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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ICT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는 앞으로

의 국가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빠르게 변화하는 ICT 산

업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는 관련 인력 

풀(pool)을 늘리는 등 다각화된 대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들의 기술수준

과 가격 경쟁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어, 우리나라의 ICT산업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

러므로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 ICT산업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술

기회와 R&D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개발한 교역활동 프로파일 분석 시스템을 통해 ICT산업

에 관련된 상품들 전체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ICT산업 전반을 진단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개발 기회를 파

악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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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

이터(Bigdata),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이 국가의 경제적 부를 견인하고,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

를 가져다 줄 4차 산업혁명에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적 차원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ICT 산업에 적

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미래창조과학부(2016)는 ‘ICT 연구

개발(R&D) 투자로드맵 2020’을 수립하여 10대 ICT 기술분야 83개 중점연구영역 도

출했고, 중점 연구개발영역에 대한 2020년까지의 기술확보 전략과 투자계획을 마련

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국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집중적으로

힘을 쏟을 100대 국정과제가 공개되었는데, 그 중 소프트웨어 및 ICT 산업을 발전

시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ICT 기반의 고부가가치 창출형 미

래 신산업 발굴에 힘쓰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KINEWS, 2017).

그러나 대한민국의 ICT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각 정부가 추진해 온 ICT 정책은 잦은 거버넌스(governance)의 변경

과 실효성 없는 R&D 정책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TECH

M, 2017). 또한 글로벌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ICT 기업들은 이미 가격경쟁

력을 갖추고 있을뿐더러 최근 ICT 관련 기술 수준 역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이미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첨단

ICT 분야의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 수준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고 있다(이

정원·문형돈, 2016).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더불어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고령화 등 단기적인 경기 부

양 정책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한국의 경제상황을 위협하고 있고(김방

룡·홍재표, 2014), 한국경제는 이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됨으로써 본격적인 저성장 구조에 진입한 상황이다. ICT 산업은 그동안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이 돼주었지

만,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위험요소들로 인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정원·문형돈, 2016).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실효성 있고 전략적인 ICT 산업 육성 및 R&D 정책에

대한 필요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효과

적이고 효율적인 ICT R&D 정책 수립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 ICT 산업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위해 ICT 산업에 관한 교역활동 프로파

일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ICT 산업을 구성하는 각각의 제품들에 대해 무역

역조 여부를 파악하여 제품들의 교역위상을 진단함으로써 우리나라 ICT 산업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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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파악하고, R&D 기회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증거기반

(evidence-based)의 과학화된 방법이 ICT R&D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

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ICT 산업과 경제성장

ICT 관련 기술이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추동 요인이라는 것은 관련 학문 분야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왔다(Atkinson & Mckay, 2007; Atkinson & Castro,

2008; Ezell & Andes, 2010; Hong, 2017). 이러한 연구에서의 주장이 일면 타당하다

볼 수 있는 이유는 ICT 기술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바로 ICT 관련 기술은 ICT 산

업내의 발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 기술 분야의 기초기술로 작용하여 타 산

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일반 목적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이라는 점이다(김방룡·홍재표, 2014). 이로인해 ICT 관련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과거 국가 경쟁력이 국토나 보유자원의 규모 혹은 노동력과 자본의 양에 의

해 좌우되던 양상을,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식정보사회로 전환시키면서, 국가 성장의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정동규·김세민·송도선, 2014). 이는

실제로, 김정언·김원년(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IC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 기준 8%에 달하는 주요 산업이다. 또한 2016년 ICT 수출은 1,625억

달러로 ICT 수출 세계 4위를, 무역 수지는 725.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산업 수출(4,954억 달러)의 32.8%를 차지하는 수치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

보통신산업진흥센터, 2017; 미래창조과학부, 2017).

