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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IT 산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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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1년 IT산업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 악화 및 메모
리, 디스플레이 패널 등 주력 품목 시장의 정체1)에도 불구하
고,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하며 우리나라 무역 1조불 시대 진
입을 견인하였다. IT기기 생산은 국내 스마트 모바일 시장 활
성화 및 스마트 TV 등 가전 생산 증가로 사상 처음으로 300
조 원을 넘어섰으며, 스마트폰, 시스템반도체, 태블릿PC 등
HW+SW 융합형 제품에서 큰 성과를 내며 사상 최대치인
1,570억 불을 달성하였다.
IT중소기업의 수출증가율은 3.4%로 대기업 1.7%를 상회하며,
연간 233억 불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특히 IT 고용
은 전년대비 3.5% 증가하는 등 전산업 2.5%를 상회하였으며,
IT 중소기업의 경우 4.7% 성장하였다.

<표> 세계 IT시장 전망(지역별, 품목별)

구분
선진시장
미국
서유럽
일본
신흥시장
중남미
동유럽
중동/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중국
인도
전세계

2011E
5.9
5.7
5.9
6.2
10.6

2012E
3.0
2.9
3.4
2.3
7.4

12.3
5.0
9.1
11.8
13.8
15.5
7.6

7.5
5.0
6.4
8.2
13.4
14.9
4.6

지역별 IT시장 성장률 추이(Gartner, IDC)

2012년에도 유럽 재정위기, 미국 경기회복 지연, 신흥국가의
성장률 하락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되는 가운데 IMF는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향조정하였
다. 국내 경제 또한 세계 경제둔화 및 환율 하락으로 수출은
둔화되고 물가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로 내수부진이 지속되어
3~4%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경
제성장의 주역이었던 국내 IT 산업의 2012년을 점검해 보고,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분야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국내외 IT 산업전망

세계 IT시장 성장률 추이(Gartner)
자료: Gartner, IDC

가. 세계 IT 시장전망
2012년 세계 IT시장은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기업의 IT투자
둔화, 통신서비스 시장(세계 IT시장의 46% 차지)의 포화로 성
장률이 크게 둔화되어 4%대의 성장 정체가 예상2)된다. 반면
에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신흥 시장이 세계 IT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스마트기기 및 글로벌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IT HW 중심의 성장이 예상된다.

1)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 (Gartner) :
('10) 676억 불, 49.3% → ('11) 617억 불, -8.7%

국내 주력 품목인 반도체3), 패널4) 등의 세계시장 성장률은 증
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의 경우 글로벌 재고
소진과 스마트 기기 수요 확대로 2.2%대 성장률을 기록할 전
망이며, 특히, 국내 주력 분야인 메모리부문은 태국 홍수 여파
와 글로벌 PC시장 정체와 스마트기기 확산 등 부정적 요인으
로 시장조사기관별 전망치가 상이한 상황(-5~8%)이다. 반면,
시스템반도체 시장은 5.5% 성장으로 전체 반도체 시장의 약
65%를 차지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는 중국 업체의 저가 공
세에 따른 단가 하락이 예상되나, TV 시장 수요 회복, 런던 올
림픽 등 스포츠 이벤트 특수가 예상되어 증가세를 회복할 전
망이다. 휴대폰은 스마트폰의 성장으로 10%대의 높은 성장세
를 유지할 전망이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DisplaySearch) :
('10) 1,066억 불, 26.5% → ('11) 1,086억 불, 1.9%
2) IT시장 성장률 전망 (Gartner) :
('11) 7.6% → ('12) 3조 8,592억 불, 4.6%

3) 반도체 세계시장 성장률('11년 → '12년, Gartner) : 1.2% → 2.2%,

세계 IT투자 증가율 (Gartner) :

4) 패널 세계시장 성장률('11년 → '12년, DisplayBank) -12% →

('11) 5.9% → ('12) 3조 3,500억 불, 3.9%

0.7%, (DisplaySearch) : -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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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IT 품목 현황 및 전망

<표> 세계 IT시장 전망(지역별, 품목별)

구분
스마트폰
성장률
시스템반도체
성장률
태블릿PC
성장률
스마트 TV
성장률

억대
%
억불
%
억불
%
만대
%

2009
1.7
16.5
1,875
25.9

2010
2.9
68.1
1,978
5.5
91.8

1,517

4,203
177

E

2011
4.8
68.3
2,059
4.1
325.8
255.1
5,885
40

E

2012
6.2
29.6
2,173
5.5
499.5
53.3
8,087
37.4

나. 국내 IT 시장전망

정보통신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컴퓨터 및 주변
기기
태블릿PC
TV
반도체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수출
2011E
2012E
2011E
2012E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302.7 (2.4) 315.6 (4.3) 1,570.0 (2.0) 1,630.1 (3.8)
48.7
(4.3)
49.3
(1.2) 260.3 (4.6) 262.5 (0.8)
115.2 (68.4) 121.0 (5.0)
10.3
6.9
61.1
33.1
12.8
83.8

(3.6)
(3.5)
(-0.3)
(-6.5)
(13.3)
(-4.0)

10.5
7.0
63.4
32.8
14.1
85.0

(2.3)

91.8

93.5

(1.9)

(1.5)
(3.8)
(-0.9)
(10.5)
(1.4)

18.2 (184.4) 19.2
82.1 (10.2) 83.6
501.2 (-1.2) 524.8
242.3 (-9.7) 239.0
190.9 (18.6) 206.8
314.4 (-6.9) 319.1

(-0.2)

(5.6)
(1.9)
(4.7)
(-1.4)
(8.3)
(1.5)

자료:NIPA, KEA, 2011.12

구분
생
산
수
출

2012E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휴대폰

5.7

(-2.9)

48.7

(4.3)

49.3

(1.2)

휴대폰

5.9

(-13.2) 260.3

(4.6)

262.5

(0.8)

스마트폰

6.2

(231.5) 115.2

(68.4)

121.0

(5.0)

또한 2013년에는 신흥국 스마트폰 시장이 4.4억 대로 선진시
장 3.8억대 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과거 선진국
시장이 이끌던 스마트폰 시장 성장의 축이 신흥시장으로 옮겨
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 업체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과 빠른 제품 대응력으
로 선진 및 신흥시장에서 고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시장
대응에 유리한 위치 선점하고 있으며, 최근 HTC가 스마트폰
세계 5위에 기록되고, Huawei는 2011년 3분기 LG 전자를 제
치고 스마트폰 7위에 등극하는 등 중화권 업체도 신흥시장의
성장과 함께 2012년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I N N O V A T O R

구분

(단위: 조 원, 억 불, %)

(단위: 조 원, 억 불, %)

2011E

2010

T E C H N O L O G Y

<표> 2012년 정보통신기기 생산 및 수출전망

<표> 2012년 정보통신기기 생산 및 수출전망

G R E E N

반도체는 글로벌 수요 정체는 지속될 전망이나, 메모리 치킨
게임 승리, 그리고 시스템반도체 수출 증가로 4.7% 수출 증가
가 예상6)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는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에
수출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나,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업체의
구조조정 등으로 시장 지배력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국내 휴대폰의 세계 1위 지위는 지속될 전망이나, 해외 생
산 확대로 수출은 0.8% 증가에 머물 전망이며, 스마트폰 수출
의 경우 국내 업체의 빠른 제품 대응력과 LTE 등 차별화된 제
품 출시로 5% 증가한 121억 불 규모가 예상된다.

휴대폰 생산은 1.2%, 수출은 0.8% 증가할 전망이다. 스마트폰
시장 성장 및 국내 업체의 선전이 지속되고 있으나, 휴대폰관
련 국내 공장의 설비 증설은 없어 국내 출하량은 정체 및 소폭
하락될 전망이다. 다만 국내 수출 출하량은 해외 생산 안정화
(부분품 수출 둔화→ 완제품 출하 증가) 및 국내 스마트폰 보
급 확산에 따른 내수 시장 성장 둔화(내수 물량 둔화→ 수출
물량 감소 회복) 등으로 올해 수준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
된다.8)

&

2012년 국내 IT산업은 IT융합 제품의 수출 증가로 역대 최대
생산 및 수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IT기기 생산은 주요 수
출 품목인 휴대폰,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스마트 가전 등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한 가정
용기기 생산도 증가 추세에 있어 315.6조 원(4.3% 증가) 규모
가 예상된다. IT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2011
년에 부진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경기 회복과 IT융합제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1,630.1억 불로 전년대비 3.8% 증가5)하
며 수출 최대치를 달성할 전망이다.

2012년 세계 휴대폰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의 견조한 성장으
로 2,828억 불 규모로 10.5% 성장이 예상되나, 선진국 3G 단
말교체가 상당부분 진행되었고,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수요
둔화 등으로 출하량 증가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특히 2012
년 스마트폰은 사상 처음으로 시장규모 6억대에 진입할 것으
로 기대된다. 7)
S M A R T

자료: Gartner, DisplaySearch 등

가. 휴대폰

7)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전망(댓수, SA) :
('11) 4.8억대, 68.3%↑→ ('12) 6.2억대, 29.6%↑

5) 타기관 전망 : (SERI) 생산 5.1%↑, 수출 3.8%↑,
(산업연구원) 생산 3.4%↑, 수출 3.5%↑
6) 2011년 수출 : 시스템반도체 206.8억 불, 8.3%↑,
메모리 239억 불, -1.4%

세계 휴대폰 시장 전망(금액, Gartner) :
('11) 9.1%→ ('12) 2,828억 불, 10.5%↑
8) '12년 내수시장 전망(IDC) :
(스마트폰) 16.7조 원, 10.1%↑, (휴대폰전체) 18.7조 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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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9)

<그림> 스마트폰 선진/신흥 시장 전망

I N N O V A T O R

중소형 패널은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보급화
진전, LTE 확대 등으로 인한 교체 수요 증가로 2011년 304억
불 대비 33.2% 증가한 405억 불 규모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태블릿PC, 울트라북은 기존 노트북을 대체하며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며, e북 리더기의 저가화 등으로 패널 수요가 확산
될 전망이다.

