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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SW산업 일반현황

가. SW산업의 중요성

 SW는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성장산업일 뿐 아니라 국가 및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산업

 (성장 핵심) 높은 부가가치율․취업유발효과, 혁신의 핵심

 부가가치율(%) : SW (49.6), 제조업 (24.6) 

 고용창출(명/매출10억원당) : SW (16.5), 제조업 (10.5)

 25천여개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 제조에서 혁신의 90%는 SW에 의해 달성(BMW) 

 (산업 두뇌) 제조업 분야에서 SW개발 원가비중이 증가하고, 서비스산업과 

융합한 고부가가치형 신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

 제품개발원가 대비 SW비중(‘07) : 정보가전 (53.7), 통신장비 (52.7), 의료장비 (45.5)

 (사례) 서울시 교통카드 서비스 : 교통비 4천억원/年, 이동시간 11分/日, 사고율 27% 감소

 (안보 직결) SW결함은 국가 안보․운영에 치명적 결과 초래

 통신 네트워크 단절, 금융거래 중단, 정보유출, 항공기․우주발사체 오작동 등

나. SW산업 환경의 변화

 (SW산업구조 변화) 웹의 플랫폼화로 SW가 웹을 통해 개발․유통되는 

SW의 서비스화 진전, SW개발․이용방식, 신 비즈니스 모형 등장

 온라인기반 컴퓨팅기술(Cloud Computing), SW유통 서비스(SaaS : SW as a service) 

등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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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의 진화

구분
 PC시대

 (70년대 중후반이후 ~ ) 

 네트워크 컴퓨팅

 ( 90년대 중반이후 ~ )

플랫폼
o OS가 플랫폼의 중심 

  - SW 플랫폼

o 웹이 플랫폼의 중심

  - SW & 서비스 플랫폼

수요변화 o (대)기업중심 시장 
o 소비자 및 중소기업 시장으로 확대

  - SW의 롱테일 시장 

SW자체
o 패키지화된 제품  

 - 패키지 SW & IT서비스
o SW의 서비스화 

SW개발방식
o 폐쇄적인 기술혁신

  (In-house 방식)

o 개방적 기술혁신 

  (제3의 개발자 참여 허용)

이용방식 o 구매 & 설치 후 사용 o 접근 권한 획득 & 빌려 사용

비즈니스모델 
o 영구 라이선스

  (perpetual licence)

o 기간 라이선스 (Subscription)

  (Subscription + 광고)

 (디지털 생태계로 진전) 패키지화된 서비스 개발역량과 커뮤니티를 

포함한 새로운 파트너와의 협업관계가 기업성공에 핵심

참고  2010 IT 및 분야별 주요 이슈 전망

2010 IT 이슈전망 Top 10 2010 패키지SW 분야 IT 이슈전망

• 그린IT 2.0 • 윈도우 7

• 클라우드컴퓨팅 고도화
• 모바일서비스/애플리케이션

•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 데이터통합• IT융합 확대

• 유비쿼터스와 협업의 융합
• 수요자 친화형 SW개발

• 가상화 기술적용 확대

• 고도화된 BI
• 기업비즈니스융합 소셜 컴퓨팅

• 정보보호
• 정보보호 보안

• 공공부문통합에 따른 SW/IT 서비스

• 글로벌 싱글인스턴스
• 저작권보호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SW Insight 정책리포트, 2009.12)



다. 국내 SW산업 현황

 (시장) 세계 시장 규모는 1조불(‘08년, 연평균 8.4%↑)이나 국내시장은 

세계시장의 1.8%(20조원*), 수출은 0.6%(57억불, 패키지SW 1.7억불) 수준

 국내 패키지SW 시장 : MS 등 해외기업 국내시장 점유(75%), 높은 불법복제율(41%)

 (기업) 국내 SW업계의 99%(‘07, 5,043개)가 중소기업이며, 매년 2천여개 

기업이 창․폐업하는 多産多死 구조 

 한국 기업 중 글로벌 100대 패키지SW기업 全無 (안철수연구소 361위, 핸디소프트 375위)

 (인력)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융합 인력 부족

 (기술) 기업의 R&D 투자규모가 작고, 기술․품질수준도 개도국과 격차가 

없는 수준(SW개발역량지수(CMMI) : 인도(4.30), 美(3.06), 中(2.97), 韓(2.94))

 (SW 상용화를 위한 주요 애로사항) 인력 및 기술개발 자금 부족, 국내외 

판로부족, 필요정보의 확보 미흡 순으로 어려움 표명

 SW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사항(SW시상제도 수상자(240명) 설문, ‘10.6, NIPA)

- 인력양성(31.7%), R&D자금지원(30.4%), 정부지원사업 정보제공(17.9%), 수출지원

(14.2%), 기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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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성 체계

 SW기업들이 우수한 SW를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이나 제도 소개에 중점

 SW개발․성장단계별 정보 제공을 통해 소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원

기관, 부서 등을 수록하여 향후 정보 접근성 보장

• (개발) 기업들이 SW를 개발계획 수립, 개발에 필요한 정부, 협회 등의 

지원 사항, 법적, 사업적 유의사항 등

 개발 타당성 분석,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등 방법론 제시 등 

개발단계 : 기업의 역할과 주요 정부 지원사업․제도

구분 개발계획 수립 개발

기업

역할

• 시장정보, 기술, 표준, 특허동향 분석

• 이해관계자, 법․제도 규제 분석 등

• 개발 타당성, 수익성 등 사업성 분석

• 개발 자금, 인력 등 확보 등

• SW 개발 또는 상용화 지원

• SW공학기술 적용 등 품질 확보

• 국내․외 품질인증, 표준화 적용

• SW개발 시상제도, 저작권 보호 등

정부지원

사업/제도

• 기술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 등 지원

사업 

• 기술개발 등 지원 사업

• SW품질, 저작권 보호 등 제도적 

지원

민간 활용 • VC 등을 통한 개발자금 확보
• 타 기업 협업, M&A 등으로 기술 

확보

• (성장) 우수SW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국내․외 판로 확보 및 공공

부문 진입 지원제도, 계약, 법적, 기술적 유의사항 소개

 SW 유통 촉진을 위한 각종 시상제도 및 활용방법 등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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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단계 : 기업의 역할과 주요 정부 지원사업․제도

구분 국내 진출 해외 진출

기업

역할

• SW품질인증 적용 등 품질 확보

• 적정가격 산정 및 유통망 확보

• 제품 홍보, 매뉴얼 세밀화

• 공공시장 판로 개척, 각종 신고

• 사후지원 철저를 통한 신뢰성 확보

• 저작권, 프로그램 임치 등 법률문제

• 진출분야에 대한 시장, 고객 등 분석

• 진출국가의 법제도, 문화 등 분석

• 품질확보 및 현지화 실시

• 해외 SW유통망 확보

• 기업 간 공동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정부지원

사업/제도

• 품질인증, 각종 시상제도

• 분리발주 등 SW공공구매제도 등

• 해외시장 정보제공, 진출지원사업 등

• 수출 유관기관의 채널 등

민간 활용 • 민간 유통사를 통한 SW 판매 등 • 해외 유통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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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W개발단계

가. 개발계획 수립

 (개발 타당성 분석) SW개발 대상 SW제품의 국내․외 경쟁 환경, 고객, 

이해관계자, 시장성, 수익성, 법제도적 규제사항 등 분석

• (정보수집) 기업 자체 보유정보, 시장조사 전문기관 및 정부기관 발표 

시장․기술정보, 표준, 법률, 특허정보 등을 검색하여 확보

• (고객․이해관계자 분석) 개발 SW의 타켓 고객을 정하고,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SW개발․유통 시 문제점 점검 및 조정방안 정립

 (1단계) 누가 SW개발단계, 유통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인가? 에 대해 미리 파악

구   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 현재 유사한 제품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공자

∙ 신규 제품 개발에 필요한 공급자, 참여자(정보, 협력업체)

∙ 신규 제품 출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 이해관계자 집단

∙ 신규 제품과 관련된 법․제도적 규제사항 등 기타

 (2단계) 도출된 이해관계자들의 쟁점 이슈에 대해 조정방안 미리 마련

   ∙ 이해관계자들의 쟁점사항 및 상호 이해충돌 요인 분석

   ∙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요인을 최소화 하고, 상호이익 극대화 방안 도출, 적용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온라인 정보제공 : ITFind(www.itfind.or.kr), ITStat(www.itstat.go.kr), SW산업 정보 종합관리

시스템(www.swit.or.kr) 등 정보, 통계제공시스템 활용

∙ 참고자료 :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SW산업백서, SW공학백서 등 공공기관 

발간자료(www.nipa.kr 참조)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특허청, 법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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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 분석) 자체 분석, 외부 전문 컨설팅업체 및 정부의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활용 등을 통해 수익성 등 재무 분석 등 확인

 소요자금 대비 수익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최적의 사업성 확보

방  법

∙ 소요자금 분석 :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비, 인건비, 마케팅비, 유지보수비 등

∙ 수익모델 도출 : 목표 고객가치 제공을 통해 개발참여자에게 배분될 수익요소 도출

∙ 시장성 분석 : 시장에서의 판매가능성, 시장규모와 잠재 경쟁 시 성공가능성

∙ 수익성 분석 : 제품 예상 이용률에 따른 매출액과 비용 분석→사업수지 파악

산출물 o 투자비․운영비 산정내역서, 수익모델 구성도, 시장성․수익성 분석서 등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SW서비스 idea Hub 구축․운영 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 아이디어의 사업화, SW신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 SW서비스 모델 개발 표준 가이드라인 활용(NIPA, ‘09.12)

• (개발재원 확보) 민간 투․융자 자금 유치, 정부 R&D자금 지원, 자체 

투자 등을 통해 필요 자금 확보 

 민간 기업의 IT부문 투융자(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

∙ 코리아 IT펀드(KIF : Korea Information & Technology Fund)

∙ IT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조합재원 3,000억원으로 2003년부터 3년간 매년 1,000억원

이내 IT전문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중

 기타 벤처투자전문회사 등의 투․융자 시스템 활용(투자유치 계획서 작성 등)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투․융자 지원 사업 : 신성장 동력펀드(7,075억원) 등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제조합(www.ksfc.or.kr) : 융자지원 사업 소개 참조

∙ SW개발자금 지원 사업․제도 :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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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인력 확보) 자체 인력채용 및 기업 간 협업, 각종 채용박람회, 

정부의 SW인력양성과정 참여를 통해 개발인력 확보, 재직자 훈련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정부의 IT인력양성사업 중 SW관련 주요사업(’10년 기준, 단위:억원, NIPA 인력양성단)

사업명 예산 지원 대상 지원내역 특징

SW 창의
연구과정

25
대학원생
(단독/그룹)

연구활동비,
지도수당 등

∙ 대기업 중심의 창의 연구과제와 
중소기업 중심의 엔지니어링 
과제로 구분

IT 멘토링 66
학생, 기업,

교수
멘토 활동비, 
현장연수비 등

∙ 학생-기업-교수가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 수행

민간교육센터 
활용*

-
중소기업,

민간교육센터
교육비 보조

∙ 중소기업이 교육센터와 교육과정 
협의後 추진

IT융합
고급인력
과정

50
기업, 

대학 컨소시엄
연구비,

연구 활동비 등

∙ 10대 융합산업 분야 중심 운영
∙ 애로기술을 기업과 대학이 함께 

참여하여 해결

주1) ‘민간교육센터 활용’ 사업은 ‘11년 추진(50억원)

∙ IT․SW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job-fair 등 정부주관의 인력채용박람회 참가

∙ 한국SW산업협회 구인구직서비스(www.swjob.or.kr) 활용

 SW개발 인력의 경력관리 검증 : SW기술자 신고제 활용(http://career.sw.or.kr)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한국SW산업협회에서 SW기술자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공공기관 등의 입찰 시 경력증명서 발급 등 추진

 정부지원사업 외 SW개발인력 확보 : 인력파견업체, 기업 간 공동협력 등을 활용

• (유통방법 결정) 패키지 형태 또는 SaaS, 클라우딩 컴퓨팅 등 SW서비스 

형태로 개발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고 비즈니스 모델 정립

 Software as a Service : SW를 구매․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태로 빌려 쓰고 수도나 
전기처럼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IT자원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서비스

 SW서비스 : 고객 욕구의 만족, 경쟁우위 확보, 기업성과의 향상을 목적으로 기존 제품과 서비스와 
SW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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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SaaS기반의 SW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

- SW서비스 유통활성화 지원 : 웹기반SW 개발 및 공통시스템 구축지원

- SaaS 활성화 기반 구축 지원 : SaaS 어플리케이션 개발지원

- SaaS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구축 : 개별 기업별로 제공되는 SaaS형태의 다양한 SW가 한 곳

에서 통합적으로 유통·이용되는 온라인 장터

∙ 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09.12) 등 정부정책 수시 참조

 (실행계획 작성) 기업 경영전략, 목표 등과 사업성 등 분석결과의 부합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 지속 가능한 수익성 확보 및 SW 저작권․특허 침해 여부, 유통망 후보 

확보, 해외시장 타켓 SW개발방향 정립 등 중점 재검토

 체계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 구축부터 서비스 활성화까지 장단기적․단계별로 구축되어야 

할 필수 활동내역과 시점 도출

방  법

∙ 추진단계별 활동요소 분석 : 세부실행계획, 개발시스템 구축, 운영체계,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활동 도출

∙ 인프라 및 개발 소요기간 분석 : 단계별로 도출된 핵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적정 시간을 조사

∙ 일정 매핑 : 수행활동별 소요기간과 활동내역 간 선후관계를 고려, 일정 도식화

산출물 ∙ 개발(사업) 추진 로드맵, 상세 개발 추진일정 계획표 등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SW서비스 신사업 발굴․지원 사업 : SW서비스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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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문제) SW저작권, SW 유통관련 법․제도적 규제사항 등을 면밀하게 

조사․분석 

 SW저작권 정보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 참조

 규제사항 등 : (예) 정보보호SW는 국가정보원(인증기관)의 인증 필요 등 검토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에 정보보호제품을 납품하려면 공통평가기준(CC)을 

통한 평가를 받은 후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함. 

