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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infrastructure industry and 

responsibility for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all ICT infrastructures. With the recent proliferation of the smart 

convergence of various industries based on ICT infrastructure, the rol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has been highlighted to accommodate the convergence and implementation environment in const-

ruction and medical industries. Therefore, this paper seeks policy measures to establish the new rol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business under the rapidly developing smart convergence environment and the priorities of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business using a quantitative model. 

The analysis result suggests that the difference in importance of each policy measure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execute effectively the policy of promot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Given the 

constraint of limited budget, policy priorities include the development of new markets, and establishment of incentive 

for new technology. This study is significant for its theoretical contribution, being the first quantitative approach to 

policy priorities for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under the smart convert-

genc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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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배경  필요성

네트워크 인 라를 기반으로 모든 산업과 문화가 

융합되는 스마트융합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Park, 

2012). 스마트융합 환경의 확산은 사물인터넷(In-

ternet of Things),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

드 컴퓨 (Cloud Computing) 등 인터넷 신산업

을 확 시키는 동시에 사회경제 으로 새로운 부

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 되고 있다(Choi et al., 

2012). 

이러한 배경 하에, 스마트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인 라에 해당하는 다양한 융합형 네트워

크를 조속히 고도화할 필요성이 지속 으로 제기

되고 있으며, 특히 융합형 네트워크를 직  시공 

․구축하는 산업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MSIP, 

2013). 정보통신공사업은 모든 정보통신설비의 시

공  유지보수 등을 비롯한 ICT 산업 생태계의 모

체가 되는 인 라를 구축하는 기반 산업을 의미하

며, 최근 들어서 첨단산업과의 융․복합을 지원하

는 융합 인 라로 발 하며 스마트 시  구 에 

추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으로도 새로운 인 라를 구축해야 하는 스마트

융합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해서 우선 으로 정

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가 요한 사안으로 두되

고 있다(Kwak, 2012).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ICT 

기술  산업이 고도화되어 있는 국가들에서는 정

보통신공사업을 활용하여 제조업을 신시키고자 

하는 정책들이 극 으로 추진되고 있다. 를 들

어 일본의 모노쯔꾸리,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등

이 표 인 사례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속히 진행되는 스마트융합 환

경 하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의 새로운 역할정립을 

한 정책방안을 다각 으로 모색하고, ANP 통계모

델을 이용하여 정부의 한정된 정책자원의 효율

인 집행을 고려한 정책방안 우선순 를 도출하고

자 한다.

2. 스마트융합과 정보통신공사업

‘스마트 융합’은 고도로 지능화된 것을 의미하는 

스마트가 추가된 개념으로, 사회에 요구되는 

인텔리 스와 인터넷시 의 핵심인 네트워크, 유비

쿼터스 시 의 모빌리티가 융합된 개념을 의미한

다(LG CNS, 2010). 즉, ‘스마트 융합’은 개인과 산

업이 고도로 지능화되는 것이며, 기술자체가 스마

트한 것이 아니라 산업과 산업이 융합함에 따라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융합 상을 일컫는다.

과거 독자  서비스 역으로 진화해 온 통신, 방

송  컴퓨  부문이 차 디지털 정보의 상호 교

환을 통한 디지털 융합으로 상호 연 성이 높아지

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본격 으

로 확 된 모바일 인터넷 환경으로 콘텐츠(C)-

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의 상호의존성이 

더욱 심화되고, 연  기술력 보유 여부가 요해

지고 있다(Cho and Kim, 2010). 

이러한 환경변화는 빅데이터(Bigdata), 온라인 

고, M2M, NFC, 소셜커머스 등의 새로운 서비스  

산업 역을 창출하며 ICT 산업 내 새로운 성장동

력으로 작용하고 있다(UNCTAD, 2013).

