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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바이오 기업의 성장 동력
컨설팅 전문 회사 딜로이트(DTT)가 주요 회원사의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바이오 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설문 조사한 결과, 바이오 기업들은 앞으
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어느 분야를
우선적으로 진출해야 향후 10년 동안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DTT에 따르면, 연령, 지역, 질병, 신기술 유입, 보건

03 일본, 원자력 인재 육성 정책 재
시동

테크노 트렌드
05 2011년 일본 디지털 방송 시장

분야의 인플레이션, 생명 공학 기업의 관점 등이 미래 산업 환경의 주요 인자
로서 바이오 비즈니스 전략에 많은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요 바이오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중시하는 전략은 연구 개발
74%, 제휴와 파트너쉽 52%, 인재 관리 41%,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 유지
37%, 지속적인 상업화 36%로 나타났다.

순조롭게 확대

06 2007년 테크노 혁명을 예견하다 !

주요 바이오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중시하는 전략

07 태양광 발전 기술이 개척할 미래

HOT BOX
08 음악이 흐르는 수영복 등장 !

앞으로 10년간 바이오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전략을 끊임없이

KiSTi 홈페이지 Yes KiSTi의 과학기술
레이더가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http://radar.yeskisti.net에서 TLD
웹 서비스 및 과학기술산업정보에 관한
분석리포트와 매일 새로운 해외과학
기술동향을 전하는 글로벌동향브리핑
(GTB)등의 고품격 분석정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평가해야 한다. 또한 2015년까지 생존하기 위해서는 신흥 시장(Emerging
Markets)에서 인수 합병, 제휴, 탐색 등으로 자신들의 생태계를 확립해야 한다.
DTT 로버터 고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의 40%가 2015년까지의 성공을 위해서 과학과 관리
분야의 인재를 찾아야 한다고 답변해 대부분 기업이 핵심 분야의 역량을 높이
면서 동시에 새로운 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구하는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기업 운영에서 특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설문에서는 모든 기업
이 관리 분야, 세일즈/마케팅 분야를 거론했으며, 의료기 업체는 정보 시스템,
제약 회사는 제품 개발이라고 응답하였다. 조사 대상의 95%가 개발에 강점이

있으며, 85%는 기초 연구에 강점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최우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2015년에 신흥 시장들이 25% 이상

선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지적된 세일즈와 마케팅 분야는 조사

차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물론 해당 지역에 대한 초기 투

기업의 90%가 세일즈와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가 필요하며, 연구 개발을 포함해 핵심 업무를 늘리겠다고
한다. 제휴와 파트너쉽도 이들 신흥 시장이 들어서는데 큰 역

1920년에 페니실린이 발견된 후부터 바이오 기업들은 연구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60%의 기업들이 신흥 시장에서 자

개발을 성공 엔진으로 여겨왔으며, 이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

리를 잡기 위하여 인수 합병과 파트너쉽을 늘리겠다고 대답하

다. 이번 조사에서도 바이오 기업의 미래는 혁신적인 신제품

였다.

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

http://www.deloitte.com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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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비즈니스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
고 있다고 한다. 최고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현재 연구 개발 품목
들을 확신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더 혁신적인 제품들을 발굴할

중국 쭝꾸완춘과학기술단지, 고
속 성장세 유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최고 경영자의 2/3 정도가 연구
의 제품 적용 가능성을 높게 생각해 연구에서 제품의 시장 출시

중국의 실리콘밸리 베이징(北京)의 쭝꾸완춘(中關村)과학

까지의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응답한 바이

기술단지는 2006년에도 무역 총액 6,000억 위엔, 세액은

오 기업의 52%는 현재 개발중인 제품들의 미래 출시로 2015년

210억 위엔으로 전년 대비 평균 25% 증가해 계속해서 고속

매출이 현재의 1.5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고, 74%는 연구 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발의 상품 적용이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대답했다. 조사 기업들
은 능력있는 과학자들의 모집과 장기간 지속되는 연구 개발 파

쭝꾸완춘에 따르면, 2006년에 하루 평균 10개의 첨단 기술

트너쉽의 확립 및 기업, 비정부 기구, 대학 사회와의 네트워크로

기업이 새롭게 배출되면서 총누계로 18,000개에 달했으며,

연구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과거 3년 동안 수입이 1억 위엔을 초과한 기업이 매년 100개
정도 새롭게 증가해 총누계로 65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

