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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검토배경
ㅇ 공개SW(Open Source Software)는 국내 SW산업 도약의 핵심 자원으로
기술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며 경쟁력을 제고[1]
- 공개SW 산업은 국내에서 최근 몇 년간 이슈화 되고 있는 제 4차 산업
혁명에서 기하급수적인 변화를 보임
- 공개SW는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는 SW 발전 대안 중
하나로써 부족한 점을 보완
ㅇ 공개SW는 경제적 효율성*, 시장경쟁 촉진, 종속성 극복, 기술 혁신
및 인재 육성 유도[2]
* 공개SW를 사용할 경우 서버도입 및 유지보수 분야에서 1040억원의 비용을 감축할 수 있음

ㅇ 현재 다양한 지원정책 및 교육활동을 통한 공개SW 활성화를 진행
중이나 아직 국내 공개SW산업 발전성과는 미미한 수준
ㅇ 다수의 글로벌 기업(구글, 아마존 등)은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고 기술
이나 아이디어의 경계를 허물며 공유를 통해 혁신과 부가가치 창출
ㅇ 전 세계적인 고도성장, 급격한 생태계 변화 및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ICT가 핵심으로 떠오르는 현 시점에서 개방형 혁신을 통해 국내
공개SW 개발 및 활용 수준을 향상시켜 부가적 효과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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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SW의 정의 및 개요
□ 공개SW의 특징 및 핵심요소
ㅇ 공개SW는 소스코드가 공개된 상태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일컬으며

소스코드는

커뮤니티 또는 개별 사이트에 공개됨
- 공개SW의 10가지 정의 중 “2차 저작물 배포허용”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에 의거하여 깃허브(Github), 소스포지(Source forge) 등에
공개된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하여 새로운 산출물 배포가 가능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정의
자유배포 (Free Redistribution)
소스코드 공개(Source code Open)
2차적 저작물(Derived work)(허용)
소스코드 수정 제한(Integrity of The Author’s Source Code)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No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or Groups)
사용분야에 대한 제한 금지
(No Discrimination Against Fields of Endeavor)
라이선스의 배포(Distribution of License)
라이선스 적용상의 동일성 유지
(License must not be specific to a product)
다른 라이선스의 포괄적 수용
(Licese must not contaminate other software)
라이선스 기술적 중립성(License must be Technology-Neutral)
[표 1] OSI(Open Source Initiative)의 공개SW 정의[1]

- 다양한 컨트리뷰터(Contributor 기여자)가 참여하는 만큼 버그의
발견 및 수정으로 인해 보다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산출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높은 접근성으로 활용‧확산이 용이
ㅇ 공개SW의 핵심요소는 크게 코드, 커뮤니티, 브랜드, 3가지로 나뉨[12]
- 코드는 하나의 공개SW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SW 기능의 핵심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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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는 공개SW 산출물이 완성되기까지 코드를 작성하는 엔지니어부
터 피드백 및 보완사항을 제시하는 산출물의 최종 사용자 등을 포함한
공개SW 프로젝트 진행의 필수단체
- 브랜드는 프로젝트의 트레이드마크(공식명칭, 로고), UI(user interface) 심
지어 프로젝트의 웹사이트 외관 등을 포함하며 이는 외부에 해당 프로젝트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의미

※ 프로젝트가 소속되어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아파치, 리눅스 등이 있음

□ 공개SW의 최신기술 분야 활용현황[6]
ㅇ 4차 산업혁명에서 최신기술 분야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빅
데이터, 클라우드, 등은 핵심기술로 평가 됨
ㅇ IoT는 수많은 디바이스와 여러 운영체제가 자연스레 연결되는 프레임워크
개발이 핵심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SW*로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임
* 공개SW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경우 범용성을 높이며 동시에 상호호환성 구축이 가능

- Allseen Alliance, OIC* 등 기업들은 공개SW와 관련하여 IoTivity,
mbedOS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상호호환성 및 기술 파급력을 극
대화 하여 IoT시장의 주도권 확보 경쟁 중[14],[6]

