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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최근 세계 시장은 2000년도 닷컴버블붕괴를 기점으로 한자리수 성장세로 정쳬되는 추 

세인 반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IT컨버전스（융합）시장은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음에 따 

라 미국， 일본， EU 등 세계 각국은 컨버전스산업의 성장 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인식하 

고 서둘러서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컨버전스기 

술 개발 및 다양한 정책， 법·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지식강제부 R&D전략기획단， 2012. 4. 4）에서도 SW, PC, 휴대폰 등 비교 

적 명확했던 IT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등 융복합화， 스마트화의 추세에 따라 'IT 

10대 핵심기술（안）’에서 IT산업 발전을 통해 사회 · 경제 전 분야가 스마트화 되는 

"SMARTOPTA KOREA" 구현을 목표로 3대 정책목표와 5대 전략분야 제시하고 다양한 

R&D 가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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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이서도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로 조성이 진행 중이므로 지역 산업쳬에 

서 기술력 확보를 통한 기적산업 발전의 기회임을 인식하고， 스마트그리드 사업 전담 부 

서（스마트그리드과）를 설치하고 스마트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계에서도 스마트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SMARTOPIA KOREA" 추진 전략방향과 제주지역 미래 핵심 산업과 

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아 국가의 R&D 추진방향을 고려한 졔주지역 산업체의 騙工개 

발 및 사업 추진방향과 연계된 지원사업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컨버전스（융합）기술과 IT 관련기술 

분류 내용을 살펴보고， 제주지역에 적합한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제주지역에 적합한 모 

델을 도출한다． 

ㅍ． 개요 및 국내 · 외 동향 

2,1, IT컨버전스 관련 기술 분류 

2,1,1 개념 

‘IT컨버전스’란 IT의 Sensing, Networking, Computing, Actuating 기술이 부품 또는 

모듈로서 내재화（embedded) 되어 타산업의 제품， 서비스 및 공정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을 말하며， 창의적 기획， 설계 역량， IT 부품 모듈의 기술력， 

법·제도，문화 등 산업생태계 등에 의해 촉진된다． 

‘汀컨버전스산업’이란 IT의 네트워크화， 지능화， 내재화의 특성을 통해 기존 기술 및 

산업간 융합을 원천기술화 시키는 산업으로서 IT산업과 기존 산업의 융복합화 촉진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경챙력의 지속적 우위 확보 및 신성장동력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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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관련기술 분류모델 

한국 정보화진홍원은 IT 기반 산업간 융합현황과 국가정보화 전략방향（한국정보화진 

홍원． 2010）에서 IT 융합 10대 분야로 ＜표1＞과 같이 분류（백인수， 김경민， 2010）했으 

며， 지식경제부는 【TR&D 발전전략（지식경제부， 2012）에서 IT 융합 10대 분야를 ＜표 

2〉와 같이 분류했다． 

＜표 1> 한국정보화진훙원 분류， IT 융합 10대 분야 

10대 분야 주요내용 

자동차 IT 
센싱， LBS 기술， 차세대 연료 기술을 바탕으로 주행 안전성 및 친환 

경성올 극대화시킨 지능형 자동차 

조 d IT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선박의 엔진， 센서， 제어기를 지능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선박 건조 

건샬 IT 
첨단 IT 기술이 적용된 건룰 구축을 통해 도시생활의 편의성을 중디I 

시키며． 건설기술의 고도화로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의류 】T 
IT 서비스가 추가된 고부가가치 의류를 개발하고， 건강， 레저 등과 연 

계해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의류 산업으로 발전 

항공기＋ IT 
전자제어， 인공센서 등 I]' 기술과 항공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안전성과 

자율성이 향상된 차세대 항공기 생산 

제 철소＋ IT 
작업자 안전도 향상과 작업시간 단축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시스템올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친환경 제철소 구축 

인쇄／출판 IT 
종이책， 활자인쇄의 형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디스플레이． 미디어와 

의 융합을 통한 창조적인 콘텐츠 생산 

에너지 IT 
기존 전력망에 IT 기술을 접목，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정보를 교환항으로써 에너지 효율의 최적화 추진 

기 7衍 IT 
IT와 기계공학과의 융합으로 자동화． 자율화． 협업화가 가능한 기계를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차세대 인간형 로봇 개발 

의료＋IT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급하고 

IT, BT, NT 등과의 융합된 신개념 산업으로 발전 

출처 : 한국정보화진홍원． IT 기반 산업간 융합현황과 국가정보화 전략방향（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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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식경제부 분류， IT 융합 분야 

중분류 특성 

자동차 IT 

첨단 IT 신기술을 기반으로 운전자， 차량， 주행상황을 지능적으로 인지， 판 

단하여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 편의성， 

안락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켜 주는 신 자동차 기술 분야 

조선 IT 

조선해양산업은 국가 주력산업으로서 2000년대 한국 조선해양산업은 세 

계 1-?t 고수 

IT 기술의 융합으로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경챙력 증대 필요 

간살 IT 

건설기술과 IT, BT, EET 기술과의 융합화， 복합화 혁신을 통해 사회기반 

시설（Soc) 및 도심메가 빌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환경， 수송， 통 

신’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 

섬유 IT 

첨단 섬유패산기술과 IT가 융합되어 인간 친화적 지능형 디지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입는 컴퓨터로 새로운 문화 형성 

기존의 섬유에 IT 기술과 문화， 정보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 

구축 

의료 IT 

급증하는 의료비의 예산 절감（약 1.5조원， 전쳬 의료비의 7.2% 이상）과 세 

계적 메가트렌드인 고령화로 급성장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 

기계 IT 
IT 기술과의 융합화를 통하여 Hi-tech 기술기반의 Top Brand화로 고부가 

가치화 창출 및 시장지배력 확대 

조명 IT 

차세대 조명과 IT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인간중심의 지능형 조명환경 

구현 
건설， 의료， 자동차， 디스플레이， 농생명， 해양 등과의 응용함으로 고부가 

가치의 신산업 창출 

국방 IT 

각종 정보통신 체계와 병사의 생존 가능성과 공격력 증강에 대하여 국 

내 IT 기술 적용 및 고도화 

IT 신기술들을 신안보시장 진출에 적극 활용하여 무인감시 및 대테러 

치안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안보 IT 분야를 국가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 

