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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 경제성장의 견인차(1)IT산업, 경제성장의 견인차(1)

대GDP비중
성장기여율

IT
비IT

소비자물가지수

IT소비자물가지수

기여도(%p)

’02 ’03 ’04 ’05 ’06구 분
’03~ ’06

평균

(%)
(억불)

※ 자료 : 한은, KISDI

※ 자료 : IITA ※ 자료 : 한은, KISDI

참여정부 4년간 연평균 45.3%의 높은 성장기여율 시현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기조 정착에도 크게 기여

IT산업 GDP 비중과 성장기여율 추이

IT산업 무역수지 추이 IT산업의 물가하락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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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 경제성장의 견인차(2)IT산업, 경제성장의 견인차(2)

’02년 5백억불 달성 3년 만에 IT산업 수출 1천억불 돌파

- 수출구조 고도화 : 완제품 → 고부가 부품(부분품) 중심

※ 완제품 對 부품(부분품) 비중 : (’02) 49:51 → (’06) 31:69

- 수출품목 다변화 : 반도체, 컴퓨터 → 휴대폰, DTV, 반도체, 패널 등

’02 ’04 ’05 ’06

IT산업 수출 추이

571
705

1,133
937

1,023

’03

50.950.9

49.1

52.052.0
55.755.7

61.561.5
68.768.7

48.0 44.3
38.5 31.3

IT수출액

부품(부분품) 비중

완제품 비중

(억불, %)

※ 자료 : IITA

� 원/$ 환율: (’02)1,258→(’06)9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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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신성장동력 창출IT 신성장동력 창출
기술개발, 시범사업, 사업자허가 등을 거쳐 상용화 본격 착수

성장동력성장동력성장동력성장동력발굴발굴발굴발굴성장동력성장동력성장동력성장동력성장동력성장동력성장동력성장동력발굴발굴발굴발굴발굴발굴발굴발굴 사업기반사업기반사업기반사업기반정비정비정비정비사업기반사업기반사업기반사업기반사업기반사업기반사업기반사업기반정비정비정비정비정비정비정비정비 상용화상용화상용화상용화 추진추진추진추진단계단계단계단계상용화상용화상용화상용화상용화상용화상용화상용화 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추진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단계

’03 ’04 ’05 ’06

• DTV

• DMB
• Telematics
• RFID

• WiBro
• HSDPA
• Home N/W
• IPTV• WCDMA

• VoIP

※ 지난 4년간 IT839 예산 : R&D 15,402억, 시범사업 515억원

미래 IT산업 발전을 견인할 핵심 전략분야 성장 모멘텀 강화

• 연 57% 성장, ’10년 1조6천억원 시장 형성

• 연 59% 성장, ’10년 5천5백억원 시장 형성

RFID 공공선도사업 적용

국민로봇 시범사업, 사업화

RFID

지능형 로봇

• ’12년 DTV방송 전환 목표(보급율:95%)

• ’10년 DMB 가입자 1,600만 예상

DTV 440만대 보급(24%)

DMB 가입자 384만명
디지털 방송

• ’10년 WiBro 450만, HSDPA 970만 예상

• ’10년 이동통신 핵심 IPR 20% 확보

WiBro, HSDPA 상용화

망 구축 투자 활발
차세대 이동통신

향후 발전전망’06년 현재 상황

- ’06~’10년중, IT산업 연평균 증가율 7%, IT839 신성장 분야는 14%로 2배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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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경쟁력 향상(1)정보통신 기술경쟁력 향상(1)

미국=100

90

90.4

이동통신이동통신

85

94.2

디지털디지털TVTV

80
81.2

SW SW 솔루션솔루션

60

84.1

IT IT SoCSoC

첨단 모바일 방송·통신 분야 기술개발 선도

1980 2000 2005

’80년 컬러TV
(NTSC/美)

’84년 아날로그
(AMPS /美)

’93년 셀룰러
(IS-95/美)

’01년 디지털 방송

(ATSC /美)

1990

’96년 CDMA
(IS-95C/美)

’01년 IMT2000
(WCDMA/유럽, 
CDMA2000/美)

’06년 WiBro
(한국)

’05년 T-DMB 
(한국)

