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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대응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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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IoT 등 지능정보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혁신적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급진적 변화가 전망됨에 따라 선진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마련해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범국가적 준비는 세계 25위에 불과해 대응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관련 정책과 전략을 마련함에 따라 이를 고려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대응 방안(추진과제)을 마련함으로써 산업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어 :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공사업 대응,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Abstra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super-connected-based intelligent revolution, which is triggered 
by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AI and IoT. Radical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being 
expected, major developed countries are counteracting it by preparing strategies to enhance industrial 
competitiveness for taking the lea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s national preparations, however, 
are considered to be insufficient, as it ranks only 25th in the world.
In compliance with the issue, preparing relevant policies and strategies such as establish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government diagnoses the pending issu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and arranges countermeasures so that it intends to gain competitiveness in the industry and lays a 
foundation for leading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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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차 산업혁명의 개요

1. 4차 산업혁명의 정의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WWF)에서 의

제로 제시하면서 세계적 관심이 점화되었으며, 특히 세

계 경제의 저성장 국면진입에 따른 신 성장 동력의 필

요성이 대두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개념에 대

한 다양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국가별로 중점을 두

는 산업과 핵심기술 분야에 따라 보는 시각차가 존재하

지만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Hyper-Connected), 및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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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Hyper-Intelligent)를 기반으로 기술간 진화와

융합을 통한 기술혁신(Digital Transformation)이 산업

과 생활전반에 파급되어 산업구조, 고용구조 등 사회·

경제 전반의 변화가 발생하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개념적으로는 디지털혁명으로 지칭되는

3차 산업혁명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파급력이

나 속도, 그리고 영향력 범위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변화

Figure 1. The Rise and Chan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또한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람과 사물, 서비스의 데

이터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결되며 축적되는 데이터

의 분석·활용을 통해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부가가치가

창출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및 주요 변화

동인을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정보통

신기술(ICT) 기반의 지능정보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변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인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으

로 대량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IoT, Mobile)되는데, 이렇게 생

성·수집된 데이터는 저장·분석(Cloud, Big Data, AI)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와 산업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

고 이는 산업 트렌드의 변화(스마트화, 서비스화, 플랫

폼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물·사람, 제품·서비

스 등이 지능정보기술과 접목되어 상호 연결 및 지능화

(스마트화)되고, 제품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서비스화)으

로의 전환, 다수의 제품과 서비스를 서로 통합하고 연

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플랫폼화)로의 변화가 가

속화 될 전망이다.

또한 지능정보기술과 산업간 융합으로 다양한 정보

통신설비와 서비스, 신·융합 시장의 출현이 가속화 되

면서 발주시장과 입찰제도, 관련법 등 산업구조의 전반

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구조와 삶의

변화도 예상되는데 창의성·기술력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자동화에 따른 전문성 중심의 탄력

적 고용형태가 확대 될 전망이며, 지능정보기술 활용으

로 비용 감소 및 품질향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삶의 편의성 증대가 기대 된다.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대응 여부에 따라 국가 경쟁

력 및 미래 산업이 좌우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세

계 주요국은 정부차원의 종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핵심기술 R&D, 인재양성, 산업·사회 확산 등과 함께 사

회 안전망 정비, 역기능 대응 등의 종합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그림 2.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Figure 2.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Major Countries

반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종합 준비순위는 총

139개국 중 25위(UBS, 2016)로서 기술수준 23위, SOC

수준 20위, 교육시스템 49위, 노동시장 유연성 83위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ICT 관련 투자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고 지능

정보기술 융합 수준은 선진국 대비 40.2%에 불과 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경쟁력 확보 기반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인프라 및 생태계 조성과 기술경쟁력

확보, 관련 정책 마련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반적

인 대응 준비가 미흡함에 따라 신산업·시장 창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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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체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이미 지능정보기술과 산업간 융·복합화로 새로운 시

장 및 서비스(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등)가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으며 시장 확장 및 세분화를 통해 가속화

될 전망임에 따라 포괄적 시각과 장기적 관점의 전략을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도 4차 산업혁명

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2017.11)을 발표하

였으며, 3가지 중점 분야(기술, 산업, 사회)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과제를 추진

중이다.

