 강연회

1013 KISDI-CSIS 초고속정보통신망 국제학술대회

1031 중국 우정국 체신금융 대표단 초청세미나

1105  통신개발연구원 청사(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준공식

1995
0426  KISDI-OECD 주최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세계질서국제학술대회

0829 위성방송의 위상과 역할 토론회

1023 WTO기본통신협상 대응방향 공청회

1996
0429 정보통신 번호체계 개선 세미나

0723 한·EU 통신조달 협상

0904 114안내서비스 유료화 공청회

1019 제1차 ITU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

1997
0401  GMPCS-MOU 서명자회의 및 협정작성실무반 

회의

0617 통신과 방송의 융합 국제학술세미나

0712 정보인프라구축과 SW산업의 발전방안공청회

0830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으로 명칭 변경

2001
0315 한국통신 민영화방안 마련 공청회

0609   KISDI-SJE 국제심포지엄 통신산업의 

비용배분

1025 한·베트남 IT포럼

1129  디지털방송의 미래 KISDI-KSJCS 

국제컨퍼런스

2002
0901  KISDI-DGF-ICT교육훈련센터(KTC) 설립협약 

체결

1007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정 공청회

1114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 국제 심포지엄

1122 베트남 및 미얀마 IT정책·기술 자문단 파견

● 

2000
0428  디지털경제: 새로운 환경·새로운 정책 

정책토론회

0613 IMT2000 정책방안 공청회

0714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계획 1차 워크숍

0726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도입 공청회



2003
0828  IT의 사회·문화적 영향연구: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워크숍

1004 KISDI-NIPTS 연구협약 체결

1027 KISDI-HRCFS 미래연구 상호협력 협정체결

1218 이동통신과 모바일정부의 구현 국제 심포지엄

2004
0107 정보격차해소 방향과 전략 세미나

0510 이동통신의 발전과 정보격차 국제학술대회

0531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도입 공청회

0812 와이브로 휴대인터넷 허가정책 공청회

2005
0303 KISDI 창립20주년 기념행사 및 20년사 발간

0520 국가발전 위한 미래연구 추진전략 심포지엄

0906 Asian DHX 포럼 2005

1025 단말기보조금 정책방향 공청회

2006
0316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청회

0511 한·미 FTA 통상협상 대비 정책토론회

0522 동북아공동체 구축과 대학의 역할 심포지엄

1124 결합판매 제도개선 정책방향 공청회

2007
0215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화 공청회

0323 한·일 APII테스트베드 개통

0913 세계여성포럼 공동 ‘여성과 IT’ 포럼

1104  KISDI 글로벌 컨퍼런스 2010: Beyond IT 

Convergence: Innovation to the Future

2010
0316 010번호 통합정책 추진방안 토론회

0430 KISDI 창립25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0902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공청회

1027  KOREA-월드뱅크 공동 워크숍(몽골, 튀니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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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430 공공정보화 선진화전략 심포지엄

0616 IPTV콘텐츠사업 규제제도 세미나

1021 방송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구축 워크숍

1113  글로벌 방송통신 컨퍼런스 2008: 디지털융합, 

기회와 도전

2009
0318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0331 방송통신융합 1년의 성과와 전망 심포지엄

0417 국가정보화 선진화방안 심포지엄

1112 디지털 컨버전스와 한국사회의 미래 심포지엄

2011
0118  방통융합과 세계 주요국의 미디어지형 변화 

심포지엄

0526  ‘스마트 시대 망중립성 정책방향: 네트워크 

개방 및 관리방안’ 토론회

1118  KISDI 글로벌 컨퍼런스 2011: A New Frontier 

of ICT ecosystem: Cloud Computing & Smart 

Device(SmartPhone & SmartTV)

1207  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통신편익지수 산정을 

위한 토론회

2012
0315  ‘ICT 10대 아젠다: 19대 국회에 바란다’ 소통과 

창조 포럼 토론회

0903  KISDI 글로벌 컨퍼런스 2012: Internet & the 

ICT Ecosystem

0909  제23차 KISDI-SRPA / SRI 한·중 우정연구 

교류협력 워크숍

1025  방송사업자 콘텐츠 경쟁력 평가 및 

인력실태조사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9
0508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

0619 방송 공동제작 국제 컨퍼런스

1029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AI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

1205 제1회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국제컨퍼런스

2017
0202  제4차 산업혁명과 통신정책의 혁신 

정책토론회

0630 4차 산업혁명과 ICT 컨퍼런스

0706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 보호 이슈와 

정책방향 학술세미나

072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8
0228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컨퍼런스

