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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강국! 한국의 또 다른 이름

한국 전자산업 발전과정

한국 전자산업의 무역기여도

국내 제조업 내 전자산업의 위상

한국 전자산업의 세계적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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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산전자산업업, , 단순조립에서단순조립에서 선도기술선도기술 개발로개발로

한국 전자산업 이렇게 발전하다

전자산업은 1959년 진공관식 라디오 조립생산으로 시작

’07년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첨단제품 중심으로 세계시장 선도

• 컬러TV
• 카세트
• 라디오

• 전자교환기

• 수동부품

• 컬러TV
• VCR
• 냉장고

• 전자레인지

• 모니터

• 오디오

• 대형컬러TV 
• 모니터

• VCR

• CD-P/DVD-P

• PC 

• 메모리반도체 등

품목의 다양화 질적 고도화 첨단기술 개발 선도기술 개발단순조립

• 라디오
• 흑백TV
• 진공관
• 수동부품

• 휴대폰
• D-TV
• 평판디스플레이
• 메모리반도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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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산업이 있기에 우리는 무역강국!

한국은 수출규모 세계 11위의 무역강국(3,715억불)

‘07년 전자수출 1,249억불 달성, 총 수출대비 33.6%를 차지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4번째 전자수출 1,000억불 달성(’05년)

1,249억불 중 반도체 390억불(31.2%), 디스플레이 369억불(29.5%), 

휴대폰 287억불(23%, 부분품포함) → 세 품목이 총수출의 83% 차지

전자산업 571억불 흑자로 전체무역흑자의 3.8배 달성!

전자수출 쾌속 증가!

(자료) 휴대폰:정보통신부 보도 08.1.3 / 반도체: 반도체산업협회 /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전자수출 삼두마차 수출비중 83%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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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 내 전자산업의 위상

전자산업전자산업, , 제조업제조업 대비대비 고용고용 및및 부가가치부가가치 창출창출 효과효과 높아높아

2006년 국내 제조업에서 전자산업이 차지하는 사업체 비중 13.2%,

종사자비중 21.6%, 부가가치 비중 26.8%

전제조업 11만 6천여 기업 중 1만 5천여 기업

전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327조 중 전자산업 88조

(자료) 광공업통계조사(2006) 중 D30 ~ 33 분류 기준

13.2%

21.6%

26.8%

고용창출에
막대한 기여

고부가가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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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산업전자산업 주요주요 지표지표((세계시장점유율세계시장점유율))

세계인이 말하는 한국 전자산업

세계 1위

OECD 국가 중
IT 제조업 경쟁력

세계 1위

OECD 국가 중
IT 수출 비중

33.6%
세계 1위

핸드폰(CDMA)
세계시장 점유율

42.0%
세계 1위

디스플레이(LCD)
세계시장 점유율

46.5%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45.1%

IMD 2005 세계 경쟁력 보고서

“Korea is most competitive in the ICT industry among OECD countries”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DOI(Digital Opportunity Index) 

DOI는 정보통신발전의 종합척도로써 세계 181개국 대상으로 평가

한국은 ’05년 DOI 제정 이래 3년 연속 부동의 1위 국가(2위 일본)

(자료) OECD IT outlook 2006, OECD IT분야 국제화 관련 보고서 200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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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강국의 DNA

세계최고 IT 인프라

한국적 문화요인

이상적 Test bed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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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T 인프라인프라 : : 인터넷인터넷 및및 휴대폰휴대폰 가입자가입자 수수 매년매년 증가증가

세계최고 IT 인프라, 왜 한국인가? 1/2

인구의 76.3%(3,482만)가 정기적으로 인터넷 사용(’07)

1,471만 가입자 중 47.7%인 701만여 가입자가 50Mbps 이상 사용

- 학생의 99.7%, 3-5세 유아의 51%(77만)

(자료) 정보통신부

총 인구(4,846만)의 89.8%인 4,350만 명이 휴대폰 가입(’07)

20~30대의 95% 이상, 60이상 고령자의 50% 이상 휴대폰 소유

인구대비
89.8%

인구대비30%
가구대비91%

1,471만

인터넷 가입자수 휴대폰 가입자수
4,350만

(백만 명) (백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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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 IT 인프라, 왜 한국인가? 2/2

(자료) ITU, Ofcom(영국 방송통신통합규제기구),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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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DNA, IT 강국 비밀 있다

국민 조급증? IT 강국의 DNA! 속도가 생명인 정보화시대의 큰 장점으로 부각!

