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 세계는 지식

정보 혁명, 로벌 경제

체계에 따른 세계 경제

의 불확실성 증 와 중

국의 급부상 등에 따른

우리 주력산업과의 경

쟁격화로 우리경제의

미래에 불안감이 확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

부에서는 국민소득 2만

불의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차세 성장 동력을

발굴하 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성장을 주도해 왔던 IT 산업은 반

도체, 이동통신 단말기 등 특정 종목에 한 의존도가

높고, 중국 등 후발 경쟁 국가들의 추격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는 차세 이동통신, 디지털 TV, 지능형 로봇, 차세

PC,  IT SoC 등 지속적인 경쟁우위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IT 9 차세 성장 동력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 습니다.

IT 차세 성장 동력의 집중 육성을 통해 2007년에

는 생산 400조, 수출 1,000억불 시 를 개막함으로

써 국민소득 2만불 시 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IT SoC 분야의 성공여부가 매우 중요한 관

건이기 때문에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심혈을 기

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최

고의 경쟁력 확보 및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최첨단 IT서비스가 보급되어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IT SoC 설계 원천기술 및 IP 확보가 취약하고

메모리, LDI(LCD Driver IC) 중심으로 시장이 편중되

어 있으며 국내의 첨단 파운드리 서비스가 지연되는

약점도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은 설계,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등 세부 전문화 추세로 발전하고 있으며 차세 정보

기기의 시장 점유율이 확 되고 디지털 기기의 융합

(Convergence)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선

진 반도체 기업간 제휴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의 급성장과 함께 표준경쟁 등 시장의

불확실성 증 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르러 IT 산업은 NT, BT 등과 융합하면

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IT SoC 분야가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여부는

IT SoC산업의 성패로 가늠될 것입니다. IT SoC

Magazine 발간을 계기로 IT SoC 산업이 한층 더 도

약하길 기 하며 IT SoC/IP 분야에 한 구심점을 형

성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IT SoC Magazine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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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oC Magazine이 우리나라 IT SoC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IT SoC 산업의 비전과

추진전략에 해 산∙학∙연∙관 전문가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IT SoC산업 발전의 문을 여는 IT SoC Magazine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IT SoC산업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I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부가가치 제고 및 새로운 경쟁 원천 창출을 위한 국가의

IT 핵심 전략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IT Soc분야의 경쟁력 확보 없는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Broadband IT Korea' 건설은 사실

상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메모리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세계 반도체시장의 66%에 달하는 SoC분야에서는

겨우 2%만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IT가 수출효자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IT부품 산업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메모

리와 디스플레이 등 일부 품목에 한 해외 의존이 과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력품목의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략적 기술개발과 효율적 산업화를 위

한 민간과 정부의 긴 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IT 차세 성장동력 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산∙학∙연∙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IT SoC 분야에서도

설계회사 중심의 ASIC 설계회사협회(ADA협회)를 IT-SoC 협회로 확 ∙개편 하 습니다.

IT SoC산업의 효과적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IT SoC/IP분야에 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및

IT SoC 관련 시장동향과 기술 분석, 관련 업체동향, IT SoC 관련 행사 등을 소개하는 IT SoC Magazine를 발간하게 된 것은 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IT SoC Magazine 발간하면서 우리나라 IT SoC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한 IT SoC산업의 비전과 추진전략에

해 산∙학∙연∙관 전문가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IT SoC Magazine에 제시하시는 고견들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 되어 IT SoC 산업 발전을 위

해 적극 활용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IT SoC Magazine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으로서 우리나라 IT SoC 산

업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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