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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관련 첨단산업(IT, BT, ET) 및 기존산업의 혁신 기반

• 관련 산업 및 R&D 자원 집적. 국가경쟁력 제고의 지렛대

중앙정부
정책변화

•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나노기술 R&D 자원 지방분산

지방정부
정책변화

• 지역 경제력 강화 위해 나노기술의 R&D 정책수단화

나노산업
정책환경 변화

적극 대응
• 서울 소재 나노기술 자원 잠재력 극대화 전략 마련

나노산업의
중요성

서울의
국가적 비중

연구
목적

정책
환경

기본
배경

• 관련 첨단산업(IT, BT, ET) 및 기존산업의 혁신 기반

• 관련 산업 및 R&D 자원 집적. 국가경쟁력 제고의 지렛대

중앙정부
정책변화

•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나노기술 R&D 자원 지방분산

지방정부
정책변화

• 지역 경제력 강화 위해 나노기술의 R&D 정책수단화

나노산업
정책환경 변화

적극 대응
• 서울 소재 나노기술 자원 잠재력 극대화 전략 마련

나노산업의
중요성

서울의
국가적 비중

연구
목적

정책
환경

기본
배경

2. 연구체계

Process

나노기술
특성

Output 나노산업 특성

나노산업
특성 및

정부역할 검토

나노산업
특성

국내외
나노산업 및

정책 분석

나노산업
클러스터 특성
및 시사점 도출

주요활동
육성시책

서울
나노산업

현황분석

서울 나노산업
정책환경

서울 나노산업
경쟁우위요소(CA)
핵심성공요인(CSF)

도출

서울 나노산업
주요활동

서울 나노산업
지원환경

서울
나노산업육성

방안 도출

육성시책
실행계획

서울 나노산업
육성방안(PL)

및 실행계획
도출

지원환경
육성시책

한국 나노산업
현황

해외 나노산업
현황

해외 경쟁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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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노산업의 특성과 정부역할에 대한 시사점

○ 나노기술의 기회요소 및 위기요소

- 나노기술은 산업 전반에 공정 및 소재 차원의 혁신요인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기반기술임, 그러나 연구/개발에서 성과도출까지 Risk가 

크고, 투자회수에 장시간이 걸려 민간투자 유인력이 부족함

○ 정부의 역할

- 나노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에 비해 미약한 투자요인을 보정하기 위해 중앙정

부는 기초․핵심 나노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적극 지원해야 함. 특히 지방정부는 

나노기술의 응용개발 및 생산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나노기술 클러스터를 성숙시

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함

4. 해외 나노산업 경쟁우위요소(CA) 및 핵심성공요인(CSF)

○ 나노기술 클러스터의 주요활동(R&D)

- 나노기술은 다학제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산학연 공동 연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싱가폴, 대만과 같이 정부의 규모가 

작을수록, 도시정부일수록 나노기술의 사업화와 실용적 성격의 정책사업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음

○ 나노기술 주요활동(R&D)을 위한 지원환경

- 조사 대상 全 국가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 나노기술연구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고 있음. 또한 나노기술 정보 공유와 교육, 연구관련 자

료에 대한 DB 구축 등을 위해 오프라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온라인 네트워크 구

축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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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나노산업 활성화의 핵심성공요인(CSF) >

가치사슬 단계 핵심성공요인 (CSF, Critical Success Factor)

주요활동

(R&D)

▷ 다학제간 연구 교류, 공동 연구 (미국, 캐나다, 싱가폴, 프랑스, 국) 

▷ 중앙/지방정부의 공동 연구시설 건립 (캐나다 퀘백주/알버타주, 호주 퀸즐

랜드)

▷ 규모가 작고(싱가폴, 대만 등), 지방/도시정부일수록 나노기술 사업화 

정책에 중점

▷ 연구소/기업 연계 산업화 공동 사업 (일본)

▷ 나노기술 응용 시범 사업 (호주 나노하우스 프로젝트)

지

원

환

경

네트워크

▷ 지역거점별 나노기술 네트워크 (일본 교토, 독일)

▷ 대학중심 산학연 연구 네트워크 (全 국가)

▷ online 나노기술 정보, 교육, 연구 contents (미국, 중국, 대만)

▷ 나노기술 관련 부처 통합 위원회 구성 (중국) 

인력양성
▷ 다학제간 교육 (미국 등)

▷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대상 교육 (미국, 독일)

인프라
▷ 인프라 보유 거점 기관 지정, 공유 네트워크 구축 (미국, 캐나다, 싱가폴, 

호주, 독일, 프랑스, 국)

기타 ▷ 지역거점 클러스터 내 벤처지원 (일본 교토)

중앙정부/

지방정부

역할 분담

▷ 사업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와 공동 투자 : 공동 연구소 설립 (캐나다, 

중국, 호주, 프랑스)

▷ 목적 : 지역 소재 연구개발 기관(간) 네트워크 육성, 교육, 인프라 구축

5. 서울 나노산업 경쟁우위요소(CA) 및 핵심성공요인(CSF)

○ 서울 나노산업 집적 특성 : 7개 동심원

- 동북부 권역 : 대학(고려대,한양대,국민대,건국대,광운대,시립대,산업대), 공공연구소

(KIST,KISTI) 중심

- 서북부 권역 :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를 중심으로 한 동심원

- 남부 권역 : 서울대 산하 연구센터들과 Spinoff 창업 벤처 기업 중심

- 남서부 권역 : 등포구․구로구 등 기존 산업단지 내의 클러스터 효과를 활용하

기 위한 기업체

- 강남권역, 여의도권역 : 서초구․강남구․여의도에 집된 벤처캐피탈 접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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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하려는 기업

- 서부 권역 : 향후 강서구 마곡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나노산업의 집적이 예상

되는 권역

< 서울 나노기술 주요활동 현황 종합 >

대학 연구 중심

- N B IT 학 제 간 연 구 자 원 풍 부
- N B IT 기 초 /핵 심 기 술 사 업 화 연 계
-대 학 시 설 /장 비 이 용 편 의 성

기업 /금융 중심

-강 남 권 : IT , B T , N T 기 업 체 집 적

-강 남 권 , 여 의 도 권 :
N T  전 문 캐 피 탈 활 성 화 가 능

제조업 중심

- IT , N T 제 조 업 중 심 클 러 스 터
-나 노 소 재 , N E T  활 성 화

개 발 중
(공 릉

N IT  단 지 )

개 발 예 정
(마 곡

첨 단 산 업
단 지 )

대학 연구 중심

- N B IT 학 제 간 연 구 자 원 풍 부
- N B IT 기 초 /핵 심 기 술 사 업 화 연 계
-대 학 시 설 /장 비 이 용 편 의 성

기업 /금융 중심

-강 남 권 : IT , B T , N T 기 업 체 집 적

-강 남 권 , 여 의 도 권 :
N T  전 문 캐 피 탈 활 성 화 가 능

제조업 중심

- IT , N T 제 조 업 중 심 클 러 스 터
-나 노 소 재 , N E T  활 성 화

개 발 중
(공 릉

N IT  단 지 )

개 발 예 정
(마 곡

첨 단 산 업
단 지 )

○ 서울 나노산업 주요활동(R&D)의 경쟁우위요소(CA) 및 핵심성공요인(CSF)

- 서울은 나노기술 및 연관분야 연구자원의 양적․질적 비교우위에 있고, 나노기술 

연관산업들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많은 도시 공공분야 사업 기회가 제공됨. 그

러나 법제적․입지적 한계로 인해 새로운 생산시설의 입지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서울은 나노기술 산업화의 3단계(연구, 생산, 판매)별로 전략을 차별화해야 함

- 연구단계에서는 협력 연구활동을 통해 나노․융합기술의 사업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되, 생산단계에서는 수도권의 생산자원을 이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함. 그리고 

판매단계에서는 공공사업 등을 통해 서울이 나노기술 제품의 Test-bed 또는 수요시

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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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나노산업 지원환경의 경쟁우위요소(CA) 및 핵심성공요인(CSF)

나노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인 이유로 인해 서울 소재 나노기술 R&D 주체들의 

높은 기술역량에 비해 성공적인 사업화를 뒷받침할 수 지원환경이 미약함. 따라서 

향후 나노기술 주요활동(R&D)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이와 연계된 지원환경의 육성

이 이루어져야 함

6. 정책건의 사항

6-1 서울 나노산업 주요활동 육성시책

○ 서울시 독자 사업 1 : 산학연협력사업 활용 나노기술 R&D 사업

- 사업 중점사항 : 산학연협력사업의 하위사업을 활용, 나노기술 가치사슬 全단

계를 포괄 지원함

< 2005년 11월 현재 투자 확정된 산학연협력사업 나노기술 분야 >

NIT

NBT

나노
기반,
공정

전략산업혁신클러스터육성
지원사업(5년간지원)

• 나노SoC 산업육성을위한

산학협력혁신클러스터
- SoC 기술, 플랫폼, HW/SW 개발

•나노바이오시스템및응용소재
- 기능성나노소재, 고효율광소자
- 극감도나노바이오분석기술
- 나노세포기능제어기술

•나노공정기술및장비개발
산학연혁신클러스터

- 나노신공정기술(lithography,
patterning) 개발, 상품화

보유기술사업화
지원사업(2년간지원)

• 뇌졸중조기진단및
예방바이오칩

• DNA 나노복합체활용
유전자치료

• 방광암치료
나노바이오소재

신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2년간지원)

• 나노구조고분자발광소재

• 자기조립고분자/CNT 이용
투명박막전극

• 나노급CMOS 아날로그회로

• CNT flexible 박막트랜지스터

NET •초고감도나노선수소센서

NIT

NBT

나노
기반,
공정

전략산업혁신클러스터육성
지원사업(5년간지원)

• 나노SoC 산업육성을위한

산학협력혁신클러스터
- SoC 기술, 플랫폼, HW/SW 개발

•나노바이오시스템및응용소재
- 기능성나노소재, 고효율광소자
- 극감도나노바이오분석기술
- 나노세포기능제어기술

•나노공정기술및장비개발
산학연혁신클러스터

- 나노신공정기술(lithography,
patterning) 개발, 상품화

보유기술사업화
지원사업(2년간지원)

• 뇌졸중조기진단및
예방바이오칩

• DNA 나노복합체활용
유전자치료

• 방광암치료
나노바이오소재

신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2년간지원)

• 나노구조고분자발광소재

• 자기조립고분자/CNT 이용
투명박막전극

• 나노급CMOS 아날로그회로

• CNT flexible 박막트랜지스터

NET •초고감도나노선수소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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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독자 사업 2 : 나노기반 융합기술 R&D Project 

"ConTech(Converging Technology) Seoul"

- 사업 중점사항 : 나노기반 융합기술(NIT, NBT, NET) 사업화를 지원하되, 사

업자에게 사업단(기술수요자, 기술공급자, 민간투자자, 기타 참여기업)의 구성권을 

부여하여 (R&D 정책사업에 흔히 수반되는) 기술수요․기술공급의 Mismatch 문제

를 해소하며, 사업단에 민간투자자 참여를 의무화하여 민간주도의 사업 추진으로 

효율성 제고함

< ConTech Seoul 사업 추진 체계 >

기 술 수 요 자 ( 기 업 )  :
최 종 생 산 , 판 매

서 울 시

기 술 공 급 자
심 사 ,선 정기 술 공 급 자

( 대 학 ,연 구 소 )

민 간 투 자 자

사 업 단 ( 컨 소 시 엄 )

구 성 중 개 , 선 정 , 평 가

기 술 공 급

사 업 성 심 사
자 금 투 자

사
업
단

기 술 개 발 지 원 금 지 급

①

②

① 기 술 수 요 자 주 도 의 사 업 추 진 으 로
기 술 수 요 ·공 급 상 호 부 합 성 제 고

② 자 금 동 원 / 사 업 성 심 사 에 있 어 서
민 간 중 심 의 R & D  사 업 유 도

사 업 자 (기 술 수 요 자 )  권 한 및 책 임 성 제 고
기 술 사 업 화 성 과 향 상

기 술 료 납 부

기 술 수 요 자 ( 기 업 )  :
최 종 생 산 , 판 매

서 울 시

기 술 공 급 자
심 사 ,선 정기 술 공 급 자

( 대 학 ,연 구 소 )

민 간 투 자 자

사 업 단 ( 컨 소 시 엄 )

구 성 중 개 , 선 정 , 평 가

기 술 공 급

사 업 성 심 사
자 금 투 자

사
업
단

기 술 개 발 지 원 금 지 급

①

②

① 기 술 수 요 자 주 도 의 사 업 추 진 으 로
기 술 수 요 ·공 급 상 호 부 합 성 제 고

② 자 금 동 원 / 사 업 성 심 사 에 있 어 서
민 간 중 심 의 R & D  사 업 유 도

사 업 자 (기 술 수 요 자 )  권 한 및 책 임 성 제 고
기 술 사 업 화 성 과 향 상

기 술 료 납 부

○ 서울시 독자 사업 3 : 공공사업 연계 나노기술 R&D 사업

- 사업 중점사항 : 아직까지 나노기술은 수요시장이 제한적이므로 旣시행․계

획 중인 공공사업과 나노기술 R&D의 연계를 통해, 특히 공공재에 활용되는 나노기

술(NET, NBT 등 환경 및 안전 분야)의 시장을 창출함. 이때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을 채택하여, 통상적으로 이용요금 징수를 통한 

시설투자비 환수 가능성 낮은 공공재 공급 사업자에게 투자회수를 보장함. 또한  

R&D 주체 사업성과물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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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사업 종료 후 민간사업자가 R&D 주체의 기술 및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

함. 아래와 같은 서울시 공공사업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공공사업 연계 나노기술 R&D 사업 추진방식 >

민 간 사 업 자
(S P C )

서 울 시
(T F T)

운 영 요 금

수 익 금 부 족 분

보 조 금 지 원

기 부 채 납

R & D 주 체

소 재 /자 재

의 무 구 매 , 시 공
기 술 /소 재 /자 재

공 급
구 매 조 건 부
기 술 개 발

지 원
(R & D  성 과 물

수 요 보 장 )

B T O
(S P C  수 익 률
사 후 보 장 )

• ‘구 매 조 건 부 기 술 개 발 ’ 방 식 : R & D 주 체 의 기 술 개 발 risk 저 하

• B T O 방 식 : 민 간 사 업 자 (S P C)의 시 설 건 립 투 자 회 수 risk 저 하

민 간 사 업 자
(S P C )

서 울 시
(T F T)

운 영 요 금

수 익 금 부 족 분

보 조 금 지 원

기 부 채 납

R & D 주 체

소 재 /자 재

의 무 구 매 , 시 공
기 술 /소 재 /자 재

공 급
구 매 조 건 부
기 술 개 발

지 원
(R & D  성 과 물

수 요 보 장 )

B T O
(S P C  수 익 률
사 후 보 장 )

• ‘구 매 조 건 부 기 술 개 발 ’ 방 식 : R & D 주 체 의 기 술 개 발 risk 저 하

• B T O 방 식 : 민 간 사 업 자 (S P C)의 시 설 건 립 투 자 회 수 risk 저 하

< 나노기술 활용 공공시설 사업 >

구분 공공사업

사업
계획
단계

뉴타운

마곡
첨단산업단지

한강노들섬
예술센터

증축시청사

서울돔구장

사업
실행
단계

청계천

DMC

상수도처리
(아리수포함)

하수도처리

지하철

교량,터널,도로

시청/남대문앞
광장, 서울숲

공공사업활용나노기술분류

고도정수처리 공기질개선
폐기물처리

친환경성개선
청정에너지활용

고효율조명
구조/표면

안전도개선

녹지잔류농약제거
광촉매, 흡착제

공중시설전력
태양광활용

종합병원
고도정수처리

종합병원공기정화,
탈취, 항균시설

산업폐기물
탐지,분해,처리시설

고효율
내부도로조명

상하수고도처리,
직접취수/방류

센터공기정화,
탈취, 항균시설

자체동력원
태양광활용

저진동, 친음향
소재, 구조물

청사공기정화시설
자체동력원
태양광활용

고강도구조,
표면보호소재

잔디잔류농약제거
광촉매, 흡착제

조명,전광판,돔개폐
등태양광활용

고강도경량
돔소재

한강/지하수/지류
유입수정화

토구악취저감시설

AI 가로등센서,

조도/색감조절조명

고도정수기술
공동개발

정수後처리
시설고도화

하수유해폐기물
분해시설

역사공기
정화시설

지하조명개선
태양광전력활용

유지,보수
자재강화

가로등조명개선
태양광이용조명

유지,보수
자재강화

분수대수처리시설
녹지잔류농약제거

광촉매, 흡착제
태양광이용조명

향후사업자
입찰조건에
나노기술
활용명시

향후개/보수시
나노기술

활용제품대체
(구매조건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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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기술 R&D 연계가 가능한 대표적인 서울시 공공사업 >

‘한강 노

들섬 예술

센터’사업

활용 방안

▷ 한강 노들섬 예술센터의 상징성, 지리적 특수성 활용

▷ 한강 북부 또는 남부지역의 도움을 최소화하고 독자적인 전기, 배수 시설 등 

구비의 필요성 큼

→ 이러한 시설을 구비함에 있어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기술이 적용됨으

로써 센터의 상징적 이점을 활용하여 기술 홍보 효과 극대화와 서울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할 수 있음

▷ 적용 기술 

- 독자적인 배수/취수 및 고도 정수처리

- 고효율 나노 센서를 통해 태양에너지와 같은 청정에너지 자체 생산

- 예술센터 기능 특성에 맞도록 나노기술이 활용된 저진동/친음향 소재 

청계천

복원사업 

활용 방안

▷ 청계천이 복원됨에 따라 청계천 수질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향후 새로운 지류 및 지하수를 탐색하여 청계천으로 유입되도록 할 계획이 

진행 중

→ 청계천 유입수에 대한 고도의 정수처리는 청계천 사업의 환경적/경제적 효과

와 직결되는 문제임. 따라서 나노기술을 통한 정수 및 악취 처리는 청계천의 이

미지 자산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적용 기술

- 기존 유입수 및 새로운 유입수에 대해 나노기술을 활용한 고도정수처리

- 토구 악취 저감 나노기술 

마곡첨단

산업 단지 

‘Hi -Tech 

S e o u l 

Bui lding’ 

건립 방안

▷ 호주는 나노기술 수준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Nano House Initiative'라

는 사업을 진행 중임. 본 건물은 기술홍보를 위한 전시/관람을 위한 용도이며, 

자기정화 촉매, 고효율 열관리 소재 등을 중심으로 건립을 추진하는데, 이는 나

노기술 R&D와 홍보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공공사업으로 판단됨

▷ 그런데 호주의 Nano House는 나노기술에만 국한된 기술범위를 가지며, 그 

용도 또한 관람 및 홍보로서 제한적임

→ 따라서 서울에서는 나노기술력을 홍보하고 이에 관련된 산업 중흥을 위한 유

사 사업을 전개하되, 건물의 본 용도를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적용되는 기

술의 범위를 넓혀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함

▷ Hi-Tech Seoul Building의 특징

시설의성격

•마곡첨단산업단지內건립계획중인종합병원의부속건물
•실험성:나노기반첨단융합기술(Converging Technology)의종합적적용
•실용성: 나노기반첨단기술의시연및산업화trigger/stimulator
•상징성: 첨단기술집적단지의상징시설

시설의本기능
•NBT : 의료과학기술임상실험, 치료, 연구, 교육시설
-Lab-on-a-chip(의료용생물분석시스템), 생체이식신소재, 약물전달, 진단/치료

시설의작동기능

•NIT : Intelligent building개념

-조명, 화재방지, 방범, 전기배전, 출입통제등의자동제어

•NET : 고효율에너지, 친환경기술이활용된자재/시스템

-안전: 고강도, 유해물질탐지/차단 -에너지: 고효율저장, 변환
-정화: 자기정화, 광촉매 -편의: 빛투과율자동변환등기능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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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연계사업

- 사업 중점사항 : 중앙정부 나노기술 R&D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 소재 R&D 

주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나노기술에 관련한 중앙과 서울시 정책 간의 시너지를 

추구함.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중앙정부 나노기술 R&D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 소

재 주체에 대해 Matching Fund로 지원하는 방안, 중앙정부 나노기술 R&D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 소재 주체에 대해 서울시 공공사업 조달 시 우대 방안, 중앙정부 나

노기술 R&D 사업의 최종 성과물에 대해 서울시가 Test-bed 역할을 하거나 기술활

용 주체와의 네트워킹 중개 등을 들 수 있음

< 중앙정부사업 대응투자 나노분야 현황 >

나노소재
나노소자

중앙정부사업대응투자나노분야지원현황(2005년)

향후중앙정부• 서울시연계사업방향

•자기조립소재공정연구센터
•이화학연구소(RIKEN) 유치및공동연구시범사업
•차세대초정밀미립자캡슐기술개발
•나노정밀화학융합산업기술개발지원센터

나노
바이오

•BIT Micro센터구축사업
•지능형나노바이오소재연구센터

의료, 보건 •나노메디컬국가핵심연구센터

환경,에너지
•차세대전지이노베이션센터
•이차전지핵심소재

나노,시스템 •공릉NIT미래기술산업단지

사회안전 -

서울시투자비 중앙정부투자비의10%

• ‘사회안전’분야나노기술(미생물/화학탐지, 결함/손상제거등) 연구개발지원확대

•중앙정부나노기술R&D사업의서울소재주체에대한공공조달우대
→‘Hi-Tech Seoul’브랜드전략과연계

•중앙정부나노기술R&D사업최종생산물Test-bed
→각종공공사업, 마곡첨단산업단지시험생산동활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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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서울 나노산업 지원환경 육성시책

○ 나노산업 주요활동(R&D)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시책을 제안함

< 나노산업 지원환경 육성시책 요약 >

네트워크

인력양성

인프라

투자,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네트워크형태별Online/Offline 나노기술contents 강화

•NanoHRD Center를통한산학연계형(맞춤형) 교육/훈련지원

•인프라공동이용활성화지원
•마곡/공릉단지및R&D정책사업에기반한인프라공급

•서울시독자R&D사업통한나노산업공공투자
•나노산업On/Offline IR 지원, 공공투자정보제공으로민간투자자Risk 절감

•창업보육센터운영의공개적/경쟁적서비스지향혁신
•클러스터브랜딩: ‘Hi-Tech Seoul’ 브랜드전략

6-3 서울시 나노산업 육성 기반조직 방안

○ 현재 서울시의 나노산업 주체들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반 하고 정책을 집

행할 수 있는 기반조직들이 미비하므로, 다음과 같은 조직 구성을 통해 나노기술 

주요활동(R&D) 사업의 구현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나노산업 정책전반에 대한 전

문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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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산업 육성 기반조직 방안 >

신설조직

책임관료제 준공공조직 협의체 연구교류조직 개별R&D주체조직형태 책임관료제 준공공조직 협의체 연구교류조직 개별R&D주체조직형태

•서울나노산업협의회
(가칭)

•서울시산업국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시정연
서울경제연구센터

•서울지역혁신협의회

•서울지역혁신연구회 •R&D사업별TFT
해당

기반조직
방안 •서울나노산업협의회

(가칭)

•서울시산업국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시정연
서울경제연구센터

•서울지역혁신협의회

•서울지역혁신연구회 •R&D사업별TFT
해당

기반조직
방안

•서울소재나노관련
산학연주체참여
•나노정책협의,
R&D협력,교류Hub

•중앙/他지자체협력
•서울나노산업협의회
구성/운영
•나노R&D사업
중기재정계획반영

•서울전략산업
R&D사업
진행, 평가기능확대

•전략산업분과內
나노분야신설 •서울전략산업및

나노분야연구강화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등관련단체와
공동연구

•나노R&D정책사업별
사업단선정,
과정/성과평가

조직별
기능 •서울소재나노관련

산학연주체참여
•나노정책협의,
R&D협력,교류Hub

•중앙/他지자체협력
•서울나노산업협의회
구성/운영
•나노R&D사업
중기재정계획반영

•서울전략산업
R&D사업
진행, 평가기능확대

•전략산업분과內
나노분야신설 •서울전략산업및

나노분야연구강화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등관련단체와
공동연구

•나노R&D정책사업별
사업단선정,
과정/성과평가

조직별
기능

해당
네트워크
종류

집합

가치체인

아고라

동맹

네트워크참여
개별주체

해당
네트워크
종류

집합

가치체인

아고라

동맹

네트워크참여
개별주체

기존조직
기능확대

6-4 서울시 나노산업 육성시책 실행계획

○ (전략적)중요성 및 (실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서울시 나노산업 주요활동

(R&D) 및 지원환경 시책들의 실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xii

< 나노산업 육성시책 실행계획 >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계획, 시행 중)

•서울나노산업협의회 신설
(전문가 견해의 정책 반영을 위한 조직)

•시정연 서울경제연구센터 강화
(서울시 R&D 사업 실행 총괄 기능 강화)

착수시점구분( 기준: 사업의중요성& 가능성)

• ConTech Seoul
(산학연협력사업과 진행체계 유사)

• Nano HRD center
(참여대학별 현물 참여. 소요예산 적음)

•공공사업 연계 R&D 사업
(他R&D사업보다 이해관계자 많음)

•창업보육센터 혁신
(센터間조정비용/시간 소요)

•클러스터 브랜딩
(여타 시책에 비해 시급성 적음)

핵심사업 주요연계사업

사업성격분류
(기준: 전략적위계)

- 나노기반
융합기술
학제간
교육

- 산학間
맞춤형
교육

-산학間
기업인력
재교육

- 나노장비
공급 및
공동이용

-Offline,
Online

나노기술
정보,제품

거래
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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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나노기술(Nano-technology)산업은 마이크로 수준의 기술을 대체하여 모든 산업

에 혁신을 유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연결고리 역할

을 하며,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기술(BT)․환경기술(ET) 등을 융합시켜 새로

운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미래 성장산업의 원동력이다.

이에 나노기술은 향후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될 정도로 중요시되고 있어 선진 각

국에서는 나노기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입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는 나노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정보, 연구개발 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나노산업 성장과 관련이 있는 IT, BT 산업의 집적도도 높아 국내외적으로 

R&D 비교우위를 가진 지역이다. 따라서 서울의 나노산업 자원들의 잠재력을 극대

화하는 것이 곧 우리나라 전체 나노산업과 관련 첨단․기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첩경일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가지는 국가경쟁력 맥락의 중요성과 비교우위적 나노산업 환경

에도 불구하고, 향후 서울시가 보다 전략적으로 나노산업 육성정책을 모색해야 하

는 이유들이 노정되고 있다. 첫째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변화이다. 근래 중앙정부

의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인해 나노산업 관련 인프라 및 자원들의 분산 현상이 나

타남에 따라, 나노기술 R&D 자원의 서울 지역 집적성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둘째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변화이다.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종래 중앙정부

가 전담했던 과학기술정책 및 R&D 기능들을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

로 각 지자체가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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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변화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서울시 소재 나노산업 관련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나노산업 비교우위 분야와 

혁신역량 요소를 파악하고 해당 분야의 지식 창출․확산․활용을 강화하는 시스템

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나노산업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

키는데 필요한 산업혁신모델 및 정책 틀을 확립하고 제도적 지원시책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나노기술 및 나노산업의 특성. 국가경제에 미치는 향과 의의

○ 나노산업육성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 우리나라 나노산업육성 전략 및 산업지원체제 특성 분석

○ 서울의 나노산업 환경 및 자원 파악

○ 서울의 나노산업 포지셔닝과 혁신역량 구축 방안 도출

○ 서울의 새로운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단계별 실행전략

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국가적 차원의 나노기술 개발에 대한 대통령 지시를 

시발로 나노기술이 본격적으로 정책의제화 된 2000년 전후와, ‘제1차 나노기술 종합

발전 계획’이 수립된 2001년을 거쳐, 나노기술 종합발전 계획 제2기 수정․보완이 

예정된 2005년까지로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선도 나노산업과 정책 시사점을 얻기 위한 해외 사례, 연

구의 초점인 서울, 그리고 우리나라 나노산업 자원이 소재한 수도권 및 각 지방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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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및 체계

1)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향과 연구방법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주요 유사연구는 다음과 같으

며, 대부분 나노산업에 대한 정책 분석 및 방안에 대해 국가 전체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

○ 이광호, 윤문섭. 「나노기술정책동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 안두현 외. 「주요 신기술의 혁신추이 및 경쟁력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

원. 2002.

○ 조현대 외.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체계/구조분석 및 정책제언」. 과학기술정

책연구원. 2003. 

또한 본 연구와 같이 서울을 배경으로 수행된 주요 R&D 관련연구들은 다음과 

같으며, 산업 클러스터를 정책 분석의 주요 틀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 신창호. 「서울시 IT산업 집적화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 신창호. 「서울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 정병순. 「서울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이밖에 본 연구 주제 및 방법론과 관련된 문헌에 대한 연구와 국내외 사례들이 

활용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나노산업 분야 전문가․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나

노산업 현장조사 및 전문가 면담과 설문조사가 병행될 것이다.

2) 서울시 나노산업 육성방안 체계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산업 클러스터(cluster)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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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초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후, 많

은 연구를 통해 성공한 산업 사례의 배후에는 공통적으로 클러스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상적으로 클러스터란 관련 기업(경쟁기업, 중소기업, 벤처)과 기관(대학, 

연구소), 지원서비스 기업들(금융, 법률, 회계 등)이 모여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

으로 시너지를 발휘하는 일정한 지역을 가리킨다(복득규 외.200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클러스터 개념을 분석의 기본 틀로 삼되, 여기에 몇 가지 

요소를 추가하여 새로운 연구틀을 제시한다. 첫째는, 개별 산업 주체 및 전체 산업 

클러스터에 적용되는 가치사슬(value chain) 개념이다. 가치사슬은 크게 두 차원으

로 나뉘는데 기초기술 연구에서 개발/생산까지 이어지는 R&D기능, 즉 가치사슬의 

주요활동과, 이러한 주요활동을 지원하는 환경(네트워크, 인력양성, 인프라, 금융/투

자, 비즈니스서비스)으로 구성된다. 둘째는 정부지원 요소로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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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개념들을 정리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노산업 육성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첫째, 나노기술을 산업화하는 주요활동, 즉 서울에서의 나노기술 R&D활동이 가

지는 ‘경쟁 우위 요소(CA, Competitive Advantage)’를 분석한다. 둘째, 서울 나노기

술 R&D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서울의 나노산업 지원환경이 가지는 경쟁력 

우위 요소를 분석한다. 이와 같은 경쟁 우위 요소 파악은 SWOT 분석 틀을 활용하

는데, 내부환경의 강점과 약점, 외부환경의 위기와 기회를 조합하여 두 가지 전략 - 

공격전략(강점을 살리며 기회를 활용), 방어전략(약점을 보강하고 위협을 극복) - 

의 토대가 되도록 한다.

< 그림 1 - 2 > SWOT 분석을 통한 경쟁우위 요소(CA)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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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가치사슬 상의 두 가지 차원(주요활동, 지원환경) 각각의 경쟁 우위 요소

를 강화하여 사업목표인 ‘나노기술 클러스터 육성’ 뿐만 아니라, 전략목표인 ‘서울 

성장동력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궁극 비전인 ‘동북아 R&D 도시’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성공 요인(CSF, Critical Success Factor)'을 도출한다. 이 ’핵심성공요

인’ 개념은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하는 개별 경쟁우위요인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종합․일반화한 개념이다.

넷째, 도출된 핵심성공요인(CSF)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

책 지원은 시장의 자율성․자생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책자원 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하기 위

해 정책지원(PL, Policy Leverage)1) 개념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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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3 > 서울시 나노산업 육성방안 도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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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 개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가 진행된다. 우선 나

노산업에 향을 주는 외부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나노기술 및 산업 특성을 파악한

다. 그 다음 이와 같은 외부환경의 조건 하에서 나노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경쟁

요인이 되는 내부환경(클러스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및 해외의 나노산업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는 위에서 도출된 해외 나노클러스터의 내부환경(클러스터 특성) 경쟁

요인에 비추어 나노산업 외부환경(기술, 산업 특성)의 조건 하에서 서울 나노산업 

클러스터가 어떤 경쟁우위요소(CA, Competitive Advantage)를 가지고 있고, 향후 

어떠한 핵심성공요인(CSF, Critical Success Factor)이 확보되어야 하는지 모색한다. 

1- 1) 정책지렛대(PL, Policy Leverage)란, 인과변수 간의 상호 향 관계를 파악하는 분석틀인 시스

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의 개념으로서, 제한된 정책자원(예산, 시간, 규제, 인력 등)을 조

금만 투입하면 커다란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개입 지점(policy interruption point)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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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는 이렇게 도출된 핵심성공요인(CSF)의 육성을 위해 어떠한 정책지원(PL, 

Policy Leverage)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종합하여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 그림 1 - 4 >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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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나노기술의 특성

제 2 절  나노산업의 특성

제 3 절  나노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

제 4 절  나노산업의 외부환경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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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나노산업의 특성과 정부의 역할

제2장에서는 나노기술과 나노산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기술적․산업적 특성에 

수반되는 위기 또는 기회 요소들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위

기․기회요소에 대응함으로써 나노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경쟁우위

요소(CA, Competitive)와 핵심성공요인(CSF, Critical Success Factor)을 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1절 나노기술의 특성2)

1. 나노기술의 정의

‘나노(Nano)’라는 단어는 난장이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인 나노스(nanos)에서 

유래되었다. 1나노미터(nm)는 10억분의 1m로서 수소원자 10개를 나란히 늘어놓은 

정도의 크기이다.

나노기술은 이러한 나노미터 수준의 물체를 만들거나 조작하는 기술을 통틀어 

가리킨다. 즉, 기존 산업의 가공방식인 탑다운(top-down, 큰 물체를 가공하여 작게 

만듬) 방식을 통해 마이크로(μ) 단위 이하의 물질을 다루는 기술과, 바텀업

(bottom-up) 방식에 의해 원자․분자 수준에서 물질을 조작하여 100nm이하의 물질

이나 크기를 다룸으로써 전혀 새로운 성질과 기능을 가지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기

술을 통칭한다.

< 표 2 - 1 > 표준 단위(peta부터 atto까지) 

단위 Peta Tera Giga Mega Kilo milli micro nano pico femto atto

크기 10 15 10 12 10 9 10 6 10 3 10 − 3 10 − 6 10 − 9 10 − 12 10 − 15 10 − 18

표시 P T G M K m μ n p f a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5b)

2-2)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4 나노연감」(2005b)를 중심으로 재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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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나, 공통적으로 ‘나노미터 

수준의 물질에 대한 이해와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과학기술’로 요약할 수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에는 2001년 7월 수립된 ‘나노기술종합발전 계획’에 명시된 나노기술 

개념이 통용되고 있다.

< 표 2 - 2 > 나노기술의 정의 

국가 나노기술의 정의

한국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1항

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

나 개선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소자 또는 시스

템(이하 소재 등이라 한다)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미국

▷ 21세기 나노기술연구개발법 제10조 2항

(2) ‘나노기술’이라는 용어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분자의 구성이나 특성, 기능을 갖

는 소재, 소자, 시스템을 창출할 목적으로 원자, 분자 및 초분자 수준에 대한 

이해와 측정, 조작, 제조를 가능하도록 하는 과학과 기술을 의미한다.

국

▷ 하원 과학기술위원회 나노기술 조사 보고서

○ 나노기술은 0.1∼100nm 수준의 극미의 물질을 조작하는데 이용되는 기술,공정

○ 나노과학(nanoscience)은 원자․분자 수준에서의 조립과 조작에 관한 연구

○ 나노기술(nanotechnology)은 나노과학을 제품을 공정 개발에 응용하는 것

일본

▷ 나노기술재료분야추진전략

○ 나노기술은 나노미터 수준의 원자․분자를 조작․제어하고, 나노크기의 물질 

등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능, 뛰어난 특성을 끌어내는 기술의 총칭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5b) 수정

2. 가공방식

나노기술의 가공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탑다운(Top-down)방식으

로, 기존 방식으로 재료를 깎고 다듬어서 나노미터 수준의 가공을 통해 나노미터 

크기로 소형화 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기술을 이용하므로 기술이 상대적

으로 용이하나 작게 만들수록 기술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현재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리소그래피처럼 물리학․공학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둘째는 바텀업(Bottom-up)방식이다. 이는 원자․분자를 블록처럼 쌓아 올리는 

자기조립방식으로서, 물질의 최소 단위(원자․분자)를 자유자재로 조작하여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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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나 구조체를 형성하는 기술이다. 새로운 기술로 아직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

어 있지 않아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성공확률이 크지 않으나, 성공시에는 파급효과

가 매우 크다.

3. 나노기술의 성격

나노기술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 기술 분야(물리, 화학, 

재료, 전자, 생물 등)들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역을 구축하여 기존 인적 자

원과 학문 분야간(Interdisciplinary) 연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유도한다.

둘째, 나노기술은 극미세 수준에서 나노구조물을 분석․제어․합성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 집약도가 필요하다.

셋째, 개별 원자․분자를 조작․제어하여 나노구초제를 제작하기 때문에 자원손

실을 최소화하면서 최고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나노기술은 기존시장의 완

전대체 혹은 신규시장 창출 효과가 크며, 모든 산업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여 경제

적․기술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수반한다.

넷째, 초미세 상태에서 나노구조체를 합성하기 때문에 에너지효율 극대화, 오염

발생 방지, 효과적 오염제거 등이 가능하여 부산물 생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더욱

이 나노기술을 통해 생산되는 청정에너지(태양광을 이용한 고효율 전지)는 전망이 

밝은 환경친화적인 기술이다.

다섯째, 나노기술은 궁극적으로 자연계의 자기 조립성(규칙성) 및 효율성을 모방

하고자 한다. 즉, 원자․분자의 구조화 법칙을 이해하여 생명체 현상을 모사하거나, 

원자․분자를 인위적으로 제어하여 효율적인 기술 개발을 가능케 하므로 자연친화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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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노물질의 특성

나노물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광학적 특성으로서, 나노 역에서

는 물질의 크기에 따라 색깔이 변한다.

둘째, 화학적 특성으로서, 나노물질은 큰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로 쪼개짐에 따

라 물질 전체의 표면적이 급격히 커지게 되면서 독특한 특성을 갖게 된다. 예를 들

어, 티타니아(TiO 2) 입자 크기가 20nm 이하가 되면 형광등이나 백열등의 약한 자

외선 하에서도 살균력, 자가 세척력, 김 서림 방지 효과 등의 특성을 갖게 되어 광

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셋째는 기계적 특성으로, 다결정질 재료에서는 각 입자마다 기본적인 원자․분

자 배열은 같으나 결정 방향이 다르고, 단위 면적당 입자와 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입계 수가 많을수록 기계적 성질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나노 결정립 소

재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특정 결정립 크기 역에서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

을 보인다. 다만, 나노물질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보 수준이며, 나노 결정립소재가 

기존 상식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므로, 기계적 강도에 대해서는 우수할 것으로 추

측된다.

넷째는 전자기적 특성이다. 전자기적인 성질을 갖는 반도체, 자성금속, 나노입자

들은 그 크기가 작아지면서 일반적으로 10∼100nm 정도에서 자기적인 성질이 급격

이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나노기술의 역사

나노기술에 대한 개념과 연구는 불과 최근 50여년 사이에 발전되었다. 50여년의 

나노기술 역사를 되돌아보면 혁신적인 제안 또는 발견들이 주로 미국 또는 일본에

서 일어났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나노기술 수준에 있어서 거

의 대등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일이 우연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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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리처드 파인만이 물질에 대한 관점을 미세단위로 끌어내리는 중요한 강

연을 함으로써 나노세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노단위의 개념이 급속

도로 확산되지는 않았고, 이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197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본의 노리오 다니구치에 의해 나노테크놀로지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이어 1981년

에는 스위스 주재 IBM 연구소에서 주사터널현미경(STM)을 개발함으로써 나노단위

의 물질에 대한 관찰과 조작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1991년에는 특이한 물성을 가져 全 산업계에 매우 용이한 재료로 사용될 수 있

는 탄소나노튜브가 일본 수미오 이지마 박사에 의해 발견되어 나노소재의 범용화가 

시작되었다. 1999년에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국가 나노기술 개발전략(NNI)'를 발

표함과 더불어 세계 각국은 본격적으로 나노기술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경

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2001년에 국가과학

기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각 관련 부처와 함께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나노기술 육성정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다음 표는 이와 같은 나노기술의 50여년 

역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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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3 > 나노기술의 역사 요약 

연도 주요 발명 및 정책 과학자 및 주관자

1959
미세화 경향에 대해 ‘There is plenty room at the bottom’ 

강연
리처드 파인만

1968
물질 표면에 단일 원자층을 형성할 수 있는 분자빔 표면 증

착 기술 개발
알프레도 조, 존아서

1974
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오차를 허용하는 기계제작을 위해 

나노테크놀로지라는 단어를 제안
노리오 다니구치

1981
개별원자들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주사터널링현미경

(STM) 개발

IBM, 쮜리히연구소 게

르트바니히, 하이리히 

뢰러

1985
지름이 약 1나노미터인 ‘버키볼’로 알려진 버크민스터 풀러

렌(buckminsterfullerence) 발견

로버트 컬 주니어, 헤

럴드 크로터, 리처드 

스몰리

1986

나노기술의 대중화 ‘창조의 원동력’ 출판

분자나노기술개념 정립, 분자기계에 대한 개념 제시
에릭 드랙슬러

STM을 이용한 원자의 분리 및 수정 실험 성공 AT&T 벨 연구소

1989 개별적인 제논원자로 IBM 로고 제작 IBM, 도널드 에이 러

1990
원자를 이용한 정보 기억 입증 (초저온에서 27개의 XE원자

를 일렬로 움직여 IBM 자 구성)

미국 IBM 앨메이든연

구소 아이 러 박사팀

1991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톱니바퀴 제조

위스콘신대 H.거클 교

수

탄소나노튜브 발견 수미오 이지마 박사

1993

탄소나노튜브의 반도체 응용 가능성 이론적 규명 오시야마 박사팀

원자들을 보고 만질 수 있게 설계한 STM에 연결된 가상현

실 시스템 고안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워런라비닛 UCLA 스

탠리월리엄즈

1996
버키볼(탄소 60개의 축구공 형태 물질) 발견공로로 노벨화학

상 수상

라이스대 스몰리 교수

팀

1998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트랜지스터 개발
네덜란트 델프트공대 

체즈데커

1999 국가 나노기술 개발전략(NNI) 발표 미국 클린턴 행정부

2000 양자신기루 고안 에이 러 등

2001 「나노기술 종합발전 계획」수립
한국, 국가과학기술위

원회

200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제정 한국, 과학기술부

「나노기술발전계획」발표 한국, 과학기술부 외

2003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발표 한국, 과학기술부

「나노기술개발법」통과
미국, 통상과학교통위

원회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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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노기술의 분류

나노기술은 아직 표준화된 분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 역 및 활용 

분야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 의한 분류 체계들이 통용되고 있으며, 이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 표 2 - 4 > 나노기술 분류 1 : 연구 역의 분류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나노공정
(nano-processing)

화학적 방법 전구체 합성, 자기조립, 용액화학(sol-gel), 화학증착, 
화학증기응축(CVC), 식각

물리적 방법 물리증착, 열분해, 증발-응축, 아크, 식각

기계적 방법 기계적 합금화, 강전단변형, 분쇄(극저온분쇄)

광학적 방법 리소그라피, 광합성

생체적 방법 자기복제, 생체모사공정

기타 기계화학적 공정(MCP)

나노구조
(nano-structuring)

0차원 구조체 양자점, 나노분말, 나노석출체(분산체)

1차원 구조체 양자선, 나노튜브, 극미세사

2차원 구조체 양자우물, 나노박막(단층/다층, 단일/복합), 층상화합
물, 표면개질

3차원 구조체 벌크(치 체, 다공체), 자기조립체, 복합체

기타 분산체(자성유체 등), 경사구조체

나노기능
(nano-functions)

기계적 기능 고강도, 고경도, 고인성, 저마찰, 고탄성, 분리

전자적 기능 단전자 거동, 전자방출

 사업
스핀거동, 정보저장

화학적 기능 분자검진, 촉매, 분리막, 수송전달체

광학적 기능 형광, 발광, 분광, 비선형 광학기능

열적 기능 열차폐성, 난연성, 내열성

생체적 기능 분자인식

나노부품 및
시스템
(nano-component
s & systems)

나노소자 단전자 소자, 나노 CMOS, 스핀소자, 나노광소자, 분
자소자, 생체소자

나노센서 화학나노센서, 바이오센서, 자기나노센서, 광센서, 역
학센서

lab-on-a-chip 바이오칩, DNA 칩

NEMS 나노구동기

에너지시스템 태양전지, 연료전지, supercapacitor

나노기반
(nano
-infrastructures)

측정장비개발 제어시스템(위치 등)

나노측정 물성․구조(결함 포함) 및 성분 분석

전산모사 나노수준 모사(물성, 기능, 공정)

인력 양성 연구계 및 산업계에 종사할 인력 양성, 재교육

자료 : 과학기술부 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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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5 > 나노기술 분류 2 : 세부기술 분류

분야 분  류 분야 분  류 분야 분  류

1.

나노

재료

1.1 고강도 나노 소재

2.

나노

소자

2.11 나노 튜브 소자

5.

