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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SW·ICT총연합회, 2030 디지털 초강국 전략 토론회 개최

■ 개요

  ㅇ (목적) 2030년 디지털(SW/ICT) 산업의 초강국 실현을 위한 25개 협·단체 

연합으로, 대선후보 초청 디지털정책 공약에 대한 진단 및 제안을 위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함

  ㅇ (내용) 디지털 혁신·뉴딜·전환 정책에 대한 글로벌 초월제품 육성·수출, 

디지털 인재 백만 양성, SW 제 가격 보장 예산·계약·발주제도 생태계 

혁신, 산업간 칸막이 혁신, 디지털 신기술(AI, 메타버스, 데이터, 

스마트서비스, 인플루언스, NFT, 클라우드 등) 과제·시장 확대, 중소기업 

지원정책 강화, 수요·성과기반 전주기 R&D 혁신,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 

교육·규제혁신 등을 진단하고 제안함

■ 2030 디지털(SW/ICT) 초강국 전략 요약

  ㅇ 글로벌 디지털 초월제품(기술, 서비스, 플랫폼) 수출 1,000억 달러
 

    - 분업화·전문화 시대 수시 R&D-판로-수출 전주기 밸류체계 연결구축 

 

    - 수출국가 발주처·현지기업 연결지원, 범부처 협동 국가적 수출 지원

  ㅇ 글로벌 디지털 초월제품 10만 개 육성

    - SW/ICT제품(패키지/상용) 구매형 확대(개발인력 투입 맞춤형 공급방식 개발 최소화)

    - 국산 우수 SW/ICT제품 End2End 제품종합정보(기업-제품-인증-평가-발주-전문가 등)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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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디지털(상용SW/ICT) 인증제품 분리발주 활성화로 제가격 구매

   - 상용SW 분리발주 회피 조항인 「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8조3항 

구매대상 상용SW 제외사유 적용 품목비율 100분 50 미만시 서식제출 대체 조항 삭제

   - 분리 직접구매 제외사유(비용상승, 현저지연, 현저 비효율적)인 「국가계약법·지자체 

계약법」제84조2항 삭제

  ㅇ 디지털제품 유지보수사업 분리 수의계약 제도 도입 

   - 하자포함 무상유지보수기간 1~2년 폐지 및 유지보수 분리수의 계약(통합발주 폐지) 도입 

  ㅇ SW/ICT 가치보장 생태계 혁신 

   - SW진흥법, 국가계약법 등 가치보장 법·제도혁신 및 SW/ICT 노임 사업 대가 50% 인상으로 

SW산업 선진화

   - SW원격지개발(재택, 사업장, 특정장소 등) 도급자 자율제안 사업관리, 운영정책, 제도, 

실증 보급 및 상용SW 최저가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폐지

   - SW개발 툴 기반 신개발방법론(예산, 설계, 개발, 감리, 산출물 등) 체계 마련 / 보급

  ㅇ 디지털 뉴딜·혁신·전환 시장 2배 확대 지속 추진 

   - AI·데이터·클라우드·IoT 등 신기술 적용사업 2배 확대

   - 디지털전환 기술 신문고 제도 마련 및 디지털 SOC+문화+지능정부 융합으로 스마트강국 실현

  ㅇ AI데이터기업 100개 육성

   - AI제품(기술, 서비스, 플랫폼) 세계화 및 AI원천기술연구 투자

   - AI학습데이터 구축 지속 및 융합 AI데이터 구축 지원

   - AI플랫폼 활용기업 세제 혜택 공급-수요 바우처사업 확대 지원 및 기술 반영 제품 

성능강화 사업 지원 

   - SW/AI/데이터/콘텐츠 지재권 보장 및 활용 체계 강화

  ㅇ 마이데이터플랫폼, 마이데이터·빅데이터 중계센터 1000개 육성

   - 의료, 금융, 통신, 생활, 행정 등 고령화/비대면시대 원격 의료, 진료 허용, 의약품 배달 등 

의료법, 약사법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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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메타버스·인플루언스·NFT 플랫폼 100개 육성

