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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연 교수

KREONET,
36차 APAN Meeting 주최
KREONET,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망으로 인정 받아

국가과학기술연구망(KREONET)이 주최하고
KISTI와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주관하는
‘제36차 APAN(Asia-Pacific Advanced Network) Meeting’이 지난 8월 19일부터 23일까
지 닷새간 전 세계 50여개 국가 연구망 및 첨
단과학기술응용 연구자, 엔지니어 등 350여명
이 참여한 가운데 KAIST에서 개최됐다.

APAN Meeting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의 연구
망 컨퍼런스로, 전 세계 연구자들이 네트워크 기술과
응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 아이디어와 모범 사례를 교
환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APAN Meeting 해외 참석자들 KISTI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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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건너편
예술가의 표정까지
생생하게 전달한다!
4개국 예술가, KREONET으로 사이버 합동공연
행사 셋째날인 21일에는 한국과 스페인, 브라질, 체코에 위치한
무용가와 연주가들이 ‘UHD급 소통형 글로벌 사이버 협업공연’
을 펼쳐 많은 주목을 받았다. KREONET 기반으로 구축한 네트워
크상에서 4개 국가의 예술가들이 세계 최고 품질의 미디어인 4K
Ultra-HD 즉, UHD(Full HD 해상도의 4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소
통하며 각자의 무대를 완성한 것. UHD 화면을 비압축 영상으로
전송할 경우 5.3Gbps의 전송 속도가 필요하며, 이는 초당 DVD 1
만장을 전송해야 하는 초대용량 데이터이다. 이 정도 용량의 데이
KREONET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고 KISTI가 구축·관리·운
영하는 국가R&D연구망으로, 2013년 현재 서울~대전을 주 백본으

터를 끊김이나 지연 없이 실시간 전송하며 합동 예술 공연을 완성
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다.

로 한 16개 지역망센터(GigaPoP)로 구성돼 있다. APAN Meeting을
주최했다는 것은 KREONET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망으로 인정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공연에는 한국의 KISTI(KREONET)와 KAIST, 스페인의 i2CAT,
브라질의 RNP와 GP Technological Poetics, 체코의 CESNET과
HAMU가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체코에서 오케스트라 협연 실

KISTI 국가슈퍼컴퓨팅연구소 이지수 소장은 “KISTI가 운영하는
KREONET이 APAN Meeting을 주최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국내 연
구자들의 연구망 활용과 글로벌협업연구망(GLORIAD) 기반의 국
제협업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관련 기술도 크게 발전할 것”이
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 Harvey Newman 교수의
‘Global Networks for High Energy Physics, Research and Education
in the LHC Era’, KAIST 원광연 교수의 ‘Culture Technology and Its
Implication to e-Culture’라는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또 중점분야 워
킹그룹 활동, 첨단 하이브리드 네트워킹 기술 협력 및 각 분야별 미

황을 UHD 화면으로 전송하면, 한국과 브라질, 스페인 무용수들
의 아바타가 협연 음악에 맞춰 한데 어우러져 공연을 완성하는
형태다.
KISTI는 이번 공연을 위해 KREONET과 GLORIAD를 대용량 데이
터 전용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KISTI 박영서 원장은 “이번 공연은 이제 연구망이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소통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첨단 연구망을 통해 예술 공연뿐 아니라 과학
기술에서도 시공을 초월한 글로벌 협업연구가 가속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팅, 연구 성과 국제 시연, 국제공동협업 협의 등을 통해 전 세계 연
구자들 간 긴밀한 협력과 논의가 진행됐다. 또, 둘째 날인 20일에
는 50여명의 해외 참석자들이 KISTI를 직접 방문해 슈퍼컴퓨터, 슈
퍼컴퓨팅 비주얼 가시화랩, 국가 R&D 연구망 센터 등을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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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 318호는 ASTI 위원들이 KISTI의 여러 사업들을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7개 대표사업을 선정해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NDSL,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 정보포털
NDSL(http://www.NDSL.kr)은 국내 학계·연구계·산업계 연구
자들에게 고품질 정보를 제공해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하
고자 개발된 서비스 플랫폼으로, 2013년 현재 과학기술 학술논
문·특허·보고서·표준·사실정보 등 약 1억 건의 콘텐츠에
대한 통합검색 및 유형별 전문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종 및 이종의 콘텐츠가
융합되어 있어 포괄적인 연구조사가 가능하고, 다국어 전문용어 확장, 알리미, 추천서비스 등
개인화 기능을 통해 이용자별로 최적화된 정보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NDSL은 원클릭 멀티소스(One Click Multi-Source)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다. 국내외 학술논문
은 기본이고 학위논문, 특허정보, 표준, 보고서, 동향분석 자료까지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통합검색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사이트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원스톱으로 다양한 형태
의 종류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국내외 310여개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
축하고, NDSL에 없는 정보자원까지 제공해주는 게이트웨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 NDSL Open Service(NOS)를 이용해 NDSL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NDSL에 직
접 접속하지 않고도 다른 기관의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
자·현대중공업·하이닉스반도체 등의 기업은 물론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와 서울
대·KAIST·고려대 등 대학도서관까지 모두 79개 기관에서 NOS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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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모든 국가R&D정보를 한 눈에!

