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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TV산업의 최근 동향과 성장잠재력
이 경 숙
(부연구위원·디지털경제실)
ekslee@kiet.re.kr

〈요

약〉

우리나라는 디지털TV방송의 인프라 구축면에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고 있어 제품개발과 수요창출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월드컵을 계기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수출에
서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 디지털TV산업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양강체제
로서 상호 경쟁을 통해 산업발전을 주도해 가고, 디스플레이산업에서 세계
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급속한 내수 창출이 이루어지고, 세계시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오퍼레이션 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며, 주요 핵심부품의
국내조달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반
면, 여전히 주요 핵심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원천기술 부족으로 인한 특
허료 부담이 크며,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추격이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
이다.

1. 디지털TV, 차세대 성장동력
품목으로 급부상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1980년대에는 반도체, 1990년대에는
CDMA가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면,
2000년대에는 디지털TV가 이러한 성
장동력으로서 경제성장을 주도할 품목
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TV는 과
거 아날로그TV에서와 같은 단순한
TV수상기 제조산업이 아니라, 방송의

디지털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네트워크와 콘텐츠,
부가서비스를 다양하게 융합·복합·
결합시킨 상품과 서비스 창출을 통해
성장산업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TV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
날로그TV와는 다른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TV는 아날로그
TV에 비해 고화질 및 고품질의 화상
과 음향, 다채널, 데이터서비스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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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TV는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
며, 복합적 기술과 표준확보를 위한
시장의 선점이 향후의 성패를 판가름
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세계 아날로그TV 수요는 연간 1억
2,000만∼1억 5,000만대 정도인데, 현
재 대다수 국가에서 디지털 방송을 추
진 중이며 2010∼2015년경에는 아날로
그 방송을 중단할 계획으로 있어 아날
로그TV가 디지털TV로 대체되는 경
우 대규모의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아날로그TV와 비교하여 디
지털TV가 가지는 주요 기술적 특성
으로는 디지털의 장점에 따른 고품질
및 고음질과 데이터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다.
디지털TV는 아날로그TV에 비해 네
배 이상의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특히 PDP나 액정 디스플레이를 사용
하면 PC와 동일한 수준의 고해상도를
얻을 수 있다.
음질면에서도 디지털TV는 기존의
CD를 능가하는 고음질을 제공한다.
아날로그TV가 2채널의 스테레오 음
향을 제공하는데 비해 디지털TV는
극장에서 즐길 수 있는 5.1채널의 입
체 음향을 제공한다(전, 후, 좌, 우, 각
각 1채널, 저음 0.1채널).
화면 비율면에서도 아날로그TV는
4 : 3인 반면, 디지털TV는 시각적으
로 입체감과 현장감을 가장 사실적으
로 느낄 수 있는 화면 구성비인 16 :