기술 분야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지능정보기술 경쟁

력 확보를 위해 R&D 투자 확대, 연구 최적화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산업분야는 전 산업의 지능정

보화를 촉진하고 민간 혁신 촉진을 위해 신산업 규제개

선, 테스트베드, 생태계 조성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의료·제조 분야에 집중 지원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분야에 있어서는 사회정책 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

응을 목표로 미래교육 혁신과 창의적 인재 양성, 자동

화 및 고용형태 변화 등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와 역

기능에 대비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정부는

최근 혁신성장동력 추진 계획(2018.6)을 마련해 13대 혁

신동력(지능화 인프라, 스마트 이동체, 융합서비스 분

야)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창출·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대 효과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우리나라의 총 경제적 효과는

2022년 최대 128조(2030년 460조), 준비과정에 따른 초

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2022년까지 29.6조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맥킨지, 2016)된다.

4차 산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크게 신규매출 증대,

비용절감, 소비자 후생 증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신규

매출 부분은 산업용 제조 협동로봇, 금융사기 방지 핀

테크 서비스 등 신기술 신산업의 출현으로 41.9~85.4조

규모의 매출 증대가 전망 된다.

비용 절감 효과 부분은 진단·치료의 효율화, 제조설

비 운영비용 절감, 금융사기 피해비용 감소 등에 따라

109~199조 규모로 예측되며, 자율주행차 도입, 사고율

감소, 스마트시티 확산, 교통 체증 감소, 도시문제 해결,

지능형 스마트홈, 등으로 76.4~174.6조 규모의 소비자

후생 증가가 전망 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

른 일자리는 2022년 기준 37.1 만명(2030년 130.1 만명)

이 창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AI,

SW엔지니어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약 80만명 규

모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망 된다

구 분 2022년 2023년 2030년

총 경제효과 128조원 165조원 460조원

매출증대효과 24조원 34.6조원 85조원

총 일자리 창출 37.1만명 53.9만명 130.1만명

표 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대효과

Table 1. Expected Effec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

라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초연결·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정책을 수립(2017.12)하였다. 네트워크 고도화 및

IoT 회선 확대를 통해 5년간 총 29.6조(2018~‘2022)의

생산유발과 약 7.3조의 부가가치가 유발되고, 정보통신

공사 인력 등 연간 약 1만 1,777명의 인력이 창출 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 분 2018년 2020년 2022년

생산유발효과 4.78조원 6.66조원 6.20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18조원 1.65조원 1.53조원

일자리창출효과 9,496명 13,235명 12,320명

표 2. 초연결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기대효과

Table 2. Expected Effect of Super-Connected Intelligent

Network

전산업 분야에서 네트워크 고도화 및 ICT 기술의 활

용 증가로 융합산업의 성장 본격화와 산업 효율성 증대

(네트워크 고속화(10배)→연간 1조 1,402억의 기업생산

성 증대 효과 발생 전망)가 기대된다. 또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하여 국내

시장은 연평균 19.7%(2018~2022)의 지속적 고성장이 예

상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 시장의 성장률이 두드러

지는데 이는 2022년 LPWA(Low-Power Wide-Area)

접속 회선 규모가 세계적으로 27억 회선, 국내 시장은

27백만 회선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Sierra Wir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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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paper)되는 등 사물인터넷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기에 접어들고 각 산업분야에서 본격적 도입을 시작함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 분 2019 2020 2021 2022 CAGR

