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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

문 국문
(

)

연구필요성 및 개념정의
배경 지역 산업의 진화와 기능의 수용범위가 확대 되면서 산업성장정책

o

(

)

SW

SW

*

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개발 요구가 꾸준히 증가

**

SW

* SW자체 → 융합SW(SW중심) → SW어네이블러(수요산업의 요소) → 삶속의 SW
** 기존 지역SW정책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집중, 지속가능한 SW시장창출에 한계

연구목적 ①시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문제점 도출 ②문제에 대한

융
합형 솔루션 기술개발 ③지역에서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확보하여
④지역에 융합신산업을 확산하고 산업 위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수행
사회문제 해결능력이 도시경쟁력을 결정하는 오늘날 지역은 사회문제에 · 융
합기술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성장을 견인할 필요가 있음

o (

)

,

,

ICT SW

SW

,

SW

-

,

ICT SW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SW융합기술”의 정의
o 지역사회문제해결형 W융합기술: 국가 혹은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현재와 미래에 등장하는
문제를 첨단기술 혹은 적정기술과 결합하여 해결 가능케하는 ICT·SW 융합형 기술
- 사회기술: 보건복지･의료･교육･위생･환경･안전･개도국지원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친화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재조합형 기술 (송위진, 2011)
- 사회문제해결형 기술: 개인 또는 공동체의 만족(삶의 질)을 저해하여 개선이나 해결
이 요구되는 현안 및 미래 이슈를 해결하는 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2013)

< 기존 R&D vs. 사회문제해결형 SW융합개발과정 비교 >
구분

R&D 혹은 R&BD

사회문제 해결형 ICT·SW융합개발과정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문제 해
목적 및 ․국가전략 및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국민이
결
방법
→ · 융합형 사회기
주요 성과물 경쟁력 확보 논문․특허 등 연구산출물 술 기반의과학기술에서
통합솔루션 발굴
중심의 연구개발
․수요자 참여형 연구개발
특 징 ․․공급자
과학기술 고도화 추구
․ · 기술 사회문제 법․제도 융합
․연구개발부서와 정책부서 협업 지역중심
주 체 ․연구개발부서 중심
․문제해결과정 거브넌스 플랫폼구축
․

(

(

ICT SW

)

)

ICT SW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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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

시장 및 사례분석
융합시장분석

시사점 및 정책방향

산업과 기술의 지속적인 발달로 산업성장이 포
화상태
에 도달 → 오픈소스 클라우드플랫폼 인공지능화로 승자
독식 시장특성 반영되고 고용↑ 중간기업수↓ 지역 시장은 양극화를 직
면하게 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S W

) ICT

SW

(Saturation)

,

(

,

,

),

SW

* 미해결된 사회문제들이 SW융합기술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전문시
장을 개척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 SW산업생태계의 성장 모멘텀 확보가 가능
o

(

사례 및 유사사업분석 사회문제해결형 융합기술의 개발을 위해 이
)

SW

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상향식
수요발굴 및 빠른 테스팅 과정이
요구됨 →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밀도 있는 공감대형성과 문제정의
첨단 및 적정기술을 활용한 융합솔루션 발굴 등의 프로세스가 중요
(Bottom-up)
,

,

.

* 분석대상: (국내) 사회문제해결형 R&D 시범사업(‘13년～,산업부), 사회문제 해결형 시민
연구사업 (‘13년～,미래부), 도시문제해결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12년～,서울시), (해외)
스마트런던, 싱가폴 비라인(Beeline), 유럽의 리빙랩(Living Lab) 등
[참고] 리빙랩(Living Lab) 작동 매커니즘 및 예시

■ 리빙랩 작동 매커니즘 (보스니아 리빙랩 프레임워크)
• 아이디어 발현(개념화) → 의제설정(구체화) → 실제 활동 및 목표달성(실행) → 피드백

① 디자인사고를 통한 사용자 참여형 문제접근
구체적인 사업도출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
켜, 문제에 대한 공감대형성과 실제 문제정의, 첨
단 및 적정기술을 이용한 융합솔루션 발굴하는
접근법 (아이디어 발산과 수렴의 창의적 기법)
- 미국 IDEO에서 창의성을 만들어가는 디자이너의
사고방식을 구체화한 방법론으로 공감-문제정의아이디어창출-프로토타입-테스팅 과정으로 제시
② 미래상황분석통한 혁신적 기술확보 모순지향 접근
기술의 진화과정에서 미래에 등장할 기술을 중심
으로 현재의 상황과 충돌 모순 하는 상황들을 점
검하고 이러한 모순상황을 만족시키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방법
모순지향혁신방법 는 독일중심의 차산업혁
명의 기반철학이며 혁신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주목
③ 실사용자 중심의 테스팅 리빙랩
사용자들이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혁신 활동
의 주체로 기능하는 ‘사용자 참여형 실제 혁신공
간’으로, 개발된 기술의 빠른 피드백이 일어나며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공간
- 유럽 ENoLL, 스웨덴 Botnia Living Lab, 벨기에
iMinds iLab.o, 핀란드 NorthRULL 등 북부유럽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실험되고 있는
방법론
-

:

-

(

)

,

-

(WOIS)

4

,

:

-

리빙랩(Living Lab) 구축·운영 사례

■ 유럽 ENoLL(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 : 유럽 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Living Lab들
의 Network로 2006년 19개의 Living Lab 연합에서 출발하여 현재 340개가 넘는 Living Lab 연합으로 확장
• (분야) 에너지, 건축, 물류, 보건, 교육 등 생활 밀접기술,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서비스 개발
■ 스웨덴 Botnia Living Lab : ICT 기반의 아이디어/컨셉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는 Test-bed
로, 사용자가 직접 주도하는 혁신 공간
• (분야) 모바일 마케팅, e-learning, 스포츠, 문화, 에너지 절약, Smart City Application, e-democracy, 보안 등
■ 벨기에 iMinds iLab.o : ICT 분야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스마트폰 App 개발과 관련된 아이디
어/컨셉 도출 후 제품 구현 및 시장 진입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혁신적인 Platform 기능을 하고 있음
• (성과) Media, Energy, Health, ICT, Manufacturing, Smart Cities 분야 250개가 넘는 프로젝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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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수요조사 및 심화
수요조사 지역별 사회문제를 차에 걸쳐 기본수요조사
)

2

<지역별 문제해결 희망분야의 지원방향과 중복성 검토>
지역
(‘15.9., ’16.2.),

차별화와 확장가능성을 강조하는 설명회 개최 및 수요과제 재접수
물 교통 관광 재해 복지 개분야에서 사회문제해결형 융합기술수요과제 접수
(‘16.8.)

-

,

,

,

5

물

지역

교통

춘천 취수원
흙탕물 관리
▸인천 상수원 관리
플랫폼
▸

(

)

(

/

)

광주 혼잡완화
대구 열섬문제
정의도로
▸전주 생태도시
위한 교통
▸
▸

관광

(

)

(

,

SW

)

(

)

재해

강릉 경험교육
플랫폼화
▸제주 원 舊 도심
활성화
▸

(

)

(

(

)

)

(강릉, 울산, 광주 예시)

경남 해산물오염관리
경북 산림병해충 ▸부산 초고령
울산·전남 화학안전 웰니스
충남 농촌클리닉
충북 가축전염병

▸
▸
▸
▸
▸

(

)

(

)

(

(

)

)

(

)

(

)

(

이해관계자 (2016. 8.)

전문가미팅 (2016. 8.)

(전주 예시)

(충북 예시)

수요평가 및 심화그룹선발 검토위원회를 통해 지역 사회문제 이해도
)

중복성 사업․지역․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심화연구그룹 선발
,

* 심화연구그룹 : 강릉, 경남, 대구, 울산․전남, 충북의 5개 지역
-

복지

이해관계자와 기술전문가의 회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기술아이디어 도출
지자체업무협의 과정(16.7.~11.)

o

SW

* 공통요소: 빅데이터활용 + (클라우드), 통합관제시스템, 리빙랩 및 SOS랩운영

구분

-

,

*

디자인씽킹훈련 (16. 10.~12.)

이해관계자와 프로토타이핑 (16. 11.)

RFP

지자체 대상 심층인터뷰 (16. 10.)

지원방향 / R&D 비중

충북

중복성 검토

녹색도시체험센터 층 ㎡ 인프라활용하여 교육청 •문화부 등 유사과제 존재하는
과 공동 운영 운영비용 지자체지원 R&D 비중: 55%) 체험콘텐츠개발 차별성확보
결과리포트 건
•충북 인터넷 데이터 센터
제공 가축질병 융합 •• 기반스마트축사
통합플랫
관리 센터 설치 R&D 비중: 70%)
폼과 차별화된 기술개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인프라 및 관련정보 제공
결과리포트 건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과 연계 서비스 제공 •• 성격보다
솔루션성격
R&D 비중: 60%)
•시민의 객관적 민원을 수집 및 커뮤니티를 통한 문제해 •
결과리포트 건
결 R&D 비중: 80%)
•재난중심
와 차별성강조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를 통한 실증 및 확산서비스 지속 •
결과리포트 건
제공 정의 도로망 서비스 R&D 비중: 85%) •연구개발 및 지역문제중심
•수산물 관련 연구기관 지원기관 수협 과 협력 지역주 •
결과리포트 건
민·어민이 참여한 해양환경 감시체계 운영 R&D 비중: •기존 연구개발과제와 차별성
65%)
빅데이터활용을 통한 모델링
•인천시와 관내 상수도사업본부 및 스마트워터그리드학 •
결과리포트 건
회의 협의(R&D 비중: 50%)
•지역민 참여형 솔루션성격
•현재 추진중인 국토부의 원도시활성화 사업분야에
•
결과리포트 건
기술개발·적용 R&D 비중: 55%)
•기존 관광특화사업과 중복검토
•강원도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R&D비 •
결과리포트 건
중: 50%)
•수자원공사등 직접수행분야
•지역 시민단체 및 지자체 정책 도시 계획 과 연계한 공 •
결과리포트 건
공서비스로 추진 R&D 비중: 50%)
•기존
실증과 중복
•부산시 보건소 및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기술과 서 •
결과리포트 건
•부처중첩 및 솔루션중심
비스 테스트 (R&D 비중: 50%)
•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지자체 소나무재선충방제팀과 •
결과리포트 건
•기존 산림청사업 중복확인
연계한 정보제공 및 운영지원 (R&D 비중: 60%)
•충남농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하여 영세소작농 •국가농작물병해충 관리 시스
문제 해결 R&D 비중: 65%)
템 농진청 사업과 상충가능성

SOS-W(winter-Sportainment)

(3

, 4,032

)

(

) (

NTIS

가축질병 Zero City

(IDC)

,

광주
울산ㆍ
전남
대구

석유화학산업 Safety City

경남

양식장 환경 모니터링

인천
제주
춘천
전주
부산
경북
충남

물 문제 해결

(

CCTV

시민체감형 도시·생활공간

,

NTIS
R&D

(

NTIS

SOS-S(Safety)

열섬예방/교통문제 해결
SOS-E(Eco-city)

R&D

, SW

(SDR)

: 0

(

)

,

NTIS

: 0

(

SOS-A(Aqua Farm)

(

SOS-W(Water)

원도심 활성화

R&D

SOS-D(Developiing Zone)

청정수자원 관리

(

지속성장 생태도시

(

SOS-G(Green City)

: 0

NTIS

: 0

NTIS

: 0

)

NTIS

(

시니어 웰니스
SOS-W(Wellness)

산림병충해 원격진단
클린 농촌

: 0

U-city, IoT

,

SOS-P(forest pests)

NTIS

: 0

NTIS

: 0

,

SOS-C(Clean Agriculture)

(

(

<심화그룹(지역)의 사회문제와 해결방안>

지역

)

NTIS

(

SOS-C(Clean Water)

지역사회문제

)

해결방안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술 교 •
신기술 기반의 직업체험 및 기술교육 플랫폼 및 서
강릉 지역의
육 등이 타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음 비스 개발
•일본의 원전사고 어획량 감소 등 대·내 • 예측
와 네트워크 기반 해양수산 실시간모니터링기술
외적
환경
변화로
국내
수산업의
침체
• 예방
및 를 활용한 해파리 탐지 및 수거 제어기술개발
경남 •수산물의 위생 안전강화 필요로 하는 등 • 관리 수산물
안심 먹거리를 위한 및 기반기술개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
• 산업화 해양수산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개발
를 통한 도시 교통문제 해결 선도모델 수립 및 확산 사고다
만명당 사고발생률 전국 최고 •발 개선
대구 •인구
수준 교통혼잡에 따른 열섬현상 심화 제공 열섬현상 방지 → 중심 첨단교통 서비스 최적대안
•화학기반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
시민참여 관리형 대기질 측정 디바이스개발
회문제로 화학사고 공해 악취 질병 • 디바이스
플랫폼 데이터 수집 정제 저장 분석 관리기술개발
울산ㆍ 등 지역민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대기 •• 서비스
시민참여형 대기환경지도 시민보건환경 자가진단 환
전남 질 악취공해 민원 등을 요구 년 국내 경질병 공유
공공기물 관리 화학사고 대응 시민교육 콘텐츠 개
화학사고 발생 건중 울산 건 여수 발 등
건발생
•가축질병으로 재난 수준의 대규모 살처 •농가 지역주민참여형 가축질병해결 백신미접종 분뇨 악취 등
충북 분 및 재정 손실과 환경오염 가축복지 • 기반 가축질병 사전감지 체계개발 – 지역농가 도축장 적용
문제 년 충북 가축의 살처분 •가축질병 위험요인 분석 확산과정 모델링을 통해 질병 확산억제
•

SW

3D, VR

,

(

)IoT

(

)AR

(

)

(

Mesh

UHD

IoT

NFC

)

(

,

SW

)

,

,

,

(

,

61

)

(SW
(

(‘14

242

39

SW

SW

(

/

)

/

/

)

,

,

/

/

,

,

,

)

/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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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

,

),

(대구 자연재난과 미팅 예시)

: 0

(

,

(강릉 사례참조)

: 0

,

SOS-L(Living-space)

10

(퍼실리테이터양성)

: 0

ICT

IoT

SOS-A(Agro-livestock)

,

심화그룹지역을 포함하여 디자인사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실제 지역문제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와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구체화 지역별 기술전문가 선발 및 구체화
,

강릉

제안분야

동계스포츠+관광융합-City •

41%

(

Io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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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o

지역SOS 종합추진방안
비전체계
비전 및 목표

융합기반의 지역사회문제해결 및 지역과 국가의 ·
생태계 범위를 확장하여 전체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는 비전체계 수립

(

추진체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사회문제 해결하는 융합기술 확산사업

□

) SW

▶ 비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SW융합모델 발굴 및 리빙랩 (광역별 1개이상)
• 사회문제해결형 SW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전문기관 지정 (광역별 1개)
• 사회문제해결 전문 퍼실리테이터 양성 (100명)
• 중소기업 글로벌 서비스 발굴 (20개), 신규고용창출 (500명)

o

)

-

-

SW

“

-

(SOS)

‘SOS

(

o

(

)

S OS

)

SW

‘S OS

’*

* 물리적 기반의 조직이 아니라, 상징적 사업운영 조직형태(지자체에서 운영)
-

추진전략 사회문제 해결하는 융합기술에 대하여 공감 문제정의 해결책
도출 개발 적용 하는 전주기 전략 및 문제해결을 위한 운영역량 확보전략 제시

(

SW

’

-

•

)

,

• 지역사회문제해결과 신시장을 창출하는 SW중심사회 확산의 교두보 확보

▶ 목표

에
대한 사업기획 및 평가관리 기능을 총괄하며 미래부의 위임을 받아 지역
랩 을 지정·평가하는 기능 수행
연차별 로드맵을 확인하고 차년도 과제기획 및 선발지역에 대한 제안
요청서 작성 수요조사 → 과제기획 → 공고 → 선발 → 관제관리
지역 랩운영 전국 광역별로 지역 융합 전담지원기관 산하에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지역 거브넌스인 랩 을 운영

o (

ICT SW

지역 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해결 및 수요연계를 를 통하여 해소하는 전문기관인
을 운영하여 전문 지원체계 마련
SW

SOS-Lab(S oftware Oriented S ociety Lab)

<지역SOS랩 거브넌스 구조와 역할>

-

”

▶ (이해관계자 공감대 확보) 디자인씽킹 등을 통한 지역별 다양한 이해관계자
가 참여하여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전주기과정 관리
* ICT․SW융합을 희망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애로사항 및 현황에 대한 공감형성과
문제정의, SW R&D 중심의 맞춤형 처방과 현장적용을 추진

▶ (SW중심확산형 연구개발 수행) 지역특성을 담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SW를
개발하고, 지역 공간에서 리빙랩 테스팅하여 신시장 창출
* 지역사회문제 해결하는 기술, 제품∙서비스를 리빙랩화 시장확산 지원

▶ (단계별 최적 로드맵 제시) 사회문제해결에 필요한 SW개발환경을 제공하고,
문제해결형 SW융합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편을 단계적으로 지원
* 생애주기와 현실 도시문제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SW산업시장 전환에 대응하는 로드맵제시

▶ (사회문제 해결 거브넌스 확보)SW기술을 이용한 지역문제 및 이슈 해결방안
도출, 시스템 개발, 대국민 서비스 확산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SOS-LAB)운영
* 지역사회문제를 “공감-정의-해결책-개발-적용”하는 과정의 운영역량을 가진 전문기관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확보

지역

-

SOS

랩 거브넌스 구조 경남사례
(

지역 랩의 역할

)

SOS

지역
은 시민이 제안하는 지역 현안과 이슈발굴 이해관계자 디자인씽킹
연구개발 통한 해결안 도출 및 기술개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확산․지원
SOS-Lab

,

SW

,

<지역SOS R&D 기획 및 개발 추진 프로세스>

SW S-Lab
수요분석

시민참여를 통
한 도시문제 확
보

빅데이터
분석

▶

콘텐츠 분석을
통한 문제도출

SOS
컨퍼런스

▶

도출문제의 해결
방법론도출
아이디어
(

문제해결
컨설팅

▶

+SW)

지역사회
전문가 해결방
안 컨설팅

평가 및 관리체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SW

단계별 로드맵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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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브넌스운영

ICT

▶

적정기술도출
및 연구개
발
SW

▶

지역 및 글로벌
도시로 확
산
SW

(NIPA)

*

(

디자인씽킹운영

,

테스트베드
(지역적용)

SW R&D

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융합기술을 고려한 평가안 을 마련하고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미래부고시 제
호 」에 따라 연차별 평가 관리 수행

o (

리빙랩 테스팅

,

,

2014-110

)

* 지역문제 및 추진계획 적합성, 리빙랩활성화, 개발후속관리를 중심으로 평가안 마련
- 12 -

□

추진로드맵
운영방식 선택 ①이해관계자 공감과 문제정의가 반영되고 전문가 검

o (

)

토를 거쳐 사전연구를 통해 구체화된 심화지역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법 운영모델 과 ②사회문제의 시간적 변화를 고려하여 사
업개시년도마다 과제를 공모하여 추진하는 방법 운영모델 에서 선택
운영모델 수요조사·검토과정에서 지역과의 적합성 추진계획의 적합
성 등이 고려되어 선발된 지역의 심화계획을 중심으로 단계별 추진
(

1)

,

(

- (

1)

* 충분한 과제준비기간을 제공하여 개발품질 향상, 프로토타이핑과 리빙랩테
스팅을 통해 후속 확산에 유리
<지역사회문제해결 SW융합기술개발 추진로드맵 (‘17년～’21년)>
개발 정책기

리빙랩 확산기

구분
1차년도 (2017)

2차년도 (2018)

3차년도 (2019)

단계별
추진
그룹(지역)

예산

4차년도 (2020)

5차년도 (2021)

평가 및 후속확산

< 우선 순위 그룹 : 5개 지역 >

< 사업변경지역 및 추가 요청지역 선정 공모 >

200억원

200억원

200억원

200억원

운영모델 시간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한 수요를 시의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요의 질적인 측면과 개발과정에서 기존
연구개발과제와 유사하게 운영되어 본사업만의 차별성 확보의 어려움

- (

2)

,

,

* 디자인씽킹 등을 통해 문제정의와 공감대 형성과정에 생략

운영모델 운영모델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평가된 심화그룹의 과
제를 지정과제로 공모(1차년도)하고 선발되지 않은 지역과 추가 수요지역
은 매해 세부 작업을 한해전에 만들고 지정 공모방식으로 추진

- (

1+

2)

,

R FP

* 운영모델1, 2의 단점으로 보완되는 장점이 있으며 사업개시 전년도에 과제기획
관련 예산 편성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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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S W

SW

산업발전 기여 영역 확장으로 새
) SW

로운 서비스시장 확대 산업 삶 사회문제해결 되고 지역 생태기반 조성
개방혁신형 거브넌스 확보 사회문제 해결 전담기구
를 운영하
여 산업에 대한 인식변화 및 지역혁신 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문제
에 대한 지역 해결 능력 강화
시민·공급자·사용자·공무원 참여를 통한 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과 인식 변
화를 통해 지역의 개방혁신 촉진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제공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을 통한 커뮤니티경제 촉진
하고 데이터 중심의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견인하는 교두보 확보
(

o (

,

,

SW

)

,

)

SW

(SOS-Lab)

SW

(

)

-

SW

o (

)

,

<심화그룹 지역별 기대효과>

지역

평가 및 후속확산

< 차순위 그룹 : 3 ~ 4개 지역 >

53억원

목표 및 기대효과
중심사회 촉진을 통한 지역

□

2)

,

인식 전환기

기대효과

4.

목표

기대효과

교육 교구 및 경험플랫폼 개발 24건 ·관련 일자리 창출 500명/5년
개발기술의 상용화 15건
·대한민국 최초 소프트웨어 경험 도시
소프트웨어 경험 10만명
수산물가공생산 자동화관 ·직접(간접) 고용: 61명(1,120명)
경남 ·IoT리융합기반
해양수산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개발 ·청정해양환경 감시 및 환경예측시스템을 통한
양식장 환경
·해양수산 실시간 환경 감시 및 유해 요 해양수산물 세계브랜드화
모니터링
소 예측 모델 개발 포함 14개 기술개발 ·SW기술을 활용한 어촌 6차산업모델 개발확산
·교통흐름 실시간 제어 및 사고예측을 통한 도
·SDR모델링정확도 90%
심 교통사고 발생률 30% 감소
대구 ·경제운전(온실가스저감)향상도 15%이상 ·교통흐름
실시간 제어 및 최적경로 제공을 통
열섬예방/교 ·SDR시뮬레이션 에이전트수 100만개
한
열섬현상
15% 감소
통문제 해결 ·위험상황예측정확도 90%
·실시간 비식별 교통데이터 공개 1건, 오픈랩
·교통네트워크국제표준제안서 승인 1건
기반 서비스 개발 인프라 확보 1건
·
복합
대기질
검출능
(%)
:
10%
·(
울산
/여수 교차적용) 울산과 여수 각각의 서
울산ㆍ전남
·
데이터
수집
안정성
:
IEC61508
SIL
단계
비스를
리빙랩 테스트 이후 지역간 교차 적용
석유화학산
·(타지역 확산) 공해문제가 발생하는 2차 산업
업 Safety ·측정 Range(KVolt) -50 ~ +50
City
·검출 거리(m) : 500m
기반 도시로 확산
시스템간 정보처리 평균시간 < 5초
충북 ·FaaS
·소리분석 기침 소리 인식율 > 80%
·일자리 5년간 60명
가축질병
·사료빈 사료 잔량 측정 오차율 < 5%
·경제적 파급효과 약 4,690억원
Zero City
·간이 구제역 진단키트 판별률 < 95%
강릉

·SW

SW교육체 ·
험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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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및 선결요인

S

전문 퍼실리테이터 문제해결과정을 이해하고 공감대형성에서부터 융

o (

)

SW

합기술솔루션적용 후속 리빙랩테스팅 관리 운영할 전문가 양성
융합산업에 대한 인식전환 산업의 역할변화와 시장격변기를 겪고 있는
산업에 대하여 문제해결중심의 융합기술 인식을 국가·지역내 확산
예산과 거브넌스 초기 마중물 역할을 하는 예산을 통해 파급력 있는 사업수
행하고 지역에서 운영 노하우를 체화를 통해 지속적인 사회문제해결 능력 확보
,

o (S W

)

SW

‘

o (

SW

M

A R

Y

1. Title
the Study of the SW·ICT Converged Solutions for Regional Social Problems (SOS-Labs)

’

)

,

□

U M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 As ICT · SW industry evolves, increasing of request for SW convergence

지역SW지원 사업과 연계 및 차별화
연계 지역 산업진흥사업의 네트워킹과 마케팅사업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 As the regional SW industry evolved and the Scope of SW functions expanded *,

SW

* SW itself → fusion SW) → SW enabler (element of demand industry) → SW in life

o (

)

SW

‘

융합 기술개발 을 적용·확산하는 것과 연계가 가능하며 산업간 융합 및 지
역 전략산업과 융합이 목적인 융합클러스터나 융합기술고도화 사업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사회문제 해결 융합 기술개발 에 적정기술로 확장 적용
차별화 지역 주도형 사회문제 전문기능 랩 을 경영하여 지속적인 사회문
제에 대응 기존 진흥전담기관 내 하나의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
에 필요한 재원은 지역담당
’

,

SW

‘

o (

SW

SW

)

’

(SOS

(

)

SW

,

)

<지역 SW지원 사업 비교표>

구분

지역SW산업진흥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비R&D)
19개 지자체
지역소재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는 중
소규모 기업
중소SW기업 성장에 필
주요 요한 마케팅, 컨설팅,
기능 품질관리, 인증, 상용화
등 지원
지역SW 전문기관(진흥
)을 통한
특징 기관
비R&D 유형의 수요기
반 서비스 지원

회계
지원
대상
최종
수혜자

신산업 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지역발전특별회계
(R&D)

지역소재 SW중소기업
지역소재 소프트웨어
공급기업
지역기업 수요에 기반
한
SW융합 R&D과제 지원
지역수요 기반의
R&D 과제발굴 및 지원
- 15 -

SW융합클러스터

정진기금
(R&D)
7개 지정 SW융합클러
스터 전문기관
(지역SW진흥기관)
타산업에서 SW융합이
필요한 기업
지역 내 기반산업과 연
계한R&D 中心의 SW융
합 생태계 조성
타산업 분야의 SW를
접목시키기 위한 인력,
R&D, 네트워크 등 특
화된 생태계 구축
Domain 산업+ SW융합
전문가․기업 필요

technology to solve social problems

the need for SW development to solve community problems was steadily increased

** Existing local SW policy focuses on economic performance of SMEs, limits on
creation of sustainable SW market
○ (Research purpose) ① to elucidate the problems of the local community that the
citizens feel ② to develop ICT and SW convergence solution technology for the
problem ③ to secure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from the local area to the
SW-oriented ④ to draw out a plan for spreading new SW convergence market in

사회문제 해결 SW융합
기술개발

지역발전특별회계

the region-industrial status

“SW-oriented Technology for Solving Regional Social Problem”

(R&D)

개지역 (‘17년)
연차별 확장
지역 시민 및 SW융합
기업
5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SW융합기술 제공
이해관계자로 수요를
확보하고, 미래/적정기
술을 활용하여 기술개
발, 리빙랩테스팅을 통
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

ICT / SW convergence technology that can solving current and future social
problems in national or local communities with advanced technologies or appropriate
technologies (SOS-technology).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 Based upon the result of the survey and analysis, it offers the main
SOS-technologies by software to be focused and tasks for each regional area,
which make up the strategy and roadmap for realizing into each region.

- 16 -

4. Research Results

Insight and Direction of Policy

○ (SW Convergence Market Analysis) Continuous development of ICT industry and SW
technology, industry growth reaches to saturation → Open Source, Cloud Platform,

① User-Participatory Problem Approach: Design Thinking
- Participate stakeholders in the process of specific business development, form a

AI(Artificial Intelligence)
→ The regional SW market is facing polarization and needs to create new market

consensus on the problem, define the actual problem, and find a convergence
solution using cutting-edge and appropriate technology (Creative Techniques of

opportunities to overcome it

Idea Divergence and Convergence)
○ (Case and Similar Business Analysis) Bottom-up demand and rapid testing process are
required for stakeholder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of social problem solving SW

② Securing Innovative Technology through Future Situation Analysis: Widespruch
Oriented Innovation System Approach (WOIS)

convergence technology
→ Participation of users and stakeholder, Formation of dense consensus, Problem
definition, Process of finding convergence solution using cutting-edge and

- A method of examining elements that contradict the current situation with technologies
that will emerge in the course of technology evolution, and supporting innovative
technology development that meets these contradictions

appropriate technology

③ User-oriented testing: Living Lab
Operation Mechanism of Living Lab

- User-Participated Real Innovation Space, which is not the subject of research
but serves as the subject of research innovation activity : Rapid feedback of
the developed technology and creation of new business space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 Vision and goal for developing strategy for total governance of regional SOS
- (Vision) Securing the bridgehead of SW-oriented society to Solve regional problems
and create new markets
- (Goal)
○ (Demand Survey) We conducted a basic demand survey ('15 .9. ', '16 .2.) and
Secondary Survery after presentation emphasizing differentiation and expansion
possibility ('16 .8.)

• Development of regional SW convergence model and operation of living lab (for
each province)
• Designated as a specialized agency that continuously spreads social problem solving

- SW convergence technologies of social problem solving in five fields: Water,
transportation, tourism, disaster, and welfare.
* Common Elements: Big Data Analysis, Cloud Utilization, Integrated Control System,
Living Lab and SOS Lab Operation.

software (for each province)
• Cultivate professional problem solving facilitator (100)
• Promoting global services for SMEs (20), creating new employment (500)
○ Four strategies for achieving safety by software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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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ng consensus of stakeholders) Various stakeholders Participation by region
through design thinking.

resolution capabilities for ongoing regional issues)
○ (Regional Problem Solution Platform) Promote community economy through social

* Establishment of empathy and problem definition in various industries, and
promoting customized prescription and field oriented application of SW R&D

problem solving platform and secure bridgehead to lead data-oriented sustainable
smart city

- (Diffusion of SW oriented Society) Development of SW that solves social problems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reation of new market by living lab testing in

7. Keywords

local area
○ Social Problem Solving Software, SW Oriented Society, Design Thinking, Widespruch
* Supporting Technology, products and services to solve regional problems

Oriented Innovation System(WOIS), Living-Lab, SOS-Lab, Open Innovation

- (Optimzed Roadmap) Provide SW development environment necessary for solving
social problems and step-by-step support for industry reorganization by
problem-solving SW convergence technology
* Presenting a roadmap to address the changing SW industry market, focused on
the life cycle and the real city problem
- (Securing Governance) SOS-LAB to develop solutions for local problems, develop
systems, and spread the service to the people
○ Governance System
- (NIPA) It supervises the business planning and evaluation functions for the SOS
(Software Convergence Technology Expansion Project) to solve social problems, and
designates and evaluates the local 'SOS Lab' with the delegation of MSIP(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Local SOS-Lab) Designated SOS Lab, a dedicated support organization for regional
SW convergence in each Province to Support SW development of social problem
solution.

6. Expectations
○ (Contribution of local SW industry development through promotion of SW-oriented
society) Expanding new service market by expanding SW domain (sindustry, life,
social problem) and establishing regional SW ecological foundation
○ (Open Innovative SW governance) Operate a task force for solving social problems
and lead the regional innovation change and regional innovation (Strengthen local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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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표
1. 연구필요성

산업이 진화됨에 따라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SW융합기술 요청
ㅇ 자체 가치사슬망이 있는 ICTㆍSW산업은 점차 기존 산업의 지식·경험과 결합되어, 새로
운 제품ㆍ프로세스ㆍ서비스를 창출하는 융합산업(신산업창출 위한 SW융합기술도화,
2012)으로 진화되었으며, 다시 인간의 라이프타임의 필수요소로 거듭 진화되고 있음

□ ICT·SW

[그림 1－1] SW융합과 SW산업의 진화
<SW융합범위>

산업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지역에서도 산업내발적 성장정책의 한계에서 벗어
나 도시융합서비스산업과 지역 사회문제해결이라는 수요에 기반한 정책으로 중심축의 이
동*이 필요
* SW Itself → 융합SW(SW중심) → SW어네이블러(산업의 요소) → 삶속의 SW
ㅇ 지역사회에서도 SW적용을 통해 지역 산업과 도시문제 해결하려는 의지가 크지만 “중소
SW기업성장” 중심의 기존 지역SW정책으로 수요 대응에 한계

□ SW

제1장 연구의 개요

<SW산업의 진화>

와 ICT기술에 대한 위상변화와 새로운 요구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SW중심사회
확산 방안」발표(‘15. 1.), SW를 현장에 착근시키고, SW로 지역 경제ㆍ사회 문제 해결하
여 신시장 창출하려는 정책적 의지발표
ㅇ 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의 현안 해결 방안을 SW융합을 통해 마련하여 지역
중심의 新공공서비스 및 新시장 창출 마스터플랜 필요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SW산업진흥사업” 신규내역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지역 SOS-Lab 지원사업”의 한시적 계획을 넘어, SOS지원사업 확산모델 기획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사업지원 근거마련 필요가 있음

□ SW

또한 ICT융합분야에서 와해성기술(Disruptive Technology)은 각 지역별로 시민참여 및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로 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문제와 신서비스산업을 창
출하는 SW기반의 플랫폼이 필요
ㅇ 미래의 지역은 데이터 기반 연결의 보편화, 공유경제, 도시간 연대, 사이버-리얼
(Cyber-Real) 트윈화, 공공기능 민간이동이 가속화되어, 새로운 사회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선제적 해결책 제시가 필요

□

ㅇ

이에 따라 ICT산업분류도 정보통신서비스, 기기, SW 및 관련서비스의 기본분류에서, 최
근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CPND(Contents-Platform -Network-Device) 융합형 환경으로
인해 산업범위가 확장되어가고 있음

[표 1－1] 연구필요성

지역사회의 현안 해결 방안을 융합을 통해 마련하여 지역 중심의 新공공서비스
및 新시장 창출 방안 마련
◇ 시민 참여적 해결 플랫폼을 설계하고 종합적인
중심사회 문제해결랩
의 운영매뉴얼 마련 필요
◇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별로 미래도시인 스마트시티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지속가능하고 지역 사회문제에 대한 기존의 산업정책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
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문제와 해결방안 도출할 필요성
◇

SW

SW

(So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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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

2. 연구목표

기술 진화방향 분석) 와해성 기술 등의 진화방향 분석을 통해 현재 지역들이 당
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 모색
ㅇ ICT·SW 미래 트렌드 변화와 지역의 미래도시에서 SW위상 정립

□ (ICT·SW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SW융합 솔루션 제시) 지역사회 현안과 연계한 다양한 SW융합 지원
플랫폼 구축·성공사례 발굴을 통해 SOS(Software Oriented Society)의 지역 확산방안 제시
ㅇ 지역별 사회문제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문제정의 및 해결방안 도출

□ (

지역 SW산업 육성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방안 연구) 타산업과 융합적 가치를 지닌 SW
산업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내 문제해결SW를 공급하는 생태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1. 연구내용 및 범위

사회문제 해결형 SW융합의 개념에 대한 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SW
영역 정의
ㅇ SW기반의 사회문제해결(SOS)에 대한 정의 : 분야와 범위 확정
- 미래의 지역과 도시 이슈 도출 및 ICTㆍSW융합의 가치 재조명 : 스마트도시 “지속가능,
시민참여”, 재활도시로 진행되면서, ICT융합의 가치가 산업에서 삶으로 수요수여의 대이동

□

□(

[그림 1－2] 미래의 지역과 도시의 주요이슈 도출

랩 통합운영매뉴얼 및 단계별 추진로드맵제시) SOS-Lab에 대한 평가와 예산확보 논리
개발, 효율적인 거버넌스 모델 연구
ㅇ 평가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한 단계별 지역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고 SOS랩의 경제성 분석
을 통한 성과목표 제시

<기술과 사회의 관계>

<SW산업의 진화>

□ (SOS

[표 1－2] 연구목표

자료 :다보스포럼 2016자료를 통한 미래기술사회영향분석

기술변화에 따른 · 산업과 지역사회와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야기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사회랩의 개념 및 사례분석
◇ 상향식
문제해결 방식을 통해 지역별 문제정의 및 해결방안과 운영전
략을 도출하고 지역별 거버넌스체계 마련
◇ 지역별 문제해결하는
중심사회랩 랩 의 통합운영매뉴얼을 하향식
으로 마련
◇
랩 운영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중기
재정계획반영과 예산확보에 필요한 논리 제공
◇

ICT SW
SW

(Bottom-up)
,

SW

(S O S

(Top-down)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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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ICTㆍSW기술의 요구에 따라 사회의 메가트렌드와 SW중심사회 지역 확산 전개의
필요성을 STEEP분석을 통해 향후 직면하게 흐름을 진단

해외 추진사례 분석을 통해 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하는 거버넌스 체계, 이론적 근거
파악
- (리빙랩 사례) 사물, 사람, 공간의 연계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에서, 창업, 기술개발, 시
제품, 제품화, 마케팅, 투자의 일련의 과정에 공급자ㆍ사용자ㆍ공공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으로 산업적으로는 4세대 혁신과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
※ 혁신과정에서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하는 이용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로써, 실제
생활 현장에서 사용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아이디어 창출 및 실증 등 혁신을 만들어
가는 현장 실험실. 대표 사례는 유럽 ENoLL(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 스웨덴
Botnia Living Lab, 벨기에 iMinds iLab.o, 핀란드 Northern Rural-Urban Living Lab
(NorthRULL) 등이 있음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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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데이터 분석사례) 미국은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와 1,000유전자 프로젝트를
통해 유전자 분야 신규 서비스 구축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유전자 정보의 공유와 분석을 통해 약물 부작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
ㅇ (유사사업과 차별화 요소 도출) 사회문제해결형 R&D 시범사업(‘13년~, 산업부), 참여형 리
빙랩 구축(KISA), IoT실증단지내 리빙랩구축(‘15년~, NIA) 등 유사사업과 본사업의 차별화
방안 모색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신산업 서비스 환경 조성 (‘15 ~‘19년 중장기 경영목표) :
이용자 참여형 리빙랩 구축(1만명) 및 API비즈니스 생태계 조성(5개) 및 지역거점 중심의
모바일 앱 개발 생태계 조성(6개 거점)
- 한국정보화진흥원, (IoT) 실증단지 내 리빙랩 구축사업 (‘15년) : IoT를 중심으로 시민참
여형 실증 테스팅 (예 : 홍대 네거리)
- 산업부, 사회문제해결형 R&D 다부처협력 공동시범사업 (‘13년~) : 고령화, 인터넷 중독,
성범죄 등 사회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수요자 경험 기반의 미래 비전 제시 및 수요
자 중심의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한 문제해결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확산, 국민 삶
의 질 향상 및 산업국가경쟁력 강화
- (

지역별 사회문제와 SW융합 해결방안 연구
ㅇ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향 탐색
- 지역사회 문제해결 방식을 Stanford d.School의 “Design Thinking” 방식을 적용하여 현
장과 공감ㆍ소통하는 ICTㆍSW융합 솔루션 도출
- 이해관계자의 참여, 밀도있는 공감대형성과 문제정의, 첨단 및 적정기술의 융합솔루션 발
굴 등의 과정
- 미국 IDEO에서 창의성을 만들어가는 디자이너의 사고방식을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구체화
화여 공감-문제정의-아이디어창출-프로토타입-테스팅과정으로 제시
ㅇ 미래상황분석을 통한 혁신적 대안 찾기 : 모순지향 접근
- 기술의 진화과정에서 미래에 등장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현재의 상황과 모순을 발생시킴
으로써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지원하는 방법
- 독일중심의 4차 산업혁명의 기반철학이며, 혁신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주목
ㅇ 실사용자 중심의 테스팅 : 리빙랩
- 실제 사용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사용자들이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혁신 활동의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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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능하는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으로, 개발된 기술의 빠른 피드백이 일어나며 새
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공간
- 유럽 ENoLL, 스웨덴 Botnia Living Lab, 벨기에 iMinds iLab.o, 핀란드 NorthRULL 등 북부
유럽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실험되고 있는 방법론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미래기술과 적정기술을 통한

실사용자 테스팅을 통한

지역사회문제 정의

지역사회문제 해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디자인사고

모순지향적 기술탐색 접근

리빙랩 접근

지역별 사회문제에 현안 정리 및 심층조사
- (기본수요조사) 지역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별 해결하고자 하는 기본 니즈 파악

ㅇ

지역별 사회문제 의 적정성 파악 및 SW융합 솔루션 검증
- (지역 환경조사 및 심층 인터뷰)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심층면담 및 디자인사고 워
크샵을 통해 지역이 장기적 해결을 요하는 우선 문제 도출
- 조사된 사업수요 고도화 : 문제 진단과 수요결과를 매핑하여 효과성 검증
* 기존 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SW진흥기관(19개)과 정교화 작업 진행
- (SW의 진화형태에 따른 문제 해결형 혁신적 모델* 제시) 지역별 특화된 현안의 해결을
위한 SW융합 솔루션 검증 및 SOS-Lab의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활용한 지역 新시장 창출
방안 제시
* 양(매출, 기업수)에서 질(시민 행복)로, SW생산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 전환

ㅇ

지역별 거버넌스 마련) 지역 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해결 및 수요연계를 SW를 통하여
해소하는 지역 전문기관인 SOS-Lab 지정 등 전문 지원체계(거버넌스) 마련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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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ICT·SW융합을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종합추진 방안 연구
ㅇ SOS-Lab 통합 운영 비전체계 수립
- 비전 체계 수립을 위해 비전, 핵심가치, 목표 그리고 전략 및 아젠다로 구성된
Envisioning Cycle의 핵심적인 질문과 답으로 비전체계 수립

□

새로운 성과지표 개발
- 정량적인 산업지표보다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 평가
* 유럽중소도시 스마트시티 랭킹 모델 등을 참조하여 개발 (SRF, 2007)

ㅇ

평가프레임워크 개발 및 지역 수요사업 추진로드맵 마련
- SOS랩의 단계별 운영을 위한 평가프레임워크와 평가 방법 제시
- 지역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ICT·SW융합의 적합성, 중요도, 해당지역의 산업과 관계성 등
을 평가
- 델파이 기법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연차별 우선순위 지정
- 지역별 평가에 따른 추진 SOS랩 선정 및 단계별 추진 방향 제시

ㅇ

기대효과 구체화 및 공감대형성을 위한 인포그래픽 제공
- 비슷한 솔루션의 시장접근법을 통한 경제적 기대효과 제시
- 글로벌 도시 대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성적 기대효과 발굴

ㅇ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목표가이드라인 설정
ㅇ SOS-Lab 통합 운영 매뉴얼 제시
- (거버넌스 체계 확립)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SW진흥기관, 지
자체, 공공-수요기업, 시민단체 등 4P (Public - Private - People Partnership)*의 추진체
계를 제시
* 지역SW융합지원센터 업그레이드를 통한 SOS-Lab 중심 거버넌스 기능확보
- (SOS-Lab기반의 지역SW확산 혁신모델 설계) 전체 수요조사 내용을 반영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기존 기업성장중심 지역 SW정책 및 유사사업들과 차별요소 반영하여, SW의 진
화형태에 따른 문제 해결형 혁신적 모델* 제시 및 근거 마련
* 양(매출,기업수)에서 질(시민 행복)로, SW생산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 전환
- (SOS-Lab 운영 전략 제시) 기존의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선발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지
속가능과 시민참여”형 모델에 대한 단계별 지원전략,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통한 민간참
여 전략 (사례: 싱가폴), 우수한 지역 모델의 타지자체 적용 확산* 전략 등의 운영전략 제시
* “SOS-Lab 2단계 사업”으로 기존 지원사업의 확산 지원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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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추진전략

3. 연구추진체계

사회문제 해결형 SW융합의 개념에 대한 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SW
영역 정의
□ 추진 책임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은 각각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례분석 및 연구부문과
SOS랩 추진방안수립부문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수행
* 연구자 주1회 회의 및 진도관리를 통해 업무추진 효율성 확보
ㅇ (사례 및 연구 부문) SOS랩 사례 및 정책분석, 도시의 미래환경 및 와해성 기술분석,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 국내외 선행연구 및 다보스포럼, 가트너 등의 시장보고 자료 분석
ㅇ (SOS랩 추진방안 수립부문) 지역사회문제 수요조사 및 해결방안, 거버넌스 체계수립, SOS
랩 종합 운영매뉴얼, 경제성 분석, 인포그래픽 작업
* 수요조사 및 해결방안을 위한 “디자인사고”, “미래연구전문가”와 공동작업
□ 연구수행상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 섭외
ㅇ SOS랩의 단계별 진행에 필요한 평가를 위한 델파이 분석, 경제성분석 및 인포그래픽 작업
을 위한 전문가를 외부에서 섭외
□ 구체적인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 해외 SOS랩의 구체적인 운영에서 성공요인 도출
□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 소속 지역별 SW진흥기관(19개)에서 프로젝트매니져(PM)* 선발 및
지역별 해결할 사업문제 수요조사 및 <디자인 사고>를 통한 솔루션 발굴
* 지역별 PM은 연구진들과 디자인사고 운영훈련 등 사전교육 실시
□ 실제 사업운영의 정부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긴밀한 교감을
통해 연구보고 활용성을 높임
ㅇ 지역 수요사업 조정 및 추진로드맵 마련: 미래창조과학부 내 위원회 구성·조정을 통해 脫
경쟁방식 및 단계별 로드맵 제시
□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의 참여인력이 투입되어 사례분석 및 지
역문제 부문을 나누어 연구수행
책임연구원 / 협동연구책임자
이영성/김희대

분야 및
범위확정
·사례/문헌
▶ ·이슈정리
▶
연구기관
SOS

NIPA

수요지역
심층 분석
·지역별 이슈
·추진 효과성
지역기관
연구기관

SOS 확산
모델 도출
·문제해결SW
▶ 혁신모델
연구기관
N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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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활용
및 확산
·추진전략
·추진체계
연구기관
NIPA

미래부
내부조정
·우선순위
▶ 조정
미래부
NIPA

2

ㆍ

8

(

사례분석 및 연구부문

계

10

명
명
명)

지역문제 부문

연 구 원 : 김민재 외 2명

연 구 원 : 권준아 외 4명

[표 1－3] 연구수행 추진과정

수요조사,
현황분석
·자체수요
·지역의지
연구기관
협의회

책임연구원
연 구 원

ㆍ

예산배분·
확보방안
·추진로드맵
▶ ·예산정리
미래부
NIPA·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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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문제해결 SW융합 정의 및 현황분석
제1절 지역사회문제해결형 SW(SOS)의 정의 및 필요성

2. ICT·SW융합산업 동향
1)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ICTㆍSW산업의 중요성 및 한계 (SOS 등장배경)

산업의 중요성
□ SW는 21세기 창조경제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ㅇ 지식창출의 도구(패키지SW, IT서비스)이자, 휴대폰ㆍ자동차 등 제품의 고도화(임베디드SW)
와 금융ㆍ의료 등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는 산업의 비타민
- 개발원가 중 SW비중 : 통신기기 53%, 자동차 52%, 항공 51%, 의료서비스 46%
ㅇ 특히, 적은비용으로도 쉽게 창업(모바일 앱/게임 등) 할 수 있고, HW와 달리 생산의 인력
의존도가 높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
- 매출 10억원당 고용유발계수(‘10년) : SW 11.6명으로 제조업 6.7명의 1.7배
①

1. 지역문제해결형 소프트웨어(SOS-SW)
1) 정의

기술정의) 국가 혹은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현재와 미래에 등장하는 문제에 대하여 첨단
혹은 적정기술을 결합하여 해결가능하게 하는 ICTㆍSW 융합형 기술
- 송위진(2012)은 “사회문제해결 SWㆍICT융합기술”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건복지ㆍ의료
ㆍ교육ㆍ위생ㆍ환경ㆍ안전ㆍ개도국 지원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친
화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재조합형 기술”로써 ‘사회기술’을 제시한 바 있음
-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2013)는『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에서 사회문
제해결형 기술에 대하여 “개인 또는 공동체의 만족(삶의 질)을 저해하여 개선이나 해결이
요구되는 현안 및 미래 이슈를 해결하는 과학기술”로 정의하고 10대 실천과제를 제시
ㅇ (목적) 지역의 사회문제를 자체내에서 수렴 분석하여(상향식)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공감, 문제
정의, 솔루션개발, 리빙랩테스팅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시장 발굴, 지속가능한 지역을 견인
-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차별성을 지니며 이를 위해서
는 기술과 주변 법, 제도, 서비스 전달까지 종합적인 문제해결 환경 제공
ㅇ (유사개념들과 차별점)
-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측면에서 리빙랩, 팹랩, 사회
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등과 유사성이 존재함
- 기존의 추진사업이 실사용자 중심이긴 하지만 기술과의 구체적인 접점보다 사용자의 이
해관계에 좀더 무게중심이 존재함 (특히 한국의 경우 사회기술조차도 공급자 중심으로 사
업추진 프로세스를 운영)
- 기존 사업은 사용자 중심의 지엽적이고 단발적인 해결책에 머물러 있어, 지역전체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주제에는 접근하기 어려움이 존재함
- 사회문제를 SW융합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실제 미래세계에 필요한 기술(파괴적
기술, 적정기술)과 결합하여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용자 편의를 증대시키고,
이해관계자에게 공감을 통해 필요한 기술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테스팅하여 완성도와 만족
도를 높여가는 방식
- 하나의 사회문제해결 SW융합기술을 통해 축적된 역량을 다른 사회문제로 확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혁신을 추동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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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계 상황

주요국은 SW경쟁에서 앞서가고 있으나, 우리는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
ㅇ SW세계시장(1.3조불, ‘12년) 규모는 반도체의 4배, 자동차의 1.5배로 매우 큰 시장이나, 미
국(패키지SW), 독일ㆍ일본(임베디드SW) 등의 기업이 주도
- 미ㆍEU 등은 SW 주도권 유지를 위해 국가적으로 지원중이며, 특히 공공수요(정부혁신)
를 활용한 시장창출과 인력양성(조기교육)에 적극적
ㅇ 우리기업들은 게임, 보안, 일부 특화SW를 제외하고는 선진국 대비 품질․기술․생산성 취약
- 선진국 대비 임베디드 SW 기술수준(%) : 가전 64, 자동차 61, 조선 50

□

생태계 악순환 고리를 끊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국가경쟁력 혁신 가능
ㅇ SW산업의 근본적 문제점인 우수인력/시장/가치인식 부족→기업수익 악화→재투자 미흡→
인력 기피로 이어지는 생태계 악순환고리 단절 시급
ㅇ 지금 바꾸지 않으면 SW산업 자체만이 아니라,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도 경쟁력 유지가
불가능하여 국가경제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 우려
□ ICT융합 관련 신시장ㆍ신수요에 비해 부족한 ICT융합 확산
ㅇ 혁신속도 저하, 창의 핵심인재 부족, 특정품목ㆍ국가 수출 편중, 규제 장벽 등 ICT산업의
구조적 한계 여전함
* 국내 ICT기술무역(정보통신, 전기전자) 수지 적자 : △15억불(‘06)→△47억불(‘12)
□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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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분야 인력수급(‘13∼‘17) : 석박사급 인력 1만 명 부족(직능원, ‘14.2)
* HW 3대 주력품목 수출비중(‘13) : 65.7%, 美·日·中비중(‘13) : 64.2%
ㅇ 新넛크래커 상황의 도래로 휴대폰 등 주력 품목의 고전이 예상되며, SW시장 규모는 여전
히 세계시장(1조 달러)의 1%에 불과함
* 스마트폰 판매량 점유율(‘14, %) : (중국) 21.9 → 24.3, (한국) 37.1 → 29.3
* 우리나라 SW수출은 국내 SW생산의 12.1%(‘13)로 전형적인 내수산업
- 특히, ICT융합 관련 신시장ㆍ신수요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 단발성ㆍ일회
성 사업 추진 등으로 ICT융합 확산이 부진함
* 우리나라 융합 수준은 선진국 대비 57%에 불과(OECD, 2013)
[그림 2-1] 주요 ICT 전략품목 현황 진단