9로서 극장화면과 동일한 비율을 채택
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TV는 아날로그 TV
보다 많은 방송채널을 확보할 수 있
다. 1개의 아날로그 채널(NTSC방식)
송신에 필요한 대역 폭 안에서 4개의
디지털 채널(ATSC방식의 SDTV의
경우) 송신이 가능하여 소비자는 다양
한 방송채널의 선택 범위가 그만큼 넓
어진다.
특히 디지털TV의 가장 큰 특성은
양방향 멀티미디어 단말기로서의 기능
이다.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 처리되므
로 TV를 통한 인터넷 기능은 물론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데이터를 검색
하는 등 다양한 양방향 부가서비스 이
용이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TV는 표준 인터페이스
및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디
지털제품들과 연결됨으로써 디지털가
전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관
련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즉 디지털 방송용 수상기
및 송신기의 새로운 시장 수요가 창출
되고, 프로그램의 공급량 증가로 전자
산업 및 영상산업이 활성화되며, 칩
및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고급 인력
수요 증가, 검사장비 설치에 따른 검
사인력, 신소재 사용에 따른 관련 산
업에의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TV가 멀티미디어
기능을 가진 첨단 정보기기로 변화되
면서 TV의 가정내 위상이 기존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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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엔터테인먼트용 기기에서 홈네트
워킹의 중심인 홈서버로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TV에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
플레이어(DVDP), 디지털 캠코더, 디
지털 VCR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TV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가 결합된 장치형 제품형태를 유지하
게 된다.
특히 디지털TV가 아날로그TV와
가장 크게 상이한 점은 데이터방송을
통해 방송과 통신산업이 통합되어 디
지털TV가 디지털 경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으
로 인하여 TV산업의 경쟁력 요소도
변화하고 있다. 즉, 아날로그TV의 주
된 경쟁력 요소는 하드웨어적 측면의
조립생산성이나 제품 성능이었으나,
디지털TV의 경쟁력은 디스플레이 등
의 핵심부품, 통합서비스 수준, 디지털
캠코더를 비롯한 디지털 관련기기와의
네트워크 연계성 등 부가가치 창출능
력이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요소 변화는 부품의 1
칩화에 따라 디지털TV 제조가 용이
해지고 제품간 성능 차별화가 줄어드
는 점으로 인해 조립이나 제품에서의
경쟁력 의미가 크게 퇴색되고 있는 반
면, 신규용도 및 복합기능개발, 네트워
크화, 콘텐츠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소프트웨어적 경쟁력이 중요
하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복합화, 융합화가 진전되면서 산업내
의 영역구분이 사라지고 있다. 디지털
TV가 디지털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홈서
버로서의 위치 정립을 두고 컴퓨터 업
계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1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해 3월에는 위성 디지털 방송이
개시되었으며, 케이블방송도 조만간
디지털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선진국에 비해 10년 이상 뒤늦게
시작되었던 컬러TV방송과는 달리
디지털TV방송의 인프라 구축면에서
는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다소 늦기는
하나 일본에 비해서는 앞서서 추진되
고 있다는 점에서 제품개발과 수요창
출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디지털TV의
현황을 살펴보고, 성장촉진 요인과 제
약요인을 분석하여 성장잠재력을 평가
해 보고자 한다.

2. 월드컵을 계기로 국내 TV시장
판도 변화
2001년 11월부터 개시된 지상파 디
지털 본방송으로 디지털TV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면서 수요가 형
성되기 시작한 국내시장은 2002년 6
월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고선명 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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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즐기기 위한 디지털TV 구매가 급
격히 증가하였다.
2001년 우리나라의 TV 총생산액은
2조 8,100억원인데 이 중 디지털TV
가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2년 들어서부
터 디지털TV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
기 시작하여 시판수량은 1월 4만여대
에서 월드컵이 개최된 6월에는 7만여
대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2년 전체
로는 61만대, 1조 1,470억원을 기록했
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TV란 수직
<그림 1>

해상도 480p 이상이고, 디지털 셋톱박
스 부착시 디지털방송 수신이 가능한
TV이다.
이러한 판매 호조에 힘입어 컬러
TV에서 차지하는 디지털TV의 비중
도 대폭 상승하였는데, 2002년 컬러
TV 총내수 물량 중 디지털TV의 비
중은 19.6%이고, 금액기준으로는
52.1%를 차지하여 아날로그TV의 판
매액을 추월하고 있다. 금액기준 비중
이 물량기준 비중보다 세 배 정도 높
은 것은 디지털TV가 아날로그TV보

디지털TV 시판대수(2002)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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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자산업진흥회,「디지털TV국판 실적」
, 2003. 2.

<표 1>

디지털TV 비중(2002)
단위 : 대, 억원, 백만 달러, %
컬러 TV 총계
대수

금액

디지털 TV
대수

비중

금액

비중

내

수

3,112,912

22,017

609,671

19.6

11,470

52.1

수

출

6,068,600

1,956

813,056

13.4

9,743

49.8

자료 : 통계청,「광공업동태조사」
, 각호.
전자산업진흥회,「디지털TV국판 및 수출 실적」
, 20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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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디지털TV의 일체형과 분리형의 구성비(2002)
대수(대)

비중(%)

금액(백만원)

비중(%)

일체형 디지털TV

39,547

6.5

86,066

7.5

분리형 디지털TV

570,124

93.5

1,060,946

92.5

자료 : 전자산업진흥회,「디지털TV국판 실적」
, 2003. 2.

