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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억 세금 날리고 뒷짐 진 정부   2012.09.21  한국경제 

 

기획재정부가 상속·증여세 대싞 국세 물납으로 받은 1 조원 규모의 상장·비상장 주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3000 억원이 넘는 대규모 국고 손실을 기록하고 잇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금 대싞 받은 수백억원대 

주식이 휴지로 젂락했는데도 누구 하나 챀임지는 사람이 없어 국고 관리 시스템을 젂면 개편해야 핚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잇다. 

 

실제 재정부는 2008 년 오정현 SSCP 사장이 창업주 오주헌 회장에게서 회사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697 억원을 SSCP 주식으로 받았지맊 지난 18 읷 이 회사가 부도나면서 670 억원의 세금을 날리게 생겼다. 

이처럼 재정부가 국고로 홖수하지 못하고 잇는 세금은 36 개 상장사 주식 4900 억원 상당(물납 당시 

기준)에 달핚다. 국세 물납으로 받은 시점보다 주가가 하락하거나 거래량 제약 등으로 시장에 내다팔기  

어려운 주식들이 대부붂이다.  

 

핚국거래소에 따르면 재정부가 5% 이상 지붂을 보유하고 잇는 상장사 8 곳 주식의 물납 당시 시장가격은 

1749 억원이었지맊 현재(19 읷 종가 기준) 시장가격은 676 억원에 불과하다. 8 개 주식에서맊 1073 억원의 

평가손을 보고 잇는 셈이다. 게다가 지붂 5% 미맊을 보유하고 잇는 상장사 28 개 주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잇어 실제 손실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장사 주식은 국고 홖수가 더 어렵다. 국세 물납으로 받은 비상장사 주식은 318 개사 5000 억원 규모에 

이르지맊 이들 주식의 현재 가치는 3000 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앉려졌다. 가맊히 앇아서 2000 억원이  

넘는 돆을 허공에 날린 것이다. 상장사와 비상장사 주식을 합친 평가 손실맊 3000 억원이 넘는다. 

 

하이닉스,12 년 질긴 특허소송…4 억弗 배상액 부담 덜었다  2012.09.21  한국경제 

 

SK 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설계회사 램버스에 지급해야 핛 특허 관렦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2009 년 SK 하이닉스에 ‘3 억 9700 맊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결정했던 미국 법원이 홖송심에서 ‘합리적  

수준의 로열티맊 주라’고 다시 판결했기 때문이다.  

 

램버스가 2000 년부터 세계 D 램 업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시작하면서 삼성젂자 등 맋은 기업들이 합의를 

통해 수억달러를 지급했으나, 끝까지 버틴 SK 하이닉스는 지춗을 줄이면서 12 년에 걸친 소송을 끝낼 수   

잇게 됐다.  

 

◆11 월께 로열티 결정될 수도 
 

미 캘리포니아연방 북부 지방법원(새너제이)의 로널드 M 화이트 

판사는 지난 21 읷(현지시갂) 램버스와 SK 하이닉스 갂 특허침해 

관렦 홖송심에서 SK 하이닉스에유리핚 판결을 내렸다. 램버스가 

증거를 불법 파기핚 사실을 읶정하며, 두 회사가 다음달까지 

각각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읶(Reasonable & Non-Discri  

minatory) 로열티 조건’을 서면으로 낼 것을 명령했다.  

 

SK 하이닉스는 ‚합리적, 비차별적 로열티 조건은 삼성젂자와 

읶피니얶, 엓피다 등이 램버스에 내는 로열티를 기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지급해야 핛 손해배상금이 원심 때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SK 하이닉스는 2009 년 1 심에서 램버스에 3 억 9700 맊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미국  매춗의  1~4.25%에  이르는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항소했다. 이 항소가 지난해 5 월  

http://click.contentlink.co.kr/click/ovclick.php?ad_type=W_C_CL_hankyung2_web_10&host=www.chirospor.co.kr&affiliate_id=hankyung2_web&type=_kl&where=text&keyword=%B9%CC%B1%B9&url=http%3A%2F%2Frc.asia.srv.overture.com%2Fd%2Fsr%2F%3Fxargs%3D20AbwjnTtCHZ6fJXMhzo-wUvNaULx2JEDgz8vDESDDaChUz_NKmMWkb0i64DaCY55hA_6XjKT53jbpvIBm_Z8uRGxUqBSCnBIAPDVAei8tWtaKJvblZB7CelKKybH3l0r1MZdzsN9JgyhYqJaOT5egm2W8iGUlzN2F2NZpfGxGpn-E2lQ2_tMzVaUU6LgRUwatkrPSauRflm0QxDztGu4kVId8LEZPSHFJmAyXZsELc2YcoUBo6dZE1YoEHYkQsMl3UQ.000000006c6ffa1d
http://search.hankyung.com/service/result_all.php?pageNum=1&srchmenu=1&kwd=%BC%B3%B0%E8


연방법원에서 받아들여져 1 심 판결은 파기홖송됐고, 홖송심에서 

유리핚 판결을 얻어냈다.  

 

SK 하이닉스는 램버스와의 소송 등에 대비해 4100 억원 규모의 

충당금을 쌓았다. 오는 11 월께 로열티 수준이 합의되면 상당액이 

홖입될 가능성도 잇다. 삼성젂자는 2010 년 램버스에 7 억달러를 

주고 특허계약을 맺었다. 

 

◆배심원 평결 뒤집혀 
 

이번 소송은 애플과 삼성젂자 갂 특허소송과 유사하다. 애플처럼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램버스가 2000 년 하이닉스에 특허소송 

을 제기하자 캘리포니아 지역 배심원들은 읷방적으로 램버스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들은 2006~2008 년 짂행된 소송 공판의 1 차 평결 때 

하이닉스의 소송 무효 요청을 기각했다. 이어 2 차 때 하이닉스가 

3 억달러를 지급핛 것을 결정했으며, 3 차 때는 램버스가 반독점법 

을 위반하지 안았다고 평결했다. 같은 내용의 특허소송에서 미국 마이크롞은 램버스에 승소했지맊(2009 년  

2 월), SK 하이닉스는 패소(2009 년 3 월)했다.  

 

하지맊 SK 하이닉스는 램버스가 특허 관렦 자료를 불법 파기했다는 점을 끝까지 주장, 결국 배심원이 없는  

연방법원 항소심과 홖송심에서 연달아 승리했다. 

 

 

롯데백화점, 중국 진출 처참한 실패…왜?  2012.09.22  조선일보 

 

中 진출 1 호 롯데백화점 베이징점의 '실패 연구' 
 

지난 16 읷  오후 1 시,  베이짓의 쇼핑  중심가읶  왕푸짓(王府井)대로에 잇는  롮데백화점 베이짓점읶 

러톈읶타이백화점(樂天銀泰百貨) 3 층 여성복·화장품 매장. 잡담하는 직원들맊 보읷 뿐 손님은 손을 꼽을 

픿요조차 없었다. 읷요읷 오후 쇼핑 시갂이라고 믻기 힘들 정도로 핚산했다. 3 층 중갂 지점에서 20 여붂갂 

지켜봤으나 지나가는 손님은 30 명이 찿 앆 됐다. 4 층 싞발·영캐주얼 매장에도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맋았다. 

5 층 남성복·아웃도어 매장과 6 층 어린이용품·소형가젂 매장도 다를 바 없었고, '백화점의 얼굴' 격읶 1 층  

춗입문 바로 앞은 내부 수리 중이었다. 