IT기술 선진국인 미국을 바짝 추격

2003

2006

※ 자료 : I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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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4 ’05 ’06

29

103
92

※ 자료 : TTA

국제표준기구 의장단 진출(명)

국제 표준화 추진력 강화

’03 ’04 ’05 ’06

2424

238238
270270

ITU 국제표준 반영 건수(건)

정보통신 연구개발 성과 향상

74

’03 ’04 ’05 ’06

615
1,073

2,133
1,148

국내외 특허 등록 건수(건)

91
8149

25

’03 ’04 ’05 ’06

297
431

552496

기술료 수입액(억원)

319319
213213132132139

국제표준
특허★

퀄컴

제외★

※ 자료 : IITA ※ 자료 : ETRI, 표준특허건수는 누적치

정보통신 기술경쟁력 향상(2)정보통신 기술경쟁력 향상(2)

’03

42
2626

137137

’02

74

201

’02

655

1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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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부품·SW산업 발전기반 확대IT 부품·SW산업 발전기반 확대

SW산업

IT부품 • IT SoC 전주기 지원체제 구축

• R&D 투자 강화(571→1,210억)

• IT융합 부품연구소 설립(’06.1)

• 대기업 참여 하한제 도입(’04.1)

• SW공공구매제도 혁신 착수(’06.3)

• SW전담 조직 발족(’06.4)

22.6조원

18.2조원

2002

2006

(’02)          (’06)

※ 자료 : KAIT

2002

2006

195억불

△△△△37억불

� 비메모리 적자폭 축소: △△△△88 →△△△△62억불

※ 자료 : IITA

IT부품수지 흑자 전환IT부품수지 흑자 전환

SW산업 생산 증가SW산업 생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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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IT 중소기업 성장혁신형 IT 중소기업 성장

ITIT전문협의회전문협의회 운영운영 R&D R&D 혁신역량혁신역량 강화강화 건전한건전한 생태환경생태환경 조성조성

혁신형 IT 중소기업 2배 이상 성장 : (’02) 4,973 → (’06) 10,391개

IT중소기업 생산 꾸준한 증가세 : (’02) 54.0 → (’06) 69.3조원

혁신형혁신형 IT IT 중소기업중소기업 22배배 이상이상 성장성장 : (: (’’02) 4,973 02) 4,973 →→ ((’’06) 10,39106) 10,391개개

IT중소기업 생산 꾸준한 증가세 : (’02) 54.0 → (’06) 69.3조원

※ 조사 : KAIT

• 48개 업종, 950여 업체 참여

- 공통애로 288건 해소

• 경영 혁신 여건 개선

- M&A교육, 투명경영 확산 등

• 기술담보 확대(4,257억원)

- 융자(7,218억원)의 59% 

• 공통서비스를 통한 기술지원

- 2만건 제공, 6천억 비용절감

• IT 분야 VC 투자 활성화

- 348개 기업, 4,596억 투자

- 44개 기업 IPO (코스닥 16%)

• 상생협약(’05.4) 및 이행점검

-현금결제 등 이행지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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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성장 → 질적 불일치 해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재 양성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재 양성

공학교육인증 확산 지원(’06년)

- 110개 학과(4,108명 학생), 156억원 투입

기업전문가 활용 IT멘토링 도입(’04년~)

대학 IT교육의 품질 개선

대학 ITRC 대폭 확대

- (’02) 32개→ (’06) 50개

IT SoC 설계인력, 재직자 재교육 강화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주력

산학연, IT인력양성 협의회 설치(’05년)

인력양성 SCM 모델 도입(’03년)

수급연계 인력양성체계 구축

IT인력에 대한 기업 만족도 향상 : (’03) 66% → (’05) 74%

ITRC 등을 통한 석박사급 인재 양성 : (’02) 500명 → (’06) 1,200명

ITIT인력에인력에 대한대한 기업기업 만족도만족도 향상향상 : (: (’’03) 66% 03) 66% →→ ((’’05) 74%05) 74%

ITRC 등을 통한 석박사급 인재 양성 : (’02) 500명 → (’06) 1,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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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IT 허브 조성유비쿼터스 IT 허브 조성

u-IT 클러스터 누리꿈 스퀘어 지역 특화 클러스터

사업기간 : ‘04.8~’07.11월

총 사업비 : 3,618억원

� 공정율 : 48.6%(’07.2)