0629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0914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 컨퍼런스

1213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5G와 데이터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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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201  창조경제를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비전과 

과제 토론회

0508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0805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안) 전문가 토론회

1024  KISDI 글로벌 컨퍼런스 2013: ICT생태계의 

한·중 협력과 공진

2014
0120  2.5㎓ 대역 시분할 방식(TDD) 주파수 할당 

계획(안) 토론회

0630  진천청사(충북 진천군 정통로) 완공 및 충북 

혁신도시 이전

1107  KISDI 글로벌 컨퍼런스 2014: ICT 

Convergence and Industrial Innovation

1128  핀테크 산업 국제 컨퍼런스: IT융합을 통한 

금융 혁신

2015
0608  ‘인기론(人技論), 인문과 기술의 만남’ 열린 

포럼

0911 초연결사회와 사물인터넷 특별세미나

0923  개인정보보호 이슈의 지형변화와 국제규범 

형성 전략 세미나

1104  KISDI 글로벌 컨퍼런스 2015: 인터넷의 

미래-더 나은 연결을 위해

2016
0225  중장기 방송정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워크숍

0304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1103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1202  매체별 및 매체공통 광고규제 개선방안 토론회

2020
0424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발족

0710  KISDI - 충북연구원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국가 및 충북지역 ICT 정책연구 활성화 MOU 

체결

● 

1 9 8 5 - 2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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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zation of KISDI 조직도

기획조정본부

AI전략센터

경영지원본부

방송미디어
연구본부

국제협력
연구본부

디지털경제사회
연구본부

ICT데이터사이언스
연구본부

디지털혁신산업
연구실

다자협력
연구실

개발협력
연구실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ICT통계정보
연구실

미래예측
분석센터

통신인터넷정책
연구실

전파정책
연구실

방송제도
연구실

미디어시장
분석실

통신전파
연구본부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이사회
원장

감사

감사실



GLOBAL RESEARCH 
PLATFORM FOR THE 
INFORMATION SOCIETY

연구본부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

통신전파연구본부

방송미디어연구본부

국제협력연구본부

지원본부

기획조정본부

경영지원본부

감사실



ICT 진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분석, 인터넷 기반 신산

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방

안, ICT 기반의 사회현안 해결방안, ICT 기술 발전에 따른 

규범 체계 변화 등과 관련한 정책 연구 수행을 통해 ICT 

기반의 산업 고도화,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경제 발전에 기

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혁신산업연구실에서는 ICT 기술의 진화에 따른 산

업 패러다임 변화 분석, 인터넷 기반 신산업 활성화를 위

한 규제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정책 이슈 분석 등 인터넷 융

합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ICT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 국가 ICT R&D 효율성 

제고, ICT 인력양성 방안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신기

술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잠재적 위험과 기회 등 ICT의 사

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고, 더 나은 지능정보사회를 구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혁신 정책 개발을 위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 및 서비스의 사

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및 윤리 프레임워크 구축 등의 연구를 수행합니다. 

AI전략센터에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공공·

민간 부문에 전반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

니다. 나아가 신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 패러다임 변화 분

석 연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

를 예측하는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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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진화와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연구

•인터넷경제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분석과 대응방안 

•인터넷 기반의 신규 플랫폼 비즈니스 창출 방안 연구

•ICT 기반 신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ICT 활용을 통한 경제 및 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 

•ICT 규제개혁 기반연구

•주요 산업별 ICT 활용 현황 분석과 정책방향 연구

•ICT 벤처기업의 생애주기 추적조사 연구

•벤처 창업환경과 정책지원체계 비교 연구

•스타트업 허브 구축을 위한 경쟁우위 확보 전략 

•ICT R&D 투자의 효율성 개선방안 연구

•핀테크 산업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중소 SW기업 M&A 활성화 방안 연구

•ICT 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전략 연구

•ICT를 통한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지능정보화 이용자 기반 보호 환경조성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연구(Ⅲ)

•공공·민간 분야의 AI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AI 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례 분석을 통한 시장창출 전략 연구

● Department of KISDI 연구본부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ICT 생태계 역동성 확보, ICT 벤처창업 활성화, ICT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안, ICT 기술발전에 따른 역기능대

응, AI·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의 산업 활성화 등과 관련한 연구 수행을 통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연구과제 



ICT 시장 환경의 급변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지

원하기 위해,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통계정보 생산 및 효율

적인 통계정보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효율적이고 품질 높은 통계정보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생

