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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2003년 IT산업 평가I-1. 2003년 IT산업 평가

IT생산 (11.0%증가)

188조원

W W
209조원

GDP비중 (0.9%p증가)

14.7% 15.6%

IT수출 (24.2%증가)

464억불 576억불

양적 성장은
대체로 양호

기기중심 생산구조 : 기기 생산(전년대비15.1%성장) , 서비스 생산(1.4%성장)

수출품목 소수편중 :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세 품목이 수출의 82% 차지

설비투자 미진 : IT제조업[△3.6%(‘02), 5.8%(’03.9)], 제조업 전체[△0.8%(’02), 0.1(’03.9)]

※ IT제조업 순 이익률은 5.5%이나 삼성전자 제외시 △0.6%에 불과

기기중심 생산구조 : 기기 생산(전년대비15.1%성장) , 서비스 생산(1.4%성장)

수출품목 소수편중 :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세 품목이 수출의 82% 차지

설비투자 미진 : IT제조업[△3.6%(‘02), 5.8%(’03.9)], 제조업 전체[△0.8%(’02), 0.1(’03.9)]

※ IT제조업 순 이익률은 5.5%이나 삼성전자 제외시 △0.6%에 불과

불균형 성장으로 IT산업 발전기반 약화불균형 성장으로 IT산업 발전기반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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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2003년 주요정책 평가I-2. 2003년 주요정책 평가

• 관련 부처간 역할 분담 논란으로

본격추진 지연

• 산업별로 차별화된 지원전략 미흡

• 글로벌화된 R&D지원제도 필요

•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대응한

실효성있는 대처수단 미비

• 외산 S/W의 높은 점유율 해소를 위한

수입대체 노력 저조

• 대학 배출인력과 기업체 요구인력간

질적 불일치 현상 지속

• 9대 품목 발굴 및 마스터플랜 수립

• 4개 차세대성장동력 주관부처로 선정

• 민간 PM제도 도입

• 신성장중심의 ETRI 개편

• IT M&A펀드 결성, 협업기반 구축

• 기술담보융자 확대, 지재권 Pool제도

• SI덤핑방지, SoftExpo개최

• 중소기업 공공정보화 참여지원

• 내장형 S/W시범대학(19개)선정

• 멀티미디어·SI 등 표준교과목 개발

주요 성과주요주요 성과성과 미흡한 점미흡한미흡한 점점

IT신성장

동력 창출

R&D책임관리
시스템 구축

M&A활성화
기반 마련

S/W관련
법제도 정비

인력양성에
SCM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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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 2004년도 정책환경 변화 전망I-3. 2004년도 정책환경 변화 전망

IT제조업은 삼성(17%), LG(10%) 중심으로 증가 전망

IT서비스 분야는 시장포화, 신규서비스 수요 불투명으로 감소 예상
* KT : (03)2.4조 → (04)2조,    SKT : (03)1.95조 → (04)1.8조

IT제조업은 삼성(17%), LG(10%) 중심으로 증가 전망

IT서비스 분야는 시장포화, 신규서비스 수요 불투명으로 감소 예상
* KT : (03)2.4조 → (04)2조,    SKT : (03)1.95조 → (04)1.8조

경기회복 기대 및 수출증가세로 설비투자 확대경기회복 기대 및 수출증가세로 설비투자 확대

세계경제는 4%내외(‘03년 : 3%)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

IT산업도 아테네 올림픽 등 호재로 PC, 휴대전화, 반도체를 중심으로 본격 회복
* PC 14.3%, 휴대전화 11%, 반도체 17% 성장 전망(Gartner, ’03.10)

세계경제는 4%내외(‘03년 : 3%)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

IT산업도 아테네 올림픽 등 호재로 PC, 휴대전화, 반도체를 중심으로 본격 회복
* PC 14.3%, 휴대전화 11%, 반도체 17% 성장 전망(Gartner, ’03.10)

주요 선진국의 경제 회복으로 세계경제 성장주요 선진국의 경제 회복으로 세계경제 성장

디지털TV방송 서비스 도청소재지 까지 확대, 지상파 DMB방송 실시

텔레매틱스, 홈네트워크 등 디지털컨버전스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 개시

디지털TV방송 서비스 도청소재지 까지 확대, 지상파 DMB방송 실시

텔레매틱스, 홈네트워크 등 디지털컨버전스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 개시

소비심리 회복, 신규 서비스 도입 등에 따른 내수 증가소비심리 회복, 신규 서비스 도입 등에 따른 내수 증가

전반적인 여건 호전으로 수출업종 위주의 기기제조업 주도로 12%대 성장 실현

중국의 급부상, FTA, 통상압력 확산 및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위협요인으로 작용