에너지 IT 

IT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녹색화하고 신성창 동력으로 

육성하는 IT 부문 녹색화《Green of IT）와 IT 융합으로 에너지， 자원의 

저탄소 사회 전환을 촉진하고， 실시간 환경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여 
감시 및 조기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기후 변화 대응력을 강화하는 

기반의 융합 기술 IT 융합에 의한 녹색화（Green by IT）를 포괄하는 IT 

출처 ; 칙식경제부， IT R&D 발전전략（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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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따르면 각 부처별 IT컨버전스 분야를 10대 유망 기술로 분류하여 지원 의 

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부처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IT기술예측조사 2025’에서 미래사회 메가트랜드 분석 및 미래기 

술니즈 도출 프로세스를 통해 총 103개 미래기술니즈 발굴하였다（지식경제 R&D 전략 

기획단， 2011.5). 100대 미래기술니즈 중 분야별로 재구성 해 보면 Terminal 분야가 전 

체의 44.7%(46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Contents(S/W) 32.0%(33개）, 

Network 12.6%(13개）,Platform 11%(11개） 순으로 분포되었다． Convergence 영역이 

32.0%(33）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Al 20.4(21개）,ECO 17.5%(18개）, 

Personality 16.5%(17개）,Virtual Reality 13.6%(14개） 순으로 분포되고 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2009）에서도 기술로드맵 보고서에서 산업별 중점분야 

와 유망기술로 구성된 ‘유망기술쳬계도꼐는 중점분야를 차세대이동통신， 디지털TV／방 

송， 홈네트워크／정보가전산업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에서도 대내외 산업여건이 글로벌화， 기술간융합， 원자재급 

등 등이 가속화되고 있어 기업간 생존경챙이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 새로운 미래 먹거 

리 창출과 이를 통한 국민소득 4만불 달성을 위해 ‘산업.기술혁신 비전 2020’을 마련하 

고， 미래에 대비한 한국 산업의 발전전략으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뺙 신기술의 거대산업 

홰라는 해법을 제시하였다． 우선 주력산업은 원전 플랜트와 고속철， 고부가가치 선박， 

전기자동차， 스마트 그리드（지능형전력망）, 실감형 스마트TV, 개인정보기기， 모바일 반 

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에코스틸 등 10개 분야이다． 또한 신기술은 서비스 로봇과 탄 

소기반 소재， 온라안모바일 게임， 천연 의약물， 가정용 의료기기， 유전자 분석 등 5개 

분야가 해당된다（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2011.11). 

또한 1T2020 정책기획위원회（2011）에서도 우리나라경제를 건인할 2020년 10대 IT 

서비스기술을 분류한 바 있다． 2020년 10대 IT 서비스 기술로 선정한 기술은 Cloud 

Education, Energy Conversion Transfer, Micro Grid, 생쳬전력 IMD 서비스 기술， 24 

Hour Caring, 액티브 트레이닝 헬퍼， 사이버 보디가드， IT Interior, 디지털 홈로그래피， 

Cyber-Real Synchronizer Service 등이다． 1T2020 정책기획위원회 IT 특보를 중심으 

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KT 

의 5개 기관의 핵심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창출 

을 위해 ‘방송통신미래서비스 전략’을 발표하고 10대 방송통신 미래유망 서비스로 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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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실감방송， 신개념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10○메가（Mbps）급 무선망， 사물지 

능통신， 1∼ 10기가（Gbps) 미래인터넷， 실감형 방송을 위한 방송통신위성， 다중기기 기반 

스마트스크린， 전파 활용 의료쨍활서비스， 인지형 통합보안， 에너지 콴리용 그린 정보통 

신기술（ICT) 등을 선정했다． 

한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2012）에서도 정보통신 분야 100대 미래기술을 

발굴하였고， 메가트랜드분석 및 미래유망기술 사례 등을 통해 도출된 미래유망기술니즈 

를 대상으로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 후， 기술적， 시장적， 국가 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하 

여 향후 10년간 정보통신분야에서 개발되어야 할 20개의 미래유망기술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20대 미래유망기술로는 차세대 나트륨 이온전지 기술， 충쟌이 필요 없는 휴대기 

기 기술， 대화형 개인비서 기술， 접을 수 있는 초고해상도 플라스틱 디스플레이 기술， 의 

료 진단용 고화질 3차원 홀로그램 기술， 분단위 예측 기상정보 분석 처리기술 등 IT와 

타산업간의 융합기술과 초절전 인터넷／홈네트워크 기술， LED 패키지 기술， 실시간으로 

99% 통역하는 기술， 친환경 감성 조명을 위한 OLED 조명 기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를 위한 UD(Ultra Definition）급 초고해상도 용액 OLED 디스플레이 기술，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과 생산 Resource간 양방향 정보통신 

이 가능하여 스ㅅ로 운영되는 생산기술， 비접촉 맞춤형 UT(User Interface) 제공기술， 

환경위험을 알려주는 보건 환경 시스템 기술， 수술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수술 로봇， 정확 

도 90% 이상의 의료용 치료결과 예측 기술． 사용자 맞춤형 UI/U)( 제공기술， 초고주파 

기반 이동통신시스템， 고속 이동중 ㅃ급 방송 시청기술， 고속주행 중에도 끊김 없는 통 

신이 가능한 무선 네트워크 접속 기술 등이다， 

2.3 해외 동향 

IT컨버전스분야에서 지식경제부에서 분류， 발표한 IT R&D발전잔략（2012）에 따르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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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IT컨버전스분야 해외 동향 

翌 
눈0F 

시장현황 

ㅈ 동

IT 

□ 가동차 】T 융합 세계시장은 2010년 1,200억 달러에서 2012년 1,800억달러， 2015 

년 2,000억 달러로 중가할 전망（전자통산동향분석， 2008) 

□ 내비게이션． 안전 및 보안장치， 통신， 컴퓨터， 오락 둥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시장 규모는 2005년 152억 달러 수준에서 2020년 827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Global Insight, 2008) 

□ 자동차 반도체 시장은 2004년 139억 달러에서 2013년 253억 달러로 연평균 약 

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IT SoC Magazine, 2007) 

쇄IT 

0 2008년 기준으로 선박건조 및 수주량에서 세계시장의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 】T융합에 대한 세계시장은 2010년 140억 달러에서 2015년 177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출처 : Clarkson, 2009.3) 

