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0. 7. 10.(금) 조간(온라인 7. 9. 15:00)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7. 9.(목) 09:00 담당부서
소프트웨어정책과
담당과장 홍성완(044-202-6320) 담 당 자 정준욱 사무관(044-202-6324)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으로 디지털 대전환 대비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산학연 토론회 개최, 소프트웨어 인재·
기술 개발·소프트웨어 안전 분야 등의 하위법령 및 정책지원 방안 논의
▷ 추경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 246억원,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예산 30억원 편성,
향후 비대면·데이터·지능형반도체 분야 소프트웨어 R&D 강화 등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지속 확대
▷ 하반기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2단계 개편방안, 전국민 인공지능 교육방안 등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7월 9일(목)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후속조치 3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토론회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하위법령
마련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ㅇ 6월 30일 1차 토론회(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 조성 분야), 7월 7일 2차
토론회(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분야)에 이어 이날에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기술개발, 소프트웨어 안전 및 개발보안 분야를 다루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에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제22조), 전문 교육기관 설치(제23조),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제32조),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진흥(제33조),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제34조), 소프트웨어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 진흥 및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 활용 활성화(제25조),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및 산업진흥(제30조, 제31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진흥(제29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이날 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을
이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의 구체적 내용과 정책지원 방향을 소개
하고,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먼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공지능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혁신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급 전문 인재 양성방안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한 산업계
실무인재의 전환교육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ㅇ 현재 한국판 뉴딜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전문인력 및 융합
인재 등 핵심인재 10만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있다.
ㅇ 이를 위해, 우선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을 100명 추가 (10억원)하여 올해 총 850명을 교육하고,
제조업 등 산업계 재직자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을 신규 (산업
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36억원) 추진한다. 지역 산업인력에 대한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 교육도 강화(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200억원) 한다.
ㅇ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올해 하반기 2단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 고도화 및 확산 방안을 추진하고, 인공
지능 대학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방안도 논의되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대표적
대형사업인 ‘소프트웨어 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 ’을
통해 비대면 및 데이터, 지능형반도체 양자정보통신 5G네트워크 등
분야의 새로운 하드웨어(HW)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SW)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ㅇ 보다 많은 정부 소프트웨어 기술개발(R&D) 사업의 결과물이 공개
소프트웨어화되어 산업계의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

·

·

□ 디지털 인프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및 소프트
웨어 개발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ㅇ 과기정통부는 추경에 30억 원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교통 에너지
재난관리 등 국민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공공 민간분야의
시스템(소프트웨어) 150개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안전의 중요성 및 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기술개발, 인재양성, 산업육성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

·

※ 소프트웨어 안전 : 소프트웨어의 내부적인 오작동 및 안전기능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에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
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보안 활동

□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에
담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이 산업계 ,
연구계 등에서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정책
마련 과정에 산학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연속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하위
법령을 8월중 입법예고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 제4차 토론회는 7월 14일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후속조치 제3차 토론회 계획(안).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준욱 사무관
(☎ 044-202-63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후속조치 3차 토론회 계획(안)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0.7.9(목), 15:00~17:00
ㅇ (장 소 ) 과총회관 소회의실(지하1층)
ㅇ (참석자 ) 정부, 유관기관, 산업계, 전문가 등 30여명
▪ (정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장, 담당 사무관
▪ (유관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 (산업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10여개 협‧단체

※ 비공개 회의

논의 내용) 인력양성, 기술개발, 소프트웨어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인력양성 :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대학‧대학원 인력양성, 전문기관 육성,
재직자‧전환 교육, 소프트웨어 문화 및 활용 확산
- 기술개발 : 원천기술 및 융합 R&D,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 소프트웨어 안전 :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안전 제도 마련, 소프트
웨어 안전 산업 육성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개발보안 진단, 진단기술 및 가이드 개발, 인식제고
□ 세부 일정(안)
ㅇ (

3
차
토
론
회

시 간
15:00∼15:05
15:05∼15:10
15:10∼15:30
15:30∼16:55
16:55∼17:00

5분
5분
20분
85분
5분

세부내용
ㅇ 개회 및 참석자 소개
ㅇ 인사말씀
ㅇ 추진전략(안) 및 하위법령 설명
ㅇ 의견 수렴
ㅇ 마무리 말씀

비 고
소프트웨어정책과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
참석자
소프트웨어정책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