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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즈니스인프라
보급현황

01
본 장에서는 e-비즈니스의 기반을 제공하는 e-비즈

니스인프라의보급현황을PC 보급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무선인터넷사용률등으로구분하여살펴

봄으로써현재국내의e-비즈니스인프라의수준을가

늠해본다. 

제 1절인터넷인프라현황

1. 환경의 변화

e-비즈니스의 기반인 국내 정보통신 관련 기술은

1980년대이후비약적으로발전해왔으며, 특히무선

통신기술과 데이터 통신 관련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특징은 과

거에는 기술 발전이 시장의 성장과 수요를 확대시켜

왔지만, 최근에는 시장이 주도적으로 기술 발전을 도

모하고있다는것이다. 

현재 기업과 가정에서는 전용회선, ADSL, CATV

등을 통한 네트워크 접속이 보편화됐다. 하지만 향후

기동성, 서비스 통합, 비용 효율화 등을 고려해 인터

넷 접속 인프라와 전송 인프라가 초고속화를 지향하

고있고, ALL IP 네트워크화로진화하고있다. 

결국 이런 움직임은 정보통신 인프라의 고속화, 저

가화, 그리고 상시 접속체계를 구현해 다양한 분야에

서새로운서비스를보다빠르게이용할수있도록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모바일 보안 관련 기술 발전이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휴대 단말기를 통한 모바일 인

터넷사용율도꾸준히증가하고있어, 이를통한 e-비

즈니스의 역도확장되고있다.

2. PC 보급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하면 2003년 현재 우리 나

라의전체가구중77.1%가사용가능한컴퓨터를보

유하고있으며, 가구당평균보유대수는1.2대로나타

났다. 이가운데91.0%가인터넷에접속하고있는것

으로조사됐다. 

가. 국내 PC 시장 현황

2004년까지 PC 시장은 이라크 전쟁, 북핵 문제 등

불확실한 대외적인 여건과 가계부채, 신용불량자 등



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신용카드사 건전성 악화에

따른 가계구매력 둔화, 경제전망 불투명으로 인한 기

업투자 위축 등 내수부문이 침체되면서 전반적인 PC

경기도위축된모습을보이고있다. 

따라서2001년이후연속하락세를보이고있는데,

데스크톱은 내수 침체 이외에 PC 보급 포화 상태에

따른 신규 수요 감소, PC 교체 주기 연장, 가격 경쟁

지속으로 대기수요 양산 등 시장 환경적인 요인으로

2003년201만5,000대가판매됐다. 

하지만 노트북은 데스크톱 대체수요 흡수, 사회 전

반적인 모바일 환경 확산, 무선 LAN을 장착한 인텔

센트리노의 마케팅에 힘입어 2003년 전년 대비 8%

이상 성장한 58만 5,000대가 판매되었다. 이와 같은

노트북의 성장과 함께 홈쇼핑과 양판점 등 신유통의

매출활성화는PC 산업의새로운성장모멘텀으로등

장하게됐으며, 아울러HP, IBM 등외국산PC 업체

들의시장입지를공고히하는계기가되었다.

삼성, TG삼보, IBM, HP 등주요브랜드업체들은

소비시장에서 중소 PC 업체들에 비해 다소 고가이었

던PC 가격을낮추고, 공격적인프로모션을실시함으

로써 저성장 속에서 수요 유발을 통해 시장점유율 확

대에주력하고있으며, 이들은자체전속대리점강화

뿐만 아니라 홈쇼핑, 할인점, 양판점 등 신규 유통채

널에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특히올해들어할

인점, 양판점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양판

형매장에서의시장규모확대가두드러지고있다.

기업 시장에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SMB(Small

& Medium Business)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판촉활

동을진행함으써기업투자회복에대비한준비를하고

있으며, 그동안국내업체들의주요아성이었던행망시

장에서도 외산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채비를 갖

추고있어일반소매(Consumer) 시장에이어행망시

장에서도국내외업체간치열한경쟁이예상된다. 

노트북은 그동안 PC 시장의 중심을 이끌었던 데스

크톱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고, 모바일 환경의 발전

으로지속적인성장을하고있으므로주요PC 업체들

은무선LAN 기반의노트북사업강화에모든역량을

집중하고있다. 

