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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제조서비스업수익성,非ICT기업보다나빠
ICT제조업체,비ICT기업영업이익률보다0.6%낮아

ICT기업중 마이너스 영업이익률기록한기업25.3%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비

ICT 기업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

다.

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행하는

온라인 보고서 2017년 기업활동조사로

살펴본 ICT기업의특성 (정혁중앙대경

제학부 교수)에 따르면 ICT 제조업체

671곳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2%로 비

ICT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1.8%보다

0.6%포인트낮은것으로나타났다.

ICT 서비스업체 961곳의평균영업손

실률은 0.7%였다.

이는정교수가통계청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MDIS)로추출가능한기업총 1

만2천232곳을분석한결과다.

영업이익률은기업영업활동자체의업

적을평가하는수익성지표다.

특히 ICT산업가운데 마이너스 영업

이익률을낸기업이25.3%인 371곳이나

됐다.

ICT 제조기업의평균영업이익은 846

억7천만원으로 비ICT 산업 평균(136억

원)을넘어섰지만, ICT서비스기업의평

균 영업이익은 67억원으로 이를 밑돌았

다.

ICT제조업의평균매출액은5천294억

3천만원으로, ICT서비스기업의평균매

출액(1천226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비

ICT산업의평균매출액은2천316억원으

로집계됐다.

ICT 제조업의 평균 자산규모는 6천

314억원으로, ICT 서비스업(1천925억5

천만원)보다많았다.

ICT산업의평균유형자산규모는 1천

194억6천700만원으로비ICT산업(741

억4천400만원)을웃돌았다.

평균 무형자산도 164억1천200만원으

로비ICT산업(51억7천만원)을크게앞

질렀다.

/박은진기자pej269400@

이마트24, 모바일어플리케이션

리뉴얼… 고객편의강화

이마트24는지난 7일모바일애플리케

이션을리뉴얼했다고밝혔다.

사용자편의를위해홈화면에서모든

서비스가한눈에들어오도록한게이번

개편의특징이다.

이마트24는특히 24콘 , 출첵 , 룰렛

이벤트 , 2+1득템 등신규서비스를추

가했다.

24콘에서는모바일앱에등록된상품

의개별상품권과금액권을구매또는선

물할수있다.

출첵은모바일앱에10회출석할때마

다 500원권 e쿠폰(500원권)을 증정하

고, 룰렛 이벤트는 이마트24 매장에서

모바일앱통합바코드로할인또는적립

한고객을대상으로경품을제공한다.

2+1득템은일반상품을 2+1에구매

할수있는서비스로, 7월은빼빼로3종이

대상이다.

이번개편은또결제수단으로페이코

(PAYCO)도추가해고객의결제편의성

을높였다.

이마트24는 현재 6만명의앱회원수

를연내 20만명까지늘릴계획이다.

가속기 의료빅데이터 VR이끌인재양성

4차산업혁명시대주요기술개발이가

속기의료빅데이터가상현실을이끌젊은

인재를기르기위해준정부기관과대학이

힘을모은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구재단)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를위한산학연계인력양성사업을추진

한다고8일밝혔다.

올해처음시작하는이사업은기능지

구안에있는고려대(세종) 충북대(충북

청주) 남서울대(충남 천안)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고려대세종캠퍼스에서는의료용양성

자선형가속기와초전도중이온가속기

전문인력을교육한다.

가속기학과에서다음달중가속기여

름학교를여는한편내년 2월국내외학

생을대상으로한아시안초전도가속기

스쿨을마련할계획이다.

충북대는의생명과학경영융합대학원에

서재학생을대상으로보건의료빅데이터

분야를가르친다.

임상시험빅데이터를활용한의약품연

구개발동향분석플랫폼기획과스마트

임신체외진단기기신제품개발전략수

립과제등을수행할방침이다.