□ 선박 제품의 한재 포트폴리오가 LNG선， FPSO, 컨테이너선， Tanker 크 둥이나 향 

후에는 고부가가치 산박인 크루직크을 포함하여 LNG선． 드릴쉽． FPSO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선박용 IT 장비에 대한 수요가 중가할 전망 

□ “조선 IT 융합“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선용 시스템（CAD, CAR, CAM, ERP, 

PDM. PLM 둥）의 주요 시장은 한국 및 중국이며， 유럽 및 미국에서 거의 모든 

기술을 선점하고 았음． 선박의 생산 및 건조 시뮬레0] 크을 위한 도구들은 대부분 

자동차 및 건설 분야에서 개발된 제품들이 활용되고 있고 향후 조선 전용분야의 

시장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선박의 안전운항 및 유지보수 제어 둥을 위한 e-Navigation 시스템과 관련하 

여 약 50조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쟌망 

□ 선박용 이동위성통신의 경우 최근 VSAT 서비스가 인마샛 서비스 시장을 추월하고 

있는 추세임 

御 IT 

□ 건설 IT융합 세계 시장은 2010년 2640억 달러에서 2015난 3164억 달러로 중가 

할 전망（해외건설협회， 2007. 1.2) 

□ 글로벌 건살 산업의 친환경 . 에너지효율화 . 지능화 · 메가스트럭쳐화 추세로， 건설 

IT 융합 시장은 생산성 향상． 유지관리 및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창출， 기후 

변화 협약 대웅． 친환경 기술이 앞으로 주도 예상 

□ 건설 】T융합의 논문／특허 추세는 건설 설계 정보 표준화／공유기술， z盤4 자재／환경 

모니터링， 구조물계측． 건설현장 무선통신， 에너지관리． 신소재 기술 분야가 증가 

鸚IT 
□． 생활·섬유 IT 융합 산업 콴련 전 세계 시장은 2008년 1,545억달러에서 2018년 

2,209억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In-Stat. 2005 ; Gartner. 2006 ; VDC Wearable 

Electronics System, 2007 ; "Smart fabric and interactive textiles", 2008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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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추정） 

융합형 스마트 의류는 정보화기기가 장착된 입는 컴퓨터 플랫폼 제품군으로 현 U IT 

ㅈㅐ 세계적으로 태동하고 있는 단계 

□ 생활용품의 정보처리와 지능적인 서비스를 저！공할 수 있는 스마트 생활용품의 세 

계시장은 지속적인 고성장 추세 유지 전망 

의료 

H' 

□ 의료 IT융합 세계 시장은 2010년 긔600억 달러에서 2012년 왹130억 달러로 성장 

하고 2015년에는 히260억 달러에 이를 갓으로 쟌망 （출처 : 2008년도 BCC 보 

고서에서 추산） 

□ 글로벌 고령화와 BRICS 등 신훙 경제권의 성장은 네트워크 기반 건강 · 의료 서비 

스와 실버 산업의 거대 시장 형성 

□ 고령화 시대의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따라 첨단 진단 및 비침습 치료 신기술 시장 

이 형성 

기계 

rr 

□ 기계 IT융합 세계시장은 2010년 L600억불 규모에서 2015난 2,900억불 규모로 

성장할 전망（지경부， IT정책 연구보고서， 2009.12) 

□ 기계ㅓT 융합산업은 IT융합 가공장비， IT Convergency GMS, 무인화 지능형 건 

살기계， 친환경 고효율 냉동공조 기계 등을 중심으로 시장 형성 

※ ‘일반기계＋IT.기술’만을 대상으로 산출 

홰 IT 

0 LED 조명 시스템은 2010년 전세계 조명시장의 1％에 불과하나， 전 세계적 에너지 

절감정책 시행에 따라 연평균 30％의 정장예상 

0 2010년 356억 달러에서 2015년 1030억불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OIDA, Yano경 

제연구소， Displaybank, 2009) 

국방 

11 

□ 세계적으로 9.11 테러영향과 IT기술의 발천으로 안보 IT 산업（사회안전감시， 국토 

안전기술 등）이 급속히 성장중 

0 2018년 까치 세계 국방IT·SW시장은 약 9500억불이 될 전망임（NIFA SW Insight 

'08.9) 

전통적인 군수시장인 지상／해상 분야에 비해， IT 비중이 높은 정보／전자전분야와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됨 항공우주， 정밀유도분야 

에넌지 

fr 

발전 등 산재생에너지 시장은 □ 태양광， 풍력， 조력， 수소， 곡물， 연료전지， 폐기물 

2007년 773억불에서 2017년 체545억불로 급속하게 성장 전망（클린에지 보고서， 

2009) 

□ 전 세계 스마트 그리드 시장 규모는 2010년 긔340억블에서 2030년 히700억불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한전 KDN, 2010) 

□ 전 세계 =L린 IT 시장 규모는 2008년 약 5억불에서 연평균 57% 이상 성장하여 

2013년 약 48억불로 전망（포레스터 리서치， 2009) 

□ 전세계 에너칙IT시장은 2015냔 긔993억불 규모로 성장이 예상됨（ETRI추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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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 국내 동향 

IT컨버전스분야에서 지식경제부에서 분류， 발표한 IT R&D발전전략 자료(2012）에 따 

르면 ＜표 4〉와 같다． 

〈표 4> IT컨버전스분야 국내 동향 

삳얼 
쿤야 

시장현황 

자돌차 
rr 

□ 태양광， 풍력， 조력， 수소， 곡물， 연료전지， 폐기물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07년 773억불에서 2017년 2,545억불로 급속하게 성장 전망（클린에지 보고서， 

2009) 

□ 전 세계 스마트 그리드 시장 규모는 2010년 L340억불에서 2030년 8.700억불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한전 KDN, 2010) 

□ 전 세계 그린 IT 시장 규모는 2008년 약 5억불에서 연평균 57% 이상 성장하여 

2013년 약 48억불로 전망（포레스터 리서치， 2009) 

□ 전세계 에너지IT시장은 2015년 1,993억불 규모로 성장이 예상됨田TRI추정， 

2010) 

쇄IT 

0 2009년 세계조선시장 277억불 중 국내시장은 13억불로 4.7％수준（C!arkson, 

World Shipyand Monitor, 2010) 

ㅁ 국내의 조선 IT시장은 2010년 5,300억원에서 2015년 7.100억원으로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됨 