기업유치활동 : 130개 접수

사업기간 : ‘04.8~’07.11월

총 사업비 : 3,618억원

� 공정율 : 48.6%(’07.2)

기업유치활동 : 130개 접수

사업기간 : ‘06년~’10년

총 사업비 : 3,127억원

� 부지 : 24,586평

인허가 완료, 공사착수(’06.12)

사업기간 : ‘06년~’10년

총 사업비 : 3,127억원

� 부지 : 24,586평

인허가 완료, 공사착수(’06.12)

지역 특화연구소 설립(’06년)

- 대구, 경북, 전남

모바일 필드 테스트베드

- 구미(삼성), 금천구(LG)

지역 특화연구소 설립(’06년)

- 대구, 경북, 전남

모바일 필드 테스트베드

- 구미(삼성), 금천구(LG)

u-IT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IT산업 혁신의 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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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ⅡⅡⅡⅡ 2007년 국내외 경제 및 IT경기 전망2007년 국내외 경제 및 IT경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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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7 세계 경제 전망

200720062005

세계경제와 IT수요(1)세계경제와 IT수요(1)

(단위 : %)

1.32.01.3유럽

2.12.72.6일본

10.010.010.2중국

2.93.4 3.2 미국

4.95.1 4.9 세계

’07년 세계 경제는 소폭 둔화 예상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6.9)

OECD 경기선행지수와 산업생산지수

자료 :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07년 세계 경제는 ’06년 보다는 소폭 둔화된 성장이 예상되며,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주요 선진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추가적 경기 둔화 가능성 존재

(전년동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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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성장률과 세계 IT교역액 증가율 추이

세계경제와 IT수요(2)세계경제와 IT수요(2)

세계 경제둔화는 IT수요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주요 수출품목인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긍정적

수요환경으로 우리나라 IT수출은 성장세 유지 예상

자료 : UN Comtrade,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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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

국내경제와 IT수요(1)국내경제와 IT수요(1)

’07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4% 초반대의 성장 예상

(단위 : %)

4.35.04.0한국개발연구원(2006.10)

4.34.84.0삼성경제연구원(2006.10)

4.95.1 4.0ADB(2006.10)

4.35.04.0 IMF(2006.09)

주요 전망기관들은 ’07년 국내 경제 성장률이 4% 초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민간소비의 둔화가 경기둔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2007p2006p2005

주 : ( )는 전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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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제와 IT수요(2)국내경제와 IT수요(2)

소비둔화가 IT관련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비중이
높은 정보통신기기보다는 내수 중심의 통신서비스 부문에 클 것으로 판단됨

자료 : 한국은행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한 ’03년 이후 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지출은 전체 소비지출과 동기화되는 모습을 보임

(단위: %. 전년동기대비)

-10

0

10

20

30

40

50

국내소비지출 서비스지출 통신서비스지출

국내 명목 소비지출과 통신서비스 지출 증가율 추이

95.1/4 96.1/4 97.1/4 98.1/4 99.1/4 00.1/4 01.1/4 02.1/4 03.1/4 04.1/4 05.1/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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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IT산업 전망(KISDI)-생산’07년 IT산업 전망(KISDI)-생산

’07년 국내 IT산업 생산액은 5.6% 성장하여 약 258.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기기

서비스

S/W

7.1%

6.0%

3.5%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분이 성장을 견인
� 시장의 성숙과 경쟁심화로 인해

이동통신단말기는 제한적인 성장

� 요금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과 가입자
정체에 따른 성장 포화

� 신규서비스 및 결합상품 등
신규사업 활성화 여부가 성장의 관건

� 컴퓨터관련서비스는 금융, 통신 부분 정보화
수요와 해외수출 확대가 성장동인으로 작용

� 윈도우비스타 출시에 따른 SW의
신규 교체 및 업그레이드 수요 발생

’07년 국내 IT산업 생산액 전망

(단위: 조원)

50.9

23.2

184.4

258.5

SW서비스 기기 성장률

2007

244.8

6.1%6.1%

49.2

21.7

174.0

2006

232.6

46.9

165.9

2005

1.5%1.5%

19.8

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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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국내 IT산업 수출액 전망

