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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I 핫이슈Ⅰ

2011년 현장방문 프로그램

ASTI 대전
KISTI는 2010년부터 전국 중소기업과 대학을 기관장과 실무부서 연구원들이 직접 방문해 현장의 니즈를 수렴하고 효과적인
기술사업화 방안을 찾는‘현장방문 프로그램’
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11월 1일(ASTI 대전 5개 기관) 시행한
현장방문 내용을 게재한다.

ASTI 대전 - (주)한독크린텍, (주)서울프로폴리스, (주)하우앳, 리스광시스템(주),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주)한독크린텍 (http://www.hdctech.co.kr)

(주)서울프로폴리스 (http://www.probee.kr)

▶ 정수기용 필터

▶ 프로폴리스 식품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주)한독크린텍은 정수기용 필터 개발·생산기업으로,

(주)서울프로폴리스는 2003년 한국원자력연구소 BI센터

1990년에 한독CW로 시작해 2003년 (주)한독크린텍으로

에 설립되었으며, 2009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소 기업으

법인전환했다. 카본블럭필터, PE선처리필터, 복합필터를 생

로 승인받아 수용성 프로폴리스 식품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산하고 있으며, 최근 가정용 필터로까지 사업 다변화를 추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진하고 있다.

벌통 속 세균번식과 부패를 막기 위해 식물의 표피 등에서

(주)한독크린텍 김주경 전무이사

채취한 수지(resine)에 자신의 타액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
이다. (주)서울프로폴리스는 천연항생제, 항산화제로, 수용

“현재‘2011 대전시 글로벌업 지원사업’
에 참여하고 있

성 프로폴리스 제조방법에 대한 국제특허를 보유하고 있으

다. 이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한다.

며,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전략육성기업 6곳 중에

❶카본블럭필터 설비 자동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

하나로 선정되어 내성 없는 천연항생제를 개발하고 있다.

움이 있으며, ❷해외시장 개척을 할 때에 시장정보를 파악
하기 힘들다. ❸또 고객맞춤형 필터 금형 설계 제작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이를 절감할 방법이 필요하다.”

KISTI 박영서 원장
“❶NTIS와 KISTI의 전문가 풀을 이용해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❷또 NDSL, KOSEN, NTIS 등 고급
과학기술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해 기술·동향·시장·인력

(주)서울프로폴리스 이승완 대표
“❶내부 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해 KISTI의 다양한 정보
활용 무료교육을 지원받고 싶다. ❷또한 KISTI의 정보분석
지원사업(기술로드맵구축 등)에 참여하여 어떤 방향으로 신
규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컨설팅을 받고 싶다.”

KISTI 박영서 원장

등의 정보를 확보하기 바란다. ❸제품 금형설계 제작은 KISTI

“❶1사1연구원 근접지원사업을 활용하여 NDSL 교육 및

슈퍼컴퓨터를 통해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담당자와

정보 활용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❷
‘개별기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업 로드맵 구축 지원사업’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원
하도록 하겠다.”

2 Techno-Leader’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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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우앳 (http://www.howa.biz)

리스광시스템(주) (http://www.leesos.com)

▶ 초고속 무선영상 전송장비, 정지인체 감시센서 등

▶ 광학기기 제조, 렌즈 설계 등

(주)하우앳은 2005년 KT 사내벤처로 설립된 기업으로,

리스광시스템(주)은 반도체, LED·LCD 검사용 정렬광학

밀리미터파 대역 초고속 무선영상 전송장비, 세계 최초 실

계와 광학모듈, 의료용·레이저 가공용 렌즈와 현미경, 관련

시간 센서모듈로 즉시 인체탐지 기능을 가진 정지인체 감

조명장치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광학 토탈 솔루션(Total

시센서, Network Recovery Solution 제품 등을 생산하는

Solution) 기업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광학시스템·제품을

기술집약 기업이다. 건강하고, 풍요롭고, 편리한 정보통신

개발·생산해 광학관련 솔루션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사회를 위하여 스마트한 기술과 서비스로 사회에 공헌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주)하우앳 조진연 대표

리스광시스템(주) 이성훈 대표
“지금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왔
다. ❶당사가 단계적으로 자체 사업 진단, 장단기 계획수립,

“❶사업 분야 특성 상 시장개척을 위해 기술 트렌드, 전

체계적인 R&D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KISTI가 지원

략, 아이템 발굴 등이 절실하다. ❷또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해주면 좋겠다. 100년 이상 가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 슈퍼

디자인한 제품의 기능보완과 장비의 열원 문제를 해결하기

컴퓨터를 활용한 광학 설계 및 시뮬레이션도 필요하다.”

위한 열 해석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KISTI 박영서 원장

KISTI 박영서 원장
“❶KISTI가 중소기업청과 협력해 수행하고 있는 개별기

“❶새로운 사업 및 시장 개척을 위해 신규유망아이템발

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 R&D기획 지원사업, 슈퍼컴퓨터

굴지원사업 및 글로벌업 전략 지원사업(일본진출) 등을 활

지원사업 등을 잘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용하면 크게 도움 될 것이다. ❷현재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2012년 1사 1연구원 근접지원사업을 통해 귀사 담당연구원

디자인 성능 개선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니 좋은 성과가 있

이 정해지면, 그 연구원이 귀사의 R&D 진행단계에 따라 어

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품 내부에 열이 많이 발생하므로, 추

떤 사업이 적절한지를 맞춤형으로 제안해줄 것이다.”