<스마트폰 시장 규모(선진 vs 신흥시장)>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2012년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및 수출은 각각 1.4%,
1.5% 성장이 예상되며, 선진국 경기 불안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중국 등에

<스마트폰 시장성장률(선진 vs 신흥시장)>
자료: Gartner 2011.10.

공략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중국 업체들은 저가화가 진
행되고 있는 3D, LE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구매 비중
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업
체들의 구조조정은 경쟁력을 앞세운 국내 패널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시장 불확실성
증대, 경쟁 심화 등에도 불구, 견고한 수직 계열화를 통해 형
성된 Captive Market은 수출 증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및 수출 실적

&
S M A R T

또한 2012년은 AMOLED의 대형화 원년으로 OLED 패널은
전년 46억 불 대비 111.7% 증가한 96억 불 규모의 시장이 전
망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AMOLED 패널은 대
만,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의 시장 진입 본격화10)로 시장이 확대
될 전망이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중소형 패널로써 적용되
었던 AMOLED가 2012년 3분기부터 55인치 TV에까지 적용
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LTE 서비스(HD
등 고용량 콘텐츠 지원)는 2011년 1,160만 명이었던 전세계
LTE 가입자 수가 2012년 6,280만 명으로 441%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iSuppli). 이러한 LTE 등 4G서비스 확대는
LTE관련 각종 특허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업체에
게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단위: 조 원, 억 불, %)
E

구분
패
널

2010

2011
연간

2012E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생산

87.3

(47.4)

83.8

(-4.0)

85.0

(1.4)

수출

337.7

(27.3)

314.4

(-6.9)

319.1

(1.5)

주) 생산 실적('11.1∼10월 누계), 수출 실적('11.1∼11월 누계)
자료: NIPA, KEA

나. 디스플레이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은 1,301억 불로 전년대비 18.2%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LCD 패널은 12.0% 성장
한 844억 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11년
에는 수급 불균형, 가격 하락 지속 등으로 업황이 불리했던 대
형 LCD 패널 시장이 3D 패널 등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증가,
아날로그 방송 중단에 대한 기대, 런던 올림픽 등의 스포츠 이
벤트 등으로 점차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도 시장 성장 둔화를 인지한 패널 업체들이 설비 투자 및 가동
률을 축소하고 있어 공급 과잉은 해소될 전망이며, 기술적 진
화(LCD→OLED), 3D, LED의 저가화로 하락폭은 둔화될 전망

다. TV
2012년 세계 TV 시장은 런던올림픽, 유로 2012 등 스포츠
이벤트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디지털 방송 전환 등을
배경으로 출하량은 2.3% 성장이 예상되며 매출 기준으로는
0.9% 성장이 전망된다. LED TV, 3D TV는 지속적인 가격 하
락을 바탕으로 수요를 자극하고, Google TV와 Apple TV의
9) TV용 LCD 패널 ASP($):
(2011년) 211.3, 14.0%↓ → (2012년) 203.3, 3.8%↓
10) 대만(2011년

시제품 생산 시작), 일본(OLED 설비 투자 확대), 중
국(2011년 6월, 중국 OLED 산업 연맹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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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으로 스마트TV 시장11)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림> 세계 TV시장 추이 및 전망

경제 위기, 시장 포화 등을 배경으로 선진 시장의 수요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흥시장의 전세계 비중은 2010년 55.2%
에서 2011년 59.9%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그림> TV의 선진 및 신흥시장 성장추이

S M A R T

<전체 TV_출하량 기준>

&

< 출하량 기준 >

G R E E N

< 매출 기준 >
* 선진 시장: 북미, 서유럽, 일본, 신흥시장: 중국, 동유럽,
아/태, 남미, 중동/아프리카
자료: DisplaySearch. 2010.12./2011.12.

<평판TV_출하량 기준>

수출은 세계 시장이 성장세를 다소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일
본 경쟁 기업들의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쟁 강도가 완화되
어 시장 성장률보다 높은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나 '10년의 폭
발적 성장이 기저효과로 작용하고 있고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
로 인해 전년대비 1.9% 성장한 83.6억 불에 그칠 것으로 예상
된다.

I N N O V A T O R

2012년 국내 TV 생산은 유럽(영국, 이탈리아)과 아시아(한국,
대만) 주요국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교체 수요, 런던
올림픽과 EURO 2012 등 스포츠 이벤트에 힘입은 수요 증가
로 전년대비 1.5% 성장한 7.0조 원이 예상된다.

T E C H N O L O G Y

<전체TV_매출 기준>

<표> TV 생산 및 수출전망
(단위: 조 원, 억 불, %)

2010

구분

<평판TV_매출 기준>
<자료> DisplaySearch, 2010.9./2011.12.

TV

E

2011

2012E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생산

6.7

(20.0)

6.9

(3.5)

7.0

(1.5)

수출

74.5

(42.6)

82.1

(10.2)

83.6

(1.9)

주) 생산 실적('11.1∼10월 누계), 수출 실적('11.1∼11월 누계)
자료: NIPA, KEA

11) '12년 커넥티드TV(스마트TV) 시장 전망(DisplaySearch): 8,087
만대,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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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홍수로 인한 컴퓨터 생산 차질, 스마트 기기 인기로 인한
PC 수요 정체의 장기화로 2012년 세계 PC 시장은 출하대수
기준 4.5%, 매출액 기준 -1.1%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 정
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모바일 PC 시장은 고성능 PC 및
울트라북 등 저가형 차세대 모바일 PC를 중심으로 성장이 지
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11년 2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시장 규모를 추월한 중국의 내수시장, 그리고 중앙아시
아 및 인도, 브라질 등 신흥시장12)이 PC 수요 증가를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및 디스플레이, AP, 모바일 D램 등 핵심 부품 기술력을 토대
로 한 글로벌 경쟁력 우위가 전망된다.
<그림> 세계 태블릿PC 시장 전망

<그림> 세계 PC 시장 전망

<출하량 기준>

T E C H N O L O G Y

I N N O V A T O R

라. 컴퓨터 및 주변기기

G R E E N

<출하량 기준>

<매출액 기준>

S M A R T

&

자료: Gartner. 2011.12.

<매출액 기준>
자료: Gartner. 2011.12.

2012년에도 세계 태블릿PC 시장은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
으로 기대되며, 글로벌 IT 업체의 시장진입으로 애플과 안드로
이드 진영 중심의 경쟁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아마존이 저
가형 태블릿PC ‘킨들파이어’ 출시를 통해 시장 수요를 견인함
과 동시에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국내 업체는 다양한 태블릿PC 제품 라인업

2012년 미국, 서유럽, 일본 등 선진시장에서의 태블릿PC, 하
이엔드 노트북PC 등의 경쟁력 강화와 차세대 PC 출시로 컴
퓨터 및 주변기기 국내 생산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10.5조
원, 수출은 1.9% 증가한 93.5억 불이 예상된다. 국내 생산은
울트라북 시장 성장이 낙관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
데 국내 주요 PC업체들이 본격 진출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울트라북 시장 확대는 국내 업체에 기회요인이 될 것으
로 예상된다. 태블릿PC 수출은 국내 업체들의 다양한 제품군
을 앞세운 태블릿PC 시장 대응 강화로 전년대비 5.6% 증가한
19.2억 불이 전망된다.
<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생산 및 수출 전망
(단위: 조 원, 억 불, %)

2010

구분
컴퓨터 및
주변기기

2011E

2012E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생산

9.9

(15.1)

10.3

(3.6)

10.5

(2.3)

수출

92.0

(13.8)

91.8

(-0.2)

93.5

(1.9)

자료: NIPA, KEA

12) '10-'15

연평균 PC 시장성장률(CAGR, %) 전망:
브라질(20.2), 인도(20.6), 중앙아시아(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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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방송장비 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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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디지털 방송이란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과는 달리 정보의 신호
를 부호화하여 기록하는 디지털 형태로 텔레비전의 신호를 압
축하여 내보내는 쌍방향 운용, 재생, 축적이 가능한 차세대 방
송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디지털 방송은 아날로그 방식보다
최대 10배(HD)정도의 화소로 보다 선명한 화질과 다채널 서
라운드 입체 음향 구현이 가능하며, 다양한 오류 정정부호 기
술을 사용할 수 있어 제작 당시의 방송 품질을 거의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다.
영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각국은 디지털 방송 전
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방송 전환이 효과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저소득층 등을 지
원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6월 디지털 방송 전환이 완료되
었으며, 2010년 디지털 방송 가입비율은 100%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영국은 2010년을 기점으로 디지털 방송 전
환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각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2011년까지 디지털 방송 전환을 마무리할 예정
이며, 정부차원에서 정책 지원 및 각 도시별로 디지털 방송 홍
보기관을 설치하여 방송 전환에 대한 가입률을 높이고자 노력
하고 있다. 2015년에 디지털 방송 전환이 마무리되는 중국은
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전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
서 방송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상파 디지털 방송은 2001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하였으며 200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2012년
12월 말에 아날로그 방식 방송이 종료될 예정이다. 본고에서
는 디지털 방송장비 산업 현황 및 국내 산업의 SWOT 분석을
통한 산업육성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1)

Ⅱ. 디지털 방송 장비 산업동향
디지털 방송장비는 크게 방송국용 기기와 수신자용 장비로 구
분할 수 있다. 방송국용 기기는 크게 방송용 디지털 카메라를
중심으로 한 영상관련 기기와 오디오 믹싱기기 등이 해당되는
음향관련 기기, 방송용 증폭기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수신자
용 장비로는 방송 컨버터 및 셋톱박스, 위성 안테나, VOD 기

1) 현재 전 세계 방송장비 시장은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이케가미와
미국의 Harris, Cisco, 유럽의 Thomson 등 주요 글로벌 업체가 독
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방송국용 장비도 호환성 때
문에 글로벌 업체의 장비를 사용함에 따라 시장분석에는 한계가
있어 방송국용 기기의 시장 분석은 제외하기로 함