  *세부사항은 IT보안인증사무국(http://www.kecs.go.kr) 참조

나. 개발 실시

 (개발 및 자금 확보) 실행계획에 따라 SW를 개발하고, 정부의 SW개발

지원 또는 상용화 지원 사업 등 활용

• 정부 지원사업은 수요조사를 거쳐 기획과제를 선정하거나 공모과제를 

통해 개발 지원 중(수시로 관련기관 홈페이지 검색)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홈페이지 검색)

-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등

• 지역 SW기업은 지역 SW산업 진흥기관의 정보, 기관 입주, 설비활용 

등이 가능하며, 지역 IT특화연구소(5개)와 공동 개발 가능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패키지SW) 정부의 각종 SW R&D 자금 활용

∙ (임베디드SW) 임베디드SW산업 육성 지원 사업(융합SW 상용화 프로젝트)

∙ (공개SW) 공개SW 활성화 지원 사업, 공개SW 역량프라자 구축․운영사업

∙ (지역SW 진흥)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 지역SW 융합지원 사업,

지역IT특화연구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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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확보) SW공학기술, 국내․외 SW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적용하여 개발

하는 등 글로벌 수준에 맞는 SW품질수준 확보 노력 필요

 SW공학기술 : SW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SW사용자 요구사항, 설계, 구현, 시험, 유지보수, 

형상관리 등 SW개발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접근법

 SW프로세스 품질인증 : SW기업(조직)의 프로세스 역량수준을 SW개발 공정별 작업절차 및 산출물 

등을 통해 확인․검증하여 SW개발 및 관리능력 보증제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SW공학센터(‘09.8 설립) : “보이지 않는 신성장 엔진”인 SW의 생산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업수요에 부응하여 SW공학기술의 현장적용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

 (표준화) 사실상 국내․외 표준, 산업표준, 국가․국제 표준 등을 적용하고 

타 정보시스템 또는 타 SW와의 상호 호환성 확보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SW의 국제․국가 표준 동향 조사․분석․제공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SW산업 표준 정립, 국내․외 표준 정보 제공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SW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 사업 : 국내 기업의 SW품질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SW 프로세스 품질인증 지원 사업 : 조직관리,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 관리, 개발, 지원 등 

5개영역 17개 평가항목, 76개 세부항목으로 품질인증 수준 평가

∙ SW 품질인증 지원 사업 :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제품의 기능성, 이식성, 

유지보수성 등에 대한 GS시험․인증(중소기업은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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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대회) 민간 기업 또는 정부의 대한민국 SW공모대전, 공개SW개발자 

대회 등에 참여하여 우수 SW를 개발하고 대외 홍보

 주요 SW 공모대전 개요

구 분 시상목적(공모대상)
주관기관

(시행년도)
시상내역

수상

작품수

신SW
상품대상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SW제품 
선정․시상(상용제품)

한국정보산업
연합회(1994)

∙ 대통령상(1), ∙ 국무총리상(2)
∙ 지경부장관상(12)

332개

대한민국SW
공모대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SW제품 발굴

 (비상용제품, 일반부와 학생부)

한국IT 전문가
협회(1987)

∙ 대통령상(1), ∙ 국무총리상(2)
∙ 지경부장관상(7)
∙ 기관장관상(8), ∙ 단체장상(14)

447개

임베디드SW
공모대전

임베디드SW 제품 발굴
(비상용제품, 일반부와 학생부, 국제부)

한국정보산업
연합회(2003)

∙ 대상(지경부장관상,4)
∙ 최우수(14), 우수(26),  장려(10)

156개

공개SW
개발자 대회

우수 공개SW 발굴 및 프로젝트 지원
 (비상용제품, 일반부와 학생부)

한국공개SW
협회(2007)

∙ 대상(지경부장관상,3)
∙ 금상(7), 은상(7), 기업상(13)

60개

 수상제품의 홍보효과

구  분 신SW상품대상 대한민국SW공모대전

회사 이미지 제고 94% 86%

수상제품의 마케팅 및 홍보효과 94% 86%

수상제품의 매출증대 효과 42% 75%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정부 주관 : 대한민국 SW공모대전, 임베디드SW 공모대전, 공개SW개발자대회

 민간기업 주관 : SKT, KT 등의 SW, 모바일 관련 각종 공모대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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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제) SW개발단계부터 타인의 SW저작권을 무단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공개SW의 저작권, 특허정보 등은 철저한 사전검증

 저작권 침해 : 한국저작원위원회에 접속하여 상담, 교육자료, SW자산 관리 등

 공개SW와 저작권 침해 : 공개 SW란 소스코드를 공개한 SW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으나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님

   * 예) 리눅스 커널, 아파치 웹서버, 파이어 폭스 웹 브라우저, MySQL DB시스템 등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 NIPA의 공개SW역량 프라자의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지원, 한국저작권

위원회의 코드아이서비스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공개 SW역량 프라자 구축 운영 : 누리꿈스퀘어 R&D 타워 소재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컴퓨터프로그램 홈페이지, 해설집 등 참조

 공개 SW역량 프라자 : 공개SW 커뮤니티와 대학, 국내외 공개SW기업과 유관기관이 협력

하여 각각의 산발적 기능을 통합․운영하는 주도적인 구심체 역할과 체계적인 공개SW 품질

지원을 통해 국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공개SW 도입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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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SW성장단계

가. 국내 진출

 (품질확보) SW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적용하여 개발한 SW에 대해 

유통 전에 각종 SW 품질인증을 거쳐 재보완 후 출시 필요

 영업 전략에 따라 SW유통 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GS시험․인증 등을 통해 SW

품질을 사전에 테스트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해당 SW의 신뢰성 확보에 유리

 SW품질인증 : 개발된 SW에 대한 품질특성을 국제표준의 시험평가방법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설정

기준 이상의 품질수준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품질인증 종류 : - 법적근거에 따라 GS시험․인증, NEP인증, CC인증 등

                 - 민간기업 : Veritest 등 주로 외국기업 

   * SW품질인증 제외대상SW : 각각의 인증관련 규정 참조 

 품질인증과 제안서 평가와의 관계

- GS인증과 SW기술성평가기준 : GS시험․인증의 기능성, 이식성 등 시험항목이 공공부문 상용SW 

제안서 평가항목과 대부분 연계되어 있음

- GS인증 등 인증제품은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임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GS(Good Software)시험․인증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한국 신제품(NEP)인증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http://nep.kats.go.kr)

∙ CC(Common Criteria)인증 : IT보안인증사무국(http://www.kecs.go.kr)

∙ SW 벤치마크테스트(BMT) 실시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www.tta.or.kr)

  * BMT(Bench Mark Test) : 동종제품간 기능․성능 등 비교, 공공사업의 

리발 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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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 SW 저작권 보호를 위해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등을 출원하고 향후 분쟁발생 시 

대처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사실 및 권리변동사항을 명확히 하여, 프로그램의 이용을 촉진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저작권법 제2장(제53조~제55조)) 

 SW저작권 :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전송)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규약·해법을 보호의 대상

에서 제외(개정 저작권법 해설 (2009년 7월 23일 시행))

∙ (사유) 프로그램 언어․규약․해법은 프로그램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한 표현의 수단내지 매개체로서 

저작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게 되면 후속개발에 

지장을 주게 되어 공익에 반함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한국저작권위원회 : SW저작권 해설 및 교육자료, 프로그램 유사성 비교SW, SW자산관리 

컨설팅, 컴퓨터프로그램 온라인 등록시스템 등 메뉴 활용

∙ 관련법령 : 저작권법, 특허법 등 SW분리발주시 BMT비용 지원

 

 (매뉴얼 마련) 이용자들이 쉽게 SW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되, 

과대 표시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은 인증마크 표시 불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등

• 특히,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홍보 브로셔 등은 국내 판매 및 해외 수출 시 

상세하게 작성되지 않으면 구매자, 유통사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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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상품 또는 용역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함을 방지하고,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9. 2. 5, 법률 제5814호).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SW품질인증, SW프로세스품질인증 마크 표시제한

 (가격 산정 및 유통망 확보) 경쟁제품 가격, 소비자 구매력, 제품 

제공형태에 따라 손익분기점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 재 산정

 패키지 형태 또는 SaaS 등 서비스 이용형태 등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되, 당초 개발계획 

수립 시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재 산정 추진

• 유통망은 온․오프라인, 패키지․서비스 형태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되,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서비스 형태가 유리

- 온라인 유통망은 자체 홈페이지 구축 외에, 포털,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하되, 판매관련 이용약관,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 IT서비스 기업의 협력사로 등록하여 제품 판매처 확보 및 관련 SW

기술교육 등의 상생협력 지원 혜택

 LG CNS : 투게더 런 영파워(U-CAMP)

   삼성SDS : 전사자원관리(ERP), 협력사 리더십 교육

   SK C&C : 112개의 온․오프라인 교육지원, 전략기획 등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SaaS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구축 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이통사-CP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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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홍보) 각종 시상제도, 제품책자 발간, 제품정보 제공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자사 SW를 적극 홍보

• (시상제도 활용) 신SW상품대상, 대한민국 SW공모대전 등의 정부주관 

SW시상제도 활용을 통해 제품 홍보

   기타시상제도는 8page 참조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신SW상품대상 : 수상제품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고, 병역특례 등 제도적 지원 혜택 부여

∙ SW시상제도 관련 세부사항 : 해당 주관기관 홈페이지(www.fkii.or.kr) 참조

• (제품정보 제공) SW산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www.swit.or.kr)제품정보, 

한국SW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 등의 시스템에 자사 SW제품정보 제공을 

통해 노출 기회 확대

   기타 각종 전시회, 구매 상담회, 제품 설명회 등의 행사에 적극 참여

 국산SW에 대한 공공기관 발주자 인식(‘08.12, 공공SW사업 실태조사, N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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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각종 시상제도 활용을 통한 언론사 홍보, 마케팅 지원 혜택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조달 등록

∙ SW산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활용 : SW사업자 신고, SW사업 실적신고, SW제품정보, 정책․법률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공공판로) 공공기관에 SW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법률, 

제도를 파악하고, 입찰~유지보수까지 전문지식 습득 필요

• (공공구매제) SW분리발주,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 SW기술성 평가

기준, 국가(지방)계약법, 등 입찰~유지보수단계 까지 파악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령, 국가(지방)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령 등 

∙ 관련고시 :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등 

• (수요예보) 정부의 익년도 정보시스템 구축, SW구매계획을 조사․제공

하는 SW공공수요예보제를 통해 차년도 판매계획 수립(11월)

   ‘10.1월부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년 2회 공공 SW구매계획 발표

 민간수요예보제 : SW대중소 상생협력위원회*에서 민간기업의 SW구매계획을 매년 2회 발표

                  (‘10년부터 반기말)

* SW대중소 상생협력위('10.5월 발족) : SW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구심점 역할을 수행

 입찰정보 활용 : 조달청,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등의 입찰정보 수시 검색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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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인증제품 등 우대제도 활용) NEP, GS인증 등 인증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판매 시 일정량 할당 및 진입 우대정책 활용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NEP 인증, GS시험․인증, CC인증,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 등록 등

∙ 행정업무용 SW 선정(행정안전부) : 매년 반기별로 행정업무용SW를 신청 받아 적합성 시험을 

거쳐 선정(매년 30개 내외)

* 조달청을 통한 조달단가 계약체결을 통해 행정 공공기관에서 검증된 제품을 간편하게 구매

∙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GS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에게 인증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하는 제도

• (입찰자격 등 확보) SW사업자 신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제도* 등은 입찰자격과 관련되어 반드시 신고, 등록 등

   직접생산 확인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직접 생산 확인 기준에 따라 신청업체의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구매정보망

(www.smpp.go.kr)을 통해 직접 생산증명서를 신청․발급 가능

 SW기업대상 공공부문 발주관리 교육 : SW사업 단계별 공공부문의 발주관리 법제도 등을 기업에게 

소개 → 기업의 법적 전문지식 습득기회 제공(‘10년 900명)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입찰자격 심사 : SW사업자 신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등 

