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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방적 기술혁신과 가치창출의 관점에서 융합화 혁신역량을 촉진하는 요
인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제조업 중심의 IT산업 융합화 혁신역량지수를
도출한 결과, 미국을 100으로 할 때 일본이 84, 한국이 73으로, 한국은 선
진국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영역별로 세분화해 보면, 한국의 혁신 잠재력이 가장 높은 분야는 융
합시장·고객의 니즈(융합시장 수요창출)가 89로 타 영역보다 크게 높으
며, 일본도 이 영역이 가장 높은 94를 보였다. 이것은 두 나라 모두 세계적
IT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융합수요에 대한 기업의 유연한 대응능력, 시
장의 융합제품 수용 준비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반면, 제도
및 기반 개선, 창조경영 분야는 각각 60으로 가장 낮다. 주목되는 점은 한
국과 일본이 모두 창조경영의 혁신역량이 미국보다 크게 뒤지는 점인데, 융
합시대에 중시되는 창의성, 차별성, 감성, 개방성, 유연성 등이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는 문화적·조직적 환경에서 두 나라의 준비성이 부족한 결과이다.
융합과 연계성이 강한 신산업들을 비교하면, IT산업과 지능형 자동차는
융합시장 및 고객의 니즈가 가장 중요한 융합촉진 요인인 반면, 시장 초기
단계인 바이오센서·칩, 로봇청소기에서는 융합기술 확보가 가장 중요한 촉
진요인이다. 우리나라 4개 신산업의 융합화 혁신역량은 로봇산업이 가장 높
고 그 다음이 IT산업이며 바이오는 가장 낮다.
개방적 기술혁신과 가치창출 제고를 통한 IT산업의 융합촉진을 위해서는
융합시장 수요창출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융합기술 확보 역량
의 강화, 제도 및 기반 개선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융합시장 활
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테스트베드 구축, 융합 원천기술 연구기반 구
축, 개방적 R&D체계 강화, 커브아웃 기업 활성화, 범부처 간 및 정부-업계
간 역할분담 명료화, 표준화능력 강화, 다학제 융합연구 여건의 조성, 법제
도 정비, 융합 전문인력 양성, 성과보상제도의 확산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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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산업 환경은 바야흐로 글로벌화 단
계를 지나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
한 유연하고도 신속한 대응전략 수립
이 긴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신
기술의 혁신(공급 관점)과 첨단화·
맞춤화·모바일화로 설명되는 선호도
변화(수요 관점) 등 IT산업 환경의
변화는 한층 가속화될 것이다. 단기적
으로는 IT산업 내 융합이 산업의 발
전을 주도할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는 산업 간 융합, 즉 IT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융합 현상이 확대되고 주
류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IT산업의 성장 한계에 대한 일부
의구심이 존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나는 융합화는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
가? IT산업에서 융합화는 어떤 의미
를 지니며 차세대 산업발전 방향으로
서의 융합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어
떤 전략이 요구되는가? 융합시대에
대응하여 IT제조업이 외연 확장과 더
불어 타 산업의 발전도 촉진하는 중
심역할을 할 수 있다면 산업의 경쟁
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개별 신기술이 아닌 산
업의 관점에서 IT제조업 중심의 산업
간 융합을 주요 분석범위로 하여 융
합화 현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융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의미에서 융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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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촉진하는 요인 및 이를 통한 산업
차원의 융합화 혁신역량지수를 도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전략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융합화의 이론적 배경과
혁신역량 분석
(1) 융합화 효과의 이론적 배경
융합화가 생산 측면과 소비자 후생
면에서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의 배경
을 이론적으로 보면, 우선 생산 측면에
서는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결합한
융합제품을 통해 인건비, 운영비용 및
연구개발비 등 생산요소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들은 다양해진 제품
의 종류와 결합생산에 의한 ‘범위의
경제’효과로 비용 절감, 수익성 개선
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생산 측면의
융합제품이 갖는 경제성은 추가 생산
비용 없이 복수 제품을 결합 판매하는
상품결합 효과로 일부 확인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수요 측면의 소비자 효
용증대 효과를 보면, 첫째, 상품결합
은 많은 경우 편의성과 가격할인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킨
다. 또한 복수 상품을 동시 사용하거
나 통합함으로써 개별적 사용에 비해
소비자들이 높은 효용을 얻는 경우인
보완성 융합은 보완성이 클수록 상품
결합(융합화)도 효율적이다. 둘째, 융
합화 효과는 네트워크화된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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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T 융합화의 기대 효과(종합)
기대 효과
- IT산업의 재도약 기반 마련