한편 최근 2~3년 간 수요 정체 속에서경쟁심화로

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PC 업체들은구조조정

은 물론 자본유치 등을 통해 재기를 노리고 있다. 이

들업체들은PC 사업의수익성제고를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있으며, 디지털제품등신규사업추진과해

외수출시장개척을위해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2004년 PC 시장을 요약해 보면, 소매 시장은 홈쇼

핑, 양판점, 할인점 등 새로운 유통채널의 비중이 지

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도매(Commercial)

시장은SMB 시장확대가두드러졌다. 제품별로는센

트리노노트북이나태블릿PC 등이동성을강조한제

품, 와이드화면과엔터테인먼트기능이강화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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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정보통신부

<그림 4-1-1> 국내 PC 보급 현황 단위 : 천대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6,741 

22,364 

17,937 

13,611 

9,234 

4,957



미디어센터PC 등가전과융합된디지털컨버전스제

품등이시장을주도하 다. 이런변화는2005년에도

지속될것으로보인다. 

나. 국내 PC 보급 현황

PC 보급대수는 이미 2003년 말을 기준으로 2,674

만대에 이르고 있어 변화와 도전을 모색하는 정보화

사회의 중심 축으로서 핵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

해나갈것으로보인다. 

2003년말현재, 우리나라종사자수5명이상사업

체중PC를보유하고있는사업체는전체의88.3%인

43만 8000여 개로 파악됐는데, 이는 2002년 말

(84.2%, 39만 6000여 개)과 비교할 때 PC 보유 사

업체 비율은 4.1%p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PC 보유

대수는약907만대로전년대비5.4% 감소햇다. 

이러한현상은경기회복에대한전망이불확실해지

면서사업체들이PC 수요를억제한결과로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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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정보통신부

<그림 4-1-2>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 단위 : 명

1994.12   1995.12    1996.12    1997.12   1999.12    2000.12    2001.12   2002.12    2003.12   2004.6

30,670,000

24,536,000

19,402,000

12,266,000

6,134,000 

0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림 4-1-3> 연령별 인터넷 이용율 비교 단위 : %

6~19세

100

50

0

91.3 95.5

20대

94.3 95.0

30대

78.5 86.4

40대

50.8 58.3

50대

23.2 27.6

60대이상

5.1 7.3

2003.6               2004.6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보유대수 3,7788 4,033 7,555 9,683 9,589 9,074

증가율 - 6.47 87.35 28.16 -0.97 -5.36

<표 4-1-1> 연도별 사업체 PC 보유대수 단위 : 천대, %

자료 : 한국전산원

구분 5~9명 10~49명 50명미만 300명미만 1,000명미만 1,000명이상 50명이상 전체

2003년6월 70.5 90.6 78.5 97.8 88.3 100.0 98.0 79.7

2004년6월 79.6 93.2 85.2 98.8 99.5 100.0 98.9 85.9

<표 4-1-2> 규모별 인터넷 접속 현황 단위 : %

자료 : 한국전산원



사업체 규모별로 PC 보유 대수를 파악한 결과, 종사

자수 50명미만사업체에서는PC 보유대수가지난해

보다 감소한 반면, 50명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여전히

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4년 6월 현재, 전체 사업체 중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사업체는 전체의 85.9%인 42만 6,000여 곳

으로추정되어2003년6월(79.7%, 37만5000여개)

보다 6.2%p 증가했다. 특히, 종사자 50인 이상 사업

체의 인터넷 접속률이 99% 수준에서 변화가 없는 가

운데, 소규모 사업체인 종사자 50명 미만 사업체들의

인터넷 접속률은 전년 대비 6.5%p나 증가해 중·대

규모 사업체들과의 격차를 점차 좁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현황

가. 인터넷 이용 현황

우리 나라는 2004 6월 현재 만 6세 이상 국민 중

68.4%인 3,067만명이 월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6~19세의 인터넷 이용율이

95.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대가 95.0%,

30대가86.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전년대비30대와40대가각각7.9%와7.5%가증

가한 반면 20대는 0.7%p만 증가했다. 6~19세의 인

터넷 이용자는 896만 명으로 추산되며, 20대는 757

만 명, 30대는 770만 명, 40대는 427만 명으로 추산

된다. 

직업별로는전문관리직의인터넷이용률이94.4%

로96.6%인학생다음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

한서비스/판매직의인터넷이용률이63.2%로, 2003

년 6월에 비해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폭이 10.5%p로

다른직업대비가장큰것으로조사됐다. 

만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45.3%가 인터넷

쇼핑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 인터넷쇼핑 경험률

은2003년대비2004년에는13.3%p 증가했다. 