공정

장비

측정

논리

5.1 나노 리소그라피

1.2 공구 재료용 나노 소재 2.12 나노 응용 태양전지 소자 5.2 나노 엣칭

1.3 고순도 소재 2.13 하드디스크 TMR 소자 5.3 100nm이하 confocal현미경

1.4 가공성 나노소재 2.14 가변 파장 광소자 5.4 전자 현미경 (SEM, TEM)

1.5 코팅용 나노 소재 2.15 나노 포토닉스 5.5 주사형검침현미경(SPM)

1.6 나노 박막 소재 2.16 게놈 응용 소자 5.6 나노 광학기

1.7 나노 기공 소재 2.17 나노 감지소자 5.7 나노 metrology(mm에서nm)

1.8 에어로젤 형태 소재 2.18 양자 컴퓨팅 소자 5.8 자기 조립 공정

1.9 소결체용 나노 소재 2.19 단일칩내에 기능 소자군 5.9 나노 sol-gel 공정

1.10 촉매용 나노 소재 2.20 나노 소자 모사 5.10 플라스마 공정

1.11 디스플레이용 형광물질 2.21 결함을 인정하는 소자 5.11 전기 화학적 공정

1.12 디스플레이용 발광소재

3.

나노

바이

오

의약

3.1 의학적 보조물, 인공 판막, 뼈 5.12 기계적 합금화 공정

1.13 국방용 고/저온 고강도 3.2 생체 이식용 물질, 뼈, 피부 5.13 기계화학적 공정

1.14 우주 항공용 나노 소재 3.3 기타 생체 공학적 나노기구 5.14 결정미세화공정

1.15 나노 섬유 소재 3.4 암 공격용 나노 기구 5.15 에어로졸 합성 공정

1.16 열전,압전 기능성 소재 3.5 박테리오 로돕신 5.16 가스응축 공정

1.17 고자기장 나노 소재 3.6 마이셀 응용 5.17 공정 모사

1.18 고 도기록용 소재 3.7 생체․의약 소재 5.18 분자 동력학 모사

1.19 광학 소재 3.8 바이러스 증식 기구 (나노) 5.19 원자/분자 레벨 물질조작

1.20 나노 소재 모사 3.9 바이러스 공격 기구 (나노) 5.20 결함 보완 논리

1.21 하이브리드 나노복합재 3.10 생명공학용 형광물질 5.21 대용량 병렬 연결 논리

1.22 수송막 소재(멤브레인) 3.11 나노생물용 모터 5.22 1,2 차원 논리

1.23 자성유체(자성분말) 3.12 진단 및 치료용 나노계 5.23 양자 연결 논리

1.24 층상화합물 소재 3.13. Biomineralization 5.24 나노 연결 논리

1.25 나노튜브 소재 3.14 구조유전체학에 의한 신약 5.25 나노측정

1.26 (백색)조명 소재  3.15 종양선택적 나노구조 항암제 5.26 양자선/양자점

1.27 잉크젯 소재 3.16 마이크로 에멀젼

1.28 초정  연마재 3.17 분자탐침에 의한 진단/치료

1.29 저손실 연자성 소재 3.18 단백질 고분자

1.30 분자체 3.19 생물 박막 소재 

1.31 차폐재(열차폐코팅재) 3.20 Phantom미세계-유전자치료

1.32 자기냉각 소재 3.21 스스로 치료되는 계 

1.33 생체모사 재료 3.22 생물학적 센서․액츄에이터

2.

나노

소자

2.1 나노 CMOS 소자 3.23 나노 유체계

2.2 단전자 소자

4.

환경

에너

지

4.1 나노 입자 제거용 기구

2.3 단전자 메모리 소자 4.2 나노 촉매 기구

2.4 자성 RAM 4.3 수질 정화 기구

2.5 스핀 소자 4.4 화학 물질, 공해 물질 제거

2.6 초고속 소자 4.5 수소생성(광촉매)

2.7 양자점 소자 4.6 수소저장

2.8 분자 소자 4.7 촉매형 멤브레인

2.9 홀 버닝

2.10 생물 소자

자료 : 과학기술부 외(2001) 수정

특히 다음 표는 가장 최근에 체계화된 나노기술 분류(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5a)로서 기술의 활용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나노기술의 산업화를 분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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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가장 적합한 분류방식으로 여겨진다.

< 표 2 - 6 > 나노기술 분류 3 : 활용측면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나노소재
(Nano-materials)

구조기능용 나노소재 경량고강도 부품(소재),초정  연마제, 분산제

촉매기능용 나노소재 화학산업용 촉매, 에너지산업용 촉매

전자기능용 나노소재 전자부품용 분말소재(소결재료 및 형광소재)

정보저장용 나노소재 자기기록 소재, 광기록 소재, 칩형 메모리 소재

분리기능용 나노소재 투과막(멤브레인), 촉매형 필터

1차원 나노소재 나노전자소자,기능성충진제,초고감도센서,바이오소자

나노소자
(Nano-devices)

나노 CMOS 각종 로직, SoC, DRAM, SRAM, 플레시 메모리

나노전자소자 나노선 전자소자, 나노점 전자소자, CNT소자

나노광소자(PBG) 광결정 광집적회로, 광결정 LED

화합물반도체 양자점 발광소자 통신용 장파장 양자점 레이저다이오드, 광대역 LED

양자점 원적외선 수광소자 고효율 QDIP, FPAs, 열 상 장비

테라헤르츠(THz) 나노광소자 양자폭포 레이저, 양자점 원적외선 감지기

나노자기소자 논리소자, 초고감도 바이오센서, 비휘발성 MRAM

나노분자소자 전선형 분자소자, 다이오드 분자소자

DNA 소자 광검지기, 트랜지스터, DNA 머신, 의료용 진단기

기타 나노소자

나노바이오
(Nanobio
applications)

바이오 어레이 칩 DNA 마이크로 어레이, 신경세포 칩

나노바이오센서 1차원 나노구조센서, 나노입자 센서, 분자전자 센서

인공근육 의료분야, 바이오센서, 미세작동기, 바이오로봇

생체막 약물 전달체, 생체물질 전달체, 인공생체막

나노바이오 단백질소재 바이오 나노로봇, 지능형 약물전달, 바이오 센서/칩

단일분자 검출 나노바이오칩, 나노센서, 바이오 마커(marker)

Lab-on-a-chip(장비) DNA 칩, 세포 칩, 단백질 칩, 화학반응 칩

L뮤-on-a-chip(공정)
의료용 생물 분석시스템, 화학 분석시스템, 전기센
서

기타 나노바이오 의료용 나노기계

의료/보건
(Medical/
health care)

생체이식소재 보형물, 골육성 소재, 생체친화형 코팅제

약물전달 표적지향성 약물전달, 진단용 나노수송체

진단 및 치료 조 제, (형광)표시제, 자기온열치료(hyperthermia)

기타 의료/보건

환경/에너지
(Environment/
energy
applications)

유해물질 처리 분해(광촉매, 촉매, 생물학적 분해), 흡착

에너지 변환 태양전지, 광합성, 열전소자

에너지 저장 이차전지, 수소저장, 슈퍼커패시터

에너지 발생 연료전지, 수소생성

기타 환경/에너지

나노시스템
(Nano-systems)
※ 나노바이오
시스템 (Nano-
bio system)

나노장비 나노임프린팅, 광학식/전자빔 리소그라피

나노측정시스템 전자현미경(SEM, TEM), SPM(AFM, MFM, NSOM)

나노로봇 나노로봇, 초정  공정제어

생체모방시스템 생체모방형나노시스템,바이오하이브리드 나노구동기

기타 나노시스템

사회안전/국방 미생물 탐지, 화학물질 탐지, 결함(손상) 제거, 기타 사회안전/국방

자

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5a)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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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노기술과 관련기술의 융합3)

1) 융합기술의 개념

나노기술은 IT, BT 등의 기술 분야와 접히 연관된다. 기실 나노기술은 여타 

기술 및 산업분야에 대해 공정 및 재료의 혁신에 향을 미치는 기반적 성격을 가

지기 때문에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발현되는 거의 모든 연구의 결과물은 이른바 ‘융

합기술(converging technology)'의 형태를 띠게 된다.

< 그림 2 - 1 > NBIT 융합기술 개념도 

•C om puter(H /W , S/W )
•Sem iconductor
•Telecom m unication
•D isplay
•Internet

•G enom etics
•Proteom ics
•M olecular B iology
•Tissue E ngineering
•C ell Technology

•N ano-m aterial
•N ano-structure
•N ano-processing
•N ano-m achine

•B ioelectron ics
•B ioinform atics
•H u m an  In terface
•B iocom p u ter
•B iosen sor
•B ioch ip s
•T elem edicin e

•N an o-com p u ter
•N an o-m otor
•N an o-sen sor

•N an o-biosen sor
•N an o-biology
•N an o-m edicin e

IT

B T N T

N BIT

N IT

B IT

N B T

•C om puter(H /W , S/W )
•Sem iconductor
•Telecom m unication
•D isplay
•Internet

•G enom etics
•Proteom ics
•M olecular B iology
•Tissue E ngineering
•C ell Technology

•N ano-m aterial
•N ano-structure
•N ano-processing
•N ano-m achine

•B ioelectron ics
•B ioinform atics
•H u m an  In terface
•B iocom p u ter
•B iosen sor
•B ioch ip s
•T elem edicin e

•N an o-com p u ter
•N an o-m otor
•N an o-sen sor

•N an o-biosen sor
•N an o-biology
•N an o-m edicin e

IT

B T N T

N BIT

N IT

B IT

N B T

자료 :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4) 수정

2) NBT(Nano-Bio Technology) 융합기술

NBT 융합기술은 ‘나노기술의 원리와 기법들을 바이오시스템에 적용하여 세포나 

2-3)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3년도 기술 향평가 보고서」(2004)를 중심으로 정

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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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수준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거나, 기존 생체시스템의 원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구조를 갖는 나노소재․시스템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융합기술 분야’이다.

NBT 분야는 아래 그림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는데, 첫째는 나

노기술․도구를 이용하여 바이오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 수준에서 조작․분석․제어

하는 기술이며, 둘째는 바이오 물질의 구조․모델․원리를 응용하여 새로운 나노소

재를 제조하는 기술이다.

< 그림 2 - 2 > 바이오와 나노기술의 관계

B I O N A N O

M o d e l s ,  M a t e r i a l s

T o o l s

B I O N A N O

M o d e l s ,  M a t e r i a l s

T o o l s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4c) 수정

이러한 기술을 통해 극미세 바이오물질을 조작․제어함으로써 과거에는 불가능

했던 수준의 소형의료장비의 제작, 생물학 시료의 신체 내 전달 기능 강화 등의 성

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표 2 - 7 > NBT 분야의 범위

세부기술분야 대표 기존 제품

나노바이오칩/센서 나노바이오센서, DNA칩, 단백질칩, Lab-on-a-chip(LOC) 등

나노바이오소재 생체모방 나노소재, 기능성 나노소재 등

나노생물학 바이오/화학 센서, 광바이오시스템, 생체나노머신 등

자료 :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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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IT(Nano-Information Technology) 융합기술

NIT 융합기술은 기존 정보통신 기술의 시스템 구성에 나노기술 및 나노재료가 

차용되어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분야이다. 현재 IT분야는 미세화, 속도향상, 소비

전력 절감 등에 있어서 기존 기술의 한계에 가까이 와있다. 따라서 나노기술은 IT

분야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IT 융합기술은 다음과 

같은 세부분야로 정리될 수 있다.

< 표 2 - 8 > NIT 융합기술 분야의 세부분류

분야 기술 정의

나노

정보

저장

기술

전자기계식 전자기계식 메카니즘을 이용한 고 도 정보 저장 기술

고상매체

저장 기술

자성 및 상변화 등 신기능 매체를 이용한 차세대 비휘발성 기

억 소자 기술

나노

정보

전송

기술

양자점 광통신

소자 기술

電/光, 光/電 변환의 핵심층에 차원의 양자효과를 가진 양자

점 구조의 고품위 광통신용 소자 기술

포토닉 밴드갭

소자 기술

광결정(photomic crystal)에 기초한 나노구조 제조와 광결정을 

광통신용 능동 및 수동 소자로 활용하여, 고효율 저소모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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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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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나노전자소자 기술
정보처리 및 메모리용 신개념의 반도체 나노전자소자

유기 반도체

나노전자소자 기술

반도체적 성질을 갖는 나노크기 유기분자를 이용하여 정보처

리를 위한 분자전자 소자 로직게이트 및 메모리소자 등에 응

용 가능한 기술

양자 전자소자 기술

초고집적, 초고속, 저전력 그리고 신기능의 미래형 전자소자의 

특성을 구현하는데, 양자역학적 동작원리에 기반을 둔 나노 

반도체 전자소자 기술

나노

정보

표시

기술

나노 구조 표시소자
무기 및 유기구조를 이용한 초박막의 정보표시소자로, 

man-machine 간의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 멀티미디어 기술

나노 구조 전지 기술

산화물 입자의 나노화에 의해 발현되는 물리/화학적 특이성을 

이용한 태양전지, 이차전지, 수퍼커패시터를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 및 형태의 고효율 전원소자

자료 :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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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노기술의 체계

전술한 바와 같이, 나노기술은 IT, BT 등 연관 기술 분야에 대해 기반적인 성

격을 가진다. 따라서 계측․가공․평가 등 기초기술 뿐만 아니라, 재료․소자․시스

템 등의 응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두 연관기술 분야를 통해서 그 체계가 정

리․분류된다. 다음 그림은 나노기술 분야의 주요 기술 및 생산품을 응용분야와 연

계하여 종합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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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3 > 나노기술 조감도                                                                    자료 : 정윤하 외 공역(20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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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나노산업의 특성4)

전절(前節)에서 살펴본 나노기술의 특성들은 이를 활용하여 제품화하는 나노산

업의 특성에 반 된다. 나노기술의 기반성과 혁신성은 나노산업의 큰 잠재력과 他

기술분야와의 연관성으로 이어지며, 이는 나노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려는 정책주

체에게 위기와 기회요소를 동시에 가져다준다.

1. 나노산업의 잠재력

2000년 1월 미국에서 발표된 나노기술 연구에 관한 보고서인 NNI(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에 따르면 나노기술은 21세기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학기술 분야가 될 것이며, 제조․의약․국방․에너지․운송․통신․컴퓨터․교육 

등 사회와 산업 전반에서 현재의 마이크로기술을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5b).

< 그림 2 - 4 > 향후 나노산업 경제 규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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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5b). 화폐가치를 엔(￥)에서 원(￦)으로 수정 (환율=9.27)

2-4) 미국의 나노산업 분석 전문가인 마크 래트너, 대니얼 래트너(2004)의 견해를 위주로 나노산업

의 특성에 대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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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에 대한 많은 의견들 중에 공통된 점은 이 기술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는 것이다. 미국과학재단은 나노기술이 태동한지 15년 만에 1조 달러 시장을 형성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2004년 현재 미국의 소프트웨어, 화장품, 제약, 자동차

보다 더 큰 규모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나노기술의 경제적 성장의 많은 부분이 화학, 

에너지 등 기존 산업 부문에서 일어나며, 나노기술을 차용하는 기존 기업에서 이루

어지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나노기술로 개발되었지만 나노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을 

상품이 대다수일 것이며, 경제분석가들이 산업 전체에서 나노를 골라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나노기술을 이용한 제품들 중에 상용화된 것은 드문 상태이다. 가

장 앞선 수준의 나노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현재 나노기술의 선두를 달

리고 있는 기업들은 순수 연구 개발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나노연구 또는 산업 

생산의 원재료만을 생산한다. 즉, 나노기술과 관련된 산업은 아직 태동기 또는 형성

기에 있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노산업과 여타 산업 분야의 산업 성숙도를 비

교하면, 기계․화학과 같은 전통적인 기술산업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같은 지식

기반산업 또한 성숙기에 도달하여 기술적인 한계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에 아직 배

아기에 있는 나노기술이 혁신적인 공정․소재를 공급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기존 

기술산업의 재도약의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 - 5 > 나노기술 성숙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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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자부품연구원(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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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노기술 산업화의 주체

나노기술의 산업화는 주로 세 종류의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

국과 우리나라가 크게 다르지 않다. 첫째는 공공연구소 또는 정부지원 대학․민간 

연구소이며, 둘째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제조․유통 능력을 가진 대기업, 셋째

는 교수․연구원․졸업생 등이 설립한 신생(벤처)기업이다.

이 세 종류의 나노기술 개발 주체들은 모두 우수한 연구인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정보기술(IT)은 단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의 습득과 활용이 가능하지

만, 나노기술 연구는 대부분 깊은 수준의 과학지식과 박사 수준의 학위 경력이 있

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나노기술이 발전하여 본격적으로 산업화되면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려는 경쟁과 이들 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나노기술 산업화에 있어서 대기업과 신생기업은 각각 다른 종류의 장단점을 가

진다. 우선 대기업들은 기존 생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비싼 

분야, 특히 제약,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제약

회사는 식품의약 규제 당국에 대한 향력, 제품시장에서의 신뢰성, 인맥, 자금, 법

적인 수단들을 가지고 있으며, 반도체 회사들은 신생 회사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대규모의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나노기술 관련 대기업들은 이러한 장점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진다. 

대기업들은 대부분 복잡한 내부의사결정 시스템에 의해 운 되고, 나노기술을 도입

한 새로운 생산라인에 대해 판매 및 마케팅 부서가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다. 또한 사업성이 불분명한 나노기술을 차용하는 데 있어서 주주들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반면에 나노기술을 사업화하는 신생(벤처)기업들은 대기업이 가지는 이러한 장

단점의 틈새를 메울 수 있다. 개인 소유의 소기업들은 나노기술의 사업화에 있어서 

빠르게 운신할 수 있고 그 잠재적인 위험의 파급 또한 적다. 따라서 대기업들은 이

러한 나노기술 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을 관망하다가 성공적인 기술의 라이센스를 

얻거나 합병하는 방법에 의존하여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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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他기술분야(IT, BT)와의 산업구조 비교

나노기술이 앞으로 어떤 양태로 산업화될 것인가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는 IT 산업처럼 소규모 벤처 기업들은 혁명적인 기술에서 성공하고 

대기업들은 진화적인 기술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BT처럼 기존 유통

망, 전문성을 가진 대기업이 계속하여 산업을 주도하면서 신생 기업에 의한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면 이를 흡수해버리는 구조를 가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견해 모두 나노기술이 혁명적인 기술에 기반하여 발전할 것이라

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앞으로 소규모 회사들은 여전히 제품, 공정, 노하우, 지적

재산에 있어서 혁신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며, 이 기술을 제품화하여 실제 

소비 시장에 맞추는 것은 생산․유통망을 가진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나노기술산업은 특히 정보기술(IT)이나 인터넷 사업과 여러 가지 핵심적

인 면에서 다르다. 웹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의 특허는 매우 의심스러운 것으로서, 

우수한 포털 사이트를 개발하더라도 경쟁 업체로부터 모방되고 추월당하기 쉽다. 

그러나 나노기술은 복제가 힘든 기술, 즉 특허로 방어가 가능한 지적 재산을 바탕

으로 한다. 특허화된 특정 나노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료 정산의 절

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나노산업의 고도 기술성에 기인하며, 이 자체가 나노기술이 

높은 ‘산업 진입 장벽’을 가지는 이유가 된다.

반대로 나노산업은 다른 기술산업과 달리 ‘시장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 정보기

술이나 인터넷 사업의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이용하고 인터넷에 접속

하는 고객층이 형성되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노기술은 이러한 시장형성 

시간 또는 시장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 기존에 생산되던 제품에 나노기술 또는 나

노소재를 차용하는 일은 긴 적응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노제

품의 등장은 기존 공급자의 우위를 무력화시키고, 나노Lab을 보유하고 있는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공급자들이 단기간 내에 경쟁우위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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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6 > 나노산업의 특성 (IT와의 비교)

산업진입
장벽

시장진입
장벽

• 정보기술/Web기반 산업은…
- 상대적으로 짧은 학습기간 소요
- 경쟁사업자 아이템의 모방 용이
→ 낮은낮은 산업진입산업진입 장벽장벽

투자
특성

• 나노산업은…
- 고도의 과학지식 필요
- 지적재산의 특허방어, 복제가 힘듬
→ 높은높은 산업진입산업진입 장벽장벽

• 정보기술/Web기반 산업은…
- 정보이용 계층 및 저변확대에

장기간 소요
→ 높은높은 시장진입시장진입 장벽장벽

• 나노산업은…
- 기존제품에 나노공정/나노소재를

차용하는 적응시간 짧음
→ 낮은낮은 시장진입시장진입 장벽장벽

• 정보기술/Web기반 산업은…
- 기술개발, 상품화 기간 짧음
- 상대적으로 적은 인프라 비용
→ 빠른빠른 투자회수투자회수 가능가능

• 나노산업은…
- 기술개발, 상품화에 장기간 소요
- 대규모, 고가 인프라 필요
→ 투자회수기간투자회수기간 길고길고, , Risk Risk 높음높음

IT 산업 NT 산업

산업진입
장벽

시장진입
장벽

• 정보기술/Web기반 산업은…
- 상대적으로 짧은 학습기간 소요
- 경쟁사업자 아이템의 모방 용이
→ 낮은낮은 산업진입산업진입 장벽장벽

투자
특성

• 나노산업은…
- 고도의 과학지식 필요
- 지적재산의 특허방어, 복제가 힘듬
→ 높은높은 산업진입산업진입 장벽장벽

• 정보기술/Web기반 산업은…
- 정보이용 계층 및 저변확대에

장기간 소요
→ 높은높은 시장진입시장진입 장벽장벽

• 나노산업은…
- 기존제품에 나노공정/나노소재를

차용하는 적응시간 짧음
→ 낮은낮은 시장진입시장진입 장벽장벽

• 정보기술/Web기반 산업은…
- 기술개발, 상품화 기간 짧음
- 상대적으로 적은 인프라 비용
→ 빠른빠른 투자회수투자회수 가능가능

• 나노산업은…
- 기술개발, 상품화에 장기간 소요
- 대규모, 고가 인프라 필요
→ 투자회수기간투자회수기간 길고길고, , Risk Risk 높음높음

IT 산업 NT 산업

4. 나노기술의 산업적 연관

전절(前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노기술은 IT, BT 등 관련 분야와 기술적․

산업적으로 접한 관계를 가지며, 대부분 산업 분야의 공정 및 재료 혁신의 기반

이 된다. 이와 같은 관계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나노수준의 물질에 대한 측정 기술이 모든 기술의 바탕이 된다. 그 위에 

나노 차원의 물질을 다루는 공정 기술을 통해 나노구조가 이해되고 나노소재․소자

가 구성된다. 기초적인 나노소재․소자는 나노부품 및 시스템 제작을 위한 생산재 

역할을 하며, 이러한 나노분야의 공정기술과 신재료․기능을 통해 IT․BT․ET 뿐

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혁신에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엄 히 말해 나노산업 고유의 독자적인 역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여타 

기술산업에 의해 나노기술의 활용이 구현된다면 이것을 나노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렇게 산업적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 산업분류 및 최

종생산물분류의 표준을 설정하는데 애로가 되고 있다.



32

< 그림 2 - 7 > 나노기술의 기술산업적 연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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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T - 인 프 라 구 축 : 나 노 측 정 &  전 산 모 사

N T 영 역

자료 : 과학기술부 외(2001)

5. 나노산업 투자의 특성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나노기술은 기술 보유 사업체에게 ‘높은 산업진입 장

벽’과 ‘낮은 시장진입 장벽’이라는 이점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투자전망은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 통상적으로 나노기술은 기술 또는 제품 개발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위의 두 가지 장점이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센서나 스마트 물질

과 같이  단순한 나노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더 빠른 자금 회수가 가능하겠지만, 전

반적으로 나노 제품이 시장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높은 리스크나 

긴 투자회수기간을 동반한다.

IT, BT와 같은 산업분야의 신생기업에게는 벤처자본이 가장 큰 자금원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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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나노기술의 경우에는 나노기술을 이해하는 벤처자본 전문가가 드물고, 나노기

술 연구가 실용화 단계까지 이르는 장기간 동안 자금을 지원할 민간 자본을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 각국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금 지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나노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많은 정책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정책 자금 지원이 대규모일

수록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적인 자금 사용 가능성이 비례적으로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나노산업의 경우 설립자 대부분은 과학자나 공학자 출신이다. 이 창

업자들은 자금, 인력, 제휴사를 관리할 뛰어난 관리팀을 동반해야 하며, 사업과 산

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 자금은 나노 기업체

로 하여금 인력 고용, 시장 평가, 마케팅 및 부대비용 지출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집

행을 하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나노산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으로 인해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관

료나 민간 투자자들이 사업 목표를 기획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정부관료는 불확실

성이 낮은 수준의 부분에 대해서만 정책결정을 하고, 불확실성이 크거나 고도의 전

문성이 요구되는 부분, 즉 사업 아이디어나 기획에 대한 심사․평가는 산학연 제휴 

집단과 같이 공인된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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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나노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

1.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진 나노기술 및 나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하

는 역할은 크게 중앙과 지방수준으로 구분된다. 나노기술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육

성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것을 널리 이해

되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가 부

흥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수요 또는 국가적 차원의 관심 역(환경, 복지 등)에서

의 기초 및 응용연구개발에 투자하게 된다. 특히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대형 연구개발 투자나 광범위한 지방정부의 기술수요와 연계된 연

구개발에 투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대학․산업계

가 개별적 또는 협동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시

책을 시행한다.

이에 비해 지방정부는 국가차원의 기초과학기술정책 성과가 지역수준에서 결실

을 맺을 수 있도록 지역이 보유한 특화자원을 개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화 시키는

데 집중하게 된다. 즉,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술․산업 주체들의 R&D 및 생산 역

량을 극대화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개발과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추

고 응용연구 또는 기술지원 투자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지역 내 

산업계, 학계, 연구계와 유관한 응용연구 및 생산지원에 초점을 두어 투자한다.

더 나아가 중앙 및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사업에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이장재 외, 2000). 지역경제개발 목적의 지역대학 내 연구센터 설립, 지역 내 

모험자본 창출을 위한 기술금융회사 설립,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지원프로그램, 

매칭펀드 개념에 근거한 지역특화 연구개발사업 지원, 지역 내 기업보육센터 및 연

구단지 건설, 기타 지역 연구시설 등 연구개발하부구조의 확충 등이 정부간 협력의 

대상이 되는 사업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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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9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역

중앙정부의 역 중앙/지방 협력 역 지방정부의 역

▷ 국가수요 또는 국가적 차

원의 관심 역(환경, 복지 

등)에서의 기초, 응용연구

개발 투자

▷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개별

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대형 연구개발 투자

▷ 지방정부의 기술수요와 연

계된 연구개발 투자

▷ 지방정부, 대학, 산업계가 

개별적 또는 협동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도

록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

브 시책 시행

▷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교환을 도모하

기 위한 D/B 및 정보시스

템

▷ 국가차원의 협력이 요구되

는 국제적 과학기술협력 

업무 등

▷ 지역경제개발을 도모할 목

적으로 지역대학의 연구

개발자원을 활용하기 위

한 대학 내 연구센터의 

설립

▷ 지역 내 모험자본의 창출

을 위한 기술금융회사의 

설립

▷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지원프로그램

▷ 매칭펀드 개념에 근거한 

지역특화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 지역 내 기업보육센터, 인

큐베이터, 연구단지의 건

설

▷ 지역 연구시설 등 연구개

발하부구조의 확충 등

▷ 지역 내 산업계, 학계, 연

구계와 유관한 기초연구, 

응용연구, 기술지원을 위

한 투자

▷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 지역이 보유한 특화자원을 

개발, 활용하여 고부가가

치화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

▷ 지역경제개발,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지원서비스, 

응용연구 또는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발전에 초

점을 맞춘 응용연구 또는 

기술지원을 위한 투자

▷ 지역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국제적 과학기술협력업무 

등

자료 : 이장재 외(2000) 수정

2. 나노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

나노기술․나노산업의 특성과 과학기술 육성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정부의 역할을 

고찰해볼 때,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나노산업 육성을 위해 담당해야 하는 정책분야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중앙정부는 기술개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나노기술 

기초연구 지원과 연구초기에 필요한 대규모 장비․시설 지원에 중점을 둔다. 또한 

전국 나노산업계 전반의 혁신을 지속화할 인력양성에 투자하여 각 지방정부가 추진

할 나노산업 육성시책에 대한 유․무형의 기반자원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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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지역에 소재한 나노기술 주체들의 R&D 역량을 극대화하여 지역

경제개발과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나노기술 응용연구 또는 생산기술 지원에 중

점을 두어야 한다. 더욱이 서울시는 지역 내 산업계, 학계, 연구계와 유관한 응용연

구 및 생산지원에 초점을 두어 투자함으로써, 중앙정부의 나노기술 기초연구 지원

성과가 지역 내 산업계를 통해 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구현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

당해야 한다.

< 그림 2 - 8 > 나노기술의 기술산업적 연관도 

나노산업 가치사슬 단계별 육성정책 주체

응용 및
융합기술
R&D

인력양성
기초/기반기술

R&D

중앙정부 역할 지방정부(서울시) 역할

생산, 판매

• 나노기술은 국가적 파급효과를

가진 기반기술

• 대규모 초기 시설 투자 필요

• 연구개발 장기간 소요, 리스크 수반

• 응용ㆍ융합기술 R&D를 통해 중앙정부

나노 기반정책 성과의 지역적 구현

→ 기술사업화로 지역사회/경제 기여

• 나노기술 R&D 자원의 집적우위

• 수도권 등 지역간 생산/판매 연계,협력

나노산업 가치사슬 단계별 육성정책 주체

응용 및
융합기술
R&D

인력양성
기초/기반기술

R&D

중앙정부 역할 지방정부(서울시) 역할

생산, 판매

• 나노기술은 국가적 파급효과를

가진 기반기술

• 대규모 초기 시설 투자 필요

• 연구개발 장기간 소요, 리스크 수반

• 응용ㆍ융합기술 R&D를 통해 중앙정부

나노 기반정책 성과의 지역적 구현

→ 기술사업화로 지역사회/경제 기여

• 나노기술 R&D 자원의 집적우위

• 수도권 등 지역간 생산/판매 연계,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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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나노기술산업의 외부환경 종합

1. 나노기술에 수반되는 諸문제5)

1) 사회적 문제

전절(前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나노기술 및 나노산업은 경제적․기술적 파급

효과에 있어서 여타 분야의 기술산업과 구별되는 강점을 가진다. 그러나, 동시에 여

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사회적으로 예상 가능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나노기술에 의해 발달하게 되

는 감지와 검출 기술(sensing and detecting technology)로 인한 것이다. 이 기술은 

생명공학․의료기술과 결합되면서 질병의 유전적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하게 쓰이

리라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질병원인 규명은 치료법 개발과는 다른 차원으로서, 

만약 피고용자 질병의 원인만 알게 되고 치료법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정보가 고용

주나 보험회사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미시적인 신분감식 및 감지 

기술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존의 첨단 기술들이 군사적으로 이용된 전례를 돌아볼 때, 나노기술 또

한 군사무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나노기술이 적용된 무기는 재래식 무기와는 

달리 탐지 혹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힘으로써 비인간적 살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 환경적 문제

나노물질 및 나노기술의 응용은 그 산출물의 미세한 크기와 예기치 못한 물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노물질은 활성화된 큰 표면

2-5)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3년도 기술 향평가 보고서」(2004)를 중심으로 정

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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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데, 이는 종래보다 더 작은 물질들을 흡착함으로써 더 먼 곳까지 이동하

게 할 수 있다. 또한 물질이 나노수준에서 다루어질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독성 또한 예상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기존의 재래적인 독소 제거․처리 

과정을 무사통과하여 환경과 인간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

3) 법적 문제

나노기술은 아직 배아기와 성장기에 사이에 있는 초기 단계의 기술이다. 따라서 

향후 나노기술에 수반될 문제점들이 충분히 밝혀지지도, 논의되지도 않고 있다. 여

타 기술 분야와 같이 나노기술 역시 윤리적․기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세부 

연구 분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겠으나, 이러한 규제 대상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미흡하다. 이에 기술이 가지는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체계가 확립되

어야 한다.

또한 연구 혹은 생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부산물이 자연계로 방출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 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나노기술 또한 BT 분야와 비슷한 성격의 문제 소지가 있는데, 연구

의 특허 허용 범위의 문제이다. 단일한 원자로 물질을 나눈 경우, 자연 상태에서 존

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는 발명이라기보다는 발견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

나 단일한 원자들을 특정 환경 하에서 특정 구조로 구성하는 것은 발명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애매한 경우, 어느 정도까지의 구조물을 특허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2. 나노기술산업의 외부환경(위기와 기회)

본 장에서 살펴본 나노기술 및 나노산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및 

서울의 나노산업과 나노산업 경쟁우위요소(CA, Critical Advantage)에 향을 미치

는 외부환경(나노기술 및 나노산업 특성)의 위기와 기회요인을 PEST분석6) 틀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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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제도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지난 2000년 미국의 국가나노기술전략

(NNI,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이 마련된 이후로 세계 각국은 나노산업

에 대해 대규모의 지원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01년 나노기술종

합발전 계획을 선두로 하여 나노기술에 대한 정책지원이 별다른 저항 없이 정치적

인 지지를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나노기술 선도 국가들조차 

나노기술의 발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법적․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에 따른 규제방안 마련은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나노기술의 고난이성으로 인해 

나노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관료와 같은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적확한 정

책을 입안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경제적․기술적 차원에서 보면 나노기술은 기존 기술 분야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공정 및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혁신기반적 성격을 가지며, 일단 기술의 산

업화에 성공하면 단기간 동안 기존 소재들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시장진입

장벽을 가진다. 다만 나노기술이 아직 배아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고 

기술개발에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고, 이로 인

해 적절한 수준의 투자가 유인되기가 어려워 높은 산업진입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나노기술이 고효율 에너지 생산 및 혁신적인 환경개선 기술을 

제공하는 반면, 비인간적 살상무기 제조나 초미세 센서 발달로 인한 인권침해, 자연

계의 나노물질 축적과 같은 문제를 내포한다.

이와 같은 나노기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로서의 서울시가 나노산업 육

성을 위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은 중앙정부의 그것과 구분된다. 중앙정부는 나노산

업 전반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나노기술 기초연구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며 대규모의 시설 및 장비에 투자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나노기술 기반정책이 실제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구현되도록 하기 위

2-6) PEST분석이란, 정책 및 산업을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 - 정치(Political/Regulatory), 경제

(Economy), 사회문화(Socio-culture), 기술(Technology)- 및 그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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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노기술의 응용연구와 생산부문에 중점을 두어 투자한다.

이와 같이 나노기술․나노산업에 수반되는 위기와 기회 요인들은 제3장에서 살

펴볼 우리나라와 해외 나노산업 뿐만 아니라, 제4장․제5장에서 서울 나노산업 클

러스터의 경쟁우위요소(CA, Competitive Advantage), 핵심성공요인(CSF, Critical 

Success Factor)을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지원(Policy Leverage)방안을 마련

하는데 유용한 기준 및 지침 역할을 한다.

< 표 2 - 10 > 나노기술산업 외부환경(PEST 환경)과 정부의 역할

기 회 요 소 위 기 요 소

Politic/
Regulatory

▷ 정치적 지원과 주목으로 인한 대
규모 정책 지원 추세

▷ 세계 40여 개국, 종합나노기술계획 등
을 마련하여 대응 중

▷ 특허 허용 범위 기준 애매
▷ 연구 허용 범위, 안전규정 미흡
▷ 기술의 고난이성으로 인해 비전문가(관
료)에 의한 정책기획이 어려움

Economy

▷ IT, BT, 소재 등에 혁신요인을 
제공하여 기존기술 한계를 극복
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
할 혁신기반/선도기술(Leading 
Technology)

▷ 낮은 시장진입장벽

▷ Stem적인 기술 성격으로 인해 나노기
술 및 나노경제 분석 기준의 혼란

▷ 높은 산업진입장벽
▷ 아직 나노산업은 배아기 혹은 형성기
▷ 연구에서 제품화까지 오랜 시간 소요. 
Risk 및 긴 투자회수기간으로 인해 민
간 투자 유인력 부족

▷ 정부 주도의 자금 지원으로 인한 과잉 
투자, 도덕적 해이, 비효율적 자금 사용

Socio-
culture

▷ 유전자/환경 관련 기술 발달로 
삶의 질 향상, 고효율 에너지 변
환 등으로 에너지문제 해결

▷ 비인간적 무기 개발 가능성
▷ 사생활 침해, 인간 존엄성 경시 가능성
▷ 새로운 독성의 창조․운반․환경 축적 
가능성

▷ 고도의 교육 배경 가진 고급 인력 수급 
문제 심화

Technology

▷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을 창출
하거나, 기존 제품의 고성능화로 
IT, BT, ET와 함께 21c 신산업혁
명을 주도할 핵심기술로 등장

▷ 경제성, 환경․자연 친화성 높은 
기술

▷ 물성을 원자크기 수준에서 측정가능. 
기존 표준화, 측정, 도량화 개념/체계 
변화 불가피

▷ 우리나라 연구개발 수준과 기술 난이도 
고려할 때, 연구/개발에서 성과도출까지 
장기간 소요 예상. 진입장벽으로 작용

중앙정부 
역할

▷ 나노산업 전반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
▷ 장기간이 소요되는 나노기술 기초연구 및 대규모 시설 및 장비에 중점 투자

지방정부
(서울시)
역할

▷ 중앙정부의 나노기술 기반정책이 실제 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나노기술의 응용연구와 생산부문에 중점 투자



제 III 장  

국내외 나노산업 및 

정책 분석

제 1 절  한국 나노산업 실태 및 특성

제 2 절  해외 나노산업 실태 및 특성

제 3 절  해외 나노산업 경쟁우위요소 및 핵심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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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외 나노산업 및 정책분석

본 3장에서는 제2장에서 도출한 나노산업의 위기․기회 요소에 대해 우리나라와 

해외 나노산업 클러스터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제4

장에서 서울 나노산업 클러스터의 핵심성공요인(CSF, Critical Success Factor)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1절 한국 나노산업 실태 및 특성

1. 나노기술 수준

한 국가의 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해당 분야의 논문과 특허 개

수가 주요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분야 논문발표건수(SCI)는 2000년 221편

(8위), 2003년 832편(6위), 2004년에는 1,128편(5위)으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이후 전 세계 논문의 4.5%인 3,542건으로 세계 6위, 증가율에서는 

최근 5년간 세계 평균인 15.1%의 두 배 정도인 26.2%에 달하고 있으나, 절대량에서

는 아직 미국의 16.2% 수준에 머물고 있다.

                                                     
< 표 3 - 1 > 각국 나노기술 논문발표 건수 (2005년 2월 현재) 

순위 국가명 논문수 점유율 순위 국가명 논문수 점유율

1 미국 21,892 28.0 6 한국 3,542 4.5

2 중국 12,173 15.5 7 러시아 3,474 4.4

3 일본 9,924 12.7 8 국 3,254 4.2

4 독일 7,437 9.5 9 이탈리아 2,381 3.0

5 프랑스 5,139 6.6 10 인도 2,139 2.7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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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허등록에 있어서는 1991년 이후 미국에 등록된 나노기술 관련 특허 

22,052건 중 우리나라가 217건으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94∼1998 기간 중 

22건(12위)이었던 것이, 이후 5년1999∼2003) 동안 192건(6위)을 등록하여 동기간 대

비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표 3 - 2 > 각국 나노기술 특허등록 건수 

순위 국가명 특허수 점유율 순위 국가명 논문수 점유율

1 미국 15,221 69.0 6 국 235 1.1

2 일본 3,141 14.2 7 한국 217 1.0

3 프랑스 840 3.8 8 대만 204 0.9

4 독일 726 3.3 9 네델란드 160 0.7

5 캐나다 347 1.6 10 스위스 155 0.7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5)

다음 표는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 발표되었던 지난 2001년 현재 국가별 나노

기술 수준 비교이다. 이 당시 선진국(미국) 대비 약 25% 정도의 기술수준으로 평가

되었으나, 2005년에는 약 66% 정도의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나노

기술연구협의회 내부자료, 2005).

< 표 3 - 3 > 국가별 나노기술 수준 비교1) 

       분야

국가

나노구조체 

합성

바이오

나노

대표면적 

소재
나노소자

벌크

나노소재
합 계

미 국 32 29 33 37 33 164

일 본 34 28 25 34 30 151

E U 33 27 30 27 32 149

한 국 10 6 6 10 10 42

합 계 109 90 94 108 105 506

자료 : 과학기술부 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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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4 > 국가간 나노기술 수준 평가 (단위:%) 

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

61.9 100.0 85.5 80.5 55.1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5)

< 그림 3 - 1 > 국가별 나노기술 수준 평가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5)

2. 나노기술관련 기관

1) 연구기관

2005년 현재 나노기술 연구를 위해 신설되거나, 기존 연구 센터 또는 Lab에서 

나노기술․공정을 도입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14개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노기술 관련 공공연구기관은 대전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에 가장 많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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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그 외 연구기관들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경남 지역에 위치해 있다.

< 표 3 - 5 > 나노기술 연구 기관 현황 (2005년 6월 현재)

연구기관
산하 연구센터

또는 Lab 갯수
지역

지역별 비율 (%)

기관 센터/Lab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8

수도권

서울

29

15

35

2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서울) 2

전자부품연구원 4 경기 7 5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천) 2 인천 7 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

중부
대전

57
50

55
50

한국화학연구원 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한국원자력연구소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충남) 4 충남 7 5

한국기계연구원 4
경남 14 10

한국전기연구원 3

자료 : www.nanonet.info.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5b)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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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연구소

2004년 현재 본격적으로 나노기술을 연구하거나 기존 연구센터에 나노기술을 도

입한 대학 소속 연구소는 전국 45개 대학(단일 대학의 복수 캠퍼스는 각각 산입), 

380개 센터 혹은 Lab이 있다.

대학 연구소가 전국에 산재된 현황은 공공연구소와는 조금 달리, 서울을 중심으

로 한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집적도를 나타낸다. 나노기술과 관련한 공공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성화된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인 대전 및 중부 지역을 중심으

로 위치해 있으나, 대학 연구소가 수도권과 경남지역에 집적되어 있는 것은 소재 

대학들이 인구 도가 높은 수도권에 이미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비례하여 나

타난 현상이다.

즉, 나노기술 관련 대학 연구소는 인구 도가 높은 수도권과 경남 지역을 중심

으로 높은 집적도를 보이며, 공공 연구소는 대전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클러스터에 

높은 비율로 위치하고 있다.