*OIC: Open Interconnect Consortium은 삼성과 인텔이 주도하여 여러 기업들이
형성한 컨소시엄

ㅇ 구글,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ICT 기업들은 AI 플랫폼을 오픈소스화
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
- 국외에서 개발된 텐서플로(TensorFlow), 왓슨(Watson), 빅서(Big Sur) 등의
대표적인 AI 공개SW가 시장을 주도
- 국내에서도 카카오와 네이버, 라인이 IoT, AI 융합형 스피커를 출시하고
현대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탑재한 스마트카 개발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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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개SW의 가장 유명한 성공사례 중 하나인 하둡(Hadoop)은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빅데이터 분석 기본SW 인프라(페이스북, 트위터 등)
ㅇ 클라우드 분야에서 공개SW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추세
- 공개SW DB인 MySQL과 IBM의 공개SW 기반 블루믹스(BlueMix) 등의
클라우드 플랫폼은 전체 클라우드의 63%를 차지하며 종속성 극복에 주력
3. 공개SW와 개방형 혁신
□ 공개SW와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8]
ㅇ 체스브로(Henry Chesbrough)교수가 제안한 개방형 혁신은 산업을 구별하지 않으며
시장 진입을 위해 내·외부 아이디어 및 경로를 모두 활용하고 혁신을 유도
ㅇ 스톨만(Richard Matthew Stallman)이 주장한 공개SW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접근, 수정 및 배포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를 공개하며 기업의 이윤보다
사용자의 자유로운 공유와 협력을 추구

※ 공개SW의 유래인 오픈소스 운동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특화된 개념
ㅇ (오픈소스 운동)오픈소스 운동은 사용자들이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
및 협력하기에 장기적으로 유용하고 리스크가 적음
ㅇ (오픈 이노베이션)외부 자원이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혁신을 이루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단기적으로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추진에 유익[4]

※ 협력(collaboration)과 공유(sharing) vs 거래(transaction)와 계약(contract)

ㅇ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둘은 오픈되어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므로 개방성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존재
- 체스브로 교수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오픈소스 운동을 포함시킴
ㅇ 내·외부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각 분야에 맞게끔 혁신을 이뤄내는 개방형
혁신은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들이 소스코드를 보완하는 공개SW의 특성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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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개SW가 개방형 혁신을 이루면 기존 지식재산권 기반 특허 또는 새로운
결과물을 산출하게 되고 기업의 비용절감 및 혁신적 성과뿐만 아니라 시장 확대 가능
ㅇ 공개SW의 개방형 협업의 결과물인 OSSD(OSS Development)는 개발자의 자
발적 기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참여가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침[3]
- OSSD 개발자의 참여활동은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코드를 제시하는
지식창출 활동과 개발자들 간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지식공유로 분류
4. 공개SW의 개방형 혁신을 위한 기반조성 방안
□ 혁신의 기반조성을 위한 핵심요소
ㅇ 단순한 공개SW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개방형 혁신을 위해 OSS의 핵심요소 중
두 개에 해당하는 커뮤니티와 재단(브랜드) 면에서 개선 및 정책적용 필요
- 개방형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선 커뮤니티와 재단 측면에서의
방안을 탐색하여 혁신창출을 유도
- 앞서 다룬 공개SW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코드는 커뮤니티와 재단을
통해서 창출될 수 있음
4-1. 커뮤니티
□ 공개SW 커뮤니티와 구성
ㅇ 커뮤니티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코드와 기술을 공유하는
배경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는 깃허브(Github), 소스포지(SourceForge) 등이 존재
- 공개SW 커뮤니티는 그
(Committer

개발자

또는

규모에 따라 공헌자(Contributor), 커미터
운영책임자를

(Chairman) 등으로 구성됨

의미),

위원(Member), 위원장

[6]

- 커뮤니티는 일차적으로 공개SW의 접근성을 높인 후 많은 개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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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기회를 얻고 협업하여 완성도 및 가치가 높은 산출물을
만들게끔 유도
ㅇ 공개SW 커뮤니티에서는 코어(Core)개발자와 관리자가 프로토타입과 소스코드를
배포한 뒤 커미터와 사용자가 버그와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프로젝트를
진화 시키는 등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함[7]
□ 국내 공개SW 커뮤니티 현황
ㅇ 대다수(86%)의 국내 공개SW 커뮤니티는 사용자 커뮤니티로 공개SW
활용정보, 이슈 공유 및 활용방안 탐색에 초점[12]
* 커뮤니티는 직접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개발자 커뮤니티와 기 개발된 SW를
활용하고 수정사항을 공유하는 활동을 하는 사용자 커뮤니티로 구분

