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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IMF, World Bank., 현대경제연구원(2013) STEPI 정책포럼 발표자료 중 발췌·수정 
주) 박스 안의 수치는 해당기간의 평균 성장률    

• 미래 고객니즈?  
• 혁신 확산속도? 
• 잠재시장 규모?  

• 와해성 기술?  
• 혁신이 곧 성공? 
• 개발-출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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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연합뉴스,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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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우리금융연구소(2013),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 
현황과 시사점 

자료원: Battelle(2012), 2013 Global R&D Funding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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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계산 처리 
범용형 대형 컴퓨터 

독립적 프로세싱 파워 
Client/Server →  

Fat Client → Thin Client 

이동형 + 개인형 
‘내 손안의 모든 정보’ 

Hybrid형 + Big-data 처리 
‘스마트한 개인비서’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사용자들은 PC의 등장으로 메인프레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보같은 단순 터미널이 아닌 컴퓨터상에서 독립적인 프로세싱 파워를 가지고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워드프로세싱, 스프레드쉬트, 그래픽 애플리케이션 등이였다. 동시에 네트워크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네트워크 컴퓨팅과 데이터 공유의 의미가 점점 더 중요해져 가면서, 강력하고 어려운 것은 메인프레임에서,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가벼운 것들은 PC에서 처리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구조를 컴퓨팅의 제2세대를 이룬 Client/Server 모델이라고 부른다.PC의 프로세싱 파워가 점점 강력하면서도 저렴해져 가면서 점점 많은 기능이 Server에서 Client로 옮겨오게 된다. 이제 사용자들은 더이상 서버에서 응답이 돌아오길 기다릴 필요도 없을 뿐더러, 자기 PC에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면서도 원할 때는 서버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게 되었다. Fat Client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복잡한 기능을 가지는 Fat Client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의 끊임없는 유지보수/업그레이드를 해야하는 골치아픈 존재가 되어버리게 되고, 이에 컴퓨팅은 다시 프로세싱과 데이터의 중심이 서버로 옮겨가는 구조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물론 메인프레임시대처럼 바보같은 터미널만 남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서버와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클라이언트만 남겨주는 대신에, access from anywhere라는 훌륭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Thin Client 시대

http://rdupdates.com/wp-content/uploads/2012/06/mainframe-computer.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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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iPhone 

음성통신위주의 단말시대에서 
스마트컴퓨팅서비스 시대 창출  스마트 

시대 

구글(안드로이드) + 모토로라 

SW 와 HW의 전략적 결합 

http://www.youtube.com/watch?v=1FJHYqE0RDg
http://images.apple.com/iphone/gallery/images/gallery8_hires200706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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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개방/공유 

 융합 토론장 

 Think Different 

 Open Innovation 

 도전정신 

 사업가 정신 

 융합연구 프로젝트 

 기관간 인력파견 

 지식재산 보호/보상 

 시제품 제작 지원 

 금융지원 

 실패/재도전 허용 

 공동연구센터 

 Open Lab. 

 무한상상실 

 융합기술생산센터 

 인큐베이터 

 공통 테스트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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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여년전에는 ===> 배 한척도 만들지 못했었다 
 - 현재는           ===> 세계 최고의 건조량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 남는다 

조선업계의 경쟁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 A4 용지 2층 높이의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반영해 나가는 설계 기술에 있음 

조선업계는 어떻게 이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가? 
===> 철저한 다큐멘테이션과  
                     고객 만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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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51117151417143?srchid=IIM6c9Rp00
http://cafe.daum.net/muhanenergy/L4jK/1?docid=1GYTR|L4jK|1|20090112134055&srchid=IIM2xgBU10
http://cafe.daum.net/starexyu/DV47/68?docid=1BtmV|DV47|68|20081216202622&srchid=IIMLYlHx10
http://www.cdaily.kr/news/5070?srchid=IIMsuvA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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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해 

200여 개 수준의  

Hidden Champion 육성  

ICT 융합 기반 First-Mover 전략을 통해 

400여 개 수준의  

Hidden Champion 육성  

장기적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연구소기업 육성 전략을 통해 

1,000여 개 수준의  

Hidden Champion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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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내 보건-복지-안전 효율성 

5% 제고 

• 수출패키지化하여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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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목표  

• 1년에 10개씩 연구소기업 예비창업 

• 5개 연구소기업 창업   

• 1개 이상의 연구소기업 NASDAQ 등록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4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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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Synergy Spiri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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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프레젠테이션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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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wikipedia.org/wiki/File:Apple_iOS.svg
http://en.wikipedia.org/wiki/File:Android_robot.svg
http://blogs.ec.europa.eu/neelie-kroes/files/internet-of-things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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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서비스 1 

대용량 콘텐츠 기술 확보 

스마트 서비스 실증 사업 

플랫폼/소프트웨어 2 

차세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 개발 

3 

고성능 단말 원천기술 개발 

차세대 고부가 기술 개발 

네트워크 4 

기가급 통신 기술·장비 
개발 

테스트 베드 인프라 구축 

추진과제 

ICT 생태계 전략 

비  전 

목  표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 보편화 

대용량 실감미디어 원활한 이용 

개  인 

융합 서비스 신시장 창출 

스마트 ICT 기반의 업무 효율화 

기  업 

투명한 복지를 통한 사회 통합  

안전한 국가운영 시스템 확보 

국  가 

미래 기가급 통신을 위해 필요한 장비, 부품,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걸쳐 세계 시장 선도 

네트워크, 단말, 플랫폼/소프트웨어, 콘텐츠/서비스 각 분야에서 관련하여 핵심 원천기술 세계 최초 개발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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