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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가 만드는
과학기술정보 전문 매거진

이야기가 있는 풍경

혹서가 지나고 태풍도 잔잔해질 쯤의 어느 날.
하늘 색깔은 깜짝 놀랄 만큼 순식간에 변해 버립니다.
하늘에 커다란 우물이 생기고,
그 안에 그리움 가득한 청색 물감이 채워집니다.
바로 그때부터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리움이 차오릅니다.
코스모스가, 단풍이, 서늘한 바람이 마음의 흔들림을 재촉합니다.
가을의 아름다움은 청색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아마도 지난날의 그리움은 가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가 봅니다.

지 식 정 보 인 프 라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14

통권

20

호

20
02
04
06

2005_10 www.kisti.re.kr

Contents

10
14
20

24
25

34
38

60
62
66

82
86
90
92
96
100

이야기가 있는 풍경
연구원 자녀 초청 // 꿈과 희망을 심자
KISTI News Special //

06

한국인의 평균 얼굴은 나와 닮았을까?

08

4년간 사용자 니즈 표준화“KISTI-ACOMS Ver.2.0”개발

KISTI News in News
스페셜 섹션 // 세계최초의 환형 국제과학기술협업연구망‘글로리아드’개통
과학향기 //

20

백두산 천지의‘괴물’
은 정말 있을까?

22

뇌는 영생을 꿈꾼다

심층테마연구 // 지역기술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KISTI 클러스터 협의회
전문가 기고

25

KISTI 클러스터 협의회를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방안

28

지역혁신클러스터와 KISTI의 역할

지구촌 과학기술 투데이
연구원 기고

38

지역 기술혁신주체와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성과확산 모델

44

미국 UCSD CONNECT 프로그램을 통해 본 한국 지역 클러스터 연계활용 방안과 기술혁신

52

지역, 산업, 정책 클러스터의 생성배경과 특성

알기쉬운 과학용어
주요 과학기술 정보기관 // ISTIC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최근과학기술동향 //

66

초전도현상과 그 응용기술 현황

70

마이크로 조립시스템

74

국제특허기술전시회 참가로 본 북한 신기술 동향

I LOVE KISTI // 인생의 제2라운드 그리고 KISTI
Focus in 이사람 // 김재수 책임연구원·정보시스템부 표준화기술지원실
똑똑씨의 과학콩트 // 가을은 kiss의 계절
가은소 // 그윽한 꽃차향에 가을을 담아‘공주 영평사’
만나고 싶었습니다.
재미있는 과학상식

계간 : 지식정보인프라 | 발행일 : 2005년 10월 15일 | 등록번호 : 대전바-01039 | 통권 : 제20호 | 발행·편집인 : 조영화 | 발행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디자인·인쇄 : 디디컴
본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52 | 전화 : 042)828-5114 | 팩스: 042)828-5092 | 분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 전화 : 02)3299-6114 | 팩스 : 02)3299-6244

92

| 연구원 자녀초청 |“꿈과 희망을 심자”

연구원자녀초청

꿈과 희망을 심자
사진 _ 김양희·대외협력과·pr@kisti.re.kr

지식정보인프라 | 통권 20호 | 2005. 10 _ 4

아빠,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
귀여운 꼬마 친구들이 찾은 엄마 아빠의 연구원.
슈퍼컴퓨터도 보고 신기한 안경 쓰고 입체영상도 봤다.
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다니, 정말 어깨가 으쓱한다.
다른 연구원에 가서 엄청 큰 텔레비전이랑 로보트도 보고 하늘 위를 떠다닌다는 위성도 봤다.
친구들한테도 꼭 자랑해야지.
그리고 음… 나도 이 다음에 크면… 과학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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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News Special

KISTI,
시신 100구 평균값으로
‘한국인의 남·녀 평균 얼굴’
제작해 화제

수치와 더불어 뼈와 피부의 무게중심과 관성주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첨단 평균화 기법을 고안,
자연스러운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평균값을
완벽하게 표현한‘한국인의 평균얼굴’
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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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은‘한국인의 남·녀 평균얼굴’
을 제작해 지난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열린
‘2005 대한민국 과학축전’
에 전시했다.
이번에 제작한‘한국인의 남·녀 평균얼굴’
은 지난해 우리 연구원이 가톨릭의과대학 응용해부연구소와 함께 남·
녀 시신 각 50구를 1mm 전신 CT 촬영해 얻은 의료영상을 슈퍼컴퓨터로 평균화해서 만든‘한국인의 표준 인체골
격모델, 디지털코리안’데이터를 이용한 것이며, 새롭게 고안한 첨단 평균화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지난해 8월에 만들어진 디지털코리안은 현재 과학기술 R&D 기관과 산업체 등에 무료로 보급돼 국가 산업 전반에
인간공학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적극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얼굴의 겉모습만 평균화 한 사례는 많았으나, 피부 안쪽의 골격과 피부두께, 물성까지를 총체적으로 종합
해 평균화 한 것은 세계적으로 이번‘한국인의 평균얼굴’모형 제작이 처음이다.
눈확의 위치, 광대뼈가 튀어나온 정도, 콧구멍의 위치 등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 3차원 입체물의 경우, 수치의 평균
값만을 단순 조합하는 방법으로는 전체적인 형태적 특징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면서 평균화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기존에 평균화했던 얼굴 형상들이 매우 부자연스러웠던 것도 수치평균만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원과 가톨릭의과대학 응용해부연구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치와 더불어 뼈와 피부의 무게중
심과 관성주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첨단 평균화 기법을 고안, 자연스러운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평균값을 완벽
하게 표현한‘한국인의 평균얼굴’
을 제작했다.
정보포털실 이상호 실장은“한국인의 평균얼굴은 의류, 안경, 스포츠 용품 등 평균치수가 필요한 산업분야는 물
론 성형수술 등 얼굴과 관련된 의학적 치료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앞으로 전신 평균모델을
제작해 한국인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 인체공학적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울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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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사용자 니즈 표준화

“KISTI-ACOMS Ver.2.0”개발

우리 연구원은 학술논문관리자동화시스템“KISTIACOMS Ver2.0”
의 개발을 마치고 지난 9월 21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제품발표회를 가졌다.
KISTI-ACOMS란 논문투고와 심사, 검색, 회원관
리, 학술대회 관리 등 학회의 학술활동을 웹상에서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술논문관리
자동화시스템으로, 지난 2002년 Ver.1.0을 개발해
100여개의 학회에 무상으로 보급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KISTI-ACOMS Ver.2.0은
지난 4년간 Ver.1.0 사용자들로부터 수렴한 수천
가지에 달하는 요구사항을 일일이 분석하고 표준화
해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95% 이상 충족시킨 학
술논문관리자동화시스템으로써, 학회가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개별 학회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안
하는 Customizing 작업을 거의 할 필요가 없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을 위한
“영문시스템”
을 제공해 국내 학술지가 SCI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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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 가지에 달하는 요구사항을 일일이 분석하고 표준화해 사용자들의

”

요구사항을 95% 이상 충족시킨 학술논문관리자동화시스템

격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학회활

정이며, 앞으로 국내 600여개 과학기술 학회 전반

동의 글로벌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이메일

으로 보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과 우편에 의존했던 기존의 외국인 투고·심사의

또, KISTI-ACOMS Ver.2.0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불편함도 획기적으로 줄였다.

연결된 개별 학회들의 학술정보는 자동으로 KISTI
한 곳에서 취합돼 일괄 유통되기 때문에, 국가고유

그 밖에“유사문서검색기능”
을 추가해 투고논문이

학술정보의 유통과 확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

학술정보 포털사이트인 ‘과학기술학회마을

으로 예상된다.

(society.kisti.re.kr)’
에서 검색 가능한 380개 학회
의 발표논문 또는‘yesKISTI(yeskisti.net)’
에서 확

우리 연구원 강무영 국내정보실장은“아직까지 대

보하고 있는 약 4900만 건의 자료와 중복됐는지 여

부분의 학회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

부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도록 했으며,“자동메일 및

문에 원활한 학회활동을 위해서는 학술논문관리자

휴대폰 SMS 메시지 발송 기능”
을 추가해 논문투고

동화시스템의 무상지원이 필수적이다”
라고 전제하

에서 심사, 최종 논문 제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고“KISTI-ACOMS Ver.2.0의 확대 보급은 학회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학술정보의 양적·질적 수준을 빠르게 향상시킬 것

또, 기술별·지역별·월별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한

이며, 정보화시대 국가 경쟁력의 기저인 과학기술

논문 발표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술활동의 편

지식국력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

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된다.”
고 말했다.

우리 연구원은 지금까지 KISTI-ACOMS Ver.1.0
을 공급한 100여개 학회는 물론 올해 말까지 90여
개 학회를 추가로 선정해 Ver.2.0을 무상 제공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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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Grid 2005’
에서 첨단 그리드 네트워킹 기술 전 세계에 선보여
우리 연구원은 지난 9월 26일부터 나흘간 미국 샌디에이
고에서 개최된“iGrid 2005”에 참가해, TByte급
(1TByte=1024Gbps)의 천문 우주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한국현지에서 대회장으로 전송하고, 우리 연구원 강당에
서 촬영한 HDTV급 고화질 영상을 압축과정 없이 대회장
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등의 최첨단 그리드 네트워크 기술
을 선보였다. 이번 시연은 우리나라가 핵심멤버로 참여하
고 있는 10Gbps급 국제과학기술협업연구망인 글로리아
드(GLORIAD)를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우리의 첨단 그리
드 네트워킹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과학기술
선진국들 앞에서 직접 증명하는 의미 있는 시연이었다.

>
>>
> 아돌포 까라피 주한 칠레대사 방문
지난 9월 26일, 아돌포 까라피(Adolfo Carafi) 칠레 대사
가 우리 연구원을 방문했다. 아돌프 대사는 우리 연구원의
업무를 설명 듣고 슈퍼컴퓨팅센터, 첨단과학기술연구망
등 주요 과학기술인프라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우리 연구
원이 구축하고 있는 정보유통과 초고속네트워크 등 과학
기술인프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어 대사는 조영
화 원장과 과학기술인프라에 관한 한·칠레간 업무협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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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11월 부산 APEC 정상회담
참석차 한국에 오는 리카르도라고스 칠레 대통령이 대덕
연구단지를 방문할 것임을 시사했다.

>
>>
> 조영화 원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자문위원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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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는 우리 연구원 조영화
원장을 제9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 수여식 및
1차 자문회의를 열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는 헌법
상의 대통령 자문기구로써, 자문위원에 위촉되면 중요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소임을
맡게 된다. 조영화 원장은“과학기술 발전을 국가 성장동
력으로 삼고자 다방면에 걸친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참여
정부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8월 12일부터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에서 열린“2005 대한민국과학축전”
에 참가해 우리 연구
원을 홍보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한국인의 표준
인체골격모델’데이터를 첨단 평균화 기법을 사용해‘한
국인의 평균얼굴’
로 제작 전시해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조선일보와 KBS를 비롯한 20여개 언론사가 뜨거운 취
재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외에도 Korea@Home, 북
한과학기술네트워크, KISTI의 과학향기 등 다양한 사업
이 소개되었으며, 오명 과학기술 부총리와 염홍철 대전시
장을 비롯한 만여 명의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연구원의 부스를 관람 했다.

>
>>
> 제2차 아태지역 그리드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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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5년 대한민국과학축전, KISTI 부스 대성황

우리 연구원이 주최하고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제2차
아태지역 그리드 워크숍(AP Grid Workshop)”
이 지난 9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AP Grid Workshop
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고성능네트워킹으로 연결해 그리
드 기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APEC TEL APGrid”구
축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아태지역 25개국의 최고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연
구원은 한국의 첨단 그리드 기술을 소개하고, 아태지역의
그리드 기술 보급과 확산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
>>
> 국제과학기술협업연구망(GLORIAD) 개통
지난 8월 1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네덜란드
등 6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10Gbps급 광통신으로 연
결하는 세계 최초의 환형 국제과학기술협업연구망인 글로
리아드(GLORIAD)가 개통됐다. 이로써 국내 연구자들은
고에너지물리, 핵융합에너지, 천체우주, 대기기상, 생명과
학 등 글로리아드와 연동된 거대 국제협업 프로젝트에 주
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
R&D의 속도와 수준도 빠르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국내 연구자들은 우리 연구원이 운영하는 국가연구망
(KREONET)에 접속해 글로리아드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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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사간 상생을 위한 2005년 노사합동 연수
노사간 단합을 통해 연구원을 발전시키자는 취지 아래
지난 9월 2일부터 삼일 간 노사합동“노사관계 발전 공동
세미나”가 금강산에서 개최됐다. 2001년 KORDIC와
KINITI의 통합으로 출범한 우리 연구원은 이후 두 기관
노동조합을 성공적으로 통합해 타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
이 되기도 했으며, 지금까지 노사간 상생의 원칙 하에 협
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는 노사 대표 각
15명씩 30명이 참석했으며, 임금피크제, 직원 복지후생
강화, 과기노조 10대요구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발
전적인 방안들을 다수 도출했다.

>
>>
> KISTI 해외홍보 활발해져
우리 연구원의 해외홍보가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9월 26
일에는 호주 골든코스트에서 열린“APAC ’
05”전시회에
참가하여 슈퍼컴퓨팅 및 그리드 컴퓨팅 연구 사업,
Korea@Home 사업의 연구 성과를 전시해 아시아를 비
롯한 유럽, 미국 등지의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고, 9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전 세계 e-Science
관련자들이 모여 협력방안을 찾는“UK e-Science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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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s Meeting”
에 참가해 우리 연구원의 e-Science
현황을 소개했다. 또, 오는 11월 12일부터는 미국 시애틀
에서 열리는“SC2005 KISTI Supercomputing Center”
전시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
>>
> 연구원 자녀 초청 과학체험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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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은 지난 8월 26일, 직원 자녀 중 초등학생들
을 초청해“꿈과 희망을 심자”
라는 주제로 과학체험 행사
를 실시했다. 우리 연구원에서‘과학자가 되려면?’
이라는
재미있는 과학강연을 듣고, 첨단 연구장비인 슈퍼컴퓨터,
과학기술연구망, 몰입형가상현실시스템 등을 견학한 자녀
들은 전자통신연구원의 첨단 전자통신 장비와 항공우주연
구원의 아리랑 위성 2호기 등을 관람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으며, 아빠 엄마가 수행하는 연구를 직
접 보고 듣고 이해함으로써 부모님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지난 9월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BIOINFO
2005”
에서 결의된“한국 BIT 연구기관협의회”
의 초대회
장으로 우리 연구원 조영화 원장이 선임됐다. BIT 관련
7개 연구기관과 한국생물정보학회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앞으로 각 기관 간 긴밀한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중복
업무 조정, 기술·인력·DB 교환 등 다양한 업무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며, 이들 기관이 생산한 BIT 관련 첨단기술
과 연구 인프라는 산·학·연에 이전 돼 줄기세포, 신약개
발, 맞춤형, 생명농업 등 BIT 기술이 적용되는 다양한 응
용연구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
> 2005 KREONET & SnT-SEC Joint Workshop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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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 연구기관 협의회’초대회장에 조영화 원장 선임

우리 연구원은 지난 10월 13일부터 3일 간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제주 그랜드호텔에서“KREONET & SnT-SEC
Joint Workshop”
을 개최했다.‘KREONET 기반의 첨단
응용 연구 환경 구축 및 활용과 과학기술 정보보호’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2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보안 침해사고 대응기술, 최신 웹 보안기술, 네트
워크 관리 및 국내외 첨단 연구망 엔지니어링 기술 등 초
고속연구망과 정보보호에 관한 다양한 정보 교류를 하였
으며, 세계적인 정보통신 및 보안 전문가의 초청 강연을
통해 참가자들이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최신기술
정보도 제공했다.

>
>>
> 2005년 신입직원 교육 연수
우리 연구원은 지난 7월, 2005년 상반기 신입소원 공개
채용을 실시해 높은 경쟁을 뚫고 선발된 18명의 석·박
사급 재원들을 채용했으며, 7월 26일부터 3일간 한국생
산성본부 주관으로 남한강 연수원에서 신입소원들을 대
상으로 직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 연수를 통해 신입소원
들은 우리 연구원의 업무를 파악하고 비전을 공유하였으
며,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할 다양한 업무수행능력
의 기초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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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일 우리 연구원 국가연구망(KREONET)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핵심국으로 참여하는 국제과학
기술협업연구망 글로리아드(GLORIAD)가 개통됐다.
글로리아드란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네덜란드 등 6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10Gbps급
광통신으로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환형 국제과학기술협업연구망으로, 국내 연구자들은 우리 연구원이
운영하는 국가연구망(KREONET)에 접속함으로써 글로리아드를 활용할 수 있다.

』

글로리아드의 개통으로 이제 국내 연구자들은 글로리아드와 연동된 거대 국제협업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 R&D의 속도와 수준도 빠르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적 공동협업 필요성 대두

간 연결이 쉽지 않고 전송구간 단절 등으로 인한 데이터 손
실의 위험이 비교적 컸다.

과학기술 R&D의 주기가 짧아지고 학제간 융합과 R&D의
거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계적인 공동연구의 필요성은

이에 비해 글로리아드는 ① 최초로 전 세계를 단일 네트워크

날로 급증하고 있다.

로 연결함으로써 국가간 1:1 프로젝트는 물론 많은 국가가

이러한 연구 환경의 변화는 사이버 상에서 대용량 정보와 첨

참여하는 거대 프로젝트도 빠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단 연구기기, 연구인력 등을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R&D

됐으며, ② 연구망 전체가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세계 최

효율성을 수십 수백 배까지 높일 수 있는 사이버 국제협업

초의 환형 연구망이기 때문에 구간단절이 일어날 경우 데이

환경의 구축을 가져오고 있다.

터를 거꾸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손실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는 점 등 획기적인 장점들을 갖고 있다. 특히 정확성과 정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환형 연구망

성이 생명인 R&D 데이터의 경우 전송지연이나 단절이 기술
개발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제적 환형 네트워

그러나 현재 연동되고 있는 미국-유럽 연구망(TransLight/

크의 구축은 전 세계 연구개발 패러다임에 매우 큰 영향을

StarLight)나 미국-남미 연구망(WHREN) 등의 경우, 다국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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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opening for Big

고에너지물리,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 등
주도적 참여

GLORIAD

이것은 곧 글로리아드 개통을 통해 우리나라가 핵융합발전
의 원천기술국 지위를 확보하고, 세계적인 핵융합발전기 건
설사업에도 적극 진출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 진다는 것을

글로리아드 개통으로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은 그동안 활동

의미한다.

이 미비했거나, 참여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던 대형 국제
협업 프로젝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3. 국제 가상천문대 프로젝트

점이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알아본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천문관측자료를 DB화하고 표
준화하는 국제 가상천문대 프로젝트는 2008년 완공 이후,

1. 고에너지물리(HEP)

매년 10PB 정도의 데이터를 생성할 계획이다.

고에너지물리는 과학기술 R&D 발전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글로리아드의 개통으로 가상천문대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모든 나라가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이나, 천문학적 가격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매우 방대한 양의 천문

의 연구장비와 여러 나라에 분산시켜 저장해야 할 정도로 방

관측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실시간 관측을 통한 국

대한 대용량 정보로 인해 국제적인 협업이 필수다.

제 협업연구 또한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세계에서 한대뿐인 스위스의 광입자충돌가속기 실험의 경우

이를 통해, 개별 응용연구의 경우 많게는 2년 정도까지

현재 60개국 6,000여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2007년경에는 10PB(PetaBytes, 1015) 정도의 실험데이터

있다.

가 생성될 예정이다.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국제연구망을
통해 이 자료를 받아 연구를 할 경우, 데이터를 받는 데만

4. 의료과학 분야

6~7년이 소요돼 연구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으나, 글로리아

글로리아드 개통으로 의료분야에서도 임상경험, 의료정보

드를 통하면 8개월 정도면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의 기초과

등을 공유하고 고가의 의료기기를 공동 활용하는 국제협업

학 수준이 빠르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데이터는 고도로 정밀한 대용량 데이터가 대부분이고,

2. 국제 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ITER, International
Thermo nuclear Experimental Reactor)

사이버 원격의료의 경우 HD급의 초정밀 영상이 요구되기

핵융합발전은 1g의 원료로 석유 8톤의 에너지를 낼 수 있을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도로 에너지 생산효율이 뛰어난데다 원료의 고갈이나 환

또, 선진국 의료진들과의 국제협업연구를 통해 국내의 의료

때문에 10Gbps급 글로리아드의 개통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

경오염 걱정 또한 전혀 없어 인류의 마지막 에너지원이라고
불린다.
ITER은 한국, EU,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6개국이 공
동으로 인공태양을 만들어 핵융합에너지를 개발하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프로젝트로, 핵융합실험로의 건설에는 총 10
년의 기간과 50억 달러의 건설비가 소요된다.
글로리아드의 개통으로 앞으로 ITER 참여국 간 데이터 전송
속도가 수십 배 빨라지는 것은 물론 핵융합발전기 등 첨단 연구
기기의 공동 활용 또한 매우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글로리아드의 주요 참여 4개국이 ITER에도 참여하고
있어 연구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 2035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핵융합발전의 실용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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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도 빠르게 선진화 될 것으로 보이며, SARS와 같은 전

3년 뒤 40Gbps급 이상으로 증속

지구적 질병에 대응해 자국민을 보호하는 수준도 크게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에 의하면 5~6년 후에는 첨단 과
학기술 R&D로 발생하는 연구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5. 기후예측 시스템

100Gbps급 광네트워킹 인프라가 요구될 것으로 추정되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기상이변의 특성 상, 기후를

고 있다.

예측해 기상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업연구가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부는 2008년까지 일차적으로

필수다.

40Gbps급 이상의 국제 네트워킹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

글로리아드의 개통으로 방대한 양의 자료공유와 기후예측을

며, 계속해서 빠른 증속을 계획하고 있다.

위한 슈퍼컴퓨팅 자원의 공유가 가능해짐으로써, 앞으로 우

이지수 슈퍼컴퓨팅센터장은“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의 개통

리나라는 각종 지구기후변화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이 전국을 하나로 연결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면, 2005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년 글로리아드의 개통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계를 하나로

이를 통해 기상재앙과 지구 환경변화로 우리나라가 입게 되는

연결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글로벌 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학강국으로 자리매김 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보통의 경우 네트워킹 자원은 서비스 제공자가 일방적으로 규정한다. UCLP 서비
스는 이러한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써, 개별 응용연구의 특성에

1. Lambda Network Service(맞춤형 네트워크 서비스)

따른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람다 네트워킹’
이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에 필요한 속도로, 원하는 시간 안에,

UCLP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Web 환경을 이용해 자원조정에 드는 시간을 획

대용량의 데이터·음성·동영상 등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트워킹을 뜻

기적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UCLP 서비스 이전에도 사용자 중심의 네트워킹 자원

하며, 시스템에서 시스템까지 트래픽의 변화 없이 1:1 직통으로 연결되는‘end

조정 서비스는 있었으나, 통신사업자를 거쳐 회선 구축을 요구하고 승인을 거쳐

to end 컴퓨팅’
을 기본으로 한다.

서비스를 받는데 까지 보통 2~3달이 소요됐다. 그러나 UCLP 서비스는 이 과정

지금까지 천문, 기상, 바이오 등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분야의 국제협

을 Web 상에서 수 초 내에 해결함으로써 사용자가 R&D 경과에 따라 빠르게 네

업에 있어서, 네트워킹의 한계는 연구 성과의 지연과 성공률 저하를 가져오는 등

트워킹 자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실제로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일반 범용 인터
넷의 경우, 사용자가 몰리는 시간에는 속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데이터 손실률도

3. FastTCP 서비스(쾌속 전송 프로토콜 서비스)

커지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연구자들은 다른 연구원들이 인터

FastTCP는 일반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인터넷 데이터 전송 프로

넷을 사용하지 않는 밤 시간대를 이용해 자료를 주고받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토콜) 보다 2배 이상 높은 전송성능을 내도록 고안된 프로토콜이다.

그러나 람다 네크워킹을 이용하면 end to end 컴퓨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연구자들 간 협업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데이터 용량이 커짐에 따라

10Gbps급의 안정적인 속도는 물론 데이터 손실 방지와 보안성까지 강화되는

네트워크 링크 자체의 증속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의 성능향상 또

등 고품질의 네트워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 중요하게 대두됐다. 특히 광입자충돌가속기 실험이나 국제 천문관측 프로젝트 같
은 협업연구는 전 세계에 있는 연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분석 및 가시화

2. User Controlled Light Path(사용자 네트워크 자원조정 서비스)

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전송이 가능한 프로토콜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UCLP(User Controlled Light Path) 서비스란, 사용자가 Web 환경을 이용해 자신

FastTCP는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지연을 관측하고 인지해 개선

이 원하는 네트워킹 자원(대역폭, 회선구성, 다양한 인터페이스 등)을 조정해 사용

하는 방법으로 프로토콜 속도를 향상시켰으며, 앞으로 다양한 국제협업을 안정적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다.

로 운영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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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 네트워킹
전문가 좌담회
- 글로리아드 개통의 의의와
발전방향진단
정리 _ 이민선·초고속연구망개발실·mleeoh@kisti.re.kr
사진 _ 김양희·대외협력과·pr@kisti.re.kr

『

본격적인 국제 사이버 과학기술 R&D 시대를 열어 줄 국제과학기술협업연구망 글로리아드(GLORIAD) 개통을
기념해, 우리 연구원은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간 서울롯데호텔(소공동 소재)에서 세계적인 과학기술계
석학들과 함께‘글로벌 첨단 과학기술협업연구망의 발전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그 첫날인 9월 5일 우리 연구원은 전자신문사와 공동으로 글로리아드 개통의 의의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진단해 보는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우리 연구원 이지수 슈퍼컴퓨팅센터장의 사회로, 미국 글로리아드
사업책임자인 오크릿지 국립연구소(UT-ORNL) 그렉 콜(Greg Cole) 박사, KAIST 전자전산학과 전길남 교수,

』

세계 핵융합에너지(ITER)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러시아 쿠르차토프연구소(RRC" Kurchatov Institute) 벨리코프
(Evegany Velikhov) 소장, 중국 글로리아드 사업 책임자인 중국 전산망정보센터 얀 바오핑(Baopin Yan)
센터장, 세계적인 네트워킹 기업 VSNL의 디렉터 빅토르 헤다드(Victor Haddard)가 참가했다.

이지수 센터장 그렉 콜 박사님, 글로리아드를 전반적으로

전송에 적합한 패킷베이스드(packet based) 네트워킹과 대

소개해 주시죠?

용량 데이터 전송에 적합한 써킷베이스드(circuit based)를

그렉 콜 글로리아드의 전신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6Mbps급

데이터 특성에 따라 혼용함으로써 네트워킹의 효율성을 높

‘MIRnet’
다. 러시아 최고 과학기술자로 존경받는 벨리코프

일 수 있는 네트워크). 그러던 중 2004년 6월, 글로리아드

박사의 적극 지원으로 2001년에는 45Mbps로 업그레이드 됐

참여 의지를 적극 개진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조영화

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155Mbps로 업그레이드 됐다. 미국

원장의 편지가 기폭제가 되어 글로리아드의 한국참여가 가

과 러시아는‘MIRnet’
을 극동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시화되기 시작했고, 2005년 1월 미국 NSF(미국국립과학재

하던 중에 중국의 참여를 권고하는 비전문서를 작성, 이를 중

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 참여가 결정됐다.

국에 보냄으로써 3개월 만인 2002년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연

그리고 지난 8월 1일, 미-중-러-한 이렇게 4개국과 세계적

동이 가능해졌다. 이후 2004년 1월 미국, 중국, 러시아가 참여

인 네트워킹 강국인 캐나다, 네덜란드가 합류해 빅 글로리아

하는 리틀 글로리아드(Little GLORIAD)를 시작하게 됐다.

드가 탄생하게 되었다. 앞으로 글로리아드는 중앙아시아, 인

리틀 글로리아드의 구조는‘하이브리드 네트워크’
를 사용하

디아, 파키스탄 등의 아시아, 리비아 등 여러 나라로의 확대

기로 했다(하이브리드 네크워크: 비교적 적은 용량의 데이터

가 논의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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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센터장 이번‘글로리아드 개통 국제 심포지엄’행사

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네트워킹 수준을 맞춰야 한다.

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를 위해 다크화이버(dark fiber, 회선이 깔려있으나 아

그렉 콜 글로리아드의 중요 목표였던 10Gbps급 회선이 성

직까지 이용되지는 않은 광섬유 케이블)를 이용한 기술혁

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핵심참여 6개국의 공식적인 협력이

신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마무리되는 자리로써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얀 바오핑 무엇보다 과학기술협업연구 중심의 네트워크라는

전길남 한국에서는 중국과의 협력 차원에서 양국을 잇는 전

것이 차별되는 점이다. 현재 중국은 고에너지물리 분야에서

용회선이 필요했고, 글로리아드가 이러한 방안을 구축할 수

이탈리아와 협업하고 있는데, 그동안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돼 처음 시작하게 됐다.

어려움을 겪던 이 프로젝트에도 앞으로 글로리아드는 많은

또, 중요한 연구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활발한 협력을 가능케

도움을 줄 것이다. 글로리아드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가 특히

해주고, 더불어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리아드는 여러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완벽한 회

각국의 상호협력 또한 글로리아드가 갖는 중요성이라고 할

선이라고 판단하게 됐다.

수 있다. 글로리아드를 통해 전 세계가 많은 대화와 이해와

더불어 캐나다, 네덜란드 등 네트워킹 선진국들과 대등한 수

협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전 세계 과학기술자들 간

준의 네트워킹 구조를 갖게 된 것도 한국으로써는 큰 이득이

에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관계자

도 매우 긍정적이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이지수 센터장 얀 바오핑 박사께서 글로리아드가 과학기술
이지수 센터장 VSNL(Videsh Sanchar Nigam Limited)은

응용중심의 연구망이라는 차별성을 말해 주셨는데, 네트워

글로리아드의 주요 지원회사입니다. VSNL은 이번 글로리

크기술에서의 차별성은 어떤 것입니까?

아드 개통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렉 콜 세계 최초의 환형 네트워크라는 점, 고효율을 보장

빅토르 헤다드 아시다시피, VSNL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하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라는 점, 그리고 글로리아드를

연구망을 보유한 회사다. 글로리아드에도 매우 저렴한 비용

통한 응용연구 진행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으로 연구망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글로리아드가 그만큼 전

모니터링의 역량이 중시된 네트워크란 점이 특이한 점이라

세계 국제 협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국제협업망에 비해 응용연구의

문이다. 앞으로 글로리아드는 VSNL의 주요 사업인 연구 교

모니터링이 상당히 강조됐기 때문에 글로리아드는 향후 활

육망 등의 분야에 활발히 사용됨으로써 VSNL에게도 많은

용계획을 매우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는 네트워킹으로 평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받는다.

이지수 센터장 글로리아드가 다른 국제 협업망과 크게 차별

이지수 센터장 그렉 콜 박사가 얘기한 기술적인 특징들을 국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제 트랜드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벨리코프 글로리아드가 지원하는 응용의 규모가 다르다.

전길남 환형이라는 점은 많은 장점이 있으나 글로벌 백본으

예를 들어, 고에너지물리 분야의 경우, 스위스의 광입자충

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돌가속기 실험으로 2007년에는 10PB(PetaBytes, 1015)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는 세계적인 추세다. 글로리아드는

정도의 천문학적인 실험데이터가 생성될 예정이다. 글로리

ESnet(미국 에너지성의 국영네트워크)같이 응용연구 중심

아드는 이러한 대용량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이브

이거나 네트워크 엔지니어 중심의 연구망이 아닌 중간적인

리드 네크워크 같은 고효율 네트워킹 방식을 채택하고 있

네트워크, 즉 응용과 기술이 적절히 어우러진 네트워크라고

다. 또, 2035년 완성될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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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opening for Big

이지수 KISTI
슈퍼컴퓨팅센터장

벨리코프 러시아
쿠르차토프연구소장

얀 바오핑 중국
전산망정보센터장

글로리아드
그랙 콜 미국
사업책임자

GLORIAD

기업
빅토르 헤다드 글로벌네트워킹
VSNL 디렉터

전길남 KAIST
전자전산학과 교수

이지수 센터장 글로리아드 개통 이후, 당면 과제는 뭐라고

이지수 센터장 글로리아드에 있어서 한국의 중요성을 말씀

생각하십니까?