사물인터넷 10.6조 13.7조 17.7조 22.9조 29.3%

빅데이터 6,445억 7,605억 8,933억 10,494억 17.4%

인공지능 2,061억 2,379억 2,758억 3,305억 15.4%

클라우드 4.41조 5.22조 6.14조 7.21조 17.8%

로봇 4.39조 5.35조 6.51조 7.93조 21.8%

표 3. 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의 시장 전망

Table 3. Market Outlook of Core Technology fo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주: 클라우드 및 로봇시장은 2017~2020년까지 수치임

Ⅱ.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공사업

1. 정보통신공사업 특성 및 역할

정보통신공사업은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반 산

업으로서, 첨단·복잡화 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정보통신공사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통신설비

(선로, 전송, 교환, 구내통신, 이동통신 등)공사, 방송설

비공사, 정보설비공사(정보제어 및 보안, 정보망, 철도,

항공 등), 기타 설비(통신전용 전기설비 등) 등으로 정

의된다. 연간 약 14.3조원(2017)의 시장규모와 9천여개

의 공사업체로 이루어진 산업이며, 공사업체는 대부분

자본금 30억 미만의 중소기업(97.6%) 형태의 특성을 지

니고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가 약 94.1%를 차지한다.

정보통신공사업체는 1980년 이후 진행된 국가정보화

사업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 ICT 경쟁력(ICT 발전지수 1위, ITU 2016)과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경제·사회 발

전을 견인하였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진입으로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와 융합서

비스 활성화를 위한 초고속·광대역의 네트워크 구축 필

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공사업체의 역할 증대가 가속화

되고 있다. 또한 지능화 기반의 산업혁신이 확산되며

IoT, CCTV, 무선통신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고품질의 설비시공을 위한 정보통신공

사업계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효

율적 대응과 충분한 역할 수행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초

연결·지능형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지연될 수 있다.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연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

이 어려워지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경

쟁력을 상실할 수 있기에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을

통한 공사업계 중심의 준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장 변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보

통신설비와 신·융합 시장의 출현이 가속화되면서 정보

통신공사업 시장의 실적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정

부의 지능정보화사업 확대 및 사회문제(재난·안전) 해

결 촉진 정책 등으로 스마트시티, 스마트 팩토리, 지능

형 CCTV 등 지능정보기술의 활용분야 시장이 증가 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구내통신 및 정보

제어·보안설비 관련 실적 비중이 48,967억/37.81%(13)⟶
62,628억/43.71%(‘17)로 5.9%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3.73% 지속적 증가 추세이다

표 4. 인프라 구축 실적 현황

Table 4. Current Status of Infrastructure Deployments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CAGR

(‘13~’17)

인프라
구축 실적

51,285 44,539 42,859 45,866 -0.38%

전체 실적
대비 비중

37.67% 32.94% 32.57% 32.01% -3.08%

반면 5G, 10Giga 인터넷 등 차세대 네트워크 도입

계획에 따라 시장 확대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인위적 통

신비 인하 및 구축비용 증가 등에 따른 통신사의 투자

여력 감소로 전통적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실적 비중

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네트워크 구축 실적 및

비중은 최근 5년간 47,323억/36.54%(’13)⟶45,866억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1, pp.139-146, February 28, 2019.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143 -

/32.01%(‘17)로 4.52%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3.08%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정보제어 분야 실적 현황

Table 4.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control performance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CAGR

(‘13~’17)

구내, 정보
제어실적

52,311 55,028 53,822 62,628 6.55%

전체 실적
대비 비중

38.42% 40.70% 40.90% 43.71% 3.73%

또한 새로운 융합설비의 출현이 가속화 되며 사업자

선정, 계약 방식 등의 발주관행 문제로 발주시장이 정

립되지 못해 최근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 및 범위가 위

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신·융합 설비에 대한 물품발주

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따른 직접생산증명 증가

가 주요 원인으로, 최근 5년간 조달청 계약 사업별 실

적 분석결과 물품사업의 비중은 187,861억/43.96%(’13)

