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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미래 신 성장동력이며 융합산업의 핵심 도메인인 IT 산업은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국가 발 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지만, IT 고 인력의 부족 상은 지방과 수도권에 한정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들은 포 인 인력양성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업수행 지역의 특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인력양성 정책에 한 성과분석에 한 연구들

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IT 고  인력을 양성하여 IT 융합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을 발 시키기 한 제도  개선방안에 한 필요성이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IT 인력양성 활성화를 하여 지역 기반 인력양성사업

의 IT 분야 성과분석을 통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ABSTRACT

IT industry that main domain is future growth engines and convergence industry is based 

on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convergence others industry.

However, shortage of advanced IT workforce is not limited to the region and urban. But, 

Previous studies is comprehensive research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studies, performance analysis and policy studies, are lacking to 

achieve the characterization in the region.

Accordingly, Th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are appearing for activated regional 

industry through advanc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IT convergence. in this study, 

we propose in order to improve institutions through IT sector 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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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   필요성

우리나라가 지식경제 강국으로 발 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선도해 나아갈 핵심

인재의 확보가 매우 요하다. 그리고 균형 

있는 지역 발 은 국가의 상 향상에 기반

이 되며, 지역의 고 인재 양성은 이러한 발

에 기반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연

구개발 역량 강화  지역발 의 선순환 체

계 구축과 지역 학과 지역 산업체의 공동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는 지역 기반의 인력

양성 사업이 개발되어 수행되고 있다. 한, 

양질의 인 자원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성장과 발 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우

수한 인 자원 육성이 국가와 지역발 의 경

쟁력을 결정짓는 새로운 안으로 부각되고 

있다[1]. 균형 있는 지역 발 을 하여 수행

되는 지역특화 인력양성 사업은 국가의 사업 

지원을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인재를 육성

하고 제공함으로써 지역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정 인 효과를 발생시켰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발 까지 연계되고 있다. 부가 으로 국

가의 지역인재육성 지원이 지역산업 응 자

을 유도하고 지역 인재육성 사업에 한 

지자체의 심을 발생시킴으로써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도 발생시키고 있다[2]. 

한편, 미래 신 성장동력 산업  하나인 IT 

산업은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국가 발

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지만, 고  IT 인력

의 부족 상은 수도권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에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산업의 특성

화를 하여 IT 융합의 산업으로 변화를 시

도하는 기업들에게는 큰 손실로 다가오고 있

다. 이에 따라, 지역의 IT 고  인력을 양성

하여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

역을 발 시키기 한 제도  개선방안에 

한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지역의 IT 인력양성 활성화를 하여 

지역특화 IT 인력양성사업 성과분석을 통하

여 제도개선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사업 성과분석 개념

1980년  이후 ․미 국가에서 시작된 성

과 리는 공공부문 개 을 한 핵심 인 수

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성과 리는 투입과 

과정 심의 리방식에서 벗어나 결과  측

면에 을 맞춘 리방식이라고 할 수 있

다. 성과 리는 공공조직의 리 개선뿐만 아

니라 산 사용에 따른 성과의 향상, 정책성

과의 제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 

용이 시도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 제도는 

표 인 성과 리제도로 지속 인 성과 리

를 통해 정책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성과 리가 성공 으로 이루어

지기 해서는 평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요하며 평가는 정책  사업이 성과 지향

으로 리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산 배분

이 합리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수

인 기능을 수행한다.

성과 분석 유형에는 투입, 과정, 산출, 결과 

분석이 있다. 투입(input) 분석은 필요한 재원 

 인력이 계획 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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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으로서 산 집행 비율, 사업계획에 따른 

인력확보, 재원  물자 지원 여부, 사업의 

최종 산출물을 얻기 하여 간 투입물에 

한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분석이다. 과

정(Activity/Process) 분석은 사업추진을 단

계별로 나 어, 각 단계의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게 되며, 주로 사업의 최종완료까지 효

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한다. 산출

(output) 분석은 산출지표는 산  인력 등

의 투입에 비례하여 목표한 최종 산출물 달성

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목 이다. 

