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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소 트웨어산업의 진흥을 하여 공공 System Integration(이하 SI) 시장에 기업 참여를 면 으로 

제한하는 소 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공공 SI 시장이 소기업 주로 개편되어야 할 상황

에 놓여 있다. 그러나 공공 SI 시장은 소기업이 감당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형 SI 로젝트가 다수여서, 

형 SI 로젝트를 발주해야 만하는 발주기 은 당혹해 하고 있고, 어느 소기업도 자신의 한계를 넘는 형

로젝트 수주를 해 극 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소기업 주의 SI 시장 활성화를 하여 

취해야 할 근 방법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an approach to boost the public sector SI market in Korea. In order to promote competition powers of 

the software industry in Korea, a software industry promotion law has been issued, which restricts large SI companies from 

competing in the public sector system integration market. However, naturally many SI projects in public sectors are too large and 

complicated to be carried by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This paper proposes an approach to reform the SI market for 

those small and medium size SI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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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공SI(System Integration) 시장에 기업 참여를 

면 으로 제한하는 소 트웨어산업진흥법[1-3] 개정

안이 발효됨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정부기 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소 트웨어산업

진흥법의 기본 목 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양분으로 

하여 발 하는 소 트웨어산업의 본질  성격상, 창의

성과 다양성을 근간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소기업에게 안정  성장토양을 제공함으로서, 결국 소

트웨어산업의 발 을 유도하고자 함에 있다[4-5]. 

그러나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  정보시스템은 자

료의 민감성, 시스템의 안정성, 정보시스템의 규모 등

에서 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스템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이러한 형 정보시스템의 개발은 형 

정보시스템 개발 업체가 탁 받아 개발해 왔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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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터는 정보시스템의 규모  복잡도와는 무 하게, 

무조건 소기업에게 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시스템의 규모와 개발업체 규모

의 불일치 사이에서 발생하는 SI 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방법에 하여 연구하 다. 방법으로는 발주

자의 입장에서 형 정보시스템 개발을 해서는 

기업이 합하다고 생각하는 근본 인 이유를 찾아, 

이를 소기업이 주 하는 SI시장에 용하는 방법에 

하여 검토하 다. 본 논문에서는 소기업이 주도하

는 SI 시장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주도하의 시장에

서 유지되었던 시장 신뢰성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면, 

발주자는 믿고 형 정보시스템 개발을 소기업에게 

발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장에서는 시장 신뢰성이란 무엇인가에 한 문헌

검토를 하고, 3장에서는 기업이 더 신뢰를 받는 이

유를 분석하여 신뢰성 요인을 찾아낸다. 4장에서는 

소기업이 주도가 되는 공공SI 시장에서 앞에서 찾아

낸 신뢰성 요인을 보존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에 

하여 알아보고, 5장에서는 이러한 근 방법이 실성

이 있는지 확인해 본 다음, 6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문헌연구

공공SI시장의 기업 참여제한을 포함하는 소 트

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효된 것이 최근의 일이라, 

소기업을 심으로 한 공공SI시장의 문제 을 극복

하기 한 방안을 다루는 논문이 발표된 사례는 아직

까지는 없다. 단지 기업 참여제한을 포함한 법률의 

타당성에 하여 더 심이 많은 상황이다[6][7]. 따라

서 소기업 주도의 공공SI시장의 활성화에 한 연

구는 아주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일반 으로 시장의 신뢰성이란 제품의 신뢰성과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신뢰성, 2단계를 통하여 정의

된다. 제품의 신뢰성이란 “장치, 기계, 시스템 등이 고

장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 에 맞도록 작동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8][14]. 나아가 기업 신뢰성을 

정의하면 “인간, 척도, 객체가 의지할 수 있는 상태, 

를들어 어느 회사가 신뢰를 받으려면, 그 회사에서 

제작된 생산물이 평균이상의 신뢰성을 보이기 때문”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9]. 이러한 신뢰성 의미를 SI 

기업 의미로 재해석하면;

1) 어느 업체가 생산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이 평균

이상의 신뢰성을 보이는가?