해 주십시오.

그렉 콜 써킷베이스드(circuit based) 네트워킹은 전용회선

그렉 콜 한국이 갖고 있는 고급 IT 인프라를 캐나다 네널

을 나눠 쓸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선 요구량

란드 등 네트워킹 선진국들의 인프라와 더불어 활용할 수

이 매우 많다. 이에 따르는 회선 확보가 중요한 당면과제다.

있어서 매우 기쁘다. 한국은 글로리아드의 새로운 기술

비용도 문제다. 현재 참여국들 간에 국제회선 비용을 함께

리더다.

나눌 수 있는 펀드를 조성 중에 있으나, 글로리아드 망을 통

벨리코프 한국의 탁월한 추진력은 매우 본보기가 될 만 하다.

해 ITER이 시작되고 대용량의 응용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핵심참여국들 만으로는 비용을 해결하기

이지수 센터장 한국과 공동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있습니까?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

벨리코프 핵융합과 플라즈마 분야를 공동연구하고 싶다. 구

하는 것이 시급하다.

체적으로는 한국에서 구축되고 있는 K star에 관심이 많

얀 바오핑 글로벌 연구망을 공동운영 하는데 생기는 문제를

다. 또, ITER가 완성되면 한국과 러시아 사이 에너지 관련연

해결해야 한다. 핵심참여 6개국을 통괄하는 종합 운영센터

구 분야에서도 많은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를 만들고, 글로리아드망 공동활용에 관한 체계를 수립하는

한다. 러시아에게 있어서 한국은 핵융합 연구를 통한 에너지

것이 중요하며 다른 국제협업망과 연계활용 하는 문제도 해

의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생각

결해야 한다.

한다. 또한 첨단 제조업관련 협업에 관심이 많다. 대형 선박

벨리코프 얀 박사의 말이 맞다. 글로리아드의 협력을 보다

이나 핵발전소건설 등에 협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노

공식화하여 ITER와 같은 그룹과 더욱 활발히 협업해야 하

분야에는 싱크로톤을 이용하여 나노소자 제작 등의 연구를

며, 그에 필요한 적절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특히 의료, 의약, 프로토닉, 기

이지수 센터장 향후 글로리아드를 이용하게 될 협업연구를

초과학분야, 지질물리학 등에서 글로리아드를 통한 협업은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망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필요로 하는 협업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실무자회의에서 향

그렉 콜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분야다. 특히 ITER은 중요 협

후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업 분야다. 또 한국의 첨단 IT 네트워크인프라와 다른 나라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해 발달한 미들웨어 등의 협력에 특히 관심이 있다. 그를

전길남 글로라아드는 6개국이 연결되어 서로의 자원이 될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국이 소유한 연구 자원을 공유함

의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또, 러시아, 중국, 한국이 공동 참여

으로써 새로운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고 있는 오크리지국립연구소(미국)의 뉴트론소스 프로젝트

또한 글로리아드는 글로벌네트워크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

의 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다.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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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천지의
은 정말

‘괴물’

있을까?

Cryptozoology

- 신비동물학의 세계
백두산 천지에는 정말 정체불명의 괴물이 살고 있을까?
얼마 전에는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천지 괴물을 실제로 중국의 한 연구원이
촬영했다는 보도까지 나와서 더욱 세인의 호기심을 자극했었다.

다른 나라에도 천지 괴물의‘사촌뻘’되는 존재들이 꽤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스코틀랜드의
네스호 호수에 산다는‘네시(Nessi)’
다. 네시는 중생대에 물에서 살던 수장룡‘플레시오사우루
스(Plesiosaurus)’
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미국 버몬트 주의 챔플레인 호수에 살고 있다는‘챔프(Champ)’역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
면 공룡과 비슷하다고 한다. 네시와 다른 것이 있다면 챔프는 이미‘벨루아 아쿠아티카 챔플래
이네시스(Belua Aquatica Champlainiensis)’
라는 학명을 갖고 있는데다가, 이 미지의 동물
고래와 사투중인“알키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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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호하기 위한 법까지 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백두산의 괴물”추정사진
- 중국인 촬영

진위여부로 아직도 논쟁중인
“네시(Nessi)”
의 사진

중국의 상징인 팬더 역시 1869년에 세상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화석으로만 남아 있던 신비의 동물이었고, 1994년 베트남에서
발견된‘부쾅(Vu Quang)’
이라는 소 역시 전설을 추적한 끝에
찾아낸 동물이다.
세계적인 애완동물‘햄스터’
도 고대 히브리 문서에‘집에서 우
리에 넣고 기르는 얌전한 시리아산 쥐’
로 표현돼 있던 전설 속
의 동물이었다. 1930년, 한 동물학 교수가 히브리 문서 속의
표현과 동일한 특징을 가진 어미 쥐 한 마리와 11마리의 새끼
쥐를 시리아에서 발견해 번식에 성공시킨 것이 바로‘햄스터’
의 기원이다.
신비동물의 연구는 과학과 신화, 전설과 미스터리, 판타지 등
의 세계를 넘나들 수밖에 없는 탓에, 자칫 사이비과학(Pseudo
Science)으로 몰리기도 한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지금껏 발견된 약 170만 종의 동식물, 미생
네시와 챔프 외에도 캐나다 오카나간 호수의‘오고포고(Ogo-

물, 균류 이외에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숱한 생물종들이 더

pogo)’
, 노르웨이 셀요르드 호수의‘셀마(Selma)’등이 세계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수가 최소 수백만 종에서 1억

적으로 알려진 호수 괴물들이다.

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언제든 전설속의 괴
물들이 세상 속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는 얘기다.

일명‘괴물’
로 불리는 미지의 생명체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
는 분야도 있다. 신비동물학(Cryptozoology)이 그것이다. 신

또한 하나의 동물 종이 오랫동안 멸종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

비동물학자들이 인간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은 밀림, 심해,

려면 개체 수가 최소한 500마리는 돼야 하기 때문에, 만약 괴

극지방 등을 열심히 뒤진 결과, 전설의 괴물이 현실세상으로

물이 존재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개체수를 찾을 수 있을지

나온 경우도 의외로 많다.

도 모른다.

깊은 바다에 살면서 작은 배를 통째로 삼켜버린다고 알려진 대왕

한 저명한 신비동물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분야 연구의 어

오징어가 대표적인 예다. 배구공만한 크기의 눈에 몸길이는 10m

려움을 토로했다고 한다.“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나는 괴물

가 넘으며, 지구에서 가장 큰 무척추동물로 알려진 이 오징어는

의 존재를 100% 확신한다. 하지만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엔

‘알키투더스(Architeuthis)’
로, 해저 1000m의 심해에 살기 때문

그런 게 실제로 있는지 상상할 수조차 없다. 그러다 일요일이

에 눈에 잘 띄지 않아 그동안 미지의 괴물로 인식 돼 왔다.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쉬고만 싶다.”
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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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는

생
영 을

꿈

꾼다

“영생불사”
는 모든 이들의 숨겨진 욕망이다.
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뇌를 다운로드
일본의 SF 애니메이션‘공각기동대(Ghost In The Shell)’
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인간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형이상학적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육체가 늙거나 병들어 죽는다 해도, 뇌에 있는 지식이나 추억 등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다른
육체로 옮기는 게 가능해 진다면, 인간의 정신은 영원히 살 수 있다.
과연 그런 일은 가능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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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 가디언지의 자매지인 옵저버에 흥미있는 기사가 실렸
다. 2050년이면 인간의 의식을 슈퍼컴퓨터로 다운 받아 저장할
수 있으며, 2075∼2080년까지는 이 기술이 널리 보급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육체의 죽음은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육체를 선택
한 다음, 의식을 옮겨 가면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뇌의 신경회로를 읽고 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이런 일은 가능하다. 모든 생명체들은 ATGC란 4개의 염기가
나열되어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미 인간은 슈
퍼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나열 순서도 밝혀낸 바 있다. 좀 더 과
학기술이 발전해 두뇌조직을 읽어내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인간의 의식을 다운받아 저장하는 것 역시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더불어 뇌를 능가하는 컴퓨팅 기술을 점치는 과학자들도 많다.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무

그러나 지금의 과학기술 수준에서만 본다면, 뇌의 다운로드는

한하게 진화할 수 있지만, 사람의 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상상에 불과하다.

가 결합된 채 조상들이 물려준 알고리즘을 영원히 사용해야 하

무엇보다 뇌에는 컴퓨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다. 뇌

기 때문에 진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2050년

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뇌

쯤 인간수준의 지능을 가진 슈퍼컴퓨터가 등장할 것”
이라는

속의 뉴런이나 시냅스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이면서 동시에 소프

게 일부 미래학자들의 진단이다.

트웨어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뇌는 컴퓨터보다 훨씬 더 많은
기억용량을 가질 수 있고 구조도 매우 복잡하다. 아직까지는 뇌

어쩌면 앞으로 100~200년 후에는 지능·창의력·복잡성이라

의 구조는 물론 뇌가 어떻게 사물을 보고 기억하는지, 어떻게

는 측면에서 컴퓨터가 인간의 두뇌를 능가할 지도 모른다. 슈

얼굴을 인식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조차 명확하게 풀리지

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인간의식을 이전할 수 있다는 상상 역시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거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설사 기술적으로 인
간의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풀어야 할 큰 숙제가

그러나 뇌의 베일을 벗기고 싶어 하는 과학자들의 연구는 계속

남아 있다.

되고 있다. 가장 큰 프로젝트는 지난 1993년부터 미국, 캐나
다, 독일, 일본 등 9개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뇌지도’

다른 사람의 경험과 의식까지 내려 받는다면‘나’
라는 존재가

작성 작업이다. 인간 게놈 지도처럼 수천억 개의 뇌세포들이

무엇인지,‘인간’
이란 무엇인지가 불명확해지는 것이다. 또 의

기능적으로 어떻게 연결된 것인지를 밝혀내는 이‘뇌지도’프

식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버그’
라도

로젝트가 완성되면 뇌의학 뿐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 지능적

일어난다면 그것은 인류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결국, 과학기

로봇산업 등 유관 분야 전반에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

술뿐만 아니라 철학과 윤리에 대한 이해와 논의도 함께 발전해

로 기대되고 있다.

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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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술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KISTI 클러스터 협의회
새로운 지식의 지속적 창출과 확산이 국가생존을 가늠하는‘지식
기반시대’
가 도래하면서 새롭게 지방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화 되어 교통 혼잡, 환경오염,
토지와 주택의 부족 등으로 시달리고, 반면에 지방은 인구와
자원의 유출로 정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과학기술 지식정
보 인프라 구축과 활용에 있어서도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과
지역간 격차는 날로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도 약화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과학기술지식정보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간의 발전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지식정보의 창출·유통·활용을 극대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혁신시스템과 지역혁신
시스템의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당위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번 호 심층테마연구에서는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 지역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지역혁신을 창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 ● ● ● ● 전문가 기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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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클러스터 협의회를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방안
글 _ 권장혁 교수ㆍ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부 항공우주공학전공ㆍjhkwon@kaist.ac.kr

1. 서론
현재 한국은 경제 규모, 국가 경쟁력 등 여러 면에서 세계

IT 분야를 필두로 발전을 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10위 정도의 국력을 갖게 되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기술력이

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중국과 비교하여 대부분의 분야에서 3~5년 정도의 격차의

불리어 질 정도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은 수많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이고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는 싱

은 개발도상국가와 제3세계에서 경제적인 모델이 되고 있

가폴보다 임금이 약간 높으며,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높은

으며, 1960년대 불과 몇 백 불에 불과하던 국민소득이

홍콩, 타이완보다 임금수준이 훨씬 더 높다.

2004년에는 14,000불로 올라서고 곧 선진국으로 도약하
려는 단계에 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05년 10월 5일 한국보
고서를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다. 그 보고

그러나 세계정세를 살펴보면 한국의 장래가 밝은 것만이 아

서에서 한국이 국민소득에서는 OECD 국가의 2/3 수준까

니고 여러 면에서 아주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지 왔으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0%에 불과할 정도로 비

있다. 현재까지의 이러한 결실은 90년대 중반까지의 값싼

효율적이며 OECD 국가의 소득에 도달하기 전에 조로(일

노동력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값싼 공산품을 수출함으로

찍 늙는) 현상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경제정책과

써 수출주도로 이루어졌고, 현재 한국이 기술력에서 아시

대학교육에 대해 충고하고 있다.

아에서는 일본 다음이라고 하지만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바

이러한 실정에서 한국이 선택할 길은 두 가지 밖에 없다.

탕으로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고 기술력에서도 우리와의 격

하나는 중국보다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고

차를 좁혀가고 있는 실정이며 인도도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다른 하나는 일본과 같이 기술 우위로 가는 길이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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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값싼 물건을 만드는 것은 엄청난 임금의 차이로 현재

명하다. 전 세계를 살펴보면 국민소득이 만 불 권에 있는

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갈 길

나라는 많지 않고 선진국으로 올라가든지 혹은 추락하든

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으로 도

지 둘 중의 하나로 한국으로서는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점

약하려면 온 국민이 합심하여 현재의 기술력을 더욱 발전

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KISTI에서 전국 5개 권역

시켜 나가서 과학기술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

별 과학기술정보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축한 것은 아주 적

으면 과거에 국민소득이 만 불을 넘었지만 현재 이삼천 불

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수준으로 전락한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을 것은 아주 자

2. 본론
과학기술정보 클러스터 협의회는 경쟁력 있는 산업에의 선

육비가 대기업에서는 1억 원이 넘고 중소기업에서는 거의

택, 집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맞

4,000만 원에 이르며 전체로는 8조 원, 전문대 졸업자를

춤형 과학·산업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따

포함하면 작년에 재교육비로 1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

라서 KISTI의 과학·산업 인프라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

하고 있다. 이는 엄청난 낭비요, 비효율성을 보여주고 있

하고 자문역할을 수행할 산학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며

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네트워킹과 슈퍼컴퓨팅 자원 제공 등을 통하여 산업 활성

인턴쉽 제도를 통해 대학과 산업, 대학과 지역 간의 협력

화와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을 지향하고 있고 또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러한 환경을 구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좋은 성과를 내기

에서 맞춤형 교육과정을 대학에 개설하여 즉시 활용 가능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과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한 인재를 대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이에 몇 가지 산학연 협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는 대학에 재정지원과 취업보장이라는 이점을 줄 수 있어
서로 win-win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첫째로 산학연 그리고 관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현재 연구동향을 보면 산업체 연구소와 정부 출연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아직 극히 미약하며 선진국의 사례

연구소, 그리고 대학 연구가 서로 중복이 되어 있고 각자

와 비교하여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

의 목적을 등한히 하지 않나 여겨진다. 대학은 교육과 기

실습을 강조하는 독일의 공학교육을 보면 대부분의 공과

초연구를 통하여 인력양성과 새로운 기초학문을 연구해야

대학에서 현장실습을 한 학기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

할 것이고 정부출연 연구소는 중장기 연구를 통하여 기업

다. 아헨공대에서는 기본현장실습 2개월, 실제 현장실습 6

체 연구소가 할 수 없고 나라의 장래에 필수적인 미래지향

개월이 필수과목이다. 산학협동체재를 보면 유명 기업체

형 연구를 해야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

연구소가 캠퍼스 내에 자리하고 있다. 다름슈타트 대학의

은 이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산학연을 유도하고 지원할

예를 들면 토목공학과에만 9개 연구소가 있고 학교 전체

수 있어야 하겠다.

에 200여 개가 넘는 연구소가 자리하고 있으며 지멘스, 바

둘째로 선택된 산업분야에 대해 산학연 그리고 관까지 구

이엘 등의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다른 선

체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은 산업체

진국에서도 이와 유사하다. 또한 미국의 NASA를 비롯한

는 산업체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선진국의 국가 연구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산학과의 협력관

관청은 관청대로 각각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 상공

계를 구축하고 있다.

회의소에 따르면 6,000여명의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삼성
에서 재교육 비용으로 800여억 원을 지출하고 있고 국내

셋째로 KISTI에서 구축한 과학기술정보 클러스터 협의회

업계 전체로는 2조 8,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한국

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정보교환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경영자 총협회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 한 명에 대한 재교

노력을 산학연 그리고 관이 경주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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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연구한 결과가 산업체에서 사용되어 제품이 나오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

고 널리 사용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인다. 대기업조차도 연구소, 대학에서 갖고 있는 새로운

보아 대기업체에서도 아직 저자의 분야인 전산해석을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현재 상황이 아주 어려운 중

용한 형상최적설계나 다분야간 최적설계(Multi-

소기업에서는 접근조차도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은 우수

dsciplinary Design Optimization) 등, 새로운 기술에

한 전문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가의 아주

대한 시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체에

큰 강점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전문 인

서는 새로운 형상에 대한 설계를 할 능력이 대부분 없으며

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산업체 그 중에서

전산해석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조차도 없는 경우가 대부

도 중소기업체에 이러한 강점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분인 실정이므로 이러한 기계 분야만이 아니고 전 분야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축된 과학기술정보 클러스

고려한다면 기술혁신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믿는다.

터 협의회를 이용하고 관에서 적극 이를 지원하여 효율성

예로서 어느 학회가 산업체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혹은

과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대기업체에서 사용되어지는 기술들을 제공할 의사를 나타
내고 산업자원부나 중소기업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에

마지막으로 현재 이공분야에 수많은 학회들이 있는데 이

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한 기업체와 중소기업체들에게

들이 산학협력을 주된 목표 중의 하나로 삼을 것을 제안한

소개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전문 인력들

다. 매년 수많은 연구와 논문들이 발표되고 게재되고 있지

과 맺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한국의

만 이러한 새로운 연구와 기술들이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

노동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은 불행히도 아주 미미하다. 연구를 위한 연구, 논문을 위

때 KISTI에서 구축한 과학기술정보 클러스터 협의회의 기

한 연구가 되어서는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고 어렵게 연

능인 과학·산업 인프라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네

구된 결과와 기술들은 산업체에 채택되어 상품으로서 사

트워킹과 슈퍼컴퓨팅 자원 제공 등을 통하여 산업 활성화

용되어야 참으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과학자들의 기쁨은

와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중국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였고 그
중에 2050년에 국민총소득(GNP)으로 미국을 추월하겠다
는 항목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9% 정도의 성장을 계속하
면서 현재 2030년대에 미국을 추월하리라는 예상이 나오
고 있다. 국가는 장기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이에 따
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분야가 이에 따른 중장기 목
표를 설정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산학연이 서로
합심하여 협력하면 가까운 장래에 국민소득이 OECD 국가
의 국민소득에 도달하는 것은 우수한 우리민족을 감안할
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림 1> 대전 과학기술정보 클러스터 협의회 (20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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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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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 지식정보인프라의 중심기관 역할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혁신정책들은 다양한 혁신 주체

수행하고 있는 KISTI가 5개 권역별 과학기술정보 클러스

들이 다양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술과 지식

터 협의회를 구축하였다. 이는 KISTI 클러스터 협의회를

의 유통과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한 학습을 통해 혁신

활용하여 KISTI가 갖고 있는 국가지식정보 인프라를 각

역량을 배양하고, 이를 토대로 한 지역혁신 및 지역산업육

지역의 전략산업에 맞게 지원하여 현재 정부 부처들과 지

성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혁신정책은 기

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내생적

술, 시장, 조직, 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전략적 접근

지역혁신 역량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과 현장의 관점이 새롭게 형

보인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하고 활발한 지역혁신

성되어야 한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해 나갈 지역혁신 거버
넌스가 형식적·제도적으로 모양을 갖추어 나가고 있고

이글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보 인프라 구축·지원기관인

일부 지역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KISTI가 지역혁신 클러스터 형성과 발전을 위해 담당하여

불과하다.

야 할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기업들의 혁
신 상황과 최근 참여 정부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

우리나라도 짧지 않은 지역개발정책의 경험을 갖고 있지만

양한 지역혁신정책의 배경을 간략하게 검토한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이 급속한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업단

현재 지역혁신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추진 중인 지역혁신클

지 육성 등 인프라에 집중되어왔으며 중앙집권적 하향식으

러스터 정책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KISTI

로 추진되어 지역의 혁신능력배양과는 거리가 멀었다.

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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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혁신의 시대
정부부처들과 지자체마다 다양한 지역혁신시책을 앞 다투

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어 시행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가

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고 인적자원을 집중 육성하여

균형특별회계 지역혁신계정사업만 34개에 1조 2,766억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한 산업화전략을 통해 주요 선진국 등

원, 지역개발사업은 113개 사업에 4조 1,977억 원에 달한

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따라 잡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심

다. 현재 진행 중인 지역혁신 계정사업을 살펴보면 산업자

화되는 국제 경쟁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원부의 4개 도시 전략산업육성 2단계 및 9개 지역 산업진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들과 신기술개발 경쟁을 해

흥,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 지역혁

야 하는 상황에서 외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외환 위기는

신센터(RIC) 등 12개 사업, 교육부의 지방대학혁신역량강

우리들로 하여금 지난 40여 년간의 급속한 산업화와 불균

화(NURI)사업을 비롯하여 4개 사업, 과학기술부의 지방

형 발전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과학연구단지 육성과 대덕 R&D 특구 사업, 중소기업청의

성찰과 새로운 발전 방향 설정과 이를 실천해 나갈 국가 전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벤처타

략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였다.

운 조성사업 등 11개 정부 부처가 34개의 지역혁신사업을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부처들이 새로운 방향의

이와 같이 거의 모든 정부 부처가 앞 다투어 지역혁신 정

정책들을 설정하였다. 먼저,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기존의

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

선진국 따라잡기를 위해 형성된 모방·학습형 기술혁신체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

제를 세계적인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 국가혁

력을 만들어나가야만 선진국의 지적재산권을 무기로 한

신체제로 전환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잠재력을 만들어

기술보호강화와 후발국들의 추격의 틈새에서 살아남을 수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정책 방향이 설정되었다. 또한 산업

있다는 현실에 대한 기업, 정부 및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

정책분야에서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하향식 산업육성 정책

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에서 벗어나 분권적 상향식 지역산업정책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혁신능력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것으

사실 한국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선진국들을 따라 잡은 대

로 정책 방향이 설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표적인 성공사례로 주목 받아 왔다. 한 학자는 한국의 기술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한 참여정부가 들어

력 수준과 주요 선진국들과 차이를 골프에서 한타 차이 정

서고 나서 국가혁신체제를 뒷받침할 지역혁신체제구축과

도라고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조선, 반도체,

국가 전략산업육성과 지역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구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 수준

체화되어왔다.

3. 기업혁신의 현주소
최근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발표한 기업들의 혁신실태 조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의 정부연구개

사 결과들은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업 혁신

발예산은 7조 원에 이르고 있어 정부총괄예산의 4%를 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제조

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총 R&D투자액이

업부문의 경우 우리나라 혁신 기업 저변이 경쟁국에 비해

2003년에 12조 원으로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취약하고 기술혁신 동기와 수행전략 사이에 부적합성이 크

매출액 대비 투자 비율도 2.64%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삼

고 혁신 성과물의 질적 수준도 크게 낮고 개발성과 보호전

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하이닉스반도체, GM대우

략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등 5개 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연구개발투자 총액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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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R&D투자 증가 폭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견상 매우 활발하나 내실화의 필요성이 큰 외부와의 공동

한 이 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협력은 독일처럼 인적자원의 상호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

투자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본, 독일과 마찬
가지로 인력과 자금 부족이 우리나라 기술혁신활동의 최

둘째, 우리나라 10인 이상 제조업체 가운데 제품 또는 공

대의 애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혁신 등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38%에 그쳐

또한 우리나라 혁신 기업들의 성과 보호 전략 또한 특허에

독일의 절반수준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평균에

치우쳐 있는 등 다양하지 못하며 독일과 일본에 비해 해외

비해서도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

특허 등록율이 크게 낮아 개발결과의 질적 수준이 낮다고

기업은 31%만이 기술혁신 활동을 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3년 기준으로 GDP의 57.2% 수준으로 제
셋째, 우리나라 기업들이 복잡다단한 혁신전략에 대한 이

조업의 2배에 달하는 서비스산업의 기술혁신 활동 수준도

해가 부족하여 기술 혁신 목적에 맞지 않는 추진전략으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응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

2001~2002 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에서 기술

은 일본과 유럽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제품혁신에 상당

혁신기업의 비중이 약 21%에 그쳐 유럽연합(EU) 평균인

한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공정혁신의 수준은 선진국보다

약 40%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업종

크게 낮은 곳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조업체

간 차이를 보면 기술혁신 활동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서비

들의 혁신의 동기는 일본, 독일 등과는 달리 제품혁신뿐만

스, 금융서비스 등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이 전통적인 서비

아니라 공정혁신 관련 목적들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혁

스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상당한 지역간

신의 동기와 추진전략의 불일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격차가 존재한다고 나타났다.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혁신 상황은 정부와 기업
들의 연구개발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주요 선진국 수준

사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 이르러는 등 기업들의 혁신 기반이 표면적, 수치상으로

현재 주력산업 분야가 첨단산업분야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상대국인 주요 선진국들

상대적으로 기술력보다는 규모나 자본력에, 신기술과 제

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혁신 활동이 낮다. 특히, 중

품혁신보다는 성숙기술과 공정 혁신이 경쟁력의 중요한

소기업, 서비스 부문, 지방 소재 기업들의 혁신 활동이 대

요소인 반도체, 철강, 자동차, 이동통신기기 등에 집중되

기업, 제조업, 수도권 소재 기업들에 비해 기술혁신 활동

어 있다. 이들 산업분야는 몇몇 대기업에 의해 과점되어

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기술 혁신기반을 강화시켜 나가

있으며 이들 대기업과 연관 중소기업들 사이의 협력관계

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혁

지난 40년간 대기업, 수도권, 제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

신 중소기업들의 영역인 기술 설계 및 디자인 등의 고부가

전략의 결과 취약한 중소기업, 서비스 부문, 지방의 기술

가치 분야와 주요 부품·소재나 기계·장치의 기반기술분

혁신역량이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벤처산업 육

야가 취약하여 성장의 잠재력이 약한 상황이다. 또한 매우

성, 지역혁신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크게 향상되지

짧은 기간 동안 주력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들의 축적

못하고 있다. 오히려 외환위기 이후 몇 년 동안은 대기업

된 기술혁신 경험은 전반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구조가 더욱 강화되고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불균
형 구조가 심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넷째, 기업들의 외부 협력에 의한 공동 개발은 일본이나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독일 등 경쟁국들보다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나가기 위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들이 지역

데, 이는 그간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산·학·

혁신클러스터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혁신역량구축과 배

연 공동협력을 적극 장려해 온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외

양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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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혁신클러스터 정책
정부의 지역혁신정책의 방향은 지역의 자생적 혁신역량강

등이 특정산업의 가치사슬을 따라 연결되는 네트워크체제

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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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으로 모아지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지역혁신정책 모형은 과학

혁신클러스터는 지속적으로 고용과 성장을 창출하는 첨단

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토개발

기술 혁신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연구원 등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진들에

및 제도적 혁신네트워크를 말한다. 클러스터의 원조 모형

의해 지역혁신정책의 개념과 실행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인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보스턴 지역의 Route128은 생명

조사 연구결과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공학,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의 혁신 중소기업들
(NTBFs), 스탠포드대학 및 MIT 등의 혁신 주체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혁신클러스터를 형성시

장성과에 어떤 양향을 미치는 가, 기업이 어떻게 기술혁신

키고 발전시켜 왔다.

활동을 수행하는 가,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기술혁신 과정

하지만 이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예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등의 질문들에서

를 들면 1970~80년대 군수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 벤

출발한 혁신체제(innovation systems)에 관한 논의와 특

처 캐피털, 기업에 유리한 세제 제도 등의 독특한 환경요

정 산업의 공간적 집적현상에 기반을 둔 산업클러스터론

인이 있다. 무엇보다도 새로이 창업된 신기술기반 혁신 중

및 네트워크이론 등이 그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소기업들이 창업기반 대학 및 모기업과 협력적 지식공유

거버넌스, 조직 등에 관한 이론과 사례 검토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또한 이들 창업기관인 대학과

지역혁신 거버넌스 모형이 제시되고 있다.

모기업들은 기술, 금융, 인력을 지원하여 첨단기술기업들
의 지속적인 혁신역량을 지원하고 이들 신기술기반기업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산업클러스트 형성을 통한 지역혁신

의 지역적인 집중은 지원기관들(예를 들면, 벤처 금융기

체제는 특정 산업에 가치사슬로 연관된 기업들과 이들 기

관, 법률 지원기관, 계약 연구 및 생산)의 성장으로 이어져

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기관(대학, 연구기관, 중개기관 등)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이렇게 개선된 환경 속에 새로

등이 특정한 지역에 집적하여 지식과 기술을 창출·활

운 신기술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창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용·확산하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 혁신주

형성하였다. 물론 이러한 혁신 클러스터에서 많은 기업들

체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집단학습을 통해 자생적 혁신 역

이 혁신에 실패하면 사라지는 메커니즘 또한 시스템의 중

량을 갖춘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요한 부분이다.

정준호 외(2004: 10)는 산업 클러스터를‘특정산업과 이에

이러한 미국의 경험과 이를 모방하고자 추진되었던 주요

연관된 산업 및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공간적으로 집

선진국들의 과학 공원(science park) 등의 경험에 대한

적함으로써,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를 토대로 학자들은 지역혁신 클러스터정책의 성공여

혁신을 창출·활용·확산하는데 용이한 환경을 갖춘 특정

부는 참여기업의 혁신 능력과 참여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한 지리적 집합체’
로 정의하고 있으며 혁신체제는‘기업 대

밀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혁신 클러스터에

학 연구소 등 민간 공공부문의 조직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

대한 기술, 시장, 조직, 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전략

술을 창출하고 확산·산업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적 접근 없이는 혁신클러스터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어렵

위해 혁신 주체들의 네트워크와 관련 부문을 체계적으로 정

다는 것을 선진국들의 성공과 실패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비 확충하는 일련의 시스템’
으로 정의하고 있다.

있다. 결국 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부족과 혁신 주체

윤윤규·이재호(2004: 2)는 혁신 클러스터를 기업의 생산

들의 참여와 연계가 낮을 경우 혁신 클러스터의 실패를 가

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협력업체, 대학·연구기관 등 지식

져오게 된다.

