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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소기업형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사업화 전략
일 시 2010년 10월 21일 (목) 10:00~17:20
장 소 COEX 오디토리움(서울)

http: / / asti.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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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2010 미래유망기술세미나’
KISTI는 오는 10월21일(목) 서울 코엑스에서「글로벌 강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소기업형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사업화전략」
이라는 주제로「2010 미래유망기술세미나」
를
개최한다. 이번에 5회째를 맞이하는 세미나에는 현재 시점
에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은 어떤 것들이며 어디에

기조연설

집중해야 하는지‘미래 과학기술 R&D의 지도’
를 조사해
발표한다.
이에 TLD는「2010 미래유망기술세미나」
에 참석할 ASTI
위원들을 위하여 발표할 연사들의 주제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Session 1
2010 KISTI 중소기업형 유망기술 발표
권영일 실장(KISTI 기술정보분석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공전략
안철수 석좌교수(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처음 기업을 시작하는 벤처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가지
이다. 첫째, 기술로 대표되는 핵심 역량, 둘째, 마케팅 역량, 셋째, 인사
관리 부분이 그것이다. 자체적인 핵심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면
차별화를 유지하기 힘들고, 가격 경쟁으로만 치닫다 보면 결국 도태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마케팅 역량의 핵심은 창업자나 기술자가 만들 수
있고 만들고 싶은 제품이 아닌, 사용자가 쓰고 싶은 제품을 만드는데 있다.
인사 관리 부문은 어느 정도 자리 잡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
하는 벤처 기업의 장기적인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시작할 때부터
팀을 잘 구성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KISTI에서는 델파이분석 기반의 정성분석방법을 이용해 미래
유망성, 산업파급도 등 유망성 관점과 기술실현시기, 실현가능성,
시장특성 등 중소기업적합성 관점을 함께 고려한 미래유망기술을
발굴했다.
미래 니즈

KISTI 추천 중소기업형 기술 10선
암세포 표적 치료제

건강한 삶

동시 다항목 진단 랩온어칩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❶ 히든 챔피언들 가운데 2/3는 혁신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시장과
기술을 동등하게 이용하는 반면에, 대기업의 4/5는 시장이나 기술 중
하나를 주요 원동력으로 본다. ❷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대단한 혁신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히든 챔피언들은 끊임없이 사소하지만 단계적으로
혁신을 실행함으로써 성공을 거둔 경우가 많다. ❸ 혁신은 사장이 담당
해야 하는 일이다. 즉 최고 경영진은 적극적으로 자극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와 같이 역할을 맡으려면
사장은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한다. ❹ 직원 모두가 수용하는
전략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부서들이 마찰 없이 협조할 수 있게 하여
혁신과정을 빠르게 이루도록 해주며, 특히 프로세스 혁신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든다. ❺ 혁신을 성공시키려면 예산보다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 연속성은 지속적인 개량을
이뤄내고 완벽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요소이다.
❻ 고객들은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 과정과
매우 심도 있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주고 있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해, 대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혁신형 강소
기업이 탄탄히 자리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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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이나 태양열 패널을 스스로 청소하는 펩티드숲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지속가능 성장

레이저 라벨
온도 감응 스마트 지붕

쾌적한 환경

히든 챔피언들의 혁신전략
유필화 교수(성균관대학교 GSB)

액체 OLED

대용량 초고속 전기 충전 기술
빛으로 상전이 가능한 금속산화물
초저전력 무선 통신 수신칩
차세대 나트륨 이온 전지

출연(연)의 이전가능 유망기술/손영복 전문위원
(기초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3개 출연(연)들은 현재 6천여 건의 국내외 원천
및 첨단 기술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우리 산업의 허리인 국내
중소·중견 기업에 이전하여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초기술연구회는 성과 확산의 일환으로 2010년4월부터‘우수
기술발굴협의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연(연) 보유 특허 중 출원후
5년 이내인 기술로, 국외 출원, 패키징 특허를 우선으로 선별하여 협의회
1회당 15건 내외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소개된 기술은 협의회
위원의 심사 및 의견을 토대로 기술 이전 수요처를 추천 또는 발굴
추진중이다.

Session 2
수출 주도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장준근 대표이사((주)나노엔텍)
❶ 나노바이오 융복합 기술에 대하여 LOC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약 100여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 혹은 등록하였으며, ❷ 생명
공학 분야에서 틈새 시장 공략을 통하여 다국적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연구 개발과 생산은 (주)나노엔텍이,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및 판매는 다국적 기업이 담당하는 상호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 ❸ 글로벌 성장 시장인 헬스 케어 산업에 있어서 독자적인
기술과 제품,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국내 뿐
아니라 미국, EU, 중국 등 주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행사개요
일
시 2010년 10월 21일(목) 10:00~17:20
장
소 COEX 오디토리움(서울)
화상중계 동명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 1층 대회의실(부산)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101호실 국제화상회의실(광주)
경북대학교 정보전산원 4층 국제회의장(대구)
주

최

시간@
10:00-10:30
10:30-11:00
11:00-11:20

IBM Global Technology Outlook
남정태 전무(IBM KOREA)

11:20-11:50
12:00-13:00
13:00-13:05

❶ IBM이 2년 전에 똑똑한 지구를 위한 노력에 대해 선언한 이후 이제

13:05-13:20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방향 즉, 시스템들을 최적화된 모습으로 변화
시키고 재사용하여 어떻게 하면 보다 지능적인 모델링 및 데이터 기반의
예측을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❷ 기술이 의료 산업의 혁신을 주도해

13:20-13:40

13:40-14:00

비용 절감은 물론, 환자 치료 성과를 개선시키는 일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❸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하드웨어가 지녔던 한계

14:00-14:30

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❹ 클라우드 컴퓨팅 및 하이브리드 컴퓨팅과

14:30-14:50

같은 새로운 컴퓨팅 모델들이 기간 시스템의 하드웨어, 프로세스 및

14:50-15:20

애플리케이션 등을 보다 최적화하여 관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15:20-15:30

것인가? ❺ 다중 시스템과 플랫폼을 통해 워크 로드 최적화를 위한 어떤

15:30-15:50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15:50-16:10
16:10-16:20

세미나에 초청된 인사들중에서 영국의 미래학자 마이클잭슨회장
에게는 특별히 일문일답 형식을 빌어 e-mail로 인터뷰했다.