다 훨씬 고가로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TV는 아날로그TV와 달리
다양하게 분류된다. 우선 셋톱박스의
내장 여부에 따라서 셋톱박스가 장착
된 일체형TV와 셋톱박스가 없는 대응
형(ready type, 외장형, 분리형이라고
도 표시)TV로 나눈다. 아직까지는
HDTV 방송시간이 주당 13시간(지난
해에는 10시간)에 머물러 있고, 디지
털 셋톱박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주
로 분리형 위주로 판매되고 있는데,
2002년에는 분리형이 전체 디지털TV
판매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상도 기준으로는 HDTV(High
Definition)와 SDTV(Standard Definition)
로 구분된다. HDTV란 수직해상도가
720p(progressive, 순차주사방식) 이
상이거나 1,080i(interlaced, 비월주사
방식) 이상으로서 화면비율이 16 :9이
며 5.1채널 사운드를 제공하는 TV이
다. 선명도를 나타내는 화소수에 있어
서 HDTV는 SDTV보다 네 배 정도
많다. HDTV는 제품에 HDTV라고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고, 이러한 표
기가 없는 디지털TV는 SD급이다.
SD급은 수직해상도가 480p 이상이다.
디스플레이 소자 기준으로는 브라

운관형, 프로젝션형, LCD형, PDP형
으로 구분한다. 가전업체에서 완전평
면 TV라고 판매하는 것이 바로 브라
운관형이며 전원을 켜자마자 화면이
나오는 점(고속응답), 좌우 어디에서
보건 화면이 잘 보인다는 점(시야각
우수), 여타 디스플레이에 비해 저가
격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매우 무
겁고 부피가 크다는 점, 현재의 기술
로는 40인치 이상의 대형화가 곤란하
다는 점이 단점이다.
40인치 이상의 대화면 TV에서는
브라운관을 이용한 투사방식의 프로젝
션형이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 최근 LCD를 사용하는 프로젝션
TV도 출시되고 있다. 프로젝션 TV
는 PDP TV나 LCD TV에 비해 저
가격이나, 무겁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LCD TV와 벽걸이 TV로도 불리
는 PDP TV는 가볍고 두께도 얇아서
실내장식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매우 고가인 점, LCD TV
인 경우 저속응답과 밝기 및 시야각에
서 저조하고, PDP TV의 경우 저해상
도와 소비전력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2002년 중 판매현황을 보면, 대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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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디지털TV의 디스플레이별 점유 비중(2002)
대수기준 비중(%)

금액기준 비중(%)

대당 평균가격(원, 분리형 기준)

PDP TV

3.5

12.9

6,928,000

프로젝션 TV

35.8

48.5

2,532,000

CRT TV

59.5

37.5

1,122,000

LCD TV

1.3

1.1

1,588,000

준으로는 CRT TV가 60%로 절반이
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금액기준으로
는 프로젝션 TV가 50% 정도를 기록
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TV의 판매 증가를
촉진한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월드컵개최에 따른 특수를 들 수 있
다. 월드컵 기간 중 요식업체 등 서
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대화면, 고화
질의 프로젝션TV와 PDP TV를 중
심으로 한 판매가 확대되었고, 월드
컵 이후에는 디지털TV에 대한 소비
자들의 인식 확대와 디지털TV의 모
델 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했다.
둘째, 기업의 적극적인 마케팅의 일
환으로서 디지털TV의 지속적인 가격
<표 4>

하락이다. 디지털TV의 수요 증대와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 수율의 상승,
시장확대를 위한 기업들의 전략적 가
격인하 정책으로 디지털TV 가격이
하락하여 수요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PDP TV의 경우 지난해 10월
제조업체들이 8∼22%의 가격인하를
단행하여 수요확대를 도모한 결과 전
체 디지털TV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
중도 물량기준으로 5월의 4.2%에서
12월에는 5.5%로 상승하였다.
셋째, 디지털방송 시청지역의 확대
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전역에
대한 디지털TV의 방송망이 확대되어
전국민의 50%가 디지털방송 시청이
가능해졌다. 금년부터는 광역시까지
디지털방송망이 확대됨에 따라 전국민

디지털TV의 평균 시판가격 추이(분리형 기준)
단위 : 원, %
2002. 5

2002. 12

하락률

PDP TV

7,695,016

5,697,333

-26.0

프로젝션 TV

2,611,106

2,575,992

-1.3

CRT TV

1,163,267

1,052,805

-9.5

LCD TV

1,376,682

2,048,682

48.8

주 : LCD TV의 경우 PC/TV 겸용 제품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구
입하는 모니터 크기가 커짐에 따라 가격이 상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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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컬러TV 총수출 대비 디지털TV 비중
단위 : 대, 백만 달러, %
2001

대
금

2002

컬러TV

디지털TV

비중

컬러TV

디지털TV

수

6,905,657

액

1,612

비중

190,203

2.8

6,058,600

813,056

13.4

268

16.6

1,956

974

49.8

자료 : 통계청,「광공업동태조사」
, 각호.
KOTIS 무역통계.
전자산업진흥회,「디지털TV 수출 실적」
, 2003. 2.