∙ 제안서 평가 : SW사업 실적 신고, SW기술자 신고 등

  *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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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지원 철저) 정부, 민간, 일반소비자가 SW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속적인 제품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지원임

• 저작권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 임치*를 통해 기업 도산, 폐업 등으로 

부터 구매자 등을 보호하여 SW 신뢰성 등 제고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안정적인 프로그램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임치하여 필요 시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제도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컴퓨터프로그램 임치 : 한국저작권위원회, 대․중소기업 협력재단(www.win-win.or.kr)

  * 관련법령 : 저작권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 임치제 활용 : 회계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SW분리발주 매뉴얼 등

• SW 납품 후 무상 하자보수, 유상 유지보수 시 양 당사자 간 정한 계약

조건에 따라 적극적인 기술, 인력, 개발 등 지원이 필요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회계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

∙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령, 국가(지방)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

부가 공표한 패키지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공개SW유지보수 가이드라인**, 기타 계약조건

* 유지보수 서비스의 범위, 내용을 정형화 하고, 계약 시 필요한 고려사항 제시 

** 유지보수 서비스의 범위, 대가 산정 방식, 계약 시 필요한 고려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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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성장지원)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규모 확대, 세제

감면, 중소기업 우대정책 등의 파악을 통해 경영 내실화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SW 글로벌 M&A 펀드 활용 : SW기업 간 M&A 시 필요자금 지원(420억원)

∙ 세제감면 : 조세특례제한법령(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중소

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 중소기업 우대정책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의 각종 정책 참조

* 관련 법령 :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률문제) SW 계약 시 민법, 국가(지방)계약법령,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계약당사자간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

• (계약) 계약조건은 영세한 SW기업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많기에 법무법인 등을 통해 계약조건 사전검토 필수

 SW 납품 또는 개발 계약 시 발생하는 주요 쟁점 : 납품․개발된 SW의 저작권 등 권리귀속문제, SW의 

품질보증 및 기업의 책임범위, 하자 또는 유지보수 문제, 분쟁해결 절차, 손해배상, 발주기관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대응문제 등 

 법원 판례, 법무법인 컨설팅 등을 통해 분쟁 사전 예방 필수

• (하도급 계약) 공정위의 SW사업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SW사업의 하도급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가 공공부문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부정당업체로 지정 가능(국가(지방) 계약법)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 SW사업 하도급 표준계약서 등

• (분쟁해결방법) 협상, 소송, 중재, 조정 등을 통해 가능

 조정에 의한 해결 : 분쟁성격에 따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

위원회, SW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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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SW고충처리센터 : 공공 SW사업 상담․민원 상시 지원, SW기업 및 발주기관의 애로사항 지원 등

                 (swhelp@nipa.kr, 02-2141-5252)

∙ 상시 모니터링 : 조달청 등에서 SW분리발주 미준수, 특정규격, 모델 등을 명시하여 입찰 공고한 

사항 등에 대해 상시 의견 등록(한국SW산업협회) 

∙ 하도급 관련 규정

  - 국가(지방)계약법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SW사업 하도급 표준계약서) 등

나. 해외 진출

 (시장분석) 진출예정 국가에 대한 시장분석, 현지인의 사고방식과 

관행, 문화 등을 조사하여 해외 진출 전략에 포함

 일본 진출 시 패키지SW 비즈니스 가이드 : 대리점 선정은 결혼상대를 찾는 것과 동일, 상품의 세밀화․

완성도, 검수와 개선의 필요사후지원 철저 등

   * 출처 : 한국 SW기업 일본진출 가이드북(‘09)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KOTRA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 해외현장 보고, 지역별 국가정보, 해외투자 

정보, 무역자료 등 제공

  - (‘09년) 미국, 일본의 유망분야 도출 및 시장 진출전략

  - (‘10년) 한국 SW기업 일본진출 가이드북, 주요국가 시장분석정보 제공예정

∙ 해외 정보화 프로젝트 대상 사전타당성 조사 컨설팅 지원 사업 : NIPA

∙ 관련기관 : NIPA, KOTRA, 무역협회, 한국SW산업협회 등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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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확보 및 현지화) 

• (품질확보) 국제 SW 프로세스 인증을 획득하고, 각국의 품질정책을 

분석하여 사전 시뮬레이션을 추진하고 오류 지속 수정

• (현지화) 진출국가의 언어로 제품 업그레이드, 매뉴얼, 홍보 브로셔 

등을 현지화하고 문화, 관습, 관행 등의 습득노력도 매우 중요

   외국어로 된 SW, 매뉴얼 등의 재 테스트, 현지인을 활용한 현지화 지원이 진입 유리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SW수출 멘토링 지원 사업

  - 글로벌 수준에 적합한 품질 개선과 제품의 현지화, 품질개선

* SW수출 준비단계 부터 NIPA SW공학센터와 협력하여 SW공학기법을 적용하여 SW 수출

멘토링 지원효과 극대화

 (유통망 확보) NIPA, KOTRA 등의 해외 채널을 활용하여 현지인 또는 

현지 유통사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유리

   현지 유통사 선정과 자체 유통망 구축을 비용, 효과성 등에서 심층 검토 후 결정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외 파견자 활용 : 싱가폴, 미국 실리콘 밸리

∙ KOTRA 등의 지원 사업 : 각종 IT로드쇼, 세미나 개최, 채널 지원 등 활용

* KOTRA의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 64개)와 IT지원센터(3개), SW유통센터 (2개)

∙ 무역협회의 7개 해외지부 활용



 (공동협력) 중소SW전문포럼, SW대중소 해외진출협의체 등에 참여

하여 기업 간 공동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 모색

 정부의 주요 지원 사업 - 제도

∙ 중소SW전문포럼 : 전문SW기업들 간 협의체  ‘10년 현재 7개 운영

∙ SW대중소 해외진출협의체 : 2개 국가 2개 분야 운영

  * 한국SW산업협회에서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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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페이지

Ⅰ.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1. SW개발 지원기관 및 사업현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0

2.

주요

지원

사업

2-1. SW융합 촉진

∙ i-Hub 구축․운영 사업 41

∙SW서비스 신사업 발굴지원 사업 41

∙융합SW 상용화 프로젝트 42

∙ SaaS 활성화 사업 42

∙SaaS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구축 43

∙WBS 프로젝트 추진 43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44

∙임베디드SW 공모대전 44

2-2. 공개SW 활성화

∙공개SW 역량프라자 운영 45

∙공개SW 커뮤니티지원 사업 45

∙공개SW적용 신시장 창출지원 사업 46

∙공개SW 개발자 대회 46

 2-3. SW품질경쟁력 향상

∙SW공학기술 현장적용지원 사업 47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제도 47

∙대한민국 SW공모대전 48

∙대한민국 SW기술대상 48

2-4.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SW산업진흥지원 사업(성장지원, 융합지원) 49

∙지역 IT특화연구소 지원 사업 49

3. 글로벌 SW 인력양성

∙SW Maestro 과정 50

∙SW융합 역량강화 과정 50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 51

4. SW 투․융자 지원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공제사업 52

∙SW글로벌 M&A 펀드 운영 52

∙정보통신응용 기술개발지원 사업 53

∙신성장 동력펀드 53

Ⅱ. 소프트웨어 성장지원

1. SW 국내유통 촉진

∙기술시장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54

∙중소SW기업 전문포럼 활성화지원 사업 54

∙SW대중소 상생협력위원회 운영 55

∙신SW상품대상 운영 55

2. SW 해외진출

∙KOTRA 글로벌 윈도우 56

∙사전타당성조사 컨설팅지원 사업 56

∙해외 정보화 마스터플랜지원 사업 57

∙ IT서비스 시스템 모듈화지원 사업 57

∙SW수출 멘토링지원 사업 58

∙대중소 SW해외진출 협의체지원 사업 58

∙SW 해외진출 협력 컨소시움 운영 59

∙ IT수출 상담센터 지원 59

∙소프트웨어 10대 해외진출 스타기업 선정 및 지원 60

∙싱가폴-베트남 SW/IT서비스 수출상담회 개최 60

∙수출용SW 국제화․ 현지화 시험 및 컨설팅 서비스 61

∙게임GSP지원 사업 61

∙게임 수출상담회 사업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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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페이지

Ⅲ. 소프트웨어 공공구매제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주요 개정내용 63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6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64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 64

∙국가기관 등의 SW 구매가격 산정 65

∙GS(Good Software) 시험․인증 65

∙신제품(NEP) 인증 66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적합성 시험 66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등 67

∙GS인증제품 우선구매 67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화 68

∙대기업 참여하한 68

∙정부 입찰․계약 집행관련 규정 69

∙소프트웨어 구매 평가․선정 69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70

∙소프트웨어 하자․유지보수 70

∙패키지소프트웨어 유지보수서비스 71

∙공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서비스 71

∙소프트웨어 임치 7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72

∙ SW기업 대상 공공SW사업 발주관리 교육 73

∙공공SW사업 상시 모니터링 73

∙공공SW 수요예보조사 74

∙ SW고충처리센터 운영 74

Ⅳ. 기타 지원사항 등

∙ SW통계 및 정보 제공 75

∙ SW산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75

∙조세특례 및 제한 76

∙누리꿈스퀘어 소개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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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Ⅰ-1. SW개발 지원기관 및 사업 현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비전 또는

설립목적

 ◦정보통신산업의 육성·발전, SW기술진흥과 품질관리 및 전문성 향상, 전자거래 

및 이러닝산업의 육성·발전 등을 총괄하는 IT전문기관

주요

지원 사업

정보

통신

기술개발사업 ◦ IT산업 기술개발지원, 차량IT기술개발지원 등

연구기반조성사업 ◦ IT정책개발 지원, 중소기업 장비지원 등

인력양성사업 ◦ 글로벌 IT인재 활용지원, IT명품인재 양성 등

융자사업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지원서비스
◦ 벤처기업 인증 평가, 세계 일류상품 및 기업 

발굴

소프트

웨어

SW산업 전략 수립 ◦ SW산업 발전전략수립, SW산업 시장조사

SW법제도 개선

◦ SW분리발주 및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 

운영, SW사업 애로사항, 법률 자문 등 SW고충

처리센터

SW공학기술정책 ◦ SW프로세스 품질경쟁력 강화, SW공학백서 등

SW기술인력양성 ◦ SW융합역량강화과정, SW마에스트로과정 등

임베디드SW산업 육성
◦ 임베디드SW 융합프로젝트, 임베디드SW 공모

대전 등

공개SW활성화 ◦ 공개SW역량프라자, 공개SW생산기반 조성 등

SW수출활성화 ◦ 국산SW품질개선 및 현지화 지원 등

융합SW추진 ◦ SW서비스 융합 신비즈니스 모델 발굴 육성 등

마케팅 지원 ◦ 우수SW 정보제공, SW수요예보조사 등

누리꿈스퀘어 ◦ 시설소개, 임대 분양 문의, 입주기업 등 

지역SW산업 진흥 ◦ 지역 SW 기업성장 지원 사업 등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 (정보접근) 홈페이지(www.nipa.kr) 접속 → 주요사업 → 정보통신/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메뉴 클릭 → 필요 정보 검색․획득

 ◦ (대표전화) 02-2141-5000, 진흥원 소개 → 조직도/전화번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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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비전 또는

설립목적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과 국가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

주요

지원 사업

주

요

기

능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과제 기획·평가·관리

 ◦기술개발과제 기획을 위한 산업기술 수요, 수준 및 전망 조사

 ◦기술개발과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건전성 조사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과제의 기획·평가·관리

 ◦기술혁신의 전주기 상시 책임 관리자 제도의 운영 및 지원

산업원천

기술개발사업

 ◦국가 성장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개발 집중지원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

신성장동력

스마트프로젝트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신성장동력 R&D 지원을 통해 경제

위기 이후에 대비한 성장잠재력 확보

지식경제프론티어

기술개발사업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강점기술을 전략적·선택적으로 

집중 개발하여 2010년대 초반 전략기술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기술력 확보

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

 ◦산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산업원천기술 분야의 기술고도화사업 지원 및 상용화 

사업을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단독으로 개발가능하고, 사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고부가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 (정보접근) 홈페이지(www.keit.re.kr) 접속 → 주요사업 → 지식경제부 지원 사업/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기타 지원 사업 메뉴 클릭

     → 필요 정보 검색․획득

  

 ◦ (대표전화) 02-6009-8000, KEIT 소개 → 조직도/전화번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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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전 또는

설립목적

 ◦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

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

주요

지원 사업

주

요

기

능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중장기 기술기획 및 성과분석

 ◦산업기술기반조성(인력양성, 산학협력, 新기술문화 조성, 장비구축․관리)

 ◦산업기술 국제협력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지원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국제산업기술

연구사업

 ◦개방과 융합의 시대에 해외 우수 R&D자원의 활용으로 

첨단기술개발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을 통해 국내 산업

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켜 기술경쟁력을 강화

하고,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또는 퇴직 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확산

