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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창조경제를 이끌
미래 유망기술은 무엇?
2013 미래유망기술세미나 개최
KISTI가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2013 미래유망기술세미나’가 지난 10월 24일 서울 코
엑스 신관 3F 오디토리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기초기술연구회 김건 이사장, KISTI 박영서 원장을 비롯한 2,000여 명의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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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8회째를 맞는 본 행사는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해 발표하고 기술사업화 정보를 교류하
는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세미나로, 특히 올해는 ‘창조경제와 미래기술’이라는 주제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 기반 하에서 어떤 기술들이 유망할 것인지 탐색해보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부산(부산대학
교), 광주(전남대학교), 대구(경북대학교) 3개 지역으로도 실시간 화상 중계돼 1,000 여명의 산학연 관계자들이 원
거리에서 세미나를 시청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KISTI 박영서 원장은 개회사에서 “제8회 미래유망기술세미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 하에서 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과학기술인과 중소기업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창조경제 관점에서 바라본 미래
유망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깊이 있게 모색해 보는 자리”라고 말하고, “창조경제 실현에 창조경제타운
주관기관인 KISTI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13 미래유망기술세미나’는 ‘KISTI가 보는 유망기술·제품·아이템’, ‘과학기술융합의 창조적 글로벌 코리아’,

기초기술연구회 김건 이사장

‘창조한국 실현을 위한 융합 및 통섭 전략’, ‘융합과 기술을 통한 혁신 선도국가’라는 네 가지 섹션으로 구성됐다.

Session 1. KISTI가 보는 유망기술·제품·아이템
KISTI 정보분석연구소 문영호 소장은 ‘미래 기술트렌드 및 유망기술 10선’이라는 발표를 통해 KISTI의 미래기술 탐
색 체제와 2013 KISTI 미래유망기술 10선을 소개했다.
문 소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초록·인용 데이터베이스인 SCOPUS의 학술문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상위 1%의 고
피인용 문헌을 선별해 연구 분야의 규모, 최신성, 성장도를 기준으로 유망후보군을 151개를 선정한 뒤 사회이슈
KISTI 박영서 원장

시급성, 유망성, 신규성을 고려해 82개로 압축했고, 고경력과학자그룹(ReSEAT)과 KISTI 내부전문가의 정밀한 검
증을 거쳐 최종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 소장은 “올해에는 특히 첨단 정량정보분석과 분야별 전문가들의
경험적 지식을 결합한 중소기업 신사업 발굴 지원시스템을 이용해 유망기술선정의 정확도 높였다”고 강조했다.

미래유망기술
보건의료·고령화 분야
➊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 나이가 들면서 원인 모르게 뇌의 특정 신경세포

선

➏ 유연콘크리트 : 인장력이 취약해 균열이 쉽게 발생하는 기존 콘크리트
의 단점을 보완한 고연성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체, 휘어지는 콘크리트

가 사멸됨에 따라 기능을 잃어 발생하게 되는 퇴행성 뇌질환의 치료약제
➋ microRNA 기반 항암기술 : microRNA의 유전자 전사 후 조절(Post-transcriptional Regulation) 기능을 통해 암의 발생과 전이를 막는 치료 방법

정보화 분야
➐ 감성형 인터랙션 기술 : 사람의 감성정보를 측정·인지하고, 인지된 감
성을 피드백하는 기술

에너지 분야
➌ 초소형 CHP(micro Combined Heat and Power) : 단일 에너지원으로부터

➑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기술 : 범죄수사에서 법적 대응근거를 마
련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화 기술 및 솔루션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공급할 수 있는 초소형 에너지시스템
➍ 양자점 태양전지 : 양자점(빛을 잘 흡수하는 나노 반도체 입자)을 이용해
넓은 파장대역의 빛을 흡수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한 태양전지

환경 분야
➒ 고효율 폐수처리 기술 : 혐기성 암모니아 산화반응(Anammox)균을 이용
해 기존 폐수의 질소분리 공정에 필요한 산소주입, 외부 탄소원 공급 등

재난재해·사회 안전 분야
➎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재난재해 대응기술 : 구조물이나 자연환
경을 무선 센서를 이용해 모니터링함으로써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규모

의 단계를 줄임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
➓ 차세대 녹·적조 방제 및 예방 : 플랑크톤의 대량번식으로 하천(녹조) 및
해양(적조)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을 예방 및 방제하는 기술

를 줄이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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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노경원 창조경제기획관

중앙일보 이어령 고문

KISTI 정보분석연구소 문영호 소장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겸병도 학장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석좌교수