산업구조는 대중소의 기업 벨류체인과 노동, 지식 등의 요소로 구성된 전통적인 산업구
조가 아니라, 극소수의 대기업과 분업화된 개별노동자가 직접 연결되는 산업구조 전환
- 모든 SW는 컴포넌트로 오픈되고, 누구나 (비교적) 쉽게 컴포넌트를 조합하여 솔루션을 만
들 수 있는 산업 환경

ㅇ SW

③

한계 극복할 시장확대 및 성장모멘텀 확보 필요성

기존시장에서 SW융합 경쟁력 확대
ㅇ SW는 타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
며, 특히 전통산업인 자동차, 선박 등은 물론 금융, 의료, 에너지 산업 등 대부분의 산업분
야에서 SW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SW는 산업간 융합의 열쇠이며 앞으로도 산업과 기술과의 융합 현상이 더욱 증가할 것이
기에 SW의 적용 범위 확대 및 SW융합산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임
ㅇ 세계 경제는 현재 다양한 SW자원들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SW기반 기업들
이 전통적인 제조와 유통 분야의 강자들과 경쟁하는 구도에 이미 진입하였음
- 아마존은 월마트를 시가총액에서 앞서기 시작했고,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은 인터넷
과 SW를 넘어 다양한 센서기술이나 IoT기술을 활용한 무인자동차, 스마트홈, 로보틱스,
우주항공 등의 분야로 영역을 확장 중에 있음
- 중국에서도 샤오미나 알리바바 같은 SW기업들이 거대한 내수시장과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분야 기술을 앞세워 기존 유통과 금융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

삶과 사회영역에서 SW융합기술과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 확보
ㅇ 현재 SW시장은 오픈소스와 클라우드로 전체 시장이 격변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소위 ICBMAI)등에 대한 육성책은 글로벌 기업
의 새로운 수요시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
- 우리 경제성장의 핵심인 “빠른 Catch-up 전략”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음
ㅇ 생활과 사회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적정기술과 미래기술을 활용
해서 해결하는 새로운 영역의 SW융합시장을 개척
- 문제정의자(Problem Definer)를 통해 삶과 사회가 가진 문제를 발견하고, “사회문제 해결
형 SW”를 통해, 차별적이고 고객지향적인 서비스시장을 확보

□

가까이 다가온 SW산업 종말시대
ㅇ 산업은 기업, 사람(노동자), (문화를 포함한) 제도(institution)가 이루어진 생태환경이며, 생
태는 내외부적으로 열린 시스템
ㅇ 한국의 SW산업은 건축업이나 제조업 같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지님
- 하도급구조나 살인적인 근무환경, 매뉴얼화 되지 않은 관리공정, 똑똑한 기획자(설계자)
한명과 능숙한 Coder들로 채워진 기업구조형태
- 실리콘밸리나 테크 시티 역시 기본적인 산업구조는 비슷하나, 문화와 institution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도전정신과 창업가정신)를 형성하기에는 한계상황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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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산업 시장 동향

전 세계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비용은 2030년까지 총 20.2조 달러, 이 중 전력 분야에 대한
투자비용은 11.3조 달러, 스마트 그리드 시장은 8,700억 달러로 예측됨
- 사업 범위에 따라 기관 별 예측하는 시장규모가 다소 상이하나, Frost & Sullivan는 ①원
격검침 인프라 ②수요반응 ③배전망 관리 ④고압송전 분야를 포함하여 2017년까지1,252억
달러로 예측
- 현재까지 배전망 관리기술(DGM) 시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고압 송전
(HighVoltage) 사업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까지는 배전망 관리기술(DGM)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이는 전력중단의 감
소와 전력관리의 향상, 현존하는 자원의 활용 개선에 대한 높은 수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스마트계량기(AMI)시장은 2017년 144억 달러, 수요반응 시장은 41억 달러, 배전망 관리시
장은 584억 달러, 고압송전 시장은 482억 달러로 성장 전망
ㅇ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전통적인 의료산업을 뛰어넘는 새로운 비
즈니스 영역으로, IT제조사 중심의 플랫폼에 3rd-Party Player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방형
생태계 구조로 진화 중
- 주요 언론과 전문 연구기관들은 IT기술을 통한 서비스 구현에 강점을 갖고 있는 글로벌
IT기업들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에서 유리하다고 진단
- Gartner는 2020년까지 IoT기술이 가져올 경제적 가치를 총 1.9조 달러로 전망하고, 이 중
헬스케어의 비중은 15%(2,850억 달러)규모로 예상
- 애플, 삼성 등의 Global IT기업은 차세대 융합 비즈니스로서의 시장 성장성에 주목, 스마
트 헬스케어 시장의 선점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시행
ㅇ 스마트 인더스트리에서 2015년 디바이스 분야는 70조 원, 응용기술 분야는 158조 원으로
총 228조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2018년에는 각각 26.3%와 27.3%씩 성장, 89조 원과 201조
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스마트공장은 매년 약 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Market & Market社, 2013)
ㅇ 전 세계 모바일 생체인증 매출액 규모는 2014년부터 연평균 66.6%씩 성장해 2020년에는
346억3,700만 달러(약 41조5,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출처:AMI)
ㅇ SW시장에서 국내 SW시장 규모는 111억 달러로 16위를 차지
- 세계 주요 국중 SW시장규모는 2010년 16위 → 2011년 17위 → 2012년 17위 → 2013년 17
위 → 2014년 16위의 순위를 점하고 있음
- 미국은 4,315억 달러로 한국의 시장규모 대비 약 38.9배였음
- 주요국 중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는 1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 기록, 한국은 4.7%로
미국(4.8%)과 비슷한 수준의 연평균 성장률 기록
ㅇ

(1) 국내외 동향

년 세계 IT시장은 HW의 계속되는 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SW부문의 높은 성장률
로 인해 2015보다 약 3.1% 성장한 1조 7,763억 달러규모로 전망 (IDC 추정)
- 세계 SW시장 규모는 2014년 2,692달러에서부터 연평균 3%이상의 꾸준한 증가추세 (Gartner)

ㅇ 2016

[그림 2-2] 세계 IT 시장 (2014) 및 세계 SW시장 성장 예측(2016)

출처 : Gartner, 2015.6)

출처 : IDC, 2015.11)

(

(

에서는 세계 SW시장 규모가 2019년까지 3.1%의 성장률이 지속되어 1조 4,778억 달
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패키지 SW시장이 연평균 4.7%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3,963억 달
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ㅇ 전통적인 IT 수요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SW시장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신 SW
에 대한 투자수요 증대에 힘입어 2015년보다 4.5% 성장한 1조 1,730억 달러 규모로 예상
(IDC, 2015)
- 패키지 SW 시장은 전년보다 6.8% 성장한 4,687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IT 서비스
시장은 전년보다 3% 성장한 7,04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ㅇ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등 신SW시장은 2015년에 이어 내년에도 20% 이상 고성장하여 전
체 SW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
- 2016년 세계 Cloud Service(22.2%), Big Data(24.1%), IoT(18.1%) 증가할 전망
- 2016년에는 그동안 다소 관망세를 보여 왔던 빅데이터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 2016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884억 달러, 빅데이터 시장은 265억 달러 규모로 성
장 할 전망
- IoT분야는 센서, HW, 통신부문을 제외한 SW 및 서비스시장이 IoT 전체 시장의 약 43%
차지하고 있음
ㅇ G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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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주요국 SW시장 규모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국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인도
한국
러시아
덴마크
멕시코
벨기에
Worldwide

시장 규모
431.5
79.7
74.6
64.0
46.9
31.5
31.0
23.6
22.8
20.3
19.7
17.3
14.4
13.4
11.9
11.1
10.6
9.1
8.9
8.3
1,056.8

출처 : IDC, 2015.3)
ㅇ 주요 국가별 SW시장 특징

(2) 국내 SW시장 동향

단위 : 십억 달러, %)

(

비중
40.8%
7.5%
7.1%
6.1%
4.4%
3.0%
2.9%
2.2%
2.2%
1.9%
1.9%
1.6%
1.4%
1.3%
1.1%
1.1%
1.0%
0.9%
0.8%
0.8%
100.0%

(

중국
일본
유럽

ㅇ2011년부터 진행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IT산업 집중 육성
ㅇ중국의 3대 IT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높은 성장세 지속
ㅇ중국정부의 전략적 육성에 따라 중국SW산업은 2016년까지 연평균 23%
성장 예상
ㅇ일본의 SW시장규모는 2013년 0.9조 엔에서 2018년에는 1조1,600억 엔으로
성장 예상
ㅇ패키지SW의 비중이 높으나 점차 클라우드(SaaS)SW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ㅇ국내 SW기업들의 일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
ㅇ유럽국가중 독일, 영국, 프랑스 3국의 SW시장규모가 약 60%를 차지
ㅇ유럽 최대의 SW강국인 독일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컴퓨팅 등
특정분야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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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 SW산업은 ‘17년까지 126억 달러 규모로 국내 SW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
[표 2-2] 국내 SW시장 규모 및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2010
시장규모 2.9
패키지SW
국내비중(%) 0.9%
시장규모 6.5
IT서비스
국내비중(%) 1.1%
시장규모 9.4
합계
국내비중(%) 1.1%

출처 : IDC, 2015.3)

2011
3.1
0.9%
6.9
1.2%
9.9
1.1%

2012
3.2
0.9%
7.1
1.2%
10.4
1.1%

2013
3.6
0.9%
7.3
1.2%
10.9
1.1%

2014
3.7
0.9%
7.5
1.2%
11.1
1.1%

2015
3.9
0.9%
7.7
1.2%
11.6
1.1%

2016E
4.1
0.9%
8
1.2%
12.1
1.1%

2017E
4.4
0.9%
8.2
1.2%
12.6
1.0%

(

년 성과
ㅇ 2015년 국내 IT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W산업은 시장성장
2.5%, 생산 6.3%, 수출 10.8% 증가를 기록하였음
- 성장세는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는 2013년과 2014년의 높은 성장률을 감안할
경우 낮지 않은 기록임
- 수출의 높은 증가세는 보안부문과 산업특화SW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진 성장에 기인함

□ 2015

[그림 2-3] 2015년 SW산업 실적

출처 : SPRI(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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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산업발전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국내 패키지SW 업체들의 클라우드 사업 확대 움
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음
ㅇ IT서비스 부문은 스마트팩토리 등 신사업과 해외사업 강화되고 있음
- 삼성SDS는 SMAC(Social, Mobile, Analytics, Cloud)분야에 집중하고, 제조IT 관련 신 시장
개척을 추진, 물류 플랫폼 서비스로 해외진출을 강화
- LG CNS는 에너지 및 물류설비 국산화(통합SW개발)에 집중하고, 스마트팩토리 사업, 클라
우드 데이터센터 사업을 강화
- SK C&C는 대만 홍하이그룹(폭스콘)과 함께 스마트공장 사업 속도 박차
ㅇ 게임SW부문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음
- 컴투스는 모바일RPG 원더택틱스를 글로벌 신흥 4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
주)에 소프트 론칭
- 게임빌은 모바일 FPS(1인칭 슈팅게임) 애프터펄스는 출시 직후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큰 인기, 미국과 일본의 성과도 양호
- 넥슨은 2015년 말 출시한 슈퍼판타지 워 등 글로벌 공략에 집중
ㅇ

ㅇ

인터넷SW부문은 모바일 기반 O2O산업이 폭발했고 인터넷 은행 등 핀테크 사업이 본격 성
장을 시작하였음
[그림 2-4] 2015년 SW기업 실적 전망

년 시장전망
ㅇ 2016년 전체 SW시장은 2015보다 4.3% 성장하여 12조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
ㅇ 2016년 국내 IT시장은 2.8%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HW시장에도 불구하고 SW시장의
탄탄한 성장을 통해 결국 전년대비 1%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16

[그림 2-5] 2016년 공공SW예산 전망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5.11)
ㅇ 국내 전체 SW시장은 전년대비 4.3% 성장한 12조 5천억 규모 예상
- 패키지SW시장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등으로 8.2% 신장된 4조 3천억 원
규모로 예측
- IT서비스부문은 SI수요의 감소로 2.3% 성장이라는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8조 2천억
원에 이를 전망
- 공공부문 SW도 신규 구축사업이 25%이상 크게 감소하며 전년보다 전체예산이 감소
(-3.4%)할 것으로 예상
- 2016년 신흥 SW서비스 시장은 높은 성장률로 전체 성장을 견인
(

[그림 2-6] 2016년 국내SW 서비스시장 성장률과 규모 전망

출처 : SPRI(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5.2)

(

출처 : IDC, 20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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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지능(IoT)시장은 가전,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이 시도되고, IoT특별법 제정
등으로 본격적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9.8%나 늘어난 247억 달러 규모까지 팽창할 전망
- LG유플러스 등 통신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홈 서비스 경쟁 심화 예상
- LG유플러스의 홈 IoT 서비스인 IoT@home, SK텔레콤은 IoT 통합 플랫폼인 모비우스를 기
반 서비스 제공 시도, 삼성전자, LG전자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등을 통해 헬스케어 관련
IoT서비스 제공
– 사물지능산업 성장에 제약요소로 예상되는 제반 법ㆍ제도적 부분은 특별법 제정, 관련 규
제 완화 조치 등이 가시화 될 전망
– IoT 특별법 초안 주요 내용은 IoT 진흥정책 추진, IoT 기반 조성m, IoT 진흥단지 지정과
규제완화 등으로 구성
– 특별법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제 상충 해소, 연구개발 지원, 전파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방안이 마련될 전망
ㅇ 클라우드 서비스시장은 발전법 시행 등 신규 도입 움직임이 확대되어 24.3% 성장한 5억5
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 예상
- 비용절감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신속한 개발 요구와 맞물려 신규시스템 및 시스템 업
그레이드 時클라우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 확대
– 글로벌 시장과 달리 국내 시장은 IaaS 시장 비중(53.1%)이 가장 높고, 성장률도 가장 높음
ㅇ

(26.1%)

[그림 2-7] SW 신서비스 시장 규모

년에는 특정 업종별로 실질적인 인프라를 구현해나가는 시기로 진입할 전망
빅데이터 도입은 통신 산업이 가장 높고, 제조, 공공, 금융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음

- 2016
–

[그림 2-8] 2016년 국내 빅데이터 시장 전망

출처 : IDC, 2015.11)

(

년 산업별 SW 시장전망을 살펴보면, 금융시장이 2015년보다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며,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조 산업은 수출, 내수 부진으로 신규 IT 투자에
신중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산업별로는 금융, 통신, 유통 부문의 SW신규투자가 증가하고 제조부문은 산업침체 지속
으로 SW신규 투자에 신중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
- 금융 산업에서는 은행권의 포스트차세대 움직임 확대, 금융권 인수/합병 등에 따른 데이
터센터 통합/이전 소요, 보안, 망 분리, 사기방지 시스템 등 관련 투자 증대 예상
– 제조 산업은 경기하락 영향으로 신규 IT투자에 신중한 경향, 대기업 중심IT인프라 선진화/
클라우드 도입 확산, 모바일, IoT 등 차세대 IT와 제조 접목 시도 확산
– 통신 산업에서는 클라우드, IoT, 간편결제 등 차세대 IT기술 기반 신규 서비스 관련 투자
확대 전망
– 유통산업은 온오프 경계와해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O2O 옴니채널 구축,
IoT를 활용한 유통망 개선 등 신규 투자 예상

ㅇ 2016

년 SW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2015년 보다 다소 호전될 전망
기업경기전망지수)가 2015년 88에서 2016년에는 109로 조사되
었음
- 부문별로는 패키지SW와 IT서비스기업들은 2016년 경기를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게
임SW와 인터넷SW기업은 매우 긍정적으로 경기 전망

ㅇ 2016

- BSI(Business Survey Index,

출처 : IDC, 2015.11)

(
ㅇ

빅데이터 시장은 통신 부문을 중심으로 실질적 인프라를 구축하며 27.7% 확장된 1,99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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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T·SW융합산업 국내외 정책동향

[표 2-4] 국가별 SW정책 동향

(1) 해외 정책동향
ㅇ

미국

해외 주요국가(미국, 일본, EU 등)는 SW산업을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판단하여 SW융합
환경에서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캐나다
일본

[표 2-3] 세계 SW정책 동향

SW융합
공공수요 확대
시장 창출
인력 양성

새로운 SW서비스 및 산업창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추진
공공 클라우드, Open Government
공공 데이터 공개를 통하여 민간 SW 사업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융합·창조형 SW전문 인력 육성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SW혁신전략」, 2013.10)
ㅇ SW산업의 수출 지향적 육성 정책
- 미국은 세계 100대 패키지 SW기업 중 80%이상 포함돼 이중 상당수가 다국적기업임을 감
안할 때 매출대비 수출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 미국의 SW산업 정책 특징은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SW산업이 발전할 수 있
는 토대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나 SIIA(Software and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와 같은 SW협회에 의해서 활성화가 집중적으로 추진
-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등은 SW산업의 매출대비 수출 비중이 80%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출지향성을 갖고 있음
- 미국은 풍부한 인재, SW산업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선진화된 금융시스템, 실패를 수용하
고 격려하는 진취적인 도전정신 등이 미국 SW산업의 핵심 성공 요인임

Ÿ
Ÿ
Ÿ
Ÿ
Ÿ
Ÿ
Ÿ
Ÿ

중국

Ÿ
Ÿ

영국
유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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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독일
스페인
벨기에
인도

Ÿ
Ÿ
Ÿ
Ÿ
Ÿ
Ÿ
Ÿ
Ÿ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 발표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미국 예산관리국) ‘연방
IT서비스 공유 전략’ 발표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고도화 추진 계획 공개
Digital Canada 150 계획 발표
스마트폰 개인정보보호 이니셔티브 발표
국민 IT활용능력 향상 위한 ‘창조적 IT인재 육성정책’ 발표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 선언
스마트 재팬 ICT 전략
SW와 IC(집적회로)산업의 기업소득세 정책 발전에 대한 계획 발표
소프트웨어산업 강화 방안
인터넷 플러스(+) 행동전략
정부 조달사업 참여 기업 대상 사이버 보안 인증
Ÿ 오픈 데이터를
의무화 발표
통한공공서비스
Government Digital strategy 발표
개선방안 모색
Digital Economy Strategy 2015 to 2018 발표
오픈 데이터를 사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경진대회 Ÿ IT 조달 촉진을
위한 표준화
개최
주 행정 관련 공공정보 수집 포털 운영
규정 안 승인
2개의 오픈 데이터 포털 개통
IT서비스 관련 세금 혜택
SW품질인증 획득 지원
디지털 기록 보관을 위한 표준 개발 완료

출처 : 「2014 소프트웨어산업연간보고서」(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4) 중 최신내용
업데이트 수정)
(

가. 미국 -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 발표

국방부(DoD),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립과학재단(NSF) 등 미국 6개 주요 정부기관이 협
력해 진행하는 정책으로, 거대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관리, 수집을 위한 도구와 기
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임
- 과학기술정책실의 주도로 진행되며,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수집과 조직화하여 접근하는데
필요한 툴(tool) 및 기술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국방부(DoD), 고등방위 연구계획국(DARPA), 에너지
부(DoE), 지질조사원(USGS) 등 6개 주요 정부기관 협력
ㅇ 첫 번째 프로젝트는 NSF와 국립보건원이 공동 청원한 2,500만 달러 규모의‘빅데이터 과
학 및 엔지니어링 향상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Core Techniques and Technologies for
Advancing Big Data Science and Engineering)임
- 해당 프로젝트는 대규모 데이터 자원에서 지식을 추출하고 활용함으로써 과학과 엔지니
어링 연구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임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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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는 본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군사관련 빅데이터 프로
젝트를 진행
-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해 인지, 지각, 결정을 제공하는 자율시스템을 구현하고, 상황인지
능력을 계산해 전투원과 군 분석가를 돕고, 군사 작전 지원 능력을 배가시키는 프로그램
을 계획
- 국방부 산하 기관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컴퓨팅 기술
및 SW개발을 수행하는 ‘XDATA’프로젝트를 수행하며, 4년 동안 총 1억 달러 투입
ㅇ 에너지부(DoE)는‘확장형 데이터 관리, 분석 및 시각화 기관 (Scalable Data Management,
Analysis and Visualization Institute, SDAVI)’을 설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500만 달러
의 기금 조성
- ‘SDAVI’의 설립을 통해 새로운 툴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툴은 학자들
이 에너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상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함
ㅇ 미국 지질조사원(USGS)은 존웰시파월 분석 및 통합센터 (John Wesley Powell Center for
Analysis and Synthesis)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구시스템과학 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임
- 빅데이터를 유용한 정보로 만드는데 필요한 협업 도구, 최신 컴퓨팅 시설, 분석을 위한
연구 장소 등을 제공하여, 기후변화, 지진 발생률, 차세대 생태계 지표종 등에 대한 이해
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 정책 실행에 따라 미국과 해외 빅데이터 전문 업체들의 시
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표 2-5]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 기관별 수행 내용

수행 기관
국립과학재단
(NSF)
국립보건원 (NIH)
국방부
(DoD)
에너지부 (DoE)
지질조사원
(USGS)

Ÿ
Ÿ
Ÿ
Ÿ
Ÿ
Ÿ
Ÿ
Ÿ

내용
컴퓨터 원정대 프로젝트에 1,000만 달러 투입, 데이터를
정보로 전환하는 접근법 통합 지원
어스큐브(EarthCube) 시스템 지원
‘1000 유전체 프로젝트’ 데이터를 AWS 클라우드로 무료공개
자율시스템 구현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군사행동을 수행하도록 함
별도의 빅데이터 관련 예산을 매년 2억 5,000만 달러로 투입
산하기관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는 대용량
데이터 분석 컴퓨팅 기술 개발 프로젝트 ’XDATA' 수행
‘확장형 데이터 관리, 분석 및 시각화 기관(SDAVI)' 설립
‘존웰시파월 분석 및 통합센터’를 통해 지구시스템과학에
빅데이터 활용

출처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14 소프트웨어산업연간보고서」,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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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ㅇ OMB‘

IT

발표

서비스 공유 전략(Federal

Information Technology Shared Services

Strategy)’

로 불리는 이 전략은 2010년 10월 발표된 ‘연방 정부의 IT 관리 개혁을
위한 25개 이행과제(25-Point Implementation Plan to Reform Federal IT Management)’중
6번째 과제인‘서비스 공유를 위한 전략 개발’의 일환
- ‘기존 자원 활용’을 통해 투자수익(ROI)을 높이고, 낭비와 중복을 제거하며, IT 솔루션
의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함
- ‘Shared First’

[그림 2-9] IT 서비스 공유 개념도

출처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14 소프트웨어산업연간보고서」, 2015)

(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고도화 추진 계획 공개(2013.11.22)
- 지속적ㆍ반복적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시범 사례 학습 및 모범사례 구축 등의 노
력 가속화 필요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안일한 사이버보안 관행 지적, 오래된 OS와 안전하지
않은 브라우저에 대한 관리 필요성 지적
- 2013년 오바마 행정부는 핵심 산업의 사이버 방어막 강화를 권고, 사이버 보안 입법에 실
행력 제고를 위한 행정 명령 발표
- 명령의 일환으로 ‘비규제 연방표준설정 위원회’는 산업 워크숍을 통해 편찬된 임시적
표준(안) 발표

ㅇ

ㅇ

장기적으로 정부의 최소 보안기준을 넘어 산업별 자체 기준 제정 권고
민간기업 간 더 많은 데이터 공유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빠른 대응 필요, 동시에 이
러한 기업 파트너십 지원 위한 정부 노력도 필요
(출처 :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PCAST/pcast_cybersecurity_nov-201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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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캐나다

다. 일본

계획 추진
ㅇ 2014. 4월, 캐나다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는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디지털 전략
‘Digital Canada 150’을 발표
ㅇ 디지털 경제 전략(Digital Economy Strategy) 발표 이후 4년 만에 공개된 전략으로서 2017
년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 접속성, 국민 보호, 경제 기회, 디지털 정부, 캐
나다 콘텐츠의 5개 아젠다를 중심으로 디지털 캐나다를 추진할 계획 발표
- 기 추진 중인 주요 법제 이니셔티브, 규제 개발, 프로그램 펀딩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포
함되어 있어, 그간 캐나다 정부가 디지털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 온 사실을 강조
하고 있음

□ 「Digital Canada 150」

구분
국민 접속성
(Connecting
Canadians)
국민 보호
(Protecting
Canadian)
경제 기회
(Economic
Opportunities)

[표 2-6] 캐나다 Digital Canada 150의 5개 분야별 주요 내용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디지털 정부
(Digital
Government)

Ÿ

캐나다 콘텐츠
(Canadian
Content)

Ÿ

Ÿ

Ÿ
Ÿ

주요 내용
3억500만 달러를 투자, 2017년까지 캐나다인들의 98% 이상이 5Mbps급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
농촌지역 브로드밴드 보급률 확대를 위해 2015년 2.5GHz 대역 주파수 경매 실시
성공사례 : Broadband Canada Program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안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으로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2014년 7월 안티스팸법안으로 악성 온라인 공격 방지
성공사례 : Canada’s Get Cyber Safe Guide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ICT 기업을 위해 3억 달러의 벤처캐피털 투자 기금 조성
디지털 창업가를 위한 기금(Canada Accelerator, Incubator Program 1억 달러 추가 조달
향후 2년 간 비즈니스 혁신 프로그램으로 2천만 달러 조달
성공사례 : SHOPIFY
오픈 거버먼트 실행 계획(Canada’s Action Plan on Open Government) 보완
연방 부처들의 관행 표준화를 위해 『오픈 거버먼트 디렉티브(Open Government
Directive)』 수립
『오픈데이터기구(Open Data Institute)』 설립으로 생산성 향상과 신제품/서비스
개발에 오픈 데이터 활용 촉진
성공사례 : Canadian Open Data Experience
디지털 콘텐츠 지원을 위해『Canada Book Fund』와『Canada Music Fund』지원 강화
성공사례 : The Memory Project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 세상의 국가혁신을 위한 캐나다의 ‘Digital
150’전략 분석, ICT Issues Weekly 2014.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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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 선언
ㅇ 일본 경제 성장의 신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2013년 아베 내각 하에 수립된 국가 차원의
IT 전략으로서, 미래의 산업 패러다임 대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IT 인프라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IT 활용 국가로 발돋움하고 이를 일본의 새로운 경제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발표
ㅇ 일본 정부는 최초 3개의 사회상에서 2015년 ‘창조선언’을 개정하면서 경제성장 가속화,
진정한 풍요의 추구를 목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IT 활용 사회가 실현되기 위한 4개의
사회상을 제시함

□

[표 2-7]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 선언’ 지향 사회상 수정 내역

2013, 2014 버전
2015 버전
①
IT
활용
심화를
통해 미래를 향해 성장
① 혁신적인 신산업 신서비스 창출 및 ⇒
하는
사회
전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회
② IT를 활용한 마을․사람․일의 활성화에
② 건강하고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하
의한 활력 있는 사회
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재해에 ⇒ ③ IT를 활용한 안전․안심․풍요를 실감할
강한 사회
수 있는 사회
③ 공공서비스가 원스톱으로 누구에게나 ⇒ ④ IT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사회
이루어지는 사회

출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일본의 국가IT 전략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
해외ICT R&D 정책동향, 2015-07호)
ㅇ 4개 사회상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과 기반강화 방안을 제시함
- ICT 활용을 통해 성장을 이끌고자 하는 분야로 농업 등 1차 산업, 관광, 의료ㆍ건강, 자
원․에너지, 방재ㆍ감재, 교통, 교육 등을 제시함
- IT 활용을 위한 기반강화 방안으로 인재육성 및 교육, IT 인프라 환경 확보, 사이버 보안,
R&D 추진 및 성과 연계를 제시함
(

[표 2-8]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 선언’ 중점 추진전략 및 기반강화 방안

구분
4개 사회상

Canada

기반강화방안

세부 내용
IT 활용 심화를 통해 미래를 향해 성장하는 사회
IT를 활용한 마을․사람․일의 활성화에 의한 활력 있는 사회
IT를 활용한 안전․안심․풍요를 실감할 수 있는 사회
IT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인재 육성 및 교육
IT 인프라 환경 확보
사이버 보안
R&D 추진 및 성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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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추진을 위해 일본 IT 전략을 담당하는 최상위 기구인 IT종합전략본부 산하에 정부
CIO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추진
- 정부 CIO는 해당 전략의 추진계획 수립부터 투자분야, 투자․예산 설정, 범부처의 일관적
정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PDCA 사이클에 따른 단계별 정책 추진 상황 점검․평
가 등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IT종합전략본부장으로부터 위임
ㅇ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PDCA 사이클을 활용한 전략관리, KPI를 통한 목표․진도 점검, 성공
모델 분석 및 관리, 국제 활동 방안 등의 전략적 추진체계를 제시함
ㅇ

스마트 재팬 ICT 전략 (2014)
ㅇ 총무성은 2013년 6월에 공표한 ‘ICT 성장전략’과 후속으로 국내전략을 제시한 ‘ICT 성
장전략II’, 그리고 국제 전략인 ‘ICT 국제경쟁력강화 ‧국제전개 이니셔티브’를 통합하여
2014년 6월 ‘스마트 재팬 ICT 전략’을 발표
- 동경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까지 세계를 리드하는 ‘지식정보 입국’을 실현한다는 비
전으로 세계 최첨단 ICT 환경을 구축하는 등의 전략 목표를 설정
- 올림픽을 앞두고 ICT 인프라를 정비하여 관광지와 방재 거점 등 전국 각지에 무료 공중
무선 랜을 제공하고, 초고화질 TV인 UHD(Ultra High Definition) 방송을 조기에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활용한다는 계획
-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이 노동인구의 감소, 의료 및 사회 보험
의 증대, 커뮤니티의 유지 곤란 등의 사회적 과제를 ICT를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전략을
포함

[표 2-9] 스마트폰 이용자 정보취급지침

스마트폰 이용자 정보취급지침

1. 투명성의 확보
○ 관련사업자는 대상 정보의 취득, 보존, 이용 및 이용자 관여 수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이용자 통제 기회 확보
○ 관련사업자는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취득하는 정보, 이용 목적, 제3자 제공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 공표, 동의를 취득하고, 또한 대상정보의 취득
정지와 같은 이용자 통제 수단을 제공할 것
3. 적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의 확보
4. 적절한 안전관리의 확보
○ 관련사업자는 취급 대상 정보의 누설 멸실, 훼손의 방지 기타 대상 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5. 고충, 상담 대응 체제의 확보
6. privacy by design 관련사업자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 시 혹은
애플리케이션 제공 사이트, SW, 단말기 개발 시부터 이용자의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설계할 것

□

스마트폰 개인정보보호 이니셔티브」발표
ㅇ 일본 총무성에서 스마트폰 이용자에 대한 정보 취급 및 활용과 관련한‘스마트폰 개인정
보보호 이니셔티브’를 발표
- 일본의 빠른 스마트폰 보급 속도와는 달리 스마트폰 사용 시 축적되는 행동 이력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이 많아 이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스마트폰 이용자 정보 취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포괄
적인 대책을 제안함 (‘스마트폰 이용자 정보취급 지침’을 제시)
- 제3자에 의한 애플리케이션 검증 실시 등 지침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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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2 소프트웨어산업연간보고서」, 2013)

(

국민 IT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창조적 IT 인재 육성정책’ 발표(2014.01.24)
ㅇ 범부처 차원의 인재 육성 및 교육 분야 전략으로‘창조적 IT 인재 육성 정책’마련
- 장기적인 경제 침체의 회복을 위해 2013년 6월에 수립한 ‘일본 재흥전략’ 13개 추진
분야 중 하나로‘세계 최고 수준 IT 사회 실현’제시
- IT 인재 발굴‧육성‧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활동을 추진

□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본 경제 재생,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적절한
IT 활용 능력 고취를 목표
- 국민의 IT 활용능력 강화, IT 활용을 지원하는 학습 환경 구축, 고도로 숙련된 IT 인재육
성 등을 진행할 예정
- 행정기관 서비스의 전자화 도모, 전자결제를 통한 물품 구입 및 음악, 영상 콘텐츠 다운
로드 촉진, 전자메일, SNS 등 초‧중‧고 수업에서 IT를 활용한 학습콘텐츠 적극 활용 등이
주요 내용
(출처 : http://www.kantei.go.jp/jp/singi/it2/dai63/siryou4-1.pdf)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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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전망연구 강화, 비즈니스 모델 혁신, 핵심기술 개발,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강화를 제시
- 7대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각 실행방안별로 공상총국, 성급인민정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
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세무총국 등 모든 정부부처들의 임무를 세세히 구분해
서 지시
ㅇ 2015년 5월 중국 상무부는 ‘인터넷 플러스 유통 행동계획’ 발표
- 행동계획으로는 처음인 본 계획을 통해 국무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4개 방면의 11개 조치
를 구체적으로 명시
- 2016년 말까지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액 22조 위안(한화 3,900조원 규모), 온라인 소매판매
액 5조 5,000억 위안(한화 1,000조원 규모)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제시
- 농촌과 중소도시, 국제간 전자상거래를 집중 발전시키는 한편 전자상거래를 지역 마을까지 보
급하고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겠다는 계획
- 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 수립 계획 포함
- 법제도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 적극 추진 및 국제 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통관 절
차 간소화 및 효율성 향상, 체계적인 신용체계 및 법체계 구축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
그레이드 추진
- 전자상거래를 신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전통 유통산업의 구조를 개혁하고 물류 인프라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
ㅇ 2015년 7월 중국 국무원은 ‘인터넷 플러스(+) 적극 추진에 관한 행동 지도의견’을 발표
- 향후 3년 및 10년간의 인터넷 플러스 발전목표를 제시
③

소프트웨어산업 강화 방안
ㅇ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2014. 9월 ‘소프트웨어산업 강화 방안’을 발표
- 중국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이 국가경제 및 사회전반의 발전과 관련되는 기초성ㆍ전략성
ㆍ선도성이 있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향후 중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네트워크화ㆍ서비스
화ㆍ체계화ㆍ융합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 공업신식화부를 소프트웨어산업의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중점 사업 6개를 지정, 추진 계획
발표
① 산업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및 산업지원정책의 구체화
② 기업혁신의 권장, 산업클러스터 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 간 협력메커니즘과 산업연맹 구
축 권장
③ 안전성ㆍ신뢰성 있는 정보시스템의 보급ㆍ응용을 위해 응용시장의 조속한 개척 추진
④ 핵심기업의 지속적 육성
⑤ 정보소비 진작과 내수확대를 위해 정보서비스업 집중 발전 추진
⑥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

□

인터넷 플러스(+) 행동전략 (2015)
ㅇ 2015년 3월 리커창 총리가 제3차 전인대에서 인터넷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액션
플랜으로서 ‘인터넷 플러스(+) 행동전략’ 수립 계획을 발표
- 중국의 인터넷 산업 경쟁력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유쿠 등의 성공으로 미국 인터넷
회사와 규모나 서비스 개발 면에서 대등해 져서 1단계 인터넷 산업 목표는 완수
- 향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패러다임 전환기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 세계 1위의 인터
넷 산업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수립
- 인터넷의 혁신적ㆍ파괴적 특성을 활용, 비효율적인 중국의 산업을 인터넷을 통하여 효율
적으로 구조 조정하려는 전략 포함
- 법제도 환경구축 및 완화, 재정지원, 인프라구축, 인력양성, 세무 등 모든 분야가 총동원
되어 분야별 ‘인터넷 플러스’ 행동전략을 발표 예정
ㅇ 2015년 5월 인터넷 플러스 행동전략의 첫 번째 테마로 ‘전자상거래 발전을 통한 신경제
성장 동력 육성에 관한 의견’을 발표
- 3대 원칙으로 ①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시장 육성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 간 공동협력을
통해 시장의 각종 모순 및 문제 해결, ② 법에 의해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시장 주체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의 자율성 확보 및 정부 부처의 전자상거래 시장 활동 간섭 불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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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 2-10]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2018년 발전 목표

경제발전

Ÿ
Ÿ

사회발전

Ÿ

기초인프라

Ÿ

Ÿ

Ÿ
Ÿ

환경조성

Ÿ
Ÿ

발전 목표
인터넷을 통한 제조업, 농업, 에너지, 환경보호 산업분야의
업그레이드와 노동생산성 제고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금융 육성
헬스의료, 교육, 교통 등 민생분야에서의 인터넷 응용 확대
공공서비스의 온/오프라인 통합 및 서비스 다각화
광대역,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형 인프라 시설 구축
인공지능기술의 산업화 촉진
인터넷 융합 혁신에 대한 인식제고
관련 기준, 규범, 신용체계, 법률법규체계 완비

출처 : 산업연구원, [산업정책해설] 중국, 인터넷 플러스 전략 추진, 2015.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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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ㆍ혁신, 제조, 농업, 에너지, 금융, 민생,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생태환경, 인공지능
등 새로운 산업모델 창출이 가능한 11개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 발전 목표 및
구체적 행동계획을 제시

-

인터넷 플러스(+) 전력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성장기반 확보, 혁신 촉진, 환경 완화, 해외
협력 강화, 인재육성, 유인책 마련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제시
[표 2-12]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지원 방안

구분

[표 2-11]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11대 중점분야별 행동 계획

구분
인터넷 +
창업・혁신

Ÿ
Ÿ
Ÿ

인터넷 + 제조

Ÿ
Ÿ
Ÿ

인터넷 + 농업

Ÿ
Ÿ
Ÿ

인터넷 + 에너지

Ÿ
Ÿ
Ÿ
Ÿ

인터넷 + 금융

Ÿ
Ÿ
Ÿ

인터넷 + 민생

Ÿ
Ÿ
Ÿ
Ÿ

인터넷 + 물류

Ÿ
Ÿ
Ÿ

인터넷 +
전자상거래

Ÿ
Ÿ
Ÿ
Ÿ

인터넷 + 교통

Ÿ
Ÿ
Ÿ

인터넷 +
생태환경

Ÿ
Ÿ
Ÿ
Ÿ

인터넷 +
인공지능

Ÿ
Ÿ
Ÿ

주요 내용
창업・혁신을 위한 지지기반 강화
대중 창업 공간 제공
인터넷을 활용한 개방적 혁신 환경 구축
인터넷 기반 스마트 제조 및 맞춤형 제조 발전 도모
제조업의 네트워크화 추진
제조업의 서비스 기능 강화
새로운 농업 생산・경영 시스템 구축
정밀화된 생산방식 도입
온라인 농업 서비스 수준 제고
에너지 생산의 스마트화 도모
분포식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에너지 소비모델 모색
전력망 기반의 통신 설비와 신규 사업 발전 주력
인터넷 금융 서비스 플랫폼 건설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기관 서비스 범위 확대
인터넷 금융 서비스 혁신 도모
인터넷 기반의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대중 편의서비스 체계 개선
온라인 의료 위생 시스템 구축
스마트 건강 양로산업의 발전 도모
물류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스마트 창고저장 시스템 구축
스마트 물류 분배・배송 시스템 완비
농촌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통 산업과 전자상거래의 결합 촉진
전자상거래 응용 혁신 촉진
전자상거래 분야 국제협력 강화
교통・운송 서비스 품질 개선
교통・운송 자원 이용 효율 제고
교통・운송 분야 과학적 관리능력 강화
자원 환경 현황 모니터링 강화
스마트 환경보호 촉진
폐자원 회수・이용 시스템 구축
폐기물 온라인 거래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을 이용한 미래 산업 발전 도모
중점산업 영역에서의 스마트 제품에 대한 혁신 독려
단말기 제품의 스마트 수준 제고

Ÿ
Ÿ

성장기반 확보

Ÿ
Ÿ
Ÿ
Ÿ

혁신촉진

Ÿ
Ÿ
Ÿ
Ÿ
Ÿ
Ÿ

환경 완화

Ÿ
Ÿ
Ÿ

해외협력 강화

Ÿ
Ÿ
Ÿ

인재육성

Ÿ
Ÿ
Ÿ

유인책 마련

Ÿ
Ÿ
Ÿ

주요 내용
광대역 네트워크 설치를 통한 네트워크 이용 효율 제고
코어 칩・하이엔드 서버 등의 연구개발 및 클라우드
컴퓨터・빅데이터 등의 응용 강화
‘인터넷 플러스(+)’의 새로운 하드웨어 프로젝트 지원
차세대 정보인프라 구축
안전규범과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기업주도의 ‘인터넷 플러스(+)’ 산업혁신 네트워크 혹은
산업기술혁신컨소시엄 구축
기업(특히, 중소기업)에게 국가 혁신 플랫폼의 온라인 개방
전통산업과 인터넷과의 융합 표준 제정
지적재산권 보호
기업 및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사회개방 촉진
융합형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진입 완화
신용정보체계의 개선 및 완비
‘인터넷 플러스(+)’의 개방형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정부 및
공공데이터의 개방 촉진
‘인터넷 플러스(+)’ 관련 입법업무 강화 및 불합리한 정책 제도
정비
인터넷 융합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인터넷 플러스(+)’ 응용 플랫폼 육성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법률자문, 해외시장정보 제공,
세무중개 등) 강화
‘인터넷 플러스(+)’ 기초 지식 및 응용능력에 대한 사회교육
강화
고등교육기관에 ‘인터넷 플러스(+)’ 관련 전공 설치 및 관련
전문가의 강사채용
산학협력을 통한 ‘인터넷 플러스(+)’ 전문 인재 육성
‘인터넷 플러스(+)’ 관련 글로벌 인재 유치
핵심공정프로젝트 지정을 통한 사회자본의 유입 유도
인터넷 융합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융자서비스 완비

출처 : 산업연구원, [산업정책해설] 중국, 인터넷 플러스 전략 추진, 2015.07.27.)

(

출처 : 산업연구원, [산업정책해설] 중국, 인터넷 플러스 전략 추진, 2015.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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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럽

□

오픈 데이터를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 방안 모색
유럽 주요 국가들의 데이터 개방에 대한 관심 고조로 관련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관리, 활용에 대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ㅇ 영국, 독일, 스페인, 벨기에 등은 오픈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거나 데이터 활용을 통
한 예산 절감 효과를 산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음

□

ㅇ

영국

오픈 데이터 활용을 통해 연간 330억 파운드 절감
ㅇ 영국의 싱크탱크인 ‘Policy Exchange’는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공유 및 분석을 바탕으
로 연간 공공지출을 160 ~ 330억 파운드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ㅇ 정부 대표 포털인 http://data.gov.uk에서 약 9천개의 데이터 세트(dataset)를 공개함
①

조달 촉진을 위한 표준화 규정(안) 승인
ㅇ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IT 규격을 포함한 새로운 표준화 구축 시스템 도입을 승
인했으며, 이를 통해 EU 전체 회원국의 IT 조달 활성화 및 경제 성장 견인 기대
- 새 규정안은 EU 표준화 개발 과정 현대화를 통해 유럽 기업들의 생산비용 절감, 모범사
례 구축, 경제성장 촉진 등을 주요 목표로 함
ㅇ 또한 개별 국가 및 EU 수준에서의 표준화 시스템 구축에 있어 다양한 플레이어(표준화 기
관, 정부 기관, 민간기업)간 협력 방침을 규정
- 이를 통해 명확한 책임 분배, 관리상 장애 요인 통제, 상호 양립할 수 없는 표준 발생 사
전 방지 등을 기대

[그림 2-10] 영국 정부 오픈 데이터 포털 사이트

□ IT

독일 : 오픈 데이터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경진대회 개최
독일의 오픈 데이터 웹사이트(http://apps4deutschland.de/)는 독일 정부가 공개 라이선스를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행사 개최
ㅇ 개최 결과, 총 320개의 정부 데이터 세트가 공개되었으며,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아이디어
제출이 112건,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77건 이루어짐

□

ㅇ

□

스페인 : 주(州) 행정 관련 공공정보 수집 포털 운영
주 행정에 대한 공공 정보를 수집(organizing)하기 위한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
를 통해 공공정보의 재사용과 관련된 일반사항, 교육훈련 자료 및 뉴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ㅇ

벨기에 : 2개의 오픈 데이터 포털 개통
벨기에는 연방 및 지역 정부에서 3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복잡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
픈 데이터 이니셔티브의 추진 결과가 가시화되기 시작
ㅇ 하나는 현재 국민/기업 등에게 공공 정보 재사용과 관련된 정보 제공 사이트로 약 200여개
의 데이터를 제공 중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개발자 및 ICT 기업용 사이트로, 약 80개의 데
이터를 제공 중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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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영국 정부 오픈 데이터 포탈 DATA, GOV. UK)

(

정부 조달사업 참여 기업 대상 사이버 보안 인증 의무화(2013. 12. 11)
공공사업 수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기준 충족을 위한 의무화 방침 공개
∘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산업 규격 인증에‘사이버 보안 인증’을 포함시킬 계획 발표
∘ 2011년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4년에 걸쳐 총 6억 5,000만 파운드(약
1조 1,234억 원) 투자 계획, 2013년 2억 1,000만 파운드 추가 투자 집행
- 온라인 위협 발생에 대한 대응능력 여부를 증명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민간기업의 올바른 사이버 관행 적용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력 강화 필요성 인식
증대 목적
(출처 : http://uk.reuters.com/article/2013/12/12/uk-britain-cyber-idUKBRE 9BB01B20131212)

ㅇ

-

발표
ㅇ 영국 정부는 2012. 11월 ‘디지털 서비스의 기본 제공 (digital-by-default)’을 목표로 하는
② Government Digit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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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전략(Government Digital Strategy)’을 발표
시민 서비스 혁신 계획(Civil Service Reform plan)의 일환으로 수립
- 영국 국민의 80% 이상이 민간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에 비해 정부의 온라인 공공
서비스 활용률과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가 민간에 비해 뒤쳐짐에 따라 ICT의 혜택을 공
공부문으로 확대 필요
ㅇ 2013. 12월, 2012년에 시작된 정부 디지털 전략(Government Digital strategy)의 진행상황과
향후 방향을 고려하여 정부 디지털 전략을 업데이트하여 발표함
- 본 전략의 수립 목적은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정
부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으로 디지털(digital by default)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 정부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2015년까지 17억 ~ 18억 파운드 (한화 약 3조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국민들은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음
- 본 전략이 제대로 구동되기 위해 정부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국민 중심의 서비스 재설
계가 필요함을 강조
- 본 전략을 기반으로 모든 부처는 디지털화를 통해 서비스 혁신 및 비용절감 방안을 포함
한 개별 부처의 디지털 전략 공개 의무화
- 개인, 기업, 정부 모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과 책임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접근성 확대 및 활용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주 예정
ㅇ 정부의 서비스를 온라인화 함으로써 경제적 효율과 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여러 이니셔티브를 포함
- 단일 인터넷 사이트 GOV. UK를 통하여 현재 정부의 모든 정보를 통합․활용하고, 정부의
비용절감과 국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트랜잭션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적극적
으로 추진
‘

-

디지털 이노베이터 장려, 사용자 포커스, 디지털 혁신가 지원, 인프라, 플랫폼, 에코시스템
성장 지원, 지속가능성 보장 등의 5가지 목표를 수립하여 세부 내용을 추진
- 디지털 혁신가들의 아이디어 개발 및 사업 장려
-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기술 개발
- 디지털 혁신가들을 위한 기술 및 사업 전문성 제공
- 인프라‧플랫폼‧생태계 조성
-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 수립
ㅇ 영국기술전략위원회가 런던과 캠브리지의 사물인터넷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R&D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스타트업 지원
- 사물인터넷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상업화 촉진과 고성장 기업들의 참여를 통한 클러스터
개발 증진이 목적
- ‘Launchpad 경연대회’를 통해 혁신적인 사물인터넷 프로젝트를 선보인 7개 스타트업을
선정, 100만 파운드 지원 예정
ㅇ 유럽의 디지털 단일 시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3가지 주제를 포함
- 유럽 전역에 걸쳐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용이하고 안전하게 소비자와 기업에 제공
- 주파수 관리ㆍ조정, 정보통신 분야 규제 재검토, 초고속 브로드밴드 투자, 콘텐츠 저작권
보호 등 디지털 혁신과 성장을 담보하고 고취시킬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데이터 공유 확대 및 상호연동을 위한 기준과 표준 도입, 포괄적 디지털 사회 지원 등 디
지털 경제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ㅇ

③ Digital Economy Strategy 2015 to 2018

월 영국기술전략위원회(Innovate UK)*는 영국 경제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4년간
의 디지털 혁신 경제 전략과 이에 대한 재원 투자 방안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 전략
2015-2018’을 발표
- 2015년부터 매년 3천만 파운드씩 향후 4년간 총 1억 2천만 파운드(한화 2천억 원 규모)를
투자하여 5G 인프라 구축, 100Mbps 인터넷 보급률 확대, 300억 개의 IoT 단말 및 2조 달
러 규모의 IoT 서비스 시장 형성, 69억 파운드 규모의 전자상거래 시장 형성 등을 추진

ㅇ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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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정책동향

바. 인도

서비스 수출 기반 육성
ㅇ 수출특구(SEZ), 기술파크(STP)의 구축을 통해 선진 인프라와 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세, 법인세, 소득세, 판매세 등의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IT

품질인증 획득 지원
ㅇ 자국기업의 SW품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수준의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보
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있음. 또한 ISO2000, CMM2 획득시 특별수입허가권을 부여하
고 비용의 50%를 지원함(현재 인도는 세계 SEI/CMM 레벨5 기업이 2/3를 차지하고 있음)

□ SW

적극적인 투자 유치
ㅇ 외국인 투자 창구를 일원화하고, IT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도 100%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마련함

□

디지털 기록 보관을 위한 전자기준 표준 개발 완료(2014. 01. 17)
ㅇ 원활한 정보 공유, 시스템 간 데이터 상호 운용, 개방형 표준 사용 촉진, 기술 점검 등의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전자 기록 표준 개발
ㅇ 디지털 기록 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전자 정부 및 전자화 확산 기
ㅇ 디지털 기록 보존 등 전자정부 프로젝트 통한 국민 혜택 강화 기대
(출처 : http://www.futuregov.asia/articles/2014/jan/17/india-develops-standards-digital -preservation-reco/)

□

가. 중앙정부 ICT·SW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법
ㅇ

주요정책 및 관련내용
[표 2-13] 국내 ICT·SW산업 주요정책 및 관련법

주요정책 및 관련법
클라우드 특별법 제정 (’15. 3) 및
클라우드컴퓨팅발전기본계획발표(’15.12)
K-ICT 활성화 전략 발표 (’15. 3)
15개 시·도별 특화프로젝트 확정(’14. 9)
소프트웨어 혁신전략(’13.10)
공생발전형 SW생태계구축(’11.10)
소프트웨어 강국도약전략(’10. 2)
국가융합기술 발전기본계획(’08.10)
ICT산업특별법(’13. 7)
산업융합촉진법 및 산업발전법(’11.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연관내용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ICT 활용 패러다임을 수용하여 컴퓨터 자원의
가상화 서비스를통한 효율성을 지원하는발전계획 제시
CT 산업 지속성장 및 혁신적 신산업 육성을 위한 4개의 구체적인전
략을 제시 (특히 9대전략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SW융합 강조)
SW기업 집적지조성, SW융합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공동인력양성, 신수요창출, 창업·성장·글로벌화생태계조성방안제시
공정거래, 인력양성, SW융합 활성화 방안제시
SW생태개편, 융합신수요 및 기술개발 확대방안
융합신산업 발굴·지원, 융합기술기반 산업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
제3조(지역발전과 지역연계협력 촉진예산마련)
제5조의2(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의 수립)
제11조(기술개발) 및 제19조(기반조성)
제6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조성)
제11조(소프트웨어기술개발의 촉진)

