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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Japan을 실현하기 위한 ICT 산업의 역할

제40호 2005년 2월 22일 (화) / 주간

유비쿼터스사회와 ICT 산업

① 국제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기술기반의 발본적 강화
파급성이 높은 ICT의 기술기반을 고도화함으로써 일본 산업전체의
기술기반을 제고

② ICT의 활용에 의한 사회적 딜레머의 해소
의료·복지, 치안·방재 등의 다양한 사회적 딜레마가 ICT 활용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

ICT 산업이 지향하는 방향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관련
시장규모 예측

① 정보화로 사회시스템을 변혁함
으로써 일본발 기술개발과 신비
즈니스 창출과의 호순환을 발생

ICT
산업
ICT
ICT 산업
산업
솔루션 층

원격의료, 원격교육, 기업간전자상거래, ERP, 온라인
쇼핑, 전자서적, TV 전화, 온라인게임, 영상·음악
배급, CRM, 전자데이터교환, 취업시스템, 홈시큐리티,
식품트레이서빌리티, 재해감시, 전자정부·자치단체,
ITS, SCM

플랫폼 층

저작권관리(DRM 등), 인증, 과금·결제, 타임스탬프,
시큐리티, 프라이버시, 시스템개발, 위치정보

단말 층

디지털 TV, 휴대전화·PHS, PDA·모바일, DVR·비디
오, 게임기, 카내비게이션, 전자태그, 네트워크로봇,
센서, 정보가전, 웨어러블단말, 전화·FAX, 퍼스컴, 유
비쿼터스단말

전략적인 사회시스템의 정보화를
추진
일본이 선진 비즈니스 창출의 최
첨단 테스트베드로 변혁에 성공

② ICT 산업 자체의 변혁에 대응
통신·방송 서비스의 협동, 컨텐
츠 서비스 등의 발전, 코어 컴피
턴스(경쟁우위)의 명확화 등
일본의 자신있는 분야를 살려 유비쿼터스 단말과 유비쿼터스 네트
워크의 개발을 추진, 유비쿼터스 서비스 시장을 확대

「u-Japan 정책 패키지」
의 전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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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층

고정전화망, 광섬유, 무선LAN, Bluetooth, 케이블TV, 전
자태그네트워크, 센서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위성방송,
지상디지털 방송, 위성통신, 차세대 휴대망, DSL, 케
이블 인터넷

세계는 지금

http://www.kisti.re.kr

민산학관의 유기적 협동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는 일본의 활력을 창출
민산학이 주역이 되어 사회경제를 견인, 관은 환경정비와 시장원리의
보완을 적시에 적절히 실행

ICT를 활용해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
민산학관에 다양한 주체가 정책실시에 참여해 개방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 불가피함

인프라 정비와 표준화 등에서의 다면적 협동이 관건
계층마다 적절한 역할 분담을 고려

http://www.soumu.go.jp

Tip
미국, 수소·연료전지 개발에 추가예산 지원
연료전지 기술 : 8,360만 달러(2005년 실행예산 대비 870만 달러
증액)
▶ 수소 프로그램 : 9,910만 달러(510만 달러 증액)
▶ 연료전지 분산발전 : 6,500만 달러(940만 달러 감액)
▶ 기타 : 7,428만 달러(과학프로그램부 프로그램, 석탄 추출 수소
프로그램, 원자력 발전 이용 수소 프로그램)
▶

http://www.energycentral.com

영국, 차세대 컴퓨터공학 분야
도전과제 발표
영국의 컴퓨터 공학자들이 컴퓨터 관련 교육 및 연구 분
야에서 향후 집중적으로 도전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한 보
고서「컴퓨터공학 분야 대도전(Grand Challenges in
Computing)」
이 2002년 영국 컴퓨터공학연구위원회의
주도로 작성된 이래로 3년만에 완성하였다고 영국 컴퓨터
학회(BCS)가 발표하였다.

http://www.bcs.org
Techno Leaders’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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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의
현지화를
현지화를 위한
위한 특파원
특파원 사업
사업 시행
시행
중국 과학기술부는「과학기술 특파원 지방파견에 의한
지방 과학기술 창업 지원에 관한 제안」
에 근거해 2005년
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과학기술 특파원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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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으로 하고, 과학기술 인력들의 종합서비스 능력과
시장경쟁 능력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강화한다.
http://www.chinainfo.gov.cn

Tip
일본, 여성 연구자 문제 대두
교원 - 학교별 여성비율

사업」
을 가동할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 중국은 이미
2002년부터 23개의 성, 자치구, 직할시와 267개의 현,
시에서 과학기술 특파원 시범사업을 실행해 왔다.
기본원칙
지방의 실제상황에 알맞은 다양한 형식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시장원칙에 맞게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 특파원 사업의 임무

