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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유럽 경쟁력 보고서 2007」발표

세계는 지금

유럽연합(EU)은 EU 집행위원회(EC)에서 최근 발간한「유럽 경쟁력 보고
서 2007(European Competitiveness Report 2007)」
을 통해 2006년도에

01 유럽연합(EU), 「유럽 경쟁력

EU 경제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경제성과를 보였으며,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생

보고서 2007」발표

04 중국,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계획 제시

산성 증가율이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앞섰다.
1994년 이래 유럽위원회(EC : European Commission)가 출간하고 있는

테크노 트렌드

유럽 경쟁력 보고서(European Competitiveness Report)는 유럽 산업의

05 얼굴 인식 기능을 이용한 정보

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가능한 한 낮은 비자발적 비고용률 등으로 이해되고

경쟁력에 대한 연간 보고서이다. 보고서에서 경쟁력은 국가 또는 지역의 지속
있다. 산업부문의 경우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를 유지 또는 개선하는 것이

서비스

06 태양광 펌핑 레이저를 이용한
태양 발전

경쟁력을 가늠하는 주요 척도이다.
EU의 국내총생산(GDP : Gross Domestic Product)은 2006년 3% 증가

HOT BOX
08 일본「주조중핵 인재육성 프로젝트」
의 교훈

하여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개선은 생산성 및 고
용의 증가로 가속됐다. 한편, 새로운 EU 회원국들과 상대적으로 낮은 1인당
GDP 및 생산성을 나타낸 EU 내 국가들이 EU 전체의 경제적 성장과 생산성
증가를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U 27개국의 GDP, 고용, 생산성 변화 추이 비교

TLD는 창의적 리더를 위한 주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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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GDP 상승에서 서비스 분야는 상당히 큰 기여를 했

EU 고용율 변화 추이

으며,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 또한 컸다. 담배를 제외한
모든 제조업 분야가 전년에 비해 2006년에 빠르게 성장하여
전반적인 EU 성장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한, 미시경제적
개혁이 유럽에서 생산성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네트워크 산
업 등과 같은 분야별 생산성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노동에서
의 기술 수준의 향상 역시 생산성 증가에 기여했다.
EU-미국 생산성 격차 감소

2001년 이후 처음으로 EU는 생산성 증가율(Productivity
growth)에서 미국을 추월함으로써 지난 10년간 줄곧 벌어져
온 미국과 EU간 경제성장과 생산성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보
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EU의 고용 인구 1인당 생산
성은 미국에 비해 약 39% 만큼 뒤쳐져 있다. 한편, 보고서는
이러한 격차의 주요 원인이 총요소생산성(TFP : Total
Factor Productivity)*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력의 원동력

미시경제 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가 정책은 다음과 같다.

미시경제적 개혁이 유럽 생산성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
▶

생산성 증가를 촉진시켜 장기적인 경제 성장 가능성을 증대

큰 효과를 가져옴

시키는 것은 수정된 리스본 전략(Renewed Lisbon Strategy)
또는 신리스본 전략(Renewed Lisbon Agenda)**의 기본적

▶

▶

미시경제 개혁은 유럽의 생산성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

▶

다. 이러한 개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안된 국가개혁프로그

무역 개방
무역 개방은 생산성을 동반함

▶

규제 개선
규제 개선 및 작업 효율화를 통한 성과 증대

다. 2005년 신리스본 전략 이후 EU는 세계화와 민주적 변
화에 대한 도전 과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주력했

기업가 정신(Entrepremeurship)
기업가 정신 및 중소기업 환경 개선은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리스본 전략의 미시경제 정책은 생
산성 강화와 관련된 정책 영역 중 상당 부분을 포함한다.

