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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작성일자 : 2008년 10월 8(수)

이 자료는 10월 10일(금)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목 : ‘08년 4/4분기 DB산업 기업경기(BSI) 및 DB서비스 이용환경(CSI) 동향 분석결과

국내 DB업계 4분기 공격적 투자로 ‘위기 탈출’
o 내수 시장 악화, 국제 경기 침체 등으로 DB산업 경기 3분기 실적 악화 지속
o DB업계 수익모델 확보, 전문인력 고용 등으로 돌파구 모색

□ DB-BSI(DB산업 기업경기 체감실사지수) 조사결과

< DB-BSI 실적-전망 변화 추이(‘06년 4/4분기 ~ ’08년 4/4분기) >

o ‘08년 3/4분기 실적BSI(84)는 2/4분기(82)에 이어 악화 상태가 지속되었
으나, 4/4분기 전망BSI(101)는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
- ‘08년 3/4분기 실적이 악화된 요인은 ‘내수 시장 악화’, ‘국제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정부 기관 통폐합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축소 등 외부 요인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익모델 확보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 창출 및 전문인력 채용, 투자확대 등 다양한 자구책을 적극

적으로 마련하여 4/4분기에는 경기 회복 전망
o DB산업 분야별 실적BSI는 DB입력/구축 분야의 경기 침체를 비롯하
여 전 분야에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4/4분기에는 DB입력/
구축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호전될 것으로 전망
□ DB-CSI(DB서비스 이용환경지수) 조사결과
o ‘08년도 3/4분기 DB이용자들의 DB서비스에 대한 만족 수준은 대
부분의 항목에서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그 정도가 점차 낮아
지고 있으며, 이용료 지출에 대해 만족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

< DB-CSI 실적 변화 추이(‘06년 4/4분기 ~ ’08년 3/4분기) >

- 이는 물가 상승 및 질적 양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별 이용료 부과 정
보가 늘어나면서 이용료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된 것으로 판단
o ‘08년 3/4분기 DB서비스 중 가장 많이 이용된 주제 분야는 ‘교육/
유학/자격증/어학(20.2%)’이며, 4/4분기에도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

o 특히 4/4분기에는 ‘09년 졸업시즌을 앞둔 예비 졸업생 등 20~30대
의 ‘취업’ 분야에 대한 수요와 ‘08년 말 기업경기 결산 및 평가에
대한 관심 고조로 ‘기업/신용’, ‘시장조사’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DB서비스 주 이용 분야(3/4분기 이용실적, 4/4분기 수요전망)>

● 문의처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정책기획실 황수민 연구원
E-mail : smh@dpc.or.kr

Tel : 02-3708-5406

Fax : 02-318-5040

※ ‘08년 4/4분기 DB-BSI/CSI 분석보고서는 www.dpc.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