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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전국 대학·병원에
사이버랩 구축

전국의 병원과 의과대학 의사들이 사이버 상에서 원격
진료와 협업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KISTI는 전국 11개 대학, 4개 병원에 사이버랩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고
지난 6월 19일 밝혔다.
사이버랩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사이버융합연구 교육 고도화
사업의 하나로, KISTI가 운영하는 국가 R&D 연구망 KREONET과 고화
질 멀티디스플레이를 이용해 사용자들이 원거리에서도 시공의 구애 없
이 협업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사이버랩
구축 기관들은 NTD(46인치 LED 모니터 16개를 하나의 화면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기술) 기술, 코덱 기술, 멀티콘텐츠 공유 및 대용량 데이터 전
송 기술 등을 기반으로 사이버랩 간 기가급 네트워크를 연동할 수 있다.
이번에 사이버랩 구축이 마무리 된 기관들은 서울대학교 글로벌 공학센
터,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시보라매 병원,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산 동
남권원자력의학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부
산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과기원(KAIST), 광주과기원(GIST), 포항공과대
학교, 고려대학교 등 총 15개 기관이다.
특히 사이버랩을 이용하면 첨단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을 실시간으
로 연결해 수술 집도 상황을 공유할 수도 있다. 기존에도 테스트베드
성격의 시범 서비스는 있었지만 상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
인 일이다.

CYBERLAB INFRA

KISTI 대용량데이터허브실 장행진 실장은 “의과학 사이버랩을 활성화시
켜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ICT 기술을 접
목한 사이버랩 활용 분야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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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Interview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김재현 사이버랩 실장(흉부외과 주임과장)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암 전문 병원이기도 하다.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
는 소화기암, 갑상선·두경부암, 흉부암, 유방암, 부인암, 뇌종양, 특수암
등 7개 분야 암에 대한 집중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Q. 실제 의료연구 현장에서 사이버랩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사이버랩은 실감형 의료 콘텐츠 공유를 가능케 해줍니다. 이러한 장점 때
문에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국내외 컨퍼런스입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도 지난해 7월 23일부터 이틀 동안 분당서울대병원, 국립암센
터 등과 함께 원격화상컨퍼런스를 열었었는데요. 이렇게 큰 규모의 컨퍼

Q. 사이버랩 구축 뒤 원격 협업환경이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런스가 아니더라도 병리나 수술 등에 관해 다른 병원에 계신 전문가와 협

기존에도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긴 했지만, 지난해 사이버랩이 구

의가 필요할 때마다 케이스 컨퍼런스를 엽니다. 또 직접 수술하는 장면

축된 뒤로 협업환경이 훨씬 향상됐습니다. 기존보다 10배 이상(1Gbps)의

을 보면서 의사들 간 의견을 교류하거나, CT나 MRI 화면을 보면서 저명

네트워크 속도와 20배 이상의 모니터 해상도(2,000만 화소), 또 여러 의

한 의사의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료 콘텐츠를 16개의 고해상도 모니터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또 사이버랩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타 병원이나 대학

NTD 기술이 적용돼 시공의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강의·토

에서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 강연을 할 때, 사이버랩으로 연결해 두면 동

론·실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도 얼마든지 실시간 질문을 주고받으며 강연을 들
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의 세미나나 해외 석학의 강연에도 수시로 참

Q. 의과학 관계자들 사이에서 사이버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

여할 수 있어서 의료수준을 높이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격영상회의가 사회 각 분야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0년이 넘었지만

Q. 향후 사이버랩의 활용방안을 어떻게 넓혀갈 생각이신가요?

뛰어난 화질과 실시간 전송속도가 보장되지 않아 그동안 의과학 분야에

앞으로 사이버랩 시스템을 원격 의료컨설팅에까지 적용하고 싶습니다.

서는 별로 활용되지 못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현미경으로 판독한 암

예를 들어, 환자가 특정 병원의 의료컨설턴트에게 원격으로 자신의 증

세포를 화상에 띄어놓고 원격지의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 환경을 구축했

상을 말하고 환부를 보여주면 컨설턴트가 그 병원에서 치료가능 한 증

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작은 점 하나하나에 따라 암세포의 성격과 진행

상인지, 아니면 더 나은 의료기관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의료컨설

상황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의과학 분야 원격영상회의는 초고

팅입니다.

화질과 실시간 대용량 정보전송이 가능해야만 하는데, 기존에는 그런 환

우리나라는 지역 간 의료수준 편차도 크고, 병원마다 특성화 된 분야도

경을 구축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르며, 기관이 보유한 의료기기의 종류도 다릅니다. 때문에 환자는 최적

반면에 의과학 분야만큼 사이버협업 니즈가 큰 분야도 드뭅니다. 의학은

의 병원을 찾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녀야만 했었습니다. 환자

끊임없이 공부해야하는 학문입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질병도, 치료방법

들의 이러한 불편을 원격 의료컨설팅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합니다. 또

도 많은데다 보다 많은 환자를 겪으면서 경험을 쌓는 것 역시 의사에게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전 수술실에 화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사만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직

모든 의료진들이 서로의 수술진행과정을 보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업 또한 드뭅니다. 시간이 부족해 의사들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며 자

하고 싶습니다. 물론 환자의 동의하에 말입니다.

