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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에 투자한 일본의 기업들 중에서「기대만큼의 성공」
을 거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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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한 것보다는 그 효과가 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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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느끼는 IT 투자의 성과

IT에 투자해「기대만큼 성공」
을 거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IT 운용

TLD는,

체제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IT 투자의 성과에 관한 8개 회답을 4개로 대

Timely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과학·기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주간동향지,

별해서 IT 운용체제를 비교하였다. IT 운용체제에 관한 조사항목 9개중에서
IT의 성과와 별로 관계 없는 정보관리 최고책임자(CIO) 존재유무와 성공한
기업일수록 많이 선택했던 5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Leading

과학·기술계 리더를 위한 차별화된
지식정보지,
Distinguished

경영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최대 영향인자
「경영진이 IT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
을 선택한 비율이 성공한

전문가그룹이 검증한 과학·기술
핵심정보를 가공분석한 고급정보지입니다.

기업일수록 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항목도 경영전략 및 IT 전략

2004년 9월 7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IT가 경영전략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경영자에게

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트너저팬에서는 IT 투자의 효과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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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세 여성노동력비율과 합계특수출생률의 장기적 추이

IT 투자 성과별 IT 운영체제

Statistisk arsbook 2004, 스웨덴
국가별 합계특수출생률과 여성노동력비율

여성노동력비율(%)

IT 투자의 성공요건

OECD: 여성노동력비율은 15~64세 (2001년)

IT 전략을 경영전략중의 한가지로 생각해야 함.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전체에서 IT를
이용하는 체제를 정비해야 함.
사전에 설정한 경영목표가 IT 도입으로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도입효과를 계속
적으로 측정해야 함.

스웨덴 여성은 주로 모유를 먹이기 때문에 출생 후 1년까지는
엄마가 양육해야 한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어릴 때는 아내가 육아에 전념해야 한다」

CIO 존재 유무가 IT투자의 성공에는 그다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T
투자의 성과에 대해서「기대만큼/기대이상의 성
공을 한 기업」
과「성공도 실패도 아닌 기업」
에
스웨덴 가정생활 조사, 일본 내각부

서 CIO의 존재비율은 모두가 10% 전후로 그렇
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따라서 CIO가 있다
고 하더라도 일본의 많은 기업에서 CIO의 역할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출산후 1년은 육아휴직해 자녀양육에 전념

을 가트너저팬이 제창하는 이상적인 역할과는

하고, 그 후 복직해서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기면서 근무시간을 단축

크게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해서 일하며, 몇년후에 통상의 노동시간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이

http://pcweb.mycom.co.jp

고 있다.
여성의 복직후 근무방식

복지대국 스웨덴의 가족 정책
스웨덴에서는 출산기 여성의 노동력 비율이
84.3%로 아주 높고, 출생률도 1.65(2002년도)
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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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는 육아 부담을 사회 전체가 책임져 모든 아동

소득제한없는 아동수당 제도

사회보장급부비대비 GDP의
국가별 비교 (1998년, %)

16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사회보장급부 가족현금급부
전체
현물급부

들의 생활을 부모의 상황과 상관없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
에 계속적으로 출생률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부모에게 첫째부터 비

육아휴직제도와 스피드 프리미엄

과세인 아동수당이 지급된
다. 3명의 아이가 있는 부부

일 본
스웨덴
미 국
프랑스
독 일
영 국

14.66
30.98
14.59
28.82
27.29
24.70

0.47
3.31
0.51
2.69
2.79
2.22

세계최초로 도입된 부모 모두가 취득할 수 있는 육아휴

세대와 아이가 2명인 편부모

직때문에 발생하는 수입 손실을 보전하는 양친보험이 적

세대에게는 가처분 소득의

용되고 있다. 특히 출산후 다음 아이가 2년 6개월 이내에

약 10%를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아이가

태어날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수입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있는 세대의 약 30%가 비과세인 주택수당도 받고 있다.
http://www.esri.go.jp