나. ICT·SW산업 육성계획 변화

제 차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07. 12. 20)｣ 및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08. 8. 12)｣에
따른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지자체의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역량 제고 등)
ㅇ 국가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국가과학기술위원회, ‵08. 11): 추진전략(융합신산업 발굴 및 지
원, 융합기술 기반 산업 고도화, 개방형 공동연구 강화)
ㅇ 중앙정부차원 국내 SW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 방안 수립
- 정부 100대 국정과제 미래전략산업 육성 (‵08. 10)
- ‘IT KOREA 5대 미래전략’발표 (‵09. 9, 미래기획위원회)
ㅇ｢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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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신성장동력 육성방안(지식경제부, ‵09. 2) :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
국가적인 차원에서 IT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IT융합”등 5대 핵심전략
추진결정(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09. 9. 2)
재경부 R&D사업간 칸막이 제거로 융․복합 환경 대응(‵10. 6.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ICT 진흥 특별법’본격 시행 발표(‘14.02.12)
- 2017년까지 ICT R&D 분야에 총 8조 5,000억 원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지원 예정
- ICT 융합 신제품의‘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제도’,‘ICT융합 품질 인증제도’를 동시 시행
하여 신규 융합 기술‧서비스 수요 창출 및 투자 확대 뒷받침할 계획

ㅇ

[표 2-14] ICT 특별법 시행 주요 정책 및 제도

융합 확산전략(재경부, ‵10.10)을 통한 융합산업지원방향제시
- IT융합 부품(SW 등 4대분야) 국산화 및 신제품 창출
- 융합산업촉진법(‵11. 4 제정)
- SW산업경쟁력 및 건전한 SW생태환경 조성방안 제시
- 지식경제부「SW경쟁력 강화방안(SW생태계조성)」(‵11. 9)
- 관계부처합동「공생발전형 SW생태계구축전략」(‵11. 10)

구분
1
2
3
4
5
6
7
8

ㅇ IT

소프트웨어 혁신전략(미래창조과학부, ‵13. 10)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 공동인력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 강화
- SW융합촉진을 통한 신수요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 활동 생태계 조성

ㅇ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제 “SW모니터링단 운영”( ‵14. 1)
- 박근혜 정부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 및 업종별로 관계부처 TF를 통해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One-Stop) 서비스를 제공 발표
ㅇ ICT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 위해 ICT 기반 융‧복합분야 기술개발 자금
융자 지원 확대 발표(미래창조과학부 ‵14.02)
- ‘정보통신 응용기술 개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술 개발 자금 과제당 최대 20억 원
한도 지원
- ICT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난화를 위해 570억 원의 예산 확보 및 총 80여개의 기술개
발 과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
- 특히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전체 사업 예산 중 80% 이상은
기술담보 대출로 지원할 예정
ㅇ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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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특별법 시행 주요 정책 및 제도
◦ICT 융합 신기술 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
◦신규 ICT융합 기술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
◦창조경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ICT R&D 강화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SW 산업 지원
◦창의적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공공부문에서 국산 외산 장비의 차별적 적용 배제, 수요예보제 시행
◦강소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ICT 분야 학점이수 인턴제 시행
◦정보통신정책 총괄 조정할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출범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4.02.12.)
ㅇ “ICT가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K-ICT 전략」발표 (미래부, ‵15. 3)
- “ICT가 선도하는 창조 한국 실현”을 비전으로 한 동 전략은 향후 5년간 총 9조원을 투
입하여 ICT 산업 성장률 8%, 2020년 ICT 생산 240조원, 수출 2,100억불을 달성하기 위해
① ICT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 ②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新수요
창출, ③ 중국‧개도국 등 패키지형 수출다변화를 통한 판로 개척, ④ SW‧신산업 분야 9대
전략산업 육성 등 4대 분야 17개 과제를 중점 추진
(

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ICT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ICT 기본계획) 확정(2014. 5. 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개년 (‵14 ~ ‵16년) 중기계획
-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 사물, 기기 등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 준비
- 정보통신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 경제․사회 전반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추진전략

ㅇ

대 전략, 16대 과제 제시
전략 1 :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 산업 생태계 강화
- 전략 2 : 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
- 전략 3 :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국민행복 실현
- 전략 4 : 창의역량 확충을 통한 글로벌 리더로 도약

ㅇ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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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SW의 역할

[그림 2－11] 지역 SW산업 발전기여도 및 파급효과

1) 지역 ICT·SW산업 지원 현황 및 성과

산업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어왔지만, 지역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SW산업육성
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SW를 전담하는 기구(한국SW산업진흥원, 현 정보통신산업진흥
원)이 출범한 1996년 이후부터임
- 지역 지원 사업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 사업의 형태로
년 산업기반기술개발 사업
년 지역 진흥 기반구축 사업 년 지역 전략산업 진흥사업 년 지역 전략산업 육성사
업으로 정책의 변화를 보이면서 진행

□ SW

SW

‘95

, ‘05

, ’02

, ’10

자료: ‘98년 : NIPA, ‘13년 : ICT산업실태조사, 정보통신산업 통계연보, 2014

사업의 정량성과) 지역SW사업의 총괄적 정량성과 측정을 위해 사업 실적보고서 등 8개년
년 의 관련 문헌 분석 결과,
ㅇ 2007 ~ 2014년까지 총 예산 2,405억원을 투입, 7,909개 기업을 지원하여, 신규고용 22,867
명, 수혜기업 매출증가액 3조 8,656억원*, 매출증가율
의 경제적 성과를 실현해

□(

(‘07 ~‘14 )

23.6%**

온 것으로 조사되었음

* 7,909개 수혜기업의 사업 수혜 전년도 대비 지원년도 매출 증가액 합산
** 7,909개 수혜기업의 사업 수혜 전년도 대비 지원년도 매출 증가율 평균

ㅇ

-

즉, 지역SW사업은 국비 1,441억원 투입을 통하여 국비의 67% 수준인 지방비 매칭 964억
원 투자를 유도하고, 사업비 1억원 당 3.3개의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고, 16.1억원의 기업
매출 증대와 9.5명의 신규고용을 유발하여 실질적인 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
히 기여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를 통해 지원 네트워크가 전국 19개 SW진흥기관, 4대 광역권 SW품질역량센터, 6개 지
역 SW융합클러스터로 확장되어 왔으며, 지역의 SW산업 육성과 지역 전략산업과 SW산업
간 융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들의 역할 또한 증대됨

거시적 성과) ‘98년 이후 지역적 특성과 지역 SW기업의 수요를 반영하며 다방면으로 맞
춤형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98년 대비 ‘13년 말 기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SW 생산
규모는 38.5배, SW 기업 수는 10.3배, SW 인력 고용은 11.4배 증가되어 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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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SW산업의 지원 및 한계

3) SW융합관련 지역의 적용범위의 확대로 인한 새로운 시장 확대 가능성

높은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전문성과 시장확대 능력에서
여전히 한계를 가짐
ㅇ 그동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지역SW산업의 성장
을 견인하여왔지만 향후 이러한 지역내발적인 사업역량확보, 신시장확보 역량이 필요함
- 특히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R&D 결과물의 타분야로 적용확대,
지역내 기관-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1) 지역 주력산업과 융합을 통한 시장확대
□

지역 전략산업분야, 선도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시ㆍ도별 협력 산업, 시ㆍ도별 주력산업
등과 융합을 통해 산업의 고도화 및 고부가화가 가능한 특화된 SW융합분야 등장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사업>

<지역주력 산업육성사업>

지역산업에 중추적인 거버넌스 확보의 한계
ㅇ 지역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등에 비해 역할
비중이 다소 낮음
ㅇ 새로운 시장확보 및 역할을 확보하여 SW중심사회를 견인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통합된 비전과 산업정책이 필요
ㅇ 전국 19개 SW진흥기관, 4대 광역권 SW품질역량센터, 6개 지역 SW융합클러스터 지정 등
지역SW지원 기능이 꾸준히 확산되어왔지만, 통합된 비전과 전문진흥기관에 대한 법적근
거,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대한 근거마련이 필요
ㅇ 지역별로 타산업(문화콘텐츠산업, 지역특화산업)의 지원역할을 겸하면서 지역 SW에 대한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부분이 존재
- 현재 사단법인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
를 중심으로 지역간 네트워크를 활성
화하고 있으나 지역별 재원의 편차가
있으며 주무부처가 혼재함으로 말미암
아 온도차가 있음
ㅇ 지역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ICT융합의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공 운영하는 전문
기관으로 위상을 확보함으로써 거버넌
스 주도 및 지역 SW기업에 대한 새로
운 시장기회를 제공할 필요 있음
<전국 지역SW 지원 네트워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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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발전 5개년계획, 2014
지역특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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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술과 지역사회문제의 결합을 통한 시장 확대

기존 PC, 스마트폰 등 단말기(디바이스)를 넘어 IoT 환경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자간
ㆍ사물간 지능화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참여와 지속가능한 도시를 가능하게 하는
SW융합 제품ㆍ서비스 등장 →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SW
융합의 새로운 시장분야 개척 필요

□

분 야

SW융합 제품사례

헬스케어
스마트 혈당계

스마트 신발

운동신경계 재활훈련 디바이스

통신형 블랙박스

HUD(Head-Up Display)

차선감지센서

IoT 영상용 서비스

스마트 헬멧

스마트 화재경보기

스마트 펜

스마트 칠판

홀로그램 교육

교통

헬스케어ㆍ교통ㆍ자동차 등 타산업과 SW 융합 확산
- 산업 경쟁력의 지속적인 우위 확보 및 신성장동력화 추진을 위한 IT산업, 특히 소프트웨
어와 기존 산업 간의 융ㆍ복합화 추진 가속화
- 2008년 이후 주력산업과 IT 및 SW산업 간 융합을 장려하는 각종 정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
-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비즈니스 차별화, 글로벌 진출 및 확산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
로 활용

ㅇ

서비스 고도화 : 모바일, 클라우드, 소셜 통합 추세
- 기업 IT시스템에 있어서도 소셜, 모바일, 클라우드 기술 도입이 증가하면서 빅데이터 및
인텔리전스, 정보시스템 간의 통합이 강조
- ‘Social + Mobile + Analysis + Cloud = SMAC’에 대한 관심 집중
※ Social, Mobile, Analysis, Cloud는 단독보다는 서로 결합됨으로써 더 큰 비즈니스적인
효과 발휘
- Oracle, Salesforce.com, Amazon 등 주요 IT기업들을 중심으로 SMAC을 지원하기 위한 전
략 및 제품·서비스 라인업 강화

ㅇ IT

안전
교육
편의

신종 보안위협 증가 : APT, 스미싱, 파밍
- 2011년 이후 금융기관, 방송, 통신사, 정부·공공기관, 포털사 등을 대상으로 한
APT(Advanced Persistent Theat)공격으로 막대한 피해 발생
-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이트 마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 등 2차 피해 증가
- APT 대응 솔루션 수요 증가로 보안업계 APT 대응 솔루션 공급에 주력

ㅇ
스마트미터

3D HMD

스마트 조명

스마트공장

스마트 소방헬멧

스마트로봇

□

산업
□

스마트기기 대중화로 대용량 콘텐츠 소비 확산 및 소셜 미디어 이용 증가, M2M-IoT 대
중화로 데이터 생산량 폭증
- 정보시스템 구축 시장 포화로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주요 글로벌 IT기업들의 빅데이터
공급 기반 확대
-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ICBM) 기술의 서비스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및 서비스 시장 확대
- 스마트 혁명을 통한 데이터의 양·질 급성장, 조직의 데이터 분석 수요 증가, 신규 시장
창출 필요성 증대 등의 요인으로 빅데이터 시장 급성장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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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확대 : 실시간 정보·앱·동영상 공유
- 웹2.0 환경 확산으로 정보·지식·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 확산
- 주로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는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카카오스토리, 해프닝 등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인기
ㅇ SW와 인문 융합 : UI·UX 기술
ㅇ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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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의 스마트화ㆍ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UI/UX의 경쟁력이 디바이스 및 서비스 경
쟁력 핵심 키워드로 부상
- IT 제품의 복잡화ㆍ융합화ㆍ다양화에 따라 사용이 어려운 인터페이스보다 인간 중심의
감성 이해를 통한 인간 친화적인 사용 환경에 대한 중요성 증대
- 개별적 인터페이스 기능보다는 인간 친화적인 자연스러움, 풍부함, 사용자 맞춤 중심의
사용자 경험이 강조
- 멀티터치, 동작, 음성인식, 눈동자 추적, 안면인식, 디바이스 움직임, 생체인식, 뇌파인식
등 다양한 UIㆍUX 기술에 대한 개발이 진행

[표 2-15] STEEP분석을 통한 SW중심사회 지역 확산 가능성

-

확산으로 모바일 오피스 보급 확대
- 가트너, IDC, SA 등 글로벌 시장조사기업이 향후 BYOD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을 전망
※ BYOD(Bring Your Own Device) : 개인이 보유한 스마트기기를 회사 업무에 활용
- (IDC) 2015년까지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시장은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7년
에는 약 7조 6,676억 원 규모에 이를 전망

ㅇ BYOD

클라우드 컴퓨팅 가이드 등 공공 클라우드 도입 확대
- 2013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 증가
- 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장려가 공공 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이 증가하는
주요 요인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주요국 공공 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 추진
- 국내의 경우 2009년부터 공공 및 민간 클라우드 도입, 품질기준 부여, 경쟁력 제고, 투자
촉진 등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중심사회가 지역으로 확산 적용이 요청됨에 따라 새로운 시장기회가 등장
ㅇ 사회 환경은 초연결사회, 집단지성 및 사회문제의 다양화 등이 주요 메가트렌드이며, 지역과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형성과 정보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음
- 기술 환경은 창의선도형 기술혁신과 인간중심의 기술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화
- 경제 환경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성장 정체와 대기업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계에 부
딪히고 있으며, 산업의 융합 가속화 진행 및 기업의 구조적 혁신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ㅇ 정책 환경은 글로벌 성장형 정부정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지역분권화
와 광역화가 지속되고 있음

□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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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0 메가트렌드
초연결 사회
(hyper-connected)
S
집단지성 시대
(사회) 똑똑한
(공유, 프로슈머 활동)
사회문제의 다양화
T 창의·선도형 기술혁신
(기술) 인간중심의 기술혁신
국가경제 환경 변화
․소비와 내수침체 장기화
․환율,특허,무역분쟁 가열
․WTO, FTA 등 교역확대

E
(경제) 산업의 융합 가속화
E
(환경)

기업의 구조적 혁신
Green Growth

P
(정책)

글로벌 성장형
정부정책

* STEEP

지역 확산의 가능성
‣ 지역과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없이 초연결사회가 밑바탕에 뿌리 내릴 수 없음.
‣ 지역의 호응 없는 상태에서 초연결사회의 방대한 정보를 중앙이 모두
관리하기 힘듦.
‣ 집단지성의 활용에는 지역의 인문 사회 문화적 특성이 내재된 지역만의
암묵지(Tacit Knowledge)가 중요함.
‣ 지역의 한정된 자원, 인구감소와 고령화, 생산성 정체는 지역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차원의 혁신이 절실함.
‣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산업 차원이 아닌 지역차원의 Idea Specialization을
통한 ‘지역특화 기술’이 뿌리내려야 함
‣ 지역 커뮤니티의 활발한 공유·소통을 통해서 인간중심 문화의 구축 가능
‣ 제조업 중심 및 대기업만으로는 지속성장 한계
‣ 창조적 지식과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지역 혁신이 절실
‣ 실리콘밸리, 중관촌, 테크시티 등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선도하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발전을 이끄는 시대가 옴.
‣ 특화기술을 보유한 지역 간 클러스터링을 통한 융합과 창조적 파괴의 가속화
‣ 창조적 환경에 적합한 지역의 중요성이 기업입지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됨.
‣ 중앙정부의 일방적 환경정책보다 지역 커뮤니티와 시민들이 중심이 된
환경문화 운동이 보다 효율적인 대안임.
‣ 생산성 측면 : 요소투입 중심→가치창출·혁신·지속 성장가능정책
‣ 정책적 측면 : 중앙정부의 top-down정책 → 지역 분권화·광역화
‣ EU의 Smart Specialization, Horizon 2020, 일본의 초스마트사회 전략 등
‣ Idea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협업과 융합이
활발한 산업 생태계 구축

거시적 외부환경요인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출처 : SW중심사회 발전전략(NIPA, 2015))

와해성 기술의 등장시기가 빨라짐으로써 불가능했던 사회문제해결의 가능성 확대
미래의 지역과 도시 이슈 도출 및 ICT·SW융합의 가치 재조명 : 스마트도시 “지속가능,
시민참여”, 재활도시로 진행되면서, ICT융합의 가치가 산업에서 삶으로 수요 대이동
- 예측되어지는 와해성 기술은 이러한 지역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
문에 지역사회문제를 잘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해짐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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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례 및 유사사업 분석

4. 시사점

현재 지역SW산업 정책은 산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주도의 규범적 사업계획(계획경제방식)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역산업계획이기에, 전형적인 경로의존적 특성을 가진 산업으로 구성됨
- 대형국책과제 중심의 산업정책은 단기적인 트렌드성이 강하여, 지역별 수준의 형평성이 존
재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발전의 어려움

□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이 가지는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이 필요
- 기술적으로 연결된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문제의 출몰시기가 빠르고, 파급력의 유동이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SW융합적인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SW융합기업의 성장모
멘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지역 SW진흥기관은 사회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전문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확보할 수 있음

□

□

새로운 SW의 시장기회로 바라보고 있는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SW를 개발하려면 미래기술
(와해성 기술)과 적정기술이 시장에서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변화관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
<

시장·정책분석을 통한 추진방향 >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및 성장이 예측되지만, 지역SW시장은 양극화를 직면하게 되며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근접한 미래나 그동안 극복할 수 없었던 사회문제들이 SW융합기술을 통해 해결될 가능
성이 높아졌으며, 이를 해결하는 전문시장을 개척(사회문제해결형 SW융합시장)하여 지
속가능한 지역과 지역 SW산업생태계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

ㅇ SW

1. 해외 SOS사례 및 기술과 솔루션
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투자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SOS 방식의 당위성을 찾고, 실천을 위한 프레
임워크와 확산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먼저 사회문제해결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접근하며 해결에 집중한 Social Innovation
Fund(美), 사회 환원 가속 프로젝트(日)을 조사함으로써 문제접근의 당위성을 찾음
ㅇ 이어서 공동의 문제정의 및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하는 리빙랩(Living Lab) 등의 사례를 보
다 상세하게 살핌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지 분석함

□

미국과 일본의 사회문제 및 해결에 대한 관심
ㅇ (미국)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Social Innovation Fund
- Social Innovation Fund(이하 SIF)는 Edward M. Kennedy Serve America Act 에 의해 시작된
정부와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찾고 지원하고 있음
- 학습네트워크(learning network)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과 국가의 문제에 대해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검증된 솔루션을 도출하고 적용함
- SIF는 공개경쟁을 통해 문제해결의 주체를 선발함. 민간과 공공의 재원을 매칭하여 문제
해결 추진

□

1)

[표 2－16] Social Innovation Fund의 3가지 집중분야

구 분

주요 내용
어린이,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적극적인 시민의식, 생산적
인 작업,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
경제적 기회
ㅇ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족들에게 경제적 기회와 재무안정성을 강화
(Economic Opportunity)
청년 육성
ㅇ
(Youth Development)

건강한 미래
(Healthy Futures)

건강한 삶 전파, 저임금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차이를 완화

ㅇ

미국) 빅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
- 국방부 등 6개 정부부처와 진흥기관이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니셔
티브

ㅇ (
ㅇ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에 대한 지역의 거버넌스를 확보함으로써 SW산업발전 견인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제공 뿐만아니라 사회문제를 SW융합기술로 해결해가는
과정운영에 대한 역량을 확보하여 SW산업에 대한 위상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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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dward M. Kennedy Serve America Act: 2009년 4월 실행된 국가 서비스법을 재정의하고 재설계한 법으로 Serve
America Act으로도 불림. Volunteerism Community engagement 조항으로 구분되며, SIF는 Community engagement
조항에 속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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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데이터를 수집, 저장, 보호, 관리, 분석, 공유하는 핵심 기술을 진흥시키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직접적인 과학기술 발전뿐 아니라, 관련 인력 및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에너지
및 지구환경 등의 현실 문제에 대한 접근도 포함하고 있음
ㅇ (일본)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Innovation 25
- 2007년 발표된 일본의 Innovation 25는 2025년까지의 일본 혁신 로드맵을 계획한 전략적
가이드라인으로 번영과 희망이 있는 일본의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함
- 사회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필요한 중장기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목표를 설정
하였음.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안전한 사회, 다양성을 보장해주는 사
회, 국제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사회, 세계에 개방된 사회
ㅇ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모두 혁신을 위해 필요한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 및 경제성장을 일구고자 하고 있음
-

[그림 2－12] 리빙랩의 작동과 역할

2) 리빙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생활 속에서 공동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리빙랩
ㅇ 리빙랩은 MIT의 W. Mitchell 교수가 제시한 개념
- 주로 ICT기술과 센서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기술을 통해 경험하는 것들을 생활 속
에서 파악하면서 테스트함
- 초기 리빙랩은 기술을 통해 사용자들의 행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사용자를 관찰
대상으로 정의했다고 할 수 있음
ㅇ 유럽 지역의 리빙랩은 사용자 참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 새로운 시스템 구현을 통한 개
방형 혁신모델로서 널리 시행되고 있음
- Bottom-up 방식의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사용자가 관찰대상이 아니라 혁신활동의 중요한 주체
- ‘기술 아이디어 도출 및 개발’과 ‘구현 및 시장 진입’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 목적
- 생활 현장(real-life setting)에서 사용자와 생산자가 함께 참여하여 혁신을 만들어가는 실
험실(lab)이라는 의미에서 리빙랩이라 명명됨
- 연구결과와 현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괴리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 인사이트 포착, 공공
실험 등 현실 지향적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음
- 2006년 유럽위원회 자금지원을 받는 2개의 리빙랩 프로젝트(Clocks, CoreLab)가 시작되
고, 19개의 리빙랩이 연대한 범유럽 Living Lab Network(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 ENoLL)가 출범. 점차 본 네트워크는 EU회원국 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
리카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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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C(2009)

리빙랩은 혁신활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 구분이 가능
- 기업 주도형(Utilizer-driven) : 기업의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개발 및 테스트 과정. 사용자
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성은 약하지만, 단기간 빠른 성과창출이
가능. 기업의 주요 목표는 전략적 R&D 활동을 리빙랩에서 수행하는 것
- 지자체 주도형(Enabler-driven) : 지역커뮤니티가 리빙랩의 기반 및 조력자로 참여하며,
도출된 지식과 정보가 지역커뮤니티를 통해 쉽게 확산됨. 지자체 주도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
- 연구기관 주도형(Provider-driven) : 실제 연구역량을 가진 혁신주체가 주도하며, 이미 존
재하는 기술을 활용하거나, 혁신플랫폼 구축에 의의를 둠. 상대적으로 성과창출보다는
이미 연구된 결과의 활용에 초점이 맞춰짐. 본 유형은 리빙랩 R&D 주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음
- 사용자 주도형(User-driven) : 사용자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 문제발굴 및 문제해결이
진행되고 있어, 사회문제 해결력과 지속성이 강함. 사용자가 혁신활동을 주도하는 상향
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부합하는 유형
ㅇ 아이디어 발현, 의제설정, 실제 활동, 피드백 및 확산이 반복되는 것이 리빙랩의 작동방
식.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특성파악 및 사회영향 평가
ㅇ 리빙랩은 사회적 혁신주체를 육성하고 혁신에 대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음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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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초기 단계부터 사용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각 주체가 협력하는 형태로 생활에
서 발굴된 수요 바탕의 연구활동으로 관련 사회문제를 해결
- 리빙랩은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사회적 혁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육성하고 혁
신에 대한 생태계 조성 계기를 마련함
- 사용자의 경험과 수요를 고려하고 있는 등 서비스 디자인적 관점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
ㅇ 해외 리빙랩을 분석해보면, 지역적 접근이 두드러지고 있어서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리빙랩의 구성요소와 작동 매커니즘
ㅇ 리빙랩은 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시스템과 실제 액션이 일어나는 주체/행동 차원으로 구
성요소를 구분해볼 수 있음
- 기술과 인프라는 리빙랩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요소이며, 이를 사용자와 프로젝트에
맞게 적합하게 관리체계로써 시스템화 함
- 사용자와 파트너는 리빙랩을 직접 구동하는 실행주체이며 혁신을 위한 연구활동이 행동
으로 작용함

□

[표 2－17] 해외 리빙랩의 주요 사례

구분

주요 내용
사용자 참여 사례
ㅇ핀란드 북부의 9개 리빙랩 네트워크(울루, 로바니ㅇRotuaari
에미 등)
-울루 시 모바일 멀티미디
핀란드 ㅇ낙후된 핀란드 북부 경ㅇ사용자 지향적 기술·서비스를 확산시켜 핀란드 어 서비스 확충을 위한
NorthRULL 제 활성화
북부지역의 환경, 건강, 경제문제를 해결
프로젝트
ㅇ북부 특성에 맞는 생활환경 및 복지에 초점을 둔 -테스트 시 울루 시 주민,
시도
관광객을 포함하여 추진
핀란드
ㅇ실제 거주하는 노인들이
ㅇ노인 요양시설 대신 노ㅇ‘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을 가진 실버 공동체
로푸키리
아파트 설계 및 디자인
인 공동체
ㅇ사용자의 패턴을 반영한 공간설계 및 동아리 활동
코하우징
계획
ㅇ조이스틱이 부착된 전동
ㅇ장애학생을 위해 학교
덴마크
기숙학교인 Egmont에서 4~9개월 간 자유로운 휠체어
를 리빙랩으로 지정하ㅇ고등
Egmont
분위기에서
분야를 공부할 수 있음
-Innovative User 과정을
여 Innovation User 과ㅇ장애학생들의다양한
Living Lab
사회복귀를 목표로 교육 진행
통해 참여적 설계 및 소
정 운영
통법을 교육
ㅇICT를 기반으로 사용자ㅇICT+Entertainment(ICE)를 리빙랩의 비전으로 삼어,
벨기에
환경 전반을 스마트화 관련 연구활동의 활성화가 미션. 아래 3개의 스마ㅇOKeez
Flemish
온라인게임(MMORPG)용
함으로써 지역사회 생 트부문을 통해 플랑드르 지역 전반 혁신 촉진 -컨트롤러
Living Lab
개발 시 30명의
활주순
및
지속가능성
-스마트그리드, 스마트미디어, 스마트시티
Platform
게임 유저가 테스터로 참여
향상
ㅇ대기업-혁신형 중소기업 중심 컨소시엄 구성
ㅇ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재, 에너지, 건
축기술 등 기술연구와 공동체 포럼이 리빙랩의 틀
에서 결합
ㅇBem Construir
브라질
ㅇ이스피리투 산투 주의ㅇ경제, 정치, 사회 등을 대표하는 다양한 참여자가 -환경친화 벽돌 생산성 향
Habitat
지역 주거환경 개선 구성원으로 참여
상을 위해, 관련 공학교육
Living Lab
ㅇ기술연구와 공동체 포럼을 통한 실제 적용에 대해 과 워크숍을 통해 지식 전수
혁신활동이 이뤄지며, 각각의 성과가 상호작용하면
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형태
ㅇ지역 공동체에 ICT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ㅇTeleWeaver
남아공 ㅇMnasche 지역의 취약한
하여, 생활 개선 및 주력 산업 개발
-지역 내 주요도시에 데이
Siyakhula 교육, 통신 등 인프라
ㅇ기업, 대학 등 혁신주체를 주축으로 혁신 시스템 터 접점을 설정하고 이를
Living Lab 문제를 해결
개선 촉진
기반으로 ICT 인프라 구축

[표 2－18] 리빙랩의 구성요소

추진배 경

ㅇTaoGei

노인 대상 돌봄 서비스ㅇ노인돌봄센터를 대상으로 사용자들을 이해하고, 복 -뇌건강 증진을 위한 기억
의 혁신 실험
지증진을 위한 규약을 설정하여 실행까지 추진 력 훈련 게임 프로그램
개발

대만
ㅇ
Suan-Lien
Liv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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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차원

주체 및 행동 차원
ㅇ 기술과 인프라
ㅇ 사용자와 파트너
- 기획 및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
- 시민단체, 미디어,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체
- 본 요소를 바탕으로 협력과 개발을 촉진함
가 참여
ㅇ 연구활동
ㅇ 관리체계
- 높은 개방성의 연구 환경을 기반으로, 기존의
- 구성원, 조직체계 등에 따라 변하는 요소
- 가장 영향력이 큰 참여자가 누구(기업, 시민, 공동 연구와 구분되는 사회문제 해결형의 혁
연구기관)냐에 따라 좌우됨
신 수행

리빙랩이 작동하는 과정에서는 다음
과 같은 4가지 주요 활동이 이뤄짐
- 탐색 : 생활을 기반으로 도출되는
아이디어와 구현 시나리오(usage
scenario) 작성
- 실험 : 기술플랫폼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프로토타입 테스트
- 평가 : 활용성을 포함한 정성적 평
가. 사용자가 포함된 그룹이 평가
함으로써 실제 적용을 염두에 둔
평가 진행
- 공동창조 : 생산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해서 진행하는 공동 창조

ㅇ

[그림 2－13] 기술 플랫폼으로써의 구성요소

자료 : Pallot.M. (2009), Alcotra(201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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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정에서 필요한 시나리오를 통해 개별 구성요소가 연결되고, 하나의 통합된 흐름을
이룸으로써 리빙랩 목표 달성(그림 2-19 참조)
- 사용 및 측정 : 사용자의 경험과 상황을 근거로 창출된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실 사용자
를 대상으로 테스트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실제적 평가
- 활용 및 응용 : 생산자는 사용자를 활용하여 함께 창조활동을 진행하고 혁신성과를 사회
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 탐색
- 활동과 시나리오가 묶여 하나의 기술플랫폼이 구성되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해결에 필요
한 새로운 지식 및 서비스가 창출됨
ㅇ 리빙랩 내 연구개발 프로세스
ㅇ

[표 2－19] 리빙랩의 구성요소

개념화
구체화
실행
피드백
- 리빙랩 연구주제 관련 사 - 연구 전 탐색한 특성 등 - 사용자 관점에서 혁신활 - 혁신이 사회에 미친 영향
전 배경 탐색
정보에 대한 다각적 측 동 성과 창출
에 대한 평가
- 사용자 특성 파악, 패널 설 정 및 평가
- 피드백 결과는 새로운
정
R&D프로젝트 개념화 단
계에서 참고

2. 국내 사례 및 유사정책

국내의 사회문제 해결 접근
ㅇ 국내에서는 ICT 기술의 확산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 고령자 및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방
향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왔음
ㅇ 이는 사용자를 수동적인 사용자로만 두고 추진된 사회혁신이라는 한계점이 있음

□

최근, 이러한 추세가 변화하면서 R&SD가 부각되기 시작함
ㅇ 기존 R&D사업이 국가전략을 달성하거나 경제성장을 위해 기능했다면, 사회문제해결형 사
업은 삶의 질 향상(R&D에서 R&SD(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과 실제 확산을 목적
으로 추진되었음
ㅇ 따라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차별성을 지님. 이를
위해서는 기술과 주변 법, 제도, 서비스 전달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함
- 연구결과의 최종 결과도 논문, 특허 등 연구산출물에 국한되지 않고, 구체적인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가시성을 지닌 결과물이 도출됨

□

[표 2－20] 기존 R&D사업 패러다임과 사회문제해결형사업 비교

3) 스마트시티 구현을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구분

기술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과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도시를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
가는 형태로 발전, 도시의 운영도 거버먼트(Government) 체제에서 양 방향의 거버넌스 체
제로 변화시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
- 스마트시티 하부시스템은 도시데이터 확보 및 SW중심사회 지역 확산내용과 결이 비슷함
- 스마트런던, 싱가폴 비라인(Beeline), 미국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와 1,000유전자 프로
젝트* 등 이미 각국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SW융합기술개발을 기초로 스마트시티
에 과감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

ㅇ ICT

목적
목표
특징
주체
결과

기존R&D
ㅇ 국가전략 또는 경제성장
과학, 기술 경쟁력 확보
ㅇ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
ㅇ 연구개발부서 중심
ㅇ 논문, 특허 등 연구산출물

사회문제해결형
ㅇ 삶의 질 향상
(과학기술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R&D, R&BD → R&SD

사회문제 해결
수요자 참여형 연구개발
기술 + 법, 제도 + 서비스전달 연계
ㅇ 연구개발부서와 정책부서 협업
ㅇ 구체적 사회문제 해결

ㅇ

ㅇ
ㅇ
ㅇ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도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설명회, 2014.3

사회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수요자 경험 및 문제수요에 기반 한 문제정의와 솔루션 개
발을 추진한 국내 유사사업
ㅇ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안)’을 통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민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 전문가 의견, OECD 삶의 질 통계 지표 등을 고려하여 <표 2-22>과 같은 사회문제 유형을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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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 소프트웨어와 연관된 사업을 간략히 살펴봄

위와 같은 사회문제해결형 정부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일반 R&D 수행시에도 리빙랩의 개념
을 도입하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사업수행을 변경·추진하고 있음

□

[표 2－21] 사회문제 해결형 R&D 개념 및 유형분류

대분류
지속가능한 활력사회
걱정없는 안심사회
더불어사는 어울림사회

세부분류
건강, 환경, 문화여가
생활안전, 재난재해, 에너지, 주거교통
가족, 교육, 사회통합

□

문제정의가 Top-down 방식으로 진행돼, 실수요에 기반 한 사회문제 발굴이 어려워짐
대부분의 과제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맞게 설계된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데, 이는 접근방향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요 추진주체가 중앙정부부처 및 진흥기
관인 것에서 일부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실제 수요자의 경험에서 문제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심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 2013. 12.
ㅇ 인터넷 신산업 서비스 환경 조성(‘15 ~‘19년 중장기 경영목표)
-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용자 참여형 리빙랩 구축(1만명) 및 API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5개)
- 지역거점 중심의 모바일 앱 개발 생태계 조성(6개 거점)

□

사용자 중심의 문제해결인 국내 리빙랩 추진 사례
국내에서도 지역 중심으로 다양한 리빙랩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 지하공간 환경개선, 이동행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교통체계 개선, 음식물쓰레기
선처리 리빙랩 등이 운영된 바 있는데 주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살펴봄

실증단지 내 리빙랩 구축사업(‘15년)
- 한국정보화진흥원
- IoT를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실증 테스팅(예 : 홍대 네거리)

ㅇ

사회문제해결형 R&D 다부처협력 공동시범사업(‘13년~ )
-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다부처가 공동으로 추진
- 고령화, 인터넷 중독, 성범죄 등 사회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수요자 경험 기반의 미
래 비전 제시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한 문제해결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확산,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산업국가경쟁력 강화

ㅇ (

ㅇ (IoT)

ㅇ

[표 2－22] 연차별 주요 개발 내용 프레임워크(안)

차년도
차년도
현장 문제정의 시나 제품·서비스디자인
리오 개발 제품·서 프로토타이핑 비즈
서비스 프 니스 운영모델 개발
내 용 비스개발
로토타이핑 사업화 사업화 추진
방안 도출
1

(2014)

2

(2015)

,

,

,

,

,

,

,

단계(확산)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 제품 서비스 사 차 과제 시범적용 최종 성과분석 개
업화 실적 성과평가 및 사업화 추진 발모델 검증 기타
후속 차 과제 발
분야로의 성과확산
굴 및 개발
방안 마련 추진
3

1

(2016)

,

4

(2017)

5

(2018)

2

/

/

/

대전의 ‘건너유’) 지역의 소규모 IT업체와 지역민, 그리고 정부기관이 함께 하여 만들어
낸 생활공간 개선 사례
- 해결하고자 하는 큰 주제에 대해 실생활에서 불편한 “진짜 문제”찾기 수행
- 지역 내 범람이 잦은 하천(‘갑천’)을 대상으로 지역의 IT기술 보유업체가 드론, 카메라,
태양열을 이용해 하천의 상태를 상시 촬영할 수 있는 장치를 하천변에 설치하고 주민들
이 스마트폰 앱으로 하천의 상태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솔루션 도출

ㅇ (

2단계(시범적용 및 검증)

1단계(문제정의 및 개발)

구분

소셜이노베이션캠프) 사회혁신을 촉발하는 온라인 프로토타입 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혁신센터
- 사회적 기업가, 웹 기획/개발자, 디자이너, 사회활동가 등 주체들이 48시간 동안 협업에
의해 창조물을 만들고, 이를 공익 증진을 위해 사용
- 주요 결과물로는 동네를 중심으로 이웃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나누는 ‘우리 동네
사람들’, 친절한 버스 기사 정보를 나누고 같은 버스를 탄 사람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친절버스’ 등이 있음

2

,

서울 북촌의 리빙랩 프로젝트) 상용화 前 ICT서비스를 시험하는 테스트베드 공간
- 북촌 지역 전체를 실험무대로 ICT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서버 및 하드웨어 설치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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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관광객, 기업, 지역 관공서가 참여하는 형태
- 다수의 관광객이 찾는 공간임을 감안하여, 보행자 네비게이션 서비스 실험을 위한 공공데
이터를 제공하고 Wifi 성능강화를 위한 도달거리 증대 기술 등 적용
-

[그림 2－14] 북촌 리빙랩 프로젝트의 관계도

3. 기존 사업의 한계 및 시사점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은 기존의 연구개발 접근방식과 다르게 사회문제에 집중하여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과제를 기획 하려한 시도는 의의가 있음
ㅇ 다만 여전히 과학기술에 방점이 높으며, 사회 문제정의를 기존 R&D 사업의 패러다임인 국
가 정책 방향에서 도출한 경우가 많았음
□ 지역 자체의 내발적인 사회문제 도출에 집중하고, 선도기술 뿐만 아니라 적정기술을 고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문제해결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국내의 리빙랩사업들은 리빙랩의 형태를 차용하긴 했지만, 이해
관계의 참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며, 단발적인 시범사업으로 추진
ㅇ 리빙랩 및 사회문제해결의 본질에 보다 근접하게, 실제 사용자인 국민이 원하는 수요를 현
장에서 발굴하고 재정의하는 과정 필요
ㅇ 특히 리빙랩의 본질인 과정중에 발생하는 데이터를 축적,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
□

<

자료 : 서울특별시

사례분석을 통한 추진방향 >

사회문제에 맞는 접근법을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자체의 내발적인 사회문제
도출 (디자인, 비즈니스모델, 기술개발이 함께하는 접근방법 필요)
- 디자인에서 이해관계자를 충분히 참여시켜 문제에 대한 공감과 문제의 본질 정의
□ 첨단과학기술중심의 사회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적정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활용도 증
대 ICT·SW융합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추진
□ 지자체 주도형 리빙랩은 사회문제 해결에 가장 초점을 두어, 사용자 주도의 추진방식
(bottom-up)이기 떄문에 사회문제 해결형 SW융합기술 발굴 및 적용에 가장 적합하다
고 판단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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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역사회문제와 SW융합 해결방안
제1절 지역사회문제 접근방향
1. 지역사회문제 접근의 다양성

지역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요청)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SW융합기술을 발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와 실사용 테스팅을 개발과정에 포함시켜 혁신의 속도를 높
이는 접근 방법이 필요
ㅇ 새로운 SW의 시장기회로 바라보고 있는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SW를 개발하려면 미래기술
(와해성 기술)과 적정기술이 시장에서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변화·관리를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
ㅇ (기존 접근 방법의 한계) 와해성 기술의 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적정기술 탐색비용이
높아지는 오늘날 기존 기술개발방식은 타임투 마켓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 국내 유사사업들은 기존R&D사업처럼 공급자 중심의 하향식 접근으로 단발성에 그쳐 지
속가능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거버넌스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
<지역사회문제 접근 방법 >
디자인사고를 통한 사용자 참여형 문제접근 방법
이해관계자의 참여, 밀도 있는 공감대형성과 문제정의, 첨단 및 적정기술의 융합솔
루션 발굴 등의 과정
- 미국 IDEO에서 창의성을 만들어가는 디자이너의 사고방식을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구체화화여 공감-문제정의-아이디어창출-프로토타입-테스팅 과정으로 제시
미래상황분석을 통한 혁신적 대안 찾기 모순지향 접근
기술의 진화과정에서 미래에 등장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현재의 상황과 모순을 발생
시킴으로써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지원하는 방법
독일중심의 차 산업혁명의 기반철학이며 혁신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주목
실사용자 중심의 테스팅 리빙랩
실제 사용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사용자들이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혁신 활동의
주체로 기능하는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으로 개발된 기술의 빠른 피드백이 일어
나며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공간
- 유럽 ENoLL, 스웨덴 Botnia Living Lab, 벨기에 iMinds iLab.o, 핀란드 NorthRULL
등 북부유럽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실험중인 방법론

□(

-

:

-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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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참여형 문제접근 : 디자인씽킹

배경 및 필요성
ㅇ ‘과학적 사고'가 주는 한계의 봉착 : 자료 분석에 의한 판단으로 인해 최선의 답을 찾지
만, 최적의 문제(신뢰성)는 여전히 존재
- 소수 인원 관찰을 통해 작은 신호(weak signal)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 펼쳐 나갈 수
있는 ‘타당한’ 혁신적 전략을 보여주는 과학적 사고의 한계
ㅇ 소비자의 변화 : 한정된 자원, 효율성중시 사고문화, 대량생산체제(통일된 성능), 단일성추
구(표준화)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새로운 자원으로 바뀌면서 소비자들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짐
- 이에 따라 소비자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기업 즉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필요
ㅇ 시대적 요청인 혁신에 대한 디자인적 사고의 필요성 : 혁신을 위해서 명확하게 정의 되지
않은 문제(wicked or ill defined problem)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분석적 사고로는
어려움
- 더 이상 생산만 하며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은 없으며, “똑똑한 대중” 혹은 “참여
군중”은 기업이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공감에 기반한 제품과 서비
스를 출시할 것을 요구

□

사용자 참여형 문제접근의 역사
ㅇ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혁신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경영학과 사회과학의 오랜 방법이지만,
실제 디자인에서 방법을 찾고 적용한 것은 90년대 IDEO의 팀 브라운(Tim Brown)에서 출발
- 디자인 업계는 늘 경영의 중심에 서고 싶은 욕망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였는데, 1970년
대의 디자인 경영에서부터 시작해서 UX, 디자인 사고,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 등으로 표
현함
- 디자인에서 이렇게 답을 찾는 방식이 다른 사업 영역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되자 IDEO에
서는 이러한 디자인을 일반적으로 그림 그리는 디자인과 구분하기 위해 소문자 디자인
(“design with a small d”)으로 사용. 이러한 구분을 고민하던 팀 브라운은 사고과정에
초점을 둔다는 의미로 “thinking”을 붙이게 됨
- 최근 이러한 디자인사고는 기업혁신전략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문제에서도 적용이 가능
해지면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으로도 부상하고 있음
ㅇ 비즈니스 위크가 2009년에 특집 기사를 실었고 현재는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패
스트 컴퍼니 등에서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SAP창업자(Hasso Plattner)는 대학과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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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여 미국과 독일에 디자인하우스를 설립하고 한국에도 투자하였음
- 국내에서는 2012년에 매일 경제에서 특집으로 다루었으며, 서울시 등에서 사회문제를 해
결하는 데 활용한 바 있음
- 2011년 5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이마트의 임직원이 가져야 할 철학이자 정신은
고객마인드, 브랜드 차별화,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이라며 이 세 가지가 ‘이마
트 웨이(way)’라고 강조하는 등 국내 기업가, 정치인, 교육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제공
<디자인 사고에 관한 여러 정의>
• 디자인적 사고란 소비자들이 가치 있게 평가하고 시장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술적

□

디자인 사고 과정

“

으로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디자이너의 감수성과 작업방
식을 이용하는 사고 방식이다” (팀 브라운, IDEO CEO)

•

기존의 상황을 더 바람직한 상황으로 바꾸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고안해 내는 사람이라면

“

누구든지 ‘디자인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Everyone designs who devises courses of

•

•
문제 정의

Simon's 1969)
디자인이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상태로 요소들을 배치하는 방식을 계획하

“

(Define the
problem)

는 것(Design is a plan for arranging elements in such a way as best to
accomplish a particular purpose).” (찰스 임스 Charles Eames)

•

디자인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창의적인 과정을 통해 다양한 팀을 이끌 수 있으며, 다양

다양한 옵션

한 요소들을 단순화시키고 연결, 통합함으로써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거나 스토리를 띌 수

생성 및 고려

“

있게 하며,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고, 보다 아름다운 방식으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
게 한다. 요컨대 디자인은 사회 혁신에 있어 완전히 판을 바꾸어놓을 만한 기여

(Create and
consider many
option)

(game-changing contribution)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셰릴 헬러 Cheryl Heller)

• ① 디자인 분야에서 시작된 혁신 프로세스와 사고 방법으로서, ②인간을 관찰하고 공감하
며 소비자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
고, ③통합적 사고(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반복) 및 프로토타입과 테스트의 실패를
반복하여 최선의 답을 찾는, ④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의 구체적 형태이며 이를 교육과 경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 스터디 가이드 재정리)

영의 전 범위에 도입하려는 패러다임 (

선택된 제안들의
정제
(Refine selected
directions)
반복

•

(Repeat)
최종 대안의
선택과 실행
(Pick the
winner, ex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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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defining the right problem to solve)”
이 단계에서는 책상 앞에 앉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으로 나아가 소
비자가 쇼핑하는 과정을 체험해보거나 극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관찰하는
등 과정 자체에 참여하며 어린 아이처럼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짐
• 정해진 사고의 틀을 깨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정말로 해결해야 할 문
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
•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하는 단계
• 일반적으로 우리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데에 있어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필터에 의해 걸러진 채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솔루
션이 문제 해결에 있어 아무리 명백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솔루션을 생각
해보는 과정이 필요
• 기회가 포착되는 것은 바로 이 단계에서이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다양한 관점의
중용과 팀 접근이 중요
• 앞선 단계에서 고려된 숱한 아이디어들을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아이디어들 간 다
양한 통합과 분해가 반복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몇 가지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서서히 모양을 갖추게 됨
•“

action aimed at changing existing situations into preferred ones, Herbert A.

처음 규정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까지 2~3단계를 반복

최종 단계에서는 각종 아이디어 간 경쟁에서 살아남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거나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착
• 최종적으로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다면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을 통해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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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사고 속성
ㅇ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의 대표적인 속성은 생각하는 방법(사고 방식)으로 혁신을
이끌어내는 방법론 혹은 프로세스, 새로운 교육과 경영 패러다임적인 특징을 지님
ㅇ 생각하는 방법(사고 방식)으로서 디자인 사고
- IDEO의 CEO 팀 브라운(Tim Brown)은 “디자인적 사고란 소비자들이 가치 있게 평가하고
시장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디자이너의 감수성과 작업방식을 이용하는 사고 방식이다”라고 설명
- ① 집중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 ② 분석과 통합 ③실험 허용 ④ 낙관적 문화로 사고하
는 디자이너의 사고방식
- 디자인 씽킹(The Design of Business)의 저자 로저 마틴(Roger Martin)은 디자인사고 방식
은 미국 실용주의 철학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존의 분석적 사고의 중심이 연역과 귀납인
데 반해 혁신을 위한 사고법은 귀추논리(abductive reasoning)를 따르고, 분석적 사고의
숙련과 직관적 사고의 창조성이 역동적으로 균형을 이룬 것이 디자인 사고라고 주장
ㅇ 혁신을 이끌어내는 프로세스로서 디자인 사고
- 역사학적 사고, 서예적 사고, 특히 디자인사고가 많이 차용한 민족지학(ethnography)등
사회·인문 과학과 차이점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
- 팀 브라운: ① Inspiration (관찰, 공감, 협력하여 영감을 얻음) ② Ideation (통합적 사고확산과 수렴-를 통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음) ③Implementation (프로토타입을 만들
어 테스트하고, 실패하고 개선하는 것을 반복하여 최선의 답을 얻음)의 구체적 방법론
제시
- 마크 치어스크 (Mark Dziersk): 디자인 사고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검증된
방법론으로 말하고 ① (관점, 관찰을 통해)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② 많은 선택 가능성
들을 탐구하며(확산적 사고와 다수의 프로토타이핑) ③ 선택된 방향을 정교화하고 (수렴
적 사고와 테스트) 이 과정에서 실패를 반복하면 ④ 최종 결론을 실행하는 프로세스로서
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성공이 보장된 검증된 방법이라는 주장
ㅇ 교육과 경영 패러다임으로써 디자인사고
- 척 존스(Chuck Jones)를 인용한 사라 베크만(Sara Beckman)의 글에서는 Six Sigma의 지
지자들을 포함하여 기존 기업의 사람들은 뉴튼 물리학자처럼 잘 정의된 측정을 이루면
개선 혹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디자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양자
물리학자들처럼 상상 속에서 무엇이든 가능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비유
- 지금까지 제시된(디자인 사고에서 제시하는 방법론까지 포함하여) 반복 가능한 명쾌한
논리적 귀결은 디자인 사고가 아니며, 누스바움의 지적대로 디자인 사고가 주로 다루려
고 하는 것이 '창조성'인데, 추상적인 개념으로 머물러 있던 창조성이 디자인 분야의 방
법을 빌려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됨
- 미국에선 디자인과 비즈니스를 결합하여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디자인 사고 교육을 하는
곳이 다수 있음

<디자인 사고에 관한 주요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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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pre1960
1960s
1962

1965

1970s
1973

1979

1980s
1980

1982

1983
1987
1988
1990s
1991
1992
1995

2005

2006

2007

2008

2009
2013
2015

주요 특징
The origins of new design methods in the 1960s lay further back in the application of novel "scientific" methods to
the pressing problems of World War II from which came operational research methods and management
decision-making techniques, and in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techniques in the 1950s. Harold van Doren
published Industrial Design – A Practical Guide to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 which includes discussions of
design methods and practices, in 1940.
The beginnings of computer programs for problem solving, the so-called soft-systems approach.
The First Conference on Design Methods, London, UK.
L. Bruce Archer, professor of Design Research at the Royal College of Art argues that design was "not merely a
craft-based skill but should be considered a knowledge-based discipline in its own right, with rigorous methodology
and research principles incorporated into the design process" and states: "The most fundamental challenge to
conventional ideas on design has been the growing advocacy of systematic methods of problem solving, borrowed
from computer techniques and management theory, for the assessment of design problems and the development of
design solutions." Bruce Archer is arguably the first author to use the term design thinking in his book "Systematic
Method for Designers" London: Council of Industrial Design, H.M.S.O.
Notable for the rejection of design methodology by many, including some of the early pioneers.
Robert McKim publishes Experiences in Visual Thinking, which includes "Express, Test, Cycle" (ETC) as an iterative
backbone for design processes.
L. Bruce Archer starts off the next decade's inquiry into designerly ways of knowing, stating: "There exists a
designerly way of thinking and communicating that is both different from scientific and scholarly ways of thinking
and communicating, and as powerful as scientific and scholarly methods of inquiry when applied to its own kinds of
problems." Bruce Archer is arguably the first one to use the term design thinking.
Systemic engineering design methods are developed, particularly in Germany and Japa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Engineering Design (ICED) is formed.
Bryan Lawson, professor of architecture at University of Sheffield, publishes How Designers Think about design
cognition in the context of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Nigel Cross, professor of design studies and editor of Design Studies journal, writes Designerly Ways of Knowing
showing design as its own culture to be taught in schools by contrasting it with science culture and arts and
humanities culture. This is based on the idea that "There are things to know, ways of knowing them and ways of
finding out about them that are specific to the design area."
Donald Schön, professor and theorist in organizational learning, pens his seminal text The Reflective Practitioner in
which he sought to establish "an epistemology of practice implicit in the artistic, intuitive processes that [design and
other] practitioners bring to situations of uncertainty, instability, uniqueness and value conflict."
Peter Rowe, professor at the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 publishes Design Thinking.
Rolf Faste, director of the design program at Stanford, creates "Ambidextrous Thinking", a required class for
graduate product design majors that extends McKim's process of visual thinking to design as a "whole-body way of
doing."
Ideas of organizational learning and creating nimble businesses come to the forefront.
IDEO combines from three industrial design companies. They are one of the first design companies to showcase
their design process, which draws heavily on the Stanford University curriculum. IIT Institute of Design establishes
the first PhD program in Design in the United States.
Richard Buchanan's article "Wicked Problems in Design Thinking" is published.
Ikujiro Nonaka writes The Knowledge-Creating Company on how to transfer knowledge from expert to novice within
a business based on the work of Michael Polanyi's tacit versus explicit knowledge.
This shift of design thinking away from the product fields and into the business sector sparked a debate about the
hijacking and exploitation of design thinking. According to Bill Moggridge, co-founder of IDEO, in the end of 2000,
Lavrans Løvlie, Ben Reason and Chris Downs, joined forces to found live|work, an UK based design consultancy
firm that opens up for business on the basis that the design approach should be extended and adapted to tackle
the design of services. This marked the beginning of the service design consultancy firms movement worldwide.
Stanford University's d.school begins to teach engineering students design thinking as a formal method.
IIT Institute of Design introduces the first Master of Design/MBA dual degree program. The MSLOC program at
Northwestern Universitybegins to teach design thinking to learning and organizational change students in the
graduate program as a formal method to explore organizational change and behavior change. Curriculum offerings
integrate design thinking with business practices, organizat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al and social psychology,
learning sciences and organizational learning; while faculty collaborate with other schools at Northwestern such as
the McCormick School of Engineering and the Medill School of Journalism to fully explore the use of design tools
in broad contexts.
Hasso Plattner Institute for IT Systems Engineering in Potsdam, Germany establishes a design thinking program.
IIT Institute of Design launches Design Camp, premier executive education program offering frameworks and tools
for practicing innovation in a variety of industries. Participants include management and innovation planners from
General Motors, Intuit, Anheuser-Busch InBev, Autodesk, FedEx, Hyatt Hotels, Marriott, McDonald’s,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 Salesforce, S.C. Johnson, Steelcase, Target, and
Wolverine World Wide, Inc.
The MMM Program at Northwestern University is the first MBA program to incorporate design thinking into its core
curriculum.
Radford University begins offering an online Master of Fine Arts in design thinking
Jenna Leonardo, Katie Kirsch, Rachel H. Chung and Natalya Thakur from Stanford University's d.school founded
Girls Driving for a Difference to teach design thinking to young girls across the United States.