한편인터넷쇼핑품목은의류/개인잡화59.8%, 도

서46.2%, 예약/예매33.1%, 가전/전자제품31.4%,

생활/자동차제품 3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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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림 4-1-4> 직업별 인터넷 사용율 단위 : %

전문/관리직

100

50

0

86.0 
94.4

사무직

88.7 91.4

서비스/판매직

52.7 
63.2

생산관리직

31.8 
36.4

학생

93.9 
96.6

주부

47.0 
51.9

무직/기타

38.2 
46.0

2003.6               2004.6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림 4-1-5> 인터넷 이용 용도 단위 : %

자료정보검색

73.8 

게임

54.1

전자우편

33.4 

오락

24.4 

신문뉴스

16.1

채팅
메신저

15.5

쇼핑예약

14.6

학습

13.3

동호회

7.7

금융거래

7.6

전자민원

0.8

기타

1.0

100

50

0



대비 모든 품목의 이용률이 증가했으며, 특히 도서와

예약/예매, 가전/전자의경우10%p 이상증가했다. 

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현황

국내 초고속 인터넷 현황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에서OECD 국가중선두를달리고있다. OECD의

브로드밴드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보급에

필요한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도 한국은 향후 몇 년간

이들 나라를 비교 평가하는 벤치마킹 국가가 될 것이

라고기록하고있다.

현재 인터넷 접속 가구의 84%가 xDSL 방식으로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CATV가

11.6%, 전화모뎀2.4%, ISDN 1.1% 등의순이다.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는지난2003년VDSL 서

비스 개시를 기점으로 2004년부터 정체기로 접어들

었다. 따라서 통신업체들은 무선 LAN, 비디오, 그리

고 IP 텔레포니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ARPU를증대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고있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무선 LAN 서비스를 제공해

2004년4월현재40만가입자를유치하고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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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xDSL 케이블모뎀 아파트LAN 위성

합계 11,482,009 6,607,630 4,023,352 846,471 4,556

KT 5,814,343 5,422,126 387,661 4,556

하나로통신 2,766,253 1,096,889 1,337,720 331,644

두루넷 1,293,991 1,289,172 4,819

온세통신 407,932 404,706 3,226

드림라인 145,956 54,436 87,850 3,670

데이콤 199,834 137,366 62,468

부가통신사업자 692,484 6,069 670,816 15,599

별정통신사업자 161,216 28,110 95,722 37,384

<표 4-1-3>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2004년 4월말 기준)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자료 : 정보통신부

<그림 4-1-7>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단위 : 명

2000.12   2001.12  2002.12  2003.12  2004.11

11,879,060

10,277,307

9,675,553

7,073,800

5,472,046

3,970,293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림 4-1-6> 인터넷 쇼핑 품목(복수 응답)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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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폰하이브리드셋톱박스, 홈게이트웨이등부가서

비스상품을출시하고있다. 

한편케이블업체들은기존케이블을활용한저가형

초고속 서비스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디지털방송 서

비스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어 2004년 말부터 홈

네트워크시장선점을위한경쟁이확산되고있다. 

통신업체들은 현재 평균 3Mbps 수준의 초고속 인

터넷을 20Mbps 수준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ADSL 방식을 VDSL 방

식으로 교체해 가고 있다. 향후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트래픽이 매년 4배씩 증가해 2005년에는 259Tbps

이상 처리 가능하도록 진화할 것이며, 기간망은

DWDM, 수십 테라비트급 라우터를 사용한 IP 기반

의통신망으로발전할것이다. 이에따라2005년까지

가입자수는1350만명으로예상되고있다.  

향후 브로드밴드는‘방송과 통신의 융합’, ‘무선과

유선의통합’의형태로발전할것이며, 사용자는이러

한 기반 하에서 고품질의 디지털 컨텐츠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서비스는 인터넷 방송, 모바일 방송, 지하

철방송등과같이방송과통신의경계 역서비스가

제공될것이고, 방송업체의통신서비스제공과통신업

체의 방송서비스 제공이 보편화될 것이다. 사용자 단

말기도 xDSL 모뎀 내장 셋톱박스나 휴대 단말기 등

방송과통신이가능한단말기형태로진화할것이다.

4. 무선 인터넷 서비스 현황

가. 이동통신 서비스 현황

인터넷의 활성화와 함께 무선 인터넷에 대한 사용

자들의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이러한무선인터넷서

비스는 아직까지 대부분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7월 1,000만 가입자를 돌파한 국내 무

선인터넷가입자수는2000년말1,578만명에서지

속적으로증가해2003년 12월말 3,143만명으로국

내휴대폰가입자수의93% 수준에이르고있다. 

이 중에서 3세대 서비스인 CDMA 1x 가입자 수는

2,483만명으로79%에이르고있으며, EV-DO 서비

스는 398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입률은 다

른 선진국들은 물론 무선 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일본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며, 이는

앞으로의 국내 무선 인터넷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매

우밝게하고있다.

