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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63.17.03.88.5 2.7 4.5실질 GDP 증가율

IT의 성장기여도

IT성장 기여율

대 GDP 비중

구 분 ’00~’04
CAGR’01 ’02 ’03 ’04

’05
1Q 2Q 3Q

’00

3.3

1.9%p2.51.61.81.02.6 1.3 2.10.9

37.9%53.551.326.325.232.1 44.3 47.525.7

-14.212.311.110.19.5 15.2 15.614.3

IT산업의 실질 GDP 성장기여도

’00 ’01 ’02 ’03 ’04

(단위 : %,%p)

※ 자료: 한국은행,KISDI

(단위 : %) (단위 : %)

’00 ’01 ’02 ’03 ’04

4.12.3

-3.9-4.0

-0.25-0.17

2.8

-4.5

-0.27

3.5

-5.7

-0.32

3.6

-2.2

-0.11

3.2

-4.5

-0.22

-0.51.3

-13.0-5.6

-2.08-0.96

-0.2

-9.5

-1.33

2.1

-8.1

-1.03

6.1

-2.9

-0.33

1.8

-7.8

-1.15

소비자 물가지수

IT소비자 물가지수

기여도

구 분

생산자 물가지수

IT생산자 물가지수

기여도

구 분
’00~ ’04

평균
‘00~’04

평균

IT 제품의 소비자물가 하락효과 IT 제품의 생산자물가 하락효과

※ 자료: 한국은행,KISDI

IT산업의 경제성장 기여ITIT산업의산업의 경제성장경제성장 기여기여

지난 5년간 연평균 37.9%에 달하는 높은 성장기여율 시현

’00~’04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의 0.22%p, 생산자물가의 1.15%p 하락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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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00

800800
전체수출 비중(%)전체수출 비중(%)

’01’01 ’02’02 ’03’03 ’04’04 ’05(p)’05(p) ’06(e)’06(e)

483483
570570

704704

935935
1,0221,022

1,1331,133

IT수출의 지속적 증가IT수출의 지속적 증가

5대 주요품목 수출액(’05)

*자료: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207.5222.4248300380

석유화학일반기계휴대전화반도체자동차

(억불)

IT 수출액 추이(억불) 

32.132.132.1

35.135.135.1
36.336.336.3 36.836.836.8

35.935.935.9 35.635.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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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강국 Korea의 위상IT 강국 Korea의 위상

Broadband Broadband 
SubscribersSubscribers

Country

Hong Kong

Canada
Taiwan
Denmark

180.9

146.9
134.6
133.3

Rank

2

3
4
5

Korea 233.3 1

# of subscribers per 1,000 inhabitants 

TechnologicalTechnological
InfrastructureInfrastructure

Country
US

Singapore
Hong Kong
Taiwan

%
68.93

62.72
61.18
60.45

Rank
1

3
4
5

Korea 63.35 2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5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5 

Broadband CostBroadband Cost

Country
Japan

Belgium
Hong Kong
Singapore

US$
0.09

1.15
1.27
2.21

Rank
1

3
4
5

Korea 0.25 2

US$ per 100 kbps per month

한국의 ICT가 OECD국가 중 가장 경쟁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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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인정한 IT강국 Korea세계가세계가 인정한인정한 ITIT강국강국 Korea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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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에서 이동 중 초고속 인터넷, 게임 및 비디오

시청을 동시에 저렴하게 이용가능

- 차세대 이동통신 OFDM기술로 세계표준 채택(IEEE802.16e)

- ’06년 상반기 중 상용서비스 개시

도심지에서 이동 중 초고속 인터넷, 게임 및 비디오

시청을 동시에 저렴하게 이용가능

- 차세대 이동통신 OFDM기술로 세계표준 채택(IEEE802.16e)