‘Hidden champions’
- 한국 중소기업들을 위한
미래유망기술과 성공전략
Michael Jackson/Chairman of Shaping Tomorrow
Q1. 미래유망기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강연제목과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달라.
A1. 강연의 제목은
‘히든 챔피언·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이머징 유망
기술과 성공전략’
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변화를 위한 13가지
이머징 글로벌 추진 전략(인구/교육/영양/네트워킹/개인화/
세계화/아시아/경제/웰빙/에너지/환경/보안/경이로움)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10년의 이익을 위해서 참석자들이 어떻게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후

원

프로그램

@ 16:20-17:20

행사내용
등
록
오전 세션
2010 KISTI 선정 유망기술 30선 - 중소기업형 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 권영일 실장(KISTI)
출연(연)의 이전 가능 유망기술
: 손영복 전문위원(기초기술연구회)
중소기업 R&D 트렌드와 유망 기술 지원사업
: 손종구 실장(KISTI)
참가자 및 VIP 오찬
오후세션
개회사
: 박영서 원장(KISTI)
환영사·축사
: 이주호 장관(교과부), 윤진식 국회의원(한나라당), 민동필 이사장(기초기술연구회)
기조연설 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 성공전략을 중심으로
: 안철수 석좌교수(KAIST)
기조연설 Ⅱ
히든 챔피언들의 혁신 전략
: 유필화 교수(성균관대)
‘Hidden champions’
-한국 중소기업들을 위한 미래유망기술과 성공전략
: Dr. Michael Jackson(Chairman of Shaping Tomorrow)
중소기업의 유망아이템 발굴 전략 -사업화 사례를 중심으로
: 김은선 실장(KISTI)
2010 IBM Global Technology Outlook@
: 남정태 CTO(IBM KOREA)
휴식 / 전시 관람
수출주도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 장준근 대표((주)나노엔텍)
글로벌 강소기업 성공 전략
: 김병규 대표((주)아모텍)
Coffee Break
패널 토의
글로벌 강소기업 성공 요인과 전략
좌장 : 송락경 교수(KAIST)
토론 : 남정태 전무(BM Korea), 마이클 잭슨 회장(ShapingTomorrow)
문영호 본부장(KISTI), 이동훈 수석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
장준근 대표((주)나노엔텍), 조성복 회장(ASTI서울)

※발표 순서 및 모든 주제명은 발표자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 본 행사 참가비는 유료입니다(단, 과학기술정보협의회 회원 및 화상중계지역 참가자 무료).
- 참가비 : 20,000원
- 입금안내 : 국민은행 461-01-0287-9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입금 후 공지사항의 입금내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일반참가자 신청 기간은 10월10일(일)부터 진행됩니다.
- 사전에 온라인 참가신청을 하시고, 개회식 이전에 등록하신 분에 한해 자료집 및 기념품, 중식
쿠폰을 드립니다.
- 과학기술정보협의회 가입문의는 기술사업화정보실 박경석(gspark@kisti.re.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은 사전등록 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사전 등록자 중 선착순으로 현장에 도착하시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자리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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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유망기술의 정의를 내려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례를 몇 가지
들어달라.
A2. 유망기술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예를 들면, 외과적 의료 기술을 최소로 활용한 치료법, 질병의
조기 진단법, 인간의 지력을 대체할 인공지능 등.

KISTI,
2010 프로스트&설리번 어워드
‘최고혁신상’
수상
국내 공공기관으로는 최초 수상
해외에서 인정한 KISTI 혁신성과의 쾌거

Q3. 특별히 한국에 적합한 유망기술을 추천하고 그 이유를 함께 설명
해달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원장 박영서)은 지난

A3. 지능형 로봇은 수십년에 걸쳐 자동화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서부터
인간형 기계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 분야에서 월드 리더이고 또한 개척자이기
때문이다.
Q4. 만약 이미 유망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를 원할 때, 그 기업은 어떠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10월7일(목) 싱가포르 세인트
레지스싱가포르 (St.Regis
Singapore) 호텔에서 열린
‘2010 프로스트 앤 설리번 GIL
어워드(2010Frost & Sullivan GIL
Awards)’
에서 수여하는‘최고
혁신상 (Excellence in Innovation)’
을 수상했다. KISTI는 이번 수상
으로 국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을 통틀어 최초 수상이란 영광은

A4. 글로벌 변화와 경쟁의 속도는 엄청난 것이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시장에 영향을 줄 각종 변화들을 연구하는데 대규모의 조기경보
레이더를 개발해야 한다. 이전보다 더 빨리 트렌드를 찾아낼 수
있고, 변화하는 패턴을 인식하고, 그 안의 함축된 것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적절히 본능과 논리를 잘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한국의 중소기업은 생존과 성공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이다.
Q5.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한국 중소기업이 강소
기업이 되도록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는가.

물론이고 연구기관 스스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혁신성과를 대내외로부터 인정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세계적인 리서치 전문기관‘프로스트앤설리번(Frost & Sullivan)’
은
매년 전세계 25만여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전략
(Growth), 기술혁신(Innovation), 리더쉽(Leadership) 등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낸 업체를 선정해 최고기업상(GIL Award)을 시상한다.
특히 최고혁신상은 혁신의 독창성과 그 혁신으로 인해 관련 산업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프로스트앤설리번 어워드는 심사과정에서 내부 애널리스트들의
조사 및 분석만을 토대로 선정·발표하기 때문에 신뢰도와 인지도가

A5. 한국 정부도 역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기술들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속도로
지원하고 변화할 만큼 충분히 민첩하고 탄력적이어야 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극대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이머징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동적이고 통합적인 로드맵을
생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외적으로 높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KISTI는 지난 5년 동안

Q6. 미래학자로서, ASTI 회원들에게 격려하는 메시지를 남겨달라.

에서도 우리 KISTI의 혁신성과 경쟁력, 그리고 산업적 파급력을

1,300개 이상의 연구과제, 3,400개의 논문, 1,700개의 특허등록,
그리고 76건의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 성과를 이루어내면서 명실
공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혁신 기관으로서 인정받은 것이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은선 기술사업화정보실 실장은‘KISTI가 최고
혁신상을 수상함으로써,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를 꾀하고

A6. 아시아, 특히 한국은 예외적으로 유망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ASTI 위원 여러분은 유망기술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어 관련된 많은 세계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의지, 바램 그리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가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하리라고 믿는다.

혁신을 이루어 국내외 고객들에게 양질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외 KISTI 중소기업 전문가들, 실제로 글로벌 강소기업을 성공
시킨 기업가들의 혜안과 전략 등은 10월21일(목)에 서울 삼성동
COEX에서 개최되는「2010 미래유망기술세미나」
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괄목할 성과를 보였다.

정리 : 홍동숙 연구원/기술사업화정보실

4 Techno-Leaders’
Digest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공공기관이 되겠다’
이번‘2010 프로스트 앤 설리번 GIL어워드’
에서는 KISTI 이외에도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최고성장상(Excellence in Growth)을
수상함으로써 전체 수상자 12명 중에서 한국이 3명이나 배출하는

※ 프로스트앤설리번(Frost & Sullivan, www.frost.com)
- 45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의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
- 전세계 6개 대륙에 40개 지사를 두고, 800여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지속적
으로 글로벌 및 지역 시장 관측, 신기술 파악, 국가별 경제 및 인구학적
요소들을 모니터하여 고객에게 글로벌 시장 전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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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방문 프로그램

ASTI

ASTI울산 / ASTI대전

KISTI(원장 박영서)는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 소속 100개 중소기업의 산업현장을 원장이 직접 방문하는「ASTI
기업 현장방문 프로그램」
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형 대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9월3일(금), 9월10일(금)에 각각 시행한 ASTI 대전지역(AST대전) 2개 기업, 울산지역(AST울산)
5개 기업의 현장방문 결과를 취재한 내용을 게재한다.