참고 :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wiki/Design_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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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상황분석을 통한 혁신적 대안 찾기 : 모순지향 접근

<디자인씽킹 추진기관·기업 비교>
구분

특징

비고

1) 모순지향적 방법(WOIS)의 개념 및 등장배경

SAP 창업자인 하셀이 투자하여 설립
대

스텐포드

된

d.School

founder

도쿄대 i.School

전문대학
$35

(SAP

million

for

최초 6단계 → 5단계
OBSERVE, UNDERSTAND, DEFINE, IDEATE, PROTOTYPE, TEST

호리 히데유키 교수 주도로 설립

Apisnote(온라인상에서 디자인띵킹하는 툴)

디지털포스트잇 Apisnote 개발

MIT, 단국대 등이 활용

IDEO

최초로 디자인사고의 방법론적 제시

디자인

구글벤처스의 디자인 파트너인 제이

스프린터(구글)

업

gives

보이스(WOIS, Contradiction Oriented Innovation Strategy)는 모순 지향 혁신 전략*의 약자
로, 제품 혁신의 “초기단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비즈니스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는
통합적인 혁신전략 방법론
* Contradiction은 독일어로 W로 시작되고 (Widerspruch vi:dɐ∫prux -비데 프 스), W는 독
일어로 V로 발음되어 “보이스”로 힘
- 어떻게 혁신을 수행할 것인가 보다 미래 성장 모멘텀 창출을 위한 신사업/신제품 기획을
위해 혁신을 왜 해야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

ㅇ

Stanford D-School, October 2005)

학

기

디자인사고

블루믹스
개러지(IBM)
SAP CSR

크 크냅(Jake Knapp)에 의해 고안
블루믹스 클라우드 플랫폼기반위에
실제 적용되는 SW서비스개발
고객만족차원에서 출발하였으나 지
금은 독자적인 프로그램런칭
SAP

SAP DCC

마케팅부문(CSR팀)과

Inspiration, Ideation, Implementation
구글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에어비엔비, 슬랙,

블루 바틀 커피 등이 사용
Understand-Define-Diverge-Decide-Prototype-Validate
글로벌 창업네트워크 연결 가능

독일,미국,한국에 사이트 오픈

연결하여 디자인문화확산

CSR팀과 DCC는 각기 독자적인 프로그램운영
네트워크

(DFGN)
기타 관련기관
K-디자인 재단

WOIS 설립자, 한스위르겐 린데 교수 (1944 ~ 2011)

디자인팩토리 코리아(연세대)
디자인팩토리 알토 등
SAP DCC, 단국대 등 투자 (3억씩. 경기도 허가)
디자인씽킹 관련 표준화 작업 (DT인증과정개설)

디자인사고 기반 사회적 기업

DT를 이용한 사회문제접근 (넷임팩트 등)

소셜픽션

사회적 상상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자기주도형(Self-Organization) 열린토론방법.

오픈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참여하는 사람은 무조고 맞고, 유일하며, 지금이 최적의 시
간이며, 끝을 명확히 한다는 네가지 원칙

1991

WOIS: Widersprüche-Oriented Innovation System-자원, 철학,
모순지향적 혁신방법론

(창의성 확보)

2) 모순지향적 방법(WOIS)의 구성

델(혹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완성도롤 높여가면서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론
Eliminate(제거) : 가치혁신 관점에서 제거할 것

ERRC접근법

Raise(증대) : 보다 향상시켜야 할 것
Reduce(감소) : 좀 줄이고 자제해야 할 것
Creation(창조) : 새롭게 창조해야 할 것
에이미 에드먼드슨 하버드대 교수

티밍(Teaming)

2014

Compromising 하는 다음단계를 성과를 제시하는 방법( TRIZ

learn-build-measure의 단계를 축약하여 빠르게 비즈니스 모
린스타트업

․ 기계 공학과 디자인 엔지니어링, 혁신
이론분야로 박사 공부 (Dresden
공과대학)
․ 15년 이상의 개발 실무경험
․ 혁신연구 및 기업혁신 위한 "WOIS
Innovation INSTITUTES" 창립(‘91)
․ 코부르크 대학 WOIS Innovation
School에서 혁신전략 강의(‘91)
․ 최고경영자 MBA 프로그램 "Strategic
Innovation"의 설립자

기술,사회,가치 등이 나선형으로 진화과정에서 모순발견과
포함)

연관된 방법론

룩

는 포괄적인 구조화 작업, 마케팅, 가치 창출 등에 관한 신선한 질문들로 부
터 도출되는 개방형 세계 혁신 전략(World-Opening Innovation Strategy)으로, 혁신
과정의 혁신을 지속화(the permanent Innovation of Innovation)하는 방법론

dSchool의 5단계 방법론 적용

글로벌

쉬

ㅇ WOIS
DCC 퍼실리테이터 과정, 문제해결과정

별도로

팩토리

]

읽

R&D부서 독자적 운영. 글로벌 DCC

디자인

(비영리포함)

[

HCI (듣고 만들고 적용. 반복)

innovation,

learning,

knowledge,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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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development,

doing,

혁신 철학 (World Oriented Innovation Strategy) : 경제, 철학, 진화이론
ㅇ 경제 (Economy) : 보이스의 목적은 ‘적은 Effort와 더 많은 Benefit이 생성’되는 혁신적
인 이상점(Radical Ideality)를 발견하는 것인데, 이러한 혁신적인 이상점은 세계(World)의
현상과 트렌드 탐색을 통해 가능함
- WOIS에서 세계(World)는 재료(Matter)과 의식(Consciousness), 물질(Substances)과 장
(Fields), 정보(Information), 공간(Space), 시간(Time), 운동(Motion)의 상호관계로 구성된
철학적 카테고리(Philosophical Categories)로 정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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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에서 Radical Ideality를 탐색

•

세계(World) 탐색에서 어떻게 radical ideality인 “등대”발견할 수 있는가?

혁신철학(Innovation Philosophy)”의 4개 원기둥을 관찰함으로써 radical identity를
발견한다. 즉, radical Identity는 더 적은 자원의 투입(↓)이나, 더 적은 에너지, 공간, 시간을
사용하면서(↓), 더 많은 정보 활용을 통해(Information↑), 스스로 작동되는 형태로(Self
Movement ↑)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 지는 것. 그것을 WOIS에서는 “등대”로 설정. 대개의
경우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음

→ WOIS “

진화이론 (Evolution theory) : 혁신정신(INNOVATION SPIRAL)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 모델
로 변증법에서 파생된 세 가지 기본 법칙을 사용
- 대조를 이루는 양극단 통합을 통한 진화 (Unity and Polarity of Contrasts) : 완전 대립물
의 대조에서 진화가 만들어 짐
- 양적변화를 질적 변화로 만들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형함으로서 진화(Transforming

ㅇ

quantitative changes into qualitative and the other way around)

부정의 부정을 통한 진화의 법칙(Negation of Negation) : 혁신의 돌림현상으로, 과거를
참고하면 혁신 포인트가 나옴

-

혁신과정에서 진화이론과 진화법칙 적용

혁신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략적인 갭을 극복하기 위해 진화이론과 법칙을 사용

*

“

•

문제가 발생한 지점과 같은 Level에서 절대로 해결책은 없다. 해결책은 차원높은 생각의 수준에서 만들어진다.” (아인
슈타인)

시나리오 플래닝은 전략적 예측방법의 하나로서 재2차세계대전시 미공군의 군사계획에
참여하여 시나리오기법을 개발했던 허만칸(Herman Kahn)이 1960년대 중반에 허드슨 연
구소를 설립하면서 시작

시나리오 플래닝은 ①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묘사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② 그 스토리의 동인
들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함 ③ 단순예측(predictions or
이 아니라 ④ 결정권자가 미래를 상상하고 대비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사용된다. ⑤
특히 시나리오 접근법은 세상의 복잡한 모습을 단순화시켜 적용할 때 유리하다.
- WOIS 에서는 미래의 radical Identity를 찾는 방법으로 시나리오 접근법을 활용
-

drivers or forces)
forecasts)

제품혁신을 넘어 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
② 브레인스토밍을 넘어 더 나은 진화를 위한 숨겨진 법칙 사용하기
③ 일차원 방향을 넘어 Fuzzy 상황에서 강력한 모순 도출하기
①

④

보완이 아니라 모순된 양극단을 취하는 해결책 만들기 (진화법칙 활용)
현상 → 추상화 → 구체화

※

철학 (Philosophy) : 알반 척학이 아니라 모순지향성의 WOIS 혁신철학
- WOIS 혁신철학은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사회(society), 사고방식(thinking), 기술(
technology) 이라는 4개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변화법칙으로 과학에서 도출된 철학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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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된 이유는 각 영역의 변화발전에 관한 이론을 과학 이론으로 추적
이 가능하며,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은 처음 출발선에서 역할을 하면서 일련의 과정
을 통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수렴하는 것이라 4개의 철학적 카테고리는 5개
의 원기둥으로 나누어 분석(WINNS –World Innovation Columns)*함으로써 미래 진화 전략
모델을 설계
* 천연자원은 럼에서 입력과 출력(Input Resource-Available Resource, Output ResourceValue Creation)을 담담하여 럼이 5개로 개짐
- 원기둥 분석을 통해 현재상황과 15-20년 뒤를 예지함으로서 미래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재와 미래 사이에는 항상 극복해야 할 장벽(barriers)이 놓여 있어 이러한
장벽은 WOIS에서 모순개발(development-contradictions)로 다루어짐
* WOIS의 과학적 기반은 양극단의 힘을 아 서 해결책을 는 모순이 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더 높은 진화 발전은 모순극복의 해결책의 등장에서 이루어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ㅇ

3) WOIS 혁신 과정 (Value Organizing Innovation System)

칼

칼

쪼

몰

쳐

찾

론

졌

WOIS의 세계와 비즈니스 혁신 과정

단 계

비즈니스 혁신 기둥을 사용하
여 초기상황을 특징화

- WINNS (BIC)

②

제품개발의 수준을 특징화하
여 핵심과정을 분석

- WOIS System-Model Innometer
- Raster Scan for Innovation Chance
- Innovation front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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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용도구

①

③

혁신 문화 (World Opening Innovation Spirit) : 개발조건, 마인드셋, 심리
ㅇ 개발 조건 세팅 (Developing Condition)
- Non Linearity of the interaction of Subsystem : 하위 시스템과 목표를 불일치하게 세팅.
기업(조직)에서 목표 설정은 사업방향에 맞게 설정하되, 단기에 달성 가능한 것보다 높은
조건에 세팅(긴장된 모순)
- Remoteness of Equilibrium : 시너지 효과 창출(합의 균형보다 멀리)
- Entropy Export by Information Import : 정보시스템 활용
ㅇ 마인드 셋 (Mindset) : 모순적인 사고 자세
ㅇ 심리 (Psychology) : 혁신정신을 가진 개방적인 심리적 상태

의 미

⑤

⑥
⑦

⑧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와
기술트렌드 탐색
진화 법칙을 적용하여 제품과
비즈니스에 대한 새로운 영감
을 탐색
등대(Lighthouse, radical ideality)
정의하기 : 어떻게 미래고객
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핵심 모순 공식화
“현상-추상화-창발의구 체화”
방식으로 혁신원칙 활용한 구
체화
미래의 비즈니스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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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 DIP: Direction Innovation Pool
- Flip Flop of Knowledge Creation
- Rasterscan for Innovation Chance
- Rasterscan for Innovation Potential
- Innometer-Innovation Evaluation

진화의 법칙

-

시나리오 분석

- Formulate Key-Contradiction.

현상 추상화 창발의 구체화

- Innovation Principles List
- Frontleveling
- Innvation Roadmap

WOIS 세부 추진과정

단계 : 방향 탐색 (Direction Search: ①~④)
- 5개의 WINNS 기둥 분석을 통해 나와 경쟁사의 시스템, 전략, 제품, 고객, 자원분석
- WOIS System-Model Innometer 프로세스 분석
- 진화의 법칙을 적용하여 제품과 비즈니스에 대한 영감(inspiration) 도출
□ 2단계 : 방향 결정 (Direction Decision: ⑤~⑥)
- 미래의 등대 도출 (자원, 시간, 에너지, 공간 ↓ ⇒ 정보 ↑ ⇒ Self Movement)
- 주요모순 공식화 및 모순 개발 시 혁신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
□ 3단계 : 방향 혁신 (Direction Innovation: ⑦~⑧)
- 미래 개발을 위한 혁신모델 해결책 창출(“현상정리-추상화-해결책”방식의 혁신원칙사용)
- 프론트 레벨링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로드맵 작성 (주변의 변화를 동기화시킴)

□ 1

4. 실사용자 중심의 테스팅 : 리빙랩
1) 리빙랩 개념 및 등장배경

일상생활 실험실’, ‘살아있는 실험실’, ‘우리 마을 실험실’등 다양하게 해석
- 사용자들이 연구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혁신 활동의 주체로 기능하는 ‘사용자 참여
형 혁신공간’으로 실제생활 현장에서의 시험 및 실증 강조
- 리빙랩이 갖고 있는 다의적인 개념에 기반을 두어 다양한 형태로 사업 진화 : 최근에는
거버넌스,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그 의미가 확장

ㅇ ‘

<리빙랩 개념도 및 등장배경>

• 등장배경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의 변화 사회문제해결과 혁신활동의 연계 통합 노력
사회적 수요 구체화 및 참여 강조
:

,

/

,

2) 리빙랩의 유형

리빙랩의 유형 4가지
ㅇ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고등교육기관 등이 주도하는 연구기관 주도형
ㅇ 기업이 리빙랩을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테스트 하는 실험 단위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기업
주도형
ㅇ 지자체 등이 리빙랩 활동의 기반이 되어 혁신활동에 참여하는 공동체 주도형
ㅇ 사용자 중심의 협력활동을 통한 문제해결이 리빙랩 활동의 주된 목적이 되며, 가장 넓은
범위의 활동을 포괄하는 사용자 주도형

□

- 95 -

- 96 -

기업 주도형(Utilizer-driven) 리빙랩
ㅇ 기업 주도형 리빙랩은 기업이 리빙랩을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테스트 하는 실험 단위로
인식하고 활용자(Utilizer)로써 주도하는 유형으로 새로운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함
ㅇ 기업주도형 리빙랩 혁신활동은 사용자 수요에 맞춘 제품을 개발하는 것, 즉 가시적 성과
창출에 집중
ㅇ 다른 참여자(연구기관, 지역공동체 등)로부터 정보를 받아 새로운 지식․제품을 생산하며
이를 통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유형과 차이가 없으나,
이러한 과정 및 활동의 전(全) 단계가 기업 중심의 시각에서 보조․지원․조정되는 것이 기
업 주도형 리빙랩의 가장 큰 특징
ㅇ Bernhard et al.(2012)는 EFQM(유럽품질경영재단) 모델에 리빙랩 개념을 결합하여 리빙랩
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 : 아이디어, 개발, 사업화 세 단계에서 각각 리빙랩 역할
과 행동을 탐색하고, 리빙랩 활동을 통해 활동 간극을 좁혀 비즈니스 성과를 높일 수 있
다고 제시
- 첫째,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R&D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잠재력이 높은 아이디어를 발굴
하여 실제 프로젝트로 구체화
- 둘째, 개발 단계에서는 전통적인 R&D 과정에 사용자․기업․시장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공
동개발(co-creation)의 형태로 혁신활동을 구체화
- 셋째, 사업화 단계는 프로토타입 등의 일정한 결과물을 적절한 시점에 사업화하여(졸업),
경제적․사회적으로 구체화된 성과를 도출
ㅇ 기업 주도형 리빙랩은 비즈니스 모델에 가장 근접한 구조를 띄며 혁신성과(지식, 서비스)
의 창출을 뛰어넘어 사업화 단계까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빙랩 활동 주
기가 빠른 것이 특징
ㅇ 그러나 사용자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못함

[그림 3-1] 리빙랩 비즈니스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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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빙랩의 의의

사용자, 수요 중심의 새로운 혁신패러다임 모색
- 혁신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던 사용자와 시민사회가 혁신의 주체로 참여하여 수요를 구체화
ㅇ 문제 해결형 혁신모델제시
-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 공공기관, 대학,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정부-민간-시민 간의 파
트너쉽(Public- Private-People Partnerships, 4Ps) 강조
ㅇ 과학기반 혁신과 실천기반 혁신을 통합한 새로운 혁신모델 구축
- 과학기술 중심의 과학기반 혁신(science-based innovation)과 현장/사용자 중심의 실천기
반 혁신(practice-based innovation)의 통합 공간
ㅇ 지역에 착근하는 혁신 모델
- 외부조직이 주도하는 혁신활동이 아니라 지역조직의 내생적 혁신역량에 기반한 혁신모델
ㅇ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을 위한 니치이자 실험 : 지리적/제도적으로 경계가 지워진 공간
에서 의도적인 실험을 수행하며 반복학습이 이뤄지는 혁신플랫폼
- 예1) 지속가능한 리빙랩 : 사용자 또는 기타 행위자들을 혁신 프로세스의 중심에 놓고
지속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
- 예2) 도시 리빙랩, 도시전환 랩 : 도시를 하나의 혁신시스템으로 두고 그 안에서 발생하
는 다차원적 문제에 대응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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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3) 개방형 리빙랩 : 사물의 지능화(센서,사물인터넷) 기반의 총기록 사회에서 실시간
생성·축적되는 라이프스캐닝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서비스발굴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과 마케팅의 동기화(4세대혁신)를 지원하는 개방형 리빙랩을 구축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
결하고 창조경제를 견인함
ㅇ 리빙랩은 사용자 참여, ICT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시스템 전환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형성
ㅇ 첫째, 사용자 참여를 통해 혁신주체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혁신생태계의 새로운 활동 양
태를 형성
- 리빙랩에서는 실생활 기반으로 사용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속가능
성, 삶의 질(고용, 안전, 접근성 등)과 같이 사용자․실생활 맥락을 바탕으로 혁신활동이
진행
- 또한 다양한 주체의 배경․전략․역량을 적극적 활용하기 때문에 혁신생태계의 개방성이 확장
ㅇ 둘째, ICT 활용 확대는 사용자 기능과 혁신활동의 활성화와 맞물려 혁신네트워크와 사용
자의 연결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
- 지역의 인프라 자체가 열악한 일부(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리빙랩의 경우 ICT 인프라 구
축은 사회문제 해결의 실현과 함께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의 의미가 강하게 작용
ㅇ 리빙랩은 사용자 참여, 민관협력, 개방형혁신, ICT 활용의 네 요소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 이슈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님
-

4) 적용방법적인 사례 : 벨기에 Flemish Living Lab Platform

벨기에의 Flemish Living Lab Platform은 사용자 경험을 살린 새로운 제품 개발을 목표로
운영하여 인텔리전트 가정환경 구축을 위한 연구에 사용자를 참여시켜 혁신적인 제품․서
비스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 이 리빙랩의 주된 활동 방향
ㅇ Flemish Living Lab은 ICT기반 구축을 임무로 활동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며 ICT에 엔터테
인먼트 요소를 결합한 ICE(ICT +Entertainment)를 리빙랩의 비전으로 삼고 ICE 개발의 활
성화를 주요 임무로 설정
ㅇ 이와 동시에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그리드(Smartgrids), 혁신적인 미
디어를 창조하는 스마트 미디어(Smart media), 활발한 교류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인
스마트 시티(Smart cities) 등 3대 스마트 부문을 설정한 것이 특징
ㅇ Flemish Living Lab 네트워크에는 지역의 기업․대학․혁신기구와 함께 리빙랩 관련 연구기
관인 IBBT가 포함되어 리빙랩 연구 경험과 노하우 활용이 용이
ㅇ 리빙랩 차원의 실험 단계에서는 겐트(Gent), 메헬렌(Mechelen), 신트-니클라스(Sint-Niklaas)
시에 거주하는 250가구(600명)를 대상으로 테스트 패널을 구성, 이후 혁신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테스트베드의 범위가 확대되어 실용화 단계에서는 플랑드르 지방 전반의 100만 명
이상까지 패널이 확대됨
ㅇ

[그림 3-2] Flemish Living Lab Platform의 테스트 패널 구성

<리빙랩과 다른 혁신모델 비교>
혁신모델

ICT활용

개방형혁신

사용자참여

민관협력

혁신환경
(Aydalot,1986)

X

S

X

O

산업클러스터
(Becattini,1987)

X

O/X

X

X

기업클러스터
(Porter, 1990)

X

O/X

X

O/X

사이언스파크
(OECD, 1997; Cooke, 2001)

O/X

X

X

X

비즈니스생태계
(Moore, 1996; Nachira et al., 2007)

O/X

O/X

X

O/X

연구기반클러스터
(“Triple Helix모델)

O/X

X

X

O

리빙랩
(Almirall & Waeham, 2008)

O

O

O

O

자료: F.Molinar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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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행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InCityS가 있는데, Fifthplay와
Electrabel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Smart Energy Box가 대표적인 프로토 타입으로, 가전제
품의 전원과 전력소모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신제품
- 제품시험 단계에서 500명의 테스터가 제품 평가․토론을 통해 제조업체에 피드백을 주었고
업체는 이를 제품의 기능과 서비스 향상에 활용함

ㅇ Flemish Livin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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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리빙랩(Living Lab) 작동 매커니즘 및 예시
■ 리빙랩 작동 매커니즘 (보스니아 리빙랩 프레임워크)
• 아이디어 발현(개념화) → 의제설정(구체화) → 실제 활동 및 목표달성(실행) → 피드백

[참고] 팹랩(FabLab)의 개념 및 범위
■ 팹랩의 개념
• 정보(SW)영역에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팹랩 네트워크를 통해 제작에 사용되는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등 데이터)를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이를 물질(HW) 영역에서 다른 참여자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실제제작물로 완성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조 패러다임
■ 팹랩의 범위
• 팹랩은 공공형(일반시민 대상 시설개방 및 교육, 교육형(교육목적), 사업형(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과 개인창업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일반인에게 개방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교환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리빙랩(Living Lab) 구축·운영 사례
■ 유럽 ENoLL(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
• (개요) 유럽 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Living Lab들의 Network로 2006년 19개의 Living
Lab 연합에서 출발하여 현재 340개가 넘는 Living Lab 연합으로 확장
• (분야) 에너지, 건축, 물류, 보건, 교육 등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기술,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서
비스 개발에 집중
■ 스웨덴 Botnia Living Lab
• (개요) ICT 기반의 아이디어/컨셉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는 Test-bed로, 사용자가 직접 주
도하는 혁신 공간
• (분야) 모바일 마케팅, e-learning, 스포츠, 문화, 에너지 절약, Smart City Application, e-democracy, 보안 등

[참고] 팹랩(Fab Lab) 구축·운영 사례
■ 팹랩 재팬(FabLab Japan) : 현재 일본내 6개의 팹랩 설치·운영
• 민간 전문분야 종사자(교수, 디자인, 편집, 건축, 패션, 엔지니어링, 편집자,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제조지식공유, 툴소개, 노하우전파, 워크샵 개최 등의 활동 진행
①일본내외의 팹랩 및 관련 시설의 연계(공동프로젝트 추진)
②해외 팹랩과의 교류(인재파견 및 수용)
③ 제조지식의 공유와 정보 제공(웹사이트 개발운영)

■ 벨기에 iMinds iLab.o
• (개요) ICT 분야 Open innovation Platform으로 스마트폰 App 개발과 관련된 아이디어/컨셉 도
출 후 제품 구현 및 시장 진입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혁신적인 Platform 기능을 하고 있음
• (운영방식) 사전에 시장 조사 및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고, 아이디어/컨셉 도출 후 Prototype 제작을 Fast
Track으로 운영하여 실제 사용자의 평가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성과) ICT 기술을 기반으로 Media, Energy, Health, ICT, Manufacturing, Smart Cities 분야 제품 개
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5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완료됨

■ 핀란드 Northern Rural-Urban Living Lab (NorthRULL)
• (개요) 지역 생활환경에 맞춘 연구주제를 발굴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며, 지역 대학, 기
업,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의 문제해결에 집중
• (분야) 핀란드 북부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여행, 관광 분야, 지역 주민의 건강 생활 습관, 주거 환경 개
선 관련된 주제에 관심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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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포멀랩(Formal Lab) : 청년 직업교육과정에 팹랩 개념을 도입, 비공식적이고 자율적인 방식
으로 디지털 제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상호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팹랩 서울(FabLab Seoul) : 일반인을 위한 레이저 커터, 3D 프린터, 조립식 회로기판까지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공구를 갖추고 5만원의 월회비로 공구사용법을 배우고 자신에게 필요한
공산품을 만들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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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 사용자 참여방식의 지역 사회문제해결

사회문제 해결 SW융합기술 관리 프레임워크) 공급자 중심의 기획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
문제를 위한 SW융합기술의 적용성을 높이고 지역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개발방법론필요
기존 계획 수요조사 기획위원회 개발 적용 → 방법론 이해관계자 공감 문제정의 및
기술아이디어 → 작성 → 리빙랩테스팅 개발 테스팅 → 완성도를 높여감
* 최종목표물 : 개발결과물 →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는 관점 전환 필요
ㅇ (통합적 접근방법) 이해관계자와 실제 적용공간을 중심으로 “문제공감-기술아이디어 만들
기-적용”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앞서 소개한 3가지 분석방법의 융합 필요
- 접근 방법론들을 분석결과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밀도 있는 공감대형성과 문제정
의, 첨단 및 적정기술의 융합솔루션 발굴 등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효과적인 문제접
근 솔루션이 도출될 수 있음
ㅇ (지역별 사회문제 심화도출을 위한 디자인띵킹 운영 필요) 전문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실시
하고 교육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그룹을 구축하여 지역문제에 대한 심화된 결과 도출
ㅇ(

- (

)

-

-

-RFP-

RFP

운영단계

-

(

주요내용

(SOS

+

사회문제해결형 SW융합기술관리를 위한 통합 접근법>
□ 이해관계자와 실제 적용공간을 중심으로 문제공감 기술아이디어만들기 적용 하는 과정관리
사회문제발굴을 위한 디자인 사고적인 혁신방법론, 발견된 문제에 대한 미래기
술을 통한 극복방안마련, 리빙랩을 통한 비즈니스모델발굴을 종합적으로 추진
• 디자인사고: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공감확보, 상향식 (Bottom-up) 수요발굴
• 모순지향방법 문제 해결하는 융합기술을 현재자원중심에서 미래기술중심에서 해결책을 마련
<

)

-

)

지역사화문제 해결과정 예시 (디자인사고방식)

지역별 공감․문제정의․지역문제
사회문제
를 해결할 루션
정의
기․기존사업 벤치마킹
SW해결 개발할 세부모 설계
루션
첨단·적정기술 활용
개발
(이전 지원사업확인)

“

:

• 리빙랩 적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발견·개발된 솔루션을 지역 공간에 리빙랩 테스팅함으
로서 기술의 시장적합성을 확인하는 혁신적인 변화관리 프로토타입 직접테스팅으로
기술완성의 속도를 높이고 발생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창출 기회제공
• 디자인 비즈니스 개발의 세계의 통합된 원(K-SOS)속에 사회문제해결과 지역SW산업 성장
:

,

,

,

이라는 비전이 존재

듈

솔

적용할 공간범위
예상되는 결과물

타지역·글
로벌 확산

성과의 활용
후속 기업지원
수혜자의 피드 반영
백

랩 운영)지역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량을 축적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
리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문제해결의 교두보 역할 수행
- 공급자 중심의 하향식 접근을 탈피, 지속가능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거버넌스 확보

ㅇ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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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찾

리빙랩
테스팅

-

-

,

솔

-

- 104 -

-

제2절 지역사회문제 수요조사 및 현안

2.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입체분석
1) 지역별 문제해결 수요분야와 기술의 중복성 검토

1. 사회문제에 대한 지역별 수요분석

수요조사를 통해 살펴본 지역의 사회문제는 물, 교통, 관광, 재해, 복지 5개 분야에서 사회
문제 해결형 SW융합기술수요과제 접수
* 공통요소 : 빅데이터 활용 + (클라우드), 통합관제시스템, 리빙랩 및 SOS랩 운영

ㅇ

1) 수요조사

조사 개요) 지역별 사회문제를 2차에 걸쳐 기본수요조사(‘15.9.,‘16.2.), 지역 차별성과 확
장가능성에 대한 설명회개최 및 수요과제 재 접수 (‘16.8.)
- 지역 의지를 확보 및 사업수행 시 의무매칭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
ㅇ (지역사회문제 도출) 상향식방과 사람중심의 접근을 통해 지역문제를 구체화하고 관련 솔
루션기술에 대한 점검과 아이디어 수렴
- (지역 이해관계자회의 개최)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문제에 관한 이해관계자
회의를 실시하고 사회문제의 공감과 문제정의
ㅇ (

구분

물

지역

춘천 취수원
흙탕물관리
▸인천 상수원
관리플랫폼
▸

교통

(

)

(

/

ㅇ

)

광주 혼잡완화
대구 열섬문제
정의도로
▸전주 생태도시
위한 교통
▸
▸

(

)

(

,

SW

)

(

)

관광

재해

경남 해산물오염관리
▸강릉 경험교육
경북 산림병해충
플랫폼화
울산 전남 화학 안전
▸제주 원 舊 도심
충남 농촌 클리닉
활성화
충북 가축 전염병
▸
▸
▸
▸
▸

(

)

(

(

)

)

(

복지

)

(

)

/

(

▸

)

(

)

(

)

부산 초고령
웰니스
(

)

제안 과제들을 중심으로 문제해결 희망분야와 지원방향, 중복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
<지역별 문제해결 희망분야의 지원방향과 중복성 검토>

지역

강릉

제안분야

지원방향 / R&D 비중

SOS-W(winter-Sportainment)

경남

양식장 환경 모니터링

경북

산림병충해 원격진단

광주

시민체감형 도시·생활공간

중복성 검토

녹색도시체험센터 층 ㎡ 인프라활용하여 교육청 •문화부 등 유사과제 존재하는
과 공동 운영 운영비용 지자체지원 R&D 비중: 55%) 체험콘텐츠개발의 차별성확보
•수산물 관련 연구기관 지원기관 수협 과 협력 지역주 •
결과리포트 건
민·어민이 참여한 해양환경 감시체계 운영 R&D 비중: •기존 연구개발과제와 차별성
65%)
빅데이터활용을 통한 모델링
•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지자체 소나무재선충방제팀과 •
결과리포트 건
•기존 산림청사업 중복확인
연계한 정보제공 및 운영지원 (R&D 비중: 60%)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인프라 및 관련정보 제공
결과리포트 건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과 연계 서비스 제공 •• 성격보다
솔루션성격
R&D 비중: 60%)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를 통한 실증 및 확산서비스 지속 •
결과리포트 건
제공 정의 도로망 서비스 R&D 비중: 85%) •연구개발 및 지역문제중심
•부산시 보건소 및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기술과 서 •
결과리포트 건
•부처중첩 및 솔루션중심
비스 테스트 (R&D 비중: 50%)
•인천시와 관내 상수도사업본부 및 스마트워터그리드학 •
결과리포트 건
회의 협의(R&D 비중: 50%)
•지역민 참여형 솔루션성격
•시민의 객관적 민원을 수집 및 커뮤니티를 통한 문제해 •
결과리포트 건
결 R&D 비중: 80%)
•재난중심
와 차별성강조
•지역 시민단체 및 지자체 정책 도시 계획 과 연계한 공 •
결과리포트 건
공서비스로 추진 R&D 비중: 50%)
•기존
실증과 중복
•현재 추진중인 국토부의 원도시활성화 사업분야에
•
결과리포트 건
기술개발·적용 R&D 비중: 55%)
•기존 관광특화사업과 중복검토
•강원도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R&D비 •
결과리포트 건
중: 50%)
•수자원공사등 직접수행분야
•충남농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하여 영세소작농 •국가농작물병해충 관리시스
문제 해결 R&D 비중: 65%)
템 농진청 사업과 상충가능성
결과리포트 건
•충북 인터넷 데이터 센터
제공 가축질병 융합 •• 기반스마트축사
통합플랫
관리 센터 설치 R&D 비중: 70%)
폼과 차별화된 기술개발

동계스포츠+관광융합-City •

(3

, 4,032

)

(

) (

,

(

)

,

NTIS

: 0

NTIS

: 0

NTIS

: 0

(

SOS-A(Aqua Farm)

(

정의된 문제에 관한 해결책도출) 이해관계자와 기술전문가의 회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
한 구체적 기술아이디어 도출

-(

지자체 업무협의 과정

(강릉, 울산, 광주 예시)
2016. 7.~11.

이해관계자

(전주 예시)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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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미팅

(충북 예시)
2016. 8.

대구
부산
인천
전남
전주
제주
춘천
충남
충북

SOS-P(forest pests)

,

CCTV

)

,

,

SOS-L(Living-space)

R&D

(

열섬예방/교통문제 해결
SOS-E(Eco-city)

시니어 웰니스
SOS-W(Wellness)

물 문제 해결
SOS-W(Water)

석유화학산업 Safety City
SOS-S(Safety)

지속성장 생태도시
SOS-G(Green City)

원도심 활성화
SOS-D(Developiing Zone)

청정수자원 관리
SOS-C(Clean Water)

클린 농촌
SOS-C(Clean Agriculture)

가축질병 Zero City

, SW

(SDR)

NTIS

: 0

NTIS

: 0

NTIS

: 0

(

NTIS

(

(

)

NTIS

(

: 0

U-city, IoT

R&D

NTIS

: 0

NTIS

: 0

(

(

,

(

(

NTIS

(IDC)

,

ICT

IoT

SOS-A(Agro-livestock)

: 0

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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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2) 지역별 문제해결 역량 경쟁력 분석

ㅇ

강릉 지역 자원 및 ICT산업이 경쟁력 분석

(1) 지역 ICT 및 SW산업 역량분석

기업현황

가. 강릉
ㅇ

강릉 지적자산 및 산업일반구조, SW융합분야 분석
• 2018 동계올림픽은 5G, UHD, IoT, VR, AR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올림픽기간 KT는 5G기반 싱크뷰(Sync View), 홀로그램 라이브 등 서비스를 제공
•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계통을 통해 강릉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
- 서울∼강릉은 1시간 10분, 원주∼강릉은 40분이내 도착이 가능하게 됨
• 2018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과 전통한옥 체험시설 건설 중
- 올림픽 기간 내 문화공연을 위한 공연장 및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복합문화 공연장 건립 중
- 올림픽특구 한옥체험단지 조성사업으로 한옥 10개동과 부대시설 1개 등 11개동 건립 중
• 최근 강릉은 겨울시즌 스포츠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음
- 2016년 1월 8개 종목(야구, 축구 등), 1,361명이 전지훈련을 위해 방문

• 사업체 현황
-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체 : 117,241개
(99.1%)
- 근로자수 50~300인 미만 사업체 : 963개
(0.8%)
-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체 : 62개 (0.1%)

지역 문화

지역 의지

● 지역 분석을 통한 지역 미래유망 분야
- 강원도 전략산업인 바이오, 신소재, IT 산업 등
은 지난 10여 년간 빠르게 매출이 증가하여
강원도 GRDP 비중의 10%까지 성장하였음
- 올림픽 개최 등을 통하여 브랜드 가치가 높아
지는 동시에 IT/SW 최신인프라가 갖추어짐
- 또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
짐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
- 국책연구소인 KIST의 스마트팜, 생산기술연구
소의 3D프린팅을 연계한 볼거리 제공
- SW융합인 스포츠관련 산업과 지역의 전통산
업인 관광산업을 연계한 기술개발 및 서비스
개발이 요구됨

• 강원은 평창 4D 가상 체험관을 구축하여 동계 경기종목 체험 및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상영하는 등 관
련 역량을 보유
•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다양한 R&D 연구기관은 지역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추진 중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는 3D프린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은 농업＋ICT융합 추진
• 강원 임베디드 SW연구센터는 스포츠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디바이스, 시뮬레이션 분
야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지역SW기업 지원 중
• 강릉은 세계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ICCN 사무국을 보유한 세계적 문화중심 도시
- 유네스코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강릉 단오제를 매년 개최 중
• 2018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과 전통한옥 체험시설 건설 중
- 올림픽 기간 내 문화공연을 위한 공연장 및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복합문화 공연장 건립 중
- 올림픽특구 한옥체험단지 조성사업으로 한옥 10개동과 부대시설 1개 등 11개동 건립 중
• 스포츠빙상단 창단을 통한 빙상 스포츠 메카조성 및 올림픽 사후시설 활용방안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는 빙상단 창설을 통해 강릉을 세계적인 빙상 스포츠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
• 2009년부터 매년 다양한 커피관련 체험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강릉커피축제 개최
- 최근 3년간 축제방문자수는 2013년 29만 명, 2014년 30만 명, 2015년 38만 명
• 300억원 상당의 강릉녹색도시지원센터를 출자하여 SOS-Lab으로 활용하고자 함
- 2018 동계올림픽 전후 소프트웨어 경험도시의 SOS센터 거점으로 운영
• 지역SW진흥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스포츠지식서비스), SW자산관리컨설팅, 지역
저작권센터,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등 다양한 SW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함
•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기회 확대제공을 위한 시민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 주민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 정보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과 강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연구센터를 통한 지역 주력산업 육성책 마련
- 스포츠지식 서비스관련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상품기획, 마케팅관련 지원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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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관련기업 매출은 1,5372 억 원(13년 기준), 업체당
것으로 조사됨
- 기업매출에서 국내시장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총

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한국 폴리텍대학 등
○ 지원기관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테크노파크, 강
원저작권서비스센터,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등
○ 혁신기관 : 한국관광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건
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광물자원공사, 국민건강보
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수출액은 3,710억 원으로 전년대비 524% 증가함

세
부
분
야

(단위: 개, 명, 백만원)
업체수

IT 서비스
SW/기타
IT제조

매출액

617 1,537,262
208
191,223
205
566,157
204
779,882

강원임베디드SW연구센터,

○ 대학 : 강릉원주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릉영

평균 매출액은 45.4억 원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한

구 분
전 체

한국식품연구원,

RIST, 전자통신기술연구센터, 4D프린팅융합연구센
터, 가톨릭관동대학교 R&D파크, 프라운호퍼 공공
공학포장연구소

- 기업 소재지는 강릉시(41.9%), 춘천시(24.5%), 원주
시(18.9%)순으로 조사됨

※ 관련산업현황

산업구조

○ 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

- IT 서비스 208, SW 205, IT제조는 204개 조사됨

• GRDP 추이(단위 : 조)

지적자산

○ 강원도는 강릉, 춘천을 중심으로 ICT 산업벨트를 구
축하여 전략산업과 ICT산업의 융복합을 추진 중
- 강원도 내 소재한 IT/SW사업체는 617개로 전국의
1.1%의 비중을 차지함

강원(강릉) 지역

잠재성

혁신기관・시설 현황

○ 네트워크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한국저작권위원

종사자

회, KT, 한국남동발전, 한러바이오협력센터, 창업

2,865
1,149
962
754

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강원지방기상청, 프라
운호퍼, 강릉아산병원, 강릉교육지원청, 신한은행
등

추진사업 현황

집적현황

○ IT/SW산업 육성정책
- 지역SW성장지원사업,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지원사

ㅇ 체험관 주변 인프라 및 주요 시설
- 올림픽 경기장 등

업을 통한 강릉지역SW기업 경쟁력 강화

시설

- 강원권 주력산업육성사업,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으
로 지역전략산업＋IT융합을 통한 新시장 발굴
- 강릉과학산업체험관 운영을 통한 지역기업 제품홍보
및 초중고대상 SW교육 프로그램 운영
- KIST 강릉분원을 통하여 빅데이터를 이용한 Smart
Farm 프로젝트(300억원내외) 진행
- 생산기술연구원이 3D프린팅 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
을 진행, 가톨릭관동대학교의 3D프린팅센터 등

분야

강릉아이스
아레나
강릉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강릉컬링
센터

스포츠
경기장

시설 개요 및 규모
연면적 3만 2184㎡
수용규모 : 1만 2000석
지하2층, 지상4층
아이스링크 2면
연면적 3만 9870㎡
수용규모 : 8000석
지하2층, 지상2층
400m 더블트랙
연면적 1만 721㎡
수용규모: 3500석
지하1층, 지상4층
시트4면

- 오죽헌, 선교장, 참소리박물관, 허균허난설헌, 김
시습 박물관, 아쿠아리움, 경포해변 등

○ 문화·관광산업 육성정책
- 강릉시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역민· 관광객대상 해
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을 통한 강릉지역 해양
스포츠 붐 조성
-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민대상 영상매
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 중
- 강릉시는 동·하계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스
포츠 도시 이미지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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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원도 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 기술 분석

나. 경남
ㅇ

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기술

경남지역 지적자산 및 산업일반구조, SW융합분야 분석
( 경 남 ) 지역

잠재성

스마트식물공장

• KIST는 스마트 식물공장인 스

증강현실

1,160만달러 수입

바이오센서

• 실감형 가상스포츠분야는 문
스포츠분야

•
•
•
•

• 해양바이오산업은 정부의 국

마트유팜을 준공하고 제약회

화체육관광부의

사들과 업무협약을 맺어 활발

新시장 선도를 위한 주요추진

성’의 세부과제에 포함되며

히 가동 중

과제로 꼽힘. 평창올림픽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평가받

관련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음

• 강릉 샛돌지구에는 KT가 스마

• 창원시의 지속적인 지역 수산물의 해외수출 시장 개척(미주지역, 중국 등)
• 안정적인 굴 수출을 위한 위생대책 수립(바다화장실, 오염원 유입차단 등)
• 경남 항노화산업과 연계하여 해양생물 소재의 산업화를 위한 Pilot plant 설립 추진 중
• 유해생물(해파리)의 활용방안 모색
- 시중에 판매되는 식용 해파리는 모두 중국·태국 등에서 수입한 것으로써 2015년 4/4분기에만
889톤이 수입되었으며, 금액으로는 260만달러에 달하였으며, 연간 4,266톤, 금액으로는 약

정과제인

‘해양신산업

육
산업구조

덕

- 생산량 : 264,652 생산금액 : 2,680억원
톤

• 해양 수산 일반해면어업 상위 5종 현황(멸치, 삼치류, 갈치, 붕장어, 청어)

- 생산량 : 160,826 생산금액 : 19,077억원
톤

• ‘02년 지역전략산업으로 해

축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

• 강원은 평창 4D 가상 체험관

양바이오산업이 선정된 이후

의 작물 생육환경 정보를 제공

을 자체 구축하는 등 역량을

전용 벤처공장을 설립하는 등

중

보유

지속적 투자

• 스마트 식물공장은 고부가가

• 관련 역량 구축을 통한 강원의

• 한국식품연구원 해양바이오연

치 작물 확보 및 과학농산업

주력산업인 스포츠지식서비스

구센터, 독일프라운호퍼 공정

창업 클러스터 구축, 천연물

산업을 경쟁력 강화가 필요

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 기술

원료 확보를 통한 신약개발

- 전국대비 굴 (수하식), 미더 , 피조개, 진주조개에 대한 양식어업권 보유건수와 면적에 대
한 비율이 전국 대비 50%이상, 특히 굴의 경우에는 전국 생산량의 87.4% 차지

• 해양 수산 양식 상위 5종 현황(굴, 홍합, 조피볼락, 우렁쉥이, 김류)

유도할 기회임

트 식물공장 토탈 솔루션을 구

전국 2,298개 어항 중에서 경남지역에 약 567개의 어항이 분포함
2014년 기준 어촌가구수 : 9,753가구(15.9%), 어가 인구 : 25,128명(16.4%)
어선 전국대비 : 20%(14,994척 보유)
경남은 양식어업권에서 패류 양식어업권이 비중이 가장 큼

역량 또한 보유

지적자산

지역 문화

활성화 등을 가능케 할 것으
로 기대됨

• 경남은 해양수산 관련 인프라인 국립수산과학원, 경남수산자원연구원, 남부 내수면연구소, 바이
오21센터, 경남환경독성본부, 남동해수산연구소 등이 포진되어 있음
• 경남의 가장 중요한 기반산업은 수산업(48%)으로, 생산규모는 8,041억원 정도이며, 수산관련
기업은 약 280개로써 이 중 양식산업체가 약 210개, 수산물가공업체가 70여개 임
• 거제, 고성, 통영, 창원지역은 전국 굴 생산량의 78%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통영은 미국 FDA에서 지정한 우리나라 청정해역의 30%를 점유하고 있어 해양생명자원의 연구
및 산업화 재료의 다양성과 양산성이 있음
•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와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 도민안심 경남 안전망 구축 등 제안
• 깨끗한 해양 환경 구축을 통한 경남 대표 해산물 수출 증대 촉구
-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창원시 해역에 분포한 굴 양식장에서 노로 바이러스 검출
미국 FDA에 의하여 국산 패류의 수출이 2012년 5월 1일에 중단(피해액 793억원)
-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유행생물(해파리 등) 발생으로 최대 3,000억원 어업피해, 원자력발전소
588억원, 해수욕장이 170억원발생
• 수산 먹거리를 위한 안심 Value Chain 구축(수산물 식중독 피해 2015 5천900여명)

지역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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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경남 미래 50년 먹거리 확보, 재정
건전화 실현, 청렴과 규제개혁으로 친 서민
적 정책 추진의 하나로 해양수산 분야의 대
대적인 혁신주도
• 한중 FTA 등 시장개방, 해양오염, 급격한 어
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어업생산 정체 등 해
양수산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이 급격히 변
함에 따라 ‘5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는 변화와 혁신시행
• 전 국민의 사회적 관심분야인 바다정화와
안전 구축 추진으로‘해양수산 3+1 혁신프
로젝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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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남지역 자원 및 ICT산업이 경쟁력 분석

ㅇ

기업현황

○

혁신기관・시설 현황

지역 ICT기업은 ‘14년 기준 총 684개, 전국대
비 3.1%차지, 매출 7조 9,029억 원, 종사자는
19,538명 규모
<경남 ICT기업현황>
구분
전체

업체수 매출액
684 7조9,029억

종사자
19,538

전국 2,298개 어항 중에서 경남지역에 약 567
개의 어항이 분포함
○ 2014년 기준 어촌가구수 : 9,753가구(15.9%),
어가 인구 : 25,128명(16.4%)
○ 어선 전국대비 : 20%(14,994척 보유)
○ 경남은 양식어업권에서 패류 양식어업권이 비
중이 가장 큼
- 전국대비 양식어업권 전국대비 50%이상, 특히
굴의 경우에는 전국 생산량의 87.4% 차지
○

연구기관 : 재료연구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
구원, 산청한방약초연구소, 바이오21센터, 경
남환경독성본부,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
연구소 등 30여개의 연구기관 포진
○ 대학 : 경남대, 인제대, 경상대, 인제대, 및
경남과학기술대 등
- 매년 IT/SW관련 118,455명 전문인력양성
○ 지원기관 : (재)경남테크노파크, 경남창조경제
혁신센터,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센터, 항노
화창업지원센터, 항노화산학융복합센터, 항노화
체험관, 항노화산업화지원센터 등
○ 혁신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
기술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남동발전 등

사물인터넷 플랫폼

증강현실

산업용로봇

• 경남미래 50년 사업의 추진을

• 경남테크노파크 ICT진흥센터

• 경상남도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위해 필수적인 ICT융합계획 추진

는 경남SW성장지원사업을 통

개소로 기계산업 기반과 정보

해 증강현실기반 정밀기계 운

통신기술(ICT)을 융합, 메카

용 시스템 개발 등 지원을 통

트로닉스 거점으로 조성 계획

• 경남ICT진흥원 설립을 통한 경
남 ICT산업 육성 계획 수립

해 SW융합클러스터 조성 추
진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마

• 경남 K-ICT 클라우드 서비스
창원국가산업단지 적용 사업
집적현황

경남도는 경남 미래 50년 먹거리 확보, 재정 건전
화 실현, 청렴과 규제개혁으로 친 서민적 정책 추
진의 하나로 해양수산 분야의 대대적인 혁신주도
○ 한중 FTA 등 시장개방, 해양오염, 급격한 어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어업생산 정체 등 해양수산 분야
의 대내외적 여건이 급격히 변함에 따라 ‘5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시행
○ 전 국민의 사회적 관심분야인 바다정화와 안전 구
축 추진으로‘해양수산 3+1 혁신프로젝트’시행

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기술

○

추진사업 현황

○

경남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 기술 분석

해양수산 사업의 여건
- 경상남도 도시별 어항분포 : 통영 167개, 거제
117개, 남해 111개, 고성 66개, 창원 47개, 사
천 45개, 하동 14개임
○ 경상남도 연안해역은 미 FDA가 인정하는 지정
해역이 25,849ha로, 전국의 75% 점유(굴, 홍합,
멍게 등) 및 생산
○ 경남은 미국 FDA에서 지정한 청정해역 30%
○

