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G의 기술적 특징 및 국내외 동향

□ 국내·외 ICT 클러스터 현황 및 SW융합클러스터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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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의 기술적 특징 및 국내외 동향
2018. 6. 21. SW공학기술팀 송원민 수석(wmsong@nipa.kr)

【5G 주요사항】
ㅇ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하는 5세대 이동통신을 의미하며, 3GPP*에서 기술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ITU**의 공식명칭은 IMT-2020

*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98. 12월 창설된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로
장비·단말·통신기업이 주로 참여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유·무선통신 국제 표준화 기구

ㅇ 1세대 이동통신인 아날로그 방식에서부터 약 10년 주기로 변화했으며, 현
재 4세대 이동통신 보급 중

세대
전송속도
주요서비스
시기

1G

< 세대별 이동통신 주요 특징>
2G

3G

4G

5G

14Kbps

144Kbps

14Mbps

75Mbps

20Gbps

음성

음성+문자

음성+데이터

1990년 이전

1990년대

2000년대

데이터+동영상 실감·초고화질
2010년대

2020년 이후

ㅇ 전송속도 향상뿐 아니라 사물인터넷 등 다수 기기접속 및 초저지연 연동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개발 진행 중
- 5G는 4G 대비 약 1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기대

성능지표

< 4G와 5G의 주요 성능지표 비교 >
4G

5G

최대 전송속도

1Gbps

20Gbps

이용자 체감 전송속도

10Mbps

100Mbps

최대 기기 연결 수

105/km2

106/km2

전송지연

10ms

1ms

고속 이동성

350km/h

50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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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ㅇ 차
4

산업혁명시대에는 모든 사물과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연결성이 핵심

ㅇ

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4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5G

이동통신 기술이 필수적
-

사물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수와 트래픽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인터넷 사용자 수) 2016년: 33억 명 / 2021년 46억 명
(기기간 연결 건수) 2016년 1억 / 2021년 271억

(IP 트래픽) 2021년 IP 트래픽, 2016년 보다 약 3배 성장 전망
(출처: CISCO, 2016-2021 비주얼 네트워킹 인덱스, 2017)
-

VR/AR,

초고정밀 위치기반 서비스,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ㅇ 이통사들은

5G

수준의 이동통신 기술이 필요

를 통해 정체가 우려되는 매출 성장성의 개선 기대

5G

※ 통신단말의 확대,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글로벌 5G 시장은 2020년 378억
달러에서 2025년 7,91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KT경제경영연구소)

<세계 5G 시장 규모 추이>

(출처: KT경제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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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네트워크의 기술적 특징
ㅇ 낮은 대역의 주파수 일수록 장애물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

대역

폭이 넓을수록 빠른 전송속도의 구현 가능

<세대별 주파수 이용현황>
주파수(대역폭)

구분

대역폭 합계

2G

800MHz(10MHz), 1.8GHz(20MHz)

30MHz

3G

2.1GHz(40MHz)

40MHz

4G

800MHz(50MHz), 900MHz(20MHz),
1.8GHz(90MHz), 2.1GHz(80MHz), 2.6GHz(100MHz)

340MHz

5G

3.5GHz(280MHz), 28GHz(2400MHz)

2680MHz
(출처: ZDNetKorea, 2018)

ㅇ 낮은 대역의 주파수는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5G

는 고주파 및 초

고주파 영역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필요

<주파수 대역별 주사용 분야>

(출처: 동아사이언스, 2015)
-

고주파 영역은 장애물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기존에 비해 많은
기지국 설치 필요

-

ㅇ

기지국 설치 위치에 따라 특정 지역만 통신 가능한 망 구현 가능
는 아래의 세 가지 목표를 비전으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작업이

5G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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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전송속도 향상(eMBB;

-

초저지연 실시간 서비스(URLLC;

Enhanced Mobile Broadband)

Ultra-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

-

다수 기기 연결(mMTC;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

<5G의 속성 및 미래 서비스 예시>

(출처: 매직리프, 구글, 와이어드 참고, KT경제경영연구소 재구성)