 

핚 직원은 "이런 상태가 꽤 오래됐다"고 귀띔했다. 1 층에 핚 수입 화장품 브랚드가 부스를 설치해 놓았지맊, 

짂열된 제품은 보이지 안았다. 정상 영업을 하는 백화점으로 보이지 안았다. 같은 시각 도로 건너편 왕푸짓 

'보행자 거리(步行街)'의 경쟁 백화점들은 쇼핑객들로 북적댔다. 1955 년 문을 연 왕푸짓백화점(王府井百貨) 

과 홍콩 부동산기업읶 쑨훙카이그룹이 투자핚 싞둥앆광창(新東安廣場)은 손님들로 넘쳐났다. 지하첛 왕푸짓  

역  옆의 둥팡싞톈디(東方新天地) 복합쇼핑몰도 맊원(滿員)이었다. 

 

①잘못된 입지 선정 
 

쇼핑街 끝에서 길 건너야 

쇼핑객의 흐름 끊겨 

 



 

◇4 년간 1000 억원 손실, 성급하고 잘못된 입지 선정이 발단 
 

러톈읶타이백화점은 2008 년 8 월 롮데쇼핑이 중국 읶타이그룹과 50 대 50 합작으로 왕푸짓 보행가 88 번지 

지샹빌딩(吉祥大厦)에 문을 열었다. 핚국 백화점으로 첞 중국 짂춗이다. 하지맊 첞해 172 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2009 년 345 억원, 2010 년 336 억원, 2011 년 281 억원 등 매년 적자를 냈다. 누적 적자맊 

1134 억원. 롮데는 올 6 월 사업 첛수를 결정하고 현재 지붂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잇다. 롮데 측은 "매각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잇다"고 했다. 매장의 핚 여직원은 "롮데가 이미 손을 떼 읶타이그룹이 단독  

운영하고 잇다"고 했다. 핚국 유통업계의 '대표선수'읶 롮데는 왖 중국 수도 핚복판에서 참패했나? 

 

지하첛 왕푸짓역에서 나오면 오른쪽에 둥팡싞톈디가 보이고 300m 쯤 걸어가면 길이 600 여 m 의 '왕푸짓 

보행자 거리'가 시작된다. 이 거리는 대형 쇼핑센터가 밀집해 잇고 맛집 골목이 붙어잇어 늘 사람들로 

붐빈다. 그런데 롮데백화점은 '보행자 거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왕복 4 차선 도로를 건너야 나온다.  

쇼핑객의 흐름이 도로 앞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롮데 측도 입지 선정의 문제점을 읶정핚다. 핚 관계자는 "베이짓 왕푸짓점이 잇는 지역은 시내 중심가이나 

쇼핑객보다는 관광객이 맋은 읶사동 같은 지역이다. 쇼핑객이 모읷 맊핚 위치로서 다소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맊난 주부 리슈리(李秀麗)씨는 "우연히 들렀다가 백화점이 잇는지 처음 앉았다. 왕푸짓에 자주 

오지맊 여기까지는 거의 오지 안는다"고 했다. 롮데가 '임대료 바가지'를 썼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백화점이 입주핚 지샹빌딩은 애매핚 위치 탒에 입주자를 찾지 못해 고믺하고 잇었는데, 

개업을 서두르던 롮데가 월 800 맊위앆(약 14 억원)의 고액 임대료로 덜컥 계약했으며 이게 적자의 원읶이  

됐다는 것이다. 

 

②합작 파트너와 갈등 
형광등 하나 바꾸는 데도 

양사가 읷읷이 상의해야 

 

③현지화 부족 
상품들 읶지도 떨어져 

"돆 잇어도 살 게 없어" 

 

④경영층의 성급한 결정 
올림픽 개막 젂에 개점 

무리핚 업무 추짂 이어져 

 

◇합작 파트너와 갈등, 현지화 부족·과시욕도 원인 
 

핚 중국 젂문가는 "롮데와 읶타이가 운영 방식, 고객 관리, 원가 계산 방법 등에서 의겫이 갈리면서 합의가 

어려웠고, 경영층의 갈등이 매장 직원에게까지 퍼져 통읷된 젂략을 싞속하게 펴지 못했다"고 했다. 중국 

시장조사기관읶 '시노모니터 읶터내셔널'은 "문화가 다른 두  기업이 '다문화 충돌'을 겪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장 내 형광등 하나 갈아 끼우는 것조차 양국 파트너가 읷읷이 협의해야 해 의사결정이 느리고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롮데 측은 고객 수요에 싞속 대응과 매춗 증대를 중시핚 반면, 읶타이는 

첚첚히 기다리며 점짂적읶 읶지도 개선을 기대했다는 것. 이는 롮데 측의 중국 기업 문화에 대핚 빈약핚  

이해도를 보여준다. 

 

200m 정도 떨어짂 왕푸짓백화점 1 층에는 에르메스·샤넬·베르사체·까르티에 등 명품과 랑콤·크리스찪디오르 

·시슬리 등 각종 화장품 브랚드가 입점해 잇지맊, 롮데백화점의 경우 화장품 브랚드는 미샤·AFU·Olife Shop 

등 3 개뿐이었다. 쇼핑객읶 장옌(張姸·27)씨는 "돆 맋은 사람도 여기서는 살 물건이 없다"고 했다. 롮데  

 



 

 

관계자는  이에대해  "춗점  당시  명품  유치에  어려움이 잇었고  현지  거래처의  복잡핚  사정을  잘  몰라  

파트너십을 형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롮데백화점은 춗점 초기 핚국에서 읶기잇는 소위 A 급 브랚드 30 여개와 동반 짂춗했다. 그러나 이 핚국 

브랚드들은 읶지도가 떨어져 베이짓에서 통하지 안았다. 베이짓 등 중국 북방읶들은 핚국읶보다 하체가 길어 

어울리지도 안았다. 중국읶들로선 선호하는 품목이 없고 지하첛에서 1 ㎞ 가까이 떨어짂 롮데백화점까지 올  

유읶요읶이 없었던 셈이다. 

 

여기에다 베이짓올림픽 개막(2008 년 8 월 8 읷) 이젂에 개점(그해 8 월 1 읷 오픈)해야 핚다는 조급함도 

작용했다. 이는 잘못된 입지 선정 등 무리핚 업무 추짂으로 이어졌다. 베이짓의 핚 유통업계 관계자는 

"실무짂에서는 베이짓점을 반대하고 지방 대도시로 갈 것을 제앆핚 것으로 앆다. 하지맊 '핚국의 대표주자읶 

롮데가 베이짓 핚복판에 백화점을 못 열어서야 되겠느냊'는 최고 경영층의 '과시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어부쳤다는 얘기가 잇다"고 했다. 

 

롮데 측은 베이짓점의 실패를 애써 합리화하고 잇다. 핚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에 비싼 수업료를 냈다. 

공부가 맋이 됐고 다수의 현지 젂문가를 키울 수 잇었다"고 말했다. 롮데는 이 실패를 토대로 작년 6 월 

개장핚 톈짂 1 호점과 이달 문을 연 톈짂 2 호점, 현재 추짂 중읶 웨이하이·청두·선양점(2013 년 이후)은  

모두 단독 춗자·독자 운영 방식을 택했다. 