현재 무선 인터넷 사용자 중 94%가 브라우저와플

랫폼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GVM/KVM 방식이

46%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 BREW,

WAP, ME, Kjava 등도 사용되고 있어 플랫폼의 표

준화가중요한이슈로제기되고있는상태다. 

한편 전체 사용자의 50% 이상이 1년 이상 무선 인

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3년 이상된 사용자도 전체

사용자의 22%를 넘어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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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그림/벨소리 전자우편 게임 위치정보 뉴스 방송연예 소액결재 예약서비스 인터넷뱅킹 채팅 주식

비율 83(69) 73(46) 50(41) 12(25) 12(28) 11(18) 10(0) 9(17) 2(9) 6(8) 4(9)

<표 4-1-4> 무선 인터넷 컨텐츠 이용현황(2003년) 단위 : %, 괄호안은 2002년현황

자료 :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 ETRI 2003, 2002.

구분 SK텔레콤 KTF LG텔레콤

가입자수 1.736 1.027 477

무선인터넷가입자수 1,509 1,012 402

무선인터넷가입자비율 87% 99% 84%

프로그램언어 WML/KDL HDML/WML m-HTML

WAP/ME 방식가입자 1,396 886 350

주요서비스 정보, 경제, 오락, 네트워크등 증권/은행/카드, 예약, 쇼핑/경매, 뉴스등 음성메일서비스

<표 4-1-5> 국내 이동통신업체 현황(2003년 1월 기준) 단위 : 만명



가입자들에게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사용자들은대부분도보와차량을이용한이

동 중에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무선

인터넷의 최대 강점인 이동성(mobility)이 사용자들

에게도큰효용을주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 앞으로 이동 중에 지금보다 빠른 속도인 20~

100Mbps를보장하는차세대이동통신을바탕으로등

장할새로운무선인터넷서비스들도사용자들에게큰

인기를끌수있을것이라는것을예상하게해준다.

무선 인터넷 매출 면에서 살펴보면 음성 통신 매출

은 가입자 정체와 요금 수준의 하락으로 정체를 보이

고있으나, 데이터통신매출은지속적인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데이터 통신은 2003년에는 2002년에

비하여 140%의 성장세를 보여, 이동통신 매출에서

차지하는비중도2003년 11월기준으로14%에달하

고 있어 향후 매출 증가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반면에 해외 주요국의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의

성장은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2년말 기

준으로 독일 16.8%, 국 11.7%, 일본 14.8% 인데

비하여 우리 나라는 10.2%로 비중은 큰 차이가 없으

나, 해외의 경우 대부분이 SMS 중심의 매출인데 비

하여 우리 나라는 무선 인터넷 55.9%, SMS 44.1%

로무선인터넷의비중이크게증가하고있다. 

특히 2004년부터 실시되는 번호이동성, 무선 인터

넷 망 개방 정책에 따라 컬러, 카메라, 고화음, MP3

등 단말기 교체에 따른 다기능 단말기가 보급될 것으

로기대되고있어, 무선인터넷이용이더욱활성화될

것으로기대되고있다. 그결과SMS, 무선인터넷, 정

보이용료를 포함한 무선 인터넷 시장은 2003년 약 2

조원의매출에서2007년11조원대의시장으로성장

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나. 무선 인터넷 서비스 현황

기존의인터넷에서제공되고있는컨텐츠를바탕으

로 무선 인터넷에서도 다양한 컨텐츠가 개발되고 있

다. 무선 컨텐츠 시장은 이동통신 정보이용료 매출로

형성된다. 정보이용료의 매출은 이동통신업체와 컨텐

츠제공업자가1:9의배분비율로배분해컨텐츠제공

업자는정보이용료중의90%의수익을얻게된다. 

정보 이용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포털, 게임, M-커

머스, 기타 정보제공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GPS, 텔레매틱스와 같이 무선 인터넷이 가지는 고유

한 특성을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

의관심을끌어들이고있다. 

무선 인터넷 서비스 중 이용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

는그림/벨소리다운로드서비스다. 초기에무선인터

넷 서비스가 제공되던 때부터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보이던 그림/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는 64폴리 벨소

리휴대폰, 컬러폰과카메라폰등새로운기능의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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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TRI 기술경제연구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림 4-1-9> 국내 무선 인터넷 시장 규모 단위 : 천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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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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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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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매출액

자료 : 정보통신부

<그림 4-1-8> 이동통신 가입자 수 단위 : 명

1999.12  2000.12   2001.12 2002.12 2003.12 2004.11

36,442,091

33,842,218

31,242,344

29,642,471

26,042,597

28,442,724



으로 인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젊은 사

용자들로부터지속적인인기를얻고있다. 