- ’06년 상반기 중 상용서비스 개시

WiBro(휴대인터넷)세계 최초 개발
(Wireless Broadband Portable Internet)
WiBro(WiBro(휴대인터넷휴대인터넷))세계세계 최초최초 개발개발
(Wireless Broadband Portable Internet)(Wireless Broadband Portable Internet)

저렴한 요금저렴한저렴한 요금요금 고속 전송속도고속고속 전송속도전송속도 이동성 보장이동성이동성 보장보장

3~4만원3~4만원 30Mbps30Mbps <60km/h  <6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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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 손안의 디지털 TVDMB : DMB : 손안의손안의 디지털디지털 TVTV

지상파지상파 DMB : DMB : 서비스서비스 개시개시 [12/05][12/05]
-- Eureka147Eureka147기반기반 (700Kbps@1.5MHz (700Kbps@1.5MHz 대역폭대역폭))
-- World DAB World DAB 포럼포럼 및및 표준으로표준으로 채택채택

위성위성 DMB : DMB : 서비스서비스 개시개시 [5/05][5/05]

(파리 시연회 [11/04]) (독일과 협력약정서 서명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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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839 업그레이드 추진I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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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 가치사슬과 정부 역할ITIT산업산업 가치사슬과가치사슬과 정부정부 역할역할

전략 기획

Pilot Project

서비스방식 결정

법제도 정비

효율적 투자 유도주파수 할당

시장경쟁 정책

사업자 허가

국제협력기초기술 연구

지재권 보호 National IR

서비스 준비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투자

고용 창출

원가 절감

양산체제 구축

글로벌 마케팅 & 수출

정부

제품화 기술 개발

시제품 생산

지재권 창출국제표준화

Application &
Solution

재투자

기업

IT Cluster
조성

인력
양성

연구개발
혁신

벤처
생태계
조성

민관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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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추진추진 배경배경

WiBro IEEE 표준 채택(05.12), UWB 무선1394 기술개발(05.12)

URC 로봇 시범사업 착수(05.10), RFID, BcN 시범사업 추진 중

06년 상반기 중, 서비스 도입을 대부분 마무리

WiBro IEEE 표준 채택(05.12), UWB 무선1394 기술개발(05.12)

URC 로봇 시범사업 착수(05.10), RFID, BcN 시범사업 추진 중

06년 상반기 중, 서비스 도입을 대부분 마무리

IT839 전략이 초기시장 형성 단계에서 상용화 단계로 발전

• DTV

• WiBro
• HSDPA
• Home N/W
• RFID

’’0202 ’’0303 ’’0404 ’’0505 ’’0606 ’’0707

성장동력 발굴성장동력 발굴 초기시장 형성초기시장 형성 상용화 본격 추진상용화 본격 추진

• W-CDMA

• DMB
• Telematics
• VoIP

※ IT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 Upgrade로 한국 IT산업 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정착

VoIP 등 서비스 도입이 완결되고, 경쟁적 시장이 전망되는 분야 제외

SW와 IT 지식서비스 등 핵심 전략 분야 추가 등

VoIP 등 서비스 도입이 완결되고, 경쟁적 시장이 전망되는 분야 제외

SW와 IT 지식서비스 등 핵심 전략 분야 추가 등

급변하는 IT환경 변화에 대응한 품목조정 필요성 대두

시장수요 창출과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IT839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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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서비스

이동통신/텔레매틱스 기기

광대역/홈 네트워크 기기

디지털TV/방송 기기

차세대 컴퓨팅/주변 기기

지능형 로봇

RFID/USN 기기

IT SoC/융합부품

임베디드 SW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9대 신성장동력

3대 인프라

HSDPA/W-CDMA

WiBro

광대역 융합 서비스

DMB/DTV 서비스

u-Home 서비스

텔레매틱스/위치 기반서비스

RFID/USN 활용 서비스

IT 서비스

광대역통합망(BcN)

u-센서 네트워크(USN)