   - AI음악(싱어, 작곡, 창작), AI예술, 가상공연, AI프로듀싱, 플랫폼 등 기술 육성

   - 디지털+문화예술, 디지털+SOC, 디지털+의료, 디지털+산업 융합 강화

  ㅇ 스마트서비스 플랫폼 시장 지자체 지속 확대 

   - 스마트 의료, 진료 등 스마트 시티 구축

  ㅇ 기업/실습주도 디지털인재 백만 인재 양성 

   - 초중등 과목 융합 등 SW시수 160시간 확대, SW+과학 등 융합/실습 교육 강화

   - 대학교 전공자 심화 교육 지원, 비전공자 전환교육 20%, 재직자, 질적 심화 교육 강화

  ㅇ 중소 SW/ICT산업 초월기업 육성  

   - 중소 SW/ICT기업 현역 병역특례복무제도 개선 및 상용제품(기술/서비스) 산업 명품·명인 도입

   - SW/ICT 중소기업 상속세·취득세·증여세, 고용 세율 감면 확대 및 이행보증, 선급보증, 

하자보증 등 보증수수료 인하, 공정지급 무보증제도 도입

  ㅇ 부총리제 디지털혁신전략부 신설

   - 스마티서비스(시티, 교통, 건설, 자율차관제, 빌딩, 의료, 공장, 제조 등) 정책, 사업 주도

   - 범국가적 디지털 뉴딜·혁신·전환 신기술 R&D, 시장·사업발굴, 신성장 주도

  ㅇ 한국SW/ICT총연합회 법정단체 승격 초월제품

   - 초월 SW/ICT 제품 육성정책(발굴, 판로매칭, 홍보) 추진   

   - SW/ICT 제품 분리발주 정책, 분리발주 대상심의 의뢰 제도 신설 운영

   - 도급-하도급간, 발주자-도급간 SW분쟁조정위 신설 운영 

■ 의의와 시사점

  ㅇ SW / ICT 분야 산업 현안에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요구되는 사안들에 대해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나아가 국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음

  ㅇ 변화 속도는 빠르고 변화폭은 큰 4차 산업혁명의 특성상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이 SW / ICT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

  ㅇ 산업계와 정치계 간 공감대를 지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대규모 지원이 시급한 

분야, 소외 분야,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보완이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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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과기부, 2022년도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 개최

■ 배경

  ㅇ 올해로 추진 3년차를 맞는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 혁신 프로젝트

  ㅇ 정부는 올해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핵심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 산업 분야와 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2022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1.26)」을 마련한 바 있으며, 국비 9조원을 투자할 계획

■ 디지털 뉴딜 사업 개요

  ㅇ 디지털 뉴딜 사업은 ➀ 데이터 댐, ➁ 5세대(5G)‧인공지능 융합, ➂ 비대면 인프라

/초연결 신산업, ➃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의 4개 분야로 분류되어 진행

될 계획

  ㅇ 세션1: 데이터 댐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성능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추가 구축

   - (데이터 바우처 지원)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데이터 구매·가공 바처우 2,680건 지원

   - (5세대(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5세대(5G) 융합서비스 모델 발굴‧적용(매년 

5개 이상) 및 기반기술 확산 등을 통해 5세대(5G) 산업 생태계 조성

   -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현장·대면 중심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비대면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구축(’22년 2개 광역지자체)

   -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연구개발) 제조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인공지능 

공동활용모델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

  ㅇ 세션2: 5세대(5G)·인공지능 융합

   -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 사업) 자율주행자동차 제작, 인프라 및 관제서버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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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조기 사업화 비용 지원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완전 자율주행차(Lv4)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및 생태계 조성

   - (5세대(5G) 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 플랫폼) 국내 유일 자율주행차 관련 중소·중견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 지원이 가능한 개방형 도심지 연구지역 조성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운항자율+기관자동화)을 개발하고 체계적 

실증을 통한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 (스마트항만-자율운항선박 연계) 자율운항선박이 항만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입·출항할 

수 있도록 육상과 연계되는 자동화·지능화 시스템 개발

   -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혁신 등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신규 최대 6천만원, 고도화 최대 1억원)

  ㅇ 세션3: 비대면 인프라 / 초연결신산업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운영) K-MOOC 온라인 콘텐츠 개발‧제공 및 차세대 K-MOOC 

