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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과기부, 21년 공공SW사업 5대 중점분야 우수기관·점검 결과 발표

■ 개요

  ㅇ 2022년 5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부’)에서 

국가기관 등의 2021년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5대 중점분야* 우수기관과 

점검 결과**를 공개함

＊ 상용SW 직접구매, 적기발주, 원격지 개발, 상용SW 유지관리대가, 과업심의

＊＊ 1,599개 국가기관 등(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이 발주한 2,937개 공공SW사업 대상

  ㅇ (목적) 과기부는 SW사업 공정계약과 제값받기 실현으로 SW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SW사업 5대 중점분야의 실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률이 높은 10개 우수기관을 선정함

■ 주요내용

  ㅇ (상용SW 직접구매) 상용SW 통합 발주로 인한 SW단가 인하를 방지하여 

상용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용SW 직접구매(분리발주)’ 

실시율은 44.8%로 집계

    - 상용SW 직접구매 대상인 3억 원 이상 SW 사업(864개)의 제안요청서를 조사한 결과, 

국가기관 등은 직접구매 대상 5,466개 상용SW 중 2,447개 SW를 직접 구매함

  ㅇ (적기발주) 공공SW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보장을 우한 ‘적기(계획한 달의 

다음 달 이내)발주’ 이행률은 39.5%로 집계

    - 발주기관이 적기발주시스템에 입력한 사업계획과 입찰공고 실적을 점검한 결과, 2021년 

1억원 이상 SW개발사업 628개 중 당초 사업계획 대비 적기에 발주한 사업은 248개로 



Issue & Trend Report 

2

조사됨*

＊ 금번 점검 시, 점검 시스템 기준을 ’적기발주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입찰공고 실적이

중복조사 되는 문제를 해결

  ㅇ (원격지 개발) 사업자가 제시한 장소에서 공공SW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SW산업의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순수 ‘원격지 개발’ 

실시율은 22.1%*로 집계

＊ 실시율 22.1%의 원격지 기준은 ‘수주기업 사무실만’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기준을

‘수주기업 사무실’ 및 ‘발주기관 내외부(병행)’까지로 확대한다면 40.6%임

    - 수주 기업이 사업자실적신고시스템에 입력한 사업실적의 원격지 개발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21년 1,216개 SW개발사업 중 269개 사업이 원격지 개발을 실시한 것으로 점검

  ㅇ (상용SW 유지관리대가) 상용SW 적정 가치 인정을 위한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은 평균 11.2%로 집계

    - 2022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서 상용SW 유지관리 요율을 표시*한 예산 사업은 393개 

사업으로, 이 중 15% 이상을 적용한 사업은 42개(10.7%) 사업으로 집계

＊ 2022년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과 과기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작성지침」 개정에 따라 공공SW사업에서 유지관리요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향후 상용SW유지관리요율 표시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ㅇ (과업심의) 공정한 과업변경을 위해 과업범위 확정·변경 시 개최하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률은 79.2%로 집계

    - 이번 과업심의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2020년 12월) 시, 의무화된 

것으로, 2021년 SW사업을 발주한 1,021개 기관에 대해 기관 내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여부를 표본 설문 조사하였고, 809개 기관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

[표 1] 2021년 공공SW사업 5대 중점분야 점검 결과

분야 관리지표 점검 방법 점검 결과

상용SW 
직접구매

상용SW 직접구매 
실시율

 • 2021년 3억원 이상 SW사업의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품목 수 대비 실제 직접구매를 계획한 SW 품목 수

44.8%
(2,477/5,466개 품목)

적기발주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
 • 2021년 1억원 이상 SW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대비 

적기(계획+1월 이내) 입찰공고 실적
39.5%

(248/628개 사업)

원격지 개발 원격개발 실시율
 • 2021년 SW사업의 원격지(수주기업 사무실) 개발 

실시율
22.1%

(269/1,216개 사업)

상용SW 
유지관리대가

평균 상용SW 
유지관리요율

 • 2022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상 명시된 상용SW 
유지관리요율 평균

11.2%
(545개 품목 평균)

과업심의
과업심의위원회 

구성률
 • 2021년 SW사업을 추진한 기관의 과업심의위원회 

구성률
79.2%

(809/1,021개 기관)



Issue & Trend Report 

3

■ 공공SW사업 5대 중점분야 우수기관 선정

  ㅇ (선정방법) 중점 점검 분야* 실시율 상위 10%에 포함된 횟수가 많은 

기관을 선정

＊ 2021년도 과업심의 점검은 2022년부터 적용 중인 점검기준 개선안(사업별 과업심의

위원회 개최 여부)이 미적용 돼 우수기관 선정 기준에서는 제외

  ㅇ (선정결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3개 분야에서 상위10%에 해당됐으며, 

새만금개발청 등 9개 기관이 2개 분야에서 상위10%에 해당

    - 이 중 최우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21년 SW사업의 적기발주와 원격지 개발 