KISTI 산업정보분석센터 손종구 센터장

KT 송정희 부사장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

KISTI 기술정보분석센터 고병열 실장

KISTI 산업정보분석센터 손종구 센터장은 ‘미래 중소기업 비즈니스 전략 아이템’이라는 발표를 통해 KISTI의 미래 중소기업 비
즈니스 전략아이템 도출 프로세스와 미래중소기업 비즈니스 전략아이템 50선을 제시했다. 손 센터장은 녹색, 첨단융합, 제
조기반 분야를 기반으로 세분화·통합화 등의 분석을 거쳐 ‘전략분야’를 선정한 뒤, 각 분야별로 산업·기술동향 및 시장·
무역현황 분석을 통해 ‘전략제품 후보군’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기술성과 중소기업적합성을 고려해 전략아이템을 선정했
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아이템은 2D 영상을 자동화 기술을 통해 3D 입체 영상으로 변환해주는 ‘2D-3D 변환 솔루션’ 등
총 50가지다.
KISTI 기술정보분석센터 고병열 실장은 ‘신사업 발굴 지원 시스템(TOD, COMPAS)’이라는 발표를 통해 KISTI의 첨단 정보분석
시스템인 TOD와 COMPAS를 설명했다. TOD는 KISTI가 보유하고 있는 논문, 특허 및 과학기술관련 콘텐츠와 웹 자원을 분석해
과학기술관련 이슈를 찾고 기회가 되는 기술을 발굴하며 기술을 둘러싼 환경요인을 지도처럼 조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COMPAS(COMPetitive Analysis Service, http://compas.kisti.re.kr)는 미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 등록특허,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
역정보, 논문DB(Web of Science, Thomson Reuters) 등을 기반으로 누구나 손쉽게 핵심경쟁자탐색, 유사특허탐색, 무역역조품
목탐색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정식 오픈과 동시에 베타버전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 실장은 “앞으로 TOD 시
스템 검증과 분석모델 고도화를 통해 TOD와 COMPAS의 통합 서비스모델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pecial Session. 과학기술융합의 창조적 Global Korea
미래창조과학부 노경원 창조경제기획관은 ‘다함께 만들어가는 Creative Korea’라는 발표를 통해 지난 9월 서비스를 시작한 창
조경제타운을 설명했다. 창조경제타운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국민,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
체가 참여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이다. 노 기획관은 “향후에는 개인의 아이
디어를 기업이 사업화하고, 국가차원에서 개발된 미활용 기술을 개인과 중소기업이 사업화하며, 정부와 기업이 제시한 문제
를 일반인과 전문가들이 함께 해결해나가는 플랫폼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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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창조한국 실현을 위한 융합 및 통섭전략
중앙일보 이어령 고문은 ‘Global Communication - 디지로그 기술과 미래 창
조기술’이라는 강연을 통해 인간에게 있어 “기술”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
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 창조기술이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결합에서 생
겨나며, 특히 예술적 상상력과 기계적 시스템이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열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아시아 중심의 생명자본주의를 여는 유망기술에는 어떤 것
들이 있는지도 설명했다. 이 고문은 “차세대 유망기술은 평범한 기술의 비상
한 결합에서 생겨난다”며 “창조적 융합을 통해 미래 성공을 이끌어내기 바란
다”고 당부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겸병도 학장은 ‘Global Innovation - 혁신으로 대한민국을
경영하라’라는 발표를 통해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학장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국가경제문제로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
문제로는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의 회복을 손꼽았다. 특히, 혁신가에게 있어
서 물질적 보상보다는 정신적 보상이 훨씬 더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강조했다.

Session 3. 융합과 기술을 통한 혁신 선도국가
KT 송정희 부사장은 ‘Global Strategy - 모두를 위한 기술, 내일을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석좌교수는 ‘Global Creation - 창조경제와 통섭형 인
재’라는 발표를 통해 창조경제에 부응하는 통섭형 인재에 대해 설명했다. 최
교수는 스마트 폰에 인문학을 담은 스티브잡스를 비롯해 아리스토텔레스, 레
오나르도 다빈치, 연암 박지원, 다산 정약용 등 역사적 인물들을 예로 들며 창
의적 통합과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한 초협력’이라는 발표를 통해 빅데이터 시대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 설명했다. 송 부사장은 “제조뿐만 아니라 유통에서도 수많
은 상품들의 트렌드를 분석해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각
광을 받게 될 것이며, 이런 빅데이터 처리기술이 보편화된다면 누
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은 ‘Global Positioning - Mining Minds,
빅 데이터, 욕망을 읽다’라는 발표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사회의
흐름 등 트렌드를 읽어내는 새로운 방법론으로서의 빅데이터를
설명했다. 송 부사장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고 해석함으로써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시장전략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발표 자료는 2013 미래기술유망세미나 홈페이지(http://mirian.kisti.re.kr/future2013)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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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공공기관 최초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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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가 공공기관 최초로 기간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한다.
일부 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한 사례는 있지만 기간시스템 전체에 적용한 것은 공공기관 중 처음이다. 클라우드 시스템은 인터넷상의 서버
를 통해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다.
KISTI에는 현재 NDSL 등과 연계되는 홈페이지가 190여개, 사업별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도 300여개에 달한다. KISTI가 지원하는 학회 홈페이지도 500여개
다. KISTI는 각 홈페이지와 정보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든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 필요할 때마다 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
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또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도 개발해 운영 최적화도 모색한다.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은 사용자가 웹서비스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KISTI는 향후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KISTI가 새롭게 구축하는 시스템은 총 소유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등 경제적인 효과가 뛰어난 실용적인 모델이 될 전망이다. KISTI는 또 기존 300여개였던
물리적 서버를 50여개로 줄이고 이기종 저장장치들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Green IT’를 실현하는 한편, 국가과학기술연구망(KREONET)과 연계한 DR센터
(재해복구센터) 구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KISTI의 이번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은 향후 타 기관들의 참고 모델이 되는 것은 물론,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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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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t.co.kr 대표자 : 정유성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952-2
사업분야 : 표면처리