결과(outcome) 분석은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효과를 측정하기 한 

분석으로서, 사업의 최종 산출물을 통해서 궁

극 으로 얻으려는 성과의 달성여부에 하

여 평가한다[4].

2.2 인력양성 사업 성과분석 연구

인력양성을 한 다수의 사업들은 정부

사업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주

도 인 재정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은 

주로 노동시장의 취약 계층을 상으로 한 

보조 , 훈련, 창업지원 등의 정책수단을 이

용한 일자리능력의 제고이다. 이러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성과에 한 평가는 

다양하다[3].

조은상(2005)의 연구에서는 정부차원의 인

자원개발 련정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해서는 각 부처의 인 자원개발 련 투자

사업의 황과 성과분석 수행의 필요성을 제

기하 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인력양성 성

과분석을 해 지역 신체제의 구축  지역

균형 발 을 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

는 인 자원개발 련 주요사업  5개 사업

을 성과분석을 하 다. 인 자원 개발 련 

활동으로 교육훈련, 세미나/워크 , 학생 실

험/논문지도, 지역 기업체 연수 사업  학

생의 기업 장 실습을 지표로 도출하여 분석

하 다. 그리고 인력양성사업의 성공요인은 

사업단의 리더십, 사업 략에 부합하는 로

그램 개발, 능력과 열의를 지닌 교수  연구

원 순으로 분석하 으며, 장해요인으로는 부

족한 인 자원개발 산, 련 기업의 극  

참여, 연구시설  장비 구축과 연구사업비 

 인건비의 시지  순으로 분석하 다. 그

러나, 사업목 을 비롯하여 추진주체  사업 

수혜자의 특성 등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직 인 비교평가에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한, 지역 학 육성과 연계시키

는 구체 인 방안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11].

이 만(2007)의 연구에서는 SW 인력수

의 양질  불일치를 해결하기 한 안으로 

SCM 모델에 한 개념을 SW 인력 정책에 

용하여, SW 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하는 

최 의 공 망 리로 간주하여 안을 제시

하 다. 학을 공 자로 기업을 수요자로 인

식하고, 학과 기업간의 산학 업을 통해 수

요지향  SW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최 의 공 망 리방법론을 용하 다[9].

신 우(2009)의 연구에서는 투입, 과정, 산

출, 결과의 4단계 지표에서 단순지표인 투입 

 과정지표를 제외하고 산출  결과에 

련된 성과평가지표를 상으로 하여, 정부기

이 추진하 던 IT 인력양성사업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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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사업의 성과평가를 수행하 다. 이를 

통하여 동종 는 이종산업간 결합으로 인한 

융합기술분야 인력양성의 요도를 반 한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 다[10].

이해춘(2012)의 연구에서는 인력 양성과 

련된 사업의 성과평가에 한 연구는 주로 

사업 수혜자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문

가조사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거나 

는 사업의 반 인 운 (조직, 인력 리, 시

설, 재정 등), 교육  훈련 로그램의 만족도

를 통해 해당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 다. 사업평가방법론에 따라 

사업과정을 투입-운 -성과  향으로 구

분하여 정성․정량  평가지표  평가모형

을 구성하 다. 평가지표는 정성  지표와 정

량  지표로 구성되며, 자료수집과 평가지표의 

가 치 선정을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그리고 지표의 수화를 통해 평가 역별 평

가결과를 제시한 후 정책 제언을 도출하 다.

최 (2012)의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 

 문가 의회를 통해 컨소시엄 사업의 단

계별로 총 13개의 성과항목과 25개의 지표를 

선정하 다. 투입단계의 성과항목은 산, 인

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이었으며, 활동

단계의 성과항목은 훈련과정의 수요조사, 설

계  개발, 홍보  사 안내, 운 , 평가 등

이었다. 한 산출단계의 성과항목은 훈련과

정 참여정도와 수료여부이었으며, 결과단계

의 성과항목은 단기  결과와 ․장기  결

과로 구성하 다[13].

