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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껏 꿈을, 목표를 이루십시오.
ASTI가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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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우리생활이 얼마나
편리해질까?

일본문부과학성
‘2040년의 과학기술’
보고서

KISTI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 사업(ReSEAT)팀은 최근 2040년에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과학기술을 총망라한 일본문부과학성 ‘2040년의 과학기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의 ‘과학기술예측’은 문부과학성이 1970년부터 2년에 걸쳐 수행한 제1회 델파이조사 이래
로 약 40년의 역사를 가진다. 이 조사는 매 5년마다 향후 30년간의 과학기술 발전을 예측
해 왔으며, ‘○○○○년의 과학기술’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로 발간되어 오고 있다.
KISTI는 1991년 제5회부터 2011년 제9회까지의 조사결과에 대한 한국어판을 발표해 왔다.
9번째 보고서인 ‘2040년의 과학기술’ 한국어판은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KISTI ReSEAT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들과 KISTI 정보분석센터 연
구원들이 담당해 발간했다.
‘2040년의 과학기술’에서는 미래 사회 수요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12개 분과, 94개
분야, 832개 과학기술과제를 제시했으며, 특히 12개 분과는 과학기술 분야 간의 융합, 인
문사회과학 분야와의 융합까지 고려하여 설정했다. 이번 과학기술예측조사에는 자연과
학계 및 인문·사회과학계를 포함한 약 3,00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결과는 제4기
일본 과학기술기본계획(2011~2015년)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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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명

과제수

분과명

과제수

유비쿼터스사회에서 전자·통신·나
노테크놀로지 활용

70

물, 식료, 광물 등 모든 종류의 필요
자원을 취급

59

정보처리기술을 미디어나 콘텐츠까
지 확대하여 논의

76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를 형성하는 기술

68

바이오와 나노테크놀로지를 인류 공
헌에 연계

58

물질, 재료, 나노시스템, 가공, 계측
등의 기반기술

84

IT 등을 구사하여 의료기술이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연계

85

산업·사회의 발전과 과학기술 전반
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제조기술

76

우주·지구의 다이너미즘을 이해하
고 인류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과
학기술

64

과학기술의 진전에 따라 매니지먼트
를 강화해야 할 대상

58

다양한 에너지기술혁신을 촉진

72

생활기반·산업기반을 뒷받침하는
인프라기술군

62

2040년의 과학기술
12개 분과, 94개 분야,
832개 과제

1) 델파이법(Delphi법)：다수의 사람에게 동일 내용의 질문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응답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 방법. 2번째 이후의 설문조사에서는 전회의 집계결과가 회답자에게 제시된다.
응답자는 전체 의견의 경향을 보면서 자신의 응답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응답자의 일부는 다수의견에 찬동하기 때문에 의견은 수렴하는 방향으로 모아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832개 과학기술과제별로 기술적·사회적 실현시기를 2040년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몇 가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30년 : 토지이용기술의 발전으로 사막 및 반건조지대에서도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2032년 : 종래의 철강재료·콘크리트재료를 대체하는 경량고강도 재료를 이용해 건축물·교량·선박 등을 건설·제조할 수 있
게 된다.
▶2034년 : 사람의 뇌나 신경과 직접 신호를 교환하는 브레인머신인터페이스(BMI)로 생각만으로도 에어콘, TV 등 전자기기를 작동시
킬 수 있게 된다.
▶2038년 :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추진기관을 이용하는 항공기가 등장하며, 핵연료로 사용되는 물질의 핵종을 변환해 방사선을
10분의 1만 배출할 수 있게 된다.
▶2039년 : 이상이 있는 유전자를 체내에서 바로 회복시키는 기술이 상용화돼 유전성 질병 등 난치병 치료가 가능해진다.
▶2040년 : 저장장치 물질 안 원자 1개에 1비트를 넣을 수 있는 저장장치의 등장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정보데이터를 고속으로
축적·검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달 표면에서 영속적으로 연구 활동이 가능한 유인달표면기지가 설치되며, 2040년 이
후에는 우주 및 다른 행성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에너지 및 니켈, 코발트 등의 희유금속을 채굴하여 지구로 전송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개인의 기억을 컴퓨터 저장장치에 옮겨 전자기기를 이용해 검색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될 전망이다.

일본문부과학성은 지난 2009년, 제1회~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 제시한 과제의 실현율
을 조사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약 70%의 과제가 실현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실현
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과제의 미실현 이유는 기술적 문제, 사회적 니즈, 비용, 대체기술 출현
등이다. 이번 ‘2040년의 과학기술’에서 제시된 832개의 과학기술과제는 2020년까지 기술적으
로 70% 정도 해결되고, 2030년에는 사회 적용 수준이 7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제1회~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과제 실현율
과거 실시한 과학기술예측 조사
제1회(1971년)

제2회(1977년)

제3회(1982년)

제4회(1987년)

제5회(1992년)

과제수(개)

615

645

779

1,018

995

실현과제수(개)

440

444

574

699

691

실현율(%)