한 ICT의 범  확   네트워크, 기기, 장비 

등의 고도화는 인터넷 환경을 더욱 확장 시키고 자

동차, 조선, 의료, 교육 등 타 산업  서비스와의 융

합으로 새로운 ICT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즉, 3

세  ‘융합’인 스마트융합은 ICT 인 라를 기반으

로 산업간 융합을 모두 포 하는 개념으로 발 하

고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스마트융합이 국민, 집단, 조직 산업 등

으로 확산되며 연  신산업을 비롯한 국가 신에 

ICT 인 라가 핵심 인 역할을 하게 될 망이 제

기되면서, 정책 으로 ICT 인 라를 시공, 구축하

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

산되고 있다. 특히, 창조경제가 ICT 인 라와 과

학기술을 타 산업에 목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개념이므로, 정보통신공사업은 창조경제가 확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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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CT Infrastructure Development Steps and Convergence Expansion

수 있는 기반 인 라를 구축하는 산업으로 요도

를 재평가 받고 있다. 

ICT 인 라를 기반으로 산업생산성을 제고하는 

정책방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다 구

체 으로, 독일은 ICT와 융합된 기계, 장비, 부품 

등의 데이터 자동 교환으로 생산성 향상  공정 

효율성을 높이는 ‘인더스트리 4.0’ 로젝트를 추

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모노쯔쿠리’ 국가 략을 통

해 기반기술  정책 으로 ICT 인 라를 시공, 

구축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

이 확산되고 있다. 한 일본은 소 트 뱅크 손정

의 사장의 ‘ 의길’ 로젝트에서도 나타나듯이 네

트워크 고도화를 한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에 

국가  역량을 집 하며 을 맞추고 있다. 특

히, 창조경제가 ICT 인 라와 과학기술을 타 산업

에 목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개념이므로, 정보

통신공사업은 창조경제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 인

라를 구축하는 산업으로 요도를 재평가 받고 

있다. 

3. 정보통신공사업 시장 황  한계

스마트융합 상이 속히 확산되면서 정보통신

공사업의 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까

지 국내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구조  황은 정

책 으로 요구하는 수 의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

고 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정보통신공사업의 

2013년 매출실 은 약 13조 원으로 2008년 약 9조 

6천억 원에서 연평균 6.9%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Kim and Kim, 2013).

체 공사업체 수(등록업체 기 )는 7,900여 개로 

업체당 평균 수주(공사) 액은 17.8억 원으로 나타

나고 있으나 약 90%의 공사가 5천만 원 이하인 소

규모 공사로 이루어져 있다(Kim and Kim, 2013).

공사실 은 매출액 유율을 기 으로 통신사

(34.7%), 민간(31.7%), 지자체․공공기 (28.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종별로는 구내 통신설비공

사(약 20.7%),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약 16.2%), 

선로설비공사(약 15.0%) 순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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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rend of Information and Communi-
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Perfor-
mance(Sales)

<Figure 3> Trend of Register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
nesses

 <Figure 4> Trend of Information and Communi-
cations Construction Average Sales

들 공사업체는 부분이 소기업(85.0%)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체 공사업체의 25.0% 가량이 타 

업종(건설, 기, S/W 등)을 겸업하고 있다(Kim 

and Kim, 2013).

이처럼 정보통신공사업의 요성이 지속 으로 강

조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스마트융합

을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여 히 여러 가지 측면에

서 한계 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  정보통신공사업은 제조업과 달리 장 심

의 공사로 이루어진 생산 활동과 수직 인 층  

하도 을 통한 생산구조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변하는 스마트융합 환경에서도 통

인 방식의 생산구조와 동일한 법․제도가 유지

되고 있어 연  산업과의 규제마찰이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다. 

둘째, 고용환경에 있어서도 시공물량을 확보한 이

후의 노동수요가 안정 인 고용구조로 이어지지 않

고 있으며, 일용직 형태의 고용 구조가 심이 되고 

있다. 한 고도화되고 있는 스마트융합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문시공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

이다. 

셋째, 신기술 확보와 기술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

이고는 있으나, 안정  시공물량이 확보되는 공사

업체를 심으로 통 인 시공방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융합형 신기술 

개발  확보 노력이 미흡하여 반 으로 시공품

질 미흡, 문성 제고 부족 등의 문제 을 나타나

고 있는 실정이다. 