이행률 모두 100%를 달성하였고 상용SW 유지관리요율도 평균 15%를 지급함

    - 이와 함께 우수기관으로는 새만금개발청, 여성가족부, 창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조폐공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선정됨

  ㅇ (향후계획) 동 조사를 통해 공공SW 시장의 실질적인 제도이행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독려하고 

실행력 강화를 위해 발주기관 및 SW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힘

[표 2] 2021년 공공SW사업 5대 중점분야 최우수기관 및 우수기관

구분 기관명
상위분야 

수

상위 10% 해당 분야 실시율

직접구매 적기발주 원격지 개발 유지관리대가

최우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100% 100% 15%

우수
(가나다 순)

새만금개발청 2 100% 100%

여성가족부 2 100% 15%

창업진흥원 2 100% 100%

한국가스안전공사 2 100% 100%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 100% 10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100% 100%

한국조폐공사 2 100% 1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 100% 100%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2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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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ㅇ (점검결과 평가) 전체적으로 크게 미흡한 결과로 조사됨

    - 특히 5개 분야 중 SW산업의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원격지 개발’ 순수 

실시율은 22.1%로, 우수기관 10개 중 5개 기관이 100%를 달성한 것에 대한 괴리가 큼

    - 상용SW의 적정 가치 인정을 위한 유지관리대가에 대해서도 지켜야 할 지침(12~20%)의 

최저치(12%)보다 낮은 평균 11.2%로 조사되었으며, 최고치도 상위 10% 우수기관에서도 

15%가 최고로 나타남

    - 국산 상용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용SW 직접구매’ 실시율은 44.8%, 

공공SW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보장을 위한 적기발주(계획한 달의 다음 달 이내) 

이행률은 39.5%에 그침

    - SW 구축시 제값을 주기 위해 과업변경시 개최하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률은 79.2%로 

나타났지만, 실제 과업 변경시 추가 예산을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미발표

  ㅇ SW기업의 채산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지표이며, SW강국을 달성하려면 

먼저 SW 기업의 경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 

지표의 현장 안착 및 실행력 강화가 필수 조건임

참고자료

- 과기부, ’21년도 공공소프트웨어사업 5대 중점분야 우수기관 및 점검결과 발표 <2022. 5. 19.>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2&bbsSeqNo=94&nttS

eqNo=3181702&searchOpt=ALL&searchTxt=

- 주요 언론 보도자료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911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5/19/2022051901012.html

https://zdnet.co.kr/view/?no=202205191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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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NIA, 인공지능의 경제적 영향 측정 방법론 사례 및 시사점

■ 개요

  ㅇ 동 보고서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한 

연구의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AI가 경제적 가치를 발생시키는 경로를 

파악하고, AI의 경제적 영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ㅇ (배경) McKinsey Global Institute(2018)는 AI의 세계 경제 영향력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AI가 전세계적으로 약 13조억 달러, 연간 1.

2%의 GDP 상승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분석함

    - AI에 대한 미래 전망을 그리는 보고서, 신문기사, 정책자료 등에서는 계속해서 13조 억 

달러를 AI의 경제적잠재력을 대표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나, 해당 수치를 도출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

    - 동 보고서는 앞서 언급한 McKinsey Global Institute의 보고서를 포함하여 AI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12개)에서 차용한 방법론의 사례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ㅇ (목적) AI 확산에 따른 경제 전망 또는 영향 분석 결과가 아닌 방법론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됨

    - (영향 발생 경로 파악) AI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물의 방법론은 AI가 범용 

기술로서 어떠한 경로를 거쳐영향을 발생시키는지 기존 이론 및 연구를 토대로 제시

    - (정책 개입 지점 발굴) AI의 영향이 발생하는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영향의 확대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개입이 가능한지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 가능

■ 주요내용

 1. 분석대상

  ㅇ (분석대상 특성)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12개의 연구물은 분석대상 수준, 

접근방식, 데이터 형식에 있어서 다음의 특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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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준) 크게 글로벌·국가 수준, 산업 수준, 기업 수준으로 분류되며,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 주로 거시경제 관점에서 글로벌·국가 수준의 분석을 하지만, 학술 논문은 

미시경제 관점에서 산업·기업 수준의 분석 경향을 보임

    - (접근방식) 경제적 영향의 항목을 세분화하여 추정한 뒤 합산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과, 세분화 없이 계량경제학적으로 글로벌·국가 단위 영향을 분석하는 하향식

(top-down) 접근방식으로 나뉨

    - (데이터 형식) 연구 목적 및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GDP, 투자액, 매출 등 실물경제를 