72

69

74

69

69

‘2040년의 과학기술’은 산학연 연구자들과 정부 정책입안자들이 과학기술분야의 미래를 예
측하고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의
PDF 파일은 ReSEAT 프로그램 홈페이지(http://www.reseat.re.kr)에 회원으로 가입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글_기술정보분석실 김종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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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 대전에 모여
Current and Future in Pathway Research

KISTI는 지난 7월 6일 대전 본원에서 ‘Current and Future in Pathway Research’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Pathway란 생명공학 분야 다양한 전문용어들 간의 의미적 상호관계를 컴퓨터공학
적인 형식으로 표현한 자료구조를 말하며, 본 행사는 Pathway 연구의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Pathway DB는 ▲다양한 생물의 생명 활동 메커니즘 이해 ▲질병의
발병, 진행, 자연소멸 및 치유에 관한 실체적 원인규명 ▲신약 개발과정에서의 화학합성, 천
연물 추출 등과 같은 신물질 탐색 작업 등 의학·제약학·생명공학·생의학 등에서의 R&D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연구 소스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계적인 생명공학의 대가인 마이크로소프트 수석연구원 쥬니치 수치
(Jun'ichi Tsujii)박사, DDBJ(DNA Data Bank of Japan)와 일본생명정보연구센터 소장인 코사쿠
오쿠보(Kousaku Okubo)교수, 교토대학 KEGG(Kyoto Encyclopedia of Genes and Genomes)
의 수수무 고토(Susumu Goto)교수, Reactome의 선임연구원 Robin Haw박사, BioCyc의 큐레
이터인 Ingrid Keseler박사,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유성은 원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석연구원
쥬니치 수치(Jun'ichi Tsujii)박사

생명과학기술대학 학장 이상엽 교수 등이 대거 참여해 강연을 펼쳤다.
한편, KISTI는 소프트웨어연구실 최성필 박사 연구진을 중심으로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일본 ROIS(Research Organization of Information and Systems)와 Pathway 자동 구축 및 통합
연구를 진행하는 등 국내 Pathway DB 구축·발전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ISTI-UNIST
슈퍼컴퓨팅 여름학교 개최
KISTI가 주관하고 울산과학기술대학(총장 조무제)가 주최한 ‘제2회 슈퍼컴
퓨팅 여름학교, 2012 Summer School for High Performance Computing’가 지
난 7월 2일부터 6일까지 울산에서 열렸다. 본 행사는 고성능 컴퓨터를 이
용하는 계산과학분야 연구자의 저변 확대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개
최되고 있다.
2011년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처음으
로 진행되는 이번 여름학교는 슈퍼컴퓨팅 입문자를 위한 병렬프로그래밍
일반교육에서부터 계산과학 4개 분야(기계, 기상기후, 양자계산, 생명공학)
의 대표적인 응용소프트웨어 사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해 참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강사로는 임규호 교수(서울대 대
기과학과), 김성호 박사(KISTI), 이진혁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노도·
이주형 박사(광주과학기술원) 등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뛰어난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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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 신제품
ASTI 소속 기업들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맘껏 자랑하는 코너입니다.

(주)신산이
(주)신산이는 태양에너지 제조 및 시공, 태양광 RPS 발전컨
설팅 및 시공을 하는 지식경제부 인증 신재생에너지 전문기
업이다. 특히 태양열 집열기는 세계 1위 냉난방 제조업체인
독일 비스만의 중국 현지법인 공장에서 진공 수명을 반영구
적으로 개선한 ‘선진 유럽형 단일 진공관 집열기’를 원자재
로 공급받아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 제품은 현재 국내에서

CVT - 100

SSDF - 100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수입 완제품도 공급하고 있다. 또
단일진공 유리관 기반 3건의 태양열 보일러 시스템은 2건

단일진공관형 태양열 집열기

의 특허등록 및 상표권, 등록권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기업과 기술 제휴를 통해 생산하고 있는 히트파이프를 이용한 단
일 진공관형 태양열 집열기다. 효율성이 뛰어나 고온 채집형으로 적합
하며, 저철분 강화 유리내부는 고진공으로 외부와 완전 단열 돼 열 손

http://www.sinsane.com

실이 전혀 없다.(내부압력은 10-3Pa 이하) 또 유리관을 약 200mm로

대표 : 김수석

절단한 후 금속면과 접합하고 다시 유리관의 나머지 부분과 접합함으

사업분야 :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제조 및 시공

로써 단일 진공 유리관 안의 진공 수명을 반영구적으로 개선했다.(일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60-34

반적으로는 유리관과 금속을 직접 접합시켜 진공상태를 만드는 방식
을 택하는데, 이럴 경우 유리관 파손 등의 이유로 낮은 압력으로 접합
된다. 금속과 유리관의 온도에 따른 팽창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
한 제품은 겨울철에 금속과 유리관의 접합면이 분리돼 진공상태가 유
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열 집열기
집열기 효율 극대화에 성공한 제품으로, 경사각에 제한받지 않고 제
품 설치가 가능(0~90°)하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 등 빈 공간 활용
에 적합하다. 또 단일 진공 유리관 내의 동관 속으로 열매체가 직접
순환해 온수를 채집하는 방식이고, 히트파이프 태양열 집열기의 단점
인 여름철에 생산된 잉여 열량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돼 별도
의 관리가 필요 없다.