전반적인 여건 호전으로 수출업종 위주의 기기제조업 주도로 12%대 성장 실현

중국의 급부상, FTA, 통상압력 확산 및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위협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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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04년도 비전 및 중점 추진방향II. 2004년도 비전 및 중점 추진방향

9대 광대역 IT에 R&D예산 2,461억원을 투입하여

IT산업 생산27조원 및 수출143억불 신규창출 주도

신성장 광대역 IT 본격 추진신성장신성장 광대역광대역 IT IT 본격본격 추진추진111

민관 SI수주지원단 파견

온라인게임 수출지원

IT산업 수출 촉진ITIT산업산업 수출수출 촉진촉진4442012년 2만불 달성20122012년년 22만불만불 달성달성

생산 : 240조원

수출 : 700억불

생산 : 240조원

수출 : 700억불

1.35
만불

‘03 ‘04 ‘07

1.06
만불

$ $

15.6%15.6%

19.3%19.3%

GDP 16.3%GDP 16.3%

공공기관 수요예보제 도입 등

중소벤처 자생력 강화 지원

IT분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

IT경기 활성화ITIT경기경기 활성화활성화555

19개 IT 핵심부품 국산화

공개S/W 활성화 지원

IT산업 고부가가치화ITIT산업산업 고부가가치화고부가가치화222

정보통신대학교(ICU)를

아시아권 MIT대로 육성

IT Complex·국제R&D펀드

설치로 동북아 Hub 조성

IT산업 기반 고도화ITIT산업산업 기반기반 고도화고도화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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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 신성장 광대역 IT 본격 추진II-1. 신성장 광대역 IT 본격 추진

IT산업 가치사슬 및 정보통신부 역할

표준화 지원

기술개발 지원

시범사업 추진

불법복제 방지

테스트베드 구축

전략 수립

표준화 선도

기반기술 개발

초기시장 창출

자금 지원

서비스방식 결정

법제도 정비

시범사업 추진

사업자 허가

시장 규제

주파수 분배

수출
지원

인력
양성

R&D
프로세스

혁신

해외
R&D센터

유치

중소•벤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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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분야별 ’04년 계획 및 ’07년 목표9대 분야별 ’04년 계획 및 ’07년 목표

4세대 이동통신 시제품 개발

통방융합서비스 서버/단말 개발

통신 방송 게임 융합 홈서버 개발

세계 IT SoC 3대 선진국 도약

입을 수 있는 컴퓨터 상용화

임베디드 S/W 국산화율 50% 달성

세계 3대 공개S/W 생산국

차량내 모바일 오피스 구현

세계 지능형 로봇시장 20% 점유

휴대인터넷 시제품 개발

지상파 DMB 송수신/단말 개발

유 무선 통합 홈서버 개발

휴대폰용 멀티미디어 칩셋 국산화

손목시계형 PC 첫선

100가지 국산제품에 탑재

멀티플랫폼용 게임엔진 개발

기술개발 검증용 테스트베드 구축

주인을 알아보는 휴머노이드 구현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TV

홈네트워크

IT SoC

차세대 PC

임베디드 S/W

디지털콘텐츠

텔레매틱스

지능형 로봇

’04년 계획 ’07년 목표



Broadband IT Korea8

2004년 9대 분야별 추진 계획(1)2004년 9대 분야별 추진 계획(1)

인터넷전화제도 정립방안 마련

인터넷 품질기준 설정 및 착신번호 부여

인터넷전화제도 정립방안 마련

인터넷 품질기준 설정 및 착신번호 부여

인터넷전화제도 정립방안 마련

인터넷 품질기준 설정 및 착신번호 부여

목 표

2.3GHz

휴대인터넷

시제품 개발

· 휴대인터넷 표준 마련 및

허가정책방향 결정

· 이동통신단말

해외인증시험 지원

유무선 통합

홈서버 개발

· 시범사업 추진

· 전시관 개관(2월)

· 홈NW 표준화 적극 유도

· 공개SW 적극 활용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이동통신

[766억원]

· 30Mbps 휴대인터넷 기술개발

· 100Mbps급 4G 이동통신

핵심 IPR 확보

[275억원]