NTIS(www.ntis.go.kr)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고 KISTI가 총괄 운영하
는 세계 최초의 국가R&D정보 지식포털로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모
든 부처ㆍ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R&D사업의 과제 정보, 참여인력 정
보, 연구성과 정보, 연구시설ㆍ장비 정보를 상시 수집해 서비스하고 있다.
NTIS는 부처별로 관리하던 국가R&D사업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해 공동
활용함으로써 국가R&D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정보를 대중

과학기술 빅데이터 처리,
‘과학기술 예보 시대’ 열어

화하는 것을 목표로, 2008년에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국가 R&D
사업에 대한 정보가 정부 부처별, 기관별로 따로 관리되면서 발생하는 중
복투자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R&D사업으로부터 도출된 정보와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NTIS의 주목적이다. 서비스 개시 후 NTIS의 가입자 및 이용률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사·중복 과제 방지, 유휴·불용장비 공동활용 등
을 통해 높은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NTIS는 사용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일반 국민
이 과학기술 지식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국가 R&D 사업현황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일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익사이팅NTIS(Exciting NTIS)’ 활성화 프로
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13년 5월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 3.0 실현과
창조경제 구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R&D사업, 과제, 인력, 성과 등
의 정보를 일반국민에게까지 대폭 개방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유도하는 ‘창조·공유의 NTIS 3.0 로드맵’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과학기술 빅데이터 처리란, 과학기술 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각종 대용량
데이터, 즉 관측(망원경, 전자현미경, 인공위성 등), 감시(센서 등), 실험(가
속기, 화학·바이오 실험장비 등), 슈퍼컴퓨터 같은 연구장비에 의한 계산
결과 등을 분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작업이다.
빅데이터(Big Data)는 기존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작은 데이터들이 모여 빅데이터가
돼 하나의 패턴을 만들면 ‘의미’가 생겨나고,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
는 ‘통찰력’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진다. 기업들은
빅데이터의 흐름을 분석해 고객맞춤형 제품을 만들고, 정부기관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쏟아내는 막대한 정보를 분석해 교통, 물류, 세금, 범죄 등 공
공 분야 각 영역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 빅데이터는 세계적인 이슈가 되
고 있다. IT 리서치 기관인 가트너 그룹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10대
전략 기술로 전략적 빅데이터(Strategic Big Data)를 포함시켰으며, 2012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은 ‘가장 주목해야할 과학기술’로 ‘빅데이터 처
리기술’을 꼽았다.
앞으로 KISTI는 과학기술 빅데이터 핵심기술 개발과 활용극대화를 위한 전
략을 수립하고 빅데이터 처리 즉, 수집·관리·분석을 할 수 있는 지능형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연구자와 기업에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기술 예보’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모바일 환경에서
과학기술 문헌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R&D 방향을 예측해
주는 인사이트어댑티브(InSciTe Adaptive)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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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분석,
현명한 의사결정의 도우미
정보분석이란, 각 정보 간 상호 관계 분석과 조합·융합·연결을 통해
새로운 지식정보를 생산하는 작업을 말한다.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에
관한 기획을 하며 ‘과연 이렇게 기획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일까?’
라는 질문을 품거나, 기업이 발전로드맵을 짜며 ‘시기별로 이렇게 경영
을 하는 것이 맞을까?’ 혹은 새롭게 도전할 사업아이템을 발굴하며 ‘과
연 이 사업아이템이 우리 기업의 역량과 미래 경제패러다임 변화에 가
장 적합한 것일까?’ 등의 의문을 갖게 될 때 정량적인 데이터와 정성
적인 예측을 제시함으로써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정보분석이다.
KISTI는 우리나라 R&D 실정에 맞게 자체개발한 과학기술·산업 지식
정보날리지매트릭스(KnowledgeMatrix : KM, 과학기술 논문과 특허 데
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컴퓨터 모델링을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도출해내는 시스템)를 기반으로, 150명에 가까운 정보분석 전문가를 활
용해 자체 보유한 1억 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자들의
현명한 의사결정을 돕고 있다.
또 논문·특허정보 계량분석과 신기술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결합한