ㅇ 전송속도를 올리는 것에만 주목하지 않고 사물인터넷 시대를 대비한
대량 접속과 자율주행차를 위한 지연시간 축소 등을 지원
에서는

- ITU

에 대하여 총

5G

개 항목의 기술 요구사항 제시

13

※ 최대 전송속도, 최대 주파수 효율, 사용자 체감 전송속도, 셀 경계 사용자

주파수 효율, 평균 주파수 효율, 면적당 트래픽 용량, 지연시간, 연결밀도,
에너지 효율, 신뢰성, 이동성, 이동성 단절 시간, 대역폭

<4G와 5G 핵심성능 비교>

(출처: ITU-R WP 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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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외 5G 추진 동향
ㅇ (주요국 동향) 국토면적이 작아 전 국토에 네트워크 망이 설치되기
·

수월한 한국과 일본이 특히 적극적이며, 중국은

를 통해 글로벌

5G

로 도약을 도모

Rule Maker

-

(한국)

Wibro

시장 확산 실패를 교훈으로 표준 선점과 생태계 조성을

중점 추진

※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미래성장동력에 5G를 포함
※ ‘5G 포럼’을 구성하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상용화 추진
-

· ·

(일본) 산 학 관 연계를 통해

년 도쿄 올림픽 상용화 추진

2020

※ 이동통신사, 제조사, 학계, 정부 등 43개 기관, 12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5G 모바일 추진포럼(5GMF)’을 발족

-

(중국)

억 시장을 기반으로

13

개선한

5G Advanced

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2022

를

5G

출시를 추진

※ 5G를 경제 성장 전략으로 삼고 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학
계가 참여하여 ‘IMT-2020 프로모션 그룹’을 운영

-

(유럽)

※
※

-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METIS, 5GNOW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28개

기관이

참여한

5G

연구 추진

METIS(Mobile and

Wireless communications Enablers for Twenty-twenty Information Society)

컨셉 형성에 공헌
통해 정부와 민간은 14억

는 30여개의 중간 결과물을 공개하여 5G

v

5G PPP(Public-Pri ate Partnership)를

투자하여 연구 및 대외협력을 추진

유로를

(미국) 민간과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방통신

위원회(FCC)는

5G

·

도입을 위한 규정의 재 개정, 주파수 밴드 제안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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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5G 지원 활동>

주요국
내 용
, 뉴욕대, 버클리대 등 민간과학계 중심의 5G 요소 원천기술 연구 추진
미국 -- 퀄컴
FCC는 기가비트초밀도 5G모바일 네트워크를 위한 24GHz 연구
- Horizon 2020의 일환으로 5G PPP 추진중, 5G 네트워크 연구에 2.4조원 투입 예정
유럽 - EU는 2012년 11월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METIS 프로젝트 시작
- 영국은 서리대 중심의 5G 혁신센터(5G IC)에서 프로젝트 착수(2012.8)
- 2020년 도쿄올림픽 공개 목표로 5G 개발
* ITU-R WP5D에의 기여나 각 지역의 5G 검토단체와의 연대, 국내외 5G 추진 활동
일본 * 2014.9월 5GMF를 구성하여 연구, 표준, 정보수집, 국제협력 및 홍보 추진
* 2015년부터 5G 연구 개발에 대규모 예산 투입, 5G에 사용할 7개 대역 주파수 검토
- 표준화기구인 ARIB 산하에 2020 and Beyond AH를 설치하고 5G 대응
- 기술, 표준화, 주파수 등에 대해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정책지원
중국 - 대형 국가 R&D사업을 통해 5G 요소기술 연구
- 5G 프로젝트 그룹(IMT-2020 PG, 2013.2)을 중심으로 5G 기술개발
- 미래부 중심으로 5G 후보기술 개발, 민관공동협의체 ‘5G 포럼’ 창설(2013)
Pre-5G 통신, 5G 통신, 단말간 이동통신, 차세대 와이파이(2013년)
한국 -- ETRI:
기가코리아사업단 : 홀로그램 콘텐츠 및 밀리미터파 이동통신시스템(2013년)
- KAIST : 패턴/편파안테나를 활용한 빔 기반 전송기술(2013년)
※ 출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국내외 5G 이동통신정책 동향’, 2015.11