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필요한 세미나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찾아다닐 여유도 없습니다. 또 설사 시간여유가 난다 해도 국가차원에서
상당한 투자를 해 육성한 의료 인력이 세미나를 듣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
다치게 되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동안 첨단 원격협업 시스템의 필요성이 의학계에
서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다행히 사이버랩이 구축돼 기존의 어려움
들을 크게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기술과 산업, 출연(연)과 중소기업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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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시대의 도래
최근 학술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위한 오픈액세스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
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이 직접 나서 미국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학술, 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연구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즉, 오픈액세스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
을 정도다. 이에 TLD는 과연 오픈액세스가 무엇이며, 연구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오픈액세스(Open Access) 정의
오픈액세스란, 누구든지 온라인상에서 법적·기술적·경제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학술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보유통 모형이다. 오픈액세스 학술정보는 무료 다운로드·복제·보
급·인쇄·검색·링크가 가능하다.

오픈액세스 왜 필요한가?
•자신이 쓴 논문마저 해외에서 되사와야 하는 모순
오픈액세스는 연구성과물이 출판사나 DB제공자에 의해 독과점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
로 1990년대 중반 등장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자신의 논문을 SCI, SCOPUS 등 세계적인 초록·인
용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저널에 발표하길 희망한다. 그러나 이러한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면 그 순
간 연구자의 저작권은 연구자 의지와 상관없이 저널을 발간하는 출판사에 이양되는 것이 관례다. 때
문에 자신이 쓴 논문이라 하더라도 출판사에 비용을 지불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모순이 상존해왔다.
•해외 출판사의 학술정보 독과점이 국부 유출로까지 이어져
이러한 학술정보 독과점에 따라 국가R&D 예산으로 생산된 우수 연구논문들 마저도 고스란히 해외 출
판사의 소유가 되기도 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도 국가R&D
예산으로 생산된 연구논문은 총 2만8,932편. 이 가운데 SCI 논문은 1만366편이며, 유료 해외학술지에
서 출판된 논문은 9,475편이다. 결국 국가 공공기금을 지원해 생산된 만편 가까운 학술논문들이 매해
해외 출판사의 소유가 되고, 국민들은 이 논문들을 활용하기 위해 다시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점이 발
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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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오픈액세스 사례
선진국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발 빠르게 국가차원의 오픈액세스 정책을 구축해왔다.
•미국
미국 국립보건원(NIH ;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은 2007년부터 NIH기금을 지원받아 생산한 논문을 국가에 제
출토록 하는 법을 만들고 해당 논문들을 오픈액세스 형태로 유통하고 있다. 또 미국의 MIT대학은 2009년부터
교수진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오픈액세스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2013년 2월 22에는 백악관이 직접 미국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학술, 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연구 결과
를 일반에 공개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공개 대상에는 국립과학재단(NSF)을 비롯해 연간 최소 1억
달러를 지원받는 연구기관과 국방부, 농무부, 상무부, 보건부 등 20여개 기관이 포함돼 있다.
•영국
미국과 함께 오픈액세스를 선도하고 있는 영국은 BMC(BioMed Central)라는 대표적인 오픈액세스 출판사를 통
해 생물학, 의학분야 학술지 약 252여종을 오픈액세스저널로 출판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막스프랑크연구회(Max Planck Society)를 중심으로 80여개 인문·사회·과학분야 공공연구기관에서
생산되는 연구성과물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오픈액세스 현황
우리나라는 학술커뮤니케이션 환경의 특성 상, 아직까지 오픈액세스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출판 학회지
는 가격이 저렴한데다, 상업출판사도 따로 없는 상황이어서 저작권 권리관계가 모호하고 무료이용 콘텐츠도 다
양하다. 때문에 오픈액세스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술 연구성과물이 지
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글로벌 확산 및 체계적 아카이빙이 점점 요구되고 있다. 또
국내 R&D에 활용되는 학술논문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현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인 해외출판사에서
발행되는 고가의 학술저널의 유통 문제는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KISTI의 오픈액세스 확산 노력
KISTI는 오픈액세스 불모지나 다름없는 국내 학계에 오픈액세스의 개념을 심고 활용을 확산하는 등 한국형 오픈
액세스를 선도해 왔다.
KISTI는 2009년부터 오픈액세스 동향과 정책을 연구해 왔으며, OAK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OAK는 KISTI가 문화
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 확산 및 관리 사업’을 통해 추
진되고 있다.
또 2010년 한국형 오픈액세스 콘텐츠 통합검색 포털인 OAK Portal을 오픈함으로써 국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오픈액세스 콘텐츠를 수집·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2013년 현재 OAK Portal에서 서비스하고 있
지식정보의 열린 접근과 공유를
선도하는 지식협력체