권문주(2010)의 연구에서는 SW 문인력 

양성사업의 효과를 추정하여 정부의 지속

인 SW 문인력 양성사업 수행을 한 합리

인 성과분석  성과제고방안을 제안하

다. 기존의 교육과정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에 투입된 성과분석 지표를 심으로 교육과

정의 수행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 그리고 효

과성을 추정하기 하여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면 을 실시하 고, 교육과정의 산업  

요성과 가치, 산업  효과, 사업추진상의 

제안   개선  등에 한 기 자료를 수

집하 다. 그 결과 정부지원을 통한 맞춤형 

SW 인력양성사업은 SW 고 인력 확보를 

통한 기반마련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장에서 즉시 활용됨으로써 발생되는 매출증

  비용 감소효과는 소 SW 기업은 물

론 SW 산업 반에 걸쳐 많은 향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7].

2.3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Figure 1>과 같은 연구방

법론에 따라 지역특화 IT 인력양성 로그램

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산업을 발 시

키기 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다. 우선, 지역특화 IT 인력양성사업 성과분

석을 하여 산출 지표와 결과 지표를 구성

할 수 있는 성과분석 모형을 설계한다. 그리

고 지역특화 IT 인력양성사업의 지표별 성과

를 분석한다. 더불어, 지역특화 IT 인력양성

사업과 비 IT 인력양성사업의 최근 3년간 성

과를 기반으로 비교분석하여 유의미한 자료

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 IT 인력

양성사업 참여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제도 개선방안에 

한 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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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Regional Specialization IT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ology Model

<Figure 2> Concept model for Performance Evaluation

  3. 지역특화 IT 인력양성사업 

성과분석

3.1 지역특화 IT 인력양성사업 성과분석 

모형 설계 

지역특화 IT 인력양성 사업은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Human), 지역산학 연계형 기술개발

(Science and Technology), 지역경제 활성화 

진(Economic)의 가치체계로 구성된다. 따라

서 이러한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Figure 2>

와 같은 성과평가를 한 개념  모형을 설

계하 다. 

성과평가 측정방법은 평가항목별 단순한 산

술평가를 통한 실 주의 측정(fact)과 함께, 

유사한 평가항목들을 묶어서 유형화하고 이에 



84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19권 제1호

한 추세를 분석하여 단 화한 후 이를 종합

함으로써 수 /역량을 제시하는 방법(index)

을 활용하 다. 특히 수 /역량측정을 한 

평가 역  항목별 상  가 치 산정은 

계층  의사결정 방법을 토 로 본 사업에 

참여자  련분야 문가들로부터 설문/의

견을 수렴하여 설계하 다. 세부 으로 핵심 

성과 주의 평가체계로 성과측정항목을 보정

하고, 인력양성  기 ․융합 연구 확 와 

평가의 효율성과 평가에 따른 환류체계를 강

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정하 다.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 성과측정을 하

여, 인력양성사업의 주 목표인 인력배출과 

련하여 취업성과와 진학성과에 해 분석

을 하 다. 세부 으로 취업성과는 지역 내 

취업, 참여기업 취업, 지역 외 취업으로 분

류하 으며, 취업성과에서 지역 내 취업이

란 인력양성사업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 

외에 해당 지역에 취업한 경우이며 참여기

업 취업과 구분된다. 진학성과는 지역 내 석

사진학, 지역 내 박사진학, 지역 외 석사진

학, 지역 외 박사진학으로 구성하 다. 그리

고 지역산학 연계형 기술개발 성과측정을 

하여, 학술성과와 특허성과에 해 분석

하 다. 세부 으로 학술성과는 국제 명학

술지(SSCI, SCI, SCIE 등), 국내 명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 국제학술

회 논문발표, 국내학술 회 논문발표로 분

류하 다. 특허성과는 국내 특허 출원, 국내 

특허 등록, 국제 특허 출원, 국제 특허 등록

으로 구성하 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

성화 진 성과측정을 하여, 기업교류성

과로 기업 견, 기술지도, 기술이 , 사업화 

성과에 해 분석하 다.