< 그림 3 - 2 > 국내 나노기술 주체 집적 양태 

19
(42)

8
(18)

1
(2)

5
(11)

12
(27)

84
(70.6)

20
(16.8)

2
(1.7)

13
(10.9)

0
(0)

수 도 권

강 원

중 부

호 남

영 남

19
(42)

8
(18)

1
(2)

5
(11)

12
(27)

84
(70.6)

20
(16.8)

2
(1.7)

13
(10.9)

0
(0)

수 도 권

강 원

중 부

호 남

영 남

나 노 관 련
학 과 개 설

대 학
갯 수
(% )

나 노
기 업 체
갯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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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6 > 나노기술 대학연구 기관 현황 (2005년 6월 현재)

대학
산하 연구센터/

Lab 갯수
지역

지역별 비율 (%)

대학 센터/Lab
건국대학교 2

수도권

서울

42

29

52

39

고려대학교 13

광운대학교 2

국민대학교 11

동국대학교 2

서강대학교 4

서울대학교 37

서울시립대학교 4

세종대학교 1

연세대학교 31

이화여자대학교 23

중앙대학교 2

한양대학교(서울) 18

경원대학교 1

경기 11 12
성균관대학교 25

아주대학교 7

한양대학교(경기) 10

한국항공대학교 2

인하대학교 4 인천 2 1
충남대학교 20

중부

대전

18

9

16

14
한국과학기술원 31

한남대학교 2

한밭대학교 2

충북대학교 1 충북 2 1
공주대학교 2

충남 7 1순천향대학교 1

호서대학교 1

강원대학교 14 강원 2 2 4 4
광주과학기술원 23

호남
광주

11
7

8
7전남대학교 3

조선대학교 1

원광대학교 1
전북 4 1

전북대학교 2

경북대학교 6

남

경북

27

9

20

11
금오공과대학교 1

남대학교 3

포항공과대학교 30

경남대학교 5

경남 7 4경상대학교 3

인제대학교 9

울산대학교 2 울산 2 1
동아대학교 1

부산 9 4
동의대학교 4

부경대학교 1

부산대학교 12

자료 : www.nanonet.info.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5b)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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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체

나노기술 관련 기업은 2001년도 50여개에서 2004년도 120여개, 기업체 산하 연

구소를 합하면 130여개로 증가하 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노기술 관련 

전체 기업체의 70.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개별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33.7%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전통적으로 산업단지가 집적해있는 경기도 서남

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노기술 차용이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눈여겨 볼 사항은 나노기술 벤처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체의 집적 양태와

는 달리 대전 지역에 많은 수로 분포되어 있다(전체 기업체의 12.6%). 이는 대전의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맞물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공연구소의 전

문인력들을 중심으로 한 Spinoff 창업과 이를 둘러싼 벤처기업군이 형성된 데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 표 3 - 7 > 나노기술 기업체 현황 (2005년 6월 현재)

지역
지역별 업체수 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총 기업체 수 전국 대비 비율

수도권

서울

13

6

22

9

49

18

84

33

70.6

27.7

경기 5 12 29 46 38.7

인천 2 1 2 5 4.2

중부

대전

0

0

1

0

19

15

20

15

16.8

12.6

충북 0 1 2 3 2.5

충남 0 0 2 2 1.7

호남
광주

0
0

0
0

2
1

2
1

1.7
0.8

전북 0 0 1 1 0.8

남

경북

2

1

5

0

6

2

13

3

10.9

2.5

경남 1 4 3 8 6.7

울산 0 0 0 0 0

부산 0 1 1 2 1.7

계 15 28 76 119 100

자료 : www.nanonet.info.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5b)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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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노기술 산업화 현황

1) 나노기술 산업화 분야 분석

나노기술의 산업화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에 출원된 나노기술 관련 특허 

중에서 국내출원인 특허의 IPC별 분포를 살펴본다. 나노기술 관련 IPC 분류표와 해

당 세부 분야별 특허 건수 및 비율(1990∼2004)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나노기술의 산업화는 주로 IT산업과 

관련된 분야(H01L, H01J)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나노구조체 취급 및 

제조기술(B82B)도 전체 대비 18%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 표 3 - 8 > 나노기술관련 IPC 분류표, 해당분야 특허 건수 및 비율

IPC 섹션 클라스 내용
서브

클라스
내용

분야별 특허

건수 비율(%)

A

생활필수품
A61 위생학, 의학, 수의학 K

의약용, 치과용, 화장용 

제제
53 9

B

처리조작

B01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

또는 장치일반

J 화학 또는 물리적 방법 28 4

B82 나노기술 B
나노구조 및 그의 취급, 

제조
116 18

C

화학, 야금

C01 무기화학 B 비금속원소 및 그 화합물 36 6

C08

유기고분자화합물 및 

그 제조 또는 화학적 

처리와 그에 따른 조

성물

J 완성, 일반적인 혼합법

K

무기 또는 비고분자 유기

물질의 배합 성분으로 사

용 등

54 9

L 고분자 화합물의 조성물 44 7

C09

염료, 페인트, 광택

제, 천연수지, 접착

제, 기타 조성물

D

피복조성물, 페인트제거

제, 잉크 및 그 물질의 

사용 등

H

전기
H01 측정 및 시험

J 전자관 또는 방전램프 84 13

L 백열램프 217 35

M
화학에너지에서 전기에너

지로 직접변환 방법/수단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5b)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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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노기술 제품화 분석

민간부문에서는 나노기술 제품의 초기시장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나노실버 

냉장고, 세탁기, 나노기술 이용한 원사 및 페인트, 나노치약, 나노카본볼 소취제, 나

노기술 화장품 등이 개발․시판 중이다.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노기술이 산업화 되어 생산되는 제품은 체계적

인 분류와 파악이 쉽지 않다. 나노기술은 그 기반/선도기술(Leading Technology)적

인 특성상, 기존 기술․산업의 초미립 수준 공정 개선에 도움을 주거나, 기존 산업

에 대해 혁신적인 신소재를 제공하는 데에 그 주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노기술 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 나노기술의 표준분류체계가 필요한가에 대

해 이견(異見)들이 존재하며, 우리나라는 아직 나노기술이 산업화된 제품에 대한 표

준산업분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나라 나노기술에 대한 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KISTI) 나노정보분석실에서는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

표된 나노기술 적용 제품들을 중심으로 나노기술 산업화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

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표 3 - 9 > 주요 산업화 제품별 분류

제품 분류
관련 기사 건수1)

제품 예
건수 비율(%)

주택용 28 24 은나노 살균, 마루, 페인트, 항균제품, 광촉매 제품 등

가전제품 16 14 은나노 제품, 공기청정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반도체관련 14 12 플래시 메모리, 증착장비, 광전자 소자 등

나노소재/부품 13 11 EP 신소재, 나노실리카 공정 설비, 2차전지 부품 등

화장품/의약 10 8 나노입자 감기약, 아토피 피부용 화장품 등

나노기술관련장비 10 8 원자현미경, 진공펌프, 입자측정기, 분쇄장비 등

나노섬유 8 7 초극세사, 은나노 복합섬유, 급건조 섬유 등

기타 6 5 단백질칩, 기타 나노 원천기술

생활용품(위생) 6 5 은나노 기저귀, 신발, 샤워기, 비누 등

주방용 5 4 은나노 도자기, 폐용기, 주리기구 등

자동차용 2 2 엔진치료제, 경유매연 정화장치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5b)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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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나노기술의 사업화․제품화는 크게 

나누어 가정용과 산업용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마루, 페인트, 항균제품 등의 주택

용 내장재 또는 소모성 제품들이다. 또한 공기청정기, 세탁기 등 나노기술을 이용하

여 기능성과 환경친화성을 높인 가전제품의 출시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 외에 나노

입자 단위의 소재를 사용하여 의약반응 효과를 높인 의약품과 화장품, 나노기술을 

섬유 제작에 도입하여 섬유기능을 개선하는 방식 또한 기존 섬유 산업체들을 중심

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용 나노기술 제품에 사용되는 소재 면의 특성을 살펴보면, 최근 건

강 및 웰빙(well-being)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 하듯 무해․소독․살균 효과를 가

진 은나노 소재가 활용된 제품들이 全 제품군에서 모두 선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

로는 低에 너지 소비․친환경기능을 가진 광촉매 소재를 적용한 제품들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산업용 나노기술 제품으로는 반도체관련 제품 개발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다. 반

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비중에도 차지하고 있으나, 이미 기존 마이크로 

기술 공정의 한계에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돌파구로써 나노기술을 통한 

나노소재(분말) 등의 산업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관 산업군에서 

광범위한 수요가 기대되는 나노소재․소자, 그리고 나노기술 연구․측정․가공을 

위해 필요한 기초장비의 제작 또한 초기 산업 단계에 진입하 다. 이와 같은 나노

기술 제품을 산업․가정 용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3-1) source : 일간지, 각 기관 보도자료, Nano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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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3 > 국내 나노기술 산업화

산업용
39%

가정용
은나노
32% 가정용

광촉매
15%

화장품,
주방용,
의류용
14%

• 반도체 관련 : 증착장비, 광전자 소자 등

• 은나노 : 살균, 항균 제품

• 광촉매 : 유해물질 분해, 항균 제품

• 화장품 : 나노입자 화장품

• 주방용 : (은)나노소재 코팅 요리기구

• 의류용 : 극세사, 은나노 복합섬유

• 측정 장비 : 원자현미경, 입자측정기 등

• 기타 : 단백질칩, 경유매연 정화장치 등

산업용
제품

가정용
제품

• 나노기술 관련 표준산업분류체계 부재
→ 나노산업 최종생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추적 어려움
→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나노기술 산업화 성과 정리(KISTI 자료)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5b) 재정리

4. 한국 나노산업 현황 종합

전술(前述)한 한국 나노산업 현황을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우리나라 나노기

술 수준을 나노기술 선진국인 미국을 기준으로 비교해볼 때, 2005년 현재 약 6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며, 나노 공정 및 나노부품․시스템 분야가 다른 분야들보다 

비교우위를 보인다.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R&D 주체들은 주로 수도권, 중부, 남 지역

에 집적하며, 특히 수도권에서는 모든 유형의 주체(기업체, 대학연구소, 공공연구소)

가 고르게 집적우위를 보인다. 중부지역은 대전 대덕밸리를 중심으로 한 공공연구

소와 Spinoff 벤처 기업체들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으며, 남 지역은 대학연구소

들을 중심으로 나노기술 R&D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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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이 적용된 제품 개발은 은나노와 광촉매 소재를 주로 활용한 가정용 제

품들이 시장에 먼저 진입하고 있고, 산업용 제품으로는 반도체관련 장비가 가장 활

발한 개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높은 성숙도를 보이는 기존 산업인 IT, 

ET 분야와 융합된 나노기술(NIT, NET) 제품은 개발에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역

시 산업 배아기인 BT와의 융합 분야(NBT)는 의약소재의 초극세화 분야를 제외하

고는 혁신적인 제품화의 초기 단계에 있다.

< 표 3 - 10 > 한국 나노산업 현황 종합

내용 비고

나노기술 수준

(미국 대비)

▷ 전체 수준 : 66% ▷ 최근 5년간 약 41% 성장․발전

▷ 나노공정 : 67.3

▷ 나노구조 : 63.1

▷ 나노기능 : 63.7

▷ 나노부품 및 시스템 : 64.1

▷ 나노기반 : 58.9

▷ 비교우위 기술 분야 : 나노공정, 

나노부품․시스템

나노기술 주체

(집적 양태)

▷ 공공연구기관 : 중부 > 수도권 ▷ 3개 권역 나노기술 클러스터 형

성 : 수도권, 중부, 남

▷ 권역별 특성

○ 수도권 : 全 유형 주체 집적

○ 중부 지역 : 공공연구기관, 벤처 

기업 중심 

○ 남 지역 : 대학연구소 중심

▷ 대학연구소 :

   수도권 > 남 > 중부

▷ 기업체: 수도권 > 중부 > 남

나노기술 산업화 

분야, 제품화

▷ 산업용 : 반도체관련 > 나노소재/

부품 > 나노기술관련장비 ▷ 활성화 분야 : NIT, NET

▷ 미흡 분야 : NBT
▷ 가정용 : 은나노 > 광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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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외 나노산업 실태 및 특성

1. 국가별 나노기술 수준

1) 나노기술 발전 단계 분석

나노기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나노기술 관

련 SCI논문 실적이 활용된다. 아래 그림은 전세계 약 6,000 종의 과학기술 저널에 

실린 나노기술 관련 논문의 연도별 추이와 신장율을 보여준다.

이를 살펴보면, 1997년 이후 매년 논문발표 신장율이 높아지다가 2003년을 기점

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나노기술이 급속한 

성장시기를 마치고 성숙기 진입초기시점에 도달한 증거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나노

기술의 응용 및 산업화가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2005b).

 

< 그림 3 - 4 > 세계 나노기술관련 논문 발표 신장율 추이 

신
장
율

나 노 기 술 관 련 논 문 편 수 ( S C I)

5 0

4 0

3 0

2 0

1 0

0 5 0 0 0 1 0 0 0 0 1 5 0 0 0 2 0 0 0 0 2 5 0 0 0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 원 크 기 :누 적 논 문 편 수

신
장
율

나 노 기 술 관 련 논 문 편 수 ( S C I)

5 0

4 0

3 0

2 0

1 0

0 5 0 0 0 1 0 0 0 0 1 5 0 0 0 2 0 0 0 0 2 5 0 0 0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신
장
율

나 노 기 술 관 련 논 문 편 수 ( S C I)

5 0

4 0

3 0

2 0

1 0

0 5 0 0 0 1 0 0 0 0 1 5 0 0 0 2 0 0 0 0 2 5 0 0 0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 원 크 기 :누 적 논 문 편 수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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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나노기술 수준 비교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주요 국가별 나노기술관련 SCI 논문순위를 정리하면 다

음 표와 같다. 논문편수 순위에서 미국이 계속하여 1위를 지키고 있고, 일본, 독일, 

프랑스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시아 국가들의 비약적인 발

전이다. 중국, 한국, 인도 등 아시아권 국가들이 각 정부의 R&D사업 지원을 힘입어 

논문발표 편수와 상대 순위에서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 표 3 - 11 > 연도별 국가별 논문 순위와 점유율(%)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러시아 국 한국 인도

1997 1 29.1 4 9.7 2 13.6 3 12.2 5 9.2 6 5.9 7 4.6 13 1.4 12 2.2

1998 1 29.6 4 10.5 2 13.5 3 11.4 5 8.7 6 5.1 7 4.9 13 1.9 12 2.0

1999 1 27.5 3 12.0 2 13.6 4 11.3 5 8.0 6 5.8 7 4.7 10 2.7 12 2.1

2000 1 28.4 2 13.2 3 13.1 4 11.4 5 7.7 6 4.8 7 4.3 8 3.2 10 2.3

2001 1 28.6 2 14.2 3 13.5 4 9.8 5 6.6 6 4.6 7 4.4 8 4.3 10 3.0

2002 1 28.8 2 15.5 3 12.9 4 9.6 5 6.5 8 4.4 7 4.4 6 4.8 10 2.6

2003 1 29.5 2 17.1 3 12.0 4 8.6 5 5.6 7 4.0 8 3.8 6 5.4 10 2.7

2004 1 25.3 2 19.0 3 11.9 4 7.8 6 5.4 7 3.8 8 3.7 5 6.0 9 2.7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5b) 재정리

2. 국가별 나노기술 산업화 수준 비교

나노기술의 산업화가 얼마나 진전되었는지를 살펴보려면 나노기술 분류 체계들 

중에서 기술의 활용측면 중심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제2장에서 제시했던 활용측면의 나노기술 분류를 중심으로 세계 나노기술 주

요국가의 수준을 비교한 연구(박종구, 2005)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 그림2)과 같다.

미국은 나노기술의 주요 5개 활용분야 산업화에서 모두 선두에 있다. 아시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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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에는 일본이 나노바이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2위를 지키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 중국과 한국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은 

나노소재․소자․기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산업화 활동을 보이고, 한국은 대부분

의 분야에서 고른 기술 수준을 보이나 나노바이오/의료보건 분야는 아직 미약한 수

준으로 나타난다.

유럽 국가 중에는 독일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3위를 지키고 있고, 프랑스와 

국이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전반적으

로 유럽국가들이 나노바이오/의료보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수준

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모든 나노기술 분야에서 시장과 기술을 지배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생명공학 회사들이 각각 한 분야를 전문화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나노바이오 분야 시장이 성장하면서, 독일 소재 벤처

자본회사 중 35% 정도는 나노생명공학을 중심으로 한 나노기술분야에 투자하는 경

향을 보인다(블라트 게오르게스쿠 외, 2004).

< 그림 3 - 5 > 나노기술 분야별 산업화 수준 비교 (2005년 현재)

0

50

100

150

상대적
기술수준

(미국=100)

나노소재 100 97.4 88.6 70.3 69.1

나노소자 100 88.5 83.8 58.0 71.8

나노바이오/의료

보건

100 63.4 71.7 38.9 65.2 56.1

환경/에너지 100 99.6 85.4 75.4

나노기반 100 81.9 80.1 49.0 51.7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한국
프랑
스

영국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5b) 재정리 

3-2) 빈칸의 국가별 나노기술 분야는 한국보다 기술수준이 낮으며, 해당 구체자료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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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외 나노산업 경쟁우위요소 및 핵심성공요인

1. 나노산업 경쟁우위요소 개요

자국의 나노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하

여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 40여 개국에 달한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계 주요 국가별로 나노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는 비약적으로 늘어 지난 2000년 이

후 5년 동안 평균 4배 이상의 투자 증가가 이루어졌다.

< 표 3 - 12 > 세계 주요국가별 나노기술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미국 116 190 255 270 465 697 862 960

일본 120 135 157 245 465 720 800 900

서유럽 126 151 179 200 225 400 650 900

기타 70 83 96 110 380 550 800 900

한국 88 177 198 238

계 432 559 687 825 1535 2367 3122 3660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5b)

 

이렇게 세계 각국의 나노기술에 대한 정부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나노기술의 전략적 중요성과 막

대한 파급효과에 비해 연구에서부터 사업화까지 많은 시간과 대규모 초기투자를 필

요로 하여 민간투자 유인력이 약하다는 기술적 특성을 들 수 있다.

나노산업에 있어서 해외 각국의 경쟁우위요소(CA, Competitive Advantage)에 

향을 미치는 내부환경은 곧 각 나노산업 클러스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현재 발아기에 있는 나노기술에서의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나노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에 있어서 정책적 요인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주요 국가별로 나노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시책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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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해외 나노산업 클러스터들의 활성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제4장의 서울 나

노산업 클러스터가 지향해야 할 핵심성공요인(CSF)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2. 미주3)

1) 미국

미국은 지난 2000년 1월 국가나노기술전략(NNI,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을 발표하면서 이전에 부처별로 추진되던 나노기술 R&D 사업을 통합적으

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는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가 

새로운 국가나노기술전략을 수립하 고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21세기 나노기술연

구개발법’에 따라 이후 3년마다 국가나노기술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었다.

기존의 NNI는 5개 부문 - 기초연구, 그랜드 챌린지, 우수센터네트워크, 연구인

프라, 사회적 향 및 교육 - 으로 나뉘어 추진되었으나, 새로운 NNI는 4개의 세부 

목표 - 세계 수준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 유지, 신기술의 제품화 촉진, 교

육․인력․인프라 지원, 책임지는 나노기술 개발 지원 - 와 7개의 프로그램 구성

역(PCA, Program Component Area) 체제로 개편되었다.

아울러 정부뿐만 아니라 상․하원 의회는 정부예산안 승인과정을 통해 당초 나

노분야 예산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지출을 승인하고 있다. 미국 나노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구체적인 추진 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

3-3) 이하 해외 나노기술 정책사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4나노기술연감」(2005b)을 중심

으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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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13 > 미국 나노기술 정책 추진 체계

담당 기관 역할 및 기능

백

악

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산하 나

노기술분과위원회

(NSET, Subcommittee on 

Nanoscale, Engineering and 

Technology)

▷ 정부부처별 나노기술개발계획 목표, 우선순위, 추진

전략 수립

▷ 부처별 공동관심 분야 소위원회 구성

- 나노기술 환경보건 향 실무그룹

(Nanoteconology Environmental and Health Implications 

working Group)

- 산업연계그룹 (Industry Liaison Working Group)

- 나노제조그룹 (Nanomanufacturing Working Group)

과학기술정책실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산하 나노

기술조정국 (NNCO, National 

Nanotechnology Coordination 

Office)

▷ NSET 행정지원

▷ 한림원(National Academy) 연구개발위원회와 함께 3

년마다 NNI 평가 보고서 작성

부

처

별

나

노

기

술

연

구

센

터

과학재단(NSF)

▷ 소그룹이나 개별연구자가 연구 곤란한 다학제간 연

구 촉진 (학계, 산업계, 국립연구소 협력 중점)

▷ 연구개발, (대학/대학원)인력양성, 산학협력관계 구축,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 미국 대학 내 17개 센터 설치, 운

국방부(DOD)
▷ MIT, 산타바바라 대학(UCSB), 해군연구소 3개 연구

센터 운

항공우주국(NASA)
▷ NASA Ames 연구소, UCLA, Texas A&M 대학, 퍼듀

대학 4개 연구소 운

공

동

연

구

시

설

과학재단(NSF)

▷ (NCN, Network for Computational Nanotechnology) : 

online 상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전산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대학(원)생 교육과정 제공

▷ 국가나노제조인프라 네트워크 (NNIN, National 

Nanofabrication Infrastructure Network) : 13개 대학

을 나노장비 거점으로 지정/지원하고 연구자들의 장

비 접근성 높임

에너지부(DOE)
▷ 5개 나노과학 연구센터(NSRC, Nanoscale Science 

Research Centers)):나노물질 합성,가공,제조에 초점

2) 캐나다

캐나다의 나노기술 정책은 2001년 1월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 NRC), 서부경제부(Western Economic Diversification,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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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RE(Informatics Circles of Research Excellence)가 나노기술 워크샵을 개최하여 

국가차원의 나노기술육성 필요성에 의견을 모음으로써 본격화되었다.

다음해 2001년 8월 국립나노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Nanotechnology, 

NINT)의 설립이 발표되었고, 2002년 8월에는 캐나다 정부가 ‘National Consultation 

on the Nanotechnology Industry in Canada’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나노산업 정책

의 확대를 제안하 다.

캐나다에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이나 담당 기구는 없으며, 연방정부의 과학

기술 기금 지원기관과 주정부 등을 통해 기술개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

의 연구개발 활동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대학에서 이루어지

는 탐색형 연구, 둘째는 국가연구위원회의 혁신 주도형 연구, 셋째는 부처별로 진행

하는 임무지향연구, 넷째는 기업차원의 연구개발 활동이다.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지

원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3 - 14 > 캐나다 나노기술 정책 추진 체계

담당 기관 역할 및 기능

중앙

정부 

지원

국가연구위원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 2001년부터 알버타주와 공동으로 국가

나노기술연구소(NINT) 설립, 5년간 1억

2,000만 C$를 투자하는 NINT 설립추진

자연과학공학연구협의회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NSERC)

▷ 다학제간 연구지원

▷ 나노과학기술혁신플랫폼(NanoIP) 운

▷ 2005 연구지원 규모는 1,500만 C$

캐나다혁신재단

(Canada Foundation for Innovation, CFI)
▷ 다학제간 연구지원

캐나다보건연구원 (Canadian Institutes 

for Health Research, CHR)

▷ 재생의학 및 나노의학 연구

▷ 2004년 연구지원규모는 400만 C$

지방

정부

지원

퀘백 주정부

▷ 2001년 NanoQuebec 설립 : 퀘백주정부

와 연방정부 공동 투자

▷ 지역 대학 참여

▷ 인프라구축지원, 연구프로젝트, 네트워

킹, 교육활동, 워크샵, 국제협력활동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5b)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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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

1) 일본

일본은 과학기술회 정책위원회 주최로 ‘나노기술의 전략적 추진에 관한 간담회’

를 통해 2000년 9월부터 나노기술전략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여 이듬해에 ‘나노기

술․재료 분야 추진 전략’을 공식 전략계획으로 확정하 다. 여기에서는 국제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경제발전, 환경에너지 문제,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 국가 

안전 보장 등의 주제에 맞는 연구 역을 정하고 각각 단․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

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산업계에서 경제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의견개진

과 정책수립 요구를 해오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나노기술 정책 체계는 다음과 같다.

< 표 3 - 15 > 일본 나노기술 정책 추진 체계

담당 기관 / 사업 역할 및 기능

중

앙

차

원

문부

과학성

물질재료연구기구(National Institute 

of Material Science, NIMS)

▷ 물질․재료, 환경․에너지 재료, 안

전재료, 연구․지적기반 향상

이화학연구소(RIKEN) ▷ 자연과학 종합 연구소

경제

산업성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 나노기술․재료기술개발부문 15개 

프로젝트 진행중

산업기술총합연구소(Na t i o n a l 

Institu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

▷ ‘아톰테크놀로지 프로젝트’. 나노기능

합성, 나노계측, 탄소나노튜브응용제

품 등

기타 부성(部省) 연계 프로젝트 ▷ 부처간 연구활동 협력․연계

지

방

차

원

교토 나노클러스터

▷ 지역 산학관 연계, 나노기술 지역거

점 조성(문부과학성 지원)

▷ 100개 기업, 50개 대학 참여 

‘KYO-NANO회’ 출범

▷ 나노 기술 정보 교환 

기

타

나노기술 비즈니스 추진 협의회

(Nanotechnology Business Creation Initiative, 

NBCI)

▷ 연구소, 기업 등 산업화 공동 사업 

(경제산업성 지원)

▷ 최신기술정보교류, 기업가․연구

자․투자자 정보공유, 연구자․기술

자 간 인적교류, 정부 연구개발전략 

제언, 벤처지원, 표준화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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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중국은 국가기초과학연구개발을 지원을 통해 나노기술 연구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973계획)’을 수립하여 나노소재 및 나노구조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첨단기술연구개발계획(863계획)’에 나노소재분야를 포함시켜 지

원하고 있다.

본격적인 나노기술 지원정책은 10차 5개년 발전계획(2001∼2005)에서 나노소재

분야를 중점 연구분야로 선정하고, 과학기술부가 2001년 5월에 ‘중국국가나노기술발

전요강’을 승인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정부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지원비가 7배 이상 

증가하는 노력을 반 하듯, 최근 7년간 SCI 등재 학술지의 나노기술 논문 등재비율

은 미국(28%)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중국의 나노기술 지원 주요 정책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 표 3 - 16 > 중국 나노기술 정책 추진 체계

담당 기관 역할 및 기능

중

앙

과학기술부(MOST), 교육부(MOE)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 CAS)
▷ 연구규모가 큰 기관 중심 연구지원

자연과학기금위원회(National Natural 

Science Foundation of China, NSFC)
▷ 개별 연구과제 지원

국가나노과기협조지도위원회

▷ 5개기관(과기부,교육부,중국과학원,국가발전계

획위원회,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산하조직

▷ 국가전략에 따라 연구소,대학,민간기업 지원

국가나노과학센터(National Center for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of 

China, NCNNC)

▷ 중국과학원 나노과학기술센터, 베이징대학, 칭

화대학 연합 설립

▷ 4가지 전략연구 분야 : 나노구조 측정․특성

화, 나노소재 개발 응용, 나노소자, 나노바이

오․의학

▷ 산업계, 연구계, 학계, 정부 연계

▷ 웹사이트 이용한 나노정보제공

▷ 국제협력업무 지원

지

방

상하이 나노기술산업발전추진센터

(Shanghai Nanotechnology Promotion

Center, SNPC)

▷ 상하이 7개 대학/연구소, 9개 기업 참여

▷ 프로젝트 관리, 산학연계, 상하이지역 나노기

술정보 교류촉진, 국내외 협력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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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만

대만의 나노기술 지원정책은 2002년 ‘국가 나노과학기술계획 업무팀’의 결성과 

‘국가나노기술개발전략’ 수립과 더불어 본격화되었다. 또한 재정부가 ‘2004년 신흥중

요전략성산업’에 ‘나노기술공업’을 포함시켜 조세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2004년 7

월에는 대만의 산학연 공동으로 ‘대만나노산업발전협회’를 발족하 고, 2004년 11월

에는 경제부 주관아래 ‘나노기술인증추진위원회’를 결성하 다.

‘국가나노과학기술계획’의 예산배분은 크게 우수학술 연구, 산업화 응용기술개발, 

시설장비 구축, 인력양성 부문으로 나뉘어 지며, 핵심투자분야는 나노기술 산업화

(총액 대비 60.8%)으로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보다는 당장 시급하게 집중

해야 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대만의 나노기술 정책 추진 체계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 표 3 - 17 > 대만 나노기술 정책 추진 체계

담당 기관 역할 및 기능

경제부

공업기술연구원(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ITRI)

▷ 나노기술연구센터 설립(2002년)

▷ 20/60/20 프로그램 전략 : 전통기술의 연장선에서 당장 

실용화가능한 연구개발(20%), 향후 10∼15년 이내 경

제발전 근간이 될 분야(60%), 15∼20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연구개발 분야(20%) 예산배정

총통부
과학기술정보센터(STIC) 

나노정보네트워크

▷ 나노기술산업화 세미나 주관

▷ online 나노기술정보 확산

4) 싱가폴

싱가폴은 우수한 인력, 인프라시설, 금융서비스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주요국 첨

단기술 기업을 유치하고 공동기술개발 등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싱가폴은 

도시국가의 특성상 단순한 연구개발 분담 -  정부(과학기술청)과 대학 - 체제를 보

이고 있다. 싱가폴의 주요 나노기술 담당 기관과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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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18 > 싱가폴 나노기술 정책 추진 체계

담당 기관 역할 및 기능

과
기
청
산하 연구소

▷ 5개 연구소 : 재료, 바이오나노기술, 고성능컴퓨팅, 
마이크로전자공학, 데이터 스토리지, 싱가폴 제조
기술 연구소

경
제
개
발
청

난양공과대학교 (NTU)
▷ 나노과학기술 코리도(NTU NanoScience & 
NanoTechnology Corridor, NNC)

▷ 나노프론티어사업(Nano Frontier), 교육 프로그램

NanoFrontier Pte Ltd (NMT) ▷ 난양공과대학교와 공동투자. 나노기술기업 지적재
산권, 나노기술 인프라, 기술업무지원

대
학

싱가폴 국립대학 나노과학이니
셔티브 (NUS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Initiative, 
NUSNNI)

▷ 다학제간 연구체제 구축

5) 호주

호주는 연방정부차원의 국가나노기술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연구개발 

혁신 전략인 ‘Backing Australia's ability’ 중에 나노기술관련 사업을 포함시킴으로

써 나노기술 연구개발, 산업화, 인력양성 등에 대한 투자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또

한 빅토리아 주정부, 퀸즐랜드 등 주정부 차원에서도 나노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호주의 구체적인 나노기술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3 - 19 > 호주 나노기술 정책 추진 체계

담당 기관 역할 및 기능

중

앙

정

부

호주연구위원회(Australian Research 
Council, ARC)

▷ 나노바이오소재 분야에 예산 배정

호주과학산업연구기구(Commonweal 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CSIRO)

▷ 나노기술을 핵심기술로 선정, 연구개발
▷ 생체모방학, 계면(Interfaces), 나노복합
재 분야

나노하우스이니셔티브(Nanohouse Initiative)
▷ 시드니공대, CSIRO 공동 나노하우스 시
범건설 

나노구조분석 네트워크
(Nanostructural Analysis Network 
Organization, NANO-MNRF)

▷ 국가지원 대형연구시설프로그램(MNRF) 
일환

▷ 나노분야 공용시설 네트워크(NANO)

지

방

정

부

나노테크놀로지 빅토리아
(Nanotechnology Victoria Ltd)

▷ 빅토리아 주정부, 3개 대학, CSIRO 공
동 설립

▷ 빅토리아주 나노기술 투자, 연구개발 지
원

호주바이오나노기술연구소
▷ 퀸즐랜드 주정부, 퀸즐랜드 대학, 
Atlantic Philanthropic 공동 설립

▷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융합분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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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

1) EU

유럽연합은 1984년부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 FP)’을 통해 

유럽국가들의 연구개발을 통합 조정하고 있다. 4년마다 갱신되는 FP 계획은 제4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4, 1994∼1998)부터 나노기술 관련 프로젝트가 삽입되었고, 

FP6에서 나노기술이 핵심연구분야로 선정되면서 대폭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4년 5월에는 새로운 유럽연합의 나노기술개발전략이 발표되었다. 이 

전략에는 연구개발, 인프라시설구축, 산업혁신, 사회 향고려, 건강․안전도․환경․

소비자보호, 국제협력 등의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표 3 - 20 > EU 나노기술 정책 추진 체계

주요 사업 내용

CELLPROM(Cell Programming by 

nanoscaled devices) 프로젝트

▷ 유럽지역 12개 국가 27개 연구소 참여

▷ 조직공학 분야 치료용 나노바이오 장비 개발

NAIMO 프로젝트
▷ 9개국 21개 기관 참여

▷ 자기조립물질 연구

NANOQUANTA 프로젝트
▷ 10개 연구그룹 참여

▷ 나노스케일 양자구조 시뮬레이션 연구

NAPA 프로젝트

2) 독일

2003년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나노기술개발투자비는 3억 5,000만 달러

으며, 당시 EU 회원국의 총투자합계는 8억 달러 다. 이 중에서 독일은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최대 규모의 나노기술투자국으로 유럽을 선도하고 있다.



67

독일은 2002년 5월 나노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하고 2004년 3월 새로운 전략을 갱

신하여 NanoMobil(자동차), NanoFab(전자), NanoLux(광학), NanoforLife(의료) 등

을 유망한 분야로 선정․투자하고 있다.

< 표 3 - 21 > 독일 나노기술 정책 추진 체계

담당 기관 역할 및 기능

독일연방교육연구부

(Bundersministerium fur Bildung 

und Forschung, BMBF)

▷ 연구분야별(병렬나노구조체, 나노화학, 나노분석, 나노

전자공학, 초정  표면가공, 나노재료) 독일 전역에 9

개 나노기술네트워크(Kopmetenzzentren) 구축

▷ 네트워크는 연구기관, 기업, 대학 간 정보교류 촉진, 

나노기술 산업화 기반 조성, 인력양성, 일반인 교육, 

컨퍼런스 개최 등

공공연구기관

▷ 독일연구협회(DFG), 라이프니찌 연구협회(WGL), 헬름

홀쯔 연구협회(HGF),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PG), 프

라운 호퍼 연구협회(FhG), Caser

3) 프랑스

프랑스는 1999년 국가마이크로나노기술연구네트워크(Reseau de recherche en 

Micro et Nano Technologies, RMNT)를 설립하여 나노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

하기 시작하 고, 2000년대에 들어서 정부의 나노기술지원이 더욱 강화되었다.

< 표 3 - 22 > 프랑스 나노기술 정책 추진 체계

담당 기관 및 사업 역할 및 기능

프랑스 연구개발부

(Ministere delegue a la 

Recherche et aux Nouvelles 

Technologies)

▷ 공공연구기관(국긻과학연구원, 국립우주연구소, 원자력청) 

지원

▷ 국가나노기술프로그램(National Nanosciences

   Programme) 추진 : 다학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시설 장

비 이용 지원

산업부
▷ 퍼포먼스 프로그램(Performance Programme) : 응용연구

분야 지원

MINATEC(Microelectronics 

Nano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 중앙과 지방정부(CEA-LETI, INPG/Grenoble 공과대학) 공

동 추진

▷ Grenoble에 나노기술연구개발, 산업화 거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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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

국 나노기술개발 정책지원의 특이한 점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이다. 국 하원은 정부에서 1986년 통상산업부가 수립한 국가나노기술전략

(National Initiative on Nanotechnology, NION)이나 1988년에 시작한 LINK 나노기

술 프로그램(Link Nanotechnology Programme, LNP) 등의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

을 하면서 나노기술에 대한 집중 지원과 국가나노팹의 건설 등을 주문했다.

또한 국은 나노기술의 사회적 향에 대한 평가와 공론화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2003년 찰스 황태자가 나노기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린피스, 

BBC 등이 나노기술의 사회 향을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었고, 이에 국정부는 이

에 대한 정책연구 프로젝트를 발주하여 나노입자 독성 연구, 나노튜브 배출 최소화 

등의 정책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 표 3 - 23 > 국 나노기술 정책 추진 체계

담당 기관 역할 및 기능

통상산업부(DTI)

EPSRC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 공학, 물리학 부문 연구회

BBSRC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 비의료 생명과학분야 연구회

MRC(Medical Research 

Council)
▷ 의료 연구회

학제간 공동연구단

(Interdisciplinary 

Research 

Collaborations, IRCs)

옥스퍼드대학 컨소시엄 ▷ lab-on-a-chip, 바이오센서

캠브리지대학 컨소시엄
▷ 분자재료, 자기조립기술, 조직공

학, 바이오센서

마이크로나노기술제

조전략(Micro and 

Nanotechnology 

Manufacturing 

Initiative, MNT)

응용연구사업(Applied 

Research Programme)

▷ 산업계 주도 공동연구개발 분야에 

연구기금 지원

▷ 신재료, 제조/생산 기술, 초정 공

학, 마이크로시스템, 바텀업 기술

MNT 네트워크 (UK Micro and 

Nanotechnology Network)

▷ 우수센터/시설 네트워크 구축, 나

노기술 시설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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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경쟁우위요소 종합 및 핵심성공요인 시사점

전술(前述)한 국가별 나노산업 경쟁우위요소(CA, Competitive Advantage)와 핵

심성공요인(CSF, Critical Success Factor)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나노기술 클러스터의 주요활동(R&D) 측면에서는, 다학제간 연구 교류를 

통한 나노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나노기술은 화학․물리학․기계공학 등의 전

통 기초 기술분야를 아우르는 연구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학제간 연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대학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산학연 공동 연구에 대해 정부차원

의 지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싱가폴, 대만과 같이 정부

의 규모가 작을수록, 도시정부일수록 나노기술의 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나

노기술 응용 시범 사업 등과 같은 실용적 성격의 정책사업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

다.

나노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환경에 있어서는, 조사 대상 全 국가에서 대학을 중

심으로 한 나노기술연구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나노기술 정보 공유와 교육, 연구관련 자료에 대한 DB 구축 등을 위해 오프라인 뿐

만 아니라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나노기술 개발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지역별, 거점별로 소재해 있는 

나노기술 개발 자원들을 네트워킹하고 특화․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시설을 설립하는 

경우, 대부분 중앙․지방정부의 공동 투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또한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나노기술의 광범위한 특성으로 인해 부처별․기관별로 산재되어 있

는 정책사업과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조정․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국 나노산업의 경쟁우위요소(CA)는 향후 서울시가 어떤 핵심성공요인(CSF, 

Critical Success Factor) 구축을 지향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나노산업 핵심성공요인의 육성을 위해 서울시가 어떤 정책지원(PL, Policy 

Leverage)을 도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의 바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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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24 > 국가별 나노산업 경쟁우위요소(CA) 종합

국 가 
주요활동

(R&D)

지원환경

네트워크 인력양성 인프라

미 국
▷산학연 다학제간 연

구 촉진(NSF)

▷대학중심의 연구센터 

지원

  (NSF,NASA,DOD)

▷online 연구/교육

contents 구축(NSF)

▷다학제간 교육(NSF)

▷초중고등학생 교육

(NSF)

▷인프라보유 거점기관 

지정, 공유지원(NSF)

캐나다

▷다학제간 연구지원

  (NSERC, CFI)

▷중앙/지방정부 공동 연구소 설립, 네트워킹, 교육/워크샵, 인프라구축 (NRC,알버타주,퀘백주)

일본
▷연구소,기업 연계 산

업화 공동 사업

  (NBCI 협의회)

▷지역거점 산학연 연

계 클러스터 지정(경

제산업성,교토) : 정보

/인적교류,벤처지원

중국

▷관련부처 산하 통합 

위원회: 산학연 지원 

▷국가연구소,대학 공동연구센터(NCNNC) 설립 : 연구, online 정보제

공, 국제협력

▷상하이 소재 대학/기업 공동 센터 건립(SNPC) : 산학연계, 상하이지

역 나노기술 정보교류, 국내외 협력, 프로젝트 관리 

대만
▷나노기술 실용화 위

주 지원(ITRI)

▷online 나노기술정보 

제공(STIC)

싱가폴
▷다학제간 연구체제

(NUSNNI)

▷나노프론티어사업(난

양공대):인력양성 프

로그램

▷정부/대학 비 리회

사 공동설립(NMT) : 

인프라, 지적재산권 

관리

호주

▷나노하우스 시범건설

(시드니공대,CSIRO)
▷공용시설 네트워크  

구축(NANO-MNRF)▷주정부/대학/비 리법인 공동 연구소 설립 

(퀸즐랜드주/퀸즐랜드대학/AP, 빅토리아주/대

학/CSIRO)

EU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 국가간 연구협력 

독일
▷연구분야별/지역거점별 나노기술네트워크 구축(BMBF) : 산학연 정보교류, 산업화기반조성, 

인력양성, 일반인 교육, 컨퍼런스 개최 등

프랑스

▷국가나노기술프로그램(佛연구개발부) : 다학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시설 장비 이용 지원

▷퍼포먼스 프로그램(佛산업부):응용연구 지원

▷중앙/지방 공동 연구/산업화 거점센터 설립

  (Grenoble, Grenoble 대학, CEA-LETI)

국 ▷학제간 연구(옥스퍼드, 캠브리지 컨소시엄)
▷우수센터/시설 네트

워크 구축(MNT) 

※ 괄호 안은 (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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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25 > 해외 나노산업 활성화의 핵심성공요인(CSF)

가치사슬 단계 핵심성공요인 (CSF, Critical Success Factor)

주요활동 (R&D)

▷ 다학제간 연구 교류, 공동 연구 (미국, 캐나다, 싱가폴, 프랑스, 

국) 

▷ 중앙/지방정부의 공동 연구시설 건립 (캐나다 퀘백주/알버타주, 호주 

퀸즐랜드)

▷ 규모가 작고(싱가폴, 대만 등), 지방․도시정부일수록 나노기술 사업

화 정책에 중점

▷ 연구소/기업 연계 산업화 공동 사업 (일본)

▷ 나노기술 응용 시범 사업 (호주 나노하우스 프로젝트)

지원

환경

네트워크

▷ 지역거점별 나노기술 네트워크 (일본 교토, 독일)

▷ 대학중심 산학연 연구 네트워크 (全 국가)

▷ online 나노기술 정보, 교육, 연구 contents (미국, 중국, 대만)

▷ 나노기술 관련 부처 통합 위원회 구성 (중국)

인력양성
▷ 다학제간 교육 (미국 등)

▷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대상 교육 (미국, 독일)

인프라
▷ 인프라 보유 거점 기관 지정, 공유 네트워크 구축 (미국, 캐나다, 싱

가폴, 호주, 독일, 프랑스, 국)

기타 ▷ 지역거점 클러스터 내 벤처지원 (일본 교토)

중앙정부/지방정부

역할 분담

▷ 사업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와 공동 투자 : 공동 연구소 설립 (캐나

다, 중국, 호주, 프랑스)

▷ 목적 : 지역 소재 연구개발 기관(간) 네트워크 육성, 교육, 인프라 

구축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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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서울 나노산업 현황

제1절 서울 나노산업 현황 분석 틀

본 장(章)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한 해외 나노산업 클러스터의 핵심성공요인들에 

비추어 서울 나노산업 현황을 분석하여, 나노산업 클러스터의 가치사슬 단계별로 

경쟁우위요소(CA, Competitive Advantage)와 핵심성공요인(CSF, Critical Success 

Factor)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다음 제4장에서 서울 나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

책지원(PL, Policy Leverage)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황 분석은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두 가지 환경 - 정책환경, 산업환경 - 을 중

심으로 이루어진다. 산업환경은 개별 연구개발 주체 및 전체 클러스터의 가치사슬 

요소인 주요활동(기초/응용연구, 개발, 생산 활동)과 지원환경(네트워크, 인력양성, 

인프라, 금융/투자, 비즈니스서비스)으로 구성된다. 정책환경은 산업환경 全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지원을 말한다.

이에 우선 서울 나노산업에 향을 미치는 중앙정부 및 서울의 정책현황을 살펴

보고, 이어서 서울 나노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 그림 4 - 1 > 서울 나노산업 현황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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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울 나노산업 정책환경 분석

1. 중앙정부 나노산업 정책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육성 정책은 2000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시 ‘국

가적 차원의 나노기술 개발’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를 시발로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

라 2001년 7월에는 ‘나노기술 종합발전 계획’이 마련되었고, 이어 2002년 12월과 

2003년 6월에는 각각 ‘나노기술개발촉진법’과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이 제정되

었다.

1) 나노기술 종합발전 계획 (2001.7)

< 표 4 - 1 > 나노기술 종합발전 계획(2001.7) 요약

비전

1. 신기술(제품) 확보를 통한 지속성장 잠재력 확보

○ 5년내에 나노기술개발을 위한 주요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10년에는 선진 5대
국 기술경쟁력 확보

○ 비교우위를 갖는 최소 10개 이상의 최고기술 확보

○ 선진각국의 기술보호장벽을 극복하고 국내기술의 토착화

2. 기존기술과의 연계‧보완
○ 기존기술과 연계하여 제품의 고기능, 고효율, 소형화 달성
○ IT,BT,ET 등 여타 기술과의 상호 보완‧상승효과로 첨단기술시장 선점‧분할

※ 10년후 1조불 이상으로 예상되는 나노활용 IT분야에서 30%(3천억불)이상 시장점유

3. 인간 삶의 질 향상
○ 진단,치료기술의 획기적 향상, 고도 정보통신 사회, 에너지․환경문제 해법제시 등

추진

목표

1. 연구개발 : 우리의 비교우위 가능기술 발굴‧집중화 추진

2. 인력양성 : 단기 및 장기 수요에 부응한 인력양성

3. 장비확충, 인프라 구축 : 산‧학‧연 공동활용 가능한 Fab. 설비 구축‧운

단계

별

계획

1단계 (2001∼2004)

ㅇ 기존 기반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지속추진
ㅇ시급하고 핵심적 기술분야 연구출범

ㅇ 저변확보 차원의 연구준비 및 시설‧인력 양성
ㅇ정부지원중심의 연구추진

2단계 (2005∼2007)
ㅇ타분야 파급효과가 큰  기술분야 연구 추가착수
ㅇ핵심기술의 연구결과에 대한 산업적 활용 모색

ㅇ민간공동 참여유도

3단계 (2008∼2010)
ㅇ기술개발결과의 산업적 활용 착수
ㅇ비교연구분야 연구의확대 발굴‧추진 
ㅇ 상업화 전단계인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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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년도 나노기술발전 시행계획4)

정부는 매년 관계부처별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2005년도를 중심으로 중점추진과

제를 살펴보면, 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서 기술 및 인력 로드맵 정립을 추

진하고 있고 나노기술 R&D, 인프라확충, 인력양성 등 가치사슬의 각 분야별로 지

원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비교적 단기간(2001∼2005) 내에 이와 같은 종합적인 

육성사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것은 그만큼 나노기술의 전략적 중요성과 경제적 파

급성이 크다는 증거라 하겠다.