ㅇ 국내 공개SW 사용자 커뮤니티는 사용분야에 따라 구분되며 현재는 크게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밍언어 사용자 그룹으로 구분[6]
ㅇ 국내 공개SW 커뮤니티 기술 분야는 개발환경, 웹, 클라우드 분야 순으로
점유율이 높으며, 유망 기술 분야인, AI, IoT, 빅데이터 분야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 함[6]
ㅇ 깃허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커뮤니티 비율은 전체
커뮤니티의 0.32% 였으며 한국 참여자 비율은 전체의 0.19%에 불과[13]
□ 국내 공개SW 커뮤니티의 혁신창출 방안
ㅇ 개발자 및 사용자 커뮤니티의 균형 잡힌 발전을 통해 다양한 소스코드의
개발과 매뉴얼 개선으로 인한 진입장벽 완화 등의 공개SW 활성화 추진 필요
- 국내 공개SW 사용자 커뮤니티에서는 공개SW 활용정보공유와 활용방안
논의 등이 있으며 소수(14%)의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소스코드 및 한글
라이브러리 개발, 가이드 등의 매뉴얼 제작 등을 수행
ㅇ 커뮤니티 내부의 편의성을 제고
- 커뮤니티 이용 시 메일링 리스트, 포럼, 버그리포트 등의 항목에 대해 점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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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이를 통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기 위한 목적 중 하나인 내․외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달성
ㅇ 커뮤니티 내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 프로젝트 관련 대응자료 준비와 개발자와 참여자의 소통강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설립 및 원활한 소통으로 버그리포트에 대한 신속대응 등, 개발자와
참여자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해결함이 핵심
ㅇ 실질적 활성화-홍보정책
- 많은 참여자의 개발, 보완 및 소통 등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의 안정적 운영뿐만 아니라 실제 활성화 또한
중요하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소셜 플랫폼이나 컨퍼런스 또는
세미나 등을 통한 효율적이고 우호적인 홍보가 필요

4-2. 공개SW재단
□ 공개SW재단과 영향력[5]
ㅇ 공개SW재단은 각자의 주요 역할인 프로젝트 개발 , 프로젝트 관리,
공개SW 홍보 등으로 구분되며 주요 역할은 아래 [표 2] 참조
- 재단은 공개SW 많은 프로젝트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게끔 공개SW의
공급자들과 협약을 체결하며 그들로부터 직원을 고용하거나 부주의
등으로 인한 협약이나 소송과 관련된 법적 책임에서 공헌자를 보호함
- 재단은 그 외에도 라이선스, 저작권, 특허권에 관련된 법적 틀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 관리 등 분야의 도움을 제공함
- 아파치, 프리 소프트웨어 같은 재단은 그들이 감독하는 프로젝트 또는
일반적 용도를 위한 독자적 공개SW 라이선스를 개발하기도 함
- 대부분의 공개SW 재단은 소프트웨어 저장소, 코드사이닝 인증서 등
기술적인 서비스와 은행 계좌, 프로젝트 멤버십 관리, 언론 공식 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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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비즈니스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

※ 상기 내용들은 모든 재단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님

- 한 가지 프로젝트만을 관리하거나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 호스트로 참여하는 경우,
프로젝트 자체 보단 공개SW의 홍보에 초점을 두는 재단도 존재함
공개SW 재단명

재단 개요
350여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관장하며, 지원 조직과

아파치 재단

법, 재무 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아파치 라이선스

(Apache Software

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있다. 또 재단의 인큐베이

Foundation)

터 프로젝트는 재단 합류를 원하는 프로젝트(코드베
이스)에 진입로 역할을 함.
리눅스 재단은 리눅스의 기반인 리눅스 커널을 후원한다. 그리
고 리눅스는 아주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토대다. 리눅
스 재단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사물인터넷(IoT), 모바

리눅스 재단
(Linux foundation)

일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컨테이너 관련 프로젝
트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젠 프로젝트(Xen Project), 키네틱오
픈스토리지프로젝트(Kinetic Open Storage Project), 코어인프라이
니셔티브(Core Infra Initiative) 같은 대형 협력 프로젝트를 관장
클라우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클라우드

클라우드 파운드리 재단

파운드리 재단에는 EMC, HP, IBM, 인텔, SAP가

(Cloud Foundry Foundation) 공동 참여하며 재단 내에서 서로
소프트웨어 프리

번시

컨저

덤

(Software Freedom
Conservancy)

택 재단

오픈스

(OpenStack Foundation)

