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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문

본 연구는 국내 IT 스타트업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정
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분석방법론을 정립하고, 정립된 방법론하에서 대표적
대기업 대상의 정보분석 실시하여 보고서로 정리하였다. 분석대상 대기업은 최
근 국내외 스타트업에 대해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SK텔
레콤으로 설정하였다.
삼성전자는 최근 AI 기술에 전문성을 확보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활발
히 인수합병 추진중이며, 연구개발 조직의 변화를 통해 AI분야 연구에 대한 전
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던 인공지능
서비스인 ‘빅스비’를 발전시켜 삼성전자의 다양한 제품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서
비스 개발 및 이용에 있어 개방성을 확대하여 AI 플랫폼으로 성장시키는 방향
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자율주행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협력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영상인식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개발
조직

또한

Electrical

&

Electronics

연구소를

2018년에

신설하여

자율

주행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로드맵을 설정하
여, 2021년까지 독자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2025년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물리보안 분야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활발히 추진중
이며, 양자암호통신을 활용한 정보보안 분야 기술 개발 및 인수합병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SK텔레콤은 향후 자사가 보유한 다양한 통신/네트워크 기술 및 정
보보안 기술과 인수합병을 통해 확보한 물리보안 역량을 결합하여 융합보안 분
야로의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Security 기술원을 신설
하여 융합보안 분야 연구개발 역량 또한 강화하였으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또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 ‘스타트업’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진출하는 신생 기업으로써, 지속적 성장을 위해 투자유치 및 엑싯을 통해 성장함
□ 성공적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쟁기업 동향파악을 통한 사업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나, 국내 대부분 스타트업에서는 스스로 동향파악 및 사업전략 수립에 한계를
갖고 있음

¡ 대부분 스타트업체는 한정된 투자금을 제품/서비스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업계동향 파악
및 사업전략은 업체별 한정된 인원(CEO, CFO, CTO)이 담당함

¡ 미국의 경우 ‘CB Insight’와 같은 우수한 정보제공 채널이 구축되어 있으나, 국내의 경우
플래텀, 벤처스퀘어와 같은 채널을 통해 파편적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 사실상 스타트업의 사업전략 수립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타트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T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객관적 사실정보(공시자료, 특허정보 등) 기반의 사업전략 분석 보고서를 작성함

2. 연구의 목표
□ 본 연구에서는 국내 IT 스타트업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분석방법론을 정립하고, 정립된 방법론 하에서의 대표적 대기업 대상 정보분석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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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수행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스타트업 전략분석 보고서 작성 방법론 마련
□ (목표) 스타트업 사업전략 수립 시 요구되는 정보를 정의하고 정보 확보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분석보고서 작성 체계 마련
□ (범위) 근거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정량/정성), 결과해석 (관점)방법 정의
□ (내용) 전문가 인터뷰 및 해외 유사 분석보고서 벤치마킹 기반 브레인스토밍

¡ 스타트업 전략 담당자 대상 사업전략 수립 시 핵심고려 사항, 사업전략 수립 시 참고하는
정보, 사업전략 수립 방법 등에 사항 조사

¡ 해외 유사 분석보고서 벤치마킹을 통한 조사대상 정보 정의
나. 주요 대기업 대상의 비즈니스 조사 분석 실시
□ (목표) 새롭게 마련된 ‘전략분석 보고서’를 실제 작성함으로써 보고서 작성방법의 실행력을
제고하며, 국내 IT 스타트업 대상 분석보고서 제공
□ (범위) 국내 IT 주요 대기업(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 카카오 이상 4사)
□ (내용) 스타트업 전략분석 보고서 작성 방법론에 따른 실제 조사 실시

¡ 조사대상 기업의 사업분야 개관, 연도별 투자/M&A 현황, 조사대상 기업 보유 특허분석,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현황 등

¡ 제안사 구매 이용 중인 특허 DB, 시장동향보고서, 증권사 분석보고서 등을 조사
다. 조사 분석 내용을 토대로 스타트업 전략 수립 시 시사점 도출
□ (목표)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전략적 지향점 제시
□ (범위) 스타트업 사업분야는 용역 착수 후 협의하여 결정
□ (내용) IT 분야 스타트업 전략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전략방향 제시

¡ 대기업 매각, 대기업과 경쟁, 스타트업간 연계, 사업포기 등 전략방향 제시
¡ 사업분야별 전략방향에 따른 지향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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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수행 방법 및 추진 전략
가. 연구준비
□ 방법

¡ ㈜날리지웍스에서 준비한 가설적 전략분석 방법론과 예시적 조사결과 작성
¡ 특허청 연구 담당자 검토 및 논의를 통해 연구용역에 관한 구체적 요구사항 파악
¡ 파악된 구체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 연구계획 수립
□ 주안점

¡ RFP 및 제안평가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가설적 분석방법론 및 전략
분석 실시

¡ 가설적 전략 분석 시 실제 참고할 자료원(특허 DB, 공시자료, 증권사 분석보고서 등)을 실제
활용해 봄으로써 용역의 실제 수준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참고자료
¡ 특허 DB(Wisdomain DB), 전자공시시스템, 기업분석보고서(네이버금융, Marketline 등)

나. 비즈니스 전략분석 방법론 개발
□ 방법

¡ 스타트업 인터뷰를 통해 조사항목 및 분석관점 조사
- 국내 IT 분야 스타트업 전략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요구되는 항목 확인
- 시드라운드, 시리즈A, 시리즈B 단계별 투자 유치 성공 IT 스타트업 대상
- 기업별 사업전략/기획 담당, 투자유치 담당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 해외 스타트업 대상 분석보고서 검토를 통해 조사항목 및 분석관점 조사
- 미국 ‘CB Insight’ 주요 대기업에 관한 조사·분석 내용 리뷰
□ 주안점

¡ 조사 대상 항목 파악과 더불어 의미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까지 파악하도록 함
¡ 추후, 인터뷰 대상자 대상으로 분석보고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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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벤처스퀘어(Venturesquare) 제공 스타트업 투자정보 (2017년, 2018년)
¡ 스타트업 전문가(스타트업 전략담당) 인터뷰 결과
¡ CB Insight 홈페이지 및 분석보고서
다. 국내 IT 대기업 대상 비즈니스 현황 조사
□ 방법

¡ 조사대상 기업별 공시자료(사업보고서) 검토를 통해 사업개요 및 사업전략, 연구개발 현황 및
동향을 파악
- DART(전자공시스템)에 등록된 조사대상 기업의 최신 ‘사업보고서’ 조사
- ‘I. 회사의개요’, ‘II. 사업의내용’, ‘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중심으로 사업분야
파악, 연도별 투자 및 M&A 동향, 연구개발 현황 등을 파악
- 세부 분야별 사업(제품/서비스)내용, 세부 분야별 매출 동향 등을 조사
- 연구개발 조직 구조,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주요 실적 조사

¡ 특허 DB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 기업의 기술구성 및 연구개발 방향을 검토
- Wisdomain DB 활용한 조사대상 기업별 특허현황 조사 및 전망 분석
- 조사대상 기업 보유특허(자체개발/매입/라이센스)에 관한 시계열 변화, 출원국, ‘핵심
키워드(ThemeMap)’ 분석 등을 실시

¡ 조사대상 기업별 분석보고서(MarketLine), 조사대상 기업이 포함된 산업별 동향보고서(Frost
& Sullivan) 검토를 통해 최근 사업동향을 파악
- 조사대상 기업별 최근 투자 및 M&A 실적 조사
- 조사대상 기업에 관한 환경변화(SWOT 관점) 사항 조사

¡ 조사대상 기업에 관한 국내외 뉴스 검토를 통해 최근 사업동향을 파악
- 조사대상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계획 및 현황에 관한 뉴스 조사
- 조사대상 기업의 외부인력 유치에 관한 뉴스 조사
- 기타 조사대상의 향후 전략방향 예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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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안점

¡ 특정인(해당 기업 소속 직원, 전문가 포함)의 견해 중심의 조사는 지양
¡ 가치중립적인 Fact Data 중심의 조사를 통해 일관된 조사품질 유지
□ 참고자료

¡ Wisdomin DB(특허), DART(기업공시스템), MarketLine(기업별 분석 보고서), Frost &
Sullivan(산업동향보고서), 네이버금융정보(기업별 증권사 분석 보고서), 국내외 일간지
(기업별 뉴스), NTIS(기업별 정부연구개발 참여 동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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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삼성전자
제1절 기업 개요 및 사업 현황
1. 기업 개요 1)
□ 삼성전자는 가전제품 제조기업으로 설립되어, 반도체 ∙ 이동전화 사업으로의 확장을 통해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제조기업으로 성장함

¡ 회사명칭
- [국문] 삼성전자주식회사, [영문] Samsung Electronics Co., Ltd.

¡ 기본정보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 [전화번호] 031 – 200 – 1114
- [홈페이지] https://www.samsung.com/sec

¡ 대표이사 및 지분율
- 김기남(0.0%), 김현석(0.0%), 고동진(0.0%)

¡ 주요연혁

[그림 1] 삼성전자 주요 연혁
1) 삼성전자㈜ 2018년도 3분기 분기보고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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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부문 2)
□ 삼성전자는 CE 부문(가전), IM 부문(스마트폰∙노트북), DS 부문(반도체∙디스플레이) 및
2017년 인수한 HARMAN 부분(차량 전장 ∙ 음향기기)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됨

¡ CE 부문은 가전제품 생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TV,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있음

¡ IM 부문은 스마트기기 생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휴대전화,
네트워크시스템, 컴퓨터 등이 있음

¡ DS 부문은 메모리 반도체 사업, System LSI 사업, Foundry 사업, Display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모바일 AP, 카메라 센서칩, 디스플레이 등이 있음

¡ HARMAN 부문은 차량용 전장 제품 및 음향 제품의 생산 ·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그림 2] 삼성전자 사업 부문

2) 삼성전자㈜ 2018년도 3분기 분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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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부문별 재무 현황 3)
□ 주요 사업부문인 IM 부문의 매출액 및 수익성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감소 추세로, 향후 AI
기능 강화 통한 제품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화 요구됨

¡ CE 부문은 가전분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 추세이나, 초대형/초고화질
TV, 프리미엄 생활가전 분야 제품 강화를 통해 성장 모색 중임

[그림 3] 삼성전자 CE 부문 매출액 및 영업이익
¡ IM 부문은 중국 기업의 스마트폰 시장 진입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심화로 매출액이 감소
추세이나, Flagship 제품 차별화 확대 및 AI/IoT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을 모색 중임

[그림 4] 삼성전자 IM 부문 매출액 및 영업이익
3) 삼성전자 각 년도별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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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 부문 반도체 사업은 클라우드 시장 확대(서버용 제품 판매 증가), 스마트기기
고성능화(고용량화∙고성능카메라) 등으로 매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설비투자 및 수율
향상으로 시장 수요를 대응할 전망임

[그림 5] 삼성전자 DS부문 반도체 사업 매출액 및 영업이익
¡ DS 부문 디스플레이 사업은 스마트폰/TV 고화질화로 OLED 판매 증가 추세이나, LCD
분야는 최근 업계 내 생산 Capa. 확대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6] 삼성전자 DS 부문 디스플레이 사업 매출액 및 영업이익
¡ HARMAN 부문은 2017년 인수하였으며, 해당 년도 매출액은 7조 1,26억 원, 영업이익은
574억 원(0.8%) 수준임

- 9 -

제2절 연구개발 조직 및 인수합병 관련 동향
1. 연구개발 조직 현황 4)
□ 삼성전자는 SET 부문5)의 연구개발 조직을 삼성리서치로 통합하고, 산하에 AI센터를 설립하여
해당분야 연구를 강화함

¡ 2017년 11월 이전의 연구개발 조직은 부문별 독자적 연구조직을 보유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을 수행함
- (DMC연구소) Digital Media & Communication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차세대
통신기술, S/W 플랫폼 등을 연구
- (소프트웨어센터) 데이터의 연결성을 활용한 데이터의 자산화를 위한 연구기관

¡ 2017년 12월 삼성리서치를 출범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AI관련 연구역량을
집중하는 형태의 연구개발 조직으로 변화함
- (삼성리서치) SET 부문의 선행연구를 담당하는 DMC 연구소와 소프트웨어 센터를
통합하여 설립한 연구기관
- (AI센터) 한국, 영국, 캐나다, 러시아, 미국 등 5개국에 AI분야 전문 인력 및 산학 협력을
바탕으로 AI 연구를 수행

[그림 7] 삼성전자 연구개발 조직 변화 동향

4) 삼성전자 연구개발 조직 관련 보도자료
5) 가전, 스마트폰 등 완성품 제조 부문을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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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및 시설/설비 투자 6)
□ 삼성전자의 연간 연구개발 투자는 약 17조원(2017년 기준) 규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3%
증가하였으며, 시설/설비 투자는 최근 평택 반도체 생산시설 신규 확충으로 급격히 증가함

