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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데이터센터는 차세대 ICT 산업인 ICBM (IoT, Cloud, Bigdata, Mobile) 구

현 및 육성에 있어 중요한 기반시설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 등과 연계

되어 향후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장될 전망임   

- Global Market Insight (Hyperscale Data Center Market Size By Component, 2019) 

자료에 따르면 하이퍼스케일(대규모) 데이터센터 시장규모는 연평균 19%씩 증가할 전망

- 특히 글로벌 업체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의 아시아 투자가 증가

❍ 또한 탄소중립이 국가 및 지자체, 국제무역 지침 등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글로벌 ICT기업들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프로젝트의 

추진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며 데이터센터 역시 탄소중립과 연계성이 향후 부각

될 것으로 보임 

- 데이터센터는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하드웨어로 전기효율이 중요함 

- 실제 데이터센터는 RE100과 연계성이 높고, 정책적으로도 그린데이터센터 인증제도 등이 

도입되어 있음 

❍ 그간 ICT산업, 특히 데이터센터산업에 있어 관심을 받지 못한 전북에서도 SK

의 투자가 확정됨에 따라 새만금 지역에 특화하여 데이터센터를 하나의 산업

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됨

- 전북도는 전북형 뉴딜의 핵심사업으로 ‘데이터센터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  

- 새만금개발청은 SK 투자와 연계하여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를 통해 ‘데이터센터산업 클러

스터 구축 전략 수립’ 용역을 실시함 

- 전라북도는 새만금개발청이 제시한 데이터센터산업 클러스터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세부사

업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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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등이 추진하고자 하는 ‘새만금 데이터센터

산업 클러스터’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

으로 함

-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북연구원 등이 논의하여 구상한 ‘새만금 

데이터센터산업 클러스터’의 기본방향을 세부사업 단위에서 구체화

- 데이터센터산업 육성의 적합성, 타당성, 특화방향 등에 대해서 새만금개발청이 제시하는 

‘새만금 데이터센터산업 클러스터’에서 다루어진 결과를 활용함(별도의 특화방향, 기본방향 

등을 다루지 않음) 

- 새만금 데이터센터산업 클러스터 실행력을 높이고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전북의 

수요, 지역산업 등과의 연계하여 사업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에 대해 구체화  

구분 내용

연구 
질문

 새만금 데이터센터산업은 지역 ICT산업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가?
 새만금 데이터센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세부과제는 무엇인가?
 세부과제별 수요, 이행 로드맵, 이행방안은 무엇인가? 

차별성
지역수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단위에서 새만금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상 

수립된 전략 방향을 고려한 세부과제 단위에서의 과제 구체화 

<표 1-1> 주요 연구 질문 및 차별성

자료 : 새만금개발청(2021)

<그림 1-1> 새만금 데이터센터산업 기본방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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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라북도(새만금 권역) 

- 본 연구는 새만금 데이터센터산업 클러스터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로 전북 전체의 수요, 

산업과 연계하면서 물리적 공간은 새만금 권역으로 한정함

- 새만금 데이터센터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전북도 주력산업(농생명, 첨단융복합소재, 미래운송

기계, 에너지신산업 등)과의 연계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 전체를 비물리적 공간으로 둠

- 반면 실제 관련 사업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은 새만금 권역,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데이터센터 사업이 추진되는 새만금 산업용지 내로 한정됨 

<그림 1-2> 연구의 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1~2030년 

- 1단계 클러스터 조성 (‘21~’25) : SK 데이터센터와 그 외 추가 데이터센터 유치 완료 시점

을 1단계로 둠

- 2단계 클러스터 안정 (‘25~’30) : 새만금 권역에 최소 3개 이상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가 

구축 된 후, 데이터센터와 연계된 다양한 클러스터 사업이 본격화되는 기간을 2단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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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데이터센터산업 개념 정리 및 현황 파악 

❍ 데이터센터산업 개념

- 데이터센터산업, 데이터센터 전후방산업 등 법률적 개념, 선행연구 등에서의 개념 파악 

- 통계적 데이터센터산업의 구성 파악  

❍ 정립된 데이터센터산업 범위 기반 전라북도 현황 파악 

- 통계적 전북의 데이터센터산업, 데이터센터 전·후방산업 등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8) 

<그림 1-3> 데이터센터산업과 통계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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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센터산업 육성 사례  

❍ 국내 타 지자체 데이터센터산업 육성사례 및 전북의 시사점 도출  

- 하이퍼스케일 유치 후 연관·관련사업 발굴 및 추진 사례

- 하이퍼스케일 유치 후 지자체 정책 대응 사례 : 부산(MS 데이터센터), 강원(네이버 데이터

센터), 경기(카카오 데이터센터), 경남(네이버 데이터센터) 등 지역별 대규모 민간 데이터센

터 유치·설립 이후 지자체 연계사업, 정책 등

❍ 국외 데이터센터산업 육성 사례 : 싱가포르, 미국, 중국 등 정부주도 데이터센

터 클러스터 사례로 사업 배경, 내용, 기업 인센티브 정책 등을 살펴보고 인프

라, 브랜드 이미지, 지속가능성 등 클러스터 3대 추진전략 방향별 검토 및 세부

사업과 연계화 추진   

다. 새만금 중심 데이터센터산업 육성방안 도출   

❍ 전북형 뉴딜에서 제안된 새만금 데이터센터산업 클러스터 세부사업 검토 

- 세부사업 가능성 검토, 분야별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가능사업에 대한 구체화 

❍ SK 데이터센터 유치 연계 전북 대응사업 신규 발굴 

라. 연구 방법

❍ 정보조사 및 분석 : 선행연구 조사, 통계 자료 조사, 국내외 사례 문헌 및 현장 조사 

- 부산, 강원, 경기, 경남 등 주요 국내 유사사업 지자체 정밀 사례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 

❍ 수요조사 : 도내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데이터센터 연관

산업 관련 수요 인터뷰 조사 및 통합데이터센터 수요 파악  

❍ 전문가 자문 : 데이터센터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 전문가 자문 

- 한국데이터연합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KETI 등 데이터센터 관련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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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새만금 데이터센터산업 클러스터 조성 필요

⇩

데이터센선터산업 개념과 현황
문헌조사
통계조사데이터센터산업 개념

데이터센터산업 현황(시장, 정책 등) 

⇩

데이터센터산업 육성 사례

문헌조사해외사례
국내사례

⇩

새만금 데이터센터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향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인터뷰 조사 

인프라 우수성 
확보

브랜드 이미지 
제고

지속가능성 확보

데이터센터산업 
핵심 기반시설 

새만금에 특화된 
데이터센터산업 

브랜드 

지역산업과의 연계
전/후방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우수 
기업유치를 위해서 
핵심기반시설 확보 

→ 
그린데이터센터, 
RE100 등 연계 
새만금에 특화된 

브랜드로 
클러스터 경쟁력 

확보 

→ 전북 지역과의 
연계와 지역성장과 

연계로 
데이터센터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

새만금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출 

전문가 자문
관계자 협의

클러스터 조성 핵심사업 
핵심사업 이행을 위한 구체화 

인프라 우수성 확보
전략

브랜드 이미지 
제고
전략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새만금 
데이터센터산업 
클러스터 핵심 

기반시설 확보방안

새만금 
데이터센터산업 

특화 브랜드 
확보방안

새만금 
데이터센터산업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그림 1-4> 연구의 흐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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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선행 연구

연구자 제목 목적 주요결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 

데이터센터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데이터센터산업 주요 
당면 과제 파악 및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데이터센터산업 
실태조사, 전후방산업 
실태조사, 법제도 
개선사항 제언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데이터센터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조사

 데이터센터산업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데이터센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황조사 및 
지원정책 마련  

 국내 데이터센터산업 및 
연관산업 기초자료 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그린화 확산 방안 
제시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 

전략 수립

 ‘국내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허브구축 
사업’의 사전준비 

 해외 데이터센터 및 기업 
유치 정책·제도·인프라 
지원 방안 제시 

 유치 적합 기업 선별 
 국내 데이터센터 

진출가능 국가 및 분야 
도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안)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국가정보화 시행령에 
따른 고시(안) 기준 
마련 

 데이터센터산업 개선과제 
제시, 활성화 방안 수립

 데이터센터산업 지원을 위한 
고시(안) 마련 

강원연구원
그린 

IDC(인터넷데이터센터) 
그리고 강원도

 IDC 현황 파악 및 
발전방안 제언 

 강원도 IDC 비교우위 
제시 및 평창동계올림픽 
미디어센터를 그린 
IDC로 재활용 방안 제시 

이우배
IDC산업의 입지적 특성 

및 지역경제파급효과

 데이터센터산업 특성 
분석 및 잠재력 파악 

 IDC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및 전략과제 제시 

 IDC의 중장기적 생산 
고용효과 기대 제시

 전통 제조업지역의 
IDC산업 발전방안 제시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싱가포르의 
빅데이터(Big Data) 
활성화 정책 분석

 싱가포르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분석 

 싱가포르 빅데이터 
정책의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제시 

전북연구원
전라북도 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 

기대효과 및 연계 방향

 새만금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전라북도 
발전전략 마련 

 데이터센터 유치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데이터센터 유치 
기대효과와 연계하여 
전라북도 발전전략 제언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

데이터 경제 진전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경제 및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전후방연쇄효과 도출 및 
데이터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적 시사점 
(개인정보보호법) 제시 





장

데이터센터산업 개념 정립

1. 데이터센터산업 개념 

2. 데이터센터산업 국내 현황 

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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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데이터센터산업 개념 정립 

제1절 데이터센터산업 개념

1. 데이터센터산업 개념

❍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

은 문헌검토, 유사사례, 이해관계자 검토 등을 거쳐 데이터센터산업의 개념을 

정립하였음

❍ 데이터센터는 ICT장비, 기반시설, 운영유지 서비스 등을 갖추고, 24시간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을 의미함  

- 따라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ICT 장비의 집적화가 요구됨 

- 또한 ICT 장비가 운영되도록 관련 인프라(전력 등)가 요구됨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8c) 

<그림 2-1> 데이터센터 구성과 서비스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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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는 운영 형태, 서비스 형태와 지역, 그리고 규모 등에 따라 구분됨

❍ 운영 형태에 따라서는 자가용(자사용), 임대용(코로케이션)으로 구분 

- 자가용은 많은 서버가 필요한 데이터센터 사용자가 직접 센터를 소유, 운영, 사용하는 방식

- 임대용은 센터 소유자가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니라 임대 목적으로 단일, 또는 여러 임차인에

게 상면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 

- 최근에는 자가용, 임대용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방식도 존재 

❍ 운영 주체에 따라서는 공공용, 민간용 데이터센터로 구분  

- 공공용은 데이터센터 중앙정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광역 및 기초 지자체1), 정부산하

의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임 

- 민간용은 ICT 기업, 은행과 금융, 병원 등 민간이 설립하여 운영함 

❍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는 전통적으로 기업 내부에 모든 설비를 설치한 레거시

(legacy system)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하여 서비스 하는 클라우

드 데이터센터로도 구분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자가용, 임대용과 같이 운영 형태에 따라서 Public(임대 공용), 

Private(자사 전용), Hybrid 등으로 구분함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경우 고밀도의 전력사용으로 에너지절감이 가능하고 모듈 형태를 

지녀 설비 확장에 유연성을 가지며, 통합적인 정보 수집과 관리 효율성 등의 장점을 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5)  

❍ 규모에 따라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마이크로 데이터센터로 구분되며 최

근 하이퍼스케일 수요가 증가되어 대규모 전력 수급과 토지 확보 가능성, 상대

적 저렴한 토지 비용 등이 주요입지 요인으로 부상될 전망 

-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는 최소 10만대 이상의 서버를 갖춘 데이터센터로 정의되며 그 

이하는 마이크로 데이터센터로 구분됨    

-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기술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대용량 데이터의 관

리 필요성이 증대되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가 크게 확산하는 추세임(세빌스코리아, 

2020)

1) 경기도, 제주도, 전남도 등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통합데이터센터 설립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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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의 비상상황 시 대응 가능한 시설장비의 구축 정도에 따라 Tier1~4

단계로 구분(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2020) 

- Tier4는 최고 등급의 안정성과 가용성을 확보된 데이터센터로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에서 주로 사용 

- Tier3은 클라우드 및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 등에서 주로 사용하며, Tier2는 소규모의 코

로케이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Tier1은 일반회사 등이 주로 사용

❍ 데이터센터산업은 “데이터센터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소재 및 부품 

공급자, 수요자, 경쟁자 및 보완재 생산 업체 등을 포괄하는 공동체”로 정의하

고 있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2018c) 

- 상기 정의 하에서 데이터센터산업의 가치사슬은 “데이터센터의 건축, 데이터센터 장비, 데

이터센터 운영, 데이터센터 유지 및 보수, 데이터센터 IT 서비스” 등을 포괄하고 있음(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외, 2018c)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18) 

<그림 2-2> 데이터센터산업 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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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으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 「클라우드컴퓨팅법」 등에 관련 개

념이 정의되어 있음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데이터센터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

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명시

-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SW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 요구, 수요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처리체계”로 정의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면, 민간 데이터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 

및 공공 데이터센터는 행정안전부가 관련된 운영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또한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클라우드컴퓨터 관

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연구개발, 시범사업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

록 되어 있음 

- 또한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관련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도 포

함되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c)가 실태조사를 위해 설정한 데이터센터산업의 표준

산업분류는 소분류 단위에서 3가지로 설정되어 있음

- 특히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은 IDC센터, 코로케이

션센터 등 데이터센터와 직접적 관계를 가짐 

구분 내용

정보
통신업

(58~6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0)

고객 요구에 의한 SW 자문, 개발, 공급 및 근거리 
통신망 시스템 통합구축, 자료처리 시설관리 대리 등 

정보서비스업
(63)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31)

웹 호스팅, IDC센터, 코로케이션 서비스 등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블록체인 관련 정보서비스 등 

<표 2-1> 데이터센터산업 범위(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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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데이터센터산업의 가치사슬상 건설업, 제조업 등이 데이터센터산업의 범

위에 포함됨 

- 제조업에서는 서버, 발전기, 밸브 등의 제조가 포함되며 데이터센터 상업용 건물 건설을 위

한 건물건설업 등이 데이터센터와 전후방산업 범위에 포함됨  

구분 내용

제조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263)

중앙처리, 입출력 장치 등 컴퓨터 주변장치 제조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281)

전동기, 발전장치 제조 등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291)

펌프, 압축기, 밸브 등 제조

건설업
종합 

건설업(41)
건물 건설업(411) 상업용 건물 건설

<표 2-2> 데이터센터산업 전후방산업 범위(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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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데이터센터산업 국내 현황 

1. 데이터센터 수

❍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가 조사·발표한 ‘2020 데이터센터 산업현황·전망 보고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에는 158개의 데이터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50% 이상이 서울, 경기도에 편중됨

-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전 중심의 충청권, 부산, 대구 등 경상권에 입지함 

자료 :세빌스코리아(2020) 

<그림 2-3> 국내 데이터센터 지역별 현황(2019년 기준) 

❍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의 분석에 따르면 158개의 데이터센터 중 90개(57%)는 

민간용이며, 나머지 68(43%)개는 공공용 데이터센터임

- 공공용의 경우 약 60% 가량이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민간용의 경우 약 75%가 수도

권에 입지하고 있음

❍ 민간 데이터센터의 서비스는 코로케이션(92%), 백업(72%), 매니지드(63%), 클

라우드(60%) 순이며, 각 센터별 평균 약 140명이 근무 하는 것으로 조사됨 

- 민간 데이터센터의 주된 고객으로는 IT서비스(21%), 제조 및 유통(20%), 금융(18.7%),의 

순이며, 센터 당 약 130개의 고객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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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가 수도권,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본사와의 접근성, 코로케

이션 수요기업의 접근성, 초기 데이터센터 소재지를 중심으로 리전(Region) 데

이터센터 추가 확장 등이 주요한 원인임 

- 백업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어 복수의 데이터센터를 의미하는 리전(Region)의 경우, 서비스

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초 데이터센터 설립 위치에 추가 설치를 선호  

자료 :세빌스코리아(2020) 

<그림 2-4> 국내 데이터센터 분포도 현황(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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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센터산업 및 전후방산업 현황 

❍ <표 2-1> 데이터센터산업 범위(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에 따른 지난 10

년간 데이터센터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의 경우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지역 중 하나임 

- 지난 10년간 전북의 데이터센터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연평균 증가율(12.3%, 

10.3%)은 전국의 데이터센터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인 9.6%, 5.9%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사업체수의 경우 전국에서 3번째로 연평균 증가율이 높고, 종사

자수의 경우 전국에서 2번째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전북의 데이터센터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2019

년 기준 사업체수 : 전국 13위, 종사자수 : 전국 14위)으로, 향후 기업 육성 및 

유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 데이터센터산업 현황 (2009년~2019년) 

(단위 : 개, 명, %)

지역
2009년 2014년 2019년 연평균증가율(`09~`18)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서울 2,309 62,031 5,423 95,087 5,485 107,400 9.0% 5.6%