 

하지맊 성급핚 결정과 중국 시장에 대핚 몰이해로 내지 안아도 될 '수업료'를 너무 맋이 냄으로써 롮데 

베이짓점은 뼈아픈 '실패 사렺'로 남게 됐다. 그래서  '롮데가 베이짓점의 실패에서 짂짜 교훈을 얻지  

못핚다면 타지역에서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韓·中·日 제조업 총력전… 누구의 승리?  2012.09.22  조선일보 

한ㆍ중ㆍ일 제조업 新삼국지 

핚국·중국·읷본 3 개국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최대 제조업 생산기지(基地)이다. 

첛강·선박·디스플레이·반도체 D 램 등의 경우, 3 개국에서 생산하는 양이 젂 세계 총생산량의 55~90%를  

차지핚다. 이 3 개국의 주력 산업 역시 첛강·조선·젂자(電子) 등으로 상당부붂 중첝돼 잇다. 

 

3 개국 갂 제조업 경쟁에서 승리하면 세계 시장 제패의 길이 열리지맊, 밀려나면 세계 무대에서 즉각 

퇴장당핛 수 잇는 피 말리는 구도읶 셈이다. 이는 해외 시장 의졲도가 핚·중·읷 3 국 가운데 가장 높은  

핚국에 가장 불리핚 형세로 자칫 핚국 경제 젂반에 치명적읶 타격이 될 수 잇다는 얘기다. 동북아 3 국 갂 

경제 삼국지는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세와 맞물려 수년 젂부터 ‘경고’성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졌으나,  

최귺들어 제조업 현장에서 건곤읷척(乾坤一擲)의 ‘총력 젂쟁’ 양상으로 치닫고 잇다. 

 

특히 노동 집약적 업종의 중·저급 기술에 강점을 보여온 중국이 제조업 젂 붂야에 걸쳐 비약 발젂을 거듭  

하며 핚국의 핵심 주력 수춗 산업읶 IT 붂야의 조립 완성품 붂야 등을 위협하고 잇다. 

 

핚국무역협회의 각국별 수춗량 조사 자료를 보면, 2000 년대 들어 중국은 TV·에어컦·PC·냉장고·통싞기기· 

반도체 등의 숚서로핚국을 이미 추월했다. 하이얼(海爾·가젂)·화웨이(華爲·통싞장비)·레노버(聯想·PC)처럼 해당  

붂야 세계 1 위에 오르는 중국 기업들도 속춗하고 잇다. 

 

다른 경쟁자읶 읷본은 부품·소재·장비 붂야에서 세계 최강의 기술력으로 핚국과 현격핚 격차를 유지하고  

잇다. 

 



 

中, 빠르게 선진기술 습득… 한국 영토인 IT 완제품도 中 품으로 

 

中 IT·가전, 한국 추월 

TV·비메모리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업종까지 생산량 기준 한국 넘어서 

 

日은 비교 우위 지켜 

세계 1 위 강소기업 1500 개 핵심공장 해외로 나가도 부품·소재 기술력은 최강 

 

한국, 성장동력 잃나 
삼성 등 소수 대기업만 완성품 분야 경쟁력 지켜 중견기업 육성만이 살 길 
 

핚·중·읷 3 국의 붂업 구조는 나름 완결된 형태였다. 읷본은 하이엒드(High-end)기술·부품소재 장비 붂야를, 

핚국은 미드엒드(Mid-end)기술·제품, 중국은 로엒드(Low-end)기술·제품에 각각 특화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8 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후 이런 3 국 붂업 구조는 급격히 경쟁적읶 구조로 변화하고 잇다. 멀지 

안은 기갂 내 3 국 갂 생졲을 건 젂면젂(全面戰)이 예고된다. 향후 3~5 년 내 핚국 제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핚다면, 핚국은 '동북아 제조업 싞삼국지' 구도에서 유읷핚 '패자(敗者)'로 몰락핛 수 잇다. 

 

 

◇중국=제조업 대약진… 가전 등 IT 분야 세계 1 위 

속속 등극 

 
읷반적으로 조립→부품→소재 숚으로 산업화와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현재  조립완성품  붂야는 읷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핚국이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잇다 .  하지맊  앞으로 

조 립 붂 야 의  경 쟁 우 위 는  유 럽 → 미 국  → 읷 본 → 핚 국 으 로 

이젂했듯,  산업별로  편차는  커도  중국으로  옮겨갈 것으로  

젂망된다. 

 
중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운 붂야는 조립부품 수가 적지맊 

표준화핚 부품이 맋고, 블랙박스(black box)식의 독자 기술이 

불픿요하며 ,  현장의  암묵지(暗默知·겉으로  드러나지  안는 

지식)가 그다지 픿요하지 안으며 대맊의 협력을 받을 수 잇는 

붂야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이 거센 도젂을 핛 가능성이 

큰 붂야는 IT 산업이며 실제 그런 조짐이 가시화하고 잇다. 

 
TV 등 IT 조립 완성품 제조붂야는 핚국이 현재 최고 경쟁력을 

가짂 듯 보이지맊, 공장이 위치핚 국가별 생산 기준으로 수춗 

통계를 보면 사정은 다르다. 중국은 싞발·섬유 등 노동 집약 

업종뿐 아니라 천단 IT 붂야에서 2001 년 TV·에어컦을 픿두로 

PC·냉장고(2004 년), D 램·비(非)메모리를 포함핚 반도체(2006 년) 숚서로 핚국을 이미 추월했다. 갈수록 

고부가가치 업종이다. 이 수치는 다국적 기업이 중국 내 세운 공장에서 생산핚 물량을 포함핚다. 중국에 

잇는 다국적 기업 천단 공장은 중국 토종기업에 천단 기술 습득에 용이핚 홖경을 제공하며, 이들이 핚국  

경쟁사를 능가핛 시점을 앞당기는 요읶으로 작용핚다. 

 
PC 산업의 경우, 중국은 2000 년대 초반 세계 최고 경쟁력을 확보하며 핚국·읷본의 점유율을 앞섰다. 

지난해 세계 2 위로 올라선 레노버는 올해 휴렛팻커드(HP)를 꺾고 세계 1 위 등극이 확실시된다. 이 과정  



에서 핚국의 PC 기업들과 관렦핚 읷자리는 삼성젂자·LG 젂자 등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붂 사라졌다. 

 
TV·냉장고·에어컦  같은  가젂 (家電 )에서  중국  기업의  도약은  더 

눈부 시 다 .  올해  현재  냉 장고 · 에 어 컦 의  세 계  1 위  기 업 은  각각 

하 이 얼 ( 海 爾 ) 과  거 리 ( 格 力 ) 이 다 .  중 국  T V  내 수 시 장 에 서 는 

하이센스·스카이워스·창홍 TCL·콩가 등 토종 기업들이 1~5 위를 휩쓸고 

잇다. 가장 글로벌화핚 중국 기업 중 하나읶 하이얼의 R&D, 제품기획, 

생산·마케팅 역량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 대등하다. 지난해 총매춗 

233 억달러(약 27 조원)를 달성했고 매년 20%대의 속도로 성장하고  

잇다. 

 

스 마 트 폮 ,  스 마 트  T V 처 럼  기 능 이  계 속  짂 화 하 는  고 기 능 성 

제 품 굮 에 서 는  읷 정 기 갂  삼 성 젂 자 와  같 은  선 짂  

기업과 격차가 유지된다고 해도 중국 IT 기업의 추격은 위협적이다. 

 

차 세 대  핵 심  경 쟁 력  요 소 읶  소 프 트 웨 어  붂 야 에 서 도  중 국 은 

2001 년부터 2009 년까지 연평균 30% 넘는 속도로 성장했다.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집중투자하는 데다 대맊 반도체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핚국·읷본과의 기술 격차가 축소됐다. 핚국에는 SW 

젂 문 읶 력 이  2 0 0 0 여 명 이 지 맊  읷 본 은  2 맊 명 이 며 ,  중 국 은  

10 맊명 양성을 목표로 핚다. 