3.2 지역특화 IT 인력양성사업 성과 실증

분석

지역특화 IT 인력양성사업의 성과분석을 

하여 사업성격에 따라 사업수행 지역을 기반

으로 수행되는 IT 인력양성 A사업(이하, IT 

인력양성사업)과 참여 상, 지원 액, 사업목

표가 유사한 비 IT 인력양성 B사업(이하, 비 

IT 인력양성사업)을 상으로 지역 맞춤형 인

력양성, 지역산학 연계형 기술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진에 한 성과를 비교분석하 다. 

성과분석 상 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으로써, 사업성과에 하여 성과지

표별 시계열을 유지하며 비교하 다.

취업성과에 있어서 IT 인력양성사업은 2010

년 2.13명, 2011년 2.24명, 2012년 2.41명으로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비 IT 인력양성사

업은 2010년 2.07명, 2011년 2.14명, 2012년 

1.83명 취업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으로 사업수행 지역의 경제력 향상을 한 

지역 내 취업  참여기업 성과를 살펴보면, 

IT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2010년 이후 지역 내 

취업과 참여기업취업은 꾸 히 늘어나고 있

는 추세이지만, 비 IT 인력양성의 사업은 

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IT 인력양성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내 취업 

 참여기업 취업과 지역 외 취업의 비율이 

일정 수 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양 성과는 IT 인력양성사업이 우수하지

만 지역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의 목 에는 

비 IT 인력양성사업이 좀 더 좋은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이러한 지역 내 취업을 이탈하는 

질  성과에 하여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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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IT HRD Program non-IT HRD Program

Region internal 

Employment

Participants 

company 

Employment

Region

External

employment

Region internal 

Employment

Participants 

company 

Employment

Region

External

employment

2010 0.89 0.24 1.00 1.22 0.26 0.59 

2011 1.02 0.25 0.97 1.09 0.15 0.90

2012 1.04 0.31 1.06 0.94 0.18 0.71

<Table 1> Compare Employment Performance According to Regional Human 

Resource Program Characteristic

(Unit : number of people)

     <Figure 3> Employment Ratio According to Regional Human Resource 

Program Characteristic

진학성과에 있어서 IT 인력양성사업은 2010

년 1.40명, 2011년 1.00명, 2012년 1.44명으로 나

타났으며, 비 IT 인력양성사업은 2010년 1.35

명, 2011년 0.97명, 2012년 1.43명 진학성과를 

나타내 두 사업의 차이가 근 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러나, 지역 내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목표를 기반으로 최근 3년간 진학성과를 분석

한 결과 IT 인력양성사업은 3.70명의 진학자를 

배출하 으며, 비 IT 인력양성사업은 3.16명의 

진학자를 배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성과

와 진학성과 모두 IT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성

과가 더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지역

의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목표에 따라 IT 인력

양성사업이 좀 더 충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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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IT HRD Program non-IT HRD Program

Masters 

entrance in 

the internal 

Region

Masters 

entrance in 

the external 

Region

PhD

entrance in 

the internal 

Region

PhD

entrance in 

the external 

Region

Masters 

entrance in 

the internal 

Region

Masters 

entrance in 

the external 

Region

PhD

entrance in 

the internal 

Region

PhD

entrance in 

the external 

Region

2010 0.82 0.00 0.53 0.05 0.91 0.34 0.05 0.05

2011 0.52 0.02 0.44 0.02 0.57 0.05 0.3 0.05

2012 1.12 0.02 0.27 0.02 1.00 0.06 0.33 0.04

   <Table 2> Compare Pathways Performance According to Regional Human 

Resource Program Characteristic

(Unit : number of people)

 <Figure 4> Pathways Ratio According to Regional Human Resource Program 

Characteristic

IT 인력양성사업은 지역 내 석사진학과 지

역 내 박사진학의 비율이 96% 이상을 꾸

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비 

IT 인력양성사업은 지역 내 진학의 비율이 

꾸 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

업성과와 달리 양질  성과 모두 IT 인력양

성사업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3년간 IT 인력양성사업의 학술성과는 

국제 명학술지 3.26편, 국내 명학술지 6.41

편, 국제학술 회 발표논문 8.73편, 국내학술

회 발표논문 14.34편의 성과를 나타낸 것으

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비 IT 인력양성사업은 

국제 명학술지 3.52편, 국내 명학술지 4.32

편, 국제학술 회 발표논문 7.35편, 국내학술

회 발표논문 13.62편의 성과를 나타낸 것으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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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IT HRD Program non-IT HRD Program