< 표 4 - 2 > 2005년도 나노기술 중점추진 과제 

중점 과제 과제별 추진 계획

국가나노기술

발전체제 정비

▷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정․보완

▷ 나노기술 인력 로드맵 작성 추진

▷ 지역 나노기술 활성화 :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사업

▷ 신기술(Emerging Technology) 로드맵 작성

▷ 연구개발 기획․관리의 효율화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활성화

▷ 창의적 연구개발을 통한 핵심원천기술 창출

▷ 기술융합추세에 대응한 NT 기반 융합기술 분야 연구개발 강화 

: NIT, NBT, NET

▷ 나노기술 산업화․실용화 촉진 : 나노기술집적센터

나노기술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 나노기술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활용 : 나노종합/특화Fab, 

나노기술집적센터

▷ NT 기반 융합기술 인프라 구축

▷ 지역 나노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나노부품실

용화센터, 나노정 화학융합 사업기술지원센터

▷ 나노기술정보지원시스템의 기능강화

▷ 나노기술 정보 확산 및 홍보 강화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

▷ 나노 및 융합기술 관련 연구를 통한 인력 양성 지속 추진

▷ ‘두뇌한국(BK21)’ 사업을 통한 NT분야 전문인력 양성

▷ 전통산업 연구인력을 NT 기술인력으로 유도

▷ 대학 IT-NT 융합연구 지원 : 대학 IT 연구센터 지정

▷ 산학연 국제협력 강화

4-4)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5년도 나노기술발전 시행계획(안)」(2005)을 중심으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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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3 > 부처별․분야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부처

년도

사업

구분
과기부 교육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국방부 농림부

출연

기관
총  계

2004

R & D *745.6 285.0 96.9 9.5 195.0 3.8 2.4 293.1 1,631.2

인프라 288.0 179.0 63.1 172.0 702.1

인  력 **68.0 75.0 4.0 147.0

계 1,101.6 75.0 468.0 160.0 9.5 195.0 3.8 2.4 465.1 2,480.3

2005

R & D 585.0 *492.0 *106.6 19.2 200.0 1.2 2.8 296.7 1,703.5

인프라 328.0 349.0 67.4 184.0 928.4

인  력 12.0 **116.0 4.0 8.0 140.0

계 925.0 116.0 845.0 182.0 19.2 200.0 1.2 2.8 480.7 2,771.9

증가율

(%)
- △16.0 54.7 80.6 13.7 102.1 2.6 △68.0 16.7 3.4 11.8

< 표 4 - 4 > 연구개발 분야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기관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04
실적

2005
계획

과기부

○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 2000∼2010 90 90

○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2002∼2012 82 82

○ 나노메카트로닉스개발사업 2002∼2012 90 90

○ 나노기초연구지원사업 2002∼2011 32 32

○ 나노 관련 기초연구지원 1995∼계속 242 255

○ 차세대 고출력 광섬유 광원기술개발사업 2004∼2011 6 6

○ 친환경 고주파 나노소재 요소기술 연구기반
   지원사업 2005 - 14

○ 나노섬모 자연모사 원천기술 및 기반구축사업 2005 - 16

○ 나노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2002∼2010 120 (이관)

○ 신기술융합사업 2003∼2012 83.6 (이관)

소   계 745.6 585

국방부

○ 나노내열금속(W, Mo, Ta) 분말의 제조기술 개발 2003∼2008 0.8 0.7

○ 고에너지물질 특화센터 2006∼ - -

○ 나노크기의 금속분말 제조기술 개발 2002∼2004 3.0 0.5

소   계 3.8 1.2

농림부

○ 나노텍을 이용한 농업 유래 고분자의
   생물소재로서의 응용기술 개발 2001∼2005 0.9 0.5

○ 바이오 칩을 이용한 유용 유전자 대량개발 및
   기능연구 2002∼2007 1.5 2.3

소   계 2.4 2.8



79

기관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04

실적

2005

계획

산자부

○ 고기능나노복합체개발 1999∼2008 20 20

○ 차세대대용량정보저장장치기술개발 1999∼2008 16 16

○ Electrospinning 및 유무기 혼성산업용 섬유 제조

기술개발
2001∼2010 21 20

산자부

○ 나노기술 기반의 차세대 산업화 핵심 요소기술 

개발
2001∼2010 26 26

○ IT기반 나노제어시스템 개발 2002∼2007 16 16

○ 나노급 반도체용 EUVL리소그라피 핵심기술개발 2002∼2011 18 33

○ 나노계측X선 결상현미경시스템 개발 2002∼2007 16 18

○ 이온빔이용 나노가공용 장비 개발 2003∼2013 22 22

○ 기능성 카본 나노박막 재료 및 장치개발 2003∼2008 23 23

○ 기타(공통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 1999∼2006 66 64

○ 나노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2002∼2010 (120) 120

○ 바이오 기능성 나노소재 및 적용기술 개발 2003∼2006 9 10

○ 아크릴계 초극세섬유 제조기술 및 고성능 필터소

재 개발
2004∼2006 12 8

○ 지역산업진흥 중점기술 개발사업 2004∼2008 20 21

○ 나노 바이오 측정 제어기술 개발 2003∼2014 (41) 45

○ 신기술융합사업 2003∼2012 (30) 30-

소   계 285 492

정통부

○ IT-NT융합기술 연구개발 지원확대 2001∼2007 97 94

○ 차세대 시큐리티 기술개발 2003∼2012 (12.6) 12.6

소   계 97 106.6

복지부

○ 의료용 나노치료소재 개발센터 구축 2004∼2012 9.5 9.1

○ 나노바이오센서 개발 2005∼2010 - 5.5

○ 나노인공감각 개발센터 구축 2005∼2010 - 4.6

소   계 9.5 19.2

환경부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2001∼2010 195 200

출연

기관
○출연연 나노기술개발사업 293.1 296.7

합   계 1631.2 1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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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5 > 인프라 구축 분야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기관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04
실적

2005
계획

과기부

○ 나노종합Fab센터구축사업 2002∼2010 150 137

○ 나노특화팹센터구축사업 2003∼2007 100 130

○ 차세대자기공명장치설치사업 2002∼2005 30 49

○ 나노종합정보지원체제구축 2003∼2012 8 8

○ 나노기술 향평가 실시 2005 0 4

소   계 288 328

산자부

○ 나노부품실용화센터 2004∼2008 13 25

○ 나노소재및응용제품 TIC 2003∼2007 11 10

○ 나노기술산업화지원센터 2001∼2005 20 30

○ 나노입자 TIC 2002∼2006 10 10

○ 나노기술집적센터구축사업 2004∼2008 100 250

○ 나노정 화학 융합 산업기술개발 지원센터 2004∼2009 16 15

○ 마이크로-나노 점선가공기반구축 2003∼2008 9 9

소   계 179 349

정통부

○ 국가 Grid기반구축 2002∼2010 36 27

○ IT융합기술인프라구축 2004∼2008 27 40

소   계 63 67

출연기관  ○출연연 나노기술개발사업 172 184

합   계 702.1 928.4

 

< 표 4 - 6 > 인력양성 분야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기관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04
실적

2005
계획

교육부

○ 두뇌한국 21사업 1999∼2005 75 68

○ 나노기술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2002∼2005 (54) 48

소   계 75 116

과기부

○ 나노과학핵심기초연구실사업 2004∼2008 10 12

○ NT-IT 융합기술 인력양성 지원사업 2004 4 -

○ 나노기술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2002∼2005 54 (이관)

소   계 68 12

산자부 ○ 나노부품실용화 인력양성사업 2004∼2009 4 4

정통부 ○ 대학IT연구센터 지원 2005∼2008 - 8

합   계 147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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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7 > 출연연구기관 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기관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04실적 2005계획

KIST

○ 신개념 나노스핀 소자기술개발 2002∼2011 50.0 45.0 

○ 바이오 마이크로프로세서 요소기술 개발 2002∼2006 11.0 6.5 

○ 나노소재기술 개발 2001∼2006 86.0 81.0 

○ 나노Fab 및 소재장비구축 2001∼2006 25.0 28.0 

소   계 172.0 160.5 

기초연

○ 공동활용 기자재 및 장비확충사업 1993∼ 47.0 46.0 

○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 설치운 사업 1999∼ 16.0 16.0 

○ 차세대자기공명장치설치운 사업 2002∼2006 71.0 69.0 

○ 다목적 질량분석기 개발 2004∼2007 11.0 23.0 

소   계 145.0 154.0 

생명연

○ HTS용 바이오칩 및 분석시스템 개발 2003∼2012 16.8 17.8 

○ 주사탐침방식을 이용한 항암 단백질의 상호작

용 정 분석기술개발
2003∼2006 1.2 1.2 

○ 나노구조체/생체소재 인터페이싱 및 활용기술 

개발
2004∼2009 4.6 4.6 

소   계 22.6 23.6 

화학연

○ 나노 구조제어에 의한 전자재료용 고분자소재 

개발
2002∼2006 6.5 6.0 

○ 표적지향적 항암나노캡슐 개발 2002∼2006 5.5 5.2 

○ 직접메탄올 연료전지용 나노소재기술 개발 2003∼2007 2.5 2.5 

○ 첨단소재 개발을 위한 선구물질 화학기술 2004∼2008 6.0 3.5 

○ 폴리이미드 수지의 특성향상 연구 2004∼2008 3.1 3.4 

○ 초소수성 표면기능 나노재료 응용기술개발 2002∼2005 11.0 9.8 

○ 나노화학센서 개발 2005∼2009 0.0 10.0 

소   계 34.6 40.4 

ETRI ○ 실리콘-게르마늄 양자채널 나노신소자 기술연구 2004∼2008 2.6 2.6 

식품연

○ 나노 변성전분 제조기술 개발 2002∼2005 1.0 0.7 

○ 미세 소형 유체시스템 개발 2005∼2007 0.0 1.0 

○ 나노 감응성의 optical grating coupler 바이오센

서 연구
2003∼2006 0.8 0.8 

○ 단백질/다당류 nanosphere 제조기술 및 활용도 

연구
2003∼2004 0.6 0.7 

○ 식품중에 잔류하는 유해성분의 나노그램 분석

기술 개발
2003∼2005 0.6 1.0 

○ 나노생체막을 이용한 Salmonella spp. 신속편이

성 면역학적 검출법 개발
2002∼2005 0.7 0.7 

소   계 3.7 4.9 

에너지

연
○ NT를 활용한 에너지 소재 및 응용기술 개발 2002∼2006 1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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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04실적 2005계획

표준연

○ 나노-바이오측정제어기술개발 2003∼2014 44.0 48.0 

○ 극미세구조 기술개발 1996∼2005 9.0 0.0 

○ 나노기술측정표준화 2002∼2004 15.4 20.0 

○ 나노·양자 측정제어기술개발 2005∼2014 0.0 18.0 

소   계 68.4 86.0 

지질연 ○ 나노 복합물질 제조 및 특성연구 2004∼2006 3.2 3.7 

KISTI ○ 국가나노기술종합정보지원체제구축 2001∼2011 2.0 2.0 

합   계 465.1 480.7 

2. 서울시 나노산업 정책

서울시는 2004년 7월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하여 나노기술산업을 

서울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 으며, 동년 9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

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나노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 다. 2005년 3월에는 ‘제2차 서울시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2005∼2007)’을 통해 나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안을 마련하 다.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과 ‘제2차 서울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서는 

서울형 산업으로서 패션디자인, 애니메이션, 캐릭터, 멀티미디어컨텐츠, 소프트웨어, 

전자정보 등의 산업을 선정하 고, 미래전략산업으로는 IT, BT, NT, ET, 금융․사

업서비스산업을 선정하 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육성 산업 선정의 궁극 목표는 ‘동

북아 지식기반 산업 Hub'이라는 비전으로 명시되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R&D 기능의 활성화 정책방안들이 마련되었고, 그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서 9개 하위 사업으로 이루어진 ‘산학연협력사업’이 

입안되어 시행 중이며, 그 밖에 홍릉 차세대 R&D 기능 활성화를 위한 산업개발진

흥지구지정 등의 계획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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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의 나노산업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대규모 사업이 입안되었는데, N

T․ IT․ BT 등의 연관기술군의 융합기술 산업화를 위한 마곡 첨단산업단지 조성, 

NIT 분야의 나노장비 개발과 네트워킹 및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릉동 NIT 미

래기술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각각 기획․추진 중에 있다.

< 표 4 - 8 > 서울시 나노산업 육성 관련사업 계획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제2차 서울시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전   략 목표 사업명 내   용 사 업 명

지역혁신체제구축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RIS) ▷ 서울지역혁신협의회/연구회 구성

지역산업
육성방안

전략산업
선정

▷디지털컨텐츠, IT, BT, NT, 금융&사업서비
스

전략산업
육성

동북아 바이오 
연구개발 교류 
거점

▷바이오/나노 특화지구 육성(홍릉/성수/문정/
마곡 등 대상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하여 
바이오/나노 혁신센터 설치)

지역인력
양성,확보

지역 
인적자원 
개발  
정착지원

서울 전략산업 
핵심기술 전문인
력 양성

▷BK21사업과의 연계 통한 추진
▷IT,BT,NT,ST,ET,CE 등 지식기반산업 분야 
인력 전략적 육성

지역과학
기술혁신
역량강화

지역 특화 
과학기술 
개발

지역 특화 과학
기술 개발 사업

▷서울형 산업(패션디자인,애니메이션,캐릭
터,멀티미디어컨텐츠,소프트웨어,전자정보)
▷미래전략산업(IT,BT,NT,ET,금융서비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중심의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바이오/나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21C기술융합형(BT+NT+IT) 산업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대형 국책연구개발과제 연구성과물 상업
화 지원

지역 
과학기술 
혁신거점 
육성 및 
인력양성

차세대 기술혁신
클러스터 시범지
구 조성사업

▷홍릉지역 일대, 마곡 첨단산업단지를 시범
사업지구로 지정/육성

마곡 첨단산업
단지 조성사업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 지원연구단
지 조성

▷나노인력양성: 나노관련 전문기술대학원 
설립/운 , 산업인력양성체제 구축, 창업보
육지원사업
▷나노계측장비센터 설립
▷나노연구센터 설립 : 나노기술공동클러스
터 구축, 동북부지역 NIT Micro 연구센터, 
NIT전문대학원 설립

공릉동 NIT 미
래기술산업단지 
조성사업

혁신주체
능력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

동북아 R&D 
Hub로서의 
기반조성

지식기반산업 
R&D Hub 기반

▷동북아 IT, BT, NT, ET, BS 허브
▷DMC, 홍릉연구단지 지식기반 산업 클러
스터
▷홍릉연구단지 내 연구성과 상용화 지원단 
설립

지역혁신
기반확충

서울시 
산업개발진흥
지구 지정

▷마곡 첨단테크노파크
▷홍릉 차세대 R&D

기타 산학연협력사업

※ 음 처리된 부분은 실제 예산이 반 된 사업. 밑줄 부분은 적극 고려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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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산업과 관련된 서울시의 공식적인 정책은 위와 같이 정리된다. 이 중에서 

예산배정 등을 통해 실제로 구체화된 사업들을 가치사슬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우선 ‘공릉동 NIT 미래기술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NIT 융합기술 중심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정 기술 분야 연구 환경은 기존의 마

이크로(μ) 수준의 시설․장비 위주인데 반해, Fab 위주의 나노기술 시설․장비들은 

대전 및 포항․광주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에 본 사업은 나노기술 장비의 국

산화율이 미흡한 상태에서 나노기술 장비의 국산화와 서울지역 나노기술 인프라 구

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공릉동 NIT 

산업단지와 파주 LG-PHILIPS LCD를 중심으로 하여 서울 동북부 지역 NIT 장

비․연구 클러스터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마곡 첨단산업단지’는 NT, IT, BT 등 첨단 지식기반기술 간의 융합기술

을 중심으로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본 단지가 들어서게 될 지

역은 연구중심이 될만한 대학(연구소)이 존재하지 않고 기술의 사업화가 중점적으

로 추진되기에,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보다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사업화를 위한 응용기술․융합기술 연구개발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지역은 인천공항, 경기도 서남부의 기존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내외적으로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Hub 기능을 맡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은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특정목적의 사

업은 아니나, 서울시 전략산업 전반에 걸친 R&D 활성화 사업이기에 나노기술의 연

구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밑의 표에서 음 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이 세 가지 주요 사업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정책지원이 미흡한 분야들이 발견된다. 나노기술의 인력양성에 

있어서 학제간 협력과 산학연 공동 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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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NIT 산업단지 계획에서만 다뤄지고 있다. 또한 나노기술 장비․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은 NIT 外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미흡한 상태이며, 향후 나노기술 연구개

발에 특화된 금융/투자와 비즈니스서비스 지원도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다음 장(章) 정책지원(PL, Policy Leverage) 

방안 도출 단계에서 고려될 것이다.

< 표 4 - 9 > 나노산업 육성관련 서울시 주요사업 계획 (2005. 6월 현재)

사업명

가치사슬 단계별 해당 내용 및 목표

주요활동

(R&D)

지원환경

네트워크 인력양성 인프라
금융/

투자

비즈니스

서비스

공릉동 

NIT

미래기술

산업단지

조성사업

▷ NIT/μ-system 지원장비 개발

연구

▷ NIT/μ-system 상용 제품화기

술 개발 클러스터

▷ 산학연 공동연구단지

▷ 마이크로 

패키징 장

비개발센터

▷ FIB연구소

▷ 개발장비 

신뢰성 평

가 및 인증

센터

▷ BI/Post- 

B I창업보

육센터▷ NIT 전문대학원

▷ Umbrella형 NIT

  University

▷ TIC, RRC 특화기술 분야, 시설/장비/인력 상호연계

마곡

첨단산업

단지 조성

▷ 민간기업 R&D 

Center

▷ R&D Tower(오

피스위주)

▷ R&D Center

  (공공 lab위주)

▷ 아파트형 공장

▷ NT/IT/

  BT대학원

▷ 시험

   생산동

▷ 벤처기업 

창업보육

센터

▷ 국제교류

지원센터

▷ 원스톱서

비스센터

산학연

협력사업

▷ 전략산업 혁신 

클러스터 육성 

지원사업

▷ 신기술 연구개

발 지원사업

▷ 보유기술 사업

화 지원사업

▷ 산학협력

단활성화 

지원사업

※ 음 처리된 부분은 해당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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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 나노산업 정책환경 종합

본 절(節)에서는 서울 나노기술 클러스터의 산업환경에 향을 미치는 정책환경

을 분석하 다. 이러한 정책환경을 구성하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 나노산업 관련 정

책의 특징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되며, 이는 향후 서울 나노산업 

육성방안(PL, Policy Leverage)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우선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국가차원의 로드

맵과 기술체계도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하위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Top-down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과학기술 지원사업의 경험이 거의 

없어 R&D 사업 관리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정책개입에 따른 과학기술 관

련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과 그로 인한 시장 왜곡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 나노산업 육성 지원은 연구주체의 경쟁력과 시장 자체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직접적인 자금․시설 공급방식보다는 기존 민간부문의 기능․기관․시

설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나노기술 정책의 범위 및 파급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는 나노기술 육성

을 위해 특화된 대규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인 서울시의 입장에서

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인해 나노기술과 같은 특정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울 나노산업 육성방안은 여타 

서울 전략산업군(IT, BT, ET)을 동반 발전시킬 수 있는 공통적인 정책을 위주로 

구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나노기술 및 

나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의 연계 추진

과 같은 기존 R&D 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지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나노기술 육성정책의 체계는 R&D, 인력양성, 인프라와 

같은 가치사슬 全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현재 공릉동 NIT 산

업단지, 마곡 첨단산업단지 등의 사업계획을 통해 부분적인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

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 요소와 병렬적으로 향후 서울의 나노기술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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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네트워크, 인력양성, 인프라, 금융/투자, 비즈

니스서비스 등의 가치사슬 상 분야들을 포괄해야 한다.

< 표 4 - 10 > 서울 나노산업 정책환경 종합 및 시사점

정부의 

수준

비교

항목

중앙정부

(나노기술 

종합발전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서울시

(지역혁신발전계획,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향후 서울 나노산업

육성방안(PL)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

연구개발 

방향 

제시

정부주도

Top-down방식

국가차원 기술로드

맵/기술체계도

정립

현재까지 민간 주도 

Bottom-up 방식

지자체의 과학기술정책 

입안 역량 한계

→ 정책개입으로 인한 시

장 왜곡 가능성

▷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

식의 혼용

▷ 시장 자생력 강화 위주의 정책

지원(공공부문의 직접 공급 보다

는 기존 민간부문 기능․기관․

시설의 활성화)

▷ 중앙정부 R&D정책 보완, 연구 

연속성 유지와 성과 확산 

정책의

포괄성,

파급성

기술개발 역량/전

략적 필요성/성장 

가능성 고려, 전략

적 목표 도출

지자체의 한정한 예산/자

원으로 인해 전략산업 분

야 간 형평성 고려

→ 특정 기술분야(나노기

술) 에 대한 집중 지원에 

한계

▷ 예산 한계 고려, 나노산업 뿐만 

아니라, 전략산업 전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공통적(common) 정

책방안 지향

정책의

협력추진

공공연구소 및 대

학을 통한 연구개

발

산학연 및 중앙정부와의 

나노기술정책 협력추진 

초기단계

▷ 중앙정부 정책목표/사업과의 중

복 투자 지양

▷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추진, 역

할분담 방안 모색

▷ 산학연 등 기존 연구개발 자원 

활용 극대화

정책의 

체계성,

완결성

연구개발, 인력양

성, 시설구축 등 

단/장기 3대 목표

체계 정립

나노기술 연구개발 지원

환경 정책 미흡

▷ 나노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위한 

네트워크, 인력양성, 인프라, 금

융/투자, 비즈니스서비스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88

제3절 서울 나노산업 주요활동 분석

이번 절(節)과 다음 제4절에서는 서울 나노산업의 주요활동 및 지원환경의 현황

을 살펴보고, 가치사슬 단계별로 경쟁우위요소(CA, Competitive Advantage)와 핵심

성공요인(CSF, Critical Success Factor)을 도출한다.

특히 서울 나노산업의 핵심성공요인(CSF)은 세 가지 항목 - 제2장에서 도출된 

나노산업 외부환경의 위기요소 및 기회요소, 제3장에서 도출된 해외 나노산업의 핵

심성공요인(CSF), 제4장에서 도출되는 서울 나노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경쟁우위

요소(CA) - 을 종합적으로 반 하여 마련될 것이다.

1. 나노기술 R&D 주체 집적 현황

1) 공공연구소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의 나노기술 관련 공공연구소의 약 29%가 서

울 및 수도권에 소재(서울은 15%)하고 있다. 서울 소재 나노기술 관련 공공연구소

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서울센터)이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1개의 나노관련 연구센터를 보유

하여 고려대, 국민대, 광운대, 서울산업대와 함께 홍릉벤처벨리를 중심으로 한 서울 

동북부 지역의 R&D 집적단지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산하

에 나노정보분석실을 두어 우리나라 나노기술 분야 전반의 기술․산업․정책․인적

자원․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울 외에 경기도 수원시에는 과기부, 경기도, 6개 공동주관기관이 함께 출자한 

나노소자특화Fab센터가 2006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이는 재단법인 형태로 

운 되어 수도권 및 서울 지역 R&D 주체들에게 나노수준의 관찰․측정․가공 등

이 가능한 시설․장비 사용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부품연구원(KETI)이 

최근 경기도 분당구로 이전하여 나노소자․NIT․NET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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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며, 특히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상호 탐색을 중개하여 사업기회를 창출하

는 「지원기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표 4 - 11 > 나노기술 분야 공공연구소 (서울 및 수도권)

기관 나노기술 관련 센터/Lab
소재

광역 기초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KIST

광전자재료연구센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광기술연구센터

금속공정연구센터

나노복합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나노소자연구센터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단

나노재료연구센터

나노환경연구센터

마이크로시스템연구센터

박막재료연구센터

복합기능세라믹연구센터

신금속재료연구센터

청정기술연구센터

촉진수송분리막연구센터

테라급나노소재개발사업단

Diamond Laboratory-21

DLC Lab.-21

Living Polymerization Group

분말성형연구실

자성박막연구실

저마찰/마멸연구실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KISTI
나노정보분석실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서울센터)

나노환경연구부

성북구 안암동
나노결함분석연구팀

(재)나노소자특화Fab센터

경기도

수원시 원통구

전자부품연구원

KETI

나노정보에너지연구센터

분당구 야탑동
나노메카트로닉스연구센터

나노IT부품기술산업화지원센터

마이크로머신연구센터

에너지저장소재팀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인천센터)

마이크로성형팀

인천 연수구 동춘동
나노가공팀

나노소재팀

나노표면기술팀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5b)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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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연구소

제3장의 분석과 같이, 나노기술 분야의 전국 대학연구소 중에 약 29%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포함하면 전국 대비 42%에 이른다. 산하에 나노기술 관

련 연구센터를 운 하는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고려대 등의 순

이며, 이들 각 대학이 서울의 동(북)부, 서(북)부, 남부 지역에서 나노기술 연구개발

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학은 나노기술의 연관 분야인 IT, BT 등의 

학제간 연구가 가능하여, 향후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기술(Converging 

Technology) 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지역에서는 성균관대, 

한양대, 아주대학교를 중심으로 나노기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주변 수

도권 서남부 산업단지와 연계되어 연구성과의 산업화 환경이 뛰어나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의 대학은 나노관련 학과(대학원)개설이 2002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노기술 연구에 필수적인 학제간 연구 프로그램이 

아직 형성중인 단계에 있다.

< 표 4 - 12 > 나노기술 분야 대학연구소 (서울 및 수도권) 

기관
나노기술관련 연구센터

/Lab)
연구인력

(책임, 박사후, 박/석사과정)5)
소재

광역 기초

건국대학교 2 10

서울

광진구 화양동

고려대학교 13 101 성북구 안암동

광운대학교 2 10 노원구 월계동

국민대학교 11 150 성북구 정릉3동

동국대학교 2 120 중구 필동

서강대학교 4 18 마포구 신수동

서울대학교 37 319 관악구 신림9동

서울시립대학교 4 35 동대문구 전농동

연세대학교 31 237 서대문구 신촌동

이화여자대학교 23 146 서대문구 아현동

중앙대학교 2 14 동작구 흑석동

한양대학교 18 225 성동구 행당동

경원대학교 1 5

경기

도

성남시 수정구

성균관대학교 25 142 수원시 장안구

세종대학교 1 5 수원시 장안구

아주대학교 7 23 수원시 팔달구

한국항공대학교 2 15 고양시 덕양구

한양대학교 10 232 안산시 상록구

인하대학교 4 4 인천 남구 용현동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5b)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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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체

제3장의 분석 결과, 전국 나노기술 관련 기업체 중 70.8%가 수도권에 집적되어 

있고, 서울은 전국 대비 약 27.5%의 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높은 비율의 나노기술 

기업 수도권 집적 현상의 양태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Spinoff 창업을 들 수 있는데, 한국과학기술

연구원과 고려대 등을 중심으로 한 서울 동북부 지역과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 

남부 지역 벤처기업체들이 그 예이다. 그리고 벤처캐피탈에의 근접성을 활용하기 

위한 서초구 및 강남구 지역의 기업 집적현상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관련기

술 기업들이 나노기술을 도입하여 NET 및 나노소재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사례들도 존재하며, 특히 등포구․구로구․안양,․수원 등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서남부 산업단지에서 클러스터 효과를 누리기 위한 창업이 활발한 것이 수도권에서

의 나노기술 기업체 집적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표 4 - 13 > 나노기술 분야 기업체 (서울 및 수도권) 

지역별

기업 구분
업체수

기술 분야별 해당업체수6) 직원수
7)기반 소재 NIT NBT NET

서울

벤처 17

32

84

4

5

20

3

12

35

2

6

23

5

6

13

5

9

15

249

중소 9 1 7 0 1 2 192

대기업 6 0 2 4 0 2 13,021

경기

도

벤처 29

46

11

14

10

18

9

16

3

7

4

5

1,013

중소 12 3 6 3 4 0 858

대기업 5 0 2 4 0 1 (8,900)

인천

벤처 2

5

0

1

2

4

0

1

0

0

1

1

388

중소 1 1 0 0 0 0 45

대기업 2 0 2 1 0 0 2,170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5b) 재정리

4-5) 2004년 현재, 센터 및 Lab 間 인원중복 포함.

4-6) 해당 기술분야별 주체 중복산정. 나노소자는 NIT(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등), NBT(나노

바이오, 의료/보건 포함), NET 등 해당 활용분야별로 산정하 음.

4-7) 2004년 현재. 경기도 수원시 소재 SK 케미칼, 삼성전자(메모리), 경기도 파주시 소재 LG 

PHILIPS LCD 인원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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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노기술 R&D 주체 집적현황 종합

(1) 서울 지역

전술한 나노기술 R&D 주체의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집적현황을 그림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4 - 2 > 나노기술 관련 R&D 주체 1 : 서울 (대학,공공연구소,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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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T

▽: NBT

X : NET

ⓤ: 나노기술전반(대학, KIST,마곡)

▲: 나노기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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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기술정보관리(KISTI)

○: 나노소재

◆: NIT

▽: NBT

X : NET

ⓤ: 나노기술전반(대학, KIST,마곡)

▲: 나노기반/시스템

ⓤ

서울 지역 내에서는 크게 일곱 개의 동심원을 중심으로 집적 양태의 구분이 가

능하다. 첫째, 서울 동북부 지역은 나노기술 및 관련 분야(BT, IT, ET)에 대한 기

초기술 연구를 담당하는 대학(고려대, 한양대, 국민대, 건국대, 광운대, 서울시립대, 

서울산업대)과 공공연구소(KIST, KISTI)를 중심으로 한 연구중심 권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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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세대 및 이화여대, 서강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 서북부 지역의 동심원으

로, 2005년 5월 ‘신촌밸리’라는 명칭의 대학간 연구교류 협력 체제가 출범하여 연구

중심 권역이 형성되었고, 동북부 지역과 같이 아직까지 창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

태이다. 

셋째, 서울 남부 권역의 동심원으로서, 서울대 산하 연구센터들과 그에서 비롯된 

Spinoff 창업이 발견된다.

넷째, 등포구․구로구 등 기존 산업단지 내의 클러스터 효과를 활용하기 위한 

기업체, 기존 산업에 나노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아이템의 제품을 생산하려는 기

성 기업 등 나노기술 관련 기업체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권역이다.

다섯째, 강남권역과 여의도권역에는 기초기술과 연관기술을 제공하는 대학 또는 

공공연구소는 없으나, 서초구․강남구․여의도에 집된 벤처캐피탈 접근성을 극대

화하려는 나노기술 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덧붙여, 양천구와 강서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 서부권역은 아직 구체화된 나노기

술 클러스터 모델은 없으나, 향후 강서구에 마곡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

고 특히 나노기술을 비롯한 융합기술의 산업화 기능에 특화될 계획이다. 따라서 마

곡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나노산업의 집적이 예상되는 권역이다.

 

(2)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 지역

수도권 지역의 나노기술 R&D 주체들은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을 

중심으로 ‘L자(字)’ 형태를 가지고 집적되어 있다. 구체적인 집적 양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수도권 산업벨트 상의 나노기술 기업체들로서, 파주․수원․평택으로 이어

지는 (주)LG-PHILIPS LCD․삼성전자의 LCD 첨단기술벨트와 기존 서남부 산업벨

트의 클러스터 효과를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다.

둘째, 안산의 한양대와 수원의 성균관대․아주대를 중심으로 한 나노기술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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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지역으로서, 대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산업단지에서 산업화가 가능한 

이점을 살리기 위한 창업이 활발하다.

셋째,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과 분당지역으로서, 이 지역은 대학의 기초연구활

동 환경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적극적인 벤처단지 조성노력으로 인해 최

근 전자부품연구원(KETI)의 이전 등 나노기술 사업체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 그림 4 - 3 > 나노기술 관련 R&D 주체 2 : 수도권 (대학,공공연구소,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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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NET

ⓤ: 나노기술전반(대학,KETI)

▲: 나노기반/시스템(Fab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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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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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기반/시스템(Fab포함)

•경기남서부의기존산업단지, 대학중심의기업집단L字형분포
•서울지역나노산업R&D지원에있어서경기도의생산자원적극활용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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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노기술 산업화 여건

서울 나노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 및 시장여건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현재로서는 나노산업의 최종생산물을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표준산업분류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접

적인 방법을 통해 나노산업의 시장 성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간접적

인 방법이란 나노산업과 연관되는 산업분야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나

노산업의 동반 발전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이다.

1) 연관산업 특화 현황

나노기술은 기존 기술․산업 全 분야에 향을 미치는 기반/선도적인 성격을 가

지기 때문에, 나노기술의 독자적인 산업부문이 있다기보다는 연관 산업의 중간재 

또는 소비재의 공정혁신과 신소재 공급을 통하여 나노기술의 산업화가 구현된다.

다음 표는 LQ지수를 통해 서울의 나노기술 관련 산업의 특화정도를 보여준다. 

여기에 제시된 정보통신기술 및 의료, 정 가공 및 소재, 건설업 등은 나노기술로부

터 공정․소재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2차 수요를 창출하는 산업분야로 파악된다. 

이에 모두LQ지수8)가 ‘1’이상으로서, 서울의 나노기술 활성화 환경이 비교우위에 있

음을 보여준다.

4-8) 전국의 산업구조와 비교하여 해당 지역의 특정 산업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특정 산업의 사업체 혹은 종사자 LQ>1인 경우에는, 전국의 산업구조와 비교하여 특화된 

산업으로 볼 수 있으며, LQ=1인 경우 전국의 산업구조와 동일한 산업구조를 가진 산업으로 간주

할 수 있다.

LQ i  =

서울시 i산업 종사자(산업체)

서울시 全산업 종사자(산업체)

전국 i산업 종사자(산업체)

전국 全산업 종사자(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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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14 > LQ지수에 의한 서울의 산업특화

구 분 사업체수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63

의료, 정 ,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12
건설업 1.02
통신업 1.02

자료 : 서울특별시(2004c) 재정리
 

특히 지식기반산업인 정보통신기술(IT)과 바이오생명공학기술(BT)의 경우, 나노

기술에 의한 새로운 소재 및 소자의 공급을 통해 동반 발전하는 산업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 산업은 나노산업과 동일 클러스터 권역 내에 집적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노산업 연관산업으로서의 IT, BT 분야의 서울 집적도를 확

인하는 것은, 향후 서울의 나노산업 발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2) IT 산업 집적현황 및 NIT 시너지 가능성

정보통신산업은 표준산업분류상 IT제조업(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상, 

음향기기 제조업), IT서비스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 관련업), 전기통신업을 

포괄한다.

서울시 정보통신산업은 8,796개의 업체에 200,773명이 종사하고, 서울 총 종사자

의 5.3%를 차지하여 산업적 고도화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서울의 

IT 제조업이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 IT서비스업의 두 배를 차지하고 있어, IT제조업

으로 특화되어 있는 인근 경기지역과 명확한 공간분업(division of labour) 형성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04c).

다음 그림에 나타나는 동남권은 서울시 전체 IT사업체의 절반 정도인 4,100여개

의 사업체에 9만3천명이 종사하고 있고, 특히 강남구의 경우 동남권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이 지역은 벤처캐피탈 접근성 이점으로 인해 나노산업 기업체들 또



97

한 집적해 있는 곳으로서 기술융합의 기회는 물론, 기존 IT투자기관이 나노기술․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력을 갖추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

다.

그리고 서남권역이 IT사업체의 28.6%, 종사자의 2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

역은 등포구 중심의 IT서비스업과, 구로구․금천구 중심의 IT제조업을 바탕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공동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본 지역에 입지한 나노산

업 클러스터 기업체들이 연구․생산을 동시에 추구하는 양태와 비슷하며, NIT 분야 

연구 및 연구성과의 제조․사업화 연계 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북권과 도심권에는 앞의 두 권역에 비해 IT 및 나노기술 사업체 입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집적으로 인해 

NIT 분야 기초․핵심기술 연구가 특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우수하다. 특히 노원구 

공릉동에 NIT 산업단지가 위치할 예정이므로, 장기적으로 이 지역이 서남권과 함께 

서울의 연구 및 제조․사업화 연계가 이루어지는 두 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 그림 4 - 4 > 서울 정보통신산업 기업체 집적 현황 

자료 : 서울특별시, 2004c.



98

3) BT 산업 집적현황 및 NBT 시너지 가능성

서울의 BT산업 기업체들은 다음 그림과 같은 입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구․서초구의 바이오 벤처업체들과 나노기술 기업체들은 모두 테헤란 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IT클러스터와 공간적 배경이 유사한데, 이는 바이오 및 나노 

클러스터가 독립적으로 형성되기보다 지식기반산업이 이미 집적해 있어 산업연계 

및 혁신창출이 용이한 지역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BT 기업체들은 주요 대학 - 관악구(서울대), 서대문구(연세대), 종로구(서

울의대), 성북구(KIST, 고려대), 광진구(건국대)등 -을 중심으로 집적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학의 연구 성과를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실험장비 및 연구 

인력과의 교류가 용이한 대학 주변 입지를 선호하기 때문이며, 동북부․서북부․서

남부 권역에서 BT 사업체들과 나노기술 사업체들의 입지 요인이 유사한 것으로 파

악된다. 따라서 나노기술 및 BT․IT 분야의 선도적인 기술과 관련 장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NIT, NBT 융합분야의 기초․핵심 연구가 활성화

되면 주변에 입지한 관련 기업체에서 해당 기술의 사업화 경로를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그림 4 - 5 > 서울 바이오 벤처기업 집적 현황 

자료 : 신창호(20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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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도시 공공사업 수요

서울은 인구규모와 경제활동에 있어서 우리나라 도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며, 이는 도시의 대규모화에 따른 많은 도시문제를 수반한다. 도시 교통․환경․안

전․기반시설 등에 대한 수요는 서울의 인구 및 경제활동 규모를 반 한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행정 분야가 아닌,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에 

따라 편성되는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항목의 서울시 예산은 2005년 기준으로 여타 

7개 광역시․도의 동일항목 예산 평균보다 239% 많은 규모이다.

< 표 4 - 15 > 주요 광역시도별 2005년 예산 비교

시도
예산항목별 규모 (단위 : 백만원)

합계 합계 평균
사회개발 경제개발

서울 4,772,783 2,104,968 6,877,751 6,877,751

부산 2,313,338 1,529,151 3,842,489

2,874,406

대구 1,324,679 1,276,835 2,601,514

인천 2,329,822 936,242 3,266,064

광주 920,017 665,237 1,585,254

대전 848,210 598,334 1,446,544

울산 765,447 277,916 1,043,363

경기도 4,647,400 1,688,216 6,335,616

여러 가지 도시문제 및 공공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예산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며,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물리적 사업 목적에 사용하도록 편성되는 

서울시의 특별회계는 2005년 현재 전체 예산 대비 30%에 이른다.

이와 같은 서울시 공공분야 사업은 대규모의 자본 및 기술의 투입을 필요로 하

며, 산업전반 생산물의 최종 수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나노산업의 공

정기술․혁신소재 측면의 기반/선도적 성격을 고려할 때, 대도시 공공사업에 수반되

는 물리적․기술적 수요에 비례하여 나노기술의 수요 또한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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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공공사업은 실질적 활용수요에 대한 대응 수단일 뿐만 아니라, 경제부양 

및 기술 육성 등의 다양한 공공 목적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장

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연구개발 인센티브가 부족할 수 있는 나노기술의 경우에 

있어서 공공(R&D)사업을 통한 서울시의 인위적인 나노기술․나노산업 수요 창출은 

효과적인 기술 육성 방책이 될 수 있다.

3. 서울 나노산업 주요활동 분석 종합

이상과 같은 서울 나노산업의 주요활동(R&D)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

다. 

< 그림 4 - 6 > 나노기술 주요활동 현황 종합

대학연구중심

-NBIT학제간연구자원풍부
-NBIT기초/핵심기술사업화연계
-대학시설/장비이용편의성

기업/금융중심

-강남권: IT, BT, NT기업체집적

-강남권, 여의도권:
NT 전문캐피탈활성화가능

제조업중심

-IT, NT제조업중심클러스터
-나노소재, NET 활성화

개발중
(공릉

NIT 단지)

개발예정
(마곡

첨단산업
단지)

대학연구중심

-NBIT학제간연구자원풍부
-NBIT기초/핵심기술사업화연계
-대학시설/장비이용편의성

기업/금융중심

-강남권: IT, BT, NT기업체집적

-강남권, 여의도권:
NT 전문캐피탈활성화가능

제조업중심

-IT, NT제조업중심클러스터
-나노소재, NET 활성화

개발중
(공릉

NIT 단지)

개발예정
(마곡

첨단산업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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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나노기술 및 연관기술 R&D 주체가 되는 대학 연구자원의 집적도 및 질

적 수준에 있어서 비교우위에 있다. 따라서 학제간 연구를 통한 혁신 융합기술 개

발에 긍정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도시로서의 서울은, 나노기술이 적용된 

연관산업들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많은 도시 공공분야 사업 기회가 제공된다. 

이와 같은 서울의 경쟁우위 요소들(CA, Competitive Advantage)을 강화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이 핵심성공요인들(CSF, Critical Success Factor)이 정립되어 정책

지원과 연계되어야 한다.

서울지역에 나노기술 R&D 활성화 여건이 갖추어진 것과 달리, 현행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규제로 인해 기존 산업체 집적지인 등포․구로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새로운 생산시설의 입지가 어렵다. 따라서 향후 서울은 나노기술 산업화

의 3단계(연구, 생산, 판매)별로 전략을 차별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단계에

서는 협력 연구활동을 통해 서울의 비교우위 분야인 나노․융합기술 연구기능의 활

성화를 꾀해야 한다. 생산단계에서는 서울 지역 外 수도권의 제품 생산자원을 이용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판매 단계에서는 공공사업 등을 통해 

서울이 나노기술을 활용한 최종 생산물의 Test-bed 또는 수요처로서의 기능을 강

화해야 한다.

< 표 4 - 16 > 서울 나노산업 주요활동(R&D) CA, CSF

방안 도출 논리
내용

기술․연구 차원 생산․시장 차원

CA

(경쟁 

우위

요소)

공격

전략

요소

내부환경
강점
외부환경
기회

▷ 관련기술(BT, IT) 집적 
우위. 시너지 효과 기회 
큼

▷ 나노기술 응용 가능 분야(도시생활, 
도시환경, 공공복지 관련 분야) 많음. 
test-bed 역할. 잠재시장 큼

방어

전략

요소

내부환경
약점
외부환경
위협

▷ 학제간 연구 초기단계
▷ 자연적 시장 형성에 시간 소요
▷ 생산 기능의 경기도 지역 집적 → 
(서울 지역 내) 생산 기능 확장 한계

CSF

(핵심

성공

요인)

도시 공공분야

융합기술 

활성화,

사업화 촉진

▷ 주요활동 3단계 과정(연구, 생산, 판매)에서 서울시 비교우위 단
계인 연구 및 판매(수요시장) 역할의 활성화, 수도권 생산 기능 

연계

▷ 서울시 소재 융합기술 
분야 주체 간 교류 및 
공동연구 활성화

▷ 지방정부의 R&D 역할 정체성 정립 
: 기술 사업화/실용화. 도시생활, 도
시환경, 공공복지 등 나노기술 적용

가능 분야 시장   조기 형성
▷ (서울 지역 內外) 연구 및 생산 주체 
상호 협력, 사업기회 탐색 기회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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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서울 나노산업 지원환경 분석

1. 네트워크 (Network)

1) 오프라인(Offline) 네트워크

서울에 소재하면서 나노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을 위한 목적으로 설

립된 연구․협의회는 2005년 현재 17개로 파악된다. 이들 조직은 대체로 NIT, NBT 

등 기존 지식기반산업에 나노기술이 차용된 연구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협의체들은 대체로 전국규모 또는 특정 기술분야 및 특정 회원기업 중심의 

연구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 나노산업 활성화에 대해 중지를 모으

기 위한 목적을 가진 조직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 표 4 - 17 > 서울 소재 나노산업 관련 연구․협의 조직

▷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 한국나노바이오시스템연구조합

▷ MEMS튜브연구회

▷ 나노튜브연구회

▷ 대한전기학회 MEMS 연구회

▷ 일진나노텍 나노기술연구회

▷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이용자협의회

▷ 나노정보교류협력위원회

▷ 한국디스플레이장비재료산업협회

▷ 한국전자재료연구조합

▷ 한국반도체연구조합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

▷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

▷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 바이오벤처협회  

대학․공공연구소․기업체들이 연계되어 개최하는 나노기술 관련 행사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200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나노기술 관련 행사 중 

35%가 서울에서 열렸다. 총 28회의 서울 지역 행사들은 모두 기술 주제 위주로 이

루어졌고,  서울 나노산업 육성 등 지역 위주 주제의 정책토론 성격을 가진 모임은 

한 건도 없었다. 또한 나노기술․제품을 탐색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전시회 성격의 

모임은 3건이었으며, 그 중에서 정례적 성격을 가진 행사는 2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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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18 > 나노기술 관련 주요 행사 (2004년. 서울에서 개최된 행사)

행사 성격 내용 주최

심포지움
(5)

▷ 제1차 나노메카트로닉스 국제심포지엄 나노메카트로닉스기술개발사업단

▷ 제4회 아산-하버드 국제 심포지엄
서울아산병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Harvard Medical School

▷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cro/nanoscale 
evergy conversion & transport 2004

Micro Thermal System Research 
Center

▷ 3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pound 
Semiconductor

서울대학교

▷ Ewha NanoBio International on Nanotechnolgy 이화여자대학교

포럼
(3)

▷ 제2회 연세 의과학 포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나노과학기술연구
소

▷ 2004 제1회 나노포럼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2004 제2회 나노포럼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워크샵

(7)

▷ 제3회 서울시립대학교 나노과학기술 workshop 전국나노과학기술학과 모임

▷ 한․독 나노&바이오 기술 워크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독일 잘란트경제진
흥공사, 성남산업진흥재단

▷ 제2회 Nano imprinting Lithography Workshop
서울대학교 나노공정해석기술개발연구
팀

▷ The 3rd US-Korea Workshop on 
Nanostructured Materials and 
Nanomanufacturing, The 1st US-Korea 
Workshop on Nanoelectronics

US Air Force Office of Scientific 
Research, 한양대

▷ The 1st International Workshop on Nanoscale 
Semiconductor devices

산업자원부

▷ 제1회 Korea-RIKEN Workshop RIKEN, 서울대, 한양대 외

▷ 제5회 반도체 양자구조 국제워크숍
나노핵심 양자역학적 점/선 기술개발 사
업단

세미나
(3)

▷ KAIST EMDEC-나노기술(스핀트로닉스) KAIST EMDEC

▷ 상압 NANO 유화 에멀젼 장치 이론 및 시연 (주) 마텍무역

▷ 탄소나노튜브의 소재기술과 산업화 응용기술 
세미나

매일경제 지식센터

교육
(3)

▷ NT IT 장비교육 서울대학교

▷ NT/IT 나노공정교육 서울대학교

▷ 제2회 크리스마스 과학 콘서트
한국과학문화재단, KBS, 청소년과학기
술진흥단, WISE거점센터

전시회
(3)

▷ SEMICON Korea 2004 SEMI

▷ Nano Korea 2004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 국가지정연구실 성과전시회 과학기술부

기타
(4)

▷ 대한화학회 제93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대한 화학회

▷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성과전시회 과학고교생 
초청 강연회

과학기술부

▷ 2004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 해외석학 초
청강연 및 열린보고회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

▷ 차세대 광원/LCD 소재/EMC/Flexible PCB/차세
대 배터리 기술 세미나

한국산업기술지원센터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5b)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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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Online) 네트워크

나노기술과 관련된 온라인 네트워크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현재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운 중인 주요 온라인 네트워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의 ‘NANONET’과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의 DB로서, 국가적 차원의 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네트워크로는 KISTI의 DB가 유일하다.