¡ 최근 5년간(2013년 ~ 2017년) 삼성전자 연구개발 투자는 연평균 3.3% 증가함

[그림 8] 삼성전자 연구개발 투자 규모
¡ 시설/설비 투자는 2013년 ~ 2016년 동안 연평균 2.4% 증가하였으나, 2017년 경기도 평택의
반도체 생산시설 신규 확충으로 투자규모가 급격히 증가함

[그림 9] 삼성전자 시설/설비 투자 규모

6) 삼성전자 각 년도별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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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인수합병 동향 7)
□ 삼성전자는 최근 AI 기술 전문성을 확보한 스타트업 대상의 인수합병을 활발히 추진 중임

¡ 2016년 비브랩스, 2017년 플런티, 2018년 케이엔진 등 인공지능 관련 기업을 지속적으로
인수하고 있음

¡ 사물인터넷 및 클라우드, 네트워크 관련 서비스 기업의 인수합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10] 삼성전자 주요 인수합병 동향

7) 삼성전자 인수합병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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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최근 주요 사업 동향
1. 주요 기술에 대한 이해
□ 삼성전자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인수합병 및 연구개발 조직 개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자체 연구를 강화하고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은 기술진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어 고정된 정의를 할 수 없으나,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총칭하고 있음

¡ 인공지능 개념은 1956년 처음 등장하여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맞춰 진화 발전하고
있음
- 1956년 처음 등장하여 사람처럼 외부 정보를 인식, 학습, 추론, 행동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 진행
- 1970년대 대부분 지식을 IF, THEN 형태로 표현
- 1980년대 신경회로망 등장으로 기계학습 분야 발전하였으나 컴퓨팅 인프라 한계로 정체
- 2000년대 중반 딥러닝 등 학습 알고리즘 개선과 컴퓨팅 파워 개선으로 비약적 발전

[그림 11] 인공지능 기술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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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술은 ‘사고X행동’, ‘인간중심X합리성’ 관점에서 4가지로 인공지능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음
- 인공지능 초창기 연구는 대체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룸
- 최근 신경회로망, 딥러닝 기반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으로 진화

¡ 인공지능 기술은 기술진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어 고정된 정의를 할 수는 없으나,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음

[그림 12]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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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술은 ‘학습지능’, ‘추론/표현지능’, ‘음성인식/이해지능’, ‘시각지능’ 4개 지능을
구현하는 기술로써 최근 딥러닝을 기반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음

¡ 학습지능은 기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패턴들을 감지하고 추정하는 기술로 기계학습과
강화학습 두 가지 알고리즘 존재
- 과거에는 사람에 의해 학습할 데이터가 제공되는 기계학습 위주로 발전함
- 최근에는 인공지능 자체가 현재 환경에서 보상 극대화를 지향하는 강화학습 위주로
발전하고 있음

¡ 추론/표현지능은 기계가 아는 것, 들은 것을 저장하고 질문에 대답하거나 새로운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장된 정보를 사용하는 기술로 대표적 서비스로’ 챗봇’이 상용화 되어 있음
- 딥러닝 등장과 함께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 과거 추론 엔진은 인간 개입이 상당 수준 필요 하였으나, 최근 딥러닝 기반 추론 엔진은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조합하는 수준임

¡ 음성인식/이해지능은 기계가 대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인간이 일상적 사용하는
언어를 기계적으로 분석하여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자연어처리 기술이
대표적 기술임
- 음성분화 역시 딥러닝 기반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음
- 이종 언어간 변억도 기존 통계 기반 SMT에서 인경신경망 기반 NMT 번역으로 발전함

¡ 시각지능은 사물을 인지하고 시공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직관적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과 심층적 사고에 의한 인지 능력으로 구분
- 딥러닝 등장 이후 행동 인식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은 상황임
- 국내에서는 국가 프로젝트로써 ‘딥뷰’가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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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 관련 동향
□ 삼성전자는 2016년 부터 인공지능 관련 자체연구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외 주요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과 투자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8)

[그림 13] 삼성전자 인공지능 관련 최근 동향
□ 비브랩스는 AI 기반 음성인식에 강점을 보유하였으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AI 서비스 강화 및
가전 전분야로의 AI 확대 방향과의 연계성이 높아 인수하게 됨9)

¡ 설립자 : 다그 키틀로스, 아담 체이어, 크리스 브링험 (애플 음성인식 비서 Siri 개발자 들)
¡ 투자자 : Horizons Ventures, Iconiq Capital 外 개인투자자 3명
¡ 주요 연혁
- 2012 : Six Five Labs, inc. 설립
- 2014 : Viv Labs, inc. 사명 변경
- 2016.05. : 인공지능 비서 ‘Viv’ 개발
- 2016.10. : 삼성에 인수되어 자회사로 편입

8) 관련 보도자료 바탕으로 재구성
9) 관련 보도자료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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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기술 : 인공지능 비서 ‘Viv’
- 음성인식 기술, 복합적 질문에 대응
-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연동
- 외부 서비스 제공자와의 연계 용이성 보유

¡ 인수 이후 기술개발 방향
- 빅스비 2.0 출시(2017) : 스마트 TV와 연동, 자연어 인식 능력 향상
- 빅스비 소프트웨어 개발키트 공개(2018) : 외부 앱 유입으로 소비자 경험 향상 기대
- 2020년까지 모든 기기에 빅스비 탑재 : 연동기기 종류 확대(타 업체 기기 포함)
□ 플런티는 대화형 AI 기술에 강점을 보유하였으며,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서비스 ‘빅스비’의 대화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인수하게 됨10)

¡ 설립자 : 김강학, 손정훈 (카카오 데이터 분석 조직 및 LG전자 출신)
¡ 주요 투자자 : 퓨처플레이, 글로벌브레인, 이노베이스
¡ 주요 연혁
- 2015.01 : 플런티 설립
- 2015.11. : 메시징 서비스 앱 ‘플런티‘ 출시
- 2017.06. : 2017년 상반기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
- 2017.11. : 삼성전자에 인수(기술, 인력 이전)

¡ 핵심 기술 : 텍스트 기반 대화형 AI 기술
-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메시징 서비스 ‘플런티’
-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을 제작할 수 있는 봇 빌더 ‘Fluenty.ai’
- 컴퓨터가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어 기술

¡ 인수 이후 기술개발 방향
- 빅스비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

10) 관련 보도자료 바탕으로 재구성

- 17 -

□ 플런티는 자연어 기반 검색 기술에 강점을 보유하였으며,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서비스
‘빅스비’의 검색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인수하게 됨11)

¡ 설립자 : 헤이덤 엘파딜, 아스라프 엘파딜 (이집트 출신 개발자 형제)
¡ 투자자 : Sawari Ventures, 삼성벤처투자
¡ 주요 연혁
- 2008 : 케이엔진 설립(이집트 카이로)
- 2009 : 미국 실리콘밸리로 본사 이전
- 2014 : 삼성벤처투자로부터 투자 받음
- 2017 : 삼성전자에 인수

¡ 핵심기술 : 자연어 기반 검색엔진
- 인간의 두뇌처럼 기능하도록 설계
- 딥러닝(웹, 문서 등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여 지식
- 기반을 업데이트하고 확장)
- 자연어를 이해하여 답변

¡ 인수 이후 기술개발 방향
- 빅스비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

11) 관련 보도자료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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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서비스인 빅스비는 스마트폰 중심으로 적용되는 서비스를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개발 및 이용에 개방성을 강화하여 AI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자
함12)

¡ 빅스비는 광범위한 제품군 형성을 위해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 TV에서부터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장을 도모함
- 매년 5억 대 이상 판매되는 삼성전자의 다양한 제품군을 바탕으로 사용자 접점 확장
- 사용자들은 AI를 기반으로 다양한 폭넓은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 확보

¡ 또한 빅스비 개발자 스튜디오와 서비스 생태계 확장을 도모하고자 함
- 개발자 스튜디오를 활용해 더 많은 개발자의 다양한 서비스가 빅스비 플랫폼에 적용
- 추가로 유럽 5개 언어를 지원할 예정이며, 개발자들은 서비스 지원 언어를 간편하게
확장
- 사용자들이 빅스비 서비스를 검색 ∙ 이용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빅스비 마켓플래이스
오픈

¡ 최종적으로 빅스비를 AI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기고자 함
- 2020년까지 삼성전자의 모든 스마트 기기가 AI를 지원하고, 스마트싱스 클라우드로 연결
- 빅스비는 광범위한 기기, 서비스, 연어를 아우르는 AI 생태계 구축
- 사용자들의 일상에 편의성을 높이는 AI 플랫폼으로 성장

[그림 14] 삼성전자 인공지능 서비스 빅스비(Bixby) 변화 방향

12) 삼성 뉴스룸(SAMSUNG Newsroom) 보도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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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 관련 연구개발 동향
□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의 경우, 기존에는 H/W 제어 및 신호처리를 지능화 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는 연구가 수행된 반면, 최근에는 획득된 데이터를 학습하고 컨텐츠를 창출하는
알고리즘 중심의 연구로 변화함13)

¡ 2017년 이전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영상신호 처리나
전자기기 제어에 대한 지능화된 방식(사용자 의도를 사전에 예측하는) 연구가 주를 이룸

¡ 2017넌 이후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인공지능(딥러닝,
학습, 알고리즘 등)을 기반으로 사용자에 적합한 정보를 창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룸

[그림 15] 삼성전자 인공지능 연구개발 변화 방향

13) 삼성전자가 소유한 전체 특허 중 인공지능 관련 키워드(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포함된 특허를 바탕으로
Wisdomain DB를 활용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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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 Theme Map 분석 결과, 2016년까지 출원된 특허는 사용자의
기기 사용 패턴을 학습 ∙ 인식해 사전에 제안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전 행동(proactive)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
- 장치의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설치되어, 사용자의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제안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 사용자의 패턴을 검출하고 학습을 통해 진화된 제안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 다양한 장치의 지능형 제어 및 정보처리 연구
- VCR, TV의 인공지능 재생 및 녹화 방법
- 로봇, 반도체 제조설비의 지능형 제어 방법
- 배터리 잔여 수명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방법
- 의료 영상 내 병변 추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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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삼성전자 인공지능 관련 특허 Theme map(~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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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 Theme Map 분석 결과, 2017년 이후 출원된 특허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인식하고 식별하거나, 사용자 음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동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상∙이미지 인식 및 객체 식별에 대한 연구
- 객체의 이미지 정보 획득하고 네트워크의 이미지 정보와 비교하여 객체의 유형을 결정
- 영상의 유해성을 예측하고 이를 필터링 하는 방법

¡ 음성 인식 및 텍스트 처리 대한 연구
- 음성 입력을 획득하고, 획득된 음성 입력의 의미를 나타내는 인식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 발화의 문맥을 공유하여 번역을 수행하는 방법

¡ 음성 인식을 통한 수행여부 판단 및 정보 안내에 대한 연구
- 음성인식을 통해 송금 등의 과업을 수행하고 진행/결과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 사용자의 할일 목록, 이동경로 예측/안내 등의 수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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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삼성전자 인공지능 관련 특허 Theme map(2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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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사업 관련 특허 사례 14)
□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관련 주요 특허는 다음과 같음
□ [사례1] 음성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법 및 장치

¡ 출원인 및 현재 소유자
- 출원인 : 삼성전자㈜
- 현재 소유자 : 삼성전자㈜

¡ 출원 번호(출원일) 및 등록 번호(등록일)
- 출원 : KR20170132758A(2017.10.12.)
- 등록 : 미등록

¡ 대표도면

[그림 18] 음성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법 및 장치 대표 도면

14) 각 특허의 특허 명세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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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요약
- 디바이스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메모리; 음성을 수신하는 마이크로폰;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상기 음성에 따라 수신인에게 송금하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를 포함
-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수신된 음성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송금 의도를 판단하는 단계;
연락처 리스트에서 상기 수신인의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수신인의 상기 이름, 상기 연락처를 상기 음성에 포함된 금액과 함께 은행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은행 서버로부터 송금 내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송금 내역을
승인하는 단계;를 실행
- 상기 디바이스는 음성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경우, 규칙 기반 또는 인공 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수신된 음성을 분석할 수 있음
- 인공 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음성을 분석하는 경우, 디바이스는 기계 학습, 신경망
또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음성을 분석할 수 있음
□ [사례2] 텍스트와 연관된 이미지 제공방법 및 이를 위한 전자장치

¡ 출원인 및 현재 소유자
- 출원인 : 삼성전자㈜
- 현재 소유자 : 삼성전자㈜

¡ 출원 번호(출원일) 및 등록 번호(등록일)
- 출원 : KR20170148327A(2017.11.08.)
- 등록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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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도면