IT산업 내 영향

·IT산업 자체의 성장 한계 극복, 고도화·고부가가치화
- IT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분야에 긍정적 파급효과
·산업성장 및 시장활성화, 생산성 증대 등

여타 산업에의
파급 영향

- 신융합기술로 IT산업 외 다른 산업의 발전 견인
- 자체 IT 신융합산업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 수출유발
·여타 산업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 등의 유발(간접효과)
- 융합화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조·서비스산업 영역 창출

새로운 산업 창출 및
산업구조 변화

-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
·IT 융합화의 진전으로 기존 산업 간 경계구분이 모호
·산업의 +0.5차화 진전으로 2.5차 또는 3.5차 산업 등장
·산업 내/산업 간 융합화 → 네트워크형 산업구조로 변화

사회적·환경적
문제 대응

- 고령화 대비 : u-Healthcare, u-Service, u-주거환경 등
- 에너지 및 환경문제에 대비 : 고효율 차세대 전지, 친환경 선박, 차세대
자동차, 에너지 절약형 신융합 제품 등

이 증가할수록 고객 만족도도 증가한
다는‘네트워크 효과’
로 일부 설명가
능하다. 네트워크 효과는 일종의 양의
소비외부성으로 동종 제품(또는 서비
스) 구매 소비자들이 많을수록 개별
소비자들이 더 큰 효용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IT제조업 주도의 융합 기
대효과를 보면, 먼저, IT산업 내 융합
화의 영향은 기업과 산업 차원 모두
에서 긍정적 효과가 존재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산업 내 신기술 융합화
활용,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새로
운 고부가가치 제품·서비스를 개발
하거나 기존 제품을 지속적으로 업그
레이드·차별화하여 제품 가치를 향
상시킬 수 있다. 산업 차원에서는 성

숙화된 IT기술의 잠재적 한계를 극복
하고 성장 둔화에서 벗어나 재도약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
간 차원에서는 융합화가 IT산업 자체
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IT산
업의 전·후방 연관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IT산업 외 여타 산업에의 영
향에서는 첫째, 자동차, 조선 및 섬유
등 기존 전통 주력제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산
업영역인 이른바 +0.5차 산업화를 가
속화하여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것이
다. 셋째, 신기술 발전에 의한 융합화
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또는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응책을 제
공할 것이다.
200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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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IT산업의 융합화
혁신능력지수
1) 융합 촉진요인 도출
융합의 과정은 전혀 새로운 것이라
기보다 기존의 기술혁신 기반에 가치
창출이 더해지는 과정이라 볼 수 있
다. 기술혁신은 한 유형의 지식을 발
전시키고 혁신하여 새로운 유형의 기
술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융
합을 개방적 기술혁신과 고객지향적
가치창출이 혼합된 개념의 연장선으
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촉진하는
요인들은 산업의 융합화에도 긍정적

<표 2>

융합화 혁신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평가지표

제도 및 기반 개선

융합기술 확보

가치사슬 재구축
(프로세스 혁신)

창조경영

융합시장·고객의 니즈

6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술혁신의 개방성은 외부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내부자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가치창출
은 가치사슬의 재구축을 통해 새로운
시장 및 제품의 등장을 촉진하며 동
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하
게 제시해주는 기반이다.
융합화 혁신역량을 촉진하는 요인
의 선정 방법은, 일차로 개방적 기술
혁신과 가치창출의 관점에서 접근한
이론적 배경에 입각하여 제도 및 기반
개선(제도적 지원 시스템), 융합기술
확보(기술 리더십), 가치사슬 재구축
(프로세스 혁신), 창조 경영,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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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다학제 교육 시스템(학제 간 융합)
지재권(특허) 보호
개인적 보상시스템
종업원의 경험·학습 수준
원천기술, 차별적 기술 수준
글로벌 표준 선도능력
R&D 수준
제품 상용화 능력
기업 내 단위조직 간 협업
R&D 아웃소싱
R&D 전략적 제휴
제품 라이프사이클 단축에 대한 대응력
융합선도 리더십
기업문화의 개방성
신사업 인력 운영의 유연성(신사업·신제품 발굴기회 확대)
에너지절약적, 고령·환경 친화적 설계·생산 준비
시장·고객의 융합제품 수용성(예:융합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융합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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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시장·고객의 니즈(융합시장의
창출) 등 5개 영역으로 그룹화하였다.
그리고 영역별로 3∼4개의 지표를 구
성하여 5개 영역, 18개 지표를 대상으
로 IT산업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델파이 방식1)으로 이루어졌으
며, 영역별 가중치는 AHP2) 방식, 지
표별 평가는 5점 척도로 하였다.
2) 융합 혁신역량지수 개발
지수 산정을 위해 먼저 필요한 5개
영역별 가중치 부여는 델파이 방식의
AHP 기법을 통해 전문가그룹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여기
서 가중치는 IT제조업의 타 산업과의
융합 촉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중치가
높을수록 중요도도 높다고 간주된다.
먼저 가중치 조사 결과, IT제조업의
융합화 촉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영역
은 융합시장 수요창출(=융합시장·고
객의 니즈)(가중치 38%)이며, 그 다
음이 융합기술 확보(28%)로서 이들
두 영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이 밖에 제도 및 기반의 가중
치는 15%, 가치사슬 재구축은 11%,
창조경영은 8%로 각각 나타났다.
IT제조업의 융합화 혁신역량지수는