첫째

학생 - 대학교 과정별 여성비율

과학기술 인력들이 지방의 과학기술 혁신 및

창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격려·지원하며, 선진
실용기술들이 생산 제일선에서 효과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

둘째 과학연구기관, 대학교를 기반으로 각분야별 전문
가와 기타 과학기술자들을 주체로 한 지방 특화기술 보유
전문가들을 포함한 지방 과학기술 혁신서비스망을 구축

셋째 수천만에 달하는 과학기술 인력들이 지방 과학
기술 혁신 및 창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와 메커니즘을
형성해, 지방 및 농촌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막강한

http://www.mext.go.jp

과학기술 지원체계를 구축

넷째 농업 증산을 실현하고 농민들의 수익을 증가시키
면서 동시에 농촌의 경제와 사회 발전 수준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확실한 기반 형성을 추진

EU, NEST 프로젝트 추진으로
연구자의 창조성 자극
유럽연합(EU)은 제6차 연구개발 기본프로그램(FP6,
2003~2006년)에서 과학기술분야 유망 신규과제
(NEST)로 명명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4년동안
21,500만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다. NEST 프로젝트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새롭지만 전망이 밝거나 도전할만한
연구, 리스크가 높은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과학기술 특파원 사업」
은 기본원칙하에 농업 증산과
농민들의 수익 증가를 핵심으로 농민과 농촌의 문제해결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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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를 뛰어넘는 첨단연구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세계는 지금

http://www.kisti.re.kr

NEST 프로젝트의 분류

PERFORCE

ADVENTURE 프로젝트

INSIGHT 프로젝트

PATHFINDER 주도권

새로운 과학적, 기술
적 전망을 찾는 선구
적인 연구 프로젝트

사회적인 리스크나
문제를 야기할 가능
성이 있는 새로운 발
견이나 새롭게 관찰
된 현상의 평가

신흥 과학기술 분야
의 고도의 특수 도전
적 목표에 중점

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과불화탄소(PFCs)의 환경농도가 증가해
인간의 건강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PERFORCE 프로젝트에서는 EU 지역내에서 PFCs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방법의 개발을 목표로 함.

EU 산하 연구총국은 NEST가 과학기술 분야의 잠재력

▶ NEST의 주요 연구프로젝트

을 활용하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NEST에서는 이
미 인정된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 보다 의외성이

바이오 디펜스

높은 프로젝트를 우선해서 장래성있는 연구자에게 새로운

바이오 테러 병기 공격에 대비해 재편성된 GRAS를 사용, 신속하

전망을 열어 줄 것이고, 어제의 공상과학소설이 오늘날의

게 면역화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의 발견을 목적으로 함.

과학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http://www.nedo.go.jp

** GRAS(Generally Regarded As Safe) : 미국 식품의약국의
합격증
전기활성(EA) 바이오 필름

박막을 형성해 전극면에 자발적으로 접속하는 전기활성(EA) 미생

일본, 지구 온난화가
자국에 미칠 영향 예측

물을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러한 미생물은 바이오 레미디에이션(생물학적 정화)이나 바이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지구 온난화가 자국의 기후, 생

오 센서 등의 분야에서 촉매 작용이나 화학반응을 제어하는 혁명

태계, 도시환경, 건강, 시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인 수단을 제공함.

현황과 예측결과를 발표하였다.

옵티컬 노즈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보고에서는 지

인간이 숨을 내쉴 때 나오는 3,000개 이상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구 온난화에 대해서 취약한 지역과 분야를 중심으로 영향

(VOC)을 분석, 질병의 증상을 찾기 위해, 레이저를 기반으로 하는

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일본

신형의 분석방법 개발, 이용을 목적으로 함.

에서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미 지구 온난화가 원인으로
판단되는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향후 지구 온난

중성원자 이미징(INA)

헬륨 원자 현미경의 해상도를 1㎛에서 0.02㎛으로 높이는 것을

화의 진행으로 일본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강도가 증대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목적으로 함.

일본에서 검출된 지구 온난화 영향에 대한 현황
차세대 전자현미경 키랄템(CHIRALTEM)

키랄 2색성(Chiral Dichroism)의 정확한 측정방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함.
원자의 레이저 조작 ATOM3D

광학 핀셋(Optical Tweezers)용의 새로운 광학 조작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함.
바이오플라즈마

▶ 기후 변화
기온변화

강수량 변화

해수위 변화

일본의 평균기온, 20
세기에 약 1℃ 상승,
특히 열섬 영향으로
도쿄의 평균기온 약
2.9℃ 상승

시간당 강수량 50mm
초과 홍수의 발생횟수
증가

1970~2003년 기간,
일본연안의 해수위
연간 2mm 상승

▶ 주변 자연에 대한 영향

저비용의 바이오 활성 코팅 방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바이오 분자의

고산식물 감소, 불규칙한 개화시기, 곤충의 생식지역 이동 동물

결합에 저온 플라즈마(이온화 가스)를 사용하는 신기술의 개발을

의 생식지역 이동, 해양 동식물에 대한 영향 (산호초 백화, 남방

목표로 함.