경쟁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

인 목표 중 하나이며, 세계화, 고령화, 기술 진보의 빠른 진행
에 따른 도전과제와 기후 변화 극복의 필요성 등에 대한 대응

ICT 투자
적절한 조직 변화와 기술(Skill)에 대한 투자가 있을 경우 생산성에

▶

기술 향상
주요 경쟁력 요소

램(National Reform Programme)과 커뮤니티 리스본 프로
그램(Community Lisbon Programme)이 2005년부터

R&D와 혁신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고용률과 생산성 증가를 목표로 수
행됐다. 이 개혁은 노동력 공급과 생산성 증가를 수행하려는

EC는 EU의 R&D 집약도가 목표치(GDP의 3%)에 도달

노력과 결합되어 EU는 자체적인 사회적 모델을 유지할 수

할 경우 그 효과로 TFP는 0.8% 증가하고 실 수입은 3% 증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유럽의 번영을 보장할 뿐 아니라 단일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영역에서의 부가적

시장으로 유럽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

인 진보는 R&D, 혁신, 교육 및 훈련 등의 세 가지 요소를 얼

이다.

마나 잘 통합하는가에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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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시장과 경쟁 정책

금의 제공은 SMEs를 위하여 300억 유로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상품 시장의 통합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
하고 서비스 산업은 유럽 전역으로 이루어진 단일 시장의 이

규제 개선

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가 EU 15개국에서 발생한 부
가가치의 7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EU-15 내 무역에서

상품 시장 규제 수준의 완화는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 매우

는 20%밖에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금융 서비스를 위

중요하다. 기업의 시장 진·출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생산성

한 단일 시장의 완성은 투자와 혁신을 위한 금융 서비스의 활

과 경쟁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C는 행정 비

용도를 개선하고 비용을 낮출 것이다. 단일 시장의 기능을 저

용(Administrative cost)을 25% 낮출 경우 1,500억 유로에

해하는 요소를 제거한다면 GDP는 2.2%까지 증가할 것이며,

상응하는 실질적인 GDP 수준 1.5%의 증가 효과를 낸다고

고용률 1.4% 증가에 상응하는 27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밝혔다.

창출될 것이라고 EC는 전망했다.
기술 향상
무역개방(Trade openess)

기술향상은 노동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세계화는 종종 실업률과 연계된다. 이에 따른 사회 비용과 불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시키므로 매우 중요한 경쟁력 요소

안이 현실로 나타나고 적절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나,

로서 작용하며 국제적인 경쟁력과 생산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세계 시장으로의 개방과 통합이 국가 경

다.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축적을 촉진시키기 위해 성장

제에 미치는 강력한 긍정적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무역 개

과 직업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력들은 기술에 대한 수요

방은 생산성 증가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의 증가를 뒷받침한다. 향후 팀워크, 교육, 커뮤니케이션 및 다

들어 실험적 분석 결과, 1%의 경제 개방 증가는 다음 해 노동

양한 분야에 걸쳐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등 소프트한 기술(Soft

생산성에서 0.6%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ills)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개방도(1995~2005년)

유럽 제조업의 미래
유럽의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 부문 산업은 21세기 EU 경제
의 주축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는 유럽 기업들이
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
으며 이러한 기회들을 조기에 살펴봄으로써 보건, 편리성, 여
가 및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환경기술과 관련된 제품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향후 10년에 걸쳐 제
조업은 EU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
며 복지와 생산성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연구와
숙련된 서비스를 상당히 요구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 EAC : 동아시아 국가, NMS : EU 신규 회원국

*******
중소기업

보고서의 핵심적 결론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생산성이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생

EU 수준에서 신용보증제도(Loan guarantee scheme)는

산성의 구조적인 개선은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개혁들의 결과

중소기업(SMEs :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로서 미래에 반영될 것이다. 보다 우수한 규제 관행, 뛰어난

을 위하여 새로운 경쟁력과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하에서

교육과 연구, SMEs에 대한 초기 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긍정

11억 유로의 자금을 제공했다. 이 금액은 현재의 상황과 비교

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효과에 있어

했을 때 연간 자금 제공의 2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

서 EU 차원에서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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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태와 환경을 보호하고

* 총요소생산성(TFP)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본·중간재 등의 투입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성 정도를 총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지표
**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과 신리스본 전략(Renewed
Lisbon Strategy)