2. ICT 산업 내 연구개발(R&D)

1) ICT 산업 내 연구개발 현황 

우리나라의 ICT 관련 연구개발(R&D)의 예산규모나 정책의 강도를 미루어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ICT R&D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2010년을 기준으로 ICT 산업 전체 R&D 투자

규모인 32조 8천억 원에서 ICT R&D가 차지하는 부분은 53%인 17조 3천억 원이었

다(김정언·김원년, 2012). 세계적인 추세도 크게 다르지 않다. OECD(2015)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경제력이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들의 ICT R&D 지출비용은 기업총

지출(total business expenditure)의 약 25%를 차지하며, 이는 GDP의 0.2%에서



17-3. 빅데이터 기반 교역활동 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ICT 산업 진단 및 연구개발(R&D) 기회 발굴에 관한 연구

972 • • •  기술혁신연구 20년 : 회고, 성찰 그리고 새로운 도전

0.4%를 차지한다.

2) ICT R&D 투자의 경제성장과의 연관성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과

거부터 꾸준히 지속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는 정성적, 정량적 방법 모든 부분에서 진

행되어왔는데, ICT R&D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는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왔다.

ICT R&D에 대한 투자와 경제성장이 강한 양의 상관관계(strong positive

correlation)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고(Madden & Savage,

1998; Oliner & Sichel, 2000; Jorgenson, 2001, 2005; Colecchia & Schreyer, 2002;

Plepys, 2002; Datta & Agarwal, 2004; Jorgenson & Motohashi, 2005; Jalava &

Pohjola, 2008; Koutoumpis, 2009; ; Martínz et al., 2010; Vu, 2011, 2013; Sassi &

Goaied, 2013), 그에 반해, 아무리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해도, 이것이 인과관계를

필연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도 있다(Blomstrom et al., 1996;

Madden & Savage, 1998).

그러나 수많은 연구들이 최근까지도 ICT R&D 투자와 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어왔으며(Cronin et al., 1991; Beil et al., 2005; Yoo & Kwak,

2004; Veeramacheneni et al., 2008; Dvorjinik & Sabolic, 2007; Shju & Lam, 2008;

Pradhan et al., 2014; Ishida, 2015). 다양한 개별국가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가들을

대상으로도 연구가 진행되었고, 또한 그러한 인과관계가 일방향성(uni-directional)인

지, 양방향성(bi-directional)인지에 관한 연구까지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왔다.

3. 국내 ICT 산업 및 R&D 정책관련 연구

ICT R&D 정책에 관련하여 국내 상황을 반영하여 과거부터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구조 및 시스템적인 측면 등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김정언·김원년

(2012)의 연구의 경우, 시계열자료와 실제 산업의 횡단면 자료를 결합한 패널분석을

통해 ICT R&D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ICT 산업 R&D 자본 성장에 대한 기여

분을 추정하여, ICT R&D가 각산업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지속적인 ICT R&D 투자 확대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동규 외(2014)는 OECD 주요 국가와 중국, 그리고 신흥 국가들의 ICT 산업에

관한 시장 규모 및 수출 동향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방룡·홍재표(2014)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ICT 산업이 고용 없는 성장이 지

속되고 있고, ICT 제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ICT 서비스 산

업에서 낮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였고, 이는 국가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전략적 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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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은 외(2012)의 연구에서는 스마트 사회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ICT 산

업 구조 전체가 가치사슬구조에서 생태계를 이루는 구조로 전환됨을 지적하고, 이

에 따른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중

장기 정책수립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ICT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3단계로 제시하였다.

이정원·문형돈(2016)의 연구의 경우, 정부에서 ICT 대표정책으로 추진에 온

‘K-ICT전략’에 대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장에서의 정책 체감도를 분석하였다. 조

사결과 정책 수립의 적절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기대감도 높은 수준으로 조

사되었으나,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드러나 K-ICT 전

략의 연속성있고 세부적인 대책마련과 롤링 플랜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박혜영(201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ICT 산업의 잠재 위험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ICT 산업을 위협할 위험요인

으로서 ‘중국의 성장’, ‘보안사고 및 사이버테러’, ‘혁신기술의 부재’ 등을 제시했다.