어류의 북상)
Techno Leaders’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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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생활에 대한 영향

부 문

수해

도시환경, 물환경

·기록적 호우에 의한 침수 피해
다발
·수해에 의한 자산피해액 즉, 수
해밀도 증가

·열대야 증가
·비와호의 수온상승, 용존산소
농도 저하

산업

동
식
물

건강

·기온상승에 의한 냉난방 수요의
변화
·계절형 산업의 성쇠에 따른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에 대한
영향

·일최고기온 상승으로 열중증 환
자 증가
·기온 1℃ 상승 병원성 대장균
출혈성 장염 발병 리스크 4.6%
상승

기후 예측

생태계 영향 예측

시민생활 영향 예측

·식물의 생식고도 상승과 함께
소멸위기
·3.6℃ 상승으로 식물 생식지역
이 대폭 감소함.

·열중증 환자의 증가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다른
환경문제에 대한 영향
·스키산업 등에 대한 영향.

지구 온난화 영향 경감을 위한 대응

영 향

적응대책

적응가능성

육상

고산지대 등에 서식하는 경관관리, 방재시설에 생 중~저
생물의 다양성 손실
물 친화 재료의 이용

수생

부영양화의 진행

배수의 변경, 영양염 유 중~저
입의 삭감

연안

산호초의 백화현상

산호초의 파종

대기
환경

도시지역 등의 대기환경 대기오염 경보시스템, 배
악화
기물질 관리 대책 도입,
수운교통의 이용 촉진

중

건축

주거, 사무실 빌딩의 냉 발코니, 자연환기, 냉각
방 수요 증대
용 지하수 등의 시스템
도입

고

금융

이상기후 발생에 의한 기 기후변화를 활용한 이상
업의 수익 감소, 손실 발생 기후의 리스크 회피

고

전자
기기

국지기상의 변화(번개)에 번개방지 기기의 제조, 중~저
의한 전자기기에 대한 영향 보급

배열

도시 열환경의 악화

에너지 소비기기 및 냉난
방 시스템의 고효율화,
건물의 단열효과 향상

중

교통
대책

대기오염(광화학스모그 교통수요 관리, 저공해차
등) 확대·심각화
의 도입, 자전거 등의 이용

고

도시
계획

지구온난화와 열섬현상에 건물배치 등의 개선
의한 기온상승

중

저

사
회
운수 겨울철 강설량 감소
겨울철 강설대책의 변경 중~저
경
중
제 에너지 기온상승에 의한 여름철 전력수요 억제 방책, 정보
냉방 에너지 수요 증대
제공

지구 온난화가 일본에 미칠 영향의 예측결과

·지구시뮬레이터 계산결과, 2100년의 CO2 농도가 720ppm이 될 경우
2071~2100년 평균기후가 1971~2000년에 비해서
- 지구 : 4.0℃ 상승
- 일본 : 여름(6~8월) 4.2℃ 상승, 일최고기온 4.4℃ 상승, 100mm
이상의 호우일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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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열스트 폭염에 의한 심적, 체력 에어컨, 도시녹화 등에 중~고
레스 적 부담 증대
의한 부하 경감
건
강

문
화

알레
르기

식물 화분에 의한 알레르 화분정보, 항알레르기제
기에 대한 영향
의 접종

중

이상
기후

이상기상의 인적 및 물적 도시계획, 조기경고시스
손해에 의한 건강에 대한 템의 구축
영향

중

행동
양식

지구 온난화·열섬에 의한 오침시간의 연장
기온상승

중

물질
문화

지구 온난화에 의한 농산 식습관의 변화
물·수산물의 변화

중~저

http://www.nies.go.jp

지구 온난화 영향의 모니터링
·자연생태계, 설빙지역 등의 감시, 결과를 국내외 전달

일본 통신기기 시장,
2009년에 과거 최고수준까지

·모니터링 추진체계 확립
완화도의 강화
·국내외 온실효과 가스의 총배출량 대폭 삭감
-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 2008~2012년 기간동안 1990년 보다
약 5% 삭감 목표

정보통신네트워크산업협회(CIAJ)는 보고서「2004
년도 통신기기 중기 수요예측」
에서 일본의 통신기기
시장규모가 2009년도에 47,533억 엔으로 전망해 과

적응도의 검토

거 최고였던 2000년도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측

·온난화되고 있는 기후에 인간, 사회, 경제를 조정해 영향을 경감

하였다.