2) 용역을 받은 업체가 용역을 성공 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언 한 2가지 신뢰성 의미를 

구체 인 SI 시장 의미로 표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을 것이다.

1) 소 트웨어 제품의 품질이 일반 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 인가?

2) 환경의 변화에도 제품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유

지보수가 히 제공되고 있는가?

3) 정해진 기간 내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능력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4) 용역 진행 에 정해진 산 범 를 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목표하는 품질의 제품개발을 완

료할 수 있는가?

지 까지 기업들은 자본과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

고 기업의 존속과 명 를 한 자발 인 신뢰성 제고

활동으로 에서 언 한 신뢰성 의미를 모두 충족함

으로서 자연스럽게 공공 SI 시장을 장악하여 왔다. 그

러나 소SI 기업은 특정한 문분야의 기술력을 제

외하고 일반 인 신뢰성 요인의 만족도에서 기업에 

비하여 많이 뒤쳐져 있음으로 인해, SI 시장에서 마이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다[1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시장지배력 요인은 

기업의 신뢰성에 있다고 보고, 기업의 기업 신뢰성

에 하여 분석한 다음, 소기업 주도의 SI 시장에 

있어서 분석한 기업신뢰성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한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Ⅲ. 기업 신뢰성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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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소기업이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의 

기업신뢰성을 분석한다. 특히 SI 시장의 특성이 SI 개

발 용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SI 개발 용역을 다

루는 업체를 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업의 기업 신뢰성은 다음

과 같다.

1) 기업이란 단지 규모가 크다는 것만을 의미하

지 않는다. 기업이란 수많은 고통과 고난, 험을 

극복한 역사를 암묵 으로 내포한다. 이러한 의미는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

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소기

업은 아직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부족함으

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하면 기업이 도산할 수

도 있는 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소기업이

란 기업에게 어떤 로젝트를 발주했을 때, 기치 않

은 기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로젝트가 실패할 소

지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2) 기업은 충분한 자 을 가지고 있거나 자 을 

동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SI 로젝트의 경우, 

로젝트 진행 도 에 상하지 못했던 추가자  투입

을 필요로 하는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

러한 추가자 은 기업에 크나큰 손실을 끼치거나 기

업의 생존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은 로젝트 

진행 도 에 발생할 수 있는 소요비용 변동에 한 

응능력이 충분하지만, 소기업은 빡빡한 자 사정

으로 인해 로젝트의 소요비용 변동에 한 응능

력이 부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로젝트의 실패 혹

은 제품의 품질 하 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3) SI 사업은 지식 심 사업으로 인재가 핵심을 이

루는 사업이다. 기업은 많은 인재를 보유하고 있고, 

필요할 때 언제라도 인재를 뽑을 수 있는 환경을 가

지고 있다. 그러나 소기업은 몇몇의 핵심인력에 의

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마 도 근무여건의 미비, 복리

후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재의 이동이 잦은 편이

다. 따라서 높은 기술력, 많은 인력을 요구하는 로

젝트의 경우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경우 이를 감

당하기에 어려운 이 많다.

4) 기업은 형 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다. 기업 내 부서별로 각기 다

른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업무를 수탁한 부서 상호간에 커뮤니 이

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자체 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상부조직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소기업의 

경우, 자체 으로 형 로젝트를 수주할 능력이 부

족함으로 인해, 다수의 소기업이 집단을 이루어 

로젝트를 수주해야 하는데, 다수가 참여한 집단을 조

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부조직이 존재하지 않아, 

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신뢰성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뢰성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 표1에서와 같이 크게 

경력, 자 력, 인력, 조직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 기업신뢰성 요인
Table 1. Factors for business reliability

reliability factors explanations

financing ability
resisting ability against finance 

fluctuations

man power
number of talented engineers to 

handle

experiences
history of experienced 

endangering circumstances

organizational 

power
project management know-how

이러한 차이가 바로 공공 SI 시장에서 소기업이 

뒤쳐지는 상황이 되어 왔음으로, 만일 어떤 소기업

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는 신뢰성을 보장 할 수 있

다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형과제를 소기

업에 발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소기업주도 SI 시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