III. 연구 설계 및 데이터 구성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ICT 산업을 진단함에 있어서도, ICT

R&D 정책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연구가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적인 접

근 혹은 사례를 분석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는 등 경제·사회학적 연구방법

론이 주로 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역에 있어서 수출입 금액, 무역수지 등

단순한 통계적 사실 외에 심층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구는 미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거기반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설계하였다.

1. 교역활동 프로파일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ICT 산업 내 제품들의 교역활동 프로파일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구축하였다.

1) HS 코드(Harmonized System code)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DB는 HS(Harmonized system) 코드에 대한 정의 DB이다. HS 코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있는 제품분류를 위한 관세코드로 총 10자리의 숫자로 구성

되어있다. 앞 여섯 자리는 세계 관세 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에

서 세계 공통으로 지정하고, 뒤의 네 자리는 국가마다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하

여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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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는 같은 품목이더라도 크기나 형태, 모양 등에 따라 마지막 네 자리의 결

정세번이 다르게 매겨져 있으며, 열자리의 코드가 모두 같다고 해도 제품마다 약간

씩의 차이를 보인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체 HS 코드에 대해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정의하였고, 타 국가들에서 HS 코드와 비교, 대조하여 정확하

면서도 다른 나라의 HS 코드와 호환가능한 37,433개의 HS 코드 DB를 구축하였다.

또한 각 HS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 품목마다 수입과 수출 시 연관되어있는 법령이

나 규제(regulation) 역시 함께 DB화 하였다.

2) HS 코드 품목별 무역정보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DB는 각 HS 코드에 해당하는 품목별 국내 수출 및 수입에 관련된 무역

정보 DB이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수출입 관련 데이터가 구축되어있으며,

2016년 데이터 또한 구축 중에 있다. HS 코드에 따른 품목별로 수출입량과 금액,

지역과 대상 국가에 대한 정보가 DB화 되어있으며, 본 연구를 위해 추가적으로 품

목별 중량당 수출입 단가와 무역역조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지표 또한 구축하

였다.

2. 교역활동 프로파일 분석

1) HS 코드 빅데이터 기반 교역활동 프로파일 분석 메커니즘

각각의 ICT 산업과 관련된 HS 코드를 추출하여 제품 수요공급 가치사슬망을 구

현하게 되면, 각 HS 코드마다 가지고 있는 무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역 활동 프로

파일 분석을 할 수 있다.

교역 활동 프로파일 분석의 핵심은 교역위상을 진단하는 것이다. 교역위상을 진단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척도를 활용한다.

무역량 역조(UTAB, Unfavorable Trade Amount Balance)

UTAB = Ximport － Xexport

Ximport = 수입량 ($)

Xexport = 수출량 ($)

무역단가 역조(UTCB, Unfavorable Trade Cost Balance)

UTCB = Yimport － Yexport

Yimport = 수입단가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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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xport = 수출단가 ($/kg)

무역역조란 무역을 통한 수입액이 수출보다 많은 상태를 의미하며 역조량은 단순

히 수입량에서 수출량을 뺀 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무역량

에 대한 역조를 무역량 역조(UTAB, Unfavorable Trade Amount Balance), 무역단

가에 대한 역조를 무역단가 역조(UTCB, Unfavorable Trade Cost Balance)로 정의

하자.

한 제품에 대한 무역량 역조와 무역단가 역조의 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은 사분면을 만들 수 있다.

(그림 1) 교역위상 진단을 위한 양적 및 질적 측정 도구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가로축을 무역량 역조(UTAB) 수준, 세로축을 무역단

가 역조(UTCB) 수준으로 규정하면 4개의 사분면이 만들어 진다. UTAB와 UTCB

값의 양음에 따라 개별 HS 코드의 상품들은 4개의 사분면 중 하나의 사분면에 위

치하게 된다.