ㅇ

(이동통신사 동향)

5G

를 통해 정체가 우려되는 매출 성장성을

개선하고, 스마트폰의 대중화 이후 애플, 구글, 카카오등에 빼앗긴
플랫폼 기능을 되찾아올 것을 기대
-

(SKT) 향후 3년간 네트워크에 6조원,

AI, IoT,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

산업에 5조원 투자 계획 발표
-

(KT)

년까지 지능형 기가 인프라 등

2020

투자 및, 강원도와 서울 일부 지역에
-

(차이나모바일)
5G

-

5G

(NTT 도코모)
5G

억명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년 전국

2019

관련분야에

조원

13

시범서비스 실시 예정

8

시범서비스에 돌입,

기지국을

5G

5G

년 일부 지역에서

2018

만개 지역에 설치된

100

4G

전용으로 개량 추진
년 5월 도쿄 도심에 이용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2017

트라이얼 사이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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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조업체 동향) 사물인터넷과 자율주행차 시대를 겨냥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에 적극 참여
-

(삼성전자)

시속
-

년

2011

5G

연구를 시작,

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110km

(퀄컴)

의 경제효과를

5G

년 기가급 데이터 전송,

2013

7.5Gbps

년

2014

초고속 데이터 전송 성공

조 달러로 추산하고, 모바일 칩 분야의

12

주도권을 강화하는 한편 기지국을 거치지 않는 단말간 직접통신과
셀의 소형화 연구개발에 주력
-

(인텔)

년 개발자 포럼에서

2015

5G

비전을 발표하고 디바이스에서

데이터센터에 이르는 네트워크 전체에 진출할 것을 선언.
에서

2017

-

CES1)

모뎀칩 공개

5G

(노키아)

5G

MWC2)

2016

연구를 위한 미래기술연구소를

년 한국에 설립.

2015

에서는 무인자동차 군집주행서비스, 원거리 사용자간

초과화질 영상전송을 시연
-

(화웨이)

에

MWC

년 이후

2009

부터

2011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년까지 매년

2016

5G

관련 제품 출품

□ 5G 가 만들어갈 미래
ㅇ 이동통신 기술 발전은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의 기반이 되었으며
5G

-

-

,

시대에는 더욱 혁신적인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기대

휴대전화는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성장의 토대

IT

인터넷과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을 견인

-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른 소셜미디어의 영향력 강화로 중동의 민주

1) 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 미국 600여 소비재 전자산업 종사업체들의 모임인 가전제품제조업자
협회(CEA)에서 주최하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전시회 (두산백과)
2) Mobile World Congress : 세계 최대규모의 이동·정보통신 산업 전시회 (시사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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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한류의 확산 등 사회/정치적 변화도 이동통신 기술 발전과
밀접히 연관
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 영향이 파급

- IoT

ㅇ

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차의 고도화,

4

테인먼트 산업의 성장 등이
-

및

의 대중화와 엔터

VR

시대의 주요 변화

를 기반으로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 통신체계를 구축하여 전체

IoT

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

5G

AR

가속화 예상

Industry 4.03)

자율주행차의 주행 안정성 및,

를 통한 교통 체계의 혁신이

V2X4)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대용량 동영상의 실시간 스트리밍을 활용한

의 대중화 및

VR/AR

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산업 규모의 확대 전망

※ 2차원 동영상에 비해 10배 이상의 용량이 필요한 VR은 기존 통신기술의
전송 속도로는 제약이 있었으나, 5G를 통해 대중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ㅇ 이동통신의
5G

