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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o IT는 지난 30년간 인류 문명 최고의 혁신을 이루었고, 현재 국내외 구분
없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의 중심축에
있으며, 2011년에도 트렌드의 주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음
o 2010년 10월 이후 2011년 2월 최근까지 국내외 IT 전문기관에서 선정한
2011년 IT 핵심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2011년과 그
이후를 대비하여 역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야할 시사점을 파악
o 종합적으로 추출된 2011년 IT Key Word와 이슈는 국가의 IT 정책 추진,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연구소의 기술전략 등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방향타 역할을 할 것임
□ 2011년 IT 이슈 전망 주요 내용
o 2011년 IT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주요 이슈를 보면, 스마트 TV, 안드
로이드 스마트폰, 소셜 비즈니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태블릿 PC,
하이브리드 웹 등이 상위에 랭크되었음
o 2011~2012년 모바일 부문의 주요 이슈를 보면, 최근 모바일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바일 산업이 더욱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o 세계 IT시장은 5.7%의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클라우드, 모바일 기기,
앱, 브로드밴드 접속, 소셜 네트워킹 및 Big Data 분석 등이 성장 또는
성숙해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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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핵심 키워드·이슈 종합·분석
o 2011년 전문 기관별로 발굴한 IT 핵심 트렌드를 종합하여 이슈화 비중
및 빈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10개의 키워드와 핵심 제품·기술을
추출하였음
ÖIT Mega Trend(10 Keywords) : Smart, Mobile(Mobility), Cloud, Social,

Tablet, App, 3D, Convergence, Virtual/Augmented Reality, Analytics
ÖIT Core ProductㆍTech. : Smart TV, Mobile Internet, Cloud Computing,

Social Commerce, Tablet PC, App. 확산, 3D Device, Mobile Convergence,
Augmented Reality, 대용량 정보분석

□ 시사점
o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된 PC를 매개로 한 초고속 인터넷 혁명에
이어 2010년부터는 스마트폰 도입으로 인한 스마트와 모바일 열풍으로
제2의 IT혁명이 일고 있음
o 2010년과 2011년 이후 주요 이슈를 포괄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스마
트폰, 태블릿 PC, 소셜 비즈니스, 모바일 인터넷ㆍ오피스,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핵심 제품ㆍ서비스가 대부분 ‘모바일
(모빌리티)’ 에서 파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IT트렌드는 2011년 이후 스마트 사회로 빠르게 개방x변모해 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전략이 지속적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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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o IT는 지난 30년간 인류 문명 최고의 혁신을 이루었고, 현재 국내외 구분
없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의 중심축에
있으며, 2011년에도 트렌드의 주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음
o 2010년 10월 이후 2011년 2월 최근까지 국내외 IT 전문기관에서 선정한
2011년 IT 핵심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2011년과 그
이후를 대비하여 역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야할 시사점을 파악
- IT 관련 업계 및 기관들은 전문가ㆍ종사자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술ㆍ
제품ㆍ서비스 및 시장 측면에서 2011년에 핵심 트렌드로 부각ㆍ발전 할
가능성이 높은 IT 10대 이슈들을 발표하였음
- 국내외 20건의 ‘IT 10대 이슈 전망’에서 나타난 총 200여개(중복 배제 80
여개)의 이슈 아이템 중 비중 및 빈도를 감안하여 10개의 Key world와
product를 종합적으로 분석ㆍ추출하였음