UTAB의 경우 절대적인 수입, 수출량에 근거한 값이므로 제품의 시장지배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UTAB가 양(+)의 값을 가지는 사분면은 수출량에 비해 수

입량이 많음을 의미하고, UTAB가 음(－)의 값을 가지는 사분면은 수입량에 비해

더 많은 양을 수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수입해오는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더 많은 비중을 점유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제품이 더 시장지배력을

가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UTCB의 경우는 가격경쟁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제품 자체의

질적 요인이 포함될 수 있겠으나, HS 코드 기반의 일반적인 품목 전체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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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제품 자체의 질적 요인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UTCB가 양(+)의 값을 가지는 사분면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단가보다 높은 수

입단가로 국내에 유입됨을 의미하고, UTCB가 음(－)의 값을 가지는 사분면들은

수입해오는 제품의 단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수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각각의 사분면들은 UTAB와 UTCB 값의 양음의 조합으로 <표 1>과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사분면 1사분면

(UTAB, UTCB) = (―, +)

수입품목과 유사정도의 

시장지배력을 가지며, 수입단가가 

상대적으로 수출단가보다 높은 

품목(군)

▶ 싼 가격에 많이 수출되는 국산품 

영역

(높은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수입되는 품목)

(UTAB, UTCB) = (+, +)

높은 수입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많은 품목(군)

▶ 기술시장 경쟁력 취약영역

3사분면 4사분면

(UTAB, UTCB) = (―, ―)

수입품목과 유사 정도의 

시장지배력을 가지며, 수입단가가 

상대적으로 수출단가보다 낮은 

품목(군)

▶ 비싸게 많이 수출되는 국산품 

영역

(기술시장 경쟁력 우위 영역)

(UTAB, UTCB) = (+, ―)

낮은 수입가격에 따라 

많은 수입량을 보이는 품목(군)

▶ 높은 수출가격에 따라 

수출량이 적은 국산품영역

<표 1> 교역위상 진단 측정도구 의미 분석

2) HS 코드 빅데이터 기반 교역활동 프로파일 분석 시스템

KISTI에서는 이러한 분석 스키마(schema)와 최적화된 DB를 바탕으로 교역활동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중소 화학/에너지 전문기업

인텔리전스 지원 서비스를 위해 지역별 교역활동 프로파일을 분석하고 신산업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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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탐색·발굴할 수 있는 START(Strategic Trade AleRT) 시스템과(그림 2), 제품

수요공급 가치사슬망(Value chain network)과 연동하여 제품 단위뿐만 아니라 제품

을 구성하는 원재료 및 중간재 단위에서까지 정밀하게 분석가능하고, 또한 산업 전

체의 가치사슬망 구조를 네트워크 형태로 구현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 가능한

Coded-VX 시스템(그림 3)이 바로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품 수요공급 가치사

슬망 구현 시스템인 Coded-VX 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활용하여 ICT 산업 관련 제

품들에 대한 교역활동 프로파일을 분석하였다.

(그림 2) 교역활동 프로파일 분석 플랫폼 START

(그림 3) 제품 수요공급 가치사슬망 구현 시스템 Coded-VX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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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도출 및 분석

1. ICT 산업 내 제품 HS 코드 분류 및 정의

ICT 산업에 관련된 HS 코드는 UNCTAD STAT(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ICT 관련 상품 카테고리 표

(UNCTAD STAT, 20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에는 ICT 산업 내 품목

을 5가지로 분류하였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 가정용 전자제품, 전자 부

품, 기타 미디어 및 소프트웨어), 각 분류에 해당하는 HS 코드의 수와 대표 HS 코

드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었다.

분류
HS 코드
개수 (개)

세부품목
중복제거 후
개수 (개)

대표 HS 코드 품목명

총계 : 703 총계 : 377

컴퓨터 및
주변기기

119 78
8443.31-1010 Laser beam printer
8471.50-2000 Processing unit
8528.51-1000 LCD monitor

통신장비 178 90

8517.69-2000 Videophone

8517.12-1010
Telephone for other wireless

network

8517.62-3390
Optical fiber cable
transmission system

가정용
전자제품

176 100

8528.73-1000
Monochrome television
reception apparatus

8527.13-3000 Radio-broadcast receiver

8519.81-4119
Digital audio type magnetic

tape recorder

전자부품 144 66

8542.32-1010 DRAM

8541.40-1000
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
8541.30-2000 Thyristor

기타
미디어 및
소프트웨어

86 43

8523.51-2990
Recorded solid-state

non-volatile storage device

8523.59-2110
Other recorded

semiconductor media
8529.10-9290 Aerial reflector

<표 2> ICT 산업 내 품목 HS 코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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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에 관련된 HS 코드를 이용하여 추려진 품목은 총 703개였다. 이는 HS

코드에서 세부제품(Sub-product) 단위까지 세분화 시킨 코드 기준의 총 개수이다.