소기업 주도의 SI 시장이 신뢰성을 갖기 해서

는 소기업과 기업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험, 자

력, 인력, 조직력의 신뢰성 요인을 보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신뢰성이 시장신뢰성으로 구조 조정 

되어야 한다고 본다. 소기업 주도의 공공SI시장의 

시장신뢰성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신뢰

성 요인을 기본 으로 갖추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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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참여 기회를 확 하고, 시장 신뢰성을 제공하기 

한 시장 참여자들의 력방법이 정규화 되어야 하

며, 그러한 력 방법을 지속 으로 유지하기 한 체

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1) 다양한 주체들의 시장 참여기회 확 : 신뢰성을 

보장하기 한 방법으로 신뢰성 보장과 련된 다양

한 주체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이러한 참여자들이 신

뢰성 보장을 해 체계 으로 력함으로서 시장의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용역의 발주

자와 수주자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보험사와 같은 

융기 , 인력은행 혹은 헤드헌  업체, 리랜서 회 

등과 같은 인력제공 업체, 로젝트 리  감독을 

담당하는 컨설  업체, 제품의 품질을 담당하기 한 

감리업체, 기업의 실 과 기술 인력의 실 을 증빙하

기 한 정부기  등이 모두 SI 시장에 극 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자 과 련된 문제를 해결하

기 한 융기 , 인력과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한 

인력 리업체, 용역 참여자들의 조직을 리, 감독할 

컨설  업체, 그리고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한 감

리업체, 그리고 소SI 기업의 실 과 능력을 증빙하

기 한 정부기 이 모두 극 으로 시장에 참여함

으로서 시장의 신뢰성을 보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신뢰성 보장을 한 시장참여자들의 력 방법

의 정규화: 융기 들은 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보험회사들은 로젝트의 실

패에 한 보험을 상품으로 만들어 SI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인력 업체들은 재교육, 기술능력 인증, 인

력공   체 등을 담당하고, 컨설 업체는 발주자 

입장에서 체 로젝트 참여자들을 총 리하고, 감

리업체는 제품의 품질이 만족되도록 로젝트 진행단

계에서부터 극 으로 참여함으로서 소기업 주

의 SI 시장이 신뢰될 수 있다.

3) 력방법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한 체계구축: 

소 트웨어산업진흥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에

서는 해당 법률이 효과 으로 집행되기 한 조치로 

세부 인 행동규칙과 집행을 집행에 필요한 담기

의 설치 등의 부수 인 업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담기 에서는 소 SI 기업의 SI 로젝트 참여실

, 고객 불만 사항 처리실 , 소속 인력의 로젝트 

참여실 , 보유 인력의 수 , 인력 변동 내역, 기업규

모에 합한 유보율 등을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 리 함으로서 기업의 신뢰성을 확인해주는 역할

을 해야 한다. 로젝트에 참여하는 SI 기업 집단은 

기업 집단의 회를 통하여 발주기 과 응하며, 

회에서는 융기 , 인력 리업체, 보험회사 등과 

력하여 로젝트가 성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인증해

야 한다. 발주기 은 자체 인 컨설 업체  감리사

와 연합하여 로젝트의 리  제품 품질보증 활동

을 동시에 이행함으로서 시장의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다고 본다.

앞장에서 제안한 4가지 기업신뢰성 요인, 즉 경험, 

자 , 인력, 조직력을 보완하기 한 방안으로 표2에 

보는 바와 같이 시장신뢰성을 개선하는 3가지 방법에 

하여 검토해 보았다. 

표 2. 시장신뢰성 개선방안
Table 2. a Way to upgrade market reliability

ways explanations

lead reliability related 

institutions to the 

markets

financial, recruiting, project 

management, career 

management institutions to the 

markets

structuring of 

reliability issues

capit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reliability 

issues

maintenance of 

reliabilities

reliability monitoring system, 

association of market 

participants are asked to the 

markets

이러한 근 방법의 실성에 하여 다음 장에서 

검토해 본다.