[그림 19] 텍스트와 연관된 이미지 제공방법 및 이를 위한 전자장치 대표 도면

¡ 특허 요약
- 딥러닝 등의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인간 두뇌의 인지, 판단 등의 기능을
모사하는 인공지능 (AI) 시스템 및 그 응용에 관련된 것
- 텍스트를 획득하는 단계 ; 획득된 텍스트에 제 1 인공지능 데이터 인식 모델을 적용한
결과와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이미지에 제 2 인공지능 데이터 인식 모델을 적용한
결과의 관련도에 기초하여, 획득된 텍스트와 연관된 적어도 하나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단계 ; 결정된 적어도 하나의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
□ [사례3] 상품을 추천하는 디바이스 및 방법

¡ 출원인 및 현재 소유자
- 출원인 : 삼성전자㈜
- 현재 소유자 : 삼성전자㈜

¡ 출원 번호(출원일) 및 등록 번호(등록일)
- 출원 : KR20180007889A(2018.01.22.)
- 등록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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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도면

[그림 20] 상품을 추천하는 디바이스 및 방법 대표 도면
¡ 특허 요약
- 딥러닝 등의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인간 두뇌의 인지, 판단 등의 기능을
모사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 및 그 응용에 관련된 것
-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의 표정 정보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디바이스 및 방법이 제공
- 디바이스가 상품을 추천하는 방법 ;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상품을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
; 디스플레이 된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표정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 획득된 사용자의
표정 정보에 기초하여, 디스플레이 된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단계 ;
결정된 사용자의 만족도에 기초하여, 복수의 상품 집합들 중 사용자에게 추천할 상품
집합을 선택하는 단계 ; 선택된 상품 집합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의 상품을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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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현대자동차
제1절 기업 개요 및 사업 현황
1. 기업 개요 15)
□ 현대모비스는 컨테이너 제조 기업으로 설립되어 완성차 제조분야로 사업을 확대하였으나, 그룹
계열사간 사업분야 조정을 통해 현재는 차량 부품 ∙ 모듈 제조 중심의 사업 추진중임

¡ 회사명칭
- [국문] 현대모비스주식회사, [영문] HYUNDAI MOBIS

¡ 기본정보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3
- [전화번호] 02 – 2018 – 5114
- [홈페이지] http://www.mobis.co.kr

¡ 대표이사 및 지분율
- 정몽구(6.96%), 임영득(N/A)

¡ 주요연혁

[그림] 21 현대모비스 주요 연혁

15) 현대모비스㈜ 2018년도 3분기 분기보고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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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부문 16)
□ 현대모비스 사업 부문은 차량 모듈 및 부품 제조사업과 차량 A/S용 부품사업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됨

¡ 모듈

및

부품

제조

사업

부문은

자동차

3대

핵심모듈인

샤시모듈,

칵핏모듈

및

프론트엔드모듈, 자동차 핵심부품, 각종 전장 부품과 전동화 부품, 운전자 보조시스템
생산하고 있음

¡ A/S용 부품사업 부문은 국내외에서 운행 중인 모든 현대·기아 자동차에 소요되는 보수용
A/S부품 공급하고 있음

[그림 22] 현대모비스 사업 부문

16) 현대모비스㈜ 2018년도 3분기 분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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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부문별 재무 현황 17)
□ 현대모비스는 핵심사업인 모듈 및 부품 제조사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해당
사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요구됨

¡ 모듈 및 부품 제조사업은 2017년 중국 물량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 환율, 국내 파업
및 신규공장 초기 비용 등으로 매출 ∙ 영업이익 감소하였으며, 해당 사업분야 수익성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그림 23] 현대모비스 모듈 및 부품 제조사업 매출액 및 영업이익

17) 현대모비스㈜ 2017 4분기 IR 자료, 2017년도 사업보고서, 2015년도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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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용 부품사업은 운행중인 차량 대수(UIS), 미주∙유럽 판매 호조 및 원가절감 활동(물류비
절감 ∙ 재고관리 효율화 등) 지속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하고 있음

[그림 24] 현대모비스 A/S용 부품사업 매출액 및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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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 조직 및 인수합병 관련 동향
1. 연구개발 조직 현황 18)
□ 2018년 1월 기점으로 기존 연구개발본부를 전문화하여 자율주행 ∙ DAS ∙ IVI 연구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전동화 분야는 별도 사업부로 독립해 사업적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

¡ 2018년 이전의 연구개발 조직은 연구개발본부 중심의 3 연구소 체제로 운영되었음
- (연구개발본부) 핵심 사업분야인 3대 모듈 및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
- (생산개발센터) 생산기술 선행검토, 연구개발본부 협업 통한 신제품 개발, 양산체제
확립을 위한 설비개발/구축, 시험생산
- (품질연구소) 개발기간 축소를 위한 선행 품질연구, 설계 품질의 조기 확보 연구

¡ 2018년 이후 연구개발본부의 전문화 및 전동화 부문의 독립성을 강화함
- (샤시/의장 연구소) 제동/조향/현가장치, 램프, 안전장치(에어백 등) 신제품 개발 연구
- (Electrical & Electronics 연구소) 자율주행, Driving Assistance System, In Vehicle
Infotainment 연구
- (전동화개발실) 독립된 전동화사업부 산하에 신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 연구

[그림 25] 현대모비스 연구개발 조직 변화 동향

18) 현대모비스㈜ 2018년도 3분기 분기보고서, 2016년도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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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및 시설/설비 투자 19)
□ 현대모비스의 연간 연구개발 투자는 약 7,700억 원(2017년 기준) 규모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6%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함

¡ 2017년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7,688억 원 수준으로, 2013년 이후 연평균 16% 성장함

[그림 26] 현대모비스 연구개발 투자 규모
¡ 시설/살비 투자는 2015년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매입으로 일회성 투자가 증가함
- 현대차 그룹 컨소시엄 총 계약금액 10조 5,500억 원 중 현대모비스 해당 분 2조 6,375억 원

[그림 27] 현대모비스 시설/설비 투자 규모
19) 현대모비스㈜ 각 년도별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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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인수합병 동향 20)
□ 현대모비스는 2012년 ~ 2015년 동안 저 부가가치 차량부품 사업부문을 축소하였으며, 최근에는
첨단 차량부품 제조사업 부문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그림 28] 현대모비스 주요 인수합병 동향

20) 현대모비스㈜ 2018년도 3분기 분기보고서, 2018년도 3분기 IR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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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최근 주요 사업 동향
1. 주요 기술에 대한 이해
□ 현대모비스는 최근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인수합별 및 연구개발 조직 개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자체 자체 연구를 강화하고 있음
□ 자율주행 기술은 다양한 첨단 센서와 상황인식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 운전자 개입 없는 차량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의미함

¡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직접 개입이 없는 차량을 의미함
- 운행 중 조향장치, 동력장치, 제동장치 등을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으며, 도로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행 가능한 차량을 의미

¡ 자율주행기술은 다양한 센서와 상황인식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기술임
- Camera, LiDAR, SONAR, Radars, GPS 등 센서로 구성–다양한 센서를 통해 입력
정보에 따라 주행경로, 속도 등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로 구성

[그림 29] 자율주행 기술
¡ 자율주행 기술은 일반적으로 5단계로 구분되고 있으며, 현재는 Mass Market 형성을 위한
준비단계라 할 수 있음21)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동화 수준과 적용 기술 내용에 따라 Level0 ~ Level4
까지 5단계로 구분
21) Frost & Sullivan,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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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Level2~3 수준으로 Level4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일반적으로 Level3~Level4가
안정적 구현 되었을 때, 유의미한 제품으로서 시장형성 가능이 예측
- 자율주행 발전에 따라 Feet-off, Hands-off, Eyes-off, Attention-off를 가능하게 하며
차별화된 기능 제공

[그림 30] 자율주행 레벨
¡ 자율주행 분야에는 다양한 타입의 카메라, LiDAR, Radars, GPS 등의 센서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22)

[그림 31] 자율주행 기술에 활용되는 다양한 센서
22) Global Autonomous Driving Market Outlook, 2018, Frost & Sull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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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자동차 기업은 자율주행 차량을 새로운 서비스로 바라보고 있으며, 수년 내 자율주행
차량은 주요 수익 창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23)

[그림 32] 자율주행 분야 주요 자동차 기업 동향 (1/2)

[그림 33] 자율주행 분야 주요 자동차 기업 동향 (2/2)

23) Global Autonomous Driving Market Outlook, 2018, Frost & Sull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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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 관련 동향
□ 현대모비스는 최근 영상인식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24)

[그림 34]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관련 최근 동향
□ 스트라드비젼은 딥러닝 기반의 영상인식을 활용한 운전자보조시스템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 방향과의 연계성이 높음25)

¡ 설립자: 포스텍 김대진 교수 및 동 대학 컴퓨터공학과 출신 대학원생들이 공동 설립
¡ 현재 대표 : 김준환(인텔이 한국 스타트업 중 처음으로 인수한 올라웍스의 공동 창업자)
¡ 주요 투자자
- 현대모비스, LG전자, 현대자동차, 글로벌브레인(日 VC)

¡ 주요 연혁
- 2014 : 스트라드비젼 설립
- 2015 : 국제 문서 분석 및 인식 학술대회 ‘문서인식경쟁’ 부문 4개 분야 1위
- 2017 : 투자 유치(LG전자, 지분율 5%)
- 2018 : 투자 유치(현대모비스, 지분율 10.5%)

24) 관련 보도자료 바탕으로 재구성
25) 관련 보도자료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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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기술 : 영상인식 기반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 딥러닝 기반 카메라 영상인식기술
- 블라인드 스팟 감지: 보행자 및 차량 감지
- 이미지에 포함된 텍스트 인식

¡ 향후 기술개발 방향
- 자가운전 : ADAS 시스템 및 안전기능 구축
- 자동조종장치 : 기능적 운전 업무의 자동화
- 오토파크 : 자동주차 기능, 안전위협지역 주차 방지
- HD맵/3D맵 분야 진입
□ 현대모비스는 단기적으로(2021년까지) 레이더 및 카메라에 기반한 ADAS 센싱 시스템을
확보하고, 2025년까지 자율주행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로드맵을 수립함26)

[그림 35]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관련 전략 방향

26) 현대모비스 2018년도 3분기 IR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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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 관련 연구개발 동향
□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관련 연구개발의 경우, 기존에는 센서를 통해 확보된 정보 기반의 차량
제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카메라 영상의 분석 및 이를 활용한 차량 제어
∙ 운전자 정보 파악이 주요함27)

¡ 2016년 이전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관련 특허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센서를 통해 획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차량의 위치 제어 및 군집주행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룸

¡ 2016년 이후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관련 특허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을 활용한 차량 제어 및 운전자 정보 파악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룸

[그림 36]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연구개발 변화 방향
□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관련 특허 Theme Map 분석 결과, 2015년까지 출원된 특허는 주로 센싱
정보를 활용한 차량의 자율주행 제어 및 차량의 군집주행 제어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28)

27) 현대모비스가 소유한 전체 특허 중 자율주행 키워드 포함된 특허를 바탕으로 Wisdomain DB를 활용해 분석
28) 현대모비스 소유한 2016년 이전 출원 특허 중 자율주행 키워드가 포함된 특허를 Wisdomain DB를 활용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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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싱 정보 기반 차량 제어 기술
- 회전형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타겟 차량 감지 장치 및 회전형 라이다 센서
- 센서의 시야 범위를 조정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
- 센서 융합 기반 자율 주행 제어 장치 및 방법

¡ 차량 군집주행 제어 기술
- V2V 및 DAS 센서 기반의 군집주행 제어 시스템 및 방법
- 차량의 군집주행 가입 방법 및 군집주행 가입 승인 방법

[그림 37]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관련 특허 Theme map(~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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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관련 특허 Theme Map 분석 결과, 2016년 부터는 이전과 비교해 카메라
영상을 인식하고 이를 자율주행에 활용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으며, 추가로 3차원 격자
지도를 활용한 연구도 새롭게 수행되었고,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29)

¡ 카메라 영상 기반 차량 자율주행 제어 기술
- 후측방경보시스템과 카메라 영상을 이용한 하이빔 제어 기술
- 어라운드 뷰 모니터 영상을 활용한 주행 자동 공차 보정 기술
- 전방 촬영 영상을 바탕으로 유효 바퀴자국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행 기준선을
설정하는 기술

¡ 3차원 격자 지도 활용 기술
- 센서, 카메라, 위성 위치정보 및 3차원 격자 지도 정보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자율 주행
기술
- 3차원 격자 지도 정보를 활용해, 자율 주행 중인 차량에 적합한 광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29) 현대모비스 소유한 2016년 이후 출원 특허 중 자율주행 키워드가 포함된 특허를 Wisdomain DB를 활용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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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관련 특허 Theme map(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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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사업 관련 특허 사례
□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관련 주요 특허는 다음과 같음30)
□ [사례1] BSD와 카메라를 이용한 하이 빔 제어 장치 및 방법