탱크 일체형 태양열 집열기
축열탱크 일체형 제품이다. 간편한 배관 연결만으로도 풍부한 온수를
사용 할 수 있으며, 50mm 두께의 폴리우레탄폼으로 단열 효과를 극
대화했다. 또 2중 법랑 코팅 된 내부 온수 탱크, 부식 방지용 마그네
슘 전극 등에 의해 내구성이 강하며, 우리나라의 기후 및 온수 사용
환경에 최적화돼 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태양에너지 제조 전문기업
I - SOLAR

I - S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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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탐방

세라믹의
무한도전!
포세라
포세라

www.pocera.co.kr

대표 박지호

사업분야 고분자 난연제, 다공성 세라믹

주소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KFCC 306호

“포세라는 세라믹 소재와 고분자 첨가제의 하나인 난연제를 주로 생산하는 기
업입니다. 난연제는 말 그대로 연소를 어렵게 하는 물질인데요. 예를 들어, 전
Flame Retardant Additive
기존 제품

자제품에 쓰이는 플라스틱에 난연제를 첨가해 난연화 하면, 화재가 잘 발생되
지 않거나 설사 발생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연됩니다. 실제로 모든 전자제품
은 안전규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난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lame Retardant Additive
XFLON-G

포세라는 소재 전문기업으로, 주로 고분자 난연제와 고분자 입자의 광학적 특성
을 조절하여 플라스틱 외부의 광택을 줄이는 매팅 에이전트(Matting Agent)를 생산
하고 있다.
화학공학을 전공한 박지호 대표는 석유화학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0년, 포
러스 세라믹(Porous Ceramic)이란 뜻으로 포세라를 직접 설립했다. 이후 고분자 난
연제와 다공성 세라믹에 대한 R&D에 매진한 결과, 중소기업청 EMC 수출 대행업
Matting Agent

체 선정, 대한민국 기술대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ISO 9001 인증 획득, 이노비

즈 기업 선정, 수출 100만 불탑 수상 등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으며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박 대표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
업 신지식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매팅 에이전트의 경우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팅 에이전트는 특히 자동차에 필수적인데요. 자동차 내부에서 어떤 물건
이 빛에 반사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면 매우 위험한데, 매팅 에이전트가 플라스틱의 반짝임을 줄여줘 그런 위험을 방지해 줍니다. 의
외로 이 분야는 국내에서 거의 개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과 함께 2년 동안 연구한 결과, 세계에서 3번째로 개발에 성
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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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이후 줄곧 세라믹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가능성을 연구해온 박 대표는 인터넷을
통해 R&D 정보를 찾던 중 KISTI를 우연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몇 년 전, KISTI의 NDSL을 통해 정전분산고분자에 대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업화 여부를 놓고 고민하던 제품이 있었는데, 보고서를 읽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이
후에도 사업화 방향을 결정하는데 NDSL 보고서, 특허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
실, 다른 기관에서 정보를 입수하려면 비용부담이 큰 데 KISTI의 정보는 대부분 무료라 자
주 이용하게 됐죠. 이제 무언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싶을 땐 언제나 NDSL에 접속하는
Light Diffusion Sheet

습관이 생겼습니다.”

포세라는 이 외에도 초고온에서도 깨짐이

박 대표는 강원도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각종 기술·시장 정보를

나 변형 없이 버틸 수 있는 다층구조 세라

접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특히, 연구 인력을 다수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정상 KISTI

믹 도가니를 제조하고 있다. 다층 구조 도

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강조했다.

가니는 치밀층-기공층-치밀층 등 3-layer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열충격에 매우 강하다.

“지난해 12월에는 KISTI 박영서 원장님께서 직접 저희 기업을 방문해 니즈를 수렴하셨습니

일반적으로 치밀층으로만 제조되는 도가니

다. 그래서 동종기업 제품들에 대한 국내외 시장정보와 우리 기술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특

는 열충격에 취약해 이를 구조적으로 보완

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NDSL, KOSEN, NTIS 등 고급 과학

하고자 개발한 제품이다.

기술정보 제공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과 산업시장정보를 선별해 제공하는 마켓 리포트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편리하게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KISTI 산업정보

“뜨거운 내용물과 겉 표면 사이에 3층의 공

분석실 김치환 연구원을 전담 멘토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기층을 만들어 열전도를 차단함으로써 열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 기술

박 대표는 어떤 제품에 필요한 기술이 10개라면 대기업은 그 전부를 갖고 있지만 중소기업

을 적용해 그릇을 만들면, 전자레인지나 오

은 1, 2개의 기술에만 전문성만 가지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다른 기술을 가진 기업들과의