부산 283 1,787 531 3,151 546 3,828 6.8% 7.9%

대구 195 1,204 350 1,728 373 2,529 6.7% 7.7%

인천 88 664 247 1,548 306 1,749 13.3% 10.2%

광주 119 868 223 1,344 233 1,555 7.0% 6.0%

대전 160 1,800 357 3,559 375 4,713 8.9% 10.1%

울산 41 427 94 633 113 734 10.7% 5.6%

세종 - - 10 41 67 316 - -

경기 697 19,489 1,819 29,253 2,086 33,259 11.6% 5.5%

강원 55 752 121 887 175 1,254 12.3% 5.2%

충북 62 544 117 513 148 1,230 9.1% 8.5%

충남 57 346 180 697 183 823 12.4% 9.1%

전북 54 355 137 852 172 946 12.3% 10.3%

전남 57 286 124 529 174 1,424 11.8% 17.4%

경북 119 616 233 763 283 1,555 9.0% 9.7%

경남 136 1,786 264 1,829 321 1,908 9.0% 0.7%

제주 36 816 76 1,314 91 1,066 9.7% 2.7%

전국 4,468 93,771 10,306 143,728 11,131 166,289 9.6% 5.9%

주1 : <표 2-1>에 따른 데이터센터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0)’,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31)’,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 으로 정의됨 

주2 : 시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각 산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의 합임.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21 -

❍ <표2-2> 데이터센터산업 전후방산업 범위(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에 따

른 지난 10년간 데이터센터산업 전후방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의 해당 산

업 종사자수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연평균증가율 : 5.2%)하였고, 사업

체수도 전국에서 전남 다음으로 빠르게 증가(연평균증가율 : 9.6%)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전북 데이터센터산업 전후방산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2019년 기준 사업체수, 종사자수 : 전국 14위)으로, 향후 전북 데이터센

터산업의 가치사슬 완성을 위해 전후방산업 기업 육성 및 유치가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남  

<표 2-4> 데이터센터산업 전후방산업 현황 

(단위 : 개, 명, %)

지역
2009년 2014년 2019년 연평균증가율(`09~`18)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서울 2,653 19,114 2,887 19,617 2,795 19,366 0.5% 0.1%

부산 2,363 23,118 3,127 30,026 3,402 29,700 3.7% 2.5%

대구 976 9,445 1,309 11,478 1,463 12,118 4.1% 2.5%

인천 2,029 24,724 2,489 26,965 2,828 28,659 3.4% 1.5%

광주 429 6,608 558 7,200 671 10,203 4.6% 4.4%

대전 368 4,893 548 6,801 652 6,795 5.9% 3.3%

울산 364 X 623 13,068 725 11,544 7.1% -

세종 0 0 34 X 61 1,206 - -

경기 7,768 96,064 11,037 119,152 12,468 130,200 4.8% 3.1%

강원 121 2,084 201 2,448 253 3,175 7.7% 4.3%

충북 426 10,195 664 12,782 885 14,931 7.6% 3.9%

충남 523 13,458 856 18,216 1,214 20,435 8.8% 4.3%

전북 200 2,910 373 5,936 498 4,812 9.6% 5.2%

전남 208 X 336 X 520 5,221 9.6% -

경북 721 19,220 1,194 16,366 1,578 17,263 8.1% -1.1%

경남 2,339 46,738 3,480 55,093 3,914 48,386 5.3% 0.3%

제주 34 168 51 X 78 472 8.7% -

전국 21,522 289,657 29,767 350,506 34,005 364,486 4.7% 2.3%

주1 : <표 2-1>에 따른 데이터센터산업 전후방산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263)’,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28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291)’, ‘건물 건설업(411)’ 으로 정의됨 

주2 : 시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각 산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의 합임.
주3 : X 표시로 된 경우 산업 중 사업체수가 2개 이하 경우가 있어 정확한 종사자수 파악이 어려움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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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센터산업 동향 

가. 정책·제도동향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추진(’21)

❍ 대규모 발전소 건립과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문제의 해결, 재생에

너지 발전량 확대 등을 목적으로 에너지 수요자원 인근에 에너지를 생산, 소비

하는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추진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시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센터 설립에 앞서 

사업자가 전력 수급 방안을 마련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될 전망

- 전력계통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데이터센터 설립을 중지 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법안에 

담아 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련법이 발효 될 경우 현재 전력계통 포화

가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 등에서는 추가적 데이터센터 설립이 힘들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전력수요 밀접지역 이외에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을 건설할 경우 송전설비 

비용 및 특례요금 적용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중  

2) 「민간투자법」 개정 추진(’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투자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데이

터센터를 사회기반시설(SOC) 유형 항목으로 추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데이터센터가 「민간투자법」에 반영될 경우 향후 임대형투자(BTL), 수익형민간투자(BTO)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데이터센터 설립이 촉진될 것으로 보임 

3) 디지털 정부혁신(’20)

❍ 관계부처 합동(2020)으로 발표된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에 따르면, 정부

통합 데이터분석센터 등 데이터센터 관련 정책이 포함됨

- 사회적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결정과 전략수립을 위해 공공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통합데

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범정부 공동 활용(관계부처 합동, 2020)  

- 공공부분의 정보화 자원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만료된 정보화장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 

공공클라우드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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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

<그림 2-5> 통합데이터분석센터 구성도

4) 2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19~’21)

❍ 2018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의결된 2차 기본계획에서는 클라우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 공공, 사회 전반에 걸쳐 9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함 

❍ 이 중 지자체 차원, 그리고 본 연구 목적과 관련성이 높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2018년 평창 올림픽 행사 운영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센

터 구축 추진 : 클라우드 환경 임대방식으로 원격 사용  

- 규제 샌드박스 등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시범지구 선정·실증(농업, 금융, 게임, 물류 등)  

- 산업분야별, 서비스분야별, 사회기반시설별(건설, 의료, 농업 등)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

- 클라우드 플랫폼 고도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R&D를 지원하여 국내에 관련 생태계 강화 

- 국내 클라우드 인력양성 전문기관을 지정, ITRC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 정부는 2021년 2월 제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발족함

-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과 융합, 전문인력양성, 클라우드 보안 및 신뢰, 관련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2021년 상반기에 수립하여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상정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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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AI 활성화 계획(`19-`23)

❍ 데이터 전주기 활성화,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데이터와 인공지능 융합 촉진 등을 

목적으로 활성화 계획 발표 

- 빅데이터 센터,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전주기 활성화 추진 

-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 조성(광주 모델 확산), AI대학원 등 전문인력 양성 

6)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2020)

❍ 한국판 뉴딜에 대한 후속 전략으로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자 ‘적시, 

적절한 산업 데이터 활용 지원, 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가치사슬 고도

화, 산업디지털 혁신기반 구축’의 3대 추진 과제 제시(산업통상자원부, 2020) 

- 산업별 제품 개발과 생산, 소비 등 전 주기에 있어 데이터 생성과 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산업별 데이터 수집, 솔루션 개발, 활용체계 구축 등   

-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사례 창출을 위한 통합형 연구개발(산업별 데이터 설계, 데이

터 환류 등)  

- 주력산업의 공정 고도화를 위해 소재부품에 있어 소재정보 데이터화, 인공지능 연계 소재 

혁신 추진 

- 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필요한 지능형 센터, 임베디드 인공지능, 차세대 반도체 등 디지털 

핵심 부품장비 기술개발과 디지털 전환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등   

7) ICT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전략(2013)

❍ 정부는 ICT 핵심장비의 외산 의존도 탈피 및 자국제품의 개발과 보급·확산을 위

해 3대 분야별 8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산업육성 정책을 수립함  

- 월드클래스 ICT 장비(World-class ICT Equipment)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수출 가능 품

목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 지원 

- 국산 장비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적 행사에 국산제품 사용 유도 

- U-city, 전자정부 등 당시 정부가 추진한 ICT사업과 연계하여 ICT 장비산업의 연계 발전 

도모와 ICT장비산업 정책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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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래창조과학부(2013)

<그림 2-6> ICT 장비산업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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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동향 

1)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시장동향

❍ 시너지 리서치 그룹(Synergy research group)이 발표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2020년 말 기준 597개가 운영됨 

- 이는 2015년 말 기준 약 2배 증가 규모

- 세계적으로 미국(39%), 중국(10%), 일본(6%) 등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확보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의 운영기관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

글 등 글로벌 ICT 기업이 전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서 절반 이상을 차

지하고 있음 

- 70% 이상은 센터 운영자로 임대하는 방식임 

자료 : Synergy Research Group(2020a) 

<그림 2-7> 세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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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센터 장비산업 시장동향

❍ 시너지 리서치 그룹(Synergy research group, 2020b)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

르면 2020년 기업이 지출한 데이터센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총 900억 달러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음 

- 2019년 데이터센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서

로 비슷하였지만,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의 지출을 줄이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지출을 늘렸음   

-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

킹, 보안 및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여전히 크지만, 최근 10년간 가상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보안, 이더넷 스위치 등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자료 : Synergy Research Group(2020b) 

<그림 2-8> 데이터센터 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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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시장전망

❍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가 조사·발표한 ‘2020 데이터센터 산업현황·전망 보고

서(2021)’에 따르면, 국내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2025년까지 700MW 이상의 

규모를 형성하였고, 일본에 이어 아시아 2위 시장으로 전망됨 

-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 홍콩 다음 시장규모 형성 

- 한국은 향후 연평균 약 16%로 고도성장 전망

- 현재 158개의 국내 데이터센터가 있고, 공공 및 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로 향후 25년

까지 32개(공공 5개, 민간 27개)가 신규 구축 될 것으로 전망함 

<그림 2-9> 국내 데이터 센터 현황

❍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서버 10만대 이상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도 국내 ICT 대기업을 중심으로 신축될 전망임 

- 세종 네이버 2데이터센터, 경기 평촌 LG유플러스 메가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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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동향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아래 조건으로 검색한 결과 총 73건의 

과제가 추출됨 

- 검색어 : 차세대  "데이터센터"|“IDC”

- 기준년도 : 2021, 2020, 2019년 

- 담당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 과제규모 1억 이상 

1) 지역별 현황 

❍ 지역별 데이터센터 관련 R&D 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의 경우 지난 3년간 

(2019~2021년) 관련 연구가 한 건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이 35건(전체 대비 48.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전 13건(18.1%), 경북 7건

(9.7%), 경기도 6건(8.3%)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0> 지역별 데이터센터 관련 R&D 과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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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처별 현황 

❍ 주관 부처별 데이터센터 관련 R&D 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에서 주관한 과제가 46건(63%)으로 가장 많음

- 그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과제가 15건(20.5%),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과제가 12건(16.4%)으로 나타남   

<그림 2-11> 부처별 데이터센터 관련 R&D 과제 현황 

3) 데이터센터 관련 R&D 과제 주요사업 현황 

<그림 2-12> 주요사업 워드 클라우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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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 관련 R&D 과제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개인기초연구(16건, 

22.2%)를 제외하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6건, 8.3%)이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5건, 6.9%), 방송통신산업 기술개발(5건, 6.9%), 창업

성장기술개발(4건, 5.6%),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4건, 5.6%),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 

원천기술개발(4건, 5.6%), 우수기술연구센터(ATC)(4건, 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4) 데이터센터 관련 R&D 과제별 주요 키워드 분석 

❍ 과제별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기계학습’이 주요 키워드로 출현한 빈도수가 

6번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데이터센터’(5번), ‘빅데이터’(5번), ‘차세대메

모리’(4번)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3> 데이터센터 관련 R&D 과제별 주요 키워드 분석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단어 빈도수

기계학습 6
100Gbps

CMOSPHY
3 가상화 3 비디오코덱 3

데이터센터 5 5G통신 3
광-전

인터페이스
3

실리콘-
포토닉스링크

3

빅데이터 5 SerDes 3 광통신트랜시버 3 인공지능 3

차세대메모리 4 가상현실 3 딥러닝 3 저전력 3

<표 2-5> 데이터센터 관련 R&D 과제별 주요 키워드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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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센터 관련 R&D 과제별 6T 분류 현황2)

❍ 6T 관련 기술로 분류한 결과, ‘기타 정보처리시스템 및 SW 기술’이 16건

(22.2%), ‘기타 정보기술’이 10건(13.9%), ‘집적회로기술’이 10건(13.9%), 

‘대용량 광전송 시스템기술’ 5건(6.9%), ‘나노소재기술’ 4건(5.6%)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4> 데이터센터 관련 R&D 과제별 6T 기술 분류 

6) 데이터센터 관련 R&D 과제 수행주체 및 수행기관 현황 

❍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의 경우 과제수 기준 대학이 31건(43%)로 가장 많고, 중

소기업 24건(33%), 출연연구소 11건(15%), 중견기업 4건(6%)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연구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전체 연구비 268억 원 중 90억 

원(33.7%)로 가장 많고, 대학 89억 원(33.1%), 출연연구소 62억 원(23.1%), 

기타 17억 원(6.4%), 중견기업 10억 원(3.7%)으로 나타남  

2) 6T란 미래의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분야로, IT(정보통신), BT(생명), NT(나노), ET
(환경), CT(문화콘텐츠), ST(우주항공)산업을 말한다(사이언스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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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데이터센터 관련 R&D 과제 

수행주체 현황(과제수 기준) 

<그림 2-16> 데이터센터 관련 R&D 과제 

수행주체 현황(연구비 기준) 

❍ 과제수행기관을 살펴보면 성균관대학교가 9건(12.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

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8건(11.1%), 세종대학교 6건(8.3%), 홍익대학교 3

건(4.2%), 한양대학교 3건(4.2%) 순으로 나타남 

과제수행기관명 과제수 과제수행기관명 과제수

성균관대학교 9 (주)비온시이노베이터 1

한국과학기술원(KAIST) 8 (주)신아이엔지 1

세종대학교 6 (주)알엠테크 1

홍익대학교 3 (주)위엠비 1

한양대학교 3 (주)이지스텍 1

(주)비아이매트릭스 2 (주)피스페이스 1

(주)파이칩스 2 고려대학교 1

아이오솔루션 2 네덱(주) 1

아주스틸(주) 2 미래넷 1

아주엠씨엠(주) 2 서울대학교 1

연세대학교 2 알에스팀 1

포티투마루 2 주식회사 구버넷 1

퓨리오사에이아이 2 주식회사 서우시스템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주식회사 에이치앤씨테크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주식회사 와탭랩스 1

한국화학연구원 2 한국자동차연구원 1

포항공과대학교 2 한국전자기술연구원 1

(주)레드사하라 스튜디오 1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1

<표 2-6> 데이터센터 관련 R&D 과제별 수행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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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전문그룹으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능형 IDC사업단, 울산과기대

(UNIST) 하이퍼-컴포저블 데이터센터 연구센터 등이 있음

❍ UNIST의 ‘하이퍼-컴포저블 데이터센터 연구센터’는 21년 대학 ITRC 신규센

터로 선정되어 울산대, 성균관대, 한양대, KAIST 등이 참여 할 예정임 

- 8년간 약 60억 규모의 연구비 투입하여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데이터 처리 

및 컴퓨팅 기술 등을 개발 예정 

❍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의 ‘지능형 IDC사업단’은 KETI 본원에 자체적으

로 조직화된 연구그룹으로 민간기업의 수요, 정부의 수요에 따라 데이터센터관

련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최근 주요한 연구개발 주제로는 탄소중립 데이터센터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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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 데이터센터산업 개념과 현황     

❍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데이터센터산업에 대한 개념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립

되어 있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한 표준산업분류 체계도 확립되었음   

- 데이터산업은 데이터센터의 건축과 센터 내 필요한 장비제조, 센터 구축 후의 운영과 유지

보수, 그리고 데이터센터를 통한 IT서비스 제공 일체를 포함 

-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라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전후방산업 등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어 

있어 통계적 현황 파악이 가능  

❍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데이터센터산업의 정의에 따르면 전북의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체 수는 1.5%, 전후방 사업체 수는 0.02%에 불과하여 영세한 수준을 보임 

- 그러나 최근 9년간(`09~`18년) 연평균 증가율이 데이터센터 사업체 기준 12.3%, 데이터센

터 전후방 산업 기준 9.6%로 전체 지자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데이터센터 현황 및 전망       

❍ 2019년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는 158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그 소재지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화되는 현상을 보임   

- 이는 수요기업이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기업의 대

다수가 집중화되어 있는 수도권 선호 뚜렷함 

❍ 2019년 국내 데이터센터는 158개에서 2025년 190개, 700MW 이상 규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아시아 2위 시장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신규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자체별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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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관련 정책 변화      

❍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센터산업을 직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등은 발

표되지 않았으나 데이터센터산업 육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접적인 정부정책 

은 수립됨  

❍ 새만금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정부정책은 「분산에너지 활

성화 특별법」으로,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될 경우 수도권을 선호하는 데이터센

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만금 투자 유인책이 마련될 전망임 

- 법률이 제정될 경우 전력계통 포화가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 등에서는 추가적 데이터센터 

설립이 힘들 것으로 예상

-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새만금의 경우 데이터센터 전력계통 등이 인센티브로 작

용하여 그간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설립이 가속화 될 전망임 

❍ 아울러 디지털 정부혁신 등과 연계되어 공공데이터센터의 클라우드 전환 정책

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공공데이터센터의 설립이 촉진될 전망임 

❑ 데이터센터관련 연구개발 동향       

❍ 정부차원에서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대규모의 연구개발을 기획하여 투자한 사례