확대하여
-

5G

·

원천기술 개발 뿐 아니라 기기 서비스 시장을

이동통신의 파생 산업의 육성 필요

통신 장비 및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로드맵의 제시와 새로운
이동통신 환경 및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대한 선제대응 필요

ㅇ

5G

주파수 대역의 조기 확보와 기술 표준을 고려한 장비 및 서비스의

해외 시장 조기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이 관건
3) Industry 4.0 :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의 정보교환이 가능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생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으로 제4세대 산업생산시스템이라고도 한다. (시사상식사전, 박
문각)
4) V2X(Vehicle to everything) : 자동차가 자율주행하기 위해 도로에 있는 다양한 요소와 소통하는 기술.
- 전방 교통 상황과 차량 간 접근을 알리는 V2V(vehicle to vehicle),
- 신호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와 소통하는 V2I(vehicle to infrastructure),
- 보행자 정보를 지원하는 V2P(vehicle to pedestrian) 등으로 구성.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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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주파수 대역에 대한 표준 수립은 논의 중이며, 주파수 대역을

조기 확보하여

5G

이동통신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선제적 지원 필요

[참고자료]
■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인프라, 5G / 김득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017
■ 5G 시대를 위한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국제비교 및 시사점 / 유경진 한국
경제연구원 연구원 / 2017
■ 5G 시대를 준비하는 플레이어들 / 이택수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 2017
■ 5G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정책 방향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5G 이동통신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 오상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
송기술정책과 과장
■ 5G 이동통신산업 정책 및 기술 동향 / 최준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수석 / 2017
■ 기술 및 서비스 상용화 경쟁에 돌입한 5G / 유영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수석 / 2018
■ 이통 3사, 5G 주파수 할당 신청 4일 마감 / ZDNetKorea 박수형 기자 / 2018
■ 5세대 통신기술에 필요하다는 ‘밀리미터파’의 모든 것 / 동아사이언스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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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ICT 클러스터 현황 및 SW융합클러스터
비교 분석
2018. 6. 16. 지역SW신산업진흥팀 우성주 선임(wsj0417@nipa.kr)
□ 국내 주요 ICT 클러스터 현황
ㅇ 국내 주요 ICT클러스터로 구로가산디지털단지(서울 구로), 테헤란벨리
(서울 강남), 판교테크노벨리(경기 성남), 광교테크노벨리(경기 수원),
안산디지털산업단지(경기 안산), 대덕연구단지(대전 대덕) 총 6곳을 들 수 있음
ㅇ 위 ICT 클러스터 내 주요 수혜대상인 기업들은 주로 업력이 짧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며, 규모가 대체로 작고 재무적 성과(매출,
영업이익 등)는 동종 산업의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편임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1단지),
금천구 가산동(2, 3단지) 일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운영
· 첨단기술, 지식산업, 정보통신,
전기·전자 특화
· 지식산업센터 99개, 입주업체 9,790개,
생산액 17조, 수출액 39.3억$, 고용인원
· 서

162,656명(‘14년 기준)

광교테크노벨리

테헤란벨리

판교테크노벨리

·
역과 역삼역 사이 대로변
· 소프트 어, 모바일 화
· 2000년 전후 NHN, 다음, hn
ab, 한 ,
, NC소프트 등
주 ICT기업
주
· 현재
,
등 소
스
프,
스 서 , TIPS
스
등 스 트업 지원 터
주

· 경기도 성 시 당구 삼평동 일원
· 경기도경제과학진 원 운영
· IT, T, CT 및 단
기술 화
· 주기업 870개, 고용인원 58,982명,
기업
매출
54조, 1조
가업기업 20여개(‘14년 기준)

강남

웨
특
A
L 컴 넥슨
요
입
티몬 쿠팡 셜커머 나
디캠 캠퍼 울
캠퍼
타
센 입

안산디지털산업단지

흥 안산

·
·
·
·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일원
경기도경제과학진 원 운영
IT, T, CT, NT
화
국
200여개 화
기업 주