프리 소프트웨어 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

고 있다.
오픈소스프로젝트의

긴밀히 협력하

'집' 역할을하면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또
다른 소프트웨어 재단이다. 총 33개 프로젝트를 관장하고 있다. 또
GPL 의무화에 목표를 둔 GPL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Compliance Project)를추진하고있다.
오픈스택 클라우드운영시스템 개발, 배포, 도입프로젝트만 추진하
고있다. 오픈스택 재단은개발자, 사용자, 전체 생태계에 공동사용
리소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퍼블릭 및 프라이빗 오픈스
택 클라우드의 입지를 확대하고, 기술 벤더들이 이 플랫폼을 지원하
도록만들고, 클라우드소프트웨어개발자를지원하기 위해서다.
특정 프로젝트 대신 소프트웨어의 자유에 초점. 재단의 사명은 다음
과 같다. "GNU 운영 시스템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와 도큐멘테이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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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Digital Restrictions Management) 및 소프트웨어 특허 등

이클립스 재단
(Eclipse Foundation)

오픈소스이니셔티브

_

(Open Source Initiave OSI)

컴퓨터사용자의자유에 초래되는 위협에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컴퓨터 사용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다." FSF는 한 가지
중요한소프트웨어프로젝트에관여하고있다. 100% 무료인운영시
스템 구현에 목표를 둔 GNU 프로젝트다. 또 아주 인기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라이선스인GNU GPL을배포하고있다.
2004년설립된이클립스재단은소프트웨어개발, 배포, 관리용소프
트웨어를 개발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가장 잘알려진
프로젝트는 이클립스 개발 환경이다. 이 밖에도 BI(Business
Intelligence), 보고 툴, 사물인터넷등 '성숙 단계'가 다른200여프
로젝트를지원하고있다.
OSI는 특정 프로젝트가아닌 소프트웨어 '운동'을 지원. OSI는 '오
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훈계'와 '대립'을 버리고
실용적이고, 비즈니스 케이스에 근거를 둔 오픈소스를 강조. 현재
OSI는 오픈소스의 장점을 홍보 및 주창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OSI 라이선스 검토와 승인 등 OSD(Open Source

Definition)를관리하고있다.
[표 2] 8개 주요 공개SW재단 개요[5]

□ 국내 공개SW 재단 현황[6]
ㅇ 국내에는 공개SW 관련협회 및 개발자센터 등만 있고 관련 재단은 거의 없었으나
재단 설립준비 위원회가 2016년에 순수 민간단체 ‘오픈소스SW재단’을 출범

※오픈소스SW 공식홈페이지(http://ossfadm.wr01.dhrcenter.com/)에서 확인가능

ㅇ 본 국내 재단의 목적사업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공개SW 컨설팅
사업으로 구분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라이선스 관련 자동화 프로세스 구축
방법의 교육 및 지원을 목표함
- 공개SW 컨설팅 사업은 재단내의 컨설팅 팀이 공개SW와 관련된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함
ㅇ 오픈소스SW재단은 한국이 공개SW 공헌국이 될 수 있도록 아시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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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국제협력을 통한 오픈협력 프로젝트와 인재육성을 위한 개발자 공동체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
ㅇ 대규모 공개SW 재단은 프로젝트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 뿐만 아
니라 커뮤니티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도가 높음
- 해외 재단의 사례로 볼 때 재단의 후원을 받는 커뮤니티는 인기도,
커밋 수 및 컨트리뷰터의 참여도 등 다방면에서 기타 기업단독이나
기업 공동참여의 커뮤니티보다 우위를 점유
- 현재 국내에는 아파치 재단이나 리눅스 재단 같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다양한 프로젝트를 새롭게 인큐베이션 하는 재단이 전무
□ 국내 공개SW 재단의 혁신창출 방안
ㅇ 국내에는 활성화된 재단이 없고 대규모 재단의 설립은 시간 및 비용 면에서
어려우므로 기타 방안 모색이 필요
- 가장 대표적인 공개SW 재단인 아파치 재단과 리눅스 재단은 현재의 성과를
창출하는데 각 19년과 18년이 소요 (각 1999년[10], 2000년에 설립[11])
- 글로벌 재단과 같은 형태의 재단의 신규설립보단 재단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국내의 조직*들 및 현존 재단을
기반으로 양성