ASTI,
국내 최대의 산학연 지식생태계

KISTI 고유의 미래유망기술 도출 프로세스를 이용해 일종의 미래기술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 Asscociation of

종합 백과사전인 ‘미래기술 지식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기술이 가질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는 KISTI

수 있는 기회와 기회가 될 수 있는 기술을 찾는 ‘기술기회발굴(TOD)’ 프

가 구축·운영하는 선순환 산학연 지식생태

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연구자들이 글로벌 경쟁

계로, 지식교류와 지식창출 그리고 지식기

기술을 실시간으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COMPAS(COMPetitive

부가 이루어지는 국내 최대의 지식공동체다. 전국의 중소기업 CEO 및 CTO

Analysis Service)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들과 함께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및 대기업 관계자 그리고 기업지원기관 및

를 준비하고 있다.

컨설팅업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2013년 5월
현재 ASTI 위원은 1만2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8천여 명이 중소기업 종사자
(CEO/CTO)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업의 니즈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KISTI의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KISTI 원장과 주요 사업 실무자들이 함께 매년 전국의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방문 프로그램’, 현장방문이 끝난 기업마다 전담 연구원 즉
지식멘토를 지정해 기업 니즈 해결을 위한 지속적 밀착지원을 하는 ‘지식멘토
링 서비스’, 지역별·산업별 전문분야 ASTI 위원들이 함께 모여 정보를 교류하
고 협력방안을 찾기 위해 구축된 ‘ASTI 전문지식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에게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Modeling과 Simulation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M&S
환경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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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컴퓨터,
KISTI가 만들어가는 슈퍼코리아!

국가과학기술연구망,
시공을 초월한 사이버 협업

슈퍼컴퓨터는 보통의 컴퓨터로는 계산하기 힘든 대용량의 데이

KISTI는 1988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고 KISTI가 구축·관리·운

터를 처리하거나 복잡한 과학 문제를 풀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

영하는 국가 R&D 연구망 KREONET(Korea Research Environment Open

된 ‘매우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로, ‘슈퍼컴퓨팅 수준=국가 과학

NETwork)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현재 KREONET은 서울~대전을 주

기술 수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끼친

백본으로 16개 지역망센터(GigaPoP)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기점으로 국

다. KISTI는 1988년 국내 최초로 슈퍼컴퓨터를 도입한 이래로 국

내 연구자들에게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첨단 협업연구를 할 수 있는 환

가차원의 슈퍼컴퓨팅센터 역할을 해왔으며, 2012년 KISTI 내에

경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슈퍼컴퓨팅연구소’를 개소함으로써 공식적인 국가슈퍼컴
첨단연구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입자가속기 등에서 생산되는

퓨팅센터로 인정을 받게 됐다.

수십 페타바이트급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고에너지물리, 엄청난 양의
주요사업 가운데 ‘슈퍼컴퓨팅

인간 유전자 및 단백질 정보를 다루는 생물의료 분야, 최근 심각해진 기

전략지원 프로그램’은 세계적

상재해 대처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업연구가 활발한 기후·

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계

기상 분야, 교육의 질 향상과 평등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주목받고 있

산자원의 부족 때문에 연구에

는 원격교육 분야, 지역적으로 분산돼있는 슈퍼컴퓨팅 자원을 연동해 공

제약을 받고 있는 R&D 분야에

동의 연구를 수행하는 슈퍼컴퓨팅 분야 등이다.

슈퍼컴퓨팅 자원을 적극적으
로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연

KREONET은 IP네트워크 기반의 일반적인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광전용

구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슈퍼컴퓨터

네트워크(Optical Private Network)를 통한 하이브리드형 연구전용 네트워

가 아니고는 해결하기 힘든 초대형 응용연구, 도전적·창의적

크 환경도 제공한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라는 과학기술 특화지역을

인 연구를 위해 대용량 계산자원이 필요한 프로젝트 그리고 세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대덕첨단과학기술연구망(SuperSiReN)을 10기가

계적인 연구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스타과학자들에게 집중적

비트 백본으로 구축해 7개 기관(KISTI, KAIST, KBSI, KARI, KRIBB, KIGAM,

으로 슈퍼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CNU)을 연동하고 있다.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첨단 사이언스·교육 허브 개발