소프트 인프라웨어

u-IT839 전략품목uu--IT839 IT839 전략품목전략품목



13csyang@mic.go.kr Dynamic u-KOREA

u-IT839 추진 전략uu--IT839 IT839 추진추진 전략전략

기술 중심 시장 활성화기술 중심 시장 활성화 HW 시스템 경쟁우위 활용HW 시스템 경쟁우위 활용

산업간 컨버전스 대응산업간 컨버전스 대응 글로벌 리더쉽 확보글로벌 리더쉽 확보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장상황에 적합한 정책대안 마련
및 적기 시행(time to market)

SW 가치사슬 전반의 집중 관리

IT산업 동반성장 핵심고리인

IT부품 소재 경쟁력 강화

광대역 융합 서비스 법적 기반 마련

전산업의 RFID/USN 활용 및
IT-BT-NT 융합 R&D 확대

국제 통상규범에 적합한 정책 틀 정립

지적재산권 관리, 기술유출 방지 및
국제표준화 정책 대응 강화

상용화
촉진

상용화
촉진

SW 부품

강화

SW 부품

강화

블루오션
창출

블루오션
창출

국제규범
대응 강화
국제규범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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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2006년 및 중장기 목표분야별분야별 20062006년년 및및 중장기중장기 목표목표

2006년 목표 2010년 목표

HSDPA/W-CDMA

WiBroWiBro

광대역 융합 서비스

DMB/`DTV 서비스

텔레매틱스/LBS

RFID/USN 활용 서비스

IT 서비스

WiBro 상용서비스 개시, 망 구축 확대

망 전국 84개시 확대, HSDPA 개시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 제도 기반 마련

DMB 및 DTV 전국망 완성

텔레매틱스 가입자 100만명 확보

대규모 선도사업 및 모바일 RFID 상용화 추진

대형 국책사업 발굴 및 SW공공구매 제도 개선

500만 가입자 확보

800만 가입자 확보

세계 최고 광대역 융합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DMB 이용자 1,500만 및 DTV 1,000만대 보급

500만 가입자 확보

세계시장 점유율 7% 달성

세계 100대기업 4개사 육성

u-HOME 서비스 홈 네트워크 상용서비스 개시 u-HOME 서비스의 세계적 모델국가 도약

BcNBcN

USNUSN

500만 규모 가입자망 확보

범정부 RFID/USN 추진체계 마련

2,000만 규모 가입자망 확보

세계 최고의 u-Life 환경 구축

광대역/홈 네트워크 기기

디지털TV/방송 기기디지털TV/방송 기기

차세대 컴퓨팅/주변 기기

지능형 로봇지능형 로봇

IT SoC/융합부품

RFID/USN 기기

임베디드 SW임베디드 SW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개방형 홈네트워크 프레임워크 개발

양방향 DMB 송수신 시스템 개발

웨어러블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100만원대 국민 로봇 출시

휴대전화용 저전력 영상처리 칩 개발

RFID 리더 SoC 탑재 휴대단말 개발

로봇, 텔레매틱스 제품에 탐재

데스크톱 분야 공개SW 보급 확산

멀티미디어 QoS 보장 BcN망 기술 개발

2세대(2G) DMB 기술 개발

차세대 PC 세계시장의 10% 점유

세계 3대 지능형 서비스 로봇 강국 진입

IT SoC 및 부품 3대 선진국 도약

5센트 태그 상용화

세계 2대 임베디드 SW강국 도약

세계 5대 디지털콘텐츠 강국 실현

소프트 인프라웨어

이동통신/텔레매틱스 기기

서비스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

50Mbps급 와이브로 상용시스템 개발

최적의 IT융 복합 서비스 환경 구현

4세대(4G) 시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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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839 전략에 따른 생산 전망IT839 IT839 전략에전략에 따른따른 생산생산 전망전망