B
내외

흥
융복합 특
특 분야 입

· 경기도 시 시,
시, 화성시
· 한국 업단지공단 운영
·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유의 , 장, 운송장비 화
· 주업체 18,776개, 가동업체 18,215개,
87조, 수출
144.2억 ,
고용인원 296,252명(‘14년 기준)

산
섬 복철
입
생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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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특

$

남 분
흥
B
첨 융복합
입
총 액

특
클럽

대덕연구단지

광
특 흥
융복합 오
생
특
입
누

덕
나노융합

· 대전 역시 유성구, 대 구 일원
· 연구개발 구진 재단 운영
· IT
, 바이 의약,
,
신재 에너지
화
· 주기관 1,399개, 연구인력 62,689명,
출원( 적) 120,814건, 등 ( 적)
50,689건, 연구개발비 6조 8172억
(‘11년 기준)

록누

2018 SW산업 이슈리포트

□ 국내 주요 ICT 클러스터(유형A) 특징
ㅇ 대표사례 : 구로가산디지털단지, 테헤란밸리
ㅇ 클러스터 주요특징
- 비슷한 소규모의 벤처기업 및 거래처들이 균일하게 연결되어있고
클러스터 내 연결성이 강한 허브기업수가 적음
- 클러스터 내 가까운 거리의 비벤처 지역기업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클러스터가 위치한 지역의 비즈니스가 위축되면 클러스터도 영향 받음
- 클러스터가 지역 경제적 상황이나 자원 공급능력에 의존하므로,
정책적으로 벤처기업↔고객사(일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등
비벤처기업과 소통 및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이 중요함
ㅇ 클러스터 내 네트워크 특징
- 기업 간 네트워크 지원효과가 높아 지역 내 비벤처기업에 대한
파급효과 또한 높으며, 이런 벤처기업을 지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므로 지역균형발전정책면에서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네트워크 효과를 수혜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으므로 정책기관에선
기업의 고립이유 및 단순 입주지원을 노린 기업들에 대해 구분·조사 필요
□ 국내 주요 ICT 클러스터(유형B) 특징
ㅇ 대표사례 : 안산디지털단지, 대덕연구단지
ㅇ 클러스터 주요특징
- 클러스터 내 기업수는 유형 A에 비해 비교적 적지만 규모가 큰
벤처기업 및 거래처의 그룹들이 존재하며, 높은 연결성과 활발한
자원 흐름을 통해 해당 클러스터의 성과창출에 크게 기여함
- 판교테크노벨리의 경우, 유형 A,B의 중간형 클러스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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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 핵심에 위치한 벤처기업(군)을 중심으로 거래/정보 흐름이
이루어짐→이 핵심집단을 염두하여 지원정책을 펼칠 필요있음
ㅇ 클러스터 네트워크 특징
- 혁신 클러스터 관점에서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특성이 있음
- 클러스터 내 벤처기업의 비벤처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으므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보단 국가적 차원의 혁신 파급효과
창출에 좀 더 비중을 둬야 함
□ 국내 ICT 클러스터의 정책적 시사점
ㅇ ICT 클러스터 내 기업 간 커뮤니티 활성화, 협업 및 소통 기능 강화 필요
- 안산디지털단지 및 대덕연구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클러스터의 경우,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클러스터 내부에 입주해있음에도 기업 간
네트워크로부터 고립되어있음

→ 기업 간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
(ex : 기업간담회, 협의체 구성, 포럼·세미나 개최 등)
ㅇ ICT 클러스터 내 하위 네트워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허브를 찾고 그 기능과 역량을 넓힐 방법이 필요
- 특히 유형 B 혁신 클러스터에선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네트워크 역량을 겸비한 벤처기업 발굴, 중점 육성이 필요

→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ICT/SW기업 집중육성 정책 마련 필요
(ex : 선도 벤처기업 지원사업, 중견기업 R&D지원 등)
ㅇ 벤처기업과 일반기업과의 상호 연계 강화 필요
- 클러스터 내 벤처기업 생태계의 성장은 단지 벤처 생태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일반 기업에게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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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벤처↔일반기업 사이 네트워크 관계 증진 강화를 위해 기업간
중개 서비스, 거래 정보제공 및 중재 서비스 등의 강화가 필요함