또 2005년부터는 GLORIAD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

(EDISON) 프로젝트’는 이공계 분야의 우수한 최신 연구 성과

러시아, 중국, 북유럽 등 세계 각 국과 원활한 글로벌 공동연구를 할 수

물을 가지고 교육·연구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GLORIAD(The Global Ring Network for Advanced

공계 대학(원)생 및 산업체 종사자가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Applications Development) 프로젝트는 전 세계를 10G급 광통신으로 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젝트다. 대학(원)생들은 EDISON

결하는 국제과학기술협업연구망으로, 미국 테네시대학교의 CINI 연구소

을 이용해 이공계 교과목에 나오는 원리들을 시각적으로 명료

가 주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연구자들은 KREONET을 통해 글로리아드

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 3~4학년 과정부터는 연

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구와 교육이 접목된 학습 환경을 경험하고, R&D도 수행할 수 있
다. KISTI는 EDISON 플랫폼을 전국의 다양한 이공계 교과목(열
유체, 화학, 물리, 구조동역학, 전산설계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또 ‘글로벌 대용량 실험데이터 허브 센터(GSDC)’에서는 그동안
국내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용량 실험데이터(스위스
CERN, 미국 FermiLab 등의 양성자가속기에서 도출되는 데이터,
거대 관측 장비 및 모의실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등)를 언제 어
디서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글로벌
커뮤니티와 대등한 입장에서 기초과학 분야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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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이 전 광 장

TMC5 유전자의 신규한 용도
발명자

원미선 외

권리화 현황

권리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 특허공개 번호 : 10-2009-0013546 (2008. 2. 14)

본 기술은 TMC5 유전자가 암세포에서 다량 발현된다는 사실로부터 TMC5 유전자를 각종 암의 진단 및 치료제의 표적
기술개요

유전자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용한 암진단용 조성물 및 항암제 스크리닝용 조성물 그리고 암치료용 조성물에 관
한 것임

응용분야

각종 암 진단 및 치료 기술 분야
•TMC5 유전자는 최근 발굴된 막 채널-유사 단백질 군에 속하는 유전자로 기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암관
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음. 생주에서 TMC5는 대장, 소장, 간, 폐, 고환 및 난소에 발현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됨

기술의 특장점

•본 기술은 TMC5 유전자가 암세포에서 특이적으로 과발현하고 정상세포의 증식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유전자의 발현을 저해시키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본 기술은 따라서, TMC5 유전자를 포함하는 암진단용 조성물 및 항암제 스크리닝용 조성물, TMC5 유전자로부터 발
현된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포함하는 암진단용 조성물, TMC5 유전자로부터 발현된 단백질을 포함하는 항암제 스크리
닝용 조성물, TMC5 유전자에 대한 억제제를 포함하는 암치료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임

기대효과

본 기술은 암 표적 유전자에 특이적인 치료제에 관한 것이므로 부작용이 적은 바이오 신약 및 맞춤형 항암제 개발에 활
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새로운 암 관련 기전 경로 연구의 기반을 닦는 원천기술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도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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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공학연구원(www.kribb.re.kr) 성과확산실 허 현 (042-860-4742, heohyun@kribb.re.kr)

플라보노이드 유도체를 함유한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용 기능성 식품
발명자

김정숙 외

권리화 현황

권리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 등록특허 번호 : 10-0445972 (2004. 8. 17), 한국 등록특허 번호 : 10-0408231 (2003. 11. 21)

본 기술은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용 플라보노이드(flavonoid) 유도체에 관한 것으로서, 플라보노이드 유도체 또는 약학
기술개요

적으로 허용 가능한 그의 염은 조골세포(osteoblast)의 세포증식 촉진효과 및 파골세포(osteoclast)의 세포증식 억제효과
가 뛰어남
•플라보노이드 유도체 개발 분야

응용분야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제 분야
•치료용 기능성 식품 분야
•골다공증(osteoporosis)은 골 조직의 석회가 감소되어 뼈의 치밀질이 엷어지고 그로 인해 골수강이 넓어지는 상태로,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노년층,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증상이며,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 골다공증 및 그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
•종래 골다공증 치료제는 대부분 에스트로젠 계통의 물질로, 에스트로젠 계통의 물질은 장기 투여할 경우 암, 담석, 혈
전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골다공증은 약물의 단기 투여만으로는 치료할 수 있으며 약물

