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과 한국
나노기술이란? 나
 노(nano)기술은 물질을 나노미터(10-9m) 수준, 즉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 크기의 세계를 연구하는 분야로, 이 범주에서
조작, 분석하고 이를 제어하여 새롭거나 개선된 특성을 갖는 소재, 소자, 시스템을 창출하는 연구를 수행

 나노기술은 어떤 연구를 할까?
○ 나노기술의 연구영역은 나노소재, 나노소자, 나노공정 및 장비, 나노바이오 등으로 다양함
- 모든 나노기술의 기반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나노소재기술은 나노물질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미리 예측해 보는

기술무역수지

나노물질 설계기술, 설계된 나노 물질을 실제로 만드는 나노 구조체 기술,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실생활에 활용하
는 나노소재 응용기술 등이 있음
- 특히, 나노소재 응용기술은 인공 관절이나 암세포만 공격하는 나노약물 미사일 등을 연구하는 나노바이오 분야,
태양전지용 소자 등의 에너지 소재 분야, 메모리, 디스플레이 등에 활용하는 반도체 재료 분야 등 BT, ET, IT
전 산업 분야와 융합되어 활용되는 기술임
- 과거 나노기술은 나노미터 수준의 얇은 막을 만들거나 (나노 박막), 나노미터 수준의 선을 긋고 (패터닝), 소재를 깎아
나노 크기의 모양을 만드는 (리소그래피) Top-down 기술 연구가 주를 이룸
- 최근에는‘원자’
나‘분자’
를 자유자재로 조작하여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Bottom-up 기술 연구가 주류임

이면에 숨은
의미 분석

○ 현재 나노기술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연구 주제 중 하나는 나노수준에서 재료를 설계·조립하는‘설계
에 의한 재료’
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2000년 대비 100배 이상의 원자 조립이 가능해진 상태임

 나노기술 분야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본 TePRI 이슈&포커스는

○ 한국의 나노기술은 세계 4위(미국, 일본, 독일 순)로 평가받고 있음

분석하고 국가가 지향해야할 연구분야의

- 이는 '02년 나노기술개발촉진법, '04년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설립, '10년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수립 등 지난 10년
간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및 나노 종합팹/특화팹 등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우리나라의 나노분야 연구는 탄소나노튜브제조, 반도체 소자개발 등 응용 위주로 진행되었음

과학기술계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이슈를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과학기술계의 의견과 인식을 공유하고자
격월(또는 필요시 수시)로 발간되는
보고서 입니다.

-미
 국은 '11년 나노 관련 예산(18.5억 달러)의 46%를 기초 연구에 투자하고 있으며, EU도 FP7 프로그램으로
나노전자·소자 분야의 원천 기술에 집중할 계획임

○ 우리나라가 향후 나노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기초·원천분야 중심의 투자가 필요함
-나
 노기술 분야의 R&D 투자를 미국, 일본 수준의 증가율인 연 10%대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교과부와
지경부가 공동 추진 중인‘나노융합 2020’사업과 같은 대형 연구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함
- 국가 나노팹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를 활용하여 국가 나노인프라 개방성 및 상호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 연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창의적인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 또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나노구조 설계 등 나노 기초·원천분야의 연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지랩 등의
공동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구됨

▷ 나노기술은 전 산업에 걸친 기반기술로서, BT, ET, IT와 접목되어야 산업기술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원천·융합연구 관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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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무역수지 이면에 숨은
의미 분석

< 5대 수출상품과 기술도입 현황 >
상품
반도체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검토배경 및 필요성

무선통신기기

○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그 규모를 감소시켜가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기술무역수지의 특성과 파급효과 등 이면에 숨은 의미를 심층 분석할

(단위 : 백만달러)

기술도입액
(2009년)

기술제공자

상품수출액
(2009년)

Sandisk(미국), 도시바(일본), Rambus(미국),
ARM Ltd(영국),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미국)

537

31,042

MAN Diesel & Turbo(독일),
Gaztransport & Technigaz(프랑스)

317

45,128

현대 아메리카 테크니컬 센터(미국), 현대 모터 유럽 테크
니칼(독일), 타타모터스(인도), 르노(프랑스), 닛산(일본)

247

25,411

아사히글라스(일본), 코닝(미국), 이스트맨코닥(미국)

1,001

25,578

퀄컴(미국), 모토로라(미국), 인터디지털(미국),
노키아(핀란드)

1,416

30,986

3,518

158,145

계

출처 : 한국은행(기술도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수출)

필요가 있음
○ 5대 상품에 활용된 기술도입액의 증가율은 수출 증가율과 0.82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90∼'0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밀접함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 점진적으로 개선 중

○ 따라서, 도입된 기술을 우리의 전략상품과 연계시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함

○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는 증가되어가고 있으나, 기술도입액이 기술수출액보다 더 커져가는 상황에 있음
- 도입기술의 70%가 미국과 일본에 편중됨
(단위 : 억달러)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기술수출액(A)

21.78

25.30

35.82

기술도입액(B)

51.03

56.70

84.38

-29.25

-31.40

-48.56

기술무역수지(A-B)

○ 그러나, 기술무역수지비*는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가는 추세에 있음
- 0.07('00년) → 0.25('03년) → 0.39('06년) → 0.42('09년)
* 기술무역수지비 = 기술수출액(A) / 기술도입액(B)

 기술무역은 본 무역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 우리나라의 상위 5대 수출품인 반도체, 선박, 자동차 등은 '09년 세계 7개국으로부터 35억 1,800만
달러(전체 기술도입액의 42% 수준) 규모로 기술을 도입하여 수출로 연계하고 있음(p3 표 참조)
- 핸드폰에 사용되는 CDMA기술은 그 사용대가로 전체 기술도입액의 20% 이상을 매년 지불 중임
○ 도입된 기술은 수출상품에 접목되어, 기술도입액의 45배인 1,581억 4,500만 달러의 상품을 수출하는데
기여하고 있음('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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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기술무역을 선순환구조로 개선해나가야 하나?
○ 현재 2,080여개 기업에서 기술수출을 하고 있으나, 향후 기술수출 기업 수를 2배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4,250여개 기업이 기술기업으로 거듭나 주변기술을 역수출할 수 있도록 기술역량을
확충시켜 나가야 함
○대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기술수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수출역량을 확충시켜 나가고, 외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알짜기술이 늘어날 수 있는 기술개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함(예: 기술수출 소득세액
감면 제도 마련 등)
○ 우리나라 기술수출액의 60% 이상이 미국과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고, 그 중 75%는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 수출하는 형태이어서, 우리의 기술 수출선을 다변화시켜 나가야 함
- ODA 사업을 확대하여 제3국으로 기술 진출을 추진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요구됨
※공
 적개발원조자금(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을 활용하여 국내기술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투자연계방식의 기술수출을 활성화함

- (가칭)“기술수출 SOS 센터”
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에 기술수출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있음
▷ 기술무역수지가 적자로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악화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에게 필요하나
미흡한 소재와 핵심부품 기술 등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함
- 우리의 역량으로 극복이 가능한 알짜기술을 집중 개발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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