븐에 넣고 뜨겁게 가열한 그릇도 맨 손으

협력을 통해 융복합을 이뤄야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 꺼낼 수 있습니다. 무겁거나 두껍지도 않
아 다양한 생활제품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KISTI는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ASTI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서로 융복합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STI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함
께 연구 할 수 있는 협업파트너들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포세라 박지호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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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Focus
1. KESLI란 무엇인가?
KESLI(Korean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는 도서관 및 정보관련 기관들이
해외전자정보를 개별구매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해외 전자정보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국내 교육기관·연구기관·공
공기관·병원 및 기업체 도서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가 차원의 공동구매
컨소시엄이다. 2000년 KAIST에서 발기하여 주관해 왔으나 2006년에 NDSL(국
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 사업과 더불어 KESLI 컨소시엄 업무도 KISTI로 이관됐
다. KISTI는 국내 도서관이 다양한 전자정보를 합리적으로 공동구매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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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구입 절차와 관리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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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s

Ko
re
a

n

El

ec

tro

ni

c

Si

te

Li

ce

Ko
r

웹DB 33,456종, 프로시딩 23,492종, 표준 15,654건에 달한다.

KESLI 참가로 인한 구독종수 증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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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LI 컨소시엄 참가기관 : 524기관

KESLI 이전
구독종수

KESLI 이후
구독종수

증가종수

구독종수
증가비율

대학교

200종

4,122종

3,923종

2,064%

연구소

92종

2,345종

2,253종

2,555%

기업체

30종

941종

911종

3,128%

의료기관

43종

2,203종

2,160종

5,094%

공공기관

61종

994종

933종

1,640%

합계

146종

2,899종

2,753종

1,985%

3. KESLI, 이래서 좋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저널 활용
대학, 연구소, 기업 등 KESLI 참가기관들은 전자정보를 개별 구매할 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각 출판사의 전자저널 패키지 전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KESLI 참가기관들은 개별 구독시 보다 평균 20배 이상의 저널을
구독하고 있다.(2012년 6월 기준) 전자저널은 인쇄저널과 달리 출판일 전부
터 공개될 정도로 정보 입수의 신속성이 뛰어나다. 이를 감안할 때 KESLI에
참여하는 것이 분초를 다투는 첨단 R&D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경쟁력 제고
효과를 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하기 힘든 프로시딩까지!
프로시딩은 학회가 개최되면서 동시에 배포되기 때문에 최신성이 매우 뛰
어남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판매경로가 없어 그동안 입수하기 매우 힘들
었다. 그러나 최근 KESLI가 출판사와 프로시딩이 포함된 패키지 계약을 맺
는 경우가 많아 연구자들은 프로시딩처럼 입수가 어려운 자료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4. 앞으로 ‘KESLI’는?

▲도서관 간 정보격차 줄어

KESLI는 지난 10여 년간 학술연구 분야 전자정보 수요기관

KESLI를 통해 도서관마다 동일한 종류와 분량의 전자저널을 보유하게 됨으

들에게 전 세계의 전자정보를 발굴·보급하는 대표 채널

로써 대학, 연구소, 기업들의 정보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사용자 입장에

로 자리매김했다. 이제는 컨소시엄 운영 체제 표준화 및 컨

서도 예전에는 어떤 저널이 필요할 때 그 저널을 보유한 기관을 수소문해

소시엄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전자저

정보를 입수해야 했지만, 지금은 KESLI 참여기관 어디에서든 해당 저널을

널 국가 라이선스를 확대해 컨소시엄 참가기관은 물론 중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 활용이 훨씬 편리해졌다.

소기업 및 개인 연구자 등 정보소외층까지 무료 또는 최소
의 비용으로 학술연구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e

▲지식국력 향상
KESLI와 계약을 맺고 있는 출판사들로부터 각 자료의 메타데이터(저자명,
논문명, 게제지명, 출판년도 등을 포함하는 논문의 서지정보)를 무료로 제
공받아 KISTI가 운영하는 NDSL(국가과학기술정보포털) 시스템에서 국민 모
두를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지식정보경
쟁력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Elsevier사가 세계 최대 규모의 초록·인용 데이터베이스인

자 한다. ▲둘째, KESLI 컨소시엄을 기반으로 하는 고품질
Knowledge Base 구축, ERM(전자자원관리) 서비스, 아카이
빙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전자정보 활용도를 증대시
킬 계획이다. ▲셋째, KESLI는 물론 국내의 모든 컨소시엄
을 아우르는 업무 표준화를 통해 국내 전자정보 수요기관
의 업무 불편을 해소하고 컨소시엄의 투명성을 제고를 추
진할 예정이다.