미국을 100으로 할 때 한국이 73으로
나타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일본
은 한국보다 높은 84를 나타냈다. 이
지수는 한국의 IT제조업이 미국은 물
론 일본에 비해서도 융합을 위한 혁
신역량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지수를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혁신
잠재력을 보유한 분야는 89 수준을
나타낸 융합시장·고객의 니즈(융합
시장 수요창출)로서 다른 영역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이는 우수한 IT기
술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융합 신기
술 및 신제품에 대한 시장 수용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크게 반영된 것이
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 니즈 변화에
대한 적기 대응능력도 어느 정도 갖
추고 있다고 여겨진다. 일본의 경우도
융합시장·고객의 니즈 영역의 잠재
역량이 가장 높은데, 이 결과는 한·
일 두 나라가 공통으로 세계적인 IT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융합시장
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능력, 소비자의
융합제품 수용 준비성 등에서 상대적
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융합촉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는 융합시장 수요창출 영역에

1) 동일 설문대상자에게 2∼4회에 걸쳐 조사하여 조사 때마다 전회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수정하도
록 피드백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반응을 수렴해가는 조사방법임.
2) 계층적 분석과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식은 모든 변수들을 일 대 일로 쌍대
비교한 후 이를 종합하여 변수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조사기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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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T제조업의 융합화 혁신역량지수 비교

서 한국의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가
장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따
라서 IT제조업이 주도하는 융합산업
분야에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
해서는 융합시장의 수요창출 역량을
강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융합 촉진요인으로서의 중요
성이 두 번째로 높은 융합기술의 확
보 영역에서는 한국의 혁신역량이 68
에 그치고 있어 미국은 물론 일본
(83)의 수준에도 크게 뒤지고 있다.
반면, 다른 영역에서는 모두 60∼68
수준이어서 큰 차이가 없지만 선진국
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및 기반 개선, 창조경영 분야는
각각 60 수준에 머물러 매우 낮은 수
준이다.
주목되는 점은 한국과 일본이 공통
적으로 창조경영 분야의 혁신역량이
미국보다 크게 뒤진다는 점이다. 융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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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맞이하여 중시되는 창의성, 차
별성, 감성, 개방성, 유연성 등 개인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문
화적·관리적 환경 면에서 한·일 두
나라의 준비성이 크게 부족한 데서
오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융
합시대에 맞는 창조경영이 확산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3. 산업사례로 본 융합화
촉진요인과 산업 간 비교
혁신역량지수에서 도입된 자료들을
통해 IT산업 외에 바이오, 첨단자동
차, 로봇산업 등 첨단산업의 융합 혁
신역량을 비교한 결과 산업별로 융합
촉진을 위한 요인과 역량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바이오센
서·칩 산업은 차별적 핵심기술 확보

IT산업의 융합화 혁신능력 평가와 발전전략

<그림 2>

4개 산업의 융합화 촉진 요인 중요도

가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이며, 다양한
기초기술이 요구되므로 이질적 전문
가의 협력을 유도하는 조직의 유연성
이 필수적 요소이다. 또한 시장성이
풍부하여 시장요인이 기술촉진에 미
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둘째, 전장부품의 글로벌 표준화 추
진으로 IT와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
는 지능형 자동차산업에서는 시장의
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기존 시
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로 지능형 자동차를 적극
개발하면서 융합여건이 촉진되고 있
다. IT기술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는 제휴 및 합작투자가 필요하며, 자
동차 역학과 IT기술을 보유한 융합
전문인력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로봇청소기 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 상용화 능력이 중