신흥 시장도 바이오 기업들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제적으로 권위있는 회계 사무소가 발표한「고속 성장한 중국

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기업들은 연구 개발을 포함해 다양한

의 50대 첨단 기술 기업 리스트」
에서 29개 기업이 쭝꾸완춘

영역에서 신흥 시장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 기업들에

과학기술단지에 있고, 쭝꾸완춘은 상장 기업이 86개나 증가

게 중요한 신흥 시장으로는 중국이 엄청난 인구, 낮은 비용,

해 중국 내에서 상장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칩디

빠른 경제성장 등으로 1위로 뽑혔으며, 경제가 견고하고 시장

자인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판매 수입은 중국 전체의 1/3

이 안정적이어서 낮은 비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유럽(Central Europe)이 2위로 선정되었다. 3위는 인도
로 자체 시장이 크고 연구 개발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가능

2006년에 베이징 쭝꾸완춘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기업들

성이 높다고 한다. 4위는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으로 숙련된

은 신기술, 신표준, 신제품의 독자적 연구 개발 측면에서 중국

기술자와 과학자들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제일을 다수 창조하였으며, 제품에서 기술 판매 위주로 전환

바이오 기업의 신흥 시장 순위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하였다. 중국이 비교적 취약한 집적 회로 분야에서 쭝꾸완춘
과학기술단지 기업들이 개발한 이온 주입기와 부식기는 5개
기술을 대체하였으며, 중국산 칩 제조 분야 핵심 장비는 최초

숙련된 기술자와 과학자들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음

로 해외에 대량 수출되었다고 한다. 룽신(龍芯) 2호 강화형
CPU는 저명한 반도체 회사로 이전되어 기술 사용 허가권을

4위

5년간 양도함으로써 중국 최초로 기술 허가권을 외국 기업에

중부유럽(Central Europe)

경제가 견고, 시장 안정,
저비용에 제품 공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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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위

2위
3위

인도

엄청난 인구, 낮은 비용,
빠른 경제성장

자체 시장이 큼, 연구 개발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음

양도한 핵심 정보 기술에 속한다. 쭝씽(中星)마이크로전자에
서 개발한 씽꽝(星光) 시리즈 디지털 미디어 칩은 전세계적으
로 1억 개가 판매되었으며, 세계반도체디자인협회로부터
2006년 대상을 수상하였다.

ISO에서 주요 과제로 선정한「싼리엔(閃聯) 기술 표준」
,
「디지털 TV 지상파 방송 국가 표준」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 통계에 의하면, 2005년말까지 중국 해외 유학 인원 총수는 93.3만 명

프로세스 표준」등 첨단 기술 성과들이 모두 쭝꾸완춘과학기

이었는데, 이미 귀국한 해외 유학 인원은 23.3만 명에 달함. 또한 해

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에서 제안되었다. 쭝꾸완춘과학기술단

외 유학 인원들의 창업센터는 110개에 달하며, 창업센터에 입주한

지 기업과 중국질병예방통제 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한 인체에

기업은 6,000여 개에 달함. 그리고 중국 인사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적용할 수 있는 조류 독감 백신은 제1기 임상 실험을 통과해
연간 2,000만 개에 달하는 생산 규모를 형성하였다.

으로 설립한 해외 유학 인원들의 창업센터는 29개에 달함.
- 중국은 경제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지식 경제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기반으로 하는

2006년에 중국 베이징의 쭝꾸완춘과학기술단지 기업들이

발전 모델을 모색하고 있음. 따라서 인재 유치 사업들 활발하게

개발한「광대역 무선 연결」
,「재생 수자원 열 펌프」
,「베이징

진행되고 동시에 프로젝트를 많이 실시해 해외 유학 고급 인재들

올림픽 수영장 외관 부착용 막 재료」등의 성과들은 베이징올

의 귀국을 유도하고 있음.