이공계전문가

기술지원

서포터즈사업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이공계대학

교수 및 연구원 등 고급연구인력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서포터즈(후견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산업기술

개발사업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정된 지역전략산업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정부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자금을 출연하고, 이를 Seed 

Money로 민간자본을 유도하여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 및 

투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 (정보접근) 홈페이지(www.kiat.re.kr) 접속 → 소개 → 사업안내 메뉴 클릭 

→ 필요 정보 검색․획득

 ◦ (대표전화) 02-6009-3000, 조직도/전화번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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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

비전 또는

설립목적

 ◦ 정보, 통신, 전자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개발․보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사회발전에 기여

주요

지원 사업

융합기술 연구

 ◦공간 인지 기술, 네트워크 로봇 기술, 인간-로봇 상호 작용 

매개 기술, u-Health 기술, 뇌 신경계 인터페이스 기술, 

차량, 센서, Connected Vehicle 기술, 육상 관제 및 원격 

유지 보수를 위한 SAN 기술, RFID 핵심 기술, USN 핵심 

기술, 주소정보 자동처리 통합기술 개발

소프트웨어연구

 ◦임베디드 SW 플랫폼 기술, 스마트 모바일 SW 기술과 

차세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감성 ICT 기술, 인터넷 정보 

보안 기술 분야 등 연구

방송통신융합연구

 ◦디지털 케이블 및 TV방송, 실감방송 및 3D TV, 위성무선 

기술 및 전파기술 등으로, 각 분야의 원천 기반 연구 및 

성장동력형 상용화 기술 연구

콘텐츠연구

 ◦CG 기반기술, 인터랙티브 입체영상 기술, 디지털액터 기술, 

스마트 게임 기술, 가상현실 기술, 콘텐츠 보호관리 기술 

등 지원

<기술이전, 특허,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등>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 (정보접근) 홈페이지(www.etri.re.kr) 접속 → 기업지원 메뉴 클릭 → 필요 정보 

검색․획득

 ◦ (대표전화) 042-860-6114 조직 및 부서소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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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 주요 지원 사업

Ⅰ-2-1. SW융합 촉진

 i-Hub 구축 ․ 운영 사업

개요
◦ SW서비스 신사업의 지속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상시적․개방적인 발굴 체계 

구축․운영

지원 대상

분야
◦ SW서비스 신사업 기획 사업구분 기획

신청자격 ◦ SW기업, 학생, 일반인 등

지원내용

◦ 공모대회 및 상시접수를 통해 SW서비스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 On-Line 상에서 연구, 토론, 의견 개진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 시킬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동 지원

지원규모 ◦ 3억원

추진일정
◦ 아이디어 공모대회 및 상시접수 : 9월~12월

◦ 커뮤니티 활동 지원 : 9월~ 12월

추진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정책팀(T.02-2141-5223)

 SW서비스 신사업 발굴 지원 사업

개요
◦ 수요가 확실하고 사업화가 예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에 대해 비즈니스, 

법률, BM특허 등 사업화 컨설팅 추진

지원 대상

분야
◦ SW서비스 신사업 기획 사업구분 기획

신청자격 ◦ 중소기업, 학생 등

지원내용

◦ i-Hub 등을 통해 수집된 아이디어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모델을 선정

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분석지원(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와 공동 수행)

  - 기술․특허․시장동향, 수익성, 이해관계자 분석 및 결과 제공

◦ 20개 내외 과제 선정, 사업타당성 등 컨설팅 지원(20백만원 내외)

지원규모 ◦ 4억원

추진일정
◦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 7월 ~ 8월

◦ 사업타당성 조사 분석 : 9월~ 11월

추진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정책팀(T.02-214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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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SW 상용화프로젝트

개요
◦ 유무선 통신, 정보 가전 등의 전략 산업에 임베디드SW 적용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임베디드SW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 

지원 대상

분야

◦ 유무선 통신 및 생활가전 등 전략산업 분야의 임베

디드SW 기술개발(SW+제조업 융합부문 지원)
사업구분 기술개발

신청자격 ◦ 중소SW 기업

지원내용

◦ 지정공모(RFP의 수행조건에 따른 개발 과제) 또는 자유공모 과제를 대상으로 

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 과제 개발

◦ 20개 내외 과제 선정(과제당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지원규모 ◦ 60억원

추진일정

◦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 3월

◦ 과제별 선정평가 : 4월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5월

추진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융합SW팀(T.02-2141-5246)

SaaS 활성화 사업

개요
◦ SaaS 어플리케이션 신규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SaaS 시장 

진출 및 국내 활성화 기반을 구축

지원 대상

분야
◦ SW서비스 유통활성화 사업구분 기술개발

신청자격 ◦ 중소SW 기업

지원내용

◦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SaaS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제에 대해 개발비

   (기업 매칭) 지원

◦ 3개 내외 과제 선정(과제당 3억원 내외 지원)

지원규모 ◦ 10억원

추진일정

◦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 3월

◦ 선정평가 : 4월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5월

추진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융합SW팀(T.02-214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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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aS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구축

개 요

◦ SaaS 마켓플레이스 구축 및 활성화 지원으로 SaaS 개발·공급 및 수요를 

아우르는 새로운 SW 유통 생태계 조성과 함께 국내 SaaS 제공 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SaaS 시장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분야
◦ 웹기반 소프트웨어 사업화 지원 사업구분 기반 조성

신청자격
◦ SaaS 마켓플레이스 구축 및 상용화가 가능한 국내 기업

   -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은 참여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만 참여가능

지원내용 ◦ SaaS 마켓플레이스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최대 50% 이내에서 9억원 내외의 정부출연금 지원(1개 과제)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 7월 1일 ~ 7월 30일

◦접수 및 선정평가 : 8월중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8월말

관련규정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 요령 등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융합SW팀(T.02-2141-5238)

World Best Software 프로젝트 추진

개 요
◦ SW강국도약전략(‘10.2.4)의 SW수요창출 프로젝트인 WBS(World Best Software) 

추진을 위한 ‘SW서비스․제조 융합 비즈니스 모델’ 수요 발굴

지원 대상

분야

◦ 공공서비스, 제조업관련서비스,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통SW 서비스 및 제조
사업구분 기술개발

신청자격 ◦ 산․학․연․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 또는 대․중소 컨소시움 우대

지원내용
◦ SW+서비스업, SW+제조업 융합분야의 기술개발 지원과제 선정

◦ 민․관 매칭투자방식 원칙

지원규모 ◦ 2010년 ~ 2012년, 3년간 총 1조원 지원

추진일정

◦ 수요조사 : 2010년 4월

◦ 사업공고 : 2010년 7월 

◦ 2011년 사업공고 : 2011년 상반기 예정

추진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기획T/F팀 (T.042-715-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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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개요
◦ 신산업, 주력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에너지자원, 전력․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등 

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 육성

지원 대상

분야

◦ 신산업, 주력산업, 정보통신산업, 에너지 자원, 

전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구분 기술개발

신청자격 ◦ 국내외 산․학․연 기관 및 개인 모두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산업융합원천 17대 전략기술 분야별로 지원기간 5년 내외의 중대형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핵심원천 및 신성장동력 기술 등

 ※ SW․컴퓨팅

SW 임베디드SW, 시스템SW, 온라인서비스SW, 지능형SW, 실감미디어SW 등

차세대컴퓨팅
그린컴퓨팅, 차세대HCI, UFC 등 휴먼컴퓨팅, 매니코어 프로세싱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등

지식정보보안
공통기반 보안, 네트워크/시스템 보안, 서비스/응용 보안, 물리 보안, 융합 
보안 등

지원규모 ◦ 2010년도 1조 6000억원 (과제당 최대 연 100억원 지원)

추진일정

◦ 수요조사기간 : 2010. 7. 5 ~ 2010. 7. 30, 18:00까지, 4주

◦ 과제기획, 공청회 : 2010년 8월 ~ 11월
◦ 2011년 사업공고 : 2011년 2월 예정

추진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기획T/F팀 (T.042-715-2222)

임베디드SW 공모대전

개요
◦ 미래 잠재인력 조기 발굴 및 인력양성으로 산업계 인력공급 채널 확보 및 임베

디드 SW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및 Global 저변 확대

지원 대상

분야
◦ 소프트웨어 사업구분 기반구축

신청자격
◦ 일반 부문 : 대학(원)생, 일반인 및 관련기업

◦ 주니어 부문 : 초․중․고등학생(지도교사 필수)

◦ 국제 부문 : 외국인 대학(원)생, 일반인 및 관련기업

지원내용

◦ 대상(지경부장관상,4), 최우수상(14), 우수상(26), 장려상(10)

◦ 취업지원

   - 기업․학생 참가하는 팀, 가산점 부여하여 취업 유도(한이음 프로젝트 등)

   - 협찬기업․수상자간 연계 통해 협찬기업으로 취업 유도

지원규모 -

추진일정

◦ 대회 공고 및 홍보 : 4월 ~ 5월, ◦ 제안서 접수 및 서류 심사 : 6월
◦ 기술지원 세미나 및 교육 실시, 주니어 교육 캠프 : 6월 ~ 8월
◦ 국제부문 최종 서류 접수 : 9월,◦ 공모 마감 및 최종 서류 심사 : 9월
◦ 주니어부문 프로그램 day 및 데모심사 경진대회 : 11월,◦ 시상 : 12월

추진기관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임베디드SW 산업협의회(T.02-2132-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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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2. 공개SW 활성화

공개SW 역량프라자 운영

개요
◦ 공개SW 지식정보 생성 및 제공, 공개SW Test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촉진 등 

공개SW 산업생태계의 선순환구조 형성을 위한 역할 수행

지원 대상

분야

◦ 공개SW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지식정보 산출 및 제

공 등 다수 과업 수행 
사업구분 기술개발

이용자격 ◦ 공개SW기업, 공개SW 개발자 등

사업내용

◦ 신뢰성 있는 공개SW 발굴

   - 다종의 공개SW에 대해 기능, 비기능, 통합, 국제표준 Test 수행 후 결과 배포

◦ 공개SW 지식정보 생성 및 제공

   - 공개SW Governance 고도화, 공개SW 기술참조모델(TRM) 개발,

공개SW 지식정보를 축적하고 제공하는 Repository 구축 등

◦ 공개SW 커뮤니티 활성화 : 커뮤니티실, 테스트실, 멘토링 지원 등

사업규모 ◦ 12억원

추진일정 ◦ 연중 운영(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추진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지역SW팀(T.02-2141-5266)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SW역량 프라자(13층, T.02-2132-1400~01)

공개SW 커뮤니티 지원 사업

개요
◦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개SW 및 활용도 높은 공개SW를 발굴하여 대표 

커뮤니티 프로젝트로 육성하고, 국제 커뮤니티화 추진

지원 대상

분야
◦ 공개SW 운영체제에서 적용 가능한 공개SW 개발 분야 사업구분 기술개발

신청자격

◦ 대학, 기업 등 법인격을 갖춘 단체 

   - 비법인 커뮤니티 등은 법인과 연계하여 지원 가능

   - 지역소재 기관(대학, 기업, IT연구소 등) 우대

지원내용

◦ 활용도가 높은 공개SW 대표 커뮤니티 발굴, 전략과제로 육성 지원

◦ 산․학․연 등의 수요조사를 통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여 일반과

제로 지원

지원규모
◦ 전략과제 : 20억원 (과제당 3억원 내외)

◦ 일반과제 : 10억원 (과제당 0.5억원 내외)

추진일정
◦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 3월

◦ 과제별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4월

추진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지역SW팀(T.02-2141-5266, 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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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적용 신시장창출 지원 사업

개요

◦ 정보시스템 구축 기획 단계인 ISP 단계에서 공개SW 도입 가능성을 분석 후 정보

시스템 전체 스택에 공개SW를 도입/운영 지원

◦ SW산업 경쟁력 향상 및 신규시장 창출 효과가 높은 특정단말 분야 및 IT융합 

산업 범위까지 확대하여 공개SW 시장창출

지원 대상

분야

◦ 신규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 전환 

계획이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 특정단말 제조 또는 핵심솔루션 개발 기업

사업구분  기술개발

신청자격 ◦ 기업, 대학,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

지원내용 ◦ 평가 선정 과정을 통해 과제 선정 후, 매칭(민간부담금) 형태로 지원

지원규모 ◦ 정부지원금 약 12억원(ISP : 최대 1억원, 특정단말 최대 3억원)

추진일정
◦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 5월

◦ 과제별 선정평가 : 6월,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6월

추진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지역SW팀(T.02-2141-5253)

 공개SW 개발자 대회

개요
◦ 공개SW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우수 공개SW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국내외 개발자 

교류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분야
◦ 공개SW 운영체제에서 적용 가능한 공개SW 프로젝트 사업구분 기술개발