요하며, 주거 문화의 변화로 시장수요
가 발생하면서 융합기술의 개발 촉진
이 기대된다. 아울러 융합시장의 저변
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핵심/원천기술
개발로 시장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신기술 산업 간 융합화 혁신
역량을 비교해 보면, 신기술 산업 간
에는 산업구조와 시장단계의 상이로
인해 촉진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다
르게 나타나고 있다. 어느 정도 산업
기반이 구축된 IT산업과 지능형 자동
차는 융합시장 및 고객의 니즈가 가
장 중요한 융합촉진 요인이다. 반면,
시장 초기단계에 있는 신산업인 바이
오센서/칩과 로봇청소기에서는 융합
기술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 4개 산업의 융합화 혁신역
량을 종합 평가해보면, 로봇산업의 역
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IT산업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오는
200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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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요 산업별 IT투입 비중의 변화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0년, 2003년.
주 : 2000년 대비 2003년 각 산업의 중간투입에서 차지하는 IT관련 기기와
서비스의 투입 비중의 변화.

상대적으로 융합화 역량이 낮은 수준
에 머물러 있다.

4. 융합시대에 대응하는 IT산업
발전비전 및 전략
(1) IT산업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관표에 의거, 2000년 대비
2003년 산업별 IT기기·서비스의 중
간투입 비중의 변화를 보면, 융합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
차, 조선, 기계, 바이오, 광학산업 등
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IT제조업과의 융합기회도 그만큼 높
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 및 부분품의 경우 중간투입에서
차지하는 IT기기·서비스의 비중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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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762%에서 2003년 2.206%
로 0.44%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3> 참조).
현재 IT산업과 융합형태로 나타나
는 산업의 명확한 분류가 없기 때문
에 IT 융합산업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IT산업이 주도하는 융합화에 대한 간
접적인 파급영향을 파악하는 방법으
로 IT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경
제적 효과를 측정해 보았다. 이를 통
해 IT산업이 다른 산업과 결합하는
데서 오는 파급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T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2003년
235조 원으로 전체 생산유발액의 약
14%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에 가서
는 45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IT산업의 성장에 따라 여타 산

IT산업의 융합화 혁신능력 평가와 발전전략

<표 3>

IT산업의 파급효과(종합)
단위 : 십억 원

IT산업에
의한
전체효과

다른
산업에의
간접효과

200000

200300

200600

200800

201000

201500

202000

생산
유발효과

196,828

235,365

295,669

325,354

358,020

454,763

542,730

부가가치
유발효과

122,329

151,245

216,498

238,234

262,153

332,991

397,404

수출
유발효과

74,460

91,698

147,242

162,025

178,292

226,470

270,277

생산
부가가치
수출

62,250
46,983
6,463

76,975
59,242
8,226

96,697
84,801
13,209

106,406
93,315
14,535

117,089
102,683
15,994

148,728
130,430
20,316

177,498
155,660
24,246

업(비IT산업)에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증가액은 2003년 77조 원이며, 향
후 2015년에는 약 149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IT산업의 수
출유발효과는 2003년 92조 원이며 IT
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친 간접 수출유
발액은 2003년 약 8조 2,26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2015년에는
IT산업에 의한 간접 수출유발액이 20

<그림 4>

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IT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크며 궁극적
으로 융합분야에서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경
제성장 동력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
는 IT산업은 2010년 이후에도 자체
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융합분야에서

IT산업에 의한 비IT산업의 간접 생산 및 수출유발액

2008년 2월

11

특

집

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IT 중심의
새로운 융합산업을 창출하고 다른 산
업에도 상당한 파급영향을 미칠 것으
로 전망된다.
이처럼 높은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
는 IT부문이 비IT부문과 결합 또는
융합될 경우, 여기서의 분석결과보다
더 높은 긍정적 파급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IT 중심 융합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가 출현하면서 기존 영역을 대체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IT 주도 융합화의 긍정적 파
급효과는 이러한 부정적 측면의 파급
효과를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2) 한국 IT제조업의 발전비전
1) 산업의 융합화 기대감
융합화는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트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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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드로서 미래의 산업표준이자 글로
벌 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기
대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융합화 속도가
기대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상존하는
데, 이는 합리적 가격, 적정규모의 시
장형성 부진, 와해성 기술의 등장 지
연, 시장과 기술 간의 괴리 존재 등이
융합화 도래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융합형 신산업으로 IT산업이 다른
산업과 결합할 경우 강력한 전후방
연관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기존
수요 대체와 신규 수요 발생 등 대규
모 수요증가 효과도 기대된다. 융합은
성장 한계에 직면한 IT산업이 다른
산업분야와 결합하면서 라이프사이클
을 이동시켜 주는 가교가 될 것이다.
융합은 그 자체가 산업의 목표가 아
니라 발전 과정의 큰 흐름이지만, 융
합 트렌드에 기술적·전략적으로 적