높은 교육수준으로 IT 문화수용력 최고

<OECD 교육지표(’05)> 25-34세의 97%가 후기중등교육
※

이상으로 OECD No.1.
※ OECD 분류에 따른 후기 중등교육으로 고등학교 이상과 유사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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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가 열망하는 이상적 Test bed 시장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

유행에 민감하고 피드백이 빠르며, 고급 소비재 수용속도가 빠른 소비자 성향

한국 소비자 성향의 단적인 예 <랑콤 과학연구소 베로니크 델뷔느 소장> 

세계세계 최초최초 상품상품 및및 서비스서비스

CDMA (2G), CDMA 2000-1x (3G)

HSDPA, Wibro

Mobile RFID Service

휴대폰 – 듀얼폴더, 칼라 디스플레이, TFT-LCD, VOD & AOD 서비스

인텔 차세대 노트북 용 프로세서 ‘소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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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산업생태계

BRICs, 글로벌 경쟁의 새로운 플레이어

특허선점, 표준화 선도가 경쟁의 핵으로 부상

세계화와 글로벌 아웃소싱 가속화

부가가치의 중심축이 이동한다

강화되는 환경 규제

소비층이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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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s, 글로벌 경쟁의 새로운 플레이어 1/3

광대한 영토, 인구, 지하자원을 토대로 해외 자본 유치, 고도의 경제성장

BRICs 국가 모두 Fortune지에서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수 증가 추세

특히 중국의 경우, 500대 기업수가 빠르게 증가 중

- 중국: (’00) 10개 → (’07) 24개 / 한국: (’00) 12개 → (’07) 14개

새롭게새롭게 등장한등장한 BRICsBRICs, , 높아지는높아지는 글로벌글로벌 위상위상

(자료) Fortune 2005, 2007

Fortune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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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s, 글로벌 경쟁의 새로운 플레이어 2/3

한국, GDP 기준 세계 13위(’07년 기준)

05년 11위 → 06년 12위 → 07년 13위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 자료 2007

(단위) 조 불

’07년 세계 GDP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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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s, 글로벌 경쟁의 새로운 플레이어 3/3

풍부한 천연자원 바탕
높은 구매력 보유

전자제품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

전자생산비중 지속증가
’03년 14% → ’06년 20%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기술·자본적 산업구조로

석유 등 지하자원 풍부
첨단 기술력을 보유
GDP의 25%, 수출비중 63%

선진 자본 유치 및
거대시장 보유

세계적 소프트웨어 강국
R&D 아웃소싱 중심지

05년 SW수출규모 237억불
한국의(11억불) 2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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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선점, 표준화 선도가 경쟁의 핵으로 부상 1/3

기술독점 유지를 위한
범세계적 특허경쟁 심화!

전자산업 관련 특허분쟁이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확산 추세

국제 특허분쟁의 82%(약 60건, ’05년말)가 전자산업관련

기술료 지급 및 시장진입 규제 목적의 특허분쟁 확대

기타 18%

< 특허분쟁 비중 >



18
특허선점, 표준화 선도가 경쟁의 핵으로 부상 2/3

“원천기술개발 → 특허권 확보 → 국제표준화”를 통해 원천기술 독점·확산

기술의 융·복합화로 로열티 줄줄이 중첩 부과!

정률 방식으로 로열티를 끝까지 부과

날로 더해가는 로열티 부담

특허출원 보류, 핵심부품의 고난도 모듈화 등을 통해

기술의 역 추적을 방지하고, 핵심역량 유지

기술의 블랙박스화 강화!

세계시장 지배전략의 일환으로 표준화 선점 전략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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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선점, 표준화 선도가 경쟁의 핵으로 부상 3/3

소리(音)를 뜻하는 라틴어 ‘아가’를 귀엽게 부르는 영어

1970년대 Beta방식의 비디오 레코더 개발

Sony, 라이센싱 제의 거절

후발 컨소시엄은 VHS 방식 개발로 경쟁참여

Beta 방식은 해상도와 화질 우수, 녹화가능 1시간,

반면 VHS 방식은 저화질이지만 녹화시간은 4시간

소비자들은 화질보다는 장시간 녹화를 선택, Beta
방식 시장외면

기술혁신에는 성공했으나 VCR 시장에서 실패한 SONY!