o 종합적으로 추출된 2011년 IT Key Word와 이슈는 국가의 IT 정책 추진,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연구소의 기술전략 등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방향타 역할을 할 것임
- 2011년 단기적으로 IT 발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들 이슈를 중심으로
세부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이들 핵심 이슈들은 중장기적으로도 우리의 현안에 비추어 국가적 차원에서
IT 기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나침반 역할을 하고, 나아가 IT
산업진흥, 경제위기 극복, 미래사회 등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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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11년 IT 이슈 전망 현황
1. 조사ㆍ발굴 기관 현황
o 국내외 IT 시장조사 및 IT 분야 관련 전문기관이 발표한 2011년 IT
10대 이슈 및 트렌드를 조사·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음
- Gartner, IDC, EE Times, LAPTOP, PCMAG, NIPA, 삼성SDS, KRG, NIA,
한국MS 등의 전문기관
<표 〽년 대 *5이슈 전망〾발표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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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 IT 이슈 전망 주요 내용
□ IT 기술·제품·서비스 이슈
o NIPA, Gartner 등이 선정한 2011년 IT 10대 이슈들을 보면, 스마트
TV,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소셜 비즈니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태블릿
PC, 가상현실, 하이브리드 웹 등이 상위에 랭크되었음
-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의하면, 2011년 IT산업을 이끌 10대 이슈로서
스마트 IT(TV, Phone, Work 등)가 대세로 나타났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3D, 모바일 인터넷 및 태블릿 PC 등이 2010년에 이어 여전히 핫 이슈로
주목 받을 것으로 전망
- 세계적 IT시장 조사기관인 Gartner는 Computing(Cloud, Ubiquitous, ContextAware)과 Social(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Analytics)을 2011년
IT 핵심 키워드로 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미디어 태블릿 등을 선정
- 삼성SDS는 2011년에는 ‘Web기반 중심 App’의 하이브리드 시대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소셜 비즈니스, 몰입형 인터페이스, 하이브리드
웹, 컨넥티드 디바이스, 모바일 클라우드, 지속적인 지능화(대용량 실시간
데이터 분석결과 활용), 개방형 협업, 서비스 주도형 네트워크 등 8개 IT
Mega Trend를 발표
- IT 시장 조사기관인 KRG(Knowledge Research Group)는 2011년에는 모바
일을 기본 축으로 모바일 빅뱅과 소셜 네트워크가 대세로 전개되고, 컨버
전스(융합)가 산업, 비즈니스, 마케팅 등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EE Times는 IT제품이 우리 일상생활과 깊이 연루되고 있으며, 급성장하는
서비스와 인프라와 더불어 무선 의료로부터 3D 방송까지 2011년 이후 보다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NIA는 2011년 10대 IT 분야 핵심 트렌드에서 모바일(디바이스, 인터넷)이
국내 IT 분야를 이끌 주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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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한국MS)사는 커머셜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ㆍ프라이버시
(SecurityㆍPrivacy everywhere), SNS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을 2011년
IT기술의 주요 트렌드로 전망
<표 주요 기관의 년 *5대 이슈트랜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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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IPA, Laptop, Gartner 등에서 선정한 2011~2012년 모바일 부문의 주요
이슈를 보면, 최근 모바일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바일
산업이 더욱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NIPA는 2011년 모바일 산업이 더욱 호전되고, 스마트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안드로드이드 운영체제의 시장 점유 확대, 모바일 SNS 확산 등을
2011년 주요 이슈로 전망
- Laptop은 모바일 기술이 너무 빨리 진화하고 있으며, 태블릿, 비디오,
USB 3.0, 4G, 모바일 지불 등을 2011년 주목 기술로 지목
- Gartner는 2012년에 주목할 소비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서 LBSs, 모바일
검색, 모바일 커머스, 모바일 지불,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모바일 이메일,
모바일 비디오 등을 선정
<표 주요 기관의 _년 모바일 대 이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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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시장 주요 이슈
o IDC에 의하면, 세계 IT시장은 5.7%의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클라우드,
모바일 기기, 앱, 브로드밴드 접속, 소셜 네트워킹 및 big data 분석
등이 성장x성숙해질 것으로 전망
- 세계시장은 SW 및 서비스 성장이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이 주도하는 신흥
시장이 세계 IT 성장을 지속할 전망
- 퍼블릭(Public)과 프라이빗(private) 클라우드의 쟁점화 속에 데이터 센터
변화 등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할 전망
- 수많은 모바일 앱 출현으로 모빌리티의 폭발적 성장,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4G 혁신, 'big data'의 실시간 분석 수요 확대 등을 전망

o IT 주요국 시장의 2011년 이슈 전망을 살펴보면, IT시장의 전반적인
둔화가 전망되는 가운데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이 첫번째 공통점이고, 관련 서비스 및 융합 비즈니스·
시장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한국 IT시장은 2011년 성장과 함께 IT투자 증가,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수요의 확대, 클라우드 및 SNS의 확산, IT의 결합·활용·융합으로 인텔리
전트 경제(Intelligent Economy)로의 진화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
- 일본 IT시장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이로 인해 해외 진출경쟁이 심화되면서
BA/BI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클라우드(컴퓨팅, 가상화), 스마트(시티, 폰,
서비스 등), M&A 등의 활성화 전망
- 중국 IT시장은 컴퓨팅(클라우드, 상황인식 컴퓨터) 및 융합(IT와 서비스,
네트워크), 3G와 WiFi, 미디어 태블릿, 모바일 인터넷 등이 활성화 될 것
으로 전망
- 미국 IT시장은 태블릿과 같이 새로운 제품군 판매에 따른 기존 시장이 악화
되고,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은 개인형으로 진화되며, 온라인 App. PC는
SW시장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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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T 키워드 및 이슈 전망 종합x분석
o 2010년에는 열풍을 일으킨 스마트폰이 IT의 중심에 서서 대중과 업계의
비즈니스를 이끌고, SNS와 모바일 App을 통해 영향력을 대폭 증대
하였음
- 삼성경제연구소(2010.12.)는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태블릿 PC를 2010년
IT 히트 상품으로 선정
- WSJ(2010.12.)도 iPAD, ANDROID, APPS, GOING 4G 등 모바일 트랜드가
2010년에 주목되었다고 발표