EU는 1999년 유로화 출범을 계기로 단일 통화권이 되면서 미국을 따
라잡기 위해 2000년 3월 리스본 정상회담에서 리스본 전략을 채택했
다. 구체적으로 2010년까지 고용률 70%, 실질 경제성장률 3%, 일자리
2천만 개 창출, GDP 대비 R&D 투자 비중 3% 등 총 6개 분야에서 20
여 개의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2004년 3월 리스본 전략의 이행
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 성과가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EU 정상들은 유럽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005년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성장과 고용에 초점을 둔‘신리스본 전략(Renewed
Lisbon Strategy)’을 채택하였다. 신리스본 전략에서는‘지식과 혁신’,
‘투자와 고용 환경 조성’,‘고용 창출’등을 3대 핵심 영역(Central Policy
Area)으로 삼고, 10대 실행 계획(Lisbon Action Plan)을 제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것인
가 하는 것은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속한다.
화석 에너지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위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것은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번 연구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선진국은 에너
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는 면에서 선진국 능력에
걸맞은 책임을 지고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적인 에너지
기술을 전세계에 보급해야 하며, 개발도상국도 자국의 실제적
인 능력에 맞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타국의 경험과 교훈을 거울로 삶아 경제 사회 발전 수요를 효
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
여 환경 문제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http://www.euractiv.com, http://ec.europa.eu
TLD0179A001636

다양한 발전 단계에 처해 있는 나라와 지역들은 경제 능력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각 국가 경제와 기술 수준,

중국,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계획 제시

온실가스의 누적 배출량, 발전 수요에 근거하여 관련 의무와
책임을 분담하는 원칙을 제정하고, 다양한 차원 및 단계별 추
진 방법으로 관련 솔루션을 제시해야 한다. 책임과 권리, 조치
와 능력이 적합해야지만 공평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공통적인

중국과학원(中國科學院)이 중국의 에너지, 환경, 기후, 과

인식을 도출하여 공통적인 행동을 추진하고 점차 공동으로 공

학기술 정책 연구 분야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완성한‘새로운

평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

도전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연구 보고서’
가

라고 연구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베이징(北京)에서 공식 발표되었다.
또한 연구 보고서는 오는 2050년 중국의 에너지 발전 전략
이번 연구 보고서는 오는 2050년 중국의 에너지 발전 전략

목표로 수력(水力)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대폭 발전시켜 수력

목표에 대해“화석연료 소모 총량을 지난 2005년도 대비

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중국 전체 발전 총량의 20% 이상을 차

5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

지하도록 하고, 비(非) 수력(水力) 재생 가능 에너지를 대폭

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시켜야 한다”
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발전시켜 비 수력 재생 가능 에너지가 1차 에너지 총량에서

오는 2050년에 중국이 에너지 발전 전략 목표를 실현해야지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이 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만 화석 에너지 위주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위주로의 전환
목표를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상술한 에너지 발전 전략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속히‘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번 연구 보고서는 화석 에너지 소모를 점차 감소시키는

체계 구축’작업을 가동해야 하며, 석탄의 청정 사용을 지속적

동시에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전 세계의 공통적인 과

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 기술과 방법을 연구개발해 석유

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류 사회는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으

및 천연 가스 공급을 보장하고, 수력 발전과 안전하고 신뢰성

며 인류 사회가 발전을 해야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있

이 높으며 선진적인 원자력 발전을 개발하고, 비 수력 재생 가

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의 차이와 자원 분포의

능 자원을 대규모로 발전시키고, 미래 신형 에너지 활용 기술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단기간에 화석연료 자원에 의

에 대한 연구 개발을 대폭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존하는 상황에서 탈피하기 어렵다. 화석연료 위주에서 지속

http://www.stdaily.com

가능한 에너지 위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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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인식 기능을 이용한 정보 서비스
불특정 다수인 얼굴 인식으로 광고, 통계 등에 활용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는 보행자들의 홍채 정보를 스캔
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광고 정보를 거리 곳곳에 설치된 디스

기능은 스마일 체크뿐만 아니라, 관찰 대상의 특정한 움직임을
선택ㆍ분석할 수 있어 많은 응용 분야가 기대된다.