⟶ 217,955억/56.57%(‘17)로 연평균 3.89%로 지속적 증
대되는 반면 시설 공사의 실적 비중 분석 결과 150,890

억/39.32%(’13) ⟶ 112,180억/29.12%(‘17)로 연평균 –

5.76%로 지속적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물품발주

사업중 설치(공사)를 포함하는 비중이 54.2%, 중소기업

간경쟁제품(직접생산증명)은 63.6%에 달해 전문 정보통

신공사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한 시장이 감소하고 비전

문 업체가 시공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 악

화를 유발 할 수 있어 업계 및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

하다.

2. 정보통신공사업 시장 전망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환경 변

화에 따른 정책 추진으로 다양한 시장 기대효과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

책 추진, 초연결·지능형 네트워크 구축과 기반 기술 관

련 시장의 확대로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기대 실적은

2022년 기준 최대 9.73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된다. 세

부적으로 4차 산업혁명 연관 정부정책 추진 및 환경조

성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부분의 신규매출 증대가

2022년 732억, 2030년 3,591억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맥

킨지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규매출 증대 효과를 활

용하였으며, 전체 기업 매출 대비 정보통신공사업의 매

출 비중 0.31% 반영해 추산하였다. 또한 신규매출 증대

효과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취업계수(15.39명/10억당, KISDI)를 반영해 산정하였으

며, 2022년 1,308명, 2030년 4,055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

출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구 분 2022년 2023년 2030년

매출증대효과 732억 1,060억 2,591억

고용창출효과 1,127명 1,631명 3,988명

표 5. 4차 산업혁명의 경제효과에 따른 공사업 기대효과

Table 5. Expected effects through the economic effec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정부의 초연결·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에 따른

네트워크 고도화 및 IoT 회선 확대를 통해 정보통신공

사업계의 추가실적은 2020년 7,953억, 2022년 7,404억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네트워크 고도화 및

IoT 회선 확대를 통한 총 생산 유발액(5년간 총 29.6조)

과 생산 유발액 대비 네트워크 투자 비중(11.94%)을 반

영해 산출하였다.

구 분 2018년 2020년 2022년

매출증대효과 5,708억 7,953억 7,404억

고용창출효과 9,496명 13,235명 12,320명

표 6.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한 공사업 기대효과

Table 6. Expected Effect of Network Advancement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중 IoT와 빅데이터

시장의 고성장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계는 2022년

기준 최대 8.92조원의 추가 실적이 기대된다. 사물인터

넷(IoT)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22년 22.9조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중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설비의 설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은 약 8.74조(38.17%)으

로 예상된다. 빅데이터(Big data)시장규모는 2022년 기

준 1.49조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중 정보통신공사업 시

장은 1,811억(17.25%)으로 시장 및 실적 확대가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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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물인터넷 10.6조 13.7조 17.7조 22.9조

기대시장 4.04조 5.23조 6.75조 8.74조

빅데이터 6,445억 7,605억 8,933억 10,494억

기대시장 1,112억 1,312억 1,541억 1,811억

표 7. IoT 및 Big data시장에 따른 공사업 기대효과

Table 7. Expected Effect of IoT and Big Data Market

Ⅲ.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대응방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추진에 따라 대응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시장 전반의

성장을 위한 효과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 정책 및 환경 변화, 역할 증대를 적극 수용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추진함으로써 신․융합 시장

을 선도하고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는 등 업계의 재도약

및 성과 창출의 기회로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동적 생산체계와 전통적 시장 환경에서의 한정된 시

장운영은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의 정체와 산업경쟁력 축

소로 산업이 쇠퇴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림 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재도약과 쇠퇴

Figure 3. Re-leap and Declin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정보통신 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과정 수강생을 대상

(300여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도 및 대응 현

황, 정책수요 등의 설문을 진행하고, 공사업 SWOT 분

석 등을 통해 우선 대응 과제를 ▲인식도 제고, ▲발주

환경개선, ▲경쟁력 제고 지원으로 도출 하였다.

