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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 세계 IT 시장 전망 - IDC

< 주요 내용 >

◈ IDC는 ‘2008년 연례전망보고서(Annual Look)’ 중 하나인 10대 IT 시장 전망 

보고서(The Post-Disruption Marketplace Takes Shape)를 발표(2007.12)

  - ① 미국 시장 내 불안으로 인한 전 세계 IT 지출 증가세 저하,  ② IT 공급

업체, 고성장 신흥시장(BRIC+9)에 집중할 듯, ③ 주요 시장 선도 기업, 

“모든 것의 서비스화”에 적극 참여, ④ 애플리케이션 어플라이언스 솔루

션 활성화 될 것, ⑤ “웹 가젯”의 홍수로 인해 모바일 인터넷 확장 일어날 

듯, ⑥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가치 확대를 위해 오픈 인터넷 참여 및 커뮤

니티 활용에 동참할 듯, ⑦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 분

석 기술의 등장, ⑧ 주요 IT 및 통신 기업들간 정체성, 제품/서비스 및 고객

의 차이가 점점 모호해질 듯, ⑨ 통신, 위치기반 서비스, 친환경 IT의 활성

화, ⑩ 2008년 IT 분야 주요 인수대상 기업 후보 

◈ IDC는 2007년 IT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Hyper-Disruption 적인 변화양상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 후 2008년에는 IT 분야의 Post-Disruption  

Marketplace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 

글로벌 심층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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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o IDC는 ‘2008년 연례전망보고서(Annual Look)’ 중 하나인 10대 IT 시장 

전망 보고서(The Post-Disruption Marketplace Takes Shape)를 발표

(2007.12)

  o IDC에 따르면 2008년에는 소프트웨어, 서버, 네트워크, 통신 및 반도체 

분야의 주도 기업 중 일부가 비즈니스 모델 및 제품/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

  o IDC는 2008년에는 4개의 주요 Disruption 현상이 IT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

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

   - 주요 현상으로 신흥 시장의 전략적 추구, 인터넷 활용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커뮤니티 기반 가치 창출, 전문화 솔루션 대량 개발 등

◆ 전 세계의 2008년 10대 IT 시장 전망

  ① 미국 시장 내 불안으로 인한 전 세계 IT 지출 증가세 저하

   o 경제적 불확실성 및 경기 하락의 위험으로 미국 및 여타 지역에 있어서의 

IT 투자 증가세가 꺾일 것이며, 결과적으로 2008년 전 세계 IT 시장 성장률은 

2007년 6.9%에서 5.5%~6.0% 정도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이는 미국 내 IT 지출이 2007년 6.6%에서 3~4%로 저하될 수 있다는 위험

요인에 따른 것

   o 이에 2008년 서비스 분야 지출 성장 둔화(6.3%), SW 분야 지출 저하

(8.5%) 및 HW 분야 성장률은 1%로 저하(5.7%) 될 것

  ② IT 공급업체, 고성장 신흥시장(BRIC+9)에 집중할 듯

   o 2008년 전 세계 IT 지출의 성장세 둔화 전망에 따라 주요 IT 기업들은 고

성장 신흥 시장에 집중하며 다음 2개 핵심 영역 투자를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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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평균보다 2~3배 빠르게 성장하는 브릭스(BRICs) 및 9개 중요 

국가들(멕시코, 폴란드, 터키, 베트남,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UAE)로 대표되는 신흥 시장

      - 브릭스 국가들의 IT 지출은 2008년 총 16% 성장해 1,150억 달러에 이를 것

      - 2007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2011년 IT 지출규모를 전망해보면 브릭스

+9개국은 거의 EU에 맞먹는 금액을 순 지출 기준으로 IT에 투자할 것

이며, 성장세는 EU의 2배를 상회할 것

    ▷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및 개도국을 통틀어 8~10%씩 성장하는 중소기업 부문

      - 2008년에는 중소기업 대상 사업에 IT 인프라 업체,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SW 업체, IT 서비스 및 비즈니스 서비스 외주업체, 통신업체들에 

더욱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 아울러 Google, eBay, Apple 등 주요 소비자 대상 기업들과 케이블 

시스템 사업자들 및 기타 기업들이 전통적인 IT 기업들과 함께 중소기업

시장 투자를 확대할 전망

  ③ 주요 시장 선도 기업, “모든 것의 서비스화”에 적극 참여

   o 중소기업을 포함한 IT 산업 시장 리더들은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인텔리

전스, 서버, 스토리지, 이미징, 프린팅 등과 같은 핵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배포 모델을 활용할 것임

   o 2008년 IBM, MS, Google, Cisco 등 주요 기업들은 온라인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것 