반영하는 하드 데이터와 기업 관계자 및 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소프트 데이터로 나뉨

  ㅇ (보고서 구성) 이하의 보고서에서는 글로벌·국가, 산업, 조직 등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AI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연구물의 사례를 제시하고 

향후 AI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 제시

    - AI의 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는 현재 탐색적으로만 시도되고 있어, 사례 소개 부분에서는 

방법론의 엄밀성보다는 가정, 접근방식, 데이터 수집 방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춤

 2. 글로벌·국가 수준 영향 분석 사례

[표 1] 글로벌 영향 1

구분 내용
출처  • Chen 외. (2016). Global Economic Impacts Associat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분석 
배경

 • AI의 개발, 도입,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AI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부재

분석 
내용

 • 향후 10년(16~25년) AI의 경제적 효과를 상향식(bottom-up) 및 하향식(top-down) 관점에서 예측

분석 
방법

 • 상향식 분석 – 투자금 분석
  - AI에 대한 민간 R&D 투자 및 벤처 캐피털 투자를 경제적 효과로 환산
  - 16개 OECD 국가의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민간 R&D 투자, 공공 R&D 투자, 벤처 캐피털 투자 1달러당 

1년 후 각각 1.99달러, 2.69달러, 3.33달러의 경제적 성과가 발생함을 확인
 • 하향식 분석 – 벤치마크 분석
  - IT 전반, 광대역 인터넷, 휴대폰, 산업용 로봇 등 AI와 유사한 속성을 갖는 4대 기술적 혁신을 벤치마크로 

선정하고, 해당 기술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일차적으로 AI의 경제적 효과를 추산

주요 
결과

 • (상향식 분석) 민간 R&D 투자와 벤처 캐피털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총합을 토대로, 359.6백만 
달러(보수적 예측치)~773.2백만 달러(긍정적 예측치)의 예상 경제효과 제시

 • (하향식 분석) 벤치마크로 활용한 4대 기술적 혁신 중 AI와 유사성이 높은 광대역 인터넷, 휴대폰, 
산업용 로봇과의 비교를 토대로, 1.49조 달러~2.95달러의 예상 경제효과 제시

 • (종합) 상향식 분석은 보유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협소한 수준에서 AI의 경제효과를 예측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향식 분석에 따른 결과를 향후 10년간 최종적인 AI의 예상 경제효과로 제시

 • AI의 확산 정도는 경제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향후 확산 속도·범위에 따라 효과 변화 

[표 2] 글로벌 영향 2

구분 내용
출처  • McKinsey Global Institute. Bughin 외. (2018). Notes from the AI Frontier.
분석 
배경

 • AI의 경제적 효과 및 기업, 노동 시장, 시장 전반에 갖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접근방식 부족

분석 
내용

 • 미시경제 데이터 및 거시경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AI가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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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

 • 총 7단계를 거쳐 AI의 경제적 효과 예측
  - (1단계 : 관련 데이터 수집·통합) McKinsey에서 실시한 기업 대상 설문, 직업별 자동화 가능성 연구 

등 AI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미시경제 데이터와 UN, OECD, 세계은행 등의 거시경제 데이터 확보
  - (2단계 : AI 도입 모델 개발) 수집된 데이터 중 AI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미시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의 AI 투자 결정 및 혁신의 확산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연결하여 기업의 AI 도입 모델 개발
  - (3단계 : 총 GDP 영향 시뮬레이션) 수집된 데이터 중 거시경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AI에 의해 영향받는 

7개 요소*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고 총 GDP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확장, 대체, 혁신, 국제적 교류, 부의 창출·재투자, 전환 및 이행 비용, 부정적 외부효과
  - (4단계 : 순 GDP 영향 시뮬레이션) AI의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전환 비용, 노동 대체 비용, 교육 

비용, 소비 감소 등의 비용 및 부정적 외부효과를 포함하여 순 GDP에 미치는 영향 분석
  - (5단계 : 노동시장 영향 시뮬레이션) 다양한 노동 역량 및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AI의 경제적 영향이 

노동시장과 갖는 연관성 시뮬레이션
  - (6단계 : 국가별 영향 모델링) 세계 평균을 토대로 기초 모델을 확립한 후, 국가의 혁신 역량, 디지털 

인프라, 자동화 잠재력, 해외 투자, 실업 급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AI의 영향 분석
  - (7단계 : 민감도 분석) 주요 변인에 의한 영향력 수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 실시

주요 
결과

 • 2030년까지 AI 도입(adoption) 기업은 약 70%, 완전 흡수(full absorption) 기업은 50% 이하로 전망
 • 평균 속도로 도입 가정 시, 2030년까지 전 세계 약 13조 달러, 연간 1.2%의 GDP 상승효과 발생