Prominent 

international 

journals

Prominent 

national 

journals

Paper pre-

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Paper pre-

sented at 

the national 

conference

Prominent 

international 

journals

Prominent 

national 

journals

Paper pre-

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Paper pre-

sented at 

the national 

conference

2010 0.65 2.27 2.97 4.66 0.87 1.36 2.36 4.38

2011 1.08 1.85 2.67 4.83 1.17 1.30 1.93 4.38 

2012 1.53 2.29 3.09 4.85 1.48 1.66 3.06 4.86 

<Table 3> Compare Papers Performance According to Regional Human Resource 

Program Characteristic

(Unit : Number)

<Figure 5> Paper Ratio According to Regional Human Resource Program Characteristic

세부 으로 IT 인력양성사업의 국제 명학

술지의 편수는 비 IT 인력양성사업에 비하여 

2010년  2011년에 은 성과를 보 으나, 

2012년에는 0.05편의 학술성과를 더 배출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국제 명학술지를 제외한 국

내 명학술지, 국제학술 회발표논문, 국내학

술 회발표논문 모두 더 많은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3년간 IT 인력양성사업의 특허성과는 

국내특허출원 4.23건, 국내특허등록 1.59건, 국

제특허출원 0.52건, 국제특허등록 0.04건으로 

나타났으며, 비 IT 인력양성사업의 특허성과

는 국내특허출원 3.58건, 국내특허등록 0.95건, 

국제특허출원 0.28건, 국제특허등록 0.04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 으로 IT 인력양성사

업이 비 IT 인력양성사업에 비해 특허성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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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IT HRD Program non-IT HRD Program

Patent

applications

in Korea

Patent

registration

in Korea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International 

Patent 

Registration

Patent

applications 

in Korea

Patent

registration 

in Korea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International 

Patent 

Registration

2010 1.00 0.57 0.14 0.00 1.15 0.32 0.07 0.01

2011 1.41 0.33 0.09 0.02 1.23 0.32 0.10 0.01 

2012 1.82 0.69 0.29 0.02 1.20 0.34 0.11 0.02

<Table 4> Compare Patents Performance According to Regional Human Resource 

Program Characteristic

(Unit : Number)

<Figure 6> Patents Ratio According to Regional Human Resource Program Characteristic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으로 2012년 

국내 특허출원  등록의 경우 비 IT 인력양

성사업에 비하여 50% 이상의 성과를 더 나타

내었다. 

IT 인력양성사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비 

특허등록 비율은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비 IT 인력양성사업은 

국내외 특허출원 비 특허등록 비율을 일정 

수치(국내 25%, 국제 10%)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허출원은 비교  짧은 

기간 내 이루어지지만 특허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의 성

과추 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3년간 IT 인력양성사업의 기업교류성

과는 기업 견 11.50건, 기술지도 12.64건, 기술

이  2.20건, 사업화 1.93건으로 나타났으며, 

비 IT 인력양성사업의 기업교류성과는 기업

견 11.22건, 기술지도 18.69건, 기술이  1.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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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IT HRD Program non-IT HRD Program

Enterprise 

Dispatch

Technology 

Teaching

Technology 

Transfer

Commercia-

lization

Enterprise 

Dispatch

Technology 

Teaching

Technology 

Transfer

Commercia-

lization

2010 3.88　 4.26　 0.76 0.63 3.52 5.96 0.54 0.39　

2011 3.91 4.48 0.79 0.65 3.73 6.45 0.53 0.38

2012 3.71 3.90 0.65 0.65 3.97 6.28 0.64 0.52

<Table 5> Compare Companies Exchanges Performance According to Regional 

Human Resource Program Characteristic

(Unit : Number)