창출기관, 제품수요자,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중개기관

지식정보인프라 | 통권 20호 | 2005. 10 _ 31

KISTI

이론적인 측면을 보면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이 기업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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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테마연구

전문가 기고 [II] ● ● ● ●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의 급속

이러한 상황 인식위에 정부는 직접적 개입을 자제하고 클

한 산업화와 불균형 성장 전략의 결과로 지역의 혁신역량

러스터형성을 저해하는 시장과 시스템 실패에 따른 비효

이 매우 낮은데다가 혁신 지향적 중소기업의 비중이 낮고

율성을 제거하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자율적 거버넌스

대기업 중심구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협력 관

구축을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강조하고

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다양하고 활발한

있다. 차미숙 외(2003)은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는 중

기업간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가

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 등 다양한 기관간의 연계·조

장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나아가 대학과 연구기관의 산학

정·통합을 이룰 수 있는 체계와 제도적 수단과 아울러 지

협력활동의 비효율성, 다양한 지역 기술혁신 중개기관의

역사회 참여주체의 자율성, 참여의식 그리고 수평적 협력

역량 부족, 지자체의 제한된 정책 역량이 성공적인 혁신클

문화의 정립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러스터 형성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5.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축과 발전을 위한 KISTI의 역할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은 내부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렵다는 점, 이를 기업에 연결시켜주는 중개기관의 제한된

의 부서가 생산하는 정보와 지식은 물론 연구 기관 및 대

역량, 그리고 중소기업의 취약한 과학기술정보 수집·분

학 등 지식생산 기관들을 비롯하여 고객, 경쟁 기업, 협력

석·이용능력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 등 다양한 혁신 원천으로부터 공식, 비공식적인 채널
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탐색하고 이전하는 활동으로부터

우리나라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경영 자원의 한계로 기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 기술혁신의 중요한 원천인

업 외부의 과학기술정보를 탐색하는 기능이 약하고 조직

지식과 기술의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려면 기업간의 긴밀

과 시스템이 취약하여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여 기술혁신

한 상호연계는 물론이고 지식과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

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과학기술정보를

간 연계를 촉진하는 중개기능이 필요하다. 특히, 경영자원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술혁신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제약으로 기술 흡수 및 창출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

도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원과 관계를 지속하는 사례는 많

소기업의 경우 이들 기업들을 지식과 정보 창출·제공기

지 않고 주로 수요업체, 부품 설비공급업체 업종단체 등과

관 및 기업 활동 지원기관을 연결해 주는 중개기관의 역할

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과학기술정보에 접근하

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기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험만이 아니라 지식 유

술자문네트워크, 기술단지(TP), 창업보육센터, 업종협회,

통에 있어서 비공식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은 선진국

연구기술조직 등 다양한 중개기관들이 설립되어 중소기업

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실증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확산과 혁신 능력 배양을 위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KISTI는 현재 국가 과학기술정보 인프라구축의 중추기관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공동

으로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된 산업정보를 수집·분석·

기술개발 또는 장비대여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능력

관리하고 정보의 관리 및 유통에 관한 기술·정책·표준화

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혁신센터(TIC), 기술단지(TP), 창

등을 조사·연구하는 한편 슈퍼컴퓨팅 및 연구전산망 등

업보육기관(BI) 등 다양한 중개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

연구지원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여 많은 첨단기술기업, 대

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중개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학과 연구구관에 대한 지식정보와 연구지원 인프라를 지원

있는 중소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하고 있다. KISTI는 지역혁신클러스트 구축과 발전에 중

윤윤규·이재호(2004)는 기업지원 유관기관들이 중소기

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업들의 다양한 현장의 기술적 문제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

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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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는 대학, 연구기관 및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혁신능

주도 이용자들을(lead users)을 파악하고 이들이 KISTI

력을 갖고 있는 조직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 및 연구지원

의 지역시스템을 향상시켜나가는 주체로 형성시켜나가는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

것이 필요하다. 이들 혁신주도 이용자들이 클러스터에 적

편 적극적으로 타 혁신 주체들과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 클

합한 형태의 인프라와 서비스 내용을 개발하는 과정에 적

러스트를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혁신 능력을 배양

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한편 이들의 경험을 여타 기업으로

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산하는 채널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전
문
가
기
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KISTI의 지역서비스팀의
조사, 교육, 마케팅, 협력 등의 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이들

또한 지자체와는 물론 이들 혁신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

과 KISTI 내부의 관련 부서와 원활하고 긴밀한 협력 체제

식과 기술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기관들과의 긴밀한 연

를 강화하여 지역별 혁신클러스터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계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기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등의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

은 공식적 채널은 물론 다양한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
해 이전되고 확산된다는 사실을 반영한 전략이 필요하
다. 일반적으로 기업간, 기업과 지원기관들 사이의 지식

이용기관들의 혁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정도에 따라 다

유통은 사회적 과정이며 이의 출발은 상호이해와 신뢰관

른 접근의 방식을 개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대기업과

계 구축이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 기업간에도 혁신능력에 차이가 있

가능하다. 예를 들면,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기술 및

으며 이는 대체로 단계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이다. 혁신능

산업 부문별 이용자 모임(on-line과 off-line) 등을 활

력은 기술과 지식의 이용능력에서 신기술 및 지식창출능

성화하는 것이다. 또한 KISTI의 과학기술정보 클러스터

력으로 즉, 특정기술의 도입과 활용, 기술수용능력향상,

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혁신의 참여 주체들인 기

혁신 능력 배양의 단계적 과정을 거친다. 과학기술정보를

업, 대학, 지자체, 중개기관 등과의 다양한 공식 및 비공

이용하는 조직들의 혁신에 대한 수용 능력에 맞는 차별화

식 혁신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안

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로 혁신

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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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과학기술

Today

조류독감 돌연변이 충격 시뮬레이션

England

인간 대 인간으로 전이되는 조류독감 바이러스
가 발생할 경우,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감염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표됐다.

영국 임페리얼컬리지런던의 연구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H5N1로 알려진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인간 독감 바이러스와 유전자
를 교체하는 돌연변이를 일으켜 인간 감염성을 높이고 이것이 타인
으로 전이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중국, 캄보디아, 태국 등의 농촌에서 이러한
돌연변이가 발생할 경우 불과 3개월 내에 조류독감이 전 세계로 퍼
지며, 만약 엄격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1년 안에 전 세계 인구
의 절반이 감염된다.
그러나 독감발생 초기 단계에서 다행히 50명 미만이 감염될 경우, 감
염지역 인근의 2만 명에 대해 항바이러스 약품을 투약하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시킬 수 있으며, 학교와 업무지역의 폐쇄와 같은 다른 조
치들을 병행하면 60일 만에도 조류독감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진은 국제적으로 300만 개의 항
바이러스 약품을 저장해 조류발생 발생 이후 며칠 안에 전 세계 어
느 곳으로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WHO(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미 12만 개의 항
바이러스를 비축한 상태라고 밝혔다.
프랑스 영국 등 일부 나라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 제약회사에 항바
이러스제를 주문하는 등 자체적으로 조류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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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의 간암위험 감소 효과 재확인

JAPAN

커피가 간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기존
에도 증명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도
호꾸 대학은 무려 6만 명이라는 표본을 대상으로 10년 가까이 생활
습관을 추적해 커피와 간암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했고, 커피의 간
암예방 효과를 확실히 재확인했다.

연구진은 일본 성인 남녀 6만 명을 7~9년 동안 추적한 결과 지속적
으로 커피를 마신 사람은 커피를 가끔 마신 사람보다 간암 발생위험
이 29%정도 감소했으며, 전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는 42%정도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령,
알코올 섭취, 흡연 등 기타 요인들을 감안해도 마찬가지였으며, 특
히 간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커피의 간암예방 효과는 더욱 큰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커피와 마찬가지로 카페인 함량이 높은 녹차는 간암과 아무
런 상관관계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간암예방에 카페인 성분은 작용
하지 않는 것이 증명됐다. 그 대신 동물 실험 결과 커피 성분 중의 하
나인 클로로겐산이 간암예방에 효과를 내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커피가 어떤 작용을 통해 간암 발생을 줄이는지 그
정확한 경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커피가 간암예방에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나, 커피가 건강에 끼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간암 발생률을 줄이는 대신
또 다른 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파킨슨병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있는데 반해 단백질 호모시스테인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켜
심장질환을 야기 시킨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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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과학기술

Today

지뢰 찾는 꿀벌

USA

꿀벌의 후각을 이용해 매설된 지뢰를 찾아내는
매우 독특한 방법이 최근 미국 몬타나 대학 연구
진에 의해 개발됐다.

지금까지 지뢰를 찾는 데는 보통 개가 사용돼 왔는데, 개와 조련사
의 무게 때문에 지뢰가 폭발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
다. 그러나 꿀벌은 지뢰를 폭발시킬 염려가 전혀 없는데다, 꿀벌에
게 지뢰 속 폭발성 물질의 냄새를 익히도록 훈련시키는데 겨우 이틀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의 실효성이 검증될 경우, 군사적
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훈련 방법은 이렇다. 꿀벌의 급이기에 미량의 화학 표적물을 주입하면
후각이 매우 발달한 꿀벌은 표적물과 똑같은 냄새가 나는 식량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이틀정도 이렇게 훈련시킨 꿀벌을 지뢰 매설지역에 풀
어놓으면 해당 지뢰 위에서 잠깐 비행을 멈추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실제 지뢰밭에서도 실험을 수행했다. 지뢰 바로 위에서 꿀
벌들의 밀도가 매우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지뢰를 찾는
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꿀벌은 지뢰가 매설된 곳에 불과 수초동안밖에 맴돌지 않기
때문에 꿀벌의 동작을 추적하는 감지기는 고속주사 또는 고속빔을
사용할 정도로 예민해야 한다.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해서 연구진은
수평주사 광선레이다(라이다) 시스템을 활용했는데, 동일편광 레이
다 시스템은 30Hz 반복률로 100mJ 펄스를 방출하는 주파수 2배
532mm Nd:YAG를 이용하며, 후방 산란된 빛은 방출된 빛과 나란한
선형편광의 수신기를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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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 암 예방 의학재료로 잠재력 높아

Australia

호주 퀸스랜드 의학연구소(QIMR) 연구진은 고
기를 연하게 하거나, 맥주나 가죽 연마에 사용되
는 브롬멜라닌 분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 파인애플의 분자에
강한 항암 성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곧 약품으로 개발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파인애플의 분자 가운에 CCZ라는 분자는 인간의 면역시스템을 자
극하며, 동시에 암세포에 대해 상당한 파괴 능력을 가지고 있고,
CCS라는 분자는 유방암, 폐암, 자궁암 등 거의 모든 암의 세포를
30%정도 저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또 CCZ와 CCS 분자의 역할은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사용
됐던 다른 분자들과 전혀 다른 것이며, 질병치료에 대해 완전히 새
로운 방식을 제공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체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이 파인애플 분자들은 분자성분을 처리
하고 임시 숙주를 만드는 데에만 2년의 연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진은 이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질병치료제로 상업화
할 수 있는 공동 연구기관을 찾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인간이 실질적으로 CCZ와 CCS를 이용한 신약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나, 신약개발이 성공 될 경우
암 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연구진
은 밝혔다.

제공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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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술혁신주체와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성과확산 모델
글 _ 김병정 선임연구원ㆍ부산경남지원ㆍbjkim@kisti.re.kr

1. 서론
지금 세계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이 국가생

서 인지도가 낮고, 과학기술 핵심고객집단인 산학연의 지역

존을 가늠하는 지식기반시대의 도래로 경제활동 패러다임

기술혁신주체와의 교류협력 체제가 잘 정비되지 않아 제 기

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지역의 잠

능과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재력을 극대화해야만 가능한 새로운 환경으로 진전되고 있
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균형발전

국가 과학기술진흥과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

과 지역기술혁신체제구축을 국가발전의 최우선적 대안으로

과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한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를 기술

삼고 국가기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정책을 추진

혁신을 선도하고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한 역량 있는 산학연

하고 있다.

의 R&D 관련 정보이용자에게 널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
록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공계 대학, 산업체

과학기술 지식정보 인프라자원은 지역균형발전과 기술혁신

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등의 핵심이용자들에게 한국과학기술

을 위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핵심기능과 역할임에

정보연구원의 기능과 사업을 충분히 알리고, 쉽게 접할 수 있

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 유통전담기관인 KISTI가 지역에

는 여건조성과 동시에 항시 이용자들의 정보수요를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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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Feedback)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부서가 참

(Network)를 형성하여 과학기술정보 이용확산 홍보대사

여하는 고객과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역할유도와 정보수요파악, 서비스 만족도 조사, 공동협력

본고에서는 기존의 온라인(On-line) 중심의 성과확산 활

사업 발굴 등 전략적 상호 공동협력 체제를 마련하여 지역

동에서 지역기술혁신주체인 산학연 핵심이용자집단과의

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클러스터(Cluster)를 구축하여 성과확산을 위한 거점을

강화시키고 지식정보인프라 성과확산 활동을 전개하는 새

확보하고, 동 집단의 책임자와 강고한 인적 네트워크

로운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기술혁신주체와의 클러스터 구축
가. 핵심이용자집단과의 클러스터 구축

(Human Network)를 구축하여 KISTI 인지도 제고와 산
학연관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성과확산 홍보대사 역할, 정

부산경남지역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면서 과학기술 지식

보수요파악, 서비스 만족도 조사·평가, 피드백, 상호 공

정보 활용 잠재고객인 산학연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과 연

동협력사업 발굴 등 고객중심의 사업개선과 기관 상호간

구(학술)인력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55개 이공계 대학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에 7,175명, 778개 기업체 연구소에 11,285명, 25개 공공
연구소에 1,083명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총 858개 기관에
19,543명임을 알 수 있다.
구

분 종합대학

전문대학 대기업(연구소) 중소기업(연구소) 공공연구소

계

기관수
(개처)

26
(3%)

29
(3%)

104
(12%)

674
(79%)

25
(3%)

858
(100%)

연구인력
(명)

6,287
(32%)

888
(5%)

6,112
(31%)

5,173
(26%)

1,083
(6%)

19,543
(100%)

<표 1> 산학연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학술)인력

이중 과학기술정보 활용 핵심 Target고객집단으로 첫째,
우리나라 최상급의 과학기술 전문인력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30개 이공계 주요대
학과 둘째, 지역경제의 중심인 산업체에 부설연구소가 있
고,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61개 산업
체 연구소를 클러스터로 구축하여 과학기술 지식정보 인
프라 성과확산 활동의 거점을 확보하였다.
과학기술정보 이용활성화와 저변확대 활동을 효율적이고

<그림 1>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성과확산 추진 흐름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KISTI 주요부

부산경남지역 55개 이공계 대학 중 산학협력단, 공학연구

서와 산학연 핵심이용자집단과의 상호업무협력에 대한 추

소, 기초연구소 등 주요 연구조직을 갖추고 있는 30개 대

진 흐름도이다.

학의 보직교수 49명을 2004년도에 구축하였고, 2005년
도에는 그동안 활동이 미흡하거나 연구조직의 보직이 변

나. 정보이용자 휴먼네트워크 구축

경된 교수를 중심으로 추가 보완하여 <표 2>와 같이 58명
으로 재구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지식정보인프라 성과홍보

지역 기술혁신주체기관인 대학과 산업체에서 책임 있고

및 이용확산을 위해 기계, 전기전자, 화학 등 다양한 전공

역량을 갖춘 과학기술 정보이용자와 휴먼 네크워크

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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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산업체는 2005년에 신규로 추가하여 부설연구소

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세미나 개최와 정보이용 애로

조직을 갖추고 있는 778개 산업체 중에서 기계, 화학, 전

상담, 상호공동협력사업 발굴 등 고객 지향적 사업전개를

기전자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종업원이 50명 이상이면서

위해 혁신전략정보부, 슈퍼컴퓨팅센터 등 주요 6개부서의

연구 인력이 5명이상인 61개 업체의 연구소장으로 휴먼네

핵심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KISTI 차원의 Task Force

크워크(Human Network)를 <표 3>과 같이 구축하였다.

팀을 구성하였다.

과학기술정보 이용자들의 직업, 직위, 직종, 전공 등 다양

보직

학장/대학원장

산학연센터장

산업기술연구소장

기초과학기술연구소장

기타(핵심이용자)

계

참여교수(명)

3

23

14

4

12

56

비 율(%)

5

42

25

7

21

100

구분

<표 2> 대학 클러스터 협의회 참여교수 보직 분포

업종
구분

기계계열 화학계열 전기전자 생명공학 기 타

업체수

27개처

13개처

12개처

5개처

비 율

44%

21%

20%

8%

계

4개처 61개처
7%

100%

규모
구분
연구인력
비

율

5~10명

11~20명

21~50명

50명이상

계

13개처

26개처

11개처

1개처

61개처

21%

43%

18%

18%

100%

<표 3> 산업체 클러스터 협의회 참여업체 업종 및 연구인력 규모

3. 고객 지향적 성과확산 활동
가. 양방향 정보교류의 장 마련

활용세미나 개최, 주문형 세미나 및 교육, 산학연 연구과
제 공동참여, 지역혁신사업 참여 순으로 응답하였다.

산학중심의 과학기술정보 핵심이용자 전문가그룹과
KISTI 원장 및 주요부서 실무책임자가 참석하는 상호 유

나. 맞춤형 정보활용세미나 개최

익한 정보교류의 장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
용으로 첫째, 과학기술 지식정보 인프라 활용방법에 대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 인

소개로 과학기술 지식정보 검색 및 활용방법, 슈퍼컴퓨터

프라를 직업, 직종, 직위별 등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성향

자원 활용 및 산업체지원 프로그램, 생물정보와 단백질

에 맞는 맞춤형 세미나를 KISTI 주요부서와 협력하여 13

서열분석시스템 분석 등 활용방법, 유망기술 선정평가방

개 주제를 발굴, 세미나 요청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34회에

법, Web of Science, BIOSIS Preview, Web of

걸쳐 대학교수, 대학원생, 산학컨소시엄 참여기업 CEO

Nanotechnology 등 소개와 둘째, 정보수요파악, 만족도

등 1,403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실시하였다.

조사 및 평가,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의 장으
로 관심분야로는 과학기술정보, 정보조사분석, 정보자원,

세미나 주제로 정책마케팅부에서는 과학기술 지식정보 활

슈퍼컴퓨팅, 바이오인포매틱스 순으로 응답하였고, 대학

용방안, 홈페이지 개선 및 발전방향, 기술산업 및 과학기

클러스터 협의회 활동 이전과 이후의 설문응답에 KISTI

술정보의 보고(yesKISTI.net), 연구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인지도는“낮음”
에 46%,“높음”
에 88%, 정보 활용만족도

과학기술정보 활용, 과학기술정보 및 산업재산권 활용이

는“불만족”
에 26%,“높음”
에 90%이다. 셋째, 클러스터

며, 혁신전략정보부에서는 유망기술 선정과 평가기법, 기

참여대학과 상호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가능정도는 정보

술사업화 성공을 위한 과제선정과 평가기법, 연구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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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고급 지식정보 사이트 소개, 슈퍼컴퓨팅센터에서

전문정보망을 활용하여 특허, 기술, 시장, 규격 등의 과학

는 슈퍼컴퓨팅센터 활용방안, 슈퍼컴퓨팅 기반 산업체 응

및 산업기술정보를 이용자 요구형태에 맞는 맞춤형 정보

용기술 지원 사업소개, 지식정보센터에서는 과학기술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연구개발 촉진과

자원 및 서비스, 바이오인포메틱스센터에서는 바이오센터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수기술 자산화를 유도하여

활용방안 등이다.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기술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발전

지역혁신 핵심이용자 그룹과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대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학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기능
과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기술 혁신사업(RIS) 2개 과제를

기술애로해소 과제수는 2004년에 410개 업체 524개 과

제안, 국내외 마린바이오 R&D관련 기술수준과 연구개발

제, 2005년도에는 7월까지 286개 업체 360과제, 총 697

동향을 연구하는“해양생물산업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

개 업체 864핵심기술과제에 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역역량강화사업”
에 참여하는 1차년도 사업은 성공적으로

기업애로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완료하였다.

라. 지역혁신 관련 협의회 활동
다. 산업체 기술혁신 지원활동
지역기술혁신 관련 운영회, 협의회,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21세기는 기술의 가속화 및 상호융합, 개발기술의 보호와

지방과학기술촉진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계획, 산업체 지원

권리강화 등 글로벌 기술경쟁 환경으로 급격히 심화되고 있

정책, 정보인프라 활용방안 등 다양한 자문활동을 하였다.

는 실정에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은 국제
경쟁력이 높은 핵심기술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고, 특히 선

참여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42회, 공공단체 22회, 대

진과학기술정보 활용능력과 정보마인드가 부족하다. 이를

학 12회, 산업체 13회, 자자체/중기청 16회이고, 주요행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 협력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필

사내용은 세미나 33회, 협의회 32회, 심의/평가 15회, 간

요한 애로기술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체제를 마련하였다.

담회 12회, 설명회 8회, 포럼 5회 등 <그림 2>와 같이 46개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겪고 있는 현장애로기

기관에 105회를 참석하여 KISTI 위상제고 및 역할을

술을 KISTI 분야별 정보검색 조사·분석 전문가가 국내외

증대하였다.

<그림 2> 지역혁신 활동 기관별, 성격별 활동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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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기술정보 성과확산 모델
과학기술정보 성과확산 활동을 기존의 온라인 중심에서 지
역기술혁신주체인 산학연 핵심이용자 전문가그룹과 KISTI
주요부서 실무책임자가 직접 만나 지식정보인프라 성과확
산 활동과 이용자요구 의견수렴, 상호공동협력사업 발굴 등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또한 맞춤형
정보활용세미나 34회 개최, 697개 업체 기술애로기술정보
제공,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활동 등 기관인지도 제고와
6,303명이 신규이용자로 등록하였다. 기존의 온라인(Online)중심의 성과확산활동에서 현장밀착형 온/오퍼라인
(On/Off-line)을 통한 성과활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산학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에서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성을 갖는 연구소와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전국적인 산학연 융합형 클러스터
구축을 확대·발전시켜 지방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 활
성화의 기반이 되는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자원을 효율
적이고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제와 환경을 마련하

<그림 3> 과학기술정보 성과확산 모델

는 새로운 접근의 과학기술정보 성과확산 활동 모델을
<그림 3>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5. 결론
국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기술혁신체제구축을 성공적으로

그룹과의 강력한 커뮤니티(Community)를 형성하였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 인프라자원을 효율적으로 배

KISTI 혁신전략분석부 등 6개 주요부서 전문분야별 핵심

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요

실무자가 참여하는 KISTI 차원의 Task Force 팀을 구성,

소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당면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

지식정보인프라 성과확산 활동과 정보수요 및 서비스만족

식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기술혁

도 조사, 상호공동협력사업 발굴 등 클러스터 협의회를 8회

신을 주도하면서 책임 있고 역량이 높은 산학연 전문가그룹

에 걸쳐 개최하였다.

과의 휴먼네트워크 구축하여 기관의 위상제고와 성과확산

동 협의회 활동을 통해 참여기관의 요구에 맞는 13개 주제

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를 발굴, 맞춤형 정보 활용세미나를 34회에 걸쳐 1,403명

성과확산활동을 방법으로 지역사회에서 연구개발 활동이 활

이 참석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실시하였다.

발하면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30개 주요대학과 61개 산업

그리고, 지역 산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와

체 연구소가 참여하는 부산경남지역 대학/산업체 과학기술

공동 협력하여 696개 기업체에 864개 핵심기술과제에 대

정보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과학기술 지식정보 인프라 성과

한 맞춤형 애로기술정보를 제공하여 기술혁신촉진에 기여

확산의 거점을 확보하였고, 또한 참여기관의 산학협력단, 이

하였고, 산업지원 관련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하여

공계연구소 등 연구개발 관련 부서장 117명의 이용자 전문가

지역에서 기관의 인식제고와 위상을 강화시켰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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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보마케팅활동 성과가 높아 새로운

육성 및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지방과학기술혁신

접근방식의 성과확산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 선도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향후, 산학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에서 공공성을 갖는 연구소

적으로 확대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와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전국적인 산학연 융합형 클러스터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역량을 갖춘 클

구축을 확대·발전시켜 지방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 활성

러스터 협의회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KISTI 전문가

화의 기반이 되는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이

POOL활용, 각종 정보분석사업, 정보수요조사, 서비스만족

고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제와 환경을 마련하고, 이

도 조사, 과제도출, 사업평가 자문활동 등 핵심이용자 전문

를 토대로 KISTI가 지역의 산학연관 기술혁신그룹과 상호

가 그룹으로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우호적인 상호 협력 모

공동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참여하여 지역전략산업

델로 발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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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CSD CONNECT 프로그램을
통해 본

한국 지역 클러스터
연계활용 방안과 기술혁신
글 _ 김찬호 선임연구원ㆍ정보마케팅실ㆍchkim@kisti.re.kr

1. 서론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국가간

들이 상호작용적 학습을 최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기술을

경제발전의 수준과 기술수준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

더 왕성하게 혁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국가간 기술수준의 격차는 기술
혁신의 격차와 연관이 있으며, 기술혁신이 활발한 나라는

즉, 선순환적인 성장구조를 가진 지역이 기술수준, 기업가

그만큼 생산에 있어서 신제품의 비중과 신기술의 채용이

정신, 산업 문화, 노하우 등 학습활동을 더 활발히 진행하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을 혁신하고 지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혁신을 왕성하게 수행하는 기업이 많은 지역이 국제

각 지역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장점을 부각하여 세계적인 사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성장을 지속시키고 있다.

업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은 지역 내의

기술혁신 관련 주체들이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또 지리

혁신 주체 간 자원을 연계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적으로 강하게 결합될 때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역동적으

서 지역마다 혁신주체간의 자원연계연결망에 의해 주도 될

로 대응하고 성장하였으며, 지역적으로 근접한 혁신 주체

때 각 지역의 독특한 성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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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클러스터형 사업추진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UCSD CONNECT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

우리나라 각 지역클러스터에서 벤치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도록 하겠다.

판단되는 미국 샌디에고 대학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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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Cluster)는 서로 연계된 기업들과 관련 기관들

개념이며 디지털 혁명, 융합, 복합화 시대에 생존할 수 있

이 특정분야에서 서로 협력과 보완의 관계를 가지고 지리

는 방향이다. 이는 연구개발부서가 조직 내 생산과 마케팅

적으로 근접해 있는 집단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부서와 상호의존적 학습을 수행하며, 외부와는 경쟁적 아

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지

키텍처를 가지고 조직역량을 확보하려고 하며, 제품 플랫

역에 따라 성격을 달리해 형성되고 발전되어왔다.

폼 개발, 암묵지 형태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을 촉발하는데 있어서 클러스터가 가

지식채널을 구축하려고 한다.

장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이 지적되어 왔는데, Michale
Porter는 성공적인 클러스터의 창출이 선진경제 진입의

클러스터에서 최대의 쟁점은 IT, BT, NT 등 하부 클러스

필수조건임을 역설하였다. 클러스터, 국가경쟁력, 산업경

터 사이의 협력을 통하여 융합기술을 창안하는 것이다. 기

쟁력을 넓게 바라보면 경쟁의 단위가 클러스터 간 경쟁으

술융합(Technology Fusion)은 산업의 경쟁구도를 변화

로 변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시키고, 경쟁의 구도를 눈에 보이는 경쟁에서 분에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바꾸고 있다. 예를 들어 POSCO의 경쟁자

클러스터가 발전되면서 연구개발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가 신일본제철이었으나, 전혀 다른 업종에 종사한 GE가

Miller와 Moorris(1999)는‘제4세대 R&D’
개념을 제시

강철만큼 튼튼하고 플라스틱만큼 가벼운 특수 플라스틱

한 바 있다.

신소재를 개발하여, 경쟁자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제1세대 R&D는 뛰어난 과학자에 의해서 획기적인 성과를
노리지만, 극히 일부의 아이디어나 결과만이 시장에 반영되

기술마케팅에서는 빠르게 보완자를 찾아 협력과 네트워크

는 한계를 드러낸다. 제2세대 R&D는 단기 상품과제에 강

를 구축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해 진다. 클러스터와 성공적

조를 두고, 제3세대 R&D로 넘어오면서 정보화 진전에 따

인 기관들은 R&D와 시장의 조화를 추구한다. 기관은

른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술로드맵, 기술포트폴리오, 라이

R&D단계에서 마케팅을 도입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에 종

플 사이클 등이 도입된다. 그리고 제4세대 R&D는 디지털

사한 이들이 창업하면 마케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연

혁명, 융합, 복합화가 반영되는 시대임을 강조하고 있다.

구와 시장화 사이에 격차를 죽음의 계곡(Vally of Death)
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연구개발단계에서 시장을 이해

이 제4세대에서는 강한 팀제의 도입, 부서와 부서의 협력

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즉, 시장의 요구를 R&D에 반영하

강화, 고객뿐만 아니라 공급자 등 외부 파트너와의 긴밀한

는 속도의 경제성이 중요해진다. 이는 개발된 기술이 시장

협력 강화, 지식경영의 도입 등 조직역량을 확보하려고 한

에 나아갈 때, 죽음의 계곡(Vally of Death)에 빠지는 가

다. 즉, 성공적인 R&D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혁신을

능성을 줄이고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서 제대로 빛을 발휘

가속화 시켜야함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R&D활동이 사

하게 해준다. 이른바“Mind to Market”
이 중요하다. 시

업부나 고객뿐 만 아니라 공급자 등 외부 파트너들과의 상

장 쪽으로 마인드를 돌리면, 기술의 수용자 범주가 다르

호 긴밀한 협력 하에 이들의 명시적 니즈는 물론 암묵적

며, 초기시장과 주류시장의 특성 차이로 인하여 캐즘

형태의 니즈까지 파악하여, 이를 연구개발 활동에 반영하

(Chasm)이 발생한다는 Moore의 접근을 받아들이게 되

는 형태이다. 초기부터 연구개발, 마케팅 생산을 포함하는

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도 찾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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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학에서 주요 연구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 사

에서 활성화시키는 노력들이 나타나면서 클러스터는 다이

회네트워크 이론에서 살펴보면, 네트워크는 클러스터 속

나미즘이 확보된다. 이와 같이 세계적 성공 클러스터들의

에서 여러 구성원들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형성한 이중구

특징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CONNECTING이다. 네트

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워킹이 기능적 분절적 의미에서 연계라면 CONNECTING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생명공학관련

은 기존의 네트워크에 커뮤니티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미해

공동체들이 서로 약한 연결을 이루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낸다.

자원을 보다 크게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중요할 수 있다. 네
트워크와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이들의 역할도 기술융합을

지방화시대 지역기술혁신체제 위해 산-학 연결프로그램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군을 형성하는 동인으로서 작용한다.

(CONNECT Program)은 미국 샌디에고 대학의 지역사
회프로그램이다. 이 모델은 궁극적으로 기술의 수요와 공

클러스터와 네트워크를 함께 바라 볼 필요가 있다. 클러스

급의 성공적 연계를 위한 중매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샌디

터 내에서 미시적인 IT, BT, NT 등의 클러스터가 형성되

에고 지역의 무수한 정보통신 및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고, 이들 클러스터 사이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이러한

이 연결프로그램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하였다.

커뮤니티를 네트워크에 연결시키고, 연결된 네트워크 사이

3.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CONNECT 프로그램
1) 개요

2) 설립 배경

미국의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는

UCSD CONNECT는 ’
83년 국립연구소인 Microelectro-

“CONNECT”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벤처창업에 필요

nics and Computer Technology Corporation(MCC)

한 자금, 인력, 기술 등의 다양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유치 실패를 계기로(57개 도시 지원, 텍사스주 오스틴 유

있다. UCSD는 1985년 첨단유망기술과 바이오 분야

치), 산학협력을 통하여 샌디에고 지역경쟁력 강화정책의

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애고

일환으로 UCSD의 Richard Atkinson이 주도하여 설립

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하였고 스탠포드 대학의 프레드 터만 교수가 주도하여 스

UCSD)이 설립한 비영리 자립조직(non-profit,

탠포드 과학단지를 중심으로 Hewlett-Packard 등 우수

linkingm Self sustaining, member-ship

기술기업을 창업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organization)으로 정보통신, 생명과학분야의 기업,
협회 등이 맴버로 가입하고 있다. 특히 본 조직의 운영

UCSD CONNECT는 Know-how와 Know-who를 가지

은 자문위원회, T/F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고‘사람-기술-자금’
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으로 연구자,

며, 소장과 16명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기업가, 투자가, 비즈니스서비스업체, 지자체 등이 네트워

본 조직은 대학,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 없이 맴버십

킹화 되어 있다. 통상적인 산학협력기관과 달리, UCSD

회비, 교육과정 수강료, 출연금, 기업자문료 등으로 운

CONNECT는 대학과 기업간 관계형성에 주력하고, 협력

영(년 예산 1.7백만 달러)되고 있으며 ’
85년 설립 이후

이 이루어지면 개입하지 않은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

900여개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였으며, 투자유지자

며 인큐베이터 창업공간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

금이 11억불(1조 3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본 조

다. 특히 대학과 기업을 연계하는 촉매기관의 역할을 수행

직은 샌디에고 지역의 정보통신, 바이오 분야의 클러

하고 있다.