o 전문기관별로 발굴한 2011년 IT 핵심 이슈들를 종합하여 이슈화 비중
및 빈도를 통해 각각 10개의 키워드와 핵심 제품/기술을 추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세부 내용 표 5]
- IT Mega Trend(10 Keywords) : Smart, Mobile(Mobility), Cloud, Social,
Tablet, App, 3D, Convergence, Virtual/Augmented Reality, Analytics
- IT Core Product/Tech. : Smart TV, Mobile Internet, Cloud Computing,
Social Commerce, Tablet PC, App. 확산, 3D Device, Mobile Convergence,
Augmented Reality, 대용량 정보분석 등
- 이 외에도 차세대 웹, Green IT, Storage, 차세대 2차전지, 정보보호/보안,
협업(오픈), 비디오 등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음

o 2011년 IT 이슈는 스마트, 그리고 모바일, 클라우드가 대세(Mega Trend)인
가운데 이들을 중심으로 소비자, 사업자, 시장 측면으로 비즈니스 및
서비스가 한층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o 한편, SW 측면에서는 SW와 타산업간 융합 및 관련 비즈니스 확대,
그린산업의 SW역할 증대, 클라우드 컴퓨팅과 SaaS 등 SW서비스 환경
확산, 소셜네트워크 SW, 3D SW 등이 이슈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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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 키워드 및 주요 이슈 전망 종합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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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사점
o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된 PC를 매개로 한 초고속 인터넷 혁명에
이어 2010년부터는 스마트폰 도입으로 인한 스마트와 모바일 열풍으로
제2의 IT혁명이 일고 있음
- 2010년 IT키워드는 스마트폰이었으며, 2011년 IT키워드는 모바일(모빌리티)이
대세로서 IT 이슈의 중심축으로 전개되고, 스마트폰은 듀얼코어 시대를
넘어 3D의 현실화 전망에 주목하고 있음
- 2011년에는 IT가 스마트화의 확산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자리잡아 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복잡한 IT기술이 다양한 이용자에게 손쉽게 접근되도록
모빌리티가 확대될 전망이 특징
- 2011년 IT산업 부문에서는 기술의 발달과 시장의 확대로 말미암아 기존의
IT 트렌드가 더욱 발전해 가고, 아울러 새로운 비즈니스 이슈도 출현될
것으로 전망

o IT의 이슈를 종합ㆍ분석한 결과 Smart, Mobile(Mobility), Cloud, Social,
Tablet, App, 3D, Convergence 등이 2011년에 IT를 대표하는 핵심이슈
(키워드)로 보다 더 표면화되고 있음
- 2010년과 2011년 이후 주요 이슈를 포괄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스마트폰,
태블릿 PC, 소셜 비즈니스, 모바일 인터넷ㆍ오피스,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핵심 제품ㆍ서비스가 대부분 ‘모바일(모빌리티)’ 에서 파생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IT 트렌드는 2011년 이후 전개될 ‘스마트 사회’로 더욱 빠르게 개방x
변모해 갈 것으로 예상
- 2010년 아이폰으로 촉발된 스마트폰 열풍이 2011년에도 Key 이슈로 확대
하고 있어 스마트사회로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전략이 지속적
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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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11년 IT 10대 이슈 전망’ 사례 내용
□ NIPA의 2011년 IT산업 10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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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트너의 2011년 10대 IT 전략기술
૮ὢ᩶
$MPVE$PNQVUJOH

.PCJMF"QQMJDBUJPO
BOE.FEJB5BCMFUT

⃪Ẃࢢẗ
⭪ᘂᆛ⡢ཪẞೊᤊᘲ᪒᫊ᾓᾓᶾᤊⳲཪὢᙅ⡢ཪẞೊᤊᘲ᪒᫊ᾓἪ၊
ᙎᅢѺ⹃૮ఆӎⶓ⺲ὢὢҞⵗఊⵆὢᗺᆚೊ⸃⡢ཪẞೊᤊᘲ᪒Ϯ᫊ᾓἲ
⃪லⵢࢆ϶ѱἪ၊᷶
ᐂ᪒⡚ᆫ⪦ઓⶓἪ၊)5.-Ḯᗺཪẞ΅ϮኖᐂὪᵎ⳺ᆚ⛮ὢ᥆Њᐊ؞ᓦ
⹆ҫὢఆӎ ⵆࢆᵎ⳺ᆚ⛮ὢ᥆ὢኖᐂὪᆾ؞Ḯ1$՚ᕲᶴὢኖ
⳺ྙ⯪ᶾᤊ՚ேఎῲᇋ