이때, Sony가 Beta방식을 타사에
허용, 표준화를 꾀하는 전략을 구사
했다면?

이때, Sony가 품질개선보다는
소비자의 긴 녹화시간에 대한
욕구를 도외시 하지 않았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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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이해를 바탕으로 FTA 등을 통한 글로벌화 확대

특히 다국적 미디어 기업, 광고기업들에 의해 다양한 민족의 문화 융합이 진행

’08.2. 197개 지역협정 발효 중

- ’05년 기준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 내 교역으로 추정

글로벌 아웃소싱 가속화

기존의 콜센터 운영, 데이터 입력, 노동집약적 제조분야 등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R&D, 디자인 등 핵심 고부가가치 분야까지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 광대역 등 인터넷의 발달로 지구 반대편에서도 의뢰한 업무를 실시간으로 감독·조정 가능

(사례) 닛산자동차, 자동차 디자인과 시스템 개발을 인도IT기업의 시티암에 의뢰

세계화와 글로벌 아웃소싱 가속화

(자료) 외교통상부

지역협정 체결 건수 체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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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글로벌 기업은 후발국 추격이 어려운 R&D, 서비스 분야에 역량 집중

R&D분야에서는 산학연 협력체제를 적극 활용

반면, 국내 전자기업은 독자기술개발(go-it-alone) 관행이 보편화

전자산업 독자기술개발 비중 : 78%(자동차·조선·기계산업 : 52%)

부가가치의 중심축이 이동한다

제조업의 부가가치 원천이 조립·가공에서 R&D, 서비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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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조과정 상 오염물질 배출에 한정된 규제

(현재) 환경규제 강화 및 범위 확대

유해물질 함유제품 판매제한

폐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 시장진입금지

강화되는 환경규제

특히 EU를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지속 강화

NTT Docomo,  폐기 휴대폰에서 주요금속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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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층이 변화한다 1/2

고령화, 핵가족화 심화, 여성진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다

고령화 시대, 노화를 질병이 아닌 자연현상으로...

한국!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 진행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추구
65세 이상 노인 비중

‘10년
10.7%

‘15년
12.9%

‘04년
8.7%

핵가족 재분화, 2인 이하 가구 빠르게 증가

전통적인 가족개념의 해체
- 가구당 구성원 : (‘00) 3.1명 → (‘10) 2.9명 → (‘15) 2.7명

신모계제 사회, 알파걸들의 등장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진출과 여성 노동력 수요 증가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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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층이 변화한다 2/2

웰빙, 유비티즌, 개인주의, 신인류가 도래한다

삶의 질 추구 중심으로 사회가치 변화

생활 속의 웰빙 실현, Fun 중심 문화추구, 다운쉬프트족의 확산

유비티즌 (Ubitizen)의 보편화

온라인 문화의 오프라인 문화잠식 확대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표현을 위한 소비지출 증대

개인주의 라이프 스타일 확산

개성과 차별화를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1:1 맞춤) 소비경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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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의 이면, 다가오는 그림자

IT강국? 샌드위치 코리아? 우려의 목소리

환율하락과 원자재가 상승, 신음하는 전자산업

글로벌 가격경쟁, 전자산업 전반으로 확대

중국, 거침없는 기술추격

기술혁신 역량 및 핵심원천 기술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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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 샌드위치 코리아? 우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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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하락과 원자재가 상승, 신음하는 전자산업

환율 하락으로 수출채산성과 수익성의 급속한 하락

‘03년 대비 원/달러 환율은 22%, 원/엔 환율은 25% 하락(07. 9. 기준) 

환율 10% 하락 시 수출업체 수 3.6% 감소(‘88～’05년간, 무협) 

원유 및 원자재, 수요대비 공급부족으로 자원 확보 경쟁 치열

‘03년 대비 원유 2.4배, 철스크랩 2배, 구리 4.6배 상승(07. 9. 기준) 

(자료)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0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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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격경쟁, 전자산업 전반으로 확대



29
중국, 거침없는 기술추격 1/3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중국의 기술 추격과 업계 대응실태 설문조사, 07.01

중국, 모방을 통한 빠른 기술습득!
한국 전자산업이 위험하다.