Ⅴ. 근 방법의 가능성 검토

소 트웨어 진흥법의 의도는 좋으나 그 의도의 실

은 많은 난 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 까지 시장

을 주도해 왔던 형 SI업체의 반발, 추가 인 책임문

제를 떠안아야 하는 발주기 의 반 , 추가 인 기

의 설립에 필요한 인력과 산의 투자를 해야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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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장 등이 진흥법의 의도와는 무나 상반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진흥법을 지원하는 많은 인사

들도 그 법이 성공할 수 있는 방안에 한 확신이 없

기 때문에 좋은 의도의 법을 제정했다 하더라도 구체

인 실천 방안을 강제하지 못하고,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로젝트 사안별로 형 SI 업체의 참여를 허용

하는 실 인 방향으로 시장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

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이든지 해당 법의 의도를 실

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제기 된다면 문제는 달라 

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제안 방법의 성공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

기 하여 3장에서 분석한 기업의 기업신뢰성 요인

별로 4장에서 제안한 근방법을 크로스체크 검토를 

통하여 확인해 본다.

1) 자 련 문제의 해결 : 지 까지 소 트웨어 

개발 로젝트의 자 문제는 개발 업체들만의 자 력

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극

복하기 해서는 융업체의 극 인 로젝트 이

낸싱[12]이 요구된다. 융업체가 직  로젝트 멤버

로 참여하여 자 을 리하거나, 아니면 로젝트 비

용 산정 단계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으로 비용에 

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융업체의 SI 참여는 

SI 력업체들의 집단인 회와 력, SI 업체와 계

약, 융업체에서 직 인 로젝트 비용 산정 컨설

 작업 실시 등의 방법으로 로젝트에 참여 할 수 

있다. 지 까지는 SI 시장이 융기 의 심을 가질 

만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지향  시장에서 

융상품의 개발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융기 이 

SI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SI시장에

서 알맞은 구체 인 융상품 개발 방법이 제안된다

면 융기 도 극 으로 SI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인력문제 해결 : 소기업이 지속 으로 많은 

수의 인력을 보유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려운 일이

다. 평상시에는 핵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 추가 인 인력을 유동 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소기업에게는 실 이다. 그러나 

소기업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방식은 시

장에서 극 으로 환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인력시장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문 역별 리랜서 엔지니어를 보유한 다

양한 업체가 존재하고 SI 업체는 그러한 업체들과 

력 계를 유지함으로서 유동 인 엔지니어 보유가 가

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 엔지니어 확보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엔지니어들의 노령화, 가사 육아 등으로 

인한 퇴직, 지속 인 신기술의 발 으로 인한 리랜

서 엔지니어의 재교육 방법의 부재, 몰아치기 식 로

젝트 진행으로 인한 엔지니어들의 업무 회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다양한 분

야의 SI 인력 리 문업체가 존재하고, 이러한 문

업체는 다양한 근무 방법의 개발, 균형잡힌 업무의 분

배, 신기술 교육, 노령화 인력의 활용방안 강구, 여성 

엔지니어의 활용방안 강구, 해외 인력의 활용방안, 엔

지니어의 복지 지원 등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3) 경력 리 : 기업의 경력 리는 세분화된 형태로 

정부기 에서 검증  리를 해주어야 한다. 재 기

업의 경력을 확인하기 해서는 용역사가 제출하는 

문서를 믿는 방법뿐인데, 용역사의 제안 내용은 언제

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용역사의 실제 경력을 확인하기 해서는 제3자가 그 

내용을 구체 으로 검증해 주어야 하는데, 실제 으로 

검증을 강제하기 해서는 정부기 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다.