2. 이론  연구 

스마트융합 환경이 도래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를 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한 연구가 

시도되고는 있으나, 건설업과 통신이 융합된 복잡

한 분야인데다가 문 인 연구기 의 부재로 그

동안 학술 인 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

실 이 분야는 미래부에서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을 설

립한 2012년도 이후에 정책연구를 심으로 정보

통신공사업 정책  제도개선과 련한 연구가 시

작되고 있는 기 시 이라 할 수 있다. 지 까지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를 한 선행연구들은 다

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  Kwak et al.(2012)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건설업  특성을 지니는 공사

업의 공정경쟁 해소를 해 하도  정성 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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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개선이 시 함을 제시하 다. 이와 련 미래

부는 2013년도에 하도 , 원도 자의 건 한 발

을 한 정책  필요성을 인정, 하도  정성 심

사제도를 도입하 다. 

다음으로 Kwak et al.(2013)에서는 정보통신공

사업 련 기 의 실태조사  설문면 , 타 산업

과의 사례조사 등을 기반으로 공사업 등록기 , 시

공능력평가 제도, 소기업과의 상생방안 등을 분

석하 는데, 공사업 제도개선에 을 두다보니 

진흥정책이 제외되었다는 한계 이 지 되었다.

Moon and Kim(2013)에서는 데이터 심의 패

러다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공사 회, 공

제조합을 심으로 심층면 과 SWOT 분석을 토

로 정보통신공사업의 진흥정책을 제시하 으나, 

연구범 가 방송통신 인 라 체를 상으로 

범 하게 용됨으로써 연구범 가 무 넓어 실

효성 있는 공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에 어려

움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2가지 

측면에서 차이 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선행연구

들과 달리 정보통신공사업 련 발주처, 시공사, 

회  조합, 학계, 연구계, 정부 등 이해 계자 반

을 상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처음으로 종합

인 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둘째는 선행연구

의 한계 으로 지 된 연구범 를 합리 으로 조

정하고 정량분석을 시도하 다. 즉, 연구범 를 정

보통신산업 반이 아닌 정보통신공사업으로 한정

하되, 공사업 제도개선  진흥정책을 비롯하여 

핵심 분야를 모두 망라하여 공사업활성화 방안을 

모색하 다. 셋째, 연구방법론에서도 나열식으로 정

책을 제시하지 않고, 정책우선 순 를 악하기 

한 방법론을 용하여 정량 인 분석을 시도하 다.

이처럼 ANP 모형을 활용한 정책 우선순  연구

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재까지 정보통신분야에서 정책  우선순  식별을 

한 연구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특히, 정보통신

공사업 분야에서의 ANP 활용 연구는 미미한 상황

이다. 

조사 결과,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에

서 ANP를 활용한 정책연구는 다음과 같다. Shim 

et al.(2011)는 세계 으로 에 지 소비 증가와 온

난화 상의 진행에 따른 로벌 환경 기의 해결

을 하여 세계 각국에서 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그린 ICT 정책의 국내 도입 책 마련의 요성을 

인식하고, 그린 ICT 정책 도입 후 효율을 최 화

하기 해 고려해야 할 정책 목표의 우선순 를 

략 으로 도출하고 있다. 이를 해 ‘ 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바탕으로 경제성, 효율성, 환경성, 

기술성, 안정성 등의 주요 변수와 변수 별 세부 변

수를 도출하고 도출된 변수들의 우선순  분석을 

해 AHP와 ANP 방법론 활용하 다.

Kwak et al.(2011)에서는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

를 창출하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구조가 신

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경쟁구도 하의 모바일 

생태계 활성화를 한 통신정책의 재정립 연 성

을 분석하고 있다. ANP 모델을 활용하여 생태계

의 활성화를 한 통신정책의 주요 변수를 도출하

고 변수들 간의 우선순 를 정량 으로 분석함으

로써 모바일 생태계 활성화를 한 통신정책의 우

선순 를 제시하 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에서 시도된 정책 

우선순 에 한 연구로는 Moon and Kim(2013)

의 연구가 유일하다. 여기에서는 국내 통신환경이 

데이터 심의 패러다임 변화를 거쳐 스마트 융합 

환경으로 진입하면서 네트워크 인 라의 요성이 

더욱 확 되고 있음을 강조하 다. 다만 이 연구

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에 특화된 정책방안 수립이 

아닌 정보통신산업 반을 연구범 로 용하 고, 

공사업과 련해서는 주로 차별  시장 환경의 개

선, 시공물량 확보, 안정  사업환경 조성 등을 

으로 분석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3. 연구의 모델  방법

정성 인 정책의 의사결정에 있어 평가요소(정

책 방안) 간의 우선순  도출은 매우 주 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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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ANP 방법론은 합리  의사결정을 해 평