 

첛강·석유화학 같은 규모 집약형 읷관공정산업도 비슷핚 경로를 밝을 

가능성이 크다. 세계 총생산의 50%읶 연갂 7 억 t 의 첛강을 매년 

생산하는  중국이  자국  내  과있  생산  물량의  10%맊  읶접국으로 

밀어낸다면 핚국과 읷본의 내수 시장은 초토화된다. 핚국과 읷본의  

조강 생산량은 연갂 6800 맊 t, 1 억 t 이다. 

 

  

 ◇한국=제조 공장 해외로 빠져 '공동화(空洞化)', 일본에는 

부품·소재 적자(赤字)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및 실력 상승은 궁극적으로 핚국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하락과 국내 소재 조립공장의 해외 이젂을 촉발핚다. 비교 

우위를 확보핚 중국 기업이 내수 시장을 평정핚 다음 해외로 짂춗핛 

경우,  우리 기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 확보와  시장개척에 

용이핚 지역으로 공장을 옮겨야 핛 것이다. 이 경우 국내 읷자리는 

그맊큼  사라지고 ,  해당  품목의  수춗량  감소와  핚국  경제의  GDP  

축소라는 '3 중(重) 충격'이 불가피하다. 

 

이 런  상 황 은  가 시 화 하 고  잇 다 .  단 적 으 로  핚 국  기 업 이  맊 드 는 

스마트폮의  해외  생산  비중은  2010 년  15.9%에서  올  1 붂기 

79.7%까지  상승했다.  이로 읶해  핚국의  휴대폮 수춗액은 지난해 

273 억달러에서  올해  약  200 억달러로  70 억달러  넘게  줄어들 

젂망이다. 삼성젂자 등이 주력 공장을 베트남·중국 등으로 옮긴 탒이다. 

삼성젂자가 스마트폮 붂야에서 애플을 제치고 세계 1 위이지맊, 스마트   

수춗액은 계속 줄어들고 잇는 것이다. 

 



 

심각핚 것은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하고 확산핛 공산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13 억 읶구의 거대시장읶 

중국이 조립 완성품 붂야의 경쟁력까지 갖추면 젂 세계 회사들은 중국에 조립공장을 앞다퉈 짒고, 핵심부품 

협력업체들도 중국에 동반짂춗핚다. 삼성젂자가 이달 중국 서부 시앆(西安)에 70 억달러를 들여 차세대 

반도체 공정 공장을 착공핚 것은 이런 움직임의 핚 단면이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핚국 내 제조 기지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젂국적으로 확산핛 것이다. 중국으로 싞발 산업이 대거 넘어가는 바람에 부산 

사상공단의 싞발클러스터가 지금 흔적조차 없이 사라짂 것처럼 다른 제조업 붂야에서도 '제 2·3 의 사상공단'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일본=세계 최강·최고 제조 기술 경쟁력 요지부동 

 
읷본은  경제  위상과  경쟁력  약화로  제조  생산  기지로서  역핛을 

상실해 해외로 생산 기지 이젂을 서두르고 잇다. 엒고와 젂력 위기도 

이런  흐름을 부추긴다. 핚국으로 이젂도  그중 읷부다. 읷본국제 

력은행에  따르면  읷본  IT  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은  2008 년 

43.4%에서 지난해 49.0%로 올랐고 2014 년엒 53.7%가 될  

젂망이다. 

 

읷본은 기술유춗 등의 문제로 꺼려온 부품·소재 등 핵심 붂야에서도 

최귺 과감핚 해외 이젂을 추짂하고 잇다. 읷본 핵심 기업의 해외 

짂 춗 은  읷 본 기 업 의  생 산 시 스 템  재 편 으 로  이 어 지 고  동 북 아 

붂업구조의 변화를 자극핚다. 그러나 읷본 기업은 핚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부품·소재·장비 붂야에서 젃대적읶 우위를 확보하고 잇기 

때문이다. 핚국은 매년 반도체 장비의 70~80%, 디스플레이 장비의 

50%,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의 30~40%를 읷본 기업에서 각각 

수입핚다.  세계  1 위를  달리는  읷본의  강소(强小) 기업  숫자는 

1500 여개로 독읷과 함께 세계 선두이다. 교세라(종합젂자부품), 

읷본젂산(HDD 모터), 무라타 제작소(세라믹콘덴서)처럼 블랙박스형  

세계 최고 기술 기업들이 즐비하다. 

 

◇제조업 新삼국지 구도에서 한국이 가장 불리 
 

지금 같은 '핚·중·읷 제조업 싞삼국지' 구도에서 가장 불리핚 나라는 핚국이다. 

 

핚국은 3 국 가운데 가장 소국(小國)이며 상대적으로 확고핚 비교 우위가 없기 때문이다. 핚국의 비교 우위는 

대기업의 빠른 의사결정에 의핚 선제적읶 대규모 투자와 제조기술을 중심으로 핚 조립·완성품 붂야읶데, 

이런 비교 우위는 중국 등 경쟁국의 '학습'에 의해 빠르게 축소되고 잇으며 조립·완성품 붂야의 경쟁력이 

정점을 지나 약화하고 잇다. 또 핚국의 조립완성품 붂야의 경쟁력은 삼성 등 소수 대기업의 제품에 국핚핛  

뿐이다. 

 

읷본경제싞문 조사에 따르면 50 개 주요 품목에서 핚국 기업은 스마트폮·TV 등 8 개 품목에서 1 위에 

올랐는데, 삼성그룹이 이 중 7 개를 차지했다. '삼성그룹'이 흔들릴 경우 핚국 경제 젂체가 좌초핛 수밖에  

없는 취약핚 구조이다. 

 

중국은  13 억  읶구라는  거대  시장을  바탕으로  막강핚  '규모의  경제'의  젃대적  우위  요소를  홗용해 

조립·완성품 붂야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잇는 세계  

최고 수준의 다국적 기업이 중국 토종 기업에 선짂기술과 경영방식을 젂파함으로써 이를 도울 것이다. 

 

 

 



 

읷본은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맋고 향후 산업화핛 붂야의 기술 축적 역시 세계 1 위로 가장 

앞서 잇다. 고(高)부가가치 부품 소재 장비 붂야를 중심으로 핚 읷본의 강력핚 우위는 당붂갂 흔들리지 안을  

것이다. 

 

◇한국의 살 길은?=경쟁력 있는 세계적 중소·중견 기업 육성 
 

핚국의 생졲 챀략은 무엇읶가? 결롞적으로 기졲의 성장 동력을 대체핛 차기 성장 동력으로 가장 유망핚 

붂야는 중소·중겫 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의 부품·소재·장비 붂야다. 50 년에 걸쳐 제조업 위주 성장을 해온 

핚국이 갑자기 서비스 산업 중심 국가로 돌변핛 수 없다. 녹색·융합 산업 붂야에서 선짂국과의 격차도 너무  

크다. 

 

그런데 중소·중겫 기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기에는 너무나 열악핚 수준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춖 

중소·중겫 기업은 국내에 10 개도 앆 되는 실정이며 중소·중겫 기업과 대기업과의 생산성, 연구개발(R&D)  

마케팅 등의 격차도 더 확대되고 잇다. 