· 54Mbps급 무선홈NW 기술개발

· FTTH기반 홈GW 기술개발

· 홈NW용 차세대 서버 개발

지상파 DMB

송수신 시스템/

단말 개발

· DTV 전송방식논란 종식

· 도청소재지 DTV방송국 개국

· 방송법 개정 및

DMB방송국 허가
DTVDTV

[251억원]

· 지상파 DMB단말 SoC 개발

· DTV 실내수신율 99% 확보

· 하향400Mbps급 케이블모뎀 개발

홈네트워크홈네트워크

정 책 R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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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대 분야별 추진 계획(2)2004년 9대 분야별 추진 계획(2)

인터넷전화제도 정립방안 마련

인터넷 품질기준 설정 및 착신번호 부여

인터넷전화제도 정립방안 마련

인터넷 품질기준 설정 및 착신번호 부여

인터넷전화제도 정립방안 마련

인터넷 품질기준 설정 및 착신번호 부여

휴대폰 멀티미디어

칩셋 국산화

· SoC 지적재산(IP) DB

구축으로 재활용 극대화

· SoC 석박사 양성 및

중소기업 협업체계 구축

· SoC 개발툴 공동활용지원

[251억원]

· 휴대폰용 카메라칩,

그래픽칩, 화면구동칩 개발

· 광통신용 반도체소자 개발

100가지

제품에 탑재

· 임베디드 SW 전문인력

3천명 양성

· 임베디드 SW 공모대전 실시

· 교통·방재 정보화사업 적용

[96억원]

· 텔레매틱스, 로봇, 홈서버용 OS,

임베디드 SW 표준플랫폼 개발

· 임베디드 SW 개발툴
임베디드

S/W

임베디드
S/W

IT SoCIT SoC

목 표

손목시계형

PC 첫선

차세대 PC차세대 PC

· 웨어러블PC 국제패션쇼 개최

· 초단거리 개인NW 표준안 마련

· 섬유공학, 의학 등과

학제적 인력양성

[192억원]

· 초소형 PC시스템 시제품

· 3차원 스마트입력장치 개발

· 오감정보 실감기술 개발

정 책 R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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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대 분야별 추진 계획(3)2004년 9대 분야별 추진 계획(3)

인터넷전화제도 정립방안 마련

인터넷 품질기준 설정 및 착신번호 부여

인터넷전화제도 정립방안 마련

인터넷 품질기준 설정 및 착신번호 부여

인터넷전화제도 정립방안 마련

인터넷 품질기준 설정 및 착신번호 부여

통합교통정보

센터를 통한

서비스 구현텔레매틱스텔레매틱스

[149억원]

· 테스트베드용 표준 인터페이스

및 운영시스템 개발

· 고속이동차량용 155Mbps

초고속멀티미디어서비스 기술

· 텔레매틱스 시범사업 추진

· 제품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 텔레매틱스정보센터 구축

주인을 알아보고

다가와 악수하는

휴머노이드
지능형
로봇

지능형
로봇

· 로봇-NW간 연동표준 마련

· NW기반 지능로봇경진대회

· 로보틱스 전문대학원

과정 개설

[200억원]

· 얼굴인식률 95% 확보

· 1.5km/h 보행기술 개발

· 지능형 로봇용 실시간 NW

및 SW 개발

목 표

PC,TV,콘솔 공용의

멀티플랫폼 기반

시범서비스 실시

· 시범콘텐츠 제작 지원

·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

· 국제 모바일 3D콘텐츠

표준규격 제정

· 전자정부사업 공개SW 적용

[281억원]

· 게임엔진 기술개발

· 콘텐츠 유통보호기술 개발

· 독일 호주 등과 디지털

콘텐츠 국제공동연구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정 책 R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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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중심의 R&D 프로세스 혁신성과중심의 R&D 프로세스 혁신

효과적인 프로세스 도입과 체제혁신으로 R&D 성과 두배 향상효과적인효과적인 프로세스프로세스 도입과도입과 체제혁신으로체제혁신으로 R&D R&D 성과성과 두배두배 향상향상

성과중심의 연구개발 체제로 전환

광대역 IT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극대화

• 엄정한 상대평가를 통해 15%의 과제를 조기 중단

• 3개월 단위 Milestone을 설정, 정례적 성과평가 실시

• 국책(연)-민간기업 연구원 상호파견제도 도입

• 인센티브 규모확대(기술료 50→60%) 및 차등화

• 핵심기술을 모듈화 개발하고 공개하여 재사용(Reuse)