코스트(주)는 알루미늄 표면처리 전문기업이다. 가볍고 경제적이지
만 강도가 약해 첨단 산업분야에서 각광받지 못하고 있던 알루미늄

코스트(주)

을 독자적인 표면처리 기술을 통해 첨단 소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코스트(주)는 ISO 9001:2000 & KS
A 9001:2001, 부품소재전문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완
료했으며, 양극산화정류장치·양극산화법·양극산화막 특허등록
을 하며 탁월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아노다이징을 더욱 발전시킨
코스트(주)만의 독자적인
NCST 기술 개발에 성공
코스트(주)만의 독자적인
알루미늄 표면처리 기술 NCST(Nano Creamic Surface Treatment)
알루미늄이 공기 중에 방치되면 산소와 결합해 표면에 산화알루미늄의 엷은 막이 생성되고, 그 막은 알루미늄의 급격한 부식을 방지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피막을 인위적으로 두껍게 형성시키는 기술이 아노다이징(Anodizing, 양극산화처리)이다. 코스트(주)는 표
면처리 세계1위 기업인 미국 Sanford社사의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한 결과, 아노다이징을 더
욱 발전시킨 코스트(주)만의 독자적인 기술 NCST 개발에 성공했다.
NCST 공정을 거쳐 생성된 피막은 사파이어 구조의 세라믹 층을 형성해 알루미늄의 경도와 내식성을 크게 높여준다. 특히 교류전류
를 중첩한 저전압방식을 이용해 피막표면 두께의 오차를 현격하게 줄인 것은 물론, 피막의 표면에 염료를 흡착시켜서 아름다운 색상
을 입히는 것도 가능하다. 코스트(주)는 이러한 NCST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초로 해수용 알루미늄 판형 열교환기 개발에 성공하기
도 했다. 기존에 해수용 판형 열교환기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티타늄과 비교해 NCST 기술이 적용된 알루미늄은 가격, 무게, 열전
도, 내식성 모두가 우수하다.

대한민국 창조경제 싹 틔우는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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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이 전 광 장

젤다나마이신 생합성 조절유전자 변이주 및 이를 이용한
젤다나마이신 생산방법
발명자
권리화 현황

홍영수 외

권리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 등록특허 번호 : 10-1097850 (2011. 12. 16)

본 기술은 젤다나마이신을 생산하는 스트렙토마이세스 하이그로스코피쿠스 아종 두아마이세티쿠스 균주에서 젤다나
기술개요

마이신 생합성 조절에 관여하는 유전자들 중 생산량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orf10 또는 gel19를 비활성시켜 변이주를 제작
하는 것임. 그리고 orf10 유전자를 비활성시킨 변이주를 배양하여 젤다나마이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응용분야

•항암제 및 Hsp90 활성저해와 관련된 질병 치료제 분야
•젤다나마이신은 열충격단백질 90(Hsp90)에 결합함으로써 Hsp90의 기능을 억제하는 Hsp90 활성저해제이며, 따라서
항암제로 개발될 수 있는 생합성 물질임
•본 기술은 젤다나마이신을 생산하는 스트렙토마이세스 하이그로스코피쿠스 아종 두아마이세티쿠스 균주에서 젤다
나마이신 생합성 조절에 관여하는 유전자들 중 생산량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orf10 또는 gel19를 비활성시켜 변이주를

기술의 특장점

제작하는 것임
•본 기술은 gel19 유전자의 중간에 항생물질내성유전자 서열을 삽입하여 gel19 유전자 비활성 컨스트럭트를 만들고, 이
를 포함하는 재조합 벡터를 만든 후 이것으로 형질전환하여 스트렙토마이세스 하이그로스코피쿠스 아종 두아마이세
티쿠스 변이주를 얻으며, orf10 유전자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수행하여 변이주를 얻음
•본 기술에 의한 gel19 유전자 비활성 변이주는 젤다나마이신을 생산하지 않는 것이며, 본 기술에 의한 orf10 유전자 비
활성 변이주는 야생 균주에 비하여 젤다나마이신을 4배 정도 높게 생산하는 것임
본 기술에 의한 gel19 유전자 비활성 변이주는 젤다나마이신을 생산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용해 젤다나마이신 생합성 조

기대효과

절 기작 연구의 호스트 균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orf10 유전자 비활성 변이주는 젤다나마이신 대량 생산
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도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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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공학연구원(www.kribb.re.kr) 성과확산실 류은영 변리사 (042-860-4742, eylyu@kribb.re.kr)