기 등으로 구분된다.
<표> 2012년 정보통신기기 생산 및 수출전망
(단위: 조 원, 억 불, %)

구분
방송국용
기기

주요장비

영상관련 기기

비디오녹화기, TV카메라,
비디오믹싱기기, 자막발생기, CG 등

음향관련 기기

음향조절 기기, 오디오믹싱기기 등

방송용 증폭기

음향증폭기, 영상증폭기, 선로증폭기 등

수신자용 케이블TV 수신기 쌍방향ㆍ단방향 컨버터, VOD기기 등
장비
위성방송 수신기 파라볼릭 안테나, 셋톱박스 등
자료 : 통계청(2008)

디지털 방송장비 산업은 지역성, 긴 기술수명, 고도의 신뢰
성 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며,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방송장비 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방송방식은
콘텐츠 제작, 장비, 단말기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그 방식
이 20년 이상 지속되어,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방송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어 진입장
벽이 높다.
세계 방송장비 시장은 유럽의 Thomson, 미국의 Harris, 일본
의 Sony, Panasonic, IkegamiI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축적된
기술ㆍ마케팅 능력의 차이로 신규업체의 방송장비 시장진출
시 어려움이 있다. 일본의 Sony와 Panasonic, Ikegami는 방
송국용 카메라에서 VTR, Projector, Monitor, Dubbing, Hybrid
Audio/Video Editing, Storage 등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Cisco는 케이블 장비를 생산하는 Scintific Atlanta社와
Encoder 및 Multiplexer 등 송출장비 업체인 Tandberg社를 인
수하여 라인업 구축하였다.
국내 방송장비 생산규모는 미미하며, 압도적인 외산장비 도입
으로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1.1%에 불과하다. 또한 수출도 저부가가치 방송장비 위주이
며, 수입은 중국으로부터 OEM으로 생산된 제품과 고품질의
방송장비가 대부분이다. 국내 방송장비 업체는 중소기업 위주
로 형성하고 있어 자체적인 R&D 기술 역량이 부족하여 모니
터, 문자발생기, DTV 중계기, 셋톱박스 등 저가의 주변 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방송 전송방식은 지역에 따라 북미지역과 한국(ATSC),
유럽(DVB), 일본(ISDB), 중국(DMB-TH)등이 독자적으로 방송
표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ATSC는 한국과 북미 지역의 디
지털 방송 전송방식으로 1996년 12월 24일, 미국의 연방통
신위원회(FCC)는 ATSC의 디지털 TV 표준을 차세대 TV 방
송의 표준으로 승인되었다. ATSC 표준은 AC-3 돌비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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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유 럽
아시아
전세계

2006 2007 2008
148
129
186
551

156
133
195
575

160
138
201
594

자료 : KEA , JEITA, 업계(DTV, 셋톱박스 제외)

전세계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는 연평균 11%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부분 국가들의 디지털 방송 전환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012년에는 약 8억 4,000만 명, 그리고 2014년에 이
르러서는 약 10억 명 이상이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것으로 전
망된다.

2011
758.8

2012
847.4

2013 2014 CAGR
936.3 1,024.5 11%
자료 : IMS Research(2010)

디지털 방송 매체별로는 2010년 현재 위성방송의 디지털 방
송 비중이 50%로 가장 높으나, IPTV 등장과 지상파 방송의 디
지털 전환 정책으로 각 매체별 시장 경쟁은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된다. 위성방송 수신가구 수는 2010년 현재 약 3억 3,000
만 가구로 전체 방송 매체 비중의 50%이며, 2014년에는 전체
43%인 약 4억 4,000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
블 디지털 방송 수신 가구 수는 2010년 현재 약 1억 8,000만
가구로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약 2억
9,000만 가구 이상이 케이블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것으로 전
망되고, 전체 방송의 29%가 케이블 방송을 수신할 것으로 전
망된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 수신 가구 수는 2010년 현재 전
체 17%로 약 1억 1,000만 가구가 수신하고 있으나 2014년
에는 2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약 1억 명이 증가한 약
2억 2,000만 가구가 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IPTV 수신가
구 수는 다른 방송매체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전
체 방송매체의 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4년에는 약
6,000만 가구가 수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매체별 디지털 방송 수신가구 전망
(단위 : 백만 가구)

구분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지상파방송
IPTV

2010
수신가구
비중
335.8
50%
186.1
28%
113.7
17%
25.3
5%

2014
수신가구
비중
443.7
43%
296.4
29%
223.7
22%
60.7
6%
(단위 : 백만 가구)

디지털 방송 포맷방식은 2009년 현재 전체의 59%가 DVB 방
식의 수신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ATSC
방식이 28%, ISDB 방식은 12%, DMB 방식이 1% 수준이다.
유럽의 DVB와 미국 등 북미지역의 ATSC 방식의 수신장비 사
용자 비율이 전체 87%로 대부분의 디지털 수신기 사용자들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및 남
미 지역의 전송방식인 ISDB 방식의 수신기는 2011년에 디지
털 방송이 마무리 되는 일본을 제외하고도 남미 지역의 디지
털 방송 전환이 시작되므로, 사용자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DMB 방식은 중국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중국 외
에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만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동
남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방송 전환이 늦어지고 있어 사용자
비율은 전체 1%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I N N O V A T O R

구분

2010
668.1

T E C H N O L O G Y

(단위 : 억 달러)

연평균 증감률(%)
2012 2015
'06/'08 '08/'15
171 198
3.9
3.1
157 176
3.4
3.5
250 303
4.0
6.0
680 810
3.8
4.5

구분
수신가구

G R E E N

<표> 디지털 방송장비 세계 시장규모

(단위 : 억 달러)

&

주요국의 디지털 방송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전세계 방송장비
시장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2012년 세계시장 규모는 680
억 달러, 2015년에는 81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방송장비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은 미국을 포함
한 미주 지역으로 규모는 2008년 160억 달러이며, 2015년에
는 198억 달러로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시장은 2008년 138억 달러 규모에서, 2012년에는 157억 달
러, 2015년에는 176억 달러로 연평균 3.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지역의 방송장비 시장규모는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인해 향후 미주와 유럽 지역의 시장규모보다
더욱 커져 2012년에는 250억 달러, 2015년에는 303억 달러
로 연평균 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큰 방
송장비 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세계 IT시장 전망(지역별, 품목별)

S M A R T

오디오를 지원하며, 아날로그 NTSC의 한 채널을 담는 6MHz
의 대역폭에 최대한 4개까지의 채널을 전송 가능하며, 아날
로그방송보다 해상도가 높은 고해상도 방송(HDTV)이 가능하
다. DVB-T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의 디지털 방송 전송 방식
으로 유럽에서의 디지털 방송 규격 제정은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 Project에 의해 추진되어 왔는데 DVB 규격의
비디오, 오디오 및 다중화 부분은 기본적으로 MPEG-2 표준
을 따 FMS다. ISDB-T는 일본 및 남미 지역의 디지털 방송 전
송 방식으로 1989년에 전기통신기술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12.2(당시는 12.5)~12.75GHz대의 다채널 PCM(Pulse Code
Modulation, 펄스부호변조) 음성방송의 규격을 제정하였다.
DMB-TH는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디지털
방송 전송 방식 2006년 8월 청화대학표준안(DMB-T)과 상해
교통대학표준안(ADTB-T)을 조합한 독자적인 디지털TV 지상
파 전송 기술 표준을 국가 표준안(DMB-TH)으로 확정·발표
하였다.

가. 세계 IT 시장전망
디지털 셋톱박스 시장은 크게 Open Market과 Close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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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 시장이 결합된 Semi-closed Market으로 구분되
며 Closed Market은 셋톱박스 전체시장의 60%를 차지한다.
Open Market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조업체가 공급하
는 형태로 전체 시장의 30%를 차지하며, Closed Market은 지
상파, 위성, 케이블방송 사업자가 미리 셋톱박스 업체를 선
정한 후 계약을 통해 공급되는 형태로 전체 시장의 60%로
Motorola, LG전자, Technicolor 등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Semi-closed Market은 방송 사업자가 셋톱박스 제품을 테스
트 한 후 판매승인이 되면 방송 가입자가 시장에서 직접 구매
하는 형태로 전제 시장의 10%를 차지한다.
전세계 디지털 셋톱박스 시장은 2010년 152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189억 달러로 연평균 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
로 전망된다. 위성 셋톱박스 시장은 약 66억 달러 수준에서
2014년에는 약 67억 달러로 연평균 4% 수준의 성장이 예상
되며, 케이블 디지털 셋톱박스는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
일 것으로 전망되며 2014년에는 약 67억 달러 규모의 성장
예상된다. IPTV 시장규모는 2014년, 약 25억 달러로 9%의 연
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파 셋톱박스 시장
은 연평균 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약 28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예상된다.
<표> 디지털 셋톱박스 시장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0
위성 STB
66.6
케이블 STB 45.3
IPTV STB
17.7
지상파 STB 23.0
수신가구 152.6

2011
62.4
53.2
20.7
28.8
165.1

2012
65.8
61.6
22.0
26.6
176.0

2013
66.3
64.6
23.6
27.9
182.4

2014 CAGR
67.7
4%
67.3 10%
25.5
9%
28.8
6%
189.3 5%

자료 : IMS Research(2010)

나. PVR(Personal Video Recorder) 시장 동향
차세대 셋톱박스로 주목받고 있는 PVR은 북미 지역 및 유럽
전반에 걸쳐 고급 사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매년 높
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PVR의 연평균 성장률은 32.4%
로 생산량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
역 국가들이 전체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PVR 생산량은 2013년 약 4,800만 대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
장률은 7.4%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EMEA 지역 PVR 생산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한국, 중국 등의 시장진출국 연평
균 성장률은 -7.5%를 기록하는 등 점차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PVR 연평균 생산량은 6.3%로 꾸준한 성장세
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3년에는 약 300만 대를 생산할 것
으로 예상된다. 전체 PVR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평균 성장률은 38.5%로 전체시
장을 주도하고 있다.