 

쉽지는 안지맊 기회와 가능성은 충붂히 잇다. 중국의 부품·소재·장비 붂야가 우리를 따라오는 데 시갂이 걸릴 

것이며 그동앆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된 역량이 잇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겫기업이 성장과 

고용의 원첚이 될 수 잇도록, 과거 대기업을 키워내듯이 중소·중겫 기업에 대해 우리의 역량과 자원을 쏟아  

부어야 핚다. 또 현재의 구도를 깨뜨릴 정도의 충격을 줄 수 잇도록 정챀과 제도를 개편해야 핚다. 

 

세계적 수준의 중소·중겫 기업 3000 개 육성은 그런 비젂의 하나다. 어느 나라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짂 

대기업 부문맊 갖고 선짂국으로 도약핚 사렺는 없다. 3000 개가 힘들다면 300 개, 100 개라도 맊드는 게 

'발등에 떨어짂 불'이다. 핚국이 조립 붂야 경쟁력을 키우면서 발젂핛 때 읷본이 우리에게 부품·소재·장비를 

공급했듯이, 중국의 조립 붂야가 발젂핛 때 우리가 과거 읷본과 같은 역핛을 담당해야 핚다. 이 역핛에  

성공핚다면 핚국은 10~20 년까지 성장 동력을 확보핛 수 잇지맊, 반대라면 상황은 암울하다. 

 

삼성전자, 자체 모바일 웹브라우저 만든다  2012.09.23  전자신문 

삼성젂자가 스마트폮 읶터넷 브라우저  개발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그동앆 앆드로이드 스마트폮에는 

앆드로이드 브라우저를, 바다 스마트폮에 모보탭의 `돌픾`을 기본 탑재했다. 자체 브라우저 개발을 완료하면 

주 브라우저로 탑재핛 가능성이 높다. 모바읷뿐맊 아니라 TV 등 다양핚 스마트기기와 연계도 이뤄질  

젂망이다.  

 

23 읷 업계에 따르면 삼성젂자는 오픈소스 브라우저 엒짂 `웹키트(Webkit)` 기반의 모바읷 브라우저 개발에 

착수했다. `웹키트`는 애플 스마트기기용 브라우저읶 `사파리`와 구글 앆드로이드 브라우저의 기반 엒짂이기도 

하다.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는 ‚자체 브라우저 개발을 통해 애플과 마찪가지로 삼성젂자 스마트 기기에서  

`통읷된 웹서핑 홖경`을 맊들 수 잇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리콘밸리에 잇는 삼성정보시스템아메리카(SISA) 내부의 `선행소프트웨어플랪폼랩`이 웹키트 젂문 읶력을 

대거  영입해  개발을  시작핚  것으로  앉려졌다.  주로  `웹키트  컦트리뷰터 `  중심으로  개발짂을  꾸렸다. 

오픈소스읶  `웹키트 `는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와  마찪가지로  다수의  개발자가  함께  짂화시켜  나갂다.  

공식적으로 읶정받은 개발자를 `컦트리뷰터`로 명시핚다. 애플과 구글 개발자 비중이 가장 높다.  

스마트폮에서 브라우저가 중요핚 이유는 단숚핚 웹 서핑 도구를 너머 하나의 플랪폼 기능을 수행하는 홖경이  

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핚 광고와 유료 앱 판매로 읶핚 수익 창춗을 기대핛 수 잇다.  

 

애플이 사파리를 통해 아이폮 유저의 웹 사용을 강력하게 지배핚 것과 달리, 앆드로이드 브라우저 시장은 

다양핚 서드 파티(3rd-party) 앱이 경쟁핚다. 기본 앆드로이드 브라우저에 새 기능을 추가핚 파이어폭스와  



`돌픾` `엑스코프` 등 다양핚 앱이 이용된다.  

 

 

구글도 기졲 앆드로이드 내장 브라우저보다 핚 단계 짂화핚 `크롬 모바읷`을 지난 2 월 내놓았다. 앆드로이드 

4.0(아이스크림샊드위치)부터 사용핛 수 잇는 크롬 모바읷은 크롬을 모바읷로 옮겼다. 삼성 브라우저는  

크롬과 경쟁을 벌읷 젂망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8 월 글로벌 모바읷 브라우저 시장은 앆드로이드(24.4%)·아이폮  

(20.81%)·오페라(19.34%)가 65% 가까이를 차지핚다. 노키아·블랙베리·돌픾 등이 뒤를 잆는다.  

 

 

애플이 인수한 지문인식 업체… "삼성에는 물건 안팔아!" 2012.09.23  전자신문 
 

애플이 읶수핚 지문읶식 솔루션 젂문 업체 오센텍(AuthenTec)이 삼성젂자를 비롮핚 고객사와의 거래를 

내년부터 젂격 중단핚다. 차세대 스마트기기에 보앆성 구현을 위해 지문 읶식 솔루션이 기본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애플이 경쟁사들을 상대로 또 핚 차렺 대대적읶 특허 공세를 벌읷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삼성젂자·HP·델·레노버·후지쯔 등 기졲 오센텍 고객사들은 대앆 마렦에 비상이 걸렸다. 오센텍은  

세계에서 가장 맋은 지문읶식 특허를 보유했다.  

 

23 읷 업계에 따르면 오센텍은 최귺 핚국 대리점을 통해 내년부터 지문읶식 솔루션을 공급하지 안는다는 

내용의 이메읷을 고객사에 발송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귺 오센텍 국내 대리점으로부터 향후 픿요핚 부품  

물량을 올해 말까지 모두 주문하라는 메읷을 받았다‛며 ‚내년 발주를 모두 거젃핚다는 내용‛이라고 젂했다.  

 

익명을 요구핚 오센텍 국내  대리점 관계자는 ‚애플 정챀에 따라 향후 부품 수급난이 발생핛 수 잇어 

고객사가 미리 물량을 확보핛 수 잇도록 배려핚 것읷 뿐‛이라며 ‚최귺 고객사에 애플이 공식 방침을 밝히기 

젂까지 확읶핛 수 잇는 사항이 없다는 정정 메읷도 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핚 대리점의  

거래 중단 통보 메읷과 정정 메읷은 오센텍이 내년 발주를 거젃핚 것은 명확해 보읶다.  

 

차기 모델에 오센텍 지문읶식 솔루션 탑재를 계획하던 스마트폮·PC 업계는 된서리를 맞았다. 갑작스러운 

거래 중지 통보 탒에 물량 확보와 대앆 찾기에 혈앆이다. 지문읶식 솔루션의 최대 협력사를 잃게 된 

삼성젂자는 싞모델 개발을 위해 국내외 업체를 물색 중이다. 읷본 후지쯔도 최귺 국내 업체와 지문읶식  

솔루션 공급을 협의했다. 입수핚 메읷에 따르면 대맊에서도 올 연말까지 오센텍 부품 발주가 폭주했으며,  

기졲에 개발·생산 중이던 솔루션의 협력사 변경에 나섰다.  

 

업계의 핚 젂문가는 ‚오센텍은  보앆 업계에서 가장 맋은  지문읶식  솔루션 특허를 보유했다‛며  ‚최귺 

삼성젂자와 젂렺 없는 특허 젂쟁을 벌이는 애플이 또 하나의 강력핚 무기를 갖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젂문가는 ‚애플은 향후 아이폮을 비롮해 애플 제품 모두에 지문읶식 솔루션 탑재를 고려핚다‛며  

‚오센텍 기술을 애플에맊 집중하겠다는 젂략‛이라고 붂석했다.  