□ 국내 조선소에서는 현재 LNG'j, Tanker선， FpSo. 컨테이너선 등을 주로 건조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크루즈선． 빙해선，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 및 FPSO, 드릴쉽 

둥 해양플랜트가 주력이 될 예정으로 IT 융합 기술이 더욱 팔요하게 될 것임 

□ 	대부분의 국내 	조선소가 3차원 조선용 CAD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계 1위의 

조선 경쟁력을 치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PLM 등의 관리 시스템을 도입 또는 

도입 검토 

□ 국제적인 표준화가 진행중인 e-Navigation을 기반으로 국내 조선】T 산업의 부흥 

을 위해 관련 핵심기술 개발이 필요함 

聊IT 

□ 건설 IT융합 국내시장은 2010년 3.4조원에서 2015년 약 6조원에 도달할 전망（녹 

색성장을 위한 건설－IT융합 기술·시장 세미나． 2010) 

□세종도시， 혁신도시 등 약 40개 지자체（50여개 지구）에서 첨단도시 건설을 활발하 

게 추진 중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City릍 선도하고 있으며 건설－IT 융합시장은 향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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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성장 기대 

0 	유비쿼터스 IT와 건설융합의 대표적 비즈니스 모델로 산업고도화 및 환 uCity는 

경인식 확대에 따른 첨단화， 고급화 및 친환경 측면의 건설수요에 부응 기대 

□ 건설 IT 융합 산업은 저비용고효율， 에너지절약， 설계／시공／유지관리 자동화， 지능 

화의 건설 IT 응용 시장으로 발전 

驪IT 

를 점유， □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빅786억불 규모의 세계 수출에서 2.7% (139억불） 

중국， EU, 터키，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6위의 생산국으로 섬유패션용 기초소재 

인 편직물（15.6%) 세계 1위， 인조섬유직물（9.0%) 세계 2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자료출처 : WTO) 

□ 선진국의 신소재 개발 및 제품화 기술 우위와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시장 공략은 

우리나라의 국제 시장 경챙력을 악화 시키고 있어 소재공정 서비스에 걸친 전 

및 선점이 필요함 방위적 IT융합 신규시장 창출을 통한 시장공략 

□ 섬유IT 산업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0년 세계 섬유IT 시장의 2% 점유로 추정하 

여 약 3.1조원， 2015냔에는 세계시장의 3% 점유로 6조원규모 이상 

의료IT 

□ 의료 IT융합산업의 국내시장은 2010년 1.5조원에서 2012년 2.3조원으로 성장하 

고 2015년에 4.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참고자료 : 2009년 산업원천로드맵） 

□ 고령화에 특화된 첨단 비침습 진단， 비침습치료기술의 등장으로 상장률과 시十于 

모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전망 

□네트워크 기반의 의료 IT 융합 산업은 고도화된 IT인프라를 활용하여 경챙력있는 

서비스 졔공이 가능 

기계 

11 

□ 기계ㅓT융합 국내시장은 2010년 91억 에서 2015년 183억을 규모로 성장 전망 

（지경부， IT정책연구보고서， 2009.12) 

□ 네트워크 기반 지능형 생산시스템， 상황인지 기반형 팩토리／플랜트， 무인화 작업 

건설／농기계 등이 성장 주도할 것으로 예상 

홰 IT 

□ 고효율 및 다기능 조명보급 추세에 따라 2012년부터 본격적얀 시장 형성되어 

2015년 시장 확대 전망 

□ 국내시장은 2010년 30억원에서 2015년 체580억원으로 성장전망 (Displaybank, 

2009) 

국방 

11 

□ 한국이 현재의 일반상품 세계 점유율인 3％의 시장을 차지한다고 보면 2010년도 

에는 52억불， 2012년도에는 76억불， 그리고 2015년도 세계점유율을 3.5％로 하 

면 168억불이 예상됨 

에넌지 

11 

□ 국내 IT에너지 시장 규모는 2010년 약 105억원에서 2015년 약 135억불（세계 IT 

에너지 시장규모의 6.2%）로 전망 (ETRI 추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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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요 정책방향 및 향후 산업동향 

향후에는 IT, CT, BT, NT 등 이종 기술간 mega convergence 현상이 대두될 것으 

로 전망되며， 융합은 산업내 컨버전스（디지털 컨버전스 등）에서 산업간 컨버전스（IT와 

타산업， CT와 콘텐츠 산업과의 컨버전스 등）으로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인간과 기술이 

컨버전스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다． IT 산업내 컨버전스는 네트워크간 컨버전스로 발 

전하면서 미래 사회는 유비쿼터스 기술 확산으로 사람과 사람의 통신에서 사물과 사물 

이 통신하는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컨버전스기술은 선진국 

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IT 기술 강국이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전개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IT융합 정책 방향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및 제7 

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를 근거로 지경부에서 뉴 IT전략（2008）과 IT 

Korea(2009.9) 5대 추진 전략 중 핵심 전략으로 ‘10대 IT 융합 전략 산업 육성’을 꼽았 

다． 이어서 후속 조치로 관게부처 합동으로 IT 융합 확산 전략（2010.7）을 발표하여 창의 

적 IT 융합 역량 강화， IT 융합 부품 산업 육성， IT 융합 시장 창출， IT 융합 인프라 조 

성 등을 핵심 추친 과제로 제시하였다（지식경제부， 2012.4). 구쳬적 육성계획으로 2011 

년 산업IT융합거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 육성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正． 제주 IT컨버전스 산업의 환경 분석 

3.1. 제주지역 ICT 산업 현황 

3.1.1. 제주 JOT산업쳬 현황 

2009년 기준 ‘전국사업쳬조사’（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 제주 지역의 IT산업 

사업쳬는 165개， CT산업 사업쳬는 긔006개로 총1,171개의 IT/CT 사업체가 존개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128,835개， 제주 지역 비중 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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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수는 총 耿388명으로 업체당 평균 4.6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 

국“ 평균 종사자수가 8.1명인 것과 비교해 제주지역의 기업 규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 

다（제주TP, 2011). 