<표> 권역별 PVR 생산량 추이
(단위 : 천 대)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미국

2,512

3,031

3,382

3,245

4,188

3,750

3,725

4,830

CAGR
7.4%

EMEA

1,517

1,617

1,780

2,434

1,795

1,500

1,397

1,208

-7.5%

일본

1,191

1,617

2,670

2,840

3,589

3,750

2,793

3,623

6.3%

아시아/태평양 11,093 13,944 21,834 32,046 50,251 66,004 85,200 111,091 38.5%
전체 생산량

16,313 20,209 29,665 40,565 59,822 75,005 93,115 120,751 32.4%

자료 : Gartner(2009)

다. VOD(Video-on-demand) 시장 동향
VOD는 각종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하여, 일반 통신망 및 전용선 등을 통해 가입자가 요구하는 프
로그램을 주문 즉시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기존엔 인터넷을 통
해 제공되었으나, 최근에는 케이블 방송과 IPTV에서도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VOD 서비스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6% 이상 성
장할 것으로 보이며, 권역별로도 연평균 12~22% 이상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VOD 서비스 최대 시장인 미국ㆍ캐나다
는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약 45
억 달러의 시장규모에, 시장성장률은 12% 이상일 것으로 예
상된다. 유럽 지역의 VOD 서비스 시장규모는 전체 시장의
34%로 2014년 약 28억 달러, 연평균 21%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태평양의 VOD 서비스 시장은 일
본, 한국, 홍콩아 중심이 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2014년 약
10억 달러로, 연평균 17%의 성장이 예상된다. 라틴아메리카
VOD 서비스 시장은 아직 시장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
이지만 2014년에는 약 5,000만 달러, 연평균 22% 성장률을
보이며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VOD 서비스 시장전망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14
CAGR

미국/캐나다

2,560

2,925

3,382

3,862

4,200

4,515

12%

유럽

1,068

1,124

1,488

1,919

2,357

2,822

21%

아시아/태평양

439

485

553

684

817

957

17%

라틴아메리카

18

23

27

34

43

49

22%

합계

4,085

4,557

5,450

6,499

7,417

8,343

16%

자료 : PriceWaterhouseCoopers(2010)

VOD 장비시장 규모는 2013년 약 14억 달러로 2010년에
비해 약 7억 달러 이상의 성장 예상된다. 2010년 현재 케이
블 방송용 VOD 장비는 약 5억 달러, IPTV 방송용은 약 3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나 2013년에는 케이블 방
송용이 약 9억 달러, IPTV 방송용은 5억 달러로 VOD 장비
의 시장규모가 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케이블 방송용 VOD 장비는 IPTV용 장비에 비해 시장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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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Ⅲ. 국내 디지털 방송장비 산업의 SWOT 분석
가. 강점(Strength)

라. 위협(Threat)

또한 중국, 인도 등 방송장비 후발국들의 시장진입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국내업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국내 방
송장비 업체에 대한 해외 진출 판로가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
의 경우 2015년까지 디지털 방송 전환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지나, 중국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디지털 방송 전송방식을
택하여, 국내 업체 및 해외 글로벌 업체의 중국시장 진출에 어
려움이 있다.

I N N O V A T O R

방송장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디지털 방송장비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일
본의 끊임없는 기술개발은 국내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
다. 일본 기업은 집중적인 R&D 투자로 인해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있어 국내 업체와의 무역 불균형은 지속될 전망된
다. UHDTV 방송 기술 역시 일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국내업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T E C H N O L O G Y

국내는 중소기업 위주로 방송장비 시장에 대응하고 있어 R&D
및 해외 시장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방송장비 부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국내 주요 방송장비 대 일본 방송장비 무역 규모는 수출은
3,400달러로 미비하나, 수입은 2억 8,600달러로 무역역조 현
상이 심각하다. 특히 국내 방송장비의 경우 기존 해외 글로벌
업체와의 호환성 문제 등으로 주요 방송 사업자로부터 선호도
가 낮고 해외 A/S 서비스망 부재로 시장진입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G R E E N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방송장비 시장은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오래된 기술 축적과 마케팅을 바탕으로 독과점적인 구도를 형
성하고 있어 시장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방송장비의 대표
적인 업체인 일본의 Sony, Panansonic, Ikegami 등은 방송용
디지털 카메라를 중심으로 자사 카메라와 연동이 가능한 방송
편집장비까지 진출하고 있어 주요 메이저 방송사업자가 패키
지 형식으로 구매하고 있다. 미국 Harris社는 북미 지역 방송
장비 시장의 중추적인 시장 형성 및 안정적인 방송장비 Lineup 구축을 통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Thomson은
EU 방송 시장에서 디지털 방송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라
인을 구축하고 있다.

차세대 방송 UHDTV 방송은 2013년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형
성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업체는 R&D를 통해 글로벌 업체와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업체의 UHDTV 방송 관
련 기술 특허 출원 비중은 전세계 3위로 방송장비 개발에 우
위를 점하고 있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시장 진입에 유리하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에서 AV 부
호화 기술을 포함하여 카메라 기술 관련 특허도 출원함으로써
UHDTV 방송 카메라 관련 일본 메이저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

나. 약점(Weakness)

2012년 전후 주요국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인해 방송장비 시
장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방송 주변장
비의 경우 국내 기술력을 장점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성장 가능
성이 매우 높다. 디지털 방송 전환을 통해 해외시장 수요는 점
차 증가하고 있으며 IPTV 등 신규 미디어 시장의 빠른 성장을
통해 기술적 우위에 있는 국내 방송장비 사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높다. 특히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셋톱박스의 경
우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통한 시장수요의 증가로 국내 업체
의 해외 시장 진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S M A R T

국내 기업은 해외 진출이 가장 활발한 셋톱박스 시장과 IPTV
솔루션 그리고 향후 진행될 UHDTV 방송기술 관련 다양한 특
허를 출원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셋톱박스는 해외 진출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휴맥스의 경우 세계시장점유율 3위
로 이미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2) IPTV 솔루
션의 경우 세계최초로 상용화 서비스를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
았으며, 관련 방송장비 시장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차세대 방송기술인 UHDTV 방송장비 시장은 대기업
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시장이
본격화 될 경우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이 가능하다. LG전자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미국시장 특허 출원을 하고 있어 일본
및 유럽의 글로벌 업체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 기회(Opportunity)

2) 휴맥스의 경우 미국 최대 위성방송사인 '디렉 TV'의 HD 셋톱박
스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영국(23.4%), 독일(14.6%)에서 시장점
유율 1위, 2010년 유럽 방송장비 전시회에서 신제품 공개 등을 통해
해당 시장의 입지를 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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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OD 서비스 시장전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오래된 기술
축적과 마케팅을 바탕으로 독과점적
- 셋톱박스 제품의 세계적인 브랜드
인 구도를 형성
가치
- H/W 관련 방송장비 시장 높은 진입
- IPTV 솔루션의 우수한 기술력
장벽
- UHDTV 방송 기술 관련 특허권을 가
- R&D 기술 부족과 해외 시장 마케팅
지고 해외 글로벌 업체와 경쟁 가능
능력 부족 및 방송장비 부품의 높은
수입 의존도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I N N O V A T O R

구분

2010

-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인해 관련 방 - 글로벌 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
송 장비 시장 수요 증가
- 일본이

UHDTV 방송 기술을 주도적
- 디지털 다중화기 및 변조기의 국산화 으로 진행
- UHDTV 방송 기술과 관련 국내 업체 - 방송장비 후발국들의 시장진입으로
의 다양한 특허권
인해 가격경쟁력 약화

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하
다. 특히 지상파 방송과 위성방송 셋톱박스의 경우 글로벌 메
이저 업체의 시장점유율 보다 기타 제조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디지털 방송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핵심 장비 R&D를 통한
국산화 및 글로벌 업체와 경쟁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하여 해
외시장 진출 및 국내 기업간 상호 협력을 통한 신규시장 개척
이 필요하다.

자료 : PriceWaterhouseCoopers(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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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산업동향
Ⅰ. 서론

4,271.8

6.2%

IT서비스 5,853.6 6,059.9 6,326.1 6,628.5 6,944.3

7,273.7

4.4%

9,014.1 9,376.5 9,835.5 10,369.8 10,938.1 11,545.5

5.1%

합계

2012E

2013E

2014E

자료: IDC, 2011. 11.

특히, 2012년 상반기까지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관련된 전반
적인 시장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각 기업들의 향후 투자와
주요 시장 수요 확대에 다소간의 변화가 예상된다. 단기적으
로 경기 침체 이후 이어져온 국내 SW시장 수요 회복세를 전
체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은 높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내
SW시장의 성장세는 주요 기업 수요를 중심으로 꾸준히 유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국내 SW 시장을 살펴보면, 패키지SW 시장은 3조
5,79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6.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
며, 2015년까지 6.8%의 복합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4조
3,684억 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표> 국내 패키지SW 시장전망
(단위: 십억 원)
구분

2010

2011E

2012E

2013E

2014E

2015E

CAGR
('10-'15)

애플리케이션 1,216.0 1,298.6 1,384.6 1,476.8 1,578.4 1,681.4

6.7%

애플리케이션
개발/배치

933.1 1,000.6 1,068.5 1,148.0 1,234.2 1,323.6

7.2%

시스템 인프라
994.5 1,058.7 1,126.7 1,204.0 1,280.2 1,363.5
SW

6.5%

합계

3,143.6 3,357.9 3,579.8 3,828.7 4,092.8 4,368.4

I N N O V A T O R

본고에서는 2012년도 국내 SW산업을 전망해 보고 비즈니스,
기술 측면에서 주요 이슈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패키지SW 3,160.5 3,316.6 3,509.4 3,741.3 3,993.8

2011E

T E C H N O L O G Y

2011년 SW수출을 살펴보면, IT서비스 대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과 중남미,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의 IT서비스 수요가 폭
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7.5% 성장한 13.2억 불 규
모를 달성하였다. 이 중 전체 수출의 15.3%를 차지하고 있는
패키지 SW는 2억 불을, 87.4%를 차지하고 있는 IT 서비스는
11.1억 불을 수출하였다. 또한 세계 SW시장은 글로벌 수요증
가세에 힘입어 MS, IBM, Oracle, SAP, Symantec 등 세계 Top
5 패키지SW 업체들은 물론 IBM, HP, Accenture, Fujitsu, CSC
등 세계 Top 5 IT서비스 업체들 모두 전년 동기대비 매출 성장
을 기록하였다.