서울시의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 상에는 나노기술을 비롯하여 전략산업 관련 

컨텐츠나 나노기술 관련 DB와의 링크가 미흡하며, 창업보육센터 간에는 정보교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표 4 - 19 > 나노기술 관련 온라인 네트워크

운  주체 내용 비고

중앙
정부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종합 DB 계획 추진 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www.nanonet.info 나노기술 관련 정보 총괄 관리

서울시

통합 홈페이지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 나노 및 전략산업 관련 정보 미흡

창업보육센터 센터별 DB 상호 정보 교류 미흡

기타 과학기술정보망 계획 추진 중지

기타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체, 기술 정보 DB 조합 회원사 중심 정보 제공

3) 서울 나노산업 네트워크의 핵심성공요인

서울에 집적된 나노기술 관련 우수 대학들과 기업체를 고려할 때, 서울이 가진 

네트워크 차원의 경쟁우위(CA, Competitive Advantage)요소는 국내 어느 곳보다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서울지역의 나노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화된 목적의 

네트워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다양한 네트워크 조직들이 서울

지역의 나노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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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나노산업에 대한 국내외의 접근에 대응하여 서울시의 공신력있는 나노산업 정

보 창구가 필요하며, 나노기술․제품의 검색과 거래를 활성화하는 기회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공히 확충되어야 한다. 

< 표 4 - 20 > 서울 나노산업 지원환경 1 : 네트워크 CA, CSF

방안 도출 논리 내용

CA

(경쟁

우위

요소)

공격

전략

요소

내부환경

강점

외부환경

기회

▷ 연구개발 관련 네트워크의 다양성, 물리적 근접성

▷ 관련기술(BT, IT) 연구개발 주체 서울 및 수도권 집적

방어

전략

요소

내부환경약

점

외부환경위

협

▷ 서울시 나노산업 정책 연구/비전 제시 통할 조직 부재

▷ 서울시 內(산학연 R&D 주체), 外(해외, 지방정부)와의 협력사

업 경험/채널 부족

▷ 서울 지역을 위한 네트워크 모임 부족

▷ online contents(나노기술 정보, 교육, 연구) 부족

CSF

(핵심

성공

요인)

해외도시 間 

네트워킹
▷ 해외자원유치(inbound), 해외진출(outbound)을 위한 창구

지역 間

네트워킹

▷ 입지문제 등으로 인해 산업단계에 따른 지역별 특화 가능성 

증대.

  전문화된 지역 클러스터 間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울지역 

네트워킹

▷ 주체별 역할/기능 특화/분담 (비전제시, 정책결정, 개별사업 

수행)

▷ 기술/제품/정보의 탐색 및 거래 場 활성화

▷ online/offline contents 연동. online contents 강화

2. 인력양성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1) 나노기술 인력양성 환경

2005년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서 나노기술 관련 학과를 개설한 대학은 모두 11

곳이다. 대부분 석사․박사 위주의 대학원 과정으로 운 되고 있으나, 국민대, 세종

대, 한국산업기술대는 학부과정에도 별도의 나노학과를 설치하 다. 또한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는 대학원을 협동과정으로 운 하여 학제간 협력 연구를 원활히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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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학의 나노기술 관련 교육과정은 대부분 2002년 전후에 개설되었으며, 아

직 표준화된 교과과정은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학제간 연구라 할지라도 동일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간 교육 협력은 앞으로 활성화해야하는 부분이다.

< 표 4 - 21 > 나노기술관련 학과 개설 대학 (서울 및 수도권) 

기관
학위과정

학과명, 센터명
소재

종류 과정 광역 기초

고려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석사

박사

마이크로/나노시스템 협동과

정

서울

성북구

안암동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사

석사

박사

테크노과학부(나노전자물리

학과, 생명나노화학과)

성북구

정릉3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석사

박사

나노신소재공학부(나노공학

전공), 나노과학기술협동과

정(나노물리소자,나노소재화

학,나노바이오시스템)

관악구

신림9동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나노과학기술학과

동대문구 

전농동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나노과학부

서대문구 

아현동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나노공학과

성동구

행당동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석사

박사
나노과학공학협동과정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사

석사

박사

나노신소재공학부 나노공학

전공

수원시

장안구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학부 생명/분자공학부
수원시

팔달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사

석사

박사

나노광공학과
시흥시

정왕1동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사 나노시스템공학부 인천
남구

용현동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5b)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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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노기술 인력 수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2004년에 실시한 나노기술 관련 기업․대

학․공공연구소에 대한 설문조사9)에서 각 기관 관계자들은 나노기술 인력 수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현재 인력규모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현

재 중앙정부의 인력양성 정책 만족도에 있어서는 55%의 응답자가 보통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전체적으로는 평균 2.7로 나타나 인력양성정책이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나타냈다.

< 표 4 - 22 > 현재 인력규모에 대한 과부족 정도

구분
매우부족

(1)

부족

(2)

보통

(3)

충분

(4)

매우충분

(5)
계 평균

기관

형태

민간기업
8

(15%)

19

(36%)

19

(36%)

6

(11%)

1

(2%)

53

(100%)
2.5

민간연구소 -
4

(80%)

1

(20%)
- -

5

(100%)
2.2

대학
3

(18%)

9

(53%)

3

(18%)

2

(12%)
-

17

(100%)
2.2

공공연구기관
1

(10%)

5

(50%)

3

(30%)

1

(10%)
-

10

(100%)
2.4

계

(비율, %)

12

(14%)

37

(44%)

26

(31%)

9

(12%)

1

(1%)

85

(100%)
2.4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4a) 수정

4-9) 2005년 1/4분기에 총 유의적 추출법에 의해 총 91개 기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응

답자 중 서울․수도권 소재 기관 소속은 45% 비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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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23 > 인력양성정책 만족 정도

구분
매우불만

(1)

불만

(2)

보통

(3)

만족

(4)

매우만족

(5)
계 평균

기관

형태

민간기업
1

(2%)

19

(34%)

32

(57%)

3

(5%)

1

(2%)

56

(100%)
2.7

민간연구소 - -
5

(100%)
- -

5

(100%)
3.0

대학
1

(6%)

9

(50%)

7

(39%)

1

(6%)
-

18

(100%)
2.4

공공연구기관 -
4

(40%)

5

(50%)

1

(10%)
-

10

(100%)
2.7

계

(비율, %)

2

(2%)

32

(36%)

49

(55%)

5

(6%)

1

(1%)

89

(100%)
2.7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4a) 수정

 

< 표 4 - 24 > 우선 고려해야 할 인력양성정책 항목

구분
산학연

합동연구

대학의

나노인력

양성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추진

해외전문

인력활용

자체

프로그램

지원

계

기관

형태

민간기업
21

(36%)

8

(14%)

24

(41%)

3

(5%)

3

(5%)

59

(100%)

민간연구소
2

(40%)
-

2

(40%)

1

(20%)
-

5

(100%)

대학
8

(42%)

9

(47%)

1

(5%)

1

(5%)
-

19

(100%)

공공연구기관
8

(67%)

1

(8%)

2

(17%)
-

1

(8%)

12

(100%)

계

(비율, %)

39

(41%)

18

(19%)

29

(31%)

5

(5%)

4

(4%)

95

(100%)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4a)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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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인력양성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기능을 묻는 위의 질문에 대해

서는 ‘산학연 협동연구를 통한 인력양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산학연 합동연구를 통해서 인력부족 및 자금난 해소와 더불어, 기업 인력의 

재교육과 취업前 인력의 현장실습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인력양성 방식에 대한 선호 표시는 다음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나타난

다. 응답자들은 필요한 인력분야에 대해서 응답 당시로서는 기초연구인력의 수급을 

당면과제로 표시하 으나, 향후 5년 전후에는 응용개발인력의 수급이 중요하다고 

답하여, 나노산업이 성숙화 되면서 점차로 나노기술의 응용과 사업화에 필요한 기

술을 가진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응용개발 기술을 가진 인

력이 대학으로부터 기업으로 충원되기 위해서는 대학(원) 재학 중에 이미 기업체와

의 공동연구 과제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 표 4 - 25 > 우선 필요 인력분야

구분 기초연구 응용개발 생산지원 기획관리 계

현재

민간기업 17
(33%)

31
(60%)

2
(4%)

2
(4%)

52
(100%)

민간연구소 2
(40%)

3
(60%) - - 5

(100%)

대학 16
(89%)

2
(11%) - - 18

(100%)

공공연구기관 7
(78%)

2
(22%) - - 9

(100%)

계
(비율, %)

42
(50%)

38
(45%)

2
(2%)

2
(2%)

84
(100%)

향후
5년

민간기업 11
(20%)

28
(50%)

13
(23%)

4
(7%)

54
(100%)

민간연구소 1
(20%)

2
(40%)

2
(40%)

- 5
(100%)

대학 4
(21%)

13
(68%)

2
(11%) - 18

(100%)

공공연구기관 1
(11%)

8
(89%) - - 9

(100%)

계
(비율, %)

17
(19%)

51
(57%)

17
(19%)

4
(4%)

89
(100%)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4a)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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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 나노산업 인력양성의 핵심성공요인

서울은 나노기술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우수한 자원이 집적되어 있다. 그런데 

대학 등 소재 자원에 비해 인력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이 미흡하고, 나노기술 인력

을 둘러싼 대학과 기업체 간의 질적․양적 수급의 괴리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따

라서 향후 다학제간 협력교육, 맞춤형 교육과 같은 산학연계형 교육 및 훈련이 강

화되어야 한다.

< 표 4 - 26 > 서울 나노산업 지원환경 2 : 인력양성 CA, CSF

방안 도출 논리 내용

CA

(경쟁

우위

요소)

공격

전략

요소

내부환경
강점
외부환경
기회

▷ 대학 등 인력양성 교육기관 집적우위

  (서울 나노산업 자원의 가장 큰 강점)

방어

전략

요소

내부환경
약점
외부환경
위협

▷ 다학제적 교육 활성화 미흡

▷ 나노관련 인력의 수요/공급 Mismatch 문제

▷ 他 전략산업에 비해 우수 인력 유인력 낮음 (장학금, 연구비, 

취업 문제 등)

CSF
(핵심
성공
요인)

다학제간 교육 ▷ 다학제간 교육 활성화

산학연계형
(맞춤형)
교육/훈련

▷ 나노기술 인력 수요/공급의 질적/양적 Mismatch 해소, 맞춤형 

교육

3. 인프라 (R&D 시설․장비)

1) 나노기술 인프라 환경

나노기술의 극미세 특성으로 인해, 나노기술 연구개발에는 마이크로(μ) 수준 이

하의 물질을 측정․가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장비는 대부분 

고가(高價)에 속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개별 연구주체가 구입하여 보유하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2001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 발표되면서, 정부차

원에서 고가의 나노기술 장비와 시설을 구축하여 개별 연구주체들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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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비․시설은 전국의 연구개발 권역의 거점별로 분할 구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요 공동 인프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대전 KAIST가 주관기관

으로 운 하는 나노종합Fab센터는 나노기술 全분야에 필요한 연구 장비를 제공한

다. 그러나 본 Fab센터가 대전에 위치한 이유로 인해, 서울 지역에서의 접근이 쉽

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지역 연구개발 거점 지원의 일환으로 광주와 포항에 각각 

한 개소씩 위치한 나노기술집적센터 또한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좋지 않

다.

이에 서울 지역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주체가 가장 빈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

노기술 전용 Fab은 수원에 위치한 나노소자특화Fab이다. 이는 재단 형태로 설립되

어 가입기관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서울에 소재한 나노기술 인프라는 서울대, KIST 등의 대학․연구기관 보유 장

비와 각 개별 나노기업체 보유 장비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

소는 ‘NT-IT융합기술 인력양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회원사

에 한하여 NIT 장비․시설의 무상 제공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장비․시설에 비해 그 수요가 많아 서울지역 이용자들의 장비

수요 애로가 여전히 남아있다. 아래 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2005년) 결과로서, 나노기술 인프라의 이용 양상을 보여준다. 필요한 장비를 

자체 보유한 비율은 32%이고, 다른 기관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대학 및 공공연

구소(KIST, ETRI)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타기업의 장비를 이용

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기업보유 장비 공동이용의 한계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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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27 > 주요 나노기술 인프라(장비․시설) 비교

나노 종합Fab 센터 나노소자 특화Fab 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목표 ▷나노기술 기초/응용분야의
연구장비 이용 서비스 제
공

▷중심의 비실리콘계 나노소
자에 특화된 연구장비 이
용 서비스 제공

▷나노소재ㆍ재료 및 나노공
정ㆍ장비  분야의  서비스 
제공

주관기관
▷KAIST
 -공동: 대전시, 충남도, 8개
출연연

▷(재)나소자특화팹센터
 -공동 : 경기도, 서울대등 6
개 기관

▷포항공대(소재․재료) 광주
생기원/전북대(공정․장비)

사업기간 2002.10 ∼ 2011.9(9년) 2003. 9 ∼ 2007.8(5년) 2004. 8 ∼ 2008(5년)

사업비

(억원)
2,900

(정부 1,180/민간 1,720)
1,731 (정부 500/지자체 

975/민간 256)
2,668

(정부 900/민간 1,768)

서비스

분야

▷나노기술 전분야
 - 나노소자 
 - 나노신소재 
 - 물리원천분야 
 - 생물/화학분야 등
 

▷화합물반도체 중심의 나노
소자 공정서비스
 
▷나노구조물 개발 및 특성
평가
 

▷소재ㆍ재료관련 장비
   (포항공대)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광주생기원), 
▷반도체 중심 공정․장비 
개발 (전북대)

주요 

개발대상

(이용자)

▷실리콘계 반도체
 - 메모리반도체 : 정보 저장
용
   ꋯ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
체 등
 - 비메모리반도체 : 신호처
리와 계산용
   ꋯ삼성전자, 매그나칩

▷화합물계 반도체
 - 광소자 : 가시광, 적외선, 
자외선 역의 파장을 내
는 발광 소자
   ꋯ삼성전기, LG이노텍, 서
울반도체 등
 - 전자소자 : 초고속 신호처
리용 : Wavics, RFHIC 등

▷나노 신소재ㆍ재료
 - 나노분말, 탄소나노튜브 
등
▷광산업과 연계된 디스플레
이 공정 및 장비 개발 : 유
기증착기, PCVD, AFM 등
▷나노패터닝 기술 중심의 
반도체 공정 및 장비

기대효과
▷장비 및 공정서비스를 통
해 나노종합연구개발 활성
화 촉진

▷비실리콘계의 다기능소자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
보

▷나노기술발전기반 마련, 지
역균형발전, 지역기술 거점 
연계 통한 혁신역량 확충

자료 : 과학기술부, 2005.

< 표 4 - 28 > 나노기술 연구장비 이용 기관

구분 민간기업 민간연구소 대학 공공연구소 종합

기관1 자체 38 대학 3 타대학 18 대학 11 자체
보유

67
(32%)

기관2 대학 30 자체 2 자체 18 자체 9 대학 62
(29%)

기관3 타기업 7 KIST 2 KIST 8 ETRI 2 KIST 10
(5%)

기관4 ETRI 7 포항가속기
연구소 1 기초과학연

구소 3 표준
연구원 2 ETRI 9

(4%)

기관5 화학시험연구원 6 포항산업
과학연구원 1 기초과학

지원센터1 2 기초과학
지원연구원 2 타기업 7

(3%)

기타 29 기타 1 기타 7 기타 4 기타 58
(27%)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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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노기술 인프라 수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노기술 인프라의 수요

를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49%가 나노기술 관련 

장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을 하 고, 응답 척도 평균이 1.9로서 연구 장비의 수요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나노기술 연구의 기반이 되는 공정․측정장비와 같은 

기초․기반적인 장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아, 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이 아

직도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관산업 분야에 범용적 성격을 가

진 나노재료와 관련된 장비에 대한 수요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4 - 29 > 보유기자재의 충분 정도

구분 매우부족
(1)

부족
(2)

보통
(3)

충분
(4)

매우충분
(5) 계 평균

기관
형태

민간기업 16
(29%)

29
(52%)

8
(14%)

3
(5%) - 56

(100%) 2.0

민간연구소 - 3
(100%) - - - 3

(100%) 2.0

대학 8
(42%)

9
(47%)

1
(5%)

1
(5%) - 19

(100%) 1.7

공공연구
기관

2
(20%)

8
(80%) - - - 10

(100%) 1.8

계
(비율, %)

26
(30%)

49
(56%)

9
(10%)

4
(5%) - 88

(100%) 1.9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4a) 수정

< 표 4 - 30 > 중점 기자재 구입 분야

구분 나노재료 나노소자 나노
바이오

나노환경/
에너지

공정,측정,
장비,논리 계

기관
형태

민간기업 21
(40%)

5
(9%)

5
(9%)

4
(8%)

18
(34%)

60
(100%)

민간연구소 2
(33%) - 2

(33%) - 2
(33%)

6
(100%)

대학 6
(26%)

6
(26%)

4
(17%)

2
(9%)

5
(22%)

25
(100%)

공공연구기관 4
(33%)

4
(33%) - 1

(8%)
3
(25%)

13
(100%)

계
(비율, %)

33
(35%)

15
(16%)

11
(12%)

7
(7%)

28
(30%)

104
(100%)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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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아래 설문 결과는 연구 장비의 직접 구매가 어려울 경우, 타기관 장비의 

공동이용을 위해 광역적인 연구장비 DB 구축이 긴요함을 보여준다.

< 표 4 - 31 > 연구 기자재 정보의 필요성

구분 전혀
불필요(1)

불필요
(2)

보통
(3)

필요
(4)

매우필요
(5) 계 평균

기관
형태

민간기업 - - 10
(18%)

24
(44%)

21
(38%)

55
(100%) 4.2

민간연구소 - 1
(25%)

1
(25%)

1
(25%)

1
(25%)

4
(100%) 3.5

대학 - - 1
(5%)

7
(3%)

11
(58%)

19
(100%) 4.5

공공연구
기관 - - 1

(10%)
6
(60%)

3
(30%)

10
(100%) 4.2

계
(비율, %) - 1

(1%)
13
(15%)

38
(43%)

36
(41%)

88
(100%) 4.2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4a) 수정

3) 서울 나노산업 인프라의 핵심성공요인

현재 지방으로 분산된 나노기술 인프라에의 접근이 쉽지 않고, 서울 지역 內 대

규모 인프라의 추가 공급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서울 나노산업 인프라 

환경의 경쟁력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수도권 및 향후 공급 예정(공릉, 마곡) 인프라

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DB 구축 및 협력 네트워크 구성, 소규모 인프라의 선택

적 공급을 지속하는 것이 핵심성공요인(CSF)으로 정리된다.

< 표 4 - 32 > 서울 나노산업 지원환경 3 : 인프라 CA, CSF

방안 도출 논리 내용

CA
(경쟁
우위
요소)

공격
전략
요소

내부환경
강점
외부환경
기회

▷ R&D 인프라 보유 대학 집적

방어
전략
요소

내부환경
약점
외부환경
위협

▷ 지방 Fab/인프라는 거리문제 때문에 이용에 큰 애로
▷ 마곡/공릉NIT단지 외 대규모 장비 추가 공급은 중복투자 가능성
▷ 소규모 나노기술 장비 수요에 비해, 공급 미흡
  (인프라 수요는 우수인력의 규모에 비례함)
▷ 공동이용 미흡 (서울대 장비는 규모에 비해 수요 과대, 기업 인프
라는 공동 이용에 한계)

CSF
(핵심
성공
요인)

인프라공동이용 ▷ 수도권 나노기술 인프라 공동 이용, 활용 극대화

소규모 인프라 
공급

▷ 소규모 인프라(20∼30억) 공급 지속
  (기업 인프라는 공동에 한계 있으므로,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공급)



115

4. 금융/투자

1) 나노산업 금융/투자 환경

나노기술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 및 창업 자금지원은 주로 신기술금

융회사, 신용보증기금,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을 통해서 조달된다. 창업투자회사

는 전국 사업체의 96%, 신기술금융회사는 전국 6개 회사 모두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경 안정 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 표 4 - 33 > 서울 기업체 대상 자금지원 기관 및 제도

구분 내용

지원

기관

창업투자회사

▷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업무 집행

▷ 해외기술 알선/보급, 해외투자

▷ 사업 타당성 검토, 경  및 기술 향상 위한 용역사업

▷ 전국 132개 중 127개 서울 소재

신기술 금융회사

▷ 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 사업 및 공정 개선을 위한 투/융자

▷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 중점 지원

▷ 전국 6개 모두 서울 소재

신용보증지원기관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신기술 개발, 개발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벤처 지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형 산업, 소상공인 집중지원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서울본점, 지역별지점)

지원

제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중소기업 경 안정자금, 시설자금

▷ 자금 조성 : 서울시 출연금,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정

부 차입금, 운용수익

신용보증지원

▷ 서울시 : 기금 운용, 관리

▷ 서울신용보증재단 : 융자 접수,심사,융자결정,융자/보증 통지

▷ 시중은행 : 대출심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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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투․융자 기관의 권역별 집적 양상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본사가 대

거 자리잡고 있는 도심권역에는 전체 종사자의 29.2%(사업체 22.7%), 서남권역 여

의도 금융지구에는 전체 종사자의 28.3%(사업체 20.6%)가 소재하고 있다. 도심권역

의 경우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비교적 균형적으로 발전해 있는 다각화된 

클러스터의 특성을 보이는 반면, 서남권역의 경우 제2금융권과 금융관련서비스업으

로 전문화된 경향을 보인다. 또한 서초구․강남구의 동남권 금융산업 클러스터에는 

전체 종사자의 23.8%(사업체의 27.3%)가 소재하고 있고, 제2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사업체와 종사자가 입지하고 있다. 위 세 가지 권역 중 서남권역과 동남

권역은 나노기술 기업체를 비롯, IT/BT 기업체가 집적하여 기술 분야간 정보교환

과 금융서비스 근접성의 혜택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벤처캐피탈은 IT투자에 편중되어 있으며, 나노기술 전문 벤처

캐피탈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기존 투․융자 기관 시스템 속에서 자금지원

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 받고자 하는 나노기술 연구개발 주체나 나노기술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場)이 아직 미

약한 상황이다.

< 그림 4 - 7 > 서울 금융산업 기업체 집적 현황 

자료 : 서울특별시, 200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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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노산업 금융/투자 수요

제2장에서 나노산업의 특성을 살펴본 바와 같이, 나노산업은 그 기술의 고도성

으로 인해 여타 산업에 비해 산업진입장벽이 높다. 나노기술은 모방이 쉽지 않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또한 고가(高價)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나노산업에 

진입하여 성과를 낸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

다. 나노기술 기업체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투자자가 나노기술에 대해 충분한 식견

을 가지고 있다면 나노기술 전망에 대한 신뢰 덕분에 대규모 장비․시설 구입 외의 

자금지원 획득에 는 비교적 어려움이 없다.

다만 대부분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이 장기간 소요되고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

며, 더욱이 나노기술과 나노산업에 대한 분석력을 가진 전문 투자자가 부족하다는 

현실 때문에 나노산업 기업체들에 있어서 자금 부족은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3) 서울 나노산업 금융/투자의 핵심성공요인

벤처캐피탈의 집적우위에도 불구하고, 서울 나노산업의 금융/투자 환경은 여전

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나노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있

고 투명한 나노기술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리스크를 절감해야 한

다.

더욱이 2005년 6월 정부가 발표한 벤처캐피털 관련제도 개편에 따라, 향후 벤처

캐피털이 벤처기업에 대한 경 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벤처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노기술 기업의 자본이나 담보력보다는 기술력 위주의 기업평가를 하게 되리라 기

대된다. 이에 따라 기술 경쟁력이 뛰어난 나노기술 기업체들의 경우 현재의 자금난

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 투자자와 연구개발 

주체가 나노기술 분야에 특화된 정보․제품․투자유치기회를 탐색․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場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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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34 > 서울 나노산업 지원환경 4 : 금융/투자 CA, CSF

방안 도출 논리 내용

CA

(경쟁

우위

요소)

공격
전략
요소

내부환경
강점
외부환경
기회

▷ 금융/(Angel)투자 주체 집적

▷ 나노산업의 전문성으로 인해 진입단계에서 자연스럽게 검증

(진입장벽 높음)

▷ 벤처캐피탈의 경 권 행사를 인정하는 제도 입안됨

방어
전략
요소

내부환경
약점
외부환경
위협

▷ 나노 산업화 수준 미약, 투자 유인력 약함

▷ 나노기술 분야의 창업/투자 서비스는 기존 시스템들 속에 

묻혀 들어가 있음 → 나노기술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의 

場 부족

CSF

(핵심

성공

요인)

공공투자 내실화 ▷ 공공투자 주체별 분담 효율화

민간투자 활성화

▷ 민간투자자의 나노산업 (체감) Risk 절감

▷ offline/online 上 투자/기술 정보 교류의 기회와 공신력 강화

  → 투자수요자(투자자정보)/투자자 입장(투자정보) 모두 고려

5. 비즈니스서비스 (Business Service)

1) 나노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환경

비즈니스서비스는 세부적으로 다음의 업종들을 포괄한다. 이어지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지역의 공공․민간 비즈니스서비스들은 창업에서부터 판매, 교육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全주기에 걸쳐 제공되고 있다.

< 표 4 - 35 >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세부 업종

▷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기타 컴퓨터 운  관련업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경 상담업

▷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광고업

▷ 전문 디자인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

▷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료 : 정병순(20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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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36 > 서울지역 창업보육 및 생산 지원 현황

벤처집적

시설

▷ 공공 : 서울벤처타운(서울산업통상진흥원), 키콕스벤처타워(한국산업단지공단), 성동/한양
벤처파크(성동구청), 서울대벤처타워(서울대)

▷ 준공공 : 종로벤처타운(산은캐피탈), IT벤처센터(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 민간 : S/W벤처플라자 등 83개

창업보육

시설 및

지원센터

▷ 서울시 : 서울신기술창업센터
▷ 공공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산업창업보육센터 등 22개
▷ 민간 : 세원창업보육센터 등 3개
▷ 대학 : 고려대창업보육센터 등 25개
▷ 기타 : 서울벤처인큐베이터(벤처기업협회),홍릉벤처벨리창업보육센터(한국기술벤처재단)
▷ 벤처기업촉진지구지정
▷ 소상공인 창업지원, 벤처창업아카데미운 (산업지원센터)
▷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 벤처투자마트 개최(SIPRO)

생산지원

▷ 생산현장애로기술해소 사업
▷ 기술지도대학사업
▷ 서울벤처공용장비지원
▷ 중소기업시제품개발(산업지원센터)

기술이전

시스템

▷ 외국인 투자 상담실 운
▷ 서울-베를린 테크노마트 개최(산업진흥재단)
▷ 서울-모스크바 중소기업 기술교류(산업진흥재단, 한국기술벤처재단)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4) 수정

< 표 4 - 37 > 서울지역 마케팅 및 유통관련 지원 현황

판로
지원

전시 판매장
▷ KOEX, 서울무역전시장, 여의도종합전시장, 잠실중소기업전시관, 중소기업

창동전시판매장

물류센터 ▷ 화물터미널, 복합화물터미널 ICD, 공동집배송단지

인터넷중소기업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박람회 개최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판매

▷ 서울시 : 무역상담 및 외국어 번역지원(산업지원센터)
해외투자 통상사절단 파견,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유망 중소기업 판로지원(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유망기업 해외수출지원(서울시, 서울중기청, KOTRA)
해외주재 무역관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인터넷을 통한 수출능력배양 및 판로개척 지원
서울국제전자상거래전 개최,  해외 유명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정보/
교육
지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 중소기업진흥공단 : 정보화성공모델 보급 및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현장정보화교육
▷ 서울시 : 중소기업 기술혁신교육

해외
관련
지원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해외거점 확보, 현지 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수출 지
원(현지 기초환경조사, 법률/기술, 마케팅 지원, 현지법인설립, 인큐베이
션 지원, 기타 통/번역 업무 지원)

수출촉진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수출컨설팅, 해외홍보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운 , 시장
조사 프로그램 사업, 상담회, 해외시장개척단

산업협력
촉진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개별산업협력추진,산업협력관교환, 산업협력촉진단, 투
자설명회

기타 ▷ 서울시 : 외국인 투자 상담실 운 ,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지원

▷ KOTRA: 수출거래알선사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수출기업화지원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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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입지특성을 살펴보면 금융산업과 거의 비슷한 분포

를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동남권이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 업체의 42.9%(사

업체 10,869개), 종사자의 43.4%(종사자수 137,384명)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사

업체와 종사자가 집적하고 있다. 도심권의 경우 사업체의 20.2%(사업체 5,114개), 종

사자의 20.4%(64,727명), 그리고 서남권의 경우 사업체의 17.7%, 종사자의 23.1%가 

각각 분포하고 있다. 금융산업과 마찬가지로, 나노기술 사업체들은 비즈니스서비스 

집적 지역과 유사하게 입지하고 있는데, 다만 도심권에서는 나노기술 기업체가 발

견되지 않는다.

< 그림 4 - 8 > 서울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기업체 집적 현황 

자료 : 정병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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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노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수요

서울 소재 나노산업 벤처 및 중소 기업체들은 연구개발 인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에 기업의 마케팅, 법률, 회계 등의 기능 역량을 독자적으로 갖추기 어렵다. 그

런데 기술수준과 품질이 유사한 경우에는 이러한 마케팅 및 부가적 기업 활동에 의

해 사업 성패가 결정나게 된다. 특히 나노산업의 기반/선도적 특성과 여타 산업에 

대한 연관성을 숙지하지 못한 비즈니스서비스 공급자는 오히려 클라이언트의 부담

과 혼란만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금융산업과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역시 나노산업에 특화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판매하는 성숙도로 발전하여야 한

다.

3) 서울 나노산업 비즈니스서비스의 핵심성공요인

서울은 기업지원 관련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여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

위에 있다. 그러나 나노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인 이유로 인해 서울 소재 나노기술 

R&D 주체들의 높은 기술역량에 비해 성공적인 사업화를 뒷받침할 수 지원기능은 

부족하다.

나노기술 연구개발 주체는 핵심기술역량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기능은 쉐어드 

서비스(Shared Service) 업체에 위탁하여 기업자원 운용의 능률을 높여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나노산업의 산업적 연관 특성과 이에 맞게 특화된 비즈니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야 한다.

< 표 4 - 38 > 서울 나노산업 지원환경 5 : 비즈니스서비스 CA, CSF

방안 도출 논리 내용

CA
(경쟁
우위
요소)

공격전략
요소

내부환경 강점
외부환경 기회

▷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집적우위(창업보육,법률/회계 등)
▷ 가치사슬 前方(마케팅, 판매 등) 관련자원 비교우위

방어전략
요소

내부환경 약점
외부환경 위협

▷ 나노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비즈니스 서비스 미약
   (컨설팅, 마케팅)

CSF

(핵심

성공

요인)

나노분야 특화

비즈니스 서비스

(Shared Service)

▷ 기업들은 핵심역량에만 집중. Shared Service(자금,법
률,회계,마케팅,컨설팅 등)의 Total Service(기업육성형 
투자회사)에 아웃소싱

▷ 나노분야 특화 비즈니스 서비스 (더 이상 마케팅은 가
치사슬 끝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음. 기술 사업화를 위
한 연구 초기부터 마케팅 기능과 통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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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서울 나노산업 경쟁우위요소․핵심성공요인 종합

본 제4장에서는 서울 나노산업 클러스터의 주요활동(R&D)과 지원환경(네트워

크, 인력양성, 인프라, 금융/투자, 비즈니스서비스) 현황을 분석하 다. 각 요소별 경

쟁우위요소(CA)와, 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성공요인(CSF)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

다.

첫째, 서울은 나노산업의 주요활동(R&D) 측면에 있어서 나노기술 및 연관분야 

기술 연구자원의 양적․질적 비교우위에 있다. 따라서 학제간 연구를 통한 혁신 융

합기술 개발에 긍정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도시로서의 서울은 나노기술

이 적용된 연관산업들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많은 도시 공공분야 사업 기회가 

제공된다. 그러나 법제적․입지적 한계로 인해 새로운 생산시설의 입지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서울은 나노기술 산업화의 3단계(연구, 생산, 판매)별로 전략을 차별화

해야 한다. 연구단계에서는 협력 연구활동을 통해 나노․융합기술의 사업화에 중점

을 두도록 하되, 생산단계에서는 수도권의 생산자원을 이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판매 단계에서는 공공사업 등을 통해 서울이 나노기술 제품의 

Test-bed 또는 수요시장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나노산업 지원환경에 있어서 나노기술 관련 우수 대학들과 기업체를 고려

할 때, 서울이 가진 네트워크의 경쟁우위(CA, Competitive Advantage)는 매우 높은 

반면 서울지역의 나노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화된 목적의 네트워크는 미흡한 상태이

다. 따라서 향후 관련 네트워크 조직들이 서울 나노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지를 모

을 수 있는 場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의 공신력있는 나노산업 정보 창구가 필요

하며, 나노기술․제품 검색과 거래를 활성화하는 기회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공

히 확충되어야 한다.

셋째, 나노기술 인력양성에 있어서 서울은 대학 등 보유 자원에 비해 인력양성 

상호 협력이 미흡하고, 나노기술 인력의 질적․양적 수급이 괴리되는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학제간 협력교육, 산학연계형 교육 및 훈련이 강화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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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넷째, 나노산업 시설․장비 등 인프라 측면에서는, 대전․포항․광주 등 지방으

로 분산된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나 서울 지역 內 대규모 인프라의 추가 공급이 어

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수도권 및 공급 예정(공릉, 마곡) 인프라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DB 구축 및 협력 네트워크 구성, 소규모 인프라의 선택적 공급이 지

속되어야 한다.

다섯째, 나노산업에 대한 투자 측면에 있어서는, 민간투자를 제고하기 위해 공신

력있고 투명한 나노기술 정보 및 나노산업 정책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자들이 체감

하는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또한 향후 벤처캐피털이 벤처기업에 대한 경 권을 행

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투자자와 연구개발 주체가 나노기술 분야에 특

화된 정보․제품․투자유치기회를 탐색․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場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서비스 측면에서는, 나노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인 이유로 

인해 서울 소재 나노기술 R&D 주체들의 높은 기술역량에 비해 성공적인 사업화를 

뒷받침할 수 비즈니스서비스 지원기능은 부족하다. 나노기술 연구개발 주체는 핵심

기술역량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기능은 나노산업 특성에 맞게 특화된 비즈니스서비

스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서울 나노산업 클러스터가 지향해야 할 가치사슬 단계별 핵심성공요

인들은 정책적인 지원에 의해 강화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 제5장에서는 서울 나노산업 육성시책(PL, Policy Leverage)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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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39 > 서울 나노산업 경쟁우위요소, 핵심성공요인 종합

현황

가치사슬上범주

CA : Competitive Advantage (경쟁우위요소)
CSF : Critical Success Factors

(핵심성공요인)
공격전략 요소 방어전략 요소

내부환경 강점 외부환경 기회 내부환경 약점 외부환경 위협

주요

활동

기술/연구 ▷ 관련기술(BT, IT) 집적우위. 시너지 기회 ▷ 학제간 연구 초기단계 ▷ 서울시 소재 융합기술 분야 주체 간 교류, 공동연구 활성화

생산/시장
▷ 나노기술 응용 가능 분야(도시생활, 도
시환경, 공공복지 관련 분야) 많음. 
test-bed 역할. 잠재시장 큼

▷ 자연적 시장 형성에 시간 소요
▷ 생산 기능의 경기도 지역 집적 → (서울 지역 내) 생
산 기능 확장 한계

▷ 지방정부의 R&D 역할 정체성 정립 : 기술 사업화/실용화. 도시
생활,도시환경,공공복지 등 나노기술 응용 시장 조기형성 유도

▷ (서울지역 內外) 연구․생산주체 상호협력, 사업탐색 기회 증대

지원

환경

네트워크

▷ 연구개발 관련 네트워크의 다양성, 물리
적 근접성

▷ 관련기술(BT, IT) 연구개발 주체 서울 및 
수도권 집적

▷ 서울시 나노산업 정책 연구/비전 제시 통할 조직 부재
▷ 서울시 內(산학연 R&D 주체), 外(해외, 지방정부)와의 
협력사업 경험/채널 부족

▷ 서울 지역을 위한 네트워크 모임 부족
▷ online contents(나노기술 정보, 교육, 연구) 부족

▷ 해외자원유치(inbound), 해외진출(outbound)을 위한 창구
▷ 전문화된 지역 클러스터 間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주체별 역할/기능 특화/분담 (비전제시,정책결정,개별사업 수행)
▷ 기술/제품/정보의 탐색 및 거래 場 활성화
▷ online/offline contents 연동. online contents 강화

인력양성
▷ 대학 등 인력양성 교육기관 집적우위
  (서울 나노산업 자원의 가장 큰 강점)

▷ 다학제적 교육 활성화 미흡
▷ 나노관련 인력의 수요/공급 Mismatch 문제
▷ 他 전략산업에 비해 우수 인력 유인력 낮음 (장학금, 
연구비, 취업 문제 등)

▷ 다학제간 교육 활성화
▷ 나노기술 인력 수요/공급의 질적/양적 Mismatch 해소, 맞춤형 
교육

인프라 ▷ R&D 인프라 보유 대학 집적

▷ 지방 Fab/인프라는 거리문제 때문에 이용 애로
▷ 마곡 및 공릉 NIT 단지 외에 대규모 장비 추가 공급

은 중복 투자 가능성
▷ 소규모 나노기술 장비 수요에 비해, 공급 미흡 (인프

라 수요는 우수인력의 규모에 비례함)
▷ 공동이용 미흡 (서울대 장비는 규모에 비해 수요 과대, 

기업 인프라는 공동 이용에 한계)

▷ 수도권 나노기술 인프라 공동 이용, 활용 극대화
▷ 소규모 인프라(20∼30억) 공급 지속
  (기업 인프라는 공동이용에 한계 있으므로, 대학/연구소를 중심
으로 한 인프라 공급)

금융/투자

▷ 금융/(Angel)투자 주체 집적
▷ 나노산업의 전문성으로 인해 진입단계에

서 기술력 검증 (진입장벽 높음)
▷ 벤처캐피탈 경 권 행사 인정 제도 입안

▷ 나노 산업화 수준 미약, 투자 유인력 약함
▷ 나노기술 분야의 창업/투자 서비스는 기존 시스템들 

속에 묻혀 들어가 있음 → 나노기술에 대한 투자정
보 제공의 場 부족

▷ 공공투자 주체별 분담 효율화
▷ 민간투자자의 투자 Risk 절감
▷ offline/online 上 투자/기술 정보 교류의 기회와 공신력 강화
  → 투자수요자(투자자정보)/투자자 입장(투자정보) 모두 고려

비즈니스

서비스

▷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집적우위(창업보육, 
법률/회계 등)

▷ 나노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비즈니스 서비스 미약 (컨
설팅, 마케팅)

▷ 기업은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Shared Service(법률,회
계,마케팅,컨설팅 등)의 Total Service(기업육성형 투자회사, 창
업보육센터 등) 아웃소싱

▷ 나노분야 특화 비즈니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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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서울 나노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제1절 서울 나노산업 육성시책의 논리

1. 육성시책 도출 원칙

서울 나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지원(PL, Policy Leverage)은 제2장에서 도

출된 나노산업에 수반된 위기․기회요소, 제3장의 해외사례와 제4장에서 도출된 서

울 나노산업 핵심성공요인(CSF)을 반 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마련된

다.

첫째, 나노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올바른 정책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무

엇보다도 본 정책의 궁극목적은 나노산업 클러스터 생태계의 자생력 제고를 통해 

서울 나노산업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나노기술과 같은 고도기술 분야에서는 정

책입안 주체와 실제 R&D 주체들 사이에 정보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노기술 연구의 방향성과 비전 정립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하며 정부의 정책분석 

및 결정 역할이 나노기술․산업 전문주체에 많은 부분 위임되어야 한다.

둘째, 서울시는 나노기술의 사업화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나노기술은 

IT, BT, ET 등 여타 기술분야들의 혁신을 유도하는 선도기술(Leading Technology) 

성격을 가지기에 나노 기초기술 R&D나 인력양성 정책의 성과는 국가적인 파급효

과를 가진다. 또한 초정  연구개발 장비 등에 대한 초기 시설 투자가 많고 연구개

발 기간이 긴 만큼 R&D 투자에 큰 리스크가 수반된다. 따라서 이러한 나노 기초기

술 R&D나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 역할에 적합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나노기술 기반정책 성과가 지역수준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나노기술이 시민생활 및 지역내총생산(GRDP) 등 지역경제에 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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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더욱이 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을 통해 

운 되는 지방정부로서 정책수혜가 징세 지역에 한정되어 극대화되어야 한다. 따라

서 서울시는 나노기술이 지역사회경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산업화․사

업화 단계에 초점을 맞춰 나노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미 제3장에서 해외 나노기

술 선진 국가들의 경우 지방정부일수록 나노기술의 상업화 정책에 중점을 두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서울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정책수행 방식을 지향해야 한

다. 이미 중앙정부는 지난 2001년 이후 나노기술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가

지고 대규모 R&D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과기부, 산자부, 정통

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기존 나노기술 연구지원 사업의 산업화를 연계 지원함으

로써, 중앙정부와 서울시 나노기술 정책의 시너지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서울지역

에는 기존 R&D 시설 및 자원들이 집적되어 있고, 경기․수도권을 포함한 지방에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자원이 공급되고 있다. 이에 서울과 지방

의 협력을 통해 각각 보유하고 있는 R&D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더

욱이 미국, 독일을 포함한 나노기술 선진국에서는 이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

력사업, 지방정부 간의 인프라 자원 공동사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넷째,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 활용의 효율성․효과성을 극대화하여

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예산투입을 통해 최대의 집행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예산

투입 지점(Policy Leverage)을 탐색하여야 하고, 기존 공공․민간 나노기술 R&D 자

원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더욱이 지방정부로서 과학기술 R&D에 투입할 수 있

는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전체 서울시 전략산업(IT, BT, ET)에 공통적으로 도움

을 줄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을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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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1 > 서울 나노산업 육성방안 도출 원칙 

대원칙 소원칙 이유 및 내용

신중한

정책

방향

정립

시장 위주의

시책

▷ 궁극 목적은 민간/시장의 자생력 강화. 나노산업 클러스터 생태

계 자생력 증대(self-sustaining cluster)를 위한 방안에 초점

▷ 공공투자 위주의 정책에 수반되는 정부의존성, 도덕적 해이 가

능성 고려

▷ 나노산업 클러스터 생태계의 자생적 수익/공급구조가 정상화될 

때까지만 지원하는 단계적 추진 원칙

지방정부 

역할에 초점 

▷ 나노기술 기초/핵심분야 연구지원은 중앙정부 역할(전략적 중요

성 크나, R&D기간 길고, Risk 큼) → 서울시는 나노기술의 실용

화․사업화에 초점

Top-down,

Bottom-up

방식 혼용

▷ 지방정부의 R&D 사업 기획역량 문제, 정보비대칭성 문제로 인

한 정책실패 가능성 → 비효율적 투자로 인한 시장왜곡/정책실

패 가능성

▷ Top-down 방식을 통해 정책적으로 이끌어야 할 부분과, 

Bottom-up 방식으로 민간/시장에 맡겨야 할 부분의 신중한 구분

협력적

정책

수행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 중앙정부의 나노산업 정책목표/사업과의 중복 투자 지양

▷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추진, 역할분담 방안 모색

   국가 나노종합 계획 틀 내에서 국내외적으로 서울의 R&D 환경

을 가지고 세계일류가 될 수 있는 나노기술 분야 및 단계를 선

택&집중

▷ 국가 나노산업 정책 발전을 위한 시사점 제시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 他 지자체에 대한 R&D 정책지원의 선도 모델 제시

▷ 서울의 나노산업 자원 독점 또는 배타적 사용이 아니라, 지방과

의 협력․시너지 지향 (특히,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해 나노

산업 시설/자원이 분산된 현실에서, 지방/수도권 소재 R&D 주체

(민간 대기업/중소기업, 연구소, 대학)와의 생산/연구개발 협력/

연계방안 모색)

정책

효율성

극대화

PolicyLeverage

효과 극대화
▷ 적은 예산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point에 지원

(기존) 자원

활용 극대화

▷ Partnership 또는 Matching Fund 방식 지향

▷ 나노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기관형성이나 신규 정책사업 보다

는, 기존 연구개발자원 이용 극대화에 우선순위 둠

▷ 방안별로 기존 연관사업 연계추진 지향 : R&D사업이 아니더라

도, 실현 가능성과 나노관련 정책사업 삽입 가능성이 큰 기존사

업 탐색

정책

효과성

극대화

Not Only

For 나노

▷ 예산한계를 고려하여, 나노산업 뿐만 아니라 전략산업 전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공통(common) 정책방안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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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성시책 체계

본 장(章)에서 모색하게 될 나노산업 육성시책(PL, Policy Leverage)은, 제4장에

서 도출된 서울 나노산업 클러스터의 가치사슬별 경쟁우위요소(CA, Competitive 

Advantage)와 핵심성공요인(CSF, Critical Success Factor)을 반 하고, 이를 활성

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체화된다.