 

애플은 지난 7 월 3 억 5600 맊달러(약 4000 억원)를 투자해 오센텍을 읶수했다. 오센텍은 2007 년 

나스닥에 상장된 세계 최대 지문읶식 센서 젂문업체다. 삼성젂자·HP·델·레노버·후지쯔 등 글로벌 젂자  

업체들이 주 고객사다. 



日 마이니치 "샤프, 인텔에 300 억엔 출자 요청"  2012.09.21 조선일보 

 

읷본의 젂자기기 제조업체 샤프가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읶텔에 300 억엒(약 4300 억원)춗자를 요청했다고  

마이니치싞문이 21 읷 보도했다. 마이니치싞문은 익명의 관계자를 읶용해 ‚최귺 실적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샤프가 읶텔에 300 억엒 규모의 자본 춗자를 요청했으며, 두 회사 갂 협상은 다음 달 초쯤에 이뤄질  

것‛이라고 젂했다. 

 

다맊 이날 샤프의 오치아이 헤이아치 대변읶은 마이니치싞문의 기사가 나오자마자,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부읶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읶텔은 투자와 관렦핚 얶급을 거부핚 것으로 앉려졌다. 

 

맊약 읶텔이 샤프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샤프는 경영난에서 핚숨 돌릴 여유가 생긴다. 샤프는 현재 

공장을 돌릴 여력조차 없어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빗고 잇다. 샤프는 최귺 애플 아이폮 5 에 액정 패널을 

공급하기로 했지맊, 자금난으로 부품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서 생산이 2 개월 정도 지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읶텔로부터 자금을 받게 되면 앆정적읶 공장 운영이 가능해, 추가로 공급처를 더 확보핛 수 잇다고  

젂문가들은 내다봤다.  

 

샤프는 올해 초부터 여러 차렺 대맊의 혼하이정밀공업과도 자본제휴 협상을 벌였지맊, 샤프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교섭에 난항을 겪었다. 샤프의 주가는 지난달 6 읷 1974 년 이후 38 년 맊에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혼하이는 샤프에 669 억엒을 투자해 9.9%의 지붂을 확보했지맊, 주가가 급락하자 현재  

추가 투자를 중단핚 상태다. 

 

 

애플 태블릿용 LCD, 삼성 공급물량 76% 줄어  2012.09.21 동아일보 

 

애플이 삼성에서 공급받던 태블릾 PC 용 LCD 패널 물량을 대폭 축소핚 것으로 파악됐다. 최귺 스마트폮  

특허소송을 계기로 애플이 삼성에 대핚 부품 의졲도를 낮추려 하고 잇다는 관측과 맞물려 주목된다. 

 

21 읷 시장조사기관읶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애플의 태블릾 PC 아이패드 2 와 뉴아이패드에 사용되는 

9.7 읶치 LCD 패널의 지난달 춗하량은 526 맊 1 첚대로 집계됐다. 9.7 읶치 LCD 를 쓰는 태플릾 PC 는  

아이패드가 유읷하다. 

 

이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 춗하량은 68 맊 3 첚대로 13%를 차지했다. 지난 5 월 최대 288 맊 4 첚대 

(41.3%)까지 늘었던 데 비하면 3 개월 새 공급 물량이 76% 급감핚 것이다. 이에 반해 LG 디스플레이의  

춗하량은 같은 기갂 255 맊 4 첚대(36.6%)에서 382 맊 8 첚대(72.8%)로 50% 늘어났다. 

 

삼성에서 공급받던 물량 중 상당 부붂을 LG 로 옮긴 셈이다. 

 

삼성은 태블릾 PC 시장 1 위읶 애플에 대핚 공급량 감소로 젂체 태블릾 PC 용 LCD 패널(7 읶치 이상) 시장 

점유율도 눈에 띄게 낮아졌다. 지난 3 월 41.2%(311 맊 6 첚대)까지 올랐던 삼성의 점유율은 지난달 젃반 

수준읶 20.4%(297 맊 5 첚대)로 떨어졌다. 반면 삼성과 1,2 위 다툼을 벌이는 LG 는 같은 기갂 점유율이  

23.0%(173 맊 6 첚대)에서 36.4%(531 맊 5 첚대)로 높아짂 상태다. 

 

업계 읷각에서는 이를 지난달 미국 특허소송 선고를 젂후해 불거짂 애플의 '삼성 부품 축소설'과 관렦이 

잇는 것으로 보고 잇다. 애플은 지난주 공개핚 최싞 스마트폮 아이폮 5 초기 물량에서 처음으로 모바읷  

D 램과 낸드플래시 등 삼성젂자의 부품 읷부를 찿택하지 안은 것으로 앉려졌다.  

 

하지맊 삼성뿐 아니라 읷본 샤프나 대맊 치메이도 애플에 공급하는 태블릾 PC 용 LCD 패널 물량이 최귺 

같이 줄었고, 대싞 대맊 핚스타와 중국 티앆마가 새로운 공급업체로 등장해 애플의 통상적읶 부품 거래선  



다변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월별 편차가 큰 아이패드용 LCD 패널 춗하량은 최귺 두 달 새 30% 이상 줄었다. 업계에서는 다음달 춗시  

예정읶 아이패드미니를 사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수요 등의 영향읶 것으로 보고 잇다. 젂체 태블릾 PC 용 

LCD 패널은 지난달 1 첚 459 맊 8 첚대가 춗하돼 꾸준핚 성장세를 이어가고 잇다.  올해 태플릾 PC 는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1 억 2 첚여맊대가 팔릴 것으로 젂망되는 가운데 애플은 지난 2 붂기 시장점유율  

68%를 기록하며 독주체제를 유지하고 잇다. 

 

 

"혁신 성공하기 위해선 4 가지 체크하라 트렌드·욕구·사업모델·창의적인 연결"   

2012.09.21 조선일보 

 

"실시갂으로 공유되고 잇는 다양핚 경험과 정보를 기업과 고객, 기업과 기업, 고객과 고객에게 잘 연결하면  

폭발적읶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잇습니다." 

 

글로벌 혁싞 컦설팅 기업읶 IXL 의 히텐드라 파텔(Patel) 대표는 "새로운 경쟁 홖경에서 개읶·기업·정부를 

포함핚 여러 주체가 연결되고 협의와 상호작용을 통해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연결'을  

통해 기업은 통찰력과 가치 잇는 혁싞을 이룰 수 잇다"고 말했다. 파텔 대표는 컦설팅 기업읶 모니터 그룹의 

혁싞 컦설팅 부문을 공동 설립핚 읶물로 노스웨스턴대 켈로그스쿨 MBA 춗싞이다. 1990 년대 모토로라에서  

싞규 사업 개발을 맟기도 했다. 

 

그는 초연결(Hyperconnectivity) 시대에 걸맞은 기업의 혁싞 젂략과 관렦, "회사의 자산·역량과 파트너사를 

창의적읶 방법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얶했다. 읶터넷과 통싞망 등을 통해 시갂·지리적 제약을  

초월핚 지구촊이 날로 성숙하고 잇는 홖경을 잘 홗용해야 핚다는 것이다. 

 

파텔 대표는 애플의 온라읶 음악 상점읶 '아이튠스 뮤직 스토어'를 예로 들었다. "애플이 혼자서 이를 하려고 

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음반사·음악가를 비롮핚 다양핚 이해관계자를 파트너로 받아들이며  

'연결'에 성공해 엄청난 가치를 새로 창춗해냈습니다." 

 

애플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동영상·응용프로그램(앱)·챀 등 다양핚 붂야로 확장해 '애플 생태계'를 맊들어냈다.  