의 70% 이상이 디지털방송 권역에 포
함되고 HDTV 의무방영 시간이 지난
해 주당 10시간에서 금년부터는 13시
간 이상으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서 그만큼 디지털TV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 디지털TV 수출도 급격한 증가세
우리나라의 디지털TV 수출은 2001
년 19만대, 2억 7,000만 달러에서 2002
년에는 81만대, 9억 7,000만 달러로 급
증하였다. 물량기준으로는 327%, 금액
기준으로는 263% 늘어난 것이다. 대
당 평균 수출가격은 수율 향상, 원가절
감, 기술발전에 힘입어 2001년 1,410달
러에서 2002년에는 1,198달러로 낮아
<표 6>

져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지역의 비중이
2001년에는 60% 이상이었으나, 2002
년에는 40%대로 낮아진 반면, 유럽과
기타 지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수
출지역의 다변화라는 바람직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2003년 들어서도 디지털TV 수출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1∼3월까지
디지털TV 수출액은 1억 9,300만 달
러로서 전체 컬러TV 수출 6억 9,100
만 달러의 27.9%를 차지하여 디지털
TV로의 수출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지
고 있다.
주요 수출 대상국별로 컬러TV에서
디지털TV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의 1위 수출국인 미국은 디

지역별 디지털TV 수출 비중
단위 : %
북미

유럽

기타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대수 비중

68.0

45.0

19.8

29.2

12.2

25.8

금액 비중

62.2

42.4

21.8

27.9

16.0

29.7

자료 : 전자산업진흥회,「디지털TV 수출 실적」
, 20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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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주요 수출국별 디지털TV 비중(2003년 1분기)
단위 : 천 달러, %
컬러 TV

디지털 TV

비중

미 국

97,216

55,248

56.8

중 국

66,027

704

1.1

일 본

46,049

8,157

17.7

핀란드

33,533

9,686

28.9

영 국

32,933

12,854

39

대 만

30,722

774

2.5

자료 : KOTIS 무역통계.

지털TV의 수출 비중이 57%에 달해
벌써 주력 수출품목으로 자리를 잡았
다. 또 이미 지상파나 위성 등의 디지
털 방송을 하고 있는 영국, 핀란드,
일본 등에서도 20∼40%의 높은 비중
을 나타내고 있어서, 빠른 속도로 수
출구조가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디스플레이별로 금액기준 수
출 비중을 살펴보면, LCD TV가
<그림 2>

2001년 12.3%에서 2003년 1분기에는
32.4%로 대폭 상승하여 1위 자리로
올라섰고, 프로젝션 TV는 31.7%에서
32.4%로 비슷한 수준으로서 2위를 기
록하고 있다. 반면, CRT TV는 같은
기간 동안 22.7%에서 9%로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고, PDP TV도 33.3%
에서 26.2%로 비중이 낮아졌다. 프로
젝션 TV와 PDP TV는 미국의 비중
이 40%로 매우 높은 반면, LCD TV

디스플레이별 디지털TV 수출비중 추이
(%)
40
35
30
25
20
15

CRT
LCD
PDP
프로젝션

10
5
0

2001

2002

자료 : KOTIS, 무역통계.
전자산업진흥회,「디지털TV 수출 실적」
, 20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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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4분기

<표 8>

디스플레이별 디지털TV 주요 수출국(2003년 1분기)
주요 수출국

LCD TV

벨기에(17.9%), 일본(12.3%), 미국(12.3%), 영국(8.9%)

PDP TV

미국(38.4%), 영국(11.2%), 독일(7.8%), 스페인(6.5%)

프로젝션 TV

미국(44.9%), 스페인(13.5%), 호주(6.7%), 멕시코(4.8%)

CRT TV

핀란드(24.1%), 호주(17.0%), 이란(15.0%), 아랍에미리트(7.0%)

자료 : KOTIS, 무역통계.
주 : ( ) 안은 해당 디지털TV에서 차지하는 비중.