는 아직까지 없으나 대학, 연구소 등에서 세부과제 단위에서 데이터센터 관련 

연구개발이 추진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주요한 부처이며 국내 전문그룹으로

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능형 IDC사업단, 울산과기대 하이퍼-컴포저블 데이

터센터 연구센터 등이 있음 

❍ 최근 데이터센터 관련 연구개발의 주요한 주제로는 데이터센터의 소비효율을 

개선하고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탄소중립 데이터센터 등의 과제가 주요한 연구

개발 방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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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사례 

제1절 국외사례  

1.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파크(Data Centre Park) 사례 

가. 사업 배경 

❍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의 서버 수용 용량이 곧 한계에 도

달할 것을 인식 

❍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컨퍼런스에서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데이터센

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 관련 기관(정보통신개발진흥청, 경제개발청, 주롱도시공사)의 합동 연구를 통

해 데이터센터 파크 조성을 추진함(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 또한 데이터센터 파크 건설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 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함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3)을 가공 

<그림 3-1>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파크 참여기관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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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개요3) 

❍ 대상지역 : 주롱 지역 내, 12ha (12만㎡)

❍ 사업내용 

- 6개 건물(데이터센터) 건립 

· 통신사업자 및 싱가포르 인터넷 거래소 노드 호스팅용 건물 등 

- 이중전력 공급을 위한 S/S (Sub Station) 설치 

- 해저 광케이블과 직접 연결되는 별도의 고성능 광통신망 및 인터넷 교환소 설치 

- Tier 3등급 기준 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구축 

❍ 기대효과 

- 데이터센터 파크에 통신업계, 은행을 포함한 국내외 유수 기업의 프리미엄 데이터센터4)를 

유치하여 미디어 및 경제 허브로 자리매김 

- 데이터센터 파크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인터넷 및 미디어 회사의 데이터센터 유치로 싱가포

르의 글로벌 연결성 및 경쟁력 강화 

다. 기업 인센티브 정책5)  

❍ 부지 장기임대 제도(30년간) 

❍ 법인세 공제(연간 US$320,000) 

- 최대 20년간 5~10% 우대 세율 적용 

- 연구개발 비용 최대 전액 공제 

❍ 인력 관련 비용 (인건비, 항공운임, 체재비, 훈련비용 등) 최대 50% 지원  

3) IDA(2010) 

4) 프리미엄 데이터센터(Tier 3등급)란, 전력과 냉각공급경로가 이중화 되어있고, 핵심운영장비 및 네트워
크 등을 예비로 보유한 데이터센터를 의미함(IDA, 2010)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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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DA(2021)를 가공 

<그림 3-2> 싱가포르 주롱 데이터센터 토지 계획 

자료 : 구글 위성사진(2021년 4월 22일 기준)  

<그림 3-3>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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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장비 비용 최대 30% 지원

❍ 전문서비스(컨설팅, 계약 등) 비용 최대 50% 지원 

❍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 최대 30% 지원 

❍ Tier 3등급 기준 데이터센터 설립 가능 

- 예비 운영 장비 및 네트워크 보유, 고용량 광섬유, 최소한의 전송 송실  

- 랙 장착 가능 공간 최대 14% 증가, 에너지사용량 최대 25% 감소 

- 통신비 최대 90% 절감 가능 

❍ 부지 및 다양한 단지계획 선택 가능 

- 구획, 주차장 수, 기타 투자자 맞춤형 계획 등 

- 계획에서 시행까지 최대 9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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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버지니아 데이터센터 앨리(Data Center Alley) 사례

가. 사업 배경 

❍ 1960년대 미국 정부 주도로 버지니아에 광역 광섬유 네트워크 실험을 시작으

로, 1992년 민간 컨소시엄이 동부지역 거래소(MAE-East)를 설립하였고, 국가

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예산을 투자하여 버지니아를 시

카고, 샌프란시스코 등을 포함한 네트워크 액세스 포인트 중 하나로 설정하여 

광섬유 및 전력 기반을 구축함(Virginia Economic Review, 2019)  

- 버지니아는 중부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해저 케이블 연결의 본거지이며 총 4개의 해저케이

블을 통해 초고속 통신이 가능함 

❍ 1998년 미국 데이터센터 연동 플랫폼 회사인 에퀴닉스(Equinix)가 첫 번째 데

이터센터를 설립한 것을 필두로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게 

됨  

❍ 2019년 현재, 전 세계 약 504개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의 100개 이상이 

버지니아에 위치함(Virginia Economic Review, 2019)  

자료 : Virginia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2021) 

<그림 3-4> 버지니아 해저케이블 연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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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개요6) 

❍ 대상지역 : 북부 버지니아 지역, 12백만ft2 (111.5만㎡)

❍ 사업내용 

- 2010년 ‘연방 데이터센터 통합 이니셔티브 ; Federal Data Center Consolidation 

Initiative (FDCCI)’를 출범시켜 ‘클라우드 우선정책(Cloud First Policy)’을 실시함  

· 클라우드 우선정책은, 정부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이 18개월 이내 3개의 IT 서

비스를 클라우드로 이동시키고 연방 데이터센터 수를 800개 까지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

책이며,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됨(Kundra, 2010 ; Kundra, 2011; 정보

통신산업진흥원, 2013)      

· 현재 ‘연방 데이터센터 통합 이니셔티브(FDCCI)’는 ‘데이터센터 최적화 이니셔티브(DCOI)’로 대

체되었으며, 정부 기관들은 DCOI에 데이터센터에 효율적인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개

발하고 보고해야 함(미국관리예산실, 2021)    

- 버지니아 인재 촉진 프로그램 (Virginia Talent Accelerator Program) 

- 기술 인재 투자 프로그램 (Tech Talent Investment Program)  

· 향후 20년 동안 11억 달러를 투자하여 IT 관련 분야 32,000명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대효과 

-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0%가 버지니아 데이터센터를 통과함 

- 기업의 고용창출 및 건설투자, 인력투자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아마존의 경우 2018년에 25억 달러를 투자하여 새로운 본부를 설립 하였으며, 향후 12년간 25,000

개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함(Virginia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 2021) 

- 데이터센터 관련 IT 기업 유치 

· 폭스 스포츠, 펩시코, 힐튼 등을 고객사로 둔 모바일 앱 개발회사 윌로우 트리(Willow Tree)의 

경우 버지니아로 본사를 확장 이전함 

❍ 기타사항

- 인력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버지니아는 세계적 수준의 노동력을 자랑하고, 미

국 내 6번째로 교육 수준이 높으며 인구의 38%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함(Virginia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 2021)

· 버지니아주는 Virginia Tech, George Mason 등의 대학교에서 매년 12,000명의 IT관련 학위를 

가진 인재를 배출하고 있음   

6) Virginia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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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 인센티브 정책7)  

❍ 법인세 면제 

- 자격 : 1억 5천만 달러 이상 투자, 평균 임금의 1.5배를 지불하는 일자리 50개 이상 창출한 기업 

- 기간 : ~ 최대 2035년까지

❍ 컴퓨터 및 관련 장비 재산세 감면

❍ 데이터센터 소매 판매세 및 이용세 면제(전용)  

- 버지니아주는 모든 산업에 판매세 및 이용세로 총 5%(주정부가 4%, 카운티 정부에서 1%)를 

부과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의 경우 소매 판매세 및 이용세를 면제하고 있음(코트라, 2008)  

❍ 민간 전력업체로부터 저렴한 전력 사용료 및 선택 요금제 제공  

- 산업부분 전기료의 경우, 전국의 평균 전기료는 7.01센트인 반면, 버지니아는 단위당 전기

료가 6.24센트로 저렴한 편임 

- 전기 사용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 사용구조에 맞게 전력회사로부터 선택 요금제를 제공받을 

수 있음. 또한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증설로 인해 에너지원 사용 폭이 확대되고 있음

(Virginia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 2021) 

자료 : Virginia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2021) 

<그림 3-5> 미국 버지니아 데이터센터 앨리 기업 목록 

7) 미국 내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연방주마다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실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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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미국 버지니아 IT기업 관련 지원 정책 

구분 지원사업명 내용 

재량 지원 

커먼웰스 개발 
기회 펀드 

자금 보조 
 전기, 가스, 수도 등 확장 

 광대역 인터넷 설치, 개발, 확장 
 기존 지원 프로그램 이상의 교통비 지원 

 건물 건축비 등 

고용주 보조금 
자금 보조 

 최대 2,500만 달러 
  (5년 이상 최대 7년까지) 

버지니아 경제개발 보조금
자금 보조 

 최대 3,000만 달러 미만 
  (5년 이상 최대 7년까지) 

버지니아 항구 경제 및 인프라 
개발 보조금 

고용 보조 
 1인당 1,000달러~3,000달러 

  (기업당 최대 500만달러)  

지역 지원 

버지니아 기업 존 프로그램 

부동산취득세 지원 등 
 토지허가수수료 감면 

 사업자등록세, 면허세 감면
 보조금 지원

  (최대 20만달러까지) 
고용 보조 

 1인당 500달러~800달러 지원  
  (최대 5년까지)  

대외 무역 지역 면세 및 보세구역 보관 

기술 구역 지방세 면제 등 (최대 10년까지) 

버지니아 경제개발 협력 
보조금 

자금 보조 
 최대 2천만 달러 

  (6년 동안 투자금액의 50% 이내) 

기반시설 지원 경제 개발 접근 프로그램 도로 건설  

세금 감면·면제 
지원

법인세 지원 

법인세 전액 면제 (최대 6년간) 
직업 소득세 공제 

 1개 일자리 당 1,000달러  
연구개발비용 세액 공제

 최대 60,000달러 
근로자 교육 세금 공제

 1인당 500달러 
국제무역시설 세금 공제 

 1인당 3,500달러 또는 투자금액의 2%  
바지선 및 철도선 사용세 공제 

 TEU당 25달러
 16톤 화물 1개   

대출 보조 
 신규창출 일자리 1개당 2,000달러   

  (최대 6년까지) 



- 47 -

주 : 버지니아 IT기업 관련 지원 정책 중 일부 발췌 

자료 : 버지니아 법률 도서관(2021)

구분 지원사업명 내용 

재산세 감면 
컴퓨터 하드웨어 및 주변장치에 대한 감면 

판매세 및 사용세 면제  

데이터센터 소매 판매 및 
사용세 면제 

판매세 및 사용세 면제  

고용 및 
인재양성 지원

버지니아 인재 
촉진 프로그램 

인력고용 지원  
 구인광고 제작, 홍보, 취업박람회 지원 등 

직업 교육  
 실습, 시뮬레이션, 3D 교육, 비디오 교육, 강사 

동원 교육, E-러닝 

버지니아 직업 
투자 프로그램 

버지니아 새일자리 프로그램
 신규 근로자 모집 및 훈련 서비스 제공, 

금융지원  
중소기업 신규채용 프로그램 

 직원 수 250명 미만 기업 지원, 신규 근로자 
모집 및 훈련 서비스 제공, 금융지원 

버지니아 등록 
견습생 프로그램 

교육비용 상환 

새로운 경제 인력 자격 보조금 
프로그램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 
 수요가 많은 직업 분야 교육프로그램 지원 

인력 혁신 및 
기회 프로그램 

고용 및 훈련활동 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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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구이저우성(贵州省) 구이양시(贵阳市) 사례8)

가. 사업 배경 

❍ 구이저우성은 2014년 중국내 최초로 국가 빅데이터 종합 실험구로 선정된 이

후 디지털 경제가 큰 폭으로 성장함  

- 종합 실험구로 선정된 이후 구이저우성에 23개의 핵심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Dell, 알리바

바, 텐센트 등 유명 빅데이터 기업들이 구이저우로 확장이전) 

- 종합 실험구 선정 이후 구이저우성의 디지털 경제가 연평균 20% 이상 성장 하였으며, 지

역 GRDP의 약 45%가 디지털분야에서 창출됨   

- 구이저우 내 광케이블 길이는 총 140만Km가 넘은 상태 

❍ 2015년 세계 최초로 빅데이터거래소를 설립하였고, 중국의 3대 통신사인 차이

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등이 총 200억 위엔을 투자함(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

무처, 2018)  

- 빅데이터거래소는 데이터 가공 및 분석 결과물을 8대 분류, 200개 카테고리, 4천개 제품으

로 제품화하여 거래중임(전라북도, 2021) 

  자료 : 코트라(2017) 

<그림 3-6> 중국 구이저우 금융성 전경 

8) 전라북도(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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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개요9) 

❍ 대상지역 

- 구이저우 성 및 구이양시 일대 

- 데이터센터 지역 : 구이안시 칠성 데이터센터 중심 반경 4km 이내

❍ 사업내용 

- ‘구이저우성 빅데이터산업 응용계획 강요 (贵州省大数据产业应用规划纲要), 2014-2020’

에서 3단계 발전 계획을 공표함(이진면 외, 2018)  

· 1단계 : ~`14년까지 기초인프라 구축 

· 2단계 : ~`17년까지 산업클러스터 형성 

· 3단계 : ~`20년까지 중국 빅데이터산업을 주도하는 신흥전략산업기지로 육성   

- ‘클라우드 구이저우’ 시스템 플랫폼 구축 

· 앞서 살펴본 미국의 ‘클라우드 우선정책’과 유사한 정책으로, 정부의 데이터자원 공유 및 오픈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 정책임. 현재 중국내 시급, 성급, 국가급 주요기관들의 데이터가 모두 

구이저우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임(이진면 외, 2018) 

· 총 두 개의 시스템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3,000TB의 저장공간과 972개의 클라우드 

서버, 3,368개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를 제공하고 있음. 일일 평균 방문회수는 10억 회차 이

며 누적 방문량은 38TB에 달함(이진면 외, 2018) 

- ‘데이터 철장’ 행동계획 실시 

· 데이터를 새장에 가두는 것과 같이 처리하겠다는 의미이며, 정부의 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

에 저장, 관리,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임(이진면 외, 2018) 

- 빅데이터기업-지역기업 협력사업 실시 

· 지멘스, 알리바바, 텐센트 등 유수의 빅데이터기업들이 구이저우성 지역 기업들을 위해 173개

의 데이터마이닝 분석, 기업정보화, AI제조, 공업 빅데이터의 활용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솔

루션 제시(이진면 외, 2018) 

❍ 기대효과 

- 2020년 전자정보 제조업 총 생산액은 2015년 보다 1.8배 증가, 소프트웨어는 약 10배 증

가(전라북도, 2021)  

- 중국 내 48개 국가부처, 대표기업의 데이터 자원이 집적화되어 중국 남부지역에서 최대 규

모의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형성  

9) 코트라(2017) 



- 50 -

자료 : 머니투데이(2019.01.02.) 