남서울대첨단디지털가상증강현실센

터는이달말부터 약 4주 동안 가상현실

(VR) 증강현실(AR) 분야 교육을 시행

할예정이다. /김태엽기자esaca@

과기부, 빅데이터플랫폼 센터

구축사업 2차공모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부터 8월 8

일까지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데이터의

생산수집분석유통등전체과정을지원

하는 빅데이터플랫폼센터구축사업 2

차공모를한다고지난 7일밝혔다.

올해부터 3년간총 1천516억원을투입

해기관별빅데이터센터100개소와이와

연계된분야별빅데이터플랫폼10개소를

구축한다.

올해에는 2차례에 걸쳐 640억원 규모

로사업을추진한다.

빅데이터플랫폼은공공과민간이협업

해주요분야별로빅데이터센터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분석유통하고 혁

신서비스를발굴확산하는등데이터생

태계조성에주력하게된다.

빅데이터센터는수요기반의활용가치

가높은양질의데이터를기관별로생산

구축하고플랫폼을활용해개방공유하는

체계를마련한다.

1차공모에서분야별빅데이터플랫폼

10개소와 이와 연계된 80개소의 빅데이

터센터가운데금융통신분야등총 10

개플랫폼과 72개센터를최종적으로확

정했다.

LG전자가 LG울트라페스티벌 행사의일

환으로,미국인텔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와함께 AI드론경진대회를개최한다고8일밝혔다. /LG전자제공

LG전자, AI드론경진대회 개최

정부는 5G(세대) 초연결시대에예상

되는보안위협에대응하고자스마트공장

등핵심서비스별보안진단과보안모델을

개발보급하기로했다.

과기정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이종걸 의원노웅래 의원윤상직 의원과

함께 8일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5G시대스마트제조혁신과융합보안 세

미나를열어이같은계획을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융합보안핵심인재를양

성하고자융합보안대학원을확대할계획

이다.현재융합보안대학원은고려대(스

마트공장), KAIST(스마트시티), 전남

대(에너지신산업)에설치돼있다.

스마트공장확산사업의주무부처인중

기부는 스마트공장확산전략에서△중

소제조업50%스마트화공장혁신△제조

혁신구축산단혁신△사람중심일터문화

혁신△민간지역중심상시혁신) 등 4가

지추진방향을발표하면서스마트공장을

활용한제조혁신을강조했다.

보안전문기업인SK인포섹은제조시설

이사이버공격으로큰피해를본사건들

이발생하고있다면서기존의보안가치

를 뛰어 넘는 초(超)보안을 강조하며,

스마트공장에적용할보안기술을상세히

설명했다. /차은혜기자asia1@

5G시대보안강화 보안진단 모델개발

삼성갤럭시M2015일출시…8일사전판매

밀레니얼세대겨냥 가성비폰 ,가격22만원

삼성전자는밀레니얼세대를겨냥한

가성비폰 갤럭시M20을삼성닷컴,G

마켓,옥션등오픈마켓에서15일출시

한다고8일밝혔다.

온라인 전용 자급제 모델로 출시되

며, 가격은 22만원이다. 색상은 차콜

블랙한가지다.

삼성전자는공식출시에앞서 8일부

터 7일간패션전문온라인스토어 무

신사에서 갤럭시M20 사전판매를 진

행한다.

삼성전자와무신사는사전판매를기

념해밀레니얼세대가즐겨찾는비바

스튜디오,키르시,크리틱,마크곤잘레

스등패션브랜드와협업해제작한갤

럭시M20전용스페셜패키지도판매

한다.

갤럭시M20은 삼성전자가 올해 초

중저가폰라인업을다듬으며새로선보

인갤럭시M시리즈라인업중하나다.

2월인도에서먼저출시됐다.

6.3인치 물방울 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800만화소전면카메라와 1

천300만 500만화소후면듀얼카메라

를장착했다.

5천mAh에달하는대용량배터리용

량이특징이다.안면과지문인식,삼성

헬스를지원한다.

/김슬기기자clem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