림픽조직위원회의 평가를 통해「올림픽 경기장에 필요한 기술

http://www.chinainfo.gov.cn

과 제품」
으로 확정되었다. 2006년말까지 쭝꾸완춘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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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기업들이 개발한 17건에 달하는 성과들이 2008년 베이
징 올림픽 운동 시설의 디자인과 건설에 필요한 관련 기술, 제
품으로 선정되었다.
http://www.stdaily.com
TLD0137A001349

TIP

일본, 원자력 인재 육성 정책
재시동
▶ 원자력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기본 방침
교육 활동 지원

중국, 해외 유학 고급 인재 귀국 사업 강화
- 중국은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기간에 「쇼캉사회(잘
먹고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독자적인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

- 원자력 기초 교육 연구의 충실
기본방침

사업내용

기 위하여「해외 유학 고급 인재 귀국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1. 학생의 질적 향상을 지향

1. 원자로 물리학, 방사선 안전학, 핵연

발표함.

2. 원자력 기초 교육을 중시

료 사이클 공학 등 원자력 기초 교육

3. 기초 원리나 논리적 개념을 충분히 습

을 위한 교육 과정과 교과서 등의 교

-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핵심 기술을 장악하고 독자적인 혁신 능력

득한 후에 실습과 실험을 통한 문제

재 개발, 외부 강사 초빙, 학과의 운영

해결형의 교육을 중시

- 산업계, 연구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을 구비한 해외 유학 고급 인재 귀국 사업 및 국제 관례에 익숙

4. 기존 시설의 활용, 지역 토착 기업과의

하고 글로벌 경영 관리 능력을 구비한 인재와 특정 전업 기능을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등 가능성

구비한 인재 귀국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또한 중국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에 시급하게 필요한 중점 분야, 중대 프로젝트,
중대 기술 등의 도약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국가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전략형 첨단 인재들의 귀국을 적극 추진함.

이 높은 프로그램 중시
5. 타대학과의 협력 방안을 평가
6.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7. 원자력 기초 분야의 연구 활동이나

고경력자 위주의 외부 강사 초빙
2. 대학의 교육 연구로를 활용한 로 물리
실험 등의 현장 실습
3. 안전을 전제로 한 원자력 관련 시설의
정비, 운영
4. 교원의 자질 향상, 교원의 확보, 지원
스탭의 증강

특색이 있는 교육 체제를 평가

- 그리고 해외 유학 인재들의 귀국후 창업을 격려하기 위하여 향후
수년간 중국이「유학 인재 창업 계획」을 실시하며, 해외 유학 인

- 인턴쉽의 충실

재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 연구 성과들이 중국에서 이전,
주식, 창업 등의 형식으로 활용되는 것을 적극 지원함.「11차 5개
년 계획」기간 동안에 중국의 각 지방에 해외 유학 인재들의 창업
사 150개와 중국 인사부와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해외
유학 인재들의 창업사 40~50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함.

기본방침

사업내용

1. 원자력 사업의 해외 전개에 맞는 글로

1. 해외 기관 등을 활용한 인턴쉽에 대한

벌 감각을 소유한 인재 육성을 중시
2. 산업 현장에 맞는 실천적 교육을 중시

지원
2. 국내 인턴쉽의 경우 산업계의 인프라
활용에 의한 실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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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를 선택하기 전과 원자력 전공 이외의 학생에 대한 강연회,

TIP

시설 견학회, 기타 교육 기회의 제공
기본방침

프랑스, 경쟁 거점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사업내용

1. 진로를 선택하기 전과 원자력 전공 이

1. 교양으로서 원자력의 기초적 지식 제공

외의 학생(특히 주변 분야)을 위한 강

2. 원자력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기 위한

연회, 외부 강사 초빙에 대한 지원

활동 지원

2. 상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설 견학회

- 컨설팅 전문 기업 KPMG가 기업, 기관, 연구 주체 158개를 대상
으로 프랑스의 경쟁 거점에 대해서 설문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자의 50%가 경쟁 거점을 통해서 국제적 가시성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됨.

