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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English)

Ⅰ. Overview

1. Definition & Background

‘IT convergence equipment’ refers to the marine equip-

ment used to collect, integrate, exchange, express and 

analyze the marine information on land-based locations 

and vessels electronically to improve the navigation and 

related services with an aim to protect marine environment 

and ensure safety and security at sea during the naviga-

tion of ship from one port to another port.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decided to 

adopt the ‘e-Navigation’ applying the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o existing ship navigation 

management system in 2006 to reduce maritime acci-

dents caused by human factors. Currently, the IMO is 

developing the maritime communication technology 

based on convergence between shipbuilding technology 

and IT(Information Technology), technology for integra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land-based locations and vessels, 

and e-Navigation for development of service and service 

delivery technology. 

The ‘e-Navigation’ is a technology that brings about dras-

tic improvement of process and productivity at the pro-

duction sites of shipbuilding & offshore industry, takes the 

ship/offshore plant functions and value to the next 

advanced level, and creates related new services based 

on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resulting from com-

bination of IT with traditional shipbuilding & offshore tech-

nologies. 

By applying the IT, this new technology will further 

increase productivity underpinned by streamlined design-

ing and construction processes in shipbuilding & offshore 

industry and enable creation of high-value-added based 

on advanced functions of ship and offshore systems, 

electronic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installed on 

vessels and plants while realizing high performance of the 

equipment mounted on small and medium-sized vessels 

and leisure vessels. 

2. Scope

(1) Perspective related to product categorization

In the shipbuilding IT segment, equipment can be classi-

fied into marine electronic communication components, 

shipboard IT equipment, digital ship system and SW kernel 

and algorithm for shipyards that integrate those IT equip-

ment, ship design and production support module, and 

digital shipbuilding system, such as PLM, for integrated 

management. The market for those products has remained 

single market and relatively small and is determined by the 

Technology roadmap to drive growth of 
SEMs and middle-standing enterprises for 
2017~2019(IT convergence equipment)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Technology &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SM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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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ce of ship owners and shipyards, and as a result, 

has been dominated by a few overseas companies. 

(2) Perspective related to supply network 

The technology for IT convergence equipment can be 

classified at large into e-Navigation system, offshore plant, 

and IT convergence equipment/material technology for 

marine applications.

Ⅱ. Analysis of Industrial Environment 

1.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industry 

(1) Characteristics of industry

The shipbuilding IT convergence represents an industry 

manufacturing the products that either perform or enable 

the collection, processing, display of the information nec-

essary for functions and electronic communication of ves-

sels, along with the products that perform or enable 

collection(sensing), processing, display(computing), trans-

mission/receipt(networking) and controlling(actuating) of 

internal and external information electronically. 

Products for shipbuilding & offshore applications include 

commercial vessels, special purpose vessels such as off-

shore support vessels, warships, vessels operating in 

Polar region, fishing boats, and equipment of various 

kinds. Commercial vessels used in shipping industry are 

classified into the categories of crude oil tankers, contain-

erships, bulk carriers, LNG carriers, chemical tankers, 

PCTCs(Pure Car Truck Carriers), passenger ships, etc., 

depending on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cargo. In 

this industry, it is essential to apply advanced IT to the 

design, production and management for greater competi-

tiveness with cost reduction and automation of high quali-

ty vessel production.

<Table 1> Scope of technology based on product category perspective

Strategic Products Product Category Perspective Specific Technologies

IT Convergence 
equipment

Electronic Communication Parts and 
SW for Marine Applications

Electronic navigational chart technology, inter-device interface card, 
GIS software, CAD system

Shipboard IT equipment Navigation control system, integrated navigation system, ship radar 
system, ECDIS system, INS technology

<Table 2> Scope of technology based on supply network perspective 

Strategic Products Supply Network 
Perspective Specific Technologies

IT convergence 
equipment

e-Navigation System

ENC application system, e-Navigation operation system, e-Navigation information 
utilization system, 4S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onshore e-Navigation system, 
electronic (intelligent) navigation system, ship standard embedded system, ship 
network system

Shipboard IT System
Ship life cycle management system, cargo management system, safety 
management system, safety system in port, engine automation system, unmanned 
ship technology

Offshore Plant IT 
Convergence System

Offshore plant smart production technology, offshore plant control/safety 
system(ICSS), offshore plant smart management/operation system, offshore plant 
communication system

Marine Leisure Ship IT 
System 

Propulsion system, navigation communication equipment technology, leisure boat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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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IT convergence equipment/material industry 

has the strengths including extensive experience in ship-

building, abundant technical manpower, and advanced 

downstream industry. However, the industry still lags 

behind the shipbuilding industry in terms of technical level 

of equipment for key and high-value-added ship applica-

tions and has seen the selection of equipment being 

determined by the preference of ship owners. 

Internationally, domestic industry can seize opportunity to 

establish a leading position in the field of e-Navigation 

which currently remains at inchoate stage while it is likely 

to be confronted with strategic challenge from China’s 

cheap labor and Japan’s technological strength. Korea’ 

shipbuilding and IT industry, which have taken top spot 

worldwide, stand out for the synergy effect created by 

convergence while both industries have different structure 

and pattern which complicates the convergence. 

The shipbuilding industry, a custom-built industry that 

builds vessels upon orders placed by ship owners, has 

seen greater synergic effect created by adoption and con-

vergence of IT, compared to the synergic effect resulting 

from installation of IT equipment on board vessels. As 

there is no statistical data on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examine the effect of ICT convergence constantly. The 

industry has witnessed new navigation communication 

equipment rolled out in the market according to plan to 

realize IMO e-Navigation, integration of ship information in 

the midst of integration of equipment into networks, robust 

IT services bolstered by 4S communication and spread of 

shipboard internet system, adoption of onshore e-Naviga-

tion, New GMDSS, etc., which shows the trends towards 

eco-friendly ship environment and overall shift in ship 

operation paradigm. 

Technologies applicable to vessels are being developed 

in various segments, such as the technology to cope with 

offshore environmental regulations, energy-saving tech-

nology, ship stability improvement technology, etc. In par-

ticular, there has been convergence with cutting-edge 

technologies to build high performance vessel, intelligent 

vessels and offshore structures. 

In addition, computerization, using the ship design pro-

grams, has gathered pace drastically on the back of rapid 

advancement of related industries such as IT and com-

puter technology. Also, product/construction process 

standardization for ship model, outfitting, etc., is being 

pushed forward actively to improve productivity and 

reduce costs. 

The shipbuilding & offshore industry, a traditional labor-

intensive industry, has been transformed into a high-value-

added industry based on advancement of shipyard design 

and production system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which have been brought about by convergence with IT.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which have the leading 

technologies in engineering and designing of vessels and 

offshore structures, are reinforcing technical barriers to 

preclude erosion of their technological dominance. 

Nonetheless, Korean shipbuilding & offshore industry are 

overcoming the barriers and likely to acquire differentiated 

technologies by combining the IT with their shipbuilding 

technologies. As the IT is being incorporated vigorously 

into the equipment for ship and offshore structures, the 

value-added from production has drastically increased as 

offshore structures have become more intelligent and 

automated, providing highly advanced performance and 

creating high-value-added. 

As the IT is finding wide-ranging applications to offshore 

industry, a variety of equipment in vessels and offshore 

plants has become increasingly connected to networks.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shift from simply automated 

equipment towards networkable equipment, which has 

led to a rising demand for equipment connectable to ship 

network and greater importance of higher value-adde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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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industry. 

 

(2) Structure of industry 

Considering the costs to be incurred from installing the IT 

convergence equipment on board vessels conforming to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over the next 

decade, the indirect market is expected to be worth 

approximately KRW 145 trillion over the next 10 years in 

light of the chain effect from upstream and downstream 

segments. Chain effect in upstream segment is expected, 

including the growth in industries related to electricity/elec-

tronics, IT and S/W for installation of IT convergence 

equipment on board the vessels and on land. Moreover, 

chain effect is also expected to arise in downstream seg-

ments, including the industries related to internet and con-

tents necessary for providing information services, along 

with communication industry(wireless, satellite), as a result 

of the IT convergence equipment installation. IT conver-

gence equipment is considered to have the market poten-

tial similar to that of telematics and IPTV(Internet Protocol 

TV) which are being promoted as the growth engines for 

the nation. 