→ 타 산업 융합, 산학연 네트워크 구성·지원하는 정책 마련 필요
(ex : 특화분야 융합 R&D지원, 산학연 포럼·세미나 등)
□ 국외 주요 ICT 클러스터(European Cluster) 개요 및 현황
ㅇ European Cluster 개요
- EU 위원회 주도하에 EU 회원국들의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투자를 통한 EU지역의 혁신역량강화 및 성장회복을 목적으로 회원국
또는 권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조성한 집적지
- EU에서 프로그램 기획 및 투자 → 해당 지역 관계자와 클러스터 조직간
산업혁신을 위한 활동(Digital Transformation, Resource Efficiency,
Service Innovation 등) → 투자 프로젝트 착수 단계로 진행
- 총 12개 테마, 70여개 클러스터 조성 및 진행 중

[그림 – EU클러스터의 전략적 교차 협력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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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EU 클러스터 주요 12개 테마]
ㅇ European Cluster Collaboration Platform(ECCP) 개요
-‘16년부터 EU성장위원회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클러스터
국제화 계획의 활동을 뜻하며, 초국가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클러스터
들과 그 구성원들의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
- 클러스터 조직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해 플랫폼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클러스터 조직간 매칭, 국제협력, 파트너 조사, EU 클러스터
파트너쉽 구축, 클러스터 및 중소기업간 중계 등 크게 5가지 유형으로 진행
- 주로 클러스터 내·외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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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ECCP 지원내용]
ㅇ Europearn Cluster‘Clusters Go International’활동
- 글로벌 시장에서 특화산업리더가 되기 위한 클러스터 및 중소기업의
협력지원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해 제3국의 파트너
들과의 국제적 전략 및 협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14년 기준) 15개 프로젝트 진행(약 430만 유로), 23개 EU회원국
98개 클러스터 기관 및 10,000개 이상 중소기업들이 참여
- (‘15년 기준) 23개 프로젝트 진행(약 579만 유로), 25개 EU회원국
123개 클러스터 기관 및 17,000개 이상 중소기업들이 참여

요산업전망 등을 통해 다음 파트너쉽 구축 계획을 준비

* ‘18,19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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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Clusters Go International 현황 및 ‘18~19년 주요산업전망]
ㅇ European Cluster‘Cluster Excellence Programme’활동
-

클러스터 운영·관리 조직의 혁신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
당 지역 및 중소기업 지원능력을 함양시키는 프로그램 추진

- 클러스터 관리자 육성, 멘토링, 전략개발, 벤치마킹 등 활동 지원
- 871개 클러스터의 명료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위해 등급제 도입
→ Gold, Silver, Bronze 3단계로 나뉘며 2018년에 재평가 예정
- (‘14,15년 기준) 11개 프로젝트 진행(약 247만 유로), 57개 클러스터
기관(11,000개 이상 중소기업 지원 중) 대상으로 진행

[그림 – Cluster Excellence Programme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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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pean Cluster의 정책적 시사점
ㅇ EU라는 거대한 조직 아래 회원국 또는 지역별 특화산업별로 PIE화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체계 구축에서
국내 ICT 클러스터와 차이점이 있음
- 지역(소)-회원국(중)-EU(대) 단계별 클러스터링을 통해 클러스터 자체역량은
물론, 클러스터 간 협력을 통해 新클러스터링 및 경쟁력 강화 가능함
ㅇ 클러스터 내 R&D, 인력양성 활동 등도 있지만, 주로 네트워크 지원
및 강화(글로벌 진출, 클러스터간, 중소기업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ECCP, Cluster go International처럼 클러스터 및 중소기업의 대내외
협력 부분을 EU 등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 추진
- 정책포럼, 협의회 등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적극 제공