는 무료 콘텐츠는 33만여 건에 달한다. 더불어 오픈액세스 저널의 서비스와 아카이빙을 위해 OAK Central도 운
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5월 현재 20개의 한국형 무료 리포지터리(repository, 저장소) 기관을 확보함으로써 각 기관들

산·학·연 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식협력체
정부, 민간단체, 연구자, 학회,
도서관 및 연구소 등 누구나 참여

이 수십만 건에 달하는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OAK 전문가 포럼과 OAK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오픈액세스에 대한 학계 인식도 적극적으로 제고시키고 있다.
KISTI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고급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국가 학술발전을 견인
하고,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도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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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로 벌 리 포 트
Machine to Machine
트워크 3,000억 원, 솔루션 및 기타 7,800억 원

사물지능통신(M2M),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인가?

으로 전체 1조 4,000억 원대의 시장 규모를 보이

사물지능통신(M2M : Machine to Machine)은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 간에 정보가 수집되고 처리되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M2M 시

는 지능형 통신서비스를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IT에서는 사람과 기기 간 상호작용이 서비스의 중심이

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방송통

었다면, M2M 서비스는 기기 간의 상호작용이 핵심이다. 즉, 지금까지의 기기는 사람이 보다 쉽게 정

신환경 변화에 적합한 법·제도의 마련과 함께

보를 수집하고 가공해 그것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수단이었지만, M2M에서는 기기가

다양한 가치 사슬 업체들이 효율적인 상호 운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해 의사결정까지 내리는 서비스의 주체가 된다.

용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표준화

고 있으며, 향후 연평균 14.1%로 성장해 2016년
에는 전체 약 2조 7,2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
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M2M이 미래지식사회의 핵심분야로 각광받으
면서 유럽,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M2M 분야
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 사업이 다양
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M2M

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M2M을 환경·에너지·재난 등 국가적 현안의 해결방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기업들도

M2M에 활용되는 기기와 솔루션들은 기능, 폼팩

비용절감·경영효율화·신규서비스 창출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분야로 관심을 기울이고

터, 데이터 전송량, 전송 방식 등에서 이질적인

있다. 특히 가입자 정체현상으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은 M2M 서비스가 네트

특징을 가지며 칩 벤더, 센서·기기 제조사, 플

워크 접속단말수의 증가와 네트워크 인프라 활용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랫폼·솔루션 개발사, 통신사 등 M2M과 관련된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M2M 서비스는 초기에 주로 전력·가스·기계 등 고정된 산업시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있다. 따라서 각 기

에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차량이나 사람 등 이동형 객체에 대한 적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전기·가

술 간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M2M 기술

스의 스마트미터 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해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의 활용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ABI Research에 따르면 전 세계 이동통신망을 통한 M2M 단말의 접속건수가 2009년 약 5,700만 건 수

이런 다양성의 문제를 극복하고 호환성을 갖기

준에서 2015년에는 2억 건 이상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또 IDATE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세계 M2M 시

위해서 기기·산업·지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장은 2011년 칩·모듈 등 하드웨어 약 24억 유로, 네트워크 약 43억 유로, 솔루션 및 기타 약 114억 유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 1월 한국정보

로로서 전체 약 181억 유로의 시장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또 향후 연평균 14%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통신기술협회(TTA)를 비롯한 미국·유럽·아시

전체 약 350억 유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 표준개발기관 및 주요기업들로 구성된 M2M
분야 국제표준화 협력체인 oneM2M이 출범함

국내시장의 경우에는 이동통신 3사가 주도해 원격검침, 차량제어, 사회안전망지원, 무선보안 등에 주

에 따라 M2M 관련 표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력하고 있으며 2012년 11월 현재 이동통신사의 M2M 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183만 회선이지만 잠재 수

예상된다. 또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M2M 산업

요는 1,450만 회선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국내 M2M 시장은 2011년 하드웨어 3,200억 원, 네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Market Report
분석자 : 기술사업화분석실 김재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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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의 조류재배이용으로
유용자원생산과 지구온난화 완화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 중 하

또한 미세조류는 일반식물보다 빨리 자라

나가 온실가스배출에 의한 기후변화로, 세

고 기름진 토양이나 정화된 물을 필요로 하

계 에너지 수요증가 및 화석연료연소와 관

지 않는다. 또 태양에너지 이용효율이 최대

련한 CO2배출은 매년 2.1%씩 증가하고 있

5%까지 이를 수 있고, 탄소원으로서 화력

다. 따라서 CO2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여러

발전소 등의 배가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다

가지 전략이 제안되고 있지만 어느 것도

는 장점이 있다. 조류는 크기에 따라 수-수

독자적인 해결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

백 ㎛크기의 단세포성 미세조류(microalgae:

만, 에너지 소비감축이나 연소공정개선 등

클로렐라, 스피룰리나 등 식물성 플랑크톤)

이 CO2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

innovation

와 수십 미터 크기의 다세포성 대형조류

으며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개발 되고 있

(macroalgae: 해초, 켈프 등)로 나뉘는데 현

는 탄소포집 및 저장방법(carbon capture

재 산업적 응용에는 미세조류가 주로 사용

and storage, CCS)도 CO2의 대기 중 방출

되고 있다.