에 대한 지원

KPMG의 경쟁 거점에 대한 6개 지적 사항

- 원자력의 핵심 교육과정 정비

국제 전략과 경쟁 분석(CI)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음.
기본방침

사업내용

기업간 혹은 연구 기관과의 협력 관계 수립은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만, 전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원자력 산업에서

대학의 원자력 관련 학과에서 도입해야

문적인 훈련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경쟁 거점에 경영 대학원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할 표준 교육 과정과 교재를 조사, 개발

없음)
경쟁 거점 정책의 성공 여부는 매출액과 신시장(해외 시장) 개발 등의 지

과정을 작성

표로 측정되지만, 반면에 경쟁 거점의 주체들은 고용이나 지역에 대한 파
급 영향이 거점의 우선적인 목표로 간주하지 않음.
경쟁 거점이 가동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기업들은 경쟁 거점에 충분히

원자력 기반 기술 분야의 연구 활동 지원

개입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학계의 경쟁 거점 주체들에게서
어느 정도 배척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기업들은 거

기본방침

사업내용

1. 연구 후계자의 인재 육성이란 관점에

1. 기반 기술 분야의 대학 등에 대한 산

서 원자력을 지탱할 구조 강도, 재료
강도, 부식, 물성, 용접, 열, 유체, 진동
의 기반 기술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

점 정책에 따른 경제적 파급 결과가「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함.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이 경쟁 거점의 큰 강점 중 하나를 구성하는 효과를
내고 있지만, 기업들은 혁신 영역에서 협력하는데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업계의 연구 니즈를 제시

것으로 확인됨.

2. 해당 니즈를 대응하는 대학 등의 연구

적절한 전략 수립, 신속한 지원 명령, 거점의 주체들간의 관계 향상, 보다

지원

향상된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이 개선점으로 지적됨.

2. 산업계의 요구를 고려한 연구 테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
3. 원자력 산업에 필수인 기반 기술 분야

Futura-sciences

의 연구도 적절하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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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일본 정부의 원자력 지원 사업
사업명

주관부처

예산(만엔)

사업기간

지원대상

기 타

원자력 교육지원 프로그램

경제산업성

7,500(1,500×5개)

2007~2009(3년)

교육과정개발, 교재개발, 강사초빙

위탁비

챌린지 원자력 체감 프로그램

경제산업성

7,500
(900×8개)

2007~2009(3년)

교육연구로 등에서의 실습교육, 국내외에서의
인턴쉽

위탁비

원자력의 기반기술분야 강화
프로그램

경제산업성

10,000
(2,000×5개)

2007~2009(3년)

원자력의 기반 기술 분야(구조강도, 재료강도,
부식, 물성 등) 연구 활동

보조금(100%)

원자력 연구촉진 프로그램

문부과학성

1,600(대학 200×5개,
고등전문 150×4개)

2007(1년)

대학, 대학원 등의 원자력 관련 전공, 학과
등에서 연구, 연수에 관한 사업

보조금(100%)

원자력 연구기반 정비
프로그램

문부과학성

10,000
(대학 5,000×2개)

2007~2009(3년)

원자력에 관한 연구, 교육 포텐셜이 높은 대
학원의 원자력 관련 전공에서 연구 기반의 정
비와 연계된 사업

보조금(100%)

원자력 교수인재 충실
프로그램

문부과학성

1,000(대학 200×4개,
고등전문 100×2개)

2007(1년)

대학, 대학원 등의 원자력 관련 전공, 학과
등에서 교수인재의 충실과 연계된 사업

보조금(100%)

원자력 핵심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문부과학성

1,700

2007~2009(3년)

대학의 원자력 관련 학과에서 도입해야 할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를 조사, 개발

위탁비

http://www.mext.go.jp
TLD0137A0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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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본
일본 디지털
디지털 방송
방송 시장
시장 순조롭게
순조롭게 확대
확대
2011년
노무라종합연구소(www.nri.co.jp)가

일본 IT의 시장규모 추이

2011년까지 일본 IT 산업의 주요 5개 시
장 28개 분야를 분석하고, 규모를 예측

시장규모

한 결과, 박형TV, 휴대폰 단말기, 디지

시장을 형성할 것이며, 인터넷 광고, 블

하드웨어
시장

로그, SNS는 확대할 것으로 나타났다.

12억 대로 성장

방송
시장

비디오 레코더(DVR)는 하드웨어 시장의 절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1년까지 생산대수
기준으로 성장이 유지될 것이지만 제품 단가
가 계속 하락하면서 금액 기준으로 성숙기에

네트비즈니스
시장

접어들 것임.