플레이 패널을 통해 제공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러한 기술의
개인 바이오 정보 침해 여부와 실제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라

얼굴 인식 기능의 또 다른 응용 예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 앞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정보 사회

불특정 다수의 개인 얼굴을 인식하여 당사자에게 맞는 상업 정

가 이와 유사한 방향의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NEC 소프트는 거

점만은 분명한 듯하다. 이를 위한 기본 기술로 얼굴 인식 기술

리에서 얼굴 인식을 이용하는 시연을 수행하였다. 카메라로 촬

을 들 수 있다.

영한 영상으로부터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여 성별과 연령층을
추정한다. 이 방식은 NEC 소프트가 개발한 성별과 연령층을

최근에는 얼굴 인식 기술이 도시 및 시설 보안용 감시 시스

PC에서 판별하는 소프트웨어 FieldAnalyst를 이용한 것이다.

템에 응용되고 있다. 호주의 국가경찰청은 공항, 주차장, 부두

슈퍼마켓이나 이벤트 홀 등의 상업 시설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

등에서 3번에 걸친 현장 실증 실험을 통해 안면 인식 기술의

로 전망된다. 즉 상점을 찾는 손님들을 분석하는 마케팅 조사

성능을 테스트하였다. 호주 이민국은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하

나 손님의 성별과 연령에 맞추어 광고 내용을 바꾸는 등의 용

여 SmartGate라는 자동화된 국경 검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도가 고려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얼굴의 특이

다. 이 시스템은 전자여권에 기록된 마이크로칩의 이미지와 개

점을 수치화한 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하여 가장 가까운 성

인의 얼굴을 비교하여 인증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독

별과 연령층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정답률은 성별

일 연방범죄수사당국은 2006년 9월, 감시 이미지를 디지털 사

이 90% 이상, 연령층은 60% 정도이다. 연령층의 정답률이 비

진 DB 정보와 비교하여 용의자를 식별해 내는 시스템의 구축

교적 낮은 이유는 10대, 20대 등으로 10살 단위로 그룹화하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영국도 2004년에 이미 4백만 개 이

때문이며, 실제로는 사람이 직접 판단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상의 감시 카메라를 모든 주요 도시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운영

정답률이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쓰비시 전기는 얼굴 인식을 통한 성별과 사람 수의
방문자의 통계 조사를 위해 사용하는 얼굴 인식 시스템의 시연 모습

추정 기능을 몇 대의 DLP 방식 배면 투사형 프로젝터를 문의
형태로 배치한 게이트형 멀티 DLP와 조합하여 시스템을 구성
하였다. 게이트형 멀티 DLP를 상점 등의 상업 시설의 입구에
설치하고, 통행자의 성별과 숫자로부터 최적의 점포 정보를 표
시하는 용도가 고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녀 두 사람이 통과
하는 경우에는 바의 위치를 소개하고, 여성 한 명이 통과하는
경우에는 카페의 위치를 표시하는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통행자의 성별, 연령, 숫자에 맞추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구축하는 경우, 보행 중인 통행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얼굴 인식 기능의 또 한 가지 응용 예는 디지털 카메라나 휴

야 하기 때문에 얼굴 인식의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미쓰비시

대전화 등의 휴대기기에서 얼굴 인식 기능을 탑재하여 비디오

전기의 시연에서는 얼굴을 인식하는 데 1/3초 정도가 걸리는

이미지를 분석하고 지능적인 필터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인식의 정확도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예를 들어, 스마일 체크 기능이 탑재된 디지털 카메라는 피사