4PDJBM$PNNVOJDBUJPO ᥊⛒᎒શ⛮ὢ᥆ӪⷿᶳἲϮઓⵆѺⵆં᥊ᏦംᶢϮᵌἪ၊லҗⵆѺ
BOE$PMMBCPSBUJPO
↋Ϯⵎῲᇋ᥊ऒ⪦Ẻ⢧ ᥊ⷿᶳ ᥊⭪ᘂᆚ ᥊ೊᐟ

7JEFP

ᘲംḒϮ⛒᎒શ⛮ὢ᥆〽⃪ᅆ NBJOTUSFBN 〾၊ḚཪᤒѱἪ၊᷶ ேᷯὢ
ᘲⅶશ᪒ⷿᶳ⾞⛒᎒શ⛮ὢ᥆ᢶ၊Ảᇒ⒢၊ᕮⵆӎὶᶢ*5ᶳҲϮ⃪ኗⵢᵪⵎ
؞ᨎ၊ῲᇋ

/FYU(FOFSBUJPO
"OBMZUJDT

␖ᤦ૮ᕲᤋ㉽᥊ऒ⪦Ẻ⡚ᕲᤋ ᓢᕲᤋ؞ᨎὢ⬖⤢Ѯᢷἲ⦣ⵢ᷶☏
ኖ୦ἲᆺᶢ╊`⹂ⵆӎ ᫊ὢ᥆ⵎᨆὶᶢ␖ᤦ૮ᕲᤋ؞ᨎ၊ᙎᅢѺ↲⹂

4PDJBM"OBMZUJDT

؞ᶳὢⷿᶳல՚၊ᤊ᥊ऒ⪦Ẻ⡚ᤊᘲ᪒ 4/4 ᅪ⹊ẗⵎᨆ။᥊Ⳳ⪦Ỗᶢ
ᵎ⳺ᆚ⛮ὢ᥆Ἢ၊ᕮ⤞ᣋఆંὢ⤞ᅪᕲᤋⵆં᥊ऒ⪦Ẻ⡚
ᶢࢪᆚ⫟᪒ 4/" லẂⵢ↶ῲᇋ

$POUFYU"XBSF
$PNQVUJOH

ᢚẗጪᆚ`ὦ⣊ើᴲશཪϾ ẃ՚ ᢚ`↮ỲϮ`ὦẂὦ↮غ
ᕲᤋⵢ`ⵗⵊᤊᘲ᪒ᅪ ӣⵆўࢆᢚҞ ἲࢢᆚં⹗ὦ↮⛢Ⳗ⫳Ẃ
૮ా

4UPSBHF$MBTT
.FNPSZ

⳺᫊྆ં3".ᐆல⒢ᅪᢚẗⵆંቂኖᆚ᪒⦎ᆚ↮ંЊὦᘲẗᆾ؞ᅪ
आᶢ᪒⦎ᆚ↮ὦⳲཪᶾᢶ၊Ảᒮ⹂ᅪϮ…ḚѱἪ၊ῲᇋ

6CJRVJUPVT$PNQVUJOH

Ἆᘲ⟪⤞᪒⛢Ⳗ⫳லέἪ၊⛢Ⳗ⤞ϮᢚጪᴶἪ၊ᶢϮӎᆼἮᢚጪӪᢚጪὢ
⸦⦣ᫎⵆંᒮ⹂ϮὪᶢࢎѱἪ၊᷶☏

'BCSJD#BTFE
*OGSBTUSVDUVSFBOE
$PNQVUFST

⬖ᗺᆛ؞ᐆ⛢Ⳗ⫳Ἦ$16 ቂኖᆚ ऒ⪦Ẻ⡚Ⳳ၊ᤦᤊ /16 *5᫊᪒⥊
՚Ẃᅪளᆫኖಶ⸃⣊၊ᆺᶢ⹆ҫᒮ⹂ᶾᙎᅢӎᩫѺ૮Ἷⵎᨆὶல။
ં؞ᨎ၊ᤊ⽶ᐊῲఎѱἪ၊ῲᇋ

자료 5PQ4USBUFHJD5FDIOPMPHJFTGPS (BSUOFS 0DU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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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DS의 2011 IT Mega Trend
૮⪦ೊ
4PDJBM#VTJOFTT

