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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프트웨어 산업은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핵심을 구성하며,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다른 여타의 분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크고 성장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소프트웨어 산업이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선결 
조건으로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교신저자 

1. 서론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을 논하기 위해서 여러 근
거 자료를 나열하는 시대는 지났다. 소프트웨어 산업
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
하는 필수 산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모든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핵심 인프라이며, 개인의 생활 패턴을 변
화시키는 핵심이다. 
  

 
그림 1. 소프트웨어 역할의 확대[1] 

 

1950 년대 탄생한 컴퓨터에 의한 전산화를 시작으

로 시작된 소프트웨어의 역할은 정보화, 지식화를 거

처 전 산업의 지능화를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

게 되었다. 가트너 리서치[2]에서 최근 발표한 2010

년 전략기술 톱 10 에도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 네트

워크 컴퓨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등, 앞으로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폰

의 시장 확산, 운영체제, 검색, 네트워크 기술이 더

욱 강화될 뿐 만 아니라, 제조환경과 인간관계 등 사

회경제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논문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전세계적인 발전추세

와 국내의 현황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선결 조건으로
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2010 년에는 전 세계의 경제가 금융위기를 벗어나

서 회복기에 들어설 것이며 IT 관련 예산을 2010 년에

는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트너 보고서[3]에 

따르면 2010 년 IT 지출이 전년대비 4.6%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었다. 그 중 소프트웨어 산업이라 할 수 있

는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부분은 각각 4.9%

와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드웨어의 지출 증

가율 예상인 1.6%를 크게 앞서고 있다. 세계 소프트

웨어시장은 1 조불로 IT 시장은 소프트웨어 중심화 되

고 있다. 

 

표 1. 전세계 IT지출 전망[3] (단위: 10억 달러) 

구분 
2009 

지출 

2009 

성장 

2010 

지출 

2010 

성장 

IT전체 3,215.7  -4.6% 3,364.1  4.6% 

하드웨어 326.4 -13.9% 331.7 1.6% 

소프트웨어 220.7 -2.1% 231.5 4.9% 

IT서비스 780.9 -3.5% 842.2 5.6% 

텔레콤 1,887.7 -3.6% 1,976.6 4.7% 

텔레콤서비스 1,524.1 -2.6% 1,588.5 4.2%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IT 총 생산액 중 하드웨어의 

비율이 73%을 차지하는 반면, 소프트웨어는 8%에 불

-  1031  -



 
 

제 3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17권 제 1호 (2010. 4) 

 

 

과하다. 또한 국내 소프트웨어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1.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림 2. 소프트웨어시장 점유율과 국내생산액[5]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생산액 관점에서 보면 전체 

SW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에서 컴퓨터 관련 서비스 

(컨설팅 및 기획, 시스템관리 및 유지보수, 기타 컴

퓨터관련 서비스)가 전체 생산액의 80%를 차지하는 

등, 컴퓨터 관련서비스 부분에 소프트웨어 산업이 집

중되어 있다. 

 

표 2.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생산액[7]  
(단위:10억원) 

분류 2004 2005 2006 2007 2008 

S/W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 
18,658 20,082 21,968 23,056 24,379 

컴퓨터관련 

서비스 
13,710 16,003 17,846 18,803 20,114 

패키지 

소프트웨어 
3,842 3,180 3,214 3,328 3,342 

디지털 컨텐츠 

제작 개발 
1,105 898 906 924 921 

 

특히,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통계를 보게 되면 2003

년부터 2008 년까지 전체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에

서 생산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불균형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컴퓨터관련 서비스 

집중화로 인해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 

개발,제작의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을 뿐 만 아

니라, 향후 거대한 IT 시장이 될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과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서 우리나라

는 변두리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3.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생산액[8] 

 

 또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T 서비스(컴퓨터관련 서비스)는 대기업 중심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관계사 중심의 IT 서비스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

성을 창출한 대기업들은 관계사 IT 서비스를 바탕으

로 한 기술 인프라와 서비스를 바탕으로 IT 서비스시

장을 독식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IT 중소

기업들은 단독으로 큰 프로젝트의 핵심을 맡게 되지 

못하고 IT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프로젝트 참여하게 

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인력 단가를 낮추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표 3. 국내 주요 IT 서비스업체 영업 현황[4] 
(단위: 백만원) 

 
 

정부는 지난 2009 년 IT 코리아 5 대 미래전략을 발

표하고 2013 년까지 전략목표를 가지고 글로벌 100 대 

IT 서비스 기업 6 개 육성, 글로벌 100 대 패키지 SW

기업 2 개 육성, 매출 1 천억원 이상 기업 27 개 육성

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의 연구결과[6]

를 살펴보면 SW 부문은 의견수렴도, 시행수준, 현재

성과, 향후 성과 등에서 가장 낮음 점수를 받아서 소

프트웨어 산업 부문의 실제 정부정책의 효과가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 소프트웨어부문의 성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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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위의 연구에서 수행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중소기업과 벤처 활성

화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 거대 통신 사업자의 독점 

확대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우선 해결해야 할 IT관련 국정 과제[6] 

 

3. 소프트웨어가치 인식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을 

국내에서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

웨어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해 주어야 하며, 다음과 같

은 사항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소프트웨어 시장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으

로 2009 년 5 월에 개정된 기능점수 방식의 소프트웨

어 개발단가 책정 방식의 확대 및 정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헤드카운트(Head Count) 사업관리라고 지적

된 MM(Man Month)방식은 프로그램의 개발 난이도는 

무시하고 유사 프로젝트의 개발케이스에 맞춰서 사람

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산정해 왔다. 이것

은 정확한 개발단가 측정에 걸림돌이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실제 활동을 안 하면서 머리수만 채우는 방

식으로 단가를 맞추는 편법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보

다 객관적인 기능점수 방식이 정착되면 이러한 문제

점이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능 점수 방식으로 컴포넌트를 묶어서 단가 측정

을 하면 같은 프레임워크 안에서 각각의 다른 기업들

에게 컴포넌트 별로 할당 해 줄 수 있으며, 이런 방

식으로 현재 하청업체를 두고 진행하는 이른바 갑을 

관계의 프로젝트 구조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된다. 

둘째, 소프트웨어의 가치에 대한 구매자들의 인식
이 바뀌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무형의 자산으로 이
루어져 있으므로 현재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단점
이 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구매자들은 소프트웨
어가 업무를 보조해주는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
고 있지 실제 소득에는 기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
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업
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받게 되고 이는 실질적
인 기업소득이나 가계소득에 도움이 된다. 만일 소프
트웨어의 가치 기준을 현재 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아
니라 미래에 생길 업무 생산성을 고려해서 평가한다
면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지금과는 다르게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소프트웨어 사용에 의한 생산성 향상

과 그로 인한 금전적 소득에 대한 정확한 통계적 데
이터가 수집되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앞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아이폰용 앱(Ap)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발생하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
이션, 자동차, 비행기등 제조업과의 융합으로 발생하
는 IT 융합 서비스 등 앞으로의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비교해볼 때 아직 시작단계에 불
과하다. 특히 소프트웨어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큰 미래의 시장은 
우리에게 열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인식이 바뀌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루어 질 때 우리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국제시장에서 크게 도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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