스터 형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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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프로그램

률·회계 등) 공급자, 공무원 사이의‘대화(Dialogue)’
를
증진시켜 활용 가능한 연구결과의 생산을 촉진하고, 혁신주
체 간 파트너쉽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특히 대학이 연구개발

용성 높은 연구개발의 촉진, 연구결과의 사업화, 우수

에 가치중립적이며 개방적인 반면, 기업은 단기성과와 이윤

기술기업의 성장 등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사업화 일련

추구, 리스크 절감, 폐쇄적 비즈니스 문화 등 차이에서 오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산학협력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상호이해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함이

관이 연구결과의 사업화 분야에 치중하는 것과 달리,

다. 또한 관련 주체 간 교류형성에 있어 상대방에 대해 동등

CONNECT는 대학, 기업 등을 포함한 산학협력 주체

한 자격으로 고압적이지 않고 감정이입 없이 의견을 교환하

간 교류증진, 사업성 높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여 공동이해를 구한다는 점에서 토론(Discussion)과 상이

다양한 형태의 중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1-1>

한 대화(Dialogue)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은 UCSD의 연구개발 사업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UCSD CONNECT는 활용성 높은 연구(Usable
<그림 1-1>에 의하면 UCSD CONNECT는 일반 산학협력

Research)를 촉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경영자,

기관이 연구결과의 제품화와 우수기술기업의 지원에 국한

대학 총학장, 대기업 경영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되는 반면 연구개발 사업화 전 과정에(관련 주체 간 교류

(Advisory Boards)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 연구자들

증진과 활용성 높은 연구개발 촉진) 걸쳐 중요한 역할을

과 기업간 가교역할 수행도 촉진하고 있는데 교수들이 우수

수행하고 있다. 특히 UCSD는 관련 주체간 교류증진을 위

기업 자문을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제반사항의 해소를 돕

해서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수진을 자문단으로 포함

고, 이를 통해 대학과 기업간 신뢰를 증진하고 자문교수들

하고 있으며 활용성 높은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연구자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신규 연구프로젝트 개발이나 수행중

의 만남, TLO와 협력 등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UCSD

인 연구에 대한 방향 재설정을 지원하고 있다. 약 90명의

CONNECT는 현재 지역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지역산업

UCSD 교수가 50여개 기업의 자문에 참여하고 있다. 뿐만

의 경쟁력을 높이고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아니라“연구자와 만남(Meet the Researcher)”프로그램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자와 기업 관계자가 2~3일간 심포
지엄을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상호 네트워크 증진

한편 UCSD CONNECT는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연구자와 기업가가 공동으로 사업성 높

수행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은 기술에 대하여 사업가, 투자가, 비즈니스 공급자들에게
발표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 이외에도 UCSD CONNECT

첫째, UCSD CONNECT가 산학협력 주체간 교류증진

는“기업인과 만남(Meet the Entrepreneur)”프로그램도

(Shakeholder Awareness)의 첨병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는데 벤처자금 확보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기업

이는 연구자, 기업가, 투자자, 비즈니스서비스(금융·법

활동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대학 및 연구자에게 소개하고

1. 관련주체간 교류증진

- 자문위원회 운영
- 교수진 자문

2. 활용성 높은 연구개발 촉진

3. 연구결과의 제품화

- 금융포럼 개최

- 연구자와의 만남
- 기업가와의 만남

4. 우수기술 기업의 지원

- 스프링보드 프로그램

- TLO

- 기업포럼 개최
- 우수기업상 수상
- 중소기업혁신상

일반 산학협력기관의 역할
UCSD CONNECT의 역할

<그림 1-1> 연구개발의 사업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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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기고 [II] ● ● ● ● ●

연구자들은 기술사업화의 복잡성과 애로를 이해하는 계기

넷째, UCSD CONNECT는 우수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

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서 UCSD CONNECT는 샌디에

해 오 고 있 다 . 우 선 기 술 금 융 포 럼 (Technology

고 대학의 기술이전센터(TLO)와 협력하여 연구결과의 특

Financial Forum)을 개최하여 100명 정도의 투자자를

허출원, 상표등록, 저작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포함하여 400명 이상이 포럼에 참석하는 포럼으로 기술

셋째 UCSD CONNECT는 연구결과(Usable research

우수기업과 바이오기업을 투자자와 연계시키고 엄격한 지

results)의 사업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수기술

원대상 선정과정을 통해 투자를 결정하여 희망기업의 약

개발에 관한 세미나와 마케팅, 회계, 지적재산권 보호, 특

15%가 투 자 자 금 을 확 보 하 고 있 다 . 또 한 UCSD

허, 기술혁신 등에 관한 교과과정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CONNECT는 우수혁신신제품상(Most Innovative New

있다. 또한 대학 주도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스프링

Product Award)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는데 신기술 또

보드(Springboard Program)”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는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오

는데 이때 신기술은 일반적으로 사업화의 불확실성에도

기술/바이오의약품, 첨단전자, 소프트웨어, 기타분야 등

불구하고 초기두자가 필요하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관

4개 분야를 대상으로 매년 16개 내외를 선정하고 있다.

련 주체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 개최, 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해 불확실성의 저감과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전략을 적

다섯째, UCSD CONNECT는 Global CONNECT 프로

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수기술을 가진 유망기업을

그램으로 국제적인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선정하여 4~8주간 사업계획(Business Plan) 작성 교육

UCSD CONNECT는 세계 각국의 기술 및 벤처캐피탈의

을 실시하고 CEO, 벤처캐피탈, 금융, 법률 등이 참석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파트너화 함으로써 국제협력

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술과 투자를 연계시킴으로

을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미국, 캐나다, 멕시

써 프로그램을 졸업시키고 있다. 사업계획서를 활용하여

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대만 등

연구 결과의 제품화 및 기업화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필요

의 지방정부 개발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한 자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교육과정, 세미나, 프로그

벤처캐피탈, 사이언스파크 등을 포함하여 약 31개국 회원

램, 창업코치 및 멘터 네트워크 등을 제공 지원하고 있다.

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매년 Global CONNECT
Meeting 및 Financial Forum을 개최하고 있다.

UCSD CONNECT의 경우 스프링보드(Springboard
Program) 프로그램을 통해 ’
93년부터 매년 20~30개 기업

<비즈니스플랜(Business Plan)의 주요내용 >

이 졸업하여(지원자의 25%), 지금까지 총 230개 기업이졸업
하였으며, 1,000개 이 상의 기업들이 지원을 받았다. 동 프로
●

회사개요 : 설립목적, 연혁, 주주구성, 브랜드, 전략, 장래계획

●

관리 및 구성조직 : 구성조직 및 구성원, 자문위원

●

시장여건과 경쟁기업 : 시장통계, 고객자료, 경쟁기업 자료,

그램을 통해 ’
93년 이후 2.8만개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었
으며, 조성된 벤처캐피털 자금은 총 5.5억 불에 이른다.
스프링보드(Springboard Program) 프로그램을 졸업한

시장조사자료

230개 기술창업기업 중에서 약 60%인 130개 기업이 현재까
지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졸업 후 2년 이

●

제품/서비스 : 제품(기술) 내용, 경쟁우위, 특허·라이센스, R&D계획

내 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약 88%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

마케팅 및 판매전략 : 판매수단과 방법, 전략적 제휴, 유통망

일반적으로 스프링보드(Springboard Program) 프로그램

●

금융조달계획 : 투자소요, 재원조달방안

졸업생들의 비즈니스 실패율은 33%이다. O
‘Farrel에 의하
면 하이테크 창업기업의 성공률이 10%인 것에 비하면 스프
링보드(Springboard Program) 프로그램의 성공률은
O
‘Farrel의 통계치보다 6~9배까지 높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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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스프링보드 (Springboard Program) 프로그램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샘플

4) UCSD CONNECT의 성공요인

대학 등의 전문인력과 R&D 역량, 비즈니스지원서비스,
투자자들의 네트워크 등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1985년 설립한 UCSD CONNECT가 성공을 거둔 데에는

셋째, 혁신네트워크 내에서 연구개발 관련정보 및 서비스

첫째, CONNECT 프로그램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리더쉽

품질을 잘 유지 관리함으로써“신뢰(Trust)”
를 통한 사회

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기업 협력(Universit-

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하였다.

Industry Collaboration)을 통한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넷째, CONNECT의 프로그램(스프링보드, 교육 등), 이벤

강조하여 CONNECT 프로그램을 주도한 Richard

트, 인적네트워크 등이 신뢰를 형성함에 따라, 정보와 교

Atkins의 리더십이 두드러졌다.

류활동이 CONNECT라는 연계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둘째, UCSD CONNECT는 지역 내 혁신인프라를 고려한

이를 통해 혁신의 시너지를 유발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

전략을 수립하였다. 샌디에고 지역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

하고 있다. <표 1-1>는 UCSD의 주요 산학연 프로그램을

지고 있는 방위산업, 생명공학분야 기업, 연구소(퀄컴 등),

나타내고 있다.

구

분

프로그램

비

고

연구자-기업 연계

연구자와의 만남

연구개발자와 기업의 협력에 의한 투자유치

사업화 사례발표

기업인과의 만남

벤처캐피털 유치, 사업화 경험소개

사업계획서 작성 및 투자연계

스프링보드 프로그램

우수기술에 대한 비즈니스플랜 수립 교육기업인, 투자자등과 만남 주선

금융유치

금융포럼

우수기술이전,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표 1-1> UCSD CONNECT의 주요 산학연 프로그램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생산

학과 수요자인 기업간에 기술에 대한 정보(Information)

성 향상,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등을 촉진하고, 지역별 특

부족, 관계(Relation) 부족, 신뢰(Trust) 부족 등으로 인

성 있는 전략 산업 육성과 자립형 지방화를 도모해야한다.

해 산학연 협력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산학연 혁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의 중심역할을 하는 대

신주체들의 사전 기획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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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요지향형 산학협력 창출여건이 미비하고, 기술개발

지역혁신협의회 등에서도 산학협력의 내실화에 적극적인

자와 기업, 투자자들의 상호 만남의 기회 부족, 신기술 및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방법의 상이 및 객관적
평가방법 등의 미흡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UCSD CONNECT의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투자대비 공공 기술의 이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지역의 기술여건이나 혁신

사업화(R&DB)실적이 크게 미흡하며, 대학·연구소가 보

역량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산학연 프로그램을 개발

유한 우수기술의 발굴 및 산업계로의 이전 및 출자를 위한

하여 연구개발의 사업화와 지역산업발전 및 경쟁력 강화,

사업화 유망기술의 발굴·평가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고

추가적 연구개발이라는 선순화 구조를 형상함으로써 자립

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을 담보로 자금공급이 가능

형 지방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나가야 하겠다.

한 기술금융지원체제가 미비하다고 할 수 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KISTI가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

지역 R&BD혁신클러스터 산·학·연 협력 선순환 체계도

북권, 부산경남권, 광주호남권 등 5개 권역별에 구축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과학기술 클러스터 협의회를 중
심으로 시장지향적이면서·수요자중심의 연구개발, 기술
과 정보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지적재산권 관리, 정확한
기술평가에 근거한 기술이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그림 1-2> 참조).
이를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국내기술과 해외자본의 결합,
국내기술의 해외 판매 등을 촉진하고, 국가차원에서는 기
술거래시장 활성화, 클러스터 육성 등이 필요하다. 지역차
원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사업성 있는 연구개발 성과 도
출과 기술평가 및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며, 국책연구소, 학회, 협회,

<그림 1-2>지역 R&BD혁신클러스터 산·학·연 협력 선순환 체계도

5. 결론
지금 세계는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역사적

을 이루기 위해서는“산학연 R&BD 클러스터”구축이 필

소용돌이 속에 있으며, 특히 새로운 지식의 지속적 창출

요하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여 국내 클러스터는 구성

과 확산이 국가 생존을 가늠하는 지식기반시대의 도래로

주체의 경쟁력 및 역할, 주체간 상호작용이 취약한 것으로

인해 지방이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구성주체들이

서는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

고객의 CTQ(Critical to Quality)를 우선시하는 의식을

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마다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통해

가져야 한다. 세계적인 명성의 연구소인 제록스 PARC은

특성화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PC개념을 최초로 개발하였으나 R&D에 머물고 사업전략,
사업화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 결과 위대한 기술을

선진국들은 지역혁신시스템으로“산학연 R&BD 클러스

개발하였지만, 모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연구소가 매

터”구축에 주력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각되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이는 PARC이 고객 CTQ를

선진국 진입, 지역균형발전, 동북아 Hub 라는 국민적 열망

간과하고, 사업과의 일치화 된 목표없이 연구를 진행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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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강국으로 만든 바 있다. 또 18세기, 영·정조 시대에

가 더 싸게 만드는가가 경쟁의 핵심이었으나, 이제는 고객

는 실사구시의 실천으로 우리 민족 제2의 중흥기를 이루

이 느끼는 가치가 더 중요해 졌다. 가치원천을 만들어 내는

어 냈다. 21세기는 300년 주기로 다시 찾아온 우리 민족

기술가치부문도 예외가 아니어서 고객가치를 창출하지 못

재도약의 해이다. 지역마다 특성화된 산학연 R&BD 클러

하는 기술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고

스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가치혁신을 이루어 성장동력

객이 원하는 가치의 창출 이것이 산학연 R&BD 클러스터

을 체계적으로 육성, 미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소

주체들의 새로운 의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득 2만 불 선진한국 건설의 꿈이 실현되는 21세기가 되도
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15세기, 세종대왕은 기술을 주시하고 기술자를 중용하여,

미
국

UCSD CONNECT

과이다. 21세기는 고객가치 혁신의 시대이다. 과거에는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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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을 이루고, 우리나라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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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 정책

클러스터의 생성배경과 특성
글 _ 박재수 연구원ㆍ정보마케팅실ㆍjaesue166@kisti.re.kr

[ 국가혁신체계로서 클러스터의 중요성과 더불어, 향후의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러스터의 지역,
산업, 정책적인 특성을 파악하여서 미래의 발전방향을 파악해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는 지역적으로, 산업
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 산업, 정책 클러스터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역 및 산업 간의 연결과 정책적 촉진(facilitate)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은 클러스터의 진화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설정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자율적 역할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 진화과정에서 시장의 자율 즉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시장의 엄격한 평
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Keyword: Region, Industry, Policy, Cluster, Globalization

1. 서론
세계의 보이지 않는 경쟁방식은 창의성(initiatives)이다.

가능한 규칙과 질서를 확인할 수 있는 진정한 불확실성

창의성은 누가 무엇을 가지고 주도권을 확보할 것인지, 어

(genuine uncertainty)을 찾아야 할 것이다.

떻게 그 주도권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 자체의
불확실성(uncertainty)을 높이는 인간의 능력이다. 일례

진정한불확실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비단 연구계에만

로 생명공학분야에서 체세포 복제 등에 관한 황우석 박사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연구성과의 사

의 연구성과는 세계 생명공학 연구의 지평선을 보여준 반

업화는 시대적 가치이다. 황우석 박사와 같은 연구자는 기

면 황우석 박사의 연구성과에 견줄만한 또 다른 성과를 창

초과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한편 그 과

출해내어야 하는 세계 생명공학계에 대한 압박이며, 의사

학적 발견을 기술화 및 상업화하는 또 다른 주체에 의한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충분히 작용한

가치확산이 요구된다. 이것을 창조성(creativity)으로의

다. 만약에 세계 생명공학계가 그 압박을 돌파하려면 통제

전환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과학과 기술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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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갭(gap), 기술과 시장 사이의 갭을 줄여나가는 작업이

으로 밀집되어 있거나 확산되어 있는 것이 클러스터

필요하다. 그 갭은 과학-기업가-기술, 기술-기업가-시장

(cluster)라는 개념이며 과학밀접형 산업클러스터를 일명

의 프로세스 상에서 기업가에 의해서 보완되며 기업가는

혁신클러스터라고 말한다.

막연한 불확실성을 진정한불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작업

본고에서는 혁신클러스터의 정의와 생성배경을 살펴보고,

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가 지역적으로나 산업적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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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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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
역

·

2. 혁신 클러스터의 정의와 생성배경
[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의 사례에서 보듯이, 글로벌화 된 클러스터에서의 경제주체들은 변화의 속도에서 뒤쳐지지

·

산
업

않는다. 그 이유는 첨단산업개발이라는 프론티어적인 사고(frontier)와 글로벌시장의 개척이라는 실용주의적인 해석

정
책
클
러
스
터
의
생
성
배
경
과
특
성

(pragmatism)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

2-1. 혁신클러스터의 정의

그러나 이 개념은 클러스터에 대한 이해를 제한시키는 문
제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클러스터의 형성원리 및 성

최근의 혁신클러스터는 지식확산을 위한 집단적 학습과정

장원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클러스터는 분명

(collective learning)의 조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집단적

히 집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집합이 어떻게 형

인 신뢰와 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습네트워크 역할을

성되고 또한 성장하는지에 대한 이해에는 기존의 개념은

중요하게 판단한다. 특히 첨단산업 영역에서는 지리적 경

제한적이다. 클러스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설명

계를 확장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가는 R&D활동(특허,

되어 왔던 하드(hard)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소프트(soft)

지식전파)을 기축으로 기업 및 사회기관들의 상호간 접촉

적인 요소를 포함시켜야만 그 개념이 충분해진다. 그러면

을 강하게 요구한다. 흥미로운 점이라면, 클러스터는 지리

소프트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클러스터를 움직이

적 경계가 명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혁신기관의 지리

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혁신기관들이 '공통적인 목적에 부

적 집중뿐만 아니라 지역의 핵심역량(R&D창출)을 기축으

합하는 의사결정 및 행동의 집합'으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로 하여 글로벌 시장까지 폭넓게 관계되어 있다. 혁신 클

하는 점이다. 때문에 클러스터는 혁신기관의 의사결정자

러스터의 구조는 첨단산업에서 창의적인 연구와 응용개발

들이 지니고 있는 의도(intention)에 의존하는 점이 없지

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핵심연구소, 훈련센터, 통제기관,

않으며 한편으로는「전략적 의사결정 집단들의 집합」
으로

기술 확산센터 또는 대학, 검사 및 R&D 시설, 그리고 기

도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는 하드와 소프트적인

업 등이 상호작용을 의미한다(Philipsen 1999). 또한 첨

양 측면을 모두 이해하는 집합들이 구성될 때 클러스터의

단기술의 상업화를 목표로 하는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형성 및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 결합됨으로써 클러스터의 역동성이 증폭된다. 혁신 클
러스터를 정의하자면,“글로벌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해

한편 흥미로운 점은 전략적 의사결정의 집합을 의미하는 소

(또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대학, 연구

프트한 조건 때문에 클러스터는 물리적 경계에 제한받지 않

소, 벤처캐피탈, 정부 등 등 다양한 기관 등이 지역적으로

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전국적이든 글로벌적이든

복합되어 있으며, 암묵적 지식의 집단적 학습과정에서 지

간에 공통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고 특정 클러스터의 집단

식확산이 용이한 네트워크 복합체”로 정의할 수 있다

적 의사결정 구조 속에 포함되어가는 혁신주체라면 클러스

(Drejer et al. 1997, Krugman 1997, Lorenzen 1999,

터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된다는 점이다. 환언하면 사회경제

Dayasindhu 2002, Bathelt et al. 2002, Giuliani

적 거래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상호간의 발전적 의도가 명

2003 등의 함축적 의미 정리).

백하다면 물리적 경계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으며 그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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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테마연구

연구원 기고 [III] ● ● ● ● ●

재성이 클러스터의 확장 또는 발전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linear)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것이 산업클러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클러스터는 본질적으로 언제, 어

스터(industrial cluster)의 개념이다. 산업클러스터의 진

디에서나를 의미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속성을 지

화는 아웃소싱과 스핀오프(outsourcing & spin-off)에 의

니고 있는지도 모르며 더욱 확장적으로는 글로벌적인 연계

해서 영향을 받는다. 지역적으로 주체들의 상호관계가 밀접

체제가 클러스터를 발전시키는 속성일 수도 있다고 하겠다.

해지면 질수록 지역에서 조달하기 힘든 자원(인적, 물적, 지
식 등)을 외부에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등장한다. 또한 지

2-2. 혁신클러스터의 생성배경

역에서의 경제활동과정이나 기업활동과정에의 새로운 가치
의 결합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더욱 확

클러스터는 진화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고자 할

장하고자 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기업이 발생하게 된다. 따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환경변화의 압력과 대응관계에

라서 기업과 지역 내 혁신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은 밀접하게

서의 중요 특성은 첫째, 서비스경제화(service economy)

유지될 뿐만 아니라 좀 더 직선적으로 산업프로세스를 확장

의 도래, 둘째, 아웃소싱(outsourcing)과 스핀오프(spin-

하려는 일반적인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off)의 활성화, 셋째, 정부정책의 역할변화를 지적할 수 있
다. 이러한 배경은 클러스터를 지역적으로, 산업적으로,

따라서 지역클러스터 및 산업클러스터의 동시적인 진화는

그리고 정책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스핀오프(spin-off)의 일상화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산
업클러스터의 진화에 힘입어서 스핀오프기업은 시장지향

첫째, 서비스경제화가 진행되면서 지역 주체들 간의 상호작

적인 조직으로서 위치하게 된다. 더구나 모든 자원이 완벽

용(interaction)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지역클러스터

하지 않은 혁신주체들은 내외부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클

(regional cluster)를 진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서비

러스터 내부 및 글로벌화된 공간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아

스 경제화는 보통 3차 산업의 영역을 생각하겠지만, 본 연

웃소싱(outsourcing)의 일반화가 가속화된다. 일반적으

구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의미이다. 기술의 진보, 글로벌화,

로 산업전환기에는 외부로의 연결 및 파생이 효율적이라

그리고 경제발전이 지속되면서 기존 전통사업과 첨단산업

는 지적에서 본다면(Elfring et al. 1997), 진화과정을 지

이 결합된다거나, 아니면 기존 산업에 또 다른 혁신개념이

속적으로 거치고 있는 클러스터에서는 새로운 산업의 생

결합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례로 농촌에 관광개념의 접목은

성확장이 발생한다고 하겠다. 향후 첨단산업화 과정(산업

산업자체가 1.5차 산업으로 진행되는 현상이 이를 말한다.

전환기)을 겪고 있는 산업클러스터는 새로운 비즈니스기
회를 자체 내에서 창출할 뿐만 아니라, 그 기회에 반응하

서비스경제화는 산업차원에서 본다면 하나의 산업이 발전

는 창업을 촉진하여서(Suarez-Villa 1998) 산업클러스터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부가적인 관련산업의 개발 또는 확장

를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 것이다.

되어가는 개념이다. 이 과정에서는 첨단기술과 글로벌화(시
장)가 접목된다면 비즈니스 개발기회가 떠오르고 연이어 산

셋째, 정책클러스터(policy cluster)는 국가나 지역이 기

업발전을 가속화시키는 현상으로 굳어지게 된다. 따라서 어

술의 진보, 글로벌화, 경제발전 등에 있어서 그 속도감을

떤 산업의 핵심역량과 지원역량 정도에 의해서 그 틈새를

잃어버렸거나 지역 및 산업클러스터의 성장이 미진하다면

개발하는 기업이 多量 발생하기 때문에(Verheul et al.

진화를 촉진하는 정책적 개입을 말한다. 글로벌입지로서

1999, Mezias외 1999)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지역의 혁신기관들을 단

생성될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더불어서 산업 간의 업제화

일통로로 통합하는 사업, 신사업창출을 위한 종합적 프로

(융합화)에 의한 서비스경제의 진화는 지역클러스터

그램의 지원사업, 산관학 관계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 및

(regional cluster)의 심화로 진행되는 것이다.

산업클러스터 사업 등이 해당될 것이다. 일례로 일본의 기
타규슈市는 지역플랫폼 형성 사례를 참고 해 볼만 하다.

둘째, 지역클러스터가 진화하기 시작하면서(어떤 새로운 개

비록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재)

념의 산업이 형성되는 가운데) 클러스터는 좀 더 직선적

기타큐슈산업학술추진기구를 만들어서 신사업창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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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할 수 있는 벤처기업에 의한 신산업육성, 지역대학이

구개발, 자금, 코디네이트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사

보유하는 자산(기술, 인재)을 살린 벤처기업에 의한 신산

업지원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정해져 있는 9개의 기관(큐슈

업육성 등을 추진하였던 것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휴먼미디어창조센터, 큐슈기계공업진흥회, 후쿠오카현공

따라서 정책클러스터는 중핵적인 정책조직을 지역에 위치

업기술센터, 기계전자연구소, 기타큐슈시환경과학연구소,

시킴으로써 기존 체제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이루어지고

기타큐슈국제기술협력협회, 기타큐슈지적소유권센터, 후

있다고 하겠다. 정책기관들은 새로운 가치를 결합시킬 수

쿠오카현중소기업진흥센터 기타큐슈출장소, 복지용구연

있는 정책을 가지고 클러스터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중소

구개발센터, 기타큐슈테크노센터)과도 제휴하여서‘기타

기업, 벤처기업, 신산업 등의 창출이라는 시장친화적인 정

큐슈플랫폼’
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책으로서 혁신을 유도하여 왔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례는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들

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간의 새로운 가치를 접합시키는 중심기관을 통해서 혁신

적 의사결정의 집합을 유인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정

역량을 강화시키는 체제를 구축하였다는 것에서 의미가

책조직은 시장을 조정하기 보다는 시장친화적인 기관 및

있다고 하겠다. 법적, 예산적으로도 중심기관의 독립성과

체제에 대한 초기조건(산관학 등)을 자극함으로써 보다 시

권위를 부여해 줌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할

장의 경쟁력 및 생존본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결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유사한 사례는 산업혁명의 발상

국 지역적산업클러스터로서 진화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지인 영국의 Westmidlands지역(Bumingham을 중심으

정책클러스터의 순기능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로 하는 공업지역)이 Advantage West Midlands(지역개
발청)을 중심축으로 산학관 제휴체제의 재구축을 통한 중

종합하면, 혁신클러스터는 지역 및 산업클러스터의 진화

소기업의 이노베이션 추진하고 있는 것 또는 스코틀랜드

에는 자생적인 논리가 적용되기도 하지만 정부의 정책단

의 Strathclyd(Glasgow)지역이 Scottish Enterprise

위들의 촉진도 주요한 역할이 인정되는 영역이 클러스터

Glasgow(스코틀랜드 기업청의 글래스고우 지부) 및

화라는 것을 보여준다.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패의

Strathclyde European Partnership Ltd.(유럽연합행

위험을 사전에 제어하는 것도 클러스터화 작업에서는 중

정창구기관)를 중심으로 대기업 유치와 함께 유기적으로

요하다고 하겠다.

3. 지역, 산업, 정책 클러스터의 특성
[ 클러스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게 바로 클러스터의 모든 것이고, 이것 이외에는 다른 유형 및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혁신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정책입자들도 정답을 가지고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클러스터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금 더 알고 있고 모르고 있다는 것의 차이보다는 혁신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하는 과정에서
의 창의적이고 혁신적 행동에 달려 있다. 클러스터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미래지향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3-1. 지역클러스터의 다양성

점이다. 그들은 첫째, 특정영역에 착근된 지역혁신 네트워
크(territorially embedded regional innovation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으로서

network)로서 지역클러스터를 설명하였다. 클러스터가

노르웨이의 지역클러스터를 분석한 Asheim and

형성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기반이 되어야

Isaksen(2002)은 지역혁신시스템을 3가지의 주요형태로

한다는 입장이며, 지역적인 사회문화적 근접성은 클러스

구분하였다. 특징은 사회문화, 지식의 역할과 같은 소프트

터를 진화시킨다고 하였다. Sunnmore의 조선산업을 그

한 측면에서 지역클러스터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예로 들고 있으며, 거대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우 관련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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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산
업

·

정책기관들이 혁신기관들의 물리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책

연
구
원
기
고

·

체제의 중심적 역할을 맡게 하였다. 각 단계에 따라서 연

정
책
클
러
스
터
의
생
성
배
경
과
특
성

심층테마연구

연구원 기고 [III] ● ● ● ● ●

생산과정에서의 지역적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회문

그 지역에 존재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역 외에서도

화적인 네트워크의 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

조달된다고 하였다. 관련 지역은 전자산업이 있는 Horten

적으로 네트워크된 혁신시스템(regional networked

을 그 예로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외라는 의미는 전국 또

innovation system)으로서 지역클러스터를 말하였다.

는 글로벌한 환경을 말한다. 동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관계

지역적으로 지식조직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계획적인

속에서 산업의 위치를 찾기 때문에 신기술/신제품을 창출

시스템 내에서의 네트워크에 의해 클러스터가 형성된다고

해 낼 수 있는 같은 암묵적 지식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

한다. 관련 지역은 기계엔지니어링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요하며, 또한 기술자체의 복잡성 때문에 지역 내에서 모든

Jaeren을 그 예로 하였으며, 기계부품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을 창출할 수 없다는 가정을 주고 있다.

기초적인 지식의 창출 및 확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식조
직의 역할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셋째, 지역화

따라서 그들의 연구는 Sunnmore지역의 조선산업은 지역

된 국가혁신시스템(regionalised national innovation

적 네트워크에서 점진적 혁신을 하여왔고, Jaeren의 기계

system)으로서 지역클러스터를 구분하였다. 이 클러스터

엔지니어링 산업에서는 지식기반의 기술적 협력을 통해서,

는 동일한 교육과 공통의 경험을 지닌 개인에 의해 순수하

그리고 Horten의 전자산업에서는 국가연구의 상업화에서

게 자극되면서 형성되어간다고 한다. 하지만, 필요지식은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표 1참조>.

RIS의 주요형태

지식조직의 위치

지식흐름

협력의 중요자극

특정영역에 네트워크를지닌 RIS 지역적이지만, 지식조직과 거의 관련없음

상호교환

지리적 사회문화 근접성

네트워크된 RIS

지역적으로 지식조직과의 협력이 강함

상호교환

계획화된 시스템적 네트워킹

전국적 RIS

지역의 외부에 위치

매우 선형적

동일한 교육과 공통의 경험을 지닌 개인

자료: Asheim(2002):84.
지 역
Sunnmore(조선산업)
Jaeren(기계 엔지니어링)
Horten(전자산업)

<표 1> 지역혁신시스템의 주요형태 및 특징

결국, 사회문화, 지식, 그리고 외부성의 관계에서 클러스

적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식의 속성이 클러스터 진

터의 형성과 진화가 이루어지는 다양성이 존재하며, 한편

화에 있어서 중요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지역

으로는 세계적인 경쟁관계에 속해 있는 산업의 경우는 지

(learning regions)과 학습기업(learning firms)의 연결

식의 외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 지역클

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는 이유에

러스터는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으며, 그것은 지역산업이

관한 그의 견해를 세 측면에서 구분해보면, 첫째, 비용절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 또한 산업관련의 특정 기술 및 시

감, 둘째, 집단적 학습과정, 셋째, 지식의 이전과 창출의

장의 국내외적인 범위 및 발전 속도에 따라 클러스터의 특

원리이다. 우위의 근원 또한 순서대로 비용, 학습, 그리고

징이 달라지는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다. 조선 산업보다는

연속적 개발이 이어지는 관계로 정리된다. 산업클러스터

기계엔지니어링 산업 및 전자산업이 지역외부적인 기술과

의 진화에는 하나의 궤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시장 환경 변화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지역을 넘어 전국

며, 많은 궤적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으로 또는 글로벌적인 클러스터로서 그 위치가 정해질

클러스터는 경쟁과 협력(copetition)이 공존하는 공간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표 2 참조>.