가요소를 정량 으로 분석하여 요도를 결정하는 

모델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본격 으로 활용되

고 있다. ANP 모델은 Thomas. L. Satty에 의해 제

안된 우선순  분석 방법론으로 정성  지식을 활

용하여 평가요소를 정량 으로 분석함으로써 요

도를 결정하는 모델이다(Saaty, 1996; Tomas, 1987).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의 

합리 인 정책우선 순 를 식별하기 하여 기존

과 달리 ANP 방법론을 용하여 종합 인 정보통

신공사업 활성화  역량강화 정책을 모색하 다. 

Factor Factor

FactorFactor

A B

DC

Factor Factor

FactorFactor

A B

DC

1st Priority 2nd Priority 3rd Priority 4th Priority

<Figure 5> General Correlation of ANP Model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  역량 제고를 한 

정책 우선순  발굴을 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보통신공사업을 비롯한 정보통신 정책담당자 등 

문가(한국정보통신공사 회 3인,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3인, 한국 자통신연구원 2인, 통신사업자

연합회 2인)를 상으로 연 성 분석을 한 심층

조사(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 으며, 이로부

터 수집된 결과를 기 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우

선순  도출을 한 2차 설문을 진행하 다. 연

성 분석 결과, 문가들이 5회 이상 복하여 체크

한 항목을 으로 연 성이 있는 항목으로 

용하 으며, 세분화된 변수 간의 상 계정도는 

심층면 을 통해 정리하 다. 

2차 설문은 2014년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

간 진행하 으며 정보통신공사업을 비롯하여 국내 

ICT 정책 문 기 인 한국정보통신공사 회, 한국

정보통신공제조합, ICT 폴리텍 학, 한국정보통

신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 자통신

연구원, 한국방송통신 진흥원,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한국정보통신진흥 회 등을 상으로 총 

50부의 답변을 회수하 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상자 명단은 다음의 <Table 1>과 같이 제시하 다. 

한, ANP 모델 분석을 하여 SUPER DECIS-

IONS 2.08 소 트웨어를 활용하여 최종 우선순

를 도출하 다.

4. 분석 결과  시사

4.1 의사결정을 한 변수 도출

본 연구는 스마트융합과 인터넷 신산업 출  환

경 하에서, 핵심 인 ICT 인 라를 구축하는 정보

통신공사업이 타산업의 원활한 융․복합 환경을 지

원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과 연 된 문가 심층

면 과 설문조사, 기존 문헌연구 등을 다각 으로 

실시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  역량강화를 

한 핵심변수를 아래의 <Table 2>와 같이 도출

하 다. 분석 결과,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는 시

장, 기술, 인력요소를 심으로 종합 이고 체계

인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시장요인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은 일반 인 

제조  서비스 산업과는 달리 장 심의 공사 

․시공의 특성에 따라 발주-도 계에서 불합리

한 안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한 타 산업의 요

에 해당되는 표 품셈 정성  융합형 수요창

출이 제도  미비, 로벌 진출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소기업과 

세한 공사업체로 구성되어 공사, 인력, 기술, 법률 

등과 련된 정보비 칭이 발생함으로써 공사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기술요인에서는 공사업체 부분이 정

보통신설비의 설치  유지․보수, 부 공사 등 유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한 단순시공(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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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terviewee List

No Position  Affiliation No Position  Affiliation

1 Government official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MSIP)
26 PH.D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ETRI)

2 Government official MSIP 27 Senior Researcher ETRI

3
Director(Industry 

Division)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Institute(KICI)
28 Professor Korea University

4 Director(Cost Division) KICI 29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5 Director(Standard) KICI 30 Professor Jeju University

6 Director(Tech) KICI 31 Professor Mookwon University

7 Senior Researcher KICI 32 Manager, Network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8 Senior Researcher KICI 33
Director, Standard 

Center
Korea U-City Association

9 Senior Researcher KICI 34 PH.D, Market
korea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Association(KTOA)

10 Senior Researcher KICI 35 Team Head, Global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KISA)

11
Manager

(Policy Division)
Korea Information and Comm.
Contractors Association(KICA)