The demand for marine broadband mobile satellite com-

munication is expected to rise when shipyards portfolio of 

vessels, currently made up primarily of LNG carriers, 

FPSO, containerships, and tankers, consists mainly of 

LNG carriers, drillships, FPSO, including high-value-add-

ed cruise ships.

2. Environment for Competition

Emerging markets are showing rapid growth and new 

industries are emerging. New and alternative demand for 

vessels is on the rise amid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shipping volume while new demand is rising for offshore 

plants on the back of the increasing energy prices. 

However, international competition is intensifying as the 

emerging countries, such as China, India and Brazil, are 

trailing closely behind. Despite expansion of the market for 

key equipment used to develop offshore energy resourc-

es and related engineering market, domestic technologies 

have been limited to production and construction. 

Therefore, domestic industries would need to acquire key 

technologies for design, production and construction and 

map out strategies for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technol-

ogies. Particularly, new market has been created for ser-

vices associated with vessels and offshore plants amid 

the increased convergence with IT. To support that, there 

has been a growing need for development of new tech-

nologies. 

Meanwhile, later comers in the shipbuilding market, such 

as China, India, and Brazil, are protecting their domestic 

shipbuilding & offshore industry as key strategic industry 

at a policy level. In addition, Japan and European coun-

tries, the traditional shipbuilding powerhouses, are also 

enforcing the policies designed to underpin their domestic 

shipbuilding & offshore industry that includes the cruise 

ship and high-value-added marine equipment segments. 

Ship owners and major offshore oil companies are further 

building up the strengths in their technologies for ship-

building and offshore-related designing and products as 

major basis for certification and international standards 

through the American Petroleum Institute(API),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IACS). European countries 

are vigorously creating the standards and concepts relat-

ed to IMO e-Navigation to maintain their leading position 

in the marine equipment market. 

In the shipbuilding IT sector, the digital shipbuilding sys-

tem can be classified into categories o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parts and software for marine applica-

tions, shipboard IT equipment, digital ship system integrat-

ing the shipboard equipment, SW kernel and algorithm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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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yards, ship design and production support module, 

and PLM for integrated management. However, the mar-

ket for those products has remained single market and rel-

atively small and is determined by the preference of ship 

owners and shipyards, and consequently, has been domi-

nated by a few overseas companies. Recently, Korean IT 

shipbuilding companies are pushing ahead with technolo-

gy development to prevent direct and indirect outflow of 

technologies related to ship/offshore structure production 

and designing and maintain technical gap with late com-

ers so as to sharpen their global competitive edge, but still 

have to overcome technical gap with developed coun-

tries. As the green ship and e-Navigation initiatives are 

currently being l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etc., now is the ideal time for Korean 

companies to make entry into the shipbuilding IT sector 

by leveraging the advanced IT of Korea. Despite the cen-

tral government’s policy that aims to foster marine leisure 

industry and local governments’ plan to build marina, 

Korean industry with still weak competitiveness is very like-

ly to see foreign products dominate the market, thus hin-

dering the growth of Korean leisure industry. 

Marine equipment currently accounts for 55-65%. When 

the e-Navigation system is put in place by 2019, the share 

of IT equipment in shipbuilding cost is expected to rise to 

about 20% from current 7-8% for containership, 5% for 

tankers and 10% for LNG carriers. 

Although major ports are equipped with traditional VTS 

systems made by foreign companies, the introduction of 

intelligent traffic control system has been mulled over 

which can help mitigate the work load of controller and 

reduce marine accident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is proceeding with technology develop-

ment for localization of next-generation VTS system apply-

ing various standard technologies of e-Navigation. In light 

of that, a new market is likely to be created to replace 

existing VTS systems. The ratio of local components has 

reached 90% in domestic shipbuilding and marine equip-

ment industries. The share of imported components has 

remained about 10%, which are however mostly key com-

ponents for the e-Navigation. Particularly, Korean indus-

tries are expected to have the heaviest reliance on import-

ed shipboard electronic IT-convergence equipment. 

3. Environment for upstream and downstream 

industries 

The IT industry has served as a growth engine for Korean 

economy based on high-speed Internet and wireless com-

munication infrastructure since 1990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the stability and growth of the nation’s 

macro economy that covers the aspects of production, 

employment, trade balance improvement and price 

<Table 3> Competitors by product types

Type Competition Environment 

Technical 
Classification

Electronic communication components and SW for 
marine applications Shipboard IT equipment

Major Items & 
Technologies

Electronic navigational chart technology, inter-device 
interface card, GIS software, CAD system

Navigation control system, integrated navigation 
system, ship radar system, ECDIS system, INS 
technology

Overseas 
Companies

C-MAP, Imtech Maring Group, AVEVA, Intergraph, 
Dassault System, NAPA Group, MSR KONGSBERG, ABS, DNV, ESRI

Domestic 
Companies

ENOMD, Hyundai e-MARINE, Samyoung ENC, 
Hyundai Heavy Industries, KT, GMT, Marine Soft, 
Kumho Marine Tech

Hyundai Heavy Industries,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STX Offshore & Shipbuilding, 
EzGRAPH, Korean Register of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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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ine. However, competition from globalization, such as 

the rise of China, is intensifying. As the industry reaches 

maturity, structural changes have taken place, including the 

slowdown in growth across the IT industry.

This environmental change highlighted the necessity for 

shaping a new strategy along with review of the previous IT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In particular, ‘convergence’ 

has emerged for a giant leap forward in the IT industry.

As the IT functions are integrated and internalized into tra-

ditional industries, such as shipbuilding, machinery, auto-

mobiles, and textiles, based on IT convergence, the role 

of IT source technology that helps increase the value 

added and build up competitiveness of existing industries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As a means to overcome the constraints hindering the 

growth of IT and non-IT industries and to increase value-

added, the alternative means for creation of new industries 

or convergence between individual industries have been 

needed. As the IT is being used as a common infrastruc-

ture technology, the IT has been placed at the heart of 

convergence. In addition, the parts and materials for con-

vergence among IT-oriented industries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he convergence between shipbuilding industry and IT 

has been thrust into limelight as it can pave the way for 

creation of new high value-added through combination 

with different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e convergence 

of IT industry, which drives the advancement of technolo-

gies in various fields such as domestic shipbuilding indus-

try with world’s leading technologies, mobile phone pene-

tration rate, high-speed internet penetration rate, memory 

semiconductor production, etc., is expected to play a pos-

itive role in cementing the world’s leadership position of 

both IT industry and shipbuilding industry. However, the IT 

sector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currently has shown a 

very low localization rate for core technologies such as 

high-value-added equipment and ship communication 

device technology. The IT convergence technology in 

shipbuilding industry is making very slow progress 

because it focuses on improving productivity and solving 

short-term difficulties rather than developing next-genera-

tion technologies. Technically, both shipbuilding and IT 

technologies of Korea have reached world-class levels, 

but the level of IT shipbuilding convergence technology 

still remains low. The convergence is taking on an added 

importance as it is characterized by the innovative and far-

reaching convergence that occurs rapidly in a wide range 

of areas, unlike the existing gradual convergence. To pro-

mote the IT convergence equipment technology, it would 

be necessary to acquire frequency resources for ship-

board communication, expand application of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develop various devices 

for shipboard wireless communication. A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acquire frequency resources for shipboard 

communication with standardization being pushed for-

ward through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s, it 

would be necessary to apply the experience, gained from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CDMA, WiBro, DMB, etc., 

to the field of shipbuilding industry. 