착수

트공장 구축사업 추진
• 경남권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육성의 일환으로 융

• 경남은 지능형기계시스템산업

합형 게임산업 육성 지역 거
• 경상남도의 기계산업을 기반

점으로 선정

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

을 융합시켜 제조업의 혁신을

• ‘첨단융복합 게임콘텐츠 활

선도하는 메카트로닉스 허브

성화 지원’을 통해 가상현

로 집중 육성

실, 증강현실, 스마트TV, 웨
어러블 기기 등 신 기술을 활

• ‘2015 경남 IT‧SW융합 콘퍼
런스’를 개최를 통해 SW융

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

용한 게임 콘텐츠 제작 및 생

지식경제부와

니스벨트 조성사업 추진

• 로봇기술로 낙후된 창원국가
산업단지 고도화 추진

태계 조성 등을 지원

합을 통한 경남 산업인터넷 혁

• 마산로봇랜드사업과 연계하여

명을 위한 정부부처 및 업계의

공연, 경기, 게임 등 엔터테인

관심 촉구

먼트 로봇 개발을 통해 신시장
창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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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4,200억 원 규모의 로봇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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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북
ㅇ

경북지역 지적자산 및 산업일반구조, SW융합분야 분석

ㅇ

기업현황

( 경북 ) 지역

잠재성

• 경북지역은 구미, 칠곡, 김천, 경산 등으로 연결된 ICT융복합 산업벨트하의 국내 최대 전자산업
의 메카
•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대학(38개)이 소재하고 있으며, 40여개의 혁신기관이 입지하여 풍부한 인
력과 기술력 등 산업기반과 함께 지식정보화시대의 핵심적 역할 수행이 가능함
• 16개 광역시․ 도별 국가 R&D 사업 투자의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은 경북이 23.6%로 가장 높
음(‘08년~’12년)
• 경북지역 연구개발 조직수는 933개로 전국 10위이나 연구개발비는 전국5위(2조 1,355억원)로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GRDP 추이(단위 : 조)
• 지역 분석을 통한 지역 미래유망 분야
- 경북지역 업종별 GRDP 비중을 살펴보면 2

경북지역 자원 및 ICT산업이 경쟁력 분석
혁신기관・시설 현황

• 지역 ICT기업은 ‘13년 기준 총 802개, 매출 63
조 9807억 원, 종사자는 74,101명 규모

세
부
분
야

구분
업체수 매출액 종사자
전체
802 639,807 74,101
정보통신방송서비스 66 2,595 735
정보통신방송기기 613 631,711 71,617
SW 및 디지털콘텐츠 123 5,501 1,749

- ICT 관련 업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경
북은 경기도(37.6%), 서울(19.5%)에 이은 3위
(14.5%)의 생산규모를 보유함

차산업이 전체 GRDP의 49.8%로 높음
- 전국대비 사업체 수 5.5%임을 고려할 때
경북의 기업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높음
- 제조업 중 디지털기기, 모바일 분야 사업체

산업구조

• 매출액이 30억 미만기업의 전체 3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비
중이 82.1%임

는 전국 대비 10.49%, 10.88%를 차지
- 지역 주력산업인 에너지부품, 디지털기기의
• 경북의 GRDP 비중은 6.23%로 5위, 연평균
성장률 10위임

• 규모별 산업현황
• 경북지역 총 사업체 수는 205,734개,로 전국
대비 5.60%이며, 중소기업 연평균 성장률
4.15%로 전국을 크게 상회

지적자산

지역 문화

지역 의지

경우 전국 생산액의 14.21%, 16.52%를 차
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임
- 이외에도 지능형기계, 자동차융합부품 등
ICT융합산업이 점증하고 있음

• 경상북도의 종합적인 과학기술 역량은 16개 시도 중 4위로 평가되며, 네트워크 역량은 전국 1위
로 기업/정부간 협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개발․생산․판
매로 이어지는 생태계 조성이 뛰어남(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 ‘04년 대비 ’14년 특허등록(5,723)은 연평균 12.66% 증가하는 등 과학기술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무인기 특허 214개 중 경북지역 43개)
• 연구개발조직 중 94.75%는 기업소속으로,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
하게 나타나는 등 산학협력을 통한 성과극대화에 유리함
• 경상북도는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유치, 영천하이테크파크(항공산업) 건립, 폴리텍 영천캠퍼스
유치(항공, 의료인력) 등 항공산업 육성노력을 지속함
• 또한 무인항공기, 센서기술을 활용한 농업기술 개발, UAV수색구조단 창단, 무인기 관제 레이더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무인기 관련 기술을 활용해 오고 있음
• ICT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스마트팩토리보급 확산, 축산 분야 정보통신기술 접목, 방재로
봇 등 전 산업군에 ICT 산업 융복합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ICT기반 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ICT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지역산업 선도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실현에 앞장서고 있음
• 스마트기기 분야 규제프리존 설정을 위한 관련 기업 발굴 및 투자의향을 확보하는 등 지역특화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 하고 있음
• 최신 무인항공기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지적 재조사,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위치파악 등에 적극 활용
• 재선충 확산 방지 및 박멸을 위하여 방재예산 209억원을 편성 및 집행 중(산림청 예산 5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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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국제과학비즈
니스벨트 사이트랩 등
• 대학 : 4년재 대학 18개, 2년재 16개
- 학과수 1,702개, 학생수 187,750명, 교원 수
5,776명(IT/SW관련 전공 40,112명(21.4%)
- IT/SW 관련 연구소 24개
• 지원기관 : (재)경북테크노파크, (재)포항테크
노파크,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구미전자
정보기술원 등
• 혁신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력,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
종자원, 기상청(기상통신소) 등

추진사업 현황

집적현황

• ICT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대형 국책과제 (웨어
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수중안전로봇, 수중 건설
로봇, 실감미디어 등)의 지역 유치로 SW+HW
융합형 신산업 발굴 및 영역 확대
• SW융합클러스터(15년), 무선전력전송(16년),
대경권 3D 프린팅 제조혁신센터(16년), 첨단과
학 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육성 등 융합산업
지원정책 강화

• 경북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전자․정보산업의
메카로 소재 - 가공- 부품- 모듈 -완제품 및
장비 생산기업 밀집
• 첨단IT, 신소재 부품, 전자․정보기기 등 첨단생
산거점화를 위한 전략프로젝트 실시

• 국방ICT 생태계 조성, 그래핀 기반 ICT 융합부품
상용화, ICT 신기술 기반 창조산업단지 구축 등
ICT 융합기술 실용화 및 정책개발사업 추진
• 풍부한 ICT, 과학기술 잠재력을 기반으로 융합화
촉진을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승화하기 위한 산업
포트폴리오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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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역
지원기능 특화
모바일
융합
연구개발,
첨단 전자의료기기,
구미․
생산 종합거버넌스
, 디스플레이 광원개발, 인력양성, 지능형
경산․영천 IT자동차,
하이브리드부품연구개발 및 제조
핵심기반, 실용화 중심 로 개발,
포항․경주 국가로 R&D에너지,
신소재 부품
칠곡

봇

봇

ㅇ

경북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 기술 분석

라. 광주
ㅇ

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기술

광주지역 지적자산 및 산업일반구조, SW융합분야 분석
( 광주 ) 지역

• 가람혁신도시 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전파연
구원, 우정사업정보센터 등의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이 위치
•광주 지역 내에 전자부품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 가전로 센터 등 에너지와 ICT 관련 혁신 인프라 다수 보유
빛

잠재성

봇

3D 프린팅

산업용 로봇

• 국내 유일의 바이오 메탈 특화 3D프린팅 종합지

• 대경권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하며, 산업용

원센터 유치 성공

•GRDP추이(단위:십억)

로봇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 지역 분석을 통한 SOS 유망 분야 도출

- 광주 시의 GRDP 연평균성장률이 5.7%
(‘09-’13)이며, 지역의 전략산업인 자동차
산업, 광산업, 에너지산업 등이 인
- 그러나 타 지역대비 은 GRDP, 재정
자립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제조/서비스사업체현황
(단위:개사, 명, 억원) ICT·SW기반의 창조 경제 활성화 정책
필요
구 분
‘10년
‘11년
‘12년
CAGR
사업체수
9,949 10,371 10,792 4.2%
지역
내 에너지 관련사업과 연계협력을
종사자수 96,100 96,612 101,061 2.5%
통한
에너지 ICT 핵심기술개발 및 기업
생산액 273,728 300,729 290,500 3.0%
육성
필요
※ 생산액은 제조업만 해
견

낮

• 바이오 메탈 3D프린팅은 시장형성 초기단계로

• 산업부와 ㈜삼성이 300억 공동 조성하여, 경북

포스텍(포항공대)의 바이오 기술 및 국내 최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스마트공장 아카데미 설립.

철강산업단지가 보유한 금속 소재 기술을 살려

(삼성은 경북에서 스마트공장 400개 육성 계획)

산업구조

사업을 추진한다면 포항이 바이오`메탈 3D프린
팅 분야에서 세계적인 거점도시가 될 전망

• 포스텍(포항공대) 등 지역의 공과대학 등과의 연

당

계 활발

•광주는 문화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풍부한 지적자산 보유

• 경상북도는 3D프린팅산업의 선진기술 교류, 선
도전략 수립과 경북 3D프린팅산업 육성 추진.

• 경상북도는 ‘지능형 로봇상용화 촉진사업’과

3D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3D프린팅

‘특화산업로봇융합사업’을 2015년 신규 로봇

제조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농축산 관련 로봇기술 개

지적자산

• 경상북도는 레저 및 헬스케어로봇, 건설로봇, 중

거점센터 선정에서 경상북도가 대경권 3D프린

소기업 작업지원로봇 개발 및 사업화 등을 통해

팅 지역거점센터로 선정

지역 내 모든 산업분야로 로봇 적용범위 확대 계

당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발
• 산업통산자원부가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
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권역별

- 세계적인 수준의 3D영상 콘텐츠제작 시설(광주CGI센터)과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 국립아시아문화전 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활성화지구가 존재하며, 첨단실감콘텐츠제작클
러스터 조성 추진 중
- 광주전남 공동혁신 도시 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관련 자산 풍부
- 광주시의 시정방향은 ‘ 한 도시, 따 한 도시, 한 도시’로, 시민을 위한 행
정, 사회적 약자 배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 5대 광역시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4.2%로 가장 높은 수급률을 보임
당당

지역 문화

획

넉넉

•‘시민의 소리(민원) 분석(2014.2)’결과, 민원발생1위는‘교통’문제로 나타남
•광주시의 도시경쟁력 지표 중 하위권에 속하는 지표로, GRDP, 재정자립도,
인구 천명 범 발생건수, 자동차 천대 교통사고발생건수, 외국인수, 일일
생활폐기물 등이 있음.
•광주광역시는 지역경제발전 핵심정책으로 ICT산업을 집중 육성
당

지역 의지

뜻

죄

당

- 광주지역의 ICT산업 전담부서로 전략산업본부 미래산업정책관(ICT융합계)를 통한
육성 정책 추진

•최근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인 스마트 행정도시 구축’을 비전으로 하는 ‘빅
데이터 기본계획’ 수립(2015)
-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방안 연구’ 추진(‘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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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황

○지역의 ICT관련기업은 ‘13년 기준, 1,082개
사, 종사자수 14,704명, 매출액 130,944억원

구분
과학
기술
체계

- ICT관련기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업체수 기준,
IT서비스업 27.8%, IT제조업 45.2%, SW업 27%으로
나타 으며, 종사자수 기준으로 IT서비스업 13.8%,
IT제조업 73.9%, SW업 12.4%로 IT제조업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관련산업현황
(단위: 개, 명, 억원)
살펴

났

2012년
구

산업
생산
체계
지역
혁신
인프
라

2013년

분
업체

IT서비스업 301
IT제조업 423
SW업
합 계

317

고용 생산액 업체
2,422 38,559 300

고용 생산액
2,426 44,470

10,544 56,688 443

10,410 68,043

1,758 13,204 339

1,869 18,431

네트
워킹

1,041 14,724 108,451 1,082 14,705 130,944

(출처 : 통계 )
청

혁신기관・시설 현황

주요 혁신기관·시설
(기초연구) 광주과기원, 전남대, 조선대, 호남
대, 광주대, 남부대 등 대학교 및 부설연구소
(응용/기술지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호남권
센터, 한국광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
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 산학 스, 조선대
산학 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
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광 산업진흥회, 한
국금형산업진흥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업입지)에너지밸리,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첨단과학산업단지, 하남일반산업단지, 광산업
집적화단지, LED벨리
(금융)광주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테크노
파크 드(모태 드, 엔 드, R&D특구 드)
(산학연 연계)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
주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전자부품연구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주디자인센터
(상담 및 중개)상공회의소, 광산업 대표자
협의회, 광주보가전진흥협회
캠퍼

펀

펀

○

젤펀

펀

집적현황
○

3D융합산업육성사업(12~17년)으로 공장자동화,
의료, 자동차 등 3D융합기술 적용가능한 산업군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 최신 실감콘텐츠제작에 필요한 UHD, 4D/3D 콘텐
츠 제작 인프라 제공 및 기술개발을 위한 첨단실감
콘텐츠제작클러스터 조성사업(15~19년) 추진
○ 가상현실 기반의 미디어를 활용한 IT/SW기술과 콘
텐츠제작 지원을 위한 스마트미디어센터구축사업
(16~17년) 추진
○ 지역IT·SW성장 지원정책
- 지역주력(특화)산업육성사업 R&D, 비R&D지원사
업 추진(‘13-’15)
- 산업단지 K-ICT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시범사업
(‘15) 추진으로 IT 인프라 확충
- 지역SW성장지원사업, 지역SW융합사업, 호남권SW
품질역량센터 추진을 통한 IT기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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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기술

캠퍼

추진사업 현황
○ 에너지신산업 SW융합클러스터(16~20년) 사업을 통
해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R&D, 창업,
마케팅 등을 지원

광주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 기술 분석

지역전략산업연계군(18.73Km2)+송암․혁신도시
연계군(8.33Km2)+ICT창조타운군(3Km2)

- 지역전략산업연계군 : 첨단산업 1․2단지를 포함
한 연구개발특구 권역 (18.73㎢)

증강현실

디지털 광고

홀로그램

• 구글글래스를 필두로 증강현실

• 광주는 최근 유네스코창의도시

• 미래창조과학부는 홀로그램 강

관련 시장은 7억 달러 이상 규

네트워크 미디어아트 분야 지정

국 건설을 위해 2,400억 원을

모로

(2014.12)

투자할 계획

성장할

전망(Juniper

Research)
• 전문 미디어아트 그룹과 작가
• 광주는 세계최고 수준의 3D영

들, 레지던스와 전문공간 풍부

상 콘텐츠 전문제작 지원시설

• 광주는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
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한류
홀로그램 콘텐츠 개발사업 지원

인 광주 CGI센터를 갖추고 있

• 광주전남의 풍부한 문화적 소재

으며 이곳에서는 가상현실 관

를 토대로 발전된 미디어아트를

련 세미나 등이 진행되어 관련

자산화 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음

출할 수 있는 융합분야로서 디

을 통해 선도적 역할수행이 가
능

지털광고 육성을 위한 기반 풍
부

- 송암‧혁신도시연계군 : 송암단지 및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를 포함한 송암‧혁신도지 전역 (8.33㎢)
- ICT창조타운군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창조경제
혁신센터, 광주 구도심을 포함한 권역(3㎢)

구분

주력산업

주력산업 및 협력기관

전자부품연구원,
지역전략 광산업, ETRI,한국광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산업연계군 전자통신
연구개발특구본부
광주CGI센터,
송암·혁신 에너지산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도시연계군 , 정보통신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전자연구원
ICT창조타운ICT·콘텐츠

• 지역 내 수요기반 및 해외수출 비즈니스 거점 보유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국립CT연구원 / 비엔날레 / 디자인비엔날레 / 광주국제창의문화산업전 /
사이언스 스퀘어 / 국립광주과학관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등

국립아시아문화전 ,
복합영상문화관,
스마트모바일 센터
당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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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구
ㅇ

ㅇ

대구지역 지적자산 및 산업일반구조, SW융합분야 분석
사회문제 해결 SW 도출을 위한 기본현황 (대구광역시)

기업현황

• 지역에 유치되기로 결정된 정부 제3통합전산센터(2015), 헬스케어기반의 사물인터넷 실증단
지조성, 첨단복합의료산업단지 조성, 스마트시티 클라우드 플랫품 구축 추진 등으로 활발한
클라우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잠재성

대구지역 자원 및 ICT산업이 경쟁력 분석

• 지역전략산업으로 자율형자동차와 IoT 웰니스가 선정되어 관련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 지역 ICT기업은 ‘12년 기준 총 684개, 매출
4조 8,687억 원, 종사자는 17,520명 규모로,
최근 4년간(‘09년~’12년) 매출 평균성장률
5.75%로 나타남

예상되며, 자율형자동차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되어 기술개발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
• 지역의 증강현실 기업의 실적 증가(㈜마이크로컴퓨팅의 모바일 멀티 플랫폼 기반의 증강현실
(AR)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학습 콘텐츠가 홍콩의 기업들과 수출 계약 성공)로 인하여 지역의
관련 기업 성장 가능성이 한층 확장되었음

• GRDP 추이(단위 : 10억원)
• 지역 분석을 통한 지역 미래유망 분야
- 대구광역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발굴을 위
하여 기존의 IT 콘텐츠 기술 혁신을 위한 증
강현실의 개발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선정하
여 기술 개발 필요
- 국가차원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산업구조

통해 SW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를 위한

• 사업체 현황
-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체 : 181,247개 (99.0%)
- 근로자수 50~300인 미만 사업체 : 1,758개 (1.0%)
-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체 : 110개 (0.1%)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개발 요구됨

• 대구시는 현재 조성되는 물산업클러스터(2014), 의료통합정보시스템(2015), 스마트그리드사업
(2014)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클린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 서비스를

지적자산

개발하기

위해, 플랫폼 클라우드(PaaS)와 클라우드 기반의 SW개발 (SaaS) 추진
• 2016 문체부 예산 중 게임산업 육성 예산은 2015년보다 67% 늘어난 351억 원. 이 중 대구
지역은 스마트 게임콘텐츠 산업육성 지역으로 선정
• 대구 수성구는 정부 3.0 시대를 맞아 국내 최초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과 설문
조사를 결합한 행정수요조사 실시하였으며, 빅데이터를 행정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가장 적극적임

지역 문화

• 특히, 대구시 SNS 통합 허브 시스템인 ‘대구톡톡’ 등 지자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
서비스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함
• 2014년 10월 빅데이터(Big Data) 전문 데이터 과학자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대구 지역
최초로 개최

혁신기관・시설 현황

세
부
분
야

구분
업체수
전체
684
정보통신서비스 191
정보통신기기 145
SW/관련서비스 348

매출액
48,687
8,489
35,496
4,702

종사자
17,520
4,116
8,604
4,800

○ 연구기관 : 전자통신연구원, 실감기술공동연
구센터(DIP)
○ 대학 :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경북과
학기술원 영진전문대학, 영남이공대학 등
-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IT/SW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2개의 종합대와 8개
전문대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30억 미만기업의 전체 80%를 차지하는 피라
미드형 산업구조
○ IT서비스 관련 업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
으나, IT산업 중 제조업종인 정보통신기기분
야는 대경권이 28.8%로, IT제조 역량이 높음

○ 지원기관 :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
○ 혁신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교육학
술정보진흥원, 감정평가원 등

추진사업 현황

집적현황

○ ICT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대형 국책과제
(3D융합, 로봇, 감성터치, 자동차, 의료기기,
모바일, 센서)의 지역 유치로 시너지 확보 및
SW+HW융합형 제품으로 고부가가치화 추진

○ 수성알파시티·동대구벤처밸리·경북도청 후
적지를 거점화하여 기업의 성장단계 및 유치
업종별 재배치와 기능 보강을 통해 창조경제
벨트 성장동력화(‘14.9. 민선6기중점사업
#2, ‘15. 3. 창조경제벨트 기획위원회)

○ SW융합클러스터(13년), 스마트지식서비스(14년),
콘텐츠상용화지원사업(14년), 문화기술공동연구
사업(13년), 지역SW진흥사업(02년~), 시빅스
(CBICX) 융합사업 등으로 ICT산업지원정책 강화

동대구벤처
콘텐츠코리아랩,모바일게임센터
밸리(신천동) 스타트업 , IT융합스포츠콘텐츠센터 등
수성알파시티 성장
SW융합기술지원센터
(대흥동) 도약단계 기업집적단지, 개발자복지시설 등
경북도청후 연구개발 데일리헬스케어 실증단지구축
적지(산격동) 및 실증 지자체연계형 리빙랩구축
남구 게명대 ICT벤처 ICT파크, 미디어허브
시설구축
(대명동)
동구 도학동인프라구축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위치

○ 데일리헬스케어 사물인터넷 실증단지(15년),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지원(15년) 등 기존
ICT기술과 산업서비스의 융합을 통한 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발굴
○ 공공중심 시장구조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지만 대기업협력 개발용역방식
한계는 여전

• 교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대구 교통상황, 교통정보예측, 교통안전 소셜데이터 등의

지역의 의지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는 시도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함
• 대구시는 2013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데이터기반 지식서비스 패키지 기업
지원사업’의 지원기업 모집을 위한 공동사업설명회를 개최,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최

○ 게임, 디지털콘텐츠의 자체브랜드를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시장구조,
취약한 전문 인력으로 자체 경쟁력확보가 어
려우며, 대부분의 기업은 수도권 사무소 설치
등을 통해 개발과 마케팅의 이원화 체제유지

근 미래기술로 주목받는 빅데이터와 만물인터넷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구지역 데이터기반
지식서비스 관련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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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능 특화

○ 성서첨단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국가산단
으로 연결되는 지역주력산업 제조혁신기업
과 출연연 및 기업지원기관과 연계된 ICT
기술의 사업화 및 첨단생산거점화

• 학교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대구 학교 안전 현황, 폭력 및 유해시설 정보 등을 파악하려는
의지가 강함

단계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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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주력산업

주력산업 및 협력기관

성서첨단단지 IT제조 대구TP, DMI, DIP 등 연계
(호산동) 중심
ICT 기술사업화 거점화
테크노 기계자동차 ETRI, DGIST, 생기연 등과
폴리스 중심 연계한사업화의
핵심기술협력
거점 및
(현풍)
국가산업 IT 기계자 지역 출연연 지역지원기관 및
단지 동차중심 물산업클러스터링 연계 거점

ㅇ

대구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 기술 분석

바. 부산
ㅇ

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기술

부산지역 지적자산 및 산업일반구조, SW융합분야 분석
(부산)지역

잠재성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는 ‘시민과 함 만드는 건강도시 부산’을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32억원을
투자하여 마을건강센터, 실버패트 , 3 for 1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부산광역시의회)
• 부산광역시 의회에서는 2015년 4월 '부산시 고령 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
제정에 이어 7월 초 15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임
• 부산시는 기존 10대 전략산업에서 2014년 5대
<부산시 5대 신전력산업>
신전략산업으로 체재 개편을 통한 산업 생태
계를 고려한 산업간 연계 체계를 강화함
• 부산시 5대 신 전략산업은 해양·융합부품소재·
창조문화·지식인프라서비스·바이오헬스 분야로
SW융합을 통한 고도화, 고부가가치화가 요구되는
산업으로 이에 따 “SW융합”을 “창조 문화 산업”
으로 분류하여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계획을
수립 하고 국민 행복 생활권 구축을 위한 바이오
헬스 분야 역시 5대전략 산업에 포함 됨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센텀벤처타운·부산SW지원센터·부산문화콘텐츠 플렉스·부산 티미디어센터,
SW융합클러스터 센텀센터, 글로벌데이터허브육성센터,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 등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SW·IT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추진중임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사물인터넷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와 중소·중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혁신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협력 사업 추진
• 부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령 화용품산업의 국산화를 통한
지역 산업화를 지원하여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중임
•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중입자 가속기 등 풍부한 의료시설 및 인력 확보
• 부산지역 의원 수는 2,157개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 로 은 의원을 보유 중임
※ 10만명 의료인력 현황은 광주에 이어 전국 2위에 해
• 부산의 산·바다·강을 는 트래킹코스인
은 하루 평균 4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부산
기 활동율은 46.9%로 전국 3위이고 활동률 상승률은 1위로 건강을 위한 부산시민의 니즈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이와 연계한 다양한 웰니스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 경우 일상이 거의 여가시간이 로 여가활동을 어 게 활용하 는 고령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 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이 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웰니스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부산시는 헬스투어리 (Helth Tourism)을 위한 체류형 의료관광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의료와 관광이
집적된 2개 지역을 시범단지로 조성(해운대, 서면)
- 바다, 대형 핑 , 호 등이 밀집한 센텀시티를 포함하는 해운대권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및 중입자가속기가 있는 동부산권을 도심권 서면 디 스트리트와 연계
▶ 서면 티 스트리트 조성을 위한 (2008년 12년) 95억원 예산 투자
- 의료(Medical) + 레 (entertainment) Meditainment Farm Resort 조성
• 서 부산권 의료·헬스 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
- 고신대학교 원과, 동아대학교 원, 부산대학교 원, 강동 원, 부산위생 원 서부산권 3개
대학 원과 2개의 전문 원이 참여
- 클러스터 조성을 계기로 년간 서부간권의 의료관광 1만명 유치 되며 진료수 70억원 의
부가수입을 을 것으로 예상
께

롤

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증강현실

• 대구시 SNS 통합 허브 시스템

• 지역에 유치되기로 결정된 정

• 게임 관련 신성장사업 발굴이

인 ‘대구톡톡’ 등 지자체에

부

제3통합전산센터(2015),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 서

헬스케어기반의 사물인터넷 실

있으며, 가상현실과 함께 게임

비스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

증단지조성,

첨단복합의료산

의 차세대 플랫폼 중 하나로 여

업단지 조성, 스마트시티 클라

겨지는 증강현실 기술의 수요

우드 플랫품 구축 추진 등으로

가 확대되고 있음

• 대구 수성구는 정부 3.0 시대를
맞아 최초로 구정 전반에 대하

• 학교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 대구시는 현재 조성되는 물산

증가(㈜마이크로컴퓨팅의

모

업클러스터(2014),

의료통합

바일 멀티 플랫폼 기반의 증강

정보시스템(2015),

스마트그

현실(AR) 기술을 적용한 스마

등에서 생성

트 학습 콘텐츠가 홍콩의 기업

리드사업(2014)

폭력 및 유해시설 정보 등을

되는 데이터를 클린징하고, 이

파악

를 기반으로 한 부가 서비스를

통하여 대구 교통상황, 교통정

콤

• 지역의 증강현실 기업의 실적

통하여 대구 학교 안전 현황,

• 교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른

활발한 클라우드 수요 발생

여 빅데이터 분석과 설문조사
를 결합한 행정수요조사 실시

산업구조

지적자산

들과 수출 계약 성공)

견

친

번째

당

개발하기 위해, 플랫폼 클라우

• 2016 문체부 예산 중 게임산업

드(PaaS)와 클라우드 기반의

육성 예산은 2015년보다 67%

SW개발 (SaaS) 추진.

늘어난 351억 원. 이 중 대구

보예측, 교통안전 소셜데이터

지역은 스마트 게임콘텐츠 산

등의 정보 제공 가능

업육성 지역으로 선정됨.

많

당

잇

지역문화

멀

갈맷길

걷

므

떻

느냐

느냐

므

즘

쇼

지역의지

몰

텔

메

메

컬

져

=

병

병

병

병

병

병

병

객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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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자원 및 ICT산업이 경쟁력 분석

기업현황
○ 지역 ICT기업은 ‘13년 기준 총 1,321개, 매출 4
조 4,384억 원, 종사자는 21,246명 규모로, 최근 3
년간(‘11년 ’13년) 매출 평균성장률 5.15%로 나타남
~

세
부
분
야

구분
업체수 매출액 종사자
전체
1,321 4,438,492 21,246
정보통신서비스
519 1,697,922 8,522
정보통신기기
370 1,993,124 7,502
SW/관련서비스 432 747,446 5,222

- 30억 미만기업의 전체 74%를 차지하는 피라미드형
산업구조
○ 부산 지역의 IT산업은 지역특성상 조선, 해양, 자
동차 부품 산업과 SW가 융합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임
추진사업현황
○ ICT융복합산업육성기반조성: 13년 20년. 1,365억원
-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산분원 유치 추진
- 모바일 센터 운영(15년 17년, 19억원)
- 해양ICT융합비즈니스 벨트 조성 추진 : 영도혁신지구
(16년 20년, 1,300억원)
~

앱

ㅇ

혁신기관・시설현황
○ 연구기관 : 부산발전연구원 , ETRI 부산연구센
터,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부산대 사물인터넷
ITRC연구센터
○ 대학 :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해양대학교동
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동명대학교 등
- 12개의 종합대와 8개 전문대에서 전문인력을
양성 중(ICT분야 전공자 57,593명)-14년 기준
※ 종합대학 43,714명, 전문대학13,879명
○ 지원기관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BIPA),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디자인
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집적현황
○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센텀SW융합클러스터)

~

㎡

[

○ ICT융복 R&D 지원 : 14년 18년, 145억원
- ICT융합 콘텐츠 R&D사업 유치(15년 18년, 30억원)
- SW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13년 16년, 75억원)
- 실감체 형 스마트 스트리트 구현기술 개발
(14년 16년, 40억원)
~

~

~

험

~

봇

~

봇

~

○ 진흥원 내 ICT관련 지원사업
- 센텀SW융합클러스터 구축·운영
(14년 18년, 150억원)
-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14년 18년, 70억원)
-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지원사업 (27억원)
- 글로벌 데이터 유통기반 구축 (17억원)
~

~

㎡

㎡
]

(15년4분기기준)

~

봇

㎡

클라우드 컴퓨팅

• 부산시는 클라우드 산업을 지

㎡

[

㎡

㎡

㎡
]

사물인터넷 플랫폼

•

현재

해운대구를

빅데이터

중심으로

• 부산시의 빅데이터 활용한 '서

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

‘15년~’17년 3년간

200여

비스인구통계' 첫 개발, 해운대

해 `11년 국내 유일의 클라우

억원을 투입, 글로벌 스마트시

구의 SNS분석을 통한 관광상

드 데이터센터 집적시설(글로

티 실증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품 개발 등 선도적으로 시정에

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시범

중

빅데이터기술 도입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롯데

• 부산대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 LG CNS, BNK금융그룹의 데

그룹은 IoT 창업생태계 조성,

연구센터, 부경대행정공간정보

이터센터를 유치하고, 카카오

도시 서비스 실증에 200억 투

화연구소, APEC 기후센터 등

톡,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의 데이터 거점 확보

자

빅데이터 R&D 기반 확충중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IoT기반

•

스마스시티

특히

교통

• `12년부터 9개국 260여개사를

스마트시티 육성거점으로 글

(Connected Traffic 관리) 빅

대상으로 부산의 클라우드산업

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

데이터, 금융빅데이터, 해양기

을 홍보하여, 5개국 12개사와

터 구축

후․해양안전 빅데이터, 관광 빅

협력관계(MOU,MOA) 체결
• 지역 내 클라우드산업 융성을
위한 전담센터(글로벌 데이터

○ 석대 첨단산업단지(센텀SW융합클러스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주소
해운대구 석대동 일원
227천
면적 산업용지130천 , 지원용지18천
, 공공용지79천
입주업종 정보통신산업, 의료기술, 전기장비제조 등
기업수
33개
(15년4분기기준)
종사자수
1,917명
(15년4분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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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기술

단지) 조성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우동 일원
1,178천
면적 산업용지211천 , 지원용지593천
, 공공용지816천
입주업종
지식, 정보통신, 문화산업
기업수
1,587개
(15년4분기기준)
종사자수
13,248명

~

○ 지역 로 산업 육성 : 14년 18년, 147억원
- 해양로 연구거점센터 설립(11년 16년, 115억원)
- 산업융합 연계형 로 인재 양성(14년 19년, 32억원)

부산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 기술 분석

허브 육성 센터)를 통해, 다양
한 활성화 사업 추진 중
•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해외진
출 및 데이터 주권확보 등을 위
한 국책사업을 추진할 예정

• 창조경제 신지역전략산업으로
IoT융합

데이터 등 지역특화 빅데이터

도시기반서비스산업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상용화를

본격 육성할 계획
• 에코델타시티, 사상스마트시
티, 반여첨단산업단지 등에 스
마트시티할 조성계획
• IoT기반 스마트시티기술 활용
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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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계획
•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센터 구축예정

• 클라우드-사물인터넷-빅데이
터 융합 기술 고도화 추진

사. 인천
ㅇ

ㅇ

인천지역 지적자산 및 산업일반구조, SW융합분야 분석

잠재성

• 인천광역시 물 부족해결을 위한 HW인프라 확보
※ 스마트 워터 그리드 연구단 출범(국토교통부, 2012)
• 2015년 스마트워터그리드 국제컨퍼런스 개최 첨단 물 산업도시로 부상
• 인천은 물 부족 해결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바이오, ICT분야에 특화된 산업기반 클러스터 보유
• 사람(People-besed) SW도입을 위한 데모플랜트 보유(인천 중구) 및 HW인프라 기술 확보(스
마트워터그리드연구단)
※ 스마트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 : 지능형 물 관리체계를 의미 기술을 정보화, 연계화,
통합화해 지능화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술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

인

천

537,957 607,081 618,544 622,079 646,779

전국 대비
비율(%)

4.67

4.80

2011년

4.65

2012년

4.52

2013년

4.53

산업구조
• 지역 사업체 매출 현황

지적자산

지역 문화

지역 의지

혁신기관・시설 현황

지역 IT/SW기업은 ‘13년 기준 총 3,648개, 매
출 10조 9,801억 원, 종사자는 47,105명 규모
로 매년 성장추세에 있음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1,481
1,610
종사자 수 ITIT서비스
제조
32,464
34,024
(명) 소프트웨어
3,697
1,941
합계
38,376
47,105
142,509 179,541 936,775
매출액 ITIT서비스
제조 7,273,581 8,194,772 9,725,029
( 만원) 소프트웨어
403,996 443,379 318,336
합계
7,938,812 8,968,133 10,980,140
11.4
12.3
평균 IT 서비스
종사자 수 IT 제조
13.1
13.5
(명) 소프트웨어
10.5
11.4
합계
11.1
11.6
1,377
2,374
평균 IT 서비스 1,293
매출액 IT 제조
3,013
3,295
3,312
( 만원) 소프트웨어 1,219
1,234
1,141
합계
2,413
2,586
3,042
백

• GRDP 추이(단위 : 조)

2010년

기업현황

○

( 인천 ) 지역

인천지역 자원 및 ICT산업이 경쟁력 분석

• 지역 분석을 통한 지역 미래유망 분야
- 인천 지역의 총생산액(GRDP, 2013)은 64
조 6,779억원으로 전국 GDP(1,427조
3,007
억원)의 4.53%를 차지하였으며,
2009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이어옴
- 인천지역 기업의 총 매출액은 2012년 8조
9,681억 수준에서 10조 9,802억 수준으로
약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체
당 평균 매출액도 25.8억 수준에서 30.2억
수준으로 높아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인천시는 '미래 먹거리' 8대 전략산업(첨단
자동차·바이오·로봇·뷰티·항공·물
류·관광·녹색기후금융산업)을 선정하고,
2016년 5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8대 전
략산업의 주요사업을 조기에 추진

• 2012년 SWG(smart water grid) 연구단 출범 IC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단을 인천 송도에
구축 인천대, 연세대, 충북대, 삼성, 가람텍 등 총 70여개 기업 250여명의 연구인력 참여
• 인천은 ICT기술 산업육성 100여개가 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를 지역성장 산업
으로 분류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산업을 추진하고 있음
• 스마트워터그리드 SWG 데모플랜트를 영종지구에 설립 기반시설을 확보
• 송도신도시를 Smart City로 지정 다양한 도시문제, 시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투자
• 제조업강세의 IoT산업 육성 및 관련분야를 스마트밸리조성 및 구축
• 2000년 이후 지역산업을 제조업 기반에서 지식산업으로 변경 지속적인 ICT 산업육성 추진
• 제물포 JST 스마트타운 조성 등 지속적인 IT융합과 관련된 산업육성
• 전통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주변 섬지역의 빗물의존도가 높음, 원도심의 상하수 시설 낙후로 인
한 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
• 2014세계물박람회 컨퍼런스 추진 등 물산업과 관련된 산업
•
•
•
•

인천시 2009년 빗물관리조례
인천시 가뭄 대응 TFT 가동(2016.2)
상수도사업본부 2016업무보고
최근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물 이용관리를 위한 재처리장, 빗물
이용시설 등 확대설치 추진
• 인천 중구 스마트워터그리드데모플랜트를 착공, 자체수원이 없는 영종도, 대청도에 담수화 장치
개발 등 적극적인 물 부족 해결 추진
※ 데모플랜트 : 지능형 물 관리 인프라를 위한 누수센서, 수질측정기, 스마트미터, AMI등 통
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2016. 1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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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
대학 :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연세대학교,
청운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글로벌대학캠
퍼스 등
- 글로벌대학캠퍼스는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
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등 세계 유수의
대학이 입주해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지원기관 :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재)인천
테크노파크, 제물포스마트타운, 인천창조경
제혁신센터 등
○ 혁신기관 : NIPA IoT기술지원센터 등
○
○

백

추진사업 현황

집적현황

스마트워터그리드연구단 운영
- 2013년도 출범( 4년간 총 320억원 연구비 투입)
- 150여명의 연구원과 42개의 기업 및 기관 참여
- 시·공간적으로 안정한 수자원 확보하고 분배하는
기술, 기후변화를 고려해 지역간(Grid)내 물수지
평가와 물수급 자동화를 통한 물수급평가 및 관리
관련된 기술, ICT관련 인프라와기술을 활용하여
양방향·실시간 최적운영기술을 확보 등
○ SW융합클러스터사업, 지역SW진흥지원사업, 로봇
랜드조성사업, 콘텐츠코리아랩사업, 인천N방송사
업, 스마트마이스조성사업 등 ICT산업지원 및 대
시민 서비스 정책 강화을 통해 개발과 마케팅
의 이원화 체제유지
○ 구도심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형SW 기술 ICT
접목 등 관련 지식서비스 기업 지원 정책
○ IT기업과 SW기업의 융합을 위한 융합형 서비
스 사업 추진 및 지원사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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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인프라 및 주요 집적 시설
시설

분야

인천정보산 IT/SW
업진흥원
IoT기술지원
센터

시설 개요 및 규모
지하3
, 지상20 기업
규모
ICT(SW융합)분야
입주공간
및
지원시설
보유
※ 인천 최고( )의 창업보육기관
⦁지하1 , 지상5 규모
(연면적 : 29,984.71 )
⦁설계에서 인증까지의
RFID/USN 종합기술지원
서비스(공유기반시설,
기술지원,
컨설팅 등)를 제공
⦁지하1 , 지상33 규모
(연면적
:
111,003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입주
⦁총 453,523 규모
⦁첨단연구기능, 전자정보,
신소재
생물산업분야
첨단 기업연구소
등 등
⦁연면적 : 465,912 의 단지
(가천 재단, IBM 등)
⦁사업비 8420억원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구축중이며
생명공학기술(BT),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분야의
기술집약형
연구
클러스터
⦁연면적 : 32,910
⦁지하2 , 지상25 1개동,
높이 108.1m
⦁지하1 , 지상33
규모(연면적 : 24,918 )
⦁인천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사업비창업
449억원을
들여 총건립한
지원 집적시설
⦁
⦁

층

층

最古

층

IoT

인천테크노 IT제조
파크IT센터
인천테크노
파크사언스 IT제조
빌리지
BRC(Bio
R e s e a r c h BT
Complex)
인천 테 크 노 BT
파크BT센터
제물 포 스 마 창업
트타운

층

㎡

"

"

층

층

㎡

㎡

㎡

길

㎡

층

층

층

층

㎡

ㅇ

인천 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 기술 분석

아. 울산/전남
ㅇ

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기술

울산/전남지역 지적자산 및 산업일반구조, SW융합분야 분석
울산/전남 지역

잠재성

자율주행차

딥러닝

디지털광고

• 인천시는 미래먹거리 8대 전략

• 인천시는 미래먹거리 8대 전략

• 인천시는 미래먹거리 8대 전략

산업에 ‘첨단 자동차’ 선정하

산업에 ‘물류’와 ‘로봇’을

산업에 ‘관광’을 선정하여 집

여 집중 육성

선정하여 집중 육성

중 육성

• 인천 서구 한국 GM R&D센터

• 인천신항 개항과 인천국제공항

• 인천의 펀리한 국제교통 인프라

(32만평)와 청라 첨단산업단지

확장으로 지능형 물류처리 기술

를 기반으로 한 MICE산업과 의

를 아우르는 첨단자동차 부품산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

료관광으로 방문하는 내외국인

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

산업구조

대상 광고시장 확대 예상
• 로봇지원센터와 로봇연구소 설

• LG전자 자동차 부품사업 핵심

립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른 도

• ICT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디스

R&D기지 인천캠퍼스를 준공하

우미형 서비스 로봇개발 등 필

플레이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여, 차량용 디스플레이/차량용

요한 기계학습 기술 수요 증가

을 위한 R&D지원
지역 석유화학
산업 이슈

센서 모듈/카메라 모듈 등 자율
형자동차 기술개발 추진 중

• 송도 경제자유구역내 인공지능
기반 주차정보 서비스 시스템

•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 ‘11

• 인천공항, 항만과 신도시(송도,

년 8월에 인천시청 내 부지에

청라, 영종, 검단)의 디지털사이

사업비 236억을 투입하여 데이

니지 시장 형성으로 삼성, LG전

터센터 구축

자 등 여객터미널 비행기 출, 도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 활용 계
획 등 다각화된 적용을 진행중

-IBM 데이터 센터,

CJ 그룹

트시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자

센터, 하나금융그룹 데이터센터

• 인천 송도의 경우 산업인큐베이

시범지역 도입이 적합함

등 국제 규격의 첨단 데이터센

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산업

재난사고 예방대응 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울산

조성과 도심문제해결을 위해 통

도시 초기 인프라가 잘 구축되

합센터구축 등 적극적 빅데이터
기반산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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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디지털옥외광고로의 집
중이 가능함

·U-CITY 통합관리센터 설치
·영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추진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석탄부두 이전

지역 의지

어 있어 이를 중심으로 디지털
•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시티

시장 민선 6기 공약
·산업단지‧위험물시설 대형
·안전체험교육센터 설립 및

디지털광고 추진

데이터센터, 시스코 ACI 데이터

• 생활기반, 경제기반, 혁신기반의 3개 부문 22
개 지표 분석
- 8개 산업도시 (당진, 아산, 거제, 포항, 울산,
구미, 여수, 광양)를 분석 : 도시별로 경제
및 혁신기반에 큰 차이가 나타나 상대적으
로 열약한 지역의 적극적 기반확충이 필요
- 거제, 여수, 광양의 경쟁력이 낮았으며, 특
히 경제기반 및 혁신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는 8개 산업도시에서 중간정도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여수시와 마찬
가지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함

• (울산) 석유화학산업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며, 울산의 3대 주력수출산업
- 우리나라 전체 석유화학 수출물량의 60% 이상 점유, 2011년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수출액 1위 달성
- 2011년 최고의 수출성과를 보인 후 지속적인 수출감소로 돌아섰으며, 이후 3년 연속 울산지역 수출감소
•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의 고효율화 , 고부가가치화 및 높은 수준의 안전제고 시스템구축이 시급
- 자원, 부생가스 등에 까지 교류와 협력관계를 확대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노력이 필요
- 석유화학공장의 안전사고(폭발, 누출 등)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의 최신화와 더불어 체계적인
안전시스템(모니터링, 경보, 차단 등)이 필요함
• (전남) 여수시의 석유화학산업은 생산액 기준 연간 약 90조원, 수출액 350억 달러 수준임
- 에틸렌 기준 국내전체 48%, 정유 28%, 비료 32% 수준으로 국내 최고수준의 석유화학 산업지역임
- 유가하락과 중국의 화학산업 급성장으로 인해 여수국가산단 공장가동률 저하 및 적자로 큰 위기
•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규모 및 국내 석유화학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환경오염과 질병에 대한
지역민과의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도시친화형 산업을 발전하지 못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함

카운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 청라, 영종, 송도, 검단 등 스마

터 송도 및 청라 구역내 입주

• GRDP 추이(단위 : 조)
- (울산) 2014년 기준 69조 5천억원의 생산
액, 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여수) 2012년 기준 64조 6천억원의 생산
액, 3.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사업체 현황
- (울산) 2014년 현재, 약 7만9천개 사업체
수, 51만명 종사자수로 증가추세를 기록함
- (여수) 2013년 현재, 약 2만2천개 사업체
수, 11만명 종사자수로 증가추세를 기록함

구분

착, 수속 수화물, 시설 항공사
• LGCNS 인천 데이터센터, 교보

• (울산) 국가산업단지 2개와 농공단지 4개가 있으며, 주력 산업 다각화를 위한 저렴한 산업용지
를 적기 공급하기 위해 산업별 맞춤형 일반산업단지 6개(4,757천㎡)를 조성 완료
• (울산) 국내 최대의 산업 항만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와 5개의 국도가 울산을 관
통하고 있어 한국의 주요 도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등 발달된 교통인프라를 구축
•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는 31,628천m2 면적에 약 270개의 입주업체, 고용인원 18,239명의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와 더불어 국내 최대규모의 석유화학산업단지
• (전남) 광양컨테이너항만 및 사천공항, 여수공항이 있으며, 철도편은 전라선의 여천역이 인접해
있음, 국도 제17호선,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와 연결

전남

중기지방재정계획
·울산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속적인 정비
·울산 시민안전 체험교육센터 건립
·소프트웨어, R&D,
창조경제분야 병행 추진

·울산산업단지 혁신센터 건립
·자연친화적 도시개발과

·도시재생 및 테마형 거리조성
·재난상황별 행동요령 등

·도내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및

안전교육 홍보영상 확보 및 배포
·지역과 산단의 소통‧화합 추진
·여수국가산단 혁신산업단지
조성 및 지방산단 정비로
기업 경쟁력 강화
·각종 환경오염사고 및
집단민원 발생시 신속대응
체제 구축

휘발성유기화합물·특정유해
물질 관리 강화
·종합적인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재해피해 최소화
·재해 예경보 전달체계 확립 및
시설 확충
·주력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 구축

효율적인 국가산업단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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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계획
·IT융복합기술센터 설립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산업별 R&D생태계 조성
·안전한 도시만들기
·석유화학산업 구조고도화
연구·지원기반 구축

·생태산업단지 모델 구축
·첨단과학기술 IT 기술을 활용
성장동력산업 발굴 육성

·수질개선 및 맑은 물 안정적 공급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보전·관리 기능의 강화

·예방적 재해대책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관리체계 구축

ㅇ

울산/전남지역 자원 및 ICT산업이 경쟁력 분석
기업현황

ㅇ

전남·울산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 기술 분석

혁신기관・시설 현황
울산 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기술

• 울산/전남 ICT기업은 ‘13년 기준 총 380개, 매출 3
조 5,104억 원, 종사자는 8,658명 규모
구 분

세
부
분
야

전 체
정보통신서
비스
정보통신기
기
SW/관련
서비스

업체수
매출액
종사자
울산 전남 울산 전남 울산
전남
149 231 27,928 7,176 5,876 2,782
14

67

65

48 25,856 5,165 4,355

70

116

1,066 1,301

1,006

710

542

979

490
1,705

• 연구기관 :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기술
연구소‧정밀화학센터,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
술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전남) GIST,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
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 대학 : (울산) 울산대학교, UNIST, 울산과학대학, 한
국폴리텍VII울산대학 (전남) 목포대학교, 전남대학
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대학교, 순천대학
교, 한려대학교, 동신대학교 등
• 지원기관 : (울산) 울산경제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창업지원센터
(전남)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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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서비스 관련 업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IT산
업 중 제조업종인 정보통신기기분야의 매출익이 전체
의 90%(울산), 72%(전남)를 차지하고 있음

• 혁신기관 : (울산) 네트워크기반 자동화 지역혁신센
터, 기계부품 및 소재 특성평가 지역혁신센터 (전남)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진사업 현황

집적현황

• (울산)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 : 미세먼지, 오
존 등 신속한 경보발령 체계 구축(보건환경연구원 일
원화),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시스템 구축(소음분포 현
황, 소음노출인구 분석), 석면관리 시행계획 추진(노후
슬레이트 제거·처리 지원, 118동 396백만원)
• (울산)선제적 재난대응으로 시민 안전 확보 : 울산국가
산업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 타당성 용역 실
시, 특수재난대응지원시스템 구축(재난현장 영상정보
시스템, 위험물·유해화학물질 DB구축), 가산단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체계 마련
• (울산)시민이 만족하는 맑은 대기질 조성 등 건강한 생
활권 확보 :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
’11~’20년), 3대 분야, 12개 전략, 50개 세부시행
계획(추진실태 분석, 추진방향 보완), 대기환경개선 실
천계획 수립( ’16~’17년, 대기질 평가를 통해 중장
기 개선방안 제시), 국가산업단지내 악취자동측정망
확대 구축 및 무인 악취포집기 운영, 「미세먼지 예·
경보제」조기 시행, 천연가스버스 교체·보급, 운행경
유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등 시민 체감환
경 및 대기질 개선
• (전남)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관련 추진 사업 : 석유
화학산업 고부가가치화 사업(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
터 구축사업),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뿌리기술 지
원센터구축 사업), 조성‧해양산업 다각화 사업 등
• (전남)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R&D 기반 사업 : 생물
산업 특화 육성 사업, 우주 항공 등 첨단산업 육성 사
업, R&D 역량 강화 사업(R&D 인프라 구축 및 미래유
망 이디어 발굴) 등

딥러닝

3D프린팅

빅데이터

• 지역 SW융합제품 상용화 사
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SW융합을 통한 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UNIST, UPC&S, 기업 ‘아
이티스타’ 가 참여하여 자동
차 제조 부품산업의 Image
Data 측정을 통한 품질관리
체계 구축 사업 지원
• Data 처리 및 분석 알고리즘
기술 구축을 통한 산업 지원
가능성 지님

• UNIST에서 산업부 지역산업 거
점기관 지원사업 5개년 사업을
통해 3D프린팅 사업 추진
• 울산시에서는 전략산업으로 3D
프린팅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중
• 울산광역시는 ‘3D프린팅 응용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R&BD)’을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 기술 경쟁력
향상 추진
• 울산광역시는 미국의 로컬모터
스와 3D프린팅 전기차 생산 및
연구 활동을 위한 마이크로팩토
리 투자 협약 체결

• 울산은 제조기반 중심의 대한
민국 산업도시로서 산업 전반
에 있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
계기법을 적용 사례 증가
• SW융합기술고도화 기술개발사
업을 통해 공정설계의 검증기
술 자립화 및 공정 생산성 향상
을 위한제조분야에 특화된 빅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사업 추
진중
• 울산광역시-UNIST-울산대울산대병원
공동추진으로
‘울산 만명 게놈프로젝트’
를 선언하고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산업 추진

• (울산)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 대단위 석유정제, 석
유화학, 자동차 및 조선공업과 관련된 산업단지 건
설, 산업구조 고도화와 업종간의 균형발전 및 첨단산
업의 유치로 중화학공업육성 도모