*NNFSTJWF*OUFSGBDF

)ZCSJEXFC

$POOFDUFE%FWJDF

⃪Ẃࢢẗ
؞ᢞᶳᕲᵪḮ᥊ऒ⪦Ẻ⡚ϮҞⵗఊᢶ၊Ảᘲⅶશ᪒ኖ୦ὢ▊ⷲⵆᷚ
᷂⤞Ⳳཪὢⅶᵎ⳺ᆚ⛮ὢ᥆ῲᕲᵪᶾ᥊ऒ⪦Ẻ⡚Ϯ`ẗఎῲᇋ
↋Ѓⷲ Ỳ♆؞ᐆ؞ᨎᐊ၊ᢚẗϮ؞؞⃪ὦᏽ⃪ὦӣὢఆӎὶᶢ
ⵊҲୂᐊῲⵆᷚᢚẗᅪ࠺ᶢὢӎ↿᫊⢚ῲᇋ
)5.-ḮЇἮ␖ᤦ૮ủᾓἪ၊ം↮⤦ംᐂὢ᪒Ḯ⳺ྙ⯪ὢᵿ⹂ఆቢᤊ
⳺ྙ⯪ᒲ၊ẢᷯఆંᵟӪủὢӣⵆં〽ⵆὢᗺᆚೊủ 8FC؞ᐆ"QQ 〾
⸃⣊၊ᐊῲⵎῲᇋ
ᵿⵊംᐂὢ᪒Ḯᤊᘲ᪒ᅪᴲẞᅢં⦣ⵗ⸃"QQ4UPSFᾓἪ၊ᵎ⳺ᆚ⛮ὢ᥆ 
ം↮⤦❆⤾☎ὢᆾ؞ᅆᶾӮҲᶴὢᷞҞ ⦣ᫎ ὢϮઓⵆӎ .. .BDIJOFUP
.BDIJOF ᢚጪ⦣ᫎ ἲὢẗⵊἿẗᵎ⳺ᆚ⛮ὢ᥆ὢⵎ↋᷶

ӎઓኖᐂὪംᐂὢ᪒ϲᶾ ᓢᅪӣἎⵎᨆὶં1FSTPOBM$MPVE4FSWJDFϮ
.PCJMF$MPVE4FSWJDF ⹃ᢞఖᶾഞཪᵿⵊኖᐂὪᤊᘲ᪒ᅪᨆẗⵎᨆὶં૮ẗྷὢ⤞΅ᾓᏽ
⒆ᆚϮϮઓⵊᢶ၊Ả⸃⣊᷂⤞Ⳳཪὢⅶᦂზ᥆ᾓ
0QFO$PMMBCPSBUJPO

⁞↯ࢢើᆺᴲશཪṦᕮḮⷿဓἲ⦣ⵢ ⵊఊẾⵊҲᅪקᓣⵆӎ צᆚӎ
ᘲⅶશ᪒ᅪỲⵢᤊ၊⢮ᢞᶳӪ*5ἣⵗ Ṧᕮ؞ᶳӪⷿᶳல՚ὢⴲẂ

$POUJOVPVT
*OUFMMJHFODF

ᵿⵊംᐂὢ᪒૮ẗྷ᫊ϲὢ⤞ᅪኖἪӎᕲᤋⵆᷚᢚҞ ↮Ếᏽ
᷶☏ᶾ⹊ẗⵎᨆὶં؞ᨎӪᤊᘲ᪒Ϯᆼὢᾓⵎῲᇋ

4FSWJDFESJWFO
/FUXPSL

ᤊᘲ᪒↲⹂லϮ؞ᨎ↲⹂லᓢᙖཪўަ၊ᤊᘲ᪒Ϯ؞ᨎἲ࠺ӎϮં
⸃⣊၊ऒ⪦Ẻ⡚؞ᨎὢ↲⹂ⵆӎὦⳲཪ၊ᐊῲⵎῲᇋ%"5"5SBGGJDTᕲᢞ
؞ᨎὢᓢ⮦⹂ఆӎ .7/0ᵿⵊᤊᘲ᪒⸃⣊၊ᾓ

자료 *5.FHB5SFOE 삼성4%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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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G의 2011년 10대 IT 기술 이슈
૮ὢ᩶
.PCJMF0GGJDF