플랫폼 구축

   - (매치업 운영) 매치업 교육과정 신규분야 선정 및 교육과정 개발‧제공

   - (블록체인 시범 확산 사업) 공공·민간분야 서비스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기술을 선도적용 

하는 시범·확산사업 추진

   -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블록체인 기술 기반 

대국민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될 수 있는 개발환경 구축, 기업 성장 프로그램 마련‧지원

   -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및 통합플랫폼 운영

  ㅇ 세션4: SOC 디지털화

   - (5세대(5G)기반 디지털 트윈 공동선도) 디지털 트윈 등 新기술을 기반으로 한 주요 

공공시설물 및 제조기업의 생산성‧안전관리 실증지원을 통해 관련기업의 비즈니스 기회와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선도적 수요 창출

   - (스마트 챌린지) 민간기업․대학 및 지자체 제안 공모를 실시, 혁신기술 발굴을 통해 

도출된 솔루션을 도시공간에 접목하여 기존도시의 스마트化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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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국가 연구개발개발‧실증 중인 데이터허브 도시 보급을 통해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 스마트화 추진

   - (통합관제센터) 산단 내 위험물, 환경오염, 교통관리를 위해 IoT, 지능형 CCTV, 유관기관 

데이터 연계·활용한 시스템 운영

   - (스마트물류플랫폼)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산업단지 SOC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물류 최적화 및 입주기업 물류비용 절감효과 제고

■ 의의와 시사점

  ㅇ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향후 5년간의 디지털 혁신이 대한민국 경제의 

50년을 좌우하게 될 것

  ㅇ 범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역량 집중 및 정부-민간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속에

서 디지털 뉴딜을 발전시키는 전략

  ㅇ 기존의 산업 전환이 Top-Down 형식의 정부 주도로 진행된 것과 달리 디지털 

전환은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비롯되는 Bottom-Up 형식의 전환을 갖추어야 

실효성을 갖는다는 것이 특징

  ㅇ 정부의 시책은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과 이를 통한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패는 국민과 기업, 지자체의 참여와 관심, 자체 변화 

노력에 달려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참고자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년 과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 <2022. 3. 3.>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99835&bcIdx=24224&parentSeq=24224

- 주요 언론 보도자료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02_0001778066&cID=13003&pID=13100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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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월 1회(매 10일) 제공
미국 저작권청,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의 저작권 등록 신청 거절

■ 개요

  ㅇ 2022년 2월 14일, 미국 저작권청 심사위원회(The Review Board of the U.S. Copy

-right Office)는 스테판 텔러(Steven Thaler) 박사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창작한 

그림의 저작권 등록 요청에 대하여 거절 판단함

   - 미국의 스테판 탈러 박사는 ‘Creativity Machine’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동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자의 관여 없이 스스로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2차원 이미지 그림을 창작함

[그림]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Creativity Machine)

■ 주요내용

  1. 행정 기록

  ㅇ 2018년 11월 3일, 스테판 탈러 박사(이하 청구인)는 상기 작품에 대하여 저작자는 

“Creativity Machine”, 청구인은 ‘기계의 소유자’로 기재하여 저작권 청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함

   - 청구인은 상기 작품이 기계에 의해서 실행되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독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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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졌다고 기재하였고, 컴퓨터로 만든 작품을 기계 소유자의 업무상 저작물로 등록을 

청구함

   - 2019년 8월 12일,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 청구 등록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인간에 

의한 창작물’이라는 점이 결여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저작권 청구 등록을 거절함

   - 청구인은 거절 결정에 대하여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은 위헌이며, 법령이나 판례에 

의거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등록 거절에 대해 2019년 9월 23일, 1차 재심을 

요청하였고, 2020년 5월 27일, 2차 재심을 요청함

  2. 사건의 쟁점

  ㅇ (인간에 의한 창작물) 인간에 의한 창작물이라는 요건의 위헌 여부법령과 판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ㅇ (업무상 저작물)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컴퓨터 제작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금지하는 구속력 있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ㅇ (공공 정책적 주장) 청구인은 기계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승인한다면 헌법 및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 및 저작권 보호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함

  3. 심사위원회의 판단

  ㅇ (1차 재심) 2020년 3월 30일,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등록 거절 