회

* 커뮤니티와 NIPA, 오픈소스SW재단, 공개SW진흥재단, 공개SW협 , 공개

량

SW역 프라자 등 유관 공개SW 기관

ㅇ 유사한 형태의 기관이나 조직을 양성하여 신규 프로젝트를 인큐베이팅하고
등록된 프로젝트를 관리 및 지원하는 전문성 향상이 필요
- 재단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전문성과 영향력을 갖춘 기관이라면 충분한
홍보를 통해 국내를 벗어나 글로벌 개발자의 적극 참여도 가능
- 다양한 제도 및 국내․외 전문기업들의 후원 및 기술교류를 통해 기관
양성과 원활한 운영이 보장되면 국내 개발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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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들 또한 국내의 프로젝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을 경우 홍보를 통해 인지도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내 공개SW 자체의 수준을 높이면 참여 개발자의
수준 상향, 국내․외 협력 유도 및 혁신 창출을 기대
□ 시사점
ㅇ 국내 SW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개SW는 필수 요소
- 공개SW의 활성화는 최종적으로 국내SW 생태계에 개방형 혁신의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사료
- 공개SW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인 교육지원, 법적 제도 정책
등 국가적 정책 외에 공개SW커뮤니티 와 공개SW재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신설되고 발전 되어야 할 분야[9]
ㅇ 공개SW의 개방형 혁신은 교육, 제도개선, 개발지원 분야의 개선
외에 커뮤니티와 재단의 활성화를 핵심으로 달성할 수 있음
ㅇ 프로젝트 관리․개발 분야 재단의 설립과 지속적 운영이 어려울 경우 유사한
역할을 하는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재단에 근접한 기대효과를 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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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2018. 8. 6. SW공학기술팀 박성원 책임(goodwons@nipa.kr)
□ 서론

ㅇ 인터넷 컴퓨터 모바일 등
,

,

하드웨어식 일자리가

ㅇ 이에 변화하는

를 활용한 산업이 발전해가면서 그 동안의

SW

로 대체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

SW

산업 및 정책 환경을 알아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전략을 생각해 봄
SW

□ SW산업 발전과 일자리 현황
가.

ㅇ

SW

산업은 무엇인가?
산업은

SW

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관련된 모든 생산적

SW

활동을 의미함

전적 정의 : SW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등과

* 사

관련된 산업을 의미함
** 협의의 정의 :
키지SW(시스 SW,

패

SW개발,
***

템

응용SW)산업과 IT서비스 산업(주문형
컴퓨터 시스템 구축 관리, 자료처리 및 호스팅을

포함하는 SW산업)을 포함
의의 정의 : 협의의 SW산업( 키지SW, IT서비스)에

광

패

됨

임베디드SW, SW유통 등이 포함
[

SW산업 분류 ]

연간보고서 발췌

* 2016 SW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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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ㅇ

SW

산업발전 및 일자리 현황

現

(정책)

정부는 그 간의

▴성장 ▴일자리 창출 ▴격차해소 의 운영방향으로

기반으로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

김대중

정부(8대)

육 본 획

SW산업 성기 계

ㅇ

(시장)

산업 육성 발전 도약 중심사회를

SW

산업 전략을 추진함

SW

역대

노무현

정부

S W산업전략

정부(9대)

이명박

전전략

년 세계시장 점유율

[국내

2.7%

정부( 10대)

16

위이며, 국내

정부( 11대)

SW중
SW

심사회

시장은 약

109

성장함

S W시장규모

및

추이]

위 : 억 달러)

위 : 억 달러)

(단

주요국

박근혜

SW

‘16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

강국 도약전략

SW산업발

[

차

4

S W시장

연간보고서 발췌

* 2016 SW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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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규모

]

2018 SW산업 이슈리포트

ㅇ

(고용)

산업은 취업유발계수 제조업의 약

SW

배로 동일한 금액 투자할 경우

배, 고용유발계수

1.6

산업이 제조업보다 더 많은

1.9

SW

일자리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의미함
[

SW 산업

취업

유발계수(명/ 십억원)

]

[

S W산업

취업

고용계수( 명/십억원)

]

연간보고서 발췌

* 2016 SW산업

다.

ㅇ

SW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이슈사항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새로운

SW

기술 전문 인력이 창출될 수 있으나,

SW

기존의 운영인력과 신기술에 부적응 SW인력에 대한 고용 감소 발생 가능
-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와 직업에서

SW

노동력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함(예
-

※

즉 고숙련(Highest

:

기술이

SW

무인 택배함, 무인 결제시스템 등)

의 근로자의 고용률은 큰 변화가 없지만

Skilled)

단순 반복적이며, 저숙련된 근로자는 감소할 확률이 높다고 봄
년 옥스퍼드 대학의

‘13

미국의 일자리

47%,

Osborne,

M.A.,&Frey, C.B.