[표 3] 글로벌 영향 3

구분 내용
출처  • PwC. Gillham 외. (2018). The Macroeconomic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분석 
배경

 • 주로 노동 대체 및 생산성 향상울 초점으로 AI 영향을 분석함에 따라, 소비 측면에서의 분석 부족

분석 
내용

 • 생산성 향상 및 제품 향상 등 두 측면을 토대로 2017~ 2030년 AI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분석 
방법

주요 
결과

 •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5.7조 달러, 14%의 GDP 상승효과, S자 모양의 영향 발생이 예상됨
  - AI 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제품 향상이 GDP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55%와 45%로 추정
  -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AI 도입 정도 및 소비 수요가 늘어나면서 제품 향상에 따른 영향력도 커짐
  - 북미와 중국의 영향이 약 10.7조 달러, GDP 상승효과 중 약 40.6%를 차지하는 등 지역 격차 큼

[표 4] 국가적 영향

구분 내용
출처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0). Impacts of AI on Thailand’s Economy and Society.
분석 
배경

 • AI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여, 기회의 최대화와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 개입 필요

분석 
내용

 • AI 관련 정책의 도입 방향에 따른 태국의 미래 경제 시나리오 분석, 기회의 최대화를 위한 정책 제언

분석 
방법

 • 베이스라인 vs. 시나리오 비교
  - (베이스라인) 2035년까지 태국 경제가 연평균 2.6%의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을 가정하고 GDP 성장률, 

주요산업별 GDP 기여도, 상근근로자 비율 산출
  - (시나리오) 산업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입 정도를 축으로 3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2035년까지의 GDP 성장률, 주요 산업별 GDP 기여 정도, 상근근로자 비율 산출
  - (비교분석) 베이스라인 모델링에 따른 산출 결과와 시나리오 모델링에 따른 3개의 산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AI 도입에 따른 기회의 최대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 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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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 수준 영향 분석 사례

주요 
결과

 • 시나리오 1
  - (GDP) 항공, 전자, 의료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아시아 지역과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태국 산업의 

점유율을 높이며, 베이스라인보다 0.6% 높은 연간 3.2%의 GDP 성장률을 예측
  - (산업) 법인세·수입 관세 등 규제 완화와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려는 다국적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고부가가치 산업 확대, AI 기반 자동화 기술 도입, 최고 수준의 해외 인재 유입 전망
  - (근로자) AI 기반 자동화 기술 도입과 해외 인재 유입으로 인해 상근근로자 비율이 감소하며, 규제 

완화로 인한 세수 감소로 초·중·고등 교육에서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불충분
 • 시나리오 2
  - (GDP) 산업 경쟁력 약화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이웃 국가가 우위를 차지하고,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가진 다국적 기업의 유치가 어려워져 기술 경쟁에서 도태되면서 베이스라인과 비교해 GDP 
성장률도 감소

  - (산업) 정부가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확대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네트워크 인프라 등이 강화, 기술 기반을 토대로 관광과 돌봄 등의 서비스 분야 동반 성장

  - (근로자) 소위 21세기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AI 기반 공공의 매칭 시스템을 통해 
고용주와 구직자 간 수요‐공급 균형을 향상시킴으로써 상근근로자의 비율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

 • 시나리오 3
  - (GDP) 다양한 산업의 고른 성장을 위해 항공·전자·자동차 등의 제조업은 물론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디지털 기술 분야 투자 강화로써 베이스라인보다 1.9% 높은 연간 4.5%의 GDP 성장률을 예측
  - (산업)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 역량을 갖춘 인력, 스타트업 생태계의 다양성에 힘입어 전자상거래, 

호스피탈리티, 관광 등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 베이스라인보다 3% 높은 59%의 GDP 기여도를 보임
  - (근로자) AI 활용 확산으로 기존의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우나, 초·중·고등교육 및 직업전환 훈련에 

대한 투자 강화로 이민자에 대한 의존 없이 내부적으로 역량을 갖춘 인력의 배치가 가능해짐

정책
제언

 • (산업정책) 태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항공, 전자, 자동차 등 소위 ‘전통 경제’에서의 AI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

 • (역량개발) 특정 직업의 유지보다는 개인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역량 향상 및 직업전환 훈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초·중·고등 교육에서의 21세기 역량 교육 강화

 • (디지털 공공 영역) AI에 기반한 고용주‐구직자 간 매칭을 통해 직업 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 서비스 AI 활용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등 민간 참여 촉진 공공과 민간 간 협력적 생태계 구축

[표 5] 산업 전반

구분 내용
출처  • Accenture. Purdy & Daugherty. (2017). How AI Boosts Industry Profits and Innovation.
분석 
배경

