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많은 변화 중에 눈여겨 봐야할

것은 제품에 서비스부가를 통한 새로운 시장이 급속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구현할 솔루션,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시스템적 해결

방법의 제공은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특히 소공인 분야에서의 기술력 제고,
시장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리더 업체(또는 업

계) 발굴과 육성은 중요하다 할 것이다. 많은 중소제조기

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개도국으로 이전하면서 제조
업 전반의 노동가치가 하락하고,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었다. 또한 도시화의 진전, 소비문화 확산,

저임금의 제조업 기피, 서비스업 선호 등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되면서 제조업 취업의 매력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제조업

과 ICT의 융합에 의한 생산 방식은 소비자들의 욕구에
대한 접근방식을 새롭게 하며, 제조업 부활에 날개를 달아

주는 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특히 영세한 산

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인쇄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
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2. 국내 인쇄(문화)산업 시장규모 및 현황 분석
대한인쇄문화협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국내 인쇄문화

산업의 인쇄산업 총매출액을 9조7,9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인쇄문화산업의 경우 영세성(종사자 10인하 및

매출액 10억원 미만이 90%)으로 인하여 자체 R&D, 인쇄

품질 표준화, 인쇄설비 개선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
로 전환을 위한 혁신역량은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업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10인이상 사업체의 생산액과 부가가치는

2013년까지 하락 후 2015년부터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
나 성장률은 미미한 상태이다(<표 1> 참조).

(단위: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6 2017 20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349 4,164 3,953 4,246 4,722 4,793 4,898

인쇄업 3,537 3,177 3,035 3,277 3,747 3,838 3,823

경 인쇄업 516 530 570 577 643 578 605

스크린 인쇄업 393 366 371 398 460 503 559

오프셋 인쇄업 2,184 1,894 1,670 1,846 2,098 2,029 1,969

기타 인쇄업 444 388 424 455 545 728 690

인쇄관련 산업 812 987 918 970 975 955 1,075

제판 및 조판업 264 471 397 422 443 444 552

제책업 445 413 389 420 379 369 366

기타인쇄관련산업 103 103 132 128 153 142 157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통계 기준

<표 1> 국내 인쇄문화산업의 생산액 비교

또한 인쇄업계의 전반적인 요인들을 분석하여 그림1.

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 1> 국내 인쇄(문화)산업의 SWOT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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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시장에 엄청난 혁신을 불러왔다. 많은 변화 중에 눈여겨 봐야할 것은 제품에 서비스를 부가하
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시장이 급속하게 만들어지고 있음
을 의미한다. 이를 구현할 솔루션,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시스템적 해결방법의 제공은 중요하
게 다뤄져야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다. 제품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값싼 노동력만을 이용하는 제
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조업에 ICT를 융합한 생산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욕구에 대한 혁신
적인 제품-서비스의 제조공정 플랫폼의 개발은 제조업 부활에 날개를 달아 주는 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특
히 영세한 산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인쇄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3. 세계 인쇄문화산업의 시장 동향

3.1. 글로벌 인쇄문화산업 규모

세계 모든 국가를 조사대상으로 한 글로벌 인쇄문화산

업 규모 조사는 공식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글로벌 인쇄문화업체 하이델베르그와 영국의 시장
조사 전문기업인 스미서스 피라(Smithers Pira)가 2016년

발표한 보고서 <2020년 미래 인쇄사의 모습>에 따르면

2014년~2020년 세계 인쇄산업의 연간 성장률은 총 0.5%로
전망된다. 서유럽, 북아메리카의 인쇄사업체 수는

2010~2014년 사이 약 10% 감소하였지만, 아시아는 상대적

으로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인쇄 및 관련 산업의 수
요증가로 이어져, 인쇄문화산업분야는 견실한 성장을 이루

고 있다.

3.2. 인쇄문화산업의 시장 트랜드

인쇄방식은 디지털 인쇄시장의 성장 속 기존(오프셋)

방식과의 혼합 운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오프셋 방식은

낮은 생산비용과 대량인쇄에서의 빠른 속도라는 장점을
가지며, 디지털인쇄는 다양한 고객별 요구에 대응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진다. 세계 인쇄(문화)산업계는 디지털과

오프셋 방식의 장점을 활용하여, 최저의 비용으로 최상의
품질을 달성함으로써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의 시장 트랜드는 IT기술과 인쇄기술의 융·복합화 가 증

가하는 주세이다. 즉, QR코드 및 증강현실 등을 융합한
인쇄가 확산되고 있으며, IoT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IT

기술과 인쇄기술의 융·복합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세계 인쇄(문화)산업계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활용이 점증하고 있다. 인쇄업체가 클라우드 서비

스를 도입 및 활용할 경우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매 및 관

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의 하이델베르그는 모든 인쇄공정이 네트워크로 연결

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점점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인쇄프로세스를 쉽고 지능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의 유연성
과 획기적인 비용절감을 실현하고 있다.

4. 결론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인쇄산업(소상공인)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기업과 산업, 개인의 경계를 뛰어넘는 제조
공정의 연계성과 통합성 및 협업 비즈니스 모델이 요구된

다. 지능화된 제조공정프로세스로 효율화, 규격화, 스마트

제조공정이 필요하며, 협업의 솔루션 개발 및 도입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디지털기술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즉, 인쇄관련사업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그룹(인쇄소상공인)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그룹

(주문자)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모델의 구축이 이뤄

져야 세계시장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 기존 제조공
정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정 최적화 및 서비스

연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재설계하여 기업 내 생산·유통·
의사결정·커뮤니케이션 등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속도

와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림 2> 인쇄산업의 플랫폼 모델

또한, 인쇄업의 제조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

문가 양성, 차세대 플랫폼 구축, 국가적인 인프라 확충, 기
업과 연구소 등의 핵심 신기술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이

를 토대로 인쇄업계는 원가절감 등 경영감각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되며, 전문성과 기술성, 경영적 측면에서도 체계
적인 교육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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