기술의 특장점

의 장기 투여가 필수적임
•본 기술에 의한 쿠에르세틴을 포함한 플라보노이드 유도체는 종래의 골다공증 치료제인 제니스테인에 비해 조골세포
의 세포증식 촉진효과 및 파골세포의 세포증식 억제효과가 뛰어남
•또한, 체내 호르몬의 변화를 크게 유발하지 않으면서 소주골의 면적 증가효과가 더욱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부작
용이 없고, 조혈기능이나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한 물질로 확인되어 골다공증 예방 또는 치료용 기능성
식품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기대효과

본 기술의 플라보노이드 유도체는 체내 호르몬의 변화 및 조혈기능이나 면역계에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아 골다공증 예
방 또는 치료용 기능성 식품 분야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도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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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One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어떤 곳?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http://www.kriss.re.kr)은 국가측정표
준대표기관으로서 국가측정표준의 확립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
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국가경제와 과학기술 발
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국가 주력산업은 물론 의료, 환경, 안전 등 국민 삶의 질 관련
산업에 필요한 측정기술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발해 국내기업이
무역기술 장벽을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고 있다.

Two
연구분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측정기술을 확립해 기술

•홈닥터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측정기술, 보
유 장비, 전문 인력을 활용해 기술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
업에게 3∼4년간 무상으로 ‘1연구원 - 1기업’ 기술지원을 하
는 사업이다. 기술 홈닥터들이 장기간 기술 지도한 중소기업
들은 계기용변압기 국산화 성공, 유량 주입 장치 품질향상,
반도체 원료 물질 30% 원가 절감, 알루미늄 전극 장치 신기
술인증 및 특허 획득 등의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본 사
업은 ‘2011 산학연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하기도 했다.
- 지원 절차 :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 접수 → 선정위
원회 검토 → 홈닥터기업 선정 → 애로기술 지원
•측정클럽

상담 및 자문, 기술이전, 교정·시험·표준물질 인증, 장비·시

- 측정 전문가, 사용자, 장비 제작자 등 측정 관련 종사자들이

설지원, 창업보육, 측정클럽, 정밀측정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한 자리에 모여 측정기술 애로사항을 토론하고 공동으로 해

을 통해 연간 2,000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결방안을 모색하는 정보교환의 장이다.
- 종합워크숍 및 개별 클럽워크숍 개최, 홈페이지(http://met-

•연구 및 서비스 분야
- 기반표준분야 : 길이/시간/광도, 질량/힘/압력, 온도/습도, 전
기/자기/전자파, 유동/음향 등
- 삶의 질 분야 : 대기/환경, 바이오/임상, 분석화학, 방사선, 의

club.kriss.re.kr)를 통한 정보교류, 뉴스레터, 튜토리얼, 전문
가 연계
- 22개 클럽에서 6,000여명 회원이 활동하는 국내 유일의 측
정전문가 네트워크

료/보건 등
측정클럽

- 산업기술 분야 : 재료, 에너지, 나노소재, 진공, 우주광학, 첨
단측정장비 등
- 첨단과학 분야 : 양자, 나노바이오, 뇌인지 등

Three

중소기업지원업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제적 수준의 측정전문가들을 활용해 산
업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있다.
또 산업체 종사자와 측정전문가들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기술정보교류 및 산업현장의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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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
관련량

길이
시간

온도
광도

전자기

환경
방사선

안전

재료
뮬성

나노
바이오

질량

길이

온습도

전자파

대기환경

음향

경도

단백질

힘

시간
주파수

광도색채

전자기

방사선

의료기
측정

강도

압력
유량
진공

안테나

안전계측

X선회절
표면분석

•기술상담 및 자문
- 축적된 연구 성과 및 기술개발 경험을 토대로 산업체에서 발
생한 기술적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 절차 : 전화, 현장방문,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한 기술상
담 접수 → 전문가와 연계해 기술상담 → 산업체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현장방문 및 유상기술지도
•기술이전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축적된 보유기술과 연구 성과를 산
업체에 효율적으로 이전해 국내기업의 신기술 개발촉진 및
기술개발력 강화,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기술이전 절차 : 기술이전 신청서 제출 → 이전대상 기업선정
→ 기술이전계약 체결 → 기술이전 → 사후관리
•교정/시험 및 표준물질 인증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확립·유지하고 있는 국가측정표
준을 교정 또는 표준물질 인증을 통해 보급함으로써 공산품
의 품질향상과 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 일반 시험기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정밀 측정을 시험서비
스를 통해 제공