<그림 3-7> 구이안시 주요 데이터센터 기업별 유치 현황 및 구이저우성 경제성장률 추이

다. 기업 인센티브 정책10)  

❍ 저렴한 부지 임대료 및 전력 사용료  

❍ 재정지원 

- 기업이전 후 첫 해는 지방재정 기여액의 100% 지원, 2~3년째 해는 지방재정 기여액에 따

라 50~70% 차등지원 

❍ 기술개발 투자액의 20% 지원 

❍ 산업박람회 개최 

- 2015년 개최 시작 이후로 총 692개 프로젝트 (2,027억 위안) 계약 체결

10) 전라북도(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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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사례 

1. 강원도 네이버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사례  

가. 사업배경

❍ 문승희 외(2019)에 따르면, 수도권 중심의 데이터센터 입지 이전 및 확장의 바

람 속에 3개의 데이터센터가 강원도에 입지함에 따라, 강원도는 데이터센터 산

업을 더욱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 마련 및 산학연 협력체계 정비 등을 추진

❍ 특히 강원도의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정부의 투자지원, 전력효율에 좋은 기

후, 안전한 지반과 전력․용수 공급 용이성 등이 데이터센터 입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함  

나. 사업개요

1) 네이버도시첨단산업단지 

❍ 사업비 : 3,266억 (민간개발) 

❍ 사업기간 : 2011 ~ 2014 (4개년) 

❍ 사업내용 : 데이터센터, 관련 연구소 등이 집적화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지정 

- 특징 : 도시첨단이지만 도시 내부가 아니라 산간분지에 지정 

· 산간분지의 지리적 특성과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후조건을 고려(문승희 외, 2019)하였

고, 삼성SDS 데이터센터도 ‘삼성SDS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됨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용적률 완화(최대 500%), 녹지율 완화 등이 가능하여 대규모 건물구축이 

필요한 데이터센터 설립에 유리한 환경 제공 가능

· 도시첨단의 경우 지식서비스업종 중심의 입지가 가능하였고, 특히 2014년까지 한시 적용된 지

식서비스산업 특례요금 적용의 혜택도 가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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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사업비 : 3,040억 (국비 253, 지방비 109, 민자 2,678)

- 국비(환경부)·지방비는 수열에너지공급시스템 구축에 활용

<데이터센터 원수 공급> <난방열원 재사용 후 데이터센터 공급> 

자료 : 김경구(2017)

❍ 사업기간 : 2020 ~ 2027 (8개년) 

❍ 사업내용 

-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물 기업 특화단지 조성, 첨단농

업단지 조성, 생태주거단지 조성 등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대형3개, 중형 3개), 클라우드혁신지원센터, 업주․상업지구 조성 

· 임대형 스마트 팜, 스마트 팜 지원센터, 육묘 생산단지 등 조성 

·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성능시험,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등 

자료 : 환경부(2020)

<그림 3-8>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개요



- 53 -

<그림 3-9> 강원 춘천시 내 데이터센터 주요사업 위치도  

❍ 강원도 지원 사항

-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선정(‘17)

- 「강원도 정보화 조례」 에 정보산업 진흥 항목 추가(‘19) 

- 첨단산업국 내 데이터산업과 신설(‘19) 

- 총 27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21)

- 강원데이터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 수열 연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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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 ‘클라우드 시범단지 및 기술개발 실증’ 사업 사례  

가. 사업배경

❍ 부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저 광케이블 육양국(02년 완공)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LG-CNS가 약 2,000억(100% 민자) 규모의 자체 데이터센터를 부산 강

서 미음지구에 조성하여 이를 활용함  

- 정부는 부산을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11)’의 후속 조치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시범단지로 지정하고, 부산은 이에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기획 

및 유관사업 추진   

나. 사업개요 

1) 데이터센터 시범단지

❍ 사업비 : 60억 (국비 30, 지방비 30) 

❍ 사업기간 : 2011 ~ 2012 (2개년) 

❍ 사업내용 

- 글로벌 데이터허브 육성센터 구축(부산정보산업진흥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시범단지 구축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내 프로젝트 지원실, 테스트베드실,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시범단지 

홍보관 등 구축 

· 부산 미음 지구 내 전력, 통신망 등 기반구축 

❍ 사업성과

- LG-CNS(‘12), BNK 금융지주 통합데이터센터(‘17), 마이크로소프트(’20) 등 3개 기업 입주 완료 

·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총 6개의 데이터센터를 통합하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리전) 설립 계획으

로 2020년 1개를 준공하였고 향후 지역 수요에 맞춰 5개 센터 추가 설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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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우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11) 

❍ 사업비 : 2,100억 (국비 1,400, 지방비 300, 민자 300) 

- 부산시, 경상남도,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공동 사업 기획

❍ 사업기간 : (당초 계획) 2018 ~ 2022 (5개년) 

❍ 사업내용 

- 클라우드 관련 혁신 연구개발, 클라우드 실증단지, 지역산업 기반 클라우드 기술개발과 확

산사업 등   

· 클라우드 연구개발 : 클라우딩 컴퓨팅 핵심기술 개발  

· 클라우드 실증단지 : 미음 데이터센터 시범단지 내 클라우드 실증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 

· 지역산업 연계 기술 확산 : 금융(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서비스), 항만물류(물류, 터미널 통합

서비스), 기계부품(자동화, 공정관리 등) 연계 클라우드 서비스(SaaS) 개발  

- 기획성과 : 사업의 필요성, 정책적 부합성 등은 인정되었으나 사업기획 충실성, 사업간 연계성

과 하드웨어 자립화 방안 미비 등으로 예비타당성 기술성 평가 단계에서 탈락, 이후 동향 없음 

3) 서부산 산업단지 클라우드 적용시범

❍ 사업비 : 13.2억 (국비 8.4, 지방비 4.8) 

- K-ICT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시범사업(미래창조과학부)  

- 부산시, LG-CNS,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등 컨소시엄 구성   

❍ 사업기간 : 2015 ~ 2016 (2개년) 

❍ 사업내용 

- 서부산 산업단지 내 국산 개발된 클라우드 SaaS 상용화 실증

· 클라우드 맞춤 교육, 컨설팅 지원 

· 산업단지 내 SaaS(서비스형 SW) 서비스(서비스 이용요금 할인) 

· 클라우드 적용 IT 기반진단, 보안진단 등 

11) 디지털데일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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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마존-부산 클라우드 혁신센터 운영12) 

❍ 사업비 : 12억 (국비 3.2, 지방비 8.8)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주관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내용 

- 부산 클라우드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 부산 지역중소기업 클라우드 도입 수요처 발굴, 수요처 대상 서비스 개발 및 전환비용 지원(총

사업비 75% 이내) 등 

· 클라우드 스타트업 발굴, 교육

· IT 관련 재직자 대상 아마존웹서비스 등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 클라우드 엑스포 개최    

자료 : 전자신문(2016) 

<그림 3-10> 아마존-부산 클라우드 혁신센터 개소 

12) 아마존-부산 클라우드 혁신센터는 아마존과 부산이 협력하여 2016년 개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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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반월시화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사례   

가. 사업 배경 

❍ 경기도는 지역 내 풍부한 수요를 기반으로 다수의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고 있으

며, 최근에는 정부정책과 연계되어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임

❍ 특히 경기도내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반월, 시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데이

터센터가 집적화되고 있음 

<그림 3-11> 경기도 반월시화 주요 데이터센터 관련사업 현황 

나. 사업 개요 

1) 시흥 스마트시티 데이터 클러스터

❍ 사업비 : 7,300억 (국비, 지방비, 민자 등 미확정)  

❍ 사업기간 : 마스터플랜 수립 중 

❍ 사업내용 

- 스마트시티 데이터센터 구축, 대규모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 발굴 및 민자 유치 

· 과기정통부/국토부 등과 공동으로 추진되는 1,300억 규모의 스마트시티 조성  

· 스마트시티 연계 데이터센터(스마트시티 데이터거래소 설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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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산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카카오 및 KT 데이터센터 조성

❍ 사업비 : 1조 2000억 규모 (민자) 

- 카카오 4,000억 규모

- KT 8,000억 규모  

❍ 사업기간 : 2020 ~

❍ 사업내용 : 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KT IDC R&D센터 구축  

- 12만대 서버 저장 가능한 카카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조성 

- 한양대학교, 안산시 등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조성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캠퍼스 혁신파

크)로 지정, 관련 지식서비스 업종유치를 위한 기반구축 추진

- KT IDC(인터넷 데이터센터) 및 IDC R&D센터 구축 예정  

자료 : 김대영(2020) 

<그림 3-12> 안산 카카오 데이터센터와 산학협력시설 조성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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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 

❍ 사업비 : 120억 (국비 100, 지방비 20) 

-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안산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양대학교 등  

❍ 사업기간 : 2020 ~ 2022 (3개년) 

❍ 사업내용 :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제조혁신데이터센터 구축 

- 산단 내 미니클러스터를 통해 제조공정데이터(생산, 수출, 자재 등) 수집

- 산단 내 각종 인프라를 통해 산업단지 데이터 수집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양대학교 등이 산업단지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저장, 가공(선별, 전

처리), 분석(머신러닝, 최적화) 및 시각화 기업 지원 

- 스마트제조 연구개발(R&D) 및 참조모델 개발 지원 등 데이터 활용 기업지원  

4) 전기차 제조 데이터센터 구축13)

❍ 사업비 : 118억 (국비 80, 지방비 19, 민자 19) 

- 산업통상자원부, 시흥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사업기간 : 2020~2024 (5개년)

❍ 사업내용 : 전기차 제조 데이터센터 구축(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 전기차 부품 데이터(주행, 관리, 부품성능실험, 교통정보, 환경정보 등) 플랫폼 수집, 저장, 활용 

시스템 및 데이터 연동 시험환경 구축  

· 전기차 부품 성능개선, 자동차 부품전환 등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실증

13) 전자기술연구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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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전자기술연구원(2020) 

<그림 3-13> 시흥 전기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 

5) 경기인터넷데이터센터

❍ 사업비 : 경기테크노파크 자체사업 

- 데이터센터 임대사업 수익으로 재투자(인터넷 백본망 구축 등)  

❍ 사업내용 : 인터넷데이터센터 기반구축, 서버공간 임대 서비스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원격관제 상황실 구축, IT 기술자료 제공 등 

· 서버 코로케이션(임대) 서비스, 서버호스팅 서비스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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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주 국가 AI데이터센터 구축 사례   

가. 사업 배경 

❍ 광주광역시는 국가균형발전 예타 면제 사업으로 AI(인공지능)분야로 선정된 이

후 AI관련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도 그 일환으로 추진 

- 광주는 AI융복합단지 조성, AI대학원, AI사관학교 등과 연계하여 AI데이터센터를 AI산업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 광주지역 4대 주력산업의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여 AI를 통해 활용하는 전 주기 생태계 조

성이 목적 

❍ 특히 광주는 AI융복합단지를 도시첨단단지,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으

로 공동 지정하여 기업 인센티브 제공     

- AI융복합단지는 기존 도시첨단단지 3지구로 지정 

- 2020년 첨단3지구를 연구개발특구계획에 추가함   

나. 사업개요

❍ 사업비 : 4,116억 (국비 2,799, 시비 909, 민자 408) 

- R&D : 508억(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행)

- 비R&D : 3,607억

· AI데이터센터 및 AI 인프라 구축 : 2,559억(645억 투입 77종 실증장비 구축,  900억 규모 AI데

이터센터 구축 등) 

· AI 창업 및 기업성장 : 556억 

· AI 융합 인재양성 : 315억 

· 기타 운영비 : 177억 

❍ 수행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NHN,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기

술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등 

* 전체 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거점기관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부설기관으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을 조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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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2021) 

<그림 3-14>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조직
   

❍ 사업기간 : 2020 ~ 2025 (6개년) 

❍ 사업내용 : 광주 AI특화 데이터센터 조성(1개동), AI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 

- 광주 도시첨단3지구 내 공공주도 AI에 특화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민간 활용, 데이터 

처리 등을 위한 세계 10위권 슈퍼컴퓨터 구축

- 광주지역 NHN AI R&D센터 구축

- AI 전문인력 양성(NHN 아카데미 운영), 데이터 산업융합원 및 데이터거래소 등 구축 추진 

자료 : 광주광역시(2020) 

<그림 3-15> 광주광역시 AI관련 주요사업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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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데이터센터 구축(약 900억 규모) 

자료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2021) 

<그림 3-16> AI데이터센터 운영 계획 

❍ 사업기간 : 2020 ~ 2024 (5개년) 

❍ 사업내용 : 4대 주력산업 데이터 확보, 초고속 슈퍼컴퓨터 등 AI 연구개발 및 

AI 서비스 장비 등 구축 

- 4대 주력산업 데이터 확보 : 자동차, 재생에너지, 헬스케어, 콘텐츠  

- AI 가속기 장비 구축 : 초고속 슈퍼컴퓨터, 고성능 서버 및 스토리지 등 

- 데이터 기반 AI 서비스 지원 : 4대 주력산업 분야 데이터 활용 AI 연구개발 과제 기업 공

고 및 지원  

자료 : 광주광역시(2020) 

<그림 3-17> 광주 AI데이터센터 구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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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실증 

❍ 사업기간 : 2020 ~ 2024 (5개년) 

❍ 사업내용 : 4대 주력산업 AI 실증사업 지원, 실증장비 구축, 실증데이터 분석·제공  

- 자동차 : 자율주행 알고리즘 데이터 수집(돌발 상황 데이터, 고정시설물 데이터 등), 차량 

주행 시뮬레이터, 차량 보안 및 통신기술, 자동차 AI 부품 제품 인증 등  

- 에너지 : 에너지거래(전력소비 등) 데이터 전력 계통 시뮬레이션, ESS 및 태양광 발전 데이

터 수집 및 분석 등

- 헬스케어 : 영상진단 데이터 수집, 분석, AI의료 온라인 협진 실증, 시민 체감 데이터 수집

(보행패턴, 신체정보 등) 

- 콘텐츠 : 실감, 감성 콘텐츠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자료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2021)

<그림 3-18> 4대 주력산업 AI 실증사업 

3) 기타 사업 

❍ 데이터거래소 

- 가공 데이터의 가치 측정의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데이터 유통에 초점을 두

어서 사업 추진, 확보 데이터 공유 등 

❍ 데이터 산업융합원 

- 현재 AI 전담조직인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현재 70명 규모)을 독립, 확대시켜 광주지역

의 AI, 데이터 관련 전담조직으로 산업융합원 설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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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 접근 방향성    

❍ 국내외 데이터센터가 집적화된 지역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제시된 데이터센

터 구축을 통해 전·후방 산업(건축, 장비, 운영, 유지보수 등)이 동시에 육성된 

우수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 

- 일부 데이터센터가 규모 있게 집적화되는 곳은 찾아 볼 수 있으나 산, 학, 연 등 혁신활동

의 주체가 한 곳에 모여 데이터센터산업을 육성한 사례는 없음

- 즉 데이터센터의 집적화 단지의 사례는 있으나 클러스터 관점에서 생태계가 조성된 곳은 없음 

❍ 국내외 사례를 보면 데이터센터 자체뿐 아니라 ICT산업으로 확장시켜 보다 

광의적 관점에서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 구이저우성은 데이터센터 집적화에 있어 우수한 기반여건을 토대로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데이터산업을 육성함 

- 강원도, 경기도 등 국내 지자체에서도 데이터센터와 연계된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 구

축 하고 있음 

<그림 3-19>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의 산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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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시사점을 토대로 새만금 지역 데이터산업 클러스터는 데이터센터 자체

의 집적화와 동시에 데이터 구축과 활용이라는 보다 포괄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됨 

- 새만금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데이터센터의 집적화가 요

구됨에 따라 데이터센터 유치, 구축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아울러 다양한 데이터센터 중 새만금에 특화된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새만금 지역과 연계

해 발전 가능한 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새만금의 특성을 살린 브랜드 관점에

서의 접근도 요구됨

❍ 이에 국내외 사례를 인프라, 브랜드,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시

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음 

❑ 인프라 측면    

❍ (육양국)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해외와 국내의 핵심 기반시설 차이로는 육양

국의 유무이며,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유치의 방향과 클러스터 방향이 일부 차

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육양국이 있는 해외의 경우에는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데이터센터

를 공격적으로 유치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해외의 데이터센터 유치보다는 국

내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하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주로 이뤄지고 있음 

❍ 따라서 부산에 설치된 국내 육양국과 더불어 새만금 지역에 육양국을 추가 설

치하여 부산과 새만금을 글로벌 기업 데이터센터 유치의 전진기지로 삼을 필요

가 있음  

❍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국내 데이터센터가 집적화되는 곳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도시첨단산업단지라는 공통점을 지님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지역에 위치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되어 정보통신, 지식산업 

등 집적화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 

❍ 따라서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의 입지여건과 향후 조성의 방향도 도시

첨단산업단지와 같이 도시형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서 인력수급이 비교적 쉽고, 

정보통신업에 적합한 인·허가 환경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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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측면    

❍ (차별성) 강원도 수열, 광주 인공지능을 제외하고 독특한 지역의 여건과 자원 

등과 연계된 국내외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강원의 경우 지역의 차가운 수온을 활용하여 데이터센터와 수열에너지가 결합된 클러스터

를 구상했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는 차별성을 지님  

❍ 새만금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서 강원도와 같이 새만금 지역의 자

원, 고유성 등과 연계된 방향 설정이 향후 지속성을 담보 할 수 있음

- 새만금은 풍부한 부지 확장성,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새롭게 단지 설계 가능성 

등이 고유한 자원으로 이와 연계된 구축방향 설정이 필요 

❍ (정책화) 중국 구이저우가 단기 내 성장한 대표적인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산업 

클러스터로, 이는 구이저우 자체적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적 정책 지원이 결합

된 사례임 

-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산업기지로 지정, VIP 참여 산업박람회 개최 등  

❍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가 단순 지역적 차원에서의 기획, 관심이 아니라 

국가적 미래 신산업 육성,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 새만금 개발의 조기화 등 국

가주도 정책과 결합 시 브랜드 공고화 가능 

- 국가 차원에서 새만금 지역을 데이터산업 클러스터로 지정, 육성 추진이 바람직

❑ 지속가능성 측면  

❍ (생태계) 새만금 데이터센터 클러스터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적 성장기반 확보가 요구됨 

- 강원, 광주 등 사례를 보면 특화단지뿐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인력양성과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생태계 조성 사업을 동시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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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이라는 공간에 한정 짓지 말고 새만금 주변, 넓게는 전라북도 자원 등과 

연계하여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거버넌스, 혁신기반 구축,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개발이 요구됨 

- 협의적으로는 새만금 내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 

- 광의적으로는 전북도 및 국가 차원 정책과 연계하여 혁신클러스터 조성 도모

 

구분 주요 시사점 

인프라 
측면

(육양국) 부산, 싱가포르 등 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기초 기반시설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춘천, 세종, 안산 등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인력수급 용이성 
측면에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가 유치됨, 싱가포르의 경우도 주롱 지역 
스마트시티와 연계된 데이터센터 집적화 추진  

브랜드
측면

국내외 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 중 특별히 차별화된 브랜드 존재 없음
다만 강원의 경우 수열에너지, 광주는 AI, 부산은 클라우드 등 일부 브랜드화 추진 중 
중국 구이저우의 경우 박람회를 통해 데이터산업이 하나의 브랜드화 됨 

정책화
측면

중국 구이저우성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으로 과거 열악한 산업환경에도 
불구 데이터산업 중심지로 도약 