는 하나, 실제 상용 서비스 시스템에서는 얼굴 인식을 통해 제

대상의 얼굴이 웃는 순간을 포착하여 자동으로 셔터를 동작하

공할 정보의 출력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결국,

게 한다. 실제로 최근 소니에서 발매된 신기종 디지털 카메라

이것은 얼굴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술적

라인업에는 모든 기종에서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이러한

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콘텐츠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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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시사한다. 얼굴 인식 개발 업체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
여 실용화를 위한 개발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태양전지로 대표되는 현재의 연구 경향과는 다른 새로운 전
환 모델이 일본에서 개발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도쿄과학기술

http://techon.nikkeibp.co.jp

원(Tokyo Institute of Technology)과 오사카대(Osaka

지식코디네이터 kimyn0101

University)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태양동력 레이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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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마그네슘 기반 순환을 일으켜 그 산물로서 수소가 발
생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순환과정으로 발생하는 마그네슘
원소나 수소 가스는 필요한 만큼 저장될 수 있다. 레이저가 햇

태양광 펌핑 레이저를 이용한
태양 발전

빛의 세기를 집중시키는 작용을 하면, MgO는 그 성분 원소들
로 환원될 정도의 높은 온도에 이르게 된다(그림 1).
그림 2. MgO의 환원 공정 예

공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에 가장 필요하지만 인식하지 못
했던 태양이 환경오염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이라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전 세계 국가들이 태양의 에너지
전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한 시간 동안 지구에 떨어지는 태양광은 인류가 1년 동안 살
아가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시키고도 남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태양광으로부터 얻는 에너지양은
극히 미비하며 앞으로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환원된 마그네슘이 물과 반응하여 차세대 에너지 자원의 꽃

전망도 있다. 이는 태양광의 에너지 전환 공정의 비싼 비용과 낮

으로 인식되는 수소를 만들게 된다. 생산된 수소는 연료전지에

은 효율 탓에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사용되거나 연소되어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다. 연구팀은 MgO

볼 때 가장 큰 단점은 빛이 비치는 낮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의 레이저유도 환원을 포함한 이 순환과정의 몇 가지 모습들을

이다. 배터리에서부터 용융염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연구자들

시연했다. 이들은 레이저로 MgO를 4,000 K 이상의 온도로 가

이 다양한 태양광 에너지 전환 및 저장 기술들을 실험했지만, 그

열하여 Mg 가스가 구리판 위에 응축되도록 했다(그림 2). 공기

광범위한 이행을 보장할 만한 효율이나 경제성은 아무도 제공하

중에서의 재산화를 억제하고자 이들은 아르곤 가스 흐름을 주

지 못했다. 이에 따라 태양의 에너지 전환을 실제로 이용하기 위

입하여 Mg를 응축판으로 유도했다.

해 효율 및 경제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한 여러 연구가 진행 중이
다. 그 예로 태양전지에 비효율적으로 흡수되는 태양광의 스펙

그림 3. 실제 실험 장치

트럼을 효율적으로 흡수되는 스펙트럼으로 이동시키는 방법, 임
의의 표면 위에 간단히 바를 수 있는 액체 형태의 폴리머 태양전
지, 태양광을 흡수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할 수 있는 티타늄
디실리사이드라는 새로운 촉매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또한, 아
직 효율은 5~6% 정도로 낮지만 저렴하고 표면적이 넓은 다양
한 형태의 제작이 가능한 유기 태양전지 개발도 시도되고 있다.

그림 1. 태양광 펌핑 레이저를 이용한 수소 생산 기술의 반응도

전체 시스템의 핵심부품은 태양동력 레이저다. 가능한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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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다이오드가 태양전지에 의해 동작하는 다이오드 펌프 레

네슘순환 개념으로 가능한 규모에 대해 의미 있는 경제성 평가

이저이다. 그러나 연구팀은 태양광을 직접 펌핑하는 Nd:YAG

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레이저를 이용하여 시연하였다. 햇빛을 활용하여 Nd:YAG 레

http://www.photonics.com

이저를 광학적으로 펌핑하는 이들의 방식이 처음은 아니지만,

Applied Physics Letters, June 25, 2007, 261120.