먼저 공사업체 및 업계 전반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

한 인식 수준을 높여 전략적 행동으로 연결 될 수 있는

정보(정책, 전략, 기술 등) 확산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융합 환경 및 연관 기술·서비스 출현에도

불구하고 관련 발주시장은 전통적인 발주환경에 머물

러 있는 실정으로 사업자 선정, 사업비 산정 기준 정립

미흡 등으로 정보통신공사업체 입찰 시장 감소이 감소

함에 따라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선진․전문적 발주 환

경을 마련해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세한

공사업체의 기술개발 투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반

환경 조성과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사업체

의 지능정보기술 역량 및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그림 4.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우선 추진 과제

Figure 4. Policy direction and priorities

1. 4차 산업혁명 관련 인식도 제고

4차 산업혁명 인식도 설문 조사 결과 약 37%가 단

어정도만 들어봤으며, 업계의 전반적 대응 및 전략 마

련 미흡(81%)의 주요 원인(24%)이 4차 산업혁명에 대

한 이해부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대

한 공사업체의 참여 확대 및 적극적 대응환경 기반 마

련을 위해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활동 전개가 선행되고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시장정책 추진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인식도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육

성발전 및 관리를 담당하는 협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주

요 추진과제는 ▲주기·지역․단계별 세미나 개최, ▲온

라인 서비스 및 정기 간행물 제작·배포, ▲4차 산업혁

명 동향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가치

지향 중심의 전문적 인식도 제고와 공사업체의 구체적

전략 마련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업체·협회·전문가

구성 협의체 참여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논의 활성화,

▲업체의 수익 및 성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전략 마련

연구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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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사업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와 전략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전

문 인력 확보와 R&D 투자 확대 등 변화의 필요성과

위기의식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점의 시장영위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2. 공사업 관련 발주시장 환경 개선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증가에 따른 정보통신 융합설

비의 복잡·다양화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공공 발주기관

의 전문 인력 및 전문성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

업 전반의 정보화 관련 전담인력 보유율은 5.7% (‘15)

⟶ 6.2%(’16)으로 0.5% 상승한 반면, 주요 공공 발주기
관인 시·도의 전담인력은 평균 2.18%(미국 연방 정부

4%)에 불과하고 ‘16년 대비 오히려 0.2% 감소하였다.

또한 시․도의 정보화 전담 부서의 운영율은 30.2%

로 조사 되었으며 군 단위로 내려갈 경우 정보화 전담

부서 운영율은 2.4%까지 떨어 졌다.

공공 기관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순환보직 근무를 하

는 특성상 담당자가 모두 풍부한 경혐과 전문성을 보유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담

당자의 전문성 결여는 지능정보 융합설비의 발주사업

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산정, 시공품질 확보

등 사업 전과정에 있어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 문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 주요

발주기관의 전문 인력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단계

적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사업 발주시장과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공사업체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조

성해야 한다.

따라서 협회는 발주시장 환경 개선 및 기반 조성을

위해 ▲주요 발주기관의 통신 전문 인력 배치 실태조사

시행 및 단계적 개선 방안 마련, ▲발주 담당 인력의

전문 교육과정(이론 및 실무)과 Content 개발 및 보급,

▲정보통신공사 시니어 전문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발주업무의 선제적 지원, ▲정보통신공종 종합 검색 서

비스 제공(신·융합공종의 종합 정보, 사업자 및 원가산

정 가이드 제공)해 관행적 발주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3.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 지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도 제고와 발주시장 환경

개선을 통해 대응 기반을 마련하더라도 공사업계의 지

속 성장을 위해서는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기술역량 강

화로 시장 확대와 신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하다. R&D는

혁신의 수단으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이며,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생산