신청자격
◦ 학생 부문 : 초ㆍ중ㆍ고등학생

◦ 일반 부문 : 대학생 및 일반 직장 개발자

지원내용 ◦ 우수 공개SW 프로젝트 선정 및 시상 

지원규모 ◦ 장관상(8백만원), NIPA원장상(5백만원), 협회장상(3백만원), 기업상(1~2백만원)

추진일정

◦ 개발자 대회 홍보 및 신청접수 : 6~7월

◦ 우수 프로젝트 선정 : 10월

◦ 대회시상 : 11월

추진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지역SW팀(T.02-2141-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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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3. SW품질경쟁력 향상

 SW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 사업

개요
◦ SW공학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SW기업의 SW품질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SW공학기술 보급ㆍ확산기반 마련

지원 대상

분야

◦ 산업 분야는 엔터프라이즈 및 임베디드 영역, 패

키지SW 등 SW가 포함되는 분야 제한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사업구분 품질향상

신청자격 ◦ 중소기업인 수요기업과 컨설팅기관 컨소시엄

지원내용

◦ 과제당 총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민간 부담금)은 수요기업의 현금 및 현물로 부담

◦ 지원 과제 수 : 30개 이상(과제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지원규모 ◦ 30억원

추진일정
◦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 4월중

◦ 과제별 선정평가 : 5월,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06월

추진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센터 정보시스템공학팀(T.02-2132-1313)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제도

개요
◦ SW기업(조직)의 프로세스 역량수준을 SW개발 공정별 작업절차 및 산출물 등을 

통해 확인․검증하는 SW개발 및 관리능력 보증제도

지원 대상

분야
◦ SW 프로세스 품질역량 수준 측정 사업구분 품질향상

신청자격 ◦ SW 및 정보시스템을 개발․관리하는 국내 SW기업 및 개발조직

지원내용

◦ (인증기준 및 등급) 5개 영역 17개 평가항목 76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3단계의 

등급으로 구성

◦ (인증심사)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원이 현장에 나가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등급 부여

◦ (수수료) 신청관리비, 인증심사비, 직접경비로 구성(2천만원 내외)

지원규모 -

추진일정 ◦ 연중 수시로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 접수

추진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센터 정보시스템공학팀(T.02-213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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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SW공모대전

개요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SW 신기술 아이템을 발굴 포상하여 

국내 SW산업 저변확대 지원 및 신기술 사업화 유도

지원 대상

분야
◦ 소프트웨어 사업구분 기반구축

신청자격

◦ 일반부 : SW개발기업(자), 단체 또는 일반인(개인, 공동, 단체)

◦ 학생부 : 초․중․고․대학(원)생(개인, 공동, 단체 출품 가능)

※ 공동출품인 경우 5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 단체가 수상한 

경우 단체명으로 수상

지원내용

◦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2), 지경부장관상(7), 기관장상(8), 단체장상(14)

◦ 수상기업 및 제품 마케팅 활동 지원 및 취업 추천

   - 업계와 연계하여 상품화 적극 추진, 관련 학회지에 수상제품 홍보, 국내 관련 

IT업체에 제품 홍보 및 취업 추천

지원규모 -

추진일정
◦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5월~8월

◦ 제품심사 : 9월~10월, ◦ 시상(SW산업인의 날) : 11월

추진기관 ◦ 한국IT전문가협회 (T.02-338-2311)

대한민국SW 기술대상

개요
◦ SW프로세스, 방법론, 아키텍처, SW공학 등 SW개발 기술 분야의 우수 개발 및 

적용사례를 발굴, 보급함으로써 SW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촉진

지원 대상

분야

◦ SW개발 프로세스,  SW개발 방법론, SW기술표준, 

모델링(분석설계),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컴포넌트 등

사업구분  기반구축

신청자격

◦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용자 기업 공공기관

◦ SI 및 SW 기업

◦ HW 및 시스템 업체 중 SW부문, 대학․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SW 부문 조직

지원내용 ◦ 대상(지식경제부 장관상) ◦ 기관장상 4개

지원규모 -

추진일정 ◦ 공모기간 : 9월~10월중  ◦ 선정평가 : 11월  ◦ 시상식 : 11월

추진기관 ◦ 한국SW기술진흥협회 교육사업팀(T.02-7090-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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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4. 지역 SW기업 성장 지원

지역 SW산업 진흥지원사업

개요
◦ SW산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17개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 성장지원, SW산업 기반

조성 및 SW융합 제품의 국산화․제품화 등 지원

지원 대상
분야

◦ 마케팅, 인력양성, 기술개발, 상용화 제품개발, 
   인증취득 지원 등

사업구분 기반구축

신청자격 ◦ 지역소재(사업장, 연구소등)의 소프트웨어 기업

지원내용

◦ 지역별 차별화된 SW기업 수요에 기반한 창업보육,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창출), SW품질 경쟁력강화 등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 지역․광역 내 기반․선도 산업분야와 연계한 “SW융합 환경에 맞는 신수요 및 신시장 
발굴”을 위한 제품화, 국산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원

지원규모 ◦ 과제별 지원 성격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 최소 100만원~5억원 규모

추진일정
◦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는 지역SW진흥기관 일정에 따라 다름
  * 지역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추진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지역SW팀 (T.02-2141-5262)

부산정보산업진흥원
(www.busanit.or.kr) 051-749-9423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www.dip.or.kr) 053-655-5613

인천정보산업진흥원
(www.iit.or.kr) 032-250-2142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www.gitct.orr.kr) 062-350-2435

대전테크노파크
(www.djtp.or.kr) 042-930-4812 충북지식산업진흥원

(www.cbkipa.net) 043-210-0800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www.ubsc.or.kr) 052-283-7133 전주정보영상진흥원

(www.cit.or.kr) 063-281-4123

강릉과학산업진흥원
(www.gnit.or.kr) 033-652-9040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www.gipa.or.kr) 031-968-9612

마산밸리
(www.gmit.or.kr) 055-608-2034 목포SW지원센터

(www.mokposoftware.com) 061-270-8820

경기테크노파크
(www.gtp.or.kr) 031-492-9900 안양지식산업진흥원

(www.k-center.or.kr) 031-389-2329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www.dipa.or.kr) 031-323-2487 제주지식산업진흥원

(www.jejukipa.or.kr) 064-725-3026

강원정보문화진흥원
(www.gmit.or.kr) 033-245-6154 포항테크노파크

(www.pohansw.org) 054-249-7072

지역 IT특화연구소 지원 사업

개    요
◦ 지역 기간산업과 IT산업간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지역의 선순환적 IT생태계 

조성을 위한 광역권별 IT R&D클러스터 조성 

주요내용 ◦ 지역별 특화 IT산업육성에 필요한 특화기술 R&D 및 산업체 기술 지원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3조, 제11조, 제15조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지역SW팀(T.02-2141-5261)

대구임베디드SW기술지원센터 053-621-7927

유비쿼터스신기술연구센터 053-850-4768

광양만u-IT연구소 061-797-6410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051-890-2770

전북임베디드시스템연구센터 063-71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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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 글로벌 SW 인력양성

 SW Maestro 과정

개요
◦ 신세대 인재와 창의적인 우수인재의 발굴․육성을 통해 SW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SW분야 최고급 인재 육성

지원 대상

분야
◦ SW 개발 분야 사업구분 인력양성

신청자격
◦ 혁신적 발상과 재능을 겸비한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

◦ 미취업자

지원내용
◦ 장학금 지급, SW개발기자재 지급, 해외 연수, 취업지원, 창업지원, 군복무 연계 

지원 등 단계별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

지원규모 ◦ 50억원

추진일정

◦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 6월 30일

◦ 연수생 서류전형 및 면접 : 7월 중순

◦ 최종 발표 : 7월 말, ◦ 발대식 : 8월 말

추진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력양성단 전문인력팀(T.042-710-1351)

 SW융합 역량강화 과정

개요
◦ SW의 제조·서비스업 간 융합 촉진에 대응하여 산업도메인별 주력기업 재직자를 

SW설계가 가능한 융합SW인력으로 육성

지원 대상

분야

◦ 10대 주력산업및 휴대폰, 전자, 3D 등

   SW융합분야
사업구분 인력양성

신청자격 ◦ (협․단체+기업군+교육기관) or (기업군+교육기관)

지원내용

◦ 융합 신시장변화에 부응하는 기업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한 재직자

   (저변인력) 역량강화 위해 10대* SW융합산업분야 등 지원

    * 10대 SW융합분야 등 : 자동차, 휴대폰, 조선, 섬유, 의료, 건설, 국방, 로봇 등

   - 소요비용 : 2,520백만원 (10대분야 × 2개 컨소시엄 x 1억원~1.5억원)

    * 중소기업특화형 50%, 대중소상생형 50%로 배분하여 지원

지원규모 ◦ 30억원

추진일정

◦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 5월 ~ 6월

◦ 과제별 선정평가 : 6월 ~ 7월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7월 ~ 8월

추진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력양성단 전문인력팀(T.042-71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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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개요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급 연구인력 

(이공계 석·박사 또는 퇴직 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확산

지원 대상

분야
◦ 고급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구분 인력양성

신청자격

◦ 석·박사 분야 : 이공계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중, 공고일 기준 미취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미취업자

◦ 퇴직기술 인력분야 : 이공계 분야 학사 및 석·박사학위 소지자 중 대기업 및 공공

연구기관에 아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학사 : 연구·기술 분야 경력 10년

   - 석사 : 연구·기술 분야 경력 8년

   - 박사 : 연구·기술 분야 경력 5년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대 3년(1년 단위로 협약) 

◦ 3년간 지원 금액(만원) : 3,600(석사), 4,500(박사), 4,800(퇴직인력)

구분
석사 박사·퇴직기술인력(수도권)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기준연봉 2,400 3,000

정부지원액
1,440 

(월 120)
1,200

(월 100)
960

(월 80)
1,800

(월 150)
1,500

(월 125)
1,200

(월 100)

기업부담금
960

(월 80)
1,200

(월 100)
960

(월 80)
1,440

(월 120)
1,200

(월 100)
1,500

(월 125)
 

◦ 퇴직기술인력(지방) 사업도 추진 중

지원규모 ◦ 160억원

추진일정

◦ 10년 추가 신규지원 공고 : 3월  

◦ 미래선도인재 채용박람회 : 3월  

◦ 10년 추가 신규지원 공고(예산 상황 고려) : 9월 

◦ 미래선도인재 채용박람회 : 9월 

추진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양성기획팀(T.02-6009-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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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 SW 투․융자 지원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공제사업 

개요
◦ SW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자금대여, 이행보증 등의 금융업무 수행

지원 대상

분야
◦ 소프트웨어 사업구분 자금지원

신청자격 ◦ SW사업자로 신고하고 동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지원내용

◦ 자금대여 : SW관련 계약 진행에 필요한 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

◦ 이행보증 : SW관련 각종 계약에 따라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 보증,

             선급금 보증 등이 필요한 경우 보증서 발급

지원규모 ◦ 계약금액 및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추진일정 ◦ 연중

추진기관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융자사업팀(T.02-2141-7820~3)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보증사업팀(T.02-2141-7800~7)

 SW글로벌 M&A 펀드 운영

개요
◦ SW기업 간 M&A활성화를 통해 대형화․전문화된 SW기업 육성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해“SW M&A 펀드" 조성(총420억원)

지원 대상

분야
◦ 소프트웨어 사업구분 자금지원

신청자격 ◦ SW기업 간 M&A 추진기업

지원내용
◦ 펀드 결성금액의 60%이상을 패키지 SW기업 간 M&A 지원

◦ SW 우수솔루션 개발업체의 초기 Incubating 자금 투자 등

지원규모

◦ (투자금 및 기간) : 기업당 50~100억원 규모

◦ (투자 기간) : 5년이상(초기 3년간 투자 → 가치제고 2년)

◦ (출자금 납입/마감) : 수시납(Capital Call), 추가증액방식(Multiple Closing)

◦ (성과배분) : 출자 지분율에 따라 성과를 배분

   - 기준 수익률 : 연 IRR(Internal rate of return) 9%이상

추진일정 ◦ 연중

추진기관 ◦ 기업은행 글로벌SW기업육성 사모투자전문회사(T.02-729-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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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개요
◦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분야 및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ㆍ저리로 융자지원(500억원)

지원 대상

분야

◦ S/W, 디지털콘텐츠,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정보통신서비스, 정보

보호, 반도체 등 정보통신 관련 기술개발 및 IT기반 융합 기술
사업구분 자금융자

신청자격 ◦ IT 및 IT기반 융합분야 기술개발 기업

지원내용

◦ 일반담보대출

  

접수
▶

평가 및 선정
▶

자금 대출

은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은행

◦ 기술담보대출

접수․평가․추천
▶

선정
▶

보증서 발행
▶

자금대출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은행

◦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 - 1%), 
※ ‘10. 1/4분기 : 3.83%

◦ 융자기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지원범위 :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80%이내(단, 대기업은 50%이내)

◦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이내

지원규모 ◦ 총 500억원

추진일정 ◦ 2010. 2. 8.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선착순 지원)

추진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금관리단 투융자사업팀(T.042-710-1470~9)