CAGR
('10-'15)

2010

G R E E N

극적인 추진,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기업들의 SW 매출
상승에 힘입어 전년대비 8.0% 증가한 28.4조 원 규모를 형성
하였다. 이중 전체의 12.7%를 차지하고 있는 패키지 SW는
3.6조원을, 87.3%를 차지하고 있는 IT 서비스는 24.8조원을
생산하였다.

2015E

구분

&

2011년 SW생산은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 소셜네트워
크 중심 사업의 확대와 범정부적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의 적

(단위: 억 불)

S M A R T

2011년은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안드로이드의 급성장, 삼성
과 애플의 특허분쟁 등 SW산업과 연관된 사건들이 많았다.
국내에서도 정부, 기업, 대학, 언론 등에서 SW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으며, 점차 SW와 자동차, 조선, 에너지 등 국가 기간
산업과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의 적용이 확대되면서 국가 경
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세계 SW 시장전망(Spending 기준)

6.8%

자료: IDC, 2011. 11.

Ⅱ. 2012년 국내 SW산업 전망
2012년 세계 SW시장은 남미 및 아시아·태평양 등 신흥지
역의 성장, 클라우드 등 신규 서비스 확대, 패키지SW 및 IT서
비스가 동반성장하며 4.9~5.1%대 성장이 예상된다.1) 특히
2013년부터는 1조 달러를 넘어서 2015년까지 5.1%의 연평
균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패키지SW는 3,509억 불(비중
35.4%), IT서비스는 6,326억 불(비중 64.6%)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에 이어 2012년에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양상이 더욱 심
화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도 수출증가세 하락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한편, 연이은 선거 정국이 시장 불확실성을 가중시
키게 될 것으로 보여 국내 IT 서비스 시장은 상당한 성장 하향
조정 압력을 받으며 전년대비 2.8%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
상된다.
경기 여건의 개선과 대선 이후 시장 불확실성의 완화를 전제
로 할 때 2013년부터 국내 IT 서비스 시장은 회복세로 전환되
고 2015년까지 3.9%의 복합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8조
2,488억 원대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이다.

1) 세계 SW 시장(Gartner) : ('11) 7.9%↑→ ('12) 1.2조 불, 5.1%↑,
(IDC) : ('11) 4.0%↑→ ('12) 0.98조 불,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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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내 IT서비스 시장 전망
(단위: 십억 원)
구분

2010

2011E

2012E

2013E

2014E

2015E

컨설팅 및 SI 3,135.5 3,338.4 3,415.0 3,552.0 3,733.5 3,873.2
아웃소싱

CAGR
('10-'15)
4.3%

2,570.6 2,730.0 2,825.7 2,962.7 3,081.2 3,193.2

4.4%

지원 및 훈련 1,090.7 1,118.6 1,131.0 1,152.4 1,169.2 1,182.4

1.6%

합계

6,796.8 7,187.0 7,370.7 7,667.1 7,983.9 8,248.8

3.9%

S M A R T

&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I N N O V A T O R

자료: IDC, 2011. 11.

국내 SW 수출을 살펴보면, SW수출(임베디드SW 제외)은 패키
지 SW 수요 증가와 IT서비스 업체의 수출 다변화를 통한 수출
지역 확대로 6.5% 증가한 14억 불 규모로 전망되며, 생산은
5.1% 증가한 45.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베디
드 SW를 포함한 SW 수출은 100억 불에 근접할 전망이며, 생
산은 45.6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표> 국내 SW 생산 및 수출전망(임베디드 SW 제외)
(단위: 조 원, 억 불)

2011E

2010

구분
SW

2012E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6.3

(1.3)

28.4

(8.0)

29.9

(5.1)

생
산

패키지SW

3.4

(0.9)

3.6

(7.5)

3.7

(3.1)

IT서비스

23.0

(1.4)

24.8

(8.1)

26.2

(5.4)

수
출

12.2

(19.6)

13.2

(7.5)

14.0

(6.5)

패키지SW

2.0

(21.8)

2.0

(3.2)

2.1

(3.5)

IT서비스

10.3

(19.2)

11.1

(8.3)

11.9

(7.0)

SW

자료:NIPA, KEA, 2011.12.

Ⅲ. 2012년 SW 10대 이슈2)
가. 2012년 SW 비즈니스 10대 이슈
<그림> SW 비즈니스 이슈('11~'12)

① 사이버공격, 해킹고도화 등으로 인한 정보보호 관심 증대
2011년 국내 정부·공공기관, 금융, 포털사이트 등을 대상으
로 무차별 사이버공격 및 해킹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해외에서도 정부기관, 언론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문 해커집단이 활동(룰즈섹3), 어노니머스 등) 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정보보안 의식 고취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보완
서비스에 대한 세계 투자를 살펴보면, 2010년 예산은 311억
달러로 연평균 9.6%씩 성장하여 2015년엔 약 49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국내 정보보안 산업 규모는 1조
1,314억 원으로 연평균 9.0%씩 성장하여 2015년에는 약 1조
5,605억 원 규모가 예상된다.
② 특허·지식재산권 분쟁 격화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삼성과 애플간 특허 소송 등 글로벌 이
슈로부터 특허 및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인식이 확산되고 있
으며, 해외 특허괴물(patent troll) 공세 강화, 글로벌 피해사례
증가 등에 따라 국내 SW기업들의 특허소송 피소 등 SW 특허
리스크 우려감 또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해외 특허출원 수
및 국내 기업의 특허소송 피소가 급증하고 있는데 '05~'08년
IP54)국가의 해외 특허출원은 연평균 7.1% 증가5)하였으며, 국
내 기업의 기술력 및 시장 점유율 향상으로 해외 경쟁사와의
특허분쟁도 증가 추세에 있다6).
③ 스마트 생태계 구축 및 확산
네트워크 기술의 진화, 단말 고도화 및 보급 증가, 생태계 기
반의 응용서비스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스마트
생태계 확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Wi-Fi, WiBro, LTE 등
으로 고속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스마트폰·태블릿
PC·스마트TV·기타 컨넥티드 단말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확산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iOS·Android OS로
대표되는 모바일 OS 혁신, 앱스토어·안드로이드마켓 등 유
통채널 확대도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④ SNS, 소셜커머스 등 소셜 관련 비즈니스 확대
IT 기술의 발전(네트워크·스마트기기, 플랫폼 등), 실시간·
개방·소통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요구 증대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자료 : NIPA, 2012년 10대 SW 비즈니스 및 기술 이슈, 2011. 11.

3) 美 CIA, 소니 등 다수의 사이트를 해킹한 전문 해커집단으로 2011
년 6월 25일 해체를 발표
4)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에서 특허 출원이 많은 미국, 일본, 중

2) 본 내용은 "NIPA, 2012년 10대 SW 비즈니스 및 기술 이슈, 2011.
11."내용의 일부를 재정리 한 것임.

국, 유럽의 5개 특허청으로 구성된 협의체
5) 단, '09년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전년대비 25.7% 감소

조사대상 : SW산업 관련 산·학·연·유관기관/협회 전문가, 조
사기간 : 2011.10.24~11.4,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 응답회수 :
312명

6) '04~'11.8월 동안 우리나라의 국제 특허소송 중 IT분야 비중은
58.5%('04) → 78.3%('08) → 87.7%('11)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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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국내의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66.5%가 최근 1년 이내 SNS를 적어
도 한번 이상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NIA, '11. 12), 해외
에서도 페이스북 6.5억 명, 트위터 2억 명, 윈도 라이프 프로
필 1.2억 명으로 조사되고 있다(Socialbakers, '11. 3). 또한 다
양한 산업과 결합하여 새롭고, 특화·전문화된 기능과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T E C H N O L O G Y
I N N O V A T O R

⑧ 컨버전스 비즈니스 확대 및 고도화(SW-타산업, 통신-방
송 등)
양적 중심에서 개인화·맞춤화 등으로 세분화된 소비 트렌드
가 확산되며, 네트워크화, 지능화, 편의성, 감성화, 내재화, 고
기능·고품질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증대될 전망이다. IT융합
시장은 2015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고성장 할 것으로 예상
되며, IT융합 관련 세계 시장은 2015년 213억 달러, 국내 시장
은 6,882억 원으로 전망된다.

G R E E N

⑦ 스마트 업무 환경 도입 확대(모바일오피스, 스마트워크)
단말·플랫폼/애플리케이션·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PC
상의 업무를 원격 및 모바일에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됨에 따라 이동 근무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외 스마트워크 관
련 시장 모두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세계 모바일오피스 시장의 규모는 09년 1,039억 달러에서 연
평균 6.1% 성장, 13년 1,293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스마트워크 시장은 10년 2조 5천억원에서 연평균 13.9%씩
성장하며 14년에는 4조 8천 억원의 시장이 예상된다.