가로 열원 문제 해결을 위한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이 가
능한 지 알아보겠다.”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http://sanhak.chungbuk.ac.kr)
▶ 산업교육 진흥, 산학협력 촉진 등

KISTI 박영서 원장
“KISTI에서 몇 년에 걸쳐 연구개발한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4년 대학의 산학협력 사업을

활용하면 대학 내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

관리·지원하는 전담조직으로 출발하였으며, 산학협력을 촉

를 해 볼 수 있다. ASTI_Net 홈페이지에 충북대학교 특허 목

진하는 제반 사업,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

록 공개를 하면 기술거래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업화, 업무업적 관리 및 학술연구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세미나도 지원하도록 하겠다.”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서보석 부단장
“연구 성과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애로가 많다. 충북
지역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해 KISTI가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

2011. 12. 02 통권 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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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I 핫이슈Ⅱ

I N V I T A T I O N

모시는 글
중소기업의 성공을 이끌어내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전국과학기술정보협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
렀습니다. 올해도 국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자리 잡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이
뤄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전국과학기술정보협의회 12,000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ASTI가 달려온 주요활동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함께 수확한 결실을 나누며, 2012
년 추진사업 및 활동계획의 발전적인 미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2011 KISTI 전국과학기술정보협의회’
를 통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박 영 서

PROGRAM
내용

시간
10:00~11:00 안내 및 등록
11:00~11:02 개회사
11:02~11:10

내외빈 소개

11:10~11:15
11:15~11:20
11:20~11:25
11:25~11:30
11:30~11:45
11:45~12:00
12:00~12:10
12:10~12:30
12:30~13:20

환영사
축사 1
축사 2
인사말
2011년도 과학기술정보협의회 주요 활동 보고
2012년도 과학기술정보협의회 중점 추진사업 소개
축하공연
17개 협의회 회장단 인사
오찬
장길도를 개발선도구로 하는
13:20~13:35
중국 두만강지역 협력개발 계획
중국 장춘시 정책지원체계를 통한 중소
13:35~13:50
기업 발전

비고

시간

안내데스크
사회자
VIP/중국정부 관계자/
전국과정협 회장단 등
KISTI 박영서 원장
VIP
기초기술연구회 김건 이사장
전국 과정협 홍성희 회장
KISTI 정보분석본부 ASTI사업단 박찬진 단장
KISTI 정보유통본부 최현규 실장
17개 협의회장
상영(ASTI슬라이드영상)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정부
홍경 부주장
장춘시 과학기술국 만재빈 국장

13:50~14:05
14:05~14:25
14:25~15:15
14:25~14:35
14:35~14:45
14:45~14:55
14:55~15:05
15:05~15:15
15:15~15:25
15:25~15:35
15:35~15:55
15:55~16:00

내용
중국 길림시 산업발전 현황과
한국기업에 대한 정책적 혜택
Coffee-break
KISTI 과학기술정보협의회 기업 성공사례
(주)극동제연공업 유망아이템발굴 성공사례
KISTI 슈퍼컴퓨팅 공학 해석을
활용한 기업 성공사례
(주)화인테크놀러지 기업 성공사례
다양한 분야의 KISTI-ASTI & NUC 협력
(주)케이맥과 KISTI와의 협력 성공사례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의
사업화 유망기술 소개
표창장 수여
기념 촬영
폐회 및 환송

비고
길림시 과학기술국 교윤리 국장

극동제연공업(주) 김태성 부장
대원인물(주) 최도현 사장
(주)화인테크놀러지 서영옥 대표
앤유씨전자 김종부 대표
(주)케이맥 이중환 대표
기초기술연구회 김은연 박사
KISTI 박영서 원장
15개 과정협별

오시는 길
•승용차 이용
서울 방면 : 북대전 IC (약 10분)
광주 방면 : 유성 IC (약 20분)
부산 방면 : 대전 IC (약 40분)
•기차이용
대전역 하차 후 택시 약 20분
서대전역 하차 후 택시 약 35분

•고속버스이용
대전청사-대전 컨벤션센터 (택시 약 10분)
대전-대전 컨벤션센터 (택시 약 25분)
•대전 컨벤션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19
T: 042-821-0114

※행사문의
ASTI사업단 이민육 연구원 Tel : 02)3299-6174 / E-mail : mylee@kisti.re.kr
이진실 연구원 Tel : 02)3299-6249 / E-mail : berryjam@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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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광장
기초기술연구회 산하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전대상 기술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기술에 관심있는 분들은 각 기술별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복통을 측정하는 행동 분석 시스템
발명자

윤의성(책임연구원)

등록번호

권리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R0890953(2009.3.23)

권리화 현황

IPC

A61B 5/05

등록번호 : 제10-2009-0890953호 (2009.03.23)

기술개요

본 발명은 동물의 복통을 측정하여 정량화하기 위해 복부의 양쪽 측면에 자석 및 자석에 의한 자력
의 변화를 측정하는 홀 센서(hall sensor)를 장착하여 복통으로 인한 복부 근육의 수축을 측정하여
복통의 특성을 정량화하는 측정 시스템에 관한 것임

응용분야

•소형 동물의 복통 분석에 응용
•복통을 일으키는 장기의 치료제 개발에 응용

기술의 특장점

•소형화 및 무선화가 가능하여 큰 동물뿐만 아니라 생쥐와 같은 작은 동물에 관해서도 동물의 행동
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손쉬우며 경제적으로 복통량을 정량적으로 측정

기대효과

•종래 기술에 비해 제작이 용이하고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소형화 및 무선화가 가능하여
동물의 행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초소형으로 고안됨
•동물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상태에서 복통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복통의 정확한 원인 분석이나 복통
치료제의 개발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
복통 측정부
13
자석

11

16

도

면

12

홀센서

전원부

수신 및
분석 수단
17

14

신호 처리부

신호 전송부

15

기술이전조건
연락처

V 기술이전
□

□ 기술매매

□ 기술지도

□ 연구용역

한국과학기술연구원(www.kist.re.kr)
기술마케팅실 유재영 (02-958-6257, jyyou@k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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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점나노선 어레이 태양광 소자 및 그 제조 방법
발명자

김경중

등록번호

권리자

KR1005803(2010.12.2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권리화 현황

IPC

H01L 31/042

등록번호 : 제 10-2010-1005803호 (2010.12.28)

기술개요

본 기술은 반도체 양자점이 내부 함입된 양자점나노선 어레이가 구비된 태양광 소자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임