지속가능
측면 

(주력산업 연계) 광주, 경기의 경우 주력산업과 연계된 데이터 확보 추진
(생태계 확보) 광주, 강원의 경우 인력양성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생태계 조성 추진 

<표 3-2> 국내외 사례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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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새만금 데이터산업 육성방안 

제1절 새만금 여건분석14)  

1. 입지분석

❍ 데이터센터 집적화에 필요한 지리적, 경제적, 행정적, 기반시설 등 4개의 요인

별 새만금 지역의 입지 경쟁력을 분석함 

❑ 지리적 요인   

❍ (기후) 새만금은 서해바다의 영향으로 해양성 기후의 특성을 보여 염수, 안개 

등의 영향은 받으나, 비교적 기온변화가 적은 장점이 있음 

- 해안 매입으로 인하여 연약지반의 이슈가 있으나 지반 보강 등을 통해 지지력 확보됨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12.4 12.3 12.9 13.1 13.4 13.6 13.1 13.0

군산 12.2 12.3 12.6 12.9 13.4 13.9 14.1 14.6 

<표 4-1> 군산 평균기온(℃) 추이 비교 

자료 : 통계청(2021), 군산시(2021) 

공구별 조성 현황 지반 보강 현황

 산업단지 18.5㎢ 매립 조성 중 
   (21년 5월말 기준 전체 공정률 29%) 

- 1공구(1.84㎢) 매립 및 조성 완료
- 2공구(2.55㎢) 매립 및 조성 완료
- 5공구(1.81㎢) 매립 완료, 조성공사 시행 중
- 6공구(1.90㎢) 매립공사 시행 중(99%)

 1공구 연약지반 처리공사
- 2011년 완료  

 2공구 연약지반 처리공사
- 2020년 발주

<표 4-2> 새만금 매립 및 지반 보강 현황 

자료 : 새만금개발청(2021), e대한경제(2019)를 가공  

14) 새만금의 여건분석은 새만금개발청이 연구용역을 실시한 ‘새만금 데이터센터 산업클러스터 구축 전략 
수립(수행기관 :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2021)’에서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세부 근거 자료 제시 및 
자료 최신화 등으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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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새만금 내 동서로도,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이 건설되고 있

으며 새만금항 인입철도 및 새만금 신공항 등이 추진되면서 국내 주요도시 및 

해외와 연결망이 확보됨 

- 새만금개발청 등 국가주도로 교통망 확충 및 계획 수립   

자료 : 새만금개발청(2021) 

<그림 4-1> 새만금 교통망

❍ (집적단지 적합성)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주거지역과의 마찰 

가능성이 낮고 새만금 지역 내 타 산업과 연계 가능성이 높음 

- 새만금 산업단지 내 각종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어 기업 집적화 여건은 확보  

- 새만금 내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 등 다양한 용지가 공

급될 예정으로 관련 기업의 집적화에 유리한 환경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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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요인   

❍ (지가 및 확장가능성) 새만금은 수도권, 도시지역과 달리 비교적 저렴한 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추가적 산업용지 제공이 가능하여 확장 가능성이 높음

- 1공구, 2공구, 5공구가 매립 완료되어 있으며 6공구도 매립공사가 시행 중임 

- 기타 3공구, 4공구, 7공구, 8공구, 9공구 등의 부지 공급이 가능  

- 국유재산 임대료 특례로 저렴한 임대료로 산업단지 부지 임대 가능   

자료 :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그림 4-2>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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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공급) 데이터센터 운영 및 전·후방 산업과 관련된 국내 ICT 인력공급망

이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어 현 단계에서 인력수급 용이성은 다소 낮음

- 전북의 경우 소프트웨어, ICT, AI, 데이터산업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이 각 9개(전국대

비 3.9%), 3개(전국대비 3.3%), 2개(전국대비 2%), 1개(전국대비 0.7%)로 전국대비 미흡

한 실정이며, 향후 데이터산업 의 발전을 위해 지역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의 

인력양성 노력이 필요함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현황> <ICT 관련 학과 현황> 

<AI 관련 학과 현황> <데이터 관련 학과 현황> 

<그림 4-3> 지역별 주요 학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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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프트웨어 ICT AI 데이터

대학수 비중 대학수 비중 대학수 비중 대학수 비중

전국 230 100 92 100 102 100 145 100

서울 55 23.9 12 13 16 15.7 53 36.6

부산 18 7.8 6 6.5 12 11.8 14 9.7

대구 10 4.3 4 4.3 4 3.9 3 2.1

인천 4 1.7 3 3.3 3 2.9 3 2.1

광주 6 2.6 3 3.3 6 5.9 3 2.1

대전 4 1.7 3 3.3 5 4.9 8 5.5

울산 0 0 1 1.1 2 2 0 0

세종 4 1.7 1 1.1 0 0 3 2.1

경기 51 22.2 26 28.3 19 18.6 18 12.4

강원 14 6.1 4 4.3 4 3.9 10 6.9

충북 8 3.5 2 2.2 2 2 7 4.8

충남 21 9.1 8 8.7 12 11.8 9 6.2

전북 9 3.9 3 3.3 2 2 1 0.7

전남 3 1.3 2 2.2 1 1 0 0

경북 13 5.7 13 14.1 5 4.9 8 5.5

경남 9 3.9 1 1.1 9 8.8 5 3.4

제주 1 0.4 0 0 0 0 0 0

<표 4-3> 지역별 데이터산업  관련 학과 보유 대학 현황 

자료 : 대학알리미(2021), 2021년 기준 

구분 순번 설립구분 학교명 학과 학과특성

소프트
웨어

1 국립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일반과정

2 국립 군산대학교 대학원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일반과정

3 사립 원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계열 일반과정

4 사립 원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일반과정

5 국립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일반과정

6 국립 전북대학교 대학원 소프트웨어공학과 일반과정

7 국립 전북대학교 대학원 소프트웨어공학과(학과간) 일반과정

8 사립 호원대학교 IT소프트웨어보안학과 산업체위탁

9 사립 호원대학교 IT소프트웨어보안학과 일반과정

ICT

1 사립 전주대학교 농생명ICT학과 일반과정

2 사립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스마트 Agro_ICT 융합학과 계약학과

3 사립
한국폴리텍 V 대학 

전북캠퍼스
기계시스템과(ICT기계가공) 계약학과

AI
1 국립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AI기반융합교육전공) 일반과정

2 국립 전북대학교 대학원 태양에너지-AI융합공학과 일반과정

데이터 1 사립 원광대학교 빅데이터･금융통계학부 일반과정

<표 4-4> 전라북도 내 데이터산업  관련 학과 개설 현황  

자료 : 대학알리미(2021), 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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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 수요)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는 지리적으로 고객 대응이 원활한 수

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향후 필요 전력공급 및 적절한 부지 확보, 분산에너지 

특별법 등과 같은 법령 제정 등으로 데이터센터 유치에 적극적인 새만금에 유

리한 환경이 조성 될 전망임 

  

<그림 4-4> 분산에너지특별법 예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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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요인

❍ (신재생에너지) 전북은 새만금 지역 내외에 총 5GW급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추진 및 계획 중이며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에 있어서는 절대적 우위를 확보함 

- 새만금 내측에 태양광, 해상풍력, 연료전지 등 3GW급 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음 

- 새만금 지역 외로는 고창, 부안 앞 바다에 약 2GW급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 중

자료 : 전라북도(2019) 

<그림 4-5> 전북지역 재생에너지 주요 발전단지 계획 현황  

❍ (전력공급) 데이터센터가 집적화될 새만금 지역에는 비응, 군장, 내초 등의 변

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제9차 전력수급계획(2020,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

면 신정읍(23년 준공 예정), 새만금(25년 준공 예정) 등 신규 변전소가 확충되

어 전력공급망이 보강될 예정 

- 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전북 새만금 지역은 154kv 송전선로를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 

345Kv에 대해서는 선종교체 등 설비를 보강 할 예정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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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케이블) 해외 국가와 데이터 통신에 필요한 해저 광케이블은 부산, 거제, 

태안에 설치되어 있고 아직까지 새만금 지역에 광케이블 기반시설은 갖춰져 

있지 못하나, 향후 기반시설 확충 가능성이 있음    

- SK 컨소시엄의 데이터센터 유치로 한-중, 한-아시아 등 해저 광케이블 및 육양국이 설치 

될 가능성이 있음

- 새만금개발청 그린 및 디지털 뉴딜 추진방안(2021.4) 발표자료에 따르면 아시아권 7개국 

10개 도시와 연결되는 해저케이블(SJC2)과 직결 계획을 발표함   

자료 : 해저케이블지도(2021)

<그림 4-6> 우리나라 해저케이블 현황 

❍ (용수 및 가스) 기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공업용수, 가스관로 등은 새만금의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되어 안정적 공급이 가능 

- 오식도동 배수지 1개소로부터 배수관로 설치를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이 가능 

- 2017년 한국가스공사가 새만금지구 내 천연가스 공급망을 구축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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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적 요인      

❍ (행정지원) 새만금은 국가사업으로 각종 세금 및 입지혜택이 풍성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 

- 대도시 공장이전, 수도권 본사 및 중소기업 이전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감면 제공 

-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에 대해 임대료 특례를 제공하고 있고, 투자보조금 및 입지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아울러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라북도, 군산시 등 새만금 관련 기관이 존재하여 

손쉽게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보유  

❍ (우호적 기업환경) 새만금의 조속한 개발과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를 위해  정부

사업 기획 및 유치, 기업인의 의견수렴 등 우호적 기업환경 조성 

- 전라북도 행정부서로 ‘새만금투자유치팀’을 별도로 운영

-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청 등에서 입주기관 간담회 등 수시 개최  

핵심요인 세부요인
평가점수

5 4 3 2 1

입지적 요인

기후 요인(기후, 온습도 등) ●

지질학적 환경(토지성질, 지반 등) ●

교통접근성(편리성) ● ◐

경제적 요인

지가 ●

확장가능성 ●

인력공급용이성 ●

고객(사) 유치 가능성 ● ●*

해외기업유치가능성 ●

인프라 요인

기반시설 ●

전력인프라 ● ◐

통신인프라 ● ◐

입지선호도 ● ●*

신재생에너지 ●

행정적 요인

지자체 의지 ●

보조금 빛 세제 지원 ●

행정지원 능력 ●

우호적 기업환경 ●

<표 4-5> 새만금 데이터센터 입지분석 

주 : 상업용(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의 경우 ◐ : 현재기준, ● : 인프라 구축완료 시점 

자료 : 새만금개발청(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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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성전략 도출 

❑ 강점요인

❍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새만금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 자원

으로 공급이 가능하며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가 최고의 강점임 

- 데이터센터의 증가로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이 함께 증가함에 따라 CO2의 

배출 이슈가 부각되면서 데이터센터의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전력 

공급 등이 데이터센터 설립에 주요 이슈로 등장  

- 새만금 내외에서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5GW급의 발전단지가 추진되고 있고, 

특히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데이터센터 등 수요기업에게 직접적 공급하는 RE100 전력구매

계약(PPA : Power Purchase Agreement) 등이 구상되고 있음 

-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2021)’에 따르면 RE100 실현을 위해 스마트 그린산

단 조성과 선도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자료 : 대영유비텍(2021)  

<그림 4-7> 새만금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전력공급망(안) 

❍ (선도기업 확보와 확장 가능성) SK 컨소시엄이 새만금 지역 내에 데이터센터

를 25년까지 8개동, 30년까지 16개 동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데이

터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핵심인 앵커기업 확보  

- 앵커기업 유치를 시작으로 새만금의 부지와 저렴한 지가 등을 이용하여 국내외 데이터센터 

추가 유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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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의지 및 투자 인센티브) 본 사업은 전북형 뉴딜의 핵심사업으로 전북 

및 새만금개발청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협력체계가 확보되어 있고, 기존 새만금 

기업유치와 연계하여 비교적 우수한 투자 인센티브가 확보됨 

- 새만금개발청의 뉴딜 추진방안에 따르면 10대 세부추진 과제 중 하나로 데이터허브 구축 

이 포함됨 

- 전북도 역시 전북형 뉴딜 핵심사업 중 하나로 데이터센터 클러스터가 포함됨   

❑ 약점요인

❍ (수요기업과 물리적 거리) 데이터센터의 수요기업이 집적화되어 있는 수도권, 

대도시권과는 물리적 거리가 존재함에 따라 수도권, 대도시권의 데이터센터 수

요자의 사용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 따라서 수도권, 대도시권 데이터센터와 다르게 수요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요구됨 

- 수도권, 대도시권 데이터센터와 다른 방향으로 특화분야 설정 필요 

- 새만금개발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대도시권을 선호하는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 

보다는 해저 광케이블 연결망 구축을 전제로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공공클라우드

센터 등이 적합한 것으로 제시됨  

❍ (ICT산업의 부재) ICT산업의 수도권, 대도시권 집중화로 전북의 ICT 관련산업이 

열악하며 데이터센터를 매개로 한 데이터산업의 전·후방 관련산업도 취약함  

- 전북 ICT관련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장창출, 획기적 정부정책 도입이 요구됨

- 관련산업의 부재로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후방 산업 육성의 한계가 존재함 

- 아울러 관련산업의 부재로 인해 우수인력 공급, 인력의 정주여건 등 산업 활동을 위한 생태

계도 취약함 

❍ (핵심기반 시설 부족) 데이터산업 클러스터에 필요한 육양국과 해저광케이블이 

현재 단계에서는 없어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허브 정책을 추진하기에 기

반시설에 대한 한계가 존재   

- 따라서 육양국, 해저광케이블 등 핵심기반 시설의 조속한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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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요인

❍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 그간 동아시아 지역에서 데이터센터를 주로 유치한 

국가는 싱가포르, 홍콩 등 이었으나 최근에서는 전기료가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정치 및 재난 등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추세임 

- 싱가포르는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향후 추가 데이터센터 설립을 잠정 중단 선언함 

- 일본은 지진, 해일 등의 위험성이 있고, 홍콩의 경우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감 존재

- 반면 한국은 데이터센터 유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 재해재난 등에서 안정성이 높은 편임

❍ (데이터센터의 균형발전 논의) 데이터센터의 특정지역 집중화에 대한 문제 인

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전력계통과 연계하여 분산전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강화되면서 

전북에 기회요인이라 할 수 있음  

-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연계되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이 향후 데이터센터 유치와 관

련산업 육성에 유리한 기회 확보

- 분산에너지 특구는 특구 내 관련 기업 유치, 설립 등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할 계획임 

-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 등과 연계하여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산업의 

균형발전 관점이 부상될 여지가 있음     

❑ 위협요인 

❍ (수도권 및 대도시권 선호) 데이터산업의 경우 관련 고객이 근접해 있는 수도

권과 대도시권을 상대적으로 선호한다는 점에서 대도시권이 없는 전북은 위협적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지자체간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 최근 데이터센터 설립의 증가, 데이터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지자체별 이를 유치, 육성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

하게 전개됨 

- 사단법인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는 데이터센터 유치 희망 지자체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부지를 소개하는 매칭 서비스를 제공 중임 

- 매칭서비스에 따르면 인천, 화성, 용인, 김포 등 수도권 기초지자체뿐 아니라 춘천, 대전, 

광역, 울산 등 약 20곳의 지자체에서 희망 부지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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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시 매칭서비스 부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인천시 인천검단지구 데이터센터 유치희망부지

포천시 포천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연천군 연천BIX 데이터센터 유치희망부지

양주시 은남일반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유치희망부지

김포시 한강테크노밸리 데이터센터유치희망부지

파주시 캠피 개리오언부지 

양평군 데이터센터부지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데이터센터부지 

용인시 죽전 데이터센터부지 

용인시 용인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부지 

안성시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평택시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충청권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음성군 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부지 

대전광역시 일반산업단지부지 

세종시 세종 테크밸리부지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광양시 데이터유치부지 

영남권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울산)

울산광역시 KTX울산역세권복합특화단지

강원권
평창군 대관령 데이터센터부지 

춘천시 K-Cloud Park 

제주권 - -

<표 4-6>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매칭서비스 

자료 :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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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새만금 데이터산업 육성방향

1. 정책목표 및 핵심가치

❍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는 새만금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보유자원을 활용

해 주력산업의 데이터전환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산업 육성의 기

틀을 마련하고자 함  

❍ 새만금의 넓은 부지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이 미미한 단순한 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사업이 아니라, 데이터센터를 활용하여 전북의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 즉 데이터센터 구축은 새만금의 공간적 지역개발이 아니라 데이터센터를 매개로 전·후방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촉매제임 

- 특히 전북에 부족한 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대한 산업육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으

로,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데이터저장, 데이터 활용, 데이터 가시화 등이 포함됨 

- 데이터 수집 및 가공에 있어서는 전북의 주력산업인 상용차, 재생에너지, 탄소섬유 등과 연

계 가능하며 메타버스, 홀로그램 등 데이터 가시화 지원과도 연계협력이 가능 

<그림 4-8> 클러스터 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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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등 ICT관련 시장이 미비하고 관련기반 생태계

가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서 이에 대한 이미지 탈피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전북의 디지털 산업에 대한 인프라, 브랜드,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부족 문제를 새만금 데