그런데 이러한 나노산업 육성시책을 비롯하여 모든 종류의 산업정책은 조직 또

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현된다. 즉, 산업 클러스터의 가치사슬 단계별로 마련되

는 정책지원 사업 또는 프로젝트들은 각각 수행주체 조직에 의해 구체화된다. 따라

서 본 연구의 서울 나노산업 육성시책 또한 조직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되는 

바, 본 장(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울 나노산업 육성 기반조직 구성’, ‘서울 나노산

업 주요활동(R&D) 육성시책’, ‘서울 나노산업 지원환경 육성시책’의 순서로 육성방

안이 마련된다.

< 그림 5 - 1 > 서울 나노산업 육성시책 도출 순서 

나노산업육성기반조직구성
•주요활동(R&D)의구현기반/수단
•서울나노산업정책전반의사결정/집행담당조직

주요활동(R&D) 육성시책 •서울나노산업육성의중심목표

지원환경육성시책
•주요활동(R&D) 활성화의수단
•인력양성⇒인프라⇒네트워크

⇒금융/투자⇒비즈니스서비스

나노산업육성기반조직구성
•주요활동(R&D)의구현기반/수단
•서울나노산업정책전반의사결정/집행담당조직

주요활동(R&D) 육성시책 •서울나노산업육성의중심목표

지원환경육성시책
•주요활동(R&D) 활성화의수단
•인력양성⇒인프라⇒네트워크

⇒금융/투자⇒비즈니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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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울 나노산업 육성 기반조직 구성방안

1. 기반조직의 유형 및 구성요소

1) 기반조직의 유형

본 절에서 일컫는 ‘기반조직’이란, 나노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집행

을 담당하는 조직 또는 네트워크들에 대한 통칭이다. 이러한 기반조직의 현황을 파

악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구성방안을 세우기 위해 먼저 조직의 유형별 특성을 정

리한다.

미국의 디지털 비즈니스 산업 분석 전문가인 돈 탭스콧(Don Tapscott)은 두 가

지 차원의 변수 - 통제정도, 가치통합 정도 - 를 기준으로 네트워크의 유형을 다음

과 같이 구분한다.

첫째, 아고라(Agora) 유형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만나 자유롭게 흥정하고 

정보/제품을 교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본래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에서 왕이나 귀

족이 소집한 시민 모임을 뜻하는 단어 고, 이후에는 ‘회합이 열리는 장소’라는 의미

를 갖게 되었다. 공급자와 수요자는 모두 자발적으로 아고라에 모이며, 공급자가 내

놓는 제품/정보는 그 종류와 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치통합 수준은 낮은 편이다.

둘째, 집합(Aggregation) 유형은 하나의 공급자가 위계적인 방식으로 여타 공급

자를 통합하여 수요자와 접촉․공급하는 형태이다. 아고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

류의 제품/정보가 통합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가치통합 수준은 낮으나, 공급자 집

단이 위계적인 형태를 가진다는 면에서 아고라와 다르다.

셋째, 가치체인(Value Chain) 유형은 집합유형과 같이 단일 공급자가 여러 공급

자들을 위계적으로 통합하여 수요자와 접촉․공급하나, 공급자 집단이 서로 가치가 

통합된 제품/정보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넷째, 동맹(Alliance) 유형은 집합 또는 가치체인 유형과 달리 위계적인 통제 없

이 고도의 가치통합을 추구한다. 동맹의 참여자들은 스스로가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수요자(Prosumer)'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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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분산 네트워크(Distributive Network) 유형은 직접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기능은 없지만, 제품․정보를 공급자로부터 사용자에게로 분배해주고 전달해주는 

혈액 순환계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때 전달되는 제품․정보의 종류가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통합은 낮으며, 참여자들이 위계적일 수도 있고 자발적

일 수도 있기에 통제정도는 양면성을 가진다.

< 그림 5 - 2 > 네트워크 유형 분류

아 고 라
( A g o r a )

통 제
분 산 네 트 워 크

( D i s t r i b u t i v e
N e t w o r k )

동 맹
( A l l i a n c e )

집 합
( A g g r e -
g a t i o n )

가 치 체 인
( V a l u e
C h a i n )

가 치 통 합

자 발 적

위 계 질 서 적

낮 음 높 음

아 고 라
( A g o r a )

통 제
분 산 네 트 워 크

( D i s t r i b u t i v e
N e t w o r k )

동 맹
( A l l i a n c e )

집 합
( A g g r e -
g a t i o n )

가 치 체 인
( V a l u e
C h a i n )

가 치 통 합

자 발 적

위 계 질 서 적

낮 음 높 음

자료 : 돈 탭스콧 외(2000)

< 그림 5 - 3 > 네트워크 유형별 형태

아고라 (Agora) 집합 (Aggregation)

수 요 자

공 급 자

가 격 / 정 보
발 견

메 커 니 즘

수 요 자

수 요 자

수 요 자 공 급 자

공 급 자

공 급 자

수 요 자

공 급 자

가 격 / 정 보
발 견

메 커 니 즘

수 요 자

수 요 자

수 요 자 공 급 자

공 급 자

공 급 자

통 합 자

공 급 자

공 급 자

공 급 자

수 요 자

수 요 자

수 요 자

통 합 자

공 급 자

공 급 자

공 급 자

수 요 자

수 요 자

수 요 자

가치체인 (Value Chain) 동맹 (Alliance)

통 합 자

공 급 자 수 요 자

수 요 자

수 요 자

공 급 자

공 급 자

공 급 자

공 급 자

공 급 자
통 합 자

공 급 자 수 요 자

수 요 자

수 요 자

공 급 자

공 급 자

공 급 자

공 급 자

공 급 자

`P ro -
s u m e r

`P ro -
s u m e r

`P ro -
s u m e r

`P ro -
s u m e r

`P ro -
s u m e r

`P ro -
s u m e r

`P ro -
s u m e r

`P ro -
s u m e r

`P ro -
s u m e r

`P ro -
s u m e r

`P ro -
s u m e r

`P ro -
s u m e r

분산

네트워크

(Distributive

Network)

분 산 네 트 워 크

수 요 자

수 요 자

공 급 자

공 급 자 공 급 자

분 산 네 트 워 크

수 요 자

수 요 자

공 급 자

공 급 자 공 급 자

자료 : 돈 탭스콧 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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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조직 네트워크의 유형별로 나노산업 관련 조직들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 구분은 현행 나노산업 관련 기반조직을 파악

하고, 향후에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는 기반조직을 구상하기 위한 이상적인 원형

(Ideal Prototype)의 역할을 한다. 특히 음 으로 표시된 부분은 앞으로 제시될 나노

산업 가치사슬 단계별 방안들이 어떠한 조직형태를 기반으로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준다.

< 표 5 - 2 > 네트워크 유형별 특징과 나노산업 관련 조직 (Ideal Type)

구분
유형

유형별 특성

내용
(구성요소)

해당 네트워크 유형별 나노산업 관련 조직 

가치

통합

정도

통제

정도
Offline

Online
(나노산업DB
Contents)

아고라 낮음 자발적

공급자, 수요

자, 가격/정보 

발견 매커니즘

▷ 나노 기술/제품/정보 
교환을 위한 대면적/비
대면적 장소(시장) : 
연구교류, 비즈니스서
비스, 금융/투자 등의 
상호교류

▷ 서울시 나노기술 
포털

  (대내외적
   창구)

집합 낮음

위계적

(공식 

담당조직 

통해)

공급자(異가치

사슬 上), 통합

자, 수요자

▷ 통합 포털 서비스(창
업보육센터 등 
one-stop service) : 인
프라, 인력양성, 금융/
투자, 비즈니스서비스
(나노기업체  공동마
케팅, Cluster 
Branding 등) 탐색/연
계/문제해결 서비스

동맹 높음 자발적 Prosumers

▷ 나노 기술/정책 협의체
(수평 네트워크), 연구
교류조직 : R&D, 인력
양성, 인프라 협력 등
에 대한 협의

가치체인 높음

위계적

(공식 

담당조직 

통해)

공급자(同가치

사슬 上), 통합

자, 수요자

▷ 나노산업 담당 공식 
조직

▷ R&D 프로젝트 수행 
체계

▷ 전략계획지원,
   운 /통제지원,
   거래처리지원

분산 

네트워크
중간 중간

공급자, 수요

자, 이동/연결 

채널

▷ 나노산업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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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조직의 구성요소

서울 나노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직 또는 기반 네트워크를 적실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정리한 네트워크 유형과 더불어 네트워크 구성요소를 보다 세 하

게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기반 조직(네트워크)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표 5 - 3 > 나노산업 육성 기반조직 구성요소 

조직 

구성요소
종류 내용  해당 네트워크 유형

역할10)

VP

(Vision Provider)
정책기획, 비전제시 역할

SO

(System Organizer)

정책사업 수행 책임/조정/총

괄 역할

SS

( S p e c i a l i z e d 

Supplier)

정책사업 분야별 수행 역할

조직 형태

(관료제적,

위계적 

성격順)

책임관료제 정책 담당․책임 부서
집합(Aggregation)

가치체인(Value Chain)

준공공조직 공사, 재단 등
집합(Aggregation)

가치체인(Value Chain)

협의체
공공지원 + 분야별 전문(가)

모임

아고라(Agora)

집합(Aggregation)

동맹(Alliance)

가치체인(Value Chain)

연구교류조직
연구정보 교류․협력을 위

한 R&D 중간조직

아고라(Agora)

동맹(Alliance)

가치체인(Value Chain)

개별 (R&D) 주체 공공/민간연구소,대학,기업체

담당 분야

전체 전략산업
전체 서울 지식기반 전략산

업 (IT,BT,NT,ET)

분야별 전략사업 나노산업

프로젝트․개별 사

업

나노산업 육성을 위한 개별 

정책사업 

5-10) 역할에 따른 분류는 복득규 외. 「클러스터」. 삼성경제연구소(2000)에 제시된 분류방식을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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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나노산업 육성 기반조직 구성방안

1) 중앙․지방정부와의 전략적 협조관계 강화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나노산업체의 대다수가 서울 및 수도권

에 집되어 있다. 특히 서울의 서남부 방향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를 중

심으로 많은 나노기술 사업체, 연구소가 집중되어 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인적 자원, 인프라와 수원에 위치한 나노특화Fab의 활용가치는 서울 소재 나노기술 

R&D 주체들에 있어서 매우 크다. 따라서 서울 경계 너머에 있는 이 자원들을 어떻

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반대로 서울 외곽지역 소재 기업체들의 서울 나노

산업 자원 이용 또한 상호 시너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

이에 향후 예상되는 수도권․경기도 지역 소재 기업 및 연구소와의 협력 사업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수도권 각 시․군과의 R&D 협력관계 및 협정 체결이 필요

하다. 이는 국가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서울시 담당조직인 혁신분권담당관실에

서 맡아 주관하는 것이 대표성과 공신력에 있어서 바람직하리라 판단된다.

2) 서울 나노산업 비전제시 전문주체 구성

현재 서울시의 전략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자(VP)로서는 서울시 산업국, 서울시

정개발연구원, 서울지역혁신협의회, 이상 3개 조직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조직 

중 어느 곳도 나노기술에 정통하여 향후 서울의 나노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전체 서울시 전략산업 중 나노산업의 미

래에 대해 정통한 비전을 탐색하고 제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 또는 주체가 긴

요하다.

이에 현행 서울지역혁신협의회 전략산업분과 內에 나노기술분야 전문인사의 참

여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나노산업협의회’(가칭, 이하 서울나노산업협

의회)를 설치하여 산학협력단 나노관련 주체들과 서울 소재 관련 협회들이 참여하

도록 하고, 본 협의회가 주최하는 회의, 세미나, 정책포럼 등을 통해 서울 나노산업



136

을 위한 정책비전을 도출하고 정책건의를 하도록 역할을 부여한다.

이렇듯 나노산업의 비전제시자(VP) 역할을 ‘협의회’ 형태의 조직에 부여하는 이

유는, ‘서울나노산업협의회’가 서울시의 지원으로 운 이 되어 공신력과 신뢰성을 유

지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아고라(Agora)', ‘집합(Aggregation)', ‘동맹(Alliance)', 

‘가치체인(Value Chain)' 유형의 네트워크 성격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유동성 높은 

조직이기에, 나노기술  전문주체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적실하고 전문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나노산업협의회’에는 명실상부하게 서울시의 나노분야 산학연 협력의 

Hub 역할이 부여되어야 하며, 서울지역 나노산업 네트워크 형성과 관리, 나노기술 

R&D사업 협의, 인력양성, 인프라 공동이용 등에 대한 정책방안 개발과 연구위탁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구성 및 운 은 서울시 산업국에서 맡도록 한다.

더 나아가 현재 많은 관련 협회들이 산재되어 있는 IT, BT 분야 또한 서울 소

재 주체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 할 수 있도록 산업별로 서울 지역의 통합

적인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

3) 서울 전략산업 및 나노산업 R&D사업 통합관리 주체(SO) 강화

현재 서울시 전략산업 전반(全般)의 R&D 정책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운 /관리할 

수 있는 주체(SO,System Organizer)로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산학연사업추진반을 들 수 있으나, 현재 兩 조직의 규모 

및 인력으로서는 향후 ‘산학연협력사업’을 필두로 하여 확대․심화될 전략산업 

R&D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산학연사업추진반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

경제연구센터로 통합하여 확대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강화된 인력과 

조직을 통해, 장기적으로 양적․질적으로 심화될 서울시 전략산업별 R&D 사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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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운 하도록 한다.

동시에 통합․강화된 서울경제연구센터에는 향후 마련될 나노산업 육성사업의 

수행․평가․관리 역할 또한 부여하도록 한다. 다만, 서울경제연구센터가 모든 나노

산업 육성사업에 대해 직접 관리를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관리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후에 논의하게 될 ‘서울시 융합기술 사업

화 프로젝트(「ConTech Seoul」 Project)'의 경우, 한시적으로 구성될 특정목적 사

업단의 관리 하에 독립적으로 운 하여 서울경제연구센터의 불필요한 업무 복잡성

과 난이도를 줄이도록 한다.

4) 나노분야 기존 관련조직의 서울지역 기여도 제고 

현재 나노기술연구 및 산업화에 관련되면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협회 또는 조

합은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을 포함하여 약 18개로 파악된다. 동시에 한국과학기

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같이 나노기술 분야에서 국가

적 차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 출연 연구기관들 또한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소중한 정책자원이며, 각 해당 

기관 사업의 활성화와 서울시 나노산업 육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는 상호 협력

의 조건을 찾아야 한다.

이에 서울 소재 나노기술 R&D 주체들이 ‘서울나노산업협의회’ 참여하도록 하며, 

서울지역혁신협의회 산하 서울지역혁신연구회에서 전략산업 및 나노분야에 대한 공

동 정책연구와 연구위탁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특히 나노기술연구협의회, KISTI와 

같이 나노분야 정보관리․정책연구 전문기관과의 Partnership 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하 분야별 육성시책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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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노산업 육성정책 사업별 담당 (한시)조직 구성

서울은 우리나라의 주요 R&D 주체들이 소재하는 지역이고, 따라서 통상적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지원은 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었다. 이에 지금까지 서울시가 전

략산업 R&D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 정

책으로 인해 국가 과학기술 지원이 분산되고, 지방자치단체 들의 독립적인 R&D 사

업 집행이 늘어나면서, 서울시도 향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독자적으로 R&D 사업

을 추진하는 상황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나노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서울의 연구 자원과 환경에 맞는 기술분야에 대

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목적 R&D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산업 담당 관료조직과는 다른 형태의 전문적이고 반독립적인 사업단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사업단은 정부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한시조직의 성격을 가져야 하며,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구성원들이 본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는 조직(Tast 

Force Team, Project Team)의 형태로 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 절(節)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서울의 현행 나노산업 기반조직과 향후 기반

조직 구성방안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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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4 > 네트워크 유형별 나노산업 현행 기반조직 (서울 및 수도권)

조직 형태

담당 기능/
분야별 역할

책임관료제
준공공조직
(공사, 재단 등)

협의체
(정부지원+전문주체)

연구교류조직
(R&D 중간조직)

개별 (R&D) 주체
(산,학,연)

향후 보완 사항
(Online/Offline)

아고라 → 연구교류, 금융/투자, 비즈니스서비스, 기술/제품/정보 
교환 위한 (비)대면적 장소/시장 마련

네트워크 참여
개별 주체

▷ 왼편에 각각 정리
▷ 분산 네트워크(나노산업 
DB)의 서울시 나노기술/산
업 포털化 : 대내외 통합 
창구(window)

집합 → 통합 포털 서비스(창업보육센터 등 one-stop service) : 인프라, 인
력, 금융/투자, 비즈니스서비스 탐색/연계/문제해결 서비스 강화

동맹 → R&D, 인력, 인프라 공동이용 문제 대응 위한 나노 기술/
정책 협의체, 연구교류조직 활성화

가치체인 → 나노기술 담당조직, R&D 프로젝트 수행 담당조직 전문화

전체
전략산업

VP

서울시 산업국
(산업지원과, 전략산업팀, 
기업지원팀)
서울시 혁신분권담당관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서울지역혁신협의회
서울시 산학연 협력포럼

서울지역혁신연구회
대학별 산학협력단

▷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전
략적 협조 관계 강화

▷ 전략사업 전반 R&D 사업 
통합관리 조직/역량 강화

전략산업별
(나노산업)

VP 서울시 산업국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서울지역혁신협의회 內
전략산업분과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나노산업기술연구
조합, 한국나노바이오시스템연구조합, 
MEMS튜브연구회, 나노튜브연구회, 대한
전기학회 MEMS 연구회, 일진나노텍 나
노기술연구회,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이용
자협의회, 나노정보교류협력위원회, 한국
디스플레이장비재료산업협회, 한국전자
재료연구조합, 한국반도체연구조합, 한국
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
합,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 한국정보디스
플레이학회, 바이오벤처협회, 한국센서연
구조합(경기도)

▷ 나노분야 비전제시, 정책기
획 조직 및 역량 전문화

▷ 기존조직 활동의 서울지역
에 대한 고려/기여도 제고

SO 서울시 산업국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산학연사업추진반)

대학 연구소
공공 연구소
(KIST, KISTI)
기타:전자부품연
구원(경기도)

▷ 나노분야 정책사업 수행 
담당 조직․역량 강화

나노산업
프로젝트/
사업별

SO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산학연사업추진반)

▷ 프로젝트別 TFT(TaskForce 
Team), Project Team 신
설

SS
서울신용보증재단
신기술창업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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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5 > 나노산업 담당 기능別 향후 기반조직 구성 방안

조직 형태

기능/분야별 역할

책임관료제
준공공조직

(공사, 재단 등)

협의체

(정부지원 + 전문주체 모임)

연구교류조직

(R&D 중간조직)

개별 (R&D) 주체

(대학,연구소,기업체)

전체

전략산업

VP
서울시 산업국

서울시 혁신분권담

당관실(중앙 및 他지

자체와의 산업/R&D 

협력관계 강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서울지역혁신협의회

서울시 산학연 협력포럼

서울지역혁신연구회

대학별 산학협력단

SO

서울산업통상진흥원/산학연사업추진반 역

할강화 (시정연 서울경제연구센터로 통

합․확대, 전략산업 R&D/기타사업 관리)

전략산업별

(나노산업)

VP

서울시 산업국

(서울나노산업협의회 

구성/ 운 , 나노산

업정책 비전 공식화, 

중기재정계획 연계/

반 )

서울지역혁신협의회 전략산업분과 內 나

노분야 인사참여 확대

서울지역혁신연구회

(전략산업, 나노분야 연

구 강화 : 나노기술연구

협의회, 나노산업기술연

구조합, 기타 단체와의 

서울 나노산업정책 공동

연구/연구위탁)

‘서울나노산업협의회’(가칭) 운

▷ 참여 주체 : 산학협력단 나노관련 주

체(관련업체, 대학, 연구기관), 관련협회

▷ 기능 : 정책비전 도출/건의 : 회의, 

세미나, 정책포럼 등

(※ IT, BT산업도 개별 분야 협의회 설

치 권고)

SO

서울시 산업국

(나노기술사업 입안/

확정, 사업별 담당기

관 선정/협력/위임, 

예산 관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산학연사업추진반 

역할강화 (시정연 산하 ‘서울경제연구센

터’으로 통합․확대, 나노분야 R&D/기타

사업 수행/평가/관리)

‘서울나노산업협의회’(가칭)

(서울시 나노분야 산학연 협력 Hub : 서

울지역 나노산업 네트워크 형성/관리, 나

노기술 R&D사업 협의, 인력양성, 인프

라 共用 등 정책방안 개발 및 연구위탁)

대학 연구소

공공 연구소(KIST, KISTI)

기타:전자부품연구원(경기

도)

나노산업

프로젝트/

사업별

SO 이하 분야별 방안에서 논의함
▷ 프로젝트別 TFT, Project 
Team 신설SS 이하 분야별 방안에서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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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서울 나노산업 주요활동 육성시책

앞에서 도출한 서울 나노산업의 핵심성공요인(CSF)과 육성방안 원칙에 따라, 서

울 나노산업 육성에 있어서 지방정부로서의 서울시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일은 서

울 경제의 활성화와 도시환경․도시생활 수준 제고를 위한 나노기술의 사업화 지원

이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 제시하는 서울시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는 나노기술 

R&D 성과물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아울러 중앙정부의 나노기술 육성사업에 대한 

협력사업을 통해 서울 지역에서의 중앙․지방 나노기술 정책 間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다.

1. 서울시 독자 사업

1) 서울시 독자사업의 체계

서울 나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 단계에 

따라 세 가지의 정책 목표 - 나노기술 R&D, 나노기술의 사업화, 나노기술 사업화 

성과물의 수요시장 확대 - 가 성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정책목표들은 각기 

고유의 정책수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정한 단일 R&D 사업만을 통해 달성되기

는 어렵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위 세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

로서 다음의 세 가지 서울시 독자사업을 제안한다. 이들 사업은 각 사업의 예상문

제점을 상호 보완하며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나노기술 R&D 및 사업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을 활용한 나노기술 R&D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기술

공급자(대학)를 중심으로 하는 R&D 사업단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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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업에 수반되는 예상문제점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우선 기

술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R&D 과정에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수

요와 기술공급의 상호부합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많은 정책사업에서 나타

나는 현상과 같이 사업성과물의 성공여부가 시장에 의해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정

책사업 성과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유인이 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첫 번째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나노기술 사업화의 효과성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융합기술 R&D project인 ‘ConTech Seoul’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기술수요자(기업)를 중심으로 하는 R&D 사업을 추진하여 기술 사업화 

수요에 보다 부합하는 기술공급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자금동원을 의무화

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사업성과 모니터링의 효과를 높인다.

그런데 본 사업이 포괄하지 못하는 예상문제점은, 공공재에 주로 활용되는 나노

기술의 경우 R&D 성과물 산출을 유인할 최종수요시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ConTech Seoul'을 통해서는 시장을 통해 수요가 창출 가능한, 주로 민간분

야에 활용되는 나노기술을 중점 지원한다.

셋째, ‘ConTech Seoul’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공재 활용 나노기술의 최종

수요시장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사업 연계 나노기술 

R&D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주관사업자(SPC)와 R&D주체의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진 사업단의 R&D 성과물 최종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나노기술이 활용되는 

공공시설 건립에 BTL방식을 적용하여 주관사업자(SPC)의 투자회수를 보장하고,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 방식을 통해 R&D 주체에게 기술구매를 보장함으로써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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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 4 > 서울시 나노산업 육성 정책목표에 따른 독자사업 체계 

•추진체계: 기술공급자(대학)를중심으로하는
R&D사업단에대한자금지원

정책목표 목표별사업특징 해당사업

나노기술R&D 및
사업화

①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활용

•추진체계: 기술수요자(기업) 중심의R&D사업추진으로…
-기술사업화수요에부합하는기술공급자선정가능
-사업자의자금동원의무화를통해민간자본에의한사업성과

모니터링으로사업효율성제고

나노기술사업화
효율/효과성제고

②융합기술
R&D project

‘ConTech
Seoul’

•추진체계: 사업단(R&D주체+SPC) 생산물최종수요보장위해…
- ‘구매조건부기술개발지원’방식통해R&D주체의기술구매보장
-나노기술이활용되는공공시설건립에BTL/BTO방식을적용,

주관사업자(SPC)의투자회수보장

공공재활용
나노R&D생산물의
최종수요시장창출

③서울시

공공사업연계
R&D사업

•추진체계: 기술공급자(대학)를중심으로하는
R&D사업단에대한자금지원

정책목표 목표별사업특징 해당사업

나노기술R&D 및
사업화

①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활용

•추진체계: 기술수요자(기업) 중심의R&D사업추진으로…
-기술사업화수요에부합하는기술공급자선정가능
-사업자의자금동원의무화를통해민간자본에의한사업성과

모니터링으로사업효율성제고

나노기술사업화
효율/효과성제고

②융합기술
R&D project

‘ConTech
Seoul’

•추진체계: 사업단(R&D주체+SPC) 생산물최종수요보장위해…
- ‘구매조건부기술개발지원’방식통해R&D주체의기술구매보장
-나노기술이활용되는공공시설건립에BTL/BTO방식을적용,

주관사업자(SPC)의투자회수보장

공공재활용
나노R&D생산물의
최종수요시장창출

③서울시

공공사업연계
R&D사업

2) 서울시 독자사업 1 : 산학연협력사업 활용 나노기술 R&D 사업

현재 서울시는 연 1,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R&D 지원 사업인 ‘서울시 산학연협

력사업’을 시행중이다. 본 사업은 서울에 소재한 우수한 R&D 자원의 활용을 극대

화하여 서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전략산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 - IT, BT, ET, NT 등 - 도 

지원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어 서울 나노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고려해

야 할 사업이다.

2005년 7월 현재 공모가 진행(예정) 중인 산학연협력사업은 총 9개의 하위 사업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에서 나노산업과 관련이 있는 하위 사업 분야는 다음 

5가지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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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6 > 서울 산학연협력사업 하위사업 (나노산업 관련 분야)

하위사업 사업별 내용

1. 신기술연구개발사업

▷ 서울 소재 대학 및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의 소속 교수 및 

연구원에 의한 서울 전략산업 및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핵심적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2. 보유기술사업화 지

원사업

▷ 서울 소재 대학 및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의 소속 교수 및 

연구원에 의한 특허기술 또는 혁신기술의 시제품개발 등 실용화 

및 사업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

3. 전략산업혁신클러스

터 육성 지원사업

▷ 서울시 전략산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대학, 

지원기관 등 다양한 분양, 주체들의 혁신 네트워크와 거점구축, 

산업별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술 및 경 지원, 창업보육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요소를 연계 추진하는 지원사업

4. 서울형 미래 도시산

업 육성 지원사업

▷ 수도 서울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 온 서울의 역사, 

문화, 예술 등의 지역적 자산, 생활양식과 인적, 물적, 문화적 자

원의 집적이라는 중심성으로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산학연이 협력하여 그 아이디어를 제품화, 사업화함으로써 미래

의 서울형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

5. 세계 유수연구소 유

치지원사업

▷ 대학이 세계 유수연구소를 유치할 경우 연구소 건립비, 건물 임

차비 등의 각종 인프라 및 연구개발배, 운 비 등을 일부 지원

하여 서울지역의 R&D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

따라서 다음의 5가지 분야의 하위 사업들을 통해 나노산업 육성을 추진할 수 있

다.

첫째, ‘신기술연구개발사업’은 서울 전략산업 및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신기술 

중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크고 원천기술 확보가 용이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나노 기초․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둘째, ‘보유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서울 소재 산학연 주체가 이미 보유하고 있

는 혁신적 원천 기술을 이용한 시제품 개발 등 실용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이다. 위의 ‘신기술연구개발사업’은 기초․핵심 기술에 대한 지원사업이므로,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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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의 연계를 통해 나노 응용/생산기술 개발단계에 대한 지원을 보완한다.

셋째, ‘전략산업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사업’은 서울시 미래전략산업(디지털컨텐

츠산업,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나노산업,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 의류패션산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이에 본 사업을 통해서는 주로 민간분

야에 활용되는 나노기술 중 파급성과 사업화가능성이 높은 분야(소재, 범용소자, 시

스템, 공정 등) 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넷째, ‘서울형 미래 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서울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중심

성을 활용한 산업(문화/예술, 의료/복지, 환경/도시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따라

서 본 사업은 민간활용 분야의 기술을 주로 지원하는 ‘전략산업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사업’과는 달리, 서울의 대도시 성격을 반 하는 공공재에 활용되는 나노기술

(환경/안전 등) 개발사업을 선정․지원하도록 차별화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본 사업 성과물의 보다 확실한 실용화를 위하여 같은 성격을 가지는 市사업

의 조달/발주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연계 나노기술 R&D 사업’ 부분에서 더 자세히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세계 유수연구소 유치지원사업’을 통하여 NT,IT,ET 등 첨단기술 분야

의 공동 개발의 기반이 되는 세계적 연구소의 유치와 공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산학연협력사업의 2005년도 확정된 지원대상 사업을 기술분야별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향후 5년간 서울시 투자액은 약 300억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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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 5 > 투자확정된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현황 (2005.11월 현재)

NIT

NBT

나노
기반,
공정

전략산업혁신클러스터육성
지원사업(5년간지원)

• 나노SoC산업육성을위한
산학협력혁신클러스터

-SoC기술, 플랫폼, HW/SW 개발

•나노바이오시스템및응용소재
-기능성나노소재, 고효율광소자
-극감도나노바이오분석기술
-나노세포기능제어기술

•나노공정기술및장비개발
산학연혁신클러스터

-나노신공정기술(lithography,
patterning) 개발, 상품화

보유기술사업화
지원사업(2년간지원)

• 뇌졸중조기진단및
예방바이오칩

• DNA나노복합체활용
유전자치료

• 방광암치료
나노바이오소재

신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2년간지원)

• 나노구조고분자발광소재

• 자기조립고분자/CNT이용
투명박막전극

• 나노급CMOS 아날로그회로

• CNT flexible 박막트랜지스터

NET •초고감도나노선수소센서

NIT

NBT

나노
기반,
공정

전략산업혁신클러스터육성
지원사업(5년간지원)

• 나노SoC산업육성을위한
산학협력혁신클러스터

-SoC기술, 플랫폼, HW/SW 개발

•나노바이오시스템및응용소재
-기능성나노소재, 고효율광소자
-극감도나노바이오분석기술
-나노세포기능제어기술

•나노공정기술및장비개발
산학연혁신클러스터

-나노신공정기술(lithography,
patterning) 개발, 상품화

보유기술사업화
지원사업(2년간지원)

• 뇌졸중조기진단및
예방바이오칩

• DNA나노복합체활용
유전자치료

• 방광암치료
나노바이오소재

신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2년간지원)

• 나노구조고분자발광소재

• 자기조립고분자/CNT이용
투명박막전극

• 나노급CMOS 아날로그회로

• CNT flexible 박막트랜지스터

NET •초고감도나노선수소센서

3) 서울시 독자사업 2 : 융합기술 R&D Project ‘ConTech Seoul’

(1) 사업 성격 및 역할

나노산업은 산업 全분야에 대해 기반/선도적(Leading)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NBT, NIT, NET 등 이른바 융합기술(Converging Technology)의 R&D가 활성화되

어야 비로소 나노기술 자체와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혁신 가능한 여타 산업 전반의 

동반 육성이 가능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서울시 나노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

로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기술 R&D 지원을 위한 Project 

‘ConTech(Converging Technology) Seoul’을 제안한다. ‘ConTech Seoul’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앞에서 제시한 산학연협력사업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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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의 핵심목적

우선 본 사업의 핵심목적은 기술수요와 기술공급의 효과적인 상호 부합이다. 기

술개발이 적절한 경로를 통해 사업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수요자인 기업의 입

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탐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공급자인 대학을 중

심으로 R&D를 지원하는 산학연협력사업과는 달리, ‘ConTech Seoul’은 기술수요자

(기업)에게 기술공급자(대학, 연구소)를 심사․선정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서울시는 

양자의 상호 탐색 및 협력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수행되는 R&D 사업은 시장을 통해 기술력을 검증

받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한계

가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민간투자자의 사업단 참여를 의무화하여 민간자본에 의

한 전문적인 사업성 심사와 과정평가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사업성과 효

율성 제고 노력을 유도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ConTech Seoul’ Project는 기술수

요자의 사업 권한과 책임조건을 동시에 강화하여 기술 사업화의 성과 향상을 추구

한다.

② 중점 R&D 단계

앞에서 도출한 핵심성공요인(CSF)과 육성지원 원칙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방

정부로서의 서울시는 중앙정부와는 차별화되는 정책 정향을 가져야 한다. 즉, 서울

시는 지방정부의 한정된 정책 자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적 적소(謫

所, Niche)를 탐색해야 한다. 특히 R&D 정책사업의 경우 중앙정부는 국세자원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파급성을 가진 분야의 기초적/장기적/전략적 R&D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으나, 지방정부는 국지적인 시민의 세금을 통해 정책이 운용되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부담에 대한 혜택이 다시 시민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위

한 ‘기술의 사업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ConTech Seoul’은 산학연협력사

업과 차별화되어 R&D의 모든 단계가 아닌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특정단계 목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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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점 기술 분야

과학기술 R&D는 그 성격상 본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

며,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통해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전례가 없는 R&D 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R&D 예산의 규모적인 한계,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등 

관련 정책과의 중복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 효율성 조건을 감안할 때, ‘ConTech Seoul’은 사업의 긍정

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정 기술(나노기술)만을 위한 공공프로젝트가 아

니라, 융합 기술(Converging Technology)의 사업화에 중점을 두어 서울시 전략산업 

간 형평성과 시너지를 도모한다.

④ 지역적 적합성

서울은 R&D 자원(인력, 기술, 금융, 비즈니스서비스 등)의 경쟁우위 뿐만 아니

라, 대도시로서 기술 수요의 잠재력이 크다. 따라서 ‘ConTech Seoul’과 같은 성격의 

R&D 사업은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며, 서울의 국내외적 Name  Value로 인

한 기술사업화 가능성과 홍보(마케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⑤ 사업의 역할 및 범위

전체 나노산업 육성체계에 있어서 본 사업은 몇 가지 역할과 범위를 내포한다. 

첫째, ‘ConTech Seoul’은 서울의 첨단기술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선도사업

(Leading Project, Banner Project) 또는 Catch-Phrase로서의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기술수요자 중심의 R&D 사업을 통해 서울시 전략산업(나노산업)분야 기술 

사업화의 방아쇠(trigger) 역할을 한다. 셋째, 첨단기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친숙성/

지지를 촉진함으로써 PR(Public Relation) 효과를 가진다. 넷째, 서울시에서 최초로 

수행되는 기술수요자 중심의 융합기술 R&D 사업이므로, TFT(한시적 조직) 중심의 

시험적 사업으로 시발하여 점차 개선․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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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 Title

본 사업의 명칭인 ‘ConTech(Converging Technology) Seoul’은 NT/BT/IT 등 

서울의 전략산업 분야 융합기술의 사업화를 강조하며, 대외적으로 동북아의 지식기

반산업 R&D Hub 이미지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 표 5 - 7 > Project ‘ConTech Seoul’ 사업 성격 및 역할 

1. 핵심 목적

▷ 기술수요와 기술공급의 효과적 Match : 기술수요자(기업)에게 기술공급

자(대학, 연구소) 심사․선정 역할 부여

▷ R&D 정책사업에 수반되는 비효율성 방지 : 민간투자자 참여 의무화로 

민간자본에 의한 사업성 심사, 과정평가 전문화

→ 기술수요자의 사업 권한․책임 동시 강화로 기술사업화 성과향상 유도

2. 중점

  R&D 단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적 Niche 탐색

▷ 중앙정부 역할과의 차별화 : 기초적/장기적/전략적 R&D를 지원하는 중앙

정부의 역할과 달리, 지방정부의 역할인 ‘기술의 사업화’(시민 세금의 혜

택이 다시 시민에게로)

▷ 산학연사업과의 차별화 : R&D 모든 단계를 위한 사업이 아닌,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특정단계 목적사업

3. 중점

  기술 분야

▷ 예산 효율성 : 예산 한정 문제, 관련 旣存정책(산학연사업) 중복문제

▷ 사업 파급성 : 전반기술 목적사업(서울시 전략산업 간 형평성/시너지)

→ 특정기술(나노기술)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융합기술 사업화에 중점

4. 지역적

   적합성

▷ 대도시 R&D 자원 : 서울의 R&D 자원(인력, 기술, 금융, 비즈니스서비스 

등) 경쟁우위 극대화

▷ 대도시 R&D 효과 : 서울의 국내외적 Name Value로 인한 기술 사업화 

및 홍보(마케팅) 효과 극대화

5. 역할 및

   범위

▷ 상징성 : 서울의 첨단기술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Leading 

Project/Banner Project (Catch-Phrase 역할)

▷ 촉발성 : 서울시 전략산업(나노산업)분야 기술 사업화의 방아쇠(trigger) 

역할

▷ Public Relation 효과 : 첨단기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친숙성/지지 촉진

▷ 시험성/한시성 : TFT/project team/matrix team위주 시험사업으로 시발

6. 사업 Title

▷ ‘ConTech(Converging Technology) Seoul’

▷ NT/BT/IT 융합기술 사업화 강조

▷ 동북아 (전략사업) R&D Hub 이미지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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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추진방식 도출 

前述한 ‘ConTech Seoul’의 사업성격과 역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추진방식이 필요하다. 이에 아래에서는 유사한 정책 사례들을 통해 장/단점과 시사

점을 분석하여 ‘ConTech Seoul’의 추진방식 원칙을 도출한다.

본 사업과 같이 기술개발을 사업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정책사업으로는 대표적으

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이하 ITEP사업)과 전자부

품연구원(KETI)의 ‘지원기관 네트워크 협력사업’(이하 KETI사업)을 들 수 있다. 이

들 사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 표 5 - 8 >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사례 분석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단독주관개발사업) 지원기관 네트워크 협력사업
기관 ITEP(한국산업기술평가원) KETI(전자부품연구원)

참가

대상

▷ 부품/소재기술 개발 희망 사업자(산학연)
▷ 참여기업 : 개발사업체 참여하고 사업비 일
부 부담(산학연)

▷ 기술사업화 지원희망 IT/전자 중소벤처기업
▷ 신규투자처, 사업아이템 발굴, 공동사업수행 
희망하는 지원분야별 (자금,생산,마케팅,기술
도입 등) 대/중견기업

사업

추진

분야

▷ 개발사업 지원 : 7대 분야 193개 부품/소재 
지원 대상 명시

▷ 기술사업화 지원부문 : 자금유치(투/융자), 생
산(EMS), 국내외 마케팅, 경 , 회계, 기업
간 협력/제휴 등 컨설팅

▷ 기술확보 지원부문 : 해외기술도입, 기업 현
장애로기술 지원, 국내 대학/공공기관 기업 
기술이전 지원

추진

절차

공모,신청 ▷ 신문, Web site, HP 공모,신청 ▷ 신문, Web site, HP, 사업설명회

사전조사
▷ 旣 사업 중복지원 여부심사
▷ 신청기업 자가 조사 병행 기초검토

▷ 신청기업에 대해 기술성 및 사업
화 타당성 검토

기술성평가 ▷ 평가위원회, 운 위원회

투자심사

▷ 투자기관협의회: 기술성평가 우
수기업 투자심사, 투자설명회

▷ 투자소위원회 구성 : 투자심사
신청자, 투자 의향서 제출한 투
자기관

▷ 투자조건 협상, 계약 체결

지원계획
수립제안

▷ 기초검토 결과 우수 중소벤처기
업에 대해 협력네트워크 제안

협력
네트워크
개최

▷ 심의위 : 지원희망기업 IR 실시
(협력 네트워크 회의)

▷ 지원기관별 ‘평가심의의견’, ‘지원
의향서’ 제출

사업자지정 ▷ 투자적격순위에 따라 지정 지원의향서
접수
3자 협약

▷ 3자 협약 : 희망 지원기관, 신청
기업, KETI

협약체결,
정부출자

▷ 3자 협약 : 산자부장관, 사업자 
대표, 참여기업 대표

중간점검,
사후관리

▷ 점검위원단, 투자기관협의회 수
행/이행 현황 점검

사후관리
▷ 지원실적, 효과, 협약 이행여부 
등 점검/관리

수행성과
보고,
평가

▷ 보고 : 중간/최종보고서, 공인시
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평가 : 점검전담위원
DB구축 ▷ 지원실적 관리, 결과보고

사후관리
▷ 기술료 납부, 사업 발생품/산업
재산권 등 전용실시권 실시기
업에 무상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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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사 사업 비교 및 시사점

ITEP사업은 부품/소재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을, KETI사업은 기술 

사업화를 희망하는 IT/전자분야 중소벤처기업과 협력기관의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

한다.

위 유사 사업들의 내용을 사업단계 별로 비교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양 사업은 모두 정책주체(ITEP, KETI)에 의해 공모에 응한 사업자

에 대한 事前 기술성․사업성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실

질적인 투자심사는 투자지원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정책주체는 사업

자와 투자지원기관 간의 중개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투자심사가 마무리되면 3자(정

책주체, 사업자, 투자 및 기타 지원기관)간의 협약을 통해 사업이 시작되며, 사업성

과 평가는 정책주체에 의해 중간․사후에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공통점과는 달리, 양 사업은 몇 가지 차이점도 보인다. 사업단을 구성

하는데 있어서 ITEP사업은 사업자에 의한 자발적 구성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KETI사업은 사업자와 기타 지원기관들의 상호 탐색과 연계를 적극적으로 중개한

다. 또한 ITEP사업은 정부와 투자의향을 가진 민간투자기관이 공동으로 투자하지

만, KETI사업은 사업자와의 연계에 성공한 민간 투자지원 기관에 의해 자금이 공

급된다.

② ‘ConTech Seoul’ 추진방식

이와 같은 유사 사업들의 특징은 ‘ConTech Seoul’의 사업특성과 맥락에 적합하

도록 취사선택하여 차용되어야 한다. 즉, ‘ConTech Seoul’의 참여주체들(서울시, 대

학, 연구소,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본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추진

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이를 사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단을 구성하고 심사하여 선정하는 단계에서, 지방정부로서의 서울시는 

사업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는 역량과 사업자․투자자를 중개하는 전문성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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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행정관리적 부담이 크다. 또한 기술공급자 중심의 사업

단 구성 방식에 수반될 수 있는 기술수요․공급의 Mismatch 문제가 상존한다. 따

라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ConTech Seoul’은 사전 단계에서 기술공급자로서의 

대학 및 연구소보다는, 기술수요자인 기업의 주도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기술수요자 

시장(Buyers Market)을 형성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목표로 설정한 최종성과물

을 중심으로 기술수요자(기업)가 필요한 기술공급을 逆탐색함으로써 기술수요․공

급의 상호 부합성과 사업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다. 아울러 사업단에 민간투자자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민간투자자에 의한 사업성 심사 전문화와 더불어, R&D 과

정에서의 상시적 Monitoring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사업진행 단계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에 대규

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로서 R&D 예산비중을 확대시키는 것은 한

계가 있다. 또한 정부지원 R&D사업의 경우, 높은 정부투자 비율과 낮은 민간투자 

비율로 인해 정책성과의 효율성 제고 유인이 적다. 따라서 ‘ConTech Seoul’은 정부

투자 비율을 최소화하고 민간투자 및 사업자투자 비율을 제고시킴으로써 민간투자

자에 의한 과정평가와 사업자 자신의 책임성을 높여 사업성과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 평가 단계에서는, 서울시가 수행할 수 있는 

성과평가 전문성의 한계가 고려되어야 하며, 개발되는 기술과 기술수요의 상호 부

합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술수요자(기업)에게 기술료 부담과 개발된 기술

에 대한 구매를 의무화시킴으로써 사업자에 의한 과정․사후 기술개발 관리가 확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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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9 > Project ‘ConTech Seoul’ 추진방식 도출 

사업단계

원칙 도출순서

사전 단계

(사업단구성, 심사, 선정)
사업진행 사후평가

1.

사업

단계

별 

요건

유사

사업

(KETI,

ITEP)

분석

및

비교

공통점

▷ 정책주체에 의한 사전 기

술성/사업성 심사

▷ 정책주체에 의한 투자 중

개, 실질 투자심사는 투자

지원기업이 맡음

▷ 3자 협약(정책주체, 사업

자, 지원기관) 통해 사업 

공신력 제고

▷ 정책주체에 의

한 중간 성과 

평가

▷ 정책주체에 의

한 사후 성과 

평가

차이점

▷ 사업단 구성 : 사업자의 

자발적 구성, 혹은 사업단 

구성 중개

▷ 정부/민간투자기

관 공동투자, 혹

은 민간 단독 

투자 

▷ 정부투자금에 

따라 기술료 징

수

2.