그러나 HS 코드에 부여된 무역정보는 세분제품단위까지 반영하지 않아 중복되는

HS 코드를 제거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따라서 중복을 제거하고 무역데이터에서 유

효값을 가지는 HS 코드의 총 개수는 377개였다. 이렇게 추려진 377개를 HS 코드를

대상으로 교역위상 진단 분석을 수행하였다.

2. ICT 산업 교역 위상 진단 프로파일 분석

1) ICT 전체 산업 교역 위상 진단

386개의 HS 코드와 그에 해당하는 품목의 무역데이터를 가지고 교역위상 진단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쓰인 데이터는 2005년도 우리나라의 무역수출

입량과 단가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결과는 (그림4)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림 4) ICT 전체 산업 교역 위상 프로파일 분석 결과

분석결과 기술시장 경쟁력 취약영역인 1사분면과 기술시장 경쟁력 우위 영역인 3

사분면에 ICT 산업 관련 품목들이 집중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품목의 수를 확인해보면 1사분면이 185개 품목, 2사분면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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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품목, 3사분면은 128개 품목, 4사분면은 22개 품목으로, 3사분면 품목수와 비슷

하긴 하나, 기술시장 경쟁력 취약영역인 1사분면에 가장 많은 품목이 위치했다.

단지 각 사분면에 위치한 품목의 수가 많다는 것은 교역 위상 진단 분석을 함에

있어서 큰 함의를 주지 못하므로 실제 어떤 HS 코드와 그에 해당하는 품목이 각

사분면에 위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과는 <표 3>에 정리한 바와 같다.

품목의 수도 많고 세부품목에 따라 유사한 품목이 여러 사분면에 걸쳐있는 경우

도 있어서 다른 사분면에 존재하지 않는 각 사분면의 고유한 품목들을 위주로 <표

3>에 정리하였다.

품목들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어렵지만 기본

적으로 1사분면과 3사분면의 품목들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었다.

1사분면의 경우, Diac, Triac, Diode, Klystron, Magnetron, Digitron, Thyristor와 같

이 반도체나 기계전자 부품 관련된 품목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Blue-ray

disk drive나 CPU, Optical fiber cable transmission system의 경우는 높은 부가가

치를 가진 품목이고, Codec이나 Other recorded media, Other unrecorded media의

경우는 HS 코드 분류상 소프트웨어 품목으로 분류된다.

반면, 3사분면에서는 DRAM, DRAM module, SRAM과 같이 RAM 관련 품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장치에 해당하는 모니터 관련 품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사분면에 등장한 반도체나 기계 및 전자 부품 관련된 품목들의 수출량이 많은

국가들은 그 품목을 만들어내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

프트웨어도 특정 회사나 단체가 개발하여 독점적으로 기술을 보유하게 되는 품목이

다. 반면 3사분면의 품목들은 대부분 완제품 형태의 하드웨어가 주를 이루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2) ICT 산업 교역 위상 진단에 대한 심층 분석

정성적인 분석은 나름 그 의미를 가질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ICT 산

업을 진단, 분석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각 산업 분야에 따른 요인과

무역량 역조(UTAB) 및 무역단가 역조(UTCB)를 가중치로 두어 보다 심층적으로

ICT 산업의 교역 위상을 분석해보았다.