입방정계 질화붕소 박막의 증착 방법
발명자
권리화 현황

기술개요
응용분야

백영준 외

권리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 등록특허 번호 : 10-0991770 (2010. 10. 28)

본 기술은 절삭 및 금형공구 등 내마모 부품에 코팅하여 내마모 특성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입방정계 질화붕
소 박막의 증착 방법에 관한 것임
•절삭공구의 내마모 부품
•절삭공구는 일반적으로 WC-Co계의 초경공구나 고속도강 공구에 경도가 높은 박막재료를 코팅하여 사용하는데, 코
팅에 사용되는 금속 질화물계는 최고 경도 30㎬ 정도로, 이러한 경도값으로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소재의 절삭가공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 50㎬이상의 초경도를 갖는 새로운 박막재료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cBN(cubic boron nitride; 입방정계 질화붕소)은 큰 경도값을 갖는 차세대 코팅재료이나,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재료
로서 고온 고압의 열역학적인 조건에서 인공적으로 합성되기 때문에 cBN 박막의 증착에 관한 보고가 나오고 있음

기술의 특장점

•본 기술은 함유한 불활성 기체 하에서 입방정계 질화붕소(cBN) 박막을 기판 상에 물리적 증착하는 방법에 있어서, 증
착된 박막의 잔류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기 질소를 함유한 불활성 기체에 수소 기체를 추가로 첨가한 혼합 기
체 분위기 하에서 증착을 수행함
•본 기술에 의한 증착 방법은, 박막 증착 시 cBN 함량의 감소나 산화민감성 증가 등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박막의
압축잔류응력을 최대한 감소시켜 밀착력이 우수하도록 박막을 증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상기 방법을 이용하여 제
조된 내마모성 재료는 박리가 일어나지 않으며 경도가 매우 우수함
cBN은 다이아몬드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경도값을 갖는 재료로 차세대 코팅재료로의 가능성이 가장 크며, 철계 금속과

기대효과

반응성이 없어 철계 금속 가공 등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료로, 소재의 기계적 물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가
공하는 절삭공구의 물성 향상 또한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상기 기술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도면

연락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www.kist.re.kr) 사업화추진팀 황응천 (02-958-6032, rmhec@k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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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로 벌 리 포 트

LED용 형광체,
글로벌 경쟁 현황 및 국내 대응 방안
LED(Light Emitting Diode)는 친환경·고효율·장
수명 등의 장점이 있어 현재 조명, 디스플레이, 수
송기기, 의료, 농수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LED는 사용된 반도체 재
료의 전자 에너지 준위에 따라 태생적으로 한 가
지 특정 색깔의 빛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다양한

타내는 연색지수(Color Rendering Index), 사람

로, 형광체 제조를 위해 이러한 원소들을 포함

색깔의 빛이 혼합된 백색광으로 변환시킴으로써

들의 감성에 영향을 주는 색온도 등이 모두 사

하는 고순도(High purity)의 무기소재를 안정적

그 활용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가정용 조명은

용된 형광체의 종류에 크게 좌우된다. 또 형광

인 가격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

물론 LED BLU(Backlight Unit), 카메라 플래쉬 램

체는 산화물, 황화물, 질화물 등의 무기소재를

히 희토류 활성이온의 주요 원료물질과 질화물

프, 차량용 헤드램프, 농업용 인공조명, 수술 장비

모체(host lattice)로 하여 발광에 직접적인 역할

원료물질도 가격이 매우 비싸고 취급이 어려

에 장착된 조명 등 대부분의 경우에 백색광을 필

을 하는 활성이온이 소량 첨가된 조성(compo-

운 편이어서, 이들 원료물질에 대한 안정적인

요로 하기 때문에 LED를 백색광으로 만드는 것은

sition)을 갖는다.

공급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수가 되고 있다.

향후 LED용 형광체 산업에서 희토류금속의 매

현재는 백색광을 구현하기 위해 청·녹·적색의

형광체의 발광 특성은 형광체를 구성하는 원소

장량이 풍부한 중국의 소재 업체들이 큰 영향

LED를 혼합 배열하는 방식보다는 근자외선(near

들의 조합, 즉 조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주요

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LED용 형

ultraviolet) 또는 청색 LED에 형광체를 혼합해 제

업체들은 이미 다양한 형광체 조성 자체에 대

광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독자적으로 보유한

조한 백색 LED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형광

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어, 형광체 산업

업체의 경우, 백색 LED를 패키지하거나 모듈화

체를 이용한 백색 LED 방식은 공정이 단순하고,

에서는 광특성이 우수한 새로운 조성의 형광

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또 우수

광효율과 균일도가 높으며, 광특성 제어가 용이하

체를 찾아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한 품질을 갖는 새로운 조성의 형광체를 확보

다는 특성이 있다.

큰 관건이다. 따라서 아직도 기존 특허에 저촉

하면 백색 LED와 이를 이용한 응용 제품의 성

되지 않으면서 우수한 발광 특성을 보이는 형

능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형광체는 외부로부터 흡수된 에너지를 가시광선

광체 조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

영역의 빛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무기 발광물질

계속되고 있다.

