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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 

2000년 기준 제조업 비중 50% 

 

 

 

‘1970 ‘1980 ‘1990 ‘2000 

35% 51% 52.7% 50.2% 

연도별 산업구조 시 제조업 비중 

국내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은 1970년대 35%에서, 2000년대 약 50%를 돌파 

*참고자료: 2014, 한국은행 



26% 

44% 

제조업의 경제 성장 기여율 

*참고자료: 현대경제연구원 

국내 GDP대비 성장 기여율은  
1970년대 26%에서  
2020년대 44%로 크게 상승 

국내 주요 제조업  세계시장 점유율  

반도체 자동차부품 선박 무선통신기기 철강 디스플레이  

21.2 18.5 8.8 5.8 5.3 5.5 4.8  

자동차 

*참고자료: 2015, UN Comtrade한국무역협회 

‘1970 ‘1980 ‘1990 ‘2000 

(단위: %)  

2020년 44% 

제조업의 국내 경제 성장 기여율 상승 



틈새에 낀 국내 제조업  

국내 산업 수출 현황 분석 

- 한국은 반도체, 정밀기기, 

영상음향통신기기 등에서  경쟁국보다 

상대적 우위 

- 수송 기계 산업군 제외,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보다 열위 

- 높은 ‘기술적 하드웨어 및 장비’ 에 주력 

- 제조 선진국인 독일, 일본, 미국은 일반 및 

화학/기계의 고도화 두드러짐  

<품목별 수출 고도화 지수 비교 (2015년)> <한 중 주요 산업별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비교> 

*참고자료: ‘우리나라 수출품의 고부가 현황과 과제’, KITA, 2017.04  



글로벌 제조의 화두는 Digital임 

전통적인 제조 사업자가 S/W중심으로 Transform함  

IoT 센서 및 5G 기반으로 Big Data 수집하여 A.I. 기반의 서비스 제공 



Digital 활용 사례 

GE Predix : 장비에서 나온 Data를 분석한 Intelligence 제공 

 GE Predix.: 기계, 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Big Data 분석  

                     공장 운영을 최적화하는 세계 최초 산업 인터넷 플랫폼 

 A.I. 기반 분석을 통한 고객에게 비용 절감 극대화 Solution 제공 



Digital 활용 사례 

Siemens : Big Data & Digital 기반 환경 변화 대응 

Siemens의 ‘Smarter Factory’ Keywords 

Time to Market (제품의 시장 적기 출시) 

- 오더~ 출하까지 24시간 이내  해결 

생산설비의 유연성 

- 설비 및 작업 지시 자동 변경 

- 24시간 내 다품종 생산 오더 출하 가능 (1,000여 종류 제품 

1,200만개 생산/년  중 (자동화 75%, 0.0012% 불량률)) 

효율적 생산 

- 수만개 부품에 sensor 및 ID 부여  설비 이상에 대한 실시간 

확인 및 조치  

- 실시간 머신 컨디션 체크를 통한 에너지 효율 극대화, 예방 보수 
Siemens의 Industry 4.0” 지향이란?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망라한 모든 제품과 솔루션 포트폴리오 통합, 

기존 설비의 Smart Factory 化 의미 

Siemens 

 Smarter Factory 

“기존보다 조금 더 진화 

 한단계씩 업그레이드” 

Siemens “Smarter Factory”  
- Industry 4.0* 기반 진화 



Digital 활용 사례 

Adidas : Digital 기반 Speed Factory 

 Adidas 독일 공장은 전 공정 Digital화로 30년 만에 독일 현지 생산 재개 

 한 켤레 5시간 내 공급, 160명 스텝만으로 가동하는 Speed Factory 구축 

 연 100만개의 소비자 주문형 신발 생산 



Digital 활용 사례 

Rolls-Royce : 항공기 엔진 예방 유지보수 서비스 “Total Care” 

Rolls-Royce 항공기 엔진 (Trent 800) 부착 센서 더비중앙제어센터 모니터링 

  항공 엔진 구매 고객 대상 Big Data 기반 예방 유지보수 서비스 (Total care) 제공 중 

  제조 엔진과 추진 시스템에 부착된 수백 개의 센서는 엔진의 상태를 monitoring  변화 발생시 

실시간 엔지니어 보고  엔지니어 대응책과 함께 고객에게 전달 

 2014년 기준, Rolls-Royce 매출의 50% 이상이 ‘Total Care’ 에서 발생  



Digital 활용 사례 

Digital 중심의 재성장을 견인하려면  

현실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 

전체 제조업 서비스 글로벌기업 

10점 

7.0 점 7.2 점 7.1 점 

Source: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서 재인용 
설문 표본: 상장 기업 및 중소 기업 중 400개 업체   (전체 모수 중 제조업:  70.3%, 서비스업: 25.5%)  

전체 제조업 서비스 선진국 

10 점 

6.0 점 
6.4 점 6.3 점 

글로벌기업 대비 기업 대응 수준 선진국 대비 정부 대응 수준 

<제조업 대상 4차 산업혁명 인지도 현황 조사> 

잘알고 
있다 

어느정도 
알고있다 

들어 
봤다 

전혀  
모른다 

11.1% 

48.0% 

34.1% 

6.8% 

Source: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서 재인용 
설문 표본: 상장 기업 및 중소 기업 중 400개 업체 (전체 모수 중 제조업:  70.3%)  

<대응 수준이 미흡한 이유> 

Source: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서 재인용 
주: 상장 기업 및 중소 기업 중 400개 업체 대상 2가지 중복 응답 결과  

<4차 산업혁명의 준비 정도> 

철저히 
준비함 

준비함 
준비 
못함 

전혀  
준비못함 

18.3% 

52.9% 

26.7% 

2.2% 

Source: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서 재인용 
설문 표본: 상장 기업 및 중소 기업 중 400개 업체 대상  

<4차 산업혁명의 대응방법> 

항목 전체 중소 
기업 

대기업 

신사업 및 신Biz. 모델개발 29.5% 31.1% 23.1% 

스마트공장 도입 28.6% 33.8% 11.5% 

전문인력 확보 15.2% 16.2% 19.2% 

전담조직 신설 13.3% 8.1% 30.8% 

M&A, 기술 및 전략적 제휴 7.6% 8.1% 3.8% 

ICT 및 신기술 투자확대 5.7% 2.7% 11.5% 

Source: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서 재인용 
설문 표본: 상장 기업 및 중소 기업 중 400개 업체 대상 
주: 대응 방법은 준비정도가 “철저히준비함”, “준비함”인 기업들의 응답임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