나. 2012년 SW 기술 10대 이슈

&

⑥ 클라우드컴퓨팅, SaaS 등 SW서비스 환경구축 증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IT투자 보수화 경향, IT비용 절감 및 업
무효율화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이 확대되고 있
으며, SNS 확대, 다양한 센서 기반 방대한 자료 등 데이터 전
달·처리·분석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
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세계시장은 '10년 215억 달
러에서 연평균 27.6% 성장하여 '15년 728억 달러 규모에 이
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시장은 '10년 1억 5,100만 달러에서
연평균 48.7% 성장하여 '15년에는 10억 9,6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⑩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영확대 및 해외진출 강화
국내시장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 개방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 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해외법인 설립, 현지 파트너사와
의 협력·제휴 강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 및 경영 확대가 예
상된다. 2000~2010년 국내 해외투자 신고금액은 연평균
18.2% 증가하였으며, 2006년 해외투자 신고금액은 전년도
대비 100.9% 성장을 기록, 이후 2010년 까지 연평균 14.2%
성장하였다. 특히, 국내 해외투자 신규법인은 2000~2007년
까지 연평균 15.2%의 빠른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글로벌 금
융위기로 잠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0년엔 다시 성장세로
전환하였다.

S M A R T

⑤주요국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위기 고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로존 재정위기 악화로 인한 세
계 경제 침체가 주요 이슈로 선정되었다. 세계 주요 경제전망
예측 기관들도 세계 경제 회복세 약화를 전망(’11년 3% 후
반→‘12년 3% 초중반)하고 있으며,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심화, 미국 재정을 둘러싼 정쟁심화에 따른 경기둔화, 중국경
제의 경착륙 가능성, 신흥경제국에서의 지속적인 자본유출,
국제유가불안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⑨ 업종, 산업, 국경을 초월한 M&A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생태계가 구성됨에 따라 신규 사업진
출을 위한 글로벌 기업의 이종산업간 M&A의 확대가 예상된
다. 모바일, 소셜, 클라우드 등 스마트 생태계 구축 및 신규 제
품·서비스 출시를 위한 M&A가 확대될 전망이며, 모바일 광
고, SNS, 정보 분석, 콘텐츠, 클라우드 등 신규 사업을 위한
M&A의 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기존 사업 역량 강화, 스마트
생태계 구축, 특허 경쟁력 확보, 경쟁사 시장 잠식을 목적으
로 콘텐츠, 미디어, H/W, 플랫폼 등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인
M&A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SW 기술 이슈('11~'12)

<자료> NIPA, 2012년 10대 SW 비즈니스 및 기술 이슈, 2011. 11.

① 빅데이터·차세대정보분석
정보 단말·소셜 비즈니스 확대, 정보시스템 고도화·통합
등으로 분석해야 할 정형·비정형 데이터량이 급증7)함에 따
라 기존 관계형 DB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비정형 데이터를
위한 새로운 차세대 분석 방법에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대용량 데이터 처리 능력과 소수의 의미 있는 데이
터 발굴 기술이 핵심).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술로는 하둡, R,

7) 2011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생성·복제되는 디지털 정보량
1.8억 제타바이트 예상(IDC,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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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QL 등이 있으며, 인메모리 기술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② 차세대 OS 및 플랫폼
단말·네트워크 기술 차별화 및 종속성이 사라지면서 OS와
플랫폼 기술이 소비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될 전망이
다. 따라서 OS와 플랫폼을 주도한 기업이 컴퓨팅 패러다임을
주도8)할 것이며, 모바일, 클라우드는 물론 스마트TV, 스마트
홈으로 스마트생태계가 지속 확장 중이다.
③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비용절감, 편리성, 데이터 연동,
확장성·유연성,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클
라우드 컴퓨팅이 도입되고 있다. 고객의 컴퓨팅 사용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최대 강점이다.
아·태 지역의 경우 53%의 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
하였고, 47%는 향후 12개월 내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
13%만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 68%가 향후 12개월 내 도
입될 예정이다.
④ 소셜 플랫폼
스마트폰의 보급,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로 소셜네트워크 기
반의 서비스 급성장이 예상된다. 소셜네트워크는 쇼핑, 게임,
미디어 등과 결합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비즈니스에 이르
기까지 모든 분야에 소셜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으로서 새
로운 커뮤니케이션 및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비스, 기술·기기, 네트워크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정보 수
집·가공·전달과정의 디지털화 역할을 수행하던 정보화플
랫폼에서 경험·관계·평판·추천까지 추가된 소셜 플랫폼
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⑤ 사이버공격, 해킹, 정보유출방지 등 정보보안 기술
스마트폰 악성코드 증가, 보안 공격의 고도화·다양화, 스
마트워크 확산에 따른 모바일·클라우드·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보안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내부 정보 유출 방지, DB보안, 암호·인증 기술에 대한 수요
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정보보안 제품 시장은 1조
1,282억 원, 2015년엔 1조 5,132억 원이 예상된다(한국인터
넷진흥원, 2012. 1). 단순 물리적 보안에서 다양화·고도화·
지능화되는 보안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융합보안과 관
련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⑥ 가상화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의 복잡성과 운영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고 있다. 가상화 기술은 서버, 스토
리지, 네트워크,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로 구성되며,
8) IBM OS/390(메인프레임) → Microsoft WindowsOS(PC) →

서버 가상화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센터 비용절감과
서버 활용도 제고를 위한 필수 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IT 인
프라스트럭처 전반의 통합 기반 기술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스토리지 가상화는 비즈니스 연속성, 재해복구, 인프라와 데
이터 보호를 위한 스토리지 고가용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는 애플리케이션 성
능 향상, 업무처리 프로세스 단순화, 비용 절감, 도입 기간 단
축, 관리 편의성 증대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⑦ 모바일오피스·MEAP 등 모바일 솔루션
스마트기기 확산 및 기능 고도화, 이동 업무 증가에 따른 업무
효율성 증가가 주 목적이며, 특정 OS에 대한 모바일 오피스의
종속성 탈피 요구에 따라 증대되고 있다. 메일·전자결재·
그룹웨어 등의 솔루션에서 현장 중심의 기업 핵심 애플리케이
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MEAP, 모바일 기업 환경 구
축을 위한 수단에서 애플리케이션 관리 영역으로 확장될 것으
로 예상된다.
⑧ 차세대 웹브라우저(HTML5, 하이브리드웹 등)
액티브X, 플래시 등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면서 호환성의 문
제가 발생함에 따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용과 유비쿼터스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세대 웹브라우저로
HTML5가 주목받을 예정이다. 데스크탑에서는 구글 크롬, 모
바일 브라우저는 Meego가 가장 높은 HTML5 지원 수준을 보
이고 있다(The HTML5 Test, 2011. 11). HTML5와 차세대웹
기술은 멀티 디바이스와 N-Screen 지원을 위한 유일한 대안
으로서 새로운 웹과 앱의 개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
며, 새로운 수익 모델로서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기술로 부각
되고 있다.
⑨ SW개발생산성, 테스팅 등 SW공학기술
SW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SW의 정밀도·안정성과 같
은 질적인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W
공학은 개발부문(요구사항·분석/설계·구현·테스트)과 관
리부문(형상관리,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도구 및 기법, 품
질관리, 정량적 관리) 등 총 10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SW공학
주요 영역별 국내 수준은 대체적으로 55점~70점 사이의 수
준으로 프로세스, 도구 및 기법, 정량적 관리 영역에 대한 혁
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⑩ 스마트 테크놀로지(지능형로봇/차량/교통, M2M 등)
이종 산업 간 컨버전스가 확산되면서 컨버전스를 가능케하
는 핵심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효율성과 생산성,
고부가가치 및 신시장 창출이 강조되면서 스마트테크놀로지
가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지능형로봇의 경우, 교육·의
료·실버·국방·건설·해양·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

iOS·Android(모바일,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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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스마트 자동차의 경우 지능형 차량 시스템·인
포테인먼트·커넥티드카 기술이 융합되어 스마트카로의 기술
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테크놀로지와 관련
된 IT융합 국내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5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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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ail)의 확대, 패키지(On Promise)에서 On-Demend 기
반의 SaaS로 변화, 패키지SW 기업 중심의 오프라인 채너널
에서 개발과 유통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SW와 서비스의 플
랫폼 등장(앱스토어·마켓플레이스)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직
면해 있으며, 매년 새로운 비즈니스, 기술 이슈가 등장하고 있
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 패
러다임의 급속한 변화를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과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SW 산업은 OS 중심에서 SW·서비스 플랫폼으로
웹 중심으로 변화, 대기업 중심에서 소비자(중소기업) 시장

·IDC, EMC,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부상 :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 2011
·NIPA, 2012년 10대 SW 비즈니스 및 기술 이슈, 2011. 11
·IT Market Outlook-2012년 IT 전망, 2011.12
·SW산업 주요 통계, 2012.3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통계서비스 http://trass.kctdi.or.kr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Gatner http://www.gartner.com
·IDC http://www.id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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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의 범위는 단순 제품으로만 인식되던 과거와는 달리
지식서비스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구매 패턴
또한 단순제품 구매에서 제품과 결합된 지식·서비스 구매로
구매 패턴을 변화시키며 SW 산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향후 산업과 기술이 융합되는 현상과 SW 산업의 서비스화 추
세가 맞물리면서 SW 적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
다. 이에 2012년 시장은 5.1% 정도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
며, 국내 시장의 확대 뿐만 아니라 생산은 5.1%, 수출은 6.5%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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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시스템반도체는 일반적으로 메모리반도체와 기타 반도체를
제외한 영역을 말하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시스템반도체
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반도체통계기구(이하 WSTS1))에 따르면 시스템반도
체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약 60%, 비메모리반도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
으로 전망된다.
시스템반도체는 시스템의 핵심기능을 하나의 칩에 집약한 반
도체를 의미하는 SoC(System on Chip)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시스템에 필요한 논리 회로, 데이터 전환, 메모리 등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시스템 크기 최소화, 제조비용 절감, 다양한 복
합기능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 시스템반도체 기술은 고도의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복합적으로 요구하기 때
문에 기계, 화학, 물리 등의 과학기술과 산업현장의 경험이 융
합된 성격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
유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
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메모리반도체 산업과 시장구
조, 사업구조, 핵심 경쟁력 등에서 대조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
문에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서는 메모리반도체 산업과는
다른 접근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표> 시스템반도체 주요 개념