하는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여성의 휴직일수

일본, 신엔젤 계획의 평가 실시
일본정부는 저출산대책추진 관계각료회에서 결정한 저
출산대책추진방침(1999년 12월 17일) 중에서 특히 중점
적으로 다루어야 할 분야의 시책을 구체화시킨「신엔젤플
랜」
의 정책효과를 최근에 평가하였다.
남성의 휴직일수

평가지표
·자녀양육의 부담감 완화
·출산·육아 인센티브 부여
·출생수, 합계특수출생률

지표파악방법
·관련
·관련
기존
·주민

3개 부처에 대한 조사
행정기관에서 실시된
조사의 결과
앙케이트 조사

실시기간 : 2004년 1월~ 2월
대상 : 전국의 20~39세 남녀
6,000명
조사항목 :
특히 충실해야 할 신엔젤플랜
의 분야, 특히 충실해야 할
신엔젤플랜의 분야내 시책,
신엔젤플랜 맥락의 타당성 등

근무시간 단축제도, 남녀 모두 조기귀가
일본정부는 저출산대책추진 관계각료회에서 결정한 저
스웨덴에서는 남녀 모두 오

스웨덴의 귀가시간

출산대책추진방침(1999년 12월 17일) 중에서 특히 중점

후 6시까지는 대부분 귀가하

적으로 다루어야 할 분야의 시책을 구체화시킨「신엔젤

며, 주당 근무시간도 남성은

플랜」
의 정책효과를 최근에 평가하였다.

41.2시간, 여성은 32.7시간

정책효과

으로 나타났고, 통근시간은
평균적으로 남성의 경우 40

o 업무와 자녀양육의 병행에 따른 부담감
→ 충분하지는 않지만 총체적으로 완화되고 있음.

분, 여성은 27분으로 아주 짧
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취업형태와 노동시간
취업형태
고용자(풀타임)
고용자(시간 단축노동)
자영업(가족)
무직·실직
기타
합

계

여성 남성

통상주당 근무시간

여성 남성

50.0
35.1
3.4
6.3
5.2

79.0
4.1
11.9
3.2
1.9

19시간 이하
20~34시간
35~40시간
41~45시간
46시간 이상

2.7
36.3
51.0
4.2
5.8

0.4
4.6
67.1
9.7
18.3

100

100

평균시간

32.7

41.2

Techno Leaders’Digest

3

세계는 지금

o 자녀양육 그 자체의 부담감
→ 반드시 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제16호 2004년 9월 7일 (화) / 주간

중국 민영 기업, 경쟁력 대폭 향상
중국 과학기술부는 2003년도 과학기술분야 중국민영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792억 위엔에 도달, 전년 대비
45.58% 증가하였으며, 기술 관련 수입(收入)은 1,719억
위엔으로 26.40%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민영

원인1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증대

- 아이의
1999년
- 아이가
1999년

장래 교육에 드는 비용
44.4% → 2002년 51.6%
어릴 때 양육에 드는 비용
21.8% → 2002년 24.8%

원인2 자녀양육에 대해 맞벌이 가정에 비해 전업주부의 부담이 큼.

- 전업주부(부담큼) 45.3% (작음) 22.9%
- 맞벌이 가정의 아내 (부담큼) 29.1% (작음) 27.5%
- 엄마의 취업상황별, 아이를 양육하는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
* 자신의 자유시간이 없음
(무직) 66.4% (취업) 58.2%
* 자녀양육에 의한 신체의 피로가 많음
(무직) 40.9% (취업) 35.8%
* 눈을 뗄 수 없어 신경이 쓰임
(무직) 37.1% (취업) 27.7%

o 출생수·합계특수출생률 → 모두가 떨어지고 있음.

기업의 2003년도 기술혁신 능력도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까지 과학기술분
야 중국 민영기업의 총수는
124,937개에 달하였는데,
이는 2002년의 동일 기간
에 비해 14.22% 증가한 것
이다. 2003년도 총 수입은
37,105억위엔에 달하여 전년 대비 42.94%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 연간 수입이 100만 위엔 이하 규모 기업은
55.64%, 100~1,000만 위엔 규모는 24.58%, 1,000~
1억 위엔 기업은 15.63%, 1억 위엔 이상의 기업은
4.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 민영기업이 실현한 총생산액은 7,566억 위엔
이며, 1년 동안 실현한 순익은 2,295억 위엔으로 전년 대비

원인

-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개인의 의식이 변화함
- 이상적인 자녀수 : 1997년 2.4명→2003년 2.2명

경제 수익과 규모화도 한층 향상되었으며, 동시에 과학

「자녀양육의 부담감이 완화됨」
의 비율과「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는 비율은 상관관계가 아주 큼.