＜표 5> IT/CT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단위： 7ㅒ. %, 명） 

구분 

전국 제주 
전국대비 

비율 (%) IT산업 CT산업 전체 
IT CT산업 전체 

사업체 수（개） 

비율（%) 

27,849 

21.6 

100.986 

78.4 

128,835 

100.0 

165

"1 	. 1. 

 	l；脛 
85.9 

므끄 
100.0 

0.91 

총 종사자 수（명） 

비율（%) 

606. 103 

58.4 

4,431,843 

41.6 

1,037,946 

100.0 

1.2얜 

z2.4 

生！Z으 
77.6 

5.388

100.0 

0.52 

평균종사자수《명） 21.8 4.3 8.1. 7.3 4.2 4.6 

* 출처 : 제주 IT/CT산업 생태계 분석 보고서． 2011.12 

제주 IT/CT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기술개발 방법은 ‘기술도입’으로， 절반 이상의 기 

업들이 이 방법을 통해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낭 

（단위： %) 

* 웅답자 Base :186개 기업 	* 2009년 이후 조사 자료 활용 

※ 출처2 : 제주 】T/CT산업 생태계 분석 보고서， 2011.12 

＜그림 1> 회사가 주로 활용하는 기술개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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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제주지역 IT컨버전스 R&D사업 추진 현황 

제주의 JOT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행되어진 사업들을 구 

분해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제주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으로부터 시 

작된 Telematics, GIS 관련 사업 분야로부터， 정부에서 추진했던 RFID!USN 시범사업 

및 『IT 신기술 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한 RFID/USN 분야가 주를 이루었다． 그 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제주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분야（방송 

통신융합 등）에 해당하는 다양한 요소기술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업화 및 R&D투자가 집 

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RFID/USN 및 Telematics 관련 분야에 집중되었던 제주지역 

기업의 기술 분야가 모바일방송（T-DMB, DAB, DVB-T 등）과 3D영상 콘텐츠 제작， 임 

베디드시스템（S!W, HJW), 모바일 어플리케이션（피쳐폰， 스마트폰）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스마트폰이 대량으로 보급돠기 시작한 2010년부터는 스마트폰 앱（웹） 관련 사업분야에 

제주 IT기업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각 지원기관별 추친 사업 건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2008 

년∼2012년）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형성 활성화 

및 지역산업 경챙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며， 사업구성은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지역전략산입기획단운영사업，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등으로 이루어쳐 있다＊ 이 중에 R&D와 관련된 사업은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이며， 이 의 

세부사업 중에서 지역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추진 성과가 없으나， 지역전략기확기술개발 

사업은 2008-2009년까지 7개，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 2008-2009년까지 6개， 지역기반 

육성기술개발사업 2008-2012년까지 7개， 자유공모사업은 2010-2011냔까지 7개 사업 

을 추진하였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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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주 JOT산업 관련 주요 지원사업（2004-2012년） 

l 시기 

: （냔도） 
요소기술 JOT산업 관련 주요 사업 

2004 

2007 

Telematics 
015 
RFID/USN 
모바일 

－제주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 

-RFID/USN시 범 사업 

－지 역SW특화육성 지 원사업 (06-07) 

-u-IT신기술 기반 시스템 구축사업 

2008 

USN(IP-USN). 	 ZigBee, 
CDMA(GSM),. 	LAN. 	3D영상． 

Telematics, GPS, 모바일， Web2.0, 

JTXA, T-DMB. 콘텐츠가공 

－지 역SW특화육성지 원사업 

－지 방기술혁신사업 （지자쳬주도연구개 발） 

방송통신망기반 IP-USN통합 시험환경 

구축사업 
－지 역 전 략기 획 기 술개 발사업 

2009 

모바일TV(T-DMB등）, 	REID, 
ZigBee, 	USN(1P-USN), 	M2M, 
GPS, TRS, 웹서비스． 모바일앱． 임 

베디드시스템， 	 IPTV, 
Telematics(GIS) 

지 역SW특화육성 지 원사업 

－지 역 전 략기 획 기 술개 발사업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사업 

2010 

GPS, 	USN, 	미들웨어． 	물쳬인식， 

T-DMB, 	영상처리， 	ODMA(GSM), 
M2M, TTS, 임베디드시스템， 3D, 

모바일앱，RFID 

－지 역C-ni E'-) '(V -, 화육성 지 원사업 

－지 역 쟌 략기 획 기 술개 발사업 

2011 
HTML5( WEB), 증강현실． N스크린， 

NFC, 모바일앱／웹， SNS, 3D, M2M, 
스마트그리드， 임베디드시스템 

－지 역 SW특화육성 지 원사업 

－스마트그리드 기술캐발 지원사업 

2012 
M2M. 모바일앱， 임베디드． 스마트 

팡． 임베디드시스템，영상인식． 모바 
일앱， 풍력발전． 스마트그리드 

－지 역SW특화육성 지 원사업 

－광역 경 제 권선도산업 지 원사업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지원사업 

또한， 제주지식산업진훙원．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2008년∼2012년）에서도 

2008년 9개， 2009년 6개， 2010년 13개， 2011년 11개， 2012년 7개 사업을 추진하였 

다． 제주선도산업지원단 지원사업（2012년）에서도 9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들과 요소기술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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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지식재산권 취득 동향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에서 출원된 특허는 총 149건이며 모두 국내특허로서， 

ICT기업의 특허는 2006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매년 약 30갼 이상 

씩 출원되었음．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이 활 

발해 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분야별 특허분포는 RFID/USN기술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어서 모바일 앱 기술 

에 대한 비중이 높다． 

IT산업 기술 분야에서 제주의 특허출원 분포와 국내특허를 비교해 보면， 한국특허는 

2006년 최고 많이 출원된 반먼， 제주특허는 이보다 1년 늦은 2007년에 가장 활발하게 

출원되어， 아직까지 IT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수준이 전 세겨l적인 수준에 비추어 약 1년 

정도 늦은 것으로 판단된다． 

출원인별 역점분야는 제주대학교는 N-스크린 기술을 제외하고 각 세부기술에 고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RFID/USN 기술을 역점으로 36건을 출원하였다． 제주한 

라대학은 RFTD/USN 기술에 대해 총 3건을 출원하였고， 제주지식산업진흥원（현， 제주 

TP）은 텔레매틱스 기술을 역점으로 3건을 출원하였다． 제주IT기업은 몇몇 기업 중심으 

로 RFID/USN 기술에 대해 총 20건， 그 외 개인들은 모바일앱 기술을 대상으로 총 6건 

을 출원하였다． 

콘텐츠 부분에 대한 특허는 콘텐츠 제조 가공（12건）과 DMB(8건） 기술에 대한 출원만 

파악되었다． 

3.1.4, IT컨버전스 R&D 사업 전문가 설문 및 면담조사 

2012년 8월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도내 R&D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20개 업체와 대학 

교수등 관련 전문가 36명에게 설문 및 먼담조사를 통하여 IT융합 추진관련 조사를 실시 

하였다（제주TP, 2012.12). 