3-2. 산업 클러스터의 복잡성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 클러스터는 지역클러스터에서의 비
용절감, 학습기반, 기술변화가 급격한 지역 또는 산업에서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의 주요이론을 구분하

기업들 간의 협력과 경쟁을 요구한다. 따라서 산업클러스

여 설명하였던 Newlands(2003)는 학습지역(learning

터가 형성되고 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생산시스템 및

region), 혁신적 환경(innovative milieux), 산업구역

거래비용의 절감, 그리고 지역적인 학습역량의 확보를 통

(industrial districts) 등에 대한 접근을 교정할 필요가

해서 다수의 공간(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있으며, 그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기존의 산

혁신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는 말은 지역적산업클러스터

업클러스터에 대한 연구는 지식창출 및 확산이라는 개념

가 형성되어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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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ewlands(2003): 526. 일부 수정
연구 특성

우위의 근원

생산비용절감

기업은
왜 모이는가

생산시스템적
비용절감

거래비용
(캘리포니아 학파)

클러스터에 존재하는
기업의 낮은 거래비용

효과적인 집단적
학습과 실행

유연한 전문화,
신뢰와 비거래성

정보의 상호교환에 따라
신뢰의 혜택이 존재하는
네트워크 속의 기업들

집단적 학습과정

혁신환경
(GREMI 그룹)

성공적인 혁신을 위한
프레임과 조정을
준비하는 환경

지식의 이전과
창출

제도 및
진화경제학

지역화 정도

경쟁과 협력

노동공급, 인프라, 그리고 공통서비스가 존재
비즈니스 서비스를 공통으 하는 외부경제는
로 공유하는 기업들
지역적으로 집중
확실한거래비용은
대인계약을 유지함

정책과의관계

지역의 예

클러스터에서 기업의
우위는 협력으로부터
나오지만 경쟁을 지속함

정책적 합의 없음

영국
Sheffield,
Lancashire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음

시장은 클러스터
내에서 거래를 조정

시장 그 자체

신뢰는 지리적으로 기업은 질적인 면에서 각자
집중된 네트워크를
경쟁하지만,
유지함
강한 협력관계를 유지
혁신을 유도하는
제도는 대인
계약에 의존함

제도들이 강화되면서
특별한 궤적은 많
연속적 개발에 영향을 주는 은 공간에서 개발
클러스터
될 수 있음

국가경제, 법률과
정책규범은 관련됨

이태리 Third Italy,
독일 Baden
Wurtemberg 등

경쟁과 협력에 대한
기업관계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지만, 협력이
중요하다고 가정

정책입안자들은
기업, 연구소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하는 역할

미국
Silicon Valley,
Route 128

독자적인 경로에서
기술적 변화는
경쟁과정을 부추김

정책은 혁신적
궤적개발의 단지
한 요소

기술변화가
급격한 지역

지
역
산
업

·

주: GREMI group: Groupment Europeen des Milieux Innovateurs.

<표 2>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경향

하였던 지역클러스터의 다양성보다도 더욱 복잡한 과정을

서 제거하기 보다는 외부적인 압력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정책적으로 혁신기관들의 팀웍
(teamwork)을 촉진한다거나, 아니면,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편 흥미롭게도 산업클러스터의 복잡성은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혁신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창출해주는 역동성측면에서 본다면 도전적 의욕을 불러일

하겠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산관학의 고도화 사업 등이

으키는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가 및 지역, 산업과

이에 해당 될 것이다.

비즈니스 형태,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 등
에 따라서 클러스터의 다양성도 넓히고, 복잡성도 높일 수

이러한 맥락에서 Caniels et al.(2003)은 기술관련 비용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클러스터를 만들

절감(cost saving)과 기술전파(technology spillover)의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지역클러스터와 산업클러스터의

차원에서 기업 간 기술학습에 대한 지역집적의 우위를 정

관계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결합(strategic combination)

리한 바 있다. 특히 시장의 역할이 제한적일 경우에는 정

하느냐에 따라서 혁신클러스터는 많이 생성될 수 있는 것

부의 촉진적 역할이 필요한 것이 클러스터 작업이라는 것

이다. 각자(국가, 지역 등)의 역량에 맞는 독특하고도 경쟁

을 제시하였다<표 3 참조>.

력 있는 클러스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존

상술한 바를 정리하면, 시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어떤 기술에

재하고 있다.

대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첫 번째의 흐름이다.
이에는 관련 산업들의 증가 및 기술개발경쟁이 발생함으로

3-3. 정책 클러스터의 미래성

연
구
원
기
고

·

클러스터 이유

써 점점 전문화된 지역으로 발전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결국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거래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미래의 클러스터화 작업은 프리프론티어(pre-frontier)나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치열한 경쟁은 더욱 나은 기술

프론티어(frontier)적인 R&D기반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

개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공적이라 판단되는 결과는 확

라서 국가 및 지역으로의 지식전파(knowledge spillover)

산되며, 구성주체들은 더 많은 학습기회를 요구하게 되거나,

를 통해서 신산업 및 신시장의 조직화가 요구된다. 하지만

찾아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정부는 시장에서 개발되어

그 과정에서 산업개발의 속도감이 뒤쳐진다거나, 시장에

오지 않은 기술개발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촉진함으로

서 엄격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적 개입은 필

써 클러스터의 진화에 역동성을 부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요하다. 그 가정은 지역적인 집적을 통해서 기술의 확보

있다. 따라서 계획적인 기술 또는 비즈니스 성공에 대한 전

및 산업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혁신클러스터가 제 위치를

파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결국 시장과 정부의 역할은 상호 보

잡지 못할 경우에 해당한다. 해결방법으로서는 클러스터

완적이기는 하나 시장의 역할이 미약할 경우에는 정책적인

내에서 잘못 형성되어 있는 관성을 내부적인 조정을 통해

촉진이 허용되는 영역이 클러스터 작업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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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기고 [III] ● ● ● ● ●

출처: Caniels et al.(2003)을 일부 수정.
집적에 따른 기술관련 우위의 형태
비용절감(cost saving)

기술전파(spillovers)

(Ⅰ)

지

자
발

역

:

환
경

시
장
진
화

의
형

(a) 혁신에 대한 자극은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을 통해 쉽게 확산된다.

(b) 지역기업에 공급하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는 부품공자들은 치열한 지역경쟁을 일으킨다.
기업은 생산비용보다
기술적인 노력(학습과 역량)에 투자한다.

(b) (혁신 및 숙련이 향상된) 인적자본의 형성은
비공식적learning-by-doing을 촉진한다.

(c) 전혀 새롭고 전문화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떠오른다. 새로운 아이템에
생산을 위한 기술적 노력을 자극한다.

(c) 기술이전은 기업 간 인적자원의 이동 즉,
다양한 네트워크(비평, 모임, 박람회, 포럼
등)를 통해 촉진된다.

(d)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용기업에게 낮은 거래비용을 이끈다.
촉
진
정
부
정
책

:

태

(Ⅱ)

(a) 기술개발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로 도약하는 부품공급자를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역적 요구는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Ⅲ)

(Ⅳ)

(a) 낮은 거래비용은 비용 및 위험을 공유하는 기술적 팀워크 기업을 창출하게 한다.
(b) 낮은 거래비용은 개인기업의 한계를 넘어서 대규모의 기술적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력
투자를 창출하게 한다.

(a) Ⅱ의 영역을 그대로 확정 짓는다. 그러나
Ⅱ영역의 spillovers에 비해서 Ⅲ영역을
포함한 계획적 spillovers가 발생한다.

<표 3> 기업간 기술적 학습에서 집적효과의 영향

4. 결론
클러스터의 개념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그 이유는 클러

성과 지속성의 차이(the long term technological dyna-

스터란 글로벌, 국가, 지역적으로 경제개발정책, 사회문화적

mism and sustainability)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클러

조건, 폭넓은 네트워크의 속성 등이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스터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에서 두 가

관계를 맺고 형성되는 혁신적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역, 산

지 상황변수를 등장시킴으로서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업, 정책적으로 복잡한 단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조되

지식시스템과의 관계에서 첫째, 제품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느냐 또는 구조화하느냐에 따라서 특징적인 클러스터가 형

기술의 복잡성(the complexity of technology involved

성될 수도 있다.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선 및 철강산업을 중심

in that product sector), 둘째, 국제적인 기술적 선도자로

으로 형성된 클러스터와 전자 및 ICT(Information &

부터의 클러스터의 거리(the cluster’
s distance from the

Communication Technology)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클

international technological frontier)의 문제이다.

러스터의 네트워크 범위와 형태, 지식 및 기술의 암묵성, 그
리고 사회경제조직으로서의 사회문화의 함유자체가 상이하

기술적 복잡성은 기술적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

였던 것에서 클러스터의 다양성 및 복잡성이 존재하는 것이

한 지식시스템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며, 클러스터에서 생

다. 조선 및 철강은 강력한 지역클러스터를 필요로 하는 한

산되는 특별한 제품영역에서 국제적인 기술적 선도자와의

편, 전자 및 ICT산업은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 전국적으

거리는 클러스터의 지식시스템의 조직적 형태에 중요한

로, 또는 글로벌적으로 움직이는 혁신적 산업클러스터로의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자의 예를 든다면, 자동차산업이

발전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나 화학 산업의 경우에는 부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공
간적 클러스터화가 이루어진 혁신기관(기업)의 네트워크

이것은 클러스터 및 혁신네트워크의 연구에서 지적되어

경쟁력에 필요한 기술적 역동성은 조직적이고 활동적인

온 상황변수(contingent)의 중요성에서 그 문제를 풀어볼

지식시스템에 크게 의존한다. 후자로서 가구나 단순한 제

수 있다. 클러스터를 연구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조품을 만드는 클러스터일 경우에는 지식시스템에 대한

발생한다. 첫째, 클러스터에서 지식시스템의 조직적 기반

의존성이 적은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은 지식확산이 비교적 비구조적이거나 수동적이었고, 새

의 전자산업은 지식시스템을 가장 잘 활용한 사례이다. 글

로운 지식의 창출과 획득에 목표가 불명확하거나 닫혀 있었

로벌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지식에 대한 거리를 좁히기 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어떤 클러스터는 진화하였다.

해서 국가 내외부적으로 대규모적인 개방성을 유지하여왔

그 이유는 클러스터에서 생성되어 온 장기간의 기술적 역동

고, 또한 지식획득과 확산을 하기 위한 구조적 머케니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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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역, 산업, 그리고 기업 내에서 증가시켜 온 것이

촉진(facilitate)하는 의미로서 파악되었기 때문에 정책은

해당된다(Bell and Albu 1999).

어디까지나 클러스터가 진화하는 각 단계마다 매우 합리
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

역할이 분명히 있었지만 향후의 클러스터의 진화과정에서

혁신클러스터로의 진화를 위해서는 시장에서 형성되어가

시장의 역할로만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정책적 개입을

는 자발적인 사회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

통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가의 논쟁은 불가피 한 것으로 보

도록 해야 하며 그 결과로서 지역 및 산업 클러스터의 진

인다. 본 연구결과의 의미에서 본다면, 지역, 산업, 정책

화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의 역동성과 정책적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정책의 경우에는 지역

보완 간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는 향후의 클러스터 작

의 역동성을 높인다든지, 지역과 산업 클러스터의 연결을

업에서 핵심이슈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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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상용화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중심의 선진공업국들은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주안점을 국가지원 연구
개발 결과를 민간 분야로 원활하게 이전하는 것과 효율적인 상용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증대에 두
고 있었다. 하지만 각국 정부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개발 기술의 상용화 정도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술상용화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공부문의 기술상용화란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여 상용화하는 것이고, 민간부문
의 기술상용화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다른 기업에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모두 행동양식과 의식의 변화를 수반하는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공공부문의 기술상용화는 혁신 기술의 확산이 수동적으로 이루
어지는 반면 민간부문의 기술상용화는 상품의 구매라고 하는 보다 능동적인 형태로 이
루어진다. 즉, 민간부문인 경우 기업의 경제적인 이익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공공
부문인 경우에는 공공조직, 즉 지방정부, 국가, 더 나아가 지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벤처캐피탈 회사(venture capital firm)란 증권시장이나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조달
이 불가능한 신생 벤처기업들에게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경영·기술상의 지원
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벤처캐피탈 회사는 투자원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매우 매력적인데다, 경영과 기술상의 각종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위험과 수익 특성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개별적으로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위험요인도 많다. 벤처캐피탈 회사의 개입은 창업과 시드머니 또는 성장과 확장에 필
요한 자금의 조달에서 시작되지만, 투자한 벤처기업이 사업화에 성공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
장에 상장되거나 다른 기업에 합병되어야만 양자의 관계가 종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투자된
자본은 회수기간이 길고 회수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며 회수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벤처캐
피탈 회사의 투자는 위험이 크고, 투자성과 역시 불안정한 특성을 갖고 있다.
벤처캐피탈 회사의 성패는 전적으로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능력의 보유여부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벤처캐피탈 회사는 투자대상의 선별능력과 투자대상 기업의 수익-위
험 특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차별적 지원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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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혁신클러스터
미국에서 실리콘 밸리가 IT산업의 중심지로 인식된 후, 클러스터 열풍이 세계 각국을 휩쓸었다.
우리나라도 창원·구미·울산·파주·탕정 등지에 산업도시나 기업도시의 명칭으로 건설이 계획되
어 있다.
클러스터링은 특정 지역 안에서 연관성 있는 다수의 기업과 혁신기관이 상호 간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부품조달·기술개발·인력 및 정보교류 등에서 네트워크 강화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
하며, 지역 클러스터는 혁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적 혁
신기관들의 네트워크 집합을 말한다. 이렇게 집합이 형성되면 클러스터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혁
신역량과 자원, 지원서비스, 숙련된 인력, 지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기술혁신의 창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 지역 혁신클러스터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의 지역경제/산업이 첨단산업화 과정에서 변화
의 유연성을 잃어버리거나 기존의 낙후된 경제 및 비즈니스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의 문제
가 나타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의 수단으로서 혁신클러스터 역할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산업간 융합(컨버전
스)화와 기업 간 경쟁 등이 날로 심화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어 기업들의 클러스터링은 더
욱 절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혁신체계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되면서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창
출 및 활용하는데 있어서 혁신체계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역 혁신체계란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유용한 새로운 기술지식의 생산, 확산 및 활용에 영향을
주는 기술혁신 조직들의 결합체를 이르는 말이다. 즉, 지방정부, 지방대학, 기업, 시민단체, 지방
언론 및 연구기관 등 지역 내 혁신 주체들이 지역의 연구개발, 생산 과정이나 행정제도, 문화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역동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유기
적 체계이다.
이 같은 지역 혁신체계는 지역의 고유한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체들
이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지역마다 특성화된 특별한 산
업에서 강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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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IC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Institut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of China)
글 _ 박한철ㆍ대외협력과ㆍhcpark@kisti.re.kr

ISTIC은 어떤 기관인가?
중국의 과학기술 정보관련 핵심연구기관인 ISTIC은 1956년 설립된 중국과학원 산하 과학정보연구
소(the Scientific Information Research Institute)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92년 과학정보연구
소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통합되면서 오늘날의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ISTIC)로 탄생되어 오
늘날까지 중국의 과학기술정보 인프라 구축을 선도하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집된 각종 과학기술
관련정보를 중국의 산·학·연 연구개발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하고 있다. ISTIC의 직원은 총 702명이며 그 중 521명이 기술관련 전문가들이다. 석사이상 전문
인력이 17%이고 36~45세 그룹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ISTIC의 주요 연구 활동은 다음과 같다.
- 문헌정보 자료 수집 및 보관, 문헌정보 서비스
- 과학기술정보 관련 검색 및 표준화 시스템개발
- 과학기술정보 동향분석 및 연구보고서 생산
- STI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서비스
- 과학기술분야 발간물의 수집 및 보관, 서비스

ISTIC의 정보자원 현황
ISTIC의 과학기술 관련서비스는 NSTL(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Library)이 담당하고 있다. NSTL은 국
가차원의 과학기술정보수집, 데이터규격화, 과학기술 정
보서비스 공동제공을 위해 2000년 중국과학기술 관련
핵심연구소인 중국과학원문헌정보센터, 중국과기정보연구
소, 기계공업정보연구원, 야금공업정보표준연구원, 중국화
공정보센터, 중국의과원정보연구소, 중국농과원문헌정보
센터로 구성된 가상도서관으로 ISTIC이 본부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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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L 대표홈페이지: www.nstl.gov.cn

ISTIC

Institut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of China

가) 정보자료의 수집
국가경제성장 및 과학기술 발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ISTIC은 국내외 과학기술 분야 정보자원을 수집, 가
공 및 정보서비스하고 있다. 14개국 75개 기구와 구축된 협력관계를 통해 정기간행물 500종과 책자
1,000여종을 교환하고 있다. 정기간행물 중국 과학기술 자료, 간행물, 논문, 회의자료는 우수성과 정확성
에 근거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외국자료는 신속성과 첨단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수집된 정보들은 정
부, 연구계, 대학, 산업체, 민간기관 등의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정보로 가공되어 제공되어 진다.

나)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및 유통
ISTIC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약 39개 DB를 제작하고 있다. SCI, SSCI, CA, BIOSIS 등의 주요 초록DB
와 해외 회의자료 약 1,000종을 수집하고 있으며 전자논문 약 70,000종도 포함된다.
구

분

수집연도 연간 수집량

합

계

중 국 저 널

1977

8,000종

550,000종

중국 회의자료

1984

1,000권

48,000권

중국 과학기술논문

1963

120,000건

700,000건

정부지원 과기프로젝트

1998

-

400건

해 외 저 널

1960

4,000종

1,650,000건

해외 회의자료

1970

3,000권

102,000건

해외 과학기술 보고서

1960

17,000건

2,200,000건

해 외 논 문

2001

-

70,000건

언어

종

류

중

Journal article

국

Conference paper

어

Dissertations
Journal article

조영화 원장, 중국 과기부 및
ISTIC 직원 대상 특강
구축 데이타
5,702,459
542,657
613,691
962,645

영

Conference paper

어

Dissertation

71,863

S&T reports

769,664

<표 1> ISTIC 정보자원 보유현황

1,395,942

<표 2> ISTIC DB 구축현황

다) 정보서비스
ISTIC은 2000년 12월 개통한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 시스템업그레이드를 통해 센터와 각 성 단위 간 1 기가급 초고속광케이블망을 구축하였고 국가
도서관, 중국교육망(CRENET), 중국과학기술망(CSTNET) 등과 연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
을 통해 사용자들은 온라인정보검색서비스, 원문복사서비스, 교육 및 훈련, 도서열람, 기술 분석 및 컨설
팅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온라인 정보검색서비스
1만 1천종의 외국과학기술 정기간행물과 2,500종의 외국회의록, 과학기술보고서, 8,000여종의 중국 과
학기술 정기간행물에 대한 정보를 NSTL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약 250개 전용망을 구축하여 중국
의 주요 도시와 연결하고 있으며 해외 유수의 정보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있다.
ISTIC은 전용망을 해외 첨단정보의 수집에만 사용하지 않고 국내 산학연 연계를 통한 정보의 공유 및 활
용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ISTIC 온라인 사용자들은 OPAC(Online Public Access Catalogue)
를 통해 구축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구축된 정보 분야는 다음과 같다.
- Market oper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project
- Achievement appraisal and Information investigation
- Market research and Patent application
- Selection of potential venture partner
- Standard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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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원문복사 서비스
ISTIC은 중국 최대의 과학기술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연간
8,000종 이상의 간행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각종 과학기술관련
보유 문헌정보들은 5백만 건 이상이다. 보유하고 있는 문헌정

연 도
2003
2004
2005.3.

보에 대한 검색 및 원문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공학기술

제공건수
49,954
46,793
11,103

해외협력기관
BLDSC
JST, CISTI, INIST

<표 3> ISTIC 원문복사 현황

도서관(NETL)의 회원으로 등록한 후 온라인 원문복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 등록 후 필요정보
검색과정을 거쳐 선택한 문서를 사용자 편의에 따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틀정도의
처리과정을 거친다. e-mail을 통한 문서신청은 24시간 내 처리된다.
ISTIC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는 NETL 회원기관 보유정보 검색을 거쳐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진다.
NETL은 회원기관 보유정보 외 외국정보기관들과도 다양한 형태의 복사서비스 협력을 체결하여 사용자
들이 국내외 과학기술정보 자원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교육 및 훈련서비스
중국 내 과학기술 정보 확산 및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는 ISTIC은 과학기술 전문인력 외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국가교육위원회(The State Education Commission)가
인준하는 정보과학분야 석사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ISTIC의 정보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S&T 일반검색기술
- International On-line 검색시스템
- ISTIC 보유정보 문헌검색(OPAC과 데이터베이스 활용)
- ISTIC 정보서비스센터(NETL, NSTL) 활용기능
-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훈련
온라인 정보교육

- 외부 사용자 요구에 따른 단기 기술교육

④정보분석 서비스
국내외 과학기술발전 동향을 추적 보도하고 과학기술정책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중국과학기술 논문 및 통
계분석 등 연구를 진행한다. 콘텐츠는 주요하게 보도기사들로 이루어졌으며 보도의 내용에 따라 정책과
전략, 기획, 과학과 사회, 기초연구, 신기술, 과학기술조건, 과학기술 합작 등 카테고리로 뉴스를 분류하
여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과거 핫이슈, 인터넷자원가이드, 전문가 특별자료, 숫자정보 등
코너가 있고 지방정보코너도 있는데 북경, 상해, 천진, 홍콩 마카오, 타이완 등 도시별, 성과 시별로 과학
기술 관련뉴스를 보도 한다.

⑤경제무역 동향서비스
경제무역통향은 국내정보(국내경제, 시장, 시장분석, 제품수요와 공급), 국제정보(국제경제, 국제시장, 시
장분석, 국제제품공급과 수요), 국제조직정보(유럽동맹정보, 연합국정보, WTO), 업계정보(텔리콤기술,
정보기술, 항공, 기계전자, 건설, 야금,에너지, 농업/임업, 경공업, 환경보호, 화공, 의약) 등으로 뉴스를
분류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업체소개 코너에서는 약 1,860여개의 업체를 소개하고 있고, 제
품추천코너, 공급과 수요정보 추천 아이템 등이 있다.

⑥ 출판 및 인쇄서비스
S&T Documents and Publishing House에서는 과학기술 도서, 정기간행물, 단행본 등 다양한 형태의
과학기술 관련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대부분이 S&T분야 의학, 과학, 농업, 기술 동향보고, 분석, 최신기
술에 관련된 자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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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IC

Institut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of China

⑦ 국제협력 및 교류서비스
ISTIC은 설립이후 해외선진과학기술정보 및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UNESCO 산하 정
보관련 국제기구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외 파트너기관들과 과학기술 정보관련 다양한 형태의 공동
연구, 전문가 교류, 원문복사, 기초연구,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KISTI와도 2004년 정보
교류 및 공동연구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2005년부터 분야별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제
목
China Information Review
Bulletin of China S&T Research Achievements
Recent Develop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Abroad
Journal of the China Society for S&T Information
Outlook on Glabal Science,Technology and Economy
electronic and computer Design work
Telecom World
China Internet Times
Internet Fan
Science and Technology & Industry Across the Straits
Talents of S&T
Journal of Chinese Association of Ultrasound in Medicine and Engineering
High Technology Letters
Management Science Abstracts
High Technology Letters
Journal of Chinese Ultrasonic Diagnosis

발간주기
Monthly
Bimonthly
Monthly
Monthly
Bimonthly
Biweekly
Monthly
Monthly
Monthly
Bimonthly
Monthly
Monthly
Monthly
Monthly
Quarterly
Semiannually

언 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영 어
영 어

<표 4> ISTIC 주요 간행물

ISTIC의 발전방향은 ?
과거 중국과학기술의 발전은 국방과 우주에 집중되어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강조와 국방력강화에 활용되
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이 분야에 필요한 기초과학 분야에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국
민경제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생산기술과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은 자연히 낙후될 수밖에 없어 자본주
의 체제 도입을 통한 제2 도약을 추구하는 중국정부 정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1998년 중국 중앙정부 구조개편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명칭이 변경된 중국과학기술부는 첨단기술
개발 관련업무와 더불어 과학기술 예산 집행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 대중화를 통한 과학문화 창달의 임무를 동시에 부여받게 된다. 중국과학기술부의 이러한 위상변화
는 그 직속연구기관인 ISTIC의 임무 및 비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NETL: National Engineering and
Technology Library

1956년 설립 이래 수십 년 간 중국 과학기술분야 핵심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온 ISTIC은 이를 기점으로 기
능상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수집된 과학기술정보를 단순 보급하던 정보센터 기능에다 정보의 분석과
응용연구, 과학기술 전문인력 훈련기능, 첨단해외정보의 국내확산 데이터센터 기능 등을 추가하여 4가지 미래
핵심 지원기능으로 선정하고 이의 수행을 통한 중국과학기술 인프라 강화에 그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였다.
변화된 첨단 정보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고부가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ISTIC의 비젼은 과학
기술 분야별 7개 연구소로 구성된 국가과학기술도서문헌정보센터(NSTL)의 설립에 잘 나타나 있다. NSTL은
국가 과학기술발전 요구에 부응하여“통합구입, 표준화, 협업연구, 자원공동 활용”
을 원칙으로 분야별 연구소
가 수집하고 있는 정보의 보존 및 디지털화, 이의 가공을 통한 분석정보 창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세계 유수의 정보기관과 교류 창구 역할 수행 등을 통해 중국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2005년을 기
점으로 과학문화 창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정부와 그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ISTIC의 새로운 모
습이 기대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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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과학기술동향 [1]

1. 머리말

초전도현상이란 절대온도 0도(-273℃)근방에서 도
전성 재료의 고유전기저항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1911년에 네덜란드의 H.K.Onnes가 수은에서 이 현
상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전기저항이 없어지면 옴
(Ω)의 법칙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그 도체에
서는 에너지 손실이 없다. 이를 이용하면 대전류를
손실 없이 흘릴 수 있다. 따라서 원거리에 대전류의
전송이 가능하고 솔레노이드에 적용하면 대단한 자
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초전도는 강자장
의 발생은 물론, 그 특성을 이용하여 MHD발전, 자
기부상열차, 의료용 MNR, 입자 가속기, 전자력 추
진 선박, 핵융합 기타 SOUID 센서 등,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100K이하의 저온 환경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이 너

초전도현상과
그 응용기술
현황
글 _ 양배덕ㆍKISTI 전문연구위원ㆍybd7926@reseat.re.kr

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연구가 주춤하였다. 1987년 미
국에서 P. Chu 박사 등이 90K이상에서 초전도 특
성을 보이는 YBaCaO를 개발하면서 고온 초전도체
시대가 열렸다. 이제 21세기 과학자는 이 초전도현
상을 다루어 보지 않고는 학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초전도현상에 대한 현재의 공학위치
를 알아보자.

2. 초전도 상태와 고온 초전도체
초전도현상의 또 다른 발견은 1933년 독일의
Meissner와 Oschenfeld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들은 초전도체가 단순히 저항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
니라 반자성체로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는 내부
자장을 밖으로 밀어내는 현상으로 마이스너 효과
(Meissner effect)라고 한다.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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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면 자석의 자장이 초전도체의 반자성에 의하여 초전도체

3. 응용기술의 현황

온도가 올라가면 즉 초전도체가 그 성질을 잃게 되면 자석

초전도체의 응용은 크게 나누어 대규모 응용과 소규모 응용

은 더 이상 띄울 수 없다. 이때의 온도를 임계온도라고 한

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주로 전기저항이 없어지는 것을 이

다. 이와 같이 어떠한 일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완전

용하여 큰 전류를 흘리거나 이를 이용한 큰 자장을 만들어

히 사라지고 내부에 자기 저항이 존재하지 못하는 상태를

응용하는 것이며 후자는 주로 초전도체 박막을 만들어 사용

초전도 상태라고 한다.

하는 전자공학적 이용에 있다.

1986년 IBM의 Bednorz 와 Muller 에 의해서 개발된 란타

가. 대규모 응용

늄 계열의 초전도체를 필두로 1987년 미국 과학자 P. Chu
박사에 의해 77K이상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이 개

(1)에너지 관련 응용

발 되었다. 현재 고온 초전도체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희토

초전도 응용 분야 중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류 산화물인 란타늄계(임계온도 30K)와 이트륨계(임계온도

되는 것은 에너지 분야로 발전, 송전, 전기저장, 동력기기

90K), 비스무스 산화물계, 탈륨계 수은계(임계온도 134K)

등 전기에너지의 모든 분야에서 그 응용이 가능하다. 초전

등이 있다. <그림 I>은 년도별 초전도체의 발전현황이다.

도 발전기와 대형 전동기는 도선 전류를 크게 할 수 있기 때
문에 발전기의 크기를 30%이상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기기
의 규모와 중량을 줄일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는 집
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초전도에너지저장시스템(SMES)
은 초전도자석 내에 자기장의 형태로 전류를 직접 저장할
수 있다. 이는 고온초전도체의 이용 중에서 가장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일본과 구라파에서 활발하게 연구
되고 있다. 이 밖에 저온초전도체(Nb-Ti, Nb3Sn)를 이용
하는 대규모 초전도자석은 핵융합실험로(ITER)와 MHD발
전 등에 응용되고 있다.
(2)교통 운송 분야
초전도체를 응용한 교통기관에는 잘 알려진 자기부상열차
(maglev)와 대형선박을 추진하는 전자력 추진(MHD
propulsion system)이 있으며 물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림 I> 임계온도-초전도체 발전 현황

전자력발사장치(Rail gun)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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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현상과 그 응용기술 현황

로 침투하지 못하고 자석이 떠 있게 된다. 하지만 이때 주위

쪽 끝에 하나씩 놓이게 된다. 이 자석은 지하 100m에 설치
되게 된다.

(3) 의료 분야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기공명영
상장치는 넓은 범위에 걸쳐 균일한 자기장이 요구되고 저온
초전도체 코일을 사용한 초전도자석이 현재 응용되고 있다.
(4) 기타 응용분야
송배전선로 사고시의 이상전류를 제한하는 한류기와 냉동기
에 전류를 공급하기위한 전류리드, 에너지 저장에 사용되는

<그림 III> CERN에 설치되는 대형 초전도 자석시스템

fly wheel이나 중량물의 회전용 초전도베어링 등이 있다.
<그림 II>는 초전도 베어링의 기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 소규모 응용
(1) SQUID
초전도 양자간섭장치(SQUID)는 조셉슨 효과와 자속의 양
자화를 이용한 자기센서로 사람의 심장이나 뇌에서 발생하
는 미세한 수 피코 가우스(pico Gauss) 정도의 자기장을 감
지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병원에서 사용되는 심전도나 뇌
전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환자의 심장이나 뇌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a) radial 형

(b) axial 형
<그림 II> 초전도 베어링

(2) 각종 센서
조셉슨 소자를 사용하여 고주파검출기, 광검출기를 제작할
수 있으며 필터, A/D변환기, 공진기, 안테나 등에 응용도

이 밖에 입자가속기에 사용되는 기존의 자석이 초전도자석

가능하다.

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소규모 방사광가속기 및 자기분리기
에도 초전도자석이 사용될 전망이다. <그림 III>는 초전도

(3) 컴퓨터 소자

체 자석의 이용 예이다. CERN(유럽 합동 소립자 핵물리 연

조셉슨 소자를 기억소자로 이용하려는 노력으로 FET 반도

구소)에 있는 Hadron Collider에 초대형 전자석을 설치하

체 기술에 연구가 진행 중으로 향후 반도체 기술과 초전도

고 있다. 이는 입자의 분리와 소립자 검출에 사용할 목적으

기술이 결합된 슈퍼컴퓨터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로 2005년부터 설치할 계획이다.

4. 연구현황
초전도 자석 시스템 규모는 20m직경에 길이가 26m나 되
는 세계 최대의 초전도체 자석 시스템으로 BT(barrel

고온초전도체가 발견된 이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

Toroid)는 8개의 코일이 방사형으로 돌아가면서 회전 자계

력을 기울여 초전도사업에 대한 연구 경쟁이 치열하다. 미

를 만들고 중앙부에는 CS(Center Solenoid)가 놓이게 되

국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기술의 하나인 초전도기술에서의

는 구조이다. 그리고 2개의 ECT(End Cap Solenoid)가 양

우위를 지키기 위해 대기업과 국립연구소 그리고 대학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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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고압 송전선이 초전도선재로 대체

우는 1990년 이후 NEDO를 중심으로 20년 계획으로 고온

가 되면 저항에 의해 전선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초전도 재료는 물론 SMES, 대형 발전기, 기타 전력계통의

전력손실이 없게 된다. 또한 각종 기계류의 플라이휠(fly

초전도기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를

wheel)의 경우 초전도 베어링을 이용하게 되면 마찰손실

중심으로 하는 유럽연합도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초전도 연

없이 회전에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낮의 잉

구를 진행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

여전력을 밤에 활용할 수 있는 전기저장장치(SMES) 또한

구하고 고온초전도분야의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기타 초전도 발전기, 전동기, 한류
기와 대형 선박을 추진시킬 초전도 추진기관은 기술적으로

초전도관련 연구동향은 크게 전력교통분야(발전기, 변압기,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므로 이 분야에 연구가 집중될 것이

한류기, 케이블, SMES, 자기부상열차 등), 산업응용분야

다.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정보통신 소자 분야에도 초전

(자기분리장치, 전기추진선, 자기베어링, 반도체인상용융장

도 기술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향후 중후하고 거대한

치, 산업용SMES 등) 그리고 의료/전자분야(MRI, SQUID,

시스템 보다 소규모적인 이용이 중점이 될 것 같다.