응용분야

태양광 소자(태양전지) 제조기술 분야

기술의 특장점

•염료 감응 물질, 유기/고분자 물질을 이용한 태양광 소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나,
실리콘 기반 태양광 소자에 비해 효율이 매우 낮고 열화에 의한 수명이 짧아 실제 시장 점유
비율은 3% 내외로 미미한 실정임
•본 기술에 따른 제조방법은 매질의 종류, 양자점나노선을 구성하는 반도체 양자점의 크기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광흡수 파장(반도체 양자점의 밴드갭)을 쉽고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는 특징
이 있으며 저차원 나노구조물 형상의 광활성층을 탑-다운 방식으로 저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제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적층 박막의 반도체층 두께, 매질의 종류, 양자점나노선의 단축 지름 등을 조절하여 흡수 가능한
광의 파장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적외선 내지 가시광의 넓은 영역의 광을 흡수하여 전자
및 정공의 전도 효율이 향상된 장점이 있음

기대효과

본 기술에 따른 태양광 소자는 수 나노 두께의 매질층 및 반도체층이 적층된 적층 박막을 형성한
후 이를 에칭함으로써 반도체 양자점이 구비된 양자점 나노선 어레이를 제조하여 간단하고 경제적
인 공정으로 고효율의 태양광 소자를 제조할 수 있음에 따라 에너지/환경 분야에 상당한 파급효과
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metal-assisted
chemical etching
132
110

multi-layer deposition

도

면

120 122

110

junction depositio

130
121

140

110

110

121

meral deposition

electrode deposition
151

120 122

기술이전조건
연락처
6 Techno-Leader’Digest

V 기술이전
□

130
121

200

metal
chemical etching

140

110

110
152

□ 기술매매

□ 기술지도

한국표준과학연구원(www.kriss.re.kr)
기술사업화센터 서일원 (042-868-5410, veny@kriss.re.kr)

□ 연구용역

110

metal-assisted
chemical
etching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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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베이스 구축 방법 및 그 서버
발명자
등록번호

최성필 (선임연구원)

권리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R0938830(2010.1.19)

권리화 현황

IPC

G06F 17/40

등록번호 : 제 10-2010-0976722호 (2010.08.12)

기술개요

자원 정보가 입력되면, 그 자원 정보를 분석하여 속성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각 속성 정보를
미리 정의된 스키마 항목에 따라 연관 관계를 설정하여 저장하는 지식베이스 구축 방법 및 그 서버에
관한 것

응용분야

•네이버의“지식인”
과 같은 특정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실질적 지식 제공 서비스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및 입안자, 기업의 CTO 등을 위한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제공
•모바일 기반의 개인화된 연구 개발 지원 앱(App.)

기술의 특장점

•사용자의 현재 지식수준과 목표수준을 기반으로 한 직관적인 지식베이스를 구축하는 지식베이스
구축 방법 및 그 서버 제공
•분야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자원에 대한 난이도 정보, 현재 분야의 하부요소 분야들에 대한
연구 순서에 대한 지식 등을 직접 지식베이스에 표현하도록 함
•자신의 전문 지식을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며, 사용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춘 이동형 컴퓨터분야에 대한 수 세기에 걸친 지식을 총
망라한 하나의 전문분야지식을 탑재한 시스템으로 현황 평가(situation assessment)나 장기 계획
(long-range planning)을 수행해야만 하는 관리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시작

도

면

RDF 스키아 항목 정의

--- S300

자원 정보 입력 받음

--- S302

RDF 스키아 항목에 따라 속성
정보를 추출하여 연관 관계 설정

--- S304

연관 관계가 설정된 정보 저장

--- S306

종료

기술이전조건
연락처

V 기술이전
□

□ 기술매매

□ 기술지도

V 연구용역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www.kisti.re.kr)
성과확산팀 송주환 (042-869-0985, jhsong73@kisti.re.kr)
2011. 12. 02 통권 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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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근에서 분리되는 당뇨합병증 치료 또는 예방용
화합물 및 그 분리방법
발명자

김진숙

등록번호

권리자

한국한의학연구원

KR0704168(2007.03.30)

권리화 현황

IPC

A61K 31/343

등록번호 : 제 10-2007-0704168호 (2007.03.30)

기술개요

본 기술은 갈근에서 분리되는 당뇨합병증 치료 또는 예방용 화합물 및 그 분리방법에 관한 것임

응용분야

•당뇨합병증 치료 및 예방제 개발 분야
•노화방지 및 지연제 개발 분야
•항암 예방 및 치료제 개발 분야
•기능성 식품 개발 분야

기술의 특장점

•당뇨합병증의 발병을 지연하거나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해서는 최종당화산물의 형성을 억제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합성제제로 아미노구아니딘(aminoguanidine)은 친핵성 히드라진
(hydrazine)으로 아마도리산물과 결합하여 단백질과의 교차결합을 방지함으로써 최종당화산물
의 생성을 억제하여 합병증으로 진전되는 것을 지연 또는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단백질 당화 억제제에서 독성이 유발되어 중단이 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안전하고 효능이 우수한 천연약제의 개발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임
•본 기술에 따른 갈근에서 분리되는 푸에라리아푸란, 쿠메스테롤, 다이드제인 및 제니스테인은
당뇨합병증 유발 원인 중의 하나인 최종당화산물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당뇨
합병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약학적 조성물 및 기능성 식품으로도 응용될 수 있음

기대효과

본 기술에 의해 당뇨합병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노화방지 또는 지연용 및 항암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제 및 기능성 식품을 제공함에 따라, 당뇨합병증 치료 및 예방 산업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됨
Puerariae Radix (4.9kg, d.w)
H

Extracted with MeOH(20L X3) and concentrated

O

MeOH ex.(300/665g)
SiO1 CC(CHCI3/MeOH/H2O, 9:1:0

0:1:0

4
3

F .1

도

F .2(8.9g)

면

F .3(1.14g)

SiO2 CC
(CHCI3/MeOH, 1:0

F .2-1
~2-3

2-4
(0.69g)

SiO1 CC
(H/EA = 4:1)