¡ 출원인 및 현재소유자
- 출원인 : 현대모비스㈜
- 현재 소유자 : 현대모비스㈜

¡ 출원 번호(출원일) 및 등록 번호(등록일)
- 출원 : KR20160002587A(2016.01.08.)
- 등록 : 미등록

¡ 대표도면

[그림 39] BSD와 카메라를 이용한 하이 빔 제어 장치 및 방법 대표 도면
¡ 특허 요약
- 본 특허는 BSD와 카메라를 이용한 하이 빔 제어 장치에 관한 것이며, 다음의 요소로
구성됨
- 차량의 전방을 촬영하는 영상 촬영부, 상기 차량의 좌우 측방에서 진입하는 측방 차량을
감지하는 BSD 감지부

30) 해당 특허 명세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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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영상 촬영부와 BSD 감지부를 통해 획득한 차량 주변 정보를 분석하는 차량 주변
분석부
- 상기 차량 주변 정보를 통해 상기 측방 차량의 자율주행을 판단하는 자율주행 감지부
- 상기 차량 주변 정보를 분석하여 상 전방 차량이 존재하지 않고, 측방 차량이 존재하며,
상기 측방 차량이 자율주행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하이 빔을 오프(off) 제어하고, 로우
빔을 온(on) 제어하는 제어부
- 상기 제어부의 제어 신호에 따라 차량의 전방에 하이 빔 또는 로우 빔을 출력하는 헤드
램프부
□ [사례2] AVM용 주행 자동 공차 보정 장치 및 방법

¡ 출원인 및 현재 소유자
- 출원인 : 현대모비스㈜
- 현재 소유자 : 현대모비스㈜

¡ 출원 번호(출원일) 및 등록 번호(등록일)
- 출원 : KR20160041591A(2016.04.05.)
- 등록 : 미등록

¡ 대표도면

[그림 40] AVM용 주행 자동 공차 보정 장치 및 방법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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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요약
- 본 발명은 AVM용 주행 자동 공차 보정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며, 다음의 요소로
구성됨
- 전방 또는 후방카메라로, 좌측 또는 우측카메라로 주변을 촬영하는 영상을 출력하는
영상촬영부
- 상기 영상촬영부에서 출력된 영상에서 지면 특징점을 추출하는 영상변환부
- 상기 영상변환부에서 검출된 특징점과 실세계 좌표계의 좌표 매칭되도록 공차 보정하는
공차보정부
- 상기 공차 보정 영상을 어라운드 뷰 영상으로 합성하고, 어라운드 뷰 합성 LUT을
생성하는 영상합성부
- 상기 영상합성부에서 출력된 상기 어라운드 뷰 영상에서 차선 및 정지선을 검출하는
검출부
- 상기 차선 및 정지선 검출부에서 검출된 차선 및 정지선을 이용하여 어라운드 뷰영상의
AVM 경계 정합성을 판단하는 AVM 경계 정합성 판단부
- 상기 영상촬영부의 카메라 장착 각도 변동에 따른 영상 에러 발생시, 자율주행 불가로
판단하여, 이를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차량의 주행을 수동주행으로 변경하는 주행판단부
□ [사례3] 차량 자율주행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차량 자율주행 방법

¡ 출원인 및 현재소유자
- 출원인 : 현대모비스㈜
- 현재 소유자 : 현대모비스㈜

¡ 출원 번호(출원일) 및 등록 번호(등록일)
- 출원 : KR20160148421A(2016.11.08.)
- 등록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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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도면

[그림 41] 차량 자율주행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차량 자율주행 방법
¡ 특허 요약
- 본 발명은 차량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차량 자율주행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차량 전방을 촬영하는 영상 촬영 장치
- 상기 영상 촬영 장치에 의해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여, 상기 영상 내 탐지되는 바퀴 자국
중 유효 바퀴 자국을 기반으로 차량의 주행 기준선을 설정하고, 설정된 주행 기준선을
따라 차량이 주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향각을 연산하는 자율 주행 제어부
- 상기 자율 주행 제어부로부터 제공되는 조향각에 따라, 스티어링 휠의 조향각을
조절하는 조향 장치
- 상기 조향 장치에 의해 조향된 스티어링 휠의 조향각을 검출하는 조향각 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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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SK텔레콤
제1절 기업 개요 및 사업 현황 31)
1. 기업 개요
□ SK텔레콤은 차량용 이동전화(카폰) 서비스 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국내 휴대전화 시장의
성장과 유선인터넷 사업 확장을 통해 성장함

¡ 회사의 명칭
- [국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영문] SK Telecom Co., Ltd.

¡ 기본정보
-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65
- [전화번호] 02 – 6100 – 2114
- [홈페이지] http://www.sktelecom.com

¡ 대표이사 및 지분율
- 박정호(0.0%)

¡ 주요연혁

[그림 42] SK텔레콤 주요 연혁

31)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별 분기보고서, 기업 홈페이지 등을 종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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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부문
□ SK텔레콤 사업 부문은 무선통신사업, 유선통신사업, 기타사업(플랫폼사업 ∙ 보안사업)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됨

¡ 무선통신사업 부문은 이동전화, 무선데이터,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함
¡ 유선통신산업 부문은 전화, 초고속인터넷, 데이터 및 통신망 임대서비스 등을 영위함
¡ 기타사업 부문은 플랫폼 ∙ 인터넷포털 서비스 사업과 보안 서비스 사업으로 구분 됨

[그림 43] SK텔레콤 사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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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부문별 재무 현황
□ SK텔레콤의 핵심 사업인 무선통신 사업은 성숙 시장으로 성장성이 낮아, 유선통신 사업 및 기타
사업 부문에서의 성장 견인이 요구됨

¡ 무선통신사업 부문은 국내 무선통신 가입자가 100%를 초과한 성숙 시장으로 성장성 낮음

[그림 44] SK텔레콤 무선통신사업 부문 매출액 및 영업이익
¡ 유선통신사업 부문은 IPTV 가입자 및 유료컨텐츠 소비 증가로 매출액 증가 추세임

[그림 45] SK텔레콤 유선통신사업 부문 매출액 및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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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업 부문은사업 분야 다각화로 매출액은 지속 증가하였으나, 영업손실 또한 지속되고
있음32)

[그림 46] SK텔레콤 기타사업 부문 매출액 및 영업이익

32) 기타사업 연도별 영업이익은 손실로, ‘13년 -306억 원, ‘14년 -98억 원, ‘15년 -786억 원, ‘16년 3,958억 원, ’17
년 -3,4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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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 조직 및 인수합병 관련 동향
1. 연구개발 조직 현황 33)
□ SK텔레콤은 최근 Security 기술원 신설을 통해 정보∙물리 보안을 아우르는 융복합 보안 연구
기능을 강화함

¡ 2018년 이전의 연구개발 조직은 통신 네트워크 중심의 연구개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Network기술원] 통신기술 상용화 관련 연구
- [솔루션기술원] IoT, 빅데이터 등 조기 사업화 가능 기술 연구
- [NIC기술원] N/W기술와 IT 장비 기술의 융합 기술 연구
- [미디어기술원] 미디어 처리·전송, 맞춤형 콘텐트 추천 기술 연구

¡ 2018년 연구개발 조직 개편을 통해 보안분야 연구개발을 강화함
- [SW기술원] 5G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AI 컴퓨팅 인프라와 커넥티드 카 관련
HD맵 등 연구
- [DATA기술원] 빅데이터 분석 ∙ 처리 등 DATA 관련 기술 연구
- [Security기술원] (’18년 9월 신설) ICT 기반 융복합 보안 기술관련 연구

[그림 47] SK텔레콤 연구개발 조직 변화 동향

33) SK텔레콤 2018년도 3분기 분기보고서, 2016년도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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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및 시설/설비 투자 34)
□ SK텔레콤의 연간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4,150억 원 수준이며(2017년 기준) 최근 5년간 연평균
3.3% 증가함

¡ 최근 5년간(2013년 ~ 2017년) SK텔레콤 연구개발 투자는 연평균 3.3% 증가

[그림 48] SK텔레콤 연구개발 투자 규모
¡ 최근 5년간(2013년 ~ 2017년) SK텔레콤 시설/설비 투자는 연평균 8.2% 증가

[그림 49] SK텔레콤 시설/설비 투자 규모

34) SK텔레콤 각 년도별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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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인수합병 동향 35)
□ SK텔레콤은 물리보안 및 정보보안 기업에 활발한 인수합병을 통해 보안 분야 전반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음

[그림 50] SK텔레콤 주요 인수합병 동향

35) SK텔레콤 2018년도 3분기 사업보고서, 인수합병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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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최근 주요 사업 동향
1. 주요 기술에 대한 이해
□ SK텔리콤은 최근 보안 기술과 관련된 인수합병 및 연구개발 조직 개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자체 연구를 강화하고 있음
□ 최근 보안 기술은 정보통신 기술과 물리보안 기술이 결합된 융합보안 기술로 발전 중임36)

¡ ‘보안기술’은 암호, 인증, 인식, 감시 등의 보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재난・재해・범죄 등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함

¡ 보호 대상에 따라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으로 구분됨
- 사이버 상의 정보를 보호하는 정보보안
- 물리적 사물, 사람 등을 보호하는 물리보안
- IoT 등을 활용 물리적 보안을 강화한 융합보안

[표 1] 보인기술의 정의
구분
정보보안

물리보안

융합보안

정의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기술
개인의 신변안전 및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한 개인식별,
영상감시 및 재난・재해 등의 방지를 위한 기술
IT 기술과 타 산업간 융・복합 시에 발생되는
보안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보안 기술

36) 보안산업 IP 경쟁력 제고방안, 2014.8,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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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제품
디지털포렌식 툴
DDoS 대응장비
안티바이러스
영상감시 솔루션
지능형 카메라
바이오 인식
차량용 블랙박스
자동차 스마트키
U-헥스케어보안

¡ 보안산업은 과거 물리적 공간에 대한 생명 및 재산을 물리적 방법으로 보호하는 (경비)산업
위주로 운영되었다면, 최근에는 최신 IoT, AI, BigData 등의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강화된 물리보안과 융합보안 산업 영역이 강조되고 있음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정보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상의 정보보호 산업이
부상

[그림 51] 보안산업의 진화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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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ICT 기업들은 Home IoT 기업에 대한 인수를 통해 융합보안 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37)

[표 2] 글로벌 ICT 기업의 융합보안 사업 진출 현황
기업

사업 진출 현황

- 미국 시장 점유율 2위의 무선통신 기업(1위 Verizon)
- 2010년 영상보안 기업 Xanboo 인수, 2012년 Home IoT 및 보안
에이티앤티

서비스인 Digital Life 출시
- 2017년 기준 약 50 만명의 가입자 확보

- 검색엔진으로 시작된 글로벌 최대 규모의 ICT 기업
- 2014년 Home IoT 기기 전문 기업 Nest 인수, Nest는 2014년 보안
카메라 전문 기업 Dropcam 인수
구글

- 2018년 계열사로 존속하던 네스트가 구글에 합병, 구글의 IoT 보안 사업
본격화

- 글로벌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기업
- 2018년 IoT 비디오초인종 스타트업인 Ring 인수, Home IoT
아마존

보안 시장 진입

- 미국 1위의 유선통신 및 케이블미디어 기업
- 2011년 Home 보안사업 진출하였으며, 2016년 보안 솔루션
컴캐스트

기업인 iControl 인수
- 2017년 기준 약 110만명의 가입자 확보

37) SK텔레콤 Investor Briefing, 관련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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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 관련 동향
□ SK텔레콤은 2014년 NSOK 인수를 시작으로 물리보안 분야의 사업을 강화해 왔으며,
양자암호통신 분야 기술 개발 및 인수 합병으로 정보보안 분야 역량도 확대하고 있음38)

¡ SK텔레콤은 국내 1위 정보보안 기업인 SK인포섹 및 국내 2위 물리보안 기업 ADT캡스를
인수함으로서 물리보안 및 정보보안 역량을 종합적으로 보유하게됨

[그림 52] SK텔레콤 보안기술 관련 최근 동향
□ SK텔레콤은 기존 강점 분야인 ICT 역량과 최근 다양한 인수합병을 통해 강화된 물리보안
역량을 융합하여 다양한 융합보안 서비스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39)

¡ SK텔레콤은 통신, 정보보안 등 ICT 역량과 물리 보안 분야 결합을 통해 다양한 융합보안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임
- SK텔레콤의 AI, IoT, 정보 보안등의 기술이 영상∙출동 보안 서비스와 결합되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38) 관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39) SK텔레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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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SK텔레콤 융합보안 개념

[그림 54] SK텔레콤 융합보안 적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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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 관련 연구개발 동향
□ SK텔레콤의 보안관련 연구개발의 경우, 네트워크 정보 보안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추진
중이나, 최근 물리 보안 및 사물인터넷 관련 연구가 새롭게 수행되고 있음40)