.PCJMF4FDVSJUZ

4PDJBM$PNNFSDF

⃪Ẃࢢẗ
᪒ᆶ⪦ὦⳲཪ՚▃ἲ⦣ⵢᶳጢ⺖↮Ế צᆚӎᕲᵪᒲᶳᒲ⪧⹂ᕲᵪ
᪒ᆶ⪦ᦂზ᥆ 4NBSU4PMVUJPO ὢ⹃ᢞఎῲᇋ
ኖᐂὪ⳺ྙ⯪ .PCJMF1MBGPSN ؞ᐆᵿⵊἿẗᕲᵪḮὢᶾഞᅦኖᐂὪ
ᕲᵪ ؞ᨎ ᢞᶳ ᓢᴶᶾ૮ⵊӮὢӎ⁞ఎῲᇋ
᥊⛒ሦ᪒ 4PDJBM$PNNFSDF ᫊ᾓὢ⯛ᐊ`Ἢ၊ᾓⵆӎ ⵊ
ὦ⤞ᵏ⫞ᗺ *OUFSBDUJWF ⵊў᫊྆ᾓἪ၊லᵫⵎῲᇋ

)ZQFS5FYU.BSLVQ ኖᐂὪ᫊ᾓὢᾓⵆંᐆቢЊᐊᐗ᫋ ᵫἪ၊)ZQFS5FYU.BSLVQ-BOHVBHF
-BOHVBHF
Ϯ␖ᤦ૮ủЊᐊᐗ᫋Ἢ၊⃪ኗఎѱἪ၊ῲᇋ
"VHNFOUFESFBMJUZ

ϮⷲӪⷲᤦҲҞⵗ ⅷ↋Ѓⷲ "VHNFOUFESFBMJUZ ἮӮӿ Ⴚ  ல 
Ѻὲᕲᵪ၊ἿẗᒂỲϮ⹃૮ఎῲᇋ

(SFFO%BUBDFOUFS

(SFFOPG*5ᅪỲⵊῲྣ`Ӫ ၊ὢ⤞ᤪ⤞צᆞ⹂ (SFFO%BUBDFOUFS ᅪỲⵢ
Ϯ⹂צᆞᦂზ᥆`ẗὢ⹃૮ఎῲᇋ

#VTJOFTT*OUFMMJHFODF

؞ᶳἲె࿚Ꮶ྆ᕶ⹃ὢ↋ϮⵖᶾഞཪᏦ྆ᶾ૮ⵊ᷶☏ઓဓ ӎᅪ
Ỳⵊ#* #VTJOFTT*OUFMMJHFODF ḮЇἮᦂზ᥆ὢ⃪ኗ

4/4$3.

᥊ऒ⪦Ẻ⡚ᤊᘲ᪒ 4/4 Ϯᆶ⛮⫳⹊ே؞ᓦἪ၊4/4ኖશ⤞ᆯᕲᤋ
4/4$3.؞ᨎᾓ 4/4ῲૢ⫮՚ὢᕮϯఎῲᇋ

$MPVE$PNQVUJOH

ЊὦӪ؞ᶳ 4.# ⛒᎒શ⫞ $PNNVOJUZ ؞ӮἲἪ၊⡢ཪẞೊ⛢Ⳗ⫳ὢ
ῲᐆ`Ἢ၊⹃૮ఎῲᇋ

*NCFEFE4ZTUFN

᪒ᆶ⪦⯞ ↮ઓ⸃ே␖ ᪒ᆶ⪦צᆚೊ*5ἣⵗᕲᵪᾓ ⪧⽶՛ᐗ ᅆ 
⬖᥆ ᤎᐃἪ၊ல᫊ᾓὢ⹃ᢞఎῲᇋ

자료 ,3( ,OPXMFEHF3FTFBSDI(SPVQ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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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 Times의 2011년 주목할 10대 IT 기술
૮ὢ᩶

⃪Ẃࢢẗ

ⵦⅶⳲᆚ⮦
᪒⒆ὦ᫋

(FTUVSFSFDPHOJUJPOGPSIBOETGSFFDPOWFOJFODF
ⵦⅶⳲᆚ⛖⪦ၒ࿚⢚࿚ ᶢ⳺ᆚ⛮ὢ᥆ צᆚӎ57ᏽ०⪦ᕯ⛢Ⳗ⤞ḮЇἮ
⳺ྙ⯪ᶾᤊⵦⅶⳲᆚὦ⤞⮆ὢ᪒ὦ᫋ῲᇋ

⫞♆᪒⡚ᆞ⣛

5PVDITDSFFOUBCTBEWBODFDPOTVNFPOMZNPEFM
लᶾኖྗ⢿ थᕯ ᪒ᆶ⪦⯞ ᎒↯⳺ὢᶢ؞ᶳἮᵎ⳺ᢚ⒆〽⤞♆
᪒⡚ᆞ⣛〾⸃⣊၊ᆶ⛮⫳ҫᾯⵆѺఎῲᇋ