ASTI울산│ (주)용진유화/아이디비켐(주)/(주)엠피온스/TNC(주)/덕산하이메탈(주)

(주)용진유화 (www.yongjinfc.com)
▶ 노화 방지제, 방착제 등 고무첨가제 전문생산업체
1974년 설립 이래로 고무 첨가제, 각종 이형제, 마스터
배치(masterbatch)*, 그리고 타이어 성형 및 가황 블래더
(blader)** 등 고무 분야에만 전념해 온 기업이다. 특히
타이어 수명을 연장시키는 충격 흡수용 공기 주머니 등
자동차 타이어 소재를 전문적으로 개발해 왔다. 국내 최대
타이어 제조사인 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 등에 제품을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 점유율은 80%, 세계 시장
점유율도 10위 안에 든다.

(주)용진유화 유홍섭 대표
40년 가까이 타이어 고무 관련 소재에만 집중해 오다, 2008년
부터 미래 성장 사업 쪽으로 눈을 돌렸다. 1980~1990년대
까지만 해도 굴뚝 산업이 통했지만 이젠 안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반백년 석유화학공단으로 입지를 굳혀
온 울산 지역은 대부분 우리와 비슷한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시행
착오를 자주 하게 된다. ❶ 신사업으로 진출할 때 시행
착오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KISTI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❷ 또 2008년부터 전자 필름을 생산하고

2010년 현재 총 매출액의 절반 가까이가 해외 수출에서
나오고 있다.
*마스터배치(masterbatch) : 원료 고무에 배합제를 혼합하는 공정에서
배합제를 미리 처방보다 높은 농도로 섞어 반죽한 것으로 고무에
혼입하여 각 배합제의 계량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분산을 좋게 하며,
작업 중의 흩날림도 방지할 수 있다. 플라스틱의 성형가공시, 안료
(顔料)의 분산을 좋게 하는데 사용된다.
**블래더(blader) : (가죽·고무 등으로 만든) 주머니

KISTI 박영서 원장
중소기업의 경우 한 번의 실수가 기업의 존폐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에, R&D 자체보다 R&D 이전 단계 즉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❶ (주)용진유화의
신사업 진출과 관련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KISTI에서
해당 분야 기술에 대한 동향 및 시장정보를 충분히 제공
하겠다. ❷ 또「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
에 지원해
신기술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타진해 볼 것을 권한다. ❸ 슈퍼컴퓨팅의 경우, (주)용진
유화의 사업 아이템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해당부서와 의논
하겠다.

있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연성 평면 케이블(FFC/Flexible
Flat Cable) 분야로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의 계획이
어느 정도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알고 싶다. ❸ 고무 첨가제
이외에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기술 개발이기 때문에 슈퍼
컴퓨터를 활용해 보다 뛰어난 연구 성과를 얻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슈퍼컴퓨터를 쓸 수 있는지도 알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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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I울산│ (주)용진유화/아이디비켐(주)/(주)엠피온스/TNC(주)/덕산하이메탈(주)

아이디비켐(주) (www.idbio.co.kr)
▶ mPEGs 및 Nucleosides 개발 생산 전문 기업

(주)엠피온스

(www.empions.com)
▶ 유기 과산화물, 분체 도료용 수지, 고기능 첨가제, 플랜트
엔지니어링 등을 생산하는 정밀 화학 기업

아이디비켐(주)는 2002년 이수화학의 R&D 부서가 독립해
설립한 이수화학 계열사로서 주요 생산품으로는 Nucleosides(유전자
치료제), mPEGs(의약품 전달 물질), 인계 난연제, 의약품 중간체
등이 있다. 전 직원의 40%가 R&D 인력이며, ISO 900:2000 인증
(2005), 이노비즈 인증(2006), 벤처기업 인증(2006) 등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주)엠피온스는 독자 기술을 이용해 수지 경화제인 Alkenox
P-100과 Alkenox TBM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업으로, 특히
인조 대리석과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경화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 다양한 유기 과산화물과 페인트 흐름 방지제 등
기능성 첨가제도 생산·판매하고 있다. 2003년에 설립돼 2010년
현재 연간 매출액은 400억 원 규모다.

아이디비켐(주) 김성래 대표

(주)엠피온스 이병희 대표

정밀 화학 분야에서 20년 가까이 쌓아 온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
하고 있다. 기계 설비도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다. 그러나 기업의
단기, 중장기 포트폴리오가 없다. ❶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미래를
위해 종자 역할을 할 아이템이 필요하다. 그동안 R&D에만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매출과 영업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해 이 부분이 부족하다. 또 장기적
으로는 인계 난연제 분야가 이미 성숙기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질병 유발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신개념의 유전자 치료제 뉴클레오시드
(Nucleosides)와 mPEGs(의약품 전달 물질)
분야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❶ 신사업을 발굴하기 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보완
하고, 보다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분석, 시장 분석 등을
KISTI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❷ 또 앞으로 (주)엠피온스의
경화제를 2차 전지 첨가제로 활용하는 방안과 환경 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고맙겠다. ❸ 더불어 경화제나 첨가제 등은 화학 물질의 배합
방법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는 배합 기술이다. 지금까지는 배합을
일일이 다르게 해서 직접 시험했는데, KISTI 슈퍼컴퓨터를 통한
시뮬레이션으로 이를 대처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❹ 마지막으로
보통의 정부 지원 사업들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 KISTI에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이러한 단점이 없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KISTI 박영서 원장

KISTI 박영서 원장

❶「신규 유망아이템 발굴지원사업」
을 지원받으면 아주 좋을

것으로 보이며, 차선책으로「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이나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
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두 사업
모두 미래 수요 예측과 산업 시장 분석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면서 기업 부담도 200~300만 원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비켐(주)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❷ 또 지금까지는 KISTI의
슈퍼컴퓨터를 기계, 설비, 유동 해석 등에 주로 활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신약 개발에도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아이디
비켐(주)가 뉴클레오시드, mPEG 등을 개발하는데 KISTI의 슈퍼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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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❷ 세부 기술에 대한 동향 정보, 시장 분석 자료 등은 필요할
때마다 부울경지원을 통해 제공하도록 하겠다. 특히 최근의 그린
산업 패러다임에 맞출 수 있도록 친환경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
하겠다. ❸ 또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면 화학 물질 배합을 시험할 때
경우의 수는 늘리고 시간과 비용은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와 활용 가능 여부를 상의해 보겠다. ❹ 더불어 정부 지원
사업의 연속성 결여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공감한다. 다행히
KISTI에서 추진하는「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
은 기업의 신기술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 타당성이 있는지를 평가한 다음, 좋은
결과가 나온 기업에게는 별도의 평가 과정 없이 5억 원 이내의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연속성이 뛰어난
사업이므로 지원
받는다면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TNC(주) (www.tnczinc.com)