연구팀의 방식은 이전 시도들에 비해 몇 가지 중요한 장점들이

지식코디네이터 donald

있다. 연구팀은 레이저에 크롬을 함께 첨가하여 햇빛에 대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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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높였으며, 세라믹 YAG를 사용하여 결정성 YAG를 사용
할 때 가능한 것보다 더 높은 도핑수준에 도달했다. 크롬이
0.1% 첨가되었을 때 레이저 출력은 거의 2배로 증가했다. 이들
은 2개의 YAG 봉을 공진기-증폭기 구성으로 배치했으며, 각각
의 봉은 각각의 프레넬 렌즈(Fresnel lens) 태양광 수집기에 의
해 펌핑되었다(그림 3).
또한, 이전의 모든 태양 펌핑 레이저들은 포물면 거울이나
일광반사장치에 의존하여 햇빛을 흡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2

들은 프레넬 렌즈를 이용함으로써 1.3m 의 태양광 수집 면적
으로부터 24.4W의 레이저 출력을 얻었다. 이러한 수치는 이
전 레이저들로 달성된 가장 높은 수집기 대 레이저 전력비
(Collector-to-laser-power ratio)보다도 거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렌즈 대부분은 색수차가 커서 광대역 태양광을 집속
시키는 데 적합하지 않지만, 프레넬 렌즈는 색수차가 상당히
작다는 사실을 연구 결과를 통해 얻었다. 연구팀은 프레넬 렌

TIP
유럽, 글로벌 IPTV 시장에서 선두 유지
유럽이 글로벌 IPTV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과 동부
유럽, 러시아 등이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조사업체인 MRG社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지역에서 IPTV
시장이 독립사업자와 대형 정보통신업체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
장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PTV 가입자는 2007년 1천 3백 50만명 수준에서 2011년까지 40%의 연
평균 복합성장률(CAGR)을 기록하여 7천 2백 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규모 유럽 사업자들은 현재 수익과 개선된 운영 및 지속적인 성장
등에 중점을 둔 융합 서비스를 계획 중이지만,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
은 18개월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즈는 얇고 크게 만들 수 있어 태양광 집속에 이상적이라고 여
긴다.
연구팀은 현재 달성한 효율보다도 더 큰 효율도 가능할 것으
로 확신한다. 연구팀이 사용한 프레넬 렌즈는 태양광 수집용이
아니라 영상 투사기용으로 설계되었기에 입사되는 햇빛의

MRG의 IPTV 분석 책임자인 렌 펠드만(Len Feldman)은 2011년까지의
IPTV 시장 성장률을 높게 잡았는데, 그 이유는 중국과 인도, 한국에서
의 높은 성장이 예견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7년 IPTV 가입
자 규모를 애초 1천 4백 30만명에서 1천 3백 50만명으로 줄여 전망하
였지만, 전체 수익규모는 21억 달러에서 25억 달러로 오히려 증가하
였다고 말했다.

70% 미만을 초점으로 집속시켰다. 따라서 태양광 수집용으로
설계된 프레넬 렌즈를 이용하면 훨씬 더 큰 효율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태양광 수집용으로 설계된 렌즈가 제작
되었으며, 시스템에 통합되고 있다. 이 태양동력 레이저의 기울
기 효율은 14%였지만, 절대효율은 겨우 2.9%였다. 그것은 이
레이저가 문턱 값 바로 위에서 작동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
량된 프레넬 렌즈를 사용하여 펌프 전력을 ~900W로부터
~4kW로 끌어올린다면, 레이저가 문턱 값보다 훨씬 더 높게
동작할 것이며, 절대효율은 기울기 효율 14%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의 연구를 이용한 궁극적인 에너지 전환 방식은 그림 1
과 같이 청정에너지인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며, 연구팀은 수십

유럽은 2011년까지 가입자 규모 면에서 전세계 IPTV 시장의 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아시아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으며, 2012년
에서 2013년에 유럽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펠드만은 북미에서 Verizon과 AT&T가 예측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2011년에 이르면 Verizon이 세계에서 가장 큰 IPTV 서비스 제공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同社는 MPEG-4/AVC가 계속해서 MPEG-2를 대체하고 있는데, 이는
MPEG-2가 중국이나 동유럽과 같이 비용이 민감한 시장에서조차 판
매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록 DSL이 IPTV 서비스 전송을 위한 지배적 기술이기는 하지만
FTTH(Fibre To The Home)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同社는 밝혔다.

