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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요약
ㄴ

우리나라 경제 발 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은 2014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휴 폰, 반도체 등 주력제품의 수출 증가로 863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 다. 이러한 

발 의 원동력으로는 정부의 선제 인 지원 정책과 기업의 투자를 꼽을 수 있으며 특히, 1960년 부터 시작된 정보화 정책과 

최근의 국가정보화와 산업융합 발  기본 계획을 통한 지원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 UN 자정부 비지수 1 , 2015년 

네트워크 비도 지수 12 를 기록하 다. 그러나 국내외 으로 불안한 경제상황으로 ICT 산업 발 의 정체기에 들어선 

요즘 세계 으로 심과 수요가 높은 ICT 융합 분야에서의 선제 인 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향후에도 무한 

경쟁의 시 에서 IT Korea 강국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ICT 융합 시장의 황과 망을 분석하고 특히, 클라우드, 3D 융합  사물인터넷 분야에 한 국내외 

시장 황을 진단한다. 세계 ICT 융복합 시장은 2020년 3조 6천억 달러, 국내 시장은 1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망되며,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우리나라가 기 단계 수 인 사물 인터넷과 3D 융합 산업 분야에 한 기술개발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미래사회의 망에 한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헬스 어, 융, 인공지능, 인체 랫폼  보안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제 이고 주도 으로 련 기술  서비스를 개발하기 해 필요한 법 제도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표제어: ICT 융합, 융합 산업, 융합 국내외 시장, 융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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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60년  이후,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경제 발

을 이루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신사업 5개년 

계획, 자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에서부터 시작하여 

최근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IT(Informa-

tion Technology)  ICT(Information and Communica-

tion Technology) 산업을 발 시키기 한 정부의 지

원 정책들이 있었다[4, 5]. 이와 함께 기업의 과감한 

투자로 우리나라 경제 발 의 추 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 ICT 산업은 2014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63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휴 폰, 반도

체, 디스 이 패 , D-TV 분야에서 IT Korea의 이

미지를 굳게 다지고 있다[6, 19]. 향후 우리나라가 ICT 

강국의 이미지를 지속 으로 유지하고, 무한 경쟁의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해서는 ICT 융합 기술, 제

품  서비스에 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시 이다. 

본 논문에서는 IT 융합의 개념과 최근 정부의 국가정

보화기본계획[5, 6]에 나타난 융합 서비스를 정리하고, 

지 까지의 IT 생산, 수출 시장을 진단하며, IT융합 산

업의 황과 망을 분석하고 세계 으로 많은 주목

을 받았던 클라우드, 3D 융합 산업  사물인터넷 분

야에서의 시장 황과 망을 분석한다. 그리고 Socio- 

Tech Matrix 분석 방법[23]으로부터 도출된 미래 사회

에서의 ICT 융합 기술  서비스를 분석하고 재의 

상황에서 우선 으로 개발하여야 할 ICT 융합 서비스

를 제시한다. 이로부터 우리나라가 재 IT 강국의 이

미지를 넘어 IT 융합 강국으로서의 확고한 치를 

다지기 해 선제 으로 개발하여야 할 IT 융합 기술

과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다

2. ICT 융합의 개념

IT( 는 ICT) 융합이란 IT의 Sensing, Networking, 

Computing, Actuating 기술이 부품 는 모듈로서 내

재화(Embedded)되어 타산업의 제품, 서비스  공정

을 신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을 

의미한다[5, 9, 13, 17, 18, 28]. 융합의 의미는 최  기

술 심의 개념에서 출발하 지만, 차 으로 산업

에 용되어 가치, 시장, 산업 심의 개념으로 확장

되고 있다. IT 융합을 진하는 요인은 IT 기술을 타 

산업분야와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신을 

가능하게 하는 창의 인 엔지니어링(기획․설계) 역

량, IT 융합 제품․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IT 부

품․모듈의 기술력, IT와 타 산업간의 력과 융합을 

진할 수 있는 법․제도․문화 등의 산업생태계로 

설명된다[18, 21, 26, 27]. 그림 1처럼, 산업의 IT 융합

의 확산도 기존의 산업 역에 IT를 목시킴으로써 

IT  타 산업의 발 을 견인하여 생산, 고용, 부가가치 

 수출 유발 효과를 창출하며, 이 때 IT는 융합시  

핵심 기술로 IT의 네트워크화, 지능화, 내재화의 특성을 

통해 기술  산업간 융합화를 진시키고 있다[18].