참여

주체

특성

고려

정책주체
((지방정부로서
의 서울시)

▷ 사업의 기술성/사업성 평

가 전문성 한계

▷ 투자중개 전문성 한계

▷ 행정관리적 부담 문제

▷ 산학연 사업 등

으로 인해 R&D 

사업 투자규모 

확대 한계

▷ 전문적 성과평

가 한계

▷ 객관적 성과평

가 지표 필요

사업

수행

기관

대학 ▷ 기술공급자로서의 대학/연

구소가 기술사업화 주도

할 경우, 사업의 효과성/

성과 문제 대두

▷ 정부지원 R&D 

사업의 경우, 높

은 정부투자 비

율과 낮은 민간

투자 비율로 인

해 사업 효율성 

제고 유인 적음

▷ 기술수요와 개

발기술의 상호 

적합성 평가방

안 필요

연구소

기업

▷ 기술수요자 시장(buyers 

market)의 필요성 → 기업

의 기술수요에 적합한 기

술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3. ‘ConTech Seoul’

사업 추진방식 원칙

▷ 사업단 구성 : 기술수요자 

주도의 사업단 구성으로 

기술공급자의 적합성 심

사, 기술수요/공급의 효과

적 Match 가능성 제고

▷ 사업 심사 : 민간투자 의

무화. 민간투자자에 의한 

사업성 심사 전문성 제고

▷ 정부투자 최소

화, 민간투자 및 

자기자본투자 

비율 제고 → 

민간투자자의 

과정평가와 사

업자의 책임성

을 높여 정부투

자사업의 비효

율성 방지

▷ 기술수요자의 

기술료 부담과 

기술구매 의무

화 →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를 

통한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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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 6 > Project ‘ConTech Seoul’ 추진방식 도해

기술수요자(기업) :
최종생산, 판매

서울시

기술공급자
심사,선정기술공급자

(대학,연구소)

민간투자자

사업단(컨소시엄)

구성중개, 선정, 평가

기술공급

사업성심사
자금투자

사
업
단

기술개발지원금지급

①

②

①기술수요자주도의사업추진으로
기술수요·공급상호부합성제고

② 자금동원/사업성심사에있어서
민간중심의 R&D 사업유도

사업자(기술수요자) 권한및책임성제고
기술사업화성과향상

기술료납부

기술수요자(기업) :
최종생산, 판매

서울시

기술공급자
심사,선정기술공급자

(대학,연구소)

민간투자자

사업단(컨소시엄)

구성중개, 선정, 평가

기술공급

사업성심사
자금투자

사
업
단

기술개발지원금지급

①

②

①기술수요자주도의사업추진으로
기술수요·공급상호부합성제고

② 자금동원/사업성심사에있어서
민간중심의 R&D 사업유도

사업자(기술수요자) 권한및책임성제고
기술사업화성과향상

기술료납부

(3) 사업 추진 체계

‘ConTech Seoul’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체계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나노산업협의회’와 공동으로 융합기술 사업화에 대한 아이디어

를 공모하거나 Conference, Idea Fair 등을 주최하여 정책을 홍보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며 정책순응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

사업단 구성은 사업자 주도로 이루어지며, 민간투자자․기술공급자․기타 참여

기업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단 공모를 통해 사업자(단)를 선정한다. 사

업비는 주로 사업단 내의 자기자본 및 민간투자자의 자금으로 이루어지며 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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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후 기술료를 징수한다. 이 

때 기술료는 기술수요자(기업)로부터 징수함으로써 기술 개발과정 관리를 합리화하

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추진체계를 통해 기술수요자(기업)에게 사업추진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

에 부여함으로써 최종생산물 위주의 사업화 효율성이 높은 사업 추진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정책기획․관리의 행정부담

을 절감할 수 있다. ‘ConTech Seoul’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5 - 10 > Project ‘ConTech Seoul’ 사업추진 체계 

단계별 역할

서울시 사업자(기술수요 기업)

사
업
추
진
단
계

Vision/
목표 제시

▷ Consensus 형성(정책순응도 제고) : 
서울시/서울나노산업협의회 공동, 융
합기술 Conference, Idea Fair개최

▷ 중점육성 분야(융합기술) 선정

책임조직
구성

▷ 프로젝트 담당 조직 구성

사업단

구성

▷ 사업자 주도의 사업단 구성 중개/조

정

▷ 사업단(민간투자, 기술공급자, 참

여기업 등) 구성

사업자(단)
선정

▷ 사업 세부 Item Idea/사업자(단) 공
모 및 선정

▷ 사업 세부 Item Idea 창안, 응모

사업추진

▷ 서울시 지원금 지급
(하한선 : 사업 참여 유인 수준,
상한선: 사업효율성 제고 노력 유
인 수준)

▷ 사업 추진 주도, 관리
▷ 자기자본, 민간자본 투자

평가
▷ 중간, 최종 평가
▷ 기술료 징수

▷ 과정평가
▷ 기술료 부담, 기술구입 의무화

비고

▷ Top-down(Algorithmic approach) : 
정부역량 범위 內 의사결정

▷ Bottom-up(Heuristic Approach) : 
불확실성 크고 전문성 필요한 수
준 의사결정. 사업자 주도성 초점

▷ Top-down, Bottom-up 방식의 혼용
→ R&D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자금 및 사업관리에 대한 지나친 
관여에 따른 예산 비효율적 사용, 전문성 결여 문제 방지

기대효과
▷ 기술수요자(기업)에 사업추진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 최종생산물 위주의 사업화 효율성이 높은 사업 추진
- 전문성 확보, 성과책임 강화, 정책기획․관리의 행정부담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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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독자사업 3 : 서울시 공공사업 연계를 통한 나노산업 지원

정부가 수행하는 공공사업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비배타성(Spillover Effect)을 가져 수익성이나 규모에 있어서 민간에 의해 공급되기 

힘든 안전 및 환경 등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고, 2차적인 목적은 공공사업을 통해 

기술적인 시험 및 평가를 선도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인 부양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다.

이러한 공공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술․

산업수요 차원에서 배아기에 있는 나노산업을 공공사업과 연계시켜 육성함으로써 

나노기술을 이용한 혁신적 공공재 공급과 나노산업의 전․후방 연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공공사업 중 나노기술이 적용 가능한 사업의 경우, 해당 기술 및 

제품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중에서 

‘서울형 미래 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기술 및 제품 성과물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사업화 연결이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인 조달 및 발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나노기술의 공공사업 연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러한 연계에 관련되는 

차원들을 고려해야 한다. 나노기술의 공공사업 연계를 기술통합 수준에 따라 구분

해보면, 나노기술을 활용한 나노재료 및 소자 등 기초적인 적용에서부터 나노기술

이 활용된 부품․장비 및 공법, 그리고 호주의 ‘Nano House’ 같은 독립적인 시설까

지 다양하다.

또한 기술개발 지원의 事前 또는 事後 중 어떤 단계에서 공공사업과 연계 되느

냐에 따라 구분하면, 사전연계로서의 수의계약과 사후연계로서의 사업공모 방식으

로 나눌 수 있다. 사전연계 방식은 ‘구매(조달) 조건부 기술개발지원’의 형태를 가지

는데,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이란,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에 정부가 자금을 지

원하고 개발에 성공하면 수요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통한 일정기간 동안의 구매를 보

장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경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수

요업체, 기술개발업체, 정부 3자간 협약이 맺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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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중소기업청에서 수행 중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

업’을 들 수 있다. 지난 2005년 6월 중소기업청은 포스코, 효성, 두산엔진과 함께 구

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 협약을 통해 향후 이들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 파트너를 선정하고 

개발 이후 구매를 보장하며, 기술개발 업체에 대해 개발비를 정부에서 제공하고 사

후에 기술료를 징수하게 된다.

또한 사후연계 방식은 나노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 공공사업 구매․조달 시

의 입찰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행된다. 이와 같은 나노기술의 공공사업 연계 차원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표 5 - 11 > 나노기술의 공공사업 연계와 관련된 차원

나노기술 공공사업 연계 
차원 내용 비고

성과물 연계 수준

재료/소자 아래로 
갈수록
기술통합적

부품/장비

공법/시설

성과물 연계 단계 및 조건

사전연계
(수의계약)

구매/조달 조건부
기술개발지원 아래로

갈수록
약한 연계사후연계(공모)

구매/조달 가점부여

구매/조달 기회(정보) 제공

위와 같은 차원들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나노기술의 공공사업 연계 방안들을 도

출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 공공사업 조달 연계

기술개발 事後 연계 방안으로서 서울시 공공사업의 조달 및 입찰 시에 이미 개

발이 되어 있거나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는 나노기술 상품을 채용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공공사업이 사업자 및 조달업체의 공모 선정 과정을 통해 수행되므로, 나

노기술 특허 또는 인증 상품이나 해당 기술․상품을 보유한 우수 기업체에 대해 입

찰 평가․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서울형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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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의 ‘우수’ 판정을 받은 사업자에

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서울시 공공사업 연계 나노기술 R&D 사업(Object-Oriented Policy) 분야

본 사업은 일반 공공사업에 대한 사후적인 나노기술 제품 차용과는 달리, 기술

개발 事前 단계에서 시행계획 중인 공공사업에서의 조달 및 차용을 목표

(Object-Oriented)로 하여 R&D 지원의 효과성과 실용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공공재에 활용가능한 나노기술은 그 수요시장의 한계 때문에 기술혁신 유인력

이 적다. 따라서 공공재 활용 나노기술의 경우 R&D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실

용화 경로를 찾지 못하여 사장(死藏)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로서의 

서울시는 나노기술이 실질적으로 시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두

고 정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사업과 연계된 나노기술 R&D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① 공공사업 연계 나노기술 R&D 사업 적용대상 : 사업분야 차원의 접근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공공사업에 나노기술을 적용할 것인지

를 결정한 다음, 어떠한 방식으로 나노기술이 적용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우

선 나노기술이 적용될 공공사업 및 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판단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실현가능성’으로서, 해당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나노기술이 중/단기간(향

후 5년 전후) 내에 실현가능해야 한다. 둘째는 ‘사업성’으로서, 해당 나노기술 제품

이 기존 제품에 대해 우월한 대체효과를 가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나노기술이 적

용되는 공공사업이 실제로 서울시에 의해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주 가능성이 높아

야 한다. 셋째는 ‘실험성’으로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신규 또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우선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어 해당 기술이 시험운용․평가되면서 점차로 확대 적용

이 가능해야 한다. 넷째는 ‘상징성’으로서, 나노기술과 공공사업의 연계를 통해 나노

기술 사업화의 선도적 모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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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건에 적합한 공공사업 적용 대상으로는 마곡 첨단산업단지, 청계천복원

구간, 뉴타운, DMC, 지하철 인천공항 구간, Seoul Opera House 등 旣시행․계획 

중인 각 공공사업 內의 시범구역을 들 수 있다. 이들 사업은 공통적으로 서울시의 

대규모 신규 사업이면서 공공재 수요가 크고, 이에 따라 이들 사업에 나노기술 기

반의 혁신적 소재․장비를 활용함으로써 나노기술 혁신유발 효과와 시민생활 질 향

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표 5 - 12 > 사업분야 차원의 접근 (도시계획 관련법 기준 분류)

도시(기반)시설분류  하위 분류 해당 서울시 사업

토지

및

주거

시설

토지기반조성 택지개발

뉴타운주택시설

(재개발)

주택건설

재개발/주거환경개선

도시

기반

시설

교통시설

터널 우면산터널, 남산터널, 북악터널

도로(지하,고가 등) 서울시내 도로

교량 한강교량

유통/공급시설

(산업경제)
유통/산업단지 마곡, DMC

공간시설

(공원녹지)

광장
시청앞광장, 남산광장,

청계천, 서울숲
공원(녹지)

유원지

공공문화시설

(사회개발)

문화시설 opera house

공공청사 증축 시청사

사회복지/체육 시설 서울 돔구장

방재/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수질오염방지시설
상수도(아리수 포함)처리,

하수도처리

② 공공사업 연계 나노기술 R&D 사업 적용대상 : 기술 차원의 접근

또한 이들 공공사업에 나노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인 분야로는, 나노소재

(구조용 나노소재, 촉매용 나노소재, 기타 Intelligent 재료 등), 나노소자 및 시스템

(CNT, 나노센서, 나노측정시스템, 기타 미생물․화학물질․결함/손상 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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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나노기술 기반 부품 및 장비(건축․시설 자재, 수질․대기 정화 장치 등), 그리

고 나노기술이 전반적으로 활용된 시설 또는 건물(NanoBuilding, 상/하수도, 조명, 

도로, 교량 등)을 들 수 있다.

< 표 5 - 13 > 나노기술 차원의 접근 (공공재 활용 나노기술 중심)

대분류

(분야)
중분류(기능) 세부 기술 내용 해당 나노기술

수자원,

토양

측정/검출
오염물질 측정,

위해성 모니터링,평가
토양/지하수 오염 측정

나노센서,

화학반응 칩

(Lab-on-a-chip),

화학 분석 시스템,

나노스케일 FET 센서

분리/처리/제거

수처리 고도 정수 처리,

양염류 제거,

package형 하수처리

분리기능용 나노소재,

수처리용 분리막
산업폐수 처리

오/폐수 처리

대기

측정/검출 대기오염 측정장치

온난화 검출/평가, 

오존층 변동 감시, 

지표 자외선 감시/예측

테라헤르츠(THz)

나노광소자

분리/처리/제거

연료탈황,

배연가스 저감
습식탈황 자동차용 촉매

고효율 집진

악취처리,

특정대기유해물질 처

리,

온실기체 고정화/제거

투과막(멤브레인),

촉매형 필터,

기체분리 분리막,

탈취/항균 나노분말/

촉매

폐기물,

환경

보건

측정/검출
위해성 평가, 안전관

리

유해물질 노출 평가,

위해성 평가,

환경호르몬 검출

미생물/화학물질 탐

지, 나노바이오 단백

질 소재,Lab-on-a-chip

분리/처리/제거 유해 폐기물 처리
물리 화학적 처리, 고

형화

분해(촉매, 광촉매, 생

물학적 분해), 흡착

에너지 저장/변환
연료전지

고효율, 환경친화 연료

전지

태양전지(실리콘, 염

료감응, 유기고분자), 

광합성, 열전소자

조명 고광도, 고효율 조명 발광소자

안전 예방/보강
고강도 내마모 소재 고강도 구조 소재

복구/개조 표면 기능화 표면개질(표면보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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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14 > 공공사업 연계 나노기술 R&D 사업 적용대상 분야 종합

사업 적용대상

선정 단계
내용

1. 

고려기준

실현

가능성

▷ 사업완료시까지 개발/시험/상용화 완료 가능성(단/중기 가능성 있는 

것에 한정)

사업성

대체성

▷ 대체성 : 기존 기술/제품 대체 혁신성, 수입 대체 혁신성

▷ 사업성 : 이미 개발된 기술은 대량생산 기술개발이 목표

실험성

혁신성

▷ 실험성 : 신규/대규모 사업에 부분적으로 적용, 시험운용․평가

▷ 혁신성 : 전례가 없는 시설/장비

상징성 ▷ 해당분야 나노기술 사업화의 선도역할 모델 효과 극대화

2. 적용대상 

(사업분야)

▷ 마곡첨단산업단지, 뉴타운, 청계천복원구간, DMC, 노들섬예술센터, 

기타(지하철 등) 사업 內의 시범구역

3.

적용대상

(기술분야)

소재 ▷ 구조용 나노소재, 촉매용 나노소재, 기타(Intelligent 재료 등)

소자,

시스템

▷ CNT, 나노센서, 나노측정시스템, 기타(미생물, 화학물질, 결함/손상 

탐지 시스템 등)

부품, 

장비

▷ 건축․시설 자재, 수질․대기 정화/항균 장치, 조명, 고효율 에너지 

시설, 고강도 안전시설 등

시설 ▷ NanoBuilding, 상/하수도, 조명, 도로, 교량, Hi-Tech Seoul 빌딩 등

(3) 공공사업 연계 나노기술 R&D 사업 추진방식

위와 같이 사업 적용대상의 범위가 정립되면 다음으로는 사업단 구성․선정 및 

사업비 충당과 기술개발 지원 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

우선 사업자 선정 및 사업단 구성을 살펴보면, 본 사업에 관련되는 주체는 크게 

나누어 세 종류가 있는데, 기술수요자로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서울시 해당 부서, 

기술공급자로서 나노기술을 개발하고 제품화시키는 R&D 주체, 개발된 나노기술 제

품을 활용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로 구성된다.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 

R&D 주체와 민간사업자가 한 팀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단을 단위로 

공모 및 선정, 사업수행이 이루어진다.

사업 전반의 시설 사업비 충당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본 사업은 나노기술을 활

용한 공공시설 공급을 목표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공공재 공급사업은 사업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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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징수를 통해 시설투자비를 완전히 환수할 가능성이 낮다. 따

라서 시설건립 후 사업자가 이용자 수입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사후에 이에 대

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또는 사전에 약정 수익

률을 보장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민간사업자(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시설 완공 후 서울시로 

그 소유권을 넘기고, 대신 서울시에서는 시설투자비와 수익률이 추가된 투자원리금

을 시설임대료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이용요금의 차액만큼을 지원함으로써 

투자자금을 회수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그림 5 - 7 > BTO(Build-Transfer-Operate), BTL(Build-Transfer-Lease) 비교 

B T O

이 용 자

민 간 사 업 자
( S P C )

정 부

사 업 권 부
여기 부 채 납

이 용 요 금

서 비 스 제 공

B T O

이 용 자

민 간 사 업 자
( S P C )

정 부

사 업 권 부
여기 부 채 납

이 용 요 금

서 비 스 제 공

B T L

이 용 자

민 간 사 업 자
( S P C )

정 부

임 대 료 지 급

기 부 채 납
이 용 요 금

서 비 스 제 공

B T L

이 용 자

민 간 사 업 자
( S P C )

정 부

임 대 료 지 급

기 부 채 납
이 용 요 금

서 비 스 제 공

< 표 5 - 15 > BTL방식 적용가능 사업대상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44개 시설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어항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

신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

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

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통신

망, 과학관, 철도시설,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

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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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투자자금 회수는 시설 건립 후 실제 운 주체 및 운 비용 충당

과 연계하여 고려해야 한다. 현재 청계천복원구간(시설관리공단 운 )이나 상/하수

도 처리시설(각 사업소 운 )과 같이 공공조직에 의해 운 된다면 BTO/BTL방식이 

그대로 활용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시설 건립 후 민간사업자(SPC)나 제3자 민간위

탁업체에 의해 운 된다면 이에 대한 운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건립된 시설의 공공성으로 인해 이용료에 의해 투자자금이 온전히 회수되지 않으므

로, 이용료 징수 여부에 상관없이 서울시가 [(투자비 + 수익률 추가된 투자원리금) 

- 이용료] 만큼의 자금을 민간사업자 및 시설운 주체에게 지원해야 한다. 이를 정

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표 5 - 16 > 나노기술 활용 공공시설 투자 및 운 자금 회수 방식

사업 단계별 주체
투자자금 회수 방식 운 자금 충당 방식

시설 건립 시설 운

민간사업자

(SPC)

공공조직 전형적인 BTL

민간사업자

(SPC)

[(투자비 + 수익률 추가된 투자원리금) - 이용료] 만큼 SPC에

게 회수시켜줌

별도 민간위탁

업체

(투자비 + 수익률 추가된 투자원리

금) 만큼 SPC에게 회수시켜줌

(보장 이윤 - 이용료)만큼 

민간위탁 업체에 지원

비고

이용료 징수가 어렵거나 이용료 징수만으로 투자비가 회수될 

가능성 없는 사업이므로,

민간주체의 운  여부나 이용료 징수 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

으로 BTL 방식임

아울러 나노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은 해당 공공사업에 활용되는 나노기술

개발이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안을 생각

할 수 있다. 즉, 본 사업에 활용되는 나노기술이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에 의한 것

이라면 R&D Item은 이미 산학연협력사업을 통해 개발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추가

적인 R&D자금은 필요 없으며 민간사업자와 구매 계약을 맺으면 된다. 그러나 만약 

활용될 나노기술이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이 아닌 개별적 사업자에 의한 별도의 

R&D사업 성과물이라면 서울시, 민간사업자, R&D 주체 간에 ‘구매 조건부 기술 개

발’협약을 체결하고 R&D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 추진방식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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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17 > 공공사업 연계 나노기술 R&D 사업 추진방식

사업성과 목표 체계 해당 주체

사업성과 목표 및 하위 구성요소 연계 방안

하위 구성요소가 

산학연협력사업

성과물인 경우

하위 구성요소가 

산학연협력사업 外

별도 R&D 성과물인 경우

사업성과

목표

(나노기술이 

활용된)

공공시설, 

Sub시설, 장비

서울시

해당사업

주관부서,

민간사업자

(SPC)

▷ 사업단 단위로 공모/

선정, 사업 진행

▷ BTO/BTL 방식 원칙

※ R&D Item은 산학연협

력사업을 통해 개발이 

보장되므로 구매의무

조건 필요 없음

▷ 사업단 단위로 공모/선

정, 사업 진행

▷ BTO/BTL 방식 원칙

▷ R&D 주체에 대해 '구매

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사업성과

목표별

하위

구성요소

(나노기술이 

활용된)

재료,소자, 

시스템, 공법

R&D 주체

이상 설명한 ‘공공사업 연계 나노기술 R&D 사업’의 추진방식을 그림으로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나노기술 활용이 가능한 공공시설을 확정한 서울시가 사업

을 총괄할 민간사업자(SPC)를 선정한다. 이 민간사업자는 해당 시설에 적용될 나노

기술을 개발할 R&D주체(대학, 연구소, 벤처/중소기업 등)와 함께 컨소시엄을 이루

어 참여하게 되는데, R&D주체는 서울시로부터 R&D 자금을 지원받으며, 기술성과

물의 수요를 보장받기 위해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 협약을 맺고 기술 개발 완료 

후 민간사업자가 이를 의무구매한다.

이러한 사업 과정을 거쳐 시설 건립이 마무리되면 발주기관인 서울시가 소유권

을 가지게 되고, 이에 대한 투자자금을 회수시킨다. 이때 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市, 

민간사업자(SPC), 또는 제3의 민간위탁 업체가 시설을 운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운 주체나 이용료 징수 여부에 따라  [(투자비 + 수익률 추가된 투자원리금)- (이

용료)] 만큼의 자금을 민간사업자 및 시설운 주체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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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 8 > 공공사업 연계 나노기술 R&D 사업 추진방식 도해 

민간 사업자
(SPC)

서울시
(TFT)

운영 요금

수익금 부족분

보조금 지원

기부채납

R&D 주체

소재/자재

의무구매, 시공
기술/소재/자재

공급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R&D 성과물
수요보장)

BTO
(SPC 수익률
사후보장)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방식 : R&D주체의 기술개발risk 저하

• BTO 방식 : 민간사업자(SPC)의 시설건립 투자회수 risk 저하

민간 사업자
(SPC)

서울시
(TFT)

운영 요금

수익금 부족분

보조금 지원

기부채납

R&D 주체

소재/자재

의무구매, 시공
기술/소재/자재

공급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R&D 성과물
수요보장)

BTO
(SPC 수익률
사후보장)

민간 사업자
(SPC)

서울시
(TFT)

운영 요금

수익금 부족분

보조금 지원

기부채납

R&D 주체

소재/자재

의무구매, 시공
기술/소재/자재

공급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R&D 성과물
수요보장)

BTO
(SPC 수익률
사후보장)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방식 : R&D주체의 기술개발risk 저하

• BTO 방식 : 민간사업자(SPC)의 시설건립 투자회수 risk 저하

‘공공사업 연계 나노기술 R&D 사업’의 추진체계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우선 서울시가 서울나노산업협의회와 공동으로 Conference 또는 Idea 

Fair를 개최하여 공공분야 또는 공공재에 활용될 수 있는 나노기술 활용방안에 대

한 기술사업 아이디어의 창발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나

노기술 활용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순응도를 제고시

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 지원 분야가 구체적으로 선정되면 사업단 공모․선정․평가를 담당

할 조직을 구성하되, 서울시 산업국과 시정연 서울경제연구센터가 연계된 TFT 또

는 Project Team의 형태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업단은 2개 주체 - 민간사업자, R&D주체 - 로 이루어진 컨소시엄 형태이어

야 하므로, 이들 간에 기술 및 사업 정보 교환과 컨소시엄 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

단 구성을 위한 예비 Conference(또는 Idea Fair)'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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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상호 조건과 이해가 공유되는 컨소시엄들이 결성되면, 이에 대한 공

모와 심사를 거쳐 예산규모와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최종 사업단을 단수 혹은 복수

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해당 컨소시엄 내의 공공사업 서울시 주관

부서를 통해 BTO/BTL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 때 R&D 주체의 기술개발이 산학연

협력사업 外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형태로 R&D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사업의 핵심의의는, 기술 사업화의 全 단계(R&D, 생산, 판매)를 담당하는 각 

주체 간의 자율적인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재에 활용 가능한 나노기술의 사업화

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표 5 - 18 > 공공사업 연계 나노기술 R&D 사업 추진체계 

단계별 역할

서울시 민간사업자 (SPC)

사업

추진

단계

Vision/

목표 제시

▷ Consensus 형성(정책순응도 제고) 
: 서울시/서울나노산업협의회 공동, 
공공분야 나노기술 활용 
Conference, Idea Fair 등 개최

▷ 사업 지원 분야 선정

책임조직

구성
▷ 프로젝트 담당 조직 구성

사업단
구성

▷ 사업단 구성 예비 Conference 주
최 : 3개 주체(각 공공사업 서울시 
주관부서, SPC, R&D주체) 상호 
탐색/연계 기회

▷ 2자 Consortium(R&D주체, SPC) 
구성

사업자(단)

선정

▷ 사업 세부 Item Idea/사업자(단) 
공모 및 선정 (예산규모, 사업특성 
감안하여 단수 혹은 복수 사업단 
선정)

▷ 사업 세부 Item Idea 창안, 응모
※ R&D 주체의 기술개발이 산학연
협력사업外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구매조건부 기술개발’협약

사업추진

▷ 공공사업 주관부서를 통해 SPC에 
시설임대료 지급(BTL방식) 또는 
이용요금 부족분 지급(BTO방식)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형태인 경
우,  R&D 자금 지원

▷ 사업 추진 주도, 관리
▷ R&D 주체의 사업성과물(기술 
및 제품) 구매

평가 ▷ 중간, 최종 평가 ▷ 과정평가

시설운
▷ 시설 성격에 따라 공공/민간사업자(SPC)/제3의 민간위탁업체 등이 운

할 수 있으며, (이용료 징수 여부에 상관없이) 이용료 징수만으로 이
윤 보장이 힘든 공공시설이므로 이에 대해 서울시가 이윤 보전

기대효과
▷ 기술 사업화 全 단계(R&D, 생산, 판매)를 담당하는 각 주체 간의 자율
적 연계 지원을 통해 공공재 활용 나노기술 사업화의 Risk 흡수 및 수
요시장 (Test-bed)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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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사업 연계 나노기술 R&D 사업 적용 가능 대상

위와 같은 사업 및 기술적 차원접근 방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서울시 공공

사업에 대해 나노기술 R&D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이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이미 시행중인 사업의 경우, 향후 교체/개보수/증설시에 나노기술 활용제품

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아직 계획수립 단계인 사업의 경우 향후 입찰 안

내서에 나노기술 활용방안을 명시하도록 제안한다. 

< 표 5 - 19 > 서울시 공공사업별 나노기술 활용 방안도출 방법

사업 종류 나노기술 활용 방안

시설 종류/입지

계획 단계 사업

- 계획된 하위시설/장비별로 나노기술 활용 가능성 및 관련제

품 개발 가능성 탐색 (설비/장비는 거의 동일하므로, 설비下 

재료/기술 위주)

- 향후 입찰 안내서에 나노기술 활용 내용 명시하도록 제안

- 기술개발 경쟁효과와 기술진보를 감안하여 각 사업마다 

R&D주체를 별도로 입찰

사업자 선정완료

or

실행 단계 사업

- 향후 교체/개보수/증설 時 나노기술 활용제품으로 대체 가능

성, 개발가능성 탐색, 제안 (특히 Solar Cell 등 수입대체 효과 

큰 것 탐색, 제안)

- 이미 준공되었으므로 BTO/BTL방식을 제외하고 구매조건부 

개발만 적용

사업 계획 단계 또는 실행 단계에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사업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이에 대해 나노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요약할 수 있다. 또

한 본 보고서에서는 나노기술이 활용될 가능성과 그 상징적인 효과가 큰 세 가지 

공공사업 - ‘한강 노들섬 예술센터’, 청계천 복원 사업, 마곡첨단산업단지 ‘Hi-Tech 

Seoul' 빌딩 - 을 선정하여 그 추진방향을 아래에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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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 9 > 나노기술 R&D 활용 서울시 공공사업 사례 

구분 공공사업

사업
계획
단계

뉴타운

마곡
첨단산업단지

한강노들섬
예술센터

증축시청사

서울돔구장

사업
실행
단계

청계천

DMC

상수도처리
(아리수포함)

하수도처리

지하철

교량,터널,도로

시청/남대문앞
광장,서울숲

공공사업활용나노기술분류

고도정수처리 공기질개선
폐기물처리
친환경성개선

청정에너지활용
고효율조명

구조/표면
안전도개선

녹지잔류농약제거
광촉매, 흡착제

공중시설전력
태양광활용

종합병원
고도정수처리

종합병원공기정화,
탈취,항균시설

산업폐기물
탐지,분해,처리시설

고효율
내부도로조명

상하수고도처리,
직접취수/방류

센터공기정화,
탈취,항균시설

자체동력원
태양광활용

저진동, 친음향
소재, 구조물

청사공기정화시설
자체동력원
태양광활용

고강도구조,
표면보호소재

잔디잔류농약제거
광촉매, 흡착제

조명,전광판,돔개폐
등태양광활용

고강도경량
돔소재

한강/지하수/지류
유입수정화

토구악취저감시설

AI 가로등센서,

조도/색감조절조명

고도정수기술
공동개발

정수後처리
시설고도화

하수유해폐기물
분해시설

역사공기
정화시설

지하조명개선
태양광전력활용

유지,보수
자재강화

가로등조명개선
태양광이용조명

유지,보수
자재강화

분수대수처리시설
녹지잔류농약제거
광촉매, 흡착제

태양광이용조명

향후사업자
입찰조건에
나노기술
활용명시

향후개/보수시
나노기술

활용제품대체
(구매조건부

개발)

정수및조명등
태양광활용

① 청계천 복원사업 활용 방안

청계천이 복원됨에 따라 청계천 수질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

이 향후 새로운 지류 및 지하수를 탐색하여 청계천으로 유입되도록 할 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청계천 유입수에 대한 고도의 정수처리는 청계천 사업의 환경적/경

제적 효과와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유입수 뿐 아니라 새로운 

유입수에 대해 나노기술을 활용한 고도정수처리가 긴요하며, 토구에서 발생하는 악

취를 저감하는 나노기술 또한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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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노기술을 적용한 고효율 태양광 발전시설을 활용하여 정수시설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고 천변 조명 등 기타 전력운 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나노기

술을 통한 정수 및 악취 처리는 청계천의 이미지 자산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다.

② ‘한강 노들섬 예술센터’ 사업 활용 방안

한강 노들섬에 세워질 예술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다는 상

징성, 한강 가운데에 있는 섬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특수성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수

성은 한강 북부 또는 남부지역의 도움을 최소화하고 독자적인 전기, 배수 시설 등

을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연결된다. 또한 이러한 시설을 구비함에 있어 나노기

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센터의 상징적 이점을 활용하여 기술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따라서 노들섬 예술센터에는 센터의 독자적인 배수/취수 및 고도 정수처리 시설

을 위해 나노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고효율 나노 센서를 통해 태양에너지와 

같은 청정에너지를 자체 생산하여 센터 운 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서울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건물 내장재의 경우 예술센터 기능 특

성에 맞도록 나노기술이 활용된 저진동/친음향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마곡첨단산업 단지 ‘Hi-Tech Seoul Building’ 건립 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는 나노기술 수준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Nano House Initiative'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본 건물은 기술홍보를 위한 전시/

관람을 위한 용도이며, 자기정화 촉매, 고효율 열관리 소재 등을 중심으로 건립을 

추진하는데, 이는 나노기술 R&D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공공사업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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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Nano House는 나노기술에만 국한된 기술범위를 가지며, 그 용도 또한 

관람 및 홍보로서 제한적이다. 따라서 서울에서는 나노기술력을 홍보하고 이에 관

련된 산업 중흥을 위한 유사 사업을 전개하되, 건물의 본 용도를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적용되는 기술의 범위를 넓혀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 그림 5 - 10 > 호주 ‘Nano House'의 특징과 벤치마킹 시사점

호주시드니“NanoHouse”project

호주시드니
NanoHouse특징

•시설本기능: 기술홍보, 전시/관람
•시설작동기능(적용기술): 자기정화촉매, 고효율열관리

벤치마킹시사점 •시설本기능실용화: 실생활에활용가능하도록추진
시설작동기능(적용기술) 다양화: NBT, NIT, NET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건물 전반에 나노기술 및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기

술(NIT, NBT, NET)이 활용된 ‘Hi-Tech Seoul building'(가칭)의 건립을 제안한다. 

본 건물은 나노기반 첨단기술의 시연을 통해 나노산업 중흥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기술 - 특히 NET, NIT - 을 적용한다.

< 표 5 - 20 > Hi-Tech Seoul building에 활용 가능한 나노기술의 조합

기술 분야

→

기술 대상

→

기술적용 재료/자재

안전

고강도
물

표면

재료

벽돌, 석재, 나무
(유해 물질) 탐지

콘크리트(유해 물질) 차단

대기, 가스
에너지

저장 유리, 창문
변환

세라믹
(태양)빛

정화

자기 정화

反 (유해)물질性 섬유

(태양)열
광촉매 센서

편의성 기능 전환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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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건물은 마곡 첨단산업 단지 내에 건립 예정 중인 종합병원의 부속 건물

로 건립한다. 마곡단지 내의 종합병원은 의료과학기술의 임상실험, 치료, 연구, 교육 

등의 기능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Hi-Tech Seoul building은 종합병원의 부

속건물로서 Lab-on-a-chip(의료용 생물 분석시스템), 생체이식 시스템, 약물전달, 

진단/치료에 대한 R&D 및 치료/교육의 용도로 활용한다. 이러한 건물 건립뿐 아니

라 Hi-Tech Seoul building 건립 과정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Fair, 관련 컨퍼런스 및 

심포지움 개최, 연관 산업계 trade show 등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나노기술 전반에 

대한 혁신유도와 대내외적인 기술력 홍보 및 교육 효과를 창출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 그림 5 - 11 > Hi-Tech Seoul building의 2大 사업 범위

시설의성격

1. ‘Hi-Tech Seoul Building’ 건립

•마곡첨단산업단지內건립계획중인종합병원의부속건물
•실험성:나노기반첨단융합기술(Converging Technology)의종합적적용
•실용성: 나노기반첨단기술의시연및산업화trigger/stimulator
•상징성: 첨단기술집적단지의상징시설

시설의本기능
•NBT :의료과학기술임상실험, 치료, 연구, 교육시설
-Lab-on-a-chip(의료용생물분석시스템), 생체이식신소재, 약물전달, 진단/치료

시설의작동기능

•NIT : Intelligent building개념
-조명, 화재방지, 방범, 전기배전, 출입통제등의자동제어

•NET : 고효율에너지, 친환경기술이활용된자재/시스템
-안전: 고강도, 유해물질탐지/차단 -에너지: 고효율저장, 변환
-정화: 자기정화, 광촉매 -편의: 빛투과율자동변환등기능전환

산업계
Trade Show

2. Marketing 및홍보

•Hi-Tech Seoul building투자유치Fair
•관련컨퍼런스, 심포지움개최
•연관산업군파급을위한홍보

일반대중홍보 •Web-site,  Sponsor, 홍보DVD 등을통한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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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정부․서울시 연계 사업

서울 나노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독자적인 사업과는 별도로, 서울시는 중앙

정부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 시너지를 도모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이러한 목적으로 ‘정부지원사업 대응투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즉,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나노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시 소재 

대학들에 대해 매칭펀드 형식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4년에는 4개 사업, 

2005년의 경우 6개 사업 등 해마다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표 5 - 21 > 중앙정부사업 대응투자 나노분야 지원현황 (2004, 2005년)

기술분류

기술 분야별 해당 사업

사업내용
중앙정부 
사업명

사업비 / 연 (단위:백만원)

국비 시비 민간
주관
대학

총계

나노소재
나노소자

자기조립소재공정 연
구센터

신규 우수연구
센터 사업(9년)

8,600/
600∼
1,000

860/
60∼
100

1,750/
150∼
200

1,980/
180∼
300

13,190/
990∼
1,600

이화학연구소(RIKEN) 
유치 및 공동연구시
범사업

해외 우수연구
소 유치활용 
시범사업(3년)

1,200/
400

240/
80

848.95/
249.65
∼

299.65

-

2,288.9
5/

729.65∼
779.65

차세대 초정  미립
자 캡슐기술 개발

산업혁신 기술
개발 사업(7년)

19,170/
2,390∼
3,000

1,917/
239∼
300

7,000/
1,000

1,400/
200

29,487/
3,829∼
4,500

나노정 화학융합산
업 기술개발지원센터

산업기술 기반
조성 사업(5년)

5,000/
1000

750/150 400/80
1,350/
270

7,500

나노
바이오

BIT Micro 센터 구축
사업

산업기술 기반
조성 사업(5년)

5,000/
1,000

500/
100

250/
50

1,000/
200

6,750/
1,350

지능형 나노바이오 
소재 연구센터

신규 우수연구
센터 사업(5년)

8,600/
600∼
1,000

860/
60∼100

360/
30∼50

3,000/
300∼
400

12,820/
1,060∼
1,530

의료/
보건

나노메디컬 국가핵심
연구센터

국가핵심연구
센터(7년)

19,500
2,100
/300

6,450 2,100 30,150

환경/
에너지

차세대전지 이노베이
션센터

산업기술 기반
조성 사업(5년)

5,000/
1,000

125/
25

225/
25

1,920/
384

7,270/
1,454

이차전지 핵심소재
산업기술 기반
조성 사업(5년)

5,000 500/100 165 1,650 7,315

나노
시스템

NIT 미래기술산업단
지

산학협력중심
대학(5년)

18,000
/3,600

1,500
/300

400 1,500 25,000

사회안전 - - - - - - -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2005)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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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는 공릉동 NIT 미래기술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나노메디컬 

국가핵심 연구센터(연세대), 이차전지핵심소재(서울대), 나노정 화학융합산업 기술

개발 지원센터(서울대) 등에 대해 서울시가 산업자원부 등 중앙정부 부처와의 매칭

펀드 형식으로 지원하 다. 2005년에는 BIT Micro센터 구축사업(연세대), 차세대전

지 이노베이션 센터(KIST), 자기조립소재공정 연구센터(국민대), 지능형 나노바이오 

소재 연구센터(이화여대), 이화학연구소 유치 및 공동연구 시범사업(한양대), 차세대 

초정  미립자 캡슐 기술개발(연세대) 등의 사업에 연구개발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나노기술 분야에 있어서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는 그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지원대상 분야가 나노소재/소자 및 나노시스템 위주에서 나노

바이오 및 환경/에너지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향후 서울시는 다음 세 가지 방향에

서 중앙정부 나노기술 정책과 연계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향후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나노기술 R&D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를 지속하

되 현재 대응투자가 미진한 분야, 즉, 미생물 및 화학물질 탐지, 결함(손상) 제거와 

같은 사회안전 분야 나노기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다. 특히 

이 분야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나 대규모 재해 등에 

대응하는데 긴요한 기술로서, 대응투자 사업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의 나노기술 R&D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 소재 R&D 주체에 대해 

서울시 공공사업 조달에 있어서 우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즉, 공공사업의 공사․

보수/보강․기타 설비 등에 있어서 나노특허를 보유하거나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기업체 등 정부인증 기업에 대해 조달업체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노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사업 조달 분야로는 토목자재, 건축자재, 기계설비, 

공해방지시설, 전기통신, 기계공구, 기타/원자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나노기술 

업체 조달 우대는 후에 설명할 서울 전략산업 클러스터 브랜딩(Cluster Branding) 

방안을 통해 우수 나노기업체에 차별적인 브랜드인 ‘Hi-Tech Seoul'를 부여하는 방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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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서울시는 중앙정부 나노기술 R&D 사업의 최종 성과물에 대한 Test-bed 

역할을 할 수 있다. R&D 사업에 대한 Matching Fund와는 달리, 이 방법은 기술개

발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나노기술 성과물의 시험생산 및 평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기술개발 주체와 기술활용 주체 간의 

상호 탐색과 연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Online 또는 Offline 상의 나노기술 네

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나노산업 네트워킹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추가로 설명한다.

3. 주요활동 육성시책 종합

1) 주요활동 육성시책 체계

이상에서 도출한 서울 나노산업의 주요활동 육성 시책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우선 서울시 독자사업으로는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다음 사업을 진행한다.

첫째,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을 통해 나노기술 R&D를 활성화 시킨다.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각각 나노기술의 기초/

응용연구,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한다. 또한 산학연협력사업의 ‘전략산업클러스터 육

성 지원사업’을 통해 주로 민간분야에 활용되는 나노기술 중 파급성/사업화가능성 

높은 분야(소재, 범용소자, 시스템, 공정)의 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둘째, ‘ConTech Seoul’ 사업은 기술수요자(기업)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나노기

술 기반 융합기술(NIT, NBT, NET 등) 개발사업의 지원을 목표로 한다. 기술공급

자(대학)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산학연협력사업과 달리, ‘ConTech Seoul’은 기술수요

자(기업)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기술수요자(기업)에게 민간자금동원, 기술공급자(대학

/연구소)의 심사․선정, 사업 추진․평가 전반의 주도적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

한다. 이를 통해 기술수요․공급의 상호부합, 민간자본에 의한 사업심사와 과정평가

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업자의 사업효율성 제고 노력을 유도한다.



175

셋째, ‘공공사업 연계 나노기술 R&D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주로 공공재에 활용

되는 나노기술(환경/안전 분야) 개발사업을 선정/지원하되, 공공재 활용 기술은 수

요시장이 제한적이므로 같은 성격을 가진 市사업의 조달․발주와 연계하여 지원

(Object-Oriented Policy)한다. 이때 BTL/BTO 및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방식

이 활용되어 민간사업자와 R&D 주체의 사업 수익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공공사업 

연계 R&D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제시하 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노

들섬예술센터, 청계천, 마곡단지 Hi-Tech Seoul building을 이용한 나노기술 R&D

를 제안하 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나노기술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서, 현재 시행중인 ‘정부

지원사업 대응투자’를 통해 나노기술 전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되, 향후 대도시의 

안전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나노기술 분야 - 미생물/화학탐지, 결함/손상 제거 - 에 

대한 지원을 적극 고려한다. 또한 우수 나노기업체의 공공사업 조달 우대, 기술개발 

사업 성과물에 대한 Test-bed 제공, 기술활용 주체와의 네트워킹을 중개하는 방안

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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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22 > 서울 나노산업 주요활동 육성시책(PL, Policy Leverage) 체계

육성시책 구분
사업별 해당 가치사슬 단계 사업주도

주체
중점사항
(정책목표)

중점지원 나노기술 분야 세부 내용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생산

서울시
독자
사업

산학연
협력사업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기술
공급자
(대학)
중심

▷ 나노기술
   R&D 및
   사업화
   활성화

▷ 신기술연구개발 지원 :
   나노 기초/핵심 기술
▷ 보유기술사업화 지원 :
   나노 응용/생산 기술

▷ 2005년도 지원 현황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 나노구조 고분자 소재, 자기
조립 고분자, CNT flexible 박막 트랜지스터 등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뇌졸중/방광암 치료 소재, 칩

전략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사업

▷ 민간분야 활용 기술
  (소재/소자/시스템 등)

▷ 2005년도 지원 현황 : 나노 SoC, 나노바이오 시스템, 
나노공정기술/장비

서울형 미래 도시
산업육성지원사업

▷ 공공재 활용 기술
▷ 주로 공공재에 활용되는 기술 중, 파급성/사업화가능성 
높은 분야 개발사업 선정/지원

세계 유수연구소 
유치지원사업

▷ 다양한 기술분야 ▷ 국내외 공동연구, 나노장비 인프라 지원

융합기술
R&D 
Project

ConTech Seoul

기술
수요자
(기업)
중심

▷ 나노기술
   사업화의
   효율/효과성 
   제고

▷ 민간분야 활용
   나노기반 융합기술
   (NIT, NBT, NET 등)

▷ 기술수요자(기업)에게 기술공급자(대학/연구소)의 심사 
및 선정 주도권 부여→ 기술수요/공급 상호부합성 제고

▷ 민간투자자 참여 의무화→ 민간주도 사업성 심사
※ 기술수요자에게 사업추진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
함으로써 전문성 확보, 사업효율성 제고 노력 유인, 정
책기획․관리의 행정부담 절감

공공사업

연계

R&D사업

서울시 공공사업 

연계 나노기술

R&D 사업

▷ 공공재 활용
    나노 R&D
   생산물의
   최종수요시장
   보장

▷ 공공재 활용 나노기술 
(환경/안전 분야 :

   대기/수자원 정화 등
   NBT, NET 중심)

▷ R&D 지원과 同성격 市사업의 조달/발주 연계 
(Object-Oriented Policy) → 공공재 활용 나노기술 산
업의 Risk 흡수 및 수요시장 형성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방식 : R&D 주체에게 기술
구매 보장

- BTO/BTL 방식 : 공공시설 사업자의 투자회수 보장
▷ 노들섬 예술센터,청계천, 마곡단지 Hi-Tech Seoul 빌딩

중앙정부 
연계사업

정부지원사업 
대응투자

(현재 시행 중)

기술
공급자
(대학)
중심

▷ 나노기술 관
련 중앙/서울
시 정책間 시
너지

▷ 나노기술전반(메디컬,
차세대전지,나노정 화
학,지능형나노바이오소
재,자기조립소재 등)

   대응투자 시행 중임

▷ 중앙정부 나노기술 R&D사업의 서울소재 주체에 
Matching Fund 지원 (향후 ‘사회안전’ 분야 나노기술 - 
미생물/화학탐지, 결함/손상 제거 -연구개발 지원 확대)

▷ 중앙정부 나노 R&D사업 서울소재 주체 공공조달 우대
▷ 중앙정부 나노 R&D사업 최종 생산물 Test-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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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담당 조직 구성

서울 나노산업 주요활동 육성을 위한 시책들은 각각 적합한 기능과 권능을 가진 

조직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전절(前節)에서도 제안한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의 기능을 강화하여 나노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사업의 전반적인 기획 임무를 부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산학연협력사업의 나노기술 성과물을 서울시 공공사업과 연계시키는 사업

이나 ‘ConTech Seoul’ 사업의 경우, 각각 서울시 산업국과 시정연 서울경제연구센

터에 걸친 TFT(Task Force Team)을 통해 수행하되 ‘ConTech Seoul’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내부인사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이 검증된 인사를 

공모 또는 임명함으로써 사업수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표 5 - 23 > 서울 나노산업 주요활동 육성시책별 담당조직

가치사슬 단계별 시책 담당조직

기초 응용 개발/생산 책임관료제 준공공조직 협의체 민간주체

서울시
독자
사업

산학연
협력
사업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 산업국
▷ 시정연
(서울경제
연구센터)

▷ 해당
   산학연

서울형 
미래도시
산업
육성 
지원사업

서울시
공공사업
연계
나노기술
R&D사업

▷ 산업국
▷ 해당
 공공사업 
 주관부서

▷ 시정연
(서울경제
연구센터)

▷서울
나노산
업협의
회

▷ 총괄사업
자 ( S P C ) , 
R&D주체 

▷ TFT ‘공공재 기술 
사업팀’

전략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사업

▷ 산업국
▷ 시정연
(서울경제
연구센터)

▷ 해당
   산학연

융합
기술
R&D
Project

ConTech Seoul

▷ 산업국
▷ 시정연
(서울경제
연구센터) ▷서울

나노산
업협의
회

▷ 해당
   사업단
(기술수요자, 
기술공급자, 
투자자)

▷ TFT ‘ConTech 
Seoul’ 팀 (※ 책임자는 
해당분야 전문가 공모 
또는 임명)

중앙정부 
연계사업

정부지원사업 
대응투자

▷ 산업국
▷ 해당
공공사업
주관부서

▷서울산업
통상진흥원

▷ 해당
   산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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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서울 나노산업 지원환경 육성시책

전절(前節)에서 제시한 서울 나노산업 주요활동(R&D)에 대한 육성시책은 그에 

따른 지원환경의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제4장에서 도출한 

서울 나노산업 지원환경의 핵심성공요인(CSF, Critical Success Factor)을 중심으로 

가치사슬 上 다섯 분야의 지원환경 - 네트워크, 인력양성, 인프라(시설/장비), 금융/

투자, 비즈니스서비스 - 에 대한 육성시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1. 네트워크 (Network)

나노기술 R&D와 산업화는 어떤 개별 주체가 아닌, 관련 분야 복수 주체들의 협

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는 모든 나노기술 R&D 지원

환경의 기반이 된다. 제4장에서 도출한 서울 나노산업 네트워크 지원환경의 핵심성

공요인(CSF)들은 본장 제2절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 네트워크 기능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다섯 가지 기능 - 가치체인, 아고라, 동맹, 집합, 분산 

네트워크 - 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도출한다.