독일의 일자리

가

42%

에 의하면 자동화로 인하여

년 이내에 사라지고 특히 중숙련

20

직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20년안에 로봇에 대체될 직업 ]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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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대한민국 인구 현상을 보면 신기술에 적응 가능한 연령에 비해
非적응인력이 높아 일자리 창출에 애로사항이 있음
인터넷 모바일 등 新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세
세 인력이
,

-

SW

전체 인력의

0

~29

미만이며 감소비율은 타 연령별 대비 가장 높음

40%
[

연령별 인구현황(2016〜2017)

]

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간행물등록번호 41000-02400-26-1)

* 2018

[

인터넷 세대별 이용 현황 ]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 2017 인터넷이용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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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산업 발전에 따른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가. 양적 전략

ㅇ
-

산업기술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하여 감소하는 비율

SW

대비 새로운 일자리를 빠르게 창출 추진해야 함
년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직업의 미래(The

‘16

에서는

Future of

보고서

Jobs)’

만 개 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제시함

500

*

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가 생겨 최종

* 700
-

독일의 사례를 보면 27개 분야에서 75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되고 대신 13개
분야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되어 최종 25만 개의 일자리 순증

예 :소매업, 종이/인쇄업/공공 행정 등) / 13개 분야(예: IT서비스, R&D
등)에서 1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증가되어 최종

* 27개 분야(

ㅇ즉

,

SW

산업기술이 고용에 미치는 상충되는 효과(노동 대체

VS

新

산업창출) 중 고용을 증가시키는 신산업 창출 효과의 속도와 타이밍을

제대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직종별 순고용 전망(2015〜2020)

]

위 : 천명 )

( 단

* World Economic Forum(2016)

※ 4차산업혁명시대 좋은 일자리 만들기(2017.08.31.) 내용 인용 및 수정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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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유엔 미래보고서 및 딜리로이트/매일경제신문에서 발표한

▴기존 직업의 고부가치화 ▴직업의
세분화 및 전문화 ▴ 융합형 직업의 증가 ▴ 과학기술기반의 새로운
미래직업을 보면 미래의 직업은

직업탄생 으로 유추할 수 있음

ㅇ즉

,

위의 4가지를 전제조건으로 감소하는 일자리에 대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양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임
[

유엔미래보고서의 미래직업 ]

분야

미래직업

증강현실전문가, 인공지능전문가, 홀로그래피전문가, 양자컴퓨터
전문가, 무인자동차엔지니어, 로봇기술자, 정보보호전문가, 군사
로봇전문가
브레인 퀀트, 대안화폐전문가, 매너컨설턴트, 금융기술전문가,
인재관리자, 오피스프로듀서, 개인 브랜드 매니저, 글로벌 자원
관리자, 인도 전문가, 최공경험관리자(CXO), 창업투자전문가
복제전문가, 생체로봇외과의사, 기억수술외과의사, 장기취급전문가,
유전자상담사, 치매치료사, 임종설계사, 두뇌시뮬레이션전문가
날씨조절관리자, 우주관리인, 에니지수확전문가, 4세대핵발전전문가,
종복원전문가, 극초음속비행기기술자, 환경병컨설턴트, 미세조류
전문가, 탄소배출권거래중개인, 탄소배출점검전문가, 수소연료전지
전문가
나노섬유의료전문가, 미래예술가, 디지털고고학자. 캐릭터MD,
내로캐스터(Narrow caster), 특수효과전문가
미래가이드, 건강관리전문가, 배양육전문가, 결혼및동거강화전문가,
아바타관계관리자, 식료품구매대행, 단순화컨설턴트, 우주여행
가이드, 익스트림스포츠가이드, 세계윤리관리자

봇분야

IT 및 로

융 및 기업분야

금

료 및 복지분야

의

환경 및 에너지분야

문화 및 예술분야
생활 및 여가분야

※ 유엔미래보고서
[

4차산업혁명의 6가지 풀랫폼과 미래직업 ]

플랫폼

간

인

미래신

신산업

세

차 대 바이오,

산업과

미래직업

새로운 식량, 미래형 섬유/패션, 스마트 교육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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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직업