기술이전조건
연락처
8 Techno-Leader’Digest

3

1
(20mg)

V 기술이전
□

F .3-1 3-4 3-5
~3-3 (0.21g)

SiO2 CC
(H/EA = 2:3)

(24mg)

9

Sephadex CC
(CHCI3/MeOH, 1:1)

0:1)

2-5 2-6~2-10
(0.27g)

F .4-12

3-6

HO

1’

6
2’

Reversed phase CC
(M/W = 7:3)

2(18mg)
4(35mg)

V 기술매매
□

4’

2

8

H3CO

화합물1

□ 기술지도

한국한의학연구원(www.kiom.re.kr) 성과확산팀
이영구 (042-868-9453, yglee@kiom.re.kr)

□ 연구용역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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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정보 시장동향

리튬
이차전지 시장 동향
리튬 이차전지는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리튬 이차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
차전지와는 달리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이며, 기존 이차전지 대비 높은 출력과 우수한 충방전
성능으로 휴대용 IT기기용으로 널리 사용 중이다.

주로 휴대폰 등 모바일 IT 기기의 전원으로 사용
되고 있지만, 대용량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동
차 및 에너지 저장 등의 용도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GM이 개발한 전기자동차‘볼트’
에
탑재될 리튬 이차전지 용량은 휴대폰용전지 4,000
~5,000여개에 해당하며, 태양광 및 풍력 등의 에
너지 저장장치로 리튬 이차전지가 각광을 받고 있
다. 특히 자동차 분야로의 사용 확대는 리튬 이차

<전세계 자동차와 자동차용 리튬이온 전지 시장 전망>
연도

2009 2010

자동차 대수
5,111
(만대)

2015

2018

2020

5,709 6,504 6,851

7,148

7,354

643

805

리튬이차
전지 자동차
(만대)

1

7

시장규모
(백만달러)

187

675

2012

78

298

5,256 16,324 31,234 38,234

전지 수요 확대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리튬 이차전지는 향후 스마트그리드로 대

차전지 시장 중 리튬이온전지의 비중은 2009년

변되는 21세기 에너지 혁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76%에서 2018년 94%로 확대돼 이차전지 시장

전망이다. 차세대 전력망의 핵심기술은 전력의 생

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과 소비의 불일치 문제의 해결이며, 이를 위해선

용도별로는 핸드폰 및 노트북 등의 IT기기용 수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기술이 필

요가 리튬 이차전지 전체 수요의 72%를 차지하고

수적 이다. 리튬 이차전지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기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핸드폰용 수

술이 가장 실현 가능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노트북용

공급량 기준으로 2011년 리튬 이차전지 시장은

수요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용 리튬

전년대비 16% 증가한 4,513백만셀/월에 달할 전

이차전지 시장은 2010년 7.3억불에서 2020년

망이다. 2010년 리튬 이차전지 생산량은 3,902백

400억불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특

만쎌/월이었던 리튬 이차전지 수요가 다양한 응용

히 리튬 이차전지는 2009년 이후 HEV용으로 채

분야 확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리튬

택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니켈수소전지(Ni-MH)가

이차전지는 핸드폰 및 노트북용으로 72%가 사용

신뢰성, 우수한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HEV용 이

되고 있으나, 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 분야 등으로

차전지로 채택되어 왔으나, 최근 리튬이온 전지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

(LiB)의 대량생산에 따른 원가경쟁력 상승, 안전성

및 전기차용 리튬 이차전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문제 개선 등으로 리튬이온전지가 향후 HEV용

전망이다.

이차전지로 채택될 것 예상된다. 때문에 리튬 이

금액기준으로 리튬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차전지는 니켈수소전지를 점차 대체하여 2009년

2009년 1조2,2270억 엔에서 2018년 3조 6,130

현재 10% 미만인 리튬이온전지 채택 비중이

억 엔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리튬 이차전지 시장

2018년 95%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5%로 성장하여 전체 이

원문 및 출처 : http://www.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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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디스플레이시장 회복 서광 비친다
경기 둔화에 영향을 받은 패널 시장에 반등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연말 성수기를 기점으
로 내내 가격 상승의 발목을 잡았던 TV업체 패널 재고량이 줄어들고 내년 수요가 회복되면
올해보다는 시장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처음으로 나왔다.

시장조사기관인 IHS아이서플라이는 올해 가전

자들은 가격에 민감해 할인이 많은 연말 성수기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4%에서 1.5%로 대

가격 할인이 많은 시기를 노릴 것”
이라고 말했다.

폭 하향 조정했다. 황금기인 블랙프라이데이에 막

성수기를 대비한 3분기 TV 출하량은 전년 동기

바지 수익성 강화를 위한 판매에 돌입했지만 올해

대비 4.7%, 2분기 대비 12% 증가했다. 연말 반등

가 끝나가는 시점에 성장률을 큰 폭으로 회복하긴

을 추정해볼만하다. 지난 2분기 TV 출하량은 전

어렵다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년 동기 대비 1% 감소했다.

실제로 올해는 가전 시장이 지난해 3천519억달
러 대비 1.5% 성장한 3천573억달러 수준에 머물

<세계 가전시장 수익전망>
단위 : 억달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가전시장 성장률 둔화
는 TV, 패널 시장에도 여파를 미쳐 지난 3분기까
지 특히 북미 지역 TV 출하량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LCD TV 성장률 기대치보다 낮지만
지난해 7.9%의 높은 성장률을 올해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TV 부문 역시 올해 성장세가 낮았다.
특히 LCD TV 성장률 둔화가 두드러졌다. LCD
TV 시장은 올해 1천40억 달러 규모에 머물 전망
으로 당초 1천100억 달러 대비 낮은 수준이다.

세계 가전시장 매출액 전망

디스플레이서치도‘연말 성수기 LCD TV 시장

반면 패널 분야를 살펴보면 TV용 LCD, 플라스

반등’보고서를 통해 올해는 TV 시장이 도전을

마는 연말까지 재고가 남아 있어 3분기 모두 감소

맞았다고 평가했다. 북미, 일본, 서유럽까지 소비

세를 보였다. 그동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패널업

심리가 둔화되면서 수요가 저조했다.