Scopus에 등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KESLI 컨소시엄
이 시작된 200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 보다 이후에 발표된 국내 연구자들
의 논문 수가 무려 두 배나 많았으며, 전자원문 이용통계가 많은 분야일수
록 훨씬 다수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전자정보 패러다임이 한 눈에!
매년 KESLI 전자정보 포럼 및 엑스포를 통해 Elsevier, Springer, WileyBlackwell 등 세계 유수의 출판사들이 자사의 전자저널·전자책·웹데이터베이
스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로써 행사 참석자들은 전 세계의
디지털 콘텐트 및 정보서비스 솔루션에 대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전자정보 이용통계를 한 화면에서 편리하게 확인
기존에는 정보공급사별로 제공되던 전자정보 이용통계를 한 화면에서 편리
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통계수집 프로그램을 KISTI가 자체적으로 구축해
참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리성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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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광장

>> 광자쌍 생성장치
발명자

박희수(책임연구원)

권리자

등록번호

KR0916659(2009. 9. 2)

권리화 현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IPC

등록번호 : 제 10-2009-0916659호(2009. 9. 2)

기술개요

본 발명은 광자쌍 생성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다중모드 광도파로 내에서 일어나는 자발사광파 혼합(spontaneous
four-wave mixing)과 다중모드 광도파로를 진행하는 빛의 공간모드(spatial mode)의 제어를 이용한 저잡음 광자쌍 생
성장치에 관한 것임

응용분야

- 양자암호통신
- 고감도 광센서

기술의 특장점

- 광자쌍 생성장치를 구성함에 있어서 다중모드 광도파로 내에서 일어나는 자발 사광파 혼합과 광파의 공간모드 제
어를 이용함으로써 고가의 정밀한 파장 선택소자를 사용함이 없이 광자쌍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잡음이 작은
고성능 광도파로 광자쌍 생성장치를 제공함
- 펌프광과 자발 사광파 혼합으로 생성되는 광자가 서로 상이한 공간모드에 존재하게 되므로 고가의 정밀한 파장
선택소자를 사용할 필요 없이 모드분할결합기에 의하여 간단하게 펌프광과 광자 분리 가능

기대효과

- 펌프광과 자발 사광파 혼합으로 생성된 광자간의 파장 차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자발라만산란에 의한 잡음을 획
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장치의 실용화 가능성 향상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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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조건

■기술이전 □기술매매 □기술지도 □연구용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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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협회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
발명자

강무영 (책임연구원)

권리자

등록번호

KR0856084(2008. 8. 27)

권리화 현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IPC

G06F 19 / 00

등록번호 : 제 10-2008-0856084호 (2008. 8. 27)

기술개요

본 발명은 협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협회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협
회정보 관리부, 협회회원 관리부, 멀티미디어 자료 관리부, 시스템 관리부, 협회지 관리부, 정보화 작업 관리부, 게
시판 관리부, 기술정보 검색서비스 제공부를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서, 다수의 협회 및 기관에게 협회정보 유통 시
스템을 제공하여 각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산업기술 정보를 통신망으로 통해 학술 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자
동 전송되도록 함

응용분야

- 협회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보화작업 관리, 기술정보검색 서비스

기술의 특장점

- 협회 및 기관이 발간한 자료를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유통할 수 있는 협회정보 종합관리 시스템은 국내 유일의 협
회 정보관리 토털 솔루션으로 정보화작업관리를 통해 일원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가 가능하여 협회정보
에 대한 아카이빙 및 서비스의 기반을 제공함
- 협회정보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협회지 및 기관지는 기술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협회 또는 도서관에
맞춤형로 제공될 수 있으며 협회는 기술정보검색서비스의 인터페이스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음

기대효과

협회정보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활용 협회가 발간한 전자파일의 수집체제를 자동화를 기하고, 이를 통해 정보의
생산에서 정보의 획득까지의 정보유통 사이클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B 구축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음

도면

기술이전조건

□기술이전 □기술매매 ■기술지도 □연구용역

연락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www.kisti.re.kr) 성과확산팀 이동호 (042-869-0958, dhlee@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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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의 총아

소셜 게임
시장의
현황과 전망

현재, 전 세계 소셜 게임 시장은 높

국내의 경우 3개 메이저 포털(SK커

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성

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 앱스토어’, NHN의 ‘소

장세가 기대되고 있다. SuperData(2011)의 보고

셜앱스’, Daum의 ‘요즘 소셜 게임’)을 중심으로

서에 따르면 2011년 전 세계 소셜 게임 시장

소셜 게임이 서비스 되고 있다. 이 중 SK커뮤

규모는 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니케이션즈의 네이트 앱스토어가 국내 소셜 게

2014년에는 86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임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했고, 현재 규모도 가
장 크다. 앱스토어에 첫 유료 애플리케이션이

소셜 게임(Social Game) 또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Social Network Game)은 페이스북, 마
이스페이스, Mixi, 싸이월드 등 국내외 대표
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
로, 사용자의 온라인 인맥과 유대관계를 증
진하기 위해 사용자 참여 및 관계 맺기를 극
대화한 새로운 형태의 게임이다. 게임 자체
가 목적인 일반 온라인 게임과는 달리 온라
인 인맥과의 유대관계 증진이라는 하나의 목
적이 더 있기 때문에, 손쉬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모든 연령층이 접근하기 쉽도록 제작
되고 있다. 또 혼자서 컴퓨터를 상대로 게임
을 하거나 온라인상의 경쟁자와 대결하는 구
도도 아니다. 소셜 네트워크 내 이용자들 간

현재 대부분의 소셜 게임은 SNS 플

등록된 지 5개월 만에 매출 2억 원을 기록했고,

랫폼을 이용해 제공되며, 대표적인 SNS 업체

2011년 5월에는 누적 매출액 73억 원을 돌파했

인 페이스북이 전 세계 소셜 게임 매출의 33%

다. 이는 싸이월드라는 국내 최대의 SNS 서비

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은 페이스북

스를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의 이용

이 79%라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로 2위인 마

자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Daum은 카페

이스페이스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등을 중심으로 소셜 게임을 제공하며 커뮤니티

최근 구글 플러스 등 다양한 소셜 게임 플랫폼

활성화를 추진해 왔는데, 최근 소셜 게임을 다

이 등장함에 따라 페이스북의 시장 점유율 하

양한 서비스로 확대하고 있다. ‘소셜앱스’라는

락도 점쳐지고 있다.