¡ 2010~2014 SK텔레콤의 보안관련 특허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네트워크 정보 보안
중심으로 연구 수행되고 있음

¡ 2017년 이후 SK텔레콤의 보안관련 특허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단말 정보 보안 중요성
증대되었으며, 출입∙촬영영상 등 물리 보안 분야와 사물인터넷 관련 연구가 새롭게 등장함

[그림 55] SK텔레콤 보안기술 연구개발 변화 방향

40) SK텔레콤이 소유한 전체 특허 중 ‘보안’ 키워드가 포함된 특허를 바탕으로 Wisdomain DB를 활용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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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사업 관련 특허 사례 41)
□ SK텔레콤의 보안기술 관련 주요 특허는 다음과 같음
□ [사례1] 보안 감시장치 및 그 방법

¡ 출원인 및 현재 소유자
- 출원인 : SK텔레콤㈜
- 현재 소유자 : SK텔레콤㈜

¡ 출원 번호(출원일) 및 등록 번호(등록일)
- 출원 : KR20140058592A(2014.05.15.)
- 등록 : 미등록

¡ 대표도면

[그림 56] 보안 감시장치 및 그 방법 대표 도면

41) 각 특허의 특허 명세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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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요약
- 보안 감지 신호를 감시 영역으로 송출하여 감시 영역 내 사용자의 진입 여부를 파악
- 감시 영역 내 사용자가 진입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거리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기
설정된 범위 내에 위치하는 단말기로부터 식별 정보를 포함한 근거리 무선신호를 수신
- 수신된 식별정보에 근거하여 감시 영역 내 사용자가 침입자인지 여부를 추가로 판별하여
선택적으로 알람 신호를 발생시키는 보안 감시장치 및 그 방법
□ [사례2] 사물통신의 보안을 위한 가상 사설망 구성방법 및 그를 위한 장치

¡ 출원인 및 현재 소유자
- 출원인 : SK텔레콤㈜
- 현재 소유자 : SK텔레콤㈜

¡ 출원 번호(출원일) 및 등록 번호(등록일)
- 출원 : KR20150001760A(2015.01.07.)
- 등록 : 미등록

¡ 대표도면

[그림 57] 사물통신의 보안을 위한 가상 사설망 구성방법 및 그를 위한 장치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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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요약
- 사물통신기기에 설치된 VPN 에이전트가 OS 커널로 전송된 사물통신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획득하여 암복호화를 수행
- 암복호화된 데이터를 가상 사설망을 이용하여 송수신하는 사물통신의 보안을 위한 가상
사설망 구성방법 및 그를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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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스타트업 의견 조사 결과
제1절 스타트업 기업 의견 조사
1. 수행 목적 및 방법
□

수행 목적

¡ 스타트업 기업의 사업전략 수립에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
□ 수행 방법

¡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및 전화 인터뷰
¡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지원기업 중 대기업 사업분야와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15개 기업 조사대상 설정(13개 기업 응답)

2. 주요결과
□ 사업전략 수립 시 주안점

¡ ‘창업 멤버의 역량 활용 및 경쟁사 대비 차별화 확보’, ‘지속 생존을 위한 투자유치 및
매출확보’ 항목의 평균값이 각각 3.00, 275로 높음

¡ 상대적으로 매각, 기업공개에 초점을 맞춘 전략 수립은 1.83으로 낮음

[그림 58] 사업전략 수립 시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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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전략 수립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 필요성 및 확보 용이성

¡ 국내외 유사기업 사업 동향이 필요성도 가장 높으면서, 확보 용이성이 낮게 나타남

[그림 59] 사업전략 수립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 필요성 및 확보 용이성

□ 사업전략 수립 시 활용되는 정보의 확보 방안 및 확보된 정보의 만족도

¡ 교류를 통한 정보확보, 외부 전분가 자문 등이 정보 확보를 위해 주로 수행되며,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남

[그림 60] 사업전략(개발전략) 수립 시 활용되는 정보의 확보 방안 및 확보된 정보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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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대기업에 관한 ‘사업 및 연구개발 동향 보고서’ 구성 항목별 필요성

¡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필요성 확인되었으며, 사업구조 ·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이 특히
필요성 높게 나타남

[그림 61] 특정 대기업에 관한‘사업 및 연구개발 동향 보고서’구성 항목별 필요성

□ ‘사업 및 연구개발 동향 보고서’ 작성이 필요한 대기업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 4개 기업은 다수의 스타트업에서 공통적으로 응답
¡ 그 외, 아모레퍼시픽, CJ E&M에 대한 수요가 일부 확인

□ 기타 요청사항

¡ 스타트업 기업별 추진중인 사업 분야에 대한 동향 분석 정보 제공
¡ 유사분야 사업 추진 기업, 경쟁 기업에 대한 분석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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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삼성전자 기업 분석 보고서
제1절 기업 개요
1. 기본정보

□ 회사명 : 삼성전자주식회사(Samsung Electronics Co., Ltd.)
□ 설립일 및 기업공개일

¡ 설립일 : 1969년 1월 13일(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
¡ 기업공개일 : 1975년 6월 11일
□ 본사 주소 및 기타 정보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매탄동)
¡ 대표번호 : 031-200-1114
¡ 홈페이지 : https://www.samsung.com/sec
□ 주요 경영진 현황

¡ 대표이사 :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 대표이사 外 사내이사 : 이재용, 이상훈
¡ 사외이사 : 이인호, 송광수, 김선욱, 박재완, 박병국, 김종훈
□ 주요 주주 현황

¡ 최대 주주 및 지분율
- 이건희 : 3.88%

¡ 주요 주주 및 지분율
- 국민연금공단 : 9.25%
- 삼성생명 : 8.24%
- 삼성물산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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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 내용

□ 가전, IT, 반도체·디스플레이, 전장·음향 등 총 4개 부문의 사업을 추진 중임

¡ [CE 부문] 가전제품의 생산 ·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핵심 제품은 TV로 2017년까지
12년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IM 부문] 스마트기기 생산 ·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핵심 제품은 스마트폰으로
갤럭시(GALAXY) 브랜드로 전개되고 있음

¡ [DS 부문] 메모리 반도체(DRAM, NAND Flash 등) 사업, System LSI 사업(모바일 AP,
카메라 센서칩 등), Foundry 사업(반도체 제조 위탁), Display 사업(Display panel 등)을
영위하고 있음

¡ [Harman 부문] 2017년 신규로 인수한 사업 분야로 차량용 전장 제품 및 음향 제품의 생산 ·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표 3] 삼성전자 사업 부문
사업 부문

사업 내용

CE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Consumer Electronics)
IM

휴대전화, 네트워크시스템, 컴퓨터 등

(Information technology & Mobile communications)
반도체 부문

DRAM, NAND Flash, 모바일AP 등

디스플레이 부문

TFT-LCD, OLED 등

DS
(Device Solutions)

Harman

Headunits, 인포테인먼트, 텔레메틱스, 스피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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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현황 요약

□ 2018년 3분기 매출액은 184.5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함

¡ 2018년 3분기 영업이익은 48.1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4.9% 증가함
¡ 2018년 3분기 순이익은 35.9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9.9% 증가함
□ 2018년 3분기 총자산은 337.2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7% 증가함

¡ 2018년 3분기 총자본은 242.1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9% 증가함
¡ 2018년 3분기 총부채는 95.1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7% 증가함

[표 4] 삼성전자 재무현황 요약
(단위 : 백만원)
항목

2016

2017

2017 3Q

2018 3Q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매출액

201,866,745

239,575,376

173,596,964

184,506,365

6.3%

영업이익

29,240,672

53,645,038

38,498,067

48,086,070

24.9%

당기 순이익

22,726,092

42,186,747

29,931,616

35,882,671

19.9%

자산 총계

262,174,324

301,752,090

296,578,579

337,195,786

13.7%

부채 총계

69,211,291

87,260,662

85,887,328

95,092,626

10.7%

자본 총계

192,963,033

214,491,428

210,691,251

242,103,160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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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분기 매출액 중 IM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영업이익은 DS 반도체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018년 3분기 IM 부문의 매출액은 77.4조 원으로 전체의 41.9% 수준임
¡ 2018년 3분기 DS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36.8조 원으로 전체의 76.5% 수준임
□ 전년 동기대비 2018년 3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DS 반도체 부문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18년 3분기 DS 반도체 부문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7.1% 성장 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51.4% 성장함

¡ Harman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1.7% 성장하여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매출액
비중은 전체의 3.4% 수준임

[표 5] 삼성전자 사업 부문별 재무현황 요약
(단위 : 백만원, %)
전년
사업 부문

항목
순매출액

CE42)

43)

영업이익
순매출액
IM
영업이익
반도체
부문

순매출액
영업이익

DS
디스플레이
부문

순매출액
영업이익

2016

2017

2017 3Q

2018 3Q

44,680,255

44,601,347

32,390,187

30,321,529

(22.1%)
2,922,564

(18.6%)
1,802,032

(18.7%)
1,142,673

(16.4%)
1,347,200

(10.0%)
100,302,112

(3.4%)
106,668,318

(3.0%)
81,200,889

(2.8%)
77,358,132

(49.7%)
10,807,569

(44.5%)
11,827,324

(46.8%)
9,412,022

(41.9%)
8,660,035

(37.0%)
51,157,002

(22.0%)
74,255,595

(24.4%)
53,141,660

(18.0%)
67,543,491

(25.3%)
13,595,004

(31.0%)
35,204,143

(30.6%)
24,307,704

(36.6%)
36,806,613

(46.5%)
26,928,644

(65.6%)
34,465,363

(63.1%)
23,281,980

(76.5%)
23,290,773

(13.3%)
2,226,626

(14.4%)
5,398,401

(13.4%)
3,985,508

(12.6%)
1,644,879

(7.6%)

(10.1%)
7,102,629

(10.4%)
4,778,795

(3.4%)
6,292,048

(3.0%)
57,421

(2.8%)
-4,180

(3.4%)
89,203

(0.1%)

(영업손실)

(0.2%)

순매출액

-

영업이익

-

Harman44)

42) 의료기기사업부를 제외하고 작성한 값
43) 사업 부문별 총매출액에서 내부거래에 따른 매출액을 제외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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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대비
증감률
-6.4%
17.9%
-4.7%
-8.0%
27.1%
51.4%
0.04%
-58.7%
31.7%
N/A

4. 사업조직 및 연구개발 조직 현황

□ 삼성전자 사업조직은 크게 3개 부문, 8개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스플레이 부문과 Harman
부문은 별도 종속법인으로 사업 추진중임

¡ CE 부문은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와 생활가전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음
¡ IM 부문은 무선 사업부와 네트워크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음
¡ DS 반도체 부문은 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LSI 사업부, Foundry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스플레이 부문은 별도 법인인 삼성디스플레이로 사업 추진중임

¡ 의료기기 사업부는 기존에 CE 부문에 속하였으나, 2018년 1분기부터 별도 사업부로 분리됨
¡ Harman 부문은 별도 법인으로 사업 추진중임

[그림 62] 삼성전자 사업조직 현황

44) Harman 사업 부문은 2017년 신규 인수하였으며, 인수일 이후의 실적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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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연구조직은 미래 성장엔진의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하는 종합기술원과 각 부문별
중장기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 및 해외 주요지역별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63] 삼성전자 연구개발 조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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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내외 여건
1. 주요제품 관련 시장 및 판매 현황

□ CE 부문 주요제품(TV) 시장 및 판매 현황

¡ 전세계 TV 시장은 2017년 2억 1,510만대 수준이며,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약 3% 성장한
2억 2,200만대 수준으로 예상됨
- 전세계 TV 시장 중 LCD TV 시장이 2억 1천만대로 전체의 99% 수준임
- 전세계 TV 시장 중 OLED TV 시장은 159만 대로 전년 대비 성장 하였으나, 전체 TV
시장 대비 비중은 0.7% 수준에 그침

¡ 최근 TV 시장은 고해상도 · 대형화면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8년 전세계 TV 시장 중 UHD TV 수요의 비중은 45% 수준으로 전년 대비 28% 성장이
예상되며, QLED TV 시장 또한 전년 대비 34% 성장 예상됨
- 2018년도 60인치 이상 대형 TV 시장은 전년 대비 34% 성장이 예상되며, 75인치 이상의
초대형 TV 시장은 전년 대비 8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됨

¡ 전세계 TV 시장 중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017년 기준 26.5% 수준이며, 2018년 3분기 현재
시장 점유율은 29.8%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IM 부문 주요제품(휴대폰) 시장 및 판매 현황