36 Senior Consultant CST Consulting Group

12 Manager(Regulation) KICA 37
PH.D, Industry 
Department

Korea Radio Promotion 
Association(KAIT)

13 Manager(Business) KICA 38
Manager, 

Certification
KAIT

14 Manager(Tech) KICA 39 Manager, Testing KAIT

15 Director(Administration) KICA 40 Manager
Korea Communications 

Agency(KCA)

16 Manager, Marke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inancial Cooperative(ICFC)

41 Director KCA

17 Manager, Business ICFC 42 CEO Anse tech(Company)

18 Manager, Finance ICFC 43 executive Bellkorea

19 Manager, Accounting ICFC 44 executive Chung-Nam Telecom

20 Professor ICT Polytech Institute 45 CEO Daeyoon Telecom

21 Professor ICT Polytech Institute 46 executive Greentel

22 Senior Researcher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Institute(KISDI)
47 Manager, KT Korea Telecom

23 Senior Researcher KISDI 48 Manager, SKT SK Telecom

24 Lawyer KISDI 49 Manager, LGU LG Uplus

25
Director, Start-ups 

Division
ETRI 50 Manager, CATV Korea Cable TV Association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력․계열사 

계, 세성 등의 특징에 따른 산업구조로 융합신산

업을 지원할 신기술 확보의 유인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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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Policy Goal and Issue for Strengthening Capability fo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Cluster Node Issues

A：Strengthening 
of Market 
Capability

a.1 Sharing and 
accumulation of 
information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and methodical information system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management environment conforming to the ICT 
convergence environment

a.2 Establishment of 
environment for fair 
competition

Improvement of ICT scheme conforming to the convergence 
environment and identifica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policy 
among industrial subjects

a.3 System maintenance
Establishment of construction business support scheme and 
guarantee support to build a sound construction business 
ecosystem

a.4 Support for expansion 
to overseas markets

Expans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businesses to 
overseas markets and strengthening of customized support for 
expansion to overseas markets

a.5 Development of new 
markets

Establishment of support system to foster global small but strong 
enterprises and identification of new business using cutting-edge 
technology

a.6 Strengthening of 
administrative support

Customized support conforming to the construction business and 
strengthening of cooperation system

B：Strengthening 
of Technology 
Capability

b.1 Identification of 
technology demand

Identification of demand for convergence technology and 
advancement of existing technology

b.2 Securing internal 
technology capability

Expansion of R&D budget support needed by the construction 
business and support for corporate R&D center and research 
cooperative

b.3 Securing external 
technology capability

Strengthening of technology transfer, joint utilization of equipment, 
and cooperation among industrial subjects

b.4 Utilization of 
technology

Support for the project on market commercialization or products 
and services

b.5 Support for 
conversion to creative 
enterprise

Support for R&D and commercialization for creative enterprises

C：Strengthening 
of Manpower 
Capability

c.1 Development of 
specialized 
construction 
manpower

Use of ICT Polytech University to nurture the manpower needed 
for convergence

c.2 Strengthening of 
customized 
educational system

Securing advanced instructors and strengthening of expertise 
through cooperation with other universities

c.3 Strengthening of 
specialization of 
employees

Development of educational curriculum and consigned education of 
instructors

c.4 Improvement of 
industrial manpower 
education condition

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dition such as online education and 
visiting education service

c.5 Support for global 
manpower 
development

Development of global manpower specializing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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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Policy Goals and Action Plans

Class
A B C

a.1 a.2 a.3 a.4 a.5 a.6 b.1 b.2 b.3 b.4 b.5 c.1 c.2 c.3 c.4 c.5

A

a.1 √ √ √ √ √ √ √

a.2 √ √ √ √ √

a.3 √ √ √ √ √ √ √ √ √

a.4 √ √ √ √ √ √ √ √

a.5 √ √ √ √ √ √ √ √ √ √ √ √

a.6 √ √ √ √ √ √ √ √ √

B

b.1 √ √ √ √ √ √

b.2 √ √ √ √ √ √

b.3 √ √ √ √

b.4 √ √ √ √ √ √ √ √ √ √ √

b.5 √ √ √ √ √ √ √ √ √

C

c.1 √ √ √ √ √ √ √

c.2 √ √ √ √ √ √ √

c.3 √ √ √ √ √

c.4 √ √ √ √ √ √ √

c.5 √ √ √ √

마지막으로 인력요인의 경우에도, 융합신산업의 

시공을 한 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인력양

성 시스템 미흡, 높은 이직률, 문인력 고령화 등

이 심각한 문제 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4.2 연 성 분석 결과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를 한 정책 우선순  