체의 보수적인 재고 운영이 영향을 미쳤다. 우울하

수요 둔화는 재고 증가로 이어졌고 이 같은 추
세는 올해 중반까지 계속됐다. 재고가 쌓이자 TV

기만 한 올해였지만 연말을 기점으로 패널 시장은
회복세가 예상된다.

업체들은 출하량을 당초 계획대비 줄였다. 이는

연말이 지나 재고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몇몇

또 다시 패널 가격 하락으로 연결되며 악순환이

제품의 경우 공급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어졌다. 디스플레이서치는 3분기까지 북미 지역

전망까지도 나왔다. 내년 전망도 괜찮다. 디스플레

출하량 감소율을 4%로 제시했다. 믿을 것은 이제

이뱅크는 내년부터는 TV, 노트북 등이 서서히 수

연말 수요뿐이며, 연말을 기점으로 패널 시장의

요 회복을 하는 반면 패널업체 신규 투자가 없는

반등세도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상황이라 공급증가는 제한적이어서 1분기부터 패

연말 TV 재고소진 가능성 높아 기대할 만⋯
폴 가그논 디스플레이서치 TV 연구원은“소비

10 Techno-Leader’Digest

널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문 및 출처 : http://ww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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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산업과 융합하는 RFID
지난 10년간 산업계는 RFID(Radio Frequency

통해 의류산업은 재고관리 관행을 개선시키고 매장내 도

Identification, 전파를 이용 먼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난비율을 낮추고 있다. 아칸소 대학의 RFID 리서치 센터

기술)가 바코드를 대체할 것이라 예상되어 왔으나 현재로

에 따르면 RFID 시스템은 소매유통업체의 재고관리 정

서는 지금까지 바코드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분야에서

확도를 27% 향상시켰으며, 1만 개의 아이템을 바코드로

RFID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RFID를 바코드 대체가

스캔하는데 53시간이 걸린 반면 RFID를 스캔할 경우 단

아닌 무선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2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재고조사는

응용분야가 폭발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의료 캐비넷, 범

그 과정이 너무 고되고 오류가 많아 1년에 한두 번 정도

죄현장 장비, 도구 관리, 와인병 추적, 하이킹 부츠, 약병,

시행되었으나 RFID를 통해 시간이 96% 절감됨에 따라

호텔 베드시트 등 불과 3년 전만 해도 생각지 못했던 시

이제는 1달에 한번 혹은 매주 한번씩 원하는 때에 실시

장에 RFID가 적용되고 있다.

할 수 있게 되었다. Heavy Reading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바코드 도입 분야에 RFID를 적용하여 개선 여

항공우주산업에서 석유, 가스, 전자까지 다양한 제조산업

지가 있는지를 살피는 접근방식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의 주요 기업들은 현재 재고 관리, 선적과 배송, 부품 추

RFID는 근본적으로 바코드와 많은 점에서 다르다는 것

적, 직원 데이터 관리 등 여러 M2M 응용 분야에 RFID

이 밝혀지고 있다. 코카콜라의 음료 자판기인‘프리스타

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M2M-RFID 시스템의 목

일’
은 새로운 RFID 응용 추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

표는 자산 추적에서 제품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모으고

례이다. 이 기계는 사용자가 음료 성분을 조합하여 라

이를 IT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임, 레몬 파파야 향의 콜라를 주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RFID는 도시 센서 네트워크 구축 및 스마트 서비스

다양한 물, 주스, 차, 스파클링 음료를 포함한 100개 브

구현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IBM은 최근‘Smarter

랜드 중에서 음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징이

Planet' 기술 정책의 일환으로 주차관련 기술 보유업체

다. 이는 RFID태그와 영구적으로 작동하는 리더기를 사

인 스트리트라인과 RFID 기반 주차관리시스템 제공을

용함으로써 즉각적으로 각 카트리지를 인식하고 사용된

위한 제휴를 체결했다. 스트리트라인의 솔루션은 마그네

음료의 양을 추적하며 사용률과 재고수요의 예측이 가

틱 센서를 이용, 주차 공간 내 차량의 존재를 감지하여

능해졌다.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 정보를 시스템과 사용자에게 전

RFID는 특히 M2M

달하는 것으로 IBM은 자체 분석 솔루션을 통해 스트리

과 결합하여 제조업 및

트라인에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텔리전스를 제공

유통업에서 뿌리를 내

하고 있다. 이번 RFID 주차 솔루션 공동 개발은 도시 내

리며 새로운 사업기회

교통 혼잡의 30% 이상이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시내를

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

맴도는 운전자들에 의해 야기되고 있다는 IBM의 최근

다. 의류 산업은 RFID

조사결과 발표 이후 이루어졌다.

사용이 가장 활발한 분

RFID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이용되는 것은 리더

야이다. 창고에서 매장

기, 칩, 태그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적 향상이 이루어졌기

POS에 이르기까지 모

때문이다. 시스템 민감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전력 소비는

든 과정상에 상품을 계

낮아졌으며, 가격은 소매유통업체가 대규모로 기술을 도

속 추적하기 위한 수단

입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점까지 하락 했다. 또한

으로 의류에 태그가 부

RFID의 확산에는 표준을 생성하기 위한 산업의 일치된

착되고 있으며, RFID를

노력도 큰 기여를 했다. 전문가들은 향상된 성능과 하락
하는 가격을 통해 RFID가 보다 원대한 비전, 즉 사물인터

<100가지 이상의 맛을 만들어
내는 자판기“프리스타일”
>

넷에 가까워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문 및 출처 : http://www.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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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고래의 귀를 모방한 수중 마이크
해양 연구, 항법, 해저 지도제작, 수중 표적 추적 등은

성 유체이기 때문에 물이 횡격막 안쪽에 많이 유입될수

모두 음파, 즉 소리에 의존한다. 수중으로의 정보전송에

록, 다시 말해 수심이 깊어질수록 음파가 횡격막에 닿을

음파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중에서 발생하는

때 횡격막의 진동폭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실

가장 작은 소리에서 가장 큰 소리까지 모두 들을 수 있

제로 바다 속의 가장 작은 소리는 횡격막의 진동폭이 단

는 궁극의 수중청음기를 만들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지 0.00001나노미터(㎚)에 불과하다. 이는 원자 직경의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압이 1,000기압에

1만분의 1에 불과한 길이여서 진동을 감지하는 것은 어

이르는 수심 10㎞에서도 청음기가 작동돼야하는 문제가

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연구자의 노력 끝에 결국 레이저

있었다.