융합 이전·이후의 산업 성장곡선 변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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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대응한다면 산업의 발전 곡선은
상향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IT산업
내에서도 성숙단계 업종은 그대로 쇠
퇴기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융합
을 적극 활용하고 대응한다면 상당기
간 성장 곡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
을 것이다. 또한 성장업종은 더 높은
성장곡선으로 상향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산업발전 비전
융합은 IT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데로 모아지고 있다. 장
기적으로 보면, IT기술이나 제품은
지금과 같은 독자적인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기본 인프라이거나 플랫
폼의 하나로 활용되면서 융합의 대상
이 되는 산업의 기술과 제조공정에
내장(embedded)될 것이다.
그럼 한국적 여건은 융합시대에 적
합한가? 이에 대해서는 창의력 존중
분위기, 충분한 개인보상 제도, 개방
적 기업문화, 조직 간 원활한 협업 시
스템, 교육 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주
요 선진 경쟁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융합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산업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국 IT산업은 융합시
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가? 디지털
시대의 수혜자였던 IT제조업이 융합

시대에도 수혜자가 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
수한 디지털 기반기술의 확보를 지렛
대로 한 첨단기술 분야와의 조화, 기
술적 돌파 역량(융합형 원천기술)의
보유, 제도적 미비점의 유연한 개선,
융합화의 한 축을 형성할 강력한 중
소기업 기반조성 등 중요한 몇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IT산업이 차지하는 국내위상과 다
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IT산업이 지향해야 할 비전은 IT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다른 산업의 발전도 촉진시키는 목표
가 되어야 할 것이다. IT산업의 비전
은 기술순응 시대에서 기술융합 시대
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융합 신산업의
선도자가 되는 것이다. 축적된 IT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IT산
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미래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다.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는 크게 첫
째, 세계적 융합 신산업의 테스트베드
위상 확립, 둘째, 우수한 IT산업 기반
을 지렛대로 활용한 글로벌 플래그십
(Flagship) 융합제품 스펙트럼의 강
화, 셋째, IT산업의 융합 신산업 전체
의 혁신 견인 및 이를 통한 산업 전체
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주도 등이다.

(3) 융합시대의 발전전략
선진국은 BT, NT와 같은 신기술
200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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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로 IT기술에 접목하는 능력과
활용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원천기술
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기술혁신의 변
화에 따라 기회 및 위협요인이 혼재
되어 있다. IT 융합기술은 국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성장성이 좋은 반면, 일
본 등 선진국과의 기술력 격차가 상
존하고, 중국의 급격한 성장이 위협요
인이 되고 있다. 개방적 기술혁신과
가치창출 제고를 통해 IT산업 주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융합수요
창출, 융합기술 확보, 그리고 제도 및
기반 개선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전략과제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제도 및 기반 개선 관점에서는
학제 간 융합연구 여건 조성, 법제도
의 정비, 융합분야의 R&D 프로세스
확립, 융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 지
속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정보교류
투자환경 조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
융합기술 확보 관점에서 보면, 부처
간 일원화된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
개방형 연구개발체계 강화, 대학 간
공동연구소 설립을 통한 대학의 융합
기술 협력모델 구축 등 원천기술 확
보를 위한 연구기반 구축이 가장 중
요하며 커브아웃(curve-out) 기업3)의
활성화, 부처 간 및 정부·민간 역할

분담과 조정, 협력방법의 전략적 유형
화를 통한 융합분야 선진국과의 국제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가치사슬 재구축 관점에서는, 조직
간 협업 활성화와 수평적 분업확대
등을 통한 이업종 간 생태계 시스템
구축 및 조직 내 협업 시스템 강화,
이업종 간 R&D 제휴의 강화, 연구개
발의 제휴 및 아웃소싱 촉진을 위한
융합분야 연계형 광역클러스터 구축
등이 요구된다. 창조경영 관점에서는,
위키노믹스형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
의 개방성 확대, 이질적 전문가 간 협
력을 촉진하는 조직의 유연성 강화를
통한 융합 전문인력의 육성 외에 세
계적 권위의 융합산업 전시회 육성과
대학생 경진대회, 융합 학술대회, 융
합 아이디어 국제공모전 등 융합산업
기반 강화도 중요하다.
융합수요 창출 및 대응 관점에서는,
신기술·시장 정보 파악기능의 글로
벌 차원 재구축, 제품반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융합시대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시장전략체계
구축, 융합 시범사업과 테스트베드 구
축 등 전략사업의 추진 등을 적극 모
색하여야 할 것이다.

3) 모기업이 일정지분을 출자하여 새로운 목적의 기업을 직접 설립하는 형태로서 사내 벤처와 분
사(spin-off)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창업모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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