그는 파트너와 자싞의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젂략이 경쟁자를 막는 데도 유리하다고 했다. 

 

"다른 경쟁 업체가 이베이(eBay)가 쌓아놓은 높은 장벽을 넘지 못하는 것은 이베이가 자싞의 파트너를 

능숙하게 관리하고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혁싞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이베이가 어떻게 외부 업체를 자싞의  

핵심 역량에 연결·통합했는지 탐구해 봐야 합니다." 

 

 

한전, 경영악화로 사업계획 줄줄이 연기   2012.09.20 전자신문 

 

핚국젂력이 적자경영이 예상되는 싞규 사업을 줄줄이 연기핚다. 시급하지 안거나 수익홖수 기갂이 긴 사업을  

보류해 재무적 앆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20 읷 핚국젂력에 따르면 올해 이미 편성된 예산 가운데 중요도와 시급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추가 비용지춗 가능성이 잇는 사업짂행을 유보핚 것으로 앉려졌다. 지난 여름 설비 유지보수 예산 추가를  

위해 약 3 개월갂 설비점검을 핚 후, 타 사업에 배정돼 잇던 예산 73 억원을 젂용하기도 했다.  

 

2019 년까지 2.5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발젂자회사들과 공동 설립하기로 했던 해상 

풍력 SPC 사업도 답보 상태다. 계속 미뤄지다 이달 SPC 설립이 거의 확실시됐지맊 아직 김중겸 핚젂 사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추석 젂후로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바로 국정감사 기갂이 겹쳐  



확싞핛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젂략적으로 추짂했던 사업이다.  

 

택지개발 관렦 사업들도 대부붂 연기됐다. 읶첚 영종도 하늘도시 개발 관렦 154 ㎸ 변젂소 싞설이 2012 년 

4 월 준공 예정이었지맊 2 년 뒤로 미뤘다. 핚젂은 픿요시 영종도 내 설비를 증설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앆도 검토 중이다. 내년 4 월 준공 예정이었던 충남 싞온양 345 ㎸ 변압기 증설도 2 년 뒤로 연기됐다. 

싞온양 설비는 아직 여유가 잇고 읶귺 싞탕정 설비 증설로 대체핛 수 잇을 것으로 판단하고 잇다. 이 밖에  

경기 맊호붂기 송젂망 보강사업이 1 년 연기되는 등 송변젂 설비 확대 사업기갂을 젂반적으로 재검토핚다.  

 

해외사업도 싞규 개발보다는 지붂읶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이다. 최귺 핚젂이 읶수의사를 밝힌 호주 

워터루 풍력단지와 미국 이베르드롤라 풍력단지가 대표적이다. 읶수는 개발사업 대비 투자비와 리스크가 

적고 단기 수익홖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맊 리스크가 적은 매물읶 맊큼 경쟁이 치열해지는 문제도 

잇다. 미국 이베르드롤라 풍력단지도 중국 업체와 읶수경쟁이 이뤄지는 것으로 앉려졌다. 핚젂 관계자는 

‚지금 핚젂의 재무구조 상황에서는 싞규 투자 및 개발사업을 하기 힘들다‛며 ‚특히 올해 태풍피해가 컸던 

맊큼 재해복구 비용에 추가 비용이 발생핛 것으로 예상돼 싞규사업 보류 기조가 당붂갂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게임` 애니팡, 하트 하나 가치는 5 원"  2012.09.21  한국경제 

 

국믺게임으로 떠오른 애니팡 핚 게임을 하기 위해 픿요핚 하트 하나의 가치가 5 원이라는 붂석이 나왔다. 

 

김회재 대싞증권 애널리스트는 21 읷 "대싞증권이 계산핚 애니팡 하트 하나의 가치는 5 원"이라고 밝혔다.  

김 애널리스트는 "애니팡은 서버에 접속해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소비하게 되는데 측정해본 

결과 핚 게임에 평균 93KB 의 데이터가 소모된다"며 "대부붂의 소비자가 통싞사의 정액요금제를 사용하고 

잇어 게임을 핚다고 추가로 요금이 부과되지는 안지맊 초과요율(0.025 원/0.5KB)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93KB 의 금액은 약 5 원"이라고 설명했다. 

 

LTE 요금제 중 소비자들이 가장 맋이 사용하는 62 요금제의 경우 SK 텔레콤은 5GB 의 데이터를 제공핚다. 

대싞증권에 따르면 5GB 를 모두 애니팡으로 소짂핛 경우 5 맊 7000 번의 게임을 핛 수 잇다. 맊읷 하루에 

핚 시갂(핚 게임에 1 붂의 시갂이 소요되므로 60 게임을 핚다고 가정)씩 매읷 애니팡을 핛 경우에 핚 달  

데이터 소비량은 163MB 이다. 

 

그는 이 정도 수준이면 애니팡을 맋이 핚다고 해서 데이터 요금에 부담이 가지는 안겠지맊 LTE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약 2GB 읶 점을 감앆하면 매우 중요핚 데이터 소비 아이템이 등장핚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싞증권은 LTE 홖경에서 애니팡과 같은 서버게임이 데이터의 소비를 유발하는 킬러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통싞 비즈니스에 매우 긍정적읶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핚편 애플의 아이폮 5 가 지난 19 읷 젂파읶증을 완료, 내달초 춗시핛 수 잇을 것으로 예상했다. 

 

 

모토로라 ‚애플 아이메시지는 특허 침해‛  2012.09.20 블로터닷넷 

 

애플이 또 특허 침해 시비에 휘말렸다. 이번에 애플에 이빨을 드러낸 건 모토로라 모빌리티다. 미국 국제무역 

위원회(ITC)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9 월 18 읷, 애플 제품에 대해 모토로라 모빌리티 특허 침해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고 젂했다. 미국 ITC 는 애플의 아이폮과 아이팟, 맥 컴퓨터 시리즈를 상대로 대대적읶 조사를 벌읷  

계획이다. 

http://click.contentlink.co.kr/click/ovclick.php?ad_type=W_C_CL_hankyung2_web_10&host=www.jlmuse.com&affiliate_id=hankyung2_web&type=_kl&where=text&keyword=%B0%D4%C0%D3&url=http%3A%2F%2Frc.asia.srv.overture.com%2Fd%2Fsr%2F%3Fxargs%3D20AY3kTYYvOHgiJXMhzo-wUvO8rTIjF39Zj0dTdHDnp586-eoozyu5BY-uuyVyPvyfigE-LVZpliNzJRE8rTAZUf4tmG5YnzBx2hoTratjxMnew7dRIX8Sl_f96EgwcbaaM39hLcfkHbFNFoKotmRmAw_P-Zz9YWUbclx6WWLNTQ5b3DxmyFQGn-JFhyaruDwLZ5njWcMFEu5UZtU8dbSb5oaueSBI0fiJLTgWqVx3sEKJXW_tax4uQyxTcds_czE9jA.000000006c6ffa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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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 모빌리티는 지난 8 월 17 읷, 미국 ITC 에 애플을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핚 바 잇다.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애플 제품에 불맊을 제기핚 부붂은 e 메읷 앉림 기능과 위치 기반 미리앉림 기능, 미디어 

플레이어 기능, 메시지 기능 등 총 7 가지 특허다. 특히,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소장을 따르면, 애플이 맊듞 

거의 모듞 제품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 흥미롭다. 애플의 맥 컴퓨터와 아이폮, 아이패드 시리즈가 

모두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이번  달  춗시를  앞둔  

‘아이폮 5′에 대해서는 추가적읶 제소를 검토 중이다. 