사업화 1.29건으로 나타났다. IT 인력양성사

업이 기술지도 건수를 제외한 기업 견, 기술

이 , 사업화의 성과가 비 IT 인력양성사업

에 비하여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3 지역특화 IT 인력양성사업 제도개선

방안 제언

지역특화 IT 인력양성사업 참여자를 상

으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설문조사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제도개선을 한 기

자료를 조사하 다. 성과분석 비교결과와 설

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 

산학 연계 형 기술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진성과를 향상시키기 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인 , 물  자원이 많은 수도권에 비

하여 비 수도권 지역 기반으로 진행하는 인력

양성사업은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 지역산학 

연계형 기술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진성과

의 세 가지 가치에 한 균형 인 성장을 통

한 시 지 효과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인

력양성과 기술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는 개

별  지표만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 이 있

으며, 반드시 세 지표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특화 IT 인력양성사업과 비 IT 

인력양성사업 비교결과에서 나타난 세 지표

에서의 양질  우 를 지속 으로 증 시켜

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진성과에서 상

으로 부족한 기술지도 건수의 증 가 필요

하다.

둘째, 지역특화 IT 인력양성사업의 지속

인 발 을 해서는 사업성격 재정립이 필요

하다. 세부 으로, 인력수 이 상 으로 어

려운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재정지원 연

구사업 수행이 어려운 지역 학 인재양성 등

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한 사업

지원 체계로 사업주제 공모방식, 사업선정  

평가, 성과평가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 내 산업체 취업(참여기업 취업)

을 한 결정요인으로 참여기업의 건실성과 

사업참여 극성 등으로 조사되어, 이를 활성

화하기 해서는 지역범 를 역권으로 확

하고 참여기업의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즉, 연구  경  환경평가 강화가 필요

하다. 참여기업의 참여연구원 채용 의향은 

75%인 반면에, 참여연구원의 지역 내 산업체 

취업희망 비율은 31%이고, 참여기업 취업희

망 비율은 15%에 불과하여 지역 내 취업에 

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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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향후연구

미래 신 성장동력이며 융합산업의 핵심 도

메인인 IT 산업은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하

여 국가 발 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지만, IT 

고 인력의 부족 상은 지방과 수도권에 한

정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인 , 물  자원

이 풍부한 수도권에 비하여 지방에서는 IT 

융합을 기반으로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이

를 통하여 지역을 발 시키기 한 지역의 

IT 고  인력양성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들은 지역의 특성화를 이

룰 수 있는 인력양성정책을 수립하기 한 

지역특화 인력양성 성과분석에 한 연구들

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IT 인력양성 활성화를 하여 지역 

기반 인력양성사업의 IT 분야 성과분석을 통

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설계하고자 하 다.

성과분석의 결과로 첫째,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성과인 지역 내 취업  참여기업 취업과 

지역 외 취업의 비율이 일정 수 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역 내 취업을 이탈하는 질  성과에 

하여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지역 내 석사진학과 지역 내 박사진학성과

와 련하여 양질 으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산학 연계형 기술개발성과인 학

술성과는 2012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특허성과의 확보를 한 장기간 성과

추 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역

경제 활성화 진성과에서는 지역 기업들의 

내실 있는 능력향상을 한 기술지도 건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제언을 하 다. 첫째, 

인 , 물  자원이 많은 수도권에 비하여 지

역 기반으로 진행하는 인력양성사업은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 지역산학 연계형 기술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진성과의 세 가지 가치에 

한 균형 인 성장을 통한 시 지 효과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특화 IT 인력양성사업의 

지속 인 발 을 해서는 뚜렷한 사업성격 

재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내 산업체 취

업(참여기업 취업)을 한 결정요인으로 참

여기업의 건실성과 사업참여 극성 등으로 

조사되어, 이를 활성화하기 해서는 지역범

를 역권으로 확 하고 참여기업의 조건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지역특화 IT

인력양성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측정함으로

써, 지역의 고  IT 인력양성의 추이를 악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특화 IT 인력양성

사업은 더 나은 성과를 하여 질  수  개

선과 함께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과 산업경쟁

력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 강

화  지역발 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제도개선방안 설계를 통한 

효율  사업추진 체계 마련  유사한 인력

양성사업에 한 성과평가 참조모델 제공 가

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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