¡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2017년 15.1억대 수준이며,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14.8억대 수준으로 예상됨
- 전체 휴대폰 시장 중 스마트폰의 비중은 2018년 78%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2017년 하반기 등장한 LTE 피쳐폰이 정체의 주 원인임
- 스마트폰의 대화면화에 따라, 태블릿 시장 또한 2017년 1.9억대에서 2018년 1.8억대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Hardware 경쟁력뿐만 아니라 Software 및 서비스 경쟁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그동안 스마트폰의 경쟁력은 고성능 AP, 대화면 AMOLED 디스플레이, 고화질 카메라, 센서,
방수·방진 등 생체인증 등 Hardware 경쟁력 중심으로 확보됨
- 반면, 최근에는 플랫폼 기반의 Application, UX, Mobile Payment, AI, AR 등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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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비스 경쟁력이 스마트폰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부각됨

¡ 전세계 휴대폰 시장 중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017년 기준 19.5% 수준이며, 2018년 3분기
현재 시장 점유율은 18.0%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DS 반도체 부문 주요제품 시장 및 판매 현황

¡ 반도체 시장은 정보 저장 기기의 고용량화와 신규시장의 확대 영향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 예상됨
-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 및 태블릿 시장의 역성장으로 인해 관련 수요는 감소 요인이
있음
- 반면, 서버 등 정보 저장 기기의 고용량화와 더불어 사물인터넷, Connected Car 등 신규
수요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전체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됨

¡ 전세계 DRAM 시장 중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017년 기준 45.8% 수준이며, 2018년 3분기 현재
시장 점유율은 44.8%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DS 디스플레이 부문 주요제품 시장 및 판매 현황

¡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은 노트북, 모니터, TV, 스마트폰 순으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해 왔으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이며, 수요-공급 현황에 따른 가격변동성이
상존하고 있음
- 중소형 OLED 패널은 Flexible 제품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경쟁
기업의 저온폴리실리콘 LCD와의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요인 또한 상존함
- 대형 LCD 패널은 고해상도 및 초대형 TV 시장의 지속 성장이 예상되나,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또한 우려됨

¡ 전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중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2017년 기준 14.8% 수준이며, 2018년
3분기 현재 시장 점유율은 12.6%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Harman 부문 주요제품 시장 및 판매 현황

¡ 2018년 전세계 자동차 전장부품 시장은 수요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2% 증가에 그침에 따라, 유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됨

¡ 향후 자동차 산업이 자율주행과 공유 경제를 주요 축으로 변화해 나감에 따라, 전장 분야 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세계 전장분야 Headunit 시장 중 삼성전자(Harman)의 점유율은 2017년 기준 25.4%
수준이며, 2018년 3분기 현재 시장 점유율은 19.8%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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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제품 판매가격 및 원자재 비용 여건

□ CE 부문 주요제품 판매가격 및 원자재 비용 여건

¡ 주요 제품인 TV의 2018년 3분기 평균 판매가격은 2017년 대비 1.2% 상승함
¡ 주요 원자재인 TV 및 모니터용 디스플레이 패널의 2018년 3분기 가격은 2017년 대비 약
18% 하락함
□ IM 부문 주요제품 판매가격 및 원자재 비용 여건

¡ 주요 제품인 휴대폰의 2018년 3분기 평균 판매가격은 2017년 대비 11.9% 상승함
¡ 주요 원자재인 Base Band Chip의 2018년 3분기 가격은 2017년 대비 약 16% 상승하였으며,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또한 2017년 대비 약 0.4% 상승함
□ DS 반도체 부문 주요제품 판매가격 및 원자재 비용 여건

¡ 주요 제품인 메모리의 2018년 3분기 평균 판매가격은 2017년과 유사한 수준임
¡ 주요 원자재인 반도체 원판용 웨이퍼의 2018년 3분기 가격은 2017년 대비 약 28% 상승함
□ DS 디스플레이 부문 주요제품 판매가격 및 원자재 비용 여건

¡ 주요 제품인 디스플레이 패널의 2018년 3분기 평균 판매가격은 2017년 대비 9.0% 하락함
¡ 주요 원자재인 구동회로용 FPCA가격은 2017년 대비 변동이 없으며, 강화 유리용 Window
가격은 약 6% 상승한 반면, 편광판용 POL 가격은 19% 하락함
□ Harman 부문 주요제품 판매가격 및 원자재 비용 여건

¡ 주요 제품인 Headunit의 2018년 3분기 평균 판매가격은 2017년 대비 0.2% 하락함
¡ 주요 원자재의 2018년 가격은, 메모리의 경우 2017년 대비 약 5%, 시스템온칩은 2017년 대비
약 3%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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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업추진 계획 및 투자 현황
1. 최근 발표한 사업계획 내용

□ CE 부문 주요 사업 계획

¡ 다양한 컨텐츠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탐색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기 간의 연결성을 확대하고
AI · IoT 기능을 강화함

¡ 점차 대형화되는 TV 시장 변화에 맞추어 75인치, 82인치 등 초대형 사이즈 TV의 판매를
확대함
□ IM 부문 주요 사업 계획

¡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연결되는 통합 IoT 솔루션을 확보하고 타사 기기와도
연결이 가능한 개방형 Ecosystem으로 확장하여, 고객이 어느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일관되고
끊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을 제공함

¡ 5G, Intelligence, IoT, Cloud, Mobile B2B 시장 등 미래 성장에 대비한 투자를 지속함
□ DS 부문 주요 사업 계획

¡ Vertical NAND는 5세대 적층 제품을 본격 양산하여 판매 비중을 확대할 계획임
¡ 기존 SSD보다 응답 속도가 5배이상 빠른 세계 최고 성능의 메모리 스토리지인 'Z-SSD'를
출시하며 새로운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System LSI 시장은 모바일 중심에서 Automotive, IoT, Wearable, Health Care 등 신규
제품군으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른 성장 가속화가 예상되므로, 선단 공정 조기 개발 및
차별화된 제품의 선출시로 성장을 이어 나갈 계획임

¡ 중소형 OLED 패널은 Flexible 패널의 기술 차별화 및 Rigid 패널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
OLED 패널의 채용률을 확대할 예정임

¡ 대형 LCD 패널은, 고해상도 및 초대형 TV 등 프리미엄 TV 패널 시장의 지속 성장이
예상되지만, 패널 업계 공급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므로, 신제품의 수율 향상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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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man 부문 주요 사업 계획

¡ 카오디오와 Connectivity 분야에서 끊임없이 혁신에 집중하여 자동차 제조사와의 공존을
견고히 할 계획임

¡ 선도기술인 OTA(Over the Air)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해 커넥티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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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사업투자 및 인수 · 합병 · 매각 현황

□ 시설 투자 현황

¡ 주로 DS 부문의 반도체 ·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의 라인 신설 및 성능 개선 등의 목적으로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6년은 25.5조 원, 2017년은 43.4조를 투자함
- 2018년은 3분기까지 22.3조를 투자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32.3% 감소한 수준임
- 특히, 2018년 3분기까지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전년 동기대비 78.5% 감소하여, 전반적인
시설 투자 감소에 주요 원인이 됨

[표 6] 부문별 시설 투자 현황
(단위 : 억 원)
부문
반도체
DS

2016

2017

2017 3Q

2018 3Q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131,513

273,456

196,505

178,672

-9.1%

98,313

135,456

113,062

24,275

-78.5%

기타

25,118

25,258

19,180

19,995

4.2%

합계

254,944

434,170

328,747

222,942

-32.2%

디스
플레이

- 79 -

□ 주요 인수 · 합병 및 매각 현황

¡ 2016년 6월 종속기업인 삼성전자 미국법인(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에서 Joyent
社 지분 100%를 인수함
- Joyent 社는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스토리지 및 서비
등의 인프라 운영 및 최적화 기술에 강점을 보유함

¡ 2016년 9월 종속기업인 삼성전자 미국법인(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에서 Dacor
社 지분 100%를 인수함
- Dacor 社는 미국 가전제품 기업으로, 프리미엄급 빌트인 가전제품 분야에 강점을 보유함

¡ 2016년 10월 종속기업인 삼성전자 미국법인(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에서 Viv
Labs 社 지분 100%를 인수함
- Viv Labs 社는 미국의 인공지능 전문 기업으로, 자연어 기반의 인공지능 플랫폼 분야에
강점을 보유함

¡ 2017년 3월 종속기업인 삼성전자 미국법인(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에서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社 지분 100%를 인수함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社는 미국의 차량 전장 제품 및 오디오 전문 기업으로,
Connected Car용 전장 시스템 및 프리미엄 음향 제품에 강점을 보유함

¡ 2017년 11월 프린팅솔루션 사업 부문을 HP 社에 매각함
- 2016년 11월 프린팅솔루션사업부를 분할해 ㈜에스프린팅솔루션을 설립 하였으며, 2017년
11월 해당 기업의 지분을 포함한 사업 부문을 포괄적으로 매각함

¡ 2018년 5월 종속기업인 Nexus DX 社를 독일계 의료기기 기업에 매각함
- Nexus DX 社는 인체용 체외진단기 제조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2011년에 인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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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최신 R&D 현황
1. 최근 연구개발 투자 현황

□ 2018년 3분기까지 투자된 연구개발비용은 13조 3,428억 수준임

¡ 2018년 3분기까지 투자된 연구개발비용은 전년 동기대비 9.1%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0.2%p 증가함

¡ 2018년 3분기까지 투자된 연구개발비용 중 무형자산 처리된 부분은 2,292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5.5% 감소함

[표 7] 연구개발 투자 현황
(단위 : 백만 원)
과목
연구개발비용
총계
정부보조금
연구개발비용
계
무형
회계

자산

처리

연구

개발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2016

2017

2017 3Q

2018 3Q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14,794,318

16,805,637

N/A

13,344,666

N/A

1,975

2,484

N/A

1,904

N/A

14,792,343

16,803,153

12,229,963

13,342,762

9.1%

680,962

447,541

307,775

229,153

-25.5%

14,111,381

16,355,612

11,922,188

13,113,609

10.0%

7.3%

7.0%

7.0%

7.2%

비율45)

45) (연구개발비용 계 / 당기매출액)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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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주요 연구개발 성과 현황

□ EUV기술 적용 7나노 공정

¡ EUV 노광 기술 적용한 7LPP(Low Power Plus) 공정을 개발함
- 노광 광원으로 EUV(Extreme Ultraviolet)을 사용함
- 파장의 길이가 기존 불화아르곤(ArF)의 1/14 미만에 불과해 세밀한 회로 패턴 구현
가능하며, 멀티 패터닝 공정 감소로 고성능/생산성 확보 가능함

¡ 기존 10나노 공정 대비 성능은 약 20% 향상되며, 면적은 40% 감소, 소비전력은 50% 감소할
것으로 기대함
□ Flat QLED TV(Q6F)

¡ QLED 화질 확대와 더불어 염가형의 QLED TV 출시를 목표로 개발함
- Color Volume 100%, 최적 밝기
¡ Platform(H/W,S/W)은 Kant-M2, Tizen OS를 채택함
¡ Mobile/TV 사용성을 개선하고 Bixby 기능을 적용하여 Entertainment 이상의 Smart 경험을
제공함

¡ 크기 : 43"/50"/55"/65"/75”
□ 모바일 이미지센서(S5K3P9)

¡ 스몰 픽셀 고감도 이미지센서 ISOCELL Slim 3P9
- 칩 사이즈 감소와 더불어 픽셀 성능을 향상하고 노이즈를 개선함
- 오토포커스 손떨림 방지 등의 기능을 강화함

¡ 턴키 솔루션 '플러그 앤 플레이' 제공함
- AP,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 등 모듈 기선정 후 S/W 이미지 튜닝까지 완료하여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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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센서 기술

¡ 이미지 센서 개선 기술인 ISOCELL Plus를 개발함
- 컬러 필터간 격벽 소재 변경 및 높이 상승을 통해 빛 반사/흡수로 인한
최소화함
- 전세대 대비 저조도 감도를 향상시킴

¡ 이미지센서 + S/W 알고리즘 동시 제공 토탈 솔루션을 개발함
- S/W 구매 비용 및 센서/AP 최적화 시간 단축 가능함
- 리포커싱/저조도 촬영 등 듀얼카메라 기능을 지원함
□ PC向 5세대(9x단) 256Gb V낸드 기반 SSD 양산

¡ 세계 최고 속도를 확보한 5세대 V낸드 기반의 PC용 SSD를 양산함
- 90단 이상 셀 적층 가능한 V낸드를 세계 최초로 본격 양산함
- 기존 대비 속도는 1.4배 향상되었으며, 생산성은 30% 이상 향상됨

¡ 초고속/초절전 특성을 바탕으로 스토리지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자 함
- 1Tb 및 QLC V낸드로 차세대 시장 창출 역량을 확보함
□ 서버向 4세대(64단) V낸드 기반 8TB NF1 NVMe SSD 양산