* 단위 : 조원

2010년까지 생산액 576조원, 부가가치 266조원 창출2010년까지 생산액 576조원, 부가가치 266조원 창출

8대 서비스 생산액

9대 신성장동력 생산액

연평균 증가율 : 14.2%

20082008200720072006200620052005 20092009 20102010

114.4
98.8

75.2

86.3 20.820.8
17.317.3

14.914.9

13.113.1
93.6

81.5
71.4

62.1

105.4
118

24.724.7
28.128.1

130.1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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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중점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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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정보통신산업정책 기본방향2006 2006 정보통신산업정책정보통신산업정책 기본방향기본방향

SSPEEDPEED

SOFTSOFT

신사업 가속화

산업구조 고도화

지식 인프라 강화SMARTSMART

1. 신성장동력 본격 확산

6. 경쟁력 있는 IT인재 양성

5. 유비쿼터스 IT 허브 도약

2. SW강국 도약 기반 조성

3. IT SoC / 부품 경쟁력 강화

4. IT SMERP 정착과 성공모델 확산

7.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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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단말기

2010년 목표2010년 목표

M-Literacy 100%

M-Virus 0%

Mobile Broadband 
1,000만 가입자

세계 단말기 시장
점유율 30%

부품부품

시스템시스템
소비자소비자

세계 B3G 시스템
시장 점유율 15%

세계 모바일 핵심
부품시장 점유율 50%

글로벌 모바일 일등국가 건설

모바일
라이프 환경조성

모바일
라이프 환경조성

차세대 기술
경쟁우위 확보

차세대 기술
경쟁우위 확보

새로운 모바일
Biz 창출

새로운 모바일
Biz 창출

모바일 산업
성장토양 조성

모바일 산업
성장토양 조성

모바일 특구
구축

모바일 특구
구축

기술자유지역
(FTZ)조성

m-Virus
Free 환경 조성

지재권-표준화
연계전략 추진

모바일
SW분야 육성

신규서비스
해외진출지원

차세대 모바일
Test-bed

m-Gov
서비스 확산

광대역 모바일
기술 선점

모바일 콘텐츠
공정경쟁 환경

모바일
핵심인력 양성

서비스서비스

1. 신성장동력 본격 확산(1)1. 1. 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 본격본격 확산확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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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성장동력 본격 확산(2)1. 1. 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 본격본격 확산확산(2)(2)

기술개발

• HW,SW의 모듈화/ 표준화

및 콘텐츠 개발지원

인프라 조성

• 표준, 시험인증 및

로봇서비스체계 구축

로봇신청로봇신청

배송배송

개통개통

A/SA/S

사후관리사후관리

국민로봇통합
운용 관리

시스템

국민로봇통합
운용 관리

시스템

시장창출

• 시범 및 상용서비스로

로봇 신시장 창출

시범 단지 ISC 무선 N/W

100만원대 국민로봇 성공적 추진100만원대 국민로봇 성공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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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성장동력 본격 확산(3)1. 1. 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 본격본격 확산확산(3)(3)

국제국제 기술표준기술표준

마케팅마케팅 강화강화

WiBro WiBro 시험인증시험인증

HubHub구축구축

세계시장세계시장 진출진출 지원지원

T/F T/F 구성구성

WiBro WiBro 표준표준 세계시장세계시장 확산확산

영국

이탈리아

일본
미국

베네수엘라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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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성장동력 본격 확산(4)1. 신성장동력 본격 확산(4)

국방 협력 강화로 신성장동력 제품

초기시장 창출 기반 마련

국방 협력 강화로 신성장동력 제품

초기시장 창출 기반 마련

• 국방분야 IT기술자문 지원

• ETRI-ADD간 MoU 체결 추진

• 협력위원회 분기 개최

• 견마용 로봇(334억), 

센서네트워크(310억) 등

공동 기술 개발

• 신규 협력과제 발굴
(WiBro, 차세대 PC등)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

발굴·추진

• 국방 SW 개발 과제에

민간 공모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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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06년 신성장동력 마일스톤<<참고참고> 06> 06년년 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 마일스톤마일스톤