이터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대도약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 이를 위해 관련 기반 구축, 새만금에 특화된 브랜드 강화, 혁신클러스터를 지향 지속가능성 확보

<그림 4-9>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미래상 

2.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본 연구에서 분석한 새만금의 여건 검토,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사례, 설정한 새

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미래상 등을 고려하여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으

로 인프라 우수성 확보, 브랜드 이미지 제고, 지속가능성 확보 등 총 3가지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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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클러스터 최고 수준의 인프라 우수성 확보

<그림 4-10> 인프라 우수성 확보 

❍ 새만금 지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표적인 데이터산업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산업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환경과 시설 구축이 필요 

-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클라우드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력, 광케이블, 접근성과 

정주여건 등과 관련된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함 

- 광케이블, 육양국 등의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부산에 집중화되어 있는 글로벌 데이터 연결

망을 지진, 해일, 정전 등 긴급사항 시 새만금이 보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새만금 개발 계획과 SK컨소시엄 투자 계획에 광케이블, 정주여건, 접근성 등 

인프라 편의성 등에 대한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음에 따라 이외 데이터산업 육

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추진이 필요 

❍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의 집

적효과 극대화가 요구됨에 따라 SK컨소시엄이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조성 및 

유치뿐만 아니라, 추가적 데이터센터 유치가 필요

-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학술적으로 정해진 규모화의 수준은 없으나 전·후방 산업 유치 및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집

적 수준이 요구됨  

❍ 또한 데이터센터산업의 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새만금 지역 내 

데이터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지원 기반시설 구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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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육성,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정 공간에 대해 행정지원이 가능한 특

구 또는 지구 등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반시설 집중 투자가 필요 

  

나.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데이터센터 브랜드 이미지 제고  

<그림 4-11>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데이터센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방향

❍ 새만금이 동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데이터산업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 유수의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브랜드 확보가 필요함  

❍ 새만금은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추구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방향이 일치함에 따라 그린데이터센터

라는 브랜드 이미지 공고화가 바람직함   

- 그린데이터센터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는 100% 친환경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센터를 의미함 

- 이를 위해서 데이터센터와 연계된 모든 기반시설에 있어 친환경을 추구해야 하며, 동시에 

동태적으로 친환경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지속적인 가치창출을 추구해야 함  

- 기반시설 브랜드화 :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클러스터, 데이터센터와 연결된 전력망 또는 통

신망, 데이터센터 주요 장비 등 모든 기반시설이 친환경 중심을 지향 

- 가치창출 브랜드화 : 그린데이터센터 산업생태계 조성에 있어 전력소비 최소화, 폐열이나 

미사용 에너지 등과 관련 국내 최초의 연구개발 기획 및 클러스터 내 실증 및 사업화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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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혁신클러스터 기반 지속성장 가능성 확보 

<그림 4-12> 혁신클러스터 기반 지속성장 가능성 확보 방향

❍ 새만금 지역이 데이터산업의 허브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를 중심

으로 데이터 수집과 활용,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 등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를 창출해야 함 

- 데이터 수집 : 데이터센터 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특히 지역산업과 

연계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 활용 사업화의 기초 확보

- 데이터 활용 :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유통 및 거래 등의 생태계 조성 지향 

- 데이터 전문인력 :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기 위한 지역 내 전문인력(석·박사, 전문가, 현장

인력, 비전공자 등) 육성 

3. 차별화 방향  

❍ 국내 발생 가능한 대규모 지진과 해일 등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글로벌 통신장

애에 대비하여 해외 광케이블과 육양국 등을 동해(부산)와 서해(새만금)로 분리

하여 국가적 위기사항 대응하는 방향으로 차별화 필요 

- 제1 해저광케이블 육양국(부산), 제2 해저광케이블 육양국(새만금) 

- 태안, 거제의 경우 해저광케이블 연결망의 규모가 미비하여 거점으로 도약하기에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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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을 제외 해저 광케이블, 육양국 등이 규모 있게 조성되는 곳이 없어 하이퍼

스케일급 클라우드센터 집적화에 적합 

- 춘천, 세종 등은 국내기업의 자사용 클라우드센터로 국내 서비스로 한정

❍ 최근 모든 데이터센터가 그린데이터센터를 지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재생에너

지 발전단지 인근에 조성되어 RE100 데이터센터를 지향 할 수 있는 곳은 새만

금이 유일하므로 그린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지향 필요 

<그림 4-13> 서해안 데이터센터 중심지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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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육성방향별 세부과제  

Ⅰ 클러스터 최고 수준의 인프라 우수성 확보

1.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추가 유치   

가. 필요성 및 타당성 

❑ 필요성  

❍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의 핵심 

역할을 할 데이터센터가 규모 있게 집적 되어야 함   

- 성공적인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사례가 국내에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적정 규모의 데이터센터 

집적단지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됨 

❍ 민간주도의 데이터센터 집적화가 선행되어야 혁신클러스터 내에서의 혁신체계

가 조성되고 효과적으로 작동 가능 

❑ 타당성  

❍ SK컨소시엄은 새만금 내에 2025년까지 8개동, 2029년까지 16개동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사용할 고객(기업)을 3개 이상 유치할 계획으로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와 하이퍼스케일 고객사 집적화의 원동력이 확보됨  

❍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등에서 규모 있는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추가 유치 사업 추진이 타당함 

❍ 세계적으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신규 증대 수요가 존재하며, SK컨소시엄 

투자로 광케이블 등의 기반시설이 갖춰짐에 따라 새만금의 활용 가능한 부지 

및 그린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전력자원 등과 연계하여 추가 데이터

센터 유치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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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개요  

❍ 사업개요  

- 1단계 SK 주도 데이터센터 유치 

- 2단계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협력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추가 유치 

❍ 대상지역 : 새만금 5공구, 6공구 등

❍ 사업기간 : 2022 ~ 2030년 (9개년)

❍ 주관부처 :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 소요예산 : 6,000억 (100% 민자) 

- 3000억 규모 이상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2개 이상 유치

· SK 주도 2조 1천억 규모 데이터센터 유치 예산은 별도  

(단위 : 억원) 

구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3,000 3,000 6,000

※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유치 시점을 예산 투입 시점으로 산정 

다. 세부내용

1) SK 컨소시엄 주도 데이터센터 유치 

❍ 사업내용 

- 2025년까지 8개동, 2029년까지 16개동의 데이터센터를 구축

- 국내·외 기업 데이터센터 유치 

❍ 사업절차 

-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매칭 서비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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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추가 유치 

❍ 사업내용 

-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매칭 서비스 새만금 정보 제공 

- 국내외 데이터센터 수요기업 분석(새만금개발청, 전북도 투자유치 담당부서 협력) 

- 데이터센터 추가 유치 설명회 개최(새만금 환경, 클러스터 인센티브 등) 

- 투자 가능 기업에 대한 투자 조건 제시 및 투자 제안(1:1 투자 접촉)   

· 유치 우선순위 : 해저광케이블 설치 이후 해외기업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DC, 공공클라우드 DC 

등 우선 유치 

유치 구분 선결조건 

클라우드 서비스 DC
(해외기업)

동북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저광케이블, 
경쟁국 대비 낮은 운영비용 등  

클라우드 서비스 DC
(세종 NHN 사례)

수도권 구축 억제 정책, 인센티브, 기존 센터와 거리 등 

공공 클라우드 DC
(순천 NHN 사례)

민간 PPA(민관협업) 모델 유치 활동 : 

상업용 DC
(민간건설사 임대용 DC 사례) 

수도권 구축 억제 정책, 인센티브, 임대 등 상업성 확보 등  

자료 : 새만금개발청(2021)

<표 4-7> 데이터센터 유치 유형별 선결조건 

❍ 사업절차 

- 유치 TF 구성(새만금개발청 – 전북도청) 

- 유치 활동 전개(유치설명회, 1:1 미팅 등)       

라. 기대효과 

❍ 데이터센터의 규모화로 각종 연계사업 기획, 국비 확보 등의 근거 마련 기대 

❍ 국내 성공적 데이터산업 클러스터의 사례 창출 기대 

❍ 지속 가능한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안착과 확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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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ICT 진흥단지 조성    

가. 필요성 및 타당성 

❑ 필요성  

❍ 디지털 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적 디지털 

기반과 기업이 직접화된 경기도 판교와 같은 거점화 모델을 전북의 특성에 맞

게 조성 필요  

❍ 전북지역 내에 디지털, SW, AI 등 관련 사업체 및 지원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

한 가운데, 전북도의 의지와 정부의 지원사업이 파편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하나의 거점 속에서 집적화로 사업간 시너지 창출이 필요

- SW·ICT 진흥단지 공간을 중심으로 전북도의 ICT, 디지털, AI 관련 사업의 공간적 연계 

- 공간적 클러스터를 통해 전북 ICT, 디지털, AI 관련 자원의 효과적 확충과 융합혁신 도모 필요 

❑ 타당성  

❍ 2020년 개정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조성)에 

따라 지역의 SW, 데이터, AI 등이 집적화된 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 타당  

- 법령에 따라 SW진흥단지는 SW 관련 사업자와 사업 활동의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유치

하여 지정하거나 또는 직접 조성하여 지정 할 수 있음 

-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는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전·후방 사업자, 데이터 지원시설 

등의 집중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 따라 SW진흥단지 지정 취지와 적합 

나.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단지 지정 : SW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   

- 융합인력양성 기반구축 : SW연합 캠퍼스 조성  

- 기업지원기반 구축 : 디지털종합지원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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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 새만금 산업단지 

❍ 사업기간 : 2023 ~ 2025 (3개년)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요예산 : 500억 (국비250, 지방비 125, 민자 125)

(단위 : 억원) 

구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합계

국비 50 100 100 250

지방비 25 50 50 125

기타 25 50 50 125

다. 세부내용

1) SW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

❍ 사업내용 

- 데이터센터가 집적화될 새만금 산업단지를 소프트웨어진흥법 12조에 따라 SW진흥단지(신

규형)로 지정 

- 디지털 혁신지구 내 SW연합캠퍼스, 디지털종합지원센터,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등 집적화

❍ 사업예산 : 비예산  

- 단지 지정 사업으로 비예산 (단, 단지 지정 신청 등을 위한 용역비, 부대비용 등은 별도) 

❍ 사업절차 : 부처 신청   

- 신청 방식 : 부처 공모 등   

<그림 4-14> SW진흥단지 구상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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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연합 캠퍼스 조성 

❍ 사업내용 

- 기업, 대학, 지원기관이 연계하여 산업현장 인력을 육성

- 기업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 수강생을 공급하고, 기타 대학과 공동 프로젝트 및 교육생 

현장 실습과 채용의 기회 제공 

- 도내 참여대학은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대학생, 대학원생,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을 실시하여 학위 및 수료증 등 발급,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역SW 지원기관(전북테크노파크,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에서는 

산학연 교육의 거버넌스를 운영하거나 학생 대상 창업지원, 창업 후 성장 지원 등 담당 

- 지자체는 연합 캠퍼스 조성 후 운영 지원과 성과 모니터링 등 

<그림 4-15> SW·ICT 진흥단지 SW연합 캠퍼스 개념도  

❍ 사업예산 : 250억 (국비 125, 지방비 62.5, 민자 62.5(대학, 기업 등)) 

❍ 사업절차 

- 참여대학 업무 협약(참고 사례 : 경북 SW연합캠퍼스 운영 업무 협약) 

- 참여대학 간 공동사업 기획 및 시범사업(교수진 워크샵, 학점교류 등)  

- SW진흥단지 지정 등과 연계 SW연합 캠퍼스관 예산 확보 및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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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종합지원센터 구축     

❍ 사업내용 

-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내 데이터, AI, SW 등 관련 기업이 입주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입주기업, 창업 희망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제품 지원, 품질 향상 컨설팅, 마케팅, 네트워크  

등 기업 활동과 성장에 필요한 전주기 기업 지원 

- 센터 내 지역 산, 학, 연, 관 등으로 구성된 ‘(가칭)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육성 위원

회’ 구성하여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획, SW진흥단지 운영 활성화 등을 도모 

- 디지털종합지원센터 사무국을 중심으로 SW진흥단지 육성 계획 수립

- 디지털종합지원센터 내 입주기업, 기관이 연합 할 수 있는 융합 선도 프로젝트 기획, 추진  

<그림 4-16> SW·ICT 진흥단지 디지털종합지원센터 개념도 

❍ 사업예산 : 250억(국비 125, 지방비 62.5, 민자 62.5(대학, 기업 등)) 

❍ 사업절차 

- 지역 내 디지털 기업 육성 지원사업 계속 추진   

- 단기 내 전북 이전 희망기업, 창업 기업 대상으로 지역 내 창업보육센터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전북 디지털종합지원센터’로 임시 지정

- 전북 디지털종합지원센터 건물 완공 시 기업 이전 지원(이전 비용 제공 등)      

- SW진흥단지 지정 등과 연계 디지털종합지원센터 예산 확보 및 건립 

라. 기대효과   

❍ 전북 새만금 지역 내 디지털 산업의 집적화 거점 조성 기대 

❍ 전북 디지털, 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육성의 공간적 앵커 기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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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데이터센터 브랜드 이미지 제고  

1.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연계 그린산단 조성  

가. 필요성 및 타당성 

❑ 필요성  

❍ 데이터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활용 할 수 

있는 대규모 환경 조성이 필요 

❍ 스마트시티, 스마트 산업단지는 교통, 에너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상호 연계하여 도시와 산업단지가 보다 더 효율적으

로 운영 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있어 필요  

- 스마트시티, 스마트산단 플랫폼을 통해 도시와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건을 데이

터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접수, 분석, 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중국 구이저우성에서도 성내 다양한 부처와 기반시설의 데이터를 통합 및 공유 할 수 있는 

‘1 클라우드, 1 네트워크, 1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국내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세종, 부산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의 다양

한 문제를 해결하고 ICT 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

❑ 타당성  

❍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21.4)’에 따르면 새만금 5, 6공

구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 조성할 계획으로 데이터산업 클러

스터 조성 부지와 일치하여 사업간 연계협력이 타당함

- 새만금개발청, 전북도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기본계획을 2021년 11월까지 수립 

후, 관련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2023년부터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임    

-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기존 스마트시티와는 다르게 산업단지 내 환경에 적합한 서

비스 모델을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하여 자유롭게 실증, 실행 후 국내 스마트 산업

단지에 확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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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스마트시티포탈(2021) 

<그림 4-17> 세종 스마트시티의 데이터 흐름도 

 

나.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산업단지 디지털 특화 서비스 추진    

- 지능형 전력망 구축 

❍ 대상지역 : 새만금 5공구, 6공구 등 

❍ 사업기간 : 2022 ~ 2030 (9개년) 

- 2021년 : 기본계획 수립 

- 2022년 : 기초 기반시설 구축 

- 2023년 : 기초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확대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등 

❍ 소요예산 : 2,000억 (국비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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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구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합계

국비 12 100 178 285 285 285 285 285 285 2,000

지방비

기타

* 소요예산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변동 가능  

다. 세부내용

1) 산업단지 디지털 특화 서비스 추진  

❍ 사업내용 

- 스마트 산업단지 운영 플랫폼 : 스마트 산업단지 통합 플랫폼, AI데이터 허브 플랫폼, 3D 

버추얼 산단 서비스 및 입주기업 서비스 제공 

· 스마트 산업단지 통합 플랫폼 : 스마트 산업단지 교통, 안전, 물류, 에너지, 환경 등 데이터 정

보 통합적으로 저장, 관리, 연계 시스템   

· AI데이터 허브 플랫폼 : 스마트 산업단지 통합 플랫폼에서 구축된 데이터를 AI 알고리즘을 통

해 분석, 예측 등 데이터 협업 환경 조성 

· 3D 버추얼 서비스 : 스마트 산업단지 통합 플랫폼, AI데이터 허브 플랫폼에서의 구축, 분석된 

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홀로그램,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의 기술을 활용한 3

차원 데이터 가시화 서비스 제공     

- 스마트 교통 및 안전 서비스 : 산업단지 내 자율주행 셔틀 버스 운행 및 데이터 수집, 산업

단지 내 횡단보도, 주차장, 가로등 제공

- 스마트 물류 서비스 : 산업단지 AI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데이터 기반 물류센터 공유 

서비스 등 

· 스마트 물류센터 : 산업단지 유휴 부지 또는 물류센터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물류센터 공

유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 : 분산에너지 관제센터 및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디지털트윈 구축  

- 스마트 환경 서비스 : 산업단지 환경안전 통합 데이터 수집, 실시간 산업단지 환경 영상정

보 제공, 산업단지 근로자 헬스케어 정보 수집 및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 

· 실시간 산업단지 환경 서비스 : 산업재해, 미세먼지 등 현황을 공간정보 데이터와 연계하여 실

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안전 위기 시 대응 조치사항 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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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1,000억 (국비 1,000),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변동 가능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등 

<그림 4-18>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연계 그린산단 구상도(안) 

❍ 사업절차 

- 2021년 : 기본계획 수립 

- 2022년 : 기초 기반시설 구축(선도사업) 

- 2023년 : 기초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확대(부처별 공모사업 대응) 

· 국토교통부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스마트물류센터 조성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부처별 공모사업 대응  

· 범부처 : 부처별 스마트 기술에 대한 산업단지 내 실증이 필요한 사업과 연계 추진  

❍ 참고사례 1 : 경상남도 창원 스마트산단 4대 선도 프로젝트15)  

- 혁신데이터센터 구축(152억 규모, 20~22년) 

· 제조데이터 활용 데이터 표준화, 스마트공장 서비스 고도화 등 

15) 자료 : 창원시 보도자료(2020.4.16., 창원시 1,400억 규모 스마트 선도산단 4대 핵심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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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386억 규모, 20~22년) 

· 첨단 시뮬레이션 기술 활용 산업단지 중소, 중견기업 제품개발 지원 및 성능개선 지원 등  

-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구축(450억 규모, 19~21년) 

· 스마트제조 첨단 기술의 현장 모델 개발 및 기업지원 기반구축 

-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240억 규모, 20~22년) 

· 스마트제조 ICT융합 고급인력 양성 

❍ 참고사례 2 :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16)  

- 남동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 사업비 : 130억 (국비 85, 시비 45) 

· 사업기간 : 2020 ~ 2022 

· 주요내용 : 통합 운영관제센터(상황실), 데이터센터(교통, 안전, 환경, 물류 등) 구축  

<그림 4-19> 인천 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사업 구상도 

출처 : 인천시 보도자료(2020.10.26.)