로 이를 감지할 수 있음을 알아냈다.

스탠포드대학의 응용물리학자 오너 킬릭이 이 문제를

이 수중청음기는 센서 안에 끝이 갈라진 광섬유 케이

풀 열쇠를 고래의 귀에서 찾았다. 범고래처럼 심해 잠수

블이 들어간다. 광섬유 한쪽 가닥에 레이저가, 다른 한

를 하는 고래 중 일부는 내이(內耳)의 압력을 주변 압력

쪽에 광학 탐지기가 연결되어 있다.

에 맞게 조절해 청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착안해 그와 동
일한 기능을 갖춘 수중청음기를 만들어냈다.

레이저가 횡격막을 비추면 광학탐지기가 반사된 빛을
감지, 음향으로 해석해주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 청

이 청음기의 센서에는 세 개의 실리콘 횡격막을 채용

음기는 160㏈ 범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도서관에서

했다. 각 횡격막은 두께가 머리카락의 100분의 1에 불

속삭이는 소리부터 1톤의 TNT가 18m 밖에서 폭발하는

과하고 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수천 개의 작은 구멍이

소리까지 왜곡 없이 듣는 것이 가능하다. 저주파는 지구

나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횡격막으로 더 많은 물이

의 지진파, 고주파는 물 분자가 센서에 부딪치는 소리까

들어와서 압력을 동조화시켜 센서의 청음력을 높이는

지 청취가 가능하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됐다. 물은 비압축

‘주름’보면 내부‘압력’보인다

원문 및 출처 : http://www.popsci.com/

TiP

팽팽한 비치볼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사방으로 주름이 생긴다. 하지만 바람을 조금 빼고 누르면 주름의 수가 줄어
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름의 수가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 옥스퍼드대와 미국 노스웨스턴대, 프랑스 리옹대의 국제 공동연구팀은 최근 구의 표면에 나타난 주름 개
수가 내부 압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반지름 1m, 두께가 2mm인 알루미늄 구를
이용해 컴퓨터 모의실험을 했다. 구 내부의 압력이 0에서 15MPa(메가파스칼, 1Mpa는 대기압의 10배 정도)까지
바뀔 때 나타나는 주름의 개수를 측정한 결과, 특정 압력 이상에서 주름의 개수는 내부 압력과 제곱근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께를 다르게 해도, 실제 공으로 한 일부 실험 결과도 같았다. 특정 압력 이하에서는 주
름이 다각형 모양으로 나타났다. 딱딱한 탁구공을 누르면 다각형 모양으로 찌그러지는 것과 같다. 연구팀은 주름
이 껍질의 탄성과도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살아있는 세포가 환경 변화에 따라 내부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고 약물을 전달할
때 쓰는 캡슐의 압력을 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물리학 분야의 권위지‘피지컬 리
뷰 레터스’
에 실렸다.

12 Techno-Leader’Digest

원문 및 출처 : http://scent.nds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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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공장 폐기물을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개발
낙농 폐기물을 바이오가스로 변환하려는 작업을 진행
중인 호주의 CST Wastewater Solutions사는 이러한
작업을 맥주 제조업에도 적용하고자 한다. CST
Wastewater Solutions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에 위치
한 Pacific Beverages사의 블루텅 맥주 양조장에서 발
생하는 맥주 폐기물로부터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소화제를 도입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된 바
이오가스는 전력생산을 위한 스팀터빈 구동에 활용될 예
정이다.
그동안 CST Wastewater Solutions의 주된 사업영역

결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메탄가스는 스팀 보일러

은 회사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처리 공장을 세우는

에 전력을 공급하는 일에 사용되며, 맥주공장의 전체 에

일이었다. 그러나 폐수를 처리하는 것과 유기물을 이용하

너지 소비의 15%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절감

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이 이들의 사업과 관련이 있

량은 300,000 Mj에 해당한다.

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블루텅 맥주 양조장의 새로운 폐

이러한 공장은 폐수처리를 위한 화석연료 및 전기 사용

수처리 및 녹색에너지 시설은 이러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량을 줄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맥주공장의 탄소 발자국을 저

좋은 본보기이다. 이 시설은 맥주공장 운영에 필요한 에

감할 수 있다. 또한 맥주 제조장에서 안전하게 재사용될

너지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제공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

수 있는 처리수를 생산하고 물을 정화할 수 있어 담수 사

도를 줄여 궁극적으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용의 약 50%를 저감할 수 있다. 따라서 맥주 생산에 일반

줄 수 있다.

적으로 사용되는 물의 양을 줄이는데 큰 공헌을 할 수 있

혐기성 바이오가스 시설은 맥주 생산에 필요한 물 사

다. 이 기술은 블루텅 맥주 양조장에서 다양한 세계 기업

용량을 2.2 리터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혐기성 반응

들까지 확장되고 있다. 여기에는 버드와이져, 코카콜라, 네

기를 통해 메탄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 참고로 1 리터

슬레, 펩시콜라, 썬키스트 등 다양한 글로벌 플레이어가 포

의 맥주를 생산하기 위해 평균 4~5 리터 이상의 물이

함되어 있다.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물 저감량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원문 : http://www.energias-renovables.com/
출처 : http://mirian.kisti.re.kr/

“15분 만에 충전, 1주일 지속”배터리 개발
15분만에 충전해 일주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

의 그라핀(Graphene)판 사이에 실리콘 클래스터를 끼워

화 전지 기술이 개발됐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넣었다. 또 화학적 산화 작용을 이용해 그라핀에 20～40

노스웨스턴대학교의 연구팀은 리튬이온 전지 속의 물질

나노미터 크기의 조그만 구멍을 뚫어 충전 속도를 높였다.