Ⅲ. Analysis of Market Environment

1. Global market

The global IT convergence equipment market in the ship-

building industry is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and 

reach KRW 280 trillion in cumulative terms from 2017 to 

2027. The portfolio of vessels, currently comprised of LNG 

carriers, FPSOs, containerships, tankers, etc., is expected 

to include high value-added cruise ships and drillship, 

and in such a case, the demand for marine broadband 

mobile satellite communication is likely to increase. 

According to the “Action Plan for e-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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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Strategy” being developed by the 

IMO, the future ship navigation is expected to under-

go a new paradigm that vessels operate in conjunc-

tion with the land, unlike current ship-based naviga-

tion. Therefore, the market for new intelligent IT ships 

that accommodate to e-Navigation environment is 

expected to grow rapidly.

According to the IEC TC 80 report, the share of navi-

gation communication equipment has reached 6% 

of ship price. Global market for large commercial 

vessels is currently worth USD 1.7 billion while global 

market for fishing boats and leisure vessels are 

worth USD 500 million and USD 1.3 billion, respec-

tively. The ship navigation communication equipment 

industry is a high-value-added industry that is expected to 

show constant growth. The market for ship navigation 

communication equipment is projected to grow from 

about KRW 26 trillion in 2013 to approximately KRW 33 

trillion in 2018 with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2.4%.

2. Domestic market

Domestic IT convergence equipment market has reached 

about KRW 1 trillion from 1996 to 2000 and KRW 3.6 tril-

lion from 2001 to 2010, and is expected to grow to about 

KRW 4.4 trillion for the 10 years from 2011. Marine equip-

ment account for 55-65% of shipbuilding costs. 

Meanwhile, the IT marine equipment cost comprises 

7-8% in containership, 5% in tanker, and 10% in LNG car-

rier. When e-Navigation is put in place by 2019, the share 

of IT marine equipment cost is expected to increase grad-

ually to 20%.

The ratio of local components has reached 90% in 

domestic shipbuilding and marine equipment industries. 

The share of imported components has remained about 

10%, which are however mostly key components for the 

e-Navigation. Particularly, Korean industries have the 

<Table 4> Size of global IT convergence equipment market & outlook(Unit: USD 1 million, %)

Type ‘15 ‘16 ‘17 ‘18 ‘19 ‘20 CAGR(‘13~’15)

Global Market 13,336 14,500 15,766 17,109 18,437 19,876 4.2

Source: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TTA), K-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data presumed to have been created 
in 2016

<Table 5> Size of domestic market for IT convergence equipment & outlook(Unit: KRW 100 million, %)

Type ‘15 ‘16 ‘17 ‘18 ‘19 ‘20 CAGR(‘13~’15)

Domestic 
Market 37,662.9 44,255.2 51,999.2- 61,098.4 71,790.1 84,352.7 17.4

Source: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TTA), K-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data presumed to be created in 2016

<Fig. 1> Trend of changes in market size related to domestic 
e-Navigation

Source: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TTA), K-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data presumed to be created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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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iest reliance on imported shipboard electronic 

IT-convergence equipment. Domestic industry need 

to proceed with development of electronic 

IT-convergence equipments for ship navigation, 

communication and control, etc., urgently by devel-

oping indigenous technologies and taking its current 

technology to the next advanced level so as to cap-

ture larger share of global market. 

Ⅳ. Analysis on technological 
environment 

1. Trend of technology development

(1) IT technologies applied to shipyards 

As ships are so large that any full-scale test with real ships 

is impracticable, efforts are being made to increase pro-

ductivity in ship designing and construction processes by 

applying IT to shipbuilding. Finally, there is a need to real-

ize digital shipyards that can apply the IT to simulate ship-

building processes virtually to identify problems in 

advance. Currently, Korean shipyards are developing 

basic technology to increase productivity of shipyards by 

more than 8% by applying the IT such as VR design tech-

nology and simulation-based ship production technology, 

and to reduce carbon emissions during shipbuilding pro-

cesses. Korean shipyards aim to apply IT technology to 

ship design and production as much as possible to raise 

productivity of shipyards by more than 10% and maintain 

their unrivalled competitiveness in global shipbuilding 

industry while developing the process energy manage-

ment and carbon reduction technologies applicable to 

shipbuilding processes in order to help resolve environ-

ment problems which the world is confronted with. 

(2) Standardization of e-Navigation system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has intro-

duced a new concept called e-Navigation system to pre-

vent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ocean, ensure the safe-

ty of ships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navigation, and is 

proceeding with related standardization. At present, 

Korean shipyards need to develop the technology neces-

sary for coping actively with e-Navigation standardization 

being promoted by IMO while standardizing their domes-

tic technologie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related 

technology, led by domestic research institutes and the 

National Oceanographic Research Institute. European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have secured the world’s 

leading key technologies in connection with e-Navigation 

ad have already moved forward with commercialization. 

Technical standards would need to be established for 

new functions that can accommodate to e-Navigation with 

the priority given to the e-Navigation communication infra-

structure, e-Navigation SW and services, and e-Naviga-

tion system technology which are key to the realization of 

the Navigation.

Korean shipbuilding and marine equipment industries will 

be able to cope with high value-added market in ship-

building and offshore ICT sector by examining the cases 

of overseas research carefully, taking domestic situations 

into consideration, setting the course of research and pre-

paring the technical standards and addressing them in 

<Fig. 2> Schematic diagram of digital shipyard 
Source. Dong Eui University, Shipbuilding IT and ship IT technology development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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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meetings, and on the basis 

of that, will be able to expand their capa-

bility to take the lead in setting the interna-

tional standards. Standardization is 

required for maritime communication and 

ship equipment network, marine informa-

tion processing, electronic navigational 

chart and marine system. Particularly, 

standardization of communication infra-

structure, which forms the basis of e-Nav-

igation service and system, needs to be 

strengthened. To ensure effective 

response to national disasters such as a 

marine disaster, etc., by using the e-Navigation infrastruc-

ture, the interlinking and interoperability standards would 

need to be developed for the e-Navigation communica-

tion infrastructure and maritime communication system 

related to national disasters. 

(3) Rising demand for safety, health and comfortable envi-

ronment

There has been a rising demand for maritime safety tech-

nology that can prevent marine pollution caused by acci-

dents on ships or offshore structures and consequent tre-

mendous damage to marine environment as shown in oil 

spill accidents in Korea, including the Hebei Spirit oil spills, 

Chinese Bohai Bay oil spills, and oil spills in the Gulf of 

Mexico.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risk-based surviv-

ability assessment for avoiding potential hazards to ships 

and offshore plants and for prevention and monitoring of 

failures and accidents. For ultra-high-priced products, 

such as ships and offshore plants, which are more costly 

to maintain,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increasing-

ly on the techniques for maintenance. Demand has risen 

for welfare services for young crews in this internet era. To 

support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technology 

for content creation and welfare support services. With the 

rising income of the public, there is a growing desire 

across the society for marine leisure activities in Korea. 

Many local governments located on the coastline are 

planning the creation of marinas. 

(4) Offshore plant ICT convergence system 

To evaluate the risks related to offshore plant, continuous 

operation and possibility of failure, it is necessary to evalu-

ate the risks based on Hazard Identification(HAZID) and 

Hazard and Operability(HAZOP), etc., acquire reliability 

data of equipment, build database, and secure the data 

mining technology. The 3D CAD information, process and 

production planning and material logistics plan for off-

shore plants are carried out by single independent project 

management technique. Therefore, the technology is 

required which enables evaluation and production simula-

tion according to changes in constructions and construc-

tion methods. Large shipyards are mulling ove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ICT convergence control 

and safety system that forms the computer network and 

drives actuators according to software logic technology in 

order to put the drilling or refining processes in place 

based on sensing of temperature, pressure, flow rate, etc. 

<Fig. 3> Schematic diagram of ICT convergence system for offshore plant
Source: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KISTEP), ICT 

Convergence Industry4.0(Shipbuilding & Offshore) Proje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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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ffshore plants such as semi-rig and FPSO. 