’07년 IT산업 전망(KISDI)-수출’07년 IT산업 전망(KISDI)-수출

’07년 IT산업 수출액은 11.8% 성장한 약 1,268억 달러 전망

� 전세계적으로 차세대통신서비스

도입에 따른 관련 장비 수출 증가
� 고성능, 고기능의 중고가 단말기 수출 확대

� 해외생산기지 이전과 모니터 등
주요 제품의 가격하락

� 비용 우위를 지닌 아·태 ODM업체들의

선전으로 수출 감소세 지속

� 디지털TV의 현지생산 전략과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 횡보

� 윈도우비스타 출시에 따른 D램 수요 확대
� 디지털TV의 수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패널 수요 증가 지속

통신기기

수출
3.1%

정보기기

수출
-7.5%

부 품

수출
22.9%

(단위: 억불)

방송
기기

정보
기기

통신
기기

성장률부품

2006

1,134

1,023

2005

167

470

278

108

146

601

280

107

2007

1,268

136

739

288

105
9.2%9.2%

10.8%10.8%

11.8%11.8%

방송기기

수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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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IT산업정책 방향2007년 IT산업정책 방향ⅢⅢⅢⅢⅢⅢⅢⅢ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20

강점 및 기회강점 및 기회 약점 및 위협약점 및 위협

IT839 전략 및 기술개발(R&D) 

정책 성과의 가시화
※ WiBro, DMB 최초 개발 및 국제표준화

대미 기술격차 축소 : (03)2.6→(06)1.6년

시스템(HW) 분야 경쟁력 보유

국내외시장 성숙과 글로벌경쟁 심화로

IT산업 성장률 둔화
※ (98-05)14.4→(05)1.6→(06)6.1%

IT부문 양극화 현상 발생

※ 생산비중(05) : (대기업)70.3, (중소)29.7%

2007년 IT정책 환경2007년 IT정책 환경

반도체, 휴대폰의 뒤를 잇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IT839(신성장동력) 

분야 기술개발 가속화 및 독립적 상품화 지속

시스템/대기업 분야 경쟁력을 기반으로 부품소재/중소벤처 육성 강화,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글로벌 IT인력 양성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21

2007년 IT산업정책 방향2007년 IT산업정책 방향

IT839 시장활성화와

핵심기술 확보
IT부품소재

산업 육성

혁신형

IT중소기업 지원
글로벌 핵심

IT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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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839전략 성과관리 강화IT839전략 성과관리 강화

’07년은 IT839 전략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한 해

기본 방향

- 신규 도입 서비스의 시장 정착과 활성화 추진

- ’03~’07년간 19,513억원 규모의 R&D 투입에 걸맞는 성과 도출

IT839 활성화 목표수준 설정과 분야별 활성화 방안 시행

- 망투자 및 결합상품(WiBro ), 수익모델 형성(DMB), 법제정비(IPTV) 등 추진

R&D 투자 효과 종합분석

매분기 전략회의 개최 및 진전상황 점검

중점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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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T839전략 장단기 목표(안)[참고] IT839전략 장단기 목표(안)

2007년 목표 2010년 목표

HSDPA/W-CDMA

WiBro

광대역 융합 서비스

DMB/`DTV 서비스

텔레매틱스/LBS

RFID/USN 활용 서비스

IT 서비스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확대

W-CDMA 전국망 구축

법제 정비�상용 서비스 개시

DMB 전국화 및 DTV 특별법 제정

공공교통정보 연계�통합 완료

RFID/USN 응용서비스 확산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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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에 보편적으로 활용

세계 100대기업 4개사 육성

u-HOME 서비스 u-Home 상용서비스 확산 u-HOME 서비스의 세계적 모델국가 도약

BcN

USN
820만 BcN 가입망 고도화

공통 USN 인프라 구축기반 마련

2,000만 BcN 가입자망 고도화

세계 최고의 u-Life 환경 구축

광대역/홈 네트워크 기기

디지털TV/방송 기기

차세대 컴퓨팅/주변 기기

지능형 로봇

IT SoC/융합부품

RFID/USN 기기

임베디드 SW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IPv6 및 이동성 지원 라우터 개발

기가급 케이블 송수신 시스템 개발

복지용 차세대 컴퓨팅 단말 개발

상용 서비스를 위한 URC서비스 플랫폼 개발

게임기용 MPU, 3D 그래픽 SoC 개발

휴대폰용 RFID 리더 개발

Full HD급 H.264 인코더 및 재생기 개발

멀티플랫폼 연동 DRM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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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융·복합을 위한 기반 마련