  ④ 애플리케이션 어플라이언스 솔루션이 활성화 될 것 

   o 제품의 솔루션화를 향한 산업 트렌드가 촉진되어 IT 기기 공급자들은 고객의 

채택을 단순화시켜줄 패키지 애플리케이션 기기들을 제공하기 위해 애플리

케이션 벤더들과 제휴가 증가할 것임

  ⑤ “웹 가젯”의 홍수로 인해 모바일 인터넷 확장 일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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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pple의 iPod Touch, Amazon의 Kindle의 뒤를 이어 2008년에는 새로운 

종류의 가젯들이 노트북 PC 및 스마트폰 사이의 간극을 채워줄 것이며, 이러한 

가젯들은 위치 기반 서비스의 가속화 및 온라인 시장의 급진적 변화를 주도

   - 새로운 웹 가젯을 출시한 업체로는 Asus, Qisda(구 BenQ), Compal, 

Electrobit, MS, Apple 등 주요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될 것

   o 또한 Intel도 신형 초절전 Intel 아키텍처 플랫폼을 활용해 모바일 인터넷 

성장추세에 편승하고 전통적인 PC 및 서버시장을 초월해 OEM을 통해 사업

을 확대하고자 웹 가젯 부문에 투자할 것

  ⑥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가치 확대를 위해 오픈 인터넷 참여 및 커뮤니티 활용에 동참할 듯

   o 웹 가젯, Google의 Android 및 개방형 휴대기기 연합(Open Handset  

Alliance)같은 개방형 개발 노력 등을 통해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자사의 네트워크를 모든 기기 및 애플리케이션에 개방

    - 이에 2008년에는 모든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모든 기기 및 애플리케

이션에 이동통신망을 개방하게 될 것 

   o 이러한 현상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자사 고객, 요금 수준, 실질적인 

부가가치 등에 대해서 재검토를 실시하여 자사의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⑦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 분석 기술의 등장

   o 2008년 소셜 네트워킹 및 협업 인프라의 구축이 개인 및 기업 부문에서 

가속화될 것

    - 이미 Facebook, Orkut, Twitter 및 기타 기업들이 IBM, MS, Cisco, 

EMC 오픈 텍스트, BEA 및 기타 주요 기업들과 웹 2.0 정보 창출 및 공유 

환경을 추진하고자 협엽하거나 진행중에 있음

   o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의 갑작스런 팽창으로 나타난 엄청난 규모의 

체계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생겨날 것이며, 이로 인해 텍스트 분석, 정서 추출, 

군중의 지혜 등을 추출하기 위한 관련 기술들을 결합한 “Eureka 2.0" 

소프트웨어가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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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분야의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는 Lexalytics, Clear Forest, Connexor, 

Cymfony, Biz360, Attensity, Attenex 및 Recommind등이 있음

  ⑧ 주요 IT 및 통신 기업들간 정체성, 제품/서비스 및 고객의 차이가 점점 모호해질듯

   o 2008년 산업부문 및 공급업체간 경계가 무너지고 충돌이 가속화될 것

    - Salesforce.com이 자사의 정체성을 “주문형 비즈니스 서비스”제공기업으로 

2007년 변경한 것처럼 Oracle, MS, SAP 및 IBM 등 비즈니스 애플리케

이션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서비스화 플랫폼에 비즈니스 서비스를 추가하고 

있음

  ⑨ 통신, 위치기반 서비스, 친환경 IT의 활성화

   o 미국 내 통신업체들, 소비자 대상 VoIP 확대 전망

    - 유선 전화 시장에 케이블 업체들이 성공적으로 진출함에 따른 대응책으로 

통신업체들은 소비자 대상 VoIP 서비스를 적극 확대할 것

   o 2008년은 다양한 분야에서 위치기반 서비스가 확산될 전망 (예 : 소셜 네트

워킹, 네비게이션, 지역 검색, 영업용 차량 관리 등)

   o 친환경 IT 

    - 2008년에는 에너지 절약, 공간절약, 자재절약, 규제적합 제품 등 친환경 

IT 제품들이 출시 될 예정이며, EU는 탄소배출거래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예정

  ⑩ 2008년 IT 분야 주요 인수대상 기업 후보

   o 위의 전망들을 기반으로 IDC는 2008년 IT 분야에서 인수합병이 필요한 기업

들을 분석

    - Intuit, 브라질의 TOTVS 및 Datasul, 러시아의 1C 및 Kaspersky Lab, 

인도의 ICICI Infotech, Tally 및 Ramco 그리고 중국의 Kingdee, 

UFIDA, Genersoft 및 New & Grand 등이 이에 포함

    - 또한 TeleNav 및 Networks in Motion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회사들을 포함한 위치기반 애플리케이션 회사들이 2008년 인수대상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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