2. Trend of technology development by major companies 

(1) Trend of overseas companies 

Core element technologies, such as futuristic state-of-art 

vessels of new type and CIMS for shipbuilding applica-

tions, etc. are being jointly developed through collabora-

tion among the industry,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

tutes, amid the changes in the ship and marine technolo-

gy development policy called ‘Challenge 21 Plan’, along 

with automation for construction of high-quality general 

vessels. Offshore plant clients such as Shell, BP, 

Petrobras, Exxon, and Total, and offshore plant-related 

companies such as McDermott and Technip are pro-

ceeding with standardization in connection with the 

OREDA(Offshore and Onshore Reliability Data), 

Database, API regulations, etc., thus building the technol-

ogy barriers. 

The EU has the unrivalled leading position in the technolo-

gy for high value-added vessels such as luxury passen-

ger ships and high-speed vessels, and is constantl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IT convergence-based 

equipment including the ship design programs and 

e-navigation, etc., to further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shipbuilding industry. China is seeking to strengthen its 

capability in the construction of low-end vessels such as 

bulk carriers, the segment where the country has cost 

competitiveness based on low wages. Broadband mobile 

satellite communication technology is currently under 

development because narrow-band mobile satellite com-

munication, including Inmarsat, Iridium, and Thuraya, has 

limitations in the delivery of broadband convergence ser-

vice such as voice and internet. At present, the core sys-

tems are dominated by manufacturers of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n the United States, NITIA is taking the lead in the devel-

opment of radio navigation radar technology and ITU-R 

international standards that conform to new technical stan-

dards. Meanwhile, OFCOM in the U.K. is focusing on 

developing the technologies to improve radar perfor-

mance. In addition, the Japanes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is considered to be most 

active in adopting new technology standards of 

WRC2007 to garner larger share of international market. 

The Nat ional  Oceanic  and Atmospher ic 

Administration(NOAA) of the United States has developed 

the PORTS(Physical Oceanographic Real-Time System) 

to provide real-time weather information vital for port safe-

ty. Currently, the PORTS is being operated in 21 ports in 

the United States. And Norway is developing the 

VMP(Virtual Marine Platform), a platform for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maritime data, management of information 

and services. 

Moreover, the standards for e-Navigation have been 

developed, led by the IMO, to provide useful and accurate 

information to the vessels and observation posts monitor-

ing the navigation of vessels to ensure maritime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s a result, global standardiza-

tion and technology development have gathered pace for 

wireless communication equipment and communication 

protocols, ship workstation equipment, and land support 

systems, etc. In the meantime, new IT convergence 

equipment have been developed and rolled out in the 

marine leisure segment which has seen the IT conver-

gence spreading the most quickly and easily. 

(2) Trend of domestic companies 

Korea is attempting to develop necessary basic technolo-

gies such as basic design of offshore plants, risk analysis 

and collision interference check, but the technology still 

remains at the inchoate stage.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have been under way in the fields of 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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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satellite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radio navi-

gation radar technology, but most core technologies are 

dominated by manufacturers of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DSME) 

developed a state-of-art CMMS(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in 2010, which 

enabled integrated management of all facilities and mate-

rials on ships, preventive maintenance and status monitor-

ing through preliminary inspection. Joint use of research 

equipments owned by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s supported for software SMEs(Small Medium 

Enterprises) through the Korea Technology &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SMEs under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o increase utilization of equip-

ment and strengthen technology competitiveness of 

SMEs. Samsung Heavy Industries(SHI) has developed 

and commercialized SAMS(Ship Administration & 

Management System) which can monitor, analyze and 

manage the status of ship operation not only on the ship 

but also from the land-based locations. Ship and Area 

Network(SAN) technology, which connects all ship devic-

es with networks combing the optimal wired and wireless 

technologies, has been developed through joint research 

between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and Hyundai Heavy Industries(HHI) and adopted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paving the way for providing 

next-generation additional services in the period ahead. 

The Marine Electronics Industry Promotion 

Association(MEIPA) entered into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NMEA in the United States to build a 

domestic certification system for equipment conforming to 

NMEA 2000,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shipboard 

network(IEC 611623), thus laying a cornerstone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standard ship network equipment/

marine leisure equipment and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3. Current status of technology infrastructure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held a 

ceremony to declare the ‘K-ICT Shipbuilding and Marine 

Convergence’ at the head office of Hyundai Heavy 

Industries(HHI) in Ulsan on December 6, 2016 in a bid to 

help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hipbuilding & off-

shore industry through ICT convergence. The Ministry is 

proceeding with ‘ICT Convergence Industry4.0S’(ship 

building & offshore industry) project(2016-2020) based on 

the needs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put forth future 

course of its policies for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n order to strengthen cooperation for ICT conver-

gence in shipbuilding industry. 

The Ministry presented 3 major strategies and 7 major 

tasks, such as shipbuilding/offshore industry-IT conver-

gence foundation-laying, development of smart ship ship-

yard service technology, and promotion of win-win coop-

eration ecosystem, etc., under the banner, ‘Take a giant 

leap forward to transform the country into a shipbuilding/

offshore industry-IT convergence powerhouse by 2023’ 

based on the ‘K-ICT shipbuilding/offshore industry-IT pro-

motion plan’ mapped out jointly by concerned ministries in 

October 2016 subsequently to the measure envisioned to 

beef up the competitiveness of shipbuilding industry. The 

Ministry plans to launch the Shipbuilding & Marine ICT 

Creative Convergence Center in Ulsan Inform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to build the infrastructure for 

SW performance verification, expand technological capa-

bility and underpin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man-

power in connection with the shipbuilding/offshore indus-

try-IT convergence foundation-laying. For the smart ship 

shipyard service technology development, the Ministry 

plans to secure high value-added shipbuilding & offshore 

industry-ICT convergence products and services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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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development of application technology such as intelli-

gent ship management system MRO platform and 

IoT(Internet of Things) big data platform for shipbuilding & 

offshore industry. Moreover, the Ministry plans to operate 

the shipbuilding & offshore industry-ICT convergence 

council to help stimulate the win-win cooperation ecosys-

tem and create the ecosystem for co-growth of large and 

small-to-medium companies by providing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in the field of shipyard services deliv-

ered by SMEs. 

4. Analysis of patent trend

(1) Trend of patent application by year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filed for IT conver-

gence equipment between 2010 and 2016, showed a 

repetitive rise and fall, suggesting that the technologies 

related to IT convergence equipment were developed vig-

orously. By country,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filed in 

Korea exhibited a rise-and-fall tendency while the 

decrease in patent application was not significant.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lso showed a rise-and-fall ten-

dency, while Europe showed that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was maintained at a certain level. However, 

the number of populations was not high. By the percent-

age of applications by country, Korea comprised 47.4% of 

all patent applications, the highest worldwide, followed by 

the United States with 35.7%, Japan with 13.2% and 

Europe with 3.7%, suggesting that Korea is developing 

the IT convergence equipment technologies the most 

actively. 

(2) Status of patent application by country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filed in Korea has 

increased constantly over the last decade. The proportion 

of patent applications filed by foreigners remains very low 

compared to that of patent applications filed by Koreans 

nationwide. In the United States,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 has shown a downward trend since 2014. The 

proportion of patent applications filed by the U.S. citizens 

is high, while the proportion of patent applications filed by 

foreigners has reached about 25%, suggesting that multi-

national investment has been made actively in IT conver-

<Fig. 4>Trend of patent application for IT convergence equipment by year
Sourc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Technology &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SM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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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ce equipment. The number of applications filed in 

Japan is showing a rise-and-fall trend, and the percent-

age of applications filed by Japanese citizens remains 

high. In Europe,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is not 

high, but the proportion of patent applications filed by for-

eigners is very high.