덕산하이메탈(주) (www.dshm.co.kr)

▶ 아연 분말을 이용한 부식 방지용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정밀 화학 기업

▶ 솔더 볼, 솔더 파우더, AMOLED 발광 소재 등
개발·생산 전문 기업

TNC(주)는 1998년 설립 이래 아연 분말(zinc dust)을 이용한
선박의 방청 페인트 원료, 철구조물의 방청 페인트 원료 등 부식
방지용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정밀 화학 기업이다.
또 전 직원의 1/3이 R&D 인력이며 ISO9001 인증과 품질보증업체
지정서(Q마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 집약 기업이기도 하다. 최근
기존의 아연 분말 보다 부착력이 강하고 미적으로 뛰어난 조각
(flake) 형태의 아연 분말을 성공적으로 국산화하고, 기존 설치
면적의 1/10만으로도 똑같은 양의 아연 분말을 만들 수 있는 연속식
공정을 개발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덕산하이메탈(주)는 첨단 반도체 패키지 부품인 BGA(Ball Grid
Array)/CSP(Chip Scale Package)용 솔더 볼과 솔더 파우더를
전문적으로 개발·생산하는 기업이다. 주력 상품인 솔더 볼의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의 위상을 갖고
있다. 또 최근 인수 합병을 통해 진출한 AMOLED 분야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할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1,000만
달러 수출의 탑(2006)과 제7회 100대 우수 특허 제품 중소기업
청장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덕산하이메탈(주) 이준호 대표
TNC(주) 이희동 대표
❶ 최근 신공정으로 아연 조각 생산에 성공함으로써 값비싼 수입품
으로 취급되던 아연 조각을 기존의 절반 가격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됐다. 2012년 이후에는 이로 인한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❷ 그러나 우리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
확신하기 힘들다. 또 차세대 사업 아이템을 몇 개 생각해 놨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컨설팅
회사에 시장성 평가를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세부적인 시장 분석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 그러나 KISTI의 도움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❸ 또 이제 KISTI를 알게 됐으니,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더욱 감사하겠다.

KISTI 박영서 원장
KISTI가 과학 기술 정보만 제공하면 됐지 왜 산업 분석, 시장
조사까지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이유는 KISTI 처럼 그
일을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곳, 즉 갈수록 높아지는 기업의 산업 시장
분석에 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KISTI 밖에 없기 때문
이다. 일반 컨설팅 회사는 50년 역사의 KISTI 처럼 방대한 정보와
정보 네트워크 그리고 전문성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TNC(주)의 경우, 사업 아이템에 대한 기업 내부의 고민이 충분히
이뤄진 상태라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❶ 앞으로 KISTI의 시장성
평가 사업들을 통해 미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겠다. 특히
아연 조각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자료를 찾아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❷ 담당 부서와 상의해서 슈퍼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 보겠다.

덕산하이메탈(주)를 설립한 지 5년 만에 세계 3대 솔더 볼 업체로
자리 잡았고,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솔더 파우더도 자체 개발
했다.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은‘의사 결정’
이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진짜
정보는 극히 부족했고, 잘못된 의사 결정을 토대로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업 아이템도 적지 않았다. 다행이「2010 ASTI 기술사업
화정보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돼 앞으로는 R&D 기획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필요한 의사 결정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❶ 현재 솔더 볼과 AMOLED를 이을 새로운 미래
주력 아이템을 찾고 있는데, 이에 도움을 줄「신규유망아이템 발굴
지원사업」
에 참여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❷ 또 R&D에 집중하다
보니 그때 그때 장비를 사거나 빌려 써야 하는 일이 많다. 고가의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KISTI 박영서 원장
「신규유망아이템 발굴지원사업」
은 매우 평가가 좋은 사업이다.
새로 개발한 아이템 덕분에 5년도 안 돼 매출이 2배로 뛴 기업도
있고, 포스코의 경우 이 사업을 2010년 최고의 용역 사업으로
뽑기도 했다. 덕산하이메탈(주) 처럼 CEO의 혁신 의지가 강한 기업
이라면 본 사업을 통해 상당히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
하며, 다음 기회에 꼭 지원해 볼 것을 권한다. ❶ 또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가면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여러 기관의 장비들을 무료 혹은 저가로 이용할 수 있으니 도움을
받아 보기 바란다.

2010. 10. 15 | 통권 244호 7

ASTI_ 핫이슈Ⅲ

ASTI대전│ (주)인텍플러스/케이맥(주)

(주)인텍플러스 (www.intekplus.com)
▶ 반도체외관검사장비, LED 검사장비등개발·생산
전문 기업
(주)인텍플러스는 반도체 칩의 마지막 공정인 외관 검사를
통해 불량품을 골라내는 비접촉 검사 및 측정 분야 첨단 기업이다.
1995년 창업 이래 핵심 역량인 2D/3D 비전 검사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칩 외관 검사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국내에서 생산
되는 반도체의 70% 이상을 검사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특허
등록과 출원만 120건이 넘을 정도로 첨단 기술 집약 기업이기도
하다.

케이맥(주)

(www.kmac.to)
▶ 분석 기기, FPD/공정 검사 장비, 바이오/의료 진단용
분석 기기 등 전문 기업

케이맥(주)는 LCD 등 첨단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유기 박막의
두께나 색 재현 능력 등을 분석·측정하는 전문 기업이다. 특히
박막 두께 측정기와 색도 측정기 등 LCD 공정용 모니터링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LED, 태양광, OLED 등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 및 대만에 영업 및 C/S 거점을 마련
중이며 유럽, 미국 및 제3시장에 대리점과 현지 영업 지사 등을
설립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도 주력하고 있다.

(주)인텍플러스 임쌍근 대표
(주)인텍플러스는 10년 이상 반도체 검사에만 주력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KISTI로부터「신규유망아이템 발굴지원사업」
을 받고, 당시
유망 아이템으로 제시된 것들 가운데 LED와 태양전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했으며, 이후 매출이 급격하게 늘면서 기업의 효자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기반으로 2010년10월에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❶ 이제 자체적으로도 기술 평가, 시장성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KISTI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❷ 또 글로벌 시장
확보에 집중할 계획으로「Tech2Global Market 프로젝트」
에 지원
했는데 탈락했다. 다음번에는 꼭 기회를 잡고 싶다.