(Inorganic luminescence materials)을 일컫는다. 특

2012년 LED용 형광체 세계시장 규모는 5.1억 달

히 형광체는 백색 LED에서 직접적으로 빛을 내는

LED용 형광체는 후방산업인 원료소재 산업에

러 규모로 추정되며, 향후 25.5%의 연평균 성

역할을 하는 핵심소재로, 백색 LED 전체의 발광

대한 종속성이 매우 크다. 대부분의 상용화된

장률로 2016년에는 12.7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

LED용 형광체는 주로 원료물질인 고체 무기분

으로 전망된다. 또 전체 LED 산업에서 국내시

로 변환시켜주는 비율인 광변환효율과 빛이 얼마

말소재를 혼합해 고온에서 열처리하는 고상 합

장 규모가 세계시장 규모의 2.5% 수준인 점을

나 밝은 지를 나타내는 휘도(Brightness), 백색광이

성법을 통해 제조된다. 형광체의 조성은 다양

감안해 동일비율로 추정한 결과, 2012년 LED용

얼마나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연광에 가까운지 나

한 전이금속과 희토류금속 원소들을 포함하므

형광체 국내시장 규모는 140억 원 수준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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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되며 2016년까지 350억 원 규모에 이를 것

이미 20년 전에 나왔던 YAG:Ce 형광체가 아직

으로 전망된다.

도 가격대비성능이 가장 우수한 LED용 형광체
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정도로, 새로운 조성을

LED용 형광체 시장 규모 추정에 있어 가장 큰 변

찾는 것이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수로는 형광체 플레이트(plate)와 (산)질화물 형광

하는지 알 수 있다.

체의 사용을 꼽을 수 있다. 특히 형광체를 에폭시
수지와 혼합해 칩 바로 위에서 경화시키는 일반

이런 상황에서 비록 형광체의 핵심인 조성은

적인 백색 LED와 달리 형광체를 별도의 플레이트

새롭지 않더라도 형광체의 발광특성을 제어하

로 제작해 조립하는 방식이 내열 특성을 개선할

국내 시장 역시 90% 이상을 글로벌 선도 기업

고 향상시키는 기술력은 형광체 종사업체로서

수 있는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Intematix社에

들이 선점하고 있고, 형광체의 특허권을 무기

갖출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서 올해 초 출시한 ‘크로마트리’ 제품이 대표적인

로 백색 LED를 이용하는 조명 제품과 디스플

LED BLU 등 디스플레이에 활용되는 경우 발광

데, 형광체 플레이트는 기존 방식에 비해 100배 이

레이를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

파장, 색좌표, 흡수 대역, 발광 스펙트럼의 반치

상의 형광체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2012년 전

업들에게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시장

폭(Full Width at Half Maximum) 등 형광체의 발

체 백색 LED의 0.5%에 미치지 못했던 형광체 플

잠재력이 가장 큰 LED 일반조명시장의 성장이

광 특성이 매우 정밀하게 제어될 필요가 있다.

레이트의 채택률이 LED용 형광체 시장에 큰 영향

가속화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권만료

일반조명의 경우에도 사용되는 용도와 조건에

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산)질화물계 형

시점이 다가오면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따라 색온도와 발광 파장 등이 달리 요구된다.

광체의 가격은 기존의 산화물계 형광체에 비해 10

이러한 특허 소송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동일한 조성의 형광체라 하더라도 양산기술에

배 이상 비싼 편인데, 공정기술 발달로 생산 단가

된다. 따라서 LED용 형광체의 국산화가 시급

따라 양자효율과 휘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비슷한 비율을 유지

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소수 업체들이 가넷

것도 업계에서는 일반적이다. 따라서 원천특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2년 사용량 기준

계와 실리케이트계를 중심으로 LED용 형광체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형광체 산업에 종

약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산)질화물계 형광체

를 생산하고 있으나 아직 국산화율은 저조하

사하고 있거나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중소

의 채택률의 변화 추이 역시 전체 LED용 형광체

다. 또 대학, 연구소, 기업에서도 LED용 형광

기업은 발광 특성을 제어하는 기술력을 갖추

시장의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체를 국산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까지

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는 고부가가치의 형광체 조성을 찾아내지 못하

물론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조

LED용 형광체 시장은 우수한 광특성을 보이는 형

고 있다. 그동안 새로운 형광체를 찾기 위해 적

성탐색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

광체 조성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한 Nichia, Os-

지 않은 투자를 해왔던 대기업마저도 최근 글

다. 이는 중요한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이를 위

ram, Toyoda Gosei, Intematix, Mitsubishi, Lumileds,

로벌 선도 기업들의 특허 압박에 상호특허 공

해 정부와 대기업의 끈기 있는 투자가 이어져

GE 등의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의

유계약을 체결하고 외산 형광체를 사용하는 쪽

야 할 것이다.

90% 정도를 선점하고 있다. 더욱이 확보된 LED

으로 선회하고 있다.