 신성장 동력 펀드

개요
◦ 정부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자금을 출연하고, 이를 Seed Money로 민간자본을 

유도하여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 및 투자

지원 대상

분야

◦ 녹색성장펀드, 첨단융합펀드, 지식 서비스펀드 

(콘텐츠, SW)중에서 택일
사업구분 자금지원

신청자격 ◦ 사모투자전문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지원내용
◦ 펀드 결성 제안금액의 20% 정부 출자

◦ 투자의무비율 : 투자 기간 내 결성 액의 50% 이상

지원규모 ◦ ‘10년 출자규모 : 400억원 이내

추진일정 ◦ 연중

추진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연계팀(T.02-600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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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프트웨어 성장지원

Ⅱ- 1. SW 국내유통 촉진

기술시장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개요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과정에서 기술공급자, 중개자, 수요자 등 기술사업화 참여자가 
국가기술자산을 활용하여 실용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 국가기술사업화 DB 운영,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설명회, 전시회 개최, 기술평가 
모델개발 및 표준화 선도, 기술금융지원, 기술교류의 장 마련 등을 통해 기술 
시장의 형성 및 운영 지원

지원 대상
분야

◦ 산업 전 분야
◦ SW산업 부문 - 패키지SW, 임베디드SW 등

사업구분 기반구축

신청자격 ◦ 제한없음

지원내용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www.ntb.kr)을 구축·운영하여 국내·외 기술이전
사업화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우수기술을 선별하여 온라인 기술마케팅 지원 

◦ 인터넷 기반의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표준화된 기술평가 방법론의 보급·확산
◦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평가 기법 및 모델의 선진화·보급 
◦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협력 기회제공을 위해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설명회, 전시회 개최 지원 

지원규모  -

추진일정

◦ 2010. 1. ~ 12. :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 개편, 운영
◦ 2010. 1. ~ 12. : 기술평가시스템 운영 및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
◦ 2010. 1. ~ 12. : 국내. 외 기술이전설명회 상시 개최
◦ 2010. 6.       : 기술이전 사업화 전시회 개최
◦ 2010. 9. ~ 11. :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아시아권, 유럽권, 미주권)

추진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시장활성화팀(T.02-6009-4326)

중소SW기업 전문포럼 활성화 지원 사업

개요
◦ 전문분야에 특화된 우수한 솔루션과 노하우를 보유한 중소SW기업의 분야별 전문
포럼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중소SW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수주 경쟁구조 혁신

지원 대상
분야

◦ 전문SW솔루션 보유 기업 사업구분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

신청자격 ◦ 분야별 전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SW기업 컨소시엄

지원내용 ◦ 평가 선정과정을 통해 선정된 포럼은 약 3,000 만원 지원

지원규모 ◦ 2.4억원(8개 포럼 각 3,000만원)

추진일정
◦ 평가를 통한 8개 포럼 선정 : ~5월,  ◦ 각 포럼별 사업 추진 : 6월~11월
◦ 포럼별 중간보고 : 9월, ◦ 포럼별 최종 보고 : 11월

추진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T.02-2188-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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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대중소 상생협력위원회 운영

개요
◦ SW생태계 혁신을 위해 SW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자율적 협력분위기 

조성 및 실질적․체계적 상생협력 지원체계 구축

지원 대상 

분야
◦ 소프트웨어 사업구분 기반구축

신청자격
◦ SW기업 (* ‘10.7월 현재 대기업 6개사, 협력사 43개사, 전문SW기업 8개사, 중소

SW포럼 7개사 회원 등록)

사업내용

◦ (위원회) 상생실천규약
*

․산하 협의체․협력사업 운영

   * 상생협력헌장․부속서(대기업별 자율적 상생협력계획), 대기업-협력기업별 상생

이행협약
◦ (대중소 협력사업 지원) 협력업체 인력교육, 민간 수요예보, 중소기업 SW 구매

상담회, 경영지원 사업 등을 지원

◦ (이행점검) 상생협력의 실행력 담보 등을 위해 상생이행지원단에서 점검․평가, 

실적부진 기업에 대한 이행촉구․권고사항 위원회 건의

   * ‘SW고충처리센터’(NIPA)와 연계, 공공사업 민원 중 관련 사항의 위원회 회부

지원규모  -

추진일정
◦ 위원회 회원사 모집 및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 연중

◦ 중간 이행점검 및 제2회 상생위원회 : 11월

추진기관 ◦ 한국SW산업협회(T.02-2188-6937),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T.02-761-2060)

신SW상품대상

개요

◦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SW제품을 선정/시상(격월 및 연말)함으로써 SW기업의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홍보 및 품질개선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 사업을 전개, 

국내 SW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분야
◦ 소프트웨어 사업구분 기반구축

신청자격 ◦ 국내 개발된 상용화된 SW제품 

지원내용

◦ SW제품 발굴․시상 :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2), 지경부장관상(12)

◦ 수상기업 및 제품 마케팅 활동 지원

   - 병역특례업체 선정 시 가점부여, SW공제사업의 우대지원, GS인증비용 일부

지원 등

   - 주간 추천작 및 수상제품 언론홍보, 우수SW 설명회 등

지원규모 -

추진일정

◦ 주간 : 매주 신청 접수된 3개 제품 전자신문 게재 홍보

◦ 월간 : 격월로 우수SW 2개 제품 선정 및 시상 (총 12개 제품)

          [일반SW(6), 멀티미디어SW(3), 임베디드SW(3)] 
◦ 연간 : 대한민국SW대상 상품상 부문 3개 제품 선정․시상

추진기관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산업진흥팀(T.02-2132-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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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 SW 해외진출

KOTRA 글로벌윈도우

비전

◦ 해외시장 흐름과 트렌드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

◦ 국내기업이 해외수출과 투자진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보 제공

◦ 70여개국에 있는 100여개의 KBC(코리아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해외시장 구석구석

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즈니스 생(生)정보 제공

주요

지원

정보

해외시장정보 ◦경제/산업동향, 무역통상정책, FTA/무역협정 등 정보 제공

해외투자정보
◦해외투자속보, 투자핵심가이드, 지재권 보호, 해외투자 절차, 

  해외진출 한국기업 등 정보 제공

해외상품DB ◦심층조사DB, 조사대행DB 등 정보 제공

무역자료실 ◦해외업체검색서비스, 관세율, 무역통계 등 정보 제공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 (정보접근) 홈페이지(www.globalwindow.org) 접속

◦ (대표전화) 02-3460-7114, 조직 및 부서소개 클릭

사전타당성조사 컨설팅지원사업

개요
◦ 해외 정보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부 간 협력 사전타당성조사 컨설팅을 실시

하여 우리 SW기업의 해외 수주기회 제고

지원 대상

분야
◦ 해외 정보화 프로젝트 대상 사전타당성조사 컨설팅 사업구분 마케팅 지원

신청자격 ◦ 해외 정보화컨설팅 경험 및 역량이 있는 국내 SW기업 등

지원내용

◦ 해외 정보화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컨설팅 및 사업수주 전략보고서 

수립

◦ 사전타당성조사 컨설팅 결과물에 기초하여 해외 정부부처, 대외원조기관(수출입

은행, KOICA) 등과 협력하여 본사업화 추진

지원규모 ◦ 연간 10개 과제 이상, 과제당 1.25억원 내외

추진일정
◦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 3~4월중,◦ 과제별 선정평가 : 5월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5월~6월중

추진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수출활성화팀(T.02-2132-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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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화 마스터플랜 지원 사업

개요
◦ 해외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정부 간 협력 국가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전략

국가 진출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SW기업의 해외 수주기회 제고

지원 대상

분야
◦ 해외 전략국가 대상 국가 정보화 마스터플랜 사업구분 마케팅 지원

신청자격 ◦ 해외 정보화 컨설팅 경험 및 역량이 있는 국내 SW기업 등

지원내용
◦ 해외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정부 간 협력 국가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별 

정보화 진출전략 수립

지원규모 ◦ 연간 2개 과제, 과제당 3억원 내외

추진일정
◦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 3~4월중◦ 과제별 선정평가 : 5월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5월~6월중

추진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수출활성화팀(T.02-2132-1501)

IT서비스 시스템 모듈화 지원 사업

개요
◦ IT서비스 시스템 중 수출형 상품화가 가능한 핵심 업무 프로세스의 모듈화 개발

지원 및 해외 시범적용

지원 대상

분야
◦ 전자정부 시스템 등 IT서비스 사업구분

마케팅 지원

품질향상

신청자격 ◦ 국내 IT서비스․SW기업 또는 컨소시엄

지원내용
◦ 과제당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 50% 이내, 제안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제안사와 협의를 거쳐 과제당 차등 지원

지원규모 ◦ 연간 2개 과제, 과제당 4억 내외

추진일정
◦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 3월중 ◦ 과제별 선정평가 : 4월~5월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5월~6월

추진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수출활성화팀(T.02-213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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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수출멘토링 지원 사업

개요
◦ 수출 실적 및 해외 판매채널을 보유한 선도기업와 경쟁력 있는 유망 SW기업의 

제품 현지화 공동 프로젝트 지원 

지원 대상

분야

◦ 수출형 제품개발

  - 품질개선 및 현지화
사업구분  마케팅 및 품질개선 지원

신청자격

◦ 유망 중소SW기업(주관기관) : 제품 경쟁력 및 다수의 국내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R&D 투자능력을 보유한 중소SW기업

◦ 선도 기업(참여기관) : 복수 허용

   - (국내 멘토) 현지 법인 또는 해외 우량 채널을 보유하고 다년간 안정적인 수출 

실적을 보유한 국내 기업

   - (해외 멘토) 목표 시장에서 해당 분야의 안정적인 매출 실적 및 품질역량을 

보유한 해외 기업

지원내용
◦ 글로벌 수준에 적합한 품질 개선과 제품의 현지화 및 품질 검수

◦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과제수행 범위에 따라 최대 1.4억 지원

지원규모 ◦ 21억원 (‘10년 기준 15개 과제)

추진일정 ◦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 1사분기, ◦ 사업수행 : 선정이후~11월

추진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수출활성화팀(T.02-2132-1504~6)

 대중소 SW해외진출 협의체 지원 사업

개요
◦ 마케팅 능력과 인지도를 가진 대기업과 기술 경쟁력을 가진 5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협의체 구성 및 지원

지원대상

분야
◦ SW + 서비스업 융합 사업구분 마케팅 지원

신청자격 ◦ 대중소 컨소시움

지원내용 ◦ 평가 선정과정을 통해 선정된 협의체는 4,900만원 지원

지원규모 ◦ 1.96억 (4개 협의체 각 4,900 만원)

추진일정

협의체 명 사업모델 Target 국가 구성기업현황

하나 INS 협의체
Core Banking 

System
중국

티맥스 소프트,
하나은행 외 9개사

SK C&C 협의체 우편물류 IT System
키르키즈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네이버시스템즈
카이네스 외 6개사

대우정보시스템 협의체 국가세정 System
인도네시아

몽골
FOTS, 재성
외 7개사

KT Net 협의체 전자무역 System
중남미
중동

엠투엠글로벌
이씨스 외 4개사

◦ 총 4개 협의체 선정 : 4월말 (하반기 추가 선정 예정)

◦ 각 협의체별 사업 수행 : 6월~11월

추진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T.02-2188-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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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해외진출 협력 컨소시움

개요
◦ SW강국도약전략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정부, KOTRA, SW수출 유관기관 및 관련 

협회 등이 발굴한 IT서비스 프로젝트의 수주를 수행

지원 대상

분야
◦ 소프트웨어 사업구분 해외진출

신청자격 ◦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SW기업

지원내용

◦ 각 국가 무역관에 SW 관련 프로젝트 2건 이상 발굴을 의무화

◦ 각 무역관을 통한 프로젝트수주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SW 수출 지원

◦ 해외 SW관련 프로젝트 정보를 독점적으로 제공

지원규모 -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4월 

추진기관 ◦ KOTRA SW시스템사업팀(T.02-3460-7463)

IT 수출상담센터 지원

개요
◦ 국내 SW기업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해외진출 정보 및 노하우부족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SW분야 해외진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소

지원 대상

분야
◦ 소프트웨어 사업구분 해외진출

신청자격 ◦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지원내용

◦ 구성 : 무역전문, 산업전문, 해외진출 전문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 On-line : KOTRA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내 IT전문웹사이트를 

통해 실시

◦ On-site : 업체 방문 상담, 전화 상담

지원규모  -

추진일정 ◦ 상시

추진기관 ◦ KOTRA IT융합사업팀(T.02-3460-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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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10대 해외진출 스타기업 선정 및 지원

개요

◦ 미국과 일본의 SW 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우리기업 중 제품 경쟁력 및 현지 