이동통신/텔레매틱스이동통신/텔레매틱스

50Mbps급
WiBro 상용
시제품 개발

광대역/홈네트워크광대역/홈네트워크

개방형
홈 네트워크

프레임워크 개발

양방향 지상파
DMB 송수신
시스템 개발

디지털 TV/방송디지털 TV/방송

국민로봇
개발

지능형 로봇지능형 로봇

휴대단말용 저전력
영상/그래픽 처리

핵심칩 개발

IT SoC/부품IT SoC/부품컴퓨터/주변기기컴퓨터/주변기기

웨어러블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주연급 디지털
액터 개발

디지털콘텐츠/ S/W 솔루션디지털콘텐츠/ S/W 솔루션RFID/USNRFID/USN

Mobile RFID
단말 및 센서

태그 개발

로봇, 텔레매틱스
지원 운영체제

개발

임베디드 S/W임베디드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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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강국 도약 기반 조성2. SW2. SW강국강국 도약도약 기반기반 조성조성

IT서비스 기업의 대형화 전문화IT서비스 기업의 대형화 전문화 임베디드SW 전략적 육성임베디드SW 전략적 육성

대형 공공 SI프로젝트 발굴 추진대형 공공 SI프로젝트 발굴 추진

BRICs 등에 정보화컨설팅 확대BRICs 등에 정보화컨설팅 확대

SW발주시 전문기업 우대제도 마련SW발주시 전문기업 우대제도 마련

한 EU간 국제공동연구한 EU간 국제공동연구

「임베디드SW 기술지원센터」설립「임베디드SW 기술지원센터」설립

임베디드SW 전문대학원 과정 신설임베디드SW 전문대학원 과정 신설

GS인증제품 분리구매 확대GS인증제품 분리구매 확대

컴퓨터그래픽, 콘텐츠보호 등 기술개발컴퓨터그래픽, 콘텐츠보호 등 기술개발

「컨버전스 콘텐츠 테스트베드」구축「컨버전스 콘텐츠 테스트베드」구축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해외진출 현지화 지원

패키지SW 성장환경 조성패키지SW 성장환경 조성 디지털콘텐츠 경쟁력 강화디지털콘텐츠 경쟁력 강화

공개SW 시범도시 및 대학 지원공개SW 시범도시 및 대학 지원

공개SW 도입기관 :공개SW 도입기관 : 63    100개(’06)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 건수 : 14     17건(’06)

해외진출 기업 :해외진출 기업 : 41     50개(’06)

1     2개(’06)세계 100대기업 :세계 100대기업 :

리눅스 데스크톱 PC 보급확대리눅스 데스크톱 PC 보급확대

SW강국

도약

SW강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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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SW 공공구매 제도 혁신<<참고참고> SW > SW 공공구매공공구매 제도제도 혁신혁신

발주단계별 불합리한 제도 및 구매관행 개선

개 선 방 안문 제 점

계약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개발 및 관리

일정금액 이상 ISP수립 의무화

SW발주·구매 전문 교육과정 개설

원가조사를 통한 예가 산정

기술우위의 평가체계 구축

SW 표준계약서 보급

과업 변경 대가지급 방안 마련

개발 SW 유지보수비 적정 편성

초기 예산산정 곤란

발주자 전문성 부족

저가 위주 계약관행

공정한 계약기준 부재

과도한 과업변경 요구

유지보수비 저가 책정

행정기관 SW 구매담당자 현황분석 SW전문가 배치 지원행정기관 SW 구매담당자 현황분석 SW전문가 배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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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 SoC/부품 경쟁력 강화(1)3. IT SoC/3. IT SoC/부품부품 경쟁력경쟁력 강화강화(1)(1)