먼저 (그림 4)에서 제시했던 결과에, ICT 산업별 분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산

업별로 HS 코드를 카테고리화한 후 분산형 차트를 생성시켰다 (그림 5). 산업별

HS 코드에 해당하는 품목의 분포를 보았을 때 대부분 모든 사분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액면적으로는 ICT 산업별로 교역 위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보아, 국내 ICT 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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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분면 1사분면

(UTAB, UTCB) = (―, +)

Cassette-type magnetic tape recorder,
Magnetic head, Mounted piezo-electric

crystal, Other cathode-ray tube, Other color
television reception apparatus, Other input

unit, Other record-player, Other
semiconductor device, Other sound

reproducing apparatus, Other thermionic
valve, Parts of transistor, Recorded
solid-state non-volatile storage device,
Telephone answering machine, Transistor

(UTAB, UTCB) = (+, +)

Audio-frequency electric amplifier, Blu-ray
disk drive, Card incorporating magnetic
stripe, Case for computer, Coaxial-cable
transmission system, Codec, Other recorded

media, Other unrecorded media,
Communication interface Card, CPU for
computer, Data/graphic display tube, Diac,
Triac, Diode, Klystron, Magnetron, Dictating
machine, Digital audio type magnetic tape
recorder, Digital camera, Digital video disc
drive, Digitron, Discharge tube, Disc-type
sound reproducing apparatus, FDM type
multiplexer, Hard disk drive, Headphone,
Image converter, Laser, Light emitting diode,
Main board, Main storage unit, Microphone,
Optical fiber cable transmission system,

Photovoltaic cell, Smart card, Shadow mask,
Thyristor, Videotex

3사분면 4사분면

(UTAB, UTCB) = (―, ―)

Analog to digital converter, Base station,
Black and white video monitor, Color video
monitor, Data/graphic display tube, DRAM,
DRAM Module, Electron gun, Flash memory,
Multimedia Card, Other office machine,
Paircable transmission system, Plasma

display panel type color television reception
apparatus, SRAM, Telephone for cellular
network, Thermionic valve for transmitter,
Transcribing machine, VHF receiving

apparatus, Video tuner

(UTAB, UTCB) = (+, ―)

Electric bell, Facsimile machine, Other
recorded semiconductor media, Telephonic

swtiching apparatus, Teleprinter,
Ticket-issuing machine, Video camera

recorder, Printed circuit

<표 3> ICT 전체 산업 교역 위상 프로파일 사분면 별 품목

1사분면에 등장한 반도체나 기계 및 전자 부품 관련된 품목들의 수출량이 많은

국가들은 그 품목을 만들어내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

프트웨어도 특정 회사나 단체가 개발하여 독점적으로 기술을 보유하게 되는 품목이

다. 반면 3사분면의 품목들은 대부분 완제품 형태의 하드웨어가 주를 이루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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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산업 교역 위상 진단에 대한 심층 분석

정성적인 분석은 나름 그 의미를 가질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ICT 산

업을 진단, 분석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각 산업 분야에 따른 요인과

무역량 역조(UTAB) 및 무역단가 역조(UTCB)를 가중치로 두어 보다 심층적으로

ICT 산업의 교역 위상을 분석해보았다.

먼저 (그림 4)에서 제시했던 결과에, ICT 산업별 분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산

업별로 HS 코드를 카테고리화한 후 분산형 차트를 생성시켰다 (그림 5). 산업별

HS 코드에 해당하는 품목의 분포를 보았을 때 대부분 모든 사분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액면적으로는 ICT 산업별로 교역 위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보아, 국내 ICT 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5) ICT 산업별 교역 위상 프로파일 분석 결과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해보기 위해 (그림 4)의 교역 위상 프로파일 결과에서,

강한 시장 지배력을 보이는 품목들을 골라내기 위해 무역량 역조(UTAB) 규모로

가중치를 주어 다시 분석했다 (그림 6).

UTAB 규모로 가중치를 준 분산형 차트를 생성시키면 다른 품목들과 비교하여

시장 지배력이 강한 품목들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각 사분면 별로 시장 지배력의

강도가 강한 품목들을 확인하여 <표 4>에 정리하였다.