제주 R&D기업의 요소기술별 비율에서＜표 7〉과 같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12.5%, RFID/USN과 1차산업＋IT융합이 각각 10.2%, 임베디드S/W 9.1, 스마트그리드 

와 임베디드HAY가 각각 7.9% 순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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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제주 R&D기업의 요소기술멸 비율 

요소기술 비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12.5% 

RFID/USN, 1차산업＋IT융합 각각 10.2% 

임베디드SM 9.1% 

스마트그리드， 임베디드거/W 각각 7.9% 

3차산업 〕T융합 6.8% 

NFC,ZigBee 각각 5.7%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패드 어플리케이션， DMB 각각 4.6% 

SNS. M2M(IoT). ITS/Telematics 각각 3.4% 

또한 〈표 8＞과 같이 방송부문（9.1%）을 제외하고 통신． 스마트디바이스， 에너지， 융합 

부문 등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사업 영역을 유지하고 있다． 

〈표 8> 제주 R&D기업의 사업영역별 비율 

사업영역 비율 

통신부문 RFID/USN. Nit. ZigBee. M2M 28.5% 

방송부문 DMB, MPEG, DVBT. IPTV, DCATV 9.1% 

스마트디바이스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TV 어플리케이션 22.1% 

에너지부문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기타 에너지 16.9% 

타산업 융합부문 1차산업＋IT, 2차산업＋IT,3차산업 IT, MICE산업 23.4%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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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ICT기업들은 핵심기술을 보통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으며， 

R&D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 보유된 기술을 통해 시장수요 창출이 가능하며， 표준화 

된 개발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시장 적기 출시에 맞춰 신속히 완료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지역 지원기관의 R&D 기여도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R&D사업 종료 후엔 마 

케팅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고， 그 외 상용화를 위한 사제품 지 

원 사업 및 2단계 제품화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3.2. 제주지역 ICT 기업의 현황 및 I CT관련 SWOT 분석 

최근 주요 기업들의 R&D 의존비율은 75% 이상이며， 각 지원 기관에서 공모한 사업 

분야에 의존하여 회사의 기술분야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이 보이는 등 지나치게 높은 지 

역진흥기관（TP, 지자쳬）에 대한 의존성이 나타난다． 

또한， R&D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제품화／상품화 가능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시장에서 셩공한 사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술개발의 수준과 마케팅 능력 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 분석 결과에서 제주 ICT.기업들의 기술개발동향은 전국과 비교해 1년 정도 늦고， 

출원에 비해 등록비율이 낮은 것은 기술적 경챙력이 떨어지며 발명의 난이도가 높지 않 

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경챙력을 갖출 수 있는 R&D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에 대한 사업분야에 

대해선 도내 기업들의 관심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향들은 향후 글로벌IT 시 

장에서 경챙력을 갖기에 위험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ICT부문의 SWOT를 제2차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의 정보통신 부문 자료를 참조 

하여 살펴보면 ＜표 9＞와 같다（제주특별자치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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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ICT 부문 SWOT 종합 

강점 약점 

및 모바일통신 네 우수한 정보통신네트워크 ．지리적으로 고립돤 섬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 및 민간재원 부 

조 

정보시스템 시장 규모가 협 

트워크 완비 

벤처촉친지구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제 

‘도 기반 마련 

유비쿼터스 기반의 다양한 정보화 시범사업 

역량보유 

지리적 특수성（섬）으로 테스트베드 조성용이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자원 보유 

광역단쳬에 스마트그리드전당부서 설치운영 

방송통신 융합센터 및 스마트그리드 선도지 

도내 민간부문의 

소 

고급인력의 역외 유출 심화 및 타 지역 고급 

인력 유치 애로 

정보화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기술개발 선 

순환 구조 악화 

4지역의 IT기반산업만을 전문 육성하는 거점 

기관 부재 역이 제주지역내에서 운영되고 있음 

기회 위협 

제주 이전기업의 성공 모델 확산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화 추진에 적극적 

．치역간 기술·정보화에 대한 경챙 심화 

．지역발 국내 연구기관 및 수도권 기업 유치 

경챙 심화 

．표준 및 인중 등 정보기반 지식산업관련 지역 

간 경쟁 심화 

미래사회에 대비한 지자쳬간 시범사업 유치 

경챙 격화 

렌터카 서비스 모델을 통한 전기자동차 거점 

도시 추진 

한．중·일 중심에 위치하여 미래정보시스템 시 

범사업 추진 용이 

국제자유도시 추진 

w. 제주지역에 적합한 IT컨버전스 모델 구성 

4.1. 정부의 신산업 IT건버전스산업 

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기술로서 IT를 컨버전스하여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미래 

생활， 농수산，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원천 핵심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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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존IT융합은 자동차＋IT, 조선＋IT. 섬유 +IT 등과 같이 기술 중심의 융합이 주 

를 이루며 기술 중심의 컨버전스 산업은 주력산업 컨버전스로 재편되고 신사업 】T 융합 

을 정의하였으나， 신산업 IT융합은 ＜그림 2〉와 같이 크게 미래섕활， 농수산， 에너지 분 

야로 분류되었다． 

IT융합 R&D 체제개편 추진 전략 

※ 출처 : 지경부 신산업－주력산업 산업융합원천 R&D전략 

〈그림 2> 신산업 IT 융합 개념 및 추진 전략 

중점 목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 되었다． 

‘미래생활 IT'에서는 건강하고 편리한 삶과 사회적 안전 욕구를 만족 시키고 소외계충 

을 위한 삶의 질 제고형 IT 융합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제공한다． 

‘농수산 IT는 FTA에 대응하여 1차 산업에 IT기술을 융합하여 친환경적이고 예측가 

능한 식물공장， 양식공장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가능하도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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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IT는 에너지 흐름의 전 과정에서 IT와 융합을 통해 환경， 자원， 에너지 문제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한편， 서비스관점에서 건강한 IT, 돌보는 IT, 편리한 IT. 안전한 β를 통해 편리한 삶 

과 사회적 안전욕구를 만족시키고 소외계층을 위한 “삶의 질 제고형” IT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그림 3>. 