구분

특징

아날로그 IC는 연속적인 자연 신호 (전파,전기,온도,소리
등)를 다루는 기능을 하며 전력관리, 신호 감지/해석/변
환 등의 용도로 활용됨. 아날로그 IC는 디지털 IC(마이
아날로그 IC
크로 컴포넌트 IC, 로직 IC들)보다 빠른 속도를 보이지만
데이터 손실률, 크기, 가격, 논리 연산 들 여러 면에서 뒤
쳐진다는 단점이 있으며, 최근에는 ASIC/ASSP로 제작
되는 비중이 높음.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CPU)를 가리키며,
MPU
주어진 명령을 처리(연산 및 제어)하는 기능을 함
MCU는 MPU와 유사하지만 내부에 메모리나 간단한 운
영체게 등을 내장하고 있어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다는
MCU
점에서 구별되며 주로 가전제품, 자동차, 통신 단말기 등
마이크로
의 제어 기능 용도로 활용됨
컴포넌트 IC
DSP는 디지털 신호처리에 특화된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주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해석하
DSP
는 수학적 연산을 수행함. 최근에는 ASIC/ASSP로 제작
되는 비중이 높음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는 LCD, PDP, OLED와 같은 디스
플레이의 전자 이미지를 다루는 IC로 물리적인 디스플
Display
레이 신호를 다루는 "드라이버(driver)"와 디스플레이를
Driver
제어하는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컨트롤러(controller)"를
로직 IC
모두 포함
PLD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하여 손쉽게 프
PLD 로그래밍 할 수 있는 IC로, 프로그래밍 수준과 방식에 따
라 FPGA, CPLD, PAL 등으로 세분화됨
ASIC
특정한 논리회로를 가지고 있는 주문형 IC로 특정 제품
(Application Specific
또는 최종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설계됨
Integrated Chip)
ASSP
ASIC과는 달리 로직이 표준화되어 비교적 넓은 시장이
(Application Specific
형성된 주문형 IC
Standard Product)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
SoC(System on
IC로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입출력 장치, 아날로그
Chip)
컨버터, 전력반도체 등의 다양한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 Insightplus(2010)

Ⅱ. 시스템 반도체 산업동향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반도체와 비메모리반도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메모리반도체 중 광반도체, 센서, 개별소자 등의 기
타반도체를 제외한 집적회로(IC)를 시스템반도체로 분류할 수
있다. 시스템반도체는 장치(device) 종류에 따라 크게 아날로
그 IC, 마이크로 컴포넌트 IC, 로직 IC로 구분되며, 시스템반도
체 관련 주요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IT HW 중심의 성장이 예상된다.

시스템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와 다른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데 이러한 장점은 시스템반도체 산업
을 육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유익을 잘 설명해 준다.
<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장점

구분

안정성

수익성

1) WSTS(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 : 세계반도체통계기
구. 반도체 시장 현황 및 전망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업으로
회원사들의 정보를 토대로 1년에 두 번 세계시장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국민
경제성

내용
- 시스템반도체는 비교적 소규모 투자를 통해 전문성을 가진 제품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
- 반면, 메모리반도체는 지속적인 대규모의 선행투자가 필요하며
만약 예측하지 못한 경기변동이 발생할 경우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음
-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2008~2009년 세계 경기 침체기에도 비교
적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기록한 반면,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크게
감소하였음
-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2007~2012년 연평균성장률(CAGR)은
4.6%로 메모리반도체의 2.3%를 크게 상회함
- 시스템반도체 육성은 반도체 산업의 중소기업 비중 증가 및 빠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소기업 위주인 국내 팹리스 기업의 2004~2009년 고용증가율은
18.2%로 메모리 반도체 위주인 IDM의 증가율인 7.0%보다 높음
- 2009년 기준 주요 업체들의 매출액 10억 원당 고용인원도 시스
템반도체 분야가 3.23명으로 메모리반도체의 1.05명보다 높음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0.6).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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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입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 중국(홍콩)시장5) 을 주력
시장으로 하고 있으며 MediaTek과 같은 시스템반도체 업체의
저가 제품 전략이 유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과
일본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아 수출액과 수
입액이 모두 크게 감소하였으며, 중국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액
은 세계적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소폭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소폭 감소하여 2011년 -224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하였다.
<표> 주요국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입 현황

국가

<그림> 반도체 시장 성장 추이

미국

중국

2010
294
24.2%
177
34.9%
117
210
24.3%
132
24.2%
78
393
27.5%
262
34.1%
132
214.4
23.9%
1.223.3
24.3%
-1.009

2011
272
-7.5%
236
33.4%
36
193
-7.7%
132
0.2%
62
446
13.5%
276
5.3%
171
232.1
8.3%
1.354.0
10.7%
-1.122

T E C H N O L O G Y

< 메모리반도체 >

2009
236
-23.9%
131
-13.4%
106
169
-21.4%
106
-22.5%
63
308
-11.3%
195
-26.9%
113
173.1
3.0%
984.1
-7.7%
-877

G R E E N

대만

금액
수출
증가율
금액
수입
증가율
무역수지
금액
수출
증가율
금액
수입
증가율
무역수지
금액
수출
증가율
금액
수입
증가율
무역수지
금액
수출
증가율
금액
수입
증가율
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2008
311
0.5%
151
0.2%
160
214
-5.2%
137
-2.3%
78
347
-0.4%
267
-2.3%
81
168.1
1.8%
1.066.4
3.5%
-898

&

일본

구분

S M A R T

2011년 반도체 시장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PC,
TV 등 IT 내구재의 소비감소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는 침체
되었고, 시스템반도체는 부진한 실적2)을 기록하였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등 선두업체를 중심으로 미세 공장 확대
에 따른 공급과잉과 PC 시장 침체로 인한 수요부족으로 시장
이 급격히 위축되어 2011년 3분기에는 -22.1%까지 성장률
이 하락3)하였다. 또한 시스템반도체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PC 등 정보기기와 TV 등 디지털
가전의 수요 부진으로 인해 43.5%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2010년 1분기와는 달리, 2011년 3분기에는 4.5% 수준으로
둔화되었다.4)

<시스템반도체>
자료: iSuppli, 2011.11.

2011년 3분기 시스템반도체 실적 집계 결과, 우리나라의 시
스템반도체 매출 증가율은 2009년 3분기 이후 9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선전하였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반도체 시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등 국
내 업체의 시스템반도체 매출은 2011년 1분기 55.1%, 2분기
30.5%, 3분기 47.2% 증가하며,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
쟁국의 매출액 성장률을 압도하였다.6)

I N N O V A T O R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2.3)

해외 주요국의 시스템 반도체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대만
은 2008~2011년 기간 동안 무역흑자가 약 80억 원 증가하
여 다른 국가들과 차별되는데, 이는 대만이 경기침체 시기에

2) 2011년 주요 반도체 시장은 PC 수요 감소와 공급과잉에 따른 단
가하락으로 -0.1%(Gartner)~1.2%(iSuppli) 성장률을 기록

5)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입시장(2012년 1,354억 달러)을 가지

3) 메모리반도체 성장률(%) : ('10.1Q)118→(4Q)2.9→(11.1Q)

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약 절반에 해당

-2.0→(2Q) -14.8→(3Q) -22.1
4) 시스템반도체 성장률(iSuppli) : ('10.1Q)43.5→(4Q)13.6→(11.1Q)

6) 2011년 시스템반도체 분야별 세계 시장 성장률(iSuppli, 2011.9) :

9.7→(2Q) 3.4→(3Q) 4.5

Microcomponent(9.6%), Logic(2.0%), Analog(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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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M A R T

<그림> 2012년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자료 : iSuppli, 2011.11
<반도체 시장 규모 및 성장률>

국내 시스템반도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0년 4분기에 3%를 돌
파한 후, 2011년 3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1.2%p 상승한 4.1%를 기
록하였으며, 2011년 3분기 4.7%(2010년 3분기 4.9%) 수준에 머무
른 대만과의 격차를 축소하였다.
<그림> 우리나라의 시스템반도체 세계 시장점유율

<수요 분야별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자료 : Gartner, 2011.12

G R E E N

T E C H N O L O G Y

I N N O V A T O R

<그림> 시스템 반도체 국가별 매출액 성장률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0.6). 일부 수정

국내 반도체 전체 생산은 2011년 61.1조 원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하였으나, 시스템반도체는 2.8조 원으로 13.3% 상
승하였다. 특히, AP(Application Processor) 등의 모바일 반도
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D-TV, 자동차용 반도체 등
으로 외연을 확대하였다.
2011년 반도체 수출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501.2억 불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시스템반도체는 모바일 AP와 CIS,DDI 등
의 제품 출하 확대, 파운드리 물량 증가 등으로 사상 최대치
인 190.9억 불로 전년대비 18.6% 상승을 기록하였다. 이는
2006년 181억 불 수출 이후 최대치이며, 시스템반도체 수출
이 처음으로 D램을 추월하였다.

특히 2012년 국내 반도체산업은 메모리반도체 시장 지배력
강화, 시스템반도체 성장 토대 구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
며, 시스템반도체는 모바일 AP, CIS, DDI 등에서 경쟁력을 제
고하고 컨슈머 디바이스용,자동차용,아날로그 등으로 반도체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국내 반도체 생산은 시스템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로 전년대
비 3.8% 증가한 63.4조 원, 수출은 4.7% 증가한 524.8억 불
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생산은 모바일용 시
스템반도체(AP, CIS, DDI, ASIC 등) 수요 증가, 파운드리 물량
확대에 힘입어 10.5% 증가한 14.1조 원, 수출은 8.3% 증가한
206.8억 불을 기록할 전망이다.
<표> 국내 반도체 생산 및 수출 전망
(단위: 조 원, 억 불, %)

2012년 반도체 시장은 유로존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2.2% 성장한 3,088억 불에 그칠 전
망이다. 주요 반도체 수요 분야로는 822억 불 시장 규모의 통
신 분야로 스마트폰 등을 중심으로 5.2% 성장할 전망이나 TV
등 가전 분야(464.2억 불)는 0.9% 감소하고, PC,서버 등 정보
처리 분야(1,262.0억 불)는 2.0%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시스
템반도체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 소요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4%대의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다.