3사분면에서 나타난 품목들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의 ICT 산업 중 가장 시장지

배력이 뛰어난 품목은 역시 디스플레이와 모바일 네트워크 분야였다. 특별히 태양

전지에서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인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1사분면의 품목들

은 컴퓨터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품과 그 주변장치에 시장 지배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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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CT 전체 산업 교역 위상 프로파일 무역량 역조(UTAB) 규모 

가중치 분석

2사분면의 경우를 보면, Processor, TV 수신기, 팩시밀리 등 통신관련 품목들은

수입품들과 유사한 시장지배력을 가지나, 수입단가가 수출단가보다 더 높은 품목들

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4사분면의 품목들인 인쇄회로, TV 카메라 등은 수입가가

더 낮아 많은 수입량을 보이는 품목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사분면 1사분면

(UTAB, UTCB) = (―, +)

Processor, Other color television reception
apparatus, Other recorded semiconductor
media, Facsimile machine, Other input unit

(UTAB, UTCB) = (+, +)

Loudspeaker, LCD monitor, Ink-jet printer,
Laser beam printer, Key entry system, Main
board, Digital video disc drive, Case for
computer, Processing unit, Hard disk drive,
Diode, Headphone, Electric sound amplifier

set, Paper shredder

3사분면 4사분면

(UTAB, UTCB) = (―, ―)

Parts of television receiver, Photovoltaic cell,
LCD type color television reception apparatus,
Parts of telephone for cellular network, Color

video monitor, Base station

(UTAB, UTCB) = (+, ―)

Printed circuit, Television camera, Parts of
television camera, Other peripheral storage

unit

<표 4> ICT 산업 교역 위상 가중치 분석 후 나타나는 시장지배력 강도가 강한 품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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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ICT 산업의 실제적인 모습은 파악하고, ICT 기술의 경

제적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ICT 산업 품목들을 대상으로 HS 코드와 무역정보로

구성된 빅데이터 기반의 교역활동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술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인 파급효과 관점에서, 또는 인류의 진보적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경제적인 가치와 그 파급효과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ICT 산업 기술들

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교역위상 진단 분석 결과로 미루어봤을 때, 우리나라의 ICT 산업은 수입과

수출에 대한 품목이 명확하게 나뉘어있었다. 우리나라는 무역에 있어, 주로 디스플

레이나 모바일 통신 쪽에서 가격경쟁력과 시장지배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치사슬로 똘똘 뭉쳐 독과점이 가능했던 과거의 ICT 산

업과는 달리,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ICT 산업 전반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생

태계를 이루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ICT R&D 정책은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야할 것이다.

둘째, 기술시장 경쟁력 취약영역을 차지했던 품목들로 미루어보았을 때, ICT 기

술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원천기술의 확보가 미비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쟁력이

뒤처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컴퓨터 관련 부품들이나 장치들은 높은 수

입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많은 품목들이며 이로 인한 교역량 및 교역단가 현

상은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필두로 한 최

첨단 ICT 기술들의 도래는 반드시 첨단 하드웨어의 발전을 동반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모니터나 TV와 같은 영상 출력장치에서만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크나큰 약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ICT R&D 정책은 ICT 관련 기

술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에 더욱 주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ICT 산업 내 분야를 나누어 교역 활동 프로파일 분석을 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ICT 산업 내 다양한 분야, 다양한 품목들에 대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ICT 산업은 다각화되어있다는 특징을 간접

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지배력은 주로 디스플레이나 모바일 통신 쪽이

매우 강력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ICT 비즈니스를 지

원하고, ICT R&D를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여 ICT 생태계의 안정적인 구축하기 위

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빅데이터 기반의 교역활동 프로파일링 분석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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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반의 과학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HS 코드를 부여받은 품목에 국한하여 분

석을 진행했기에, 소프트웨어 쪽이나 ICT 서비스 산업에 대한 분석은 상당부분 배

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으나,

각 품목에 대한 해석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정성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

다는 점이 본 논문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역현황 프로파일링을 통해 ICT 산업에 대한 진단을 보다 객관

전인 방법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를 시도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Scie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는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다. IC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장기적인

롤링플랜과, 환경변화에 맞는 체질개선이 필요하겠지만, R&D 정책 수립에서도 과

학적인 사고방식과 객관적인 방법론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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