산, 소비, 활용, 기반 등으로 세분화된 ICT 통계맵 구축, ICT 

통계 분류체계 개선, 조사설계의 일관성 강화 연구 및 작

업을 수행합니다. ICT 통계 품질 진단 등 컨설팅 기술 지원

을 수행하며, 관련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유용한 분석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CT 및 미디어 분야의 통계정보를 생산하며, ICT 산업과 미

디어 이용과 관련된 통계 정보를 편리하게 수집, 분석, 이

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합니다.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을 위한 분석 방법론 연구 

및 공유 플랫폼 구축 연구를 수행합니다. 미래예견적 국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사회발전 통합지수를 개발하고 

빅데이터 기반 온톨로지와 분석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사

이언스 방법론 연구와 교육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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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rtment of KISDI 연구본부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

ICT 통계조사체계의 개선을 위한 기획, 조정, 평가 기능을 담당하며, ICT 및 미디어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분석

하며 통계DB를 구축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미래예측을 위한 국가사회발전지수 개발 및 데이터사이언스 방법론 

연구와 빅데이터 기반 온톨로지 및 분석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경제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ICT 통계 발전전략 수립

•ICT 통계 분류체계 개선

•ICT 통계조사 기여도 평가 및 품질 진단

•ICT 및 인터넷 경제 통계 분석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ICT 통계 생산체계 혁신 방안 연구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심층연구

•빅데이터 활용통계의 국가통계 승인관리방안

•ICT정책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데이터기반 미래예측 정책지원사업  

추진전략 연구

• 미디어 분야 국가 승인 통계(한국 미디어 패널조사, 방송산업

실태조사,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생산

• IT통계포털(IT STAT) 및 미디어통계정보시스템(KISDI STAT)  

구축, 운영

•KISDI STAT Report 발행

• ICT 산업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연구

•ICT 시장 전망

● 주요 연구과제 



통신전파연구본부는 통신·인터넷 시장 분석 및 환경 변

화에 따른 규제체계 개선, 통신·인터넷 시장 공정경쟁 

기반 조성 및 이용자 정책,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 및 제

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연구합니다.

통신인터넷정책연구실은 통신·인터넷 생태계의 시장 현

황 및 주요 이슈 분석 등을 통해 통신·인터넷 시장의 공

정경쟁 환경 조성 및 생태계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 개선 

방향을 연구합니다. 아울러 통신·인터넷 이용자 보호, 

사후규제 체계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전파정책연구실은 무선통신 서비스와 기술 발전, 글로

벌 주파수 표준화, 국내외 산업 현황, 해외 정책 동향 등

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주파수 분배, 할당, 회수·재배치 

및 공동사용 정책을 연구합니다. 또한, 주파수의 가치 평

가, 전파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 동향과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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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rtment of KISDI 연구본부 

통신전파연구본부

통신·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 이용자 정책,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을 위한 통신·인터넷 

정책 및 전파 정책을 연구합니다.

•통신·인터넷 시장의 현황 분석, 향후 전망 및 국제 비교

•통신·인터넷 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 통신·인터넷 생태계 발전 전략 및 중장기 규제체계 개선방향 

연구

•이용자 보호,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사후 규제체계 연구

• 통신 시장의 세부규제별 개선방안 연구: 진입규제, 인수합병, 

보편적 서비스, 상호접속, 망 중립성, 설비제공, 도매제공, 결

합판매, 요금, 단말기 유통 등

• 인터넷 시장의 세부규제별 개선방안 연구: 실태조사, 플랫폼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서비스 안정성 등

•인터넷 융합에 따른 법제도 및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정책과 제도 개선 연구

•주파수 경매 설계 및 경제적 가치 산정 연구

•중장기 주파수 이용방안 연구

•신규 전파 이용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전파 이용 서비스의 시장 및 산업 분석

● 주요 연구과제 



방송제도연구실에서는 디지털화와 스마트 미디어의 확

산 추세에 대응하여 방송분야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

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방송의 공익성 

제고, 미디어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뿐만 아니

라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방송분야 법·제도·규

제 개선방안 등이 주요 연구과제입니다.

미디어시장분석실에서는 방송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시

장을 분석합니다.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한 시장분석 

및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수행하고 기존 미디어부문

의 발전방안과 규제정책 뿐만 아니라 신규 미디어 등장

으로 요구되는 정책방안을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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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연구본부

방송미디어연구본부는 방송과 미디어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시장상황을 분석합니다.