량을 줄이는데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 것으
미세조류로부터 얻는 바이오연료는 식용

로 알려졌다.
금속을 정제한 뒤 남은 고농도의 CO2 함유 배가스

농작물을 소모하지 않는다. 따라서 식량공

그런데 최근에는 CO2의 생물학적 고정화

를 조류 재배 시스템에 투입하는 것이다. 물론 조

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미세

(biofixation) 방법으로서 미세조류(microal-

류재배시스템에는 CO2외에도 미세조류의 광합성

조류는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에탄올의 지

gae)의 재배가 CO2 포집 및 저장에 기여

을 위한 햇빛과 영양분이 필요하다. 이 모든 필요

속적인 생산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이러

조건이 갖춰지고 일정한 탄화시간이 지나면 조류

되고 있다. 문제는 다량의 CO2를 생물학적

한 미세조류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디

는 빨리 성장하며, 성장한 조류 바이오매스는 수

으로 고정화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미세조

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등 바이오연

확된 후 처리공정을 거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류 바이오매스의 생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료(biofuel)를 생산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발전소에서 배출된 CO2는 바

다. 따라서 CO2 배출 저감에 상당히 기여하

체할 재생 에너지원으로서도 기대되고 있

이오매스 내에 포집된다.

기 위해서는 대량의 미세조류 바이오매스

다. 따라서 바이오연료의 연소 시 배출되

를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재 기술의 대규모 확

는 CO2를 CCS 기술 등과 연계해 포집·저

이렇듯 이산화탄소 포집에 대한 미세조류의 잠재

대가 필요하다. 또 석유나 곡물에 대해 가격

장한다면 바이오 에너지 생산과 함께 대기

력은 긍정적이며, 이론적 계산에 의하면 1톤의 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고가인 미

중의 CO2를 순 제거(net removal)하는 효과

세조류는 약 1.83톤의 CO2를 포집할 수 있다(바이

세조류 생산비용(약 325달러/kg)을 1/10 이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매스 건조 중량의 약 50%가 탄소). 이산화탄소

하로 줄이려는 비용 절감 노력(배가스 CO2,

발전소 등의 배가스로부터 포집된 CO2는

포집에 미세조류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높은

폐수 이용 등)이 필요하다.

조류재배를 위한 탄소원으로 사용될 수 있

광합성 효율, 경작지 불필요, 현장해결책, 추가적

다. 배가스 중의 분진, 황 성분, NOx 및 중

수익 창출, 높은 작업 안전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출처 : Market Report
분석자 : 산업시장분석실 김경호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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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Supporter를 소개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 통합 기술지원
•연구인프라 지원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어떤 곳?
ETRI(http://www.etri.re.kr)는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관련 융·복합
기술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개발하고 이를 보급함과 동
시에,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글로벌
IT 연구기관이다.

2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통신 통합기술지원 서비스
• 개요
- IT 분야 중소기업의 R&D와 제품개발에 필요한 핵심 애로기술
을 해소해주고, 시험시설이나 고가의 측정장비 등을 적기에 활
용할 수 있도록 기술인프라(전문인력, 연구시설 등)를 지원함으
로써, 정보통신 산업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Vision
Strategy

정보통신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공동서비스 인프라 기술지원

원
술지
기

시

지
원

영

공통 서비스
통합
기술지원

지원
험

정보통신
장비 인프라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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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전문가

애로

Method

운
통합

고주파 시험
인프라

기술지원 협력
네트워크

3
❶ 애로기술지원

연구인프라지원 서비스
• 개요

- IT 분야 중소기업에게 저비용으로 ETRI 연구원, 타 출연(연) 연구

- ETRI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 시험, 제작 시설 및 테스트베드

인력, 대학교수 등을 연계시켜 줌으로써, 중소기업이 R&D와 제

등을 연구 유휴기간에 산업체, 대학교, 연구소가 공동 활용 할 수

품개발 과정에서 겪게 되는 기술적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고 비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통신 산업육성에 기여한다.