슈퍼컴퓨터, 전자교환기, 이동통신소자 등)의 3개 분야로

6. 맺음말

된 것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전도체 실용화 연구들의 성공은 결국
국내에서는 표준과학연구원, 전기 연구소, 한국전력 기술연

초전도체를 임계온도 이하로 냉각시키는데 달려있다. 특히

구원과 서울 대학교 부설 전력 연구원에서 장기 연구과제로

저온 초전도체의 경우는 최소한 30K이하로 냉각 시켜야 하

각기 특색별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소규모 응용분야로

기 때문에 냉각기술과 또 그 환경을 보존시킬 밀폐기술이

‘고온초전도SQUID 개발/초전도전자디지털소자 개발/초

문제된다. 이는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문제

전도 고주파소자 설계/YBCO tape 선재 개발’등이 있으며

가 대단하여 실용적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액체 질소

21세기 프론티어 연구사업으로‘초전도자석 개발/전력용

(77K)를 사용할 수 있는 고온 초전도체의 개발에 지금까지

한류기 개발 /변압기/모터에 관한 연구’
가 수행 중에 있다.

심혈을 기울였다. 현재의 고온 초전도체는 부서지기 쉽고
유연성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러한 관계로 실용화의

5. 향후 동향

연구가 주춤한 상태에 놓이고 있다. 초전도체의 응용연구는
결국 근본적인 것 즉, 유연성이 있는 고온초전도체(임계온

현재 상용화를 위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의

도 77K이상)의 개발과 저온초전도체의 응용을 위한 초저온

료분야에서는 MRI가 상용화되고 있으며 뇌질환과 심장질

연구와 밀폐공학과 같은 주변 기술과 병행하여 발전하게 될

환과 같은 것을 비파괴검사를 통해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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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현상과 그 응용기술 현황

나뉘어 상용화를 목표로 그 연구가 활발하고 이미 상용화가

최근과학기술동향 [2]

1. 마이크로팩토리 개념의 등장

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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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시스템

작은 고추가 맵다는 우리말이 있다. 몸집은 작지만

글 _ 박장선ㆍKISTI 전문연구위원ㆍjangseon@reseat.re.kr

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일본을“왜(倭)”
라 하여 몸

말과 행동이 야무진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표현이
집이 작은 일본인을 업신여겼다. 20세기 후반에 이
런 왜의 일본은 작지만 야무진 특유의 기질을 발휘
하여 부자나라가 되는데 크게 공헌했다. 소위 제품
의“경박단소(輕薄短小)”
를 통해 세계시장을 누빈
것이다. 이를 풀이하면 가볍고, 얇고, 짧고, 작으면
서 기능상으로는 야무진 제품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일본이 세계시장을 겨냥한 이러한 방향은 컴퓨터,
카메라, 오디오기기, 휴대기기와 같은 제품을 대상
으로 하였고 이 전략은 그대로 적중하였다. 마침 반
도체, 전자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기술을 기계와 융
합하는 메카트로닉스가 확산되어 갔다. 이것은 동시
에 제품크기의 소형화를 유도하고 성능은 오히려 고
기능·대용량이 가능하게 되는 촉매제였다.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실리콘반도체 미세가공
기술을 이용하여 반도체회로 위에 마이크로 구조체
를 결합한 초소형 기계시스템기술을 제안하였다.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라
고 불리는 이 새로운 개념은 미세가공기술에 의해
기계와 전자기능을 융합하여 마이크로구조의 전기/
기계시스템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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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휴대형 마이크로팩토리

대에 자동차용 가속도센서, 자이로미터, DLP 등으로

해냈다.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공 유닛의 마이크로선반은

나타났다.

그 무게가 불과 100g 정도로 작다. 그러나 가공정밀도는 대
형선반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

이즈음 유럽에서는 마이크로기술이 장래 경쟁력의 헤게모

이러한 마이크

니가 될 수 있음을 간파하고 국가별로, 그리고 유럽통합기

로팩토리의 추

구인 EU차원에서 마이크로시스템기술인 MST(Micro-

구는“마이크로

systems Technology)개발계획에 착수하였다. MEMS와

부품생산은 마

유사한 개념이지만 마이크로시스템기술을 포괄하는 보다

이크로공장에

넓은 의미의 마이크로기술이다.

서”
라는 생산경

작은 것과 야무진 것 그리고 만들기 기술(ものつくり)에서

제적인 배경이

둘째를 싫어하던 일본이 이번에는“Micro Machine”
기술

깔려 있다. 우선

개발을 국가프로젝트로 출발시켰다. 1991~2000년 10년간

비싼 공장부지(공간자원)를 줄일 수 있고, 에너지와 재료를

정부(당시 통상산업성)는 여기에 250억 엔을 투자했다. 초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노동인력도 감축시킬 수 있고, 생산

기에는 MEMS와 MST와 같이 단위기계시스템의 마이크로

공정시간을 빠른 속도로 또 유연하게 조정할 수가 있다. 이

화에 타깃을 두었었지만, 1994년부터는 생산시스템, 즉,

동하면서 주문 생산할 수 있는 매력도 있다. 다만, 기존의

공장의 마이크로화를 겨냥한“마이크로팩토리”
프로젝트를

생산구조에서 새로운 생산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오랜 세

포함시켰다.

월 동안 형성되어온 산업구조와 생산방식에 대한 인식변화
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마이크로팩토리는 말 그대로 초소형 공장개념이다. 책상크
기의 소규모 데스크 위에 초소형 가공·이송·조립 공정장
치들과 함께 공정작업모니터링과 제어를 위한 CCD카메라/

2. 마이크로조립시스템기술

또는 현미경, 제어시스템이 집적되어 있다. 모니터를 통해
운전감시와 조작을 하는 오퍼레이터가 한 사람이란 것을 제

일본이 선택한 마이크로팩토리시스템은 기계부품가공을 대

외하면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추고 있는 공장이다. 앞으로 현

상으로 한 것이었다. 마이크로베어링과 마이크로기어를 각

지 주문생산수요에 대비하여 이 마이크로공장시스템을 가

각 절삭가공과 전해가공에 의해 가공하여 조립하는 프로토

방에 넣고 이동할 수 있도록 휴대형 마이크로팩토리도 개발

타입을 완성하였다. 2000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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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NC 마이크로 선반

리되었지만 그 후 산업계에서 마이크로팩토리 도입 붐은 조

시스템 운전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성되지 않고 있다. 프로젝트가 수요와 연계하는데 실패하고

MiniProd기술은 계속하여 개량 중이다. 그 방향은 시스템

있는 것이다. 즉, 일본형 마이크로팩토리에 대한 시장수요

의 모듈화(modular)와 재배치가능성(reconfigurable) 확

는 아직 산업계의 관심을 끌만큼의 이익창출단계에 진입하

대이다. 이것은 조립대상 마이크로부품의 특성에 따라 적합

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산업현실에 비해 기술이 너무 앞

한 조립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고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서갔다는 분석도 있다.

전략이다. 동력공급용을 포함한 기본모듈(basic module),
핸들링모듈(handling module), 접합/채결모듈(joining
Module), 저장 및 이송모듈(stacker module), 인터페이스
프로세스모듈들이 주요 연구개발대상이다.

www.aist.go.jp

이 과정을 주시해오던 독일은 마이크로조립시스템에 눈을 돌
렸다. 가공공정을 거친 마이크로부품을 조립하는 조립형 마이
크로팩토리에 착안한 것이다. 체결(joining), 접합(bonding),
패키징(packaging) 등 부품조립공정은 부품의 전 생산공정 코
스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마이크로광전부품, 마이크로센
서 등 특정 부품 분야에서 조립코스트는 생산코스트의 60%를

<그림 1> Stacker Module(프라운호퍼 IPA)

상회하는 것이 많다. 마이크로팩토리에 대한 독일방식의 접근

마이크로 레이저다이

전략은 코스트다운과 수요와의 결합이다.

오드, 광전센서 조립

독일연방정부 교육연구부(BMBF)는 MST계획의 일환으로

시스템 등이 이미 실

마이크로조립기술개발을 겨냥한“MiniProd”
프로젝트를

용화 중이다. 앞으로

출범시켰다. 프라운호퍼연구원 생산자동화연구소(IPA)가

소형 마그네틱 밸브,

주관하고 마이크로기기생산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프

마이크로엔코더, 마이

로젝트는“수요”
에 바탕을 두고, IPA는 시스템요소기술을,

크로스위치, 마이크로

참여기업들은 IPA와 공동으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조립시

기어, 마이크로모터, 외과용 소형부품, 소형라디오부품, 유

스템기술을 개발한다.

리섬유스위치 등 많은 소형/마이크로부품들에 대한 조립시
스템개발이 유망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IPA의 개발성과는 2000년대 초반에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좁은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데스크 형태의 플랫폼에 마이
크로로봇 암(머니퓰레이터 역할)과 마이크로그리퍼가 부품
을“pick and place”
방식으로 조작하고, 조립용 부품은 플
랫폼의 알루미늄베이스 위를 이동하는 운반체(carrier)에
의해 운송된다. 운반체의 구동력은 베이스의 바로 아래에
장치한 평판형 모터(planar motor)가 제공한다. 조립공정
을 제어하는 컴퓨터제어시스템(brain box)이 사실상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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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광전센서 조립시스템(프라운호퍼 IPA)

스위스, 핀란드 등 유럽국가에서는 독일과 같이 수요에 바탕

립·통합 제어기술개발”
과제는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팩토

을 둔 마이크로조립시스템에 대한 국가프로젝트가 진행 중

리개념의 마이크로조립시스템개발 프로젝트이다. 기계(연)

이다. 특히, 스위스는 CSEM연구소가 주도하여 μ
-Delta 로

이 주관하고 국내 2개 대학과 미국의 미시간대학이 공동 참

봇에 의한 조립시스템을 연방정부의 TopNano21프로그램에

여하는 체제이며, R&D기간은 7년이다. 휴대폰 중에서 세

반영시켜 추진되고 있다. 연구성과와 응용결과가 주목된다.

계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는 폰 카메라의 렌즈모듈조
립시스템을 개발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립대상의 렌즈부품

3. 한국의 도전과 과제

은 미크론 급보다는 다소 큰 사이즈(meso급)이다.
지금은 프로젝트초기로서 요소기술개발단계에 있다. 이 과

우리나라도 드디어 첨단 마이크로생산시스템기술개발에 출

정이 끝나면 반드시 산업계를 동참시키고 응용확대 및 실용

사표를 던졌다. 2004년 9월 정부(산업자원부)가 마이크로

화와 결합시켜야 한다. 연구개발소요자금은 실증시험을 거

팩토리 프로젝트를 출범시킨 것이다. 산학연이 공동참여하

치면서 당초계획보다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정부는

고, 경험 있는 미국과 일본의 대학·연구기관을 프로젝트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추가비용을 지원할 정책의지를 가

끌어들였다.

지고 있어야 한다. 이상은 이미 마이크로팩토리 개발경험을

5개로 구성된 프로젝트과제 중에 마이크로조립 기술개발과

가진 일본과 독일이 보여주는 교훈이다.

마이크로 조립시스템

제가 포함되고 있다.“Reconfigurable Micro Factory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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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8월 18일, 중국 대련세계박람광장에서
는‘국제특허기술 및 제품교역회’
가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매년 열리는 이 전시회에서는 전자, 기계, 통
신, 에너지, 환경 등의 분야에서 8천여 건의 중국 및
세계 각국의 특허와 최신 기술성과들이 전시되었다.
올해는 지난 회에 비하여 전시회 참가나 전시품목
등의 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전체 900여의
부스 가운데 해외의 부스가 100여개로 지난해의 50
개에 비해 배가(倍加)되었다. 참가국 또한 미국, 러
시아, 캐나다, 프랑스, 일본, 홍콩, 한국 및 북한 등

국제특허기술전시회
참가로 본

북한 신기술 동향

20여 개국에 달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각 산업기
술 분야에서 500여개에 달하는 특허가 소개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북한도 지난해에 이어 그 규모를
늘려 참가하였다. 북한은 환경, 건강, 의료, 기계, 화
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이러한 제품들의 특징은 북한
당국의 지원과 보조를 통해 생산한 것뿐만 아니라
각 산업 현장의 기술들로 빚어진 제품들도 종종 눈

글 _ 최현규 책임연구원·동향정보분석실·hkchoi@kisti.re.kr

에 띤다는 점이다. 요컨대 이 자리에는 최근 산업,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의 대외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의 일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번에 북한이 내놓은 특허기술을 살펴보면 기존의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확립한 대외 과학기술협력과
는 다소 상이한 성격을 드러낸다. 북한의 대외 과학
기술협력의 원칙은 기존의 연구자료를 통해 몇 가지
유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외부와의 과학기술 교
류는 북한의 실정과 이익에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
다. 이는 국민경제의 자립성 내지는 주체성을 담보
하는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기술적 의존성
을 배격하고 자체의 과학기술 발전을 확립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세계적인 과학기술
의 추세를 받아들이기는 하나 어느 한 나라에 한정
하거나 종속되는 경향은 피한다는 취지이다.
북한은 지난 1990년말부터 과학기술중시 노선을 대
외적으로 선포하며 이를 현실에 반영키 위해 관련분
야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 왔다. 이러한 정책 노선은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강조되어 오고 있다. 지난
2002년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연이은 가격 현실화
정책과 각 산업 기술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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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 분야에도 파급되었다. 다시 말해 대외 과학기술 협

흡수특성이 가장 좋은 대역의 원적외선 파장이 형성된다.

력 분야에서도 점차 주체성과 자립성은 약화된 반면 현실적

이 한증칸은 기존의 기술과는 상이하다. 과거에는 인체의

인 측면에 대한 강조가 잇따랐다. 또한 외부 과학기술에 대

깊이까지 원적외선이 침투하여 인체의 내부로부터 온몸을

한 기술적 의존성 역시 가시적인 과학기술의 성과 및 발전

가열하였다. 그러나 이번 기술설비를 통해서는 피부에서 거

측면에서 그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시

의 흡수되는 특정한 파장대역의 원적외선에 의해 인체의 모

회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반영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세혈관과 땀구멍이 가열, 확장되고 그에 따라 혈액순환이

북한의 과학 및 산업 분야에서 중공업과 관련된 분야의 기

개선도 증진된다.

술보다는 실제 생활과 연관된 경공업 기술들이 눈에 띤다.
물론 아직까지 중공업 및 국방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산업비

(3) 원적외선 고열 한증칸

율은 높은 비율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점차 경공업과 각

원적외선 복사판은 연료를 태우는 한증칸의 방열판을 감싸

산업의 세부영역에서의 기술집약적 제품의 발전상은 점차

서 원적외선 고열 한증칸으로 전환시키는데도 이용한다.

하여서도 현실적인 경제난 타개를 위한 방면이라면 과거에

(4) 원적외선 고열 찜질치료기

비해 다소 유연한 자세를 용인하고 있다.

이 치료기는 특정한 파장대역의 원적외선을 아픈 부위에 집
중적으로 쪼임으로서 다른 부위에 비해 이 부위의 모세혈관

다음은 북한이 이번 국제특허전시회에 내놓은 각종 산업기

을 더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킨다. 확장된 모세혈관

술을 기관별로 정리한 것이다.

을 통해 영양물질 공급을 강화하고 근육과 신경의 위축을
풀며 백혈구와 림파구를 비롯한 인체의 항균물질을 여기에

1. 대학 연구소

집중시켜 병의 치료를 돕는다. 이 치료기로는 요통을 비롯
한 여러가지 신경통, 관절염, 수술이나 골절후유증에 의한

북한에서 대학 내 연구소들의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가 않

강직, 근위축증, 동맥경화증 등의 치료에 탁월하다.

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종합대학, 리과대학 등의 중앙급
대학에서도 제한적으로 생산현장에 즉각 투입 가능한 기술

(5) 원적외선 난방체계

자 배출만이 일부 강조되어 왔다. 이는 궁핍한 경제난으로

원적외선복사기를 필요한 장소에 적당한 개수만큼 설치하

인해 몇몇의 대학만이 국가의 계획과 재원조달을 받을 수

여 이루어지는 난방체계는 사무실이나 일반주택, 화장실,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0년대, 기초과학과 첨

복도 등의 실내난방에 이용 가능하다. 또한 한 방향으로만

단기술 육성이 강조되면서 대학연구는 강화되었고 더 많은

집중적으로 복사선을 쪼여 사람의 체온을 높여주는 국부난

대학에서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방장치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체에 대한 선택적인 높은 흡수
성으로 하여 전기를 대단히 적게 소모하면서도 훈훈한 감을

1)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원적외선 기술 연구소
(1) 원적외선 복사기

느끼게 된다.

2. 생산성 산하 연구소와 기업 연구소

이 복사기는 인체에 가장 좋은 파장의 원적외선을 높은 방
향성과 복사세기로 복사하는 장치이다. 이는 한증칸의 열원

1) 고려생명수기술센터

(熱源)으로 이용 가능하며 비(非)약물 치료법인 찜질요법에
의해 여러 가지 병 치료에도 이용될 수 있다. 이 복사기에서

고려생명수기술센터에서 내놓은 고려생수발생기는 pH

방출되는 원적외선은 인체의 온열수감세포에 자극을 주지

2~11, 산화환원전위 1,200~-700mV인 소분자 집단의 물

않으므로 통감(痛感)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뿐 아니라 피부

을 생산하는 장치이다. 인체에 유효(有效)한 환원수와 산화수

에서 거의 흡수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를 생산하는 이 장치는 북한 내부에서 특허를 받은 바 있다.
이 발생기를 통해 환원력이 있는 건강음료인 환원수와 산화

(2) 원적외선 고열찜질 한증칸

력을 가지는 살균수인 산화수가 생산된다. 이러한 기기는

이 한증칸의 실내온도는 인체에 가장 적절한 한증온도인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80~110℃로 설정돼 있다. 한증칸의 내부에는 인체의 피부

물론 일본 등지에서도 인기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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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가하면 기술의 의존성과 관련

구체적인 사용법은 일반 수돗물에 약간의 전해질을 넣고 전

2) 릉라과학기술센터

류밀도를 높여 pH가 8~10, 산화환원전위가 160~-400mV
이하인 환원수와 pH가 2.7이하, 산화환원전위가

(1) 인공재배 한 봇나무혹버섯으로 만든 건강음료

1,100~1,200 mV인 산화수를 생산한다.

릉라 과학기술센터에서는 인공 재배한 봇나무혹버섯으로

북한 측의 설명에 의하면 위 생수발생기에서 나오는 산화수

만든 건강음료를 선보였다. 봇나무혹버섯(차가버섯)은 본래

는 건강, 위생,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탁월한

당뇨병, 고혈압치료와 예방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효과가 있다.

있다. 이것은 본래 우리나라 북부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봇나

① 가정주부들이 주방에서 사용하는 각종 식기와 생활필수

무에서 기생하는 극내한성(極耐寒性) 버섯이다. 북한 측의

품들을 소독할 수 있으며 채소, 과일, 고기들을 깨끗이

설명에 의하면 봇나무가 자라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씻어 이용, 보관할 수 있다.

버섯을 차처럼 달여서 마시는데 신기하게도 그들에게는 당

② 보건부문에서는 인체의 소독과 주사기, 수술도구 소독에
이용할 수 있다.
③ 위생방역부문에서도 물 소독을 비롯한 방역사업에서
이용할 수 있다.

뇨병, 고혈압병에 걸리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봇나무혹버섯에는 인체의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
는 항산화효소와 β글루칸이라는 효소가 다른 혹버섯에 비
하여 300배나 많이 들어있다. 이 물질은 혈액 속의 혈당값

④ 농업부문에서 종자소독과 살균제로 이용할 수 있다.

을 정상으로 유지시키며 취장기능을 높여 인체 내에서 인슐

⑤ pH 4~5인 산화수는 미용수로 이용하고 있다.

린이 스스로 분비되도록 해 준다. 따라서 당뇨병의 치료와

⑥ 음료수로 이용할 수 있다. 커피, 차에 이용하면 색깔이

예방에 는 매우 적격(適格)이다.

진해지고 더욱 향기로워 진다. 음식물을 만드는데 이용

상품을 소개하는 이에 따르면 당뇨병과 고혈압에 걸린 사람들

하면 맛이 좋아지고 요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 어

이 봇나무혹버섯 추출물을 정상적으로 마시면 6개월 만에 병

린이들의 성장발육에 좋은 영양을 준다.

이 회복된다고 한다. 그는 이 버섯이 이밖에도 각종 암과 아토

그런가 하면 환원수의 경우 당뇨병, 비만, 만성위염, 만성기

피성질병, 만성간염과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관지염, 기관지천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치료에서도 효
과가 크다.

(2) 균체 재배한 동충하초로 만든 건강음료
릉라과학기술센터에서 연이어 소개한 이 식품은 균체 재배
한 동충하초로 만든 건강음료이다. 동충하초는 북한에서 각
종 질병 치료와 건강에 특효가 있는 한방 약초로 정평이 나
있다. 강한 진정작용과 간 보호 작용을 하는 불로초 영지버
섯 또는 장수버섯으로 불리는 불로초는 예로부터 불로장생
명약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심장병과 기관지
염에도 특효가 있다고 한다. 또한 식욕을 높이고 숙면을 가
능케 하며 추위에 견디고 정력을 돋구어주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뇌혈전후유증, 편두통,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효과가
있으며 어혈을 없애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3) 새제품개발센터
(1) 마이크로 여과막(필터)
새제품개발연구소에서 생산하는 마이크로 여과막은 내열성
과 내약품성이 좋은 니트로셀룰로즈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이며 기공(氣孔)의 크기가 균일하고 기공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북한의 국가규격과 특허를 받았으며
엄격한 품질검사공정을 거쳐 출품되었다. 본 제품의 대표적
인 효과로는 미립자의 완전분리, 신속한 정밀 여과, 전기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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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생물학적 안정성 등이다. 기술적인 특성으로, 멸균방법
으로 고압증기 소독(0.12Mpa, 121→, 210min), 에틸렌옥
시드가스멸균, 이산화염소수용액 멸균으로 하고, 여과속도

(1)《술맛내기》
-(녹색 01호) 제품
- 주원료: 참나무버섯과 클로렐라, 구기자를 비롯한
약초, 알코올

는 막의 기공직경 0.20㎛, 막크기, ㎍300mm, 여과압력

- 효 능: 술에 조금 넣으면 술맛이 은근해지며 좋아진다.

0.1Mpa일 때에 온도 25→되는 증류수의 여과속도는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유기체가 젊어지게

1.0~1.2m3/h이다.

한다. 콩팥의 기능을 높여준다. 체력이 증진된다.

실제로 여과막을 사용할 때는 수술용장갑을 끼거나 핀셋을 이
용해 다루어야 한다. 막을 여과기에 설치할 때에는 광택 면이
여과할 액체 쪽으로 향하게 놓아야 한다. 여과는 0.05~0.2MPa
의 압력으로 하고 직사광선, 열, 불길, 냉기가 없고 온도 10~25℃,
습도 50~60% 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클로렐라 핵산술》
-(녹색 03호) 제품
- 주원료: 누클레오티드-펩티드 복합체, 렌티난, 아데닌,
알토올 등
- 효 능: 인체의 세포와 조직을 부합시켜주므로 정력항

(2) 다공아치식 비등층 보일러
이 보일러는 화실(火室)공간에 다공 아치식 발화대를 설치

(3)《클로렐라 송화분고》
-(녹색 05호) 제품

함으로써 복사전열면적이 증가되고 열부하가 높기 때문에

- 주원료: 클로렐라, 송화분, 꿀

여러 가지 무연탄들에 대한 적응성이 대단히 좋다.

- 효 능: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므로 건강장수

불판의 구조는 원추 고깔형으로 되어있으므로 화실에서 강한

에 효과적이다. 단백질이 활발하게 합성되도록 한다.

회리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연료 더미와 가스 사이에서

체력을 증진시키고 인내력을 키우는데 효과가 크다.

열 이동은 활발해지므로 점화하기는 매우 쉬워진다. 또한 무
연탄과 가스의 체류시간도 증대되고 무연탄이 공급되는 즉시

(4)《고룡주》
-(녹색 07호) 제품

가열됨으로써 연소를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량의 무

이 술은 북한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이용해 온 민족전통의

연탄을 절약 할 수 있다. 현재 1 t/h부터 5 t/h까지의 보일러

고려약을 첨단기술도입으로 약효를 높여 암성질환, 심장질

에서 본 기술을 도입하여 무연탄을 25%이상 절약하고 있다.

환 간질환에 쓰이도록 한 건강술이다. 제품에는 동물성, 식
물성기원의 약재들이 조화롭게 들어있으므로 치료효능이

(3) 황사막이용 정전기 마스크

높을 뿐 아니라 그 맛도 대단히 좋다.

과학원 경공업분원 방직연구소에서 출품한 이 마스크는 부

- 사용처: 방사선 쪼임 및 컴퓨터의 장시간사용에 의한

직포를 전기적으로 대전시켜 만들었으므로 장시간에 걸쳐

백혈구감소증, 백혈병, 간암, 폐암, 후두암, 위암 등 여

전기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마스크의 내부에는 강유전체로

러 가지 암성질병 심장신경증, 부정맥, 심근쇠약 등 심

만든 반영구적 대전체가 들어있다. 따라서 음전기나 양전기

장질환 간염, 간경화 등 간장 질환

를 띤 먼지는 물론 극히 일부 중성의 먼지까지도 대전되게
끔 하여 공기 중에 있는 모든 먼지알갱이들을 반발시키거나

(5)《클로렐라 탄산수》
-(녹색 02호) 제품

흡수하여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구체적으로

- 주원료: 클로렐라, 탄산수, 사탕

인체에 가장 유해로운 5㎛이하 먼지를 99% 이상 막으면서

- 효 능: 체력증진, 피로회복, 정신력집중

도 호흡이 쉽고 위생적이며 사용이 편리하다.
(6)《청송주》
-(녹색 04호) 제품
4) 서경1무역회사

이 술은 인체의 세포와 조직기관을 부활, 재생시킬 수 있도
록 천연물질을 조합하여 만들어졌다. 여러 가지 병을 치료

이 회사에서 출품한 제품들은 공통적으로 대중들의 기호를

하고 면역기능을 강화시켜주므로 무병장수에 효용이 좋다.

반영한 주류나 건강음료를 비롯한 식품분야에 집중돼 있다.

- 주성분: 클로렐라, 영지버섯, 참나무버섯, 알코올

이는 북한 내부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음

- 효 능: 무력감, 영양장애, 신경계통질병, 여러 가지

은 물론 이를 산업분야로 연계 발전적인 측면을 살펴 볼 수

난치성질병

있다. 다음은 서경1무역회사가 소개하는 대표적인 건강식
품에 대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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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기술전시회 참가로 본 북한 신기술 동향

진작용, 독풀이기능, 피로회복에 쓴다.

(7)《황성불로교갑》
-(녹색 06호) 제품

소거율이 탁월하고 간경화 및 간비종을 정상상태로 회

이 제품은 우리 선조들이 오랜 옛날부터 이용해 오던 식품

복시킨다. 간염 때 나타나기 쉬운 무력감, 소화 장애,

에서 혈전용해효소(NK)를 효소활성이 보존되도록 분리한

피부가려움증 등의 자각증상을 개선시킨다. 이 외에도

후 여기에 클로렐라에서 분리한 생리활성물질(CGF), 계란

손발이 찬 것과 얼굴색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데에도

레시틴, 식물성항산화물질 등의 기타 여러 가지 고려약재들

효능이 있다.

을 조화롭게 섞어 만든 천연장수식품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조선의 국보 동의보감,

(10) 마약중독 및 약물중독해제 특효제 천연물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등 고전문헌들과 장수인들의 식사

《금감수》
-(녹색 14호) 제품

관습, 그리고 현대 의학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연구, 활용

- 조 성: 산삼, 노박덩굴, 감초, 금과희유원소로 이루어

하여 만들어 졌다.
또한 DDS이론에도 부합하여 식품으로서만이 아니라 양을
증가하면 즉시적인 훌륭한 치료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져 있다.
- 효능효과: 이 제품은 마약성 진통제의 중독 해제에 효
과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마약에 대한 애착, 눈물, 재채

- 사용처: 협전증,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뇌출혈후유증,

기, 설사 등 금단증상과 인격 마모현상을 완전하게 없

동맥경과성고혈압, 뇌경색으로 인한 만성 두통, 뇌출

앤다. 보통 5~10회 정도 먹거나 주사하면 일단 중독증

혈의 예방, 식물신경계통의 균형 장애 등 노인성 질병

과 금단증상이 없어진다. 장기간 마약사용으로 오는

의 예방, 치료에 주로 쓰인다.

합병증으로 인한 통증, 골수염과 심장기능장애, 신경
장애 증상이 있을 때에는 약품을 50ml이상 먹거나 또

(8)《글리찌론교갑》
-(녹색 08호) 제품

는 금감수를 주사화한 금감주사 4~5ml를 맞게 되면

- 조 성: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고려약재들에서 분리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때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유효성분들, 여러가지 아미노산들과 미량원소, 생리활

를 같이 쓰면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물질들을 조화롭게 배합하여 만든 건강식품이다.

약품중독, 알코올 중독, CO가스 중독 증상을 해제시

- 주 작 용: 제품에 들어있는 고려약재들은 사람의 몸 안

키는 효과가 크다.

에서 강력한 해독작용과 항알레르기 작용을 나타낸다.
또한 여러 가지 아미노산은 지질대사를 개선하여 지방

(11) 암치료특효제《금삼수》
-(녹색 16호) 제품

간을 막고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며 동맥경화를 막아

- 조 성: 산삼, 송이버섯에 있는 항암 및 면역세포를 활

준다. 그리고 제품에 포함된 미량원소는 효소, 호르몬,

성화시키는 물질 그리로 금, 은, 동, 게르마늄 등 희귀

비타민 등 생물학적 활성물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원소로 구성돼 있다.

있어 유기체에서 일어나는 산화 -환원반응, 단백질,

- 효능효과: 이 약품은 종양의 범위가 넓고 독성이 없으며

지질 및 당질대사에 적극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작

인체의 면역기능을 높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새

용원리부터 본제품은 간재생의 목적으로, 여러가지 피

로운 천연 항암제이다. 폐암, 종격 동종양, 자궁암, 유방

부질환, 기관지천식으로 고통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유

암, 난소암 등에 좋은 치료효과를 나타낸다. 암세포에

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 인다.

특이적으로 작용하여 암세포증식을 억제하고 사멸시킨
다. 또한 암세포의 핵산 분열을 막고 새로운 혈관형성에

(9) 만성간염치료제 천연물제제
《보간정》
-(녹색 15호) 제품

참가하는 효소들의 작용을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

이 약품은 간염치료에 특효가 있는 천연물로 만든 생물 활
성식품이다.

(12)《백양술》
-(녹색 09호) 제품

- 조 성: 다시마, 송화분, 흑진주, 인삼, 시호 황금 등

이 제품은 유기체의 단백질합성을 촉진시키며 단백질과 광

- 효능효과: 담즙배설을 촉진시키고 황달을 없애며 트랜

물질균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특효적인 천연건강

스 아미나제의 활성도(GPT, GOT)를 낮춘다. 특히 교

식품이다.