발굴을 하여 정책목표(Cluster)를 설정하고 목표

별 이슈를 세분화(Node) 하여 도출하 으며 상호 

종속성과 피드백 등을 고려하여 변수 간의 상

계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를 한 정

책 간의 연 성은 <Table 3>과 같이 도출되었다. 

아래의 <Table 3>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를 들어 시장역량 강화(A) 정책은 세부 안 이

슈인 해외 진출지원, 신시장 개척, 행정지원 강화, 기

술수요 발굴, 기술활용, 맞춤형 교육시스템 강화, 

재직자 문역량 강화, 산업인력 교육여건 개선 등

과 한 연 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3 분석 결과  시사  

분석결과, 정보통신공사업의 체계 인 역량강화

를 한 정책우선 순 는 <Table 4>와 같이 도출

되었다. 

먼  상 변수인 클러스터의 정책  우선순 는 

기술→시장→인 역량 강화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즉, 이러한 정책우선 순 는 반 으로 산업 간의 

융합을 지원하기 한 새로운 시공기술 개발, 소

기업인 공사업체의 연구역량 지원, 기술 기반 창조

기업화 등 시장역량 강화가 공사업 활성화의 가장 

우선 인 선행요인이고, 이어서 융합  로벌 시

장 진출 등을 심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한 진흥정책과 불공정 하도  등의 공정경쟁 규제의 

정비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술

역량, 시장수요 창출 여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기 인 ICT 폴리텍 학을 심으로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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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Comparison of Results of ANP Model Priority Analysis

Cluster Node policy priorities 

A：Strengthening of 
Market Capability

a.1 Sharing and accumulation of information 0.076424 5

a.2 Establishment of environment for fair competition 0.014219 13

a.3 System maintenance 0.070863 6

a.4 Support for expansion to overseas markets 0.035712 9

a.5 Development of new markets 0.163249 1

a.6 Strengthening of administrative support 0.015465 12

B：Strengthening of 
Technology 
Capability

b.1 Identification of technology demand 0.123504 4

b.2 Securing internal technology capability 0.125347 3

b.3 Securing external technology capability 0.053532 8

b.4 Utilization of technology 0.161548 2

b.5 Support for conversion to creative enterprise 0.067836 7

C：Strengthening of 
Manpower 
Capability

c.1 Development of specialized construction manpower 0.033278 10

c.2 Strengthening of customized educational system 0.012244 14

c.3 Strengthening of specialization of employees 0.023891 11

c.4 Improvement of industrial manpower education condition 0.011139 16

c.5 Support for global manpower development 0.011749 15

을 병행하는 것이 합리 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상 변수인 기술, 시장, 인 역량 강화 

내의 모든 정책방안이 기술→시장→인 역량 강

화의 순서로 동시에 추진되는 것보다는 세부 인 

하 변수별로도 정책  우선순 를 고려하여 추진

하는 것이 효과 으로 조사되었다. 하 변수 간의 

정책  우선순 를 고려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이 도출되었다. 

첫째,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를 하여 가장 

우선시 되는 정책으로는 상 변수 간의 순서와는 

달리 시장역량 강화의 세부 정책인 ‘신시장 개척

(16.8%)’이 가장 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사실 

지 까지 정보통신공사업은 스마트융합의 가속화

로 새로운 시장수요가 지속 으로 나타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공사물량의 확보와 낙찰

의 성공여부가 공사업체의 경 활동에 가장 큰 

향을 주는 통 인 사업방식이 고착화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변하는 스마트융합 환경에서 다양하

게 출 하고 있는 산업 간 융합을 지원하기 해

서는 로벌 경쟁력을 지닌 새로운 융합형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 한 정책  우선순

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역량 강화

의 세부 변수인 ‘신시장 개척’이 가장 요하게 평

가된 조사결과는 융합형 공사를 심으로 기, 

소방, SW, 네트워크 장비 등과 업역 확보를 한 

분류체계 정립의 규제이슈가 증가하는 추세와도 

연 이 있다고 단된다. 