3G Evolution시스템 개발

최적의 IT융�복합 서비스 환경 구현

4세대(4G) 시제품 개발

IT서비스 해외진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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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신성장동력 핵심기술 확보IT신성장동력 핵심기술 확보

’07년 완료 예정인 기술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추진 방향

미래 지향적이고 도전적인 핵심원천 기술개발 착수

• 30Mbps급 3G Evolution 시스템

(’09년 상용화)

• 휴대폰 내장형 모바일 RFID 기술

(’08년 상용화)

• 호흡, 심전도 등 생체정보를 인식,

처리하는 바이오 셔츠 상용화

• 휴대 게임기용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및 3D 그래픽 처리 SoC

• IPv6 및 이동성 지원 중형급 라우터

’07년 개발 완료 신규 추진과제

• 국방통신망 Wibro 적용기술

• 차세대 항공기용 임베디드 시스템

• ‘괴물’ 같은 디지털 생명체 제작기술

• 휴대단말용 프로젝션 입출력장치

• 무안경 3D DMB기술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25

RFID/USN산업 육성(1)RFID/USN산업 육성(1)

우리부가 유비쿼터스 사회의 핵심인 RFID/USN산업 육성 선도

- 기술ㆍ시장수요ㆍ산업기반ㆍ법제도 등을 포함하는 종합 육성정책 수립

- 정통부내 역량을 결집하고 범부처 협력 유도

우수제품 개발, 

상용화

u-IT
클러스터 연구기관

MIC기 업

제품개발

및 생산 지원

종합 육성전략 수립

ㆍ법제도 정비

핵심 원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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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T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u-IT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RFID/USN 산업 육성(2)RFID/USN 산업 육성(2)

추진현황

종합지원센터 운영(06. 9월),

기초공사 개시(06. 12월)

시설 수요 확대방안 필요성 제기

본격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요구

- 운영체계 개선, 세부운영사항 정립 필요

’07년 추진방향

당초일정에 따른 차질없는 시설구축

- 기공식(1/4분기), 종합지원센터 완공(연말)

“u-IT 클러스터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 실수요자 참여 센서생산기술개발 추진 검토

- 분야별 센서 수요자 협의회 운영

“u-IT 클러스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전문용역을 통한 세부운영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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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Bro 활성화WiBro 활성화

WiBro 국내 시장 활성화, 해외진출 본격 추진WiBro 국내 시장 활성화, 해외진출 본격 추진

ㆍ해외시장 진출

전담반 구성

(’07. 1월)

ㆍ세계 최초 국제

공인 시험소 운영

ㆍ결합서비스 단말기 적기 공급 지원

ㆍ저전력 초소형 칩셋 개발

ㆍ전략국가 선정, 

전시회, 로드쇼

개최

ㆍ해외 기업 대상

WiBro 정보화

컨설팅

해외
홍보활동

강화

해외
홍보활동

강화

다양한 단말기
공급 기반 마련

다양한 단말기
공급 기반 마련

WiBro 국방 적용WiBro 국방 적용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ㆍ군 전술 종합통신체계 현대화 사업에

WiBro 기술 적용

- 단말기, 시스템 장비산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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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로봇 상용화네트워크 로봇 상용화

’06년 국민로봇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상용화기반 구축’06년 국민로봇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상용화기반 구축

이용자 수요분석 강화 로봇 제품 성능 개선

애플리케이션 다양화 법제도 개선

ㆍ06년 시범사업 이용자 행태 분석

ㆍLife Style 유형별 로봇 특화

서비스 발굴

ㆍ정보, 교육 콘텐츠 다양화

ㆍㆍㆍㆍu-City, u-Home 응용모델로

URC 적용

ㆍ위치·음성 인식 등 핵심기술 개발

ㆍ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인증제도 개선

ㆍ품질향상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ㆍ교육·오락 등 제품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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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반 산업융합 촉진IT기반 산업융합 촉진