• 방송과 미디어 부문의 활성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방송 및 미디어 시장의 현황 분석과 향후 전망

• 방송 편성규제, 광고규제, 채널규제, 지역성, 다양성 정책 등 

전통적인 방송 관련 규제 및 정책 연구

• 방송시장의 경쟁상황평가, 방송평가, 콘텐츠 경쟁력 평가 

등 조사 연구

• 뉴미디어 및 디지털 방송, 방송영상 콘텐츠 관련 진흥 및 

규제 정책연구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제도 및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 주요 연구과제 



다자협력연구실은 ITU(국제전기통신연합),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 G20 등 다자국제기구에서의 ICT관련 이슈 분

석을 토대로 정부의 대응전략 수립 및 협력업무를 지원합

니다. APEC(아태경제협력체), ASEAN(동남아연합), APT(아

태전기통신협의체), UNESCAP(아태경제사회위원회) 등 아

시아태평양지역기구에서의 ICT관련 이슈와 AIBD 등 방송

기구에서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정부의 대응을 지원합

니다. 또한 WTO, FTA,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무역 관련 통

상 현안 연구와 협상의제 분석 및 협상업무를 지원합니다.

개발협력연구실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거하여 매년 

수립되는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에 따라 개도국을 포함한 

주요 협력국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ICT 분야 개발협력(ODA) 전략 수

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2조(남북간 방송통신 교류·협

력)에 의거하여 남북교류협력 관련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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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연구본부

국제협력연구본부는 다자 및 지역국제기구 (ITU, APT, OECD, G20, APEC, ASEAN, AIBD), 국가간 무역협정 

(WTO, FTA), 개발협력 연구조사, 개도국 정책자문 등 디지털경제 분야의 국제협력 주요의제 분석 및 다양한 협

력 사업을 수행합니다. 남북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촉진하기 위한 ICT 및 방송통신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합니다.

•국제기구 활동 지원체계 구축 

•APEC 디지털 혁신기금을 활용한 아태지역 5G 협력 강화 방안

•다자개발은행과의 ICT협력 제고 및 진출방안 연구

•방송통신 통상협상력 강화

•방송통신분야 통상대응체계 구축

•ITU-D 대응 및 전략연구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ICT ODA 통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 주요 연구과제 



기획전략실은 크게 연구사업 기획·관리, 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 외부기관 대응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한 ICT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연

구의 기획 및 선정에 앞장서고 있으며, 방송·통신분야 신

규사업 발굴을 위한 주요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또한 기관 예산확보 및 편성·관리를 위한 중장기 재

정계획 수립, 정부부처·국회 업무보고 및 국정감사·요구자

료 대응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평가관리팀은 연구원의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 성과지표 

발굴 및 추진현황 모니터링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기관 평가, 고객만족도 평가, 

업무실적종합평가 등 대내·외 평가의 대응전략을 마련하

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보고서와 관련하여 연구

사업 유형별로 최적화된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고품질의 연

구결과 도출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홍보자료팀은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언론홍보, 온라인홍

보 관련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보도자

료 배포, 언론 취재대응, 홈페이지 기획·운영, 뉴스레터 제

작·발송, 홍보물 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 

분야 전문도서관을 운영하여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자료 

수집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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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rtment of KISDI 지원본부 

기획조정본부에서는 연구분야 기획·조정을 통한 장단기 연구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예산 확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혁신 및 경영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연구성과물 관리 및 대국민 홍보·확산, 국

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전략실, 평가관리팀, 홍보자료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본부



총무인사팀은 효율적 조직운영, 인사·교육 및 복무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활기차고 능률

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복리후생 증진 및 가족친화경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팀은 결산 및 회계·세무 업무와 장·단기 재정계

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팀은 청사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

수를 통해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며,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산팀은 최적의 전산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용 

SW, 서버 등 하드웨어 인프라 및 각종 정보시스템을 구

축·운영하고 있으며, 해킹 등 정보침해 위협으로부터 보

호하는 안전한 정보보안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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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는 일반 행정과 관리업무의 전문화와 조직역량 강화를 통해 최고의 연구결과 창출을 지원하고 있

으며 총무인사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 전산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은 감사(監事)의 업무를 보좌하는 내부감사기구로서, 정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원의 재산상황과 업

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원의 업무와 직원의 직무를 감사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하고,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실

● Department of KISDI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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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인건비 17,348