개의 킬로와트급 태양 펌핑 레이저들이 MgO를 환원시켜 수소

http://www.vnunet.com

를 발생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 방법이 경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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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연구진은 자신들의 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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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주조중핵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교훈

지난해 2월 필자는 일본으로부터 강연요청

각 생산공정에 참여하여 제품출하까지 전 프

을 받고 일본 가와구치(川口)시에 있는 강연장

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자(주조공정관리기술

으로 갔다.「주조중핵인재육성프로젝트」
가주

자)를 의미한다. 특징은 국가프로젝트로서 다

최하고 가와구치시, 가와구치상공회의소, 가와

음과 같은 두 가지가 양립될 수 거점을 일본

구치주물공업협동조합이 후원한 본 강연에는

각지에 형성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세계최고

중국, 일본, 한국 등 3국에서 세사람의 연사가

의 주조공정관리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초대받아 각국의 주물공업현황에 대하여 강연

있는 장이며, 둘째는 지역의 중소기업도 가볍

하였다. 이곳에서 처음으로「주조중핵인재육

게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서 수강자는 전국주

성」
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조업체의 제조현장의 중핵인재 및 일본주물공
업회 등 가입 주조업체로 되어 있다. 조직으로

최 창 옥
- 인하대학교 금속공학과졸업
- 한양대하교 금속공학 박사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 대한조선공사, 화천금속(주) 근무
- 한국주조공학회 회장
- 동아대학교 금속공학과 교수
-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 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
연구위원

일본주조업계는 현재 우수한 기술자의 대량

는 내셔널센터(近畿大), 전문직대학원거점

퇴직과 젊은이들의 생산 현장 기피 현상으로

(近畿), 중소기업사회인교육거점(關東), 대규

인재난이 심각하다. 또한, 중국 등 외국으로부

모기업사회인교육거점(中部), 고도대형부재주

터의 주물품 수입에 대해 제품 차별화를 하기

조기술교육거점(九州)의 역할을 전국적으로

위한 종합적인 고부가가치의 실현이 불가피하

지역별로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주관은

다. 이를 개선하고자 일본은 제조공정의 요소

지역대학이 담당하고 있다.

기술을 통합한 중핵인재(Core engineer) 육
성을 강화하고, 대형기술개발「주조클러스터-

일본의 2005년도 주물생산량은 6,876,970

계획」
을 수행함으로써 국제경쟁력 향상을 목

톤이고 주물공장수는 2,495개이며 종업원수는

표로 하고 있다. 인재육성과 기술개발은 자동

74,438명으로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약 3배

차의 양바퀴와 같다. 이중 주조클러스터 계획

이상의 규모이다. 일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은 2004년부터 東北, 中部에서 시작되어 점차

현재 우리나라도 갖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고

확대 계획하고 있었으며, 인재육성는 2005년

해결 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대학에서

도부터 전국 규모의 프로젝트로서 실행 하는

는 주조공학의 과목이 없거나 있어도 한 강좌

것이라 하였다.

정도이며 주조업체에 근무하고자 하는 졸업생
도 없다. 또한, 과거 전문직업훈련원도 대학으

전 일본 산·학·관의 협력에 의한 주조중

로 이름이 바뀌는 등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

핵 인재육성의 목적은 향후 20년간 세계를 주

하는 학교도 없어 주물업체는 심각한 인력난으

조산업을 주도할 주조기술개발과 생산거점을

로 인해 모두 폐업을 할 위기에 있다. 앞으로

일본각지에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조현장

자동차나 선박에 필요한 소재는 모두 수입을

의 중핵인재를 전국규모로 육성한다고 하였

해야 할 위기를 맞을 것 같아 일본의 주조중핵

다. 중핵인재라 하면 주조공정에 있어서 필요

인재육성 프로젝트가 부럽기만 하다.

한 요소기술을 과학적·이론적으로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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