Four
문의처

•중소기업협력센터 : Tel) 042-868-5161
•기술사업화센터 : Tel) 042-868-5417
•표준보급센터 : Tel) 042-868-5409

ASTI -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강국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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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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presenmarker.com 대표자 : 신중식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271-62 프리젠빌딩
사업분야 : 멀티미디어 시스템

(주)유한프리젠은 독자적인 시스템 컨트롤러 개발을 시작으로 첨단
멀티미디어 강의시스템을 개발해 대학 등 교육현장과 관공서, 기업
체 등에 공급하고 있다. 또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컨트롤러시

(주)유한프리젠

스템, 강연자·발언자 자동추적카메라시스템, 통합강의솔루션 등
을 개발해 특허등록을 했으며, 전자교탁, 태블릿모니터, 전자칠판
등을 조달물품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소프
트웨어사업자, 공장등록 및 직접생산증명(방송장비, CCTV, 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 ISO9001,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이노비
즈기업 인증 등을 획득하며 탁월한 기술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독자적인 시스템 컨트롤러 개발
첨단 멀티미디어 강의시스템 공급
프리젠 마커(Presen Marker)
프리젠 마커(Presen Marker)는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을 할 때 대중의 집
중도를 높이기 위해 레이저포인터로 스크린에 밑줄과 원, 애니메이션, 문자 등
을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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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젠 마커 카메라가 스크린을 볼 수 있도록 천정이나 테이블 위에 설치하고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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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프로젝터와 연결된 PC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것으로 모든 설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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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끝나며, 이용자는 별도로 사용법을 학습하지 않아도 손쉽게 의도대로 밑줄,
원, 애니메이션, 글자 등을 스크린 영상에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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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ASTI 전국대회 개최 안내
KISTI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기술연구회가 후원하는

참석안내

‘2013 ASTI 전국대회’에 ASTI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9월 5일(목) / 11:00 ~ 16:00
- 장소 : 대전 호텔리베라유성 다이너스티홀(2층)

목적

펄 펄 뛰 는 공 지

ASTI 전국 임원 및 운영진, 위원 등이 모여 주요활동 성과 및 추진

문의처

사업별 성공사례 공유, 15개 지역 ASTI 위원 간 정보교류

- KISTI 성과확산실 이민육
Tel) 02-3299-6174 / E-mail) mylee@kisti.re.kr

주요 프로그램
- 지식멘토링 성공 사례, 지식연구회의 중소기업 지원 사례, 슈퍼
컴퓨팅 활용 성공사례 등 발표
- 마켓리포트 등 24종의 KISTI 정보분석보고서와 각 지원 별 주

9월 슈퍼컴퓨터 교육 일정

요 성공사례 전시

일정표
시간

내용

비고

11:00

개회

11:20 - 11:35

창조경제시대의 ASTI
비전과 주요 추진사업

11:35 - 12:00

특강 : 신정부의 중소기업 미래창조과학부
육성정책
백일섭 과장

명지대학교 최창석 교수

사례발표 1 : 지식멘토링
13:50 - 14:00
기업 성공사례

해당기업 CEO

14:00 - 14:10

사례발표 2 : 지식연구회
신규아이템 사례

사례기업 CEO
KISTI 연구원

14:10 - 14:20

사례발표 3 :
슈퍼컴퓨팅 활용 성공사례

해당기업 CEO

Fortran
- 일시 : 9월 12일
프로그래밍 언어인 Fortran 77/99를 단기간에 익혀 실무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실습위주로 구성

OpenMP
- 일시 : 9월 25일
- 내용 : OpenMP 개념, 기초적인 문법을 활용한 코드 작성 및
Task, Schedule, Synchronization 등을 통해 밸런싱 되지 않은
데이터 처리방법

14:20 - 14:30 Coffee break

15:00 - 15:30 기념촬영 및 폐회

compiler 등), Tachyon2에서 사용할 환경설정 변경방법

- 내용 : 공학과 과학 관련 수치계산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특강 : 얼굴은 답을
13:00 - 13:50
알고 있다

사례 발표 4 :
COMPAS 활용 사례

- 일시 : 9월 11일
- 내용 :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환경설정(shell,