＜그림 3> 신산업IT융합 개념 및 범위（서비스 관점） 

4.2. 제주지역의 전략산업 

제주지역은 정부의 제주광역경제권의 산업정책으로 수출진흥전략， 향토자원활용 산업 

육성 전략， 기업 유치 및 육성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3대 산업정책전략 

에 따라 제주의 핵심산업으로 한방·바이오 융합 특화산업． 물산업． 첨단재생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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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IT융합산업을 육성하고 있었다．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주광역경제권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지 

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 및 산업 활성화 도모하고자 제주광 

역경제권 미래성장동력산업은 국가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한 광역경제권 산업육성 방향， 

미래 성장성， 광역경제권내 여타 산업에 대한 선도성， 제주지역의 자원·환경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 성장장재력을 갖는 풍력서비스， 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휴양 

형 MICE를 선도전략산업 도출하고 유망품목을 〈표 10〉과 같이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 

고 있다． 

또한． 전력IT 기술개발 결과물을 테스트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고자 제주툭별자치 

도 북동부 구좌읍 일원 7천여 세대에 세계 최대， 최첨단의 개방형 스마트그리드 신기술 

테스트 단지 조성하여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와 민간 2,400억 규모로 5개 분야 

12개 컨소시엄， 168개 업체 참여하고 있다． 

＜표 10> 산도쟌략 산업 도출 결과 

구분 
선도전략 

산업 

프로젝트 

（중핵업종） 
유망품목 

미 래 

성장 
동력 

풍력 
서 비 스 

제주형 
풍력 서 비 스 

육해상 풍력단지 설계 
풍력발전기 인중.EC. 기타） 관련 설계， 측정 및 평가 

해양 엔지니어링 
풍력시스템 관련 솔루션 

육해상 풍력발전시스템 운전 및 유지보수 

대

ㅈㅜ 표력 

차세대 

식품흉합 

청정헬스 
푸드 

고기능천연기능성식품 소재 및 제품 

건강지향성 식·음료 소재 및 제품 

친환경곡물 소재 기반 개발 

뷰티향장 
유기농 향장풍제풍 

기능성 향장품제품 

항장풍 소개활용 추출물 제조 

서 비 스 

산업 
MICE 

휴양형 

MICE 

제주대표 MICE행사 

제주형 L아AS MICE상품 
융합관광 (IT, BT, CT & ET) MICE 상풍 

휴양형 SMERF 

기업 인센티브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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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주의 IT컨버전스 모델 

지식경제부의 신산업 IT 융합의 키워드는 제주가 이미 확보 또는 확보될 IT기술과 

제주만이 가진 인프라， 자연환경에 따른 특화 서비스 및 IT 융합기술 모델을 포용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며， 제주가 특별자치도로서 중앙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산업 IT융 

합 전략과 달리 독자적인 IT 융합기술을 추구하기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제주 스마트 IT 융합기술의 틀은 정부의 융합모델을 따르면서 제주 

만이 가진 특화 서비스와 기술의 키워드를 추가하여 제주형 스마트 IT융합 모델을 발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앙 정부의 신산업 IT융합은 크게 서비스관점에서 건강한 IT, 돌보는 IT, 편리한 IT, 

안전한 IT를 통해 편리한 삶과 사회적 안전욕구를 만족시키고 소외계층을 위한 “삶의 

질 제고형” IT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여기에 제주만 

이 가능한 서비스 또는 재주가 더욱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 융합할 수 

있는 기술 키워드를 추가하고， 현재 제주에서 추진 중인 대형 사업과 연계하여 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주형 스마트 IT 융합 모 

델을 제시하였다（제주TP, 2012.12). 

우선， 건강한 IT에서는 기본적인 보건／식사／레포츠 외에 제주만이 확보하고 있는 청정 

헬스푸드와 뷰티향장산업 분야를 추가하여， 식물 및 특화작물과 제주의 천연 자연환경과 

관광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휴양의 키워드를 추가였다． 

돌보는 IT에서는 장애인／영유아／농어민 외에 영유아 범위를 넘어서선 특수계층의 교육 

분야와 장애인 외에 삶에 여유를 즐기는 여유 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휴양형 

MICE 부문의 키워드를 추가하였다． 

편리한 IT에서는 교통／업무／소비업무를 지원하는 방송통신분야 외에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 문화， 관련 인프라인 관광 키워드를 추가하여 관련 융합기술로 MICE와 스마 

트그리드를 제시하였다． 

안쟌한 IT에서는 치안／재난／환경 외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단지를 위해 

에너지와 MICE를 키워드로 추가하였다． 

또한 모든 IT융합기술에는 제주 IT 기술을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기 

본적으로 포함되고 있으며， 각 융합기술에서 하드웨어 중심의 융합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의 융합기술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기술을 모든 융합기술 추가하여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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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핵심프로젝트인 지역에서 중점추진중인 핵심사업 

과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키워드를 연계하면 〈표 11〉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표 11> 제주 IT융합 분류에 따른 키워드 

건강한 IT 돌보는 IT 편리한 IT 안전한 】T 

지 경 부 
키워드 

보건／식사／ 
레포츠 

장애 인／영 유아／ 
농어 민 

교통／업무／ 

소비 
치 안／재 난／ 

환경 

제주 
키워드 

청정혤스푸드 

뷰티향장 

청정헬스푸드 
스마트그리드 

방송통신 

관광 
스마트그리드 

MICE 
에 너지 
스마트그리드 

제주 
IT융합 

지중과

계 

특화작물 

휴양 

특화교육 

휴양형MICE 
방송통신 
관광 

에너지 
MICE 

제추

사 	
역인
의 

주

진업연 

휴양형주거단지 
혤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 

스마트그리드 시범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4.4. 제주지역 산업체의 IT기술과 IT컨버전스 기술의 연계 

제주 IT 융합기술과 제주보유 IT기술과의 연계성을 찾아보먼〈표 12＞와 같다． 즉， 제 

주지역 업체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통신기술’은 펀리한 IT, 안전한 IT 부문 

의 융합기술로서 ＇硼CE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의 편리한 IT와 태풍등의 재난 정보 