이름으로 소셜 게임을 제공해 온 NHN은 그동

가장 인기 있는 소셜 게임으로는 City Ville, The

안 카페나 블로그, 미투데이 등 서비스에 접속

Sims Social, Farmville 등이 있다. 최근 다양한

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소셜 게임을 네이버

소셜 게임 장르가 개발되는 추세이나 아직까

회원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는 경영이나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주

개방했다.

를 이루고 있다.
소셜 게임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대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게임이 설계된다.

해 업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SNS의 막대한 사용자 기반이 가

Social
Network
Game

장 큰 성장 근거다. 페이스북의 경우, 이미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
고, 실질 게이머만으로도 ‘World of Warcraft’와
‘Xbox Live’ 사용자 전체를 합한 것보다 훨씬 많
은 수를 확보하고 있다. 또 게임 콘텐츠 자체가
SNS의 가입자 유인 요소로 작용하며 상호 성
장의 선순환을 이어왔다는 점, 불황의 장기화
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셜 게임을 선호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이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소셜 게임 비즈니스 모델의 다각화, 국
내 SNS 이용자들의 니즈에 맞는 새로운 게임
개발, 비 게이머들을 소셜 게임 시장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전략적 접근방법 도출, 게임 산업

출처_ KISTI MARKET REPORT(월간), 분석자_ 기술사업화정보실 김한국 선임연구원

에 대한 각종 규제 해제 등이 더해진다면 국내
시장의 확대는 물론 활발한 해외 시장 진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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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5년 1월 17일, 규모 7.2의 대지진이 휩쓴 일본 고베시
거리. 진앙(震央·지진 발생의 중심지)에서 20㎞ 정도 떨
어진 곳에 건물 두 동이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 있
었다. 비결은 두 건물의 설계와 시공에 면진(免震) 기술을
적용한 데 있었다.

지진 견디는 건물, 한국에?
일본 관심폭발
최근, 지진 발생 시 충격으로부터 구조물이 견디거나 피해를

개조 공사에서 면진 시장 규모는 연간 4,000억 엔(약 5조7,000억 원)이 넘는다

보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첨단 기술인 면진 기술이 각광

(일본 야노경제연구소). 미국은 1985년부터 LA 등 서부 연안 지역의 공공기

받고 있다. 지진력에 저항하도록 기둥·철근 같은 구조물을 최

관·병원·역사적 건축물 등 300여건에 면진 기술을 적용했다. 국내에서는 부

대한 튼튼하게 설계하는 내진(耐震), 건물 상층부에 거대한 추

산의 명물인 광안대교에 납진동판을 이용한 면진 기술이 적용됐고, 서울 당산

(진자형 제진장치) 같은 별도 장치를 설치해 지진 발생 시 충격

철교는 1996년 재시공 과정에서 면진 장치를 일부 장착했다. 올 12월 완공 예정

과 요동을 억제하는 제진(制震)과 달리 ‘면진’은 구조물과 지반

인 LG CNS 부산데이터센터는 국내 데이터센터 최초로 면진 설비를 적용, 규

을 분리해 지진력이 직접 구조물로 전달되는 양을 최대한 줄

모 8.0의 지진에도 버틸 수 있다. 또 인천국제공항 관제탑, 양양국제공항 관제

이는 특성을 지닌다.

탑, 부산 해운대센텀시티 등에도 면진 기술이 적용됐다.

면진은 자동차의 쇼크 애브소버(shock absorber·완충기)와

면진 기술은 소재 기술과 결합해 '스마트 면진' 기술로 최근 진화하고 있다. 이

닮았다. 지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자체 흡수해 구조물 내부

기술은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은 물론 수평으로 가해지는 지진 에너지도 함께

로 전달되는 충격을 줄이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면진 구조물

흡수하는 재료와 설계 방법을 쓴다. 내진 설계와 제진 설계를 모두 포함해 종

에는 보통 건물의 하부나 중간에 건물의 무게를 지지하면서도

합적으로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진동제어 장치에 인공지능 등

수평 방향으로 부드럽게 변형이 가능한 ‘아이솔레이터(isolator)’

첨단 스마트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진파의 파형에 수동적으

라는 장치가 있다.