신산업
가정

미래직업

신산업
도시

미래직업

신산업
공장

미래직업

신산업
이동성

미래직업

신산업
첨단소재/기술
미래직업

생체로봇 외과의사, 원격진료코디네이터, 장기취급전문가,
스마트팜구축자, 정밀농업엔지니어, 유전자공학작물재배자,
스마트식품안전관리사, 의류신발3D프린팅전문가, 가상현실
교육전문가, 스마트스쿨사업자
지능형 전자, 미래형 유통/물류, 실감형 콘텐츠
스마트센서개발자, 사물광간스캐너, 인식알고리즘전문가,
사물인턴넷 전문가, 마이크로시스템엔지니어, VR/AR전문가,
스마트 그리드엔지니어, 가정에코컨설턴트, 빅데이터큐레이터,
가상현실 쇼핑/투어사업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행정/법류 스마트 금융, 생활안전
공유경제컨설턴트, 오피스프로듀서, 환경복원전문가, 민간
조사원, 로봇어드바이저전문가, 지능형범죄정보분석가, 블록
체인전문가, 스마트재난대응전문가, 범죄예방환경전문가,
디지털세탁인
스마트 기계, 스마트 엔지니어링, 첨단에너지
착용로봇개발자, 기계언어학자, 인터페이스컨트롤러, 디지털
목수, 제조공학기술자, 양자컴퓨터전문가, 로봇 상담가, 융/
복합 컨설턴트, 4세대 핵발전 전문가, 양자 컴퓨팅전문가
미래형 자동차, 미래형 선박, 첨단 비행
무인자동차엔지니어, 자율주행차사고보상전문가, 크루즈
승무원 해상운송분석가, 예측수리엔지니어, 드론운항관리사,
드론교통관제사, 드론 표준/인증 전문가, 극초음속비행기
기술자, 우주선조종사
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철강, 신석유화학
첨단SW
인공지능전문가, 지능형반도체개발자, 로봇트레이너, 바이오
연료엔지니어, 마이크로디스플레이전문가, 투명디스플레이
기술자, 친환경소재전문가, 스마트스토리지전문가,클라우드
시스템전문가, 인공지능번역기개발자

※ 매일경제신문 & 딜로이트 컨설팅(Deloitte Consulting) 보고서(2017.7월)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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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적 전략

ㅇ

발전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전일제, 파트타임, 기간제
등 시간을 중심으로 운영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SW

ㅇ 회사에 입사하여 정년까지 일방적인 고용체계에서 벗어나 사내
벤처활동, 프리랜서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업무 체계를 유동적
으로 변화시켜는 체계로 구축해야 함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라이프 변화 ]

※ 경제 산업성(일본, 2017)

ㅇ 또한

,

워라벨(Work

를 애기하는 신조어가 나오는

and Life Balance)

것처럼 노동의 중심이 일에서 개인의 삶으로 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위한 대비를 강구해야 할 것임
[

Je n cks

구분

직무/ 직업

et

a l.

( 1988)

특성

고용안정

발전가능성

금전적보상

근무조건

관계

선행연구에서의 고용의 질 구성요인 ]

율
회

C l ark
( 1988)

자 성
권한
사 적 지

위

독립성
위세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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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

Ritter and Anker

(2003)

( 2002)

자

율성

독립성

흥미

위험
훈련 / 승진 기회 미래전망
급여
수입 / 임금
부가급여
근무시간
근무시간
근무여건
작업 난이도
조직환경
인간관계
고용

Bonnet

고용보장

숙련 재생산의 숙련 향상 가능성
보장
승진기회
직무보장
수입/ 임금
수입의 보장
부가급여
작업안전
표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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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은말

ㅇ

년 대한민국은 하루하루 변화되고 있는

2018

SW

산업 환경에 노출

되어 있으며 세계 각국의 발전을 체감하고 있음

ㅇ

년 다보스포럼에서 제시한 4차 산업혁명의 이슈는

2016

산업발전

SW

및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 로봇 인공지능 등 으로 일자리 감소 현상이 있
4

(

,

)

지만 기계 자동화의 산업혁명에서도 새로운 전략으로 극복하였음

ㅇ 새로운 세기를 맞는 지금은 앞서 말했듯이 양적
하면서

ㅇ

/

질적 변화를 통감

산업발전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SW

그 간의 획일화된 노동 시장 환경에서 벗어나

SW

산업 발전 및

개인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파괴적 혁신 전략이 필요할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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