(3) Analysis of input technology and convergence 

615 patent applications were filed in G06Q technology 

field, the highest, followed by 281 patent applications in 

B63B technology field and 181 patent applications in 

G06F technology field, as found on the basis of the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Code in connection 

with the input technology for IT convergence equipment 

<Fig. 5> Status of patent applications by country 
Sourc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Technology &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SMEs, etc.

<Fig. 6> IPC technology and convergence in the field of IT convergence equipment
Sourc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Technology &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SM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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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r. In addition, there were 163 patent applications in 

G08G, 144 patent applications in B63H, 136 patent appli-

cations in G08B, 129 patent applications in H04L, 93 pat-

ent applications in H04B, and 83 patent applications in 

H04W, which suggests that various types of technologies 

have been converged in IT convergence equipment sec-

tor. Along with that, the TCT(Technology Cycle Time) was 

found to be 10.5 years in the B63B technology field, the 

longest, while the TCT in G06Q and H04W technology 

fields turned out to be 4 years, the shortest, for concerned 

IPC.

<Fig. 7> Status of patent application by major applicants in Korea
Sourc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Technology &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SMEs, etc.

<Table 6> Advanced input technology in the field of IT convergence equipment

IPC Details of Technology Technology Cycle Time (TCT)

G06Q

Data processing systems or methods that are particularly suitable for management, 
commercial, financial, management, supervision or forecasting purposes; Systems or methods 
that are particularly suitable for administration, commercial, financial, management, supervisory 
or forecasting purposes not classified into any categories

4

B63B Light aircraft 10.5

G06F Digital data processing by electricity 6

G08G Traffic control system 7

B63H Lamellar or filamentary material 9

G08B Signal or call system/command transmission device/information system 7

H04L Transmission of digital information 6

G01S
Determination of direction by radio; Determination of distance or speed by use of radio waves/
radio navigation; Detection of the location or presence or absence through reflection of radio 
waves or use of redirection; Similar methods using other waves

8

H04B Transmission 6

H04W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4
Sourc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Technology &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SM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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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정의 및 필요성

IT 융복합 기자재는 선박이 항구에서 항구로 항해할 때, 해양환경보

호와 해상에서 안전과 보안을 목적으로 항해와 관련 서비스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해 육상과 선박의 해양정보를 일관

되게 수집, 통합, 교환, 표현 및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선박 기자재를 

의미한다. 

IMO는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감소를 위해 2006년 기존 선박운

항 관리체계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융합한 ‘e-Navigation’을 도입키

로 결정했다. 현재 국제해사기구(IMO)는 조선기술과 IT기술의 융합

을 통한 해상통신기술, 육상과 선박의 정보통합기술, 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술의 개발을 위한 e-Navigation 개발을 

진행 중이다.

전통적인 조선해양산업에 IT기술을 접목한 신기술 개발을 통해, 조

선해양산업의 생산현장을 공정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또한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기능 및 가치를 고도화하고 관련 신 서

비스를 창출하는 기술이다. IT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조선해양산업의 

설계 및 건조 과정에서의 공정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키

고, 선박 및 해양 시스템/선박 및 플랜트용의 전자 및 통신 기자재

의 기능 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중소형 선박 및 레저 선박의 

기자재와 기능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등이 있다.

2. 범위

(1) 제품분류 관점

조선IT의 경우, 선박용 전자통신 부품 및 SW, 선박용 IT 기자재 및 

이들을 통합하는 개념인 디지털 선박 시스템과 조선용 SW 커널 및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외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2017~2019

(IT 융복합 기자재)

<표1> 제품분류 관점 기술범위

전략제품 제품분류 관점 세부기술

IT융복합 
기자재

선박용 
전자통신 부품 및 SW

전자해도 기술, 장치간 인터페이스 카드, GIS 소프트웨어, CAD 시스템

선박용 IT 기자재 운항제어시스템, 통합항해시스템, 선박용 레이다 시스템, ECDIS 시스템, INS기술

<표2> 공급망 관점 기술범위

전략제품 공급망 관점 세부기술

IT 융복합 
기자재

e-Navigation 시스템
ENC 활용시스템, e-Navigation 운용시스템, e-Navigation 정보활용시스템, 4S 통신 인
프라, 육상 e-Navigation 시스템, 전자(지능형)항해 시스템, 선박 표준 임베디드 시스템, 
선박 네트워크 시스템

선박 IT 시스템
선박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 화물관리 시스템, 안전관리 시스템, 항만 내 안전 시스템, 기
관자동화 시스템, 무인선 기술

해양플랜트 IT융합 시스
템

해양플랜트 스마트 생산 기술, 해양플랜트 제어/안전시스템(ICSS), 해양플랜트 스마트 
관리/운용 시스템, 해양플랜트 통신시스템

해양레저선박 IT 시스템 추진 시스템, 항해통신장비 기술, 레저보트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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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선박 설계 및 생산 지원 모듈, 그리고 통합 관리를 위한 

PLM 등의 디지털 조선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 제품시

장은 국제 단일 Market으로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선주나 

조선소의 선호도에 따라 좌우되는 등 해외의 일부 소수 업체가 시

장의 대부분을 점유한다.

(2) 공급망 관점

IT 융복합 기자재 기술은 크게 e-Navigation 시스템, 해양플랜트, 선

박용 IT 융복합 기자재 등으로 구분된다.

Ⅱ. 산업환경분석

1. 산업특징 및 구조

(1) 산업의 특징

조선 IT 융복합 산업은 선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수집, 

처리, 표시, 통신을 전자적으로 실행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내·외부의 정보수집(Sensing), 가공, 처리 및 표

시(Computing)하며, 송수신(Networking) 및 제어(Actuating)를 전자적

으로 실현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산업이다.

조선해양산업의 대상 제품에는 상선, 해양지원선 등의 특수목적선, 

군함, 레저보트, 극지운항선 및 어선 등의 선박과 함께 다양한 종류

의 기자재 등이 포함되며, 해운업에서 사용되는 상선은 화물의 종류

와 특성에 따라 유조선, 컨테이너선, 산적화물선, LNG 운반선, 화학

운반선, 차량운반선, 여객선 등으로 구분된다. 원가절감을 통한 경

쟁력 향상과 고품질 선박생산을 위한 생산자동화를 위해 설계, 생

산 및 관리기술에서의 첨단 IT기술의 적용이 필수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국내 IT 융복합 기자재 산업의 경우, 다양한 선박의 건조경험 및 풍

부한 기술인력, 후방산업 발달 등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및 고부가가치 선박용 기자재의 개발이 조선산업의 수준에 비

해 미흡하고, 기자재에 대한 선택은 선주의 선호도에 의해 결정된

다. 국제적으로는 e-Navigation이 초기단계로 기술 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중국의 값싼 인건비와 일본의 기술력을 바탕

으로 전략적 협공의 위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과 IT산업은 

각각 세계 1위의 산업으로서 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는 매우 높지

만, 실질적으로 산업의 구조와 패턴이 상이하여 융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선산업은 선주의 발주에 의해 선박을 건조하는 주문생산 방식의 

산업으로 IT가 조선산업에 채용, 융합되면서 조선산업에 시너지가 

발생하는 효과가 IT 기자재가 선박에 탑재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크나, 이에 대한 통계가 없으므로 ICT융합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조

사가 필요하다. 

IMO e-Navigation 실현계획에 따른 새로운 항해통신장비의 출현, 

기자재 네트워크화에 따른 선박 정보 통합화, 선박 인터넷의 일반화

와 4S통신에 의한 IT서비스 강화, 육상 e-Navigation 시스템 구축, 

New GMDSS 등 전반적인 선박환경과 운항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

되고 있다. 

해양환경규제, 에너지 절약 및 선박 안정성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선박에 대한 기술개발이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IT 등 첨단 기술

이 융복합되어 고기능성, 지능형의 선박과 해양구조물의 건조에 주

력하고 있다. 또한 IT, 컴퓨터 기술 등 연관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선박 설계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

며,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을 위한 선형, 의장 등 제품/건조 공정

의 표준화가 적극적으로 진행중이다. 