KISTI 중소기업정보지원
센터 김창목 센터장

12:00 - 13:00 오찬

14:30 - 15:00

Linux

해당기업 CEO
참가자 전원

OpenCL 초급
- 일시 : 9월 27일
- 내용 : Heterogenous Computing의 산업계 표준인 OpenCL에 대
해 GPU 컴퓨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
로 강의, OpenCL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환경을 개인 컴퓨터에
구축하는 법, N-Body 문제를 해결하는 C언어 코드가 예제로 주
어지고 OpenCL 코드로 포팅하는 과정 실습
※ 공통사항
- 신청 : KISTI 슈퍼컴퓨터교육 홈페이지 (http://webedu.ksc.re.kr)
- 장소 : KISTI 슈퍼컴퓨팅교육실 (별관 1층)
- 문의처 : Tel) 042-869-1216 / E-mail) edu@ksc.re.kr

ASTI -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강국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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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탐 방

이 다른 두 재료를 확산접합, 주조접
합, 압입접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합
하는 기술인데요. A라는 재료와 B라
는 재료를 접합함으로써 A와 B가 지
닌 각각의 강점을 모두 갖춘 재질로 만
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접합은 본
드로 붙이는 수준의 단순접합이 아니
라, 열과 압력을 이용해 두개 재료의
성분을 분자단위로 뒤섞어 완전히 하
나로 붙이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고도
의 기술력이 필요한데요. (주)TMC는
다양한 종류의 재질을 최적의 조건으
로 접합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마찰과 마모 등에 탁월한 복
합재질의 다기능 부품을 생산하고 있
(주)TMC 이한희 차장

습니다.”

이종재료 하나로 만드는
첨단 접합기술!
(주)TMC
14

(주)TMC • 대표 조영호 •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750-1 전주기계탄소기술원 202호 • 사업분야 이종재료접합 • http://www.tmcltd.co.kr

“이종재료접합이란 말 그대로 특성

복합소결베어링

동합금 접합 유압기기부품

내마모 초경 디스크

초경 접합 태핏

(주)TMC는 국내 D사(대기업)가 국산화에 성공한 이종접합 실린더블록과 초경 확산접

는 것이다. 이 차장은 이러한 KISTI의 지원을 바탕으로 신제품 개

합 태핏(Tappet)을 양상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후 중소기업청 기술이전사업과제인 ‘유

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업이 한 단계 더 점프업할

압기기용 실린더블록의 BORE 접합기술’을 비롯한 국책과제를 매년 수행하며 관련 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술을 개발해왔고, 2005년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보다 체계적인 R&D 시스템
을 구축했다. 또 전라북도 전주시에 공장을 신축해 대량생산체제도 갖췄다. 현재 기술

실제로 최근 (주)TMC는 ‘이기는 경영’을 모토로 대대적인 기업혁

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품질경영시스템 ISO/TS 16949:2009, 부품소재

신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인력은 물론 연구인력까지 일정 기간

전문기업 인증을 완료했으며 이미 등록된 특허만 12건에 이를 정도로 탁월한 기술력

영업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직접 느

을 보유하고 있다. 또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고 우수혁신기관 산업자원부 장

끼고 그것을 자신의 업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종재료접합 기술을 적용한 대표적인 제품으로 ‘굴삭기 관절용 부시(bush)’가 있습니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생산 역시 대기업의 주문에 의존해 왔으니

다. 부시는 사람으로 치면 관절의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요. 기존에는 굴삭기의 하중을

까요. 대기업의 생산방침에 따라 저희 기업의 사세도 들쭉날쭉할

버틸 수 있도록 단단한 스틸로만 부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관절처럼 계속해서 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술개발에서부터 사업

직여야 하는 부시의 특상 상 마모가 심해 수명이 짧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화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판로도 넓혀 더 이상 대기

는 바깥쪽에는 단단한 스틸을 놓고 안쪽에는 소결체(燒結體 :고체 가루에 압력을 가해

업에 의존하지 않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금속처럼 단단하게 만든 것)를 놓은 다음, ‘이종재료 확산접합’ 기술을 이용해 하나의 부
품처럼 완벽하게 붙여서 부시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소결체 안의 기공에 오입을 주

끝으로 이한희 차장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정보지원과 더불어

입하면 부시가 움직일 때마다 그 오일이 조금씩 흘러나와 마모를 크게 줄여줍니다. 무

보다 다양한 KISTI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거운 하중도 잘 견디고 마모도 적은 최적의 부품을 생산한 것이죠.”
“KISTI로부터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 지원을 받는다면 최적의 이
이한희 차장은 ‘이종재료 확산접합’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내에서 (주)TMC가 유일

종재료 접합 조건을 훨씬 빠르고 쉽게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형오일리스 베어링 및 이의 제조 방법’이란 특허도 이

로드맵 구축이나 기술기획 관련 지원도 받고 싶습니다. 이제 (주)

미 등록 완료한 상태다. 이 외에도 (주)TMC는 내마모 태핏, 콘크리트 펌프카용 이중관,

TMC도 업력 10년을 넘겼습니다. 이제 파격적인 혁신을 통해 강

초경 내마모 스패이서, 금형용 부시, 동접합 유압 부품 등 다양한 이종재료접합 제품

소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 KISTI의 여러 지

을 생산하고 있다.