• 과감한 해외아웃소싱, 글로벌 R&D센터 유치

온정적 성과평가로 인해

불필요한 기술 지속 지원

개발된 기술의 상품화

지원 미흡

열악한 성공보상체계

인력 등 연구인프라 부족

지나친 국책연구소 편중

(R&D 예산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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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IT산업 발전모습광대역 IT산업 발전모습

음성망 (모뎀)

유선전화

광대역통합망 (BcN)

비메모리 반도체 (IT-SoC)
디스플레이

차세대 PC

차세대 이동통신
(4G, HPi)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디지털 시대아날로그 시대

생산 : 34조원
수출 : 202억불
GDP비중 : 5.0% 

(’94년12월)

생산 : 34조원
수출 : 202억불
GDP비중 : 5.0% 

(’94년12월)

생산 : 209조원
수출 : 576억불
GDP비중 : 15.6%

(’03년12월)

생산 : 209조원
수출 : 576억불
GDP비중 : 15.6%

(’03년12월)

생산 :  380조원
수출 : 1100억불
GDP비중 : 19.3%

(2007년)

생산 :  380조원
수출 : 1100억불
GDP비중 : 19.3%

(2007년)

초고속정보통신망(ATM, xDSL)

반도체

컴퓨터

이동통신 (CDMA)

디스플레이

서 비 스

부 품

네 트 워 크

기 기

패러다임 변천

산업
발전 Convergence 서비스

- 디지털방송(DTV, DMB)
- 텔레매틱스
- 홈 네트워킹
- 지능형 로봇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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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 국산부품 육성 등 IT산업 고부가가치화II-2. 국산부품 육성 등 IT산업 고부가가치화

취약한취약한 산업구조산업구조 연구개발연구개발 비효율비효율 높은높은 진입장벽진입장벽

· IT부품 무역적자 심화

’01:△5→’03:△26억불

· 시장규모가 큰 프로세서,

센서, SoC는 전량 수입

• 국책(연) 중심의 개발로

시장수요 적기대응 곤란

· 시스템과 괴리된 개발로

개발부품의 활용도 저조

• 최고의 안정성·신뢰성이

확보된 일류부품만 생존

· 기술력, 자금력 부족으로

중소기업 자생력 취약

핵심부품 국산화로 IT산업 국제경쟁력 확보

• 휴대폰용 카메라센서, 멀티미디어칩, RF모듈 등 19개 핵심부품 중점개발

• 개발부품의 조기 시장진출을 위해 부품공제조합 설립 및 성능인증제 실시

•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제 IT부품 Fair개최, 부품정보 네트워크 구축

수출 451억불, 수입대체 39억불’07년수출 45억불, 수입대체 1.6억불’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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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산업경쟁력 강화(1)S/W S/W 산업경쟁력산업경쟁력 강화강화(1)(1)

핵심기술 확보 및 수입대체

• 공개 S/W 활성화로 자체솔루션 확보 및 수입대체

- 공개 S/W 기반 전자정부사업 추진으로 시장 조성

- 표준 OS, 사용자 편의성 기술(GUI 등) 개발

- 공개 S/W기술 지원센터(help desk) 설립

• IT제조업과 연계된 임베디드 S/W 기술 개발

- 임베디드 S/W 표준 플랫폼 개발

- 홈네트워크, 로봇등 신성장동력 관련 솔루션 개발

• Fraunhofer, CSIRO 등 세계 유수의 연구소와 공동연구

높은 외산 S/W 비중

(OS 99%, Office 88%,

임베디드 S/W 90%)

핵심 요소기술과 경쟁력

있는 솔루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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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산업경쟁력 강화(2)S/W S/W 산업경쟁력산업경쟁력 강화강화(2)(2)

S/W지재권 보호강화 및 공정이용문화 정착

• S/W불법복제 단속강화

- 대상기관확대(2,000개) 및 복제율감소(50%→40%)

- 일정규모이상의 중견기업, 학원, 대기업 등 중점 단속

• 정품 S/W사용 마인드 고취

- 영상홍보물, 방송사 기획특집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선진국보다 높은

불법 복제율

S/W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

중소기업 자생기반 마련 및 S/W시장구조 개선

• 대기업의 공공분야 소액 SI사업 참여제한(2월중 시행)