결정에 대한 1차 재심 요청을 거절함

   - 심사위원회는 미국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가 저작물이 인간에 의해 창작된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의 법적·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해석하고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 청구 

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인간에 의한 창작물’이라는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함

  ㅇ (2차 재심) 2022년 2월 14일,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등록 거절 

결정에 대한 2차 재심 요청을 거절함

   - (인공지능의 창작물 여부) 원칙적으로 미국 저작권청은 청구인의 자료에 따라 인간의 

창의적 기여 없이 인공지능에 의해 자체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저작권법*은 인간 정신의 창조적 힘으로 만들어진 지적 노동의 결실만을 보호함

＊ COMPENDIUM (THIRD) § 306 (quoting Trade-Mark Cases, 100 U.S. 82, 94 (1879);

COMPENDIUM (THIRD) § 313.2 저작물은 반드시 사람에 의해 창작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창의적인 노력이나 개입 없이, 기계 또는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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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과정에 의해 생산된” 저작물은 등록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을 비롯한 저작권법을 해석하는 법원들은 일률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인간에 의한 창작물로 제한하며, 저작자를 인간이라고 표현함

＊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영국 사법기관에서 저작자를 제작된 사진의

원인이자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아이디어를 작품에 반영하는 사람으로 정의한 것을

교훈적인 결정으로 언급)

   - (하급심 판례) 인간이 아닌 영적 존재가 쓴 단어가 담긴 책은 ‘계시에 인간의 선별과 

배열’이 있어야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 모든 인류를 언급하며 원숭이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례**, 정원의 형태와 외관은 대부분 

자연의 힘에 기인하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정원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절한 판례***

＊ Urantia Found. v. Kristen Maaherra, 114 F.3d 955, 957–59 (9th Cir. 1997)

＊＊ Naruto v. Slater, 888 F.3d 418, 426 (9th Cir. 2018)

＊＊＊ Kelley v. Chicago Park Dist., 635 F.3d 290, 304 (7th Cir. 2011)

   - (미국 저작권청 부속서) 미국 저작권청의 실무 매뉴얼(부속서)은 오랫동안 ‘인간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권 등록 요건으로 의무화

   - (미국 특허청 보고서) 미국 특허청이 최근 자연인의 개입 없이 AI 알고리즘이나 

프로세스에 의해 생산된 창작물이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의견이 현행법은 인간이 아닌 것을 저작자로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은 법으로 남아야 한다는 견해로 조사됨

＊ PUBLIC VIEW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POLICY(2020)

   - (업무상 저작물 여부) 업무상 저작물은 ‘직원’이 작성하거나, 서면에 해당 저작물이 

업무를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동의하는 1인 이상의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구속력 있는 법적 계약(근로 또는 고용계약)이 필요하므로, 청구인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법적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저작자의 창작물’도 아니고 ‘업무’로 만들어진 

저작물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음

■ 시사점

  ㅇ 청구인 스티븐 탈러는 인공지능의 발명에도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특허청(USPTO)은 ‘사람만 특허의 발명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한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는 스티븐 탈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공지능이 만든 

조명과 식품 용기의 특허를 인정한 사례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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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부정 지령 전자적 기록에 관한 죄의 성립 요건 중 부정성에 대해 애매함은 

남지만, 종래보다 범위를 한정하는 형태로 판단 기준을 나타낸 것과 반의도성과 

부정성 중에서 종래에는 반의도성을 중시하는 판단에서 부정성을 중시하는 

판단으로 전환된 판례임

  ㅇ 유럽의 경우 2017년 ‘로봇시민권 권고안’ 통과, ‘전자인간’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과하고 AI를 독립된 의사결정 주체로 보고 AI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등 법 제정을 추진 중

  ㅇ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저작권법상 ‘인간의 창작물’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개정 추진 및 AI를 활용한 지식재산의 법적 

보호 여부 및 권리의 귀속 문제, 메타버스 등 가상 환경 속 창작물의 지식재산 

문제 등을 논의 중

  ㅇ 하지만 기술적인 발전을 보면 강한 인공지능의 개념이 현실화되지 않은 이상 

인공지능 시스템에는 인간의 개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공지능 순수 창작물을 

아직 존재한다고 보기에 어려우며, 법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사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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