¡ 세계 최초로 차세대 서버용 8TB NF1 NVMe SSD를 양산함
- 512Gb V낸드를 탑재하여 세계 최초로 8TB 용량을 구현함
- 8TB 용량 제공으로 시스템 저장 용량을 3배 증대함

¡ 업계 유일 8TB 라인업 출시로 NF1 시장 창출에 성공함
- 프리미엄 NVMe SSD시장의 주력 제품을 8TB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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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 8인치 Foundry 공정

¡ RF, 지문인식 센서 제품군에 특화된 8" 공정을 개발함
¡ 8인치 Foundry 서비스 제품군 확대함
- 임베디드 플래시 메모리, 전력반도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CMOS 이미지센서 외 RF,
지문인식 센서용 솔루션 추가함

¡ Foundry 고객의 제품 완성도 및 편의성 향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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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유 특허 분석
□ 특허 Theme Map 분석 결과

¡ 최근 3년간 삼성전자 출원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비디오의 부호화 및
복호화 관련 특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용도의 유기 소재 관련 연구를

확대하고 있음

¡ 관련 세부 특허는 다음과 같음

[표 8] 삼성전자 최근 관심분야 주요 특허-Theme Map
특허명

출원번호

출원년도

계층적 데이터 단위의 패턴
정보를 이용하는 비디오 부호화
방법과 그 장치, 및 비디오

주요내용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KR20170014116A

2017

통해 효율적으로 영상을
인코딩/디코딩 하는 기술

복호화 방법과 그 장치
비디오 데이터의 재생 상태
식별을 위한 비디오 데이터의
다중화 방법 및 장치, 역다중화

KR20170081393A

2017

비디오 재생상태 식별을 위한
비디오 데이터 다중화 기술

방법 및 장치
부호화된 샘플들을 복원하는

고정소수점 변환을 위한
비트뎁스 조절을 수반하는
비디오 부호화 방법 및 그 장치,

과정에서의 부호화된 출력데이터의
KR20170019481A

2017

세부단계마다 출력데이터의

비디오 복호화 방법 및 그 장치

오버플로우를 방지하는 방법을 제안

블록크기에 따라 인터 예측의
참조픽처리스트를 결정하는
비디오 부호화 방법과 그 장치,

범위를 조정하는 방법과 복호화의 각

인터 예측을 위한 참조영상을

KR20170038711A

2017

결정하는 방법 및 그에 따른 인터
예측 방법을 제안

비디오 복호화 방법과 그 장치

반도체 나노결정-고분자 조성물,
반도체 나노결정-고분자 복합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KR20170012003A

2017

KR20170001582A

2017

반도체 나노결정-고분자 복합체
소재 관련

필름과 광전자 소자
나노결정/수지 조성물 또는
나노결정-수지 복합체를
포함하는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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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성 반도체 나노결정 소자
관련

[그림 64] 삼성전자 2016년 출원 특허 Theme Map

[그림 65] 삼성전자 2017년 출원 특허 Them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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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삼성전자 2018년 출원 특허 Them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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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 최근 3년간 삼성전자 출원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비디오의 부호화 및
복호화 관련 특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

¡ 관련 세부 특허는 다음과 같음

[표 9] 삼성전자 최근 관심분야 주요 특허-워드 클라우드
특허명

출원번호

계층적 데이터 단위의 패턴
정보를 이용하는 비디오 부호화
방법과 그 장치, 및 비디오
복호화 방법과 그 장치
비디오 데이터의 재생 상태
식별을 위한 비디오 데이터의
다중화 방법 및 장치, 역다중화
방법 및 장치

출원년도

주요내용

KR20170014116A

2017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통해 효율적으로 영상을
인코딩/디코딩 하는 기술

KR20170081393A

2017

비디오 재생상태 식별을 위한
비디오 데이터 다중화 기술

고정소수점 변환을 위한
비트뎁스 조절을 수반하는
비디오 부호화 방법 및 그 장치,
비디오 복호화 방법 및 그 장치

KR20170019481A

2017

블록크기에 따라 인터 예측의
참조픽처리스트를 결정하는
비디오 부호화 방법과 그 장치,
비디오 복호화 방법과 그 장치

부호화된 샘플들을 복원하는
과정에서의 부호화된 출력데이터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법과 복호화의 각
세부단계마다 출력데이터의
오버플로우를 방지하는 방법을 제안

KR20170038711A

2017

인터 예측을 위한 참조영상을
결정하는 방법 및 그에 따른 인터
예측 방법을 제안

[그림 67] 삼성전자 2016년 출원 특허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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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삼성전자 2017년 출원 특허 워드 클라우드

[그림 69] 삼성전자 2018년 출원 특허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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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현대자동차 기업 분석 보고서
제1절 기업 개요
1. 기본정보

□ 회사명 : 현대자동차주식회사(HYUNDAI MOTOR COMPANY)
□ 설립일 및 기업공개일

¡ 설립일 : 1967년 12월 29일
¡ 기업공개일 : 1974년 06월 28일
□ 본사 주소 및 기타 정보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양재동)

¡ 전화번호 : 02-3464-1114
¡ 홈페이지 : http://www.hyundai.com
□ 주요 경영진 현황

¡ 대표이사 : 정몽구, 이원희, 하언태
¡ 대표이사 外 사내이사 : 정의선
¡ 사외이사 : 남성일, 이유재, 이동규, 이병국, 최은수
□ 주요 주주 현황

¡ 최대 주주 및 지분율
- ㈜현대모비스 : 21.43%

¡ 주요 주주 및 지분율
- 국민연금공단 : 8.70%
- The Capital Group Companies, Inc. : 6.98%
- 정몽구 :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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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 내용

□ 차량부문, 금융부분, 기타부문 등 총 3개 부문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각 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차량부문이 약 77%, 금융부문이 약 16%, 기타부문이 약 7% 수준임

¡ [차량부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 차량정비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차량부문은
제조, 유통, 운행으로 구분됨

¡ [금융부문] 차량할부금융 및 결제대행업무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부문은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 현대캐피탈(주), 현대카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기타부분] 주요사는 현대로템(주)이며, 현대로템(주)의 주된 사업은 철도부문, 방산부문,
플랜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10] 현대자동차 사업 부문
사업부문
차량부문

주요사
현대자동차, HMA, HME,HMCA,
HMMA, HMMC 등

주요제품
자동차 등

금융부문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HCA

할부금융, 리스, 신용카드

기타부문

현대로템 등

철도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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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현황 요약

□ 2018년 3분기 매출액은 71.6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함

¡ 2018년 3분기 영업이익은 1.9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9.4% 감소함
¡ 2018년 3분기 순이익은 1.8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3.3% 감소함
□ 2018년 3분기 총자산은 179.8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9% 감소함

¡ 2018년 3분기 총자본은 74.9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9% 감소함
¡ 2018년 3분기 총부채는 104.8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4% 증가함

[표 11] 현대자동차 재무현황 요약
(단위 : 백만원)
항목

2016

2017

2017 3Q

2018 3Q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매출액

93,649,024

96,376,079

71,875,234

71,582,098

-0.4%

영업이익

5,193,500

4,574,667

3,799,438

1,921,038

-49.4%

당기 순이익

5,719,653

4,546,400

3,258,502

1,848,314

-43.3%

자산 총계

178,835,928

178,199,454

181,487,832

179,772,417

-0.9%

부채 총계

106,491,350

103,442,100

106,889,467

104,848,396

-1.9%

자본 총계

72,344,578

74,757,354

74,598,365

74,924,02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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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분기 매출액 중 차량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영업이익은 금융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018년 3분기 차량 부문의 매출액은 54.9조 원으로 전체의 76.6% 수준임
¡ 2018년 3분기 금융 부문의 영업이익은 6,400억 원으로 전체의 43.9% 수준임
□ 전년 동기대비 2018년 3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금융 부문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18년 3분기 금융 부문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5.7% 성장 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11.4% 성장함

[표 12] 현대자동차 사업 부문별 재무현황 요약
(단위 : 백만원, %)
전년
사업 부문46)

항목

2016

2017

2017 3Q

2018 3Q

동기대비
증감률

순매출액
차량
부문

금융
부문

기타
부문

47)

영업이익
순매출액
영업이익
순매출액
영업이익

72,683,570

74,490,230

55,833,705

54,866,024

(77.6%)

(77.3%)

(77.7%)

(76.6%)

3,481,150

2,585,413

2,514,894

598,994

(73.1%)

(71.0%)

(74.9%)

(41.3%)

14,051,832

15,414,590

11,382,199

12,035,416

(15.0%)

(16.0%)

(15.8%)

(16.8%)

703,212

718,137

571,081

636,196

(14.8%)

(19.7%)

(17.0%)

(43.9%)

6,913,622

6,471,259

4,659,330

4,680,658

(7.4%)

(6.7%)

(6.5%)

(6.5%)

574,808

338,792

271,077

214,743

(12.1%)

(9.3%)

(8.1%)

(14.8%)

46) 부문별 금액은 연결조정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부문별 금액과 비중을 나타냄
47) 사업 부문별 총매출액에서 내부거래에 따른 매출액을 제외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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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6.2%
5.7%
11.4%
0.5%
-20.8%

4. 사업조직 및 연구개발 조직 현황

□ 현대자동차

연구조직은 차량

설계,

성능,

디자인

등을

담당하는 세부

연구개발본부와, 해외 주요 지역별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70] 현대자동차 연구개발 조직 현황

- 94 -

센터로

구성된

제2절 대내외 여건
1. 주요제품 관련 시장 및 판매 현황

□ 차량부문 시장 및 판매 현황

¡ 국내 시장은 2018년 3분기까지 준중형 · 중형 차급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 동기대비 3.5%
감소한 113만대가 판매됨
- 동기간동안 현대차는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한 52만 6천대를 판매함

¡ 미국 시장의 경우 승용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SUV와 픽업의 판매 호조로 인해 2018년
3분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0.2% 증가한 1,289만 6천대가 판매됨
- 동기간동안 현대차는 전년 동기대비 2.0% 감소한 50만 2천대를 판매해 3.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투싼의 판매가 25.0%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엑센트와 쏘나타의 판매가 각각
51.1%, 24.8%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임

¡ 중국 시장의 경우 SUV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타 차종의 판매 둔화로 인해 2018년
3분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0.3% 감소한 1,670만 5천대가 판매됨
- 동기간동안 현대차는 전년 동기대비 14.7% 증가한 56만 1천대를 판매하였으며, 신차인
엔시노 출시 등으로 판매 증가함

¡ 인도 시장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2018년 3분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6.9% 증가한 258만 5천대가 판매됨
- 동기간동안 현대차는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한 41만 2천대를 판매하였으며, 베르나,
i20, 크레타가 판매 증가를 견인함

¡ 유럽 시장은 2018년 3분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한 1,259만 9천대가 판매됨
- 동기간동안 현대차는 전년 동기대비 7.0% 증가한 41만 7천대를 판매하여, 시장점유율
3.3%를 차지하였으며, 아이오닉 전기차와 코나의 신차 효과가 판매 증가의 주된 요인임
□ 금융부문 시장 여건

¡ 2010년을 기점으로 민간소비성장률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금액
증가율 또한 증가하였지만, 2012년부터 가계소득의 둔화로 인해 소비경기가 침체에 빠짐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액(현금서비스 제외)의 증가율도 감소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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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카드에 대한 선호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증가율은

민간소비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2016년에는 신용카드 이용액(현금서비스 제외)이 전년 대비 약 11% 성장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기타부문 시장 여건

¡ 철도산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집행 예산에 따라 철도차량의 수량과 가격이
결정되는데,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투자자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민자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며, 해외시장의 경우도 이와 유사함

¡ 전 세계 철도산업의 시장규모는 2013년~ 2015년 평균 약232조원(€1,691억)으로 추산되며, 이
중에서 철도차량 분야는 신규 차량을 기준으로 전체 시장규모의 약 30%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항공이나 도로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훨씬 작은 수준

¡ 세계 철도차량 시장은 서유럽을 근거로 하는 선진업체의 주도 속에 기타 유럽 업체 및 내수
물량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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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제품 판매가격 및 원자재 비용 여건

□ 차량 부문 제품 판매가격 및 원자재 비용 여건

¡ 국내 완성차의 2018년 3분기 평균 판매가격은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RV는 30.6%,
소형상용차는 13.8% 증가함

¡ 해외 완성차의 2018년 3분기 평균 판매가격은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RV는 15.4% 감소한
반면, 대형상용차는 3.3% 증가함

¡ 주요 원자재의 2018년 3분기 가격은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철광석은 9.0% 감소하였으나,
알루미늄은 12.3%, 구리는 11.8%, 플라스틱은 15.1% 증가함

[표 13] 현대자동차 차량 부문 제품 판매가격
(단위 : 천 원, %)
전년
제품

2016

2017

2017 3Q

2018 3Q

동기대비
증감률

국내
완성차

해외
완성차48)