4,624

84,700

89,000

86,700

게임기(천대)

23,010

28,470

11,860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천대)

18,898

24,163

34,487

90

115

415

지상 디지털 방송(억엔)

6,807

9,964

21,490

위성 디지털 방송(억엔)
BS
CS

2,261
1,870

2,901
1,919

5,972
2,106

규모에 달한 후에는 거의 답보 상태가 될 것
으로 전망되고, 금액 기준의 시장 규모는

휴대폰
시장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휴대폰 단말기 시장은 BRICs 시장을 중심으
로 성장을 지속해 2011년에는 12억 대 규모
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2,792

3,043

3,702

38,200

44,200

64,300

온라인 결제

1,273

1,441

2,010

음악 서비스

188

363

795

온라인 게임

1,510

1,860

3,890

인터넷 광고

3,554

4,663

7,417

블로그, SNS

222

484

1,706

94

140

434

87

185

516

모바일 캐리어

70,711

71,820

72,088

모바일 콘텐트

3,324

3,585

3,873

154

195

385

14

70

582

광섬유

3,855

4,881

7,806

ADSL

5,197

4,966

3,791

케이블 TV 인터넷

1,909

1,931

1,744

모바일 브로드밴드

98

127

365

법인 네트워크

11,131

10,381

8,352

IP 전화

11,714

13,579

18,083

IP 방송

년까지 지속하지만, 2011년에 약 1억3천만 대

브로드밴드
시장

1,231

디지털 카메라(천대)

VOD

- 박형TV 시장은 생산대수 기준의 성장이 2010

128,834

4,214

BtoC EC

대폰 단말기, 박형TV,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2011년

71,097
1,063

케이블 TV(억엔)

- 199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휴

2007년

56,651
955

차량 탑재 정보 단말기(천대)

로봇(억엔)

▶ 박형TV 1억3천만 대, 휴대폰 단말기

2006년

4,131

휴대폰 단말기(백만대)

털 비디오 레코더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
장하고, 지상 디지털 방송은 2조이 넘는

시장/분야(단위)
박형TV(천대)

모바일 결제
이동체용 방송

-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생산대수 기준으로
2008년 9,140만 대를 정점으로 성장이 멈

지상 디지털 방송, BS 디지털 방송 모두 순

출 전망이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더 빠른

조롭게 성장할 전망임.
-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가 우리 생

2007년부터 감소 추세로 될 가능성이 있음.
- 일부 디지털 방송파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 시장 성장이 둔화, 축소 경향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일본의 종합전기메이커나 전자회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IP 방송에 의한 지상파의

▶ 디지털 방송 시장은 순조롭게 확대
- 박형TV로 소비자들이 TV를 교체 구입하면서

활 가운데에 착실하게 침투하고 있어 네트
비즈니스 시장은 성장할 전망임.

재송신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됨.
- 성장의 주축은 PC에서 휴대폰으로 옮겨가고

사는 사업의 선택과 집중은 물론이고 글로벌
한 브랜드 관리 등이 요구됨.

▶ 네트 비즈니스 성장의 주축은 휴대폰으로

- 향후 성숙 단계로 접어들 유료 다중 채널 방

있으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소비자 지향의 전

송 시장에서는 지상파의 케이블 TV 사업자

자 상거래(BtoC EC), 음악 서비스, 인터넷

와 IP 방송 사업자, 위성계 사업자가 경합하

광고 등과 관련된 휴대폰을 지향한 서비스의

게 되면서 경영 통합이나 제휴에 의한 업계

성장이 현저할 것으로 전망됨.

재편이 진행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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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SNS에 의해서 EC 사이트가 활성화
되면서 BtoC EC의 시장 규모가 2011년에 6
조 엔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

2005년 당시 도심 챌린지에서 우승했던
스탠포드대학 연구진의 자율 무인 자동차

투자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모든 가정
이 하나의 로봇을 가진다는 계획을 발표
마이크로소프트

▶ 휴대폰 이용자는 2008년에 1억 명 초과

- 일본로봇공학회 : 로봇 공학에 대한 수요
- 2006년의 휴대폰 시장은 이동체 지향의 단

가 증가하면서 2025년경에 로봇 시장이

말 방송의 개시, 소프트뱅크의 보다폰 매수

연간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등 대변혁으로 2011년까지는 점차 시장의 경
안전성

쟁 환경이 격화될 것임.