을 변경시켜 리튬이온의 밀도를 높이고 운동 속도를 빠

다만, 이 기술을 이용한 전지는 약 150번을 충전한 이

르게 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리튬이온 전지는 현재 휴대

후에는 충전량과 전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점이 단점이

전화와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 연구팀은 신기술 건전지가 앞으로 5년 내 소비자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사용한 휴대전화 전지는 지금보다

에게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0배 빠른 속도로 충전할 수 있으며 10배 오래간다고 설

원문 : http://www.yonhapnews.co.kr/

명했다. 연구팀은 최대 충전량을 유지하기 위해 원자 두께

출처 : http://www.nds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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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장방식의 전환
중국 경제가 침체된 세계 경제 활성화에 구원투수가 될

으로 한 경제 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것인가, 아니면 저성장의 늪에 빠져 심각한 경제위기를 야

자원절약과 환경친화형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그래서

기할 것인가? 유럽 재정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

지방 간부 평가에 에너지 절감과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지

국 경제 향배에 세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표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미 연해도시에서는 효율 중심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잠재된 시장을 바탕으로 외자를 끌

의 경제 성장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부 연해지역은

어들이고 투자와 수출 중심의 고성장을 해왔다. 그런 중국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적자본 개발과 R&D 투자를 대폭

이 성장 패턴을 바꾸려 한다. 고성장에서 적정 수준의 성

확대하면서 창의혁신 성장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

장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소비가 받쳐주는

동안 기술 모방과 습득의 추격전략으로는 기업의 자체 브

내수 성장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국내 경제의 구조

랜드도 갖지 못한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수출가공 무

적 문제와 해외 시장의 악화가 겹쳐 투자와 수출 의존의

역업체가 고부가 상품생산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제 혜택

성장 패턴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고 본

도 주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산업클러스터의 경쟁이 전

것이다. 게다가 올해는 6%에 달하는 물가 상승에 한 자릿

개되면서 기술추격 시간도 단축되고 있다.

수인 9%대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적정 성장률로 7% 수
준이 제시되었다.

중국 정부는 창의혁신형 국가 건설을 위해 R&D 투자를
현재 GDP의 1.7%에서 2015년까지 2.2%로 확대하고 국

지난 30년간 중국 성장의 특징은 양적 GDP 추구, 저효

가혁신능력 세계 순위를 21위에서 18위로 끌어올리려고

율의 투자 주도 성장, 사회 불균형 발전 등으로 압축된다.

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바이오, 로봇, 정보통신, 신소

특히 낮은 생산요소 가격에 의존한 저비용 성장 구조가 한

재, 신에너지, 자원 환경 등 7대 국가전략신흥 산업에 자

계에 봉착했다. 이미 연해지역은 저렴한 농촌노동력 공급

원을 집중 투입하여 고부가 하이테크산업 생산액 비중을

이 어려운루이스전환점에 처해 있다. 고령화가 가속되면

전체 제조업의 18%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

고성장의 기반이 된 저축도 이전과 같은 수준을 기대하기

성장 전환 전략으로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회보장의 미비는 주민의

60%를 목표로 한 도시화는 투자와 소비의 내수 진작에

소비여력을 감퇴시킨다. 소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자극이 될 수 있다. 중국 성장에서 고정자산투자의 비중이

비중이 48.6%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회보장망 확충과 함

높은 것도 도시화와 연관되어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께 가전보급 지원정책, 서민주택 1,000만 호건설 등의 소

중서부 내륙지역은 투자 중심의 성장패턴을 지속할 것으

비 진작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로 보이지만 동부 연해지역은 효율과 소비 중심의 성장으

12·5 규획(2011~2015년)에서는 효율주도형 성장을 지

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향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술진보와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

원문 및 출처 : http://www.posri.re.kr/

중국, 올해 서민용 주택 1천만 가구 착공 달성 전망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최근 보장성 주택의 시공률

올해 1천만 가구를 건설하기로 한 목표를 11월 말에 조기

이 98%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보장성 주택이란 공공 서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보장

용 주택으로 올해 1~9월 중국 전역에 986만 가구가 건설

성 주택의 품질 개선과 공정한 분배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

되고 있다.

언했다. 장다웨이 베이징 중위안 부동산시장연구 총감은

그중 베이징, 허베이성, 산시성(山西) 등 전국 15 개 성,

향후 보장성 주택 건설이 건설시장 전체의 20%를 차지할

시의 시공주택 수는 이미 올해 건설 목표량을 초과했다. 이

것이라고 밝히며, 주택 시장이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 주

외에 텐진, 상하이, 후난성 등의 시공률도 90% 이상 달성

택과 고소득층을 위한 상업용 주택이 함께 공존하게 될 것

해,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도시농촌건설부의 장웨이신 부장은

14 Techno-Leader’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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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지식과 기술에 감성을 접목!

(주)디엔디이
(주)디엔디이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1470 에이스하이테크21 706호 사업분야. 엔지니어링 서비스
Tel. 051-920-2480 Fax. 051-920-2481 홈페이지. http://www.dnde.co.kr

“(주)디엔디이는 엔지니어링서비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품
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기술과 경험이 바
로 제품입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인 첨단 지식과 기술에 감성을
접목하여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낙준 부장은, (주)디엔디이를 원자력·조선·에너지·자동
차 등에 관련된 기계 부품설계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의 혁신형 벤처기업이라
고 설명했다. 더불어 3D 설계, 모델링, 산업체 유동해석 및 구조
해석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S/W 개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
영한 커스트마이징 등 컨설팅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제품개발 주기가 빨라지면서 기술개발 방법도 급변하고 있
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설계와 테스트 방법도 보다 효율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업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

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해 제품화하려면, 먼저 그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등을 테스트해

최 부장은 다행히 슈퍼컴퓨팅 지원을 받은 덕분에 성공적으

야 합니다. 테스트 결과가 좋으면 더 좋게 할 방법을 찾고, 결과

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

가 나쁘면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수 없이 반복해야 하

제작사와 풍력터빈 블레이드 개발 회사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죠. 그런데 시제품을 만들어 일일이 물리적 방법으로 테스트를

제공해 상당한 부가가치를 올렸다고 말했다.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그런 테스트

“첫 협업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로 지금까지 4년 동안 지속

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신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적으로 KISTI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슈퍼컴퓨터

수 있는데, 저희 기업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작업으로 SDPD

를 활용한 MW급 블레이드 최적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도 성

(Simulation Driven Product Development)라고 합니다.”