승 용

36,423

36,482

36,403

36,219

-0.5%

R

31,667

29,402

29,493

38,509

30.6%

소형상용

20,016

20,824

20,016

22,775

13.8%

대형상용

126,695

129,756

129,541

131,597

1.6%

승 용

35,802

33,753

35,206

32,959

-6.4%

R

40,275

38,445

40,792

34,497

-15.4%

소형상용

39,456

43,331

45,302

42,342

-6.5%

대형상용

48,865

42,656

42,740

44,148

3.3%

V

V

48) 북미지역(미국), 유럽지역(독일), 아시아지역(호주) 대표 시장의 판매가격에 환율을 적용 한 단순 평균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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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현대자동차 차량 부문 주요 원자재 가격
전년
품목

단위

2016

2017

2017 3Q

2018 3Q

동기대비
증감률

철광석

$/TON

53

64

67

61

-9.0%

알루미늄

$/TON

1,605

1,969

1,922

2,158

12.3%

구리

$/TON

4,863

6,166

5,943

6,646

11.8%

플라스틱

$/TON

1,029

1,105

1,085

1,249

15.1%

□ 기타 부문 제품 판매가격 및 원자재 비용 여건

¡ 철도차량의 2018년 3분기 평균 판매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41.7% 증가함
¡ 주요 원자재인 스테인레스 스틸의 2018년 3분기 가격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표 15] 현대자동차 기타 부문 제품 판매가격
(단위 : 천 원, %)
전년
제품

2016

2017

2017 3Q

2018 3Q

동기대비
증감률

철도차량49)

1,900,000

1,450,000

1,200,000

1,700,000

41.7%

[표 16] 현대자동차 차량 부문 주요 원자재 가격

전년
품목

단위

2016

2017

2017 3Q

2018 3Q

동기대비
증감률

SUS LT2T

백만원/TON

4.9

4.9

4.9

49) 상기 기타부문은 당기에 수주한 제품을 단순합산하여 1량으로 환산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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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0.0%

제3절 사업추진 계획 및 투자 동향
1. 최근 발표한 사업계획 내용
□ 최근 발표된 유의미한 사업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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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사업투자 및 인수 · 합병 · 매각 현황

□ 시설 투자 현황

¡ 주로 차량부문의 생산시설 신설 · 증설 · 보완 및 기타부문(현대로템)의 생산 시설 증설 ·
보완 목적으로 시설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음
- 차량부문의 경우 2018년 3분기까지의 시설투자는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미국법인
(HMMA)과 터키법인(HAOS)이 각각 161.4%, 105.1% 증가하였으며, 그 외 법인은
감소함
- 기타부문(현대로템)의 경우 2018년 3분기까지의 시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9.4%
증가함

[표 17] 현대자동차 부문별 시설 투자 현황
(단위 : 억 원, %)
사업
부문

전년
법인명

(한국)
HMMA
(미국)
HMI

부문

(인도)
HAOS
(터키)
HMMC
(체코)
HMMR
(러시아)
HMB
(브라질)

기타
부문

2017

2017 3Q

2018 3Q

동기대비
증감률

HMC

차량

2016

현대로템

20,050

25,365

15,486

12,804

-17.3%

1,648

1,145

765

2,000

161.4%

1,311

2,789

2,318

2,177

-6.1%

239

330

157

322

105.1%

619

1,734

973

456

-53.1%

2,220

803

683

149

-78.2%

1,479

381

245

108

-55.9%

111

285

170

220

29.4%

□ 주요 인수 · 합병 및 매각 현황

¡ 최근 3년간 유의미한 인수 · 합병 · 매각 사례가 없음

- 100 -

제4절 최신 R&D 동향
1. 최근 연구개발 투자 동향

□ 2018년 3분기까지 투자된 연구개발비용은 1조 6,638억 원 수준임

¡ 2018년 3분기까지 투자된 연구개발비용은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함
¡ 2018년 3분기까지 투자된 연구개발비용은 동기간동안의 매출액 대비 2.3% 수준임

[표 18]

연구개발 투자 현황
(단위 : 백만 원)

과목
연구개발비용
총계
정부보조금
연구개발비용
계

2017 3Q

2018 3Q

2017

2,359,311

2,499,518

N/A

1,672,743

N/A

7,082

11,747

N/A

8,897

N/A

2,352,229

2,487,771

1,578,425

1,663,846

5.4%

2.5%

2.6%

N/A

2.3%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전년 동기대비

2016

비율50)

50) (연구개발비용 총계 / 당기매출액)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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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2. 최근 주요 연구개발 성과 현황

□ 연료도어 후방밀림 방지 락&팝업 일체형 연료도어 캐치

¡ 플라스틱 연료도어 크리프(Creep) 변형을 유발하는 팝업 스프링 지속 하중을 제거하여
연료도어의 후변형을 근본적으로 개선함
□ 감성품질 향상을 위한 내장부품용 고감성 원단

¡ 스웨이드 인조피혁 베이스 원사 소재 및 원단 구조 변경하여 내장재 고급화를 위한 편물
타입을 개발함
□ 후석승객알림 시스템

¡ 후석 승객 방치 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 기능을 개발함
¡ 운전자 하차 시 후석 승객을 감지하여 단계별로 경보 신호를 제공함
□ 후방 교차 충돌 방지보조 (RCCA)

¡ 후측방레이더를 이용하여 후측방 접근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능을
개발함
□ 알루미늄 EGR 쿨러

¡ 알루미늄 EGR 쿨러 설계를 강건화함
¡ 알루미늄 EGR 쿨러 검증 강건화 및 양산 품질을 확보함
□ 플러시 타입 도어 아웃사이드핸들

¡ 전동 작동 수평 전개식 플러시 도어 핸들 구조로 차량의 클린 이미지를 확보하고 상품성
향상함
□ 후진가이드 램프

¡ 야간 또는 실내 주차장 상황에서 후진 시, 차량 후방 노면에 점선 패턴 형상의 가이드 조명을
구현함

¡ 상대 차량 및 보행자에게 운전자의 후진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사고를 예방함
□ 기능 통합형 전동부스터

¡ 회생제동 협조제어 브레이크 시스템의 통합형 개발로 경량화, 패키지 최적화 및 응답성능을
향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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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압 정션박스 커버용 전자파 차폐 복합 소재

¡ 고전압에 의한 전자파 노이즈 영향성을 금속 수준까지 감소시킨 카본계 필러 복합소재
개발을 통해 경량화 및 원가경쟁력 확보함
□ 연료전지 커넥터 최적화

¡ 고전압 정션블록 체결 커넥터류 통합 개발하여, 국산화 및 차폐방식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
달성함
□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RSPA)

¡ 주차/출차 시 조향/제동/구동/변속/시동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 지원을 통해 운전자 편의성
개선하고 및 상품성 확보함
□ 차로 추종 보조 (LFA)

¡ 전방카메라와 레이더 정보를 활용하여 스티어링휠 제어를 통한 차로 유지 제어 시스템을
개발함
□ 후측방 모니터 (BVM)

¡ SVM 시스템 기반 주행 중 부가기능 개발 : 차로 변경시 O/S 미러 사각 해소, 시선이동
최소화
□ 선행연료전지 시스템

¡ 기 양산 연료전지(LMFC) 시스템 대비 출력밀도를 향상시켰으며 외기고온 운전성능을
향상함
□ 고전압 전기안전 부품 및 양산성 향상 절연판

¡ 저가화 및 조립/양산성 향상을 위한 연료전지 스택 고전압 및 전기안전 부품 개발함
□ 전동식 워터펌프 NVH 기술개발

¡ 전동식 워터펌프 기본 마운팅 확립을 통해 NVH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마운팅 브라켓 중량을
절감함
□ 시스템 소형화를 위한 가변압력 PEMFC 핵심부품

¡ 연료전지 시스템 핵심 부품 성능 개발 및 모듈화 / 연료전지차 양산 대응을 위한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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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전지시스템 상태 예측 기술

¡ 연료전지시스템의 상태 예측을 통한 효율 향상 및 운전 안정성 확보함
□ 양산형 금속분리판 기술 개발

¡ 셀 내부로의 반응기체/냉각수 공급/배출, 전기 전도, 스택의 기계적 구조 유지 기술을 확보함
□ 스택 매니폴드 블록 및 LH 커버 플라스틱화 개발

¡ 연료전지 스택의 중량 및 원가 절감을 위해 부품 재질 변경으로 부품의 원가 절감 및
경량화를 달성함
□ 700bar 수소저장 장치용 저장용기 및 핵심부품 개발

¡ 차기 수소저장시스템 통합설계 및 평가를 통해 중량효율을 개선하고, 시스템 단가를 저감함
□ TWB 핫스탬핑 시트크로스멤버

¡ 동일 부품 내 두께 최적 설계(두께 차등 적용) 가능한 TWB 핫스탬핑 기술 적용을 통해
경량화 달성함
□ 승용디젤 엔진오일 개발(0W-20)

¡ 고온 점도저감을 통한 실차 연비 개선 및 저점도형 점도조정제 적용으로 인한 유체저항 저감
효과 달성함
□ 승용디젤엔진용 소결캠기어

¡ 차세대 엔진 신규 밸브트레인용 캠기어 소결화 개발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및
소음특성을 개선함
□ 알루미늄 EGR 쿨러

¡ EGR 쿨러 소재 변경(SUS→Al)을 통해 경량화 / 원가절감 /성능향상을 달성함
□ 진공펌프 일체형 가변오일펌프

¡ 현대자동차 최초로 연속제어 가변오일펌프 & 진공펌프 일체형 모듈을 개발함
□ 캠샤프트 일체형 캠캐리어 모듈

¡ 캠캐리어 및 캠노브에 캠샤프트 압입을 통한 모듈화 개발함
(캠샤프트 : 질소 냉각, 갬노브 : 오븐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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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디젤엔진 통합유량제어밸브

¡ 냉각수 유량 통합 제어로 최적의 열관리 기술을 확보함
□ 승용디젤 HPDC 알루미늄 실린더블록

¡ 실린더블록 & 베드플레이트 재질 변경 (주철 → 알루미늄)으로 실린더블록 경량화 달성함
□ SMF + CPA 디스크 개발

¡ DMF → SMF 대체 위한 비틀림 진동의 획기적인 절연기술을 개발함
¡

SMF 클러치 디스크에 CPA 모듈 탑재로 비틀림 진동 절연효과를 극대화함

□ 치합리딩챔퍼 싱크로슬리브

¡ 수동변속기 이차걸림력 저감을 위한 치합리딩챔퍼 싱크로슬리브를 양산 개발함
□ 토크저감을 위한 AT용 테이퍼 롤러 베어링

¡ 고강도 소재 적용을 통해 테이퍼 베어링 롤러 수 축소 → 마찰 손실 저감으로 변속기
전달효율을 높임
□ 전륜 중형 8속 자동변속기

¡ 전륜 대형 8속 독자 구조 기반으로 유압시스템 공용화 및 중형급 다운사이징에 성공함
□ IoT 홈투카 서비스

¡ 홈 스피커를 통한 차량 원격 제어를 위해 대화형 시나리오 및 명령어 적용된 IoT 홈투카
서비스를 개발함
□ 기통간 가진력 강건화 기술

¡ 콘티 FIE 모델 기반 연소 가진력 편차 주요 원인 규명 및 개선안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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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유 특허 분석

□ 특허 Theme Map 분석 결과

¡ 최근 3년간 현대자동차의 출원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차량
자동 제어기술 및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특허가 2017년 이후 출원되고 있음

¡ 관련 주요 특허는 다음과 같음

[표 19] 현대자동차 최근 관심분야 주요 특허-Theme Map 기준
특허명
차량 및 그 제어방법과 이를
이용한 자율 주행 시스템
차량 주행제어 장치 및 방법
교통 취약자 충돌 방지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

출원번호

출원년도

KR20170028771A

2017

KR20170049817A

2017

KR20170080650A

2017

주요내용
주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
전방 차량 감지에 따른 운행 제어
기술
교통 취약자 관련 데이터 취득 및
운행 제어 기술

[그림 71] 현대자동차 2016년 출원 특허 Them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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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현대자동차 2017년 출원 특허 Theme Map

[그림 73] 현대자동차 2018년 출원 특허 Them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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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 최근 3년간 현대자동차의 출원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온도, 센서와 관련된 키워드가
2018년 등장함

¡ 관련 주요 특허는 다음과 같음

[표 20] 현대자동차 최근 관심분야 주요 특허-워드 클라우드 기준
특허명

출원번호

출원년도

차량 및 그 제어방법

KR20180123503A

2018

주요내용
연료 전지 온도 감지 및 결과에
따른 스택 온도 제어 기술

[그림 74] 현대자동차 2016년 출원 특허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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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현대자동차 2017년 출원 특허 워드 클라우드

[그림 76] 현대자동차 2018년 출원 특허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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