용 형광체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 전 세계 LED 산
업 전반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은 부가가치가 높

LED 칩 하나에 들어가는 형광체 질량이 매우

은 새로운 조성의 형광체를 확보하기 위해 산·

작기 때문에 형광체 시장이 타 부품·소재에

학·연 공동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

비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향후 성장할 LED

고 있고,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시장과 향후 해외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를 고

또 이들은 서로 간의 특허상호실시허락을 체결

려해보면 언제까지나 외산에만 의존할 수는 없

하고, 신규 경쟁업체의 시장진입을 철저하게 제

다. 물론 대학, 연구소,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새

한하고 있다.

로운 조성의 형광체를 찾는 것이 힘든 일이다.

Emitting Diod

출처 : Market Report
분석자 : 산업시장분석실 유형선 선임연구원

대한민국 창조경제 싹 틔우는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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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일화성 권성헌 이사(우)와 이석언 연구소장(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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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ASTI와 함께
특수기능성 에폭시 소재 No.1에 도전!
(주)제일화성

“에폭시 소재는 내후성, 내부식성, 굴곡성(flexibility)이 탁월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다, 합성수
지(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오래된 분야라서 기업 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한 마디로 레드오션
이죠. (주)제일화성은 이러한 시장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R&D에 치열하게 매진해왔고, 에폭시를 벌
크(bulk)로 생산·판매하는 대기업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소량다품종 특수기능성 에폭시’ 생산에 집
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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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일화성은 에폭시 수지를 활용해 산업용·토목건축용·UV

(주)제일화성은 이외에도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에 구리막

타입 등 각종 접착제와 전기전자소재, 광학소재, 토목건축용 몰

을 접착시키는 PCB 접착제도 생산하고 있다. 구리는 전도성이 탁월해 전

탈제 및 바닥재 등을 개발·생산하고 있는 정밀화학 소재 전문

자부품에 많이 활용되지만 비철금속이라 접착이 어렵다. (주)제일화성의 접

기업이다. 1991년 ‘지속가능한 화학회사’라는 모토로 설립된 이

착제는 난연성, 내열성, 내습성, 고열전도성, 저열팽창 등의 성질이 뛰어나

후 ISO9001/ISO14001 인증, KS F-3211 인증 등 우수한 품질경영

기존의 PCB-구리 접착에 많이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 구부러지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친환경 에폭시 소자 제조특허를 획득했으며,

FPCB(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연성회로기판)에 구리를 붙일 때도 활용

벤처기업과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등록되는 등 꾸준히 기술력

도가 높다. 때문에 향후 플렉시블(Flexible) 전자제품이 대세가 되면 더욱 크

을 확보해왔다.

게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흔히들 합성수지라고 하면 환경에 해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3년 전 울산테크노파크 선정 유망기업에 뽑힌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얼마

저희는 오히려 환경을 보호하는 에폭시를 개발·생산하고 있습

되지 않아 KISTI 부산울산경남지원 정현상 팀장님이 직접 찾아와 KISTI의 여

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친환경 개폐기용 수지’입니다.

러 사업을 소개해주시는데, 그 열정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지금까지 산업용 고압변압기에는 접촉 부분의 스파크를 방지하

부터 지금껏 KISTI로부터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 위해 SF6(육불화황) 가스가 주로 사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SF6
는 이산화탄소 보다 온난화지수가 24,000배나 더 큰 심각한 환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연구역량이 부족하다보니 R&D를 국책과제에

경오염 물질이에요. (주)제일화성은 최근 이 가스를 대체하기 위

의존할 때가 많다. 이석언 연구소장은 일단 국책과제를 수주하는데서 부터

해 ‘SF6 Free ECO 개폐기 성형용 에폭시 수지’를 국내 최초로 국

KISTI가 큰 역할을 해준다고 말했다.

산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3,000시간 연속 복합

“과제기획안을 작성하려면 근거자료로 기술·시장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열화시험에 통과한 것은 물론, LS산전 등 다수의 기업에도 납품

합니다.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KISTI 부산울산경남지원에 요

하고 있습니다.”

청하면 저희가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히 조사해서 보내주시기 때문
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KISTI를 모를 때는 외부 정보제공업체를 활용했

권성헌 이사는 교량 바닥재인 ‘교량용 난슬립 소재’ 역시 (주)제일

었는데,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성에 차지 않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

화성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제품이라고 말을 이었다.

런데 KISTI 덕분에 정보 확보 고민도 덜 수 있고, 국책과제 수주확률도 크

“기존에는 교량 포장을 할 때 아스팔트와 강판을 그냥 붙였었

게 높아졌습니다.”

는데요. 그 사이에 저희가 개발한 난슬립 소재와 규사 등을 섞
은 층을 하나 더 만들면 접착력이 좋아지고, 교량 표면의 갈라짐

권성헌 이사는 지난 6월 KISTI 박영서 원장이 직접 기업을 방문한 이후, 미

을 방지할 수 있으며, 쿠션효과로 차량 탑승자들의 승차감도 좋

래기술분석실 강종석 책임연구원을 멘토로 지정받은 덕분에 정보요청을

게 할 수 있을뿐더러, 아스팔트의 사용량을 줄여 경제성도 뛰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다이렉트 루트가 생겼다고 말했다. 또 KISTI의 ‘미래

나집니다. 그야말로 일석사조의 효과를 내는 것이죠. 현재 인천

유망아이템발굴지원사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된 점도 큰 수확

대교, 거가대교, 목표대교 등 국내 주요 다리에 이 소재가 적용

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유망아이템발굴지원사업’은 개별 기업의 역량에 맞

돼있습니다.”