단, 여타의 나노산업 지원환경 - 인력양성, 인프라, 금융/투자, 비즈니스서비스 -  

활성화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현되므로, 이 부분에서는 우선 총론 위주의 네트

워크 방안을 제시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이후에 서술하기로 한다.

1) 가치체인(Value-Chain) 네트워크 활성화 시책

가치체인(Value-Chain) 네트워크는 가치사슬로 연계된 여러 연관 주체들을 단

일 주체가 통합하여 특정 목적의 사업을 진행시키는 형태이다. 나노기술 R&D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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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목적을 위해 마련되는 서울시의 정책사업들 - 산학연협력사업, ‘ConTech 

Seoul’, 공공사업 연계 나노기술 R&D지원사업 - 은 각각의 사업단 네트워크를 구

성함으로써 수행되며, 이는 가치체인(Value-Chain) 네트워크의 형태를 가진다.

2) 아고라(Agora) 네트워크 활성화 시책

아고라(Agora) 네트워크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만나 자유롭게 흥정하고 정

보와 제품을 교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서울 나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고

라 형태의 자유로운 교환 장소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

다.

첫째, 전절(前節)에서는 서울시 나노기술 R&D 정책사업으로서 ‘ConTech Seoul’

과 공공사업 연계 나노기술 R&D지원사업을 제안하 으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각 

R&D 주체들이 사업단 구성에 필요로 하는 정보교환을 돕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나

노산업협의회’가 주최하는 Consortium Fair가 개최되어야 한다.

둘째, 오프라인(Offline) 네트워크로서 나노기술/제품/정보교환을 위한 대면적 교

류장소(시장)가 필요하다. 그 예로서 ‘서울나노산업협의회’와 유관 단체들이 공동으

로 주최하는 정기 혹은 비정기적인 나노기술 기술/제품 전시회 성격의 행사를 들 

수 있다.

셋째, 온라인(Online) 네트워크로서 나노기술/제품/정보교환을 위한 비대면적 교

류장소(시장)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은 나노기술 및 나노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DB로서 ‘NANONET’을 구축․

운용하고 있다. NANONET은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있고 전문적인 나노기술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이를 운용하는 KISTI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

운 나노산업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NANONET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울시 나노산업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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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맹(Alliance) 네트워크 활성화 시책

동맹(Alliance) 네트워크는 위계적인 통제없이 참여자들이 스스로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수요자(Prosumer)'로서 활동한다. 이러한 형태의 네트워크 방안으로서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서울지역혁신협의회 內에 나노기술 전문가 Pool을 강

화하여 서울 전략산업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나노산업에 대한 고려 비중

을 높이도록 한다.

둘째, 서울지역의 나노산업 이슈를 가지고 ‘서울나노산업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관련 나노기술 단체와 함께 공동 Conference, Forum 등의 협력활동을 추진한다.

셋째, 나노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확산을 위해 ‘산학연 Nano 

HRD Center'를 지정하여 그 운용을 지원한다.

넷째, 온라인(Online) 방안으로서 나노기술 R&D 주체들의 연구정보 교류와 교

육을 위한 ‘e-Workshop’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현재 e-Workshop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2002)을 근거로 설립된 나노기술연구협의회를 중심으로 계획단계에 있으며, 

서울지역 R&D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e-Workshop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을 통해 

향후 전개될 첨단기술 온라인 컨텐츠를 육성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4) 집합(Aggregation) 네트워크 활성화 시책

집합(Aggregation) 네트워크는 여러 주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단일 통합자가 종합적으로 관리․공급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네트워크 

자원으로서는 서울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들 수 있으며, 향후 

Infra 공동이용, 인력 및 기술탐색, 금융/투자 정보 등 각 창업보육센터가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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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서비스들을 통해 나노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5) 분산(Distribution) 네트워크 활성화 시책

마지막으로 분산네트워크(Distributive Network)는 직접적으로 생산하거나 소비

하는 기능은 없으나 제품․정보를 공급자로부터 사용자에게로 전달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맡는 나노산업 네트워크 방안으로서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

다.

첫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에서는 2005년도 산학연협력사업을 

위한 DB를 구축중이다. 이 DB는 서울 소재 R&D 기관의 연구인력 정보를 중심으

로 구성되며, 향후 이를 활용하여 나노기술 R&D 지원사업의 심사 및 평가 위원 확

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산학연협력사업의 하부 사업인 ‘산학협력단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서울 소재 R&D 기관의 기술 및 시설/장비 정보에 대한 DB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

를 다음 세 번째 방안인 KISTI NANONET DB와 연계하여 서울 소재 나노기술 

R&D 주체들에게 나노기술 및 장비에 대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운  중인 NANONET은 나노기술 및 

산업 정보에 있어 국내 유일한 종합 정보망이다. 그러나 아직 나노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컨텐츠나 나노산업 투자(자) 정보 교류 컨텐츠는 부족한 상태이며, 

향후 이러한 컨텐츠 구축에 대해 서울시가 매칭펀드 형식의 지원을 하여 상호 이득

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서울시 통합 홈페이지에 운용중인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에는 서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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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들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에 향후 서울 나노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

정보와 구체적인 지원정보 컨텐츠를 보강하여 서울 나노산업을 위한 통합 창구

(Window) 또는 포털 Site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또한 서울 나노산업 정보에 대한 

대외적 정보공개 및 홍보를 위해 나노산업을 포함한 서울전략산업에 대한 정보가 

어로 병기되어야 한다.

6) 네트워크 육성시책 종합

전술(前述)한 서울 나노산업 네트워크 육성방안은 다섯 가지 네트워크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으며, 이는 각각 온라인(Online) 시책과 오프라인

(Offline) 시책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가치체인 네트워크 형태의 특정목적 사업조직들을 통해서는 ‘ConTech 

Seoul’이나 ’공공사업 연계 나노기술 R&D 지원사업’과 같은 R&D 정책사업을 수행

하며, 아고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나노기술/제품/기타 정보 교환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또한 동맹 네트워크 형태의 ‘서울나노산업협의회’나 ‘산학연 Nano HRD Center'

을 통해 나노기술 및 정책에 대한 집합적인 의사결정 기회를 창출하고, 나노기술 

e-Workshop을 지원하여 나노기술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활성화한다.

집합 네트워크로서 창업보육센터는 나노산업 지원을 위한 통합 포털 서비스 역

할을 맡도록 하며, 분산 네트워크 자원인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 서울경제연구센

터 DB, NANONET 등의 나노산업 컨텐츠를 확충하여 나노산업 DB를 내실화 한다.

이와 같은 방안들과 각각의 담당조직들은 다음에 이어지는 네 가지 나노산업 지

원환경 - 인력양성, 인프라, 금융/투자, 비즈니스서비스 - 방안들을 통해 보다 구체

적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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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24 > 서울 나노산업 지원환경(네트워크) 육성시책 체계

가치체인

(나노기술 

R&D 

정책사업)

아고라

(기술/제품/정보 

교환)

동맹

(기술/정책 

협의체)

집합

(통합 포털 

서비스)

분산 네트워크

(나노산업 DB)

Offline

▷ 서울시 

나노기술정

책사업(산학

연협력사업,

C o n T e c h 

Seoul, 공공

사업 연계 

나 노 기 술 

R&D지원사

업) 사업단 

네트워크

▷ 서울시 나노

기술 정책사업

( C o n T e c h 

Seoul, 공공사

업 연계 나노기

술 R&D지원사

업) Consortium 

Fair 개최

▷  나노기술/제

품 /정보교환을 

위한 대면적 교

류장소(시장) : 

‘서울나노산업

협의회’와 유관 

단체 공동주최

▷ 서울지역혁

신협의회 內 나

노기술 전문가 

Pool 강화

▷ 서울나노산

업협의회 중심, 

관련 나노기술 

단체 협력 지원

  (Conference, 

Forum 등 공동

활동)

▷ '산학연

 Nano HRD 

 Center' 지정

 및 지원

▷ 창업보육센

터 나노산업 지

원기능 강화

(Infra 공동이용, 

인력탐색, 기술 

탐색, 금융/투

자, 비즈니스서

비스)

Online

▷ 나노기술/제

품 /정보교환을 

위한 비대면적 

교류장소(시장) 

: K ISTI

 (NANONET)

▷ e-Workshop 

(나노기술연구

협의회)

   서울지역 시

범사업 지원

→ 첨단기술 온

라인 컨텐츠 활

성화

▷ 산학연협력사

업 DB : 나노기

술 R&D지원사업 

심사평가 위원 

확보

▷ 산학협력단 

활성화 지원사업 

DB : 대학연구

진, 기술, 시설/장

비위주

▷ NANONET(나

노기술 종합 DB) 

연계

▷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 나노

산업 포털/Window化: 나노기술, 

나노기업투자, 나노 R&D정책 정

보 제공

< Online 공통 >

▷ 유관DB 연계: KISTI(NANONET),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 산학연협력사업DB 

연계

▷ 서울전략산업(나노) 어 정보 제공 : 해외 Outbound & Inbound를 위해 나노 

기술 현황, 투자 정보, 정책 정보 위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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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양성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기술․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은 국가 발전의 근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 

그 역할이 귀속된다. 더욱이 나노기술에 있어 인력양성의 근본이 되는 대학이 교육

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로서의 서울시는 그 권능 범위를 고려하

여 인력양성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는 중앙정부의 인력양성 시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자 한다.

먼저 제4장에서 제시한 핵심성공요인(CSF)을 반 하여 나노산업 인력양성의 수

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종류의 나노기술 교육․훈련 수요가 예상된

다. 첫째, 나노 기초기술에 대한 R&D를 담당하는 대학 및 공공연구소는 산하에 많

은 연관분야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학제간 

융합기술교육에 있어 상호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기초 지식과 교양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연구소)의 경우, 기업체의 

기술환경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여 해당 기업체의 OJT 기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기술분야의 생산전략을 모색하는 기업체 인력에게 해당 분야 

신기술을 재교육시키는 역할 또한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맡아야 한다.

< 그림 5 - 12 > 나노산업 인력양성 수요․공급 체계

대 학 / 대 학 연 구 소 공 공 / 민 간 연 구 소

벤 처 / 대 기 업

① 융 합 기 술 ,
학 제 間 교 육

② 대 학 인 력
맞 춤 형 교 육

③ 기 업 체
인 력 재 교 육 공 동 실 험 ,

실 습

대 학 / 대 학 연 구 소 공 공 / 민 간 연 구 소

벤 처 / 대 기 업

① 융 합 기 술 ,
학 제 間 교 육

② 대 학 인 력
맞 춤 형 교 육

③ 기 업 체
인 력 재 교 육 공 동 실 험 ,

실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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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절(前節)에서 제시한 서울시의 나노산업 R&D 지원사업들 - 산학연협력

사업, ConTech Seoul, 공공사업 연계 R&D 사업 - 을 통해서도 나노기술 인력이 

양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R&D 시책만을 통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나노산업 인력양

성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의 수요․공급체계를 반 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다학제간 교육 활성화 시책

(1) 학부 수준 나노과학 교육

학부 수준의 나노과학 교육에 대해서는 교과과정이나 학과간 상호협력 프로그램

에 대해 이견들이 존재한다. 현재 나노기술 교육과 관련된 학계의 전반적인 의견은, 

나노과학의 다학제적 성격을 감안할 때 나노기술 교육을 위한 독립 학부(학과)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를 전반적으로 주관하는 학과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나노

기술 교육을 위한 연계/협동 전공은 主전공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

대와는 달리 나노기술 공유/확산이 더디고, 나노기술 전임교수가 없음으로 인해 체

계적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8년까지 구축예정인 공릉 NIT 단지의 ‘NIT University'는 서울 동북

지역 대학 간에 학점교류, 연합강좌, 장비공유를 목표로 하는 Umbrella型 나노기술 

대학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공릉 ‘NIT University’는 나노과학에 대한 학부수준

의 협력적 교육에 있어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업이 시행과정

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제도적인 장․단점들이 향후 대학간․학제간 협력 교육의 발

전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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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25 > 공릉 NIT University 운 계획

내   용

학위과정
▷ 학사과정

▷ 학생정원 : 30∼50명

프로그램

공동교육

과정

▷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NIT(NT, IT) 관련 학과들이 연합 교육

▷ 참여대학간의 학점교류, 연합강좌, 실험실습장비 공유

▷ NIT(NT, IT) 제품 생산장비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이수 형태
▷ 1,2학년은 소속대학 학과에서 기초과정 이수

▷ 3,4학년은 서울산업대학교에서 NIT University 프로그램 이수

운 조직

참여대학

(13개)

서울산업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국민대학

교, 한성대학교, 광운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여자

대학교, 단국대학교, 삼육대학교, 육군사관학교

참여기관

(4개)
한국전력, 원자력의학원, KIST, 국방품질관리소

참여기업

(10개)

주성엔지니어링(주), (주)에이디피엔지니어링, (주)고려이엔지, (주)해

광, (주)신성이엔지, (주)DMS, ABC상사, (주)구일엔지니어링, 컨텍

스, APTC사

운 방법 ▷ 프로그램 이수 학기 등록금은 소속대학교에 납부

최근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는 학계 여론과 교육현장 상황을 수렴하여 다음

과 같은 교과방안을 마련하 다. 이와 같은 교과과정 체계는 원칙적으로 교육인적

자원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와 각 대학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에 따르므로 본 보고서에

서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방안 범위를 한정한다. 다만, 향후 

‘서울나노산업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교과과정에 대한 협의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한다.

< 표 5 - 26 > 학부 수준 나노과학 교육 프로그램 개념도

교육 단계 교육 내용

기초공통 수학, Computer, 기초과학(물리/화학/생명과학), 교양, 언어

전공교육
융합기술별 핵심

(NIT, NBT, NET, 기타)

융합기술별

학과 핵심 & 선택

나노기초실험

나노기초

진로선택 대학원 준비 or 취업 준비

자료 :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2005)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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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학연 나노 HRD Center’ 지원 시범사업

주지하다시피 나노기술은 다학제적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인력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內 여러 학과 間뿐만 아니라 대학間 협력도 긴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대학원수준에서 대학간 나노기술 인력양성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 ‘산학연 Nano HRD Center’(가칭, 이하 HRD Center)의 지정 및 지원 사업을 제

시한다.

① HRD Center 구성 및 기능

본 사업의 주목적은 석/박사 수준의 학위과정에서 대학간 교육 연계를 통해 나

노기술 협력 연구를 활성화하고 최종적으로는 관련산업을 육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HRD Center는 사업을 주관하는 Center 대학과 이에 함께 참여하는 대학 및 연구소

로 이루어진 사업단의 형태를 띤다.

각 참여주체별 역할을 상술하면, Center 대학이 본 사업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주관․관리하며, 참여 대학 및 연구소는 Center 대학과 함께 교수진, 강의실,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HRD Center 사업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 (공동)교재 개발비, 장비운용(요원) 경비, 필수 교육 장비, 기타 운 경비 등 

- 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같은 HRD Center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국내외 대학간

의 학점 교류 인정, 공동교재개발, 공동학위과정, 기업체 인력 재교육 과정의 공동

운  등 나노기술 인력양성 수요․공급 체계에 해당하는 제반 사업들을 들 수 있

다. 운  프로그램은 이하 서술할 인력양성 방안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세부 프

로그램은 HRD Center의 사업단 공모를 통해 각 사업단이 자율적으로 창안하도록 

한다.

② HRD Center 설립 계획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은 ‘HRD Center 사업단’ 단위에 대한 공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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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추진되며, 교육분야 또는 기술분야별로 복수의 Consortium 사업단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단 선정의 기준으로서는 NIT․NBT․NET 등 기술분야별, 권

역별 형평성이 고려되며, 통상적인 R&D 정책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정

책지원 수혜자가 자기자산 증식에 몰입하는 경향 - 을 방지하고 단일 기관에 너무 

많은 지원/자원이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동일 사업단 내 대학 및 연구소

간 교육기능(수업, 실험/실습, 재교육, 정기교류 등) 및 지원수단의 분산이 장려되어

야 한다.

특히 본 사업은 Center 別 기능과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현재 진행 또는 계획 

중인 다음 사업들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향후 구축예정인 공릉 NIT 단지의 ‘NIT 연합대학원'은 NIT 기술분야 장

비 교육 등을 중심으로 서울 동북지역 대학 간에 대학원수준 연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Nano HRD Center’ 사업 입안에 있어 공릉 ‘NIT 연합대학

원’ 운 형태를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마곡 첨단산업 단지에는 NBIT 중심의 대학원 및 시험생산동을 건립하도

록 계획되어 있다. 즉, 본 단지 內에 조성계획 중인 NBIT 대학원은 응용연구, 실험/

실습 및 기업과의 공동 시험생산 위주의 교육기능을 맡는 것으로 기본 구상이 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는 ‘마곡단지 사업추진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을 

Center 기관으로 하는 HRD Center를 공모․유치하여 (시험)생산을 목표로 하는 나

노기반 융합기술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앞에서 제시한 공릉 NIT 연합대학원는 서울 동북부에 위치하여 NIT 장

비 위주의 교육을 수행하며, 마곡지구 Nano HRD Center는 서울 남서부에 위치하

여 NBIT 융합기술을 중심으로 기업과의 공동 시험생산을 수행함으로써 각각 지리

적․기능적으로 차별화된 역할을 교육을 담당한다. 이에 덧붙여, 나노기반 기술분야 

중에서 이 두 가지 조직이 포괄하지 못하는 세부분야(NBT, NET 등)에 대한 추가

적인 HRD Center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HRD Center의 수요는 향후 

‘서울나노산업협의회’의 전문가 토론을 거쳐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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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27 > ‘산학연 Nano HRD Center' 운 계획

공릉 NIT 연합대학원 마곡 Nano HRD Center 기타 Nano HRD Center

위치 ▷ 서울 동북부 ▷ 서울 남서부 ▷ 전문가 협의에 의해 추

가적으로 필요한 Center 

의 위치, 기술분야, 교

육분야 도출

    (NBT, NIT, NET 등)
기

능

기술

분야
▷ NIT(NT, IT)

▷ NBIT 융합기술 (NT, 

BT, IT)

교육

분야

▷ NIT 장비공동연구, 

장비교육

▷ 응용연구 및 기업과의 

공동 시험생산

공통

기능
▷ 대학/기업 공동 연구, 창업지원, 기업 인력 재교육, 학점교류, 국제교류 등

주도 주체 ▷ 대학 중심 ▷ 기업 중심
▷ 필요에 따라 기업 또는 

대학 중심

비고 ▷ 이미 추진 중 ▷ 기존 마곡단지 계획보완 ▷ 신규 정책사업으로 입안

< 표 5 - 28 > ‘산학연 Nano HRD Center’ 사업 체계

사업추진 단계
단계별 역할

서울시 대학(Consortium)

Vision/

목표 제시

▷ Consensus 형성(정책순응도 제

고) : 서울시/서울나노산업협의

회, 공청회 개최

▷ Center 지정 대상 교육/기술 분

야 선정 (NIT, NBT, NET, 기타)

책임조직 구성 ▷ 프로젝트 담당 조직 구성

사업단 구성
▷ Consortium(Center 대학, 참여

대학/연구소/기업) 구성 중개

▷ Consortium(Center 대학, 참여대학/

연구소/기업) 구성

사업자(단) 

선정

▷ Consortium 공모, 사업단 (복수) 

선정
▷ 구체사업 프로그램 창안, 응모

사업추진

▷ (공동)교재 개발비, 장비운용(요

원) 경비, 기타 운 경비 등 지

원

▷ Center대학:프로그램 전반 주관,관리

▷ 참여 대학/연구소 : 교수진, 강의실, 

시설/장비 지원

▷ 사업 내용 : (국내외 대학) 학점 교

류 인정, 공동교재개발, 공동학위과

정, 기업체 인력 재교육 과정 공동운

, 해외 교육 교류 등

※공릉NIT단지 NIT University사례 참고

평가 ▷ 중간, 최종 평가 ▷ 과정평가

비고

▷ 공모 심사시, 단일 Center에 너무 많은 지원/자원이 몰리지 않도록 고려

   (정책지원 수혜자의 자기자산 증식 몰입 경향 고려)

▷ 공릉 NIT단지內 NIT 연합대학원도 지원대상 사업자로 포함시킬 수 있음

▷ 마곡첨단산업 단지內 Nano HRD Center는 기업을 Center기관으로 하는 

HRD Center 사업단을 선정하여 생산 위주의 실험․실습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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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학연 연계형 교육․훈련 시책

(1) 대학인력 맞춤형 교육 지원

학위과정 이후 대학인력의 산업체 기여도가 기대보다 낮다는 것은 많이 지적되

고 있는 문제이다. 이에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 연구원이 관련 기업체에서 인턴

을 거치면서 기술의 숙련 및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높은 비

용문제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향후 나노분야 전공 대학(원)생이 서울 소재 나노벤처기업에 인턴 연구

원으로 재직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고용보험 비용 등에 대해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턴 기업체와 전공분야의 연계성이 전제조건이며, 해당 기업체

에 대한 기술력 및 경  건전성 심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2) 기업자체 인력양성 프로그램 산학간 인증 지원

나노분야와 같은 고도 전문기술 분야는 기업체에 종사하면서 개발 및 생산활동

을 위한 자가학습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학습은 그 성과에 있어서 높은 기술

활용도를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수준높은 자가학습이 제도권 교육기관 밖에서 이

루어진다는 이유로 인해 상위 학위를 취득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자체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이에 대해 대학 측이 학점을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아래 

‘기업체 인력 재교육 지원’과도 맞물린 내용으로서, 아래에서 상술한다.

 

(3) 산학간 ‘채용조건 맞춤교육’ 지원

대학(원) 학위 취득자의 기업체 부적응 문제의 주요 원인은 교육 커리큘럼과 현

장의 기술수요가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공필수 과목은 고정시키되, 전공선

택 과목 또는 실험/실습 교과에 있어서 나노기업체의 요구가 반 되는 커리큘럼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HRD Center를 통해서 해당 대학과 특정 기업

체 간에 학위 과정 이후의 채용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상호 조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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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특히 공릉 NIT 단지의 NIT University는 LG-Philips社와 LG 계열사 채

용을 조건으로 하는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예정 중이며, Nano HRD Center

가 운 할 ‘채용조건 맞춤교육’의 모범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4) e-Workshop 지원

I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e-Learning에 대한 수요는 全 분야의 교육에 걸쳐 파

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나노기술 분야 또한 IT기술을 이용한 원거리 교

육 및 연구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e-Learning의 컨텐츠로서는 최신연구정보 

실시간 교환, NT기반 융합기술개발 분야 연구발표 및 실시간 질의응답 등을 들 수 

있다.

서울에 소재한 ‘나노기술연구협의회’에서는 2005년 현재 e-Workshop 시범사업

을 계획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에 참여하는 서울시 나노기술 R&D 주체들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업체 인력 재교육 지원

나노분야의 신기술의 개발과 생산연계를 위해서는 나노기업체 인력에게 있어서 

재교육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기업자체 인력양성 프로그램 산학

간 인증 지원’과 같은 맥락으로서, 산학(産學)간 공동교육 프로그램이 긴요하다는 

의미이다.

이에 향후 ‘산학연 Nano HRD Center’가 중심이 되어 기업체와의 공동 프로그

램을 통해 기업체 인력의 재교육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교육이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과도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HRD 

Center 사업단에 대한 공모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들이 창안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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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육 활성화 시책

교육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학 이공계의 우수인재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초․중․고교생 및 교사에 대한 나노기술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인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향후 서울시가 시행할 나노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시민지지

를 제고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학 및 연구소가 주최하는 나노과학교실, 전시, 행사 등에 대해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 산하 서울과학교육원(서울특별시교육연

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학교실, 고려대가 매년 말에 주최하는 ‘과학콘서트’ 등의 

기존 행사에 대한 나노과학 분야 지원을 통해 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다.

5) 인력 DB 구축 시책

나노기술 분야의 R&D 인력에 대한 DB는 이미 KISTI의 NANONET을 통해 상

당 부분 구축되어 있다. 또한 R&D 정책과제의 평가 등 특정목적을 위한 각 연구인

력의 분야 및 세부전공 등의 정보는 시정연 산학연협력단 DB를 통해 구축될 예정

이다.

따라서 차별된 목적의 두 가지 DB가 독립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되, 서로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제 또는 기관간 협정이 필요하다.

6) 인력양성 육성시책 종합

(1) 인력양성 육성시책 체계

전술(前述)한 서울 나노산업 인력양성 육성방안은 크게 다음 네 가지 정책목표

로 구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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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나노기술의 다학제간 협력교육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학부 수준에서는 대

학별로 기존 학과틀 내에서 나노기술 교과를 도입하되 ‘서울나노산업협의회’를 통해 

공통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 및 토론과정을 거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대학간 

교육협력을 위해 ‘산학연 Nano HRD Center'를 교육분야 및 기술분야별로 공모․

(복수)지정하고,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공동교재개발, 공동학위과정, 기업체 인

력 재교육 과정 공동운  등에 있어 협력할 수 있도록 제반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다.

이러한 서울시의 Nano HRD Center는 지리적․기능적으로 차별화, 최적화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공릉 NIT 연합대학원은 NIT 장비활용 교육을 중심으

로 하여 서울 동북부 지역의 나노기술 공동교육의 거점으로 삼고, 마곡 첨단산업단

지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NBIT 융합기술 HRD Center를 두어 응용연구 및 시험

생산을 위주로 운 되게 함으로써 서울 남서부 지역의 나노기술 교육 거점으로 육

성한다. 추가적으로 공동교육이 필요한 기술분야 및 지역거점에 대한 HRD Center 

설립 여부는 향후 ‘서울나노산업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

할 수 있다.

둘째, 산학연 연계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학위과정 중인 나노기술 인

력의 기업체 현장 조기 적응을 위해 나노벤처기업 인턴연구원제의 제반경비(고용보

험 등)를 지원하며, 채용보장을 조건으로 하면서 대학원 교과과정에 대한 기업체의 

요구가 반 되는 ‘산학(産學)間 채용조건 맞춤교육’이 HRD Center를 통해 이루어지

도록 한다. 또한 기업체 인력의 신기술 재교육을 위한 산학(産學) 공동 프로그램도 

역시 HRD Center를 통해 운 되도록 한다.

셋째,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학 유도와 일반시민의 나노정책 지지를 제고하기 위

해  기존에 운 되고 있는 각종 과학교실에 대한 나노과학 컨텐츠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넷째,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 구축(예정)되어 있는 KISTI NANONET의 나노인

력DB와 시정연 서울경제연구센터의 연구인력DB 데이터 공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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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29 > 서울 나노산업 지원환경(인력양성) 육성시책 체계

인력양성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교육 

수요․공급 주체
프로그램별 지원방안

대학
연구

소
기업 공동추진 거점(center)별/과제별 추진

학제간

교육

▷ 기존 학과틀 

내에서 나노기

술 교과 도입

자체

개발

운

▷ ‘서울나노
산업협의회 ’ 
: 프로그램
협의, 개발,
프로그램
활용 유도

▷ 대학별 자체 추진

▷ 융합기술별 학

제간 교육

- 나노과학기술 

기초교육 : 물

리, 화학 기반

- NIT: 물리, 재료, 

전기전자

- NBT: 화학, 재

료, 생명공학

- NET: 화학, 재

료, 화공학

- NBIT: 통합과학 

기반 다학제적

공동

개발, 운

▷ ‘산학연 Nano HRD Center’ 공
모 → 교육분야별/기술분야별 
Consortium (복수)지정

◎ 내용 : (국내외 대학) 학점 교
류 인정, 공동교재개발, 공동학
위과정, 기업체 인력 재교육 
과정 공동운  등

◎ Consortium참여주체별 역할
- Center 대학 : 프로그램 전반 주
관, 관리

- 참여 대학/연구소 : 교수진, 강의
실, 시설/장비 지원

- 서울시 : (공동)교재 개발비, 장
비운용(요원) 경비, 기타 운
경비 등

※ 마곡첨단산업단지內 Center는 
기업중심으로 구성

산학연

연계

교육

훈련

▷ 대학인력 맞춤

형 교육 프로

그램

공급 수요

▷‘교육,
훈련,
연구,
개발’
연계
추진
지원
▷e-Wor
kshop
지원

▷ 나노벤처기업 인턴 
연구원제 지원 (고용
보험 비용 등)

▷ 기업자체 인력양성 
프로그램 산학간 인
증 지원

▷ 산학간 ‘채용조건 맞
춤교육’ 지원

▷ 기업체 인력 

재교육 프로그

램

공급 공급 수요

▷ ‘산학연 Nano HRD 
Center’ 중심, 기업체 
인력 재교육 프로그
램 지원

대중

교육

▷ 일반인, 초/중/

고교 학생 및 

교사 등 대상 

교육

공급 공급

▷ 목적 : 나노산업 육성정책 시민
지지 제고, 이공계 우수인재 
확보

▷ 나노과학교실, 전시, 행사 지원

기타
▷ 나노기술 인력 

DB

▷ 산학연협력단 DB, KISTI DB 
연계 : 나노전문인력, 교수요원 
DB구축



195

(2) 사업별 담당 조직 구성

서울 나노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시책들은 다음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 각각 기

능과 권능이 적합한 조직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원) 內 나노과학 교과과정 도입이나 대학간 공동교육 등은 다자간 협

의와 협력을 필요로 하므로 ‘서울나노산업협의회’를 통해 나노분야 교육의 제반 주

제에 대한 토론과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학제간․대학간 융합기술 협력교육과 산학(産學) 연계 교육․훈련 등은 ‘산학연 

Nano HRD Center'의 공모를 통해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창안을 유도하여 그 

실행 가능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표 5 - 30 > 서울 나노산업 지원환경(인력양성) 육성시책별 담당조직

인력양성 시책

담당조직

책임

관료제

준공공

조직

협의/연구교류조

직

(민간)

개별주체

학제간

교육

기존 학과 교과과정 內 나

노기술 교과 도입

▷ 서울나노산

업협의회
▷ 해당 대학

융합기술별 학제간 교육

(Nano HRD Center 중심)
▷ 산업국

▷ 시정연

(서울경제

연구센터)

▷ 서울나노산

업협의회

▷ HRD Center

▷ 해당

   Center대학,

   참여대학

   및 연구소

산학연

연계

교육

훈련

대학인력 맞춤형 교육 프

로그램
▷ 산업국 ▷ HRD Center ▷ 해당 산학

기업체 인력 재교육 프로

그램
▷ 산업국 ▷ HRD Center ▷ 해당 산학

e-Workshop 지원 ▷ 산업국

▷ 서울나노산

업협의회

▷ 나노기술연

구협의회

▷ 해당 산학연

대중

교육

일반인, 초/중/고교 학생 및 

교사 등 대상 교육
▷ 산업국

▷ 서울나노산

업협의회

▷ 해당 학연

(學硏)

기타
나노기술 인력 DB 구축 

및 연계
▷ 산업국

▷ 시정연

(서울경제

연 구센 터

DB)

▷ KISTI 

   NANONET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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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프라 (R&D 시설/장비)

제4장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Fab을 비롯한 나노분야 대규모 인프라의 경우 지

방 분산이 이루어져 있고, 소규모 나노장비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나노장

비의 공동활용을 위한 수요․공급의 연계는 미흡한 상태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

에 대응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서울시의 정책자원 및 한계를 고려하여 나노인프라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제시한다.

1) 인프라 공동이용 활성화 시책

(1) 인프라 정보 DB 구축

향후 산학연협력사업의 하부 사업으로서 ‘산학협력단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 소재 대학별 장비 Infra DB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에는 全 기술분야의 시설/

장비 정보가 포함될 예정인데, 나노기술과 관련된 구체적인 인프라 정보의 질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KISTI는 국내 유일한 나노기술 및 산업 분야의 

종합 DB(NANONET)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NANONET 상에 나노기술 장비/시

설에 대한 컨텐츠가 추가된다면 나노분야의 전반적인 정보가 집약된 토털사이트로

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서울 소재 나노기술 R&D 주체들의 편익 또한 

클 것이다.

따라서 KISTI가 서울 소재 기업 및 연구소(fab포함)별 나노장비 Infra DB 구축

하는데 있어서 서울시가 매칭펀드 형식의 지원을 함으로써, 전국범위의 나노장비 

DB 구축을 위해 서울이 그 시발점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때 DB에 포함될 나

노장비 정보의 내용으로서는 장비List, 특징, 공동활용 가능여부, 사용료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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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 공동이용 지원

① R&D 정책사업 기반

前章에서 제시했던 산학연협력사업(전략산업 혁신 클러스터 육성 지원사업, 신

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과 나노기술 R&D 지원사업

(‘ConTech Seoul’ project, 공공사업 연계 나노기술 R&D 지원사업)을 통해 각 참여

주체별로 보유한 나노기술 장비의 공동이용 활성화가 가능하다.

② 인력양성 정책사업 기반

나노분야 인력양성 시책에서 제시한 ‘산학연 Nano HRD Center’ 사업을 통해 

Center대학뿐만 아니라 참여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나노 기초/기반/계측 장비, 가

공/생산 장비 등의 제공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동이용을 유도할 수 있

다.

③ 기타(장비이용 비용지원)

위의 두 가지 방안 - R&D 정책사업, 인력양성 정책사업을 통한 인프라 공동이

용 - 은 특정 정책사업을 통해 나노장비의 공유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와

는 달리 대규모 정책사업을 매개로 하지 않고 수시로 나노장비에 대한 소규모 수요

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서울시가 장비이용 비용을 선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한 정책사업의 예로서 과기부와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

소가 시행하고 있는 ‘NIT 대학공동시설 이용지원 프로그램(NIT Share-IRC 

Program)’을 들 수 있다. 본 사업은 서울대 보유 반도체 시설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R&D 주체가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사용 한도

액까지 시설․장비․재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참조하여 서울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노장비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우선 ‘서울나노산업협의회’를 통해 나노장비를 보유한 서울 소재(수도권 포함) 

대학/연구소/기업체와 장비 공동이용을 위한 단체 협약을 맺음으로써 전반적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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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공용 기반을 구축한다.

다음으로는 나노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R&D주체의 신청(연구계획서)과 (장비

제공 주체의)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액까지 시설․장비․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

후에 결과 보고서 제출하도록 한다. 단, 이러한 인프라 공동 이용에 대한 지원은 장

비 운 자의 장비제공 실적과 이용자의 장비이용 성과 평가를 반 하도록 하여 장

비 공동이용의 공급과 수요를 모두 활성화해야 한다.

2) 인프라 공급 시책

(1) 소규모 인프라 공급

나노기술 장비는 그 정 성과 제한된 수요로 인해 대부분 고가(高價)에 공급된

다. 또한 이러한 장비는 특정 성과를 목표로 하여 활용될 때 그 사용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나노기술 R&D 지원사업을 통하여 나노장비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장비 공급의 효과성과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우선 산학연협력사업의 하부 사업들은 대부분 시설 및 장비 지원을 지양하기 때

문에, 예외적으로 ‘전략산업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통한 장비구입 지원이 가능할 것이

다. 또한 두 가지 나노기술 R&D 지원사업 - ‘ConTech Seoul’ project, 공공사업 연

계 나노기술 R&D 지원사업 - 에 있어 장비구입 지원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

다.

인력양성 정책사업, 특히 ‘산학연 Nano HRD Center’ 사업의 경우에는 본래 인

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 차원의 지원이 원칙이므로, 하드웨어 지원은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 에 필수적인 자재/장비에 대한 구입 보조로써 지원책을 한

정해야 하며, HRD Center 사업단 참여 주체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치․운 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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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규모 인프라 공급

유휴토지 부족과 예산문제로 인해 서울 지역 내에 대규모 나노 인프라가 공급될 

수 있는 여지는 적으나, 현재 공릉 NIT 단지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마곡 첨단산업

단지 내에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인프라 공급이 계획입안 중이다.

마곡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공공 연구시설인 공공 R&D Center와 NBIT 시험생

산동이 건립될 예정이므로 이 곳에 공급할 나노장비의 수량과 종류가 단지 계획수

립에 반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나노산업협의회’를 통하여 전문가 의견이 수렴되

어 향후 설립될 마곡첨단산업단지 추진기구에 그 방안이 반 되어야 한다.

공릉 NIT 단지의 경우, 서울시는 Smart House 건립 등에 총 6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Smart House에는 연구실, 공정실, Clean Room 등이 구축되며 NIT 분야

측정․가공 장비의 제작 및 연구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 서울 지역에 존재한다

는 점에서 서울 지역 대내외적으로 매우 큰 가치가 있다.

전국의 나노인프라 시설을 고려해보면, 중부지역(수원, 대전)에는 팹센터를 중심

으로 나노 소재 분석․가공 시설이 배치되어 있으며, 남부지역(전주, 광주, 포항)에 

나노기술집적센터를 중심으로 나노 공정․장비 개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에 공

릉 NIT 단지의 나노 인프라는 국내외적인 나노기술 및 제품의 주요 통로가 되는 

수도권에서 나노공정 및 장비의 개발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포지

션을 점한다.

< 표 5 - 31 > 공릉 NIT 단지 인프라 계획 및 전국 나노 인프라 비교

지역 기관 내용

서울 공릉 NIT 단지

▷ Smart House : NIT 측정․가공 인프라 위주
- 이온빔 가공연구센터 : 이온빔 응용장비 관련 기술․제품개발
- 나노, 의료장비, IT제품 생산장비 연구지원센터 : Clean Room
- 마이크로시스템 패키징 연구센터 : Microsystem, Nano, 
Mems, IT기술 상품화, 상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인프라 

수원 나노특화팹센터 ▷ 화합물 반도체 Fab 서비스

대전 나노종합팹센터 ▷ 실리콘 반도체 Fab 서비스

전주 나노기술집적센터 ▷ 차세대 디스플레이.  나노공정․장비 개발(나노페터닝, 세정)

광주 나노기술집적센터 ▷ 반도체, 디스플레이.  나노공정․장비 개발

포항 나노기술집적센터 ▷ 반도체, 디스플레이.  나노소재․재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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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프라 환경 육성시책 종합

(1) 인프라 환경 육성사업 체계

이상 서울 나노산업 인프라환경 시책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정책목표로 구분된

다.

첫째, 서울 소재 나노 R&D 주체들이 이미 보유중인 나노장비의 활용도를 극대

화하기 위해 나노인프라 공동이용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KISTI의 나

노장비 DB 구축에 서울시가 부분적으로 보조하여 서울 지역의 나노산업 인프라 정

보를 체계화할 수 있으며, 나노기술 R&D 지원사업과 ‘산학연 Nano HRD Center’사

업을 통해 나노장비 공동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나노장비 수요주체와 공급주

체를 서울시가 중개하고 장비이용 연구성과와 장비제공 실적을 반 하여 제반 비용

을 보조한다.

둘째, 대규모 나노장비 및 시설의 경우 공간과 예산제약으로 인해 공급에 한계

가 있으나, 이미 추진 중인 공릉 NIT 단지 나노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극대화하고, 

마곡 첨단산업단지에 들어설 생산위주의 나노인프라가 적정 수준의 질과 양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이 수렴되어 반 되어야 한다. 또한 나노

Fab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와 달리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소규모 장비의 경

우, 공급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R&D 지원사업이나 인력양성 지원사업 등을 

통한 성과 중심의 공급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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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32 > 서울 나노산업 지원환경(인프라) 육성시책 체계 

시책 수단 내용

인프라

공동

이용

활성화

Infra정보 

DB

유관DB 연계

지원

▷ 서울시 소재 대학별 장비 Infra DB 구축 : 산학연협력

사업(산학협력단 활성화 지원사업) 

▷ KISTI NANONET 전국 나노장비 DB 구축 시발사업 공

동참여 : 서울 소재 기업/연구소(fab포함)별 장비 Infra 

DB 구축 매칭펀드 지원  → 상호 data 공유/연계

▷ 장비정보 내용: 장비list, 특징, 공동활용 여부, 사용료, 

기타

공동이용

지원

R&D 

정책사업

기반

▷ 산학연협력사업(전략산업 혁신 클러스터 육성 지원사

업,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한 장비 공동이용

▷ 나노기술 R&D 지원사업(‘ConTech Seoul’ project, 공공

사업 연계 나노기술 R&D 지원사업)의 참여 주체별 보

유 Infra 공동이용

인력양성 

정책사업

기반

▷ ‘산학연 Nano HRD Center’ 프로그램 : 장비 성격별(기

초/기반/계측 장비, 가공/생산 장비) 보유주체 참여 및 

장비 Open 조건 명시

기타

(장비이용

비용지원)

▷ 서울시, ‘서울나노산업협의회’ : 나노장비 보유 대학/연

구소/기업체와 공동이용 단체 협약 (수도권 포함)

▷ (R&D 연계) 나노장비 사용비 지원 : 장비사용 희망주

체 신청(연구계획서)→ (장비제공 주체의)심사,결정→ 

지원 한도액까지 시설,장비 사용→ 연구성과 및 장비제

공 실적평가

인프라

공급

소규모

Infra

R&D

정책사업

기반

▷ 산학연협력사업(전략산업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통한 장

비구입 지원 : 여타 사업은 시설/장비 지원 지양

▷ 나노기술 R&D 지원사업(‘ConTech Seoul’, 공공사업 연

계 나노기술 R&D 지원사업) 통한 장비구입 지원

인력양성 

정책사업 

기반

▷ ‘산학연 Nano HRD Center’ 사업 : 공동 교육 프로그램 

필수 자재/장비 구입 지원

대규모

Infra 

(집적단

지)

공릉 NIT

단지

▷ NIT 측정, 분석, 공정, 장비 개발 위주 사업 추진 중

   (서울시 690억원 투자)

마곡 

첨단산업단지

▷ 공공 연구시설(공공 R&D Center, NBIT 시험생산동)에 

공급할 나노장비 수량/종류 계획수립 : '서울나노산업협

의회’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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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담당 조직 구성

서울 나노산업 인프라 환경 시책은 다음과 같은 담당조직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특히 인프라 시책에서도 ‘서울나노산업협의회’의 역할은 중요하며, 

서울 소재 나노장비 보유 주체들 간의 공동이용에 대한 공감대와 협약을 이끌어내

야 한다. 또한 동 협의회는 향후 마곡 첨단산업단지에 공급될 나노기반 융합기술 

실험․생산 장비의 공급방안에 대해 심도있고 전문적인 의사를 반 시켜야 한다.

< 표 5 - 33 > 서울 나노산업 지원환경(인프라) 육성시책별 담당조직

인프라 시책 내용
담당조직

책임관료제 준공공조직
협의/연구교
류조직

(민간)
개별주체

인프라

공동

이용

활성화

Infra정보

DB 구축

▷ 서울 소재 대학별 장
비 InfraDB 구축

▷ 시정연
 