   

  

16) 자료 : 인천시 보도자료(2020.10.26., 인천시 국내 최초로 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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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능형 전력망 구축

구분 마이크로그리드 적용시 한국전력 계통연계 적용시(154kv)

개념

 마이크로그리드를 이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전력 산업단지 
직접공급(시범사업 후 확대) 

 수요 입주기업에 배전망 
설치(한전배전망과 별도) 

 수요 입주기업의 수요 전력 외 
한국전력에 판매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사업 모델
 태양광 발전전력, 한전계통에 연계 판매
 수요기업 요청시, 수요기업 사용전력과 

판매되는 전력 상계 처리 

데이터
센터
역할

 발전사업자와 30MW(현재 기준) 
태양광 전력 사용 계약 체결 

 계약 전력 외 필요 전력은 
한국전력에서 직접 공급 

 잉여전력은 한국전력으로 역송시켜 
상계처리 및 ESS 저장 후 필요시 사용

 산단입주기업↔한국전력↔발전사업자 
상호간 태양광 전력 사용 계약(제3자 
PPA or 상계거래) 

 분산전원 잉여전력은 한국전력에 
역송하여 자체 상계처리 

<표 4-8> 지능형 전력망 구축 모델   

자료 : 대영유비텍(2021) 재구성   

<그림 4-20> 새만금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방안

자료 : 대영유비텍(202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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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마이크로그리드 적용 또는 한국전력 계통연계(154kv)를 통한 

전력 직접 공급 방식 

· 마이크로그리드 : 산업단지 내 필요 전력의 생산, 저장, 공급 가능한 망 구축  

- 양방향 전력공급 :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교통 및 물류 등의 전력 수요와 공급에 

따른 데이터 기반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연료전지 등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에너지 전력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최적화된 에너지 서비스 제공 

- 데이터 통신망 : 전력저장장치(ESS), 전력관리시스템, 전력 상황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지능

형 계량기 등 전력의 수요-공급 계산 등을 위한 데이터 통신망 구축 

-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여 데

이터센터 입주와 기업 활동 관련 인센티브 제공(데이터센터 직접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특

례, REC 가중치 부여 등) 

❍ 소요예산 : 1,000억 (국비 1,000),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변동 가능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등 

<그림 4-21> 지능형 전력망 내 양방향전력공급 시스템 구상도

자료 : 대영유비텍(2021) 재구성     



- 104 -

❍ 사업절차 

- 2021년 : 기본계획 수립 

- 2022년 : 기초 기반시설 구축(선도사업) 

- 2023년 : 기초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확대(부처별 공모사업 대응) 

· 산업통상자원부 : 새만금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정책 건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TF 구성 및 

지정 신청서 대응,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분산에너지 관련 법 제정 시)   

·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구축사업 등      

라. 기대효과 

❍ 새만금 그린산단을 거점으로 데이터 수집, 활용의 플랫폼 구축 기대 

❍ 지능형 전력망, 통합 플랫폼 조성 등으로 산업단지 내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초 

기반시설 구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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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세대 데이터센터 R&D 및 실증   

가. 필요성 및 타당성 

❑ 필요성  

❍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통한 대형 데이

터센터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혁신이 지속적으로 창출되어야 함   

- 하나의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데이터센

터 전·후방 관련기업의 집적화가 필요하며 이들의 성장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도 요구됨  

- 전문가 자문 등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설비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데이터센터 

최적화),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모 최소화 이슈,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전력공급과 전력 계통 

등 다양한 연구개발 이슈 존재  

자료 : Gartner(2017)를 가공 

<그림 4-22> 데이터센터 하이퍼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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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의 주도로 전력소모를 줄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데이

터 및 데이터센터를 관리 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수요 존재 

- 해외 우수 데이터센터의 경우 데이터센터 설립 초기부터 ICT장비, 기반설비, 운영관리 설비 

등에 있어 최적의 장비를 요구, 개발하여 구축

- 하지만 국내 데이터센터의 경우 국외기업이 이미 개발한 데이터센터 장비를 구매함에 따라 

각 데이터센터별 최적의 장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연구개발과 연계된 데이터센터의 

최적모델 설치 지원 등이 필요함     

- 국내에서 데이터센터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는 곳은 울산 UNIST에 ‘하이퍼-컴포

저블 데이터센터 연구센터(’21년 선정, 8년간 지원 예정)’, 경기 분당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KETI)의 ‘지능형 IDC사업단’이 있음    

· UNIST의 경우 대학ICT연구센터(ITRC) 사업으로 선정(8년간 60억 지원 예정)  

❍ 가트너의 데이터센터 하이퍼사이클(2017)에 따르면 에지 데이터센터,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첨단 전력 분배 및 고밀도 랙 등 다양한 기술개발 해결 과제 존재함  

❑ 타당성  

❍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는 재생에너지와 연계가 가능하여 RE100과 연계된 

데이터센터 구축이 가능하고, 규모 역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지향하고 

있어 데이터센터 그린화, 대규모 데이터의 효율화 등 차세대 데이터센터 기술

개발 방향에 부합함 

❍ SK컨소시엄은 새만금 내에 2025년까지 8개동, 2029년까지 16개동의 데이터

센터가 순차적으로 구축 될 예정으로 차세대 데이터센터와 관련 연구개발 성과

물 접목과 사용자 기반의 연구개발 과제 기획 등에 있어 적합함 

❍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과 연계하여 데이터센터의 지능화 및 그린화에 있어 연구

개발 완료 후 상용화 추진에 적합    

-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는 단지의 디지털, 그린화에 있어 R&D 완료 후 상용화 지원에 있어 

범부처 사업으로 지원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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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차세대 데이터센터 R&D 및 실증  

❍ 대상지역 : 새만금 5공구, 6공구 등

- 연구개발의 경우 국내 대학, 연구소 등 소재 지역 가능  

❍ 사업기간 : 2026 ~ 2030 (5개년) 

- 연구개발 후 실증이 가능한 데이터센터 구축 후 추진(2단계 사업)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북도 등 

❍ 소요예산 : 400억 내외 (국비 200, 지방비 120, 민자 80(대학, 기업 등)) 

(단위 : 억원) 

구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합계

국비 20 30 60 50 40 200

지방비 12 18 36 30 24 120

기타 8 12 24 20 16 80

다. 세부내용

❍ AI기반 데이터센터 통합관리 고도화 기술개발

- AI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센터 설비 무인검사, 고장 식별 등 

- 데이터센터 온도, 냉수 공급량, 냉수온도, 풍량 등 실시간 최적화 관리 등 

<그림 4-23> 차세대 데이터센터 R&D 및 실증 분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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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 이종 자원 효율적 운영, 데이터센터 데이터 활용 특성에 맞춤 유연성 강화 등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Smart DCIM)    

-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모듈러 데이터센터 설계 및 개발(하이퍼스케일 고밀

도  증설 가능한 구조 설계, 전력 저감형 모듈러 데이터센터 설계 등)

- AI기반 엣지 및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운영 관리 시스템 등   

·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내 인공지능 기반 운영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운영관리 비용 절감 

· 엣지(Edge) 데이터센터 : 데이터센터 내 작은 엣지 단위로 구성된 데이터센터, 엣지 단위의 데

이터센터를 AI와 클라우드를 통해 운영

- 5G MEC 기반 데이터센터 관리    

· LG CNS의 데이터센터 : 2015년부터 자율주행 로봇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내의 온도 및 습도를 

3차원 지도로 구축하여 효율적인 공조 시스템 운영 중

연구과제명 세부내용 

데이터센터 효율향상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개발

 레이저 다이오드 및 고감도 실리콘 근적외선 센서 기술 확보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센터 효율향상 관리기술 확보 
 온도, 습도, 풍향, 미세먼지 등 모니터링 시스템 시작품 개발 등 

뉴로 심볼릭 AI 기반 제어
 가능한 데이터센터 
운영 및 관리기술

 뉴로 심볼릭 AI 기반 데이터센터 운영 및 관리 기술
 딥 강화학습 및 생성모델 기반 데이터센터 운영 및 관리 기술
 멀티모달 AI기반 데이터센터 운영 및 관리 기술

5G MEC 기반 
지능형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관리 기술개발

 유지관리 보조를 위한 자율주행 이동형 로봇 
 5G MEC 기반 무인 이동로봇 군집제어 
 5G MEC 기반 데이터센터 내 통신인프라 구축 
 데이터센터 공간 및 환경 관련 실시간 정보 취득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메모리 계층 간 
데이터 운영 기법 

 워크로드 패턴의 다양성 대응 머신러닝 기법 메모리 접근 패적 
동적 분석 기술 

 분석 결과 이용 데이터 배치 관리 및 데이터 운영 기법 

자료 : 전북연구원(2021) 

<표 4-9> 데이터센터 통합관리 고도화 전북지역 추진 가능 연구개발 과제(안) 

❍ 데이터센터 핵심부품·장비 및 표준 기술개발  

-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전력기반 데이터센터 등에 최적화된 차세대 AI(인공

지능) 반도체 개발 

· 2020년 SK텔레콤은 데이터처리 속도가 빠르고 전력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 운영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되는 국내 최초의 데이터센터 맞춤형 AI 반도체 출시(제품명 : SAPEON X220)

· 개발방향 : 초저전력, 초고밀도 데이터 저장  

- 기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데이터 전송용 광통신 소재, 디지털트윈/메타버

스 등 가상화 기반의 데이터 네트워킹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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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Grid. Usage Effectiveness)기반 데이터센터 전력효율 기술개발 

- 재생에너지 발전의 에너지 공급 안전성 연구개발 및 실증 : 재생에너지 간헐적 전력공급 문

제 해결과 데이터센터의 분산전원 공급을 위한 핫스왑(Hot-Swap) 기술 등   

- 데이터센터 내 최첨단 전력 분배 기술개발 및 실증(지능형 데이터센터 전력망, 랙당 고용량 

배전설비, 지능형 전력관리 Level 1~5, 지능형 전력 데이터 학습 등)  

- 폐열, 수열, 액체냉각, 탄소중립 DC(직류) 등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GUE 개선 목적의 연구

개발 및 실증 : 액체냉각 고도화 및 누수 탐지 및 방지 기술 등  

- 고온 감내 초절전 공조 효율화 기술개발 : 냉각수 등 

- 냉난효율 개선을 위한 폐열 회수 및 재활용 설계 연구 및 새만금 실증사업 등 

· GUE : 데이터센터의 전력 효율 지수로 통상적 PUE(Power Usage Effectiveness)가 사용되었으나 

최근 데이터센터의 RE100, ESG, 탈탄소화 등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그린에너지 기반의 전력 효율을 

의미하는 GUE(Grid./Green Usage Effectiveness)가 각광을 받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하고 있는 탄소중립 데이터센터 R&D 사업 등과 연계 추진 필요   

연구과제명 세부내용 

데이터센터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저전력 인공지능 
시냅스 소자 개발

 실리콘 나노선 FET 소자 플랫폼 기술 확보 
 시냅스의 가소성 학습을 구현하기 위한 필름 기술 확보 
 소자 플랫폼과 필름 결합을 통한 시냅스 소자 시작품 개발
 CMOS 기반 구동회로와 집적화를 통한 개발소자 성능 검증

RE100 데이터센터
운영기술

 RE100 실현을 위한 지역망 해결 기술개발 및 실증 

5G MEC 기반 
지능형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관리 기술개발

 유지관리 보조를 위한 자율주행 이동형 로봇 
 5G MEC 기반 무인 이동로봇 군집제어 
 5G MEC 기반 데이터센터 내 통신인프라 구축 
 데이터센터 공간 및 환경 관련 실시간 정보 취득 

자료 : 전북연구원(2021) 

<표 4-10> 데이터센터 통합관리 고도화 전북지역 추진 가능 연구개발 과제(안) 

❍ 데이터센터 국산 개발제품 사업화 지원 

- 국산 제품 도입을 위한 데이터센터별 맞춤 개발 설계 지원 

- 국산 제품에 대한 기초 성능, 신뢰성, 보안성 등에 대해 품질보증 인증 지원  

- 도입한 데이터센터 국산 개발제품에 대한 고장, 장애 시 신속 처리 지원  

- 상기 데이터센터 개발제품 사업화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클러스터 내 (가칭) 

데이터센터 설비검증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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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 기술개발 실증  

- 소규모 실증용 데이터센터 구축 

- 실증용 데이터센터 내 연구개발 성과물 실증사업 추진, 실증데이터 공유  

❍ 사업절차 

- 전북과학기술연구회, 전북디지털융합센터 등을 통해 도내 대학, 연구기관 R&D 과제 상세 

기획(전북대, 군산대 등 AI, SW 관련 전문가 구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R&D 과제 수요조사 시 

기획과제 제출

- 대학, 연구기관 중심 데이터센터 연계 R&D 과제 실행 후 대규모 사업 기획하여 정부 제안  

라. 기대효과   

❍ 데이터센터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 확대로 연구개발, 국산제품 제조 및 운영 등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대 

❍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내 연구개발 활성화로 데이터센터 주요설비 국산

화 개발, 제작 등의 연구기관, 기업 등 새만금 집적화 기대

❍ 국가적 데이터센터의 주요 하드웨어의 해외제품 의존도 완화로 국내 ICT기기 

경쟁력 제고와 수입 대체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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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혁신클러스터 기반 지속성장 가능성 확보 

1. 전북 주력산업 고도화 빅데이터 확보   

가. 필요성 및 타당성 

❑ 필요성  

❍ 전통적인 주력산업 전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의 주력산업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필요

❍ 전북의 전통적 주력산업인 상용차, 농생명, 탄소소재, 재생에너지 등에 있어서 디

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전통적 연구개발과 생산 방식에 대전환 필요  

- 주력산업의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 생산, 서비스 등 대전환 필요

❍ 중소기업, 분공장 중심의 전북 기업구조 환경을 고려하면 디지털 전환에 필요

한 기술, 인력 등 디지털 역량이 부족함에 따라 공공주도의 빅데이터를 조성하

여 기업의 참여 독려가 필요    

❑ 타당성  

❍ 정부차원에서 산업별 제품 개발과 생산, 소비 등 전 주기에 있어 데이터 생성과 

활용 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2020)’이 추진되고 있어 본 

사업과 부합

❍ 전북은 타 지역과 달리 상용차, 탄소소재, 농생명 등의 특화된 산업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데이터 구축과 활용에 있어 적합 

- 상용차는 승용차와 달리 차량의 크기, 차량의 용도, 주행환경 등에 있어 다른 특성이 있어 

전북지역에서 차별화된 데이터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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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개요  

❍ 사업개요  

- 1단계 : 주력산업 빅데이터 시범 확보     

- 2단계 : 주력산업 빅데이터 및 산업별 데이터 통합 구축 

<그림 4-24> 전북 주력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안) 

❍ 대상지역 : 전북 전역  

- 전북 주력산업별 육성 거점지역 등  

❍ 사업기간 : 2023 ~ 2030 (8개년)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 소요예산 : 500억 (국비 350, 지방비 75, 민자 75) 

(단위 : 억원) 

구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합계

국비 75 50 50 25 40 40 40 30 350

지방비 17.5 10 10 7.5 8 8 8 6 75

기타 17.5 10 10 7.5 8 8 8 6 75

❍ 사업절차 

- 도내 출자·출연 연구기관 연계 세부사업 기획  

- 부처 공모 및 국가예산 사업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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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내용

1) 주력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사업내용 : 농생명, 상용차, 재생에너지 분야 중에 시범사업 1개소 추진 

- 농생명 분야 : 새만금 지능형 농기계 데이터 수집 및 응용서비스 실증, 새만금 노지재배(특

용 및 약용, 바이오 소재 작물) 생산에 최적화된 데이터 분석 가공 서비스 등  

- 상용차 분야 : 상용차 위험환경 학습용 데이터 구축, 상용차 위험환경 위험인지 및 제어, 

상용차 뿌리기업 스마트공장 제조데이터 구축과 빅데이터 관제, 상용차 자율주행 사이버 

보안 및 안전체계 검증 데이터 등 

- 에너지 분야 :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상태,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데이터 계측, 수집, 저