용절감·기간단축을 통해 기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
다. 이를 통해 제품을 조기에 상용화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중견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품생산
또는 시제품
제작지원

❷ 시험지원

공동활용
연구인프라
지원

제작
지원

- IT 분야 중소기업이 제품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
험측정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주파 시험, 신뢰
성 시험, 신뢰성 분석 등의 시험평가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장비
지원

시험
지원

제품의 성능
신뢰성시험 제공

개발 상품의
실체환경적용
및 시험환경제공

Test-bed
지원

고가의 각종
장비제공

기술
지원

시설
지원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기술적 문제 지원

개발 툴 등
제품 개발에 필요한
주요시설 지원

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❶ 장비 지원
구분

장비 종류

보유장비

Oscilloscope, Network analyzer, Source Meter,
Emulator, Signal Generator, RF Test System,
Function Generator,
Traffic Analyzer, EMI Test System,Microscope,
Protocol Test System, Power Analyzer 등
1700여종 제공

❸ 장비 지원
- IT 분야 중소기업이 제품개발·상용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고
가의 계측장비(ETRI 보유 장비 또는 외부에서 임차한 장비)를 지
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제품개발 단가를 줄이고 개발기간을 단
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❷ 시험 및 테스트베드 지원
구분

장비 종류

시험
테스트베드 시설

SoC 테스트베드, 로봇 테스트베드, Wi-Fi시
험, 네트워크시험,광통신전송시험, 무선RF특
성시험, 3DTV 방송신호 송수신 시험, 잔류 응
력 및 열응력 측정, 신뢰성시험, TFT 특성 평
가 시험 등 100개 시험 및 테스트베드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신청 : http://www.venture119.re.kr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지원팀 김동섭 책임연구원
Tel) 042-860-5570 / E-mail) dongskim@etri.re.kr

• 지원신청
- 홈페이지을 통해 지원신청 : http://www.eris.re.kr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지원팀 민순호 선임연구원
Tel) 042-860-0623 / E-mail) shmin@etri.re.kr

과학기술과 산업, 출연(연)과 중소기업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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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이 전 광 장

속빈 구 형태의 금속산화물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염료감응
태양전지용 광전극 및 이의 제조방법
발명자
권리화 현황

기술개요
응용분야

김경곤 외

권리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 등록특허 번호 : 10-0927212 (2009. 11. 10)

본 기술은 속빈 구 형태의 금속산화물 나노입자를 포함하는 염료감응 태양전지용 광전극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
로, 속빈 구 형태의 구조를 가진 광산란층을 사용함으로써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
염료감응 태양전지 분야
•종래의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입사되는 빛을 모두 흡수하기 위하여 염료가 흡착된 광흡수층에서 다 흡수되지 못한 빛
을 광산란층에서 추가로 광을 산란시켜 효율을 높일 수가 있었지만, 광산란층으로 사용되는 금속산화물 입자는 염료
를 흡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효율이 떨어졌음
•이와 같이 에너지 전환 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한 염료 흡착을 가능하게 하는 염료감응태양전지용 광전극 개발 기술
이 필요한 상황임

기술의 특장점

•본 기술은 금속산화물 나노입자들을 속빈 구 형태로 만들어서 광산란 역할과 광흡수를 통한 광전자 생성 역할이 동시
에 가능하게 함으로써, 광전극층에 광흡수층이나 광산란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염료감응 태영전지용 광전극을 제공함
•본 기술에 따른 염료감응 태양전지용 광전극에 사용된 속빈 구 형태의 금속산화물 나노입자 구조는 염료 흡착이 가
능하여 광전자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산란 효과도 있어서 에너지 전환효율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음
•또한, 본 발명은 광전극(photo electrode), 상기 광전극과 마주보도록 배치된 상대전극(counter electrode), 및 상기 두 전
극 사이의 공간에 충진된 전해질을 포함하는 염료감응 태양전지에 있어서, 상기 광전극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기대효과

종래 염료감응 태양전지 기술에 비해 광산란 효과가 우수하며,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므로 본 기술을 활용한
염료감응 태양전지 제조기술로 태양전지 분야에 파급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도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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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www.kist.re.kr) 사업화추진팀 황응천 (02-958-6032, rmhec@kist.re.kr)

영상신호를 이용한 플랜트 진동감시
발명자

박진호 외

권리자

한국원자력연구원 외

한국 등록특허 번호 : 10-1044866 (2011. 6. 21)
한국 출원특허 번호 : 10-2009-0082554 (2009. 9. 2)
해외 출원특허 번호 : 12/871641 (2010. 8. 30) - 미국

권리화 현황

본 기술은 카메라 영상의 영상신호를 이용한 진동 측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원거리에 있는 플랜트 구조물의 진동을 구
기술개요

조물에 센서 부착 없이 영상신호를 좌표에 투영하여 좌표 패턴을 원거리에서 인식함으로써 구조물의 진동변위를 측정
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측정방법 및 시스템임
•교량, 배관 등 진동측정에 응용

응용분야

•플랜트 구조물 진동 모니터링 분양
•여러 포인트 동시 측적을 통한 모드 형상 측정에 응용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조물의 진동은 가속도계나 레이저 측정기 등을 통해서 측정되고 있으며 측정을 위해 가속도계,
레이저 측정기, 변위센서 등의 장치를 구조물에 설치하고, 설치된 장치를 통해 구조물의 진동을 측정함으로써, 구조
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등과 같이 고온 및 방사능 구역에서는 피폭을 우려하여 종래의 측정 방법에 어려