유선인터넷서비스와비교해보았을때, 전자우편과

채팅서비스가유선인터넷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

고 있는 반면, 무선 인터넷에서는 그림/벨소리 다운로

드서비스의사용비중이가장높다. 또한전자우편송

수신및게임등도인기있는무선인터넷서비스다. 이

들 서비스에대한 사용자수의증가는 무선인터넷이

용분야도단순한형태의서비스에서발전하여유선인

터넷서비스수준에이르고있음을보여준다. 

이동통신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에 대한 이용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성장이크게기대되고있는분야가되고있다.

다. 무선 인터넷 단말기 현황

한편, 네트워크와 서비스 등 통합과 수렴을 거듭하

고 있는 IT 산업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진화되고 있는

분야는 휴대 단말기라 할 수 있다. 서비스 별로 제각

기성장해온단말기즉, 유선전화기, 소형PC, PDA,

MP3 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GPS 수신기,

TV 리모콘, 전자사전 등이 이제 다양한 수렴 프로세

스를거쳐하나의단말기에서구현되기시작했다. 

이런복합단말기를통해무선LAN과CDMA 서비

스를동시에제공할수있다면, 여러가지면에서이동

통신단독서비스보다유리할것이다. 즉, 다수의공중

무선 LAN 지역에서 공중 인터넷망에 접속함으로써

속도와 요금 측면의 이익을 볼 수 있고, 공중 무선

LAN 서비스 지역 밖에서는 이동통신을 통해 접속함

으로써끊김없는접속환경을확보하게되는것이다. 

이러한형태의결합서비스에대한시도는KT에의

해 네스팟 스윙이라는 브랜드로 2003년 5월부터 시

작됐다. 그러나 단말기의 크기, 형태, 제원 등의 한계

로 인해 커다란 반향을 얻지는 못하고 2003년 말 현

재 7,000여 가입자 규모에 머무르게 됐다. 최근에는

이동통신업체가 제공하는 VoD 폰과 유사한 형태와

크기를 가진 전용 단말기가 KT에 의해 등장함으로써

가입자가빠르게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제 2절 e-비즈니스소프트웨어현황

2003년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2% 성장한 2조 원으로, 애플리케이션 분야가 전체

시장의 43.1%인 8,026억 원, 애플리케이션 개발 툴

분야가 25.3%인 5,200억 원, 시스템 인프라 분야가

32.4%인 6,600억 원 규모의 성과를 나타냈다. 2004

년에는 IT 아웃소싱 시장 확대, 기업의 IT 투자 확대

로 인한 정보보호와 소프트웨어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년대비8.2% 성장한2조2,000억원에달았다.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는 연평균 10.4%의 높은 성

장세를 보이면서 2007년에는 30조 원을 돌파할 것으

로 예상된다. 애플리케이션 부분은 통신 애플리케이

션, 일반사무용소프트웨어와ERP 등기업용애플리

케이션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됐다. 향후 대형 제조

업체들의 로벌공급망구축수요증가에따른SCM

시장의확대와대형금융권의마케팅/분석CRM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수요 증가에 따른 CRM 시장의 확대

가예상된다.

시스템인프라소프트웨어시장은시스템관리, 네트

워크관리시장의부진에도불구하고, 스토리지와보안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2004년 11.8%의

가장높은성장률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향후2007

년까지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웹서비스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등유망분야의소프트웨어개발이활기를

띄면서지속적인성장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1.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가. ERP

국내 ERP 시장은 극도의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대

비 -1.7% 줄어든 890억 원 규모의 저조한 실적을 보

다. ERP 시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숙기에 진입

한 상태로,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

고는 있지만, 대형 프로젝트의 부재로 2001년 이후

시장규모는감소하고있는상황이다. 그동안주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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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장을공략해온외산ERP 업체가신규프로젝

트의 감소로 SMB 시장으로 진출함으로써 향후 외산

업체와 국내업체 간 경쟁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2003년에는일부국산ERP 업체들이주로일본과중

국 시장에서 현지업체와의협력을 통해 해외시장으로

의진출을시도했는데, 이런추세는해가갈수록더욱

가속화될것이다. 

ERP 시장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인간

중심형 ERP,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 통합, 운 되는

확장 통합형 ERP, 사용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바로

입수하거나 전달받도록 구성된 협업 지원형 ERP 등

차세대 ERP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차세대 시스템

을중심으로신규수요를창출할뿐만아니라기존시

스템을 추가, 확장함으로써 ERP 시장의 수요가 지속

될것으로보인다.