전남 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기술

• (울산)High Tech Valley : 삼성SDI의 대규모 공장증
설 및 SB리모티브 자동차용 2차전지 생산공장 등 첨
단산업업종 유치 및 육성 등 산업의 다변화유도, 생
태지향적 계획적인 산업단지 개발
• (울산)테크노산업단지 :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쟁
력 강화 및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미래형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 (전남)여수 국가산업단지 : 임해공단의 양호한 입지
여건을 이용한 종합 석유화학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조성, 국가산단을 비롯해 율촌지방산단, 광양제철
등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관양만권 중심으로 배치
되어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로 부상, 산단 내 중소
기업들의 공공 소프트웨어와 특화 소프트웨어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
스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중소기업들의 집적화 강화
효과 기대
• (전남)기계나노산업, 전자부품 산업단지 : 함평 동
함평 산업단지(전자부품, 컴퓨터, 화학, 금속산업
집적화), 장성 나노산업단지(IT, NT, BT, ET), 빛그
린 산업단지(디지털정보가전, 첨단부품소재, 연구
개발 산업 집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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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플랫폼

홀로그램

•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정보
플랫폼을 만드는데 전라남도
차원에서의 큰 관심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안
전 정책 수립 등 빅데이터 산
업의 활용이 적극적
• 교통안전 뿐만 아니라, 호남고
속철도에 따른 교통 활용 변화
등 이용객 행태를 빅데이터로
분석, 이를 전남지역 경제 활
성화를 위한 상권, 관광, 교통
등 맞춤형 정책개발에 활용할
계획
• 지하수 오염 탐지, 병충해 및
재해 관리에 있어 빅데이터 기
술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전남
도 차원에서 매우 강력함

• ICT 스마트팜과 같이 농수축산
업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융합
한 시도가 전남도 차원에서 매
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전력 등 16개 공공기관이
나주혁신도시로 이전, LS산
전, ABB코리아, 누리텔레콤
등 25개 기업의 최근 1,309억
원 투자협약 등으로 ICT산업
관련 인재 수요 급증 예상
• 사물인터넷 플랫폼과 관련하
여, 지역 교육기관인 순천대학
교, 목표대학교가 전남권 지자
체 및 산업체와 함께 지역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 전남은 2012년부터 수행한 실
감미디어 기반조성사업단 구축
사업을 통해 홀로그램 제작·기
술연구지원, 기업 지원체계 및
테스트베드, 품질측정 등의 제
품품질 고도화 인프라 보유
• 나주혁신도시에 건립(’16. 5)
되는 실감미디어 기반조성센터
운영을 통해 홀로그램을 비롯한
다시점 실감영상 상용화 지원
서비스 전개 예정
• 지역 내 180여개소의 전시체험
시설 기반 콘텐츠 활성화 및 태
양광 에너지 집광모듈, 홀로그
램 HMD 등 신소재 산업 육성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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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북
ㅇ

ㅇ

전북지역 지적자산 및 산업일반구조, SW융합분야 분석
( 전라북도

기업현황

혁신기관・시설 현황

전 주 ) 지역

•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풍부한 유무형의 콘텐츠 체험 관광객 급격한 증가로 도시 인지도 상승
(2006년 106만명 → 2010년 350만명 → 2013년 508만명 → 2014년 592만명 → 2015년 965만명)
잠재성

전북지역 자원 및 ICT산업이 경쟁력 분석

○ 2014년 기준 전북지역 ICT기업은 총 310개, 매출
2조 122억원, 종사자는 6,114명 규모로 나타남

• 지역 현안을 의제로 활동하는 전주의제21 및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56개단체)가 활성화 되어
있으며,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인 ‘다울마당’ 운영이 활성화 되어있음
*다울마당 : ‘다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마당’을 뜻하는 우리말로, 전주시 주요현안, 시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시
민의 참여로 지혜를 모을 수 있게 제도화한 것

• 전라북도 성장동력산업 육성 추진

• GRDP 추이

세
부
분
야

구분
업체수
전체
310
정보통신서비스 58
정보통신기기 101
SW/관련서비스 151

매출액
20,122
1,408
18,156
558

종사자
6,114
557
5,018
539

○ 연구기관 : KIST분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연구원 등
○ 대

○ 지원기관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
파크, 전북문화콘텐츠진흥원, 전주시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출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ICT서비스 관련 업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역 ICT 기업의 28.2%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R&D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음

산업구조

• 근로자 수 기준 사업체현황(2014년)
- 50인 미만 : 98.97%(143,403개사)
- 300인 미만 : 0.98%(1,414개사)
- 300인 이상 : 0.06%(85개사)

- 5대 신성장동력산업
① 농생명⋅식품 ② ICT⋅SW융복합 산업
③ 탄소⋅방사선⋅융복합소재부품
④ 자동차⋅조선⋅해양⋅기계 ⑤그린에너지

• 전라북도 전주시를 중심으로한 지역(면적 16,335㎢)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2015. 8월)
- 연구개발 특구 내 2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교육기관, 국공립기관 등 입지
- R&D역량강화 및 기술사업화 기반조성, 환황해권 국가성장벨트의 신거점화 등을 목표로 운영
지적자산

• 후백제 수도, 이씨조선의 본향으로 천년 역사를 담은 풍부한 유무형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전통문화 중심 도시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지정(2003. 11)한 판소리의 본고장,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선정(2012. 5)
- 전통생활양식의 근간인 한옥·한식·한지 등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보유, 슬로우시티 지정

지역 문화

지역 의지

○ 혁신기관 : 국토정보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농촌진흥청 및 산하 연구기관

추진사업 현황

집적현황
ㅇ 전북연구개발특구

ㅇ SW융합 및 진흥사업
- SW융합클러스터(‘15～’19)

- 면적 : 면적 16,335㎢

- SW융합 상용화 및 기술고도화 지원

- 연구기관 및 기관 : 23개

- 지역SW성장지원사업(‘02년～)
- SW품질역량센터 등
- 기업집적 : 379개사

ㅇ ICT융합 신성장산업 발굴 육성
- 3D프린팅지역특화센터(‘15～)

ㅇ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전주정보문화산업진

- K-ICT디바이스랩(’15～),
• 전주국제영화제(2016년 17회), 세계소리문화축제(2016년 16회) 등 세계 40여개국 이상에서 참
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제적 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있음

학 :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 군

산대 등 13개 대학, IT/SW관련 229개 학과

흥원-전북대학교-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로 연결되
는 ICT 및 첨단제조 집적지구

ㅇ 스마트융합콘텐츠 산업육성

•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지문화축제, 대사습놀이 등 한국대표적 유무형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음

- 스마트융합콘텐츠 성장기반 조성(‘13～)

- ICT융합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50개사)

• 전주시는 시정방침을 ‘사람의 전주, 품격의 전주’로 정하고, 시민중심의 도시로 문화의 품격을
보유한 글로벌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음

- 스마트사이니지 시범사업 및 Lab. 구축(’15～)

- 창업지원 : 전북대학교(19개사)

• 전주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 도시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
(2014.12) 및 구도심 대상의 시범사업을 추진(2012～2014)하였고,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고 있
음
• ‘전주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등 도시문제에 대응한 도시운영
시스템 구상, 환경과 시민이 공존하는 도시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자체 내에서 총5개 분야 61개
실행과제를 계획하고 있음
• 전라북도 ICT 융복합 산업발전전략 수립(2015. 7)을 통한 Smart Farm, Smart Living 등 전북ICT
융복합 4대 전략 테마를 선정하고 육성 추진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IoT, ICT융복합, 3D프린팅
등 5대 산업분야를 미래 신성장산업로 집중 육성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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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제조 :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238개사)
ㅇ 1인창조기업 육성 등 창업활성화
ㅇ 문화산업진흥지구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주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11~)

한옥마을-전주영화의거리 등으로 연결되는 ICT⋅

- 스마트창작터 운영(‘14~)

전통문화⋅영상 문화 콘텐츠산업 집적 지구
ㅇ 전주u-city도시계획수립 및 시범사업추진(‘13) 이후,
도시 경쟁력확보를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논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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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북 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 기술 분석

차. 제주
ㅇ

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기술

제주지역 지적자산 및 산업일반구조, SW융합분야 분석
( 제주 ) 지역
• (인구변화 및 구조) 2014년 전입/전출자수는 2013년 대비 증가량이 두드러지며, 순이동자수는
1.4배 이상 증가
• 한국, 중국, 일본의 중심에 있는 동북아시아의 요충지
- 비행거리 2시간내 인구 백만명 이상 국내외 도시 60개 위치
- No-Visa(180개국)·No-Tax를 기본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
• 차등적 특례가 적용되는 특별자치도

3D프린팅

사물인터넷 플랫폼

- 제주특별법을 기반으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제도 운영

스마트 식물공장

- 차별화된 제도 활용 지역특화발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산업모델 추진
• 제주형 창조산업 중점 육성

• 전주시는 200억 원을 들인 3D

• 전주시는 지역경제의 미래 신

프린팅 융복합센터를 기반으

성장동력으로

사물인터넷

로 3D프린팅 융・복합 신산업

(IoT)를 선정하고 사물인터넷

벨트를 구축할 예정

사업 발굴 전담팀을 구성, 먹
거리 ・ 농생명산업과 연계방

• 전라북도는 2013년부터 3D프

안 모색 중에 있음

•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농생명

잠재성

• 첨단기업이 창의적 근무환경을 찾아 제주로 이전

사업 추진

- 직장생활만족도, 주민행복도, 경제상태만족도, 주거상태만족도 1위
(2014. 전국지자체평가, 중앙일보&서울대행정대학원)
•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 관광도시

• 전라북도의 전통산업인 농생

- 총 관광객 (‘12) 9,691천명→(‘13) 10,851천명→(‘14) 12,288천명

명산업과 SW융합 R&D를 통

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육

- 세계적인 에너지산업의 모델로 구축(전기차, 풍력)
- 제주만의 세계 유일한 지하수 자원(용암해수)

중심의 SW융합클러스터 조성

- 외국인 (‘12) 1,681천명→(‘13) 2,334천명→(‘14) 3,329천명

하여 기반기술 확보 및 제품상

성 위원회를 운영해왔으며, 전

• 최근 전북 고창에서는 사물인

주시에 위치한 한국탄소융합

터넷을 활용한 양식장 관리 시

기술원이 국내 최초로 ‘3D프

스템을 구축하고 사물인터넷

• LED식물공장의 해외진출을

린터용 강화소재’를 개발하

기반 솔루션 사업 관련 역량을

위해 전북대가 베트남 최초의

는 등 기술 역량을 보유함

확보함

LED식물공장을

• 한국지방브랜드 경쟁력지수 전국 1위(한국경제, 2015.5.8.), 인구증가율 전국 2위

용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동북아시아의 교육허브
- 국제학교 KIS(‘11.9월, 41학급), NLCS(‘11.9월, 73학급), BHA(‘12.10월, 60학급) 운영
<사업체수 중 대표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제주도 지역 내 총생산 및 산업구조 현황>

건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도 기술
• 전라북도에서는 3D프린팅의

•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이전 및 LED식물공장 컨테이

디바이스랩(사물인

너를 공급해 관련 역량을 축적

보급 확산과 미래 인력수요에

‘K-ICT

대응하기 위해 5,000여 명에

터넷(IoT) DIY 지원센터를 운

게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중소

영하면서 스마트 디바이스 산

기업 등을 대상으로 3D프린팅

업 육성에 힘쓰고 있음

하고 있음

산업구조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음

• 지역 내 43개 혁신자원(지역거점기관 5개, 특화센터 4개, 3R 6개, 지역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28개) 보유

지적자산

• 제주지역 연구개발조직은 2013년 기준 109개로 전국대비 0.4% 수준
- 연구개발비 1,312억원으로 전국대비 0.22%, 연구인력 2,438명으로 전국대비 0.43%
- 2008년과 비교할 때 45개 증가하였으며, 이 중 93개가 민간기업 연구소로 기업 중심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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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발 조직이 구성
- 지난 4년간(2010~2014년) 제주도 기업부설연구소는 연평균 25.8% 증가, 연구원 수는
15.8% 증가

기업현황

혁신기관・시설 현황

구분

○ 제주 ICT․SW 기업체 수

• 제주도 전체 산업의 평균 기술수준은 미국을 100%로 볼 때, 60%대 수준으로 기술수준 분석 결
과 핵심기술 보유에 대한 기술수준이 낮은 수준
• 최근 5년간 전국은 특허등록 건수가 연평균 9.3%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주지역은 연평균
18.7%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제주도 내 벤처기업 수는 2015년 9월 기준 115개로 전국 대비 0.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
별 지역내 비중으로는 제조업 분야가 54.7%로 대부분을 차지
• 중앙정부의 지역산업 지원정책을 통해 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기반을 조성, 하지만 여전히 제
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영세기업, 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 중소·중견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내 산업구조 변화의 기틀을 마련, 하지만 도외 기업 유치 후
실질적인 상생협력 모델 발굴은 여전히 미흡
- 창조경제혁신센터 조성을 통해 도내·외 기업 간의 상생협력 모델 발굴 추진 중
• 2013년 기준 제주도 GRDP는 13.1조원(전국대비 0.9%)으로 전년보다 약 5천억원(3.9%)증가

지역 문화

제주지역 자원 및 ICT산업이 경쟁력 분석

• 2014년 제주도 수출은 1억6백달러를 시현(3.0%↑)
- 홍콩은 제주 이전기업인 ㈜제주반도체가 집적회로(2,152.4%)를 집중 수출

지역 사업체 개수
비중
순위
전국
58,710
100%
서울
19,583
33.4%
1위
제주
190
0.3%
16위
출처:전국 IT/SW 기업 실태조사 2014 미래창조과학부, 정
보통신산업진흥원
○ 제주지역 IT/SW기업의 기술경쟁력은 9.1/10
점으로 18개 시군구 중 7위로 수준으로 평
균8.7점보다 상회하고 있으나, 정부지원 효
과성 측면이 평균 수준보다 게 평가되고
있어, 도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
한 IT/SW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이 요구
_

연구기관
(국가R&D
및
지원기관)

_

기업지원
(특화센터)
대학
산업단지 및
경자구역등
경제·과학
종합지원기
관

낮

- 對中수출은 제주 청정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 상승으로 인해 기초화장품(327.5%) 수출이 두드러졌음
체 4,711억원으로 IT분야 19개 기업(대표기업:(주)카카오, ㈜네오플), BT분야 16개 기업(대표
기업:(주)UCL, ㈜제이크리에이션) 등이 투자 이전
7,000명 이내, 실업률은 2.0%로 전국(3.5%) 최하위 수치
• 디지털콘텐츠 기술과 관광서비스 산업의 융복화를 통한 제주도 관광산업 가치 제고
- ICT기술과 관광산업을 접목하여 제주 전역에 스마트관광 1번지 조성 추진
• 2016년 제주지역정보화 기본계획(Open Platform 기반 스마트 제주 실현, 제주 정보화 미래모

지역 의지

델 도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글로벌 IT융합의 중심, 스마트 제주를 위해 IT융합
스마트 선도 사업 추진), 지역산업종합발전계획(관광디지털콘텐츠산업 실행계획 수립)
• IT융합산업을 통한 향토자원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지원 역
량강화
- 지역 IT/SW기업 대상 지원사업 추진 및 역량 강화 견인, 지역문화원형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
텐츠 산업 육성, 관광 IT 융복합 사업 추진 등

추진사업 현황

○ 최근 제주도는 관광 등 전략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및 미래 창조신사업 육성을 위해
ICT산업 육성 및 도내 정보화 선진화를 위
한 노력을 경주
- 지역 SW 융합지원사업, 제주문화 융합형
콘텐츠 개발 사업, 제주지역 IT/CT신기술
개발지원사업 등 ICT융복합을 통한 선진행
정 및 창조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도
차원의 다각적 방안 추진
- 관광, MICE 등 3차 산업이 주를 이루는 지
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더불어 스마트그
리드,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
업의 ICT융복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반면 제주도의 ICT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에도 불구하고 예산투입은 전체 예산의 약
0.4%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제주도 정보화 예산 추이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제주도 일반 3조3,666억원 3조5,824억원 3조8,194억원
회계
정보화 예산 140.5억원 124.1억원 151.5억원
정보화 예산 0.41%
0.34%
0.39%
비중
출처 : 제주도 2015

험

텍

캠퍼

청

험

집적현황

○ 제주지역 산업단지는 2013년 12월 말 기준
으로 조성이 완료된 단지는 4개(1,412천 ),
승인 및 조성공사 중인 단지는 1개(197천
)로 총 5개 산업단지에 총면적 1,609천
- 단지 유형으로 보면, 국가산업단지 1개,
일반산업단지 1개, 농공단지 3개 등으로
지정
(단위: 천 ,%)
분양대
지정면
개발면
상 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
율
유형 단지수 적 면적
(%)
계 5 1,609 1,002 900 856 43 4.8
국가 1 1,099 636 539 539 0 0.0
일반 1 197 126 120 77 43 36.0
농공 3 313 241 241 241 0 0.0
자료 :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센터
내용

청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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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청

• 2015년 10월 기준 제주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은 총 57개 업체, 고용효과 3285명, 투자규모는 전

• 15세 이상인구 475,000명 중 323,000명이 경제활동인구(제주 68%>전국 62.4%). 실업자는

주요 혁신 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주센터,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 한국생
산기술연구원 제주R&BD협력단,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공동협력센터,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
파센터,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대·아열대 산림연구소, 국세
주류면허지원센터, 국립기상과학원, 제주테
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한국무역보 공사 제주사무소,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한국폴리 대학 제주 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상
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한
국무역협회 제주지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
제주시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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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주 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 기술 분석

카. 강원(춘천)

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기술

ㅇ

춘천 지적자산 및 산업일반구조, SW융합분야 분석
( 강원 ) 지역

잠재성
전기차 충전

자율주행차

• 2016년 환경부는 전기차 4,000대를 제주도 민

• 국내에서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가장

간에 보급할 예정 (서울에는 20대)

• 물산업 자원의 효율적 이용 유도 및 소형 관정 개발을 억제하고, 특별회계로 수질 관련 사
업에 이용할 수 있음
• 시ㆍ군별 수질관련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강원도 내 수질개발 실태를 파악, 합리적이고 과
학적인 이용계획 수립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강원도 수자원 관리 체계 강화
• 국내 물시장은 연간 4.7%의 성장을 이루어 2025년에는 35조 9,803억원의 물시장이 형성
• 매출수익, 홍수조절을 통한 각종 편익 등 계량화가 가능한 소양강댐의 전체 편익은 매년
400~540억원. 이외에도, 소양강댐으로 인한 하류지역(수도권)에의 편익은 막대할 것임

• 물산업 수요전망

활발하게 보급

• 정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제주도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국내에서 가장 낮고, 상

에 전기버스 119대, 전기택시․렌터카 1,000대

대적으로 도로 혼잡도가 낮기 때문에 자율주행

를 보급할 계획

차(무인자동차) 시범 사업 선정지역으로 가장

•

- 일자리 창출 : 친환경 데이터센터
복합단지, 첨단농업단지, 물특화
산업단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IT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적합
산업구조

• 전기차 민간유료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전기차 충전서비스(주)가 제주도에서 창립되었
음

산업전망
- 타지역 확산방안 : 에너지 회수를
통한 관제 시스템 개발로 비용절감
및 탄소배출권 확보로 지방세
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
한 타지역 롤모델로써의 확산

• 국내 물산업 기술수준

• 내륙 대도시에 비해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하였기 때문에, 추후 대중교통 서비스로의

- 지역기업 경쟁력 확보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른 국내ㆍ외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확산을 통
하여 지역기업의 기술력 개발과
경쟁력 확보

확대도 가능
• 2015년 충전기 60기(급속 30기, 완속 30기) 설
치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300기(급속 150
기, 완속 150기)의 충전기가 설치, 운영 될 계
획임
지적자산

• 춘천소재 소양강댐은 여름철 6℃의 물이 0.8~2.0억㎥가 있으며, 기온과 심층수온의 온도차(여
름 6월 초순~9월 초순)는 20℃로 냉방용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겨울에는 기온과 방류수의
온도차(10월 말~12월)가 15℃로 난방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수열에너지원으로 최적 자원
• 2003년부터 시작된 춘천국제물포럼은 지속적으로 물 문제를 국가적 주요의제로 정립하고 물
관련 분쟁의 해결과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 수행

지역 문화

•
•
•
•

지역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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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은 청정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로 수질 개발 및 안정적 공급 문화에 적극 동참
물산업 미래가치 확보를 위한 보전ㆍ관리 선진화를 위한 붐업 조성
물산업 계획의 실천가능성 확보와 제도 개선 및 교육 다변화와 도민 홍보 강화
강원도민, 지자체 담당자 및 협의체제 구축과 공감대 형성

• 소양강댐의 수열에너지를 그린에너지로 유용하게 활용하여 강원도 물 산업 클러스터(친환경 IDC
복합단지/ 수열기반 스마트팜, 물 특화산업단지)조성,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 등 강원도형 미래
신산업 발굴 필요
• 춘천은 소양강댐 냉수(수열에너지)로 냉방 에너지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가능하며 IDC 냉방
시스템 배출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가능(에너지순환) 등 IDC유치에 유리함. 이미
네이버, 더존 클라우드센터가 운영 중이며 삼성SDS도 유치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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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춘천지역 자원 및 ICT산업이 경쟁력 분석

ㅇ

기업현황

혁신기관・시설 현황

○ 지역 ICT기업은 ‘14년 기준 총 273개, 매출 1조

○ 연구기관 : 강원발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376억 원, 종사자는 5,248명 규모로, 최근 3년간

강원보건환경연구원, 강원임베디드 소프트웨어

(‘12년~’14년) 매출 평균성장률 2.74%로 나타남

연구센터, RIST 강원산업기술연구소, 한국세라믹

세
부
분
야

구분
업체수
전체
273
정보통신서비스 70
정보통신기기 79
SW/관련서비스 124

매출액
14,376
1,848
10,331
2,197

종사자
5,248
796
2,947
1,505

○ 대학 :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종합대학(8),

○ 지원기관 : (재)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재)강원
테크노파크,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도산업경

에 기업체 수에 비해 직원수 및 매출액이 저조함
○ 10년 이상된 기업의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9.3%
를 보이고 있어 업력이 긴 업체들이 다수 분포

제진흥원, 강원지방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강원
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추진사업 현황

• KIST는 스마트 식물공장인 스

바이오센서

• 실감형 가상스포츠분야는 문

○ ICT 올림픽 서비스 추진을 위해 IoT 스마트 응급지

○ 강원도와 한림대학교는 세계 최초로 추진하고 있

원시스템 구축(16년), 스마트 강원관광 통합 DB 구

는 “잊혀질 권리 사업화”를 위한 산학관 산업

축(15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Wi-Fi)구
축(15년),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 2016 강원 행

클러스터 구축

사 개최(16년)
○ 자연계의 생노병사 개념을 적용하여 디지털의 늙고
/병들고/소멸을 사업화 한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
마트헬스케어, O2O마케팅, 관광, 농업 사업 추진
○ 네이버는 ‘13년 6월 춘천에 축구장 7개 크기의

멸) 추진(15년), SW융합 비즈니스 데이터분석 인력
양성 사업(13년), World IT Show 참가지원(02년),
ICT산업정책 포럼(13년) 지원
○ 강원관광 대표앱 토스트(Tour & Story) 운영(12년),
강원공공데이터의 포털운영(14년), 올림픽 개최지
역 전통시장 빅데이터 분석사업(15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통합 모바일 쇼핑몰 구축 추진(16년)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지역SW성장지원사업, SW융

스포츠분야

화체육관광부의

사들과 업무협약을 맺어 활발

新시장 선도를 위한 주요추진

성’의 세부과제에 포함되며

히 가동 중

과제로 꼽힘, 평창올림픽은 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평가받

련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유도

음

트 식물공장 토탈 솔루션을 구

• ‘02년 지역전략산업으로 해
양바이오산업이 선정된 이후

의 작물 생육환경 정보를 제공

을 자체 구축하는 등 역량을

전용 벤처공장을 설립하는 등

중

보유

지속적 투자를 해옴

• 스마트 식물공장은 고부가가

• 관련 역량 구축을 통한 강원의

• 한국식품연구원 해양바이오연

치 작물 확보 및 과학농산업

주력산업인 스포츠지식서비스

구센터, 독일프라운호퍼 공정

창업 클러스터 구축, 천연물

산업을 경쟁력 강화가 필요

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 기술

부지에 관리동 1개와 서버동 3개 등 4개로 구성

원료 확보를 통한 신약개발 활

된 데이터센터를 완공함. 그 외 더존IT데이터센

성화 등을 가능케 할 것으로

터가 구축되어 있고, 삼성 SDS데이터센터도 구
축 예정

기대됨

역량 또한 보유

이션과 같은 콘텐츠 뿐만 아니라 IT산업을 육성
하고 있으며, 강원창작개발센터 내 ICT융복합 기
업을 유치해 기업활동 지원

케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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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 강원은 평창 4D 가상 체험관

○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춘천에 소재해서, 애니메

K-ICT사업(드론), 지역콘텐츠개발지원사업, 차세대
실감콘텐츠사업, 풀뿌리기업육성사업, 벤처기업마

‘해양신산업

축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

는 전자의료기기, 바이오진단기기 기업 150여개 집적

구축사업,

정과제인

할 기회임

○ 2015년 의료빅데이터를 보유한 심평원, 건강보험
공단 혁신도시 이전,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합제품상용화지원사업, 스마트콘텐츠 지역성장거점

• 해양바이오산업은 정부의 국

마트유팜을 준공하고 제약회

• 강릉 샛돌지구에는 KT가 스마
집적현황

플랫폼

증강현실

○ 혁신기관: 한국관광공사,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춘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급망

스마트식물공장

강릉영동대학, 세경대학교 등 전문대학(7)

1.08%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소규모 기업이기 때문

지역축제

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기술

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가공기술연구센터,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 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등

- 도내 ICT/SW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전국대비

구축사업,

강원도 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 기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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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충남
ㅇ

ㅇ

충남지역 지적자산 및 산업일반구조, SW융합분야 분석
• 충남 지역은 농업관련 입주계수가 2.68로 집적화 되어 있으며, 코리아나 화장품, 한국 콜마, 바
이오랜드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음
• 또한 웰니스 관련 정부사업과 농업관련 다양한 연구기관이 위치해 있어 연구개발을 통한 농수산
품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함
• 농수산물의 가공을 위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농공상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함

• GRDP 및 산업구조
구분

산업구조

1차
산업
GRDP
2차
(백만
산업
원)
3차
산업

전국

충남

전국대비
비중 순위

30,521,185 3,988,264 13.1 3위
494,382,346 57,674,791 11.7 2위
779,306,144 27,432,425 3.5 8위

(지역 총생산)‘13년 기준 GRDP는 99조원으
로 전국 비중의 7.0% 차지(전국 4위)
- 지역 GRDP 연평균성장률은 9.1%, 1인당
GRDP 44.71백만원으로 전국 2위
- 지역경제활동은 제조업 중심(57.1%)으로 연
평균 13.5%의 높은 성장률

지적자산

지역 문화

● 지역 분석을 통한 지역 미래유망 분야
- ‘13년 기준 산업별 지역내 총샌산은 충남
의 1차 산업이 전국 3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충남 전역 BT관련 전후방기업으로 화장품
(121개사), 의료기기(198개사), 의약품(100
개사), 식품․건기식(2,401개사) 소재하고 있
음
- 천안시와 LG생활건강은 천안시에 “천안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7년까지 친
환경 뷰티 테마파크로 개발 할 계획임

• 충남지역의 특허 출원은 ‘07년까지 급격한 증가율을 보인 이후 완만한 성장세
- ‘01년 1,344건에서 ’14년 6,473건으로 연평균 12.9% 증가
• 연구개발 인력은 ‘08년 13,372명에서 ’13년 17,243명으로 연평균 4.6% 증가
- 타 지역 대비 연구원 수는 적으나, 인당 연구개발비는 145백만원으로 평균을 상회(전국 4위)
• 충남지역은 농축산어업관련 연구기관 집적화
-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충남가축위생연구소, 국립축산과학원, 충남농업기술원, 서해생태
연구소, 수산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청양구기자시험장, 논산딸기시험장, 부여토마토시험장,
태안백합시험장 등 관련 연구소들이 집중되어 있어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완료
• 충남도는 특용작물 재배면적이 22,028헥타르에 달하며, 생산량은 17,208(백만톤)에 달하고 있음
• 충남도 민선6기의 핵심정책인 3농 정책에 대한 도민의 생각에 대한 조사에서 “농업인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체계 개선”,“낙후된 농촌 공간을 재구성하는 마을개선”,“농수축산업의 지속
발전 추진”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충청남도는 민선 5기, 6기의 핵심정책으로 3농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가 육성을 해 오
고 있음.
• 충남 현안사업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에서 3농 혁신 정책을 통한 농어촌 발전도모가 필요하다는

지역 의지

응답이 2번째로 높게 조사됨
• 충청남도는 2011년 충남테크노파크에 바이오센터를 통합하여 지역 농어촌 및 축산업 역량강화
를 위한 지원체계를 완료함
• 충남은 충남발전종합계획(2012~2020)의 7대 추진전략으로 “살기좋은 도시․농촌 생활환경 조
성”을 선정하고 “3농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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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황

충남 ICT기업은 ‘13년 기준 총 556개, 생
산액 55조 3,241억 원, 종사자는 67,979명
규모
- 사업체 기준 2011년 대비 13.5%/년 증가

○

(충청남도) 지역

잠재성

충남지역 자원 및 ICT산업이 경쟁력 분석

세
부
분
야

구분
전체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SW/관련서비스

업체수 생산액
556 553,241
40
1,067
397
550,148
119
2,026

종사자
67,979
237
67,205
537

충남지역의 ICT산업 입지계수(LQ)는 1.417
로 전국 5위로 조사됨(2012년 기준)
○ ‘14년 기준 지역내 농업 관련 사업체 수는
283개 기업 2,578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농
수산과련 식료품 제조기업은 823개이며, LQ
지수는 2.68로 지역 내 비 제조업 중 가장
높게 조사됨
○

혁신기관・시설 현황

연구기관 : 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충남가축위생연구소, 국립축산과학원, 충남농업
기술원, 서해생태연구소 등
○ 대학 : 공주대학교,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건
양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21개 대학 소
재
-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IT/SW 전문인력을 배출하
고 있으며, 13개의 종합대와 1개 산업대에서 매
년 전문인력을 3,076명을 양성하고 있음
○ 지원기관 :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국립생태원, 충남공공디자인
센터,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 등
○ 혁신기관 : 충남벤처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국
립특수교육원 등
○

추진사업 현황

산업과 지역 제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과 융합할 수 있는 국책과제의
지역 유치로 시너지 확보 및 SW+HW융합형
제품으로 고부가가치화 추진
○ 자동차산업지원기반 플랫폼구축사업,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 플랫폼 구축사업, 동물약품
허브구축사업,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사업,
웰에이징 소재개발사업, 지역주력산업 육성
사업 등으로 ICT산업지원정책 강화
○ 디지털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
해 10여년간 지역 주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수도권 중심
의 시장구조, 전문 인력의 수도권 이탈 등
으로 경쟁력확보가 어려움
○ 충남은 6차산업 지원을 위한 두레기업 창업
지원, 우량기업 육성지원, 전통주 및 전통
발효식품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ICT

집적현황

년 기준 충남의 농림어업산업의 종사자 수는
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농가수는 144,033
호이며, 농가인구는 356,158명임
○ (산업단지 현황) 142개의 산업단지가 서북부 지역
에 밀집되어있음
- 국가산단 5개, 일반산단 46개, 도시첨단산단 1개,
농공단지 90개가 입지
* 서북부권(국가·일반·농공) : 자동차, IT, 철강, 화
학 / 내륙권(농공) : 기계부품, 자동차, 바이오
○ ‘13
14.6%

<충남 산업단지 현황>
구 분
총 계

합계

국가

(단위 : 개소, ㎢)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

개소 면적 개소면적 개소면적 개소면적 개소면적
142 105.14 5 28.06 46 62.92 1 0.04 90 14.13

북부권(천안아
, 산서
, 산당
, 진) 56 72.13 3 19.07 29 49.04 -

-

24 4.02

서해안권(보령서
, 천태
, 안) 19 15.64 2 8.99 3 4.44 1 0.04 13 2.18
내륙권(공주청
, 양홍
, 성예
, 산) 42 11.81 -

-

9 6.72 -

-

33 5.09

금강권(논산금
, 산부
, 여계
, 룡) 25 5.56

-

5 2.71 -

-

20

-

*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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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충남 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 기술 분석

파. 충북

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기술

ㅇ

지역의 수요문제에 대한 충북지역 지적자산 및 산업일반구조, SW융합분야 분석
사회문제 해결 SW 도출을 위한 기본현황 (충북)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자율주행차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0년에 2013년

• 서산의 연구특구에는 현대자동차 그룹과 연계한

의 250배에 달하는 413억 달러로 치솟을 것으로

2,500억 규모의 국내최초 자율주행 시험로가

예측(IHS)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무인주행 시스템 등
신기술을 연구, 검증할 수 있는 연구시설 역시 조

• 충남은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매출 중 절반이 넘

지적자산

• 충청북도의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우리나라 유일의 생명과학단지로 5,200억을 투자하여
완공되 었으며 60여개의 바이오 관련기업이 위치
• 오송바이오밸리는 식품의약안전처,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굮립중앙인체자원은행등
국가 연구시설이 건립되어 있음
•‘15년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과 함께 LG그룹은 ’지적 재산권 지원 지대‘를 만들어
보유 중인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미용산업 분야의 특허 약 2만9,000여 건을
중소, 벤처기업에 개방하는 는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였음
• 충청북도에는 ESS산업의 핵심인 이차전지산업의 40% 이상이 밀집되어 있고 관련
산업인 셀 제조, 전지전자융합부품산업 등이 연계되어 있음

지역 문화

• 충청북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바이오실험교실과 체험학습을 운영
• 또한 국제바이오의과학실험경연대회, 충북 바이오-메디캠프 등 바이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미래의 바이오석학을 양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

성될 예정임

는 326억 달러의 생산액을 올리는 디스플레이
센터를 갖추고 있음. 충남 천안·아산은 첨단산

• 현재 도내 자동차 부품사가 총 664개 업체로 4만

업 중심의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집적돼 있어 개

2,952명이 근무하며 연간 29조 5,000억 원의 매

방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혁신클러스터로 성장

출을 올리는 등의 관련 역량을 보유

잠재성

가능한 환경을 구비
• 충남은 엔진과 동력전달 장치 등 자동차의 핵심
• 2011년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대황해권

부품 산업에 강점이 있으며 또한 지역산업의 상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수립됨.

대적 집적도를 나타내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입지

특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연구개발

계수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아 관련 역량을 갖추

(R&D)센터를 설립해 충남을 디스플레이 산업의

고 있음(충남발전연구원, 2014)

지역의 의지

글로벌 허브로 조성할 계획임

• 현재 건립 중인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개발사업, 줄기세포특
화단지 실현 등이 추진되어 바이오산업이 충북 전역으로 확산되면 세계적인 바이
오산업의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됨
• 최근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단지 내 입주업체의 연구 성과
물을 상업화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과물을 상용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임상시험센터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천문학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성장의
발판이 마련됨
• 충청북도는 260여억원을 들여 중소기업의 시험・인증 부담을 해소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시험평가센터가 건립될 예정
• 충청북도는 오송 바이오밸리를 중심으로 제천한방바이오밸리, 옥천 의료기기 밸리.
괴산 유기농바이오밸리, 충주 당뇨치료 바이오밸리를 5각 벨트로 하여 세계적 바이
오밸리 조성 프로젝트를 민선 5기부터 도정역량을 결집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충청북도는 유수의 제약 및 바이오분야 기업인들을 초청하고 오송 지역 투자에 따른
지원시책과 규제완화 정책 등을 설명하는 등 투자설명회를 가지고 충북 바이오의 기
상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큰 대기업 및 유망 바이오기업을 유치해 나갈 계획
• 충청북도는 미래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ESS산업에서 ESS시험평가센터 건립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과 전국대비 충북경제 4%를 실현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함
• 산업구조

산업구조

세
부
분
야

전국(개, %) 충북(개, %)
구 분 사업체수
구성비 사업체수 구성비
전체
67,738 100 1,229 100
IT제조업 32,471 45.2
875 71.2
IT서비스 15,413 27.8
199 16.2
SW/기타 19,854 27.0 155 12.6

• 사업체 현황
-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체 : 104,322개 (98.6%)
- 근로자수 50~300인 미만 사업체 : 1,343개(1.3%)
-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체 : 91개(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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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분석을 통한 지역 미래유망 분야
-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체 증가율과
(약6.2%) 종사자 증가율(약18.4%)이
전국 평균(약3.0%)을 상회해 꾸준히 증가
해왔음
- 충청북도가 전국대비 경제규모비중에서
4%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바이오,
ICT, 화장품・뷰티, 태양광에너지 사업
등의 집중 육성이 필요함
- 더불어서 앞으로 구축될 바이오밸리,
솔라밸리 등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
해서는 바이오센서, ESS와 같은 미래
유망기술을 선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음

충북지역 자원 및 ICT산업이 경쟁력 분석

ㅇ

기업현황

사업체를 업종 특성에 따라 IT제조업,
서비스업, SW 등 3가지로 분류
○ 충청북도 지역 소재 IT·SW 사업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IT제조업(71.2%)으
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전국
대비(45.2%) 높은 수준
○ IT·SW
IT

세
부
분
야

구분
전체
IT제조업
IT서비스
SW/기타

전국(개, %)
충북(개, %)
사업체수 구성비 사업체수 구성비
67,738 100 1,229 100
32,471 45.2
875 71.2
15,413 27.8
199 16.2
19,854 27.0
155 12.6

* 201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2015, 통계청)

○

가장 비중이 낮은 업종은 SW으로 충청북도
지역 IT·SW 사업체의 12.6%를 차지하며, 이
는 전국(27.0%) 대비 낮은 수준

ㅇ

혁신기관・시설 현황

충청북도에 위치한 IT/SW기업 및 산업 관
련 연구소는 총 59개이며, 대부분 일반 연구소
○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2개, 일반 산업단지
60개, 도시첨단 산업단지 2개, 농공 산업단지 43개
○ 11개 종합대와 6개 전문대가 있으며, IT·SW
분야와 관련된 전공의 재학생은 종합대학에
서 18,715명, 전문/기능대학에서 7,881명으로
나타남. 한편, IT·SW관련 분야를 전공 중
인 재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20.0%를 차지
○ 지혁신기관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진흥원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진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진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기술표준원 등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등 6대국책기관 오송 위치

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기술

○

추진사업 현황

집적현황

년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젖소농가
스마트센싱 목걸이 개발), 바이오· 티 IT융합
센터(15년) 등 기존 ICT기술과 산업서비스의
융합을 통한 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발굴
○ 지역SW진흥사업(02년~),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15년), 1인창조기업운영지원센터(12년~), 저
작권지원센터(~15년) 등으로 ICT산업생태계조성강화
○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15년) 지역거점, 콘텐츠
코리아랩(15년), K-ICT 디바이스랩(15년), 산업
단지 클라우드 시범사업(15년) 등의 지역 유치
로 시너지 확보
- IoT, 클라우드 관련 시범사업 성공적 수행을
통한 노하우 보유
○ IDC(Internet Data Center)을 진흥원이 보유하
고 있고, 충북대 빅데이터센터와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충북 지역에 적합한 미래유망 기술 분석

○
-

○ 2014~15

뷰

-

-

주요 산업단지내 기업 집적현황
지원기관(5)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재)충북테크
노파크,(재)충북지식산업진흥원,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연 구 소(9)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
학연구원, 한국건자자재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
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FITI연구원등3개
기타 (2) : 충북기상청 슈퍼컴퓨터센터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

단지명 면적
오창과학산업단지 9,450
오송생명과학단지 4,627
주산업단지 4,099
주첨단문화산업단지 51
현도산업단지 714
오창2산업단지 1,389
산산업단지 1,324
부용산업단지 565
주테크노폴리스단지 1,510
청

청

옥

청

입주
업체
143
57
353
52
3
13
-

),

바이오센서

에너지 저장장치

• 바이오센서는 건강상태를 예측하는 범위에 이르

• 정부는 최근 ESS전용요금제 도입과 저장 전력

기까지 활용범위가 확장되면서 2016년 전 세계

의 시장거래를 허용하는 등을 포함한 에너지신

144억불 규모로 성장 예상

산업 창출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충북의 오송 생명과학단지는 국내 유일의 생명

• 충북은 최근 국내 유일의 대형 에너지 저장장치

공학(BT)전문 국가산업단지로 54개 국내 기업

시험 및 평가기관인 시험평가센터를 유치하였을

과 2개의 외국기업, 대학연구소, 식약청 등 6개

뿐만 아니라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내 ESS 제조

국책기관 등이 입지해 있음

업체들이 집적해 있어 시험인증의 원활한 지원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최근에는 연 3,000억 매출 규모의 바이오센서
업체를 유치하는 등 관련 기술이 축적되어 있음

• 충청북도가 지원하고 있는 전동차 온보드 전기
에너지 저장 기술개발에 더해 충북의 전략산업
인 전력에너지 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집중 투
자가 필요

입주업종
전자, 전기, 정보, 항공등
의약, 의료, 화장품, 식품등
식품, 유,석유화학,전기등
에 , 콘텐츠
음식료, 가공제조등
의료, 정밀, 의료, 의약, 부품
신소재, 전자, 정보, 환경등
전자, 정밀기계, 화학등
전기, 전자, 정보, 신소재등
섬

듀

※ 장비지원 충북대학교 지식산업진흥원
충북 등 개 기관 대
R&D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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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사회문제 해결방안

지역

• 수자원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
타
지역에
비해
물
재사용
효율성이
낮음
랫폼
개발
수자원
절약을
위한
개발
인천 수돗물 원수 가격이 원 ㎥으로 타 수질 모니터링·정보제공 등 깨끗한 물 활용을 위한
지역에 비해 최대 배 비용 지출
개발

지역의 사회문제는 물, 교통, 관광, 재해, 복지 5개분야에서 사회문제해결형 SW융합 솔루
션을 제시하였으며, 솔루션의 공통요소로 빅데이터 활용, 통합관제시스템, 리빙랩 및 SOS
랩 운영 등을 제시
- 대체로 지역사회문제와 연결성이 높은 분야를 선택하여 제시하였지만, 시범사업, 하드웨어
디바이스제작, 통합플랫폼 구축 등의 솔루션제시부분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 → 심화단계에
서 전문가 추가확보 등을 통해 제시된 솔루션들을 구체화하고 기술개발 중심의 내용으로 전환
<지역별 사회문제와 해결방안>
지역사회문제

SW

/

, (

2014

)

, (

춘천
전북

)IoT

(

)

(

제주

UHD

IoT

NFC

)

10

,

,

SW

(

/

/

/

)

/

,

,

,

,

)

• 수열에너지 공급 네트워크 자동제어를 위한 통합 관제 모니
장마철 일시에 소양댐 상류 유역에서 배 터링 솔루션 개발
출되는 흙탕물이 댐으로 유입되고 댐내 • 단지 농업단지 산업단지 주거단지 등에 냉‧난방 공급을
수가 그대로 하류로 유출됨에 따라 다양 위한 수열에너지 활용 냉‧난방 통합 제어 솔루션
한 문제 정수비용증가 수생태계 악영향 • 소양댐 흙탕물 유입구간 파악 및 선택배출을 위한
등 발생
개발
• 생태도시 통합 관리 플랫폼 개발
▸생태도시위한 교통
• 대기․수질․기온변화 문제 대중교통 이용 • 지역 환경 관리용 빅데이터 시스템 보행안전관리 시스템 도
및 주차 문제 보행도로 안전망 미흡 등 시계획 시뮬레이션 시스템
•
개발
▸원(舊)도심활성화
• 제주도는 원도심 인구의 감소 및 주거환 • 주민편의 라이프
솔루션 개발
경 노후로 사회문제가 대두
• 원도심 상권
서비스 플랫폼 개발
• 농촌사회 공동체 활성화 솔루션 농촌 용수 및 화학 페기물
관리 등 클린농촌서비스 솔루션 개발
• 가축분뇨 악취확산
모델링 시스템 분뇨기인 비료성분
▸농촌 오염문제
분석
시스템
토양오염도
측정 시스템 개발
• 농촌 폐기물 병충해 등의 문제로 최근
• 폐농약용기
기반스마트
수거함 원
농업생산성 저하 및 환경자원의 관리가 격 모니터링 수거 관리 시스템 관리 앱폐농약용기
개발
어려워지며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농촌 • 폐비닐 드론을 활용한 폐비닐 식별 시스템 스마트폰 기반
사회 붕괴
수거 시스템 유관기관 연계 시스템 개발
• 농촌용수 통합 기후정보 수집 시스템 스마트 농촌용수 관
리 시스템 농촌용수 모델링 시스템 개발
▸가축전염병
• 농가 지역주민참여형 가축질병해결 백신미접종 분뇨 악취 등
• 가축질병으로 재난 수준의 대규모 살처
기반 가축질병 사전감지 체계개발 – 지역농가 도축장 적용
분 및 재정 손실과 환경오염 가축복지 •• 가축질병
위험요인 분석 확산과정 모델링을 통해 질병 확산억제
문제 년 충북 가축의 살처분
IDC

,

,

,

,

Sensor

Monitoring System

,

,

,

DigiLog Smart Street
IoT

(

)

3D

,

,

충남

,

(

) RFID/NFC

,

,

,

(

)

,

,

(

)

,

충북

,

3D

/

(

IoT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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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NE Call

(

)

(SW

O2O

Mesh

SW

,

디바이스 시민참여 관리형 대기질 측정 디바이스개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정제 저장 분석 관리기술개발
서비스 시민참여형 대기환경지도 시민보건환경 자가진단
환경질병 공유 공공기물 관리 화학사고 대응 시민교육 콘텐
츠 개발 등
(

,

)

예측 와 네트워크 기반 해양수산 실시간모니터링기술
예방 및 를 활용한 해파리 탐지 및 수거 제어기술개발
관리 수산물 안심 먹거리를 위한 및 기반기술개발
산업화 해양수산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개발
• 지능형 주차정보제공
• 맞춤형
서비스
▸교통혼잡완화
광주 • 국제행사를 추진하는 문화도시를 표방함 • 생활정보알리미
에도 도시 내 교통환경 관련 문제 심각 • 기부관리시스템
• 정류장인근상권활성화 서비스
•
를 통한 도시 교통문제 해결 선도모델 수립 및 확산 사고
▸열섬문제, SW정의도로
대구 • 인구 만명당 사고발생률 전국 최고 수 다발 개선 열섬현상 방지 → 중심 첨단교통 서비스 최적
준 교통혼잡에 따른 열섬현상 심화
대안 제공
▸초고령 웰니스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산 • 초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라 고령자들의 건 • 사용자의
건강상태 분석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시
강문제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비용 확대
)AR

61

•
•
•

▸취수원 흙탕물관리
•

/

(

,

242

,

(

,

(‘14

65%

일본의 원전사고 어획량 감소 등 대·내외 ••
경남 적 환경 변화로 국내 수산업의 침체 •
• 수산물의 위생 안전강화 필요로 하는 등
•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

,

),

(

SW

)

,

)

▸경험교육 플랫폼화
신기술 기반의 직업체험 및 기술교육 플랫폼 및
강릉 •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술 교육 • 서비스 개발
등이 타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음
▸산림병해충
예측기술 고사목 피해목 조기발견 기술 및 플랫폼 구축 진
소나무재선충은 전국의 • 단기술
경북 • 년 경상북도발생
원격진단 시스템 개발 관리기술 소나
포항지역은 전체면 무재선충소나무재선충
대응
및
발생지역
관리 통제 통합플랫폼 개발
적의 가 피해지역
(

Water Servic

/

39

,

Clean

화학기반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화학사고 공해 악취 질병
울산 사회문제로
등
지역민은
정보공개와 대기질
전남 악취공해 민원투명한
등을 요구 년 국내
화학사고 발생 건중 울산 건 여수
건발생
(

Water Saving Service

/

▸화학안전 문제
•

해결방안
3D, VR

126

10

ㅇ

▸해산물오염관리
•
,

SW

,

*

1) 지역 사회문제와 해결방안 분석 (수요지역 전체 분석)

22.3%(2,154ha)

해결방안

▸상수원/관리 플랫폼
•

1. 지역별 해결방안

지역

지역사회문제

)

2) 지역별 수요문제에 대한 SW융합 솔루션 기술 내용

병

SW교육 +
적용분야
빅데이터, VR
지역명 강원(강릉) 문제분야 후된
거리가 부족한 관광 (R&D,비R&D,정보화) (R&D)
사업명 SOS-E(So t are Oriented Societ - Education and Experience)
주요내용
□ 문제점 낙후된
교육 여건 교사 교육용 등 으로 지역교육 경쟁력 하락
□ 기회요인: 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수학여행객 관광객
만명 년 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플랫폼
등을 활용한 관련 직업 체험하는 교육환경을 구축 지역 내 초․중․
고 미래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기회
□ 목적:
교육 직업경험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협업체계 구축 및 교육 분야 기술개발·적용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조성
낙
볼

f w

:

y

SW

(SW

,

SW

,

SW

SW

1

)

,

, 3D, VR

(1200

/

)

SW

,

/

SW

□ 주요 R&D

코딩 및
증진용 소프트웨어 및 공유 플랫폼 구축
※ 경쟁제품 스크래치 미국
영국 아두이노 미국 엔트리 네이버 등
•
신기술 기반의 직업체험 및 기술교육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 예시
군인체험 의사 빅데이터 프로그래머 영화감독 등
• 웨어러블 디바이스
연계 사용자 경험 및 공간정보기술 빅데이터 구축
※ 사용자 정보 공간 정보를 활용한 어지럼증
등 체험기술 향상 및 만족도 개선
□ 지자체 지원계획 녹색도시체험센터 강릉 층
인프라 제공 미래형 교육체험 공간으로
운영예정 기 완공건물 현재 공실로 즉시적 활용 가능 교육청과 공동 운영하며 교육 운영비용은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
□ 소요예산 : 년간
억원 국비 억 지방비 억 현물 억 현금
IoT, 센서, 클라우드
지역명 경남 문제분야 양식장 인근 해양환경 감시 (R&D,적용분야
비R&D,정보화) (R&D)
사업명 SOS-F(Software Oriented Society - A ua Farm near Ocean Environment)
주요내용
□ 문제점 일본의 원전사고 어획량 감소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국내 수산업의 침체를 야기하고 수
산물의 위생 안전강화 필요로 하는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
□ 기회요인 : 경남은 다양한 해양 생물을 보유하고
에서 인정되는 청장 해역을 보유 하고 양식
어패류 굴 조피 볼락 등 의 를 생산하는 등 남해안 근해 해면 수산물의 생산량이 많음
□ 목적 국제기준에 적합한 해양환경 구축을 통한 어촌 경쟁력 확보 및 수출 증대
•

SW

Computation Thinking

:

(

3D, VR

), BBC Microbit(

),

(

),

(

)

SW

: (VR)

, (AR)

, IOT

, (

)

, (3D)

SW

,

(VR)

:

(

(

) 3

, 4,032m2

,

5

,

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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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

: 100

, SW

(

), 15

(

)

q

:

,

FDA

(

2

,

)

(30%)

75%

:

□ 주요 R&D

예측 와 네트워크 기반의 해양수산 실시간 환경 감시 시스템 개발
예방 및 를 활용한 해파리 탐지 및 수거 통합 제어 시스템 개발
관리 수산물 안심 먹거리를 위한 및 기반의
시스템 개발
산업화 기반의 해양수산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개발
□ 지자체 지원계획 : 경남도 내 수산물 관련 연구기관 지원기관 수협 과 협력하여 지역주민·어민에게 최
소한의 경비의 부담과 해양환경 감시로 안전한 해양수산 먹거리 제공
□ 소요예산 : 년간
억원
국비 억 지방비 억 현금 민자 억 현금 현물
- (

)IoT

- (

)AR

- (

)