 • 기업의 이윤, 투자, 혁신이 감소하는 최근 경제적 상황에서 AI가 기업 성장의 동력으로 새롭게 등장

분석 
내용

 • AI가 16개 산업 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기준으로 측정
  * 특정 분야에서 생산된 재화·서비스 가치를 측정한 것, 산업 분야별 경제적 성장 기여도 파악 가능

분석 
방법

 • 3개의 채널을 통한 경제적 영향을 예상
  - (노동대체) 기존 노동을 대체하여 자동화로써 제조업 및 판매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생산성 향상
    * 개별 직업의 자동화 가능성, 12개 선진국 노동 통계 자료에서 직업 확산 정도 파악하여 효과 산출
  - (지능확장) 지적,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한 고부가가치 업무의 수행을 보조함으로써 지적 능력을 확장
    * AI 품질 개선을 지능확장 효과의 척도로 가정, 90년 이후 SW·HW, 로봇, 클라우드 가격 감소 측정
  - (혁신확산) 혁신 확산을 통해 신제품 개발 가속화, 중복 비용 감소, 새로운 수입원 창출 효과 발생
    * 총요소생산성을 혁신확산의 척도로 가정하고 ICT가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사적 데이터 참고, AI에 대한 투자액, 국가의 신기술 흡수 역량을 종합하여 혁신확산 효과 측정

주요 
결과

 • 12개 선진국, 16개 산업 분야에서 2035년까지 약 4.7억 달러의 총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 현재 수준의 성장을 가정한 베이스라인 수치와 AI가 안정적으로 통합된 상태의 수치를 비교 제시



Issue & Trend Report 

9

[표 6] 대화형 상거래 분야

구분 내용
출처  • Luo 외. (2019). Machines vs. Humans.
분석 
배경

 • 상거래 분야에서 AI 기반 챗봇의 활용이 증가하여 소비자 반응·상품 구매에 대한 효과를 실증할 필요

분석 
내용

 • 현장 실험(field experiment)의 방법을 통해 AI 기반 대화형 챗봇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검증

분석 
방법

 • (실험 설계) 약 2천 3백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온라인 대출 산업 업체의 의뢰로, 상품 갱신 권유에 
대한 반응 분석

  - 총 6개 조건에서 고객이 AI 기반 대화형 챗봇 및 상담사의 상품 갱신 권유에 반응하는 방식을 비교
  - 실험에 활용된 챗봇은 최상위 숙련 상담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되었으며, 규칙에 따라 질문에 

대한 정해진 답변만을 제공하는 기존의 챗봇과는 다르게 고객과 자연스러운 대화 가능

 • (데이터 수집) 대출 상환 기록이 좋은 고객에게 동일한 날짜와 시간대에 조건당 약 1천 건 전화를 
걸어, 추가 비용 없이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프로모션을 제안하고 그에 관한 결정을 데이터로 수집

  - (설문조사) 통화 연결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챗봇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상담에 대한 만족도를 지식수준 및 정서적 공감력의 두 항목으로 측정

  - (대화분석) 대화 기록 분석을 통해 챗봇이 지식수준과 공감력에 있어서 상담사에 준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챗봇에 대한 낮은 평가는 실제 역량이 아닌 소비자의 주관적 인식임을 확인

주요 
결과

 • 숙련 상담사 =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챗봇 > 소비자 결정 후 신분을 밝힌 챗봇 > 소비자 결정 전 
신분을 밝힌 챗봇 > 비숙련 상담사 > 대화 전 신분을 밝힌 챗봇의 순서로 상품 계약 성과가 큼

 • 대화 전 챗봇임을 밝혔을 때 고객은 챗봇이 상품에 대한 지식수준과 공감력이 낮은 것으로 인지

[표 7] 의료 분야

구분 내용
출처  • Deloitte. Biundo 외. (2020). The Socio-economic Impact of AI in Healthcare.
분석 
배경

 • 고령화, 의료 인력 부족 및 비용 증가 등 위기, AI가 의료분야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필요

분석 
내용

 • 유럽 의료분야에서의 AI 활용이 건강 성과, 재정 자원,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분석 
방법

 • (자료 수집) 환자의 여정(patient journey)에 따라 예방·모니터링 ⟶ 진단 ⟶ 치료 ⟶ 회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며, 영역별 수집 데이터는 아래 표와 같음

  - (1차 데이터) 사전 문헌조사, 의료분야 AI 활용 관련 전문가 인터뷰
  - (2차 데이터) 8개 세부 활용 영역*에 대한 기존의 학술 연구, 조사, 통계 자료