ⷚ᪒⛮ᶢጢᤎᷞҞ

8JSFMFTTDPOOFDUTGPSIFBMUIDBSF
लὢ⺲ᶾ⸶ⷚ᪒⛮ᶢંѢЃἲẾҗἪ၊Ἆ↮ Ӯᆚⵆંጢᤎ؞ᨎὢ
Ҟ `Ἢ၊ᆚᇒⵎخῲᇋ

ᓢ⸃ே␖
ὢୂ

"VUPNPUJWFSBEBSDPNJOHUPDIFBQFSDBST
ே␖ὢୂ᫊᪒⥊ᓢὢ⹊ᐊⵢ↮ӎ ῲ⺲ᐗϾ↮ ⃪␖↮Ế ␖ᤎϾ↮
᪒ᆶ⪦ᴺӎᆚↆᐊῲἪ၊ⶓ⺲ጢὦேẢῲலϮઓⵎῲᇋ

Њὦ`ὦῲẾӮᆚ

1FSTPOBMQPXFSNBOBHFNFOUQVUTZPVJODIBSHF
⛢Ⳗ⤞ࢆⵦೊ⯞ ંᅦᾓ♆ᅪ⦣ⵢᫎὢᢚẗⵊᶾࣶ↮ᅪ⹃ὦӮᆚⵎᨆ
ὶல။ लᶾંЊὦ`ὦῲẾӮᆚᾓ♆Ϯᕮϯఎῲᇋ

ᶾࣶ↮΅ᾓᏦംᶢ

&OFSHZTUPSBHFNFEJBTPVHIU
ᶾࣶ↮΅ᾓᏦംᶢ၊ᤊ╊תЊᤎఊᆚ⪚ὢḖ؞ᨎὢҲᤎాᅪ↮⢚ῲᇋ

↋Ѓⷲ

"VHNFOUFESFBMJUZ(FPUBHHJOHUIFSFBMXPSME
؞؞ം᪒⳺ὢᅪ⦣ⵢ ὢᏦ↮ᶾ ᓢᅪϮ⹂ⵆંѱἮῲ⨚؞ᶾᤊ
ᢚẗఆᶢṂἪ ⷲᾚં♢ቂཪ⯞ᶾ(14ᅪኗⵢᢚẗ⸃↋ЃⷲὢϮઓ

ኖᐂὪ%

.PCJMF%UPESJWFVTFSBDDFQUBODF
ኖᐂὪᾓ♆ᶾ%♢ቂཪࢢᾓὢ⹃ᢞఎῲᇋὢ %ം᪒⳺ὢኖᐂὪ؞؞Ϯ
⹃૮ఎῲᇋ

%ӿⵇҲ☏

%PQUJDBMNFUSPMPHZNFBTVSFTVQ
 ᾓቢἲ ⹃ⵊ%ኖ୦၊ᆺ؞Ỳⵊӿⵇ☏ ᐗᒃὢ⹊ᐊⵆѺῲЊఎῲᇋ

Ḳῲᣋᕲⵢ
ῲ ⱶ

4FFLJOHGVMMZCJPEFHSBEBCMFFMFDUSPOJDT
ῲᏽῲⱶ ؞ᾚ⹊ẗ⓷↲ӪⵖۆἎ؞ῲ؞၊ᇋἲỲⵊᣋᕲⵢ⃪έ
ӣḲῲⵊᣋᕲⵢῲ ⱶὢ՚ⷲఎῲᇋ