KISTI 박영서 원장
지역 중소기업이 고급 인력 확보를 매우 어려워한다는 것을 이번
100개 기업방문을 통해 실감하고 있다. KISTI는 기초기술연구회
(KRCF)가 추진하는「IT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즉 이공계 IT 관련 분야 졸업생들 100여 명을 뽑아 IT 강국
인도에서 연수시키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차 연수생들이 귀국
하는 대로 뛰어난 수준의 연구 인력을 (주)인텍플러스에 추천하겠다.
는 세계적인 기술 사업화 기관인
❷「Tech2Global Market 프로젝트」
미국의 텍사스주립대학교와 손잡고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점차적으로 대상 기업을 늘려갈 계획이다.
다음 기회에 다시 지원해 보길 바란다.

케이맥(주) 이중환 대표
지난해 지원받은「신규유망아이템 발굴지원사업」
을 통해 새롭게
바이오·의료 진단 장비 분야에 진출했는데, 상당한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 더불어 TRM 및 기술 공급자 중개, 시장 정보 분석
지원 등 지속적으로 KISTI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
❶ 더 욕심을 내자면 내년에는「Tech2Global Market 프로젝트」
지원 대상에 선정되고 싶다. 최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유럽과 미국으로까지 시장을 넓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❷ 또 슈퍼
컴퓨터를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아직 내부
역량이 부족한 상태다.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초 지식 등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해 주면 감사하겠다.

KISTI 박영서 원장
❶「Tech2Global Market 프로젝트」
의 확대는 물론이고 현재
중국 ASTI 구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에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중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베이스캠프를
구축중이다. 케이맥(주)가 구축해 놓은 글로벌 거점과 KISTI의 기술
사업화 거점들이 힘을 모으면 훨씬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으로도 케이맥(주)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돕도록 하겠다. ❷ 또 중소기업 직원이나 대학생들에게 슈퍼컴퓨팅
이론과 Fluent, ABAQUS, Gaussian 등 활용도가 높은 응용
S/W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여하길
바란다.
취재 : 예용희 지원장/충청지원,
정현상 선임연구원/부울경지원
정리 : 김희정/홍보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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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평가기법 BMO의
창시자를 만나다.
다케루 오헤교수초빙
‘한·일 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국제세미나’
KISTI는 지난 9월30일(목)에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홀리데이인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영대학원(Watson Business School)의

호텔에서,
‘ 한·일 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국제세미나’
를 개최

브루스 메리필드(Bruce Merrifeld) 교수가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술 사업화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방법으로 개발한 것을 오헤 교수가 일본의 기업 환경에 적합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다케루 오헤(Takeru Ohe)’교수의 특별

하게 개정해 완성한 것이다. BMO는 평가하고자 하는 기술

강연을 열었다.
‘사업화 아이템 평가와 연구개발 과제의 사업성

이나 제품의 산업 매력도와 사업 적합도 등과 같은 지표를

평가기법(BMO/STAR)’
에 대해서 발표한 오헤 교수는 일본

이용해 해당 기술이나 제품의 성공 확률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와세다 비즈니스 스쿨(Waseda Business School)에서 교수로

특징을갖고 있다.

재직중이며, 와세다대학교 창업보육센터(Incubation Center)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오헤 교수는 기술 사업화 노하우 아홉가지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BMO(Bruce Merrifeld & Ohe) 기법은 신규 사업 아이디어의

개발단계부터 고객의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평가방법으로서, 미국

항목

노하우

제품주기 (Characteristics Time)

산업에 따라서 개발시간과 제품주기가 다르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수익율 (Profit Goal)

수익율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자본투입 (Characteristic Amount of Money)

산업에 따라서 투입 자본량이 다르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불확실성 (Uncertainty)

시장과 기술의 불확실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고객 경험 (Customer Experience)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싸이클을 이해해야 한다

차별화된 특성 지도(Differentiation Attribute Map)

특성 지도를 통해서 제품을 차별화한다

비즈니스 기회 평가 (Evaluation of Business Opportunity, (BMO))

BMO 등을 이용해 비즈니스 기회를 평가한다

가설의 관리 (Management of Assumptions)

경험을 통해서 가설에 대해서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관리할 수 있다

실패의 조건 (Condition of Failure)

한두개의 가장 중요한 가정들을 정의하고 그것들을 테스트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헤 교수는 불확실한 가정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석학의 육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를 경영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렇기

KISTI의 기술 사업화 평가수준을 글로벌화시키는 전기를 마련

때문에 불확실성에서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향후 ASTI 위원이 속해 있는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기업 등이 개발하는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를 평가하는데 많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세미나는 KISTI에게 일본의 사업화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템 평가 방법과 기술 사업화 인큐베이션에 대해서 세계적인

취재 및 정리 : 이승은/홍보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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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를 소개합니다. ASTI위원들에게 기회의 장이 되기 바랍니다.

코센은 샘물이다.
늘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인간사 네트워킹의 진수는 무엇일까?
바로 결혼이 아닐까? 결혼까지 가능케 하는
휴먼 네트워크가 있으니 바로 코센(한민족과학
기술자네트워크,www.kosen21.org)이다.코센은
전 세계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만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이다. 독일에서
박사후 연수를 하던 처녀와 프랑스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총각이 코센에서 만나 결혼한 사례가 있으니
코센이 과연 휴먼 네트워크의 진수라고 할 만하다.
그 밖에 프랑스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일본의 대학
교수와 연결되어 박사과정 연구에 필요한 샘플을
주고받음으로써 무사히 학위를 마치거나, 벨기에
연구소에 있는 사람이 한국의 연구자와 연결되어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한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코센이 뭐길래?
코센이 뭐길래 이런 일이 가능할까? 코센은 1999년 당시
과학기술부가 해외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통로를 마련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출범시킨 이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에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출범 당시에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과학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했지만, 사이트의 유용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오히려 국내 회원들이 더 많아졌다.
한민족 과학기술자가 가장 많은 곳이 한국이니까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코센은 일반 정보 제공 사이트와는 차별화된 커뮤니티 사이트
이다. 물론 코센에서도 과학기술자들에게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 제공하고는 있지만, 코센이 특별한 것은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코너들이 핵심 서비스라는데 있다. 회원들이 코센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놀랍게도
회원들의 답변이 즉각적으로 올라온다. 대표적으로 What is?와
자료요청 게시판에서는 회원들간에 연간 약 10만건의 지식 및
자료가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지식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살아 있는 네트워크의 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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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응답하기 어려운데도 답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자료요청
게시판에 구하기 힘든 자료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거의 실시간
으로 해당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코센은 257명의 전문가 자문단이 참여해 코센 고유의 분석
자료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코센 분석자료는 박사급 코센 회원
들이 직접 분석에 참여하고, 그 분석 내용을 코센 전문가 자문단이
검토해 완성도를 제고시킨 분석물로서 최신의 연구동향을 취급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사업기획 등에 매우 유용하다. 코센에서만 생산
하고 제공하는 이 분석자료는 현재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 포인트로 구매하도록 제한하는데도 불구하고 코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료가 되었다.