• IT M&A Fund를 활용, 영세한 중소 S/W기업의 역량제고

• S/W사업의 수익성 제고

- SI분야의 덤핑입찰 방지 및 기술성평가 제도개선

- S/W사업대가 산정제도 선진화 및 현실화

SI시장에서 대기업의

시장 독점

(삼성SDS, LG CNS등

대기업이 97% 시장점유)

S/W업체간 과당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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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3. 핵심인력 양성 등 IT산업 기반 고도화II-3. 핵심인력 양성 등 IT산업 기반 고도화

2007년(개교 10주년) 아시아 최고 수준 도약을 위한 ICU종합발전계획 수립(2/4분기)

- 아시아최고의 교수 · 학생 · 시설 확보방안, 글로벌기준에 입각한 프로그램 평가 등

MIT 교육시스템의 ICU 적용 등 MIT와의 포괄적 교육·연구 협력을 추진(2/4분기)

교육 · 연구 환경 구축, 디지털미디어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165억→180억)

아시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대학교(ICU) 육성아시아아시아 최고최고 수준의수준의 정보통신대학교정보통신대학교(ICU) (ICU) 육성육성

교수의 IT교육·연구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49억→114억) 및 교수평가 강화

- 산업체 전문가 교수 활용, 해외석학 유치, 교수대상 국내·외 연수 실시

SCM 도입 확산으로 대학 IT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177억) 

- Embedded S/W이외에 SI, S/W개발, Game·멀티미디어, Biz정보기술 등 추가

ITRC, 해외 유학 지원시 신성장동력분야 중점 선정 및 Post-Doc확대 (412억)

- 석박사급 3,600명 양성(Embedded S/W 710명, 차세대 이동통신 490명 등)

산업현장에 적합한 고급인력 집중 양성산업현장에산업현장에 적합한적합한 고급인력고급인력 집중집중 양성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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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IT 콤플렉스 조성첨단 IT 콤플렉스 조성

국내외 R&D센터 및 기업을 집적하여

동북아 IT허브로 육성

상암동 DMC내 약 10,500평 규모

정부조성 : 5,900평(연면적 35천평)

민간조성 : 4,600평

조성내용

IT R&D 센터/공동제작센터

IT Biz 센터/IT 테마파크

사 업 비 : 2,500억원(‘04년 300억원)

사업기간 : 2004년 ~ 2007년

IT R&D

테마파크
공동제작센터

IT-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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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분야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IT분야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

지역지역

ITIT산업산업

진흥진흥

•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클러스터화 사업 추진 (광역시 중심의 7개 지역) 

• 11개 중소도시에 실험장비,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S/W지원센터 설치

지방의지방의

R&DR&D역량역량

강화강화

• 전국 4대 권역별로『IT협동연구센터』설치, 지역 IT신성장동력 산학연 협동

연구 거점으로 육성 (향후 3년간 권역별로 250억원씩 총 1,000억원 투입)

* 4대권역 : 강원·대구·경북/대전·충남북/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북·제주

• 상암동 IT Complex와 지역 S/W산업 집적단지를 연계한 협업기반 구축

• ITRC지방대학(현 19개) 확대지정 및 해외유학·연수사업에 지역할당제 도입

• 초고속 정보통신망 보급율 확대 [면단위기준 : ’03(32%)→’08(70%)]

•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에 다기능 지역정보센터 설치 (30개소)

농어촌농어촌

인프라인프라

확충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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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4. SI산업 등 IT산업 수출 촉진II-4. SI산업 등 IT산업 수출 촉진

개도국 F/S사업 지원, 4개 권역별로 수주지원단(20회)을 파견, 공공SI사업 수주

F/S지원과 EDCF자금 연계, ADB 등 국제자금과 국내 SI 기술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수출입은행 등과 S/W전용 수출금융 펀드 조성운영 검토

SoftExpo를 아시아 최고의 수출장으로 활용

- KAMEX, Linux Expo 등 유관 전시회 통합, 해외공관, iPark을 통한 유명업체 유치 및 홍보강화

전방위 수주지원으로 SI 해외진출 활성화 : SI 수출 7억불 달성)전방위전방위 수주지원으로수주지원으로 SI SI 해외진출해외진출 활성화활성화 : : SI SI 수출수출 77억불억불 달성달성))

온라인게임 세계시장 선점 지원 : 게임수출 5억불 달성온라인게임온라인게임 세계시장세계시장 선점선점 지원지원 : : 게임수출게임수출 55억불억불 달성달성