성 14~15% 향상, 비용 4~6 절감 기대)하고 시장을 선도

할 수 있으나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의 R&D 투자는 저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공사업을 포함하는 건

설산업 통계를 보면 건설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 비중은 0.41%(’16)로서 산업전반의 연구개발비 비중

평균 3.05%의 약 13% 수준에 불과했으며, R&D 투자총

액과 연구원 수도 최근 감소추세로 R&D가 확대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은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가격경쟁이 주

도하고 있으며, 공사업체 대다수가 영세기업으로 인력,

자본 운영 등의 어려움이 많다. R&D 투자는 수익 불확

실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성패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체 자금에 의존한 R&D 투

자는 한계가 있고 실패시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초래

하기 때문에 영세한 공사업체의 투자는 매우 소극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R&D 참여 확대를 위해 안정적 자금 조달 방안(보조금,

조세지원 등)을 마련하고, 기술 개발 협력 인프라(공동

연구, 기술이전 등)를 조성해공사업체의기술개발한계

극복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협회는 공사업체의 R&D 투자 강화 유인을

위해 ▲공사업체의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하

고,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세액공제, 일몰제 완

화 등)과 중소기업 보조금 강화 방안을 강구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또한 ▲산학연

을 연계한 기술개발 협력 체계 구축 등 개방형 기술 지

원, ▲정부(IITP) R&D사업 등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제

도(156종) 홍보 및 참여 독려, ▲기존 공사업 현장 중심

인력의 R&D 및 SW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Content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공사업체는 정부와 협회의

R&D 및 SW 역량강화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

연관성이 높은 지능화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경쟁

력을 확보해 부가가치창출 및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성장 지원 사업분야인 스마트시티(‘22년

통합 플랫폼 80개 확산), 교통(’22년 스마트도로 35%

구축), 안전(‘22년 IoT 유지관리 시스템 및 지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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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산), 그리드(’22년 지능형 전력계량기 2,200만

호 보급) 등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정부차원의 정보통신공사업계 준비·지원 사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초연결·지능형 네트

워크를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을 산업 전반에 본격적

으로 확산하여 국가 전반을 혁신(산업혁신)하고, 경제

성장과 삶의 질 제고(사회혁신)를 동시에 달성하고 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산업혁신을 위해 지능정보기술 기

반의 산업 생산성 제고로 지속성장 기틀을 확립하고,

서비스업 혁신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

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회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지능

형 융합 기반 맞춤형서비스, 예측․예방기술, 로봇 등을

활용하여 교통체증·환경오염 등 고질적 사회문제를 해

결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연결하고자 한다. 이런 산업 및

사회 혁신을 위해서는 초연결·지능형 네트워크의 구축

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 기

반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업체의 전문성 확대

와 안정된 시장 보호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

요하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정보통

신설비에 대한 고도의 전문 기술력과 9천여 공사업체와

5만 여명의 기술자를 보유하였으며, 지능정보기술에 대

한 이해도 및 활용 역량이 높은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사업과 정책, 환경

기반 개선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체는 기술역량 강화

로 보다 높은 전문성과 경쟁력을 조속히 제고 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지능정보기술과 융합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효율성을 증대 할

수 있고, 신서비스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글로

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먼저 인식도 제고에 있어

정부·업체·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함으

로써 정보통신공사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지

원 방안 논의를 활성화해야 할 것 이다.

또한 발주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고도

화 및 지능정보설비의 확산 환경 조성 가속화와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담당 전문 인력확충을 위한 정책 및

재원마련과 기존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

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R&D 투자 여력 및 참여 경험

이 부족한 종소공사업체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특화된 공사업 전문 R&D 사업 및 보조금 마련, 조세지

원(가속상각, 일몰제, 세액공제 등)강화 등 직접적 투자

지원 정책과 인력 양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림 5. 주관기관별 주요 정책 과제

Figure 5. Major Policy Tasks by Subjectiv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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