그림 1. ICT와 통산업의 융합

Fig. 1. Convergence of ICT and Traditional Industries

우리나라는 1960년 부터 IT 산업의 발 을 하여 

정부의 선제 인 지원 정책이 있었으며, 최근 제5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4, 5, 6, 25]에서, 그림 2와 같이 

M2M(Machine-to-Machine, 는 IoT(Internet of Things)) 

환경에서의 디지털 창조한국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 

도시, 교육, 의료, 복지, 사회, 행정, 기업 등의 분야에

서 다양한 IT 융복합의 개념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보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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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년 2014년

체 산업 ICT 비 ICT 체 산업 ICT 비 ICT

수출(증감율) 5,596(2.1) 1,694(9.1) 3,906(△0.6) 5,731(2.4) 1,739(2.6) 3,992(2.3)

비 - 30.3 69.7 - 30.3 69.7

수입(증감율) 5,156(△0.8) 808(3.7) 4,348(△1.6) 5,257(2.0) 875(8.3) 4,382(△0.8)

비 - 15.7 84.3 - 16.7 83.3

무역수지 440 886 △445 474 863 △389

표 1. ICT  체 산업에 한 수출입

Tab. 1. Export/Import of ICT and other Industries
(단 : 억 달러, %)

그림 2. 디지털 창조한국의 이미지

Fig. 2. Image of Digital Creation Korea 

3. 융합 산업의 현황 및 전망 

3.1 ICT 산업

그림 3과 그림 4는 각각 ICT 수출과 무역수지를 나

타낸다. 2013년과 비교하여 2014년에는 수출이 년 

비 2.6% 증가하여 1,738.8억 달러, 수입은 8.3% 증가

한 875.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86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 다[3, 7, 8, 16].

그림 3. ICT 수출(단 : 억 달러)
Fig. 3. ICT Export

그림 4. ICT 무역수지(단 : 억 달러)
Fig. 4. ICT Balance of Trade

사상 최 의 수출 실 을 달성한 ICT 산업은 표 1

과 같이 체 산업 수출(5,731억 달러)의 30.3% 비 을 

유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달성에 

요한 기여를 담당하고 있다[19, 24].

주요 수출 품목(반도체, 휴 폰, 디스 이 패 )

별로 보면 표 2와 같이 반도체  휴 폰 수출이 증가

하 고, 디스 이 패 의 수출은 감소하 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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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반도체 패 휴 폰 체

체 626.5(9.6) 283.8(△3.2) 264.4(6.3) 1,738.8(2.6)

국(홍콩 포함) 384.8(15.4) 193.3(△7.9) 85.7(18.3) 886.0(3.6)

미국 28.9(△0.9) 1.2(△21.6) 74.9(9.8) 168.6(3.8)

일본 18.9(△15.9) 1.4(△9.3) 15.5(△10.4) 61.7(△11.3)

EU 17.7(19.5) 31.0(8.1) 22.8(△25.9) 132.5(△1.7)

표 2. ICT 산업 주요 국가  품목별 수출 

Tab. 2. Export of ICT Industries (억 달러, %)

구 분 반도체 패 휴 폰 체

체 499.0(2.0) 97.5(7.4) 141.3(8.7) 875.4(8.3)

국(홍콩 포함) 154.8(9.5) 59.0(7.9) 33.8(11.1) 337.8(20.8)

일본 75.0(△14.4) 4.4(4.5) 22.3(2.6) 110.2(△10.5)

미국 46.1(1.1) 5.5(△6.0) 23.7(5.2) 81.8(3.7)

만 107.8(6.8) 2.6(29.7) 1.7(19.8) 114.4(6.5)

표 3. 주요 국가  품목별 수입

Tab. 3. Import of ICT Industries (억 달러, %)

로벌 수요 정체와 로컬 업체 성장에 따른 국 수출

의 부진으로 년과 비하여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나라별로 보면, 홍콩을 포함한 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ASEAN)  미국을 심으로 증가하 으나, 일본  

EU는 엔화 약세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로 수

출이 감소되었다. 