기술의 특장점

움이 있고 측정값의 변환과정에서 많은 오차가 포함됨
•이와 같이 고온 및 방사능 구역의 구조물에 센서를 부착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구조물의 진동을 측정함으로써, 구조물
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됨
•본 기술은 영상신호의 좌표를 관찰한 후 선정된 허용 범위와 판단하여 종래의 측정방법보다 미세한 진동까지 측정
할 수 있음

기대효과

본 기술은 원거리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거리에서 다수의 구조물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므로 배관,
벨브 등 수동기기의 진동을 온라인으로 감시하는 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도면

연락처

한국원자력연구원(www.kaeri.re.kr) 기술사업화팀 라경호 팀장 (042-868-2878, ghra@ka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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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탐 방

세영정보통신(주) 이세영 대표

세영정보통신(주)은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에서 분사한 기
업으로, 국내 대부분 통신사들의 초고속 단말기, CDMA 기지
국 장치, 유·무선장치 등에 대한 A/S 전문기업이다. 최근에
는 세계 최초로 Binary-CDMA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
으로 자체브랜드인 ‘위위(WiWi)’(디지털 무선 오디오 솔루션)

세영정보통신(주)

를 만들어 국내외 시장을 활발하게 개척하고 있다. 또 한국
KCC, 일본 TELEC, 미국 FCC, 유럽 CE 등 국내외 인증을 비
롯해 수많은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며 탁월한 기술력을 입증
받았다. 산업단지진흥발전공로인정 대통령 표창,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중소기업청장상 등도 수
상했다.

“대기업들은 경쟁사의 제품을 다루는 기업에게는 수주를 잘 주지 않
습니다. 자사의 기술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세영정보
통신(주)은 경쟁상대에 있는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 제품들을 모두 다

“Binary-CDMA는 디지털 기기들을 무선으로 연결해서 음성,
영상, 데이터 등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인데요.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바이너리 코드분활 다중
접속 기반 양방향 오디오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동시통역시

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을만하고,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반증이라

스템’이라는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위위’는 이 기술의 집약체

고 자부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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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정보통신(주) • 대표 이세영 •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56-1 • 사업분야 네트워크 장비유지보수, 이동통신제품 제조 • http://www.eseyoung.com

세계로 뻗어나가는
통신망의

‘위위’는 2.4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해 TV, 오디오, PC, 스피커
등 다양한 전자제품을 연동시킴으로써 장비 간 양방향 통신이 가
능하도록 한 무선통신기기다. 동시 3자 대화가 가능하고, 최대 255
명이 통신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4개까지 활용할 수 있으며, 통
신 가능한 거리는 실내 40m 실외 150m에 달한다. 휴대전화가 반드
시 필요하고 기기와 10m 이내에서만 통신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능
보다 훨씬 진화된 형태다.

Seyoung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위위’는 관광지나 산업 및 교육현장, 국제회의장, 등산·자전거·
오토바이 동호회 행사 등에서 다자간 음성통화서비스를 필요로 하
는 분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주요기관과

기 때문에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얘기하자, 시장·특허 분석자료

기업체에 납품하고 있고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도 하고

를 바탕으로 ‘위위’에 대한 SWOT 분석, 4P 전략, STP 전략 등 상당히 유용한 마케팅

있어요. 특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정보를 제공해 주시더군요. 또 ‘위위’를 출시할 때도 이동원 선임연구원을 통해 시

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3’에서 해외 바이어들로

장분석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시장성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아 자신감을 얻

부터 큰 호평을 받아 해외시장개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

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 있습니다.”
세영정보통신(주)과 KISTI의 인연은 계속됐다. 2010년에는 ‘KISTI 기술사업화정보지원
세영정보통신(주)은 대기업에서 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사업’에 참여해 기존의 Binary CDMA 무선 헤드셋 시장 확대 방안과 Binary CDMA 응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손꼽힌다.

용아이템 발굴에 필요한 다양한 시장분석·기회분석 자료를 제공받았고, 이를 기반

이세영 대표는 그 이유가 ‘조력자를 스마트하게 활용한 덕분’이라

으로 Binary CDMA Chip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을

고 말했다.

받은 덕분에 향후 R&D 기획과 사업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점이 좋았다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혼자 힘으로 독자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쉽
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대기업에 종속돼 있을 수

또 같은 해 ‘KISTI 중소기업 M&S 환경지원 사업’에도 참여했다. 기존 제품의 채널표

는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 기관들을 잘 활용하는 게 아닐까

시 및 변경의 어려움, 충전 시 번거로움, 수리요청 불합리 등 다양한 제품 디자인의

합니다. 세영정보통신(주)은 창업 초기부터 지역의 여러 대학들과

문제점들을 KISTI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개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

업무협약을 맺고 기술과 인력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대학 입장에

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

서도 학생들에게 산업체 현장학습을 해줄 수 있고 취업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으니, 서로 윈윈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KISTI ‘글로벌 기업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일본 유

이세영 대표는 이렇게 확보한 기술력 덕분에 지금은 국내 대기업

력바이어 6개사, 잠재바이어 9개사를 발굴했고요. 일본 내 바이어에게 만 달러 상당

들의 고정통신망과 이동통신망에 쓰이는 대부분의 제품을 수리

의 샘플 판매도 이뤄냈습니다.”