나. SCM

국내 SCM은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

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대다수 기업

들이‘공급사슬 최적화 단계’(1단계)에 머무르고 있

다. 국내대기업인삼성전자의경우가진보된SCM으

로서협업기반에서e-커머스를구현하기위한단계로

이동중에있다. 기존의분위기가ERP를중심으로다

른 여타의 솔루션이 추가되는 추세 다면, 앞으로는

SCM, ERP, CRM 등 각각의 솔루션 기능들이 일련

의 프로세스에 추가되는 현상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SCM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며, ERP와는 다르

게 준비된 기업에서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솔루

션이될것으로전망된다.

다. CRM

금융권과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CRM 시

장은 2003년에는 경기 침체의 향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 다. 초우량 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기업들이

CRM을 발주했으나 중도 포기하거나 2004년으로 이

월하는사태가잇따랐다. CRM 솔루션업체들이통합

솔루션 제공자를 지향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세일즈,

마케팅, 분석등에만치중한결과를낳았다.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CRM 시장은 2004년을

거치면서금융권에서 활발했던 데이터 통합과 모바일

CRM의 등장, 콜센터의 약진 등으로 고객 중심의 기

업활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급조된 CRM이

아닌 체계를 갖춘 솔루션으로 자리잡은 시기 다고

할수있다. 그러나아직까지CRM에대한명확한청

사진이없어CRM의정체성에대한혼란이여전하며,

비즈니스적으로 투자 대비 효과(ROI)에 대한 의문점

또한여전히풀리지않고있다. 

CRM 시장을견인할고객군은역시금융과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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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e-비즈니스인프라보급현황

구분 시장규모 전년대비성장률(%)

2003년 2004년 2007년 2003년 2004년 CAGR(2003~2007)

애플리케이션 ERP 87,328 89,568 118,543 -1.74 2.54 7.9

SCM 19,802 20,595 32,123 -1.11 4 12.9

CRM 34,927 36,457 58,003 -1.22 4.38 13.5

EP 7,012 7,584 10,410 6.52 8.16 10.4

기타 717,069 772,415 1,067,000 5.79 7.72 10.4

합계 866,138 926,619 1,286,079 4.52 6.98 10.4

애플리케이션개발툴 521,618 549,889 742,288 1.58 5.42 9.2

시스템 EAI 292 401 747 56.1 37.3 26.5

인프라 기타 667,352 746,617 1,027,378 9.22 11.9 11.4

소프트웨어 합계 667,644 747,018 1,028,125 9.22 11.9 11.4

합계 205,5400 2,223,526 3,056,492 5.22 8.18 10.4

<표 4-1-6> 2003년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단위 : 백만원

자료 : IDC 2003.12, 재편집



분이며, 시장 주도 솔루션은 고객정보통합관리, 분석

형 CRM, 업 관리 등이다. 솔루션 업체 가운데서는

여전히 시벨을 포함한 오라클, SAP, NCR 등이 강세

를보일것이며, 국내업체들은2005년에도여전히분

석 CRM 분야에서 선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 분야에서는 확장 ERP 쪽에서의 CRM 기능 추

가, CRM 업체의통합솔루션기능추가, 호스팅서비

스의 등장, J2EE 혹은 닷넷의 지원여부 IP 텔레포니

기반의콜센터등이이슈가될것으로전망된다.

라. BI(Business Intelligence)

BI는 OLAP, 데이터 추출 도구, 리포팅툴, 마이닝

툴, 캠페인 관리툴 등 BI 솔루션과, 균형성과관리

(BSC), 활동원가관리(ABM), 경 계획 및 시뮬레이

션등의BI 애플리케이션시장을의미하며, 세계시장

규모는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연평균 12.5% 이상

성장을통해2006년180억달러로예상하고있다. 세

계적으로 BI 시장은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BI 스위트

(EBIS)의 등장과 기업성과관리(CPM : Corporate

Performance Management)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BI 업체들은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

기 위해 그들의 제품라인을 확장하고 개선하는 데 주

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시장통합도 더욱 가속화되

어 선발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급격히 팽창할 것이

고, 일부 군소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 그 중 일부는

선발업체에흡수될것으로전망된다.

국내 시장은 BI 솔루션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인식

되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 BI 솔루션에대한필요성

보다는, 데이터웨어하우스, CRM 등 기반 시스템 및

전체 시스템 운 을 위한 부분 요소로 고려하고 있어

투자가미비한상황이다. 