- (

Mesh

SW

UHD

IoT

NFC

Value Chain

)ICBM

,

5

*

: 90

,

(

162

: 45

(

),

: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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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해충 적용분야 IoT, 빅데이터, Mobile
지역명 경북 문제분야 소나무재선충등
원격진단
(R&D,비R&D,정보화)
(R&D)
사업명 SOS-P(IoT-based forest pests remote diagnosis and management systems)
주요내용
□ 문제점
년 소나무재선충 발생면적은 만
년 경상북도는 전국의
발생
중 포항지역은 전체면적의 가 피해지역으로 전국에서 번째임
□ 기회요인 산림자원이 풍부한 경북북부 강원도로 확산 저지가 최우선 당면과제 경북도는 소나무재선
3 충병 특정감사에서 방제관리 미흡지역으로 소나무재선충 방제 관리에 더욱 노력 중임
□ 목적 소나무재선충 원격진단 분석 솔루션 개발 및 소나무재선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 2013

1

,

1,550ha, 2014

65%

:

22.3%(2,154ha)

3

,

:

,

,

\

□ 주요 R&D

예측기술 고사목 피해목 조기발견 기술 및 플랫폼 구축 진단기술 소나무재선충 원격진단 시스템 개발
관리기술 소나무재선충 대응 및 발생지역 관리 통제 통합플랫폼 개발
□ 지자체 지원계획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지자체 소나무재선충방제팀과 연계한 정보제공 및 운영지원
□ 소요예산 년간
억원 국비 억 지방비 억 현금 지원예정
적용분야
공공데이터, IoT
지역명 광주 문제분야 교통 생활공간
(R&D,비R&D,정보화)
(R&D)
사업명 SOS-LS(Software Oriented Society –Living Space)
주요내용
□ 문제점 :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비엔날레 등 국제행사를 추진하는 문화도시를 표방함에도 도시 내 교통
환경 관련 문제 심각
□ 기회요인 : 광주지역의 경우 혁신도시 내
콘텐츠진흥원 등 정보통신 콘텐츠 관련 공공기
관이 대거 이전하여 관련 및 실테스팅 환경 제공 가능
□ 목적 : 야구경기장 터미널
역 인근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생활공간 구성
- (

)

- (

)

/

, (

)

,

/

:

: 5

,

150

*

: 100

,

: 50

(

)

,

,

KCA,

, RRA

/

R&D

,

, KTX

□ 주요 R&D

지능형 주차정보제공 공영주차장 등 주차공간 공유 및 안내시스템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 향후 사유주차장
4 으로 확대
맞춤형
서비스 택시 통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
생활정보알리미 재난 사고 공사 등으로 인한 정체구간 알림 서비스
기부관리시스템 대중교통 결제시스템과 연동한 대중교통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참여형 기부 관리시스템
정류장인근상권활성화 서비스 버스 관련 정보와 함께 인근 상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기시간 동안 이
용자의 방문을 유도하는 서비스
공통기반 빅데이터분석
시스템 공공 및 민간의 빅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교통데이터 시범모델 구축
□ 지자체 지원계획 : 지자체 내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의
인프라 및 관련정보 제공 도로교통공
단 교통안전공단 등과 연계 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 년간
억원 국비 억 지방비 억 현금 지원예정
-

:

-

ONE Call

-

:

-

:

:

,

-

,

,

:

- (

)

,

+ LOD(Linked Open Data)

:

CCTV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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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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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

,

적용분야
빅데이터, IoT, 센서
지역명 대구 문제분야 도심열 , SW정의도로
(R&D)
(R&D)
사업명 SOS-R(Software Oriented Society –Road for Safe and Eco)
주요내용
□ 문제점 인구 만명당 사고발생률 전국 최고 수준 교통혼잡에 따른 열섬현상 심화
□ 기회요인 : 지역전략산업 지능형자동차
웰니스 와의 높은 부합성을 바탕으로 지자체 차원의 강력
한 육성의지 민간업체 등 의 높은 참여도
□ 목적 :
를 통한 도시 교통문제 해결 선도모델 수립 및 확산
사고다발 개선 열섬현상 방지 → 중심 첨단교통 서비스 최적대안 제공
섬

:

10

,

(

,

, IoT

(KT

)

)

SW

(

,

SW

)

□ 주요 R&D

5

사고해결 교통흐름 실시간 제어 및 사고예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열섬해결 도시교통체계 통합제어 및 최적경로 제공 시스템 개발
실증확산
데이터 셋 개발 및 공유를 통한 신규서비스 확산

- (

)

- (

)

- (

) SDR(Software Defined Road)

□ 구현할 서비스 및 기술내용

열섬없는 스마트시티구축을 위한 에코 모빌리티 관제 시스템 개발 및 요구사항분석
신호등인지 경제운전 서비스 및 계산지능기반 탄소배출패턴 학습지능 알고리즘 개발
교통사고없는 스마트시티구축을 위한 세이프 모빌리티 관제 시스템 개발
계산지능기반 위험상황인지 안전운전서비스 개발 및 지능형 개인정보보호 시큐어엔진 개발
대구시 운영자 맞춤형 빅보드 시각화 기술 개인화
안내 서비스
□ 지자체 지원계획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를 통한 실증 및 확산서비스 지속 제공
□ 소요예산 년간
억원 국비 억 지방비 억 현금 지원예정 민자 억
빅데이터, AI, VR
따 건강관리 R&D
지역명 부산 문제분야 고령화에
* 노령화지수 124.3%, 전국최고 적용분야
(비R&D)
사업명 SOS-W(Software Oriented Society – Wellness on elderly City)
주요내용
□ 문제점 초 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라 고령자들의 건강문제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비용 확대
□ 기회요인 스마트시티사업 클라우드 시범도시 사업 등을 통하여 관련 인프라 기 구축 중
웰니스는 의료법의 제약을 받지않아 다양한 기술과 결합한 신서비스 개발 가능
□ 목적 시니어 건강증진을 위한 시민 체감․참여 기반의 웰니스 서비스 구현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행복
6 한 삶을 지원하고 서비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
-

SDR

-

,

Safer City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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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R&D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건강상태 분석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시하는 인공지능 개발 기반의 사용자 맞춤형 운동 컨텐츠 개발
□ 지자체 지원계획 : 부산시 보건소 및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기술과 서비스의 테스트와 시범 서비스
를 위한 인프라 및 후속 서비스 유지보수 포함 지원
□ 소요예산 년간
억원 국비 억 지방비 억 현금 필요시 인프라 현물 지원예정
- IoT

SW

, V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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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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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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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적용분야
조달 효율성
사회적 비용
빅데이터
지역명 인천 문제분야 수+ 물물재사용
음 (R&D,비R&D,정보화) IoT, (R&D)
사업명 SOS-W(Software Oriented Society - Water for Living)
주요내용
□ 문제점 : 인천은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 취수원과의 거리 타 지역에 비해 물 재사용 효율성이 낮음
* 수 물 원수 가격이 126원/ 으로 타 지역에 비해 최대 10배 비용 지출
□ 기회요인 : 인천 도서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
등 불편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해결
의지
강함
7 □ 목적 : 도시의 생활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을 통한 물에 대한 가치 창출 확산
돗

낮

(

돗

),

㎥

(56.6%)

□ 주요 R&D

수자원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개발 수자원 절약을 위한
개발 수질 모니터링·정보제공 등 깨끗한 물 활용을 위한
개발
□ 지자체 지원계획 : 인천시와 관내 상수도사업본부 및 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의 협력을 통한 물관리
구축 지원
□ 소요예산 : 년간
억원 국비 억 지방비 억 현금 지원예정
적용분야 빅데이터분석, IoT, 클라우드
화학산업: 전국화학단지
단지 내 문제
지역명 울산/전남 문제분야 *울산+전남
90% (R&D,비R&D,정보화)
(R&D)
사업명 SOS-S(Software Oriented Society –Safety City)
주요내용
□ 문제점 : 화학 기반산업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화학사고 공해 악취 질병 등 가 발생하
고 있으며 지역민은 투명한 정보공개 직접 대기질 정보 수집 신뢰성 객관적인 악취공해 민원 등을 요구
하고 있음
* ‘14년 국내 화학사고 발생 242건중 울산 61건, 여수 39건으로 전국 1,2위 차지
□ 기회요인 : 전국 국가화학산단의
를 차지하는 울산과 전남 여수 의 공동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발생
기대 산단 도시민들의 지속적인 관련 민원제기에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안전·환경 관련 지자체 중장기발
전계획 수립 등 적극적 대응의지가 있음
8 □ 목적 : 시민참여·소통 직접민주주의 을 통한 디지털사회혁신 선순환 시스템 구축 화학 기반도시의 보건·
환경·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적용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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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R&D

디바이스 시민참여 관리형 기반 대기질 측정 디바이스 키트 개발 및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플랫폼 민간 클라우드 활용 데이터 수집 정제 저장 분석 관리 빅데이터분석 시스템 구축
서비스 시민참여형 대기환경지도 시민보건환경 자가진단 환경질병 공유 공공기물 관리 화학사고 대응 시
민교육 콘텐츠 개발 등
□ 지자체 지원계획 본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시민의 객관적 민원을 수집
⇒ 지자체는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민원 원인 규명 후 보건·안전·환경 관련 강력한 정
책화를 통해 화학산단 도시의 사회문제 해결
□ 소요예산 : 년간
억원 국비 억 지방비 억 현금 민간 억 지원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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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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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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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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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 빅데이터분석, IoT
생태도시 저해 적용분야
지역명 전북 문제분야 지속성장
(오 , 대중교통 체계, 보행안전) (R&D,비R&D,정보화)
(R&D)
사업명 SOS-G(Software Oriented Society –Green City)
주요내용
염

대기․수질․기온변화 문제 대중교통 이용 및 주차 문제 보행도로 안전망 미흡 등
□ 기회요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 의견 반영 회 원탁회의 을 기반으로 지역 현안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전주시 및 시정에 반영 계획
9 □ 목적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현안 문제 열섬현상 대중교통체계 보행안
전 에 기술을 통한 문제해결 및 타지역 확산
□ 문제점 :

,

,

:

(23

)

(

(

)

)

,

,

ICT

□ 주요 R&D

생태도시 통합 관리 플랫폼 개발 위치 기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시스템 개발 지역 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및 주차 안내 지역 환경 관리용 빅데이터 시스템 보행안전관리 시스템 도시계획 시뮬레이
션 시스템 등
□ 지자체 지원계획 지역 시민단체 및 지자체 정책 도시 계획 과 연계한 공공서비스로 추진
□ 소요예산 년간
억원 국비 억 지방비 억 현금 민간 억 지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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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삶의문제질 향상
해결 적용분야 GPS,(R&D)
IoT, 센서
지역명 제주 문제분야 원도심
+ 지역 주민
(R&D,비R&D,정보화)
사업명 SOS-R(Software Oriented Society - Renewal Old City)
주요내용
□ 문제점 : 제주도는 원도심 인구의 감소 및 주거환경 노후로 사회문제가 대두
□ 기회요인 : 제주도로 전입 인구 많고 현안 문제 해결시 원도심 정착 가능성 높음
□ 목적 :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 등
기술개발·적용하여 문제해결 및 지역 경제활성화 서비스 제공
ICT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개발
기반 큐레이션 서비스 개발 스토리텔링
기반의 테마거리 서비스 융합 관광상품개발 등
주민편의 라이프 솔루션 개발 스마트 주차공간 공유 고령주민 생활정보 서비스 등
원도심 상권 서비스 플랫폼 개발 원도심 상권 맞춤형 서비슬 플랫폼 구축
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지원 서비스 개발 등
□ 지자체 지원계획 :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사회·역사 등 다양한 재생활성화 사업을 국토부 사업유치 추
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술개발·적용을 통한 · 융합을 지원
□ 소요예산 : 년간
억원 국비 억 지방비 억 현금 지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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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취수원으로 사용되는 소양댐 심층 냉수로 인하여 가정에서 급탕가열비용이 지출되고 하천유지용수로 사용됨
에 따라 수생태계 악영향 초래
장마철 일시에 소양댐 상류 유역에서 배출되는 흙탕물이 댐으로 유입되고 댐내수가 그대로 하류로 유출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 정수비용증가 수생태계 악영향 등 발생
□ 기회요인 강원도의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수열에너지 활용
융합 가능
11 □ 목적 : 소양댐 심층 냉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단지 농업단지 저온저장시설 포
함 산업단지 등에 냉 난방을 공급하고 배출되는 온수를 지역 상수원으로 활용하여 가정 급탕가열비용 감
축 소양댐 내 센서 설치를 통한 흙탕물 구간파악 및 선택배출
-

-

(

,

)

:

ICT/SW

IDC

,

(

,

/

□ 주요 R&D

수열에너지 공급 네트워크 자동제어를 위한 통합 관제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
단지 농업단지 산업단지 주거단지 등에 냉‧난방 공급을 위한 수열에너지 활용 냉‧난방 통합 제어 솔루션
소양댐 흙탕물 유입구간 파악 및 선택배출을 위한
개발
□ 지자체 지원계획 : 강원도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수열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
프라는 강원도에서 구축하고
융합 통합관제모니터링시스템은 사업에서 구축하여 강원도 매칭
비로 지원
□ 소요예산 년간
억원 국비 억 지방비 억 현금 지원예정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역명 충남
문제분야 클 농촌(영농폐기물 등) (R&D,적용분야
비R&D,정보화) (R&D, 정보화)
사업명 SOS-C(Software Oriented Society –Clean Agriculture)
주요내용
□ 문제점 농촌 폐기물 병충해 등의 문제로 최근 농업생산성 저하 및 환경자원의 관리가 어려워지며 빈
부격차 심화 등으로 농촌사회 붕괴
□ 기회요인 충남도의 핵심정책으로 농 혁신정책 추진 중이며 본
와 연계 시너지 제고 가능
□ 목적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 정주여건 개선 폐농자재 폐기물 등 를
기반의 핵심기술개발·적용
-

- IDC

,

,

,

-

Sensor Monitoring System
(

ICT/SW

: 5

200

*

SOS

: 100

,

: 100

(

)

린

:

,

,

3

:

R&D

(

,

,

)

,

SW

12 농촌사회 공동체 활성화 솔루션 농촌 용수 및 화학 페기물 관리 등 클린농촌서비스 솔루션 개발
․ 가축분뇨 악취확산 모델링 시스템 분뇨기인 비료성분 분석 시스템 토양오염도 측정 시스템 개발
․ 폐농약용기
기반스마트 폐농약용기 수거함 원격 모니터링 수거 관리 시스템 관리 앱 개발
․ 폐비닐 드론을 활용한 폐비닐 식별 시스템 스마트폰 기반 수거 시스템 유관기관 연계 시스템 개발
․ 농촌용수 통합 기후정보 수집 시스템 스마트 농촌용수 관리 시스템 농촌용수
모델링 시스템 개발
□ 지자체 지원계획 충남농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하여 영세소작농 문제 해결을 위한 농촌 환경개
선 커뮤니티 구축 및 협업 활성화 지원
□ 소요예산 년간
억원 비 억 지방비 억 현금 지원예정
□ 주요 R&D
-

,

(

)

(
(
(

3D

,

,

) RFID/NFC

,

)

,

,

)

,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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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냉

흙

:

□ 주요 R&D

-

댐

춘

),

-

10

수열에너지, IOT, 관제
지역명 강원( 천) 문제분야 소양 탕물심 유입수 + (R&D,적용분야
비R&D,정보화)
(R&D)
사업명 SOS-C(Software Oriented Society–Clean Water Management)
주요내용

151

,

,

: 100

,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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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

으로 인한 사회적 적용분야 IoT, 센서, 클라우드
지역명 충북 문제분야 가축질
비용 + 심각한 환경오 (R&D,비R&D,정보화) (R&D)
사업명 SOS-L(Software Oriented Society - Agro-Livestock)
주요내용
병

2. 지역별 “사회문제 해결 SW융합기술 수요조사”에 대한 평가

염

가축질병으로 인한 재난 수준의 대규모 살처분 및 가축 매몰로 재정 손실과 환경오염 가축복
지 문제 대두 년 충북 가축의 살처분
□ 기회요인 : 국내 최고의 오송 바이오 단지와 오창
특화단지 등 추진역량 보유 전국에서 가축이동이
가장 많은 지역 최다 도축장 설치 으로 테스트베드 설치 및 질병 확산 예방효과 기대
□ 목적 :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 질병대응
와 관련 핵심 요소기술개발로 과학적인 가축질병대응체
계 구축
□ 문제점 :

,

(2010

41%

)

IT

(

,

)

R&D

SW

□ 주요 R&D

시민참여형 농가 지역주민 등 가축 질병 해결 연구
․시민참여형 분뇨악취 및 하천오염 평가모델 개발 농가참여형
발병 백신 지도 개발
기반
가축질병
사전감지
체계
개발
지역농가
적용
13
․가축 사육 축사
센싱 정보 수집을 통한 예찰경보시스템 개발
데이터 축척 및 패턴 분석을 통한 질병 예보 알고리즘 개발
도축장 스마트 방역시스템 개발
농가 도축장 적용
․도축장내 계류장에서 활용가능한 이동형 간이 가축질병 진단키트 개발
․실시간 차량 출입정보 수집 시스템 개발
클라우드 빅데이터기반 질병 확산 신속대응
․농장의 차단방역 위험수준 조사 및 평가
개발
․축산차량이동정보 빅데이터 기반 고위험 축산시설 분석 및 질병확산차단 프로그램개발
․가축 매몰지 관리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실시간 경보 및 상황전파를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및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델 개발
․
기술 기반 정보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 개발
□ 지자체 지원계획 : 충북 인터넷 데이터 센터
제공 가축질병 융합 관리 센터 설치 등
□ 소요예산 년간
억원 국비 억 지방비 억 지원예정
-

(

/

)

1) 검토 평가 기준

지역의 고유 가치와 지역과의 적합성, 추진계획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안을 마련하
고 전문가 및 미래부 소관과의 검토의견을 반영
* 지역문제 해결형 R&D와 부합도 : SOS에 대한 이해, 보편적 가치, 단순명료한 핵심가치
지표 발굴 등 평가
* 지역별 적합성 : 해당지역의 필요성과 시급성, 추진의지와 성과, 파급효과측정
* 추진계획 적합성 : 중복성, 기존기술/추진방법의 차별성, 추진내용의 구체성 평가

ㅇ

<검토 평가지표>
항목

: TRL 3~7

,

- IoT

PRRS

: TRL 3 ~ 9(

,

)

IoT

(

)

-

: TRL 3 ~ 9 (

/

)

사업
적합성
(35)

[HW+SW]

-

,

SW

(IDC)

: 5

150

*

: 100

,

, '

ICT

'

필요
시급성
지역
적합성
(30)

: 50

추진계획
적합성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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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적용성

평가 지표

-

-

지역문제해결형 융합 의 사업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지역문제해결형 융합 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는가
국내·외의 많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거나 겪을 문제인가
제안한 내용의 개발완료후 표준화 및 역외 확산적용이 가능한가
미래 수요가 충분하며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문제인가
미래에 발생할 많은 문제를 대표할 수 있는가
다양한 문제들의 핵심 기본형이 될 수 있는가
국가 차원 정책에 부합하며 충분히 차별화 되어있는가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가
진단한 문제가 명료하고 소프트웨어로 해결가능한가
창출하려는 핵심가치가 단순 명료한가
단순명료한 핵심가치 중심 창출하려는 핵심가치가 이해하기 쉬운가
의 지표제시 되었는가
창출하려는 핵심가치가 잘 차별화되는가
해당 사업이 지역 문제 해결에 시의적절한가
해당지역의 대표적인 문제이면서 가장 파급력이 높은 문제인가
제시된 문제에 대한 지역의 통계 및 선행연구는 갖추어져 있는가
지역문제를 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는가
지역 중장기정책방향 관련조직의 노력 지역 민간의 노력 예산투입 제도 등
지역에서 유사사업에서 거둔 경험은 무엇인가
진행에 필요한 산업 생태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지역의 개발역량과 네트워크 혁신역량은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가
계획이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작성되었는가
중복성 필요성 시급성 기존기술 추진방법의 차별성 추진내용의 구체성 파급효과 측정의
설득력 등이 잘 표현되어 있는가
문제 진단과 해결 방안 제시가 잘 연계되어 있는가
추진 주체 및 참여 기관 사이의 역할분담이 합리적인가
추진 전략이 의 성공적인 수행 및 핵심가치 창출에 적합한가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이나 계획과 잘 부합되는가
ICT

R&D

ICT

R&D

?

?

?

?

,

?

?
?

R&D

?

?

,

?

-

-

?

-

?

?

-

)

GIS

사업
이해도
확산
가능성
지속가능한
수요

목표의
명확성

: TRL 3~7

(

구분

추진의지
지역역량
파급효과
계획
충실성
연계성
추진체계
추진전략
상위계획
부합성

-

?

?

?

SW

(

-

?

R&D

?

,

,

,

-

?

SW

,

,

?

,

?

?

,

,

,

/

,

,

?

-

-

-

)

?

- R&D
-

,

?

?

R&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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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화그룹 지역 해결방안의 구체화

2) 검토 과정

지역사회문제와 접근방법분석) 검토위원회*를 통해 지역고유의 사회문제에 대한 지역의
이해도 및 기존사업 중복성, 사업ㆍ지역ㆍ계획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ㅇ (

* 검토위원회(‘16.8.30) : 산 학 연 전문가 7명, NIPA 협의회 2명, 미래창조과학부
입회하에 평가심사 수행
ㆍ

ㅇ

ㆍ

ㆍ

1) 과정

디자인띵킹 퍼실리테이팅 훈련) 심화그룹을 포함하여 디자인사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실
제 지역문제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와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구체화

ㅇ (

종합 검토의견

디자인씽킹훈련

이해관계자와 프로토타이핑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퍼실리테이터양성)

(강릉 사례참조)

(대구 자연재난과 미팅 예시)

2016. 10.~12.

2016. 11.

2016. 10.

<지역별 문제해결 기술개발과제 검토의견(종합)>
구분

검토의견

사업추진의 목적성은 지역별로 명확하게 제시되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 사이
의 역할분담이 더 좀 명확화 되어야 함 중앙정부나 정부출연기관 기존 추진기관들과
중첩성
지역시민의 문제 정의에서 부터 다시 시작하여 파편화된 시범사업성 모델을 지양하고
지역문제 기반의 해결방안에 부합하는 도입방안 모색 필요 기존 과제발굴방식의
접근
,

1

(

,

)

,

2

SW

(

)

시민들의 참여 기반의 데이터수집 이전에 현재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행동인지
패턴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 데이터를 과제개발후 수집하여 새로운 패턴분석후 서비
스하는 것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사업기간내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3

(

,

시범사업 하드웨어 디바이스제작 통합플랫폼 구축 등은 그간의 지원형태에서 볼 때
상당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모델 리빙랩을 통해 작은 단위서비스를 충분히 테스팅
하고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모델제시 필요
,

4

)

,

(

지역별 전문가 확보 및 기술개발계획서 구체화)
- 지역(도시)내 문제를 도출ㆍ분석ㆍ객관화ㆍ차별화하고, SW를 개발적용함으로써 사회문제
를 해소하는 전문 지원체계 마련
- 지역별 수요조사내용을 반영하여 SW융합을 통한 사회문제재정의, 지원방향과 운영전략
을 포함한 상세 RFP작성 (지역별 기획회의)
<심화그룹 기술개발전문가 및 상세 기술개발계획 보완내용>

ㅇ (

구분

)

강릉

ㅇ

최종적인 검토회의를 거쳐 ‘우수(A)’, ‘보통(B)’, ‘미흡(C)’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A그룹에 대하여 기획방향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심화연구 추진

-

경남

-

* A그룹(심화그룹) : 강 , 경남, 대구, 산/전남, 충북의 5개 지역
릉

기술개발에 대한 점검 전문가

-

울

대구

-

울산/전남

-

충북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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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김숙경 교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ST
경남대 김태화 교수
지역 대학교 연구소
전자통신 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KT
울산대 김종면 교수
합동방재센터,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대 박선일 교수
한국양돈수의사회,가축위생시험소

세부 기술개발 내용 : 첨부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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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RFP 포함내용

체험의 구체화 기술내용 세분화
서비스 기술 구체화
예측 예방 관리관련 기술개발내용 구체화
연차별 기술개발 목표 및 성과목표 구체화
교통 빅데이터 분석 구현 내용 구체화
연차별 기술개발 목표 구체화
- Living-Lab(테스트베드) 구축·운영 전략
- 연차별 기술목표 세분화
시범사업과 플랫폼 구축사업을 탈피한 세부
기술개발 중심으로 재정리
- SW
-

-

,

,

2) 심화지역 SOS 목표 구체화 및 성과활용방안

지역

제안분야
ㅇ

지역

제안분야

목표
ㅇ

개발목표
구분

경험화
기술개발

2건

10건

스포츠

2건

10건

SW기반
경험교육
플랫폼화

ㅇ

-

5

년차

ㅇ

50%

역 우선 확산 및 SW교육 국제

90%

포럼을 통한 국내외 공동 추
진

만족도

-

50%

80%

- 일자리 창출 : SW기술 개발

100명 2,000명 SW 상용화율

-

30%

50%

뿐만 아니라 SW교육, 체험을

2회

20회

3건

심사회

20건

제품수출

-

15건

일자리창출

10명

최종 결과 및 서비스 내용

- AR기반 오감체험형 수호랑&반다비(올림픽 마스코트)게임개발
- VR기반 해양 수상 레포츠 훈련 및 공포증 치료 서비스 개발
- 경포습지용 Virtual Personal Mobility 개발
- 사물인터넷(IoT)기술 융합 역사/경관 One Stop Service 개발
- IOT기술 융합형 EPL(Education Programing Language) 개발
- 가상체험(VR)기술 융합 직업 경험 서비스 개발

성능지표

일자리 창출

ㅇ

기대효과

①원격제어
거리
급 영상전송
② 자율운항도
③ 충돌회피능력
④ 고장진단기능
⑤ 자율복귀기능

(HD

- 대한민국 최초 소프트웨어 경
험 도시 및 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우수성
을 알림

경남

해산물
오염관리

)

6

2

6

IP68

IP68

-

-

-

-

3

9

IP67

12

IP68

-

현재기술수준비교
국내
해외

1

기술개발 최종목표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2

3

500m

1km

500m

1km

1.5km

5

6

5

5

6

· 빅데이터 및 딥러닝 전문가 분야
· AR 및 VR, 인공지능 전문가
· 스마트 센서 및 부이 등 예측
· NFC, API,오픈 플랫폼 전문가
· 스마트 팩토리 및 지능형 제어 ,
- 지역민 혜택

기대효과

70%

90%

70%

80%

90%

무
무

유
유

무
무

유
유

유
유

①센싱거리
②센스의인서트
③환경온도
④항균성

측 시스템을 통한 해양수산물
세계 브랜드화 추진
- 해양 유해 생물 제거와 유해생물
상품화로 어민 소득 증대 및 수

③ 관리(Management) : ICT융합 스마트 가공 공정설비, 품질관리,
포장 자동화 시스템 개발

성능지표

현재기술수준 비교
국내
해외
-

-

없슴

없슴

℃

-10 ~ -20

없슴

기술개발 최종목표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1

3

인서트화 인서트화 인서트화
℃ ℃
℃
℃

-20 ~ -40

없슴

2

-20

-40

-40

④ 산업화(Industrialization): IoT융합기반 해양수산물(미더덕) 가공
생산자동화관리 스마트 팩토리 기술

현재기술수준 비교
기술개발 최종목표
국내 해외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①자동탈피 시간 수작업
초
초
초
②자동탈피 불량률
이하
이하
이하
③자동화율
④인력난 해소
성능지표

1

- 159 -

성과 활용방안

② 예방(Prevention) : 공정별 가공환경 정보 수집 시스템 개발을 통
ㅇ
한 가공위생 확보
- 청정해양환경 감시 및 환경 예

디네이터 양성을 통한 지역

500명

1

6

위한 SW교육 강사 및 체험 코

10만불 100만불
100명

현재기술수준비교
기술개발 최종목표
국내 해외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① 안티파울링기간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② 방수등급
③ 위험예측도
시나리오 시나리오 예측분석
④딥러닝플랫폼
구성 구축 운영
성능지표

- 타지역 확산방안 : 타 SOS지

10만명 100만명

성과활용

ㅇ

① 예측(Predict) : 해외 수출에 대비한 미더덕 양식장 IoT(LoRa망) 및 - 직접(간접) 고용 :61명(1,120명)
스마트 센스를 통한 생육 환경정보 수집 및 연동 시스템 개발
· 표준S/W플랫폼 분야

성과 활용방안

80%

횟수

상용화

1만명

인지도
SW중

3

40%

10건

테스팅

년차 년차

-

2건

인원

SW 경험

1

필요도

자연/문화

지역확산

구분

5

교육

SW중심사회

강릉

년차 개년

1

성과활용

목표

개발목표

2

3

-

30

20

-

-

30%

20%

-

-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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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

10%

60%

입 대체 효과
- SW(IoT+NFC)기술을 활용한 수
산물 먹거리 안전 보장(안심
Value Chain 개발)
- SW(AI+ICBM)기술을 활용한 창
의 융합형 기술 개발 → 6차 산
업 모델개발(어촌경쟁력 확보)
- IoT 융합기반 수산물(미더덕) 가
공 생산자동화관리 해양수산 스
마트 팩토리 시스템 개발

지역

제안분야

목표

현재기술수준
국내 해외
SDR모델링정확도 N/A N/A
15%
경제운전(온실가스저
N/A (독일,
감)향상도
아우디)
SDR시뮬레이션
미공개
N/A
에이전트수
(독일)
위험상황예측정확도 N/A N/A
교통네트워크국제표준
N/A N/A
(기고/채택/승인)
성능지표

대구

열섬문제와
SW정의
도로

□

성과활용방안

□

개발목표

□

성과활용

1차년
70%
N/A
1만개
N/A
1/0/0

최종 결과 및 서비스 내용

□

기대효과

- 교통흐름 실시간 제어 및 사고
- 시민의견 실시간 반영 대구시 운영자 맞춤형 빅보드 시각화 소프트웨어
예측을 통한 도심 교통사고 발
및 ready-made 위젯개발 버츄얼랩 운영
생률 30% 감소
- 시민참여 도심 열섬없는 경제운전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에코모빌리티관 - 교통흐름 실시간 제어 및 최적
경로 제공을 통한 열섬현상
제서버 소프트웨어
15% 감소
- 시민참여 도심 사고없는 안전운전 서비스 SW 및 세이프모빌리티관제서
- 실시간 비식별 교통데이터 공
버 소프트웨어
개 1건, 오픈랩 기반 서비스 개
발 인프라 확보 1건

개발목표

성능지표
① 복합 대기질 검출능(%)
② 데이터 수집 안정성
(IEC61508 SIL단계)

울산
전남

/

화학안전
문제
Safety City

기술수준
국내 해외
60 100
60

100

③ 측정 Range(KVolt)

60

100

④
⑤
⑥
⑦
⑧
⑨

60
60
60
80
-

신호 전송(mA)
검출 거리(m)
검출 농도(ppm)
데이터 처리 지연(sec)
서비스 시스템 참여자지속성
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ㅇ

제안분야
ㅇ

① 타 지역·글로벌 확산방안
-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선도형
기술개발 최종목표
스마트교통 기업 발굴, 기술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이전,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한
75% 80% 85% 90%
해외시장 확대
15%이
7% 10% 13%
② 일자리 창출
상
- 교통관제 전문인력, 스마트교통
10만 50만 100만
5만개
서비스 및 앱 개발인력, 스마트
개
개
개
교통 인프라 설계 및 관리 인력,
N/A 70% 80% 90%
전후방산업 등 인력 창출 가능
1/1/0 1/1/1 0/1/1 0/0/1
③ 기타 : 교통네트워크 (V2X 통
신프로토콜) 표준화 추진

- 오픈플랫폼기반 M&S기반 SDR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ㅇ

지역

기술개발 최종목표
1차년
2차년 3차년도
25%
15%
10%
-

-

SIL3

-50 ~
+50
100
4~20mA
100 300m
400m
500m
100 150ppm 120ppm 100ppm
100
1sec
0.9sec 0.8sec
70%
75%
80%
80%
85%
90%

최종 결과 및 서비스 내용

-

-

ㅇ

성과 활용방안

- 타지역 확산방안
·(울산/여수 교차적용) 울산과 여

개발목표
성능지표

성과활용

목표

현재기술수준
기술개발 최종목표
비교
국내 해외 차년 차년 차년 차년 차년
1

① 각종
현장장비에서
시스템 간
정보를
처리하는
평균시간

국내 일본
적용 객관적
사례 성능측정 초
없음 치 없음

② 소리분석 기술
기반 기침 소리
인식율

국내 객관적
적용 성능
사례 측정치
없음 없음

FaaS

충북

가축
전염병
Zero City

2

(

<

<

<

20

15

초

10

5

초

초

<
8

초

<
5

ㅇ

성과 활용방안

- 타지역 확산방안 :1차년도 진천

)

과 음성을 중심으로 도내 지역
확산, 타지역 및 글로벌 확산

>

>

>

>

>

60%

65%

70%

75%

80%

(해외 리빙랩 거점 구축)
- 일자리 창출 : 콜센터(장비, 시
스템운영, 애로사항 등) 운영을

③ 스캔 기술 국내
국외적용
기반 사료빈사료 적용
사례
잔량측정오차율 사례
없음 없음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3D

④ 간이 구제역
진단키트
판별률
ㅇ

국내 객관적
적용 성능
사례 측정치
없음 없음

<

<

<

15%

12%

10%

<

7%

<

5%

ㅇ

기대효과

- 일자리 5년간 60명, 경제적
<

<

<

<

<

70%

80%

85%

90%

95%

최종 결과 및 서비스 내용

- 지능형 영상분석, 소리 분석 등을 통해 돼지의 생체정보 및 이상 행동
패턴 등을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가축질병 사전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가축질병 확산 신속 대응 체계 마련

스트 이후 지역간 교차 적용
·(타지역 확산) 공해문제가 발생
하는 2차 산업 기반 도시로 확산
- 일자리 창출
·대학생의 DIY 대기질 측정 디바
이스 제작
·SOS-Lab운영 전담인력
·지역 ICT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기대효과

- 시민의 요구를 객관화된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지자체·정부의 관
련 정책에 반영
- 지능형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기
술을 확보함으로써 유사한 타 산
업분야의 동반 성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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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kisai,

수의 각각의 서비스를 리빙랩 테

ㅇ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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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약 4,690억원

제4장 지역 SOS 종합추진방안

(1) 인구구조 변화 : 도시집중의 양극화 고령화 문제, 학령인구의 감소

최근 유엔(UN)은 도시 인구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약 35억 명인 세계 도시 인구가 30
년 뒤인 2045년에는 60억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
- 인구 1천만 명 이상 28개 도시 중 16개는 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앞으로의 도시인구
증가분의 90%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발생
- 인구 순위 중 1위는 일본의 수도 ‘도쿄’로 3천719만명으로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 2위
는 인도에 위치한 ‘델리’로 2030년엔 3천606만명으로 폭발적인 인구수 급증이 예상
- 이러한 수도권 허브 도시집중현상에 반하여, 지역 군소도시들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탈
이 가속화되어 상대적으로 도시인구가 극감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

ㅇ

제1절 목표 및 비전체계
1. 지역사회문제해결 SW의 추진방향

근접한 미래에 지역이 직면할 아젠다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에서 야기될 문제에서
출발하여 해결책을 탐색
ㅇ 2030처럼, 근접한 미래를 중심으로 핵심이슈들은 도출하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공감
의 밀도가 높은 문제를 대상으로 추진
□ 공감 아젠다와 이를 타겟팅하는 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도시 전략수립
ㅇ 도시문제의 핵심인 늙어가는 도시를 대비하는 산업적 준비 반영 필요 (젊은 층이 떠나는
도시, 고령화되는 사회,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도시)
□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 지표개발 및 도시민과 쉬운 커뮤니케이션 마련
□

<지역문제해결

1)

SOS 추진에서 고려해야할 아젠다>

환경변화 인구 자원 산업 에 따른 지역이 당면할 새로운 문제
(

(1)
(2)

,

,

)

인구구조 변화 도시집중의 양극화 고령화 문제 학령인구의 감소
자원과 환경문제에 따른 도시의 지속성장 한계
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존 산업의 종말과 새로운 산업의 등장
:

,

(3) 4

2)
3)
4)

시민참여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스마트시티
새로운 경제질서로써 지역내부의 공유경제의 활성화
총기록사회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노믹스

1) 환경변화 (인구, 자원, 산업)에 따른 지역이 당면할 새로운 문제

또한,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한 고령화 추세가 나타나며,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해외 이주민 증가
- 2015년부터 2040년까지 1년 단위로 추정한 전국 18개 광역 지자체별 노인 인구 증가율
을 252개 시·군·구 지자체의 인구 자료에 적용해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의 전국 대부
분의 도시 초고령사회 진입
- 2040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 곳은 경남 남해(86.4%). 특히 경
남은 노인 비율이 80%를 넘는 곳이 남해를 비롯해 합천(86.0%), 의령(83.3%), 산청(81.5%)
등 4곳에 달할 것으로 예측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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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초·중·고등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도시의 젊은 청년층 및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
- 164 -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 수는 663만5천784명으로 지난해보다 18만4천143명(2.7%)
감소 (2016. 4.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 다문화 학생은 20% 이상 늘어나면서 10만명에 육박했으며 외국인 유학생 수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섬
-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자료에 근거해 18세 인구 감소율을 반영한 고3 졸업생 수는
2020년에 50만 명으로 급감한다. 10년 이후 2030년에는 40만 5000명, 2040년에는 39만
7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2023년까지 16만 명이 감소) (2014, 교육부)
-

(2) 자원과 환경문제에 따른 도시의 지속성장 한계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 재난 발생 위험 증가 및 환경문제의 심각성 가시화로 글로벌 환
경규제와 기준 강화
ㅇ 한정된 화석연료의 자원고갈과 이로 인한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제한과 사용 가능 연한의 부족
ㅇ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환경을 인간의 웰빙 수단으로 생각하는 편향된 생각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훼손되고 환경적 충격에 취약해짐
ㅇ 인간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 수많은 오염물질이 생성되어 확산되며, 아시아, 아프리카, 중
국에서 과다한 초미세먼지 배출
ㅇ 글로벌 분업체계로 국가 간 무역, 투자, 생산 등 상호의존성 심화되고, 표준‧인증‧기술 규
제를 통한 경제 블록화 진행 가속화
ㅇ

(3)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존 산업의 종말과 새로운 산업의 등장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화, 연결성이 극대화되고, 저숙련 단순 노동은
로봇으로 대체됨으로서 새로운 산업의 등장 및 기존산업의 쇠퇴
- 생산 수단 운영의 변화로 인한 제조혁신 : 스마트화 되면서 생산수단의 개인화 및 3D프
린터처럼 소재와 소재의 적층(쌓기) 기술을 통해 제조 패러다임 변화
ㅇ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디지털 홀로그래픽, 증강현실, 아바타서비스
등 가상세계가 현실 안으로 통합되는 경험산업이 본격화
- 현실세계와 인간과 소통 혹은 경쟁하는 인공지능 등장
ㅇ 자연환경과 인간의 공존이 요청되면서 지속가능한 자연, 자원, 지구를 만들기 위한 자원
의 완전 순환 시스템 개발 영역에서 새로운 산업 등장
ㅇ 생물학과 기계학의 융합 바이오닉스, 정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기술인 뇌 과학, 생각으로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두뇌 칩 상용화 등 인간의 신체능력을 증강시키는 영역의 신산
업 발달
ㅇ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성화, 오픈 데이터를 통한 정보의 습
득과 지식 학습, 비트코인 등장으로 기존의 금융거래 질서 변화 등에서 사회관계를 수평
으로 연결하는 형태의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ㅇ

<4차산업을 촉발하는 기술적 트렌드 분석>

<자원고갈과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환경적 트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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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참여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스마트시티

앞으로의 스마트시티 전략은, 기술의 제약보다는 ① 예산의 제약, ② 시민참여의 결핍
등을 극복해야 하며, 도시 공공 서비스 공급과 마을 공동체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스마트시티」의 서로 다른(다양한) 정의
-

스마트시티」는 ICT기술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도시를 함께 협력하여 만들
어가는 형태로 발전, 도시의 운영도 거버먼트(Government) 체제에서 양 방향의 거버넌스
체제로 변화하여, 도시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의 일과 삶의 질을 향상하며, 도시의 지속가
능성을 높인다는 의미

□ 「

구 분

정 의
• 주어진 도시여건과 의식 있는 독립적 시민을 기반으로 경제, 사람,

[그림 4-1] 양 방향 거버넌스 체제로서의 스마트 도시 개념도 (영국정부. 2013)2)

거버넌스, 이동, 환경, 생활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잘 운영되는
도시

출 처
(Giffinger, et al. 2007.
Smart Cities: Ranking of
European Medium-Sized
Cities)

• 도로, 교량, 터널, 철로, 지하철, 공항, 항구, 통신, 물, 전력, 주요 건
물 등 모든 중요한 인프라의 상황을 통합적으로 모니터함으로써, 대

(Hall. 2000. The Vision

시민 서비스를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도시의 자원을 최적화하고 도시

of a Smart City)

의 유지관리에 효과적이며 안전도가 높은 도시
•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거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운영과 도시계
획에 정보통신기술과 웹 2.0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행정절차를 전자
선진국
(developed
world)에서의
다양한

<과거(개발도상국) / 현재(선진국)의 「스마트시티」의미>

스마트
도시의 정의

과거 (또는 개발도상국)

현재 (또는 선진국)

기초 인프라를 통한 “급속한 도시인구

“자원(물, 에너지), 환경(온실가스, 교통)” 효율성

증가” 해결과 “경제적 잠재력 실현”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

체증 문제 등을 해결
• 이를 통해 시민의 경제적 풍요와 삶의 질
개선을 달성한 도시
• 적용 가능한 기술 - 기계와 물리적 인프

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활용하는 도시
• 더 스마트해지기 위해 (즉,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평등하
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도시
• 물리적 기반시설, 정보통신 기반시설, 사회적 기반시설, 그리고 비즈니
스 기반시설을 연결함으로써 도시의 집합적인 지식을 극대화하는 도시
• 스마트 도시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을 위해 더 나은 공
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환경에 미치는

• 도시화 초기 (또는 신도시 건설)
• 마실 물과 에너지 부족, 하수처리와 교통

화하여 속도를 높이며 도시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롭고 혁신

영향을 줄인다. 스마트 도시는 기존의 네트워크와 서비스에 디지털

• 기존 도시의 효율성을 더욱 더 증진

기술을 결합하여 그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주민과 기업의 이로움을

• 도시의 지속가능성(의료, 환경, 에너지 등)과 거버

높인다. 스마트 도시는 자원을 적게 소비하고 탄소배출을 감소하는

넌스※ 시스템 획기적 개선

차원을 넘어선다. 더 똑똑한 교통, 상하수도, 조명과 냉난방 등을 포

• 적용 가능한 기술 - 오늘날의 신기술인 정보통신

함하며, 상호 소통을 높이고 시민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거버넌

기술을 활용한 도시계획이 핵심적인 역할

스, 도시 안전, 고령화 친화적 도시 등도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시민

라 기술 (+ ICT)

출처 : 세계와 도시 9호, 서울연구원)
□ 「스마트시티」전략에서, 기술이 아닌 문제해결의 방법론(HOW)이 중요한 시점
ㅇ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성능은 좋아지고, 개발 및 적용비용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 분석하는 비용의 급락으로 효율적인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짐
-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달로, 공급자는 무한 복제방식(one-source, multi-use)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소비자는 값싼 비용으로 IT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

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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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ity Vision: How
Innovation and ICT Can
Build Smart, “Livable”,
Sustainable Cities)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What
are Smarter Cities?)
(Harrison, et al. 2010.
Foundations for Smarter
Cities)
(유럽연합위원회(Europe
an Commission)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 정의)
https://ec.europa.eu/digit
al-agenda/en/smart-citie
s

• 스마트 도시는 상하수도, 위생, 보건 등 도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

2)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UK Gov.), 2013, Smart Cities: Background Paper.

(Toppeta. 2010. The

수 있어야 하며, 투자를 유인할 수 있어야 하고, 행정의 투명성이 높고,

(인도 도시개발부. 2014)

비즈니스 하는 것이 쉬우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느껴야 한다.
개발도상국

• 도시의 거대화와 환경오염, 치안 불안, 느려지는 행정시스템, 도시민

(developing

의 불만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를

world)

선언하였다. 이를 통해 내수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정보통신
산업 기술과 정보화 기초시설을 통해 도시 지능화 관리를 실현하며,
도시민에 지원되는 교통, 에너지, 폐기물 처리, 환경 감시, 의료 정
보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네트워크화하고자 한다.

출처 : 세계와 도시 9호, 서울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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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2)

스마트시티」구축을 위한 ‘여섯’가지 선결과제

3) 새로운 경제 질서로서 지역내부의 공유경제의 활성화

□ 「

선결 과제

관련 내용
• 가전 및 의료기기가 통신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공급 측에 수집되는 개인정

① 사이버 보안 대책

보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이버 테러 등 국가안보와도 연결되는 문제로 보안
대책이 시급

② 개인정보 보호대책

• 유저의 전력사용 데이터뿐 만 아니라, 의료기기에 대비할 수 있는 통신기능에
서 데이터 유출 대책이 필요

공유(sharing), 협업(collaborative)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경제시스템 출현
ㅇ 새로운 것을 창출해 이익을 얻기보다,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
이 급부상하고 있음
- 우버(Uber)의 기업가치 680억달러, 에어비앤비(AirBnB) 255억달러로 추산 (삼성전자 기업
가치 397억달러) - 포브스
- 세계는 공유경제를 넘어 협업소비, 협업경제로 이동* 하며, ‘플랫폼 백피드’ 등의 핀
테크 기술을 응용한 가치의 분배**가 이루어 질 것
* 협동조합은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이득을 가 다주는 경제라면, 협업경제는 협업
소비로 이 을 고루 나 수 있다는 개 임 (예 : 독일 중심으로 유럽의 50여개 회사
가 힘을 합 만드는 크라우드 소싱 전기자동차 StreetScooter)
** 피드는 분산화 된 조직을 만들어 협력하는 모 종류의 집단을 위한 가치보상 기술로
커뮤니티에 의한 가치순위에 따라 보상 (예) 기자들의 협업으로 운영되는 지사에서,
토큰을 미리 구매한 독자가 기사를 으면 그 기자에게 은 만 의 토큰을 지급

□

져

• 미 상무부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패널
(SGIP)을 마련해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스마트그리드는 전기, 수
③ 표준화, 상호 운용성
확보

도, 주택, 가전, 의료기기 등 이 통신기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표준화, 상호
운용성의 확보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기업의 입장에서 향후 큰 사업기회가 기대되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 분야 에
서는 점차 경쟁이 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뛰어난 기술이 효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에 대한 전략적인 노력이 가속화될 필요
• 예를 들어, 스마트미터가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알릴 필요가 있

④ 소비자 계몽과 참여
확대

골

눌

념

쳐

백

든

잡

읽

읽

큼

4) 총기록 사회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노믹스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된 세계에서 개인의 행위와 욕망의 흔적이 디지털지문(Digital
Signature) 형태로 모두 기록되는 사회
- 연결(connect), 창조(create), 참여적 소비(consume)를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한 기술 발전
은 정보중심사회에서 데이터중심사회로 전환을 가속화
- 촘촘하게 연결된 CCTV 영상데이터,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을 통해 쉼 없이 쏟아지는
텍스트데이터, 음성데이터, 센서 등을 통해 성생되는 로그(Log)데이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
ㅇ 데이터노믹스는 데이터 자주권, 공공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기반의 초연결 사회, 접힌 세
계의 사이버피직스(Cyber-Physics)환경, 스마트시티와 인더스트리4.0 등에서 지역이 당면
하게 될 많은 이슈들을 제기
ㅇ

음
• 패널들은 환경보호에 따른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전
력요금체계 및 조작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등,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보급의 핵심
• 예로 미국의 업계 단체 Gridwise Alliance와 국제적인 Global Smart Grid
Federation(GSGF) 등의 플랫폼이 소개

⑤ 파트너십 구축

익

• 미국에서는 정부의 정책담당자, 에너지 업계, 기술 업계, 벤처캐피털, 개인투
자자, 커뮤니티 등이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함으로써 합
의형성의 장을 마련

<데이터 노믹스기반의 데이터생태계>
• 예를 들어, 스마트 그리드는 방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인프라이기 때문
⑥ 장기적 로드맵 작성이
필요

에, 알기 쉽고 내구성과 실용성이 뛰어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 따라서 실증실험과 표준화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해 검토과제 등을 밝히고 방
향성을 확인해 가는 것이 중요

출처 : ‘World Smart Cities Forum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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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터 기반의 경제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 데이터사이언티스트
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생산하는 공급자, 생성된 데이터를 사용하
여 산업의 가치슬을 만들어 내는 수요자, 이러한 공급자와 생산
자의 관계를 특정한 목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거버넌스로 구성
특히 데이터 공급자는 데이터생태계프로세스(Data Life Cycle) 안에
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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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30 지역사회문제 SW융합 비전체계

2) 비전

1)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지향적 SOS의 3대 요소

미래기술 (파괴적 기술과 적정기술) : 완전히 새로운 기능이나 속성으로 기존 기술 및 시장
진입장벽을 무력화시키는 급진적 혁신의 기술이나 기존에 이미 개발완료 되었지만 사회문
제해결을 위해 쓰임새가 있는 기술
ㅇ 도시가치 (지역사회문제로 확보하는 미래의 지역도시가치) : 초고속 네트워크와 IoT, 인공
지능과 빅데이터 등 미래기술을 통해 환경과 경제,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연결),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결정하는 구조(개방)
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공동 창조
(Co-Creative)의 결과(창조)로 만드는 과정
ㅇ 비즈니스모델 (사회문제 해결을 수단) : 지금의 “생산-소비”의 경제활동방식에서, 미래
인간고유 특성(humanity)인 창의성(creativity), 열정(passion), 기질(character), 협력정신
(collaborative spirit)의 강점을 활용하는 경제활동방식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역 특화된 사
회문제 해결 솔루션 혹은 정책
ㅇ

융합기반의 지역사회문제해결 및 지역과 국가의 ICTㆍSW생태계 범위를 확장하여 전체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는 비전체계 수립

□ SW

<비전체계>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SOS의 3대 요소의 연결한 비전체계>
■ 미래기술(SW융합기술), 도시가치(지역사회문제로 확보하는 도시가치), 비즈니스모델(구체적인 솔루션과
서비스) 요소들을 상호 연결하여 비전체계를 제시. 기술을 단순히 산업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지 않
고, 사회와 기술 요소의 상호 작용(STS: Socio-technical systems), 기술이 사회의 변화(개인 삶의 패턴과
방식의 변화에 따른)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이 다시 기술발전에 미치는 상호작용 고려하여, 사회문제해
결과 지역가치와 관계속에서 기술의 용도를 생각

중심사회 교두보 확보라는 비전의 두 가지 축인 지역사회문제해결과 신 시장 창출
ㅇ 지역사회문제 해결은 SW역할을 산업중심에서 삶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산업의 지속성
을 확보하고, 인간을 위한 기술의 역할 재조명
ㅇ 플랫폼기반의 글로벌 대기업중심의 ICT·SW의 환경이 급변하고, 산업생태계보다 고용이
글로벌 연계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쇠퇴하는 SW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제공

□ SW
<사회와 기술 요소의 상호 작용(STS)체계>
기술이 사회의 변화(개인 삶의 패턴과 방식의 변화
에 따른)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이 다시 기술발전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접근방법. 인간과 기술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사회의 복잡한 인프
라와 인간 행동 사이의 상호작용, 인간과 기술, 사
회와의 상호작용은 해당집단의 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를 좌우하는 요소 등을 고려. 이러한 분
석을 산업혁명을 바라보면 생산방식은 효율화 하였
으나, 향상된 기술과 편의성이 조직을 관료적 형태
로 변하게 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
(Eric Trist and Ken Bamforth in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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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사회 확산하는 교두보에 필요한 지역 SW적용 모델발굴에 필요한 방향설정
ㅇ 참여/협업을 통한 혁신으로 기회와 성공을 공유하기 위해 미래기술을 통한 개방 촉진
ㅇ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의 도시가치를 설정하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산
ㅇ 사회문제 해결하는 새로운 기치 창조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시민,
정보, 자산간 연계가 가능한 거버넌스

□ SW

- 172 -

3) 목표
□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신 시장을 창출하는 비전에 부합하는 목표체계를 수립하고 단계
별로 사업의 성과를 측정가능하게 제시
1단계 (‘17 ~‘19년)

2단계 (‘20 ~‘21년)

지역문제해결 SW융합솔루션
목표

지역 거버넌스 운영 및 지역사회문제해결의 진행과정을 대한 지표체계를 마련
ㅇ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지역사회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솔루션의 적정성, 제
한된 조건, 해결수단, 구현에 필요한 SW융합기술, SW융합기반의 사회문제 해결 거버넌스
운영과정의 체계화 등을 항목으로 지표체계 구축·관리

□

대표모델 확보 (7개)
이해관계자 참여 모형 및
SOS 거버넌스 구축

[표 4－1] SOS랩 운영의 성과지표체계(안)

지역리빙랩의 확산 및 정성목표극대화

사업 다각화, 글로벌화, 브랜드화

정량적 목표
ㅇ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SW융합모델 발굴 및 리빙랩 (광역별 1개이상)
ㅇ 사회문제 해결형 SW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전문기관 지정 (광역별 1개)
ㅇ 사회문제해결 전문 퍼실리테이터 양성 (100명)
ㅇ 중소기업 글로벌 서비스 발굴 (20개), 신규고용창출 (500명)

◇

최종 성과지표를 지속가능 도시 & 시민행복 도시로 두고 이를 위한 시민의 요구,
전달한 가치, 조건, 수단, 기술에 대한 단계별 성과지표 제시

□

시민 요구: 도시가 핵심적으로 해결할 아젠다는 무엇인가?