창 업 IP 개발 제작 시험 마케팅 IR

• 시제품 제작 지원

• 시험평가 지원

• 창업보육센터

• 사무실 임대

• 개발환경 구축

• 설계/검증/상용화 지원

• 마케팅/시장개척 지원

• IR 및 금융 지원

IT-SoC 산업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

IT-SoC 산업 경쟁력이 전반적으로취약

시스템업체

Chippack(한, 7%)4

ASE(대, 18%)

Amkor(미, 14%)

1

2

패키징/검사Foundry

매그나칩(한, 2%)

동부아남(한, 2%)

7

9

TSMC(대, 41%)

UMC(대, 19%)

1

2

Fabless

엠텍비젼(한,0.2%) 

코아로직(한,0.2%)

66

75

Qualcomm(미,4.0%)

Broadcom(미,3.2%)

1

2

IP공급사

국내 IP공급사 전무

ARM(영, 25%)

Rambus(미, 1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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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 SoC/부품 경쟁력 강화(2)3. IT SoC/3. IT SoC/부품부품 경쟁력경쟁력 강화강화(2)(2)

ETRI 조직개편을 통해 IT융합부품연구소 설치 (2006.1) 

IT부품소재 R&D 특성에 맞게 과제 대형화, 단계평가 실시 등 연구수행체계 보완

- KIPA 「IT SoC 사업단」 ETRI 이관

- KETI(산자부), 생명공학연구원(과기부) 등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IT부품소재 연구기반 강화

IT부품소재 R&D 투자 확대

예 산(’05: 656억 ’06: 1,052억)

국산화부품

’06 주요 개발과제

IT-SoC

선도 공통부품 iMEMS , 실리콘 포토닉스- 50

오감통신도우미, 건강환경도우미184                 413

휴대폰저전력모뎀 칩, 네트워크플랫폼SoC등318                 525

이방성도전접속체, 휴대폰용 LPD모듈등154                 314

IT융합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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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T SMERP 성공모델 확산4. IT SMERP 4. IT SMERP 성공모델성공모델 확산확산

과당경쟁, 퇴출 구조 미흡과당경쟁, 퇴출 구조 미흡 M&A활성화 제도 개선

글로벌글로벌
경쟁력경쟁력 강화강화

R&D투자 부족R&D투자 부족
기술혁신형 IT 중소기업
육성 (2,000개)

시장시장 밀착형밀착형
정책인프라정책인프라 개선개선

정책과 시장효과간
연계 부족

정책과 시장효과간
연계 부족

IT기업 생태계조성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IT부문 VC 투자 비중 감소IT부문 VC 투자 비중 감소

글로벌 경쟁력 취약글로벌 경쟁력 취약

전문협의회(F/G) 개선전문협의회(F/G) 개선

대-중소 수직적 거래 관계대-중소 수직적 거래 관계

공통서비스 제공 확대 및
해외 IT인력 추천 제도 개선

F/G 정책만족도 제고 및
지방기업 참여확대

IR지원, VC전문성 강화로
투자 확대(1,000억)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개선 및 확대

건전건전 생태계생태계 조성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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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IT허브 도약5. u5. u--ITIT허브허브 도약도약

세계 일류 SW 생산 및 비즈니스 허브 조성세계 일류 SW 생산 및 비즈니스 허브 조성

RFID/USN 세계시장 선도 기반 마련RFID/USN 세계시장 선도 기반 마련

지역 IT거점 확보지역 IT거점 확보

누 리 꿈
스 퀘 어
누 리 꿈
스 퀘 어

송도 u-IT
클러스터
송도 u-IT
클러스터

지역특화
IT클러스터
지역특화

IT클러스터

누리꿈스퀘어 공사(토목공사 완료, 건축 공정율 41% 달성)누리꿈스퀘어 공사(토목공사 완료, 건축 공정율 41% 달성)
기업입주 조건 등 누리꿈스퀘어 운영 전략 마련기업입주 조건 등 누리꿈스퀘어 운영 전략 마련

SW, 디지털콘텐츠 관련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 지속 전개SW, 디지털콘텐츠 관련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 지속 전개

