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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해외진출역량강화
ㅇ 추진기간 : 2015.1.1 ~ 2015.12.31
ㅇ 총사업비 : 5,142백만원
ㅇ 주요내용
- SW 국제협력 및 중소기업 SW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SW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ㅇ 추진경과
-‘00. 1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06. 8 :「전자정부 시스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06. 8)」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보고
-‘08년 : SW산업기반확충 사업에서 분리, 신규 사업으로 확대
-‘09. 9 : SW발전전략 수립 "IT KOREA 미래전략" VIP 보고회
-‘10. 2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 비대위 발표
-‘13. 10 :“소프트웨어 혁신전략” 국무회의 보고

ㅇ 사업 관련자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본부장 한호현 본부장
단장 김득중 단장
팀장 최덕출 팀장

수행기간
담당업무
`15.3.～
사업책임관리
`13.8.～
사업관리
SW산업해외진출
`15.3.～ 역량강화
사업 총괄

ㅇ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과
- 소프트웨어정책과장 : 강도현 과장
- 담당자 : 백대현 사무관

추진실적

ㅇ 전략국가 대상 정보화 프로젝트 컨설팅 및 해외 진출 지원
- 국가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3개국, 사전타당성 조사
14개 과제 수행
- 국제기구와 협력한 개도국 정보화 컨설팅 5개 과제
공동 수행
국제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협력 사업 발굴
2011 ㅇ IT서비스
(23개국 48명 참가, 협력 프로젝트 관련 MOU 6건 체결)
ㅇ 국내 유망 중소SW제품의 해외 현지화 및 품질개선,
채널연계 지원 등 SW 수출 멘토링 15과제 수행 (지원
과제 수출 실적 : 251억원)
ㅇ 국내 유망 중소SW 10개 기업/제품 대상 해외 브랜드 인지도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외 마케팅 역량 제고 지원
ㅇ 전략국가 대상 정보화 프로젝트 컨설팅 및 해외 진출 지원
- 국가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3개국, 사전타당성 조사
16개 과제 수행
- 국제기구와 협력한 개도국 정보화 컨설팅 6개 과제
공동 수행
ㅇ 해외 IT서비스 관련 네트워킹 지원 및 기술 교류 지원
- 국제 컨퍼런스 개최(GeGF, 행안부/UN 공동개최, 50개국
217명 참가) 및 협력 사업 발굴 (협력 프로젝트 관련
MOU 4건 체결)
- K-Tech@실리콘밸리 2012를 개최하여 해외 기술 교류
및 협력의 계기 마련
2012 ㅇ 글로벌 SW 협력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해외 정부 정보화
사례 벤치마킹 대응 및 국제협력 거점화 (32회, 23개국
229명 방문)
ㅇ 유망 중소SW제품의 해외 현지화 및 품질개선을 지원
하는 SW 수출 품질․현지화 멘토링 16과제 수행 (지원
과제 수출 실적 : 247억원)
ㅇ 미국, 아시아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SW기업 대상으로
시장 특화 정보, 컨설팅, 현지 채널 연계 등 마케팅 멘토링
활동 추진 (10개사)
ㅇ 국내 유망 중소SW 10개 기업/제품 대상 해외 브랜드 인
지도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보고서(Gartner) 등재 지원(‘12년 42건 등재)

ㅇ 전략국가 대상 정보화 프로젝트 컨설팅 및 해외진출 지원
- 국가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4개국, 사전타당성 조사
14개 과제 수행
ㅇ 해외 주요국(美․中 등) 기술협력·정보수집·네트워킹
지원
- (美)2년차 ‘K-Tech@실리콘밸리‘를 개최, 해외기술교류
및 협력 확대
- (中)중국국제SW박람회를 통해 한국기업(20개사) 해외
네트워킹지원
ㅇ 글로벌SW협력센터 운영을 통해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 (32회 22개국 208명 방문)
중소SW제품의 해외 현지화 및 품질개선을 지원하는
2013 ㅇ 유망
수출형SW제품화지원 15개 과제 수행(역대지원과제 13년
수출실적 : 247.6억원)
ㅇ 미국/일본/개도국 등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SW기업
대상으로 시장 특화 정보, 컨설팅, 현지 채널연계, 기업
공동진출 등 SW수출마케팅지원 추진 (수출마케팅지원
10개사, 공동진출 2개 과제)
ㅇ 인도SW개발센터 운영을 통해 인도SW인력활용 및 SW
개발 지원 (인도 오프쇼어활용 컨설팅 5개사, 비즈니스
활용사례집 발간 등)
ㅇ 국가별해외진출 협의체 및 그랜드컨소시엄 운영을 통해
해외진출기업간 네트워킹 지원(기능별 분과, 국가별 협의체
등 운영)
ㅇ 전략국가 대상 정보화 프로젝트 컨설팅 및 해외진출 지원
- 국가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3개국, 사전타당성조사
15개 과제 수행
ㅇ 해외 주요국(美) 기술협력·정보수집·네트워킹 지원
- (美)3년차 ‘K-Tech@실리콘밸리‘를 개최, 해외기술교류
2014 및 협력 확대
ㅇ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SW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일등상품화 지원사업 5개 과제 수행
ㅇ 유망 중소SW제품의 해외 현지화 및 품질개선을 지원
하는 수출형SW제품화지원 17개과제 수행

ㅇ 미국/일본/개도국 등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SW기업
대상으로 시장 특화 정보, 컨설팅, 현지 채널연계, 기업
공동진출 등 SW수출마케팅지원 추진 (수출마케팅지원
10개사, 공동진출 2개과제)
ㅇ 국가별해외진출 협의체 및 그랜드컨소시엄 운영을 통해
해외진출기업간 네트워킹 지원(기능별 분과, 국가별 협의체
등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