- 마이크로소프트 : 처리, 저장, 카메라, 기
타 하드웨어 등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

- 2007년 4월, 세계의 로봇 공학자들이 로

아진 시장 상황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봇의 안정성에 대한 논의를 위한 회의가

자 키트를 최초로 출시함으로써 로봇 산

예측하면, 2010년말에 2G에서 3G로 이행이

로마에서 개최될 예정

업에 참여하려는 계획을 명시

완료될 것으로 전망됨.

· 서비스 로봇이나 오락용 로봇의 형태로

· 로봇 공학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가정용 로봇의 수가 증가하면서 역으로

범용 플랫폼을 제공하여 로봇을 가정

이러한 로봇들이 인간을 해칠 가능성이

에서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혁

- 통신 방식별로 본 휴대폰의 계약 회선수를

▶ 브로드밴드의 세대 보급률 약 60%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
- 브로밴드 시장은 성숙기를 맞이하였지만, 광

· 로봇이 사고로 커피를 사람의 무릎에

섬유화가 다소 느리게 진행되어 2011년말에

엎질렀을 경우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

는 가입 세대수가 1,790만 세대, 시장 규모

는 등의 상황에 대한 해법 모색

가 7,806억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신의 토대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둠.
· 2007년에 대규모 마케팅 시작

http://www.technologyreview.com

인공 근육

- IP 전화는 일반 소비자용 서비스 가입자수가
2005년말의 940만 회선에서 2011년말에는
1,808만 회선으로 증가할 것임.

http://www.nri.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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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테크노 혁명을
예견하다 !

- 로봇을 움직이는 현재의 전기 모터와 덩
치 큰 공압 피스톤에 대한 대안으로 인공
근육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계획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FPD)가 포스

· 조지아공과 대학교(Georgia Tech)의 로

트 TV 응용 제품의 확대를 위해 2007년

봇 공학자 헨릭 크리스텐슨 : 로봇 자

에 본격적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지금까

신의 무게보다 2배를 들어올릴 수 있는

지도 새로운 응용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팔다리를 개발하는데 목표를 둠.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 텍사스대학 나노기술연구소 : 강력하고
가벼운 탄소 나노 튜브를 방적사로 만
드는 방법을 활용해 탄소 나노 튜브를
인공 근육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

▶ 로봇

▶ 대형 패널 디스플레이

아냈으며 실용화를 위한 심도깊은 연구
가 요구됨.

TV가 요구하는 성능을 구현하고 비용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패널의 고성능화, 저비용화가 급속
하게 진행됨에 따라 대화면 TV 개발을
위한 패널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TV 시
장의 확대와 함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2007년 로봇분야는 놀라운 지능을 가
진 인간과 더욱 가까운 로봇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기능 가정용 로봇

분야를 창출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 유엔 유럽경제이사회가 지난 2006년 10월
에 발표한 최신 로봇 공학 조사 : 가정용

패널 업체들이 주목하는
포스트 TV의 신시장

로봇은 이제 산업용 로봇을 추월하고 있
도심 챌린지

- 미국 국방첨단연구계획청(DARPA)는 2007

으며, 2005년에 가정용 로봇의 수는 100만
대라는 이정표를 달성했고, 수년내에 수
백만 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됨.

년 11월, 6시간 안에 60마일에 달하는 인

- 헨릭 크리스텐슨 : 2007년에 대한민국에

공도심교통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자율

서 최초의 다기능 가정용 로봇이 출시될

무인 자동차 개발에 목적을 둔‘도심 챌

것으로 예상

린지’를 개최할 예정

· 대한민국 정부는 로봇 공학 분야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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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 디스플레이

- 전자 완구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시도
- 히다찌, 2~3년 이내의 채용을 목표로 개
발을 진행

▶ 2030년을 목표로 한 태양광 발전의 혁신 방향

공공 표시 디스플레이

- 역이나 공공 영역에서 광고나 지역 정보
계속적인 기술혁신으로 일본이 태양광 발전 기술을 선도하다

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 최근 60인치를 상회하는 대화면 디스플레
이를 제품화하거나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
· 샤프 : 65인치형 액정 패널을 사용한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를 제품화