시장성을 보유한 기업 선정

◦ 동경SW유통센터(운영 중) 및 실리콘밸리SW유통센터(설립예정)를 통해 현지 

유통망 및 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활동 집중 지원

지원 대상 

분야
◦ 소프트웨어 사업구분 해외진출

신청자격

◦ 국내시장에서 제품경쟁력 및 레퍼런스를 확보한 유망 SW기업

◦ 미국 및 일본 시장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SW기업

◦ 미국 및 일본 시장에서의 시장성을 보유한 SW기업

◦ GS인증 등 국내외 대표적인 기술력 인증을 획득한 SW기업

지원내용

◦ SW유통센터의 밀착마케팅 서비스를 통해 현지 유통망 및 바이어 등 발굴

◦ SW유통센터 Showroom을 통해 상설전시, 제품홍보 및 상담

◦ SW무역사절단 참가 시, 참가 우선기회 부여 등 혜택

◦ 선정기업의 SW특성에 따라 미국과 일본 현지 사정을 고려한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SW현지화 컨설팅 등 기타 해외수출에 필요한 지원

지원규모 -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3~4월

추진기관 ◦ KOTRA SW시스템사업팀(T.02-3460-7466)

싱가폴-베트남 SW/IT서비스 수출상담회 

개요
◦ 동남아시아(싱가폴, 베트남) SW/IT서비스 시장개척 및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

지원 대상

분야
◦ 소프트웨어 사업구분 해외진출

신청자격 ◦ 동남아시아(싱가폴, 베트남) SW/IT서비스 시장개척 및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내용 ◦ 바이어 상담주선, 행사장 임차 및 버스임차, 통역(1사1인, 필요시)

지원규모
◦ 파견규모 : SW/IT서비스기업 15개사 내외

◦ 참가경비지원(항공임, 숙박비, 수속비용 등 개별비용)

추진일정
◦ 신청접수 : 6~7월

◦ 파견기간 : 9월 6일(월) ~ 9월 10일(금)

추진기관 ◦ 한국무역협회(T.02-600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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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SW 국제화 ․ 현지화 시험 및 컨설팅 서비스 

개요
◦ 국산 SW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일본 수출용 SW부터 국제화․현지화 시험 

및 컨설팅 서비스 

지원 대상

분야
◦ 소프트웨어 사업구분 해외진출

신청자격

◦ 국제화․현지화 시험 : 일본 현지화가 완료된 SW제품

◦ 국제화․현지화 컨설팅 : 국제화 및 일본 현지화를 계획하거나 수행 중인   

                            SW제품

지원내용

◦ 국제화․현지화 시험

   - SW 국제화․일본 현지화 및 품질 시험

◦ 국제화․현지화 컨설팅

   - SW 국제화 및 일본 현지화 가이드라인 제시

지원규모 -

추진일정 ◦ 신청기간 : 공고일 이후 수시

추진기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SW시험인증센터(T.02-2132-4001)

게임GSP지원 사업

개요
◦ 국산 온라인게임이 해외에 직접 서비스될 수 있도록 인프라, 마케팅 등을 제공

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

지원 대상

분야
◦ 게임 소프트웨어 사업구분 해외진출

신청자격 ◦ 온라인게임 개발 및 유통사

지원내용

◦ 게임서버, 방화벽 등 장비 제공

◦ 네트워크 및 서버용 OS

◦ 현지화 : 텍스트 번역 지원, 게임매뉴얼, 게임소개서 등

◦ 해외 마케팅 

   - 해외 웹진, 미디어 등에 기사게제

   - 구글, 야후 등 글로벌 포탈을 통한 온라인 키워드, 배너 광고

   - 국제온라인 게임 대회 개최

지원규모 ◦ 35억원

추진일정 ◦ 수시 공고

추진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T.031-8016-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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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수출상담회 사업

개요
◦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게임 수출액 증대

◦ 국내기업의 사후관리 및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 진출 

지원 대상

분야
◦ 게임 소프트웨어 사업구분 해외진출

신청자격 ◦ 국내 중소 게임 개발사

지원내용

◦ 글로벌 퍼블리셔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

   - 국내업체 80개사, 해외업체 70개사 참여

◦ 해외 수출상담회 : 미국, 중국, 독일

◦ 아케이드 한국 공동관 운영 : 말레이시아, 한국 

    - 국내업체 5개사, 해외업체 10개사 참여

지원규모  -

추진일정

◦ 글로벌 퍼블리셔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 : 5월

◦ 해외 수출상담회 : 6~8월

◦ 아케이드 한국 공동관 운영 : 7, 11월

추진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출지원팀(T.02-3153-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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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프트웨어 공공구매제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주요 개정내용

재정목적
◦ SW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SW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주요내용

◦ '08.6월 주요 개정내용(시행중)

 - 공공 SW사업의 (재)하도급 시 사전승인 의무화를 통한 하도급 관리강화
 - 과업내용 변경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는 SW사업 과업변경심의위 설치 
 - SW기술자 신고 및 경력관리제도 도입 근거
 - SW사업 실적 등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근거 마련
 - SW프로세스 품질제고를 위해 인증기준을 정하고 신청 시 인증 부여
 -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명시(1년 이내)하여 사업자의 책임관계 명확화 등

◦ '‘09.12월 주요 개정내용(’10.1월부터 시행중)

 - 수요예보를 “연 2회 이상”으로 실시
 - SW분리발주 의무화를 동법에도 규정
 - 국가기관 등의 장은 SW의 직접 계약현황 등을 SW사업자에게 매년 공개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령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고충처리센터(T.02-2141-5252)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개    요
◦ SW사업자는 SW사업자 및 실적신고를 통해 SW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SW사업

수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찰, 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 

주요내용

◦ (신고의 종류 및 구분) SW사업자 자격을 확인하는 “사업자신고”와 SW사업수행 

실적의 증명을 위한 “실적신고”로 구분

◦ (신고업무 수행기관) 법 제26조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신고시스템)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를 활용하여 신고 및 각종 

확인서 발급 가능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9호(2008.12.24))

지원기관
◦ (신고 접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T.02-2188-6930)

◦ (신고시스템 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고충처리센터(T.02-214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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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개    요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방법으로 구매하거나 

수의계약방법으로 1천만원 이상 구매 시 당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

하는 제도

  * 대기업 생산제품, 수입제품 및 타 중소기업에서 하청 생산한 제품의 납품행위 방지

주요내용

◦ (사전 조치사항)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중소기업 회원 가입

◦ (신청절차) ①SMPP에 중기 회원 가입(중소기업)→②SMPP에 직접 생산확인 신청

(중소기업)→③생산공장 등 현장실태조사(실태조사원)→④SMPP을 통해 심사 및 

발급(중소기업 중앙회)

  * 직접 생산 확인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신청업체의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구매

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증명서를 신청․발급 가능

◦ (유효기간) 직접생산 여부 확인일로부터 1년간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000-000호)

지원기관
◦ 중소기업청(T.1357)

◦ 중소기업중앙회(T.02-2124-3114)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

개    요
◦ SW기술자가 경력신고를 통해 본인의 기술등급, 기술경력을 지속적으로 관리·

증명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국내외 취업 등에 활용

주요내용

◦ (경력 등 신고) : 신고서 및 구비서류(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경력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신고

◦ (경력증 발급 등) : SW기술경력증 및 SW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정정신청방법, 수수료 등을 규정

◦ (신고업무 수행기관) 법 제26조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신고시스템) SW기술자 신고시스템(http://career.sw.or.kr/)을 활용하여 신고 및 

각종 확인서 발급 가능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령

◦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0호(2008.12.19))

◦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운영세칙(한국SW산업협회)

지원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T.02-2188-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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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의 SW 구매가격 산정

개    요
◦ 국가기관 등에서 SW구매가격 산정방법 등을 참고하여 SW기업이 SW납품 가격 

산정 시 활용

주요내용

◦ 상용SW(DBMS, 보안SW, 시스템 SW, 범용SW 등) 구매 시 산정기준(아래참조)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 구축 대상 시스템의 규모 및 사용자 수에 따라 사양을 결정하고 견적가를 기준으로 

적정 비용 산정

  - 조달품목은 조달단가를 적용하고,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조달가격,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

     * 상기 기준 미적 적어도 3개 이상의 공급업체에서 제시하는 견적가격 기준 적용

◦ 운영체제 등 범용 SW는 사용자 수 증가, 업그레이드 등 신규 수요 발생 시 조달

단가 적용은 지양 

관련규정

◦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3 (2006.12.29)

◦ 패키지SW 유지보수서비스 가이드라인 해설서(지식경제부, 2005.9)

◦ 조달청 구매가격 적정성 심사기준(SOP) 활용, 가격관리팀-829, 2006.5.30)

◦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 SW분리발주 매뉴얼(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고충처리센터(T.02-2141-5252)

GS(Good Software) 시험 ․ 인증

개    요
◦ 국내에서 개발된 SW에 대한 품질특성을 국제표준의 시험평가방법에 따라 종합평가

하여, 설정기준 이상의 품질수준 보유여부 확인절차

주요내용

◦ (품질인증대상 SW) 임베디드, 패키지, 주문형, 디지털콘텐츠, 기업용, GIS, DBMS, 

미들웨어, 바이오메트릭, 보안, 사무용, 시스템관리, 운영체제, 웹서비스, 유틸리티, 

모델링도구, 모바일, 보안, 게임 등

◦ (품질인증기준)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등 6개 분야에 

대한 기준 마련

◦ (품질인증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SW시험인증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IT

평가기술센터)이 지정․운영 중이며, 중소기업은 30%까지 할인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SW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56호(2008.11.6))

지원기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www.tta.or.kr)

   - 분당(T.031-724-0191), 상암동 누리꿈스퀘어(T.02-2132-4040)

◦ 한국산업기술시험원(T.02-860-1567, www.kt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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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인증

개    요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제품에 

대해 평가하여 우수한 제품에 인증(NEP) 마크 부여

◦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

시켜 구매력을 창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

주요내용

◦ (인증대상) 기술성, 사업성, 성능, 품질 등을 평가하여 제품으로 판매 되기 시작한 

이후 3년 이내 제품(* NEP : New Excellent Product)

◦ (인증심사) ①NEP인증 신청→②실무위원회 회의→③현장심사→④제품 평가→⑤

인증심의의원회 의결

◦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 공공기관은 구매예정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20% 이상을 중소기업 인증신제품 구매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95호(2009.5.1))

지원기관
◦ (인증기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T.02-509-7286~9, www.kats.go.kr/nep)

◦ (지원기관) 신제품(NEP)인증지원센터(T.02-502-0350, www.buynp.or.kr)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적합성 시험

개    요
◦ 행정기관의 업무활용에 적합한 우수 상용 SW를 발굴․선정하고 조달청과 제3자 단가

계약 체결을 통하여 정부조달물자로 납품 지원

주요내용

◦ (선정대상) ①행정업무에 필요한 SW 중 상용 SW, ②기선정 SW 중 버전 업그레이드 

제품은 신규 SW로 간주하여 재선정

   * 정보보호 및 보안 S/W로 분류된 제품군은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국가

정보원 IT보안인증사무국)에 따라 별도로 선정 

◦ (선정시기) 연 2회 실시, 상반기(4월 접수, 5월 적합성 시험, 7월 고시), 하반기(10월 

접수, 11월 적합성 시험, 익년 1월 고시) 

◦ (선정결과) 조달청에 단가계약 요청 

◦ (사후관리) 선정된 제품 중 최근 5년간 연속으로 조달청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없는 

SW 또는 시험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사실임이 밝혀졌거나 해당 SW 저작권을 

상실한 경우에 대하여 선정 취소

관련규정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36호(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지침)

지원기관
◦ (선정기관) 행정안전부

◦ (시험기관) 한국SW산업협회(T.02-2188-6951, www.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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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제품 평가 ․ 인증 등

개    요
◦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안정성, 신뢰성 등의 검증, 보증을 통해 국가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수준을 제고(동 인증 없이는 공공 참여 불가)

주요내용

◦ (정보보호제픔 평가․인증) 민간업체가 개발한 정보보호제품의 보안기능을 검증하여 

국가차원에서 안전성과 신뢰성 보증

   * 2002년부터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에 따라 평가․인증

◦ (보안적합성 검증) 전자정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정보보호제품의 보안 적합성과 안정성 검증

◦ (암호 검증) 국가․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서 소통되는 자료 중에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중요 정보의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암호모듈의 안정성과 구현 적합성 검증 

관련규정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평가․인증), 전자정부법 제56조(보안 적합성 등)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52호, 2009.9.1) 등

지원기관

◦ 국가정보원 IT보안인증사무국(http://service2.nis.go.kr)

   -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 T.02-3432-0461

   - 보안 적합성 검증, 암호검증 : T.02-3412-3380

 GS인증제품 우선구매

개    요
◦ 중소기업의 GS인증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SW기업이 요청 시 공공기관은 수의

계약으로 신청제품 구매 가능

주요내용

◦ (신청절차) GS인증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 (구매자 면책) 지방중기청에서 성능인증서를 발급받고 SW공제조합에서 성능보험에 

가입하시어 계약체결 시 성능보증서를 구매공공기관에 제출 시 구매자가 면책이 

가능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5-22호(2005.4.16))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고충처리센터(T.02-214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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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화

개    요
◦ SW사업 시 HW, SW, 개발, NW 등의 일괄발주에서 SW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