반면, 수입은 표 3과 같이 일본을 제외한 부분 국

가에서 증가하 다. 2014년 ICT 수입은 년 비 8.3% 

증가한 875.4억 달러를 기록하 다. 그 에서 휴 폰 

수입이 85.1%로 크게 증가하 고, 반도체 5.4%, 컴퓨터 

 주변기기 7.4%, 디스 이 패  0.3%로 수입이 증

가하 다[18, 19].

2015년 상반기에는 그림 5와 같이 체 산업의 수

출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휴 폰  시스템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의 증가로 ICT 수출 증가

율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림 6

과 같이 무역수지는 2015년 5월, 년도 동월과 비

하여 증가하 으며, 74.3억 달러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수출 증가율(%)
Fig. 5. Increasing Ratio of Export

그림 6. 2015년 ICT 무역수지

Fig. 6. ICT Balance of Trade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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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ICT 체
수출액 1,209 1539 1,566 1,552 1.694

증감률 -7.8 27.3 1.7 -0.9 9.1

기업
수출액 1,062 1,348 1,330 1,308 1,415

증감률 -7.9 27.0 -1.3 -1.7 8.2

소기업

수출액 148 191 236 245 279

증감률 -6.6 29.1 23.5 3.7 14.1

(비 ) 12.2 12.4 15.1 15.8 16.5

표 4. 기업  소기업 수출실

Tab. 4. Export for ICT Industries (단 : 억 달러)

그림 7. 국가별 수출 비  

Fig. 7. Export Weight for Countries

기업과 소기업의 수출 실 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19]. 소기업 IT 수출은 환율 하락 등 어려운 여

건에서 3% 의 양호한 실 을 나타내었으며, 소기

업 수출 비 은 체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실 은 과거 선진국 심에서 국, 동남아

시아(ASEAN) 등 신흥국가 비 이 차 증가하고 있으

며, 그림 7은 국가별 수출 비 을 나타낸다[6, 7, 8, 19].

Gartner[29]에서는 세계 ICT 시장 성장률을 2013년 

0%, 2014년 2.6%에서 2015년에는 3.9%를 망하고 있

다. 이는 미국 심의 완만한 성장과 스마트 기기  

서비스 확 에 힘입어 2015년 세계 ICT 시장을 완만한 

성장세로 측하 으며, 우리나라에서의 ICT 수출은 

세계 ICT 시장 성장세와 국내 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을 

기반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망된다[25, 29].

3.2 ICT 융합 산업

ICT 융합 시장을 분석하면, ICT 산업의 총 산출액 

 15% 정도가 IT 융합 산업 창출을 한 투입으로 활

용되었으며[3, 5, 10, 13, 16, 18], ICT 융합 산업의 타 

산업 기여도는 타 산업 투입액에 평균 2% 정도로 추

정된다[10, 13, 18]. 이로부터 그림 5와 그림 6과 같이 

국내 ICT 융합 산업의 규모는 2005년 33조 원, 2007년 

38조 원, 2009년 43조 원으로 평가되며, 세계 시장 규

모는 2018년도에 2008년도 규모의 7~8배 증가가 망

되고, 이로부터 2020년도의 국내 IT 융합 산업은 110

조 원 이상, 국외는 3.6조 달러 이상(2010년 비 연평

균 11.8%의 성장)의 규모로 발 할 것으로 측된다

[3, 18].

