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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획委 "SW·시스템반도체에 역량 집중해야"
[이데일리]

입력 2011.01.21 09:34

중산층 국가를 위한 `휴먼뉴딜` 추진 제안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상호보완 관계
李대통령 "적극적으로 R&D 투자할 것"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이하 미래위)는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내 컨텐츠와 소프트웨어(SW), 시스템반도체 등 양대 산업에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
을 제안했다.
분야별 주요뉴스

미래위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일상 생
활에서 급격히 진행 중인 스마트 혁명과 정보기술(IT)융합 추세에 우리산업이 제대로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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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수입 14만원' 푸대접 딛고 야구도시 꿈꿔
박지성, 女의사 선자리에 "어떻게 사느냐" 거절
"정말 대통령 맞냐" MB에 문자친 신임장교

미래위는 최근 스마트 혁명으로 콘텐츠·SW와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핵심 경쟁력 요소로 떠
오르고 있다며 즉각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 IT강국으로서의 지위는 물론 자동차 등 전통산업
의 경쟁력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北유명 무속인 "김정일 다음은 김정은 아니라…"
'무인 우주전투기' X-37B 두 번째 시험비행
앗! 女가수 가슴에 손 얹은 보디가드 '깜짝'
10분만에 얼굴 만신창이 된 미모의 여성

미래위는 전 세계 콘텐츠·SW 산업에서 우리 나라의 시장점유율이 2%에 불과하며 현재 우
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에 비해 6배나 큰 시스템반도체에서는 3%대의 초
라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애 "첫 번째 이혼 후 나올땐 빚만 2억원"
서울대 국유재산 3조 보유…"과도한 특혜" 논란
中 20개지역 남성들과 '잠자리 후기' 글 파장

미래위는 또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의 위기`를 지적하고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한시 추진했던 `휴먼 뉴딜`을 `중산층
국가를 위한 휴먼뉴딜` 프로젝트로 재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휴먼뉴딜의 세부 분야로는 ▲가계 지출 줄이기 ▲가계 수입 늘
리기 ▲사회 안전망 강화 등 3가지를 꼽았다. 미래위는 가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비·보육비·통신비 인하와 함께 전
셋값 등 주거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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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
적 기업, 1인 창조 기업 등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을 주문했다.
미래위는 기존의 사회 보험과 공적 부조 위주의 사회안전망 개념을 확대한 `7대 국민 생활
안전망`도 제안했다. 7대 국민 생활안전망은 주거, 교육, 보육, 의료, 실업, 재취업, 노후 등
7가지 서민·중산층 생활의 핵심 불안요인을 국가 재정 등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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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래위는 최근 정치권에서 촉발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 논쟁에 대해 복지 정책이 정

李대통령 신임장교들에 일일이 문자메시지

치적·이벤트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상호 보완과 역할 분담의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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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래 10년, 20년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겠느냐
하는 점에서 다 같은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도 계속 미래 성장동력 찾는데 전력을 쏟고 연
구개발(R&D) 투자를 적극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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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나라 R&D 투자는 세계 유수의 어떤 나라보다도 높게 진행하고 있고 GDP나 예
산비율로 봐서는 세계 3~4번째"라며 "정부의 재원정책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
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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