사람을 아는 재미 + 지식을 얻는 기쁨
코센은 따뜻한 커뮤니티를 지향하기 위해 카페 기능을 제공
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모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커뮤니티 회원들의 소모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센 페스티발
이라는 코센 가족 모임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회원들이 온라인
교류를 넘어서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코센은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7년 국가개발연구
사업 100선에 선정된 바도 있으며, IBM 한국보고서에서 우수
휴먼 네트워킹 사례로 인용된 바 있다. 또한 2009년에 교육
과학기술부가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코센이 KISTI가 제공
하는 서비스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센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코센은
이다.
때문이다’라는 이벤트에서 반응이 좋았던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코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사이트이다. 연구 현장에서
막힐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바로 코센을 노크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검색
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문가들을 직접 만날 수
있고, 내가 필요로하는 지식을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다.
어쩌면 그들과 평생지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을
아는 재미와 지식을 얻는 기쁨이 있는 곳, 코센으로 놀러오기
바란다.

작성 : 윤정선 선임연구원/지식기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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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술(제품)을 소개합니다.

ASTI_ 마당
기 업 명 (주)휴다임
기술 제품 사업 명칭
핵심
기술

기
술
내 내용
용 설명

설립연도

1984년

대표이사

조기식, 이상곤

홈페이지

www.hudigm.com

1

하수 이용 냉난방 시스템

대도시와 공업단지와 같이 인구 및 상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버려지고 있는 하수의 온도차에너지를 히트 펌프
열원으로 하여 인근 열수요처에 네트워크로 냉난방을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
1. 기존 냉난방 시스템과의 차이점
▶ 석유, 석탄, 가스 대신 전기 에너지 및 하수 열에너지를 사용
▶ 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하수 열에너지 활용
▶ 하나의 시스템으로 냉방 및 난방을 동시에 해결

3. 기대효과
▶ 화석 연료 사용량 저하에 따른 온실 가스
감축 및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
▶ 1차 에너지(석유, 석탄, 가스)
30~40% 절감 효과

2. 시스템 장점
▶ 에너지 절감 효과 우수(히트 펌프 성능 계수 4 이상)
▶ 버려지는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기술
▶ 열수요처와 공급처가 근접

기 업 명 (주)동방데이타테크놀러지
기술 제품 사업 명칭

설립연도

1999년

대표이사

원덕숙, 하영재

홈페이지

www.dbdt.co.kr

2

(제품)판타비전(FANTAVISION)

- 동적 영상 보정 기능이 가능한 LED 전광판
핵심
기술

기
술
내
용 내용
설명

영상의 순간순간의 화면을 캡쳐하여 각 화면의 계조도에 따라 동적으로 휘도를 보정하여 표시하는 전광판

- 특허(제10-0954338호) : 히스토그램 분포의 제어가 가능한 LED 전광판 및 LED 전광판의 히스토그램 분포 제어 방법
- 특허(제10-0902792호) : LED 전광판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LED 전광판의 휘도 보정 방법
1. 광통신과 Dual Process Controller를 기반으로 영상 프레임을
버퍼링해 디스플레이하기 전 히스토그램 평준화를 통하여
개선된 영상을 디스플레이 함으로서 보다 선명한 동영상을
표시할 수 있다.

현상으로 히스토그램의 계조도가 과도하게 변하면서 열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최대 최소 임계값을 설정해 계조도가 과도
하게 변화하는 것을 방지해 자연스러운 화질을 보정한다.

2. 이 기술은 약 1,000 프레임/초의 속도로 영상 화면을 전송
함으로써 HD급 영상을 전광판 화면 표출시 어두운 부분을
더 선명하고 부드럽게 표현 표출이 가능하다.
3. 영상의 계조도가 과도하게 이격되어 있는 경우에 발상하는

기 업 명 제일에너텍(주)
기술 제품 사업 명칭
핵심
기술

설립연도

1999년

대표이사

박동수

홈페이지

-

훈련 전투 지원 장비 등

- 다목적 전투 지원 이동식 급탕/건조 장치
- 휴대용 급탕장치
- 급탕전용 보일러 시스템
1. 다목적 전투 지원 이동식 급탕/건조 장치
세계 최초로 개발된 내접 가열 방식을 적용하여 유체를 가열하면 동계훈련 현장에서도 대량의 온수를 생산하여 씻는 위생 문제를
해결하며, 또 온수에 축열된 열량을 방사시켜 젖은 군화 피복을 별도의 장비 없이 탁월한 건조기능을 발휘하며 쾌적한 전투 심리 환경
조성으로 훈련 장병 사기 진작을 선도하는 다목적 전투 훈련에 꼭 필요한 지원 장비이다.

기
술
내
용 내용
설명

2. 휴대용 급탕 장치
전투 훈련시 가열 용기(냄비,그릇)를 들고 다니려면 고형화 된 부피 문제로 여러가지 제약이 수반되지만 휴대용 급탕 장치는 유체를
가열하는 용기를 접는 방식 용기로 적용할 수 있어 개인이 휴대하기 간편하며 씻는 위생용수/찬 음식가열등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개량하여 사용될 수 있다.
3. 급탕 전용 보일러 시스템
복잡하고 어렵게 설치되어 있던 군부대 급탕 보일러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된 내접 가열 방식을 적용하여 단순 클래식하게
개량화 시킨 것으로 기계 장비 설치 면적 1/2축소/시공원가 절감 30%/온수 직접 가열 방식 유류 절감 20%/전기료 40% 단축/관리
비용 격감으로 저탄소 녹색 산업을 실증적으로 구현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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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카보네이트, 아시아 신흥국이 성장동력
- 난연 규제 강화로 수요 급증
일본 야노경제연구소(www.yano.co.jp)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2008년 후반 리만 사태로 세계가 동시에 불황을 맞이하면서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PC)의 세계 시장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은 PC 수지의 2009년 시장규모는 약 280만톤

EU의 난연 규제 강화 등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으로 전년 대비 91.8%로 추계됐다. 2009년 전반에 산업계

내열성, 투명성, 내충격성이 뛰어난 PC는 각종 가전제품이나

에서는 경기 바닥에 따른 수주 감소에 의한 제조업체 설비

OA 제품의 하우징 용도, 광디스크 등의 광학 부품, 자동차 부품,

가동률의 대폭적인 저하가 마이너스 요인이었지만, 후반에는

건재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중국을 위시해 동남아시아, 인도 등의 아시아 신흥국 시장에서
자동차나 OA 전기전자기기 등의 수요가 회복됐다. 특히 중국
에서는 정부의 내수 확대 정책으로서 가전제품 구입금액의
13%를 보조한 家電下鄕*이 2009년2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됨
으로써 PC 시장도 크게 혜택을 입었다. 선진국 시장동향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PC 시장은 2010년 이후에도 중국의
수요 확대를 견인차로회복기조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가전하향(家電下鄕) : TV, 세탁기, 냉장고, 휴대폰 등을 구입하는 농민에게
구입가의 13%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가전제품 농촌 보조금 제도

2009년후반부터2010년까지PC 제조업체의아시아생산
거점에서는 계속 풀가동하고 있다. 2011년 이후에는 중국
에서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 아시아를 중심으로 신규 플랜트가
몇군데 더 가동될 계획이다.
원문 및 출처 : Yano E Plus(2010년9월).pp77-84.