로 대응한 기존 방식과 달리, 지진 유형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추후에 닥칠 지

쇼크 애브소버가 주로 수직 방향의 충격에 대응하는 데 비해,

진파에 상응하는 진동을 발생시켜 건물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면진 구조는 수직·수평 방향의 충격 모두에 대응한다. 지진
이 발생하면 면진 장치가 설치된 층이 상하좌우로 움직여 충

면진 기술의 시장성은 유망하다. KISTI는 최근 10년간 전 세계 공학 논문 약

격을 흡수한다. 면진 재료와 장치로는 다양한 재료를 여러 장

2,000만 건의 빅 데이터 자료 분석을 토대로 ‘스마트 면진 시스템’을 미래 유

을 쌓은 복합판이나 미끄럼받침이 쓰인다. 복합 받침은 강철·

망 기술의 하나로 선정했다. 면진 기술은 사회기반시설 같은 구조물은 물론

고무·납 등 비중과 성질이 다른 여러 소재를 쌓아 만든다. 지

박물관 내 문화유산·예술작품과 통신·전산 장비 시스템 보호 등에도 폭넓

하에 저수조를 설치해 물의 부력을 이용하거나 끈적끈적한 점

게 보급될 전망이다.

성 재료나 로프를 이용한 면진 장치도 있다. 최근에는 강철 베
어링이 달린 기계 장치를 이용해 충격에 반응해 굴러가는 장

국내 도로교설계기준에는 2005년에 면진 기준이 채택·추가됐으나, 건축 분

치도 등장했다. 상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진 충격을

야에는 관련 기준이 없다. 빌딩·주택 등 건설에 면진 설계 기준이 없는 셈이

분산하는 것이다.

다. 면진 프로젝트를 맡을 설계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하지만 면진 장치를 만
드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국내

면진 기술은 지진이 빈발하는 일본에서 가장 활발하게 보급됐

외 건설시장에 면진 기술이 본격 도입되면, 폭발적인 성장과 부가가치 창출

다. 이 기술을 적용한 고층건물만 5,000동(棟)이 넘는다. 건물

이 기대된다.
분석자_ 정보분석센터 문영호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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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펄뛰는 공지

2012년 기업맞춤형 경영시스템 개선 및
구축 프로그램

2012 기술인재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석·박사급 고급연구인

- 기술정보/시장정보 분석사업 (주관 : 성남산업진흥재단 / 수행 : KISTI 경인지원)

력을 지원하는 ‘기술인재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규모

●지원분야

- 과제당 예산 : 1,000만원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 분야, 신성장동력 분야, 녹색기

- 성남산업진흥재단 70%(700만원) 지원,

술 분야

기업체 30%(300만원) 부담
●지원조건
●지원대상
- 성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 및

-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성남시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술정보분석 및 시장정보분석 중 택1
(지식멘토링 사업은 지원대상 기업과 협의해 추가 제공)

- 기업 당 2명 이내의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을 3년 이내
파견 및 해당 파견인력 급여 50%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2.07.09(월)~12.07.31(화) 18:00까지

- 신청접수 : 기술인재지원사업 홈페이지(http://partner.istk.re.kr)

- 신청방법 : 「기술정보/시장정보 분석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처에 제출

온라인 신청 후 제반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6월28일 ~ 7월31일 18:00까지

※ 사업기간 내 선착순 지원
●문의 및 접수처
●접수 및 문의
- 성남산업진흥재단(SNIP) 콘텐츠클러스터파트 권소현 선임
T)031-782-3062 / F)031-782-3030 / E)sbonah@snip.or.kr
- KISTI 경인지원 김석진 책임연구원, 강민경 연구원
T)031-888-9840~2 / F)031-888-9850 / E)mk@kisti.re.kr

2012 제3회 KISTI 기술교류회(8월) 공지
2012년 세 번째 ‘KISTI 기술교류회’가 8월 중순 개최된다. 이번 행
사의 주제는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으로, 정확한 날짜
와 장소는 미정이다. ‘KISTI 기술교류회’는 2010년에 시작된 것
으로, 출연(연)과 기술집약 기업들이 개발한 첨단기술을 소개하
고 연구자 및 산업체 관련자들 간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을 마련
하는 행사다.
●문의 : 기술교류회 사무국
(070-4171-3520, phyejin@hellodd.com)
●참가신청 : kisti.e-eyagi.com/exechange_2012/071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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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지원실
Tel)02-586-3527, 02-586-3603, 02-576-2657
- 제출처 : (137-072)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06호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지원실

What’s NEW

한글 형태소 분석 엔진 및 최적화 기술 개발

KISTI 소식

KISTI 소프트웨어연구실 최성필 박사 연구팀이 최근 ‘한글 형태소 분석 엔진 및 최적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한국
어 처리 프로세스의 전 과정을 모듈화 및 구조화한 것으로,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통해 대용량 데이터의 자동 색인을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한국어 분석 성능과 속도도 색인 최적화로 개선할 수 있으며, 한국어를 분석해 명사로 구
성된 키워드를 자동 인식해 추출하는 자동색인시스템도 갖췄다.
기존에는 한국어 구조의 복잡성과 어절 생성 현상으로 자료구조의 변경에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이번 기술은 신조어 및 전문
어에 대한 사전 엔트리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사전 관리기를 지원하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시스템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연구진은 특히 “대용량 데이터 처리, 특히 한국어 정보처리 분야에 상당한 효율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이전 문의 : KISTI 성과확산팀(042)869-0958

2012 제2회 KISTI 기술교류회 개최
2012년 제2회 KISTI 기술교류회가 지난 7월 17일 대덕넷 교육장에서 열렸다. 이번 기술
교류회의 주제는 ‘이온성 액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로, 온실가스로 인
한 기후변화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계와 산업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결정됐다. 본 행사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백일현 박사
가 ‘최신 CCS(CCS ;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기술개발 동향과 흡수시스템’
에 대해, 그리고 KIST 이현주 박사가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온성 액체 및 흡
수액 소재’에 대해 특강을 했다.