분야 및 시책 사이에 상대적으로 특히 충실이 요망되는 것
(앙케이트 조사결과)

분 야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의 분야,「업무
와 자녀양육을 병행하기 위한 고용환경의 정비」의 분야
시 책 「영유아 보육」,「육아휴직 급부금액의 충실」,
「업무 우선이 아니라 업무와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직장
환경」,「휴일·야간의 어린이 구급의료」,「유치원에 의한
자녀 양육 지원」,「생활력을 육성하는 학교 교육」,「고교,
대학 진학의 경제적 부담 경감」,「안심하고 놀 수 있는 놀
이터」

ttp://www.soumu.go.jp
Techno Leaders’Digest

위엔으로 49.63% 증가했고, 제품 수출을 통한 외환 수입
은 787억 달러로 60.29% 증가했다. 2003년 민영 기업의

정책효과 발현의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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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8% 증가하였다. 국가에 지불한 세금 총액도 2,054억

기술 투자와 기술 관련 수입도 대폭 증가하였다. 2003년
과학기술분야 중국 민영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792억 위엔
으로 2003년 총수입의 2.13%를 차지하였다.
중국 민영기업 기술 관련 수입
1,719억 위엔으로 전년대비 26.4% 증

총수입이 100만 위엔 이
상에 달하는 55,422개 기
업체 중에서 기술 관련 수입
이 50만 위엔 이하인 기업
이 42,752개로 77.14%,
50~500 위엔에 달하는 기
업이 8,667개로 15.64%, 500만 위엔 이상의 기업은
4,003개로 7.22%를 차지하였다.

세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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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은 민영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핵심이다.

2001년 17.8 TWh, 2002년 25.0 TWh으로 증가하다 작

10여년 동안 중국의 과학기술분야 민영기업의 연구개발

년에는 기상이 좋지 않아 28.8 TWh만 이용해 증가폭이

투자는 연 평균 40%의 성장을 유지해 왔으며, 과학기술

크게 둔화되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상반기에만 18.6

인력은 연 평균 43%씩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기술혁신의

TWh의 발전량을 기록함으로써 BMU는 연말까지는 총

실현을 위한 바탕을 제공해 왔다. 특히, 수입이 1억위엔

37.1 T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

규모를 초월하는 대형 민영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3.4%

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특히 풍력발전의 급증에 힘입은 것

수준을 차지하였지만 과학기술 인원 비율은 30% 이상을

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풍력발전은 이 기간동안 재생에너

차지하였으며, 연구개발 투자는 일반적으로 5% 이상을

지 이용 발전량의 54%를 차지하였다.

차지하고 어떤 해에는 10% 이상을 차지하였다. 대형 민영
기업 대부분은 자체 연구개발 기구를 설립, 연구개발팀을
구성하였다.

BMU는 이러한 긍정적 발전추세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
시키고, 에너지공급 구조의 전환을 위해 기존 지원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재생에너지법

중국의 대형 민영기업들은 주로 컴퓨터, 통신, 생물 의약,

(EEG) 개정을 통해 독일정부는 특히 풍력에너지 활용에

신소재, 신에너지 등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 중요 성과

유리한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풍력발전을 확대하도록

를 달성, 중국 첨단기술 산업 발전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유도하고 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선봉이 되고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00년의 2배 이상 증대

있다.
http://www.stdaily.com

독일 재생에너지법(EEG)의 일차적인 목표는 에너지

독일,

전환이다. 2010년까지 독일은 전체 에너지공급에서 재생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0% 넘어서

에너지의 비중을 2000년에 비해 최소한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발전량의 12.5%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하는게 독일정부의 목표다. 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생에너지 이용 발전량이 최근 급속히 증가해
전체 전력소비량을 기준으로 한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2010년 일차에너지소비의 약 4.2%에 머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50년경에는 최소 50%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Press Release of BMU