국내 BI 시장은 크게 3파전의 양상을 띄고 있는데,

첫째는SAP코리아, 한국오라클과같은전문ERP를

중심으로한솔루션업체와순수BI 솔루션업체인한

국 하이페리온, MIS 아시아, 렉스켄, 올랩컨설팅 등

의업체가이와같은범위에속해있다. 둘째는BI 툴

을중심으로전체BI 시장으로접근해가고있는업체

들로, SAS코리아, 브리오, 비즈니스오브젝트, 펜타시

스템테크놀로지, 비아이씨엔에스등이속한다.

마지막으로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IBM, 한국오

라클, 사이베이스와 같은 DBMS를 기반으로 한 업체

들이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BI를 위한 모듈이나 상품

을선보이고있지는않지만, 자체DBMS 내에OLAP

기능이나 분석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내놓고 제휴 전

략을통하여BI 시장으로접근해가고있다.

마. EAI

EAI로 대표되는 통합시장은 많은 기업들의 관심의

대상이되면서2004년한해시장이크게확대될것으

로전망되었으나, 경기침체여파로실적은매우부진

하 다. 최대수요처인금융권이도입을미루고있고,

관련 대형 솔루션 벤더들과의 협업도 원활히 진행되

지 않고 있는 등 시장 확대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

애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XML 기술을

통한웹서비스가확대될것으로전망되면서EAI 시장

도꾸준히성장할것으로보인다.

제조업계의 경우는 기구축된 ERP, SCM 혹은 구

축계획중인시스템통합과데이터통합을위한EAI

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있으며, 제조분야의대기업

과 로벌기업역시세계각국에분산되어있는생산

단지들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시스템 통합에 대한

기업의 요구들이 늘어나면서 로벌 차원에서의 EAI

도입을적극검토하고있는상황이다.

금융업계의 경우는 기존 IT 관점에서 보던 대규모

의 EAI나 B2Bi보다는 매우 부분적이고 작은 단위의

프로젝트로 발주되는 실정이다. 현재 추세는 계정계

를 인터넷 뱅킹으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

스템이나프로세스통합부분의부분적EAI를진행하

는것이며, 이것은새로운상품과서비스를개발할때

추가로 발생하는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EAI 구축이

의미있는 시장은 통신업계로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

으로프로젝트가나온다는점을갖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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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플리케이션 개발 툴 소프트웨어

국내 DBMS 시장은 유닉스 계열 데이터베이스, 윈

도우 계열 데이터베이스, DW/BI, 모바일 DB의 네

가지 역으로 나눠져있다. 2003년부터 국내 DBMS

시장은 이중 유닉스 데이터베이스 역을 제외한 나

머지 시장에서는 작년 대비 뚜렷한 실적을 보 다.

2003년전체시장을강타했던경기침체도DBMS 시

장에서만은 예외 다. 지속적인 전문인력의 보강, 사

업 역의 확대, 제품 강화, 마케팅과 서비스 전략 강

화 등을 통해 DBMS 업계는 어느 업계 못지 않은 다

양한시장창출노력을기울여왔으며, 그런가운데시

장의기조도약간씩변화를보이기시작했다.

여전히 시장 점유율 순위에는 변동이 없지만 오라

클, IBM,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베이스 사이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여기에 국산

토종 솔루션을 보유한 한국컴퓨터통신, 알티베이스

등이선전했다. 2004년까지DBMS 분야에서단연이

슈 던 오라클의 DB 유지보수료 과다인상 파문으로

유닉스 기반의 RDBMS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 음

을 알 수 있었고, 향후 국내 시장의 다른 외국(IBM,

MS, 사이베이스등) DBMS도유지보수료율에대해

향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

지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XML이 기업 내

또는 기업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으로 부상하면

서 XML 전용 DBMS 수요가 가능성을 보여주었으

며, 여기에 XML 전용 DBMS는 기존 RDBMS를 이

용하는 것보다 웹 애플리케이션속도를 증가시킨다는

점도 부각되었다. 하지만 XML 전용 DBMS 수요가

늘어날지는모르겠지만, 오라클10g 등XML 지원기

능이 보강된 기존 DBMS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XML 전용 DBMS에 대한 선호도 역시 기존 오라클,

IBM 등의인지도틀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것이현

실이다.  

3.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는 백신, 파이어월, VPN, 침입탐

지시스템 등에 대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

하면서 고성장을 유지했으며, 2004년에도 다른 소프

트웨어분야에비교적안정된성장을기록하 다.