공유기반시설 입찰, 설계, 사업자 선정, 인허가 완료공유기반시설 입찰, 설계, 사업자 선정, 인허가 완료

RFID/USN 엔지니어링 센터 설립 운영RFID/USN 엔지니어링 센터 설립 운영

종합적인 마케팅 홍보 전략 수립 및 유수기업 유치종합적인 마케팅 홍보 전략 수립 및 유수기업 유치

13개 광역시 도별 지원방안 마련

지역특성에 적합한 R&D 역량 강화

13개 광역시 도별 지원방안 마련

지역특성에 적합한 R&D 역량 강화

지역별 IT협의체 구성 및 전국적 컨설팅 실시지역별 IT협의체 구성 및 전국적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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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쟁력 있는 IT인재 양성6. 6. 경쟁력경쟁력 있는있는 ITIT인재인재 양성양성

IT인력 수급격차 해소/고급인력 확충/IT전문인력 재교육IT인력 수급격차 해소/고급인력 확충/IT전문인력 재교육

현황현황 및및 문제점문제점

• 대학의 전공 및 현장교육 미흡

• 공학교육의 국제수준 미달

• IT839전략분야별 고급인력 부족

• 중소기업의 고급연구인력 부족

• IT인력 재교육 인프라 미비

• IT인력의 짧은 기술수명(6.9년)

’’06 06 추진방향추진방향 및및 지원사업지원사업

· IT인력 재교육 인프라 구축·운영
- 신규 교육과정 도입(3개), 

단기 재교육과정 운영 등

· 고급 연구개발인력 확충

- IT839 전략분야별 연구인력 양성(1,100명),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확대(90명→135명)

• IT인력 mismatch 개선
- 인력수요자 만족도 제고(67.2%→70.5%), 

공학인증 프로그램 확대(5개→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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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7. 7. 연구개발연구개발 시스템시스템 혁신혁신

기술개발·표준화·지재권을 통합 고려한 기술획득전략 수립

R&D 성과확산

IT허브
연구센터

IT허브
연구센터

선도사업
주관수행 강화

선도사업
주관수행 강화

산·학·연 R&D 역량 강화

원천 기초
중장기 연구

원천 기초
중장기 연구전략기술개발

기술구매전략

공백기술개발

표준화 로드맵

지재권 분석

기술
획득
전략

전략적 R&D 기획

학계 산업계

출연연

특허분쟁대응 지원

지재권 DB구축

ITEC 기능 강화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R&D 성과 모니터링

경제성 타당성 분석경제성 타당성 분석 마일스톤 점검 관리마일스톤 점검 관리 결과지표 개발 관리결과지표 개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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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내역주요사업주요사업 내역내역

정통부 예산 규모정통부정통부 예산예산 규모규모

06년 정통부 세출예산 요구액 : 6조 2,650억원(전년대비 1.7% 증)

- 정보통신부문 사업비 : 1조 6,828억원(전년대비 3.4% 증)

- I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 1조 1,604억원(전년대비 8.7% 증)

IT신성장동력 육성 : 6,797 ⇒ 7,343억원 (원천기술개발 4,876억원 등)

IT산업 기반 조성 : 2,213 ⇒ 2,505억원 (u-IT 클러스터 1,171억원 등)

IT인재 양성 : 3997 ⇒ 1,042억원 (ITRC 지원 348억원 등)

SW & DC산업 경쟁력 강화 : 665 ⇒ 714억원 (지역SW 진흥 192억원 등)

<참고> IT산업 분야 2006년 예산 개요<<참고참고> IT> IT산업산업 분야분야 20062006년년 예산예산 개요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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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T산업 분야 주요 기관<<참고참고> IT> IT산업산업 분야분야 주요주요 기관기관

정보통신부 : mic.go.kr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iita.re.kr

소프트웨어진흥원 : software.or.kr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tta.or.kr

IT벤처기업연합회 : koi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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