와 CRT TV는 비교적 수출이 여러
국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중 변화는 LCD TV의 수
출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수출지역이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국으로서 수
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CRT TV는 선진권에서의 수입
규모가 대폭 줄어들고 있고, 수출지역
도 주로 중동지역으로서 수요도 일부
계층에 국한되어 수입규모도 많지 않
기 때문이다.

<표 9>

4. 디지털TV산업의 성장기반 견실
첫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양강체
제로서 상호 경쟁을 통해 산업발전을
주도해 가고 있다. 양사는 브라운관형,
프로젝션형, LCD형, PDP형 등 디지
털TV의 모든 제품라인을 갖추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TV의 핵심부
품인 PDP모듈과 LCD패널을 자체 조
달하는 제조기반도 보유하고 있다. 이
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2002년 세계 중대형 TFT-LCD 시장점유율

순위

회사명

국적

출하량(만개)

점유율(%)

1

삼성전자

한국

1,167

17.0

2

LGPhilips LCD

한국

1,139

16.6

3

AUO

대만

915

13.3

4

샤 프

일본

595

8.7

5

CMO

대만

559

7.9

6

CPT

대만

467

6.8

7

히타치

일본

356

5.2

8

TM디스플레이

일본

348

5.1

9

한스타

대만

311

4.5

10

퀀 타

대만

248

3.6

자료 : 한국산업은행,「TFT-LCD산업동향과 시사점」
, 20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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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PDP업체의 생산능력
단위: 천대/월

LG전자

2001

2002

2003

30

30

60

삼성SDI

27

27

40

마쓰시타

15

32

47

FHP

25

40

55

NEC

10

30

45

파이오니어

15

15

25

계

122

174

272

자료 :「전자신문」
, 2003. 5. 19.

시장 개척과 기술 및 신제품개발 속도
를 단축시켜 가면서 경쟁력 강화와 함
께 일본 경쟁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디스플레이 산업에
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TFT-LCD 경우 2002년 중대형 부
문에서 한국업체들이 세계 1, 2위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중대형인 5세대
라인 투자에서도 한국업체들은 대만이
나 일본업체들보다 대규모 신규 설비
투자방식의 선투자를 실행하여 시장
선점을 겨냥하고 있다.
PDP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대 크기
의 제품을 가장 먼저 개발하여 일본을
앞서고 있으며, 일본에 이어 두 번째
로 양산체제를 구축하여 세계 최고 가
격으로 디스플레이를 수출하고 있다.
최근 소니, 도시바 등 일본 주요 전자
업체들이 국내 PDP생산업체들에게
PDP모듈 공급을 요청할 정도인 바,
이는 일본산 PDP와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초기 투자비용 과다와
예상보다 시장성숙 지연 등으로 적자
가 누적돼 추가투자의 어려움에 봉착
해 있는데 비해, 일본보다 10년 늦게
출발한 국내 PDP업계는 훨씬 첨단화
된 설비라인을 갖추고 있어 향후 시장
선점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셋째, 급속한 내수 창출이 뒷받침하
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1998년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년 뒤인 1999년에는 고작 12만
대의 디지털TV가 판매되어 약 2,500
만대의 연간 컬러TV 판매 대비 0.5%
의 비중을 기록하였다. 이후 2000년
64만 8,000대, 2001년 144만 1,000대,
2002년 248만 8,000대의 판매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당초 미국 가전
협회에서 전망한 수치를 훨씬 밑도는
것이다. 디지털방송 개시 이후 4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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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에도 디지털TV의 비중은
전체 TV 판매의 10%에 머물러 있어
미국의 디지털TV 내수 창출이 더디
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앞의 내수현
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방
송을 시작한지 불과 1년만에 물량기준
으로 TV시장의 20%, 금액기준으로는
52%를 차지할 만큼 빠른 속도로 디지
털 TV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이는 휴
대폰이나 초고속인터넷 보급 등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소비자들
은 신기술제품에 대한 얼리 어댑터
(early adapter)층의 비중이 여타 다
른 나라보다 매우 높고 일반인들도 신
제품 구매성향이 높아서 혼수의 경우
대부분 디지털TV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수의 뒷받침
은 가전업체로 하여금 다양한 디지털
TV제품개발과 가격인하를 촉진하도
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세계시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오퍼레이션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글로벌 시장의 니즈에 신속히 부응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오퍼레이션이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는 막대한 시설투자가 수반된다. 그러
나, 우리나라 가전업체들은 이미 각
권역별로 현지 컬러TV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디지털TV
생산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 그만큼
초기의 막대한 시설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컬러TV 생산시설
이 있는 멕시코, 브라질, 스페인, 중국
등에 LCD TV와 PDP TV 생산능력
을 확대하고 있고, LG전자는 중국, 멕
시코 , 영국 등에 PDP모듈과 LCD모
듈조립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서 북미,
유럽, 동남아로의 진출 교두보를 확보
하고 있다.
다섯째, 주요 핵심부품의 국내 조달
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국내 소재·부품업체들의 기
술력과 생산기술, 생산능력 등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로서 LCD용 편광판의
경우 일본의 일부 업체들이 세계시장
을 좌우하고 있지만 최근 LG화학이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LG필립스
등에 대량 공급 중이다. 또한 3M이
독점해온 LCD백라이트용 프리즘시트
도 최근 국내 전문업체가 국산화하는
등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가 빠른 속도
로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전량 일본에서 수입되어온
PDP유리가 금년 5월부터 국내에서
공급되기 시작하여 국내에서 유리가공
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PDP업체들
의 재고 및 원가부담이 축소되고 있다.