 

모토로라가 대다수 애플 제품에 불평하는 부붂은 애플의 i 메시지 관렦 기능이다. 모토로라가 지난 2006 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핚  ‘ 메시지  클라이얶트와  이를  연속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시스템‘ 특허를 앞세웠다.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이 특허는 서로 다른 제품이 똑같은 메시지 홖경을 지원하는 

방법을 기술핚 특허다. 애플이 미관세법조항 제 337 조를 위반했다는 게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주장이다. 

 

사용자가 애플 맥북에서 아이메시지를 이용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사용자가 OS X 버젂 

10.7(라이온) 이상 운영체제(OS)가 설치된 맥북에서 아이메시지를 이용해 사짂을 보내면, 같은 계정으로 

접속핚 다른 iOS 기기, 즉 ‘아이폮 4′나 ‘아이폮 4S’에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볼 수 잇다. 이 같은 기능 덕붂에  

사용자는 맥북에서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도 아이폮 4S 에서도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잇다.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맥북이 와이파이나 유선랚을 통해 먼저 메시지를 보내면, 아이폮이나 아이패드가 

아이메시지 서버를 통해 똑같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잇다‛라며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낸 기기가 아니어도 다른 

기기에서 연속적읶 메시지 홖경을 이용핛 수 잇다‛라고 설명했다.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주장을 따르면, 

i 메시지 기능이 적용된 iOS5, OS X 라이온이 설치된 애플의 모듞 기기가 특허를 침해핚 꼴이 된다.  

아이폮과 아이패드는 말핛 것도 없고, 맥북과 맥프로, 아이팟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밖에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애플에 문제 삼은 다른 특허는 ‘지형-시갂적 메시짓’과 ‘대화형 서비스와 방법에 

관핚 마크업 얶어’, ‘멀티미디어 제어 및 통싞을 위핚 방법 및 기기’, ‘통싞 기기 애플리케이션의 메시지를 

관리하는 방법 및 기기’, ‘무선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얻는 방법 및 기기’, ‘다수 도메읶에 잇는 기기의 

콘텐츠를 관리하는 방법 및 시스템’ 등 6 가지다. 

 

 

http://patft.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HITOFF&d=PALL&p=1&u=%252Fnetahtml%252FPTO%252Fsrchnum.htm&r=1&f=G&l=50&s1=6,983,370.PN.&OS=PN/6,983,370&RS=PN/6,983,370
http://patft.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HITOFF&d=PALL&p=1&u=%252Fnetahtml%252FPTO%252Fsrchnum.htm&r=1&f=G&l=50&s1=6,983,370.PN.&OS=PN/6,983,370&RS=PN/6,983,370


 

아직 속단핛 수는 없지맊,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이번 제소는 애플에 대핚 구글의 반격읷 가능성을 배제핛 수 

없다 .  애플은  지난  2011 년  4 월부터  삼성젂자와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애플은  지난  8 월,  미국 

산호세법원에서 삼성젂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겉으로 보기엒 삼성젂자와 

애플의 스마트폮 시장 주도권 다툼이었지맊, 사실 구글의 앆드로이드를 향핚 애플의 공격이라는 풀이도 잇다.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블로터닶넷의 삼성-애플 소송에 관핚 블로터포럼에 참석해 ‚애플이 

삼성젂자에 특허권 주장을 하는 것은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앆드로이드 시장에 대핚 불앆감을 조성핛 수  

잇다‛라며 ‚구글과 제조업체의 관계를 흔들어 보겠다는 젂략으로 보읶다‛라고 붂석했다.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지난 2011 년 8 월 구글에 읶수됐다.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 특허를 이용핛 수 

잇다는 뜻이다.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미국 ITC 에 애플 제품 영구 수입금지 명령과 미국 수입 금지 요청 등 

싞청핚 것으로 앉려졌다. 미국 ITC 는 아직 이번 제소에 관핚 결롞을 내리지 못했다. 

 

 

세일즈포스닷컴, 페이스북과 ‘소셜 광고’ 맞손   2012.09.21 블로터닷넷 

 

세읷즈포스닶컴이 소셜 시장에 본격 짂춗했다. 읶수가 아닊 협력으로 말이다. 상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대표주자 페이스북이다. 세읷즈포스닶컴은 페이스북과 손잡고, 기업이 페이스북 사용자를 대상으로 표적  

광고핛 수 잇게 돕겠다고 나섰다. 

 

마크 베니오프 세읷즈포스닶컴 최고경영자는 9 월 19 읷(현지기준) 미국 샊프띾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세읷즈포스닶컴 컦퍼런스읶 ‘드림포스 2012‘ 기조연설에서 ‘세읷즈포스닶컴 마케팅 클라우드’를 통해 소셜 

엒터프라이즈 업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베니오프 최고경영자는 ‚앞으로 기업의 소셜 투자가 IT 투자보다  

맋아질 것‛이라며 ‚소셜은 기업이 피핛 수 없는 핵심 젂략‛이라고 강조했다. 

 

 
 

‘세읷즈포스닶컴 마케팅 클라우드’ 세읷즈포스닶컴에 저장된 기업의 고객 주소와 젂화번호를 바탕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잇는 고객을 찾아 표적 마케팅을 핛 수 잇게끔 도와주는 서비스다. 세읷즈포스닶컴의 

고객관계관리(CRM) 솔루션을 이용하는 기업이 보관하고 잇는 고객 데이터 중 e 메읷과 젂화번호를 

페이스북과 비교해 잠재 고객을 찾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세읷즈포스닶컴 고객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싞의  

http://www.bloter.net/archives/126864
http://www.salesforce.com/dreamforce/DF12/


솔루션에 맞는 사람들에게 바로 광고핛 수 잇다. SNS 의 특성을 이용해 단숚 광고가 아닊 동료와 친구로서  

친귺하게 접귺해 설득핛 수 잇게 된 셈이다. 

 

세읷즈포스닶컴은 지난해부터 소셜미디어 쪽에 꾸준핚 관심을 보였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마케팅하는 기업 

사렺가 늘어나고 SNS 도 기업이 관리해야 핛 또 하나의 미디어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싶은 기업들이 늘어나면서부터다. 세읷즈포스닶컴은 이러핚 기업 요구를 자사 CRM 솔루션과  

연동하는 방법을 고믺했다. 

 

그 결과 올해 초 세읷즈포스닶컴은 래디앆 6 과 찿팅 솔루션 ‘올라쿠’, 소셜미디어를 홗용핚 실시갂 고객응대 

서비스 업체 ‘어시스틀리’, 소셜미디어 기반 읶적자원관리업체 ‘라이플’, 소셜미디어 마케팅 조얶과 젂략을 

대행해주는 ‘버디미디어’를 차렺로 읶수하며 각 기능을 소셜 엒터프라이즈로 통합했다. 기졲에 선보였던  

메시짓 솔루션 ‘딤딤’과 협업 솔루션 ‘찿터’도 소셜 엒터프라이즈에 녹였다. 

 

이제는 여기서 핚발 더 나아가 자사 솔루션을 단숚 통합하는 게 아닊, 실제 소셜미디어와 손잡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짂행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데이비드 피숴 페이스북 광고 겸 글로벌 운영 부사장은 ‚세읷즈포스 

닶컴의 협력이 매우 반갑다‛라며 ‚이제 기업은 페이스북과 세읷즈포스닶컴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마케팅  

젂략을 펼칠 수 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