장, 활용 등 

· 분야별 도내 전문기관(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상세 

기획 등을 거쳐 1개소 시범사업 추진 

자료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021) 내부자료 

<그림 4-25> 농생명 분야 빅데이터 사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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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시흥 전기차 제조 데이터센터 사업 구상도를 참고하여 재구성 

<그림 4-26> 상용차 분야 빅데이터 사업(안) 

2) 주력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확산 

❍ 사업내용 : 추가 플랫폼 사업발굴 및 플랫폼 통합사업 

- 추가 플랫폼 : 상용차, 농생명, 신재생에너지, 탄소섬유, 문화콘텐츠 및 홀로그램 등 플랫폼 

산업분야 확대 발굴 

- 플랫폼 통합 : 시범사업 및 확산사업에서 구축된 플랫폼간 데이터 표준 및 공유, 산업별 구

축 데이터 연계한 융합 비즈니스 모델 기획, 지원사업 등 데이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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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주력산업 플랫폼 통합 모델  

라. 기대효과   

❍ 전북 주력산업에 맞춤 산업데이터 수집과 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주력산업 데이

터 전환과 주력산업의 가치제고 기대 

❍ 데이터 기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창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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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거래소 구축  

가. 필요성 및 타당성 

❑ 필요성  

❍ 데이터센터를 통해 데이터의 구축, 저장뿐 아니라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

고, 디지털경제 시대에 주요한 경제활동 자원으로써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간 

데이터 거래 체계 구축이 필요 

- 중국의 경우 구이양 빅데이터 거래소, 상하이 데이터 거래 지원센터 등을 구축하여 데이터 

거래를 지원함 

- 국내에도 민간(KDX)이 주도로 한국데이터거래소를 구축하여 2021년 3월까지 약 7,000개 

데이터를 상품화함

- 공공차원에서도 금융데이터거래소(금융보안원), 교통데이터거래소(한국도로공사), 산림빅데

이터거래소(한국임업진흥원), 농식품빅데이터거래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운영 중 

❍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내에서 새만금 지역에 특화된 데이터의 자산가치

화와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거래소 구축이 필요 

❑ 타당성  

❍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되어 데이터 수집, 저장, 활용의 생태계 조

성지로 적합 

<그림 4-28> 데이터센터 연계 데이터거래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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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새만금 데이터거래소 구축  

❍ 대상지역 : 새만금 5공구, 6공구 내 

❍ 사업기간 : 2026~2030 (5개년)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 소요예산 : 300억 (국비 270, 지방비 30)    

(단위 : 억원) 

구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합계

국비 50 55 55 55 55 270

지방비 4 5 7 7 7 30

기타

❍ 사업절차 

- 주력산업 빅데이터 구축(사전 단계), 새만금 마이데이터 구축 사업 등   

- 데이터거래소 공감대 형성 : 포럼, 데이터 관련 법, 정책용역 등   

- 데이터거래소 상세 기획 용역 

- 데이터거래소 유치 

다. 세부내용

❍ 새만금 데이터 거래소 구축 

- 농생명, 상용차, 재생에너지 분야별 구축된 데이터 통합 플랫폼 

- 분야별 수집, 가공된 데이터 표준화 : 표준방식 데이터 가공, 유통 가능 데이터 품질 검증 등 

- 데이터 거래 지원 : 데이터 분석 환경 제공, 데이터 가치 측정, 데이터 거래환경(보유 데이

터 조회, 맞춤형 주문, 신속한 수령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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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제공 : 실감콘텐츠 등을 활용 데이터 시각화 컨설팅 등 

- 글로벌 사업내용 : 농생명, 상용차, 재생에너지 분야 중에 해외 데이터 거래 표준화 및 거

래 보안 검증, 해외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결합 네트워크 등 시범사업 1개소 추진 

<그림 4-29> 데이터거래소 주요사업 구성도(안) 

❍ 새만금 데이터 유통 활성화 지원

- 새만금 특화 데이터 유통 설명회 정기 개최 

- 새만금 특화 데이터 수요처 발굴을 위한 새만금 창업 클러스터, 전북도내 창업보육센터, 대

학 및 연구소 대상 데이터 활용 사례 발굴 및 신규 데이터 분석기술 소개  

- 데이터 구매자, 수요자 매칭 상담 지원 및 데이터 활용 컨설팅 지원(초기 아이디어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화 등 주기별 컨설팅 지원) 

- 새만금 데이터 해커톤 개최 :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창업 사업화 경진대회 등  

라. 기대효과   

❍ 전북 주력산업에 맞춤 산업데이터 거래 체계를 구축하여 주력산업 데이터 전환

과 데이터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 기대 

❍ 데이터 기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창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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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및 인공지능 전문인력양성 

가. 필요성 및 타당성 

❑ 필요성  

❍ 데이터 시대에 일자리 변화 대응과 데이터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및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필요   

- 데이터의 수집, 가공, 가시화뿐 아니라 확보된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데이

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 가시화 등 전 분야에 있어서 인력양성 체계 확보가 필요 

- 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 가시화 등에 있어 기업과 교육생의 인력양성 수요를 제공하고, 

직무전환과 전문인력 등 전주기 인력양성 체계 확보,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에 최적화된 교

육 제공을 위한 도내 교육환경 구축 등이 필요  

<그림 4-30> 데이터 및 인공지능 전문인력양성

❑ 타당성 

❍ 인력양성은 데이터산업 육성의 전제조건으로 SK컨소시엄의 데이터센터 구축과 

새만금개발청/전북도 등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데이터센터 유치 등과 연계하여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은 타당 

❍ ‘데이터·AI 활성화 계획(2019, 2019-2023)’ 등에 따라 데이터, AI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정부계획과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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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AI대학원, 분야별 AI 현장 인력대상 교육 활성화, 

비학위 과정의 아카데미 운영 등 정부계획과 연계하여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전북

지역에 이에 대한 인력양성 체계 수립은 계획으로 타당함 

- 최근 전북지역에서도 인공지능학과가 개설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 공유

대학사업’에 지역 대학(전북대, 전주대)이 선정됨에 따라 전북 소재대학이 데이터, 인공지

능 인력양성 추진계획과도 부합됨 

- 따라서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지역대학과의 연계협력, 지역기업의 참여, 

SK컨소시엄의 지역기여 등과 연계한 인력양성 계획은 타당함    

나. 사업개요  

❍ 사업개요 

- 현장인력 양성 : 데이터·AI 융합 산업현장 전문인력 양성  

- 전문인력 양성 : 데이터·AI 전문대학원 지정 

- 지역문제해결형 인력양성 양성 : 디지털혁신공유대학 지역문제해결 리빙랩 지원

<그림 4-31>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인재양성 체계도

  

   

❍ 대상지역 : 도내 전역 

❍ 사업기간 : 2021 ~ 2030 (10개년)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 소요예산 : 300억 내외 (국비 290, 지방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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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구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합계

국비 6 10 50 60 64 20 20 20 20 20 290

지방비 1 1 1 1 1 1 2 2 10

기타

다. 세부내용

1) 데이터·AI 융합 산업현장 전문인력 양성 

❍ 사업내용 

- 전북의 주력산업인 기계분야 중심의 인공지능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실시

- 전북 기계업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관련 온라인(사전교육, 기초교육), 오프라인(심화 

및 프로젝트 기반 교육 등) 교육 실시 

- 전북테크노파크, 캠틱종합기술원,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등 공동으로 전북의 데이터, 인공

지능 산업현장 인력 양성    

❍ 사업예산 : 47.5억 (100% 국비) 

❍ 사업절차 

- 2021년 산업부 공모 사업 선정(완료) 

- 2025년까지 매년 전북 기계분야에 접목 가능한 산업계 수요기반의 AI 교육과정 개발 

-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등과 함께 산업현장 재직자 대상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실시  

2) 데이터·AI 전문대학원 지정 

❍ 사업내용 

- 전북의 데이터산업, 주력산업 연계 AI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석·박사급의 전문인력 양성 

- 전북 자동차, 재생에너지, 농생명, 문화콘텐츠 등에 특화한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인공지능

의 활용 등의 학술 인재양성,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현장수요 기반의 산학

협력형 인재양성 

-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새만금 창업클러스터 등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데이터 분야에서 

기술기반 창업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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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 150억(국비 140, 지방비 10)

❍ 사업절차 

- 부처 신규 지정 요청(현재 총 10곳 지정 완료) 

· ‘19년 3개(KAIST, 고려대, 성균관대)

· ’20년 5개(포항공대, 광주과기원, 연세대, 울산과기원, 한양대)

· ‘21년 2개(서울대, 중앙대), 전북대 신청서 제출함   

- 전북도 – 도내 유치 희망대학(전북대, 군산대 등) 사업 공동 기획 

- 부처 신규 지정 공모 시 신청서 제출, 지정 

- 예산 확보 후 도내 홍보 및 교육생 모집 등   

3) 디지털혁신공유대학 지역문제해결 리빙랩 지원    

❍ 사업내용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대해 다양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 수준별 

지역인재에게 제공  

- 도내 대학생 대상으로 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대한 교육 사각지대(비전공학생, 학부생 등) 대상 

관련 교육 제공 

- 전북도와 함께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데이터 활용 지역산업 연계 실증, 데이터 활용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의 리빙랩 공동 수행 

- 디지털혁신공유대학 기반 SW연합캠퍼스 시범사업 실시 : 도내 대학 공동 교육과정 개발, 지역 

디지털 리빙랩 공동 기획 등    

❍ 사업예산 : 100억 (국비 100%)

❍ 사업기간 : ~ 2026년

❍ 사업절차 

- 21년 교육부 공모 사업 선정(완료, 전주대/전북대) 

- 2026년까지 매년 인공지능, 실감미디어 분야 등에 대해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생 모집 

- 전북도 – 전주대/전북대 데이터 활용 AI 리빙랩 네트워크 구축

- 전북도 – 대학 연합 데이터 활용 전북지역 AI 문제해결 과정 공모, 기획 등 추진 

· 전주대 실감미디어 혁신공유대학의 경우 전주대는 디자인과 콘텐츠 관련 리빙랩 구성 예정 

- 전북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공동 기획 및 유치(전북지역 대학 연합 데이터·AI, 스마트농생명, 
스마트금융 등 지자체-지역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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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주대(2021) 내부자료 

<그림 4-32> 디지털혁신공유대학과 전북도 협력 방안

 

 

라. 기대효과   

❍ 새만금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필요 인력 적기 제공 기대

❍ 지자체-대학 연합 대학의 교육체계 개편 및 지역수요 기반 인재 배출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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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SK 컨소시엄이 새만금에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약 2조원의 투자를 결정한 

후 전북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자원과 연계하여 데이터센터 집적화 및 데이터와 

관련된 각종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탄력을 받을 전망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SK 컨소시엄의 새만금 투자를 계기로 공간적으로는 새만

금 권역, 시간적으로는 2030년까지 전북이 데이터센터 집적화 및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 발굴하고 구체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음    

❍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내외 전문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담

당부서 등과 함께 프로젝트를 구체화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에 단순 데이터센터만 집적되면 지역경제, 지역산업, 지

역일자리 등에 기여도가 낮을 것이라는 우려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센터와 전북

지역 산업과의 융합, 전북지역 소재기관과의 협력,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

가 발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구상하였음 

❍ 본 연구에서 발굴된 사업이 보다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북도 차원의 지

역사업이 아니라 새만금과 연계되어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 데이터센터가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에서의 데이터센터 

추가 조성을 정책적으로 억제하고 지방분산 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를 정책 지원으로 해소해야 함 

❍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북 연계 사업은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추진 후 그 

실효성을 확인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단위에서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저장, 

활용 등 생태계로 확장하여 국내외 대표적인 데이터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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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선결과제 

❍ 본 연구에서 제시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과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선행되어야 함 

❍ 무엇보다 SK 컨소시엄이 제시한 새만금의 데이터센터 유치가 보다 구체화되어 

데이터센터라는 하드웨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SK 컨소시엄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권을 받고 새만금에 데

이터센터를 유치한다는 협약 당사자인 새만금개발청의 이행계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가능하다면 조속한 이행을 독려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데이터센터 집적화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전력 등의 기본 인프라 조성

이 요구되며, 해외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서는 광케이블, 육양국 설치가 반드

시 선행되어야 함   

❍ 암스테르담, 홍콩, 싱가포르 등 국외 데이터센터가 집적화된 지역을 살펴보면 

고도화된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내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정책 등

과 연계하여 새만금 지역에 관련 기반시설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국비 지원 등

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아울러 지역의 다양한 데이터 수집에 있어 향후 데이터 통합을 고려한 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 시각화 등 응용 프로그램의 표준화에 대한 사전 고려도 요구

된다 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제안된 세부사업의 실행을 위해서는 전북 지역의 대

학, 연구소,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연구 후속으로 

세부사업 이행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 구성도 필요함 

❍ 전북디지털융합센터 등이 주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향

을 중심으로 세부과제의 구체화와 공모사업 공동대응, 신규사업 발굴과 제시된 

방향의 재수정 등과 같은 거버넌스 활동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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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그림 5-1>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구상도 

❍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그 정책방향을 기존의 

연구결과와 연계하여 3가지로 제안됨 

❍ 3가지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국내외 최고 수준의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인

프라 우수성 확보, 둘째, 새만금 특수성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데이

터센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마지막으로는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혁신클러스

터 기반 지속성장 가능성 확보 등으로 제시함 

❍ 이 같은 정책방향은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정책제언, 전문가 자문결과,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분석 및 검토하여 설계되었으며 사업의 향후 추진 가능

성을 제고 시켰음 

❍ 본 사업의 전체적 사업규모는 2030년까지 총 7가지 세부과제를 단계별로 진행

하는 것으로 약 1조원의 재원이 소요 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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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한 재원은 스마트 그린산업단지와 같은 국가공모사업 및 국가예산사업, 

데이터거래소와 같이 아직까지 계획에 없는 정부사업의 국책 과제화,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추가 유치와 같은 민자유치, 또한 지방비 매칭 등으로 재원 

마련이 필요함  

번호 대분류 과제명 사업기간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1 클러스터 최고 
수준의 인프라 
우수성 확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추가 유치 `22-`30 6,000 6,000

2 SW·ICT 진흥단지 조성 `23-`25 250 125 125 500

3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데이터센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연계 그린산단 조성 `22-`30 2,000 2,000

4 차세대 데이터센터 R&D 및 실증 `26-`30 200 120 80 400

5

혁신클러스터 기반 
지속성장 가능성 

확보 

전북 주력산업 고도화 빅데이터 확보 `23-`30 350 75 75 500

6 데이터거래소 구축 `26-`30 270 30 300

7 데이터 및 인공지능 전문인력양성 `21-`30 290 10 300

합계 3,360 360 6,280 10,000

<표 5-1> 사업 요약 

❍ 본 연구에서 제시된 7가지 세부사업은 단기, 중장기로 추진 시기를 구분하였으

며 각 세부사업별로 구분됨 

❍ 25년까지 착수가 가능한 단기사업으로는 관련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산업 클러스터 연계 스마트 그린산단,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주력산업 고도화 

빅데이터 확보, 데이터 및 인공지능 전문인력양성 사업 등임 

❍ 반면 25년 이후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는 SK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데이터센

터 유치가 본격화되어 데이터센터 설립이 구체화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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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추가 유치, 조성된 데이터센터와 연계된 차세대 

데이터센터 R&D 및 실증, 데이터거래소 구축 등이며 일부 지역대학 및 연구소 

차원에서의 R&D는 정부 공모사업 등과 같은 기회가 발생될 경우 단기에 추진

도 가능 할 것으로 보임 

번호 대분류 과제명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클러스터 최고 
수준의 인프라 
우수성 확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추가 유치 

2 SW·ICT 진흥단지 조성 

3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데이터센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연계 그린산단 조성 

4 차세대 데이터센터 R&D 및 실증 

5

혁신클러스터 기반 
지속성장 가능성 

확보 

전북 주력산업 고도화 빅데이터 확보 

6 데이터거래소 구축 

7 데이터 및 인공지능 전문인력양성 

<표 5-2> 사업 로드맵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세부 과제는 세부 과제별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새만금 데

이터산업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

향으로 설계됨 

❍ 데이터산업 연계 그린산단은 산단 내 다양한 데이터 구축, 활용 등의 실증 사업

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데이터센터 R&D 및 실증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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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SK 컨소시엄 데이터센터 유치 사업은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SW·ICT 

진흥단지 조성,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인력양성, 주력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빅

데이터 구축 사업 등의 추진 근거로 연계될 수 있으며 각 세부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는 향후 데이터거래소 사업으로 확장 발전시킬 수 있음 

❍ 궁극적으로는 각 세부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기반시설 확충과 새만금 

브랜드 향상, 혁신기반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의 

추가 유치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향후의 연구과제로는 데이터센터가 전라북도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급효과 분석, 전북의 주력산업뿐 아니라 미래 

신산업에 대한 데이터 발굴 및 제안 등을 후속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음  

<그림 5-2> 세부사업별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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