5. 경쟁력 취약부분 극복이 향후
성장 관건
첫째, 아직은 주요 핵심부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TFT LCD의 경우 국산화율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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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소재 40%, 장비 35% 수준에 머물
러 있으며, 주요 수입부품은 LCD의
가장 핵심소재인 액정, 구동 IC, 편광
판 등이다. PDP의 경우 국산화율은
부품소재 30%, 장비 40% 수준이며,
주요 수입부품은 투명유전체, 격벽재
료, 전극재료, 형광체 유리기판, resist
등이다.
이러한 핵심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근본적인 이유는 내수시장이 협
소하여 첨단 부품소재의 양산이 어렵
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부품의 기술
개발과 국산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품과 완제품 업체간 공생하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 완제품 업체들이 첨
단 부품소재를 활용한 시장선도 제품
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수요를 창출
하는 한편, 부품소재업체와 수평적 협
력관계를 구축하여 개발 초기 단계부
터 시장선도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
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특허료 문제이다.
국내기업들의 디지털TV 양산기술
력은 세계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핵심
기술력 부족으로 로열티 지불 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 PDP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자, 후지쓰, 마쓰시타 등
일본의 PDP모듈 선발 업체들이 자사
고유의 특허기술에 대해 국내 업체에
고액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로열티 부담은 이제 막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시작한 국내 PDP업체들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손익분기점 도달

을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다. 이 밖에
미들웨어, 데이터방송 소프트웨어, 전
자 프로그램 가이드 등 디지털TV의
여타 구성 기술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대기업은 자사의 특허를 크로스 라
이선싱하거나, 특허 매입 등을 통해
특허료 지불을 낮추는 전략을 구사하
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이러한 대응이
곤란하다. 그러므로 이 경우 관련 중
소기업들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각자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공유하는
특허 라이선싱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
동 대응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권의 추격이다.
현재 세계 제일의 가전제품 생산국
인 중국은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꼽히
는 디지털TV 분야를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투자, 육성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에게 막강한 경쟁국으로 등
장할 전망이다. 중국의 창훙, 하이얼,
콩카 등의 업체에서는 이미 프로젝션
TV를 개발해 출시하고 있고 최대 특
수 시점인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PDP TV모듈생산을 서두르고 있다.
LCD산업에서도 상대적으로 노동집
약도가 높은 로엔드 수동형 매트릭스
영역은 대다수 다국적 업체들이 중국
으로의 생산설비 이전을 완료한 상태
이며, 최첨단 TFT-LCD 분야에서도
조립ㆍ패키징 등 노동집약적인 후공정
부문의 중국 이전을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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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경동방그룹(BOE)이 우
리나라 하이닉스반도체의 TFT-LCD
제조부문을 인수하고 오는 2005년까
지 베이징에 최신 5세대 TFT-LCD
생산라인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현재 한국과 대
만에 집중된 LCD 산업이 조만간 중
국으로 이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또한, 그 동안 평면디스플레이 제품
을 내놓지 않았던 삼포, 타퉁, 벵큐 등

대만업체들이 금년부터 일제히 중소형
LCD TV와 PDP TV를 출시하여 중
저가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어 국내
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러므로 국내기업들에는 현재의
기술개발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차세대 핵심기술력과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력의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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