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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문제제기

* 부의 창출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

-디지털,  지식

* 지금은 디지털 시대

-디지털 혁명과 디지털 경제

* 치열한 국가경쟁

-미국의 신경제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II.디지털 혁명과 디지털 시대

1.디지털 혁명

-컴퓨터, 반도체, 통신+인터넷->디지털혁명



-디지털 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2.디지털 경제

정의

-광의:주요 경제활동이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정보와 지식
이라는 생산요소에 의존하는 경제;정보경제, 네트워크경제,지식
기반경제,신경제

-협의:정보통신기술(IT)산업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
거래가 중심역할을 하는 경제;인터넷경제

특징

-생산과 소비가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됨으로써 비
용을 절감할 수 있음(예:전자산업의 경우 30-35%, 철강의 경우
5-6% 비용절감)

-경제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킴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

* 개인

-소비의 디지털화: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E-mali, 인터넷폰, 데
이터통신 등)에 대한 수요 증대

-거래의 디지털화: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 및 사이버 결제방식
의 증대(예:증권거래, 인터넷뱅킹)

-소비자주권 강화:가상공동체를 통한 수요독점 및 소비자생산의
확대

* 기업

-생산의 디지털화:단계적 제품생산에서 동시적 생산으로 변화, 
마케팅 및 판매활동이 가상공간을 통해 이루어짐

-기업행태 변화:기업 입지의 이동, 아웃소싱이나 분사 등으로 기
업의 재편이 발생





* 정부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관료주의의 해체, 사이버투표 확대->다양한 민의 수렴

디지털 경제시대 쟁점

-생산성, 기업이윤, 소득격차, 실업 등의 문제에서 이견 발생



III. 디지털 경제시대 한국경제의 성과
* 거시경제 성과

-경제성장률:98년 마이너스 성장 이후 bounce back

-1인당 국민소득도 97년 수준에 근접

-물가는 상당히 안정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사상최대의 외환보유고

-실업자수는 180만명 수준까지 급등한 후 하락 추세

-실업률은 8.6%까지 상승한 후 4%대로 하락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은 IT 산업에 의해 주도됨

-IT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년 기준으로 12.7%로
확대되었고 성장기여도도 4.2%로 확대

-반도체가 제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년 기준으로
23.8%로 확대되었고 생산기여도도 9.37%로 확대

-IT산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함

-IT제품의 가격하락이 물가안정에도 기여함



*우리 나라의 디지털화

-인터넷 이용자수:163만명(’97)->630만명(’99)으로 286%증가

(비교:일본 86%, 미국 43%, 세계평균 64%)

-인터넷 호스트수:14,681(’94)->460,974(’99)

-인터넷 도메인수:192개(’94)->159,252(’99)

-컴퓨터보급률(1000명당):124대(’97)(비교:미국 450, 일본 228, 
싱가포르 316, 대만 147)

-핸드폰보급률(100명당):38.4명(’98)(비교:핀란드 61.9, 스웨덴
51.9, 홍콩 42, 일본 39)

-DRAM세계점유율:37%(’99)(비교:일본 30%, 미국 17%, 대만
11%)

-TFT-LCD점유율:35%(’99)(비교:일본 65%)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기술 경쟁력은 38위/47개국 중



컴퓨터수(천명당, ’98) 인터넷호스트수(천명당, ’98) 인터넷사용자수비중

(%, ’99)

미국 499 87.15 37.4

캐나다 400 53.53 25.4

영국 323 22.63 18.0

일본 272 11.03 11.1

싱가포르 344 13.45 14.7

대만 178 16.71 14.3

한국 150 9.84 13.5

말레이시아 78 1.93 3.0

국가별디지털수준비교



IV. 한국경제의 진로
1. 지식국가의 구축

배경:지식이 21세기 경쟁력의 핵심원천임

-미국: SIP(교육.정부.공공부문을 연결하여 지식자산을 활용

-네덜란드:지식의 실천(기업,교육,연구의 정보교류 활성화

-캐나다:국가네트워크 전략(사업,교육,소비자,공동체 네트워크

-한국:낮은 생산성(크루그만), 지식격차(부즈알렌 보고서)

정의

-국가의 구성 주체들이 지식을 보유.활용하고 학습.공유.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지식을 배양하는 국가

-주체들의 지식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식이 국가 내에
서 그리고 국가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창조, 할용, 학습, 축적, 공
유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시스템과 문제해결능력을 보유한
국가





경제주체의 역할

* 정부:

-지시자, 배분자->촉진자, 조정자로 역할 변화

-지식경영 도입 및 실천

-국가 지식역량을 배양

*기업:

-실천적, 지속적, 일관된 지식경영으로 전환

*개인:

-지식을 창조, 배분, 활용하는 지식인(골드칼라)으로 변화



우리 나라의 현실(지식국가의 관점)

* 지식 창조:개인 및 조직 모두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 및 노
하우를 창출하는 능력이 부족함

-특허출원 건수(인구만명당)는 16.3건으로 선진국의 33-39
건에 비해 뒤떨어짐

-논문발표 건수(인구만명당)는 2.2건으로 선진5개국의 6-14
건, 대만(4.1건), 홍콩(6.6건), 싱가포르(7.4건)에 비해 뒤떨어
짐

* 지식 활용: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창조, 학습된 지식이 고
부가가치 영역에 활용되지 못함(지식멸실)

* 지식 학습:

-선진지식을 습득하려는 의지와 능력 부족

-역사적 경험을 정책판단의 교훈으로 삼지 못함



* 지식 공유: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함->지식의 유용성이 떨
어지고 지시의 가치증식활동이 저조함

* 지식 축적:

-지식자원이 산재되어 있어 비효율적인 관리

-기록을 중시하지 않아 지식 축적, 공유, 전수가 잘 되지 않음

결론적으로, 지식의 창조, 활용, 학습, 공유, 축적 등 모든 단
계에서 선진국과 지식격차를 보이고 있음



1. 신산업개편

배경:정보-생명-환경의 3대축으로 기술개발 진행

-정보축:정보통신, 멀티미디어, 정보저장

-생명축:인간유전자(게놈) 연구, 유전자 치료

-환경축:재건축, 재개발, 리사이클링

21세기 유망산업 선정 기준

-시장성:시장규모와 성장률로 평가

-사업성:수익성과 개발능력으로 평가



21세기 유망산업 선정 결과

-고시장성-고사업성:

• 일렉트로닉스(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저장장치)

• 광산업(광통신기기, 광정밀기기, 광소재)

• 정보통신(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고시장성-저사업성:

• 바이오(생물의약, 생물화학)

• 환경산업(리사이클링, 신에너지)

-저시장성-고사업성:

• 가전 및 PC산업

-저시장성-저사업성:

• 의료기기

• 휴면인터페이스(로봇, 자동화기기)    



21세기 유망산업 맟 그 특징



3. 한국경제 전망

-고도성장의 신화는 막을 내리고 성장세가 둔화될 것임

-고성장 시나리오:5% 내외의 실질성장으로 2010년에는

2만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예상됨

-저성장 시나리오:4% 중반의 실질성장으로 2010년에는

1만 7천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예상됨



V.결론

* Digital or Die?

* 디지털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하부구조의 구축

hardware->초고속정보통신망(ISH)

software->법과 제도의 정비

humanware->디지털형 인재양성

-기업:수익모형 개발

지식경영 전환

on-line과 off-line간의 전략적 제휴

-개인:신지식인으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