중국 게임센터 설립, 대만·베트남 등 현지 시연회 개최로 아시아 온라임게임 시장 주도

세가 등 선진국 콘솔업체와 국내 온라인게임업체간 컨소시엄에 대해 제작비 융자, 장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업체의 선진국 게임시장 진입 지원

iPark, IT Opportunity를 활용하여 국산게임을 AOL 등 해외 유명 포털업체에 공급

- AOL, Alcatel 등 국제 Broadband 사업자의 모임인 BCD포럼에 ‘한국온라인게임의 날’ 개최

게임 및 통신업체, 금융기관으로 투자/개발/마케팅 협의체인 게임수출협의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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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5. IT중소 • 벤처기업 자생력 강화(1)II-5. IT중소 • 벤처기업 자생력 강화(1)

현황 및 문제점

매출액, 영업이익율생산·수출, 기업수

104

436

148

개억불

1999 2001 2003

12,106

16,380
23,106

212
295

생산

수출

기업수 영업
이익
율(%)

2000 2002 2003

8.2

29 23

4.7

22

4.0

기업당
매출액
(억원)

매출액

이익율

※ 매출액 : IT중소기업,  이익율 : 코스닥벤처기업(3/4)

51

중소기업 제품의 수요부족 등으로 영업실적 저하

대 • 중소기업간 동반자적 거래관행 미흡

※ 비용절감을 위한 단가 인하 요구, 최저가 경쟁입찰로 인한 출혈 경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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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중소 • 벤처기업 자생력 강화(2)IT중소 • 벤처기업 자생력 강화(2)

자생력 강화 방안

게임업체(862개) 및 SI업체(1,975개) 등 수출주력업체에 대한 해외수요 창출 지원

- iPark, 해외협력센터, 마켓채널 등을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 해외 SI사업에 대한 EDCF 지원 확대

내수위주의 IT업체, S/W업체(3,377개), D/C업체(2,982개)에 대한 국내수요 창출 지원

- IT제품에 대한 통신사업자/공공기관 수요예보제 도입

- 국내 소규모 공공SI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 제한(중소기업 점유율 6%→12%)

IT장비 및 부품제조업체의 경우 공동납품, 원자재 공동구매 지원방안 적극 검토

- PICCA 등 관련 협회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

- R&D자금 및 특화펀드(1,200억원) 결성지원과 연계, 중소기업의 결속력 강화

수요창출을수요창출을 통한통한 자생기반자생기반 확충확충

공동협력을공동협력을 통한통한 협상력협상력 제고제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생적 기업군으로 육성

생산 99조원60조원

20072004
수출 341억불190억불

2007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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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경기 활성화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IT경기 활성화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07년까지 30만개, ’04년 5.3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추진

• 지식 정보자원관리사업 추진 (2천명)

• 차세대 성장동력 인턴 연구원 채용 지원 (1백명)

• 인터넷 청년 봉사단 파견 (3백명)

• 지식 정보자원관리사업 추진 (2천명)

• 차세대 성장동력 인턴 연구원 채용 지원 (1백명)

• 인터넷 청년 봉사단 파견 (3백명)

단기일자리단기일자리

제공제공

항구적항구적

일자리일자리 창출창출

취업대응력취업대응력

제고제고

• 신성장 광대역 IT 추진 (3.5만명)

• 차세대 통신·방송 서비스 도입 (1만명)

• 해외 R&D센터 연구인력 채용 지원 (50명)

• 신성장 광대역 IT 추진 (3.5만명)

• 차세대 통신·방송 서비스 도입 (1만명)

• 해외 R&D센터 연구인력 채용 지원 (50명)

• 해외유학 및 해외 취업교육 지원 (9백명)

• SCM방식의 실무형 인력양성 (1천명)

• 취약계층에 대한 IT전문교육 실시 (4천명)

• 해외유학 및 해외 취업교육 지원 (9백명)

• SCM방식의 실무형 인력양성 (1천명)

• 취약계층에 대한 IT전문교육 실시 (4천명)



Broadband IT Korea23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광대역 IT로 실현하자국민소득 2만불 시대, 광대역 IT로 실현하자

서비스시장 IT산업 전체

2004(e) 2007(e)2003 2004(e) 2007(e)2003

150만명

123만명
128만명

209조원
240조원

380조원

2004년 2.6조원 확대

2007년까지 10조원 확대

’04년 생산 240조원 달성

’07년 생산 380조원 / 수출 1,100억불 달성

700억불15.6% 16.3% 19.3%

W W W

1,100억불

576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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