조선해양산업의 IT융합화를 통한 조선소의 설계, 생산시스템 고도

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조선해양산업

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했다. 기존에 선박해양 구조물의 엔지

니어링, 설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유럽은 선점에 따른 기술

장벽을 강화하고 있으나, 국내의 조선해양산업이 기존의 기술에 IT

기술 등을 부가함으로써 진입장벽을 극복하고 차별화된 기술 보유

가 가능해졌다. 선박 및 해양구조물 기자재에 IT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지능화, 자동화 등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기능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로 생산의 부가가치가 크게 향상했다. IT기술이 급

격히 해양산업으로 확산됨에 따라 선박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의 네

트워크화가 신속히 진행되어 기존의 단순 자동화 개념의 기자재에

서 네트워크가 가능한 기자재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선

박네트워크 관련 기자재의 요구와 고부가 IT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

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 산업의 구조

향후 10년간 국제협약 적용 선박에 IT 융복합 기자재를 구축할 경우

의 비용을 추정해보면, 전후방 연쇄효과를 고려시 향후 10년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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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장규모가 약 14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선박과 육상에 

IT 융복합 기자재 구축을 위한 전기전자, IT 및 S/W 관련 산업의 선

장 등 전방 연쇄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IT 융복합 기자재 구축으로 

인한 통신산업(무선·위성)과 정보서비스를 위한 인터넷·콘텐츠 산

업 등의 후방 연쇄효과도 기대되어 IT 융복합 기자재는 국가성장동

력으로 선정된 텔레메틱스(Telematics), IPTV(Internet Protocol TV)와 

유사규모의 시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 제품의 현재 포트폴리오가 LNG선, FPSO, 컨테이너선, Tanker

선 등이나 향후 고부가가치선박인 크루즈선을 포함하여 LNG선, 드

릴쉽, FPSO 등이 될 전망으로, 이 경우 선박용 광대역 이동위성통

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 경쟁환경

신흥시장이 급성장하고, 신산업이 출현하고 있다. 국제 해운 물동량 

증가로 선박의 신규 및 대체 수요 증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해양플랜트의 신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공업국의 추격으로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해양에너지 

자원개발용 플랜트의 핵심 기자재 시장, 관련된 엔지니어링 시장이 

확대되었으나, 국내의 기술은 핵심 설계 및 기자재 기술은 확보하지 

못하고 제품 생산 기술 및 건조 기술에만 국한한 상황이며, 이에 따

라 핵심 설계·생산 건조 기술을 확보하고 기존 기술과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IT기술의 접목으로 선박 및 해양플랜트 

관련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신시장이 창출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

기 위한 신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조선 후발국은 조선해양산업을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보호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유럽 

등 전통적 조선강국도 크루즈선이나 고부가가치 조선기자재 등 조

선해양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선

주사 및 해양오일 메이저사는 미국석유협회(API), 국제해사기구

(IMO), 선급연합(IACS) 등을 통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조선해양 

설계 및 제품 기술을 지배적 인증 요건 및 국제 표준으로 강화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제까지 첨단 조선기자재 시장 선점을 유지하기 

위해 IMO e-Navigation 관련 표준과 개념을 주도적이며, 적극적으

로 만들어가고 있다.

조선IT의 경우, 선박용 전자통신 부품 및 SW, 선박용 IT 기자재 및 

이들을 통합하는 개념인 디지털 선박 시스템과 조선용 SW 커널 및 

알고리즘, 선박 설계 및 생산 지원 모듈, 그리고 통합 관리를 PLM 

등의 디지털 조선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 제품 시장은 

국제 단일 Market으로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선주나 조선

소의 선호도에 따라 좌우되는 등 해외의 일부 소수 업체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한다. 최근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 

및 강화 차원에서 선박/해양구조물 생산 및 설계 관련 기술의 직간

접적인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후발 조선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

기 위해 국내 IT조선 업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 제품과의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IMO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Green Ship, e-Navigation 개념 

도입 등은 우리나라의 앞선 IT 기술 등을 활용해 조선IT 분야에 진

입할 수 있는 적기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의 해양레저산업 육성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마리나 구축계획이 발표되고 있으나, 국내 산업이 

취약한 상태에서 자칫하면 외국제품이 국내 시장을 점유하고 외국 

제품이 국내 레저산업 육성의 저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선기자재가 선박건조단가 중 차지하는 비중은 55~65% 정도이

며, IT조선기자재는 이중 컨테이너 선박은 7~8%, 탱커 5%, LNG 

10% 정도이나 2019년 e-Navigation이 구현되면 점차 20%까지 점

유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항만에는 외국 회사 제품의 전통적인 VTS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나, 최근 관제사의 업무부하와 해상사고를 저감해 줄 수 있는 

지능형 교통관제 시스템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는 차세대 VTS체계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세대 VTS체계는 e-Navigation의 각종 표준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어, 기존의 VTS를 교체하기 위한 시장이 형성될 예정이다. 

국내 조선, 해양 기자재 산업의 국산화율이 90%이고, 해외 의존도

가 10% 정도이다. 해외 의존도 10%는 e-Navigation시대에 중요도

가 높은 핵심부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선박내의 선박전자 IT-

융합 장비의 외국 제품 의존도가 가장 높다.

3. 전후방산업 환경

IT산업은 90년대 이후, 초고속 인터넷과 무선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

해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생산과 고용, 무역수지 개선, 물가

하락 등 거시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

나 중국의 부상 등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산업이 성숙기에 도달함에 따라 IT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률이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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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등 구조적 변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과거 IT산업 발

전전략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새로운 전략방향 정립의 필요성을 제

기하고 있으며, 특히 IT산업 재도약의 화두로 ‘융합’이 등장했다. 

‘IT융합’은 IT를 기능(Functions)의 관점으로 전환하여 조선, 기계, 자

동차, 섬유 등 전통산업에 접목·내재화됨으로써 기존 산업의 부가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IT의 원천기술로서의 역할을 강

조했다. IT산업과 비IT산업의 성장 한계론을 돌파하고, 부가가치를 상

승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신규산업 창출 또는 개별산업간 융합 등의 

대체수단이 필요했으며, 이 과정에 IT가 공통기반 기술로 활용됨에 

따라 IT가 융합의 중심에 위치했다. 또한, IT 중심의 산업간 융복합

화를 위해 부품·소재 부문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조선산업과 IT 융합은 서로 다른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고부

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

히,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는 조선산업과 휴대전화 

보급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메모리 반도체 생산 등 다양한 분야

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IT산업의 융합은 양 산업이 세계 선두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조선산업에서의 IT분야는 고부가가치 기자재와 선박 

통신장치 기술 등 핵심 기술에 대한 국산화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

이다.

조선산업에서의 IT융합기술은 차세대 기술개발보다 생산성 향상이

나 단기 애로 기술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어 매우 더디게 진행 중이

다. 기술적으로는 선박 건조, IT 두 분야 모두 상당한 기술 강대국이

나 IT 조선 융복합 기술에서는 약소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책적으로 융합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기존에 

발생했던 점진적 융합과는 달리 급격한 속도와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혁신적, 광역적 융합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IT융복합 기자재 기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선박 내 통신을 위

한 주파수 자원의 확보, 무선통신 기술의 적용도 제고 및 선박 내 

무선통신을 위한 각종 기기의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선박 내 통신

을 위한 주파수 자원의 확보는 국제표준기구에서의 표준화가 중요

한 문제이므로 CDMA 및 WiBro, DMB 등 국제표준을 관철시킨 경

험을 조선산업 분야에 활용할 필요가 존재한다.