4) 조직 리 : 기업 상호간의 력체계는 회와 

같은 참여 집단의 력체계 조직화뿐만 아니라, 로

젝트 발주기 의 극 인 로젝트 리  감리가 

필수 이다. 그러나 로젝트 발주기 은 SI 문기

이 아니기 때문에 로젝트의 리나 감리역할을 수

행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발주자의 역할을 

실화하기 하여 발주자를 신하여 로젝트의 진

행과 리를 담당할 컨설 업체의 참여가 필요하고,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하여 감리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논문 기에 제기 하 던 경력, 자 , 

인력, 조직력의 4가지 신뢰성 요소를 만족하기 해 

제안하 던 “다양한 주체들의 시장 참여 기회확 ”, 

“시장 참여자들의 력방법의 정규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력 방법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한 체

계화”에 하여 실제 가능성이 있는지  다른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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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표3과 같이 크로스체크 검토를 통하여 확인해 

보았다. 

실험이나 실증을 통한 확인이 가장 합리 이지만, 

실제 수많은 참여자들이 다년간에 걸쳐 실험에 참여

하기가 실 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단계에서 크

로스체크 검토를 통한 방법을 용할 수밖에 없었다.

표 3. 개선방향에 반 된 신뢰성 요인
Table 3. Business reliability factors on market upgrade

finance man power experiences
organization
al power

extending 
market 
participants

financing, 
insurance 
companies

manpower 
bank

experience 
manageme
nt 
institutions

associations, 
consulting, 
auditing

cooperation 
for 
reliabilities

financial 
products 
for the 
market

training, 
reasing, 
replacing

experiences
, customer 
claims

counters to 
customers, 
reliability 
related 
companies

association 
structure

compulsory 
insurances

manpower 
banks 
belonging 
to the 
association

close 
relations 
between 
experience 
managemen
t and the 
associations

control of 
associates

Ⅵ. 결 론

본 논문은 소 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정안에 의하

여 기업이 공공SI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13], 소기업 주의 공공 SI시장이 부딪힌 시장 신

뢰성 부족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을 다루었다. 소 트

웨어산업진흥법의 가장 큰 문제는 지 까지의 SI 시

장 구조를 신 으로 변화 시키는 것을 요구하는데, 

본 논문은 시장 참여자의 기업신뢰성에 의하여 좌우

되었던 시장을, 시장자체의 신뢰성을 개선함으로서 기

업신뢰성이 부족한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더라도 시장

이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에 하여 제안하 다. 다시 

말하여 기존의 기업이 수행하던 복잡하고 민감한 

정부발주 로젝트를 소기업에게 믿고 발주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제안하 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기업과 소기업의 기업신뢰성을 비교할 때 비

가 되는 요인으로는 자 , 인력, 경험 그리고 조직력

을 들 수 있다. 소기업은 기업이 갖는 이러한 기

업신뢰성 요인을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으로, 

소기업 주의 시장에서 이러한 기업신뢰성 요인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시장신뢰성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제안하 다. 시장 신뢰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기업

신뢰성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양한 조직의 

시장참여를 유도하고, 그러한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시

장신뢰성을 제공하기 하여 상호 력하는 방법을 

정규화시키며, 마지막으로 그러한 상호 력방법이 지

속 으로 유지되기 한 체계  조직을 구축해야 한

다고 본다.

본 논문의 제안 방법이 실 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방법도 비되지 않은 상태

에서 소 트웨어산업진흥법의 발효는 문제가 되고 있

고, 실제로 로젝트 사안별로 기업의 참여가 허용

되는 기회가 차 으로 확 되어 가면서 소 트웨어

산업진흥법의 기 의도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 트웨어산업진흥법의 활성화를 한 해

결방안이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는 의미에서 본 논문

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특히 시장 참여자들의 확 , 참여 방법의 개선 등

의 시장신뢰성 개선을 통하여 최  목 하 던 창의

성과 다양성을 양분으로 하는 국내 소 트웨어 산

업이 크게 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선진

화를 통한 융, 인력, 경력 리 등의 부차 인 생

시장 발생이 상됨으로서 국내 산업자체가 발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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