질반응(큔켈, 티몰, 말렌)에 효과가 있다. 세포면역기

- 조 성: 종합아미노산, 광물질, 미량원소, 찹쌀 알코올.

능을 높이고 망상내피계통의 탐식기능을 높이고 내인

- 효 능: 장내 피스균을 증식시키며 유해로운 균의 증식

성 인터페론의 생산을 촉진시켜 간염 바이러스를 죽이

을 억제한다. 혈청콜레스테롤과 초저비중 지방단백을

고 병의 진전과 악성 합병증을 막는다. 또 간염항원의

높이며 간장에 콜레스트롤 침착을 낮춘다. 세포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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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작용이 강하며 키틴산이 결합하여 인터로이킨I를

효과가 좋다. 유전성당뇨병과 수술후에 재발하는 당뇨

만들어 T세포를 활성화시킨다.

병에는 어느 정도 치료효과를 나타내보이지만 다시 재
발될 가능성이 있다.

(13) 방사선피해를 제거하는
《컴퓨터항 방사선 유니콜론》
-(녹색 20호) 제품

- 부작용: 하루에 보통 5번 정도 경한 설사를 할 수 있으나
그 외 별다른 부작용은 없다.

- 조 성: 유니콜론과 첨가제로 가시오갈피 진액, 항산화
물질, 기름밤나무진액를 비롯한 10여종의 약재.
- 사용처: 컴퓨터를 비롯한 방사선 피해로 오는 백혈구,
적혈구, 림파구의 감소, 무력감, 권태감, 결핵, 간염 등
에 사용한다.

(16)《레아민교감》
-(녹색 21호) 제품
- 조 성: 키틴, 필수 및 비필수 아미노산들과 미량원소들,
생리활성물질을 정교히 조합하여 만든 건강식품이다.
- 주 작 용: 본제품은 사람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대사의 평행을 조절하여 단백질과 광물질균형을 정상
으로 유기하게 하며 여성들의 피부를 맑고 부드러우며

금생수는 방사선병의 치료와 예방 및 컴퓨터 증후군의 치료

탄력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게 만들었다. 또한 피로회복

와 예방에 특효가 있는 건강음료이다.

을 촉진시키며 특히 체육인들의 주력을 높여주게 만들

- 조 성: 생지황, 인삼, 금, 동, 게르마늄, 등 희귀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었으므로 체육인들과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건강식품이다.

- 효능효과: 방사선 쪼임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머리아픔,
심장아픔, 부정맥, 수면 장애, 불안, 식욕저하, 불쾌감

(17) 건강재생식품
《유니콜론》
천연물제제-(녹색 19호)

등 증상을 없애고 감소된 백혈구수를 정상으로 높인다.

유니콜론은 식물신경의 장애와 그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 기
관 계통들의 기능장애를 복귀시키며 만병의 근원을 없애고

(15) 당뇨병 즉효제
《소갈차》
-(녹색 17호)
《소갈차》
는 우리나라 전통의학 발전에 특출하게 기여한
명의사 허준 선생이 쓴 고려의학전서
《동의보감》
에 수록된
《소갈탕》
제조원방을 살려 여러 종의 진귀한 천연진품원료
를 엄선하여 만든 것으로서 당뇨병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고
칠 수 있게 하는데 성공한 고려영약이다.
- 조 성: 지황, 하늘타리 뿌리, 칡뿌리, 인삼, 지모 등을
현대적 기술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었다.
- 작 용: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며 취장기능을 자극하
여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당뇨병의 증상으로 나

젊음을 재생시키는 등 효능의 범위가 넓고 효과가 뚜렷하며
빠른 새로운 건강재생식료품이다.
- 조 성: 산삼, 불로초, 길초, 천궁, 클로렐라, 생물활성
물질 등 천연물로 만들었다.
- 작 용: 식물신경 장애와 그를 바탕으로 하는 생체의 모
든 활동의 장애, 기관들 사이의 균형 장애등을 바로잡
으며 유기체의 항상성을 높인다. 또한 생체의 자연치
유력을 높여주는 면역 및 내분비 기능 강화작용에 효
과가 있으며 항산화작용, 항염증, 항비루스, 어혈을 흩
어지게 하는 작용 및 해독작용에 효용이 있다.

타나기 쉬운 온몸의 나른한 감, 갈증을 없애는 반면, 식

- 사용처: 앞서 말한 식물신경 장애 증후군에 쓴다. 예컨

물신경 조절기능과 면역기능을 높이고 취장기능을 회

대 전신무력감, 만성두통, 수면 장애, 소화 장애, 부정

복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한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질

맥, 위 경색, 콧물과 재채기, 월경주기이상, 산후증, 식

병을 완화시키고 합병증을 개선시키는 작용을 한다. 예

은땀, 식물성 피부염 등과 같은 증상에 이용한다. 이 외

를 들어 비만증, 감염증, 췌장염, 간염, 갑상선기능 항

에도 허약한 노인들과 연약한 어린이들을 비롯한 산모

진증 등 당뇨병유발인자들을 현저히 완화시키고 식물

등에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뇌혈전증, 뇌동맥경화증,

신경장애, 동맥경화, 심근염, 협심증, 말초신경장애, 전

심근염, 저혈압, 단순성 갑상선종, 소대장염, 치질, 위

해질불균, 월경 장애 등 합병증의 발병을 저하시킨다.

장 플리프, 급성 및 만성간염, 만성 췌장염, 방광염, 류

- 사용처: 경증 또는 중등도 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2형

마티스성 관절염, 백혈구감소증 등에도 효능이 있다.

당뇨병)에 쓴다. 주기적으로 인슐린을 투야해야만 하
는 2형 당뇨병 및 식사 및 운동 요법만으로 해결되지

(18)《클로렐라》
-(녹색 201호) 원료

않는 당뇨병에 좋다. 그리고 중년기이후시기의 당뇨

클로렐라 액스는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는데 유용한

병, 노인성당뇨병, 비만증형당뇨병, 신경성당뇨병에도

건강장수제품이다. 본 제품은 세균이나 비루스에 대한 방어

지식정보인프라 | 통권 20호 | 2005. 10 _ 79

국제특허기술전시회 참가로 본 북한 신기술 동향

(14)《금생수》
-(녹색 18호)

기능을 수행하므로 비루스질병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23)《송화분》
-(녹색 204호) 원료

또 간과 콩팥의 기능을 강화하므로 중금속이나 합성화학물

《송화분》
은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고르게 하며

질의 독성을 제거할 뿐 아니라 공해병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핏줄을 유연하게 해줄 뿐 아니라 피로를 회복시키는 작용이

있다. 이 외에도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함량과 혈압을 낮추

뛰어하다. 체력을 증진시키고 인내력을 키우는데 효과가 크

고 조혈계통의 기능을 강화한다. 단백질합성을 강화함으로

므로 노인들의 건강식품으로는 물론 최근 많은 나라들에서

체력을 증진시키고 키를 빨리 자라게 함으로 체육보건 분야

체육인들의 체력증진제로 이용하고 있다. 몸의 면역능력과

의 영양제로 의의가 있다.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며 노인병 치료에 좋
은 작용을 나타낸다.

(19)《참나무버섯》
-(녹색 203호) 원료
참나무버섯은 저열량 고단백질 자연식품으로서 식용섬유와

(24)《거위 지방간 냉동품》
-(녹색 206호)

비타민, 다당류, 핵산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있는 장수식

이 제품은 거위의 간을 지방화하여 보통 거위의 간보다 필

품이며 구수한 맛과 향기로운 냄새로 하여 버섯중의 제일

수아미노산, 비타민, 불포화지방산, 미량원소, 항산화요소

버섯으로 잘 알려져 있다. 참나무버섯에 있는 다당류 가운

제인 SOD의 함량을 특별히 높인 천연장수식품이다. 특히

데 렌티난은 암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크다. 참나무버섯은

이제품은 새로운 먹이첨가제를 사용하여 항산화제인

비루스 억제인자인 인터페론을 생성하는 능력이 강하기 때

SOD(Superoxide Dismutase) 함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노

문에 면역 기능을 소생시키는 데에도 탁월하다. 또한 혈청

화방지에 특효가 있도록 하였다.

콜레스테롤을 현저히 낮추는 물질인 엘라타테닌이 있으므
로 동맥경화, 고혈압, 비만증치료에 매우 좋다.

- 사용처: 천연강장강정식품으로서 정상적으로 사용하
면 인체의 노화과정을 늦출 수 있고 고혈압, 뇌혈전,
동맥경화, 당뇨병, 피부병, 암성질환 등을 예방하며 젊

(20) 장수식품원료
《천연항산화제》
-(녹색 205호) 원료

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게 해 준다. 또한 지방간에 들

본 제품은 식물성분에 들어있는 항산화물질을 여러 가지 방

어있는 불포화지방산들과 미지의 인자에 의한 무독화

법으로 추출, 분리하여 유기체의 노화과정을 늦춘 천연제이

기능을 간질병과 여러가지 난치병치료에 도움이 되며

다. 제품에는 항산화효과가 큰 프로안토시아니딘, 천연비타

성기능쇠약, 영양실조에 매우 좋다.

민C 및 기타물질들이 들어있으므로 다양한 종류의 노화방지
약품 및 건강식품원료로도 이용 가능하다. 한번에 0.1~0.5g

(25)《피코시안》
-(녹색 208호) 원료

씩 그대로 혹은 여러 가지 식품과 함께 사용 할 수 있다.

피로시안은 남조류에 속하는 스피룰리나에만 특이적으로
들어있는 천연색소로써 선명한 청색을 나타내는 생물활성

(21)《종합아미노산분말》
-(녹색 207호) 원료

단백질물질이다. 피코시안은 시피룰리나에 2% 들어있으며

이 제품은 조선동해에서 서식하는 갑각류와 극피류를 원료

독성이 전혀 없는 수용성 식용색소이다. 이 물질은 선택적

로 하며 찹쌀 알코올로 만든 조선의 천연 건강식품이다. 제

으로 염증과 암의 진행과정에 영향을 주는 사이클로옥시게

품에는 각종아미노산과 미량원소, 광물질 등을 포함하고 있

나제-2를 억제하는 것으로 하여 항염증, 항암활성을 나타

으며 특히 뚜렷한 항산화작용을 나타내는 활성성분을 가지

낸다. 또한 피코시안은 뚜렷한 항산화능과 라디칼로거능을

고 있는 등 장수식품으로서의 응용범위가 넓다.

가진다. 피코시안은 간에서 지질과 산화를 일으키는
CCL4(사염화탄소)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간 보호 효과를

(22)《불로장수보약-만년버섯》
-(녹색 202호) 원료

나타낸다. 이 물질은 혈청 콜레스테롤을 상승/억제작용, 혈

만년버섯은 인류가 2000여 년 전부터 이용하여온 보약재

압의 상승/억제작용도 한다. 이런 뚜렷한 약리작용으로부

로써 영지버섯, 장수버섯 혹은 불로초라고도 부른다. 이 버

터 피코시안은 건강식료품들의 천연색소로 상용 약제품 제

섯은 신상선 피질을 자극하여 신상선 피질호르몬의 분비를

제의 원료로 응용범위가 넓다.

늘이며 유기체의 면역기능을 부활시켜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 또한 비만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저

(26) 새로운 탄소원을 이용한 클로렐라 배양-(녹색 101호)

하시키며 동맥경화증, 당뇨병, 고혈압, 변비증, 호흡기계통

현재 세계적으로 클로렐라 건강식품은 21세기의 건강장수

질병 및 뇌혈전, 심근경색 예방 등 성인병에도 효과가 좋다.

식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클로렐라에 대한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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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개발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

3. 과학원 산하 연구소

이다. 클로렐라를 분석하면 탄소가 50%이다. 따라서 클로
렐라생산에서는 이 탄소원 해결이 기본이다. 다른 나라들에

과학원 산하 연구소들의 기본적인 골격은 1960년대에 완성

서는 탄소원을 초산으로 해결하여 클로렐라 생산을 하고 있

되었다. 분야별로 보면 대부분이 기술과학에 치중해 있으며

다. 그러나 북한에서 낸 이 제품은 초산을 전혀 쓰지 않고

이외에 농업을 지원하는 생물분야와 에너지 문제를 지원하

적은 원가로 클로렐라를 생산하고 있다.

는 석탄문제에 집중돼 있다. 경공업과학분원은 지난 1998년
과학원 내 조직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27) 서경인조 우황 제조법 (녹색 102호)

이는 중공업 우선정책 속에서도 경공업을 병행적으로 발전시

이 발명은 인조우황을 만들던 종전 방법을 새롭게 발전시켜

켜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여러 형태의 농, 목장들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인

이번 특허 전시회에서는 과학원 산하 연구소 가운데 경공업

조 우황을 값 싸고 편리하게 제조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분원의 방직연구소가 소개된 바 있다.

비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가장 합리적인 처방을 밝히고 인조

북한이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제품은 각 기관을 모두 총괄

우황의 조성을 천연우황의 조성에 가깝게 접근시켰다. 서경

하여 대략 50여종에 이른다. 이는 환경, 건강, 의료, 기계,

인조 우황은 그 자체로서의 약효가 높을 뿐 아니라 여러 형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 내부적으로 연구, 개발이 집

태의 고려약들의 제조 원료로서 광범하게 이용 될 수 있는

적된 기술들이라 하겠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제품들

경제적 효과가 큰 원료약품이다. 사용방법과 사용량은 이미

의 특징은 기존의 중공업우선정책 하에 당 우위 노선을 통

나온 우황과 같다.

해 개발된 제품들보다는 현재의 과학기술 경향에 부합하는
기술품들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중들의 건강

5) 오륜무역총회사

및 의료 관련 품목의 증가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일
련의 기술개발 경향은 과거에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1)‘양질 구조용 탄소강의 탄질화열리 강철20~35재질의
화학적 열처리’
이 기술은 종전의 화학적 열처리와는 달리 공구강이나 합금

었다. 또한 북한 스스로 내부적 기술 개발에만 치중하는 것
이 아닌 현지의 기술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이를 상품화하
려는 의도와 취지는 매우 눈여겨 볼만한 것이다.

강을 쓰지 않고 강철 20~35(량질구조용강 20~35)의 재질을
가지고 화학적으로 열처리하였다. 그리하여 공구강이나 베어

이번 전시회를 통해 북한이 선보인 기술 중에 일부는 세계적

링강, 합금강이 요구하는 기술적 조건을 만족시키거나 더 높

인 기술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자

은 마모세기를 얻어 고회전하는 부속품들에 적용시켰다.

체 기술을 알리고 다른 나라의 기술을 접하고자 했던 적극적
인 태도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다.

(2) 양질 구조용 탄소강의 탄질화열처리 강철 25재질의
직접열처리
이 기술은 값비싼 스프링강(65Mn, 60Si, 60Si2Mn)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가지 스프링을 강철 25(량질
구조용강 25) 재질로 만들어 스프링이 요구하는 높은 기술
적 특성을 만족시키는 열처리방법이다.
(3) 크롬, 니켈을 쓰지 않는 스테인레스강
본 기술은 크롬, 니켈을 쓰지 않고 새로운 오스테닉 강철을
개발하여 스테인레스강을 대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조성
(액 유동성)이 높아져 동 합금으로 쓰이던 여러가지 공예품
의 생산이 가능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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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우황과 여러 나라들에서 생산되고 있는 인조우황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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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은 성숙하다.
바람 따라 풍성하게 울렁이는 논가 풍경에도, 가지가 부러질 듯 열매를 매단 사과며 감,
배나무에도, 누군가 갓 볶아낸 커피향 같다고 표현했던 예의 그 낙엽을 태우는 냄새에
도 오랜 시간 자신을 연마하고, 성찰한 성숙함이 묻어난다.
어느 아름다운 가을날, 성숙한 가을 풍경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세 분의 노신사를 만
났다. 우리연구원 전문연구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더욱 멋진 인생의 제2라운드
를 만들어가고 계신 강계원, 김지동, 오민수 위원님. 그 분들의 역동적
이며, 진취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만났다.

지식정보인프라 | 통권 20호 | 2005. 10 _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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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연구원에서는 이 세 분과 비슷한 경력의 퇴직과학자,
한 마디로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현재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
이 아닌 254명의 고경력 과학자분들이 전문연구위원으로 활
동하고 계시다.
‘KISTI 전문연구위원’
이란 우리연구원이 지난 2002년부터 수
행하고 있는『고경력·퇴직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기술정보분석
사업』
을 통해 정보 분석을 담당하고 계신 고경력 과학자들이다.
수십 년간의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최신의 과학기술 정보와 접
목시켜 실용성이 강화된 제3의 고급 정보를 만들어내고, 특히
해외의 첨단기술정보를 입수, 우리 실정에 맞게 재해석함으로
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R&D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전문연구위원들은 지난 한 해만 4,300여건의 첨단기술
분석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렇다면 세 분 박사님께서는 전문연구위원 활동을 어떻게 받
세 분의 이력서를 보고 처음으로 받은 느낌은 솔직히‘기죽는

아들이고 계실까?

다’
였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교수로 계시다 유치과학자로

강계원 :“저보다 아내가 더 좋아해요. 매일 출근을 하니까, 점

귀국해 과학기술대학과 KAIST등에서 후학양성에 힘써 오신

심 안 챙겨줘도 되고 자유롭게 볼일을 볼 수 있다나요. 그동안

강계원 위원님, 26살에 연세대학교 교수를 시작해 한국동력자

시어머니가 따로 없었나 봐요.”

원연구소장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사를 역임하신 김지동

오민수 “
: 애들도 좋아하죠. 아버지가 칠순이 다 되어서도 과학

위원님 그리고 평생 전 국토를 종횡무진하며 중석, 회중석광상

자로써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걸 은근히 자랑스러워합니다. 내

등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장 등을 역임

자신도 일을 하니까 건강해지고, 삶의 활기도 있어지고 참 좋

하며 R&D에 매진해 오신 오민수 위원님. 이렇게 세 분 모두

더라구요.”

한창 바쁘게 일하실 당시에는 감히 얼굴 뵙기조차 어려웠을 만

김지동 :“제일 좋은 건 새롭게 뭔가를 다시 배울 수 있다는 겁

큼 대단한 경력의 소유자시다.

니다. KISTI에서 활동하시는 전문연구위원님들 모두가 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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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권위자시잖아요. 젊어서는 내 분야밖에 몰랐는데, 다른 위

비용을 대폭 줄이는 효과 또한 낼 수 있습니다.”

원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과학기술 전 분야를 배우게 되요. 이 나

세 분 전문연구위원 역시 분석보고서를 쓰면서 많은 보람을 느

이에도 새것을 배운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이더라구요. 허허….”

끼고 계셨다.

오민수 :“매일 최신기술 분석을 하니까 신기술도 많이 알게

김지동 :“한번은 어떤 대학 교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쓴

되구요.”

분석보고서를 교제로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고많은 자료 중

강계원 :“하다못해 평범한 화제도, 다른 사람들과 있으면 순

에 왜 내 것을 쓰려 하느냐고 물었더니, 옛 기술과 현재 기술이

정치, 스포츠 그런 건데, 여기 있으면 첨단 과학기술 얘기를 하

총망라돼 있는데다 지식이 방대해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나야

게 되니 얼마나 좋아요.”

좋다고 그랬지. 기분 좋더라구요. 원래 R&D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수 천 수만 가지 정보 중에 한 개가 어떤 연구자에

세 분 모두, KISTI 전문연구위원 활동 이후 삶이 건강해지고,

게 영감을 줘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는 건데, 내가 만든 보고서

새로워졌다는데 입을 모으셨다. 그러나 전문위원실 조흥곤 실

가 교제로 사용돼 단 한 사람에게 만이라도 영감을 줄 수 있다

장은 오히려 KISTI가 전문연구위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

면 그걸로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고 있다고 말한다.

오민수 :“평생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며

“모두 겸손한 분들이라 본인이 하시는 일을 크게 말씀 안하십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열심인 마음에는 변함이 없구요. 이 나

니다. 그러나 전문연구위원님들이 하시는 정보 분석 작업은 이

이에도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가슴 뿌듯할 때가 많

분들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습니다.”

방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각 분야의 자료들을 정리하고 거기에
40년 이상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곁들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연구위원들은 우리연구원의『고경력·퇴직 과학기술자를

일을 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든 보고서는 R&D

활용한 기술정보분석사업』
이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고령화

현장에서 곧바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활용가치가 높고, 이

사회에 있어서 사회건강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모델’
로

러한 보고서를 DB화 하고 유통시킬 수 있다는 것은 KISTI의

제시될 수 있다는 견해 또한 밝혔다.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낡은 기술 없이 새 기술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은 현재의 첨단기술이 어

강계원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신

떠한 베이스를 통해 창출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우

문을 보니까 2030년에는 열 사람의 노동인구가 3.5명의 일하

리 과학기술계에 반드시 필요한 분들입니다.”

지 않는 노령인구를 부양하는 시대가 온다더군요. 그것은 젊은
세대에게 너무 큰 짐입니다. KISTI의 고경력 과학자 사업처럼

“구체적으로,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 분들이 수십 년 간 습득한

노령인구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 각

고급기술과 노하우가 각종 R&D에서 컨설팅 역할을 할 경우,

분야에서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사회가

연구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나침반의 역할을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개발 시간까지 크게 단축시킴으로써 R&D

■ 강계원 KISTI 전문연구위원
前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교수
前 과학기술대학 교수
前 KAIST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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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런 사업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줄

■ 김지동 KISTI 전문연구위원
前 연세대학교 교수
前 한국동력자원연구소장
前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사

■ 오민수 KISTI 전문연구위원
前 한국지질자원연구소 광상연구부장
前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장
前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과

과 체력이 보장되는 한 원칙적으로 정년이 없는 미국에선 원로

학기술자는 연구에 쏟아 붇는 시간과 열정에 비해 훨씬 미미한

과학자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대기업과 컨설팅 관계를

사회적 존경을 받습니다. 정년까지 짧아 노년을 기약할 수 없

맺거나 개인 컨설턴트로 자영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KISTI의

으니 젊은이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고경력 과학자 활용사업이 이런 차원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

그러나 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이 제대로 능력을 인정받고, 나이

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들어서까지 자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국가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젊은이들도 희망과 자부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인적자원은 곧 국가경쟁력

심을 갖고 선뜻 이공계에 진학할 수 있을 겁니다.”

의 원천이다.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적으로도 상당
한 재원을 투자하는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데도

이야기가 깊어지자 KISTI 전문연구위원의 역할 확대에 대한

‘정년’
이라는 일률적인 나이제한에 의해 고급인력이 사장되는

의견도 나왔다.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상당한 낭비일 수밖에 없으며, 적극적으

오민수 :“과학기술 대중화가 국가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세 분 모두의 의견이었다.

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경력 과학

강계원 :“KISTI가 참 큰일을 했어요. 과학기술계 인력활용

자들은 과학기술 대중화에 더없이 적합한 사람들이에요. 방대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첫 삽을 뜬 것이고, 노령화 사회의 건강

한 정보를 현장경험을 섞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한 인력모델을 만든 것이기도 하구요.”

분들이며, 평생 그러했듯 국가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열

김지동 :“KISTI의 이런 사업이 과학기술계 뿐 아니라 다른

정이 가득한 분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4년째 지질박물관에서

분야로도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시물 안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람이 클 수

오민수 :“다시 한 번 국가 발전에 기여하면서 인생의 제2라운

없습니다. 저 같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자들이

드를 역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참 좋습

박물관이나 초중고등학교, 각종 평생교육 강좌에서 과학기술

니다. KISTI가 앞으로도 더욱 왕성하게 고경력 과학자 활용사

대중화 강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을 펼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분 전문연구위원들은 외국의 사례도 들었다. 대표적인 고령

세 분 전문연구위원 말씀대로, 앞으로 KISTI는『고경력·퇴직

사회인 일본에서는 지난 90년대 말부터‘특허유통 어드바이저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기술정보분석사업』
을 통해 더 많은 고급

사업’
,‘과학기술 코디네이터 사업’등을 통해 원로 과기인력

정보의 생산에 힘을 쏟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

을 각종 연구와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능력

전을 이루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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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명쾌하게
사는게 최고죠”
김 재 수 정보시스템부 표준화기술지원실 책임연구원
글·사진 _ 김희정·대외협력과·khj@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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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팀장의 애마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얇고 섬세해 보이는 손

가을볕이 너무나 아름다운 날, 이번 호‘Focus In 이 사람’
의 주인공 김재수 팀장(표

가락과 긴 속눈썹이었다.

준화기술지원실)을 만났다. 대단한 인라인 스케이팅 마니아라는 것이 사전정보 전부였

문득, 창백하고 아름다운 손가락이 모티브였던

던 터라 떡 벌어진 체격의 건강맨을 상상했으나, 웬걸. 처음 만나는 그의 인상은 여리

작가 이외수의‘언젠가는 다시 만나리’
라는 소

고 섬세했다.

설이 생각났다. 더불어 그의 긴 속눈썹은 언젠
가 아주 아픈 사랑을 해봤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게 만든다.

인라인은 내 인생
“인라인 마니아시라면서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안타깝게 타들어가는 가
을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인라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조용하던 그의 입에서 탁구공처럼 통통 말이 튄다.
“거의 매일 퇴근하자마자 타고, 주말마다 전국을 누비면서 20~30km 정도 달립니다. 비
오는 날에는 실내트랙을 가구요. 미쳐있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죠. 하지만 온 가족이
미쳐있으니까 왕따 될 일은 없습니다. 처음에 인라인 시작한 것도 취미로 쇼트트랙을 하
던 두 딸한테 배우면서였거든요.”
거의 매일, 그리고 매주 철새처럼 온 가족이 함께 전국을 누비다보니 이제 인라인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김재수 팀장. 온 집안의 스케이트 값만 300만 원이 넘고, 본
인의 애장품은 무려 180만 원이나 되는데다, 주말마다 여행비까지 감당하려면 지출 또
한 상당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의 계산법은 철저하게 과학기술자다웠다.
“솔직히 지출이 좀 되죠. 근데 계산을 해 봅시다. 제가 인라인하면서 담배를 끊었어요.
그럼 1년에 120만 원이 절약되구요, 온 식구가 건강해 병원갈 일 없으니 병원비도 적
잖이 절약되구요, 거기다 온 가족 화목하고 아이들 성격도 자신감 넘치게 되고…. 이것
저것 얻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출과다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단순하게 혹은 명쾌하게
참으로 일목요연한 대답이다. 그의 인생경영은 언제나 이렇게 정확한 정답을 가지고 똑
떨어지는 공식에 의해 이뤄지는 것일까?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적어도 업무에 관해
서는‘그렇다’
다.
인터뷰 도중 우연히 들른 산업기술정보원(KINITI) 동기 정보마케팅실 김찬호 팀장의 증
언.“동기들 사이에‘문제가 있으면 김재수한테 물어봐’
가 유행어였습니다. 도저히 풀릴
2005 코리아오픈 마라톤(42km)출전

것 같지 않은 막막한 문제도 김재수 이 친구한테 가면 곧바로 단순해져요. 그 문제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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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 민선 두 딸과 함께 인천국제 인라인마라톤대회 출전

생겼는지,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한 눈에 보이니까 일이 있을

부서는 홍보교육실. 공군 장교로 3년 반 있으면서 전산교

때마다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육을 담당했던 경력 때문이었다.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했
지만, 그 덕분에 그는 평생의 반려자를 얻었다. 바로 홍보

무엇하나 막히는 것이 없다. 어떤 질문을 해도 술술 답변이

교육실에서 근무하던 차옥란씨를 만난 것. 예쁘고 맘씨 좋

나온다. 아주 오래전부터 깊이 생각하고, 정의 내리고, 미래

고, 더군다나 학창시절 핸드볼 선수를 했을 정도로 운동을

까지 설계해 놓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형태

좋아해서 인라인 스케이팅 동반자로써도 너무 훌륭한 그녀

의 답변들이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노후생활의 밑그

를 말이다.

림까지 다 그려놨다니 할 말 다 한 셈인지도 모른다.
“시골에 펜션을 짓고, 근방에다 인라인 트랙이랑 숍 같은 걸

“업무에 있어서도 행운이 많았어요. 93년부터 10년 동안

완벽하게 갖추는 겁니다. 인라인 마니아라면 누구나 가고

팀스(TIMS; Technology Information Management

싶은 인라인 촌을 만들어서, 소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인라인

System) 시스템개발과 보급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었고,

도 실컷 즐기면서 노후를 살 계획이에요. 생각만 해도 정말

그 뒤로 지금까지 죽 식별체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죠.”

한 가지 업무를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잖아요. 특히 팀스는 애정이 많이 가요. 친자식 같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세상 복잡하고 지지부진하고 답답

죠. 처음 팀스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국내 중소기업체의 전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어쩐지 우수에 찬 듯, 사연 많을 듯

산시스템 수준은 정말 보잘 것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보였던 첫인상과는 달리 명쾌하고 시원시원한 그의 답변을

서 팀원들과 함께 팀스를 개발해 130여개 중소업체에 보급

들으니, 눈으로 보는 사람과 말과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하면서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액수의 수익까지 낼 수 있었

참으로 다른 것이구나 싶다.

습니다. 업체 직원들이 고마워 할 땐 정말 보람이 컸구요.
아직도 팀스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타이어, 빙그레, 한국야

나는 KISTI의 문지기
“생각해보면 처음 KINITI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운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 계획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KISTI
문지기가 되는 거에요.”
KISTI와 연관된 가장 큰 행운은 무엇보다 그의 아내라고
한다. 전산 전공자인 그가 KINITI에서 처음으로 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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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트 같은 회사에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그럴 때가 참 뿌
듯하죠.”
* 팀스(TIMS; Technolog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하고, 이를 정보검색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정보관리시스템

현재 그가 맡고 있는 식별체계사업은 각 지식정보에 고유한
등록번호를 매기는 것으로, 물리적인 위치정보 없이 고유한

인라인과 KISTI의 공통점, 중독

식별자만으로도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체계를 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정, KISTI, 그리고 인라

드는 것이다. 차세대 정보유통환경의 필수요소로 중요성을

인 스케이트를 꼽는다는 김재수 팀장. 그 중에서도 특히

더하고 있는 이 식별체계사업으로 그는 팀스에 이어 두 번

KISTI와 인라인은 공통점이 매우 크단다.

째 자식을 키우고 있다.

“둘 다‘중독성’
이 아주 강해요. 연구를 하다 난관에 부딪히면

“지금 하는 일이 참 마음에 듭니다. 처음 제가 입사했을 때

정말 골머리를 앓죠. 하지만 난관을 현명하게 잘 넘기고 나면

에 비해 지금의 컴퓨팅 기술은 천배 이상 발달해 있습니다.

다시 힘이 나고 투지가 생겨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도

그런데 처음에도 그랬듯 지금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의 첨단

숨이 넘어갈 듯 힘들다가 어느 순간 그 경지를 넘어서면 정

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이 제 가치를 인정해 주고 안정적

신이 맑고 편안해 집니다.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으로 제 연구를 지원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중독이 되는 것 같애요. 지금은 KISTI든 인라인이든 결코

러니 제가 끝까지 KISTI의 문지기로 남고 싶을 수밖에 없지

벗어날 수 없는 중독상태죠. 평생 이 상태로 살면 참 좋을

않겠습니까?”

것 같다는 생각, 지금의 중독상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삽니다.”

도전하는 인생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고 꿈꾸는 KISTI는 어떤 것일까?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자신의 현재와

KISTI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들처럼 단순, 명쾌한 청사진을

미래를, 삶의 목표와 지향점을 이토록 명쾌하게 정의내리고

갖고 있을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 한 구석이 떨어지는 가을 낙엽처럼 분분할 때면, 그의

“지금까지 KISTI는 국내 과학기술 정보유통 분야의 최고였

단순할 만큼 명쾌한 인생론을, 그래서 참으로 건강해 보이는

습니다. 어떤 기관도 따라올 수가 없었죠. 하지만 최고이기

삶을 떠올릴 것 같다.

때문에 도전의식이 떨어진다는 것 또한 인정을 해야 합니다.