할 수 있는 ‘국내 통신망의 해결사’로 불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
고 많은 조력자들 가운데서도 KISTI&ASTI야말로 최고의 조력자라

현재 경북 ASTI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이 대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인 기

는 말도 덧붙였다.

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많은 중소
기업들이 KISTI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

“KISTI를 처음 알게 된 것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행사에서 대구경북

면 한다고 말했다.

지원 우종태 책임연구원을 만나면서 부터였습니다. 마침 ‘위위’의
1차 개발이 완료된 시점이었는데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제품이

“조금 더 바란다면, KISTI에서 지원해 준 서비스의 결과(성과)를 개별기업이 얼마나
만족스러워 하는지, 만약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ASTI 전문지식연구회를 동종업계가 아닌 이종업계 간
모임으로 확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해주셨으면 하고요. KISTI의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와 ASTI의 협력체계가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큰 뛰어난 성
과를 안겨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위위(WiWi)
- Binary-CDMA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무선 오디오 솔루션
과학기술과 산업, 출연(연)과 중소기업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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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제품

ASTI 소속 기업들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맘껏 자랑하는 코너입니다.
‘신기술 & 신제품’ 코너에 자사의 제품·기술 홍보를 희망하시는 ASTI 위원사는 khj@kist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씨유메디칼시스템

아시아 최초
자동제세동기 AED 개발

(주)씨유메디칼시스템은 ‘생명을 살리는 기업’ 이라는 정신아래 응급의료장비인 제세동기(심장충격기: Defibrillator)를 제조해 국내 판매는 물론, 세
계 70여 개국에 수출하는 의료기기 전문기업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개발한 자동제세동기(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한국식품의약
품안전처(KFDA)로부터 승인받았다. 또 유럽 CE, 일본 JFDA, 미국 FDA를 허가 받음으로써 제품의 안전성, 신뢰성과 우수성을 입증 받았으며 이
를 바탕으로 2011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주)씨유메디칼시스템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급형 자동제세동기를 비롯해 전문가용 제세동기 및 모니터, 심전계·심전도 감시기, 교
육용 제세동기, 교육용 마네킹 까지 심장관련 응급의료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 환자의 손상된 근육 및 신경에 적절한 전
기 자극을 줘 근육의 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운동능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재활치료기기인 기능성 전기자극기 ‘CU-FS1’와 의복형 생명위기대응시
스템인 ‘헬스가디언 CU-EL1’을 출시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http://www.cu911.com 대표자 : 나학록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647-1
사업분야 : 의료기기 사업(심장충격기, 기능적 전기자극기, 심박계 등)
i-PAD CU-SP1
‘i-PAD CU-SP1’은 보급형 자동제세동기로, 병원 밖 급성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전달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의료기기다. 본 제품은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 설치되며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까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작동이 쉽고 편
리하게 설계됐다. 특히 효과적인 제세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한 음성 지시와 LED 표기를 제공하
며, 제품에 사용되는 패드는 본체와 연결되어 있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또 각기 다른
주변 환경의 소음을 고려해 안내음성의 크기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적용해 2012년 중소기업청
성능인증(EPC) 및 보건신기술인증(NET)을 획득하기도 했다.

Novastim CU-FS1
‘Novastim CU-FS1’은 기능적 전기자극기로(FES: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전기
자극을 이용해 근육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근육기능의 퇴화를
방지하고, 근육이 가지는 본래의 운동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교육하는 효과도
있다. 또 2개의 자극채널과 2개의 조절채널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증완화 기능도 포
함하고 있다. 특히 뇌졸중(stroke)이나 뇌경색(cerebral infarct) 등으로 인한 편마비환
자의 보행기능훈련 및 견관절 아탈구(shoulder subluxation) 치료를 위한 기능훈련 프
로그램이 내장돼 있다. 또 무선충전시스템을 적용해 사용자(재활치료사)의 사용편의
를 향상시킨 점도 장점으로 손꼽힌다. 현재 ‘Novastim CU-FS1’은 국내 의료기기 최
초로 상지뿐만 아니라 하지(하체-보행기능훈련)까지 기능적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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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NDSL 정보교육 일정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안내

전주기 특허기술경영관리

사업목적

- 일시 : 8월 28일 ~ 8월 30일

사람이 건강관리를 통해 성장하고 수명이 연장되듯이, 기업중심

- 비용 : 400,000원

의 종합병원 식 ‘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체

(환급액 : 중소기업 107,000원 / 대기업 82,000원)
- 내용 : 미국·일본 등의 선진기업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질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여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
업이다.