(주)크레진, (주)티피에스 ‘2012년 스타기업’ 선정

ASTI 동정

대구광역시가 기술 개발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이 뛰어난 기업 16곳을 선정해 수상하
는 ‘2012년 스타기업’에, 대구 ASTI 소속 (주)크레진(대표 김경웅), (주)티피에스(대표 김
헌덕)가 선정됐다. (주)크레진은 플라스틱소재 전문기업으로, CNT 복합전도성 소재 기
술을 세계적 수준에서 선도하고 있다. 또 (주)티피에스는 Glass Wafer, 적외선 차단필
터용 기판 등을 생산하는 첨단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고품질 LED용 사파이어 단결
정 국산화에 성공했다.

KISTI 호남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지식정보활용 교육 실시
KISTI 호남지원은 지난 6월 15일 (주)우노앤컴퍼니, 22일 (주)오디텍, 28일 (주)엔아이비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식정보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연
구개발을 위한 지식정보 활용방법’이란 주제로 열린 본 교육은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
스(NDSL), 국가R&D정보지식포털(NTIS),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 활용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KISTI 정현상 팀장, ADMD 2012 국제 심포지엄에서 논문 발표
KISTI 부산·울산·경남 지원 정현상 팀장은 지난 6월 28일 오션스위츠 제주호텔에서 개최된 ‘제16차
ADMD(Advanced Display Materials and Devices) 2012 국제 심포지엄’에서 ‘A Study on the Synthesis and
Properties of high thermally Pressure Sensitive Adhesives used in LCD Devices(LCD용 고내열성 점착
제 합성 및 물성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본 논문은 울산 지역 ‘차세대코팅소재연구회’ 박
기호 총무((주)씨에스케미칼 대표, 울산ASTI 소속)와 함께 진행한 연구결과이며, 향후 관련연구가 지속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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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

ASTI 동정

제2회 충남 자동차부품지식연구회 개최
충남ASTI는 지난 6월 28일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에서 ‘제2회 충남 자동차부품지
식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한일이화 전오환 상무이사의 ‘미래형 자동차
부품산업의 변화(내장재 중심)’, 자동차부품연구원 원종필 센터장의 ‘연료전지 자동차’라
는 주제발표와 함께 연구회 회장단이 선출됐다.(회장 : 한일이화 전오환 상무이사, 총괄
간사 : 아주자동차대학교 김영일 교수) 또 전체토론을 통해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 기술
에 대한 활발한 지식교류가 이어졌다.

2012 슈퍼컴 IT융합 기술세미나 개최
지난 7월 1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노카페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주
최하고, KISTI와 ASTI 주관하는 ‘2012 슈퍼컴 IT융합 기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서울디지털
단지 MC(Mini Cluster) 회원기업 및 ASTI 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KISTI와 슈
퍼컴 IT융합 지원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참석자간 활발한 의견 교류가 진
행됐다.

KISTI 서울지원, 제3차 가치혁신 R&BD 지식연구회 개최
KISTI 서울지원은 지난 7월 12일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회의실에서 ‘가치혁신 R&BD 전문
인력 육성방안’이라는 주제로 ‘제3차 가치혁신 R&BD 지식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
구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용석 박사의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ASTI 박승일 ACE 위원의 ‘가치혁신 R&BD 전문인력 육상방안’이라는 주제발표로 진행
됐다. 특히 본 행사에서는 UT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디렉터 Joel Momberger 박사가 참여
해 신흥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벤처기업을 시작하는 사업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
업화를 원하는 기술이전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텍사스 오스틴 대학 MSTC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또 기술사업화 전
문인력 육성 방안과 선진국의 기술사업화 전문가 프로그램 벤치마킹에 관한 참석자 간 활발한 논의도 이어졌다.

‘창업아이템 검증 프로그램 사업단’ 이노폴리스 캠퍼스로 지정
대전ASTI 조성복 부회장(한남대학교 교수)의 ‘창업아이템 검증 프로그램 사업단’이 이노
폴리스 캠퍼스로 지정받아 지난 7월 13일 대덕테크노비즈센터에서 현판수여식을 가졌다.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은 특구기업의 기술 및 경영 애로사항을 대학이 보유한 산학협력
역량을 통해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조성복 부회장은 “KISTI의 슈퍼컴퓨팅
역량과 ASTI 위원 간 협력을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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