및 안전정보를 서비스를 해주는 안전한 IT의 융합 기술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RFID/USN기술은 안전한 IT와 돌보는 IT 부문의 융합기술로서 각종 센서정보를 이용 

하여 재난정보 및 실시간 정보를 기반한 안전한 IT와 파종에서부터 유통까지 센서의 정 

보를 통한 일련의 농작물 정보를 실시간 전달하여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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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T의 융합기술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기술은 안전한 IT와 편리한 IT부문의 융합기술로서 환경오염의 문제가 없는 전 

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그리드중심의 안잔한 IT와 에너지 관리 등을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등 가능하게 하는 편리한 IT의 융합기술로 발전해 나가야 할 갓이다． 

〈표 12> 제주 스마트 IT 융합기술과 제주보유 IT기술과의 연계성 

기술 융합기술 

방송통신 편리한 IT + 안전한 IT 

RFIDIUSN 안전한 IT + 돌보는 IT 

에 너 지 편리한 IT + 안전한 IT 

소프트웨어 편리한 IT+ 앤전한 IT + 돌보는 IT + 건강한 IT 

결국， 제주지역 IT융합의 방향은 제주도에 기 확보된 4대 기술인 RFID/USN, 방송통 

신， 에너지의 기반과 제주도 IT업쳬의 강점인 SW를 결합하고， 4대 선도전략산업과 지역 

의 기존 핵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특화작물산업에 적용식킨 수拓予 서비스 및 상 

품군 개발 등을 개발하여 확산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 상품군과 

타 지역의 하드웨어 기술 （단말， 모듈， 칩） 및 방송통신 인프라 사업자등과 연계하는 것 

을 융합의 방향성으로 확산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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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세계는 친환경， 청정에너지 등 녹색 기술 및 비즈니스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전 

통산업과의 IT 융븍합에 의해 소H予 수익모델이 나타나는 등 전통산업의 구조를 급속히 

개편하고 있다． 국내 IT 융합 분야도 일부 분야에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 

준이지만 IT기술 강국이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소재， 생산， 유통 등 산업의 전 주기에 걸 

쳐 IT 융합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타 지역예 비해 사업체 수나 규모는 열악한 상태이나 다양한 ICT관련 

지원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고， RFID/USN, 방송통신，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적 재산 

권 등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R&D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에따라 이 기술을 보유 기술로 하고 제주지역의 4대 선도 전략산업과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산업인 관광과 특화작물산업에 적용 시키고， 지역의 취약한 부분인 하드 

웨어기술을 도입하여 제주 지역에 적합한 미래 IT융합 산업 모델을 도출하였다． 

모델은 최근 정부의 IT융합 정책에서 신산업 분야（미래생활， 농수산， 애너지） 육성 전 

략을 기술 중심에서 다시 서비스 중심（건강한 IT, 돌보는 IT, 편리한 IT, 안전한 IT）으 

로 분류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의 IT융합 모델 개발 방향은 이 범주 내에서 세부 항목으 

로 제주형 IT융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적인 추세인 기술간， 서비스간 컨버전스를 통한 제주의 미래 산업육성 

기반 마련의 초석으로 삼고자 IT관점에서 바라본 IT 융합사업 서비스 동향을 파악 및 

분석하여 향후 제주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미래형 IT융합모델 발굴 확장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연구 분야는， 첫째， 현재 추진중인 국내외 분야별， 산업별 IT융합사례 및 추진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둘째， 제주의 IT융합사업 추진 현황과 지역 관련 업쳬들의 개발 환경 및 

능력을 분석하고， 향후 제주지역에 적합한 IT융합 모델을 구성하여 IT융합 서비스가 나 

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도내의 생명산업 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 관광산업 등과 기타 여러 지역전략 

산업， 지역 연고사업 등에 융합형 IT 기술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세부 

적인 IT융합 사업 주제 발굴과 사업화 지원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각 산업에 IT융합 

관련 정책 조정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 부서의 선정과 정책수립 및 실행 매뉴얼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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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갓이다． 

본 연구는 제주테크노파크의 제주스마트기술사업 발굴기획（2012.12）의 내용을 상당부 

분 인용 및 참고 하였으며， 결과물은 지역 내 R&D 경험이 많은 IT 기업 임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설문 조사와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제시되었으나 설문이나 브레인스토밍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제 

시된 모델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 개발 과제 도출이 가능할 것이며， 향후 타 지역의 IT융 

합 모텔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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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ABSTRACT ) 

세계는 2000년도 닷컴버블붕괴를 기점으로 한자리수 성장세로 정체되는 추세 

인 반면， 선진 각국에서는 전통산업과의 IT 융복합에 의해 신규 수익모델이 나타 

나는 등 전통산업의 구조를 급속히 개편하고 있다． 국내 IT 융합 분야도 일부 분 

야에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IT기술 강국이라는 장점을 바 

탕으로 소재， 생산， 유통 등 산업의 전 주기에 걸쳐 ㄸ 융합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 역은 타 지역에 비해 사업체 수나 규모는 열악한 상태이며 산업의 

글로벌화 등으로 인하여 전통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쳬 

등에서는 국가와 지역의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노 

력을 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쳬에서도 미 래 유망 비즈니스를 찾기 위해 다양한 노 

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의 지원정책에 참여하여 다양한 ICT관련 지원 사업 

들이 수행되고 있고， RFID/USN, 방송통신，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적 개산권 

등 관련 핵상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마，R&D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 

다. 

이에 따라 이 기술을 지 역의 핵심 보유 기술로 하고 제주지역의 4대 선도 전략 

산업과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 산업인 관광과 특화작물산업에 적용 시 

키고， 지역의 취약한 부분인 하드웨어기술을 외부에서 도입하여 제주 지역에 적 

합한 미 래 IT융합 산업 모델을 도출하였다． 

모델은 최근 정부의 IT융합 정책에서 신산업 분야（미래생활， 농수산， 애너지） 

육성 전략을 기술 중심에서 다시 서비스 중심（건강한 IT, 돌보는 IT, 펀리한 IT, 

안전한 IT）으로 분류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의 스마트 IT융합 모델 개발 방향은 

이 범주 내에서 세부 항목으로 제주형 IT융합 모델 구성을 연구하였다· 본 모델 

은 구체적인 요소기술들을 추가 항으로써 로드맵 작성과 구체적인 R&D과제 도 

출에 유용할 것이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지역 정책 수립 방향 도출에도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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