반도체
생산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2012E

연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61.3

48.6

61.2

-0.2

63.4

증감률
3.8

35.4

55.5

32.7

-7.6

32.8

-0.9
10.5

11.3

17.9

13.0

15.0

14.1

507.1

63.4

501.5

-1.1

524.8

4.7

메모리반도체

268.3

6.9

235.3

-1.1

239.0

-1.4

시스템반도체

160.9

30.9

199.6

24.1

206.8

8.3

반도체
수출

2011

2010

구분

자료: NIPA, 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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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SWOT 분석
가. 강점(Strength)

자동차, 조선, 의료산업과 같은 전통산업에서의 IT융합 현상,
스마트폰/태블릿PC와 같은 고부가가치 모바일 기기의 확산
으로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특히 PLD, PMIC 등의 시스템반도체는 향후 전체 반도체
산업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스템IC 2010
(1998~2010)

시스템IC 2015
(2011~2015)

육성목표

기반조성(기초기술 확보)

스타 팹리스 10개 육성

라. 위협(Threat)

지원규모

소형 R&D(40개 과제
평균 5억원)

대형 R&D(과제당 평균
20~40억 원)

지원수단

R&D 중심

R&D + 수요연계
+ 대형화

연구방향

기초기술 개발

시장수요 중심 상용화
기술 개발

대상기술

주변 칩

핵심 칩

대상품목

전 품목 대상

휴대폰, 디지털TV,
자동차 상용기술 개발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였지만 시스템반도체
는 메모리반도체와는 다른 산업구조를 갖기 때문에 시스템반
도체 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표
적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업체인 Intel, TI, Qualcomm 등은 핵
심 시스템반도체인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을 바탕으로 메모
리까지 통합한 차세대 모바일 SoC를 출시하는 등 시스템반도
체 분야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기술개발 및 마
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추진방식

기업, 학교, 연구소
개별신청

개별신청 & 수요기업설계-파운드리
컨소시엄

자료 : 지식경제부, 한화증권 리서치센터, 2011

나. 약점(Weakness)
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는 소프트웨어(팹리스)와 하드웨어(파
운드리)의 조화가 요구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
업 구조는 수직계열화된 IDM 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시
스템반도체를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취약하다. 미국,
일본, 대만 등 시스템반도체에서 앞서가는 국가의 팹리스와
파운드리 업체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I N N O V A T O R

구분

T E C H N O L O G Y

또한 메모리반도체 산업과 같은 수십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투자 없이도 아이디어와 설계 기술, 특화된 반도체 IP를 개발
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자본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중소규모의 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특히 지구온난화, 고령화 사회 진
입 등의 사회적 이슈는 각각 친환경 SoC 부문, 바이오칩에 대
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G R E E N

<표> '시스템 IC 2015' 지원대상 과제

다. 기회(Opportunity)

&

또한 3세대 이상의 이동통신, IPTV, DMB 등 새로운 기술에 대
한 국내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초기시장 확보가 용이하며, 시
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의지가 매우 높다. 특히 글
로벌 시스템 반도체 수출기업 육성을 목표로 2012년부터 추
진되는 정부 주도의 ‘시스템 IC 2015' 사업은 상용화와 시장수
요 중심의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원분
야도 휴대폰, 디지털TV, 자동차 3개 핵심분야로 집중되며 과
제당 지원금액도 평균 20~40억 원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기
대된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핵
심적인 원천기술 및 부품/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이 뒤처짐은
물론 핵심 분야인 설계 부문의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메
모리반도체와 일부 시스템반도체(디스플레이 드라이버, 휴대
폰 카메라 모듈 등) 품목에만 기업 활동이 집중되어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그 밖의 시스템반도체(PLD,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 전력반도체 등) 시장에서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S M A R T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쌓은 미세회로설계 및 공
정기술을 바탕으로 모바일 SoC 개발역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LG전자는 디지털 TV용 SoC 개발에 주력하여 상당한 기술력
을 축적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팹리스 업체(실리콘웍스, 엠텍비
전 등)들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모바일용 멀티미디어 칩 등
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미세회로공정 기
술, 반도체설계자동화(EDA) 기술, 초미세 공정 등을 이미 보유
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빠른 시
간 내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요 제
품(휴대폰,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한 수
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시스템반도체 개발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업체로 성장한 반면 국내 팹리스 업체와 파운드리 업
체는 기술경쟁력과 규모면에서 크게 뒤쳐지고 있다.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품목에 대
한 국내 업체 경쟁력은 미국, 유럽의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크
게 뒤처지고 있으며 특히 원천기술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만과 중국의 협력 분위기가 조성
되면서 대만의 기술과 중국의 자본이 결합하여 시스템반도체
육성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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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SWOT

도체 산업의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업체
의 분화를 촉진하고 있다.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쌓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미세회로
설계 및 공정기술
- 일부 팹리스 업체(실리콘웍스
등)들의 두드러진 성장세
- 시스템반도체가 사용되는 휴
대폰, 디스플레이 등 완제품
에서의 높은 경쟁력
-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높은 정부 의지
- 3세대 이상의 이동통신, IPTV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국내
시장 보유

- 소프트웨어(팹리스)와 하드웨
어(파운드리)의 조화가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는 산업구
조
- 국내 팹리스, 파운드리 업체
의 취약한 기술경쟁력 및 영
세한 규모
-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높은 대외의존도
- 핵심 원천기술 및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취약한 경쟁력
- 반도체 설계 분야의 고급 인
력 부족
- 일부 시스템반도체 품목에만
기업 활동이 집중되어 있음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중
심으로 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적합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
하다. 우리나라에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삼성
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한 글로벌 업체가 거의 없으며, 특히
팹리스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 따라서 팹리스
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활성화 정책, 설계인력 확보 정책, 팹
리스 기업의 규모 경쟁력 확보를 위한 M&A 정책 등이 필요하
며 특히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계한 시스템반도체 산업 네트
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첨단의 메모리반도체 생산 노하우를 활용
한 파운드리 산업 육성 전략이 요구된다.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IT융합, 고부가가치의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시스템반도체
수요 지속적 증가
- 메모리반도체 산업과는 달리
비교적 영세한 규모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고용창
출 효과가 큼
- 지구온난화 등의 사회적 이
슈는 친환경 관련 시스템반
도체 수요를 촉진
- 국내 업체들은 공정분야에서
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분야에 빠르게 진
출할 수 있음

- 메모리반도체 산업에 최적화
된 국내 산업구조로 인한 시
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
보의 어려움
-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공
격적인 기술개발 및 마케팅
-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
는 시스템반도체 유망 품목
에서 국내 업체들의 취약한
경쟁력
- 대만과 중국의 협력 강화에
따른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
화

또한 시스템반도체 유망 품목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다
양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PLD는 로직 IC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고 있지
만 아직까지 미국 업체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전압 조정기는 전력반도체의 필수 부품으로 아날로그 IC 분야
에서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
내 업체들은 전력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뒤처져 있
다.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는 최근 자동차 전장부품에 활용되
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전기자동차의 도입
과 함께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아직까
지 우리나라는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 : NIPA, 2011

Ⅳ.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
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약 3배 규모인 시
스템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며, 해
마다 50억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세계시장 점유
율이 거의 50%에 도달한 메모리 분야에서는 시장점유율 확대
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며 메모리반도체 집적기술 측
면에서도 머지않아 기술적 한계(20나노 이후)에 도달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어, 집적기술 향상 및 대규모 투자에 의존해왔
던 메모리 산업은 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또한 메모리반도체 산업은 수출확대에는 크게 기여해왔지
만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 등에서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
은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메모리반도체와는 다
른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메모리반도체 산업과는 달리 응용분야별로 특화된 시
장이 존재하고 팹리스 업체를 중심으로 한 중소벤처기업형 사
업구조가 나타나며 대규모 자본투자보다는 우수한 설계인력
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 기능 개발이 중요하다. 또한 시스템반

40

ETRI 기술예고제 교수.indd 21

2012-08-24 오전 11:32:28

<참고문헌>

&
G R E E N

·WSTS http://wsts.org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통계서비스 http://trass.kctdi.or.kr
·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http://www.ksia.or.kr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http://www.sia-online.org
·SEMATECH http://www.sematech.org
·Semiconductor Research Corporation(SRC) http://www.
src.org/
·유럽반도체산업협회(ESIA) http://www.eeca.eu/index.
php/esia_home/en/
·반도체종합연구소 http://www.semiconresearch.go.jp
·대만반도체산업협회(TSIA) http://www.tsia.org.tw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 http://www.csia.net.cn
·Gatner http://www.gartner.com
·IDC http://www.idc.com

S M A R T
T E C H N O L O G Y

·NIPA, KOTRA, "해외진출 전략품목-시스템반도체", 2011.12
·KOTRA/Globalwindow, "일본, 반도체 생산의 새로운 패러
다임", 2010.5.25
·Semiconductor & FPD, "FPGA/PLD 시장과 각사동향", 전자
자료사, 2010.9
·EETimes, "Analog IC market to grow 15% in 2010, says
firm", 2010.3.2
, "Five good, five bad signs for IC market",
2010.10.27
, "PLD market to grow 43% in 2010, says
iSuppli", 2010.9.23
·IC Insights, "Integrated Circuit Market Drivers 2011 Edition",
2010
·SIA(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Maintaining
America's Competitive Edge:
·Government Policies Affecting Semiconductor Industry
R&D and Manufacturing Activity", 2009.3

I N N O V A T O R

41

ETRI 기술예고제 교수.indd 22

2012-08-24 오전 11:3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