그동안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면 파이어월이나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 또는VPN 등주

로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해 기업 내부 정보를 보호

하기위한방법으로이미대부분의기업에서구축, 활

용하고 있는 솔루션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내부에

서의정보유출에대한방지대책이더욱중요한문제

점으로 대두되면서 문서보안 솔루션, 메일/메신저 보

안솔루션, 서버보안솔루션, PC 보안솔루션, 웹보

안 솔루션, 키보드 보안 솔루션 등의 내부 정보 유출

방지솔루션이새롭게주목받고있다.

최근 보안 솔루션 분야는 통합화, 고속화, 지능화

추세를 반 하여 파이어월, 침입탐지시스템 등을 통

합한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고, 고성능 파이어월과 지

능화된 기술을 추가시킨 개별 애플리케이션이등장하

고있다. 

4.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IDC의‘아시아/태평양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시장

전망(2002~2007)’에 따르면,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8%씩 성장해 오는 2007년에

는 시장 규모가 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또한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시장은 하드웨어 전문

업체들의 관심이 점차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분야로

변화할 것이고, 전략적 파트너십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공유, 새로운 기능 도입 등

이활기를띨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 밖에도 백업, 아카이브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

증가와 스토리지 리소스관리와같은 하드웨어 중심의

스토리지소프트웨어의 틈새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어

높은성장률을이룰것으로전망하고있다. 

314 2005 -비즈니스백서

제1장
e-비즈니스인프라보급현황



국내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시장 동향은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 증가, 하드웨어 업체의

소프트웨어 분야 진출, 중소/중견 시장 공략, 백업/재

해복구 시장에서의 지속적 수요 발생, 스토리지 리소

스 관리(SRM)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 아카이빙/

가상화솔루션에대한수요발생등으로요약될수있

다.

한편, 정부주도하의공공프로젝트나금융분야의

재해복구 분야 등 대부분의 시장은 외산 업체가 점유

하고 있어, 국산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과도

한가격경쟁으로수익창출이어려운상황이다.

5.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임베디드소프트웨어는정부가채택한신성장동력

중하나로서, 휴대폰, 디지털TV, 게임등에내장되어

IT 제품의 고기능성과 소형화를 지원해주는 핵심 소

프트웨어로 제품의 부가가치를 상승시켜 주는 효과를

지니고있는차세대유망분야이다. 국내시장의경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2003년 60억 원 규모, 2007

년에 1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매년 10%

이상의지속적인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시장활성화를암시하는업계의움직임으로는국내

주요 SI 업체들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SI 업계에

게 생산 유발 효과,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 수출 증

가와 고용창출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것으로 보고

관련 조직 신설 및 연구 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 또한

반도체설계업체들이단일기능칩설계위주의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시스템 온 칩(SoC) 설계, 제작 분야

에진출하고있다.

분야별로는리눅스업계는임베디드기능이포함된

커널2.6을휴대폰, 스마트폰, 가전제품, 디지털TV,

홈 네트워크 등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기존 제반 기술을 바탕으로 임베디드 리눅스 운 체

제개발과시스템개발, 애플리케이션등으로제품범

위를확대해나갈계획도세워놓고있다.

정보 단말기 분야에서도 일반 휴대폰은 물론 첨단

스마트 폰 분야에서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의 제품을

출시해 외국 업체와 경쟁한다는 방침이며 현재 휴대

폰에 사용되는 운 체제도임베디드 리눅스로 전환하

는작업이추진중이다.

셋톱박스 분야에서는 양방향 TV를 서비스할 때 컨

텐츠를 원할히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워크 기

반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여 수출지

역을 일본에서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으로 넓힐 수

있는발판을마련하고있다.

6. 공개 소프트웨어

세계적으로공개된오픈소스는약200여종이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국내에서는 다양한 공개 소프트웨

어가사용되고있으나, 시장이형성되어있고실제수

익이발생하고있는분야는리눅스라고할수있다.

리눅스시장은국내벤처붐이한창일때활기를띠

었으나, 경기침체로인해소수업체만이시장활성화

를위한수익모델개선과사업 역다각화를시도하

고 있다. 수익 모델 개선을 위해 상용화가 가능한

역개발과취약한수익구조를대체할특화된제품및

서비스발굴이진행되고있다.

2004년은 리눅스로 대표되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확산이 어느 해보다 빠르고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기

존 주요 공개 소프트웨어 진 은 개발자 중심의 커뮤

니티로 전유(proprietary) 소프트웨어에 대립된 진

을형성하여왔으나, IBM, 썬, 오라클등의 로벌기

업과 각국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세계 소프트

웨어시장에진입하여시장경쟁구도를바꾸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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