 • (분석) 1차 데이터 분석을 통한 AI 활용 현황, 2차 데이터 분석을 통한 AI 영향평가 통합 시사점 제공

주요 
결과

 • 건강 성과, 재정 자원, 노동력을 각각 감소한 사망자 수, 절약된 의료비 지출 및  노동 시간으로 환산
  - (건강 성과) 매년 사망자 수 약 40만 명 감소(중소규모 도시 인구 내지 룩셈부르크 인구 3분의 2)
  - (재정 자원) 매년 의료 지출 약 268조 원 비용 감축 ※ 2018년 기준 유럽 의료 지출의 약 12%
  - (노동력) 매년 노동 시간 약 18억 시간 절약 ※ 풀타임 전문 의료 인력 50만 명 상당의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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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직 수준 영향 분석 사례

정책
과제

 • (데이터) 유럽 전역에서의 데이터 접근성 및 연결성 확보, 상호운영 가능한 양질의 데이터 구축
 • (산업) 유럽 내 혁신 촉진을 위해 상업적 인센티브 및 투자 회수 메커니즘 마련, 환자의 접근성 확대
 • (거버넌스) 전문 의료 인력, 학계, 산업, 의사 결정자 등 이해관계자 간 명확한 거버넌스 정립과 파트너십
 • (인적 역량) 전문 의료 인력과 환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환자 임파워먼트

[표 8] 제조 분야

구분 내용
출처  • Liu 외. (2020). Influ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Technological Innovation.
분석 
배경

 • 각국 정부가 앞다투어 AI 활성화 전략 마련, 하지만 AI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부족

분석 
내용

 • 중국의 제조분야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AI가 제조분야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

분석 
방법

 • (AI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지식 생산 가속화, 지식 및 기술 파급효과 가속화, 학습·흡수 
역량의 향상, R&D 및 인재 투자 증가

 • 변인 구성 및 데이터 수집
  - (독립변인) AI, (종속변인) 기술혁신, (통제변인) R&D 투자수준, 외국인 직접투자, 소유권 구조, 기술모방
 • (데이터) 국제로봇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IFR) 웹사이트, 중국통계연감, 

중국과학기술통계연감을 활용하여 수집하였으며, IFR과 중국 산업 분류 간 매칭 과정을 거침

주요 
결과

 • 변인을 통제할 때 AI는 기술혁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통제변인 중 R&D 투자수준, 소유권 구조, 기술 모방의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 특히 R&D 

투자가 클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국가 소유 기업의 비율이 높고 기술의 모방 정도가 클수록 
부정적 영향

 • High-Tech 분야와 Low-Tech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Low-Tech 분야에서만 AI의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Low-Tech 분야에서 기술 문턱이 낮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

[표 9] 혁신 성과 관점

구분 내용
출처  • Brea. (2021). An Empirical Exploration of the Role of AI in Enhancing Innovation Performance.
분석 
배경

 • 기업의 혁신 생산성이 감소하는 추세 중, 새로운 혁신 동력으로서 인지 기술에 대한 기대 상승

분석 
내용

 • AI 및 인지 기술이 혁신 방식(modes) 및 유형(type) 등 조직의 혁신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 분석

분석 
방법

 • (혁신 성과 경로에 대한 가정) ① 혁신 방식 각각(STI, DUI)이 혁신 성과를 강화하는 경우, ② 혁신 
유형 각각(도입, 창출)이 혁신 성과를 강화하는 경우, ③ 인지 기술이 직접 혁신 성과를 강화하는 
경우, ④ 인지 기술이 혁신 방식과 혁신 유형을 매개하여 혁신 성과를 강화하는 경우 등 4개 가설

 • 혁신 성과에 대한 자료 수집
  - (설문) 호주 주식 시장에 등록된 기업 중 재무 정보 확인이 가능한 197개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STI) 대학, 교육 기관, 정부, 연구소, 연구실 등 과학 기반 파트너들과의 협업 정도 측정
  - (DUI) 장비·재료·부품 제공업자, 고객, 경쟁업체 등 기업 가치사슬 내 조직들과의 협업 정도 측정
  - (도입·창출) �① 연구개발 외부 발주, 장비·기기·SW 구입, 타 조직으로부터의 지식 획득 정도, ② 

자체 연구개발, 직원 훈련 정도 측정. �①의 변인은 도입 성향, ② 변인은 창출 성향 드러냄
  - (인지 기술) 고급 데이터 분석, AI, 인지 컴퓨팅, 대화형 컴퓨팅 등 4개 기술에 대한 활용 정도 측정
  - (혁신 성과) 제품 혁신, 과정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혁신 다양성, 혁신 급진성 등 5개 변인 측정

주요 
결과

 • STI, DUI, 도입, 창출, 인지 기술 모두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인지 기술의 경우 5개 형태의 
혁신성과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한편 기존 지식 통합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

 • 인지 기술은 STI가 혁신 성과를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I, 도입, 창출에서 인지 기술이 유의미하게 활용 미비에 대한 추가적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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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노동생산성 관점