하고 평가, 선정, 계약, 사업관리 등을 실시하는 제도

주요내용

◦ (분리발주대상 SW)「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중 총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제품

   2.｢전자정부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제품

   3.｢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제품 및    

    ｢전자정부법｣ 제27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제품

   4.｢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5.｢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 (예외) 현저한 비용 상승, 시스템 통합 및 사업 기간 내 수행 불가능 등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7조
◦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4호, ‘10.2.26)

  * SW분리발주 매뉴얼(www.swit.or.kr) 참조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고충처리센터(T.02-2141-5252)

 대기업 참여하한

개    요
◦ 공공 SW사업에서 중소 SW사업자의 육성 및 SW산업의 균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발주금액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주요내용

◦ 대상 업체별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09.4.1부터)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20억원 이상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하한 적용예외 :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

◦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98호, 2008.12.19)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고충처리센터(T.02-214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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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관련 규정

개    요
◦ 공사, 용역, 구매 등 정부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지방)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주요내용

◦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 (고시)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하위규칙

SW사업대가의 기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SW기술성 평가기준,  SW사업자 신고요령, 
SW기술자 신고요령,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 운영
규정, 분리발주대상 SW 및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매뉴얼),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 등

◦ (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 국가계약법 하위 규정

용역(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리․운영지
침 등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령,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전자정부법령 등 

지원기관

◦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T.02-2150-5222~8)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T.02-2100-3936)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고충처리센터(T.02-2141-5252)

 소프트웨어 구매 평가 ․ 선정

개    요 ◦ 국가기관 등이 SW 구매 시 평가하고 선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의 제도

주요내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 회계예규로 SW사업에 우선 적용

  - 기술성 평가점수 85% 이상 +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기술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기술성 평가) 상용SW 구매 평가(GS시험․인증 평가항목과 동일)

․ (평가 내실화) 평가항목별 자가 점검표 작성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평가기준 구체화) 기술위주의 평가항목, 구체화된 평가기준, 등급평가(별표 1, 2)

․ (평가결과 신뢰성) 평가의견서 작성(별지 제2호 서식)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제2010-00호, ‘10.2.26)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3호, ‘10.2.26)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가이드 : www.swit.or.kr 참조

지원기관
◦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T.02-2150-5222~8)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고충처리센터(T.02-214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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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개    요
◦ 국가기관 등이 SW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SW사업 추진 시 SW사업의 적정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절차 규정

주요내용

◦ 발주준비, 제안요청서 준비, 계약 및 변경, 공급자관리, 사업관리, 합동검토, 감리, 

인수 및 종료단계까지의 공급자와 발주자의 역할 명시

◦ ‘10년 주요 개정내용 

․ (공동수급 참여제한) 발주자는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SW사업자 간 공동

수급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인 SW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 

등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서 보상) 발주자는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노력

․ (과업변경) 발주자는 SW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0-55호, ‘10.2.26)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지침(www.swit.or.kr) 참조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고충처리센터(T.02-2141-5252)

 소프트웨어 하자 ․ 유지보수

개    요

◦ 발주기관은 사용자의 하자․유지보수 요구사항에 대하여 하자․유지보수계획 수립, 

문제점, 수정사항 분석․반영, 결과 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

  * 세부사항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 5.5 참조

주요내용

◦ SW사업의 하자보수, 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하위 규정으로 구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동법 제20조의4(하자담보책임기간)
o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o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o 패키지SW 유지보수가이드라인
o 공개SW 유지보수서비스 가이드라인

o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58조(하자보수 등)

o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하자․유지보수)
o 세출예산 집행지침(하자․유지보수)
 * 국가계약법률 본문에는 미 규정

◦ SW사업의 하자보수는 무상의 하자보수 개념이고, 유지보수는 유상 유지보수 개념

이므로 유상유지보수라고 표현하지는 않음

관련규정 ◦ 관련 규정 찾기 : www.swit.or.kr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고충처리센터(T.02-2141-5252)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SW팀(T.02-2141-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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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소프트웨어 유지보수서비스 

개    요
◦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을 정형화하고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 시 필요한 고려사항 제시

주요내용

◦ (정의) SW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서비스 등으로 별도계약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 하자보수 : 패키지SW 제품 자체 오류 및 결함의 수정을 의미하며, 설계 및 코딩 

상의 오류 수정, CD 미디어 교환, 온라인을 통한 버그 패치 등 포함

◦ (상용SW 유지보수비)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 보수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보수토록 하되, 

   - 기능개선․성능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정 예산 반영 가능(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 패키지SW를 제외한 개발SW의 유지보수 서비스 등 그 외 사업은 SW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

관련규정 ◦ 지식경제부 공고 : 패키지SW 유지보수서비스 가이드라인(2005.5)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고충처리센터(T.02-2141-5252)

  공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서비스

개    요
◦ 공개SW 특징을 고려하여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의 범위 및 대가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고 유지보수 서비스 구매 시 필요한 고려사항 제공

주요내용

◦ (정의) 공개SW를 최적의 상태로 활용․유지하기 위한 기술지원 서비스

   * 범위 : 공개SW의 제품상 오류 및 결함 수정(상용SW의 하자보수), 정보시스템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점, 기타 사용자 요구사항 해결(상용SW의 유지보수) 등을 

포함

◦ (공개용SW 유지보수비) ①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는 공개SW 구입과 동시에 공개

SW업체로부터 유상으로 구매

   ②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는 요율제가 아닌 정액제 또는 콜베이스제(Call-Base) 

방식으로 비용 지불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 대가지급방식은 ｢공개

SW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지식경제부, ‘07.12)｣ 준용

◦ (상용SW와의 차이점) 대부분의 공개SW는 제품가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개SW 구입과 동시에 공개SW업체로부터 유상 구매

관련규정 ◦ 지식경제부 공고 : 공개SW 유지보수서비스 가이드라인(2007.12)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지역SW팀(T.02-2141-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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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임치

개    요
◦ SW 기술정보 등 거래 시, 개발자의 저작권 보호와 사용자의 안정적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관련 기술자료 등을 예치

주요내용

◦ (SW임치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

◦ (임치 계약기간) 신규계약기간 1년, 갱신계약기간 1년

◦ 임치 효과 및 임치계약 종류

․ (개발자) ①개발 SW의 저작권을 사용자(발주자)에게 양도하지 않음으로서 
유사 SW의 개발비용 절감과 지속적 R&D가 가능, ②임치제도 이용을 통한 
안전장치 확보를 바탕으로 원활한 영업활동 전개 

․ (사용자) ①중소 SW 개발업체의 폐업·파산이 빈번한 상황에서 유지보수의 
담보를 통한 사업수행의 안정성 확보, ②저작권을 제외한 사용권만의 이관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 

◦ 개발 중인 SW도 임치가능(추후 최신본 임치계약으로 전환 가능)

관련규정 ◦ 저작권법 제101조의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4조의2

지원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임치팀(T.02-2660-0163)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T.02-368-876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개    요
◦ 국가기관 등과 SW사업 계약을 체결 SW사업자가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SW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 필요

주요내용

◦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

◦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 위반행위 발생 시 한국SW산업협회의 SW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신고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99호, ‘08.12.19)
◦ 공정위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및 SW사업 하도급 표준계약서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고충처리센터(T.02-2141-5252)
◦ 한국SW산업협회 SW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T.02-2188-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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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기업 대상 공공SW사업 발주관리 교육

개    요
◦ 공공부문 SW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대상으로 SW사업 발주관리 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공공부문 발주 사업단계별 전문역량 강화

주요내용

◦ 법제도 소개 (SW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규정 중심 교육)

◦ SW사업 대가 등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주요 이슈 부분을 사례를 통한 세미나형식

으로 무료 교육 진행

   ※ www.sist.co.kr(접수 및 안내)

◦ 연 교육인원 : 약 900명 

추진일정

◦ 서울 : 6/17(목), 7/7(수), 9/2(목), 9/16(목)

◦ 대전 : 8/12(목), 9/17(금)

◦ 광주 : 8/13(금)

◦ 부산 : 9/3(금)

   ※예비일정 : 10/14(목), 11/30(화)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제도개선팀(T.02-2141-5252)

  공공 SW사업 상시 모니터링

개    요
◦ 공공에서 발주하는 SW사업의 사전규격서 및 제안요청서를 모니터링 하여, 

SW관련 법․제도의 준수율 제고

주요내용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되는 공공SW사업의 사전규격서 및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여 공공SW사업 관련 법․제도 16개 항목 준수여부 확인

 

SW분리발주, SW사업대가 기준의 FP적용, 대기업 참여제한 적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SW기술성 평가기준 활용, 용역계약 일반조건(지재권, 하자
담보기간 등), 제안서 보상규정, 특정규격 명시, 하도급 사전 승인제 명시여부 등

◦ 미준수사업에 대해 발주기관에 준수 권고 후, 최종 이행 현황 모니터링

◦ SW기업은 조달청 공고 RFI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의견을 등록할 

수 있으며, 한소협 상시모니터링 담당자를 통해 간접 등록 가능

관련규정 ◦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9조(구매규격 사전공개)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고충처리센터(T.02-2141-5252)

◦ 한국SW산업협회(KOSA) (T.02-2188-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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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SW 수요예보조사

개    요
◦ 국가기관 등의 HW/SW구매정보, 시스템개발․구축 관련 사업추진계획을 조사하고 

SW사업자에게 제공하여 기업의 영업/마케팅 활동 지원

주요내용

◦ (조사대상) 1,129개 주요 공공기관의 차기년도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 

(SW) 구매 및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의 확정계획

◦ (조사시기) 매년 4/4기에 익년도 구매계획, 당해연도 1/4분기에 확정된 구매계획 

조사(연 2회)

◦ (조사결과 제공)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

협회 홈페이지(www.sw.or.kr)를 통해 확인

◦ 향후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내에 온라인수요예보조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제공 예정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정책팀(T.02-2141-5274)

◦ 한국SW산업협회(KOSA) (T.02-2188-6930)

SW고충처리센터 운영

개    요
◦ 분리발주, SW기술성평가기준, 대기업참여하한, 하도급 사전승인 등 공공SW

사업과 관련된 기업애로 전반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 민원지원시스템

주요내용

◦ 공공SW사업 상담·민원 상시 지원

   - SW분리발주, SW기술성평가기준, 대기업 참여하한제, 하도급 사전승인 등 

     SW사업제도의 세부 규정별 해설·적용방법 등 상담 제공 

◦ SW하도급 사전승인 적정성판단 지원

◦ 기타 SW기업 및 발주기관 애로지원

   - GS인증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 온라인 : www.swit.or.kr → 온라인SW고충처리센터(왼쪽 메뉴 중간)

 ※ 이메일 : swhelp@nipa.kr

활용기관 ◦ SW기업, 공공부문 발주 담당자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고충처리센터(T.02-214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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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지원사항 등

SW 통계 및 정보 제공

개    요
◦ IT산업 및 SW산업의 시장동향 및 이슈, 통계 등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의 체계적 

생산과 적시 지원

주요내용

◦ SW 수출입 통계 집계 및 이슈분석, 통계 DB구축, 제공

◦ SW산업백서, 정보통신산업 연차보고서 등 발간 등

◦ SW공학백서 발간을 통한 SW기업의 SW공학기술 수준조사

◦ SW공학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SW공학 부문의 종합정보 제공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지원기관

◦ SW산업백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정책팀(T.02-2141-5274)

◦ SW공학백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센터 SW공학기반팀(T.02-2132-1332)

◦ SW산업통계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략기획단 통계분석팀(T.042-710-1117), 

                                    SW진흥단 SW정책팀(T.02-2141-5274)

◦ IT산업연차보고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략기획단 정보서비스팀(T.042-710-1135)

 SW산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    요
◦ SW관련 정보, 제품 등 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여 SW산업정책 수립 

및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주요내용

◦ SW사업자신고 및 SW사업실적신고 관련 신규․변경 신고, 조회, 발급

  - 사업자신고확인서 발급, SW사업이행실적확인서발급

◦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및 SW제도 교육 지원

◦ SW제품정보 및 SW법령, 통계, 각종 지침, 소식 등 관련 정보 제공

  - GS(Good Software)우선구매제도 및 GS인증제품 

◦ 공공 SW사업 수요예보 결과 제공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제도개선팀(T.02-214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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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및 제한

개    요

◦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법률 

주요내용

◦ (조세특례 정의) 일정한 요건 해당 시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

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重課稅) 의미

◦ (주요특례)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등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령

지원기관
◦ 기획재정부 조세제도특례과(T.02-2150-4141)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SW고충처리센터(T.02-2141-5252)

누리꿈스퀘어 소개

개    요
◦ 미래의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산업화하기 위한 대규모 미래형 기술집약 특화

단지로 IT기술 및 비즈니스 허브 역할 수행

주요내용

◦ 주요 지원서비스

◦ 비즈니스 타워, 연구개발 타워 임대조건 등은 홈페이지 참조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령

지원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지원단 누리꿈스퀘어팀(T.02-213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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