1993

2006

2010

2020

2030

260엔/kWh

46엔/kWh

23엔/kWh

14엔/kWh

7엔/kWh

1. 고효율·저비용화

· 마쯔시다전기산업 : 103인치 PDP를 사

전자도트형 등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용한 공공 표시 디스플레이의 도입이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시작

수치는 모듈변환효율

14%

19%

40% 초과

· 요꼬하마의 미나또미라이역 : 뉴스와 광고

색소 증감 태양 전지

를 방송하는 운용 실험이 2006년 11월 개시

박막 실리콘 태양 전지

전자 종이

9%

14%
저비용

- 컬러 표시 가능
- A4 사이즈 이상의 대형 크기에 대한 실증
실험이 본격화
- 2006년 12월 14일부터 약 한달간에 걸쳐

2. 용도의 다양화를 가능케 하는 플렉시블화에 의한 시장 확대
플렉시블 박막 실리콘 태양 전지

2030년에는
2조엔을 초과하는
국내산업으로 성장

유비쿼터스 전원

JR야마노테선의 일부에 탑재

- 휴대폰

- 일본, 한국 업체가 패널 개발에 주력

- 컴퓨터
- 여행가방·텐트

· LCD 메이저 업체인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크기인 14.3인치급 플렉시블 전자 종이 개발

Nikkei Microdevices

▶ 고효율·저비용·플렉시블한 태양광 발전이 개척하는 미래

TLD0137B001354
세계에 공헌하는 일본의 기술

태양광 발전 기술이
개척할 미래

사막에서의 발전

지하수 양수

편리하면서 환경친화적인 사회의 실현

해수의 담수화

솔라 타운

태양광 발전소

휴대폰 전원

사회경제 가치창조

▶ 세계 태양광 발전 지속 성장
많은
일사량의
효과적인
활용
많은 일사량의
일사량의 효과적인
효과적인 활용
활용
많은
많은
일사량의
효과적인
활용
많은
일사량의
효과적인
활용

솔라
비행선
솔라
비행선
솔라
솔라 비행선
비행선
솔라
비행선

<전략중점 과학기술>

독일 : 고가격 전력매수 제도

태양광 발전을 세계로 보급하기 위한
혁신적 고효율화·저비용화 기술

일본 : 자치단체, 사업자용 설치보조
사업자용 세제 우대 등
세계 일사량 연누적값

혁신을 뿌려 결실을 가꾸다

세계 태양광 발전 신장율(예측)

기초연구

기반기술
화학
나노과학

지식 창조

제어기술
미세가공기술

재료과학
전기공학

www.cao.go.jp
<출처 : World Energy Outloo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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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흐르는 수영복 등장 !
태양 전지로 만든 비키니 수영복

지난 연말 뉴욕대학이 개최한 다기능 수영복 쇼에서 MP3 플레이어를 충전할 만큼 충분한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태양열 패널로 재단한 비키니 수영복이 등장하면서 머지
않아 수영복 차림으로 해변에서 일광욕도 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선보인 수영복은 전형적인 중간 치수의 비키니로서 1×4 인치 광전지 박막 끈을 전기가 통하는
실로 함께 꿰매었다. 주고객층으로는 모바일 문화를 즐기고, 파티와 음악, 대중 문화에 심취한 젊은이
들이라고 개발자인 앤드류 슈나이더(Andrew Schneider)가 전망했다. 머지않아 남성용 수영복도
출시할 예정인데, 맥주나 음료수 한 캔 정도는 시원하게 냉장할 수 있는 아이드링크(iDrink)라는 제품
으로 면적이 여성용 보다 더 넓으며 더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다고 한다.

해변을 즐기는 멋진 선남선녀들이 민감한 부위에 전기 충격을 받지 않고 이번에 개발된 새 수영복을
입고서 수영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분명하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이드링크 태양열 수영복은
해변에 가서 음악을 들으며, 시원한 음료는 즐기고 싶지만, 물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더욱
만족시킬 것이라고 한다.
http://optics.org
TLD0137C0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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