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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Think Tank * 미션 

산업과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정책 개발 * 비전 

* 전략 방향성 

* 핵심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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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상시 채용 中입니다.  

많은 분 추천 바랍니다. 



ㆍSPRi Forum – SW 산업 활성화  

• “ SW 산업 활성화 ” 취지 

 SW산업의 문제점 및 대책 논의 

 우리나라 SW산업이 나아갈 방향 모색 

 각계 SW전문가 및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SW정책에 반영 

• 토론주제  (총10회 진행) - 매월 4째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SPRi Forum 개최 

① SW분야 글로벌기업이 나올 수 있는 국내 SW기업 육성방안  

② 공공정보화 사업의 제도 혁신 방안 (4월22일  /  NIPA 이진휘 팀장 발표 예정)  

③ 중소 SW기업 지속성장방안 – 공공부문 중소SW활용 활성화 중심으로 

④ 중소 SW기업 경쟁력 확보방안 – 중소기업 성장기회 한계점 개선 중심으로 

⑤ SW활용 기존사업 경쟁력 제고 및 SW내수 활성화 방안 

⑥ SW창업 활성화 방안 

⑦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조성방안 

⑧ SW의 구매품 인식 제고방안 –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SW가 공짜라는 인식 개선방안 

⑨ 국가R&D과제의 SW경쟁력 향상 활용 방안 

⑩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및 창의력 제고 방안 

Global 

Domestic 

핵심 역량 



ㆍSPRi Forum – SW 산업 활성화  

• 논의 안건 Ⅰ 

 세계 200대 SW기업 중 국내 SW기업 全無 및 영세 

– 국내 SW기업의 82.6% 이상 매출액 50억원 미만 (’11년 기준) 

   * IT서비스 부문 70%, 패키지SW부문 30% (2012소프트웨어산업 연간보고서) 

– SW 인력 기술경쟁력 취약 → 시장(매출) 창출력 부족 → 글로벌 인지도 부재 및 성장 불가능 

국내에서도 MS, 구글 같은,  

SW분야의 글로벌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국내 SW기업의 육성방안은? 

 Future star SW기업 프로젝트 (Global SW 50) 발굴 지원 

– 기술확보, 인력확보, 시장개척, 자금지원 등 맞춤형 지원 

– 기업 전문화·대형화 지원방안 

• 대책은 ? 



ㆍSPRi Forum – SW 산업 활성화  

• 논의 안건 Ⅱ 

 SW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수출 비중이 낮음 

 

 

 

 

– 내수지향형 SW사업 위주 → 기업의 글로벌 진출 관심저조 → 체계적 글로벌 진출지원 부족 

 글로벌 산업 지원체계로 개편 

– 전자정부 수출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개도국 중점의 수출지원 

– 수출 금융 제도 개선 

• 대책은 ? 

년도 생산 
(단위: 억달러) 

수출 
(단위: 억달러) 

생산대비 수출비중 

’09 244.2 10.2 4.2 % 

’12 296.2 22.4 7.6 % 

* ’12년 ICT산업의 생산대비 수출 비중: 5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