웹2.0, 보안문제로 기업에 200만 달러 손실 부가
인텔에 인수되면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의 전개에 효과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유명세를 탄 미국의 인터넷

또한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이 보안을 웹2.0의 과제로 여겼다.

보안 솔루션업체 맥아피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구체적인 위협으로는 악의가 있는

(www.mcafee.com)가

소프트웨어 35%, 바이러스 15%, 정보의 과대 포장 11%,

발표한 기업의 웹2.0(Web

스파이웨어 10% 등이었다.

2.0)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그리고 60%는 웹2.0 애플리케이션의 부적절한 이용으로

대한 보안 실태 보고서에

생기는 최악의 결과로 기업의 평판, 브랜드, 신뢰, 고객의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손실을 들었다. 웹2.0의 보안 문제로인해생긴피해액은1개사

웹2.0을 통해서 생산성이

평균 200만 달러이며, 가장 피해액이 큰 것은 일본의 300만

향상된 점을 장점으로 드는 한편 보안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달러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3은 소셜 미디어 이용에 대해

밝혀졌다. 조사는 세계 17개국 1,000명 이상 기업의 의사

예상외의 투자를 했다고 대답했다. 종업원에 의한 기밀 정보의

결정자를 대상으로 웹2.0 애플리케이션, 즉 소셜 미디어, 미니

누설로 소송 등 법적인 위협에 직면했다는 회답도 눈에 띄었다.

블로그, 웹메일, 콘텐츠 공유 툴 등에 대해서 미국 퍼듀대학에

회답 기업의 13%는 웹2.0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전면적으로

의해서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금지하고 있으며, 81%는 이용할 수 있는 종류를 하나로 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75%는 웹2.0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었고, 40%는 생산성 향상과

하고 있었다.
원문 : http://www.itmedia.co.jp
출처 : http://mirian.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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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이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된다
미국 클리브랜드임상연구소(my.clevelandclinic.org)

이번 연구 결과는 스포츠 선수들이 근육 세포를 다쳤을 때,

란조우 박사 연구팀은 근육이 다친 후에 생기는 근육 염증이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 항염증제

「인슐린-유사 성장 요인-1(IGF-1)」
에 의한 근육 치료에

(NSAIDs)를사용했을때잠정적으로어떤효과가나타나는지를

필수적이라고 보고했다.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 연구는

연구팀은 유전적으로 조작되어 상해에도 염증이 일어나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염증을 조절할

않게 한 실험쥐 그룹과 정상 쥐 그룹을 이용해 실험했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과는 반대로 염증이 손상된 근육 조직을

두 그룹의 실험 쥐들에게 염소화바륨으로 근육에 손상이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도록 했다. 실험 결과, 유전자 조작 쥐 그룹은 치료가 일어

이번 발견은 부작용으로 근육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나지 않았지만, 정상 쥐 그룹은 상처가 치유됐다. 추가 분석한

약물에 노출되거나, 외상, 감염, 동상에 의한 근육 손상을 치료

결과, 손상된 근육 안에 있는 대식 세포가 정상 쥐 그룹에서는

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GF-1의 발현 수준이 높게 관찰됐고, 이것이 근육 치료에 크게
원문 : http://www.eurekalert.org
출처 : http://mirian.kisti.re.kr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자전거로 100km 이상 달린다?
- 시그나케미스트리, 규산화나트륨을 이용한 연료 전지 카트리지 개발
전기 자전거는 수소 저장

시그나케미스트리의 연료 전지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방법이 개발되지 못하면 이용

전기 자전거는 페달이 움직이지 않아도 100km 이상까지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전기

운행할 있어 기존의 전기 자전거의 최대 거리인 30km를

자전거에 연료 전지를 도입하지

크게 상회하고, 사용된 카트리지는 재충전 없이 쉽게 새로운

못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했다.

것으로 바꿀 수 있다.

미국 그린화학 소기업인

kg당 65 와트시(Watt-hours)를 갖는 기존의 리튬이온

시그나케미스트리(signachem.com)가 물과 만났을 때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는 달리, 개발된 카트리지는 kg당

수소를 발생시키는 모래 모양의 금속 분말인 규산화나트륨을

1,000 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갖는다고, 또한 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안전하면서 재사용 가능한 연료 전지

카트리지는 특별한 물이 필요없고 심지어 오줌에도
` 작동될 수

카트리지를 개발했다.

있다고 한다.

원문 : http://www.yourdiscovery.com
출처 : http://mirian.kisti.re.kr

Tip 그라핀, 노벨 물리학상을 받다 - 그라핀 생산기술 한국이 최고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단일-원자-두께 층의 탄소-그라핀(graphene)을 발견한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안드레이 가임 교수와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사에게 수여됐다. 영국 맨체스터대학교(University
of Manchester)의 그 연구자들은 끈적끈적한 테이프를 사용해서 흑연으로부터 그 물질의 얇은
조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SEK(스웨덴 코나) 100억 (937,000 파운드)의 가치의
그 상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그라핀 기술의 미래가 대규모 장치의 제조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하면서, 올해 초 30인치
투명 그라핀 막과 기능성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만든 한국 성균관대학교의 안종현과 홍병희의 연구
(J-H Ahn et al, Nature Nanotechnology, 2010, DOI: 10.1038/NNANO.2010.132)를 가리켰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큰 그라핀 막들을 투명한 전극들로 만들고, 이것을 터치 스크린 패널 디바이스로
통합함으로써 또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었다.
원문 : http://www.rsc.org
출처 : http://mirian.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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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에서 혁신의 촉매를 찾다!

TNC(주)
ㅣTNC(주)(www.tnczinc.com/대표이사 이희동)ㅣ 주소 : (302-172)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426-24ㅣ
ㅣTel. 052-276-5121 / Fax. 052-276-5121 ㅣ 사업분야 : 아연 분말 기반 부식 방지용 제품 생산ㅣ

“예전에는 아연 분말(zinc dust) 생산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면

수천 명이나 생겨서 더욱 기쁩니다.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사용

됐지만 이제는 아연 자체를 고기능화, 첨단화, 다용도화 하지

해서 실험하기 어려운 스프레이 방식의 아연 조각을 개발할 수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연구소를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설립해 R&D에 전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이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이 KISTI에서 제공해 준 정보였습니다.”

이희동 대표는 이제 정보 제공 단계를 넘어서‘사업화’단계의
지원을 받고 싶다는 바람도 강하게 피력했다. 제공받은 정보를

TNC(주)는 아연 분말을 이용해 부식 방지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반으로 구축한 기술들, 특히‘습식환원법에 의한 비산화 아연

첨단 정밀 화학 기업이다. 최근 강한 부착력과 미적 기능으로 기존

분말 제조 기술’
을 사업화해서 해외의 타깃 기업들에게 성공적으로

제품보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조각(flake) 형태의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을 KISTI와 함께 만들어나가고 싶다는 것이다.