구분 내용
출처  • Damioli 외. (2021).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Labor Productivity.
분석 
배경

 • AI 혁신과 생산성 간의 관계에 대한 상반되는 견해가 존재, 특히 기업 수준의 실증 연구 부족

분석 
내용

 • AI 특허 데이터·기업 경영 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AI 혁신이 기업 노동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분석 
방법

 • (AI 혁신 측정 지표) AI 관련 특허 수
  -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기업의 R&D 투자액을 혁신 측정의 지표로 사용, R&D 투자액으로는 AI와 

같이 특정 기술 및 지식 개발을 위한 자원 투입 정도를 확인할 수 없고 AI의 혁신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AI 관련 특허만 측정하는 것은 한계, 장점을 고려하여 특허 수를 독립 변수로 설정

 • (기업 노동생산성 지표) 직원 이직률 : 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체 직원 중 이직한 직원의 비율로 측정

주요 
결과

 • 기업의 AI 관련 특허 수가 배가 되면 노동생산성은 약 3%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非 AI 
특허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율인 2%와 비교하여 높음

 • 2000~2008년 구간에는 AI 관련 특허가 기업 노동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2009~2016년구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AI 특허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 (제조기업) 非 AI 특허가 더 큰 영향
 • (중소기업) AI 특허가 유의미한 영향, (대기업) 非 AI 특허가 더 큰 영향

[표 11] AI 역량 관점

구분 내용
출처  • Mikalef & Gupta. (2021). Artificial Intelligence Capability.
분석 
배경

 • 다수의 기업이 AI 기술 도입 자체만으로는 충분한 사업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
 • AI의 잠재적 영향력 발휘를 위해 어떠한 기업적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 부재

분석 
내용

 • 기업의 AI 역량(AI capability)*을 높이는 자원 및 AI 역량이 기업의 창의성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파악
   * AI 관련 자원(AI-specific resources)을 선택하고, 조정하고, 활용하는 기업의 능력

분석 
방법

 • AI 역량 및 기업 성과 간 관계 설정
  -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theory)*, 정보시스템 연구, AI 도입 및 가치 창출 관련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AI 역량을 구성하는 자원을 유형(tangible), 인적(human), 무형(intangible) 자원으로 분류
    * 기업이 산업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에 대한 이론적 

프레임워크
  - ① 기업의 AI 역량이 조직의 창의성 및 조직의 성과 각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② 기업의 AI 

역량이 조직의 창의성을 매개로도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 설정
 • 측정도구 개발 및 데이터 수집
  - (측정도구) 기존 문헌, 기업 보고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유형, 인적, 무형 자원을 선별하고 조사를 

위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의 검토와 권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문항 결정
  - (데이터) 미국 전역 143개 기업의 최고경영자급 매니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AI 역량이 조직의 창의성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주요 
결과

 • ① 기업의 AI의 역량은 조직의 창의성 및 조직의 성과 각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② 조직의 창의성을 
매개로도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 AI 관련 기술 및 데이터 등의 유형 자원만으로는 AI 역량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복제나 대체가 어려운 
소프트 자원의 개발이 AI 역량 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표 12] AI-직원 협업 관점

구분 내용
출처  • Chowdhury 외. (2022). AI-Employee Collabor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분석 
배경

 • 인간의 창의적 능력이 주요 자원인 창조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이 증가, AI‐인간 협업의 중요성 증가

분석 
내용

 • 영국 창조 산업 분야에서 AI‐인간 협업을 가능케 하는 요인, 이들 요인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영국에서 창조 산업(creative economy)은 출판, 광고, 영화·비디오, TV·라디오, 게임, 건축, 미술관·박물관, 

공연예술, 공예,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을 일컬음
분석  • AI‐인간 협업 관련 이론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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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시사점

 1. 글로벌·국가 수준

  ㅇ AI의 도입 정도/속도는 경제적 영향의 정도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전방위적 확산·활용 정책 필요

    - 지난 20여 년 동안 자동화 기술 및 AI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하는 주요 원인은 도입까지의 시간 차이로 알려져 

있음 (Brynjolfsson 외, 2017)

    - 우리나라 기업의 AI 기술·서비스 이용률은 2019년 12월 기준 2.6%(약 5,480개), 2020년 

12월 기준 2.7%(약 5,540개)로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정보화통계집, 2021)

    - AI의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급 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공급 및 수요 

기업 간 매칭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활용·확산 정책이 강화될 필요

  ㅇ AI의 GDP 기여도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 대체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및 

재교육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요구

    - 태국 경제에 대한 모델링 사례(표 4)는 산업정책의 효과성과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21

세기 역량 개발 정책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때 AI의 GDP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 제조업의 GDP 기여율은 2020년 27.1%로 AI 및 자동화에 따른 노동 대체 수준 