❷ 연구사업비 9,987

❸ 경상운영비 2,413

❹ 연구개발적립금 1,381

지출

31,129

❶ 정부출연금

•출연금편성 13,748

•출연금대체 △13,748

❷ 자체수입 27,365

•수탁용역수입 12,853

•이자수입 548

•기타수입 216

•적립금원본감소 13,737

• 연구개발적립금 출연금 대체 11

❸ 전기이월금 2,430

❹ 연구개발적립금 1,334

수입

31,12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예산 현황(단위 백만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원 현황

● Publications · Other Infomation 기관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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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준)

합계 임원 연구직 지원직 공무직

200 1 144 35 20

(2020년 8월 현원기준)

연구직
(144)

지원직
(35)

공무직
(20)

임원 (1)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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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간행물

연차보고서
(연 1회)

  

연차보고서 2019
KISDI ANNUAL REPORT 2019

정보통신방송정책 
(연12회)

정책연구보고서

AI TREND WATCH
(월 2회)

2020. 7.  30.

 2020-11호

AI TREND
WATCH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동향 및 정책적 대안 탐색

AI전략센터 이경은 부연구위원

KISDI Premium 
Report 

(연 12회)

KISDI STAT Report 
(월 2회)

RE
PO

RT

KISDI STAT Report는 ICT, 방송, 통신의 최신 이슈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온라인 정기간행물입니다. KISDI ICT통계정보연구실 연구자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매월 15일과 30일에 온라인으로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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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호 (19.12.30)

2019년 방송산업 실태조

사 결과  주요 내용 

 방송산업 실태조사 연구팀

 

19-23호 (19.12.15)

미디어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향변수에 

대한 분석

 안진경

 

19-22호 (19.11.30)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의 실태

 박주영

01
20

미디어 보유 ▶▶ 2

가구 미디어기기 보유율 변화

2019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  

주요 내용

매체별 평균 사용시간 ▶▶ 6

매체별 평균 사용시간 변화(전체 응답자 기준)

mj =NRWPO

미디어 이용  ▶▶ 4

SNS 이용률 변화

2011년
(n=12,000)

16.8%

2012년
(n=10,319)

23.5%

2013년
(n=10,464)

31.3%

2014년
(n=10,172)

39.9%

2015년
(n=9,873)

43.1%

2016년
(n=9,788)

44.2%

2017년
(n=9,425)

45.8%

2018년
(n=9,426)

48.2%

2019년
(n=10,864)

47.7%

+6.7%p +7.8%p +8.6%p +3.2%p +1.1%p +1.7%p -0.6%p+2.4%p

데스크톱 컴퓨터 태블릿 PC디지털 TV 노트북 컴퓨터

2011년
(n=5,109)

49.7%

2012년
(n=4,432)

58.2%

2013년
(n=4,381)

68.4%

2014년
(n=4,313)

76.3%

2015년2016년
(n=4,305)

83.3% 

2017년
(n=4,233)

87.1%

2018년2019년
(n=4,203)

89.7%

(n=4,162)

89.3%

(n=4,583)

90.4%

2011년
(n=5,109)

69.2%

2012년
(n=4,432)

66.7%

2013년
(n=4,381)

64.8%

2014년
(n=4,313)

63.7%

2015년2016년
(n=4,305)

63.0% 

2017년
(n=4,233)

62.2%

2018년2019년
(n=4,203)

61.1%

(n=4,162)

59.7%

(n=4,583)

56.6%

23.8%

2011년
(n=5,109)

24.4%

2012년
(n=4,432)

23.8%

2013년
(n=4,381)

23.4%

2014년
(n=4,313)

26.5%

2015년
(n=4,305)

25.8%

2016년
(n=4,233)

26.6%

2017년
(n=4,203)

27.0%

2018년2019년
(n=4,162)

31.0%

(n=4,583)

3.5%

2012년
(n=4,432)

4.1%

2013년
(n=4,381)

4.4%

2014년
(n=4,313)

6.0%

2015년
(n=4,305)

6.8%

2016년
(n=4,233)

7.5%

2017년
(n=4,203)

8.4%

2018년2019년
(n=4,162)

14.3%

(n=4,583)

TV 종이매체컴퓨터전화기

1시간 10분

3시간 3분

54분

1시간 20분

1시간 16분

3시간 8분

53분

1시간 13분

1시간 7분

3시간 6분

52분

1시간 26분

1시간

3시간 6분

46분

1시간 32분

1시간 1분

3시간 15분

42분

1시간 43분

1시간 1분

3시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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