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독일 연방환경부(BMU)

재생에너지 이용 발전량 비중 추이

는 연방정부의 효과적인 지
원정책과 2004년의 양호

일본, 자동차 메이커 근무자의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한 의식조사 실시

한 기상조건 덕분에 상반기
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
전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났
다고 발표했다. BMU에 따
르면, 독일의 재생에너지
이용 발전량의 비중은

자동차 메이커가 부품메이커에 거는 기대
·개발력 강화
·개발비 등의‘리스크 부담’경감, PL 책임

부품 메이커가 주력하고 있는 항목

2000년과 2001년이 똑같이 6.7%, 2002년 7.95%,
2003년 7.9%로 정체현상을 보여 왔으나, 연방정부의 지
원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금년도는 10%로 대폭 증가했다.
재생에너지법(EEG: Erneuerbare-Energien-Gesetz)
에 따라 독일에서 기존 배전망을 통해 공급된 재생에너지
이용 발전량은 2000년 10.3 TWh(=10,300 GWh)에서
Techno Leaders’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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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전략 과제
그룹1
설비 투자 등의
성장 리소스와
제품의 유효
향상을 위한
개발 리소스가
모두 필요

기타 요구사항

투자부담과
리스크가
가장 높은 분야

부가가치지수 1 전후
기능향상, 비용삭감

수평통합에 의한 규모의 경제 실현
수익성이 높은 시장의 해외진출
전장부품: 시스템화·모듈화, 수직통합

그룹2

성장리소스보다 개발리
소스가 필요함.
기능·성능이 중시됨.
성장성이 낮지만 모듈화
나 아웃소싱으로 비용절
감이 불가능함

시스템 전체 최적의 시점, 2개 이하 부품의 기술
성능에 관한 이해, 부품 메이커의 QCD 경영, PL 책임,
개발비 부담 등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격 설정

책임을 가지고 아웃소스할 수 있는 파트너
그룹3

개발리소스가 크게 필요
없음.
설비투자 등의 성장 리스
크가 필요함.
비용삭감 압력이 큼.
시스템화·모듈화가 진행
되기 힘듬.
해외진출의 기대도 낮음

투입한 성장리소스의 회
수효율 향상
기능·성능향상에 의한
경쟁법칙 변경

성장리소스와 개발리소스
모두 불필요함.
비용경쟁력 중시
시스템화·모듈화가 힘듬.

해외생산
해외조달
수평통합
수직통합

그룹4

http://release.nikkei.co.jp

차세대 전략기술 - 정보기술(IT)

미국도 초고속 인터넷 시대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미국 가정의 51%가 초고속 인터
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2003년의 38%에 비해

20~24세 이용자들이 각각 53%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
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히 증가한 것이라고 미국의 닐슨/넷레이팅이 발표
하였다.

연령대별 초고속 인터넷 이용 현황

2004년 7월 한달 동안 약 6,300만명의 미국 인터넷
이용자들이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며, 반면에
6,130만명이 전화선 등 모뎀을 통한 중저속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이가 좀더 젊은 어른과 어린이, 10대들은 PC 기술
연령대별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15~20세 그룹의
초고속인터넷 사용 비율이 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어린이들은 58%, 25~34세 그룹이 55%, 10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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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과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을 다른
연령대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http://nl2.vnu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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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S 개발로 더욱 안전한 야간운전을
야간에 보행자를 검지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인텔리
전트 나이트 비전 시스템(INVS)」
을 혼다가 세계최초로
개발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INVS는 원적외선 카메라로 차량 진로

INVS의 구성
원적외선 카메라(2기)
- 인간이나 물체가 방사하는 원적외선을 영상화하는 카메
라 원적외선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가시광 카메라나 근
적외선과 같이 불빛이 없어도 영상을 얻을 수 있음.