게 가장 성공가능성이 높은 신규 유망사업아이템을 발굴해주는 사업이다.

제품
교량용 난슬립 소재

조선용 난슬립 소재

Display 용 소재

SF6 Free ECO 개폐기 성형용
에폭시 수지

PCB 및 FPCB용 소재

대한민국 창조경제 싹 틔우는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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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기술사업화분석실 연구원들께서 지난 4월부터 (주)제일화성의 역량
에 가장 적합하며 미래의 성공가능성도 뛰어난 사업아이템들을 발굴·선
정해 주셨습니다. 복합소재용 에폭시, LED용 내열에폭시, 비할로겐 난연모
노머 등 대부분 저희도 고려하고 있던 아이템들인데요. 그동안에는 과연 우
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싶어 사업화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KISTI에서 미래 시장성을 확실히 보여주시니까 ‘확신’이 들더군요. 이제 두려
움 없이 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권 이사는 선정된 사업아이템 못지않게 반년이 넘는 선정과정을 통해 얻게
된 것도 크다고 강조했다. 에폭시 관련 국내외 기술·시장 동향을 전반적으
로 정리하면서 기업의 향후 방향을 설정하고 로드맵을 구축하는 데 큰 도
움이 됐을 뿐 아니라,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과 사업화 전략
까지 수립할 수 있었다. 또 (주)제일화성과 유사한 분야에서 비슷한 성장통
을 겪은 해외 유수기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행해, 향후 맞닥뜨리게 될 리
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
“KISTI 자체로도 큰 도움이 되지만 ASTI를 통해 다양한 기업, 전문가들과
융·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지
난 9월 대전에서 열린 ‘2013 ASTI 전국대회’에서 만난 (주)어플라이드카본나
노(탄소나노 소재 및 탄소나노복합재 전문제조기업)와는 현재 ‘전도성 에폭

는 에폭시 전문기업입니다.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이 충분

시’를 공동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어플라이드카본나노는 미국의 한 기

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둘이 만나 고기능성 소재를 만들면 고령토RIS사

업으로부터 전도성 에폭시를 제작할 수 있냐는 의뢰를 받은 상태였으나, 에

업단은 고령토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하는 것이고, 저희 역시 사업적 이득이

폭시 관련 기술이 부족해 포기하려던 중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곧

커집니다. 진정한 윈-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발한 소재를 이용해 경남

바로 저희랑 같이 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미국 기

ASTI 소속기업인 (주)DACC가 항공용·방산용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로 협

업이 원하는 수준의 전도성 에폭시를 함께 개발했고, 현재 샘플까지 생산했

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범적인 ASTI 회원사 간 협업사례가 되지 않을

어요. 이 모두가 ASTI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수요처를 발굴해 ‘전도성 에폭시’ 시장에 신규 진입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권성헌 이사와 이석언 연구소장은 KISTI와 ASTI의 지속적인 지원
또 지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에서 열린 ‘2013 장길도지역 한-중 국

을 당부했다.

제기술이전대회’에서는 경남대학교 고령토 RIS사업단, 경남 ASTI 소속 (주)
DACC(방위산업 및 항공 분야 복잡재료 전문기업)와 협업하기로 전격 결정

“불과 몇 달 사이에 ASTI를 통해 여러 융·복합 협력사례를 만들 수 있었습

했다고 한다.

니다. 비단 저희뿐 아니라 ASTI 모든 회원사들이 협업사례를 도출해 강소기
업으로 점프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일화성이 올해 말 울산광역시

“유기물인 에폭시에 무기물을 적절히 혼합하면 강도와 내열성, 유연성이 향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새로운 공장을 준공합니다. 규모는 3배, 생산능력은

상된 첨단 소재를 만들 수 있는데, 고령토에는 양질의 무기물이 다량 포함

5배가 되는데요. 그만큼 KISTI&ASTI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해질 겁니다. (주)

돼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고령토RIS사업단은 이미 고령토를 나노(머리카락

제일화성이 세계 최고의 에폭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굵기의 약 10만분의 1) 단위로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저희

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Jeil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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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슈퍼컴퓨터 교육 일정

문의처
- 사업관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반인력팀
신선미 Tel) 042-710-1336 / E-mail) now@nipa.kr

Linux

- 전산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서비스팀

- 일시 : 12월 11일

Tel) 042-710-1727

- 내용 :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환경설정(shell,
compiler 등), Tachyon2에서 사용할 환경설정 변경방법