Ⅲ. 시장환경분석

1. 세계 시장

조선산업에서의 IT 융복합 기자재 산업의 세계기장 규모는 점차 증

가하여 2017년부터 2027년까지 누적시장규모 약 280조원까지 성

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선박 제품의 현재 포트폴리오가 LNG선, 

FPSO, 컨테이너선, Tanker선 등이나 향후에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크루즈선을 포함하여 LNG선, 드릴쉽, FPSO로 구성될 전망으로, 이 

경우 선박용 광대역 이동 위성통신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IMO

에서 개발 중인 ‘e-Navigation 개발 전략 이행 계획 수립’에 의하면 

미래의 선박 항해는 지금까지 선박 중심의 항해와 달리 육상과 공

조하며, 항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뀔 것을 보인다. 따라서 

e-Navigation 환경에 맞춘 새로운 지능형 IT 선박에 대한 시장이 급

속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IEC TC 80 보고서에 의하면 항해통신장비의 비중은 선가의 6%에 

달하며, 대형상선 세계시장은 17억 달러, 어선은 5억 달러, 레저선박

은 13억 달러로 추정된다. 선박항해통신장비산업은 지속적인 성장

이 기대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시장규모는 2013년 약 26조원에

서 2018년에는 약 33조원까지 성장하여 연평균 성장률 2.4%를 기

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3> 제품분류별 경쟁자

구분 경쟁환경

기술분류 선박용 전자통신 부품 및 SW 선박용 IT 기자재

주요 품목 
및 기술

전자해도 기술, 장치간 인터페이스 카드, GIS 소프트웨어, 
CAD 시스템

운항제어시스템, 통합항해시스템, 선박용 레이다 시
스템, ECDIS 시스템, INS 기술

해외기업
C-MAP, Imtech Maring Group, AVEVA, Intergraph, 
Dassault System, NAPA Group, MSR

KONGSBERG, ABS, DNV, ESRI

국내기업
이노엠디, 현대이마린, 삼영이엔씨, 현대중공업, KT, 지엠
티, 마린소프트, 금호마린테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이지그라
프, 한국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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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시장

국내 IT 융복합 기자재 관련 시장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약 1

조원 규모,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약 3.6조원 규모를 형성해오고 

있으며, 2011년 이후 10년간 약 4.4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

다. 조선기자재가 선박건조단가 중 차지하는 비중은 55~65% 정도

이며, IT조선기자재는 이중 컨테이너선박은 7~8%, 탱커 5%, LNG 

10% 정도이나 2019년 e-Navigation이 구현되면 점차 20%까지 점

유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조선, 해양 기자재 산업의 국산화율이 90%이고, 해외의존도가 

10% 정도이다. 해외의존도 10%는 e-Navigation 시대에 중요도가 높

은 핵심부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선박내의 선박전자 IT-융합 장

비의 외국 제품 의존도가 가장 높다. 선박의 항해, 통신, 제어 등의 

전자 IT-융합 장비의 개발이 미비하여 국산화 기술 개발 및 기

술고도화를 통한 세계 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정책이 시급

하다. 

Ⅳ. 기술환경분석

1. 기술개발 트렌드

(1) 조선에 적용되는 IT 기술

선박은 그 규모가 매우 커서 실선 실험이 불가능하므로, IT기

술을 조선산업에 적용하여 선박설계, 건조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적으

로는 현재의 선박 건조 과정을 IT를 이용해 가상으로 시뮬레

이션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조선소를 

구현할 필요가 존재한다. 현재 국내 기술수준은 VR 설계 기

술,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생산 기술 등 IT를 접목한 기술을 도입

하여 조선소의 생산성을 8% 이상 향상시키며, 선박 건조시 탄소배

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본 기술을 개발 중이다. 세계 최고 기술수준

은 선박 설계 및 생산에 IT기술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조선소의 생산

성을 10% 이상 향상시켜 지속적으로 세계 1위인 조선산업의 경쟁

력을 유지시키며,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선박 건조시의 탄소 저감 기술, 공정 에너지 관리 기술 

등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2) e-Navigation 시스템의 표준화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에서의 환경오염 방지, 선박의 안전 

확보 및 운항효율성 증대를 위해 e-Navigation 시스템이라는 새로

운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현재 국

<표4> IT융복합 기자재 분야의 세계 시장규모 및 전망(단위: 백만달러, %)

구분 ‘15 ‘16 ‘17 ‘18 ‘19 ‘20 CAGR(‘13~’15)

세계시장 13,336 14,500 15,766 17,109 18,437 19,876 4.2

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ICT표준화전략맵, 2016 자료로 추정

<표5> IT융복합 기자재 분야의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단위: 억원, %)

구분 ‘15 ‘16 ‘17 ‘18 ‘19 ‘20 CAGR(‘13~’15)

국내시장 37,662.9 44,255.2 51,999.2 61,098.4 71,790.1 84,352.7 17.4

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ICT표준화전략맵, 2016 자료로 추정

<그림1> 국내 e-Navigation 관련 시장규모 변화 추이

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ICT표준화전략맵, 2016 자료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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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술수준은 IMO에서 추진 중인 e-Navigation 표준화에 적극 대

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국내 기술의 표준화를 반영하고 국내 연

구기관과 국립해양조사원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

며, 일부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 세계 최고 기술수준은 e-Naviga-

tion에 대한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이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핵심기

술이 확보되어 있으며, 상용화 연구가 진행중이다. 

Navigation 실현에 핵심이 되는 기술인 e-Navigation 통신 인프라, 

e-Navigation SW 및 서비스, e-Navigation 시스템 기술을 우선순

위를 두어 표준화함으로써 e-Navigation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능에 관한 기술 표준 제정이 필요하다. 외국의 연구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 연구방향을 설정하여 기술표

준안을 마련하고 국제회의에 반영함으로써 국내 조선 및 조선기자

재 산업체들이 조선 및 해양 ICT 분야의 고부가가치 시장에 대응이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해상 통신 및 선박 장비 네트워크, 해상정보처리, 

전자해도 및 해상시스템에 대한 표준화가 요구되며, 특히 

e-Navigation의 서비스 및 시스템 시장의 기반인 통신 인프

라에 대한 표준화 강화가 필요하다. 해상 재난과 같은 국가재

난 발생시 e-Navigation 인프라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e-Navigation 통신 인프라와 국가재난 해상 통신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표준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안전, 건강, 쾌적한 환경 요구 증가

국내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 멕시코만 

및 발해만 해양오염 사고 등에서 보듯이 선박이나 해양구조

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시 대형 해양오염 및 이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가 막대해 이러한 사고 방지를 위한 해양안전 기술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고 있다.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위험성 회피를 위한 위

험도 기반의 생존성 평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고장 및 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선박 및 해양플랜트와 같은 초고가 제품은 구매 비용보다 유

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됨에 따라, 유지보수를 위한 기법과 관

련 연구가 증대되고 있다. 인터넷 시대의 젊은 선원들에 대한 선박 

내에서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

기 위한 콘텐츠 생성 및 복지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국

민 소득 향상으로 국내 해양레저의 국민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

며, 해안선에 위치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리나 설립계획을 계

획중이다.

(4) 해양플랜트 ICT 융합시스템

해양플랜트의 위험성 평가 및 지속적인 운영, 고

장 가능성 등의 평가를 위해서는 HAZIP/HAZOP 

등의 위험도 평가 및 장비의 신뢰성 데이터 획득,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필요

하다. 해양플랜트의 3차원 CAD 정보, 공정 및 

생산 계획, 자재 물류 계획은 하나의 독립된 프

로젝트 관리기법으로 진행됨으로써 공사 변경, 

공법 변경에 따른 평가 및 생산 시뮬레이션이 가

능한 기술이 필요하다. Semi-Rig, FPSO로 대표

되는 해양플랜트에서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센

<그림2> 디지털 조선소 개념도

출처. 동의대학교, 조선IT 및 선박IT 기술개발 동향

<그림3> 해양플랜트 ICT융합 시스템 개념도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CT 융합 Industry4.0(조선해양)사업,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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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여 목적하는 시추 또는 정제 프로세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컴

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적 로직기술에 따라 액추에

이터를 구동하는 ICT 융합 제어 및 안전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에 대한 검토가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진행중이다.