[그림 – EU 정책 포럼]
□ SW융합클러스터 개요 및 현황
ㅇ (개념) SW수요·공급기업이 다수 분포하는 공간 집적지로 SW수요
기업(산)-대학(학)-연구소(연)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협업
하여 SW융합 R&D 활동이 활발한 지역
ㅇ (기능) SW융합 R&D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산업에 SW관련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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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져 새로운 기술·산업·시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및 벤처 창업을
주도하는 지역 경제 견인기지

[그림 – SW융합클러스터 개념 및 기능]
ㅇ (조성현황)‘14년 3개(부산센텀, 경기판교, 인천송도),‘15년 2개
(경북포항, 전북전주),‘16년 2개(대전대덕, 광주전남나주) 총 7개
SW융합클러스터 조성
ㅇ (지원내용) R&D, 벤처창업, 인력양성, 인프라 4개 영역별로 지원
- (R&D) 특화분야+SW융합을 통한 중소SW기업의 기술개발역량강화
- (벤처창업)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창업지원
- (인력양성) 현장중심의 SW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SW아카데미 운영
- (인프라) 산학연 협력 네트워킹 및 정보 교류 커뮤니티 확대

[그림 – SW융합클러스터 조성현황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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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체계) 정책지원 및 관리감독(과기정통부), 사업기획·평가관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러스터 정책지원 및 관리감독(지자체), 과제수행
(수행기관)으로 사업추진체계 구성ㆍ운영

[그림 –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지원체계]
ㅇ (특화산업) 지역별 특화된 산업과 SW융합을 통해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 부산(해양, 항만․물류), 경기(AI, AR/VR), 인천(바이오, 디지털 사이니지),
경북(커넥티드카, 모바일), 전북(농생명), 대전(국방), 광주전남(에너지)
등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추진
□ 종합 시사점
ㅇ SW융합클러스터 대내·외 네트워크 지원사업 강화 필요
- 국내 주요 ICT 클러스터 및 EU 클러스터 사례를 통해 클러스터 내
ICT/SW 또는 ICT/SW↔타 산업 기업간, 타 클러스터 및 기업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클러스터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음
- 또한, 클러스터별로 추진 중인 4가지 내역사업 중 글로벌 진출은
따로 없으므로 향후 2단계 사업 기획시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마련 필요

융합클러스터 내역사업 : R&D지원, 창업/기업지원, 인력양성, 인프라/네트워크

* SW

-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아직 R&D나 기업지원 중심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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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클러스터 내 기업의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 지원 강화 필요
ㅇ 클러스터 내 네트워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선도 기업 육성 필요
- 국내 주요 ICT 클러스터(유형B)이며 SW융합클러스터 수혜지역인
경기판교, 대전대덕의 사례로 볼 때, 기술적/네트워크적 역량을 겸비한
선도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필요
- 경기판교의‘중견·중소협력R&D지원사업’, 대전대덕의‘ICT Top
Junior 육성지원’등 지원사업을 통해 클러스터 네트워크 허브 역할
기업 육성 → 네트워크 수혜 못 받는 ICT/SW기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ㅇ 타 산업 융합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성의 거점기관 역할 증대 필요
- 국내 주요 ICT 클러스터(유형A) 사례는 지역의 특화산업과 SW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SW융합클러스터와 유사함
- 클러스터 내 ICT/SW기업 생태계 성장은 ICT/SW산업 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ICT/SW ↔ 타 산업간 융합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간 연계/융합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
- SW융합클러스터를 주관하는 지자체/수행기관의 관련정책 마련 필요

x 특화분야 융합 R&D지원, SW융합기업 협의체 구성, 산학연 포럼·세미나 등

* e :

[참고자료]
■ 국내 주요 ICT 클러스터 현황 및 경쟁력 분석 (16.12, 김도훈 저)
■ European Cluster Policy 발표자료 (18.05, Eva Revilla 작성)
■ European Support to Clusters and Cluster Internationl Cooperation
(17.01, ‘Cluster – Cooperation with Result’ 포럼 발표자료 中, Jose Freitas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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