그림 8. ICT 융합 국내외 시장 

Fig. 8. Market for ICT Convergence

그림 9. ICT 융합 국내 시장

Fig. 9. Market for ICT Converge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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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IT와 자동차, 조선 등의 통 산업 간 

융합을 진해 우리나라를 IT 융합 강국으로 도약하

기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경제, 

사회 반으로 IT 융합이 확산되면서 국내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림 10은 산업별 IT 융합 시

장의 국내외 망을 보여 다[13, 18, 21].

그림 10. 산업별 ICT 융합 국내외 시장 

Fig. 10. ICT Convergence Market for each Industry

주요 ICT 융합 련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기 하

여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3D 융합 

산업  사물인터넷 시장을 분석한다. 표 5는 클라우

드시장의 국내외 규모  망을 나타낸다[2, 3, 8, 

20]. 클라우드 컴퓨 은 자동차, 조선 등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의 핵심 원천이 되고 있으

며 세계 시장은 2012년 38조 3,000억 원에서 2017년 

110조 2,000억 원으로, 국내 시장은 2012년 3,500억 원

에서 2017년 1조 2,000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망된다.

표 6은 방송, 게임, 화, 고 등의 3D 융합 산업 

동향이다[1, 4, 22, 26]. 2012년 2,376억 달러 규모의 시

장은 연평균 26% 증가하여 2016년에는 6,040억 달러

로 확 될 망이다. 이는 화나 게임 등에서 3D 시

도가 본격 으로 시작되면서 콘텐츠 시장이 3D 시장

을 주도하는 가운데,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12년과 비

교하여 31%의 성장으로 2016년에 3,454억 달러에 도

달할 것으로 기 된다. 

연도 국내(조 원) 국외(조 원)

2012 0.35 38.3

2013 0.5 48.7

2014 0.7 61.0

2015 0.8 75.6

2016 1.0 92.9

2017 1.2 110.2

CAGR 27.9% 23.5%

표 5. 클라우드 국내외 시장

Tab. 5. Market for Cloud Services

연도 하드웨어 소 트웨어 콘텐츠 합계

2012 79,891 39,726 118,059 237,676

2013 100,702 43,283 151,285 295,270

2014 130,968 47,168 208,825 386,961

2015 183,020 51,412 267,341 501,773

2016 202,569 56,049 345,401 604,019

CAGR 26% 9% 31% 26%

표 6. 3D융합 산업 동향

Tab. 6. Market for 3D Convergence Industries

(단 : 백만 달러)

연도 국내(억 원) 국외(조 원)

2012 57 29

2013 72 36

2014 103 42

2015 135 47

CAGR 26.6% 11.9%

표 7. 사물인터넷 국내외 시장

Tab. 7. Market for IoT Services

마켓스앤마켓스[6, 7]에 따르면, 사물인터넷은 표 7

과 같이 국외 시장이 2012년 29조 원에서 2015년 47조

원으로 연평균 11.9% 성장할 것으로 망되며, 국내는 

연평균 26.6%의 성장으로 1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측하고 있다. 최근 Machina Research에 의하면[6, 7, 

11, 12],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은 2022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하여 1조 2,000억 달러에 달하고, 국내 시장

은 2020년에 22조 8,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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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국내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아직 기 단계 

수 으로 이동통신사를 심으로 물류 추 , 원격 검

침 서비스, 공공서비스 등이 주를 이르고 있으며, 소

비자 시장으로는 아직까지 크게 확산되지 못한 상황

이다[9, 14, 15].

ECOsight 3.0의 연구 결과[23]에 의하면, 기술과 사

회의 불연속  변화 속에서 기술의 발  속도가 빨라

지고 기술 자체의 특성이 크게 바 면서 산업 명 이

후의 두 번째 불연속  변화로써 그림 11과 같이 인간 

지  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지능화로 인해 미래 사회

는 변화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그림 11. 기술의 발  추이 

Fig. 11. Technology Development Trend

이에 따라, Socio-Tech Matrix 분석 방법론을 통하

여 미래는 그림 12와 같이 10가지 역에서 주요 사

회, 기술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망하고 있다. 미

래 ICT 융합 사회에서 나타나게 될 10가지 주요 이슈

는 다음과 같다.