시키기 위한 적응대책***이 필요함.
·각부문의 지구 온난화에 관한 취약성을 사전에 개선, 사회에 이익
을 가져옴.

2000년도에 48,600억 엔으로 최고에 달했던 일본
의 통신기기 시장은 통신분야의 구조변화로 2001년,
2002년에는 2년 연속으로 전년도를 밑돌았지만,

*** 지구 온난화에 의한 부문별 영향 및 적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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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는 인터넷 관련기기와 휴대폰의 시장성장

에서 취급하는 극소형 기계장치의 설계에 도움을 줄

으로 3년만에 플러스로 전환해 4조엔대로 회복되었다.

수 있는 자정 유리를 개발하였다.

2004년도의 실적을 전망한 결과, IP 및 광통신과

수련은 물에 서식하지만 엽

관련된 인프라 기기와 인터넷 기기가 호전하면서 전체

면의 발수성이 매우 뛰어나

적으로 43,513억 엔, 전년대비 2.2% 증가되었으며,

전혀 물에 젖지 않는다. 수련

2년 연속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실적

의 엽면은 굴곡이 매우 심한

내역을 살펴보면 국내가 36,991억 엔으로 전년대비

구조로 되어 있어 물방울이
수련잎의 구조

1.5% 증가하였고, 수출은 6,522억 엔으로 6.4% 증가
하였다.

수련의 엽면에 젖어들지 못하

고 굴러 떨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부산 교수진에 의하면, 발수성이 좋으면 윤활력도 좋
기 때문에 발수성 자동차 전면유리 제조기술로 일반적
인 윤활법을 적용할 수 없는 마이크로 기계장치의 저
마찰 조인트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하이테
크 표면을 설계하기 위해 환경에 따라 기능이 달라질
수도 있는 수련의 엽면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실패
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연구진은 응용목적과 재료에 따른 최적의 표면을 정
확하게 설계하기 위해서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수련의
엽면과 유사한 최적의 표면구조를 산출해 내었다.
향후 5년간의 시장규모를
예측한 결과, 2009년도에는

발수성 코팅제와 같이 자동차 전면 유리에 발수성을

47,533억 엔까지 증가할 것

부여하는 기술은 부산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이 아니더

이며, 내수가 40,819억 엔

라도 이미 존재하지만, 코팅이 영구적이지 못하기 때

으로 수출의 6,966억 엔에

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재시공해야 한다. 이번에

비해서 비중이 더 높아질 것

부산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의 문제를

으로 전망되었다.

해결해 자동차 유리를 닦는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향후의 성장요인으로는「네트워크의 고속화」
,「단말

http://researchnews.osu.edu

기기의 무선망 기기화」
,「컨버전스」
,「안전성과 환경

Tip

배려」등을 들 수 있다.
http://tech.braina.com

한국 지식국력 미국의 17분의 1

발수효과가 뛰어난 자정 유리 개발
잎 표면(엽면)에 난 돌기가 엽면을 이동하는 물체의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수련의 엽면 구조에 착안해 오하
이오주립대학교 부산 교수팀이 마이크로 및 나노 기술

http://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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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기들이 가장 늦게 잔다
생활용품 다국적기업 피엔지(Ｐ＆Ｇ)에 소속 팸퍼스아기연구소가 4세 이하 아기를 둔 엄마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럽의 아기들은 70% 이상이 10시전에 자는데 비해 일본 아기중 과
반수가 밤 10시 넘어서까지 자지 않고 깨어 있어 일본의 아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늦게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들의 취침시간이 10시 이후인 경우, 일본이 4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스웨덴
27%, 영국 25%,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오후 7시 이전인 경
우, 독일이 36%로 가장 많았고, 영국 33%, 스웨덴 26%, 프랑스 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1%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야간의 평균 수면시간은 오후 10시 이전에 취침한 아기들이 9
시간27분인데 반하여, 오후 10시 이후에 취침한 아기들은 8시간

설문대상 2,504명
(0~4세 아기를 둔 엄마)

37분으로 나타나, 늦게 자는 아기들은 수면시간도 짧은 것으로 밝
혀졌다. 오후 10시 이후에 취침하는 아기들은 일찍 취침하는 아기
들보다 기상시간도 약 1시간 늦었다.
10시 이후에 취침하는 아기의 어머니중에서 76%는「아기가
늦게 잔다」
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지만, 24%는「취침시간이
적당하다」
라고 대답해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적절한 수면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면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다. 늦어도 오후 9시까지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늦게 일어나 아침햇살을 충분히 받지 못하
는 아기들은 체온과 호르몬 등의 신체리듬이 붕괴되고 시차부적응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또한
하루중의 운동량이 감소하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해진다.
도쿄기타샤카이호켄병원 가미야마 원장

http://www.mainichi-msn.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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