상의 보행자나 횡단중인 보행자를 검지해 화면에 표시하
면서 동시에 부저를 울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운전지원시스템으로 2004년 가을에 발매될‘레전드’
에
탑재될 예정이다.
INVS는 자동차의 앞 범퍼 아랫쪽에 설치한 2기의 원
적외선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에서 적외선을 방사하여 대
상물의 위치와 움직임을 검지, 대상물이 차량 진료상에
있는지, 횡단중인지를 인식한다. 그리고 크기나 형상을
통해 대상물이 보행자인지를 판단한다. 야간에 차량 전
방의 영상을 디스플레이로 표시해 운전자의 시각을 지원
하는 일반적인 나이트 비전 기능은 물론이고 도로에 진

헤드업 디스플레이
- 설치 패널 상부에 설치한 미러가 영상을 나오게 함
- 주간에는 미러가 격납되어 있음.
보행자 검지 ECU
- 카메라에서의 영상과 차량 속도 등의 차량 정보로부터
보행자의 위치와 움직임을 판단함.
- 보행자 강조램프와 부저음에 의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
기시킴.
각종센서
- 헤드라이트 점등속도, 와이퍼 작동상황, 차량속도, 바깥
온도 센서 등

입했거나 횡단하고자 하는 보행자의 존재를 운전자에게
전해주는 기능을 최초로 실현했다.

제어시스템의 흐름도

일본 교통사고 종합분석센터(ITARDA)의 2003년도
교통통계에 따르면, 보행자의 사망 사고는 교통사고 사
망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혼다는 보행자의 사
고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보행자 보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998년도에 세계 최초로 보행자 더미(Dummy)
‘POLAR 1’
을, 2000년에는 보다 인체에 근접한 구조
를 가지고 있고 계측 부위가 늘어난‘POLAR 2’
를 발표,
독자적인 보행자 보호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http://www.honda.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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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너무 말라도 암에 걸리기 쉽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 공중보건소(JPHC) 연

그룹에서의 암 발생률 증가는 현저해 BMI가 19미

구에서 비만도(BMI)와 암 발생률의 관련성을 조사

만인 가장 여윈 그룹의 암 발생률은 BMI가

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서양에서는 주로 비만이 문

23~24.9 그룹과 비교할 때 약 30% 높게 나타났다.

제가 되고 있지만, 일본인 남성의 경우 비만 뿐만
아니라 너무 마른 경우에도 암에 걸리거나 사망할

비만도와 암발생률의 관계 (남, n=2.763)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비만과 암의 관계

JPHC 연구에서는
이와떼현을 비롯한 9
개현내 9개 보건소
관 내 에 1990년 과
1993년에 거주했던
40~69세의 남녀 약
9만명에게 앙케이트

* BMI 23~24.9의 암발생률을 1로 했을 때 BMI 구간별
암발생률의 비교지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암에 걸렸기 때문에 여윈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

2001년도까지 추적

도 자주 받고 있지만, 연구가 시작되고 몇년사이에

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BMI와 암 발생률과의 관계

암에 걸린 사람을 제외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

를 조사했다.

왔다. 따라서 본래부터 아주 여윈 사람은 미래에 암
에 쉽게 걸린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여성의 경우 뚱

조사를 개시할 때의 키와 체중에서 BMI를 산출
해 이를 7개 그룹으로 나눈 후 암 발생률을 비교했

뚱하든지 여위든지간에 그후의 암 발생률에는 특히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 조사 개시부터 약 10년 동안의 추적기간 중에
조사대상자의 약 9만명 중 약 5천명이 여러가지 암
에 걸렸다.

암 사망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여윈 그룹과 뚱
뚱한 그룹에서 암사망률이 증가하는 U자형 곡선을
나타냈으며, 암 발생률과의 관계 보다도 여윈 그룹

2

BMI = 체중(kg)/(신장(m))

의 사망률 증가가 현저한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BMI가 21~29인 그룹에서는 암 발

따라서 연구진은 평균적으로 날씬한 일본에서는

생률이 거의 같았지만, BMI가 21미만의 여윈 그룹

비만 뿐만아니라 여윈 경우도 신경을 많이 쓰는

과 30이상의 아주 뚱뚱한 그룹에서는 발생률이 높

것이 암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고 결론내렸다.

게 되는 U자형 곡선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주 여윈

http://www.reu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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