자료 UFDIOPMPHJFTUPXBUDIJO &&5JNFTFEJUPST  재구성



TG X`G T

□ NIA의 2011년 10대 IT 이슈
૮ὢ᩶
᪒ᆶ⪦⯞

ኖᐂὪ
ᵎ⳺ᆚ⛮ὢ᥆

⣊ᘂᆭ1$

⃪Ẃࢢẗ
᪒ᆶ⪦᫊૮ 4NBSU4PDJFUZ ᅪὢ࠺ᶢ϶Ếேဓὦὦ⤞थ᫊૮ᤎலᏽ
ጢᤎὦ⤞थ ኖᐂὪ❆⤾☎ᷞӮᢞᶳἎ`؞ᾓ⃪ல
⳺ྙ⯪ᵿ⹂၊ኖᐂὪ❆⤾☎Ẃ⹃૮᪒ᆶ⪦⯞ ⣊ᘂᆭ1$ኖᐂὪ
؞؞⹃ᢞἪ၊ᵎ⳺ᆚ⛮ὢ᥆ӪЇἮኖᐂὪ❆⤾☎Ϯ᪒ᆶ⪦᫊૮ⵣ
ҫᾯẂ၊ᕮϯ
᪒ᆶ⪦⯞ᶾὢᶢ⣊ᘂᆭ1$၊ᫎᾓኖቆ⤮⹃ᓢᢶ၊ẢЊाἪ၊1$᫊ᾓⷯታ
ῲ ԾἏ ᷂⤞⤺ὦሪ⪦ ᐳ⢧ኖᐂὪᤊᘲ᪒⹊ẗᒂỲϮ⹃૮ῲᇋ

᥊ᘲⅶશ᪒

ӎЋ῾ᶾᤊ ӣఆં`ᘲⅶશ᪒⹃ᢞ⪦Ỳ⤞ ⮆ὢ᪒ᕯ
᥊ऒ⪦Ẻ⡚ᅪ⹊ẗⵊᘲⅶશ᪒Ϯᾓⵆӎ 4/4ӣே՚ᇒ 23❂ೊ 
Ỳ♆؞ᐆᤊᘲ᪒ἲ⹊ẗⵊᫎЊा᥊ᘲⅶશ᪒Ϯୂẟ⹃ᢞఎῲᇋ

ኖᐂὪḒ᪒

Ὢⵆંᐗ᫋ᒮ⹂ᅪὢ࠺⒖Ḓ᪒ᣋ⹊՚ⷲኖᐂὪḒ᪒᫊᪒⥊ἲ
՚▃ⵆቢᤊ↲ ⵊ᪒ᆶ⪦Ẻ⡚Ϯ՚ⷲఆӎ צყỖᶢ ⹂᫊᪒⥊
Ⳳ⪦Ỗᶢ᫊ᾓὢ⹃ᢞఎῲᇋ

%

⡢ཪẞೊ⛢Ⳗ⫳

ኖᐂὪὦ⤞थ

Њὦ ᓢ♖ⵢ०▊

צᆞ*5

❆⤾☎ᢞᶳⷯታἲὢ࠺ᶢ϶⁞`%❆⤾☎᪒ᆶ⪦⯞ ⣊ᘂᆭ1$ 
᪒ᆶ⪦57⹃ᢞἪ၊ᢶ၊ẢᕮϮϮ♆▊ῲᇋ
*5Ế⺖ẗἲঀὢંⵣὦ⤞थᤊᘲ᪒)8Ḯ48ᅪⴲẂⵎഺὦ⤞थᶾ
ⵢᤊᢚẗⵊᆺ⡪ᘲẗἲ↮ᕶⵆં⮦ᆚⵊᤊᘲ᪒၊ᤊ᫊ᾓὢ⡚Ѻ⹃૮ఎῲᇋ
ᶦ ᶢംᤊࢆᆶἺڽⅾં؞ὦ⤞थ᫊૮᪒ᆶ⪦⯞ἲ⦣ⵊኖᐂὪὦ⤞थ
⹊⹂၊ኖᐂὪὢ↮᫊ϲӪᙎᅦῲ⫺ဓἪ၊᪒ᆶ⪦᫊૮ᒮ⹂ᅪ
ὢ࠺ᶢ϶ⵣ⃪ᷛἪ၊ᕮ
᪒ᆶ⪦᫊૮ᶾலЊὦ ᓢẂἮᕮϯἎጢᤎὦ⤞थ⹊⹂ᶾഞᅦЊὦ
ᓢ♖ⵢᏽ०▊ᶾ૮ⵊᓢᴶᏽӮᆚ૮Ἷᐗᴶὢᢚ`ጦ ၊ ؞ఎῲᇋ
↮ϮઓⵊᾓேဓצᆞḒ᥆ (SFFO0DFBO ᶾࣶ↮ӎ϶Ӫ↮՚Ḗࢊ⹂
Ꮶ྆ᶾᐊᣋϮઓⵊጦ ᅪⵢҞⵆ؞Ỳⵊ♊⹆ҫ⾞१ᢷᾓ՚ⷲἲỲⵊ⓷ᇒ 
ᷛⵎἲⵆં*5؞ᐆ΅⢲१ᢷᾓ▂↲↮ῲ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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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MS의 2011년 IT기술 10대 핵심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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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PA의 2011년 모바일산업 10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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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ptop의 2011년 10대 모바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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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트너의 2012년 10대 소비자(모바일)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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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PA의 2011년 10대 SW 기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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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8이슈 분석 및 전망 /*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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