공적으로 마쳐‘XD-BLADE(eXcellent Design Blade)’
라는

그러나 제품이 고도화될수록, 기업에서 (주)디엔디이에 요구
하는 공학해석 수준도 나날이 높아졌다. 더불어 해석 규모는 점

수평축 풍력터빈 블레이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국내
기관에 판매하는 것도 성공했습니다.”

점 커져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컴퓨팅자원만으로는 쉽지 않은

최낙준 부장은 슈퍼컴퓨팅 이외에 핵심기술자료, 논문 확보

경우도 생겨났고, 새로운 R&D를 위해 고성능 컴퓨팅이 꼭 필

와 KISTI 연구원들의 전문적 자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고

요한 경우도 발생했다. 이러한 때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타난 존

말했다. 이렇게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여러

재가 KISTI였다고 최 부장은 말했다.

지원을 함께 수행해주는 것이 KISTI의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에‘중소기업 선도형기술혁신개발지원사업’
에 참여

“KISTI의 지원을 한 마디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고민을 많

하면서 KISTI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한‘Large-Scale 양방향 구

이 했는데, 말주변이 없어서 딱히 떠오르는 말이 없더라고요.

조-열/유동 연성해석 기술 개발’
에 성공했습니다. 대부분의 물

그래서 한 광고 카피를 패러디해 봤습니다.‘KISTI, KISTI 참 좋

리적 현상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라고요. 그만큼 충분히 만족

이러한 복합적인 현상을 한꺼번에 규명하는 것으로, 높은 기술

스럽습니다.”

수준을 요구하는데다 계산량 또한 방대해서 슈퍼컴퓨터의 활용

취재 및 정리 : 김희정 / 홍보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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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소식
KISTI, 녹색기술 융합컨퍼런스 개최
KISTI(원장 박영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11월 23일에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2011 녹색기술 융합 컨퍼런스’
를 개최하였다. 여러 녹색기
술간 융합과 이를 통한 산업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녹색기술 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
산·저장·사용 과정에서 필요한 녹색기술 융합 모델을 공유했다. 황주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이 녹색기술 융합의 중요성과 기대효과,
융합 비즈니스 전망, 산학연 협력 방향 등을 주제로 기조 연설에 나섰다. 박진호 영남대 교수와 정경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강재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조성기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 등은 태양광 산업, 2차전지,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방사선 융합기술 관련 연구 성과
와 동향을 발표했다. KISTI는 컨퍼런스를 통해 국민과 녹색 기술·산업·정책, 관련 국가 연구·개발(R&D) 정보를 제공하는‘녹색기술정보포
털(www.gtnet.go.kr)’
의 다양한 서비스도 소개하였다.

KISTI 박영서 원장, 광주경제 조찬세미나 참석
KISTI 박영서 원장은 11월 22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4층에서 '기업환경 변화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제145차 광주경제포럼 조찬 세
미나에 참석하였다. 박영서 원장은 최근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자원문제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 등을 설명하는 메가
트렌드와 이에 따른 기업환경 변화와 사례,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떠오르는 신기술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강의했다. 조찬 세미나 후에 박영
서 원장은 광주 및 전남도내 위치한 (주)럭키산업(사장 박흥석) 등 3개 업체를 방문해 기업이 당면한 과학기술에 대한 요구와 애로사항을 파악
해 1사 1연구원을 두어 지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관계자와 면담했다. 지원을 받는 기업은 3년간 1명의 전담연구원을 두고 기업이 필요한 과학기
술정보를 제공받게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KISTI,‘익사이팅 NTIS’프로그램 추진
국가 연구개발(R&D) 지식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연구
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익사이팅 NTIS’프로그램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관련 두 기관은 일반인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새 캐릭터‘코렌즈’
를 제작했다. 18일부터는 NTIS의 이해를 돕는 웹툰을 연재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
한 일반인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2008년부터 대국민서비스를 시작한 NTIS는 국가R&D사업과 관련된 부처의 사업·과제, 연구성과, 연구
시설 등 약 68만여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창한 국과위 사무처장은“익사이팅 NTIS는 기존 사용자층을 강화하고 젊은 세대와 국민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ASTI 동정
ASTI 강원, 아라텍 강원에너지기술개발 대상 수상
강원지역 ASTI 회원사인 아라텍(박동수 대표, 강원ASTI 수석총무)이 11월 23일 영월 동강시스타에서
열린 강원도 에너지대상 시상식에서 에너지 기술 개발부문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강원도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김상표)는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갖고 도내 시장·군수 및 도단위 기관장이 추천한 12
명의 후보 중 부문별 3명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하였는데 아라텍은 이 중 에너지 기술 개발부문의 대상
을 수상하였다.

KISTI, 윕스와 전략적 제휴 맺어
KISTI(원장 박영서)과 ASTI회원사인 윕스(대표 이형칠)는 24일 KISTI 회의실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두 기관은 △기술정보기반 미래 예
측과 가치평가 등 방법론 공동 연구 △과학기술정보 및 지식재산정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인재양성 위한 교육 개발 등에 상
호 협력키로 했다. 이형칠 윕스 대표는“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정보와 과학기술정보를 유기적으로 활용해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 지
식서비스 발굴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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