원 사업이 함께해 준다면 저희의 이런 목표에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열정에 KISTI가 늘

이한희 차장이 KISTI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자사의 김기열 전무와 함께 KISTI의 기술정보

함께 해주길 기대합니다.”

교류회에 참여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기술정보교류회에 참여하면서 사무실에서는 알
수 없던 다양한 산업현장의 생생한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KISTI 호남지원 연
구원들과 교류하면서 KISTI가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2011년 10월에는 KISTI 박영서 원장님께서 직접 저희 회사를 방문하셔서 KISTI의 다양
한 중소기업지원 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TMC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주셨고요. 기관장이 직접 나서서 중소기업들을 방문 하고 다닐 정도로 열정
이 대단하다면 정말 믿을만한 기관이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TMC는 박영서 원장 방문 이후 주제별로 매년 3~4건의 기술정보 자료조사를 받고
있다. 이 차장은 이들 자료를 신규 사업아이템 개발에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
다. 제공받은 특허·논문·보고서 등의 자료를 통해 기술동향과 관련 핵심기술을 파악
할 수 있어 어떠한 아이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R&D 전반에 걸쳐 큰 도움이 된다
ASTI -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강국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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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광원생 초청, ‘과학세상으로의 초대’ 행사 열어
KISTI는 지난 8월 12일 대전시 동구 낭월동 소재 ‘효광원’ 원생 40여 명을 초청해 ‘제2회 KISTI
과학세상으로의 초대’ 행사를 열었다. 과학세상으로의 초대는 과학교육과 체험의 기회가 적
은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KISTI의 지식기부 행사다. 효광원은 청소년 보호치료
시설로, 전국 11개 법원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위탁받아 다양한 교육과 인지정서치료 등을 하
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행사는 KISTI 슈퍼컴퓨
터 홍보관 관람과 물건을 입
체 상태로 똑같이 프린트하는 3D프린터 체험, 3D모델링한 데이터를 수 초
내에 입체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슈퍼컴퓨팅 가시화 체험 등으로 진행됐
다. 원생들은 “첨단 과학기술을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
웠다”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싶다”는 꿈을
밝히기도 했다.

ASTI 소식

(주)필로스, 제4회 적정기술 사회적 기업 페스티벌 최우수상 수상
경기 ASTI 소속 (주)필로스(대표 김정학)가 지난 7월 29일 SK행복나눔
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굿네이버스가 공동주최한 ‘제4회 적정기
술 사회적 기업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식수공급이 원활
하지 않은 개발도상국과 물 부족 국가의 현지 상황에 적합한 멤브레인
(Membrane) 정수기를 보급하겠다는 (주)필로스의 미션은 실현 가능성,
사회적기업가 정신, 사업성 및 지속가능성, 현지 적용성 등에서 높은 평
가를 받아 본 수상을 하게 됐다. (주)필로스는 멤브레인의 소재에서부터
모듈, 분리농축 시스템, 응용 및 엔지니어링 기술, 제조설비의 설계·제
작,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토털시스템을 세계시장에 제공하는 기업으로, 국내 멤브레인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주)
필로스는 지난 7월 31일, 삼성정밀화학에 독자적인 중력식 여과 멤브레인을 적용한 폐수처리설비를 수주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주)에코프로, 일본 Sony社 납품 계약체결
충청 ASTI 소속 (주)에코프로(대표 이동채)는 최근 일본 소니(Sony Energy Device)社와 High nickel계 양극활물질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High nickel계 양극활물질은 지금까지 상용화된 리튬이온전지용 양극소재 중 전기저장 용량이 가장
뛰어난 소재로 고용량과 고출력을 요구하는 리튬이차전지에 적용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단 4개 기업만이 생산 가능
할 정도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소재이기도 하다. 특히 소니社는 소재공급 승인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
해 업계에서는 이번 납품이 (주)에코프로의 탁월한 기술력을 다시 한 번 검증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주)에코프
로는 2차 전지 핵심 소재들의 단계별 국산화를 선도해온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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