높을 것으로 예상, 하지만 대체가능성이 높은 직업·과업·사회적 비용 데이터 부족

    - AI의 GDP 기여도와 상근근로자 고용률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 재교육 

정책 간의 연계가 필요

방법

  - (지식기반이론 : Knowledge-based view theory) 조직 내에서 생산되는 지식은 역동적인 시장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산임을 가정

  - (사회‐기술적 체계 : Socio-technical systems) 조직 내에서 인간과 기술의 효과적인 통합과 협업을 
통한 기술 도입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강조

  - (조직사회화 프레임워크 : Organization socialization framework) 조직 관리자의 지식 공유와 
커뮤니케이션 노력은 신규 직원이 역할·책임, 기업 전략 등을 이해하고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가정

 • AI‐인간 협업 및 기업 성과 간 주요 관계 설정
  - 조직 내에서의 지식 공유는 직원의 AI 역량, AI 이해, AI 과업 명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직원의 AI에 대한 신뢰, AI에 대한 신뢰는 다시 기업 성과 향상으로 이어짐
    * AI와의 협업 환경에서 직원이 자신의 역할, 과업, 책임 등에 대해 지식, 이해, 기대를 갖추는 것
  - AI 역량과 AI 과업 명료성은 기업 성과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동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성과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침
 • (데이터 수집 및 검증) 영국의 창조 산업 분야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는 이들 중 AI에 대해 이해하고 

AI를 활용한 업무 경험이 있는 16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통계 검증 실시

주요 
결과

 • 조직 내에서의 활발한 지식 공유는 직원의 AI 역량, AI에 대한 이해, AI와 협업 관계 속에서 자신의 
과업을 명료하게 인식하도록 돕는 한편, 기업의 동적 역량과 AI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여 긍정적 기업 
성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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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 수준

  ㅇ 산업 특성에 따른 AI의 경제적 가치 창출 경로 파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별 특화 정책을 발굴할 필요

    - 유럽의 의료분야(표 7) 및 중국의 제조분야 사례(표 8)는 동일 분야에서도 AI의 가치가 

발생하는 경로 및 조건이 다양함을 보여줌

    -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제조혁신 고도화 전략(2020)｣,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2021~2025)｣ 등의 산업별 전략에서는 AI의 가치 발생 경로 및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다소 획일화된 과제 제시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속에서 AI가 발생시킬 수 있는 가치를 현실적 진단 필요, 진단에 

맞추어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나열식 과제가 아닌 표적화된 정책 과제 발굴 필요

 3. 조직 수준

  ㅇ 수요기업의 AI 역량·준비도에 대한 체계적 측정 도구 개발 및 기업별 

수준에 맞춘 지원사업 마련

    - 조직 수준의 모든 사례(표 9~12)에서 AI 기술의 도입 자체만으로는 성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들이 결합할 때 AI의 긍정적 영향이 발생함을 강조함

    - 우리나라의 기업 대상 조사에서도 AI 도입 이후 매출액, 인력, 영업비용 등에 긍정적 

변화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50.0%, 47.2%, 50.0%를 차지(KDI, 2021)

    -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 활용 중인 AI 성숙도 테스트와 같은 표준화된 

한국형 측정 도구의 개발 및 응답 데이터 축적, 그 결과를 토대로 한 기업별 컨설팅·

바우처 사업 등의 맞춤형 지원이 요구됨

 4. 시사점

  ㅇ AI의 기반이자 핵심은 소프트웨어 산업, SW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확대는 물론, AI 특성에 맞는 정책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

참고자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THE AI REPORT 2022-5] AI의 영향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 AI의 

경제적 영향 측정 방법론 사례 및 시사점 <2022. 5. 19.>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82618&bcIdx=24525&parentSeq=24525

- AI의 영향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 AI의 경제적 영향 측정 방법론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

https://www.nia.or.kr/common/board/Download.do?bcIdx=24525&cbIdx=82618&file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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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ANGEL’ 통계 월 1회(매 25일) 제공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SW 제보 ‘ANGEL’ 서비스 4월 통계 현황

  ㅇ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 4월 한 달간(’22. 4. 1. ~ 4. 30.) ‘ANGEL

(불법제보)’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는 

총 116건으로 나타났으며, 

  ㅇ SW 용도별로는 설계(CAD/CAM) 46건(40%), 일반사무용 27건(23%), 그래픽 23건(20%), 운

영체제 11건(9%), 전자출판 6건(5%), 기타 3건(3%) 순으로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SPC ‘ANGEL(불법제보)’ 서비스 ’22년 4월 통계 현황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2018년 11월부터 제보시스템과 제보 방식의 편의성을 개선한

불법복제 SW 제보 시스템 ‘ANGEL(불법제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일,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2-11호> 발간일은 6월 10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