KISTI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와 함께 밝고 아름답게 살아

앞으로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정보의 개념 자체

갈 그의 미래에 축복을 보낸다.

가‘보이지는 않지만 언제 어디서나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FOCUS IN 이 사람’에서는 한 번쯤 속내를 들여다보고 싶은 KISTI인을 추천받습니다.

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 시대를 더욱 앞서가기 위해서

집중 조명해 보고 싶은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는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다른 기관, 국가 그리고 기술들에

나이ㆍ성별ㆍ직급 상관없습니다.

좀더 도전적인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실패할 수 있는 프

(대외협력과 김희정)

로젝트에도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필요합니다.”
그는 KISTI의 가장 큰 장점이자 장애가“최고”
라는 것이며,
“도전”
이야 말로 지금의 KISTI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
치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인생에 있
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제 인생이 끝날 때까지‘도전’
이 계속되길 바라며 삽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술은 더 빨리 발전하고, 도전할 것은 더욱

김재수
- 1984 : 홍익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 1986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전산학 석사
- 1991~2000 : 산업기술정보원
정보컨설팅팀장/부연구위원
- 1994 : UNESCO Paris 본부 파견 근무
- 2001~현재 : KISTI 정보시스템부
표준화기술지원실팀장/책임연구원
- 2004~현재 : 홍익대학교 전자전산공학
박사과정중

많아집니다. 인라인 스케이팅을 하면서 담배를 끊고 건강을
챙기는 것도 도전을 위한 자기관리의 일환이죠. 나이가 들
수록 도전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젊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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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씨의
과학콩트
똑똑

씨

제5편

가을은kiss의계절

글 _ 김희정·대외협력과·khj@kisti.re.kr

직 업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나 이 : 1972년생
신 장 : 182cm, 체 중 : 65kg
외 모 : 매우 스마트해 보이나,
어딘가 모르게 어설픔.
성 격 : 무척 수줍음을 많이 타나
이상형의 여성을 보면
집념의 사나이로 변신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누가 뭐래도 하여간 결실을 맺어야만 한다. 붉은 사과가 단내를
풍기며 익고, 밤송이가 쩍쩍 벌어지고, 늙은 호박이 지붕을 무너뜨릴 듯 우람하게 결실을
맺었으니, 사랑 또한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게 똑똑씨 생각이다. 하여, 벌써 며칠동
안 똑똑씨의 머리 속은 이놈에‘결실’
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
주 몸살을 앓고 있다.

특 기 : 주체할 수 없는 박학다식
슬로건 : 총각탈출

연구원답게, 사랑의 결실을 맺는데도 똑똑씨는 꼼
꼼한 분석을 통한 철두철미한 계획을 수립한다.
일단 머릿속의 오디오가 켜지면서 밤바라밤밤 밤
밤밤~ 하는 007시리즈의 메인음악이 뜨고, 하나
씩 플랜이 세워진다.
목표는, 말만 들어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말,
바로 키스!!
달콤, 짜릿, 후끈한 목표를 향한 치밀한 계획은 이렇다.
하나, 놀이동산 바이킹 위에서 일단 찌인한 포옹을 하고 둘, 노랗고 빨간 낙엽이 융단처
럼 깔린 길을 걸으며 미모양의 양귀비 뺨치는 미모를 극찬한 다음 셋, 근사하면서도 극도
로 침침하며 어두컴컴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다. 단, 시공일관 끈적끈적하고 느끼한
시선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드디어 넷, 미모양의 집 앞 후미진 골목에서 영화 속의 한 장
면처럼 키스를 한다. 야호!! 대한민국 만세!!
여기까지 생각을 끝낸 똑똑씨의 입 옆으
로 한 줄기 침이 지익 흐른다. 침 흘리며 비
실비실웃는모습이영락없는광자(狂子)다.
드디어 놀이동산에 간 두 사람.
똑똑씨의 치밀한 계획도 모른 채 미모양, 애들
처럼 한껏 신이 났다.
“어머 똑똑씨, 푸룸라이드 재밌겠다. 어머 어
머!! 저 마차 좀 봐.”
“미모.. 바이킹 어때? 좀... 무섭겠지?”
“어마마, 바이킹이 젤로 좋아!”
순간 당황한 똑똑씨. 머리 속에서‘삐그덕’
하는 마찰음이 들린다.
미모양, 바이킹에 올라타자마자 맨 끝자리에 앉더니만 손을 번쩍 들고 연신‘야호!’
를 연발
한다. 반면 똑똑씨, 생각보다 강도 높은 바이킹의 괴력에 간신히 숨만 할딱할딱 쉬고 있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바이킹에서 내린 똑똑씨, 눈이 반쯤 풀린 그 와중에도 미모양을 감동
시키기 위한 지식들을 총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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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씨의 과학콩트

“그러니까... 바이킹을 타고 내려갈 때 기분이 짜릿해 지는 건요,

두 사람, 들어간다.

중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그게 아니고... 허공에 붕

미모양, 삼겹살만으로도 모자라 끊임없이 마늘을 먹어댄다. 마

뜬 거 같은 무중력 상태가 되면 공포가 느껴지는데, 그럼 도... 뭐

치 웅녀가 된 듯, 우걱우걱 생마늘을 씹는 미모양을 보여, 똑똑

였더라?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생겨요. 그게 정신적인

씨 그만 전의를 상실하고 만다. 도저히 키스를 할 맘이 생기지

쾌감을 주거든요...”

않는다.

그러나, 미모양 똑똑씨의 말은 들은 쿵도 안하고 잽싸게 롤러코
스터 앞으로 뛴다.
“똑똑씨, 나 롤러코스터 넘 좋아하잖아. 야호!! 이거 타구 담
에는 자이로드롭이랑, 우리 놀러 온 김에 번지점프도 해
요. 와! 신난다.”
미모양이 5살 어린애처럼 순진무구하게 던
지는 그 말들에 똑똑씨, 무릎을 꿇고 만다.

“똑똑씨, 왜 이렇게 안 드세요. 여기 엄청 유명한 집인데, 맛없어
요? 그리고 마늘도 좀 먹어요. 마늘이 사람 몸에 그렇
게 좋다면서요?”
“마늘이... 좋지요. 마늘은 익혀먹든 생으로 먹
든 효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생으로 먹
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구요. 항암기능을
하는 게르마늄이랑 셀레늄도 많아서 미국 암
연구소가 추천하는 첫 번째 항암식품이구

첫 번째 계획부터‘삐그덕’
하기 시작한 똑

요. 에 또... 혈전을 막아주니까 심근경색

똑씨, 이번에는 이단계로 돌입. 마침 빨갛고

이나 뇌졸중에도 좋고, 혈압도 잡아주고,

노란 낙엽이 융단같이 깔린 길을 찾아내 걸
으며 미모양의 손을 살짜쿵 잡는다. 그리고는
미모양의 얼굴을 더없이 사랑스럽게 바라본다.

당뇨병도 개선하고...”
“진짜요? 만병통치약이네. 아줌마 여기 마늘 다
섯접시더주세요!”

미모양의 완벽 미모를 칭찬하기 위해 수십 번 연습
한 대사를 산파조로 읊는다.

아줌마를 부르는 거창한 외침소리와 함께 미모양, 급기야‘꺼

“미모.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지. 미모의 손가락은 코스모스처

억~’
하고 트림까지 하고 마는데, 마늘과 삼겹살이 오묘한 조화

럼 여리고 부드러우며, 눈동자는 저 푸른 가을 하늘도 감히 견줄

를 이룬 그 끝내주는 냄새란 똑똑씨의 키스 의지를 완전히 꺾어

수 없을 만큼 맑고 깊소.”

놓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미모, 수줍게 웃으며 똑똑씨를 은근한 눈빛으로 바라만 본다.
그런데 이때, 기름이 절절 끓는 뜨거운 고기를 무릎에 떨어뜨린
“그리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건, 미모의 속눈썹! 아마 미모는

미모양이 앗! 고함을 지르는 것과 동시에 똑똑씨가 뜨거운 고기

눈썹의 성장주기가 엄청 빠른 사람인가 보오. 머리카락이 7년

를 치우느라 고개를 숙이고, 다시 고개를 들다가 미모양의 입술

씩, 하루에 0.4mm 정도 자라는데 비해 속눈썹은 하루에

과 똑똑씨의 입술이 맞부딪치는 형국이 발생한다. 잠시 입술을

0.18mm씩 3,4달 정도 자라면 빠져버리기 때문에 머리카락보다

마주대고 있던 똑똑씨와 미모양, 멋쩍게 제자리에 다시 앉는다.

언제나 짧을 수밖에 없다오. 그런데 미모의 눈썹은 도대체 성장
주지가 얼마나 길 길래 그다지도 길고 아름답단 말이오. 내가 알
고 있는 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속눈썹이오.”
가슴 설레며 신파조 대사를 다 읊은 똑똑씨에서 돌아온 건...

“저기 미모씨...”
“어머, 똑똑씨 이런 식으로 깜짝 키스
를 하시면 어떡해요. 몰라 몰라”

깨는 한 마디.
“정말요? 역시 명품 속눈썹이 좋긴 좋은가봐. 프랑스제로 새로

이렇게...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삼

샀는데, 넘 잘샀죠. 똑똑씨 진짜 내 눈썹같이 보여요?”

겹살 집에서, 똑똑씨는 미모양과 첫

똑똑씨의 마음에선 이제‘삐그덕’
이 아니라‘우루루’
에 가까운

키스를 하였던 것이다.

소리가 난다.
어쨌거나 세 번째 계획으로 돌입. 어두침침한 레스토랑에 들어
가려 했으나, 삼겹살을 먹고 싶다는 미모양의 강력한 주장에 밀
려 고기 냄새와 연탄 냄새, 자욱한 연기와 시끄러운 소음이 잡탕
으로 믹스돼 결코 로맨틱 무드를 형성할 수 없는 삼겹살 집으로

<똑똑씨의 박학다식은 다음호에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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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은소(伽隱所) |

그윽한꽃차향에
을 담아

가을

- 공주 영평사
글·사진 _ 김희정·대외협력과·khj@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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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부풀고, 행복감이 밀려들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 청색필터를 끼운 것처럼 파랗기만 한 가을 하늘, 하염없이
시선을 빼앗아 가버리는 하얀 들꽃, 그리고 바람결 따라 조금씩 풍겨
나오는 꽃향기 같은 것들. 가을이 소유한 그 아름다운 존재들을 찾아
공주시 장기면 영평사(永平寺)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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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시절, 여행 좋아하는 부모님 따라 산에 갔다가 바람 불면 날아
갈 듯 여리고 긴 잎을 가진 하얀 꽃 앞에서 한동안 넋을 잃었던 기

그윽한꽃차향에
을 담아

가을

억이 있다. 장미나 백합의 화려하고 수식 복잡한 아름다움이 아니
라 그저‘청초’
하다는 단어 하나로 설명될 수 있는 그 꽃의 이름은
바로‘구절초’
였다.
절 주차장에 들어가면서부터 길 양 옆이 새하얗다. 이맘때쯤 길가
를 장식하기 마련인 코스모스도 해바라기도 아닌 온통 하얀 구절
초 꽃물결이다. 깊은 산속에서나 볼 수 있는 야생 꽃이니 아스팔트
옆의 구절초 무더기는 더욱 낯설고, 그래서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
다. 꽃무더기에 살짝 손이라도 집어넣을라 치면 나비와 벌들이 떼
지어 날아오른다.
‘구절초’
라는 말을 들으면, 언뜻 약초인가? 싶은 생각이 든다.
물론 약재로도 쓰인다. 구절초 꽃차를 마시면 부인병, 위장병,
중풍치료에 좋고 말린꽃을 베게 속에 넣고 자면 백수를 누린다
고도 한다.
그러나 구절초는 약재이기 이전에 꽃이다. 청초한 가을꽃이다. 흔
히 쑥부쟁이, 산국, 울릉국화 등의 꽃과 함께 뭉뚱그려서 들국화로
불린다. 들국화 중에서도 유난히 흐트러짐 없이 단아한 자태를 간
직하는 꽃이요, 희디 흰 꽃잎이 신선보다도 돋보인다 하여 선모초
(仙母草)라 불리기도 한다.
영평사 주변 구절초 군락은 무려 1만 평에 달한다. 산사의 진입로
에서부터 대웅전 앞마당, 요사채, 뒤편 장독대 등 사찰 주변 시선
이 가는 모든 곳에 꽃이 있다. 꽃밭을 끼고 오솔길이 나 있는 곳도
있고, 작은 돌 틈에도, 계곡 옆에도 풀 한 포기 날 수 있는 흙이 있
는 곳이면 어디든 구절초가 자리를 잡았다. 특히, 대웅전 오른쪽
으로 난 작은 오솔길을 따라가면 마치 새하얀 무명천을 씌워놓은
듯 작은 산등성이 하나가 온통 구절초로 뒤덮여 있는 진풍경을 만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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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산등성이 가득 구절초다

야생 꽃이 절집에 군락을 이룬 이유는 뭘까? 그 해답은 요사채 앞
에서 사람들에게 꽃차를 공양하던 한 보살에게 들을 수 있었다. 구
절초의 청초한 아름다움에 반한 주지스님이 11전부터 매년 손수 가
꾸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심고, 인간이 가꾸었는데도 우연찮게 산행 길에서 만난 꽃
만큼이나 더없이 자연스럽다. 다른 꽃도 그러할까. 쉽지 않을 것
같다. 노랗고 통통한 수술 끝에 길고 여린 아홉 개 꽃잎을 살짝 붙
인 채 화려하지도, 탐스럽지도 않은 순박한 시골처녀 같은 수수함
을 지닌 구절초가 아니었다면, 그러한 자연스러움을 간직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절을 한 바퀴 돌고 나와 널찍한 앞마당에 앉아 있으니, 어디선가
조금씩 향내가 풍긴다. 만져질 듯 만져질 듯 하다 이내 사라져버리
는 꿈속의 환영 같은 향기. 구절초는 소박한 그 모습만큼이나 소박
한 향을 지닌 채 사람의 마음을 간질였다.
꽃은 유한하다. 아쉽게도 11월 초 서리가 내릴 때 쯤 흐드러지던 구
절초는 모두 지고 만다. 그러나 다행히도 꽃의 모양은 물론 향기까
지 다시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꽃차다.
10월 중순부터 영평사 뒷 뜨락에서는 아낙들이 분주히 꽃을 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꽃송이를 통째로 따서 말렸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잠시 후 다시 꽃이 핀다. 물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꽃의 형
태와 고운 색이 되살아난다. 향기는 활짝 피어있을 때보다도 더욱
그윽하다. 중국꽃차와 같은 강렬함도 녹차와 같은 풋풋함도 아닌
소박하고 얌전한 향을 지닌 구절초 꽃차는 열 잔이 넘게 마셔도 자
구절초와 구절초 꽃차

꾸만 손이 간다.
조용한 산사에서 그윽한 향의 구절초 꽃차를 마시며, 좋은 사람들
과 이런저런 담소를 나눌 수 있다면 이 가을 더 이상의 운치는 없

여행 노트
영평사 가는 길 :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 IC에서 논산방향으로

을 듯싶다. 간간히 들려오는 풍경소리는 잠시 얼굴에 미소를 짓게

우회전, 조치원 방향으로 좌회전해서 장기면 소재지

할 것이고, 선뜻 한기가 느껴지는 바람은 가을을 더욱 가을 답게

까지 간다. 이곳에서 장기농협을 끼고 우회전 해서

만들어 줄 것이다.

5km 정도 달리면 왼쪽으로 영평사 표지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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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눈코 뜰 새 없이 변한다.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계는 가장 빠르게 변한다.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세계 곳곳의 정보들을 신속하게 수집하고, 고급 정보로 가공하고, 수요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우리 연구자들이
세계 과학기술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세계 과학기술계를 선점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그러한 일을 담당하는 정보 메신저들, 동향정보분석실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글 _ 윤정선, 공수연ㆍ동향정보분석실ㆍjsyoon, 79kkyarr@kisti.re.kr
사진 _ 김희정ㆍ대외협력과ㆍkhj@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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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실은요...>

동향정보분석실이 하는 일을 간단히 정의하면, 다양한 채널을

신박람회에서 과학기술 대표 혁신사례로 선정될 만큼 국

이용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발생하는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

내외에서 크게 인정받는 사업이다. KOSEN 서비스 중

들을 수집하고, 각 정보 이용자들의 성격에 맞게 분석하고 가

에서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이

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 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서로 자율
적인 답변을 주고받는‘What is?’
는 가장 호응이 높은

그 중에서도‘해외과학기술동향정보’
는 다양한 이용자 계층

서비스다.

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는 인기 서비스다. 세계 주요도시에
있는 100여명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현지에서 발표된 과학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nktech)’
는 매우 의미 깊은 사업이다.

기술 관련 정보를 즉시 국문으로 번역해 제공하는 이 서비스

북한과의 활발한 과학기술교류를 통해 한민족의 통일을 준비

는, 전 세계에서 발표된 8개 언어권의 정보를 단 하루 만에

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형태의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 지난

제공함으로써‘자고 나면 새 기술이 개발돼’있는 급변하는

해에는 북한이 제공한 방대한 백두산 자료를 CD 형태로 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세계 방방곡곡
과학기술 정보를 찾아 분석하라!!
세계 과학기술계의 흐름을 우리의 과학기술자들이 신속하게

작한‘백두산의 자연’
을 만들었고, 올해 초에는 남북한 천연

수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념물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nm.nktech.net)를

해외과학기술동향정보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정부 관계

열어 과학기술 관련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북한을 한층

자, 출연연 기관장, 국회의원 등 과학기술계 리더급 인사들에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게 정기간행물 형태로 제공된다. 주간으로 발행되고 있는 이
‘TLD(Techno Leader's Digest)’
는 과학기술계 인사들의 정
책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 시민에서부터 최고 정책결정자에 이르기까지, 동향정보분
석실이 하는 일은 참 여러 곳에 가지가 닿아있다. 그만큼 다양
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뜻이고, 그

‘한민족 과학기술자 네트워크(KOSEN)’는 전 세계

만큼 더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40여 개국의 3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한민족 회원들이

최신의 그리고 최고급 정보의 메신저로서, 과학기술 중심사

KOSEN이라는 온라인 사랑방에서 각국에서 수집한 과

회를 첨단에서 이끌어가기 위해 오늘도 동향정보분석실 사

학기술 정보를 교류하는 커뮤니티로써, 지난 5월 정부혁

람들의 시계는 바쁘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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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실 사람들은요...>
동향정보분석실 사람들은 왠지 정답다.
실원 각각의 품성이 모두 동글동글 부드럽고 여유가 있다. 전 세계 곳곳의 최신 정보를 수집해 유통하는
‘정보의 메신저’
역할을 하려면 무척이나 발 빠르게 살아야 할 텐데 모두 부드러운 걸 보면,
참 무난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구나 싶다.

한 마디로 부럽다. 우아한 외모에 완벽한 일처리, 좋은 엄마와 아내, 거기다 만능 스포츠 우먼이라니. 도대체 그 에
너지가 다 어디에서 나오는 지 궁금해진다. 잦은 출장과 바쁜 업무 때문에 분 단위로 시간을 계산해 써도 모자랄
텐데, 못하는 운동도 없고 예쁜 두 딸과의 시간에도 소홀함이 없다. 회식이라도 할라치면 순식간에 광란의 분위기
를 만들어버리는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한 그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미래의 모델로 정해
두게 되는 그런 사람이다. 현재 동향정보분석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선화

실장

최현규

대한민국에서 대북사업 하는 사람 치고

두 아이와 전화할 때는 목소리부터 완연

최현규 이름석자 모르는 사람이 몇이나

히 달라진다. 세상에 그렇게 자상하고 좋

될까.‘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nktech)’

은 아빠가 없다. 실원들에게도 그의 다정

사업을 총괄하며 민감하기 그지없는 대

함은 계속된다.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해

북사업을 무리 없이 잘도 해 내는 그다.

주고, 실원들이 불편해 하는 점은 없는지

업무에 너무 몰두해서인지 말투나 동작

최성배

하나하나 챙겨주고 살펴준다. 화사할 만

까지 다소 북한스러울 때가 있을 정도. 일을 할 때는 호랑이 선생

큼 밝게 살지만 노래방에서는 슬픈 발라드를 즐겨 부를 줄 아는 낭

님 같이 차갑지만, 마음은 너무도 따듯해서 실원들 모두 그의 자

만파. 사적인 자리에서는 친 형, 친 오빠 같은 그다. 현재 전 세계

상한 배려 하나쯤은 가슴 깊이 기억하고 있다. 거기다 집에서는

의 첨단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해 유통하는 해외과학기술동향정보

설거지를 전담할 정도로 자상하다니, 참 안팎으로 괜찮은 남자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에 틀림없는 것 같다.

윤정선

머리에는 이공계의 전문 지식이, 가슴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뛰어난 학식과

는 인문계의 섬세함이 자리 잡고 있는

더불어 풍류 꽤나 즐길 줄 아는 선비가

그녀. 그녀의 손길 따라 실에는 화분이

아니었을까 싶다. 크고 우람하며 호탕한

하나 둘씩 늘어나고, 삭막한 사무실에도

경상도 말투를 봐도, 업무와 박사과정으

초록의 싱그러움이 더해진다. 매우 이성

로 눈코 뜰 새 없는 와중에도 술 한잔(?)

적으로 빈틈없이 일처리를 하면서도 따

강현무

의 여유를 잊지 않는 모습을 봐도 그렇

듯한 감성으로 식물을 가꾸고, 음악과 책을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다. 거기다 매우 가정적이기까지 한 그.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영

여자다. 현재‘한민족 과학기술자 네트워크(KOSEN)’
의 운영을

화 보는 것을 사랑하는 남자다. 매일 아침 시원스런 목소리로 안부

맡고 있으며, 특유의 따듯한 감성으로 전 세계 40여 개국에 퍼져

를 물어주는 그는, 현재 고품격 주간정보 서비스 TLD(Techno

있는 한민족 과학자들을 일체의 잡음 없이 어우르고 있다.

Leader's Digest)를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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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욱

인상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단 번에 알

우리 실의‘행복 메신저’
. 때로 건조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편하고, 따듯하며,

수 있는 실 분위기도 그녀의 해맑은 웃

옆으로 샐 줄 모르고, 성실한 그. 얼마

음 한 자락이면 금세 따듯해진다. 그녀

전 예쁜 공주님을 얻으면서 어깨가 무

의 상큼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 형제 같

거워진 탓인지 더욱 매사에 열심이다.

고 친구 같은 화기애애한 실 분위기를

곧 외롭던 주말부부 생활을 청산한다

공수연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 모

하니 머지않아 아내의 내조에 힘입어 더욱 씩씩하게 살아가는

두가 인정하는 사실. 똑 부러지는 외모처럼 일처리 또한 빈틈이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 번 들으면 결코 잊을 수

없다. 사람 욕심, 사랑 욕심 더불어 일 욕심까지 많아 항상 바쁠

없는 웃음소리의 소유자인 그는, 현재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 웹

수밖에 없는 그녀는, 현재 KOSEN에서 회원서비스와 홍보, 해외

사이트 콘텐츠 기획 및 사업단과의 협력 추진을 맡고 있다.

자료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백명수

그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은 왠지

우리 실의 꽃미남이다. 그러나 얼짱보다

허전하다.‘항상 즐겁게 살자’
가 삶의 모

더욱 중요한 건 그가 지독한 욕심짱이라

토여서 그런지 볼 때마다 웃는 낯이다.

는 것이다. 몸이 열개라도 부족할 것 같

뿐만 아니라 사람 웃게 하는 재주도 많

다. 어찌나 일 욕심이 많은지 거의 매일

아서, 그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즐겁다.

야근을 하는데다, 석사과정까지 공부하

그러나 웃음 속에 진지함도 잃지 않는

김성호

느라 언제나 수면부족이다. 늘 열심히

그. 집중해서 깔끔하게 일도 잘 하고, 큰 형으로써 후배들에게 충

살아가는 열혈청년인 것은 보기 좋으나, 가끔은 몸 생각도 좀 했

고를 할 때면 매섭고 냉철하다. 일, 운동, 술 모든 것에 적극적인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도 회식 자리에서는 누구보

그는 오랜 자취생활로 살림도 수준급이란다. 현재 KOSEN 및 재

다 화끈한 매너와 가수 뺨치는 노래 실력으로 좌중을 제압하는 신

외과협 홈페이지의 사이트 유지보수와 시스템 전반에 걸친 업무

세대다. 현재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nktech) 웹 사이트 전반을 관

를 담당하고 있다.

리하고 있다.

김정화

똑 소리 나는 여자다. 업무만 그런 것이

얼핏 보면 만화 주인공을 닮았다. 80년

아니라 하여간 모든 면에서 야무지다. 본

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캐릭터 구영탄과

인에게는 칼같이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비슷한 분위기의 그. 만화 속 구영탄처

무척이나 관대해서 모르는 걸 물어보면

럼 엉뚱한 말도 잘 해 사람들을 늘 유쾌

제 일처럼 열심히 설명해주고, 남의 말도

하게 만들어주지만, 그만큼 기발한 아이

참 잘 들어준다. 물론 진심어린 충고도 아

이영훈

디어도 참 많은 사람이다. 그의 별명은

끼지 않는다. 다른 실원의 기쁨을 내 것처럼 기뻐해줄 수 있는 마음

‘친절한 영훈씨’
. 늘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젠틀맨

넓은 그녀를 모셔가는 남자는 그야말로 복덩이를 얻는 셈이다. 차가

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KOSEN 업무를 맡고도 늘 즐거

운 지성과 따뜻한 감성을 고루 갖춘 그녀는 현재 TLD(Techno

울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성격 때문인 것 같다. 현재 KOSEN

Leader's Digest)의 레이아웃 편집 및 교정을 맡고 있다.

에서 KOSEN REPORTS 게시판의 분석자료와 학회보고서 자료
모니터링 업무를 맡고 있다.

한근희

하얀 얼굴에 조용한 말투, 조금은 차가워

우리 실의 삼순이다. 보고만 있어도 마음

보이는 표정. 얼핏 새침때기 같이 보이는

속의 답답함이 싹 가시는 귀염둥이 그녀

그녀는 그러나 매우 소탈한 성격의 소유

는, 삼순이라는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다. 뿐만 아니라 자기관리 또한 철저해

성격 시원시원 하고, 귀엽고, 운동도 잘

서 맡은 바 일처리에 똑 소리가 난다. 그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다. 거기다 실의 막

런 그녀가 요즘 정신없이 바쁘다. 11월

강선혜

내답게 유행의 첨단을 오가는 언어구사

의 신부가 되기 위해 행복한 분주함에 빠져있는 그녀의 앞날에 아

로 우리 실의 유행민감지수를 올려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

름다운 장밋빛만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현재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는 그녀. 올 겨울을 따듯하게 해줄 맘 좋은 남자친구만 하나 생긴다

웹사이트 관리 및 정책보도자료, 기술시장리포트 등의 자료 관리

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청춘일 것이다. 현재 KOSEN에서 일반

를 담당하고 있다.

정보 관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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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과학상식 |

재
미
있
는

얼짱 각도의 비밀
‘카메라 정면에 왼쪽 눈이 오고 옆으로 45도 정도 비스듬히 얼굴을 돌린 각
도’
. 흔히 말하는‘얼짱 각도’
다. 실제로 사진을 찍을 때 얼짱 각도를 유지하면
원래보다 얼굴은 갸름해 보이고 눈은 훨씬 커 보인다. 그 이유는 카메라의‘광
각’효과 때문이다.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전화 카메라는‘광각렌즈’
를 사용하는데,
광각렌즈는 원근감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렌즈에서 가까운 것은 크게, 떨어져 있는 것은 작
게 보인다. 때문에 렌즈 중심에 눈을 맞추면 눈은 커 보이고 반대로 멀리 있는 턱 선은 가늘
어 보이는 것이다.

쌍둥이들은 지문도 같을까?
쌍둥이는 얼굴은 물론 성격까지 비슷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문은 어떨까?
아주 어린 태아는 지문이 없고 대신‘볼라패드(Volar Pad)’라는 매끈한 판이
손바닥을 둘러싸고 있다. 그러다 10주째가 되면 볼라패드가 손바닥 피부로 흡
수되는데, 이 시기에 융선(지문의 곡선)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지문의 형태도 결정된다.
매우 비슷한 유전적 형질을 갖는다 하더라도 볼라패드가 흡수 될 시점에 쌍둥이의 각 부위
발육 정도는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쌍둥이라 할지라도 지문은 전혀 다른 모양을
지니게 된다.

고양이가 사탕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개는 단 음식을 매우 좋아하는데 반해, 고양이는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고양이 뿐 아니라 사자, 호랑이 같은 고양이과(科)의 동물들은 단 것을 좋아하
지 않는다. 왜 일까? 그것은 고양이가 단맛 자체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동물이 단 맛을 느끼려면 T1R2와 T1R3이라는 단백질이 결합한 형태의 단맛 수용체가 있어야
하는데, 고양이과 동물은 T1R2 단백질을 전혀 만들 수 없다. 때문에 아무리 달콤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고양이과 동물에겐 무덤덤한 음식일 뿐인 것이다.

지방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지방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학습과 기억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동물대상
실험에서 확인됐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의대 연구팀은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쪽에는 일반 사료를, 다른 한쪽에는 고지방 사료를 8주간 먹인 뒤
이들을 물 속에 빠뜨려 땅으로 올라오는 발판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다. 그 결과
고지방식을 한 쥐들이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훨씬 실수를 많이 하고 발판을 찾는 시간도 오
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이트루이스 대학교 연구팀 역시 고지방식을 오래 한 쥐들
이 미로를 빠져나오는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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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TI 2005

일 시 : 2005. 11. 28(월) ~ 11. 29(화) 2일간
장 소 : 서울 삼성동 COEX인터컨티넨탈

과학기술정보인프라와
국가경쟁력
학술발표대회
논문투고분야
과학기술정보, 슈퍼컴퓨팅, 초고속연구전산망, 바이오인포매틱스,
정보분석(기술시장 분석 등)

논문발표
■
「구두발표」로 접수된 논문은 지정된 발표장에서 구두로 발표함
■
「포스터발표」
로 접수된 논문은 지정된 발표장소에 논문을 게시하고,
당일 지정된 시간에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

우수논문시상
■최우수상(1편) : 상금 100만원/편
■우수상(4편) : 상금 50만원/편
※우수논문은 학진등재 후보지인b정보관리연구c특별호에 게재

논문제출
■논문제목 및 초록제출 : 2005년 10월 24일(월) 17:00까지
■논문제출 : 2005년 11월 7일(월) 17:00까지
■논문신청 및 양식: KOSTI워크숍 홈페이지(http://kosti.kisti.re.kr) 참조

Supercomputing Challenger Award
슈퍼컴퓨팅 경진대회
대회참가분야
■성능 최적화 부문(단일 CPU의 이론성능 대비 최대성능 구현)
■고성능 컴퓨팅 부문(병렬화 및 최적화에 의한 최대성능 구현)

수상자발표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는 KOSTI 워크숍에서 발표하여야 함
2005년 11월 28일(월)

대회시상
■최우수상(2인, 부문별 1인) : 상금 100만원/인
■우수상(4인, 부문별 2인) : 상금 50만원/인
■장려상(6인, 부문별 3인) : 상금 25만원/인
※참가신청 선착순 50명에게 5만원 상당 도서상품권 증정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05년 11월 11일(금) 17:00까지
■신청 및 접수 : KOSTI워크숍 홈페이지(http://kosti.kisti.re.kr) 참조

http://kosti.kisti.re.kr
주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후원 과학기술부, 전자신문사

바라만 봐도 뿌듯해지는 풍경이 있습니다.
쭉정이 없이 살진 낱알들이 황금들녘을 이룬 풍경,
고생고생 키운 아들 훌륭히 장성해 장가가는 모습,
밤샘 조업 끝에 만선으로 돌아오는 고깃배의 풍경이 그렇습니다.
KISTI는 노력합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해지는 풍성한 과학기술계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땀 흘려 첨단 과학기술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