펄 펄 뛰 는 공 지

MPI

2013년도 제6차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 대상과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 일시 : 12월 12일 ~ 12월 13일
- 내용 : MPI 개념 및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1:n, n:1, n:1 통신을 수행하는 Collective Communications 예제
프로그램 코딩·실행, Derived Data Type을 통해 사용자 정
의 자료구조를 사용하는 방법, Virtual Topology 예제 프로그
램 수행, FDM 예제를 통한 경계값 통신관련 실전코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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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 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
발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
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을 지원
지원 대상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기술 경쟁력을 획
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
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 대상 과제
분야

과제명

지식 제조업의 서비스화 지원
서비스 프레임워크 개발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 신규선정 공고

조선

현존선 대상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
설치(BWTS Retrofit)를 위한 엔지니어링
핵심기술 개발

기술료

기술료

비징수

비영리
기관

징수

제한 없음

사업목적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규모 및 기간

재외 한인 인재를 유치해 기술경쟁력 향상 및 기술경영 역

구분

량강화

예산

지원 분야 및 대상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 국내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연구개발 또는 기술경영을 위해 재외 한인인재를 유치하는 국
내 중소·중견기업에 최소 1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해당 인재
의 인건비와 체재비를 지원
- 인건비 : 연 1.5억 원 이내
- 체재비 : 왕복항공료, 주택임차료, 국제이주비, 자녀교육비

신산업
500백만 원

주력산업
800백만 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 등
록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
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전산접수기간 : 11월 14일 ~ 11월 20일 18시까지
- 신청서 접수기간 : 11월 18일 ~ 11월 20일 18시까지
- 신청서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접수방법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로그인 후

1544-6633, 02-6009-8212~9)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 이용
- 접수마감 : 2013년 12월 13일(금) 17시까지

문의처
- 평가총괄팀 Tel)02-6009-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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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I 소식

2013 제4회 면역증진신약개발지식연구회 개최
KISTI 경인지원은 지난 10월 11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2013 제4회 면역증진신약개발지식연
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회는 KISTI 고성능바이오컴퓨팅팀 안인성 팀장의 ‘가상세포응용시스
템을 활용한 면역질환 개발전략’, 아주대학교 윤성화 교수의 ‘대사과정을 이용한 신약 개발현황 및
전략’, 이노뉴트리바이오(주) 정광호 대표의 ‘면역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전략’, (주)이엔에스코
리아 양경열 이사의 ‘유기농 화장품 신제품 개발전략 및 성공사례’, KISTI 경인지원 정명동 팀장의
‘지식연구회 운영 및 성과’라는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2013 서울 ASTI 지식세미나, 운영위원회 개최
KISTI 서울지원은 지난 10월 10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R&D 전략수립과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2013 서울 ASTI 지식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카
툰경영연구소 최윤규 대표의 ‘창조경제시대의 상상력 코드’, LG전자 특허센터 최정권 부장의 ‘국
제특허 분쟁 시 Licensing 및 Litigation 전략’, 게이트벤처 홍성도 대표의 ‘R&D기획 및 기술로드맵
중심 벤처·중소기업지원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KISTI 기술기회연구실 이혁재 책임연구원의 ‘성
공적인 R&D를 위한 경쟁정보 분석시스템 활용’이라는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2013 서울 ASTI 운영위원회’도 열렸다. 운영위원회는 카운경영연구소 최윤규 작가의 ‘창조경제시대의 핵심-상상력
코드 지식특강’, KISTI 서울지원 이일형 책임연구원의 ‘2013년도 서울 ASTI 활동 현황’, KISTI 서울지원 이준우 지원장의 ‘서울 ASTI 위원명부
정비 및 ASTI 활성화’라는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2013 제3회 가치혁신지식연구회 개최
KISTI 서울지원은 지난 10월 11일 (주)윕스에서 ‘2013 제3회 가치혁신지식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회는 비전인사이드 구본곤 대표의 ‘PCT 조사분석을 통한 유망자유기술 도출방법’, (주)지상 김
영기 대표의 ‘유망자유기술의 도출을 통한 중소기업 가치혁신 전략’, KISTI 서울지원 이준우 지원
장의 ‘성공적인 R&D를 위한 경쟁정보분석시스템 활용’이라는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또 유망자유
기술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실제 사례를 통한 지속적인 분석과 각 기술 분야별 단계적 연구에 대
한 활발한 논의도 이어졌다.

제9회 해양플랜트기자재지식연구회 개최
KISTI 부산울산경남지원은 지난 10월 18일 부산테크노파트에서 ‘제9회 해양플랜트기자재지식연
구회’를 개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8개 기업 CEO와
KISTI, 부산테크노파크, 해양대학교,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원기관 관계
자 20여명이 모인 이번 행사는 한국선급 인증원 제품인증팀 류창열 팀장의 ‘Oil Major Vender 등록
지원서비스’라는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류 팀장은 “조선기자재 국산화율이 80~90%에 달하는데 비해 해양플랜트기자재(고정장치, 회전
기계, 배관 및 밸브, 전기 계장, 패키지 등)의 국산화율은 약 20% 정도로, 매년 수조원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양플랜트기
자재 개발에 성공한 뒤 Oil Major(발주처) Vender로 등록해 수출루트를 뚫을 수 있는 방법과 이를 위해 한국선급 인증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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