융합 비즈니스 관련 시장요구 사항의 체계적 수렴과 정책화 추진

기술개발ㆍ표준화ㆍ시범사업ㆍ제도개선 등 우리부 정책수단 종합 연계

ㆍ신사업 기회 모색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ㆍ기업과 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핵심요소 발굴

ㆍ발굴ㆍ기획ㆍ실행ㆍ점검 등

주기별 맞춤형 정책 추진

ㆍ기술, 표준, 인력양성 등

정책간 시너지 극대화 도모

ㆍ상용화 촉진을 위한 융합

기술, 부품ㆍ소재 개발 추진

ㆍ서비스 모델 발굴, 시장창출,

벤처기업 육성 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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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TITIT부품 ·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ITITITIT부품 ·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 3대 미래 전략품목 ]

메모리ㆍ디스플레이 이후의 글로벌 주력제품군 확대

IT SoC USN센서 IT-NT-BT융합

수 출 글로벌 벤처

’05 ’10 ’05 ’10

394 억불
650 억불

2 개
10 개

기술경쟁력 확보

• R&D성과 기업확산을 위해

“IP 상용화 프로그램” 신설

• 범부처 “IT 부품∙∙∙∙소재 국산화

프로그램” 추진

전문기업 성장 촉진

• 기업간 협력 활성화 유도로

M&A 촉진

• IT SoC 위주에서

전략 부품∙∙∙∙소재로 지원 확대

• 서비스////기기 동반 해외로드쇼

개최

• 시장선점을 위해 테스트베드

등 국내 조기검증 지원 강화

해외시장 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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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협력을
통한 정책
시너지 제고

부처간 협력을
통한 정책
시너지 제고

수요자 중심
정책 지원

『현장기동대책반』운영
- 기술(ETRI) + 경영(KOIVA)

기능별 • 현안중심 F/G 운영

- F/G 실적 직무성과계약 반영

동반 성장
여건 조성

대형화-전문화 유도
- M&A펀드 결성 + 협업(ICMS)확산

IT 분야 상생협력 제도화

기술 - 시장
연계 강화

우수 기술 상용화 제고
- NEP 활성화 + 기술담보 확대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구축
- 출연-융자-투자간 연계 강화

작지만 강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작지만 강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혁신형 IT 중소기업 지원혁신형 IT 중소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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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핵심 IT인력 양성글로벌 핵심 IT인력 양성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공급 기반과 수요지향적 교육시스템 강화

’07년 기본방향

IT교육 제도화와 글로벌 인력수요 등을 반영한 인력 기본계획 마련

통방융합, RFID분야 등 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ITRC 신규 지정

SoC 석박사 인력 양성(200명), 재직자 대학원과정 신설(4개)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수요자중심의

인력양성

대학IT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학교육인증 확산

산학연계 IT멘토링을 강화하고 IT신기술 단기재교육 실시

지속가능한

인력정책 마련

국제시장과 기술환경을 감안한 중장기 플랜 마련(’07 하반기)

체계적 인재육성을 위해 정규교과과정의 IT교육 강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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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내역주요사업주요사업 내역내역

정통부 예산정통부정통부 예산예산

07년 정통부 예산 : 6조 962억원

- 정보통신부문 사업비 : 1조 4,701억원

- I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 1조 560억원

※ IT산업 경쟁력 강화 07년 예산의 특징 : 

SWㆍu-기반기술 등 전략분야와, IT클러스터 구축ㆍ신제품 테스트베드 등 IT기업의

성장환경 조성에 투자 확대

IT 신성장동력 육성 : 7,066억원 (기술개발 4,774억원 등)

IT 산업기반 조성 : 1,678억원 (u-IT 870억원 등)

IT 인재 육성 : 1,009억원 (고급인력(ITRC 등) 543억원 등)

SW산업 경쟁력 강화 : 807억원 (지역SW 진흥 187억원 등)

[참고] IT산업 분야 2007년 예산 개요[참고] IT산업 분야 2007년 예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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