(기술격차 연수)



30
중국, 거침없는 기술추격 2/3

중국, 짝퉁 사례 – 가짜계란을 조심하라

겉껍질 : 탄산칼륨

내용물 : 각종 화공약품(해조산 나트륨, 아교, 한천, 색소 등) + 석고



31
중국, 거침없는 기술추격 3/3

기술습득, 고도화되는 짝퉁 제품들

중국 짝퉁 업체의 M8(아이폰) 중국 짝퉁 업체의 샤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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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역량 및 핵심원천 기술력 미흡

(자료)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07. 9. 4.

(투입규모) 선진국 대비 연구개발비 절대 열위

우리나라 기업R&D의 개별기업비중(’06년) 

- 삼성전자 27%(5.5조원) / LG전자 5%(1조원)
- 연구개발 상위 5개사의 기업R&D비중 41%

(인력) 국내 연구원 수는 23만명(’05)으로

경제활동 인구 대비 연구원 수가 선진국 대비

다소 낮음

경제활동인구 대비 연구원수(천명당, 명) : 한 6.7, 미 9.0, 일 10.1, 불 6.9

(성과) 874개 핵심산업기술 중 미국 488개(55.8%), 일본 281개(32.2%)

유럽 95개(10.9%)이며, 우리나라는 9개(1.0%)에 그침

이중 4개 기술은 한방의료기기 관련 기술로 상업성이 높지 않음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파이낸셜 뉴스 0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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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IT강국을 위한 신성장동력, 융합신산업 선도

변화하는 기술패러다임, 融의 시대가 왔다

디지털 융합신산업, 거대 新시장이 눈앞에

융합신기술 사례

New IT강국으로 가는 길, 전략의 변화가 필요할 때



34
변화하는 기술패러다임, 融의 시대가 왔다 1/2

IT·BT·NT, 융의 시대를

주도하는 3대 분야

(자료) 美 국립과학재단(NSF), 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02.6.

융합 신산업 ’10년 도입기를 거쳐
’15년 본격적인 성장기 진입 전망



35
변화하는 기술패러다임, 融의 시대가 왔다 2/2

랩온어칩, 내 안에 병원있다



36
디지털 융합신산업, 거대 新시장이 눈앞에 1/2



37
융합신기술 사례 1/9 - 인간한계 극복

사이버 핸드(cyber Hand)

• 유럽의 IST(Information Society Technologies) 프로그램의 일환

(2002년부터 2005년 까지 추진)

• 사이버 핸드의 피부에 감각과 온도를 느낄 수 있도록 센서 부착

• 생체 전류를 이용, 손과 중추신경계를 연결해 손의 감각이 뇌로 전달

• 의수 제어, 사용자 의도분석, 인식정보전달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소형전자 장치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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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공학적 인조 눈(Bionic Eye)

• 존스 홉킨스 대학, 워싱턴 대학, Second Sight사가 2005년 개발

• 안경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이와 연결된 컴퓨터 칩을 망막에 이식

• 영상의 흐름 : 안경(카메라)→ 컴퓨터 칩(망막) → 시신경 자극 → 뇌

< 컴퓨터 칩을 망막에 이식하여 영상을 보는 원리 >

융합신기술 사례 2/9 - 인간한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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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 게이트 (Brain Gate)

• 브라운 대학, 사이버키네틱스사, 브리스톨 대학 등이

추진하여 2004년 임상실험

• 브레인 게이트를 뇌의 운동피질에 이식하여 생각만으로

컴퓨터의 커서 이동 가능

• 장애인들이 생각만으로 휠체어를 움직이고, 인터넷을

이용하고, 인공 손 및 로봇 팔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

융합신기술 사례 3/9 - 인간한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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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는 로봇 HAL (Hybrid Assistive Leg)

• 2005년 일본 쓰쿠바 대학 개발

• 인체의 신경신호를 센서로 감지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예측한 대로 움직이는 로봇 다리와 팔

• 피로감 없이 시속 4Km로 보행하고, 40Kg 이상의

팔 힘을 더 발휘

융합신기술 사례 4/9 - 인간한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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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군복