2. 주요 업체별 기술개발동향

(1) 해외업체동향

일본의 ‘Challenge 21계획’이라는 선박해양기술개발정책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식의 미래첨단형 선박 개발, 조선용 CIMS 등 핵심 

요소 기술을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중이며, 자동화를 통한 범용 선

박분야에서의 고품질을 추구하고 있다. Shell, BP, Petrobras, Exxon, 

Total 등과 같은 해양플랜트 주문사 및 멕더모트, Technip 등 해양플

랜트 관련사는 OREDA, Database, API 규정 등에 지속적으로 표준

화 작업을 수행하여 기술장벽을 구축 중이다. 

EU는 호화여객선, 고속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 관련 기술에서 선

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 설계 관련 프로그램 및 e-Navigation 등 IT 융합 기반 기자재 

개발에 주력중이다. 중국은 낮은 임금을 기반으로 산적화물선 등 

원가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Low End 선박제조 역량 강화를 모색하

고 있다. 인마샛(Inmarsat), 이리듐(Iridium), 뚜라야(Thuraya) 등 협대

역 이동위성통신은 음성, 인터넷 등 광대역 통방융합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광대역 이동위성통신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

으며, 현재 핵심 시스템은 미국, 유럽의 제조사가 독점하고 있다. 

미국은 NITIA에서 새로운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무선항법 레이더 기

술개발과 ITU-R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있으며, 영국은 OFCOM에서 

레이더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총무성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WRC2007의 새로운 기술 기준 

채택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미국 해양 대기 관리처)에

서는 항만 안전 구축을 위해 실시간 기상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PORTS(Physical Oceanographic Real-Time System)을 개발하고, 

현재 미국의 21개 항만에서 운영 중이다. 해상 데이터 수집과 처리, 

정보와 서비스의 관리 등을 위한 플랫폼인 VMP(Virtual Marine 

Platform)을 노르웨이에서 개발하고 있다. 

해상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선박의 항해를 감시하는 관제소와 항

행하는 선박에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주기 위해 IMO를 

중심으로 e-Navigation에 대한 표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

해 무선통신장비 및 통신 프로토콜, 선박 선교 장비, 육상지원시스

템 등에 대한 글로벌 표준화 및 기술개발이 가속화중이다. IT융합이 

가장 용이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부분은 해양레저산업분야로

서 인터넷과 접목된 새로운 IT융합기자재가 개발되어 시장에 출시되

었다.

(2) 국내 업체 동향

국내의 경우, 해양플랜트의 기본 설계, 위험성 분석 및 충돌 간섭 

체크 등의 필요한 기초 기술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는 초기 

단계이다. 선박용 이동/위성통신 기술과 무선항법 레이더 기술 분야

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핵심 기술은 

미국과 유럽 제조사가 독점하고 있다. 선박 내 모든 설비와 자재의 

통합관리, 사전점검을 통한 예방 정비와 상태모니터링이 가능한 첨

단 선박통합관리시스템(Computerize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CMMS)을 대우조선해양에서 2010년도에 개발했다. 중소기

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

유한 연구장비를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공동 활용을 지원하여 국가

장비 활용도 제고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선내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선박의 운항 상태를 감

시,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SAMS(Ship Administration & 

Management System)등을 개발하여 상업화했고, 한국전자통신연

구원에서 현대중공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모든 선박 장치를 최적의 

유무선 기술을 융합한 네트워크로 연결한 SAN(Ship Area Network) 

기술은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어 향후 차세대 부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선박전자산업진흥협회(MEIPA)에서는 

미국의 NMEA와 MOU를 체결하여 선박의 표준네트워크로 국제표

준화(IEC 611623)되어 있는 NMEA 2000 장비의 국내 인증체제를 

정립하여 선박표준네트워크 장비와 해양레저장비의 산업화, 기술개

발 지원의 초석이 되었다.

3. 기술인프라 현황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12월 6일 울산 현대중공업 본관에서 ICT

융합을 통한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K-ICT 조선해양 융

합 선포식’을 개최했다. 미래는 조선업계의 수요를 토대로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사업’(‘16~’20년)을 추진중이며, 조선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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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

한 미래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2016년 10월 관계부처 

합동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수립된 ‘K-ICT 조

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을 통해 ‘2023년 조선해양-ICT융합 선도

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하에 조선해양-ICT융합 기반 조성, 지능형 

선박 조선소 서비스 기술개발, 상생협력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전략

과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조선해양-ICT융합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를 설치하고, SW

성능 검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술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지능형 선박 조선소 서비스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조선

해양산업용 IoT 빅데이터 플랫폼 등 공동활용 기반기술과 지능형 선

박 관리 시스템 MRO 플랫폼 등 응용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조선해양-ICT융합 제품과 서비스를 확보할 계획이다. 상생협력 생

태계 활성화를 위해 조선해양-ICT융합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중

소기업의 선박 조선소 서비스 분야 사업화 지원을 통해 조선해양분

야 대중소 기업간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4. 특허동향 분석

(1) 연도별 출원동향

IT융복합 기자재 기술의 2010~2016년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연

도별로 출원경향이 증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IT융복

합 기자재 관련 기술개발이 활발했다.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 

출원경향은 증가-감소 추세이나 감소량은 많지 않고, 미국과 일본

은 증가-감소 추세, 유럽은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집단의 수가 높지는 않다.

국가별 출원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이 47.4%, 최대 출원국으로 IT융

복합 기자재 기술을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이 

35.7%, 일본이 13.2%, 유럽이 3.7%의 순으로 나타나 한국이 IT융복

합 기자재 기술개발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국가별 출원현황

한국의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출원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내국인의 출원에 비해 외국인의 출

원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미국의 출원현황은 ‘14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이나 그 비율이 높지는 않고, 내국인의 출원 비중이 높지만 

외국인의 출원 비중도 전체의 25% 정도로 나타나 IT융복합 기자재 

부분의 다국적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출원은 증

가 및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내국인의 출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유럽은 출원 수가 높지 않으나 외국인의 출원 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4> IT융복합 기자재 분야 연도별 출원동향

출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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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입기술 및 융합성 분석

IT융복합 기자재 분야의 투입기술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분류코드

인 IPC Code를 통해 살펴본 결과, IT융복합 기자재 분야의 가장 높

은 IPC는 G06Q 기술분야가 615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B63B가 281건, G06F가 181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

에 G08G 163건, B63H 144건, G08B 136건, H04L 129건, H04B 

93건, H04W 83건 순으로 기술이 투입되어 있어 IT융복합 기자재 

분야에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어 존재한다. 더불어 해당 IPC의 특허

인용수명을 살펴보면 B63B 기술분야의 수명이 10.5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G06Q 및 H04W 기술분야는 4년으로 가장 짧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5> 국가별 출원현황

출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외

<그림6> IT융복합 기자재 분야 IPC 기술 및 융합성

출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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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IT융복합 기자재 분야 상위 투입기술

IPC 기술내용 특허인용수명(TCT)

G06Q
관리용, 상업용, 금융용, 경영용, 감독용 또는 예측용으로 특히 적합한 데이터 처리시
스템 또는 방법/그 밖에 분류되지 않는 관리용, 상업용, 금융용, 경영용, 감독용 또는 
예측용으로 특히 적합한 시스템 또는 방법

4

B63B 경항공기 10.5

G06F 전기에 의한 디지털 데이터처리 6

G08G 교통제어시스템 7

B63H 박판상 또는 선조재료 9

G08B 신호 또는 호출시스템/지령발신장치/정보시스템 7

H04L 디지털 정보의 전송 6

G01S
무선에 의한 방위결정/무선항행/무선전파의 사용에 의한 거리 또는 속도의 결정/무
선전파의 반사 또는 재방사의 사용에 의한 위치 또는 유무의 탐지/기타의 파류를 사
용하는 유사한 방식

8

H04B 전송 6

H04W 무선통신네트워크 4

출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외

<그림7> 국내 주요 출원인의 출원 현황

출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