□

보안 (Security) 편의(Convenience) 기회(Opportunity) 번영(Prosperity)
생활이 여유로운 인재가 몰리는 시민이 주인되는
안전한 도시
즐거운 도시
도시
참여의 도시

□ Leader Deliver:

지역사회는 시민들의 요구에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하는가?

함께 멀리”
공유
개방
안전 (Safety) 편의서비스(Service) 경제성장 (Growth)
주거·방재
물·에너지
산업
복지·보안
교통·시정
“WE SMART”
“

□

정성적 목표
□

제한된 조건

증가하는 위협

□ Delivery

기반시설 노후화

기술

사회문제 해결 거버넌스
SW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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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방법 (현장시장실 등)
지역사회 도시 플랫폼
데이터
및
클린징
예측분석모델링

데이터
)소셜, 공공,
IoT, Legacy

(

□

한정된 재원

수단 (해결수단)

스마트 시티 서비스

□ Delivery

경제의 복잡성

소통
삶의 질(QOL)
재생·교육
문화·참여

Virtual

도시

정보보안

융합기반에 지역사회문제 해결과정의 체계화
아이디어창발
프로토타입
문제정의
(해결책 수렴)
(리빙랩테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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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추진체계 및 로드맵

3. 추진전략

이해관계자 공감대 확보) 디자인씽킹을 통한 지역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지역
사회문제의 해결 전주기 과정 관리 및 운영 역량 확보
ㅇ ICTㆍSW융합을 희망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애로사항 및 현황에 대한 공감형성과 문제
정의, SW R&D 중심의 맞춤형 처방과 현장적용을 추진

□ (

중심사회 확산형 연구개발 수행) 지역특성을 담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SW를 개발하
고, 지역 공간에서 리빙랩 테스팅하여 신시장 창출
ㅇ 지역사회문제 해결하는 기술, 제품ㆍ서비스를 리빙랩화하여 시장확산을 지원

□ (SW

단계별 최적 로드맵 제시) 사회문제해결에 필요한 SW개발환경을 제공하고, 문제 해결형
SW융합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편을 단계적으로 지원
ㅇ 생애주기와 현실 도시문제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SW산업시장 전환에 대응하는 로드맵제시

□ (

1.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1) 추진체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사회문제 해결하는 SW융합기술 확산사업(SOS)에 대한 사업기획
및 평가관리 기능을 총괄하며, 미래부의 위임을 받아 지역 ‘SOS랩’을 지정·평가하는
기능 수행
- 연차별 로드맵을 확인하고 차년도 과제기획 및 선발지역에 대한 제안요청서 작성 (수요조
사 → 과제기획 → 공고 → 선발 → 관제관리)
- 사업의 추진체계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별도의 전담기관(NIPA)을 활용하는 것으로 기 제시되어 있음

ㅇ(

지역별 거버넌스체계 구축) SW기술을 이용한 지역문제 및 이슈 해결방안도출, 시스템 개
발, 대국민 서비스 확산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SOS-LAB)운영
ㅇ 지역사회문제를 “공감-정의-해결책-개발-적용”하는 과정의 운영역량을 가진 전문기관
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확보

[그림 4-2] 전담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일반적 선정 및 평가절차

□(

리빙랩 테스팅

1단계
제안서 접수

2단계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1단계
결과보고 접수

→

발표평가

디자인씽킹 운영

-

전담기관에서는 실제 평가과정에서는 수요조사에 대한 기획위원회 참여여부를 검증하여,
평가위원 선발 등 선정·심의과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그림4-3] 전담기관의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시행주체
미래창조과학부

단계별 로드맵구축

지역 거버넌스 운영

전담기관
주관지자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운영위원회
▪ 사업운영에 대한 자문

광역지자체

▪ 지원사업 평가지원
▪ 기술개발 및 표준화 심의 등
주관기관
지역 SW·ICT산업육성전담기관
[사회문제해결 SOS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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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SOS랩 거버넌스와 역할

<심화그룹 지역별 SOS랩 거버넌스 구조와 이해관계자>

지역 SOS랩운영) 전국 광역별로 지역SW융합 전담지원기관 산하에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인 ‘SOS랩’ 운영
- 지역 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해결 및 수요연계를 SW를 통하여 해소하는 전문기관인
SOS-Lab(Software Oriented Society Lab)을 운영하여 전문 지원체계 마련

ㅇ(

지역

강릉

거버넌스 구조

주요 이해관계자 역할

-

지 자 체 : 강릉시, 강원도
수행기관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협력기업 및 기관 : 강릉교육청, 한국생산기
술연구원, 지역대학, KIST, 지역기업 등

<지역SOS랩 거버넌스구조와 역할>

-

지역 SOS-Lab은 시민이 제안하는 지역 현안과 이슈 발굴, 이해관계자 디자인씽킹, SW 연
구개발 통한 해결안 도출 및 기술개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확산․지원

경남

-

지자체(경상남도, 창원시): 기관총괄
경남테크노파크: 진흥기관, 개발지원
지역기업: 민간개발
지역대학 연구소: 개발
수요기업: 민간 실증

대구

-

지 자 체 : 대구광역시
전담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기관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참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T, 지역기업

울산
전남

/

<지역SOS R&D 기획 및 개발 추진 프로세스>
SW S-Lab

빅데이터

SOS

문제해결

수요분석

분석

컨퍼런스

컨설팅

시민참여를 통
한 도시문제 확
보

▶

콘텐츠 분석을
통한 문제도출

▶

도출문제의 해결
방법론도출
아이디어
(

+SW)

▶

지역사회
전문가 해결방
안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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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테스트베드

SW R&D
▶

적정기술도출
및 연구개
발
SW

(지역적용)
▶

지역 및 글로벌
도시로 확
산
SW

지 자 체 : 울산광역시(주관), 전라남도(참여)
수행기관 : 울산경제진흥원, 전남정보문화산업
진흥원
- 협력주체 : (정보생산·소비) 지역시민, 초중고
대학생, (기술개발) 지역대학·연구소 및 ICT
개발 중소기업, (멘토링·컨설팅) 지역별 합동
방재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전문강사 및 지역
대학·연구소
- 충청북도 양돈농가/도축장농가: 현장TB
- 충북SW산업협회, 이지팜, 코마스: 과제수행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대, 강원대: 과제
수행
- 한국양돈수의사회, 충북수의사협회: 협력
- 충청북도 가축위생시험소:도축장 IoT 장비활용
- 옵티팜 : 양돈소모성 질병검사결과 정보 제공
-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자문 및 협의
-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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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프레임워크 및 평가과정

기술 개발 목표 (예시 : 경남 사례)
① 예측(Predict) : 해외 수출에 대비한 미더덕 양식장 IoT(LoRa망) 및 스마트 센스를 통한
생육 환경정보 수집 및 연동 시스템 개발

ㅇ

평가 및 관리체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SW융합기술을 고려
한 평가안*을 마련하고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미래부고시 제2014-110호)」에
따라 연차별 평가 관리 수행
ㅇ 지역의 고유문제와 적합성, 추진계획 적합성, 리빙랩활성화, 개발후속관리 등을 고려하여
평가안 마련
□ (스웜인텔리전스 방식의 선발 평가 운용) 지역 간 균형발전과 유기적인 협력, 사회문제해결 리빙
랩의 확산 등을 위해 복잡성 과학(Complexity Science) 집단행동원칙인 스웜인텔리전스 방법 적용
ㅇ 지역 간 중복되는 사회문제 배제(회피), 사회문제해결과정 및 SOS운영 거버넌스 일체화(정
렬), 근접한 지역에서부터 리빙랩 확산 적용 (결집)
□(

성능지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6개월

6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IP68

IP68

IP67

IP68

-

③ 위험예측도

-

-

시나리오

시나리오

예측분석

④ 딥러닝플랫폼

-

-

구성

구축

운영

① 안티파울링기간
② 방수등급

②

예방(Prevention) : 공정별 가공환경 정보 수집 시스템 개발을 통한 가공위생 확보
성능지표

▯ 복잡성 과학에는 집단행동을 설명하는 ‘스웜(떼, 무리) 인텔리전스’는 메뚜기 떼나 기러기 떼가 날
아가는 모습, 정어리 떼가 마치 하나의 개체인 양 유기적인 모습으로 이리저리 무리 지어 헤엄치는
양태를 설명하는 이론임.

② 자율운항도

▯ ‘스웜(떼, 무리) 인텔리전스’를 작동하키는 세 가지 규칙

총괄목표
연도별 세부목표
‘17년 ‘18년 ‘19년 누적/평균
(3개년)
매출증가율
10
10
30
20
특허등록
2
2
2
6
전문인증건수
2
2
2
6
신규인력채용
5
5
5
15
현장적용 건수(또는 상용화)
3
3
3
9
참여기업 만족도
80
80
80
80
품질관리 수준
80
80
80
80
프로그램등록
3
3
3
9
사업홍보
1
1
1
3
사업계획대비 공정률
100
100
100
100
마케팅 지원 활동
3
3
6
합 계
- 179 -

목표측정방법
재무제표
특허출원 등록증 : 출원의 경우 0.5건으로 산정
인증서
신규채용/재직증명서 제출 : 지원비 1억원당 1명
계약서, 납품원 등 관련 증빙
NIPA 별도, 만족도 조사
계획서 대비 달성률 점검
프로그램등록증 : SW개발결과물은 반드시 등록
보도자료, 사설 등
과제별 세부목표 실적평균치
전시회, 상담회 등 활동

500m

1km

500m

1km

1.5km

5

5

6

70%

80%

90%

④ 고장진단기능

무

유

무

유

유

⑤ 자율복귀기능

무

유

무

유

유

관리(Management) : ICT융합 스마트 가공 공정설비, 품질관리, 포장 자동화 시스템 개발

② 센스의인서트

10
10
5
10
5
5
10
5
5
30
5
100

3차년도

6

① 센싱거리

비중

2차년도

90%

성능지표

과제별 사업평가관리) 선발된 지역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및 성과목표를 합의하고 연차별
로관리 점검 시행
ㅇ 사업의 성과관리 목표 (예시 : 경남 사례)

1차년도

5

③

□(

기술개발 최종목표

해외

70%

③ 셋째, 가장 가까이 있는 개체들의 평균 위치로 움직일 것(결집)

▯ 컴퓨터 애니메이션 전문가 크레이그 레이놀즈는 1986년 세 가지 규칙만을 이용해서 보이드(boid)라 불
리는,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백 개의 이등변 삼각형이 마치 하나의 개체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
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데 성공

현재기술수준 비교
국내

③ 충돌회피능력

① 첫째, 다른 개체와의 충돌을 피할 것(회피)
② 둘째, 바로 옆 개체와 나란히 움직일 것(정렬)

기술개발 최종목표

해외

① 원격제어 거리
(HD급 영상전송)

<스웜(떼, 무리) 인텔리전스>

현재기술수준 비교
국내

③ 환경온도
④ 항균성

④

현재기술수준 비교
국내

해외

-

-

기술개발 최종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없음

없음

인서트화

인서트화

인서트화

-10 ~ -20℃

-20 ~ -40℃

-20℃

-40℃

-40℃

없음

없음

산업화(Industrialization) : IoT융합기반 해양수산물(미더덕) 가공 생산자동화관리 스마트
팩토리 기술
성능지표

현재기술수준 비교

기술개발 최종목표

국내

해외

1차년도

2차년도

수작업

-

30초

20초

5초

② 자동탈피 불량률

-

-

30%이하

20%이하

10%이하

③ 자동화율

-

-

10%

30%

60%

④ 인력난 해소

-

-

① 자동탈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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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품질 강화 목표

3. 단계별 추진로드맵

ㅇ SW

목표명
품질강화

품질교육

세부내용

목표

목표측정방법

17년

18년

19년

합계

단위테스트

2

2

2

6

단위테스트보고서

통합테스트

1

1

1

3

통합테스트보고서

SW품질역량 강화교육
이수(관리자=총괄책임자)

1

1

1

3

논문

2

2

2

6

기술개발 공유 세미나

1

1

1

3

이수증

SW품질역량 강화교육이수(기술자)
기타

지상제어시스템

논문
제품설계서/메뉴얼

※ 기타 세부목표는 과제공통목표/전문지원 지표와 중복 없는 MOU, 품질 관련 자격증 취
득, 문 등 기타 사업화 활동 자체지표 2개 의무 발굴 작성
논

ㆍ

1) 추진로드맵

운영방식 선택)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을 중심으로 수립된 수요조사 및 검
토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법(운영모델1)과 사회문
제에 대한 시간적 변화가 반영된 수요를 고려하기 위해 사업 개시년도에 맞추어 전체 과
제를 다시 공모로 추진하는 방법(운영모델2)
(1) 운영모델1 : 수요조사·검토과정에서 지역과의 적합성, 추진계획의 적합성 등이 고려된
지역의 심화계획을 중심으로 단계별 추진
- (특징) 충분한 과제준비기간을 제공하여 개발품질 향상, 프로토타이핑과 리빙랩 테스팅을
통해 후속 확산에 유리
- (기술개발사업 세부 실행과정) 인식전환기, 개발정착기, 리빙랩 확산기 등으로 단계화하
여 지역사회문제해결 SW융합기술개발 추진로드맵 추진

□(

<지역사회문제해결 SW융합기술개발 추진로드맵 (‘17년 ~‘21년)>
인식 전환기

개발 정책기

리빙랩 확산기

구분
1차년도 (2017)

2차년도 (2018)

3차년도 (2019)

5차년도 (2021)

평가 및 후속확산

< 우선 순위 그룹 – 5개 지역 >

단계별
추진
그룹(지역)

4차년도 (2020)

< 차순위 그룹 – 3 ~ 4개 지역 >

평가 및 후속확산

< 사업변경지역 및 추가 요청지역 선정 공모 >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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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억원

200억원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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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200억원

(2) 운영모델2 : 사업개시년도에 맞추어 전체 과제를 공모로 추진

↓

특징) 시간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한 수요를 시의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
면, 수요의 질적인 측면과 개발과정에서 기존 연구개발과제와 유사하게 운영되어, 본 사
업만의 차별성 확보 어려움
- 디자인씽킹 등을 통해 문제정의와 공감대 형성과정에 생략
- (기술개발사업 세부 실행과정) 기술개발사업은 세부 진행 과정을 포함 아래와 같이 진행
되며, 이 과정은 기존의 “정보통신기술연구개발사업” , “산업융합기술개발사업” 등의
일반적 연구개발 사업과 유사한 과정으로 추진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미래
창조과학부고시 제2016-4호 참조)

인터넷공시/공청회 등

- (

↓
경제성
전문가

과제기획전담팀
(전담기관/주관기관)

․ 후보과제별 인터넷 사전공시,
공청회, 중복성 검토 등

↓

과제 기획서/
RFP 보완

과제기획전담팀
(전담기관/주관기관)

․ 인터넷 사전공시 및 공청회 등 결과
반영하여 수정․보완

↓
전담기관

후보과제(안) 검증

(운영위원회)

․ 후보과제별 우선순위 부여
․ 중복성 검토 및 확정

↓
기획결과 심의 및 우선순위결정

사업심의위원회

․ 과제기획결과 심의/우선순위 선정
․ 과제제안요구서(RFP)의 검토․확정

사업심의위원회

․ 사전심의 및 총괄조정 등 회의개최
․ 과제지원범위 결정 및 재원배분
․ 시행계획(안) 수립

미래창조과학부

․ 신규과제 공고

↓

[그림 4-4] 기술개발사업 세부 실행과정
신규 지원과제 확정 (1배수)
프로세스
기술기획
기본방안 수립

수행주체

(Top-Down)
정부정책 및 발전전략

미래창조과학부
전담기관

내용

↓
(Bottom-up) 기술수요조사/검토

전담기관/
총괄주관기관

↓

․ 사전기획보고서
․ 기술로드맵
․ 지재권획득전략(특허청) 등

․ 산․학․연․관 대상 기술수요조사
․ 기술수요 분석 및 검토

신규사업 공고

기술개발사업 진행 과정 역할 분담) 기술개발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심의위원회가 최종
적으로 사업 시행을 결정하며, 전담기관에서는 운영위원회(또는 기술위원회)를 운영하게 됨

-(

↓
기획대상후보과제 도출 (2∼3배수)

전담기관
(운영위원회)

[표 4-2] 기술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역할 분담

․ 사전타당성보고서/기술로드맵부합성
․ 기획대상후보과제별 개요, 목표,
핵심기술, 기대효과 등 작성

주요 업무
․ 신규과제의 R&D 중점 지원방향 반영 여부 검토
․ 과제지원 범위 결정 및 재원배분

↓
기획대상과제 선정 (1.5∼2배수)

전담기관
(운영위원회)

․ 분야별 기획대상과제 선정
(신규예산 규모의 2배수)

․ 기술분야별 지원대상과제 확정

과제기획전담팀 구성

전담기관
(운영위원회)

․ 분야별 과제기획전담팀 구성확정
* 과제기획 전담팀 인터넷공모 병행

운영위원회

․ 기술수요분석 /산업발전전략 및 기술로드맵 검토

(전담기관)

․ 과제기획서 및 RFP작성 / 기술경제성 분석

과제기획전담팀

․ 특허동향 조사 (특허전문기관 활용)
과제기획전담팀
(전담기관/주관기관)

․
․
․
․

특허동향조사(특허청/특허정보원)
기술경제성 분석 추진
기술/시장/표준/정책 등 분석
과제기획서 초안 작성

(3) 추가고려사항 (운영모델1+운영모델2)

지정공모 + 연차 과제기획)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평가된 심화그룹의 제안내용을 중
심으로 과제를 1차년도에 지정과제로 공모하고, 선발되지 않은 지역과 추가 수요지역은 매해
차년도 과제에 대한 세부 RFP 작업 후 지정 공모방식으로 추진하여 운영모델1, 2의 단점을
보완하여 추진 필요
* 사업개시 전년도에 과제기획관련 예산 편성하여 추진

-(

↓

과제기획서 및
RFP(안) 작성

․ 후보과제 RFP검증 및 우선순위 결정
․ 기획대상과제 도출 / 과제기획서 및 RFP중간검토

↓
기획대상과제 분석 및 과제기획서 작성
기술/시장/
표준/정책 등
조사․분석
(TRL 등)

과제기획전담팀
(전담기관/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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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사․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과
제기획서 및 RFP 작성
․ 과제 연도별 목표, 세부 Spec. 예
산, 추진체계 등 작성

사업심의위원회
(미래부 장관이 구성)

․ 기획대상과제 선정

↓

기술
경제성
분석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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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릉

제5장 기대효과 및 맺음말

성과 확산방안
ㅇ 타 SOS지역 우선 확산 및 SW교육 국제포럼을 통한 국내외 공동 추진
ㅇ 일자리 창출 : SW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SW교육, 체험을 위한 SW교육 강사 및 경험 코
디네이터 양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

제1절 기대효과 및 선결요건, 맺음말
1. 확산 및 기대효과

사업의 직접적인 기대효과
ㅇ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제공)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을 통한 커뮤니티경제 촉진
ㅇ (SW중심사회 촉진을 통한 지역 SW 산업발전 기여) SW 영역 확장으로 새로운 서비스시장
확대(산업, 삶, 사회문제해결)되고, 지역SW생태기반 조성
ㅇ (개방혁신형 SW거버넌스 확보) 사회문제 해결 전담기구(SOS-Lab)를 운영하여 SW산업에 대
한 인식변화 및 지역혁신 주도(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문제에 대한 지역 해결 능력 강화)
- 시민·공급자·사용자·공무원 참여를 통한 SW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과 인식 변화를
통해 지역의 개방혁신 촉진

□

확산전략
ㅇ 대한민국 최첨단 SW교육환경제공
ㅇ 미래유망 기술의 상용화 경험재 제공
ㅇ 대한민국 SW기술의 우수성 체험

□

<SOS-X 리빙랩>
테스팅관
SW
기업

·직접(간접) 고용: 61명(1,120명)
·IoT융합기반 수산물가공생산 자동화관리
·청정해양환경 감시 및 환경예측시스템을
해양수산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개발
통한 해양수산물 세계브랜드화
·해양수산 실시간 환경 감시 및 유해 요소
·SW기술을
활용한 어촌 6차산업모델 개발
예측 모델 개발 포함 14개 기술개발
확산
·교통흐름 실시간 제어 및 사고예측을 통
·SDR모델링정확도 90%
한 도심 교통사고 발생률 30% 감소
·경제운전(온실가스저감)향상도 15%이상
·교통흐름 실시간 제어 및 최적경로 제공
·SDR시뮬레이션 에이전트수 100만개
을 통한 열섬현상 15% 감소
·위험상황예측정확도 90%
·실시간 비식별 교통데이터 공개 1건, 오
·교통네트워크국제표준제안서 승인 1건
픈랩 기반 서비스 개발 인프라 확보 1건
·(울산/여수 교차적용) 울산과 여수의 각각
·복합 대기질 검출능(%) : 10%
의 서비스를 리빙랩 테스트 이후 지역간
·데이터 수집 안정성: IEC61508 SIL단계
교차 적용
·측정 Range(KVolt) -50 ~ +50
·(타지역 확산) 공해문제가 발생하는 2차
·검출 거리(m) : 500m
산업 기반 도시로 확산
·FaaS시스템간 정보처리 평균시간 < 5초

·소리분석 기침 소리 인식율 > 80%
<충북>
- 가축질병 Zero City ·사료빈 사료 잔량 측정 오차율 < 5%
·간이 구제역 진단키트 판별률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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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5년간 60명
·경제적 파급효과 약 4,690억원

교육
관계자

⇨

⇨

⇨

소
프
트
웨
어

(스포츠)

⇨

차
년
도
개
기
주
발
제 분석/설계 술 프로그램
선 개발유형 기 모바일 테
정 개발언어 업 VR/AR 스
팅
품질 등 선 4DX 등
정

⇨

(방문, 전화,

⇨

⇨

(미래직업)

연
간
보
고
서

(SW교육/포럼)
SW문화

⇨

인터넷, 설문)

(경관/역사)

/

·대한민국 최초 소프트웨어 경험 도시

·소프트웨어 경험 10만명

SOS-Lab

PMO

SW기업

SW UX

<울산/전남>
- 석유화학산업
Safety City

시민

연구소

SW기업

애
로
관
사
심
항
사
항
희
망
동
내부회의
사
향 크라우드소
싱
항 빅데이터 분
접 델파이기법 석 패널기법
해카톤 등
수 FGI 등

대학

/

<대구>
- 열섬 예방/교통
문제 해결

·관련 일자리 창출 500명/5년

연구소

전문가

/

<경남>
- 양식장 환경
모니터링

·개발기술의 상용화 15건

누구나

지자체등

⇨

기대 효과

강릉

사회전문가

/

<강릉>
- SW교육체험도시

목 표
·SW교육 교구 및 경험플랫폼 개발 24건

일반인

SOS-Lab

관광객 ⇨

<심화그룹 지역별 기대효과>
지 역

⇨

SOS-Lab

⇨

(SW캠핑)
(SW마케팅)

기대효과
ㅇ 상용화 50%, SW수출 100만불, 일자리 500명
- 대한민국 최초 소프트웨어 경험도시 및 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의 우수성 홍보
□ 일자리 창출
- SW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SW교육, 체험을 위한 SW교육 강사 및 경험 코디네이터 양성
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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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남

확산 전략
ㅇ 기술개발 완료 제품에 대한 테스트 전략 : 본 사업의 리빙랩을 테스트베드로 활용(오픈베
타 테스트)하여 기술개발 완료 제품의 신뢰도 및 인지도 향상으로 매출 증대
ㅇ 시민제작(DIY) 제품의 데이터 품질 향상 전략 : 형식승인, 정도관리를 받기 위한 비용 및
전문가(환경보건연구원 및 인증 대행업체) 등을 지원
ㅇ 시민제작(DIY) 참여도 제고 전략
- DIY 콘테스트 개최
- 대학학점으로 인정받는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울산대학교) 등 연계
- 오픈하드웨어 생태계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아두이노(Arduino)등 커뮤니티 연계
ㅇ 시민 정보수집 참여도 제고 전략
- 봉사활동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학생, 일반인)과 연
계
- LED이용 대기질 나쁨 정도를 색깔로 표현하는 케이
스 활용하여 시민 흥미 유발
- 시민단체(울산환경운동연합, 푸른 울산21환경위원
회)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
* 시민단체 대기질 대(자비를 사용하는 열성적·자
발적 시민으로 구성되어 인근 대기질을 측정) 활용
* 시민단체의 교육 프로그램 활용하여 본 사업내용을 보하여 참여 유도
ㅇ 솔루션 구축비용 절감 전략 : CYGORA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으로 초기투자 비용 절감(새
로운 시스템 구축 대비 70% 이상 절감 예상)
ㅇ 기존시스템 연계 전략 : 산업부/울산시 추진 “국가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안전대응시스
템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측정 데이터를 비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PRTR) 정보시
스템*”과 연계하여 415가지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와 연계
* http://ncis.nier.go.kr/prtr/, 화학물질안전원 관리
ㅇ 환경안전 관련 정책 의사결정에 객관적 정보를 활용한 시민의견 수렴
- 시민단체, 산단 협회, 지자체로 구성된 민·산·관 협의체 운영
- 객관적 정보(시민의 참여하에 수집한 대기질 정보)를 활용하여 정부·지자체 환경안전정책 수립
ㅇ 지속적인 사회문제 발굴 전략 : SOS-Lab에서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이해관계자
워크숍운영을 통해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기획

□

성과 확산 방안
ㅇ 타 지역 확산
- 기존의 공공데이터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상호 연계 운용 및 표준 S/W 플랫
폼 구축 및 실증으로 타 지역 확산
- 해양수산 분야의 Smart Factory 표준 시스템 구축으로 선진 수산물 생산 시스템 보급

□

실시간 해양환경감시 및 지능형 예측 시스템을 통한 어민의 어획량 증가 유도
- 실시간 해양환경감시 시스템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통한 수산물 소비 증가
- 지역별 유해생물 제거 센터 구축 및 운용 – 유해생물 제거, 식품화로 인한 소득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 수산물의 홍보·판촉행사 등 유통 촉진을 위한 협력, 참여 희망 업체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이력 표시 수산물의 우선 취급

ㅇ

글로벌 확대 적용 방안
- 표준 S/W 플랫폼 구축 및 실증을 통한 국제 표준화 추진
- 수산물 가공 공장에 세계 최초의 Smart Factory 적용을 통한 시범 모델 구축
- 해파리 탐지 및 제거 시스템을 ODA 사업을 통한 후진국에 보급 사업 추진
- 해당 기술의 성공적인 확산을 통한 국내 수산물의 안정성을 홍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
산물 수출 국가로 도약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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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험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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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ㅇ 청정해양환경 감시 및 환경 예측 시스템을 통한 해양수산물 세계 브랜드화 추진
- FDA/EU 규정 준수로 수출 제재에 따른 어민 손실 및 국가 브랜드 추락 방지 2012~13년
793억 피해
ㅇ 해양 유해 생물 제거와 유해생물 상품화로 어민 소득 증대 및 수입 대체 효과
- 해양 유해생물(해파리) 수산 안전 먹거리 활용 – 연간140억의 수입 대체 효과
ㅇ SW(IoT+NFC)기술을 활용한 수산물 먹거리 안전 보장(안심Value Chain 개발)
- 해양 수산물 유통 이력 추적 시스템을 보완한 안심Value Chain 개발
- 연간 식중독 발생 환자 발생 감소로 국민 건강 증진 (2015년5,900여명 발병)
ㅇ SW(AI+ICBM)기술을 활용한 창의 융합형 기술 개발 → 6차 산업 모델개발(어촌경쟁력 확보)
- 해양환경 감시 및 예측 기술로 어족자원 감소 예방 및 어획량 증대 → 어민 수익 증가
- 농촌에 비해 자동화 기기의 활용도가 더딘 어촌에 시범모델 제공 →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
ㅇ IoT 융합기반 수산물(미더덕) 가공 생산자동화관리 해양수산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개발
- 간편食, 편의食 수산가공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해양수산 스마트 팩토리 실현으로 해양
수산 산업화 기틀마련 및 소득증대
- 노동력 부족 문제해결, 해양수산의 고부가 가치산업 육성, 경쟁력강화, 어촌 소득증대,
위생적이고 신선한 안심 먹거리 제공

□

□

일자리 창출
세부사업명

해양수산 실시간 환경
감시 및 유해 요소 예
측 모델 개발
레이더 및 초음파를
활용한 지능형 해파리
탐지 및 제거 응용 시
스템 개발
수산 먹거리를 위한
안심 Value Chain 시
스템 개발
해양수산 스마트 팩토
리 시스템 개발
합계

3) 대구

성과 확산 방안
(1) 타 지역·글로벌 확산방안
ㅇ 지역 중심 테스팅 성과를 바탕으로 타 지자체 및 글로벌 시장 확산
- 지역 중심의 실증 테스트를 토대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획득, 실제 타 지자체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적용 경쟁력을 확보
- 기존의 수작업 수준에서 이루어져왔던 정보획득과 이에 기반한 경험기반의 판단을 지양
하고 실시간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객관적인 교통 수요 제어로 차세대 교통수요관리체
계의 선진화 가능
- 지·정체 해소, 교통흐름의 최적제어, 자동차 자율운행 제어 등 교통 혼잡 최소화 및 환
경문제 해결이 가능한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 적극 추진
- 창조적인 다양한 교통 앱 개발을 위한 소셜 교통 인프라 플랫폼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토대 마련
-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국내선도 스마트교통 기업 발굴 및 육성
- 플랫폼 형태의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 → 해외 마케팅 등 시장 발굴 적극 추진
ㅇ 창조적인 다양한 교통 앱 개발을 위한 소셜 교통 인프라 플랫폼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ㅇ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선도형 스마트교통 기업 발굴, 기술 이전,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

□

확산 전략
ㅇ SOS 지원 센터와 기업체 연구기관의 공동 컨소시엄 형성으로 협력체제 구축
- SOS 지원센터(가칭)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연구개발 인력, 테스트 베드 시설 등)과 공공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교통 빅데이터, 기지국데이터 등), 연구기관 (개발인력)의
자원을 활용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공동 컨소시엄을 활성화 하도록 함
- SOS지원센터는 프로젝트 방식의 개발과제 추진과 참여기업별 전문성을 접목한 사회문제
해결사 역할 수행하여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함
ㅇ 지역전략산업 연계를 통한 규제 프리존 중심의 특화된 스마트교통산업 육성
- 규제 프리존 (자율주행자동차, IoT 웰니스)과 SW기술의 융합화를 추진하여 특화된 스마
트 교통산업을 육성하도록 함
- 대구지역 SW특화 영역인 “임베디드 SW, 모바일, 디지털 콘텐츠”와 응용 가능한 IT융
⋅복합 전후방 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하여 스마트교통산업 육성 지원

□
직접 고용

간접 고용

혜택 지역민(명)

비고

직․간접 고용 분야: 표준S/W플랫폼,빅
데이터 스마트 예측 시스템, API 및
오픈 플랫폼분야
- 지역: 창원, 고성, 통영, 거제 어민
- 직․간접 고용 분야: 딥러닝,AR 및 제
어,인공지능 선박 및 드론 전문가
- 지역: 창원, 고성, 통영, 거제 어민
- 직․간접 고용 분야:NFC 전문가 ,이력
추적,유통 전문가
- 시범보급지역: 창원
- 직․간접 고용 분야:스마트 팩토리 전
문가,지능형 제어 시스템
- 시범보급지역: 창원
- 전체고용창출 : 1,181명
- 혜택지역민: 1,113,502명
-

14

235

17,589

18

245

17,589

16

280

1,078,152

13

360

172

61

1,120

1,11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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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지역사회 문제인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빅 데이터 적극 활용
-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 빅 데이터를 적절히 공개하여 ICT생태계의 프로슈머들이 데이
터의 소비와 이를 응용한 콘텐츠 창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교통 빅 데이터가 수많은 프로슈머들의 참여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공되고 재생산이 이
루어져 더 큰 생태계와 가치사슬(Value Chain)이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조성

ㅇ

안전안심도로 대시민 서비스 제공 및 수출 지원
- 겨울철 결빙도로정보 수집을 통해 운전자에게 도로결빙정보 서비스 제공, 도로파손상태
정부를 차량으로부터 수집하여 빅 데이터 분석 후 운전자 및 도로시설관리기관에 도로
파손정보 서비스 제공
- 공사,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교통 혼잡도 분석 후 우회경로정보
서비스 제공
- 교통 빅 데이터 기반 교통 혼잡 솔루션을 싱가폴, 홍콩, 중국, 일본 등 아시아 및 국산차
해외 수출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전략 수립

ㅇ

기대효과
ㅇ 교통흐름 실시간 제어 및 사고예측을 통한 도심 교통사고 발생률 30% 감소
ㅇ 교통흐름 실시간 제어 및 최적경로 제공을 통한 열섬현상 15% 감소
ㅇ 실시간 비식별 교통데이터 공개 1건, 오픈랩 기반 서비스 개발 인프라 확보 1건
ㅇ 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최고수준 교통사고 발생비율 절대 감소 → 안전한 도시 구축
ㅇ 차량증대에 따른 열섬 및 폭염현상 증가원인을 원척적으로 해소 → 쾌적한 도시 실현
ㅇ 데이터중심 도심교통 제어 원천기술 확보 및 첨단 교통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ㅇ 비식별화 데이터 기반 첨단교통 신 서비스 창출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성장
ㅇ 대구광역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대구
광역시가 스마트교통 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
ㅇ 교통네트워크 (V2X 통신프로토콜) 표준화 추진
- Wi-Fi Direct 기반 운전자와 교통 약자 간 통신 프로토콜 표준, Wi-Fi Direct 기반 운전
자와 탑승자간 통신 프로토콜 표준, 4G/5G 기반 차량과 교통시설물간 통신 프로토콜 표
준 등 해당분야 기술 표준화 국제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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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ㅇ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도로 교통 혼잡 해결 시도는 ICT융합 교통 신기술 창출과 창
조융합 일자리(교통관제 전문 인력, 스마트교통서비스 및 앱 개발인력, 스마트교통 인프라
설계 및 관리 인력, 전후방산업 등) 창출 가능
- 스마트 교통 신기술은 자동차 산업과 통신 산업을 아우르는 국가 산업망의 매개(媒介)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교통관제 전문 인력, 스마트교통 서비스 및 앱 개발 인력, 스마트교
통 인프라 설계 및 관리 인력 등 신규 고급 일자리 창출 가능
- 보험업계, 교통업계, 통신사업자, 콘텐츠 공급자, 광고사업자, 빅 데이터업계 등 스마트
교통기술의 전후방 산업구조를 연결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
- 교통 환경에서 트래픽 빅 데이터는 정시에 획득되고 민간에 의해 활용될 때 막대한 부
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 순환적 생태구조를 만들어 새로운 시장과 일터를 창출하고
물류와 안전은 물론 환경과 복지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서비스 혁신을 이룰 수 있음
- 교통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형 도로의 교통혼잡 해결을 위한 시도는 ICT융합 교통
신기술 창출과 창조융합 일자리(교통관제 전문 인력, 스마트교통서비스 및 앱 개발인력,
스마트교통 인프라 설계 및 관리 인력, 전후방산업 활성화 등) 창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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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울산/전남

성과 확산 방안
ㅇ (울산/여수 교차적용) 울산과 여수의 각각의 서비스를 리빙랩 테스트 이후 지역 간 교차
적용
ㅇ (타 지역 확산) 공해문제가 발생하는 2차 산업 기반 도시로 확산: 본 사업은 화학 산업단
지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1차적인 목표로 하지만 약간의 수정을 통해 대부분의 도시
가 가지고 있는 공해문제에도 적용이 가능함

□

□

확산 전략
단계별 성과 확산 전략 수립 및 시행

일자리 창출 연계
ㅇ 직접 고용 창출
- SW기업 R&D과제 수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대학생의 DIY 대기질 측정 디바이스 제작이후 창업 연계지원
- SOS-Lab(Fab-Lab 및 Living-Lab)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ㅇ 간접 고용 창출
- 우수 서비스의 타 지역 및 글로벌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서비스 기술 및 데이터 오픈을 통한 신 비즈니스 모델 창업
- 디바이스 기술개발 기업에서 고급 DIY 개발인력을 고용 연계
ㅇ 일자리 창출 연계
- 대학생의 DIY 대기질 측정 디바이스 제작 ⇒ 창업 or 디바이스 기술개발 기업 취업
- SOS-Lab(Fab-Lab 및 Living-Lab)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필요
- 지역 ICT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필요

□

ㅇ

1단계

기대효과
ㅇ 시민의 요구를 객관화된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지자체·정부의 관련 정책에 반영
ㅇ 시민과 화학산업단지가 공존할 수 있는 세대 간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의 진화
ㅇ 다양한 복합센서들을 일관된 방법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을 위한 개방형 기술 생태
계 확보
ㅇ 지능형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유사한 타 산업분야의 동반 성장 가능
ㅇ 가스 측정 화학센서의 국내 자급률(5~10%)을 15% 수준까지 높여 수입 대체 효과 기대

□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 각 지역(울산/전남)별 테스트
단계 : 우수 플랫폼 지역 교차 적용(울산 ↔ 전남)
- 3단계 : 화학산업 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 의한 공해로 사회문제를 겪는 타 지자체 확산 적용
- 4단계 : 우수 Business Model에 대한 글로벌 확산
※ 지원 및 고려사항
① 기술 개발 기업의 타 지자체 확대를 위한 기존 SW지원프로그램 연계
② 타 지역에 또 다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로 확산 적용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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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충북

ㅇ

성과 확산 방안
ㅇ 1차년도 ~ 3차년도 : 1차년도 진천과 음성을 중심으로 도내 지역 확산
- 농가 : 진천․음성 → 청주, 충주(중부) → 제천, 단양(북부) → 영동, 보은(남부)
- 도축장 : 돼지 유입량이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확산

□

도시기능, 갈등 및 시민요구 등의 장애요인 해결을 통한 성과확산 추진
항목구분

현 재

해결 방향

사전 예찰을 통한 질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 19단계의 가축방역 행정절차단계
- 축산IoT플랫폼 구축으로 질병 사전감지
※현재 의심축 신고로부터 시료채취
주요 감염원 중심으로 구축)
후 검역본부로부터 확정판정 시 까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으로 사전/확산 방지
평균6시간 소요
- 수집데이터 분석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
(이 시간이 질병 확대의 골든타임)
정보공유를 통해 질병 확산방지
▹ 가축이 병들었을 경우, 신고하지 않고
▹ 농가의 축산에 ICT를 적용함으로써 농가의
싼 가격에 타 지역에 판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 전파 원인은 도축장을 매개로 가축
운반차량에 의해 발생농장에서
※ 센서 구축시 감시가 아닌 농가현장의
타농장으로 이동시 바이러스가 전파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설정
▹ 구제역 발생에 경제적 피해 최소화
▹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및 관계
(농민의 요구)
기관, 농축산민(조합)과의 협력 네트워크
▹

도시기능
해결

도시갈등
해결

시민요구
관련

□

차년도 ~ 계속 : 타 지역 및 글로벌 확산(해외 리빙랩 거점 구축)
- 충북 인근 접경지역부터 순차적 확산(경기/충남 → 경북/전북 → 경남/호남)
- 해외 : 축산 낙후 지역인 동시에 수요가 많은 중국, 동남아 시장으로 확산. 특히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 리빙랩 거점을 구축하여 적정/신기술에 대한 보급확산에 주력
-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 향상 후 글로벌 선진국(유럽, 북미, 호주 등)과 경쟁체제 구축
- 일자리 창출 : 콜센터(장비, 시스템운영, 애로사항 등) 운영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

ㅇ 4

확산전략
ㅇ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시한 축산분야 ICT 부품 및 기기의 표준화 추진
- 국립농업과학원 “2016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산업화 포럼”은 축산분야 CT 부품 및 기
기의 표준화를 위해 포럼을 구성하고 ICT 기기 규격화 대상 및 표준화 방향을 논의 중
- 현재까지 5차에 걸쳐 표준화 회의를 진행, 스마트축사 환경관리센서 공동 규격 확정(안)적용
- 포럼에서 채택된 공동규격을 준수하여 기기 및 데이터를 표준화

□

일자리창출
ㅇ 시스템 운영관련 신규인력 창출
- 콜센터(장비, 시스템운영, 애로사항 등) 운영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경우 센터 및 운영인력 30명 정도
- 장비 A/S관련 인력창출 : 지역관내 대리점 등 사업연계
- 사업수행 기업의 S/W 및 H/W장비개발 등 신규인력 창출

□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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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입예산 및 경제성 분석
□

전체 투입예산 (단위：백만원)
지 역

□

국비

지방비

기타

참여 인력

21,500

10,000

11,500

<경남>
양식장 환경 모니터링

16,200

9,000

4,500,

2,700

11명, 10 M/Y

<대구>
열섬 예방/교통문제 해결

17,000

10,000

5,000

2,000

25명, 24 M/Y

<울산/전남>
석유화학산업 Safety City

36,700

20,000

10,000

6,700

10명, 6.2 M/Y

<충북>
가축질병 Zero City

21,000

10,000

5,000

6,000

30명, 12 M/Y

합 계

112,400

59,000

36,000

17,400

88명,112.2M/Y

12명, 60 M/Y

연차별 국비투입예산 (단위：백만원)
총합계

예산

1년차

59,000

5,300

2년차

3년차

15,640

15,520

4년차
13,630

5년차
8,910

지 역

<경남>
양식장 환경 모니터링

산출물

<충북>
가축질병 Zero City

기존 SW융합 지원 사업과 차별화 및 연계방안
<지역 SW지원 사업 비교표>

구분

지역SW산업진흥지원

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비R&D)

지원
대상

주요
기능

·관련 일자리 창출 500명/5년
·대한민국 최초 소프트웨어 경험 도시
·직접(간접) 고용: 61명(1,120명)
·청정해양환경 감시 및 환경예측시스템을 통한 해양수산물 세계브랜드화
·SW기술을 활용한 어촌 6차산업모델 개발확산

·교통흐름 실시간 제어 및 사고예측을 통한 도심 교통사고 발생률 30% 감소
<대구>
·교통흐름 실시간 제어 및 최적경로 제공을 통한 열섬현상 15% 감소
열섬 예방/교통문제 해결 ·실시간 비식별 교통데이터 공개 1건, 오픈랩 기반 서비스 개발 인프라 확보
1건
<울산/전남>
석유화학산업 Safety City

□

최종
수혜자

심화그룹(지역)별 투입효과 산출
<강릉>
SW교육체험도시

선결요건
ㅇ (전문 퍼실리테이터) 문제해결과정을 이해하고 공감대형성에서부터 SW융합기술솔루션적
용, 후속 리빙랩테스팅 관리 운영할 전문가 양성
ㅇ (SW융합산업에 대한 인식전환) 산업의 역할변화와 시장격변기를 겪고 있는 SW산업에 대
하여 ‘문제해결중심의 SW융합기술’ 인식을 국가·지역 내 확산
ㅇ (예산과 거버넌스) 초기 마중물 역할을 하는 예산을 통해 파급력 있는 사업수행하고, 지역
에서 운영 노하우를 체화를 통해 지속적인 사회문제해결 능력 확보

□

총 예산

<강릉>
SW교육체험도시

구분

□

3. 장애 및 선결요건,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울산/여수 교차적용) 울산과 여수의 각각의 서비스를 리빙랩 테스트 이후
지역간 교차 적용
·(타지역 확산) 공해문제가 발생하는 2차 산업 기반 도시로 확산
·일자리 5년간 60명
·경제적 파급효과 약 4,6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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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개 지자체

19

신산업 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지역발전특별회계
(R&D)

지역소재 SW중소기업

지역소재 소프트웨어 지역소재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는
공급기업
중소규모 기업
중소SW기업 성장에
수요에
필요한 마케팅, 컨설팅, 지역기업
품질관리, 인증, 상용화 SW융합 기반한
R&D과제 지원
등 지원
지역SW
전문기관(진흥기관)을 지역수요 기반의
통한
비R&D 유형의 R&D 과제발굴 및 지원
수요기반 서비스 지원

SW융합클러스터

정진기금(R&D)
7개 지정
SW융합클러스터
전문기관
(지역SW진흥기관)
타산업에서 SW융합이
필요한 기업
지역 내 기반산업과
연계한R&D 中心의
SW융합 생태계 조성
타산업 분야의 SW를
접목시키기 위한 인력,
R&D, 네트워크 등
특화된 생태계 구축
Domain 산업+ SW융합
전문가․기업 필요

사회문제 해결 SW융합
기술개발

정진기금(R&D)
개지역 (‘17년)
연차별 확장

5

지역 시민 및
SW융합기업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SW융합기술 제공
이해관계자로 수요를 확
보하고, 미래/적정기술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리
빙랩테스팅을 통한 비즈
니스 모델을 확산

연계) 지역SW산업진흥사업의 네트워킹과 마케팅사업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SW융합
기술개발’을 적용·확산하는 것과 연계가 가능하며, 산업융합과 전략산업과 융합을 목
적으로 한 SW융합클러스터나 SW융합기술고도화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들을 적정기술
로 ‘사회문제 해결 SW융합 기술개발’에 확장 적용 가능
ㅇ (차별화) 지역 주도형 사회문제 전문기능(SOS랩)을 경영하여 지속적인 사회문제에 대응 (기
존 SW진흥전담기관 내 하나의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지역담당)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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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시장의 글로벌한 크기는 증가하지만, 산업 밸류체인의 중간단계가 사라지고 단순화되어
산업성장은 교착상태에 돌입할 것으로 예견된다. 더욱 진화되는 SW융합기술로 말미암아
공간적 제약에서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플랫폼 중심의 승자독식 경쟁시장의 형태는 가속
화된다. 이로 말미암아 지역SW시장은 양극화에 직면하게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SW 자
체보다 기술 융합형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발
달되는 SW융합기술은 기존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통산업 혹은 전략산업과 융합하는 단
계를 넘어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깊이 영향을 발휘하며 SW융합시장의 확장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특히, 근접한 미래에는 그동안 극복할 수 없었던 사회문제들이 SW융합기
술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를 해결하는 전문시장(사회문제해결형 SW융합
시장)이 가능하게 되어 지속가능한 지역과 지역 SW산업생태계 성장의 모멘텀이 확보될 수
있다.
ㅇ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그동안 지역SW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여왔지만 향후는 지역 내발적인 사업역량 확보 및 신시장 확보 역량
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역SW지원기관은 사회문제해결형 SW융합기술을 통해 지역의 사회
문제에 대한 ICT융합의 기술적인 해결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거버넌스를 주도하고 지역의 SW기업에 대한 새로운 시장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ㅇ 지역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청된다.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SW융합기술을
발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실사용 테스팅을 개발과정에 포함시켜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와해성 기술의 등장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적정
기술 탐색비용이 높아지는 오늘날 기존의 과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기
술개발을 추진하는 탑다운 형태의 운영은 타임투 마켓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문제
에 맞는 접근법을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자체의 내발적인 사회문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적정기술 고도화
를 통해 활용도 증대와 더불어 ICT·SW융합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
야 한다.
ㅇ 최근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문제해결형 과학기술, 리빙랩, 스마트시티 등의 기술
적 투자를 통해 사회문제에 맞는 접근법을 탐색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에 기술적으로 접
근하기 위해서는 ① 이해관계자의 참여, 밀도 있는 공감대 형성과 문제정의, 첨단 및 적정
기술의 융합솔루션을 발굴하는 ‘디자인사고’, ② 기술의 진화과정에서 미래에 등장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현재의 상황과 모순을 발생시킴으로써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지
ㅇ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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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대안을 찾는 ‘모순지향 접근법’, ③ 사용자들이 연구의 대상
이 아니라 연구혁신 활동의 주체로 기능하는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 개념으로서, 개발된
기술의 빠른 피드백이 일어나며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리빙랩
접근법’등의 세 가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ㅇ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SW융합기술(SOS)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비전을 도출하기 위해
서 지역이 당면한 네 가지 아젠다, ① 인구·자원·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 ②
시민참여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스마트시티, ③ 새로운 경제질서인 공유경제의 활성화, ④
총 기록사회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노믹스 등을 고려하여 도출되어야 한다.
ㅇ 실제 사업을 수요조사하고 심화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운영된 디자인씽킹 워크샵, 사업
내용에 반영된 리빙랩 테스팅,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은 실제 사업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져야 하며, SOS랩 등 실질적인 운영주체를 통해 지속적인 거브넌스가 확보되어야
한다. SOS랩은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SW융합기술을 발굴하고 실생활공간에 적용, 데
이터를 피드백하는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운영과정에서 획득한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또 다
른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ㅇ 미래창조과학부나 위임받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동 사업을 운영할 때, ① 이해관계자들
의 공감과 문제정의 반영된 수요지역 및 심화지역에 대한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선발된 과
제들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법(운영모델1)과, ② 사회문제에 대한 시간적 변화를 고려하
기 위해 사업 개시년도마다 과제를 다시 공모로 추진하는 방법(운영모델2)을 선택할 수 있
다. 또 다른 방식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평가된 심화그룹의 과제를 지정과제로 공모하고,
선발되지 않은 지역과 추가 수요지역은 해마다 차년도 과제에 대한 세부 RFP 작업 후 지
정 공모방식으로 추진하여 운영모델1, 2의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
ㅇ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제공, SW중심사회 촉진을 통한 지역SW산업 발
전에 기여, 시민·공급자·사용자·공무원 등이 참여함으로써 SW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과
인식 변화를 통해 지역의 개방혁신을 촉진하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사회문제를 해
결하는 SW융합기술개발이라는 직접적인 효과와 고용 및 인력창출, 지속가능한 도시의 교
두보 확보라는 부대효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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