아연 분말을 성공적으로 국산화하면서 판매가를 절반으로 낮출

더불어 TNC(주)가 받은 도움을 KISTI와 ASTI에게 돌려줄 수

수 있는 생산 공정까지 개발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

있는 방법도 계속해서 고민한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 아연 조각이나

이다. TNC(주) 이희동 대표는 이러한 기술적 혁신에 촉매가 되어

금속 미분체 제조 기술 등 TNC(주)가 보유한 세계적인 기술을

준 것이 바로 KISTI였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3년 간 아연

필요로 하는 ASTI 소속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분말 등에 대한 매우 세부적인 전문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큰

돼 있다고 말이다.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 정부 정책은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특히 요즘엔

“아연 분말을 활용한 부식 방지 기술의 경우, 너무 세부적인

대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중소기업 활로를 찾겠다는 정책이 많은

기술이기 때문에 일반 컨설팅회사에서는 시장 평가조차 할 수

데요. 경험상 냄비처럼 호로록 끓었다가 사라지는 관심과 정책이

없다고 고개를 젓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KISTI를 만나게 돼서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KISTI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출연연이니까 과학 기술 연구자들만

들더군요. 원장님이 직접 10 개도 아닌 100 개 기업을 방문해 니즈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중소기업 대상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열정이 대단하다는

서비스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원장님의
장기적 비전을 직접 들어보니 단발성 지원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도

KISTI와 함께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
더구나 ASTI에 가입함으로써 KISTI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됐고, 비슷한 분야에 종사하는 ASTI 위원들과 교류하면서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KISTI와 ASTI가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남아 주길 바랍니다.”
인터뷰 및 정리 : 김희정/홍보협력팀

신기술의 수요와 동향까지 자연스럽게 수집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아졌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한꺼번에 풀린 기분입니다. 필요한
정보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고민중인 차세대 사업 아이템들의
시장성도 평가받을 수 있으며, 또한 사업 로드맵을 짜는 것도
수월해졌으니까요. 또 사업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는‘동지’
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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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숙 박사, 세계 3대 인명사전 모두 등재
슈퍼컴퓨팅본부(본부장 이지수) 차세대연구환경개발연구실(실장 조금원)에서 국가 그리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종숙 박사가 세계적 인명사전인「마르퀴즈 후즈후 2011년판」
에 등재됐다. 이번 등재로
이 박사는 세계 3대 인명사전인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미국 인명정보기관(ABI)에 모두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2010 KISTI NDSL 고객의 날」개최
정보유통본부(본부장 최희윤)에서는 NDSL 고객만족 서비스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고객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27일(수)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NDSL 주요고객 100여명을 초청해 스마트 지식 서비스 기반의 고객만족을 선포하는「2010 KISTI NDSL
고객의 날」
을 개최할 예정이다(김환민 선임연구원/정보서비스실).

「2010년 OAK(Open Access Korea) 컨퍼런스」개최
정보유통본부(본부장 최희윤)에서는 학술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카능케 하는 오픈 액세스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향후
전개될 새로운 학술정보 유통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2010년 OAK(Open Access Korea)
컨퍼런스」
를 10월22일(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독일 막스프랑크디지털도서관 Ralf Schimme 박사의「막스
프랑크연구회의 오픈액세스 활동」
를 비롯해 일본 국가정보연구소(NIS) 히데아키다케다 박사의「일본에서의 학술정보의 오픈
액세스와 유통」
, 서울대학교 서정욱 교수의「한국 의학분야의 오픈액세스 활동」
,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김보라미 변호사의
「국내외 오픈 액세스 정책 및 법제화 동향」
이 발표될 예정이다(김규환 연구원/정보서비스실).

「2010 정보자원 공유 전문가 교육」실시
정보유통본부(본부장 최희윤) 정보서비스실(실장 최현규)에서는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의 협조를 받아 정보자원 공유
분야 사서들의 전문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2010 정보자원 공유 전문가 교육」
을 지난 10월13일(수)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에서 실시했다. 여기서는 다음커뮤니케이션 김지현 본부장의
「모바일웹과 학술정보서비스」
를 비롯해 KISTI 노경란 박사의
「2010 정보서비스 글로벌 트랜드 분석」
, LG전자 김효열 부장의「학술정보서비스 활용 확산을 위한 마케팅 전략」등이 발표됐다
(문의처 : 유수현 선임연구원/정보서비스실).

KISTI 대구경북지원 이전
지난 9월 29일(수) 대구EXCO 확장공사로 인하여 동일 건물 2층에서 4층 411호로 이전했다.

ASTI

ASTI 동정

2011년도 하반기 슈퍼컴퓨터 및 응용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
KISTI 슈퍼컴퓨팅본부(본부장 이지수)에서는 ASTI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슈퍼컴퓨터 및 응용 소프트웨어 활용 무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슈퍼컴퓨터 활용에 대한 기본교육과 함께 공학 해석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3종 CFX,
Fluent, Ansys와 3D CAD 소프트웨어 Solidworks의 기본교육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ASTI 회원 기업별 1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마감은 10월18일(월)까지이다(문의처 : 김현일 연구원/응용지원실/ 042-869-0844/smb@kisti.re.kr).
교육내용
CFX
Fluent
Ansys Workbench
슈퍼컴퓨팅 응용 S/W 활용
Solidworks

교육일정

교육장소/시간

10월20일(수) ~ 10월22일(금)
10월27일(수) ~ 10월29일(금)
11월10일(수) ~ 11월12일(금)
11월23일(화)
11월24일(수) ~ 11월26일(금)

별관 1층 교육장

KISTI 대전본원
9:30~17:00

「제2회 대전 ASTI Academy 조찬 세미나」개최
대전지역 ASTI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개최되는「제2회 대전 ASTI Academy 조찬 세미나」
가 지난 9월14일(화) KISTI 본
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샘기술경영컨설팅 고중언 대표가「혁신형 중소기업의 재무관리」
란 제목으로 강연
했다(최은정연구원/충청지원).

「2010년 하반기 호남/제주지역 ASTI 회의」개최
지난 9월9일(목) ASTI제주(회장 박상열)를 시작으로 9월13일(월) ASTI광주전남(회장 형기우), ASTI전북(회장 정웅기)이
차례로「2010년 하반기 호남/제주지역 ASTI 회의」
를 개최했다. ASTI제주의 IT 융합을 비롯해 ASTI광주전남의 생물산업 동향,
ASTI전북의 신재생에너지 및 발효산업 동향 등의 풍성한 주제가 발표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문의처 : 조주형 선임
연구원/호남지원).

과학기술정보협의회 홈페이지(http://asti.kisti.re.kr)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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