• 2002년부터 미 육군과 MIT가 추진

• 군복이 인공근육 기능을 수행, 군인의 신체능력 향상

• 180Kg의 군장을 지고 시속 4~8Km로 이동 가능

• 부상 시 군복이 깁스나 붕대로 변하면서 불완전한 신체

기능을 보조

- 순간적으로 유체에서 고체로 변환되는 특수물질을 이용하여

군복 일부분이 자동으로 압박 붕대나 지혈대 역할을 수행

융합신기술 사례 5/9 - 인간한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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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Kid

• 신상정보를 내장한 미아 방지 장치(VeriKid)를

아이의 어깨, 히프,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식

• 유괴 장소, 상점가, 버스정류장, 공항 등에 스캐너를

설치하여 아이의 위치 추적

3차원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 고해상도의 컬러 비디오 영상을 주변 공기 속에

투영시키면 기기 위에 3차원 영상으로 형상화

• 광학 레이저 추적 시스템이 손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손을 마우스처럼 사용

Heliodisplay (IO2 Technology사)

융합신기술 사례 6/9 – IT 휴대기기



43

가상 키보드

• 적외선 투사 방식을 이용하여 평면 위에 키보드 모양을 빛으로 형상화

• 전자 인식기술을 이용하여 키보드 상에서 눌려진 키의 위치를 파악한 후

이를 키보드 치는 동작으로 전환

<LASERKET(Celluon사)>

융합신기술 사례 7/9 – IT 휴대기기



44융합신기술 사례 8/9 – 지능형 생활서비스

세콤 로봇 X

• 감시카메라를 장착, 6륜 구동으로 시속 10km 정도로 주행

• 비상시에는 가스를 뿜어내 침입자를 무력화

My Spoon

• 일본 경제산업성 06년 로봇대상 우수상 수여작

• 손이 부자유스러운 고령자, 장애인이 조이스틱을 조작하는 식사지원 상용화 로봇



45융합신기술 사례 9/9 – 지능형 생활서비스

빌딩로봇 청소기(후지 중공업)

• 엘리베이터와 연동, 한 층 청소 후 자동으로 다른 층을 청소를 위해 이동

• 작업 후에는 원 위치로 복귀

• 현재 동경 록뽄기힐즈 등 10여 동의 빌딩에 도입 중

• 2006년 경제산업대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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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IT강국으로 가는 길, 전략의 변화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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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 조망

미래 사회 비전 동영상



48(강의를 마치며…) 창조형 인간이 되자 1/3

① 새로운 시각, 역발상을 훈련하자

모방, 그리고 창조

골판지 용기를 사용해 보온효과가 있는데다, 거리에서 손에 들고 먹기도 편하다는 고객들의
반응이 압도적이어서 당분간 이 골판지 만두는 아키하바라의 명품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주의! 골판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자료) 중앙일보 08.1.2



49(강의를 마치며…) 창조형 인간이 되자 2/3

② 무에서 유를 창조해 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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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이 1899년 취리히 공대 재학중에 지도교수 헤르만
민코프스키에게 “선생님 과학분야에서 길이 족적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하고 질문.

사흘 후, 민코프스키 교수는 건축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방금
시멘트 바른 곳을 걷게 함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 위를 걸어야만 발자국을 남길 수
있어”라고 답변

인부들이 난리를 치자, 아인슈타인은 “선생님 왜 저에게
이런 잘못된 길을 걷게 하십니까?”라고 질문

그날 이후로 아인슈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 것은 창조성과 개척정신
“ 나는 사전에 나오는 내용을 기억하거나 생각한 적이 없다.

나는 아직 책에 나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만 사고 했다. ”

(강의를 마치며…) 창조형 인간이 되자 3/3

아인슈타인의 깨달음



51(강의를 마치며…) 이노베이션의 함정

화성 기후 탐사선 사례

1998년 12월 미국에서 화성 기후 탐사선을 발사함
- 궤도를 벗어나 화성에 추락함

제트추진 연구소
- 미터법 사용

길안내 그래프를 작성한 록히드마틴사
- 영국식 도량형 사용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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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자부품연구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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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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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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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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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대표성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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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대표성과 2/2


	한국 전자산업 이렇게 발전하다
	전자산업이 있기에 우리는 무역강국!
	국내 제조업 내 전자산업의 위상
	세계최고 IT 인프라, 왜 한국인가? 1/2
	세계최고 IT 인프라, 왜 한국인가? 2/2
	한국인의 DNA, IT 강국 비밀 있다
	한국! 세계가 열망하는 이상적 Test bed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