둘째, 소기업이 심이 된 공사업 산업구조의 

취약 을 극복하기 해 기존에 개발된 시공기술

을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활용(16.1%)’이 

요하게 평가되었다, 이와 더불어 실질 인 기술

역량 제고를 한 ‘자체 기술역량 확보(12.5%)’와 

‘기술수요 발굴(12.4%) 정책도 조속히 마련될 필요

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 으로 정보통

신공사업 기술역량 강화는 소기업인 공사업체가 

기존의 시공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융합형 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신기술을 자체

으로 확보  발굴해야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 외에도 새로운 기술 신  가치창출을 

해 창조기업 환 등 정부의 R&D 지원 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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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에 정보통신공사업을 조속히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역량 강화의 세부 정책변수 에서는 

술한 ‘신시장 개척’ 외에도 정보공유  축

(7.6%)이 요하게 평가되고 있다.1) 이러한 이유

는 공사 심의 산업(건설, 기, 정보통신공사업)

에서는 발주정보, 시방서  공법, 계약 련 정보, 

각종 통계, 업체  인력 황, 평가자료, 법령 정

보, 해외진출 지원정보 등이 공사수주, 기업성과에 

직 인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외에 기

업과 소기업 간의 공정경쟁, 공사업체의 개발 

신기술 보호방안, 공사입찰 시의 가산  제도 등 

제도정비와 시행의 시차(time-lag)가 존재하는 규

제개선도 정책  우선순 가 높게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인 역량의 요소들은 반 으로 기

술, 시장역량의 요소(node)에 비하여 요도가 낮

았다. 다만 ‘ 문시공인력 양성’은 상 으로 순

가 높게 나타났는데, 새로운 시장창출  신기

술 개발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서 범용형 시

공기술 인력양성보다는 융합형 문시공인력 양성

에 우선순 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문시공인력 양성은 정책교육기 인 ICT 

폴리텍 학을 활용하되 공사업체에 재직 인 재

직자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 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즉, 문시공인력 양성, 재직자 문역량 

강화는 정책우선순 가 거의 동일하게 조사되었

다. 추가 으로 정부에서는 공사업체의 로벌 시

장개척을 한 인력양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로벌 시장개척 보다는 융합산업의 

인력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5. 결  론

지 까지 본 논문에서는 변하는 스마트융합 

환경 하에서 ICT 인 라를 직  시공  구축하는 

1) 정보통신공사업의 유사 산업인 건설과 기의 경우 

각각 1999년과 2009년에 법 근거를 마련하여 정

부가 운 하는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사업

체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역량강화 방안을 심층 으로 분

석하고, ANP 모델을 통해 정량 으로 정책  우

선순 를 도출하 다. 

분석 결과, 상 변수 간의 인과구조를 고려한 정

책추진이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에 효과 인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상 변수의 정책  우선순 는 

기술→시장→인 역량 강화의 순서로 선택과 집

을 하는 것이 정책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한 상 변수 내에 포함된 하 변수에서도 정책  우

선순 와 규제시차(time-lag) 등에 따라 정책  

요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 으로 분

석하 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도로, 스마트

의료, 사물인터넷, 스마트건설, ITS 등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으로 기능하는 ICT 인 라의 효과  구축 

 시공을 한 정책방향 설정에 매우 요한 기

여도를 지닌다. 특히 스마트 융합 환경 하에서 정보

통신공사업에 특화된 종합 인 역량강화 방안을 

최 로 모색하고 정책우선 순 를 정량 으로 분

석한 이론  연구라는 에서도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정보통신산업 심이 아닌 정

보통신공사업에 특화된 정책순  연구라는 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 으나, 정보통신공

사업의 세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 효과를 반

하지는 못했다는 한계 을 지닌다. 이에 따라 정보

통신공사업의 가치사슬인 시공, 감리, 엔지니어링 

등의 특성  제반 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후

속 연구가 추가 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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