펄 펄 뛰 는 공 지

특허, 기술 등의 핵심적인 지적재산을 활용한 최신 특허기술
경영전략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 장소 : KISTI 서울분원교육장
기업건강 진단

- 문의처 : ASTI 사업팀 김재성
E-mail) kimjs@kisti.re.kr / Tel) 02-969-4114

•기업경영전반 분석
•위기관리역량진단
(기술·경영전문가)

- 교육비 환급은 고용보험 사업장에 한함
환급액은 교육당일 최종확정

처방전 발급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 개설

•종합진단표 작성
•성장로드맵·처방전 작성

조달청은 중소조달기업들이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합
리한 제도와 관행으로부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달옴부
즈만 신고센터’를 개설해 7월 1일부터 운영한다. 조달옴부즈만은

맞춤형 치유

조달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처분이나 고충상항 등 민원을 해결하

•자금, 보증, R&D, 마케팅,
공정혁신, 정보화,
사업전환 등

고 관련된 제도개선 요구 및 불합리한 업무의 시정·개선·권고
와 의견표명을 할 계획이다. 중소조달기업들은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나 전화(1644-8130)를 통해 조달옴부즈만 신
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으로서 진단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일

중소기업 무역협회 FTA 전담 ‘1380 콜센터’ 개설

시적 경영애로기업 또는 기업성장통(痛)을 겪고 있는 기업
지원내용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산자원부는 중소기업의 FTA 애로를 해결
하는 전담창구인 ‘FTA 콜센터 1380’을 신설했다. FTA 활용에 애
로 및 문의사항이 있는 기업은 FTA무역종합지원센터 27명의 전
문가들로 구성된 FTA 콜센터 1380을 통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상
담을 받을 수 있다.

- 기업건강 진단 결과로 작성·발급된 처방전 내역에 따라 맞춤
형 치유 실시
- 자금, 보증, 기술개발, 국내외 마케팅, 생산 정보화, 공정혁신, 인
력, 현장애로 해소
- 사업전환, M&A 지원 등
신청 및 문의처
- 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건강진단신청서’를 작
성해 관할 소재지의 진단기관에 상담·신청(매월 1~10일 신청)
- 중소기업청 기업건강관리팀 (042-481-8964~6)
- 중소기업진흥공단 진단사업처 (02-769-6970~7)
- 신용보증기금 (02-710-4651, 4173)
- 기술보증기금 (051-606-7646~8)

과학기술과 산업, 출연(연)과 중소기업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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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소식

KISTI, 자동차부품연구원에 녹색기술정보포털 콘텐츠 제공
KISTI는 지난 6월 20일 자동차부품연구원과 녹색기술정보포털(http://www.gtnet.go.kr) 정보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에 따라 향후 KISTI는 녹색기술정보포털이 보유하고 있는 친
환경자동차 관련 정보를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도서관 시스템에 링크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계
획이다.

버지니아공대 데니스 홍 교수 초청강연
KISTI는 지난 6월 21일, 미국 버지니아공대 데니스 홍(한국명 홍원서) 교수를 초청해 ‘창의혁신세미
나’를 개최했다. 홍 교수는 2009년 미국 과학 잡지 파퓰러사이언스가 선정한 ‘젊은 천재 10인’ 중
한 명으로 꼽힌 바 있는 세계적인 로봇공학자다. 이날 강연에서 홍 교수는 미 국방성 산하 고등방
위연구계획국이 주관하는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에 선보일 첨단로봇의 동영상 일부를 공개했
다. 또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 ‘찰리’(타임지 선정 2011
년 최고의 발명품) 등의 로봇 개발과 관련된 일화도 소개했다. 홍 교수는 “과학자들이 재미와 열
정으로 만들어낸 기술이 언젠가는 반드시 인류에게 행복을 주고 사회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믿
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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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제2회 탄소복합소재지식연구회 개최
KISTI 호남지원은 지난 6월 11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제탄소연구소에서 ‘2013 제2차 탄소복합소
재지식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회는 (주)테크 박종현 전무의 ‘탄소섬유복합재의 시장동향 및
부품개발 사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김태철 센터장의 ‘탄소융합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KISTI 호
남지원 정인수 박사의 ‘연구개발을 위한 지식정보활용’이라는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또 녹색성장
주도형 탄소산업의 전략적 집중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제7회 항공부품생산시스템연구회 개최
KISTI 부산울산경남지원은 지난 6월 13일 현황공산업(주)에서 ‘제7회 항공부품생산시스템연구회’
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회는 테마클러스터사업 R&D과제 및 교육, 정보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에
대한 제안개요 설명을 시작으로 항공부품생산 품질경영 전산화 설명, 제안서 작성 협조 및 향후
일정 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2013년 제2회 압전발전지식연구회 개최
KISTI 충청지원은 지난 6월 4일 한국기계연구원에서 ‘2013년 제2회 압전발전지식연구회’를 개최
했다. 이번 연구회는 한국기계연구원 함영복 책임연구원의 ‘압전에너지 하베스팅 연구사례’, (주)
코아칩스 오재근 대표의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적용 현황 및 전망’, (주)비엠시스 김용덕 대표의
‘압전기술 적용계획’이라는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또 기술 상용화과 제품응용에 대한 활발한 지
식교류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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