① 인간의 한계에 도 하는 인공지능

② 인체 데이터 명, 헬스 어의 변신

③ 비제조 분야를 신하는 3D 린

④ 새로운 기계들의 세상, 로

⑤ ICT를 넘어 IoT 시 의 생존 략

⑥ 인간을 향한 보안, Human Security

⑦ ICT 패권, 높은 미국과 넓은 국 

⑧ 융산업, 랜드에서 가치 제공으로

⑨ 로 과 인간의 일자리 쟁

⑩ 인체 랫폼(웨어러블에서 로그래머블)

 

그림 12. 미래 사회의 주요 이슈 

Fig. 12. Main Issues for Future Society

4. 결론

1960년 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IT 산업의 발 에는 

정부의 극 인 정책지원과 기업의 투자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IT산업은 그 생산규모가 1999

년 100조 원, 수출은 2005년 1,000억 달러를 달성하며, 

경제 성장의 주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특

히, 2014년에는 년과 비하여 수출이 2.6% 증가하

여 무역수지 86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 다. 이는 

세계 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휴 폰, 반도

체, 디스 이  D-TV 등의 IT 주력 제품들의 확산

으로 이 낸 값진 결과이다.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IT 

분야에서 강국의 이미지를 지속 으로 이어가기 해

서는 IT 융합 기술, 제품, 서비스에 한 연구와 개발

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클라우

드, 3D 융합 산업  사물인터넷 분야에서의 국내외 시

장 황과 망을 분석하고, ICT 융합의 개념을 정리하

며, 국내외 ICT 시장  융합 시장을 분석하 다. 일반

으로 체 ICT 생산의 15% 정도를 융합 시장으로 

측하며 이로부터 2020년, 세계 IT 융합 시장은 3.6조 달

러, 국내 시장은 1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망된다. 

특히, 표 인 IT 융합 서비스인 클라우드 컴퓨 은 

자동차, 조선 등과의 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2012년 

세계 시장은 38조 3,000억 원, 국내 시장은 3,5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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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은 아직까지 국내 

서비스는 기 단계 수 이나 2022년까지 22조 8,000

억 원, 세계 시장은 1조 2,000억 달러 규모가 상된다. 

지 까지 IT 융합 서비스로 여러 다양한 기술과 서비

스가 제시되었으나 세계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여 클라

우드, 3D 융합  사물인터넷과 같은 성장 가능성이 높

은 분야에 한 선제 인 기술과 서비스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Socio-Tech Matrix 방법에 의해 도출

된 헬스 어, 인공지능, 보안, 융산업  인체 랫폼 

기술면에서 미래 사회의 서비스를 선제 이고 주도

으로 제공하기 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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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Forecasting for ICT Convergence Industries

Hee S. Jang*․Jong T. Park**

ABSTRACT
ㄴ

The trade balance fo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industries in 2014 have 

reached 863 hundred million dollars as the main export products such as smart phone and semi-conductor 

increase, since the ICT industrie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conomic growth in Korea. Until now, 

the consistent supporting of government and investment of company have been doing with the growth 

of ICT industries, as a result, Korea marked as the first in the UN electronic government preparing index, 

and rank 12 in the network preparing index through the policy of national information and basic plan of 

inter-industry convergence. However, as the unstable international economic circumstances, ICT industries 

is faced with the stagnation, and then preemptive development of products and services for ICT convergence 

industries is needed to continually get definite ICT Korea image. 

In this paper, the ICT convergence industry is analyzed and forecasted. In specific,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market for cloud, 3D convergence, and internet of things is diagnosed. The market for ICT 

convergence industries is predicted to be 3.6 trillion dollar in the world, and 110 trillion won in domestic. 

From the analytical results for technology and services development, the preemptive supporting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and policy for the internet of things and 3D convergence industries is required. 

In addition to, through the future forecasting by socio-tech matrix method, the policy supporting for the 

ICT convergence area of healthcare, fintech, artificial intelligence, body platform, and human security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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