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기반 공정혁신 플랫폼 구축 및 산업화 지원 사업(6차년도) -

국내 광통신/광소재/광정보기기 품목별
통계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 광기반 공정혁신 플랫폼 구축 및 산업화 지원 사업(6차년도) -

국내 광통신/광소재/광정보기기 품목별
통계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Ⅰ 개 요
❍ 과 업 명 : 2019년도 국내 광통신/광소재/광정보기기 품목별 통계조사
❍ 과업범위 : 광통신/광소재/광정보기기 품목별 수요조사 및 통계 ․ 현황 분
석, 성과품 납품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0. 4. 30

Ⅱ 과업 지침사항
가. 설계의 해석
- 본 사업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추진하되 불분명한 부분은 발주처와
상호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일반 지침사항
- 본 과업수행 지침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주요한 사항
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가 부담으로 함.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을 수행하는 기술진 기타 고용인은 성실히 발주처
또는 발주처가 지정한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주처는 불성실
하고 부적당하게 과업을 수행하는 관련 인력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직접 방문, 전문가의 자문, 관련기관의 자료
등 최신기술 및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며 그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
로 함.
-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조정․보완이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협의 등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추가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발주
처의 승인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본 과업 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며,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수행지침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용역체결 관련 법규와 일
반계약 관례에 따름.

Ⅲ 과업 세부사항
가) 목 적
- 광통신/광소재/광정보기기의 품목별 국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품목별
통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관련 기업에 자료 제공
- 미래 유망 기술 및 제품 조사를 통한 국내 광산업계 미래 먹거리 발굴 목
적
나) 설문지 설계
- 일반현황 :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주요생산품목 등
- 통계정보 : 품목별* 매출액 고용인원, 수출액, HSK코드, 주요수출국 등
＊광통신(14) : 광통신 시스템(①기간망 전송장치, ②분배망 가입자 전송장
치), ③통신용 발광소자, ④통신용 수광소자, 수동부품(⑤광
커넥트류, ⑥PLC류, ⑦광접속 및 분배함체, ⑧기타), 능동부
품(송수신장치(⑨10G 이하, ⑩40G 이상), ⑪기타), ⑫기능
성 부품, ⑬광섬유, ⑭광케이블
＊광소재(14) : ①석영소재, ②광학유리 및 적외선 소재, ③투명전극소재, ④광
학용 수지, ⑤발광소재, ⑥기판 및 반도체용 단결정 소재,

⑦광학용 단결정 소재, ⑧광촉매 소재, ⑨광학용 필름 소재,
⑩비통신용 광섬유, ⑪결상 광학기기용 렌즈, ⑫확산 광학기기
용 렌즈, ⑬의료용 광학 렌즈, ⑭기타
＊광정보기기(9) : ①광정보입출력기기, ②광정보저장매체, ③LED 디스플레
이, ④OLED 디스플레이, ⑤플렉시블 디스플레이 ⑥기타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3차원 디스플레이 등)

- 기업경영상황, 기업 애로 사항 등 조사
- 광통신/광소재/광정보기기 미래 유망 기술 및 제품 조사
※ 수요조사 항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문지는 발주처와 협의
하여 추진
다) 통계 조사 목표 개수 : 374개사 이상
(광통신 96개사, 광소재 150개사 이상, 광정보기기 128개사 이상)
- 조사 대상 : 국내 광통신/광소재/광정보기기 업체 746개사
․ 광통신 : 191개사 ․ 광소재 : 299개사 ․ 광정보기기 : 256개사
※ 필요시 용역업체에서 신규 업체 발굴, 전체 수요조사 대상 수의
50% 달성(상기 목표수보다 필요시 10개사 내외 추가 가능)
- 수요조사 방법
․ 직접 방문을 통해 광통신/광소재/광정보기기 업체 유지 확인 및 통계
조사
․ 유선 및 팩스를 통한 수요조사
다) 수요조사 결과 분석 및 분석 보고서 작성
- 과업 진행 보고(월 1~2회, 총 3회 이상) 및 결과 분석, 분석 보고서 작성
※ 결과 분석 등은 본회와 협의하여 추진
- 수요조사 결과 통계분석 및 광통신/광소재/광정보기기 분야 현황 분석
※ 전년도 수요조사 자료 및 금번 수요조사 자료 매칭 및 포함 분석
- 국내 광통신/광소재/광정보기기 시장 분석도 포함되어야 함.
-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추진하는 통계 방식에 의거하여 추진해야 함.

라) 성과품 납품
- 품목별 수요조사 정리된 DB, 보고서 원본 : CD와 USB로 각 2부씩
납품
※ 엑셀 원본, 본회 광산업 통계 시스템 등록 양식에 맞춘 자료
- 통계 분석 보고서 및 기술 시장․동향 보고서(3종) : 50부 제작 납품
(칼라 5부 포함)

Ⅳ 기타 사항
가. 과업내용 및 제작기간 변경조건
-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본 과업 수행 중 중대한 변동으로 과업지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에 상호 협의하여 과업지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과업내용의 일부 변경이나 추가내용이 있는 경우
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함.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나. 계약 해제
-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내용 변경한 경우
- 발주처의 사업추진 목적 및 방향과 전혀 맞지 아니한 때
- 사업 추진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 저작권 등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작하는 제작물 등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
인

없이 제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작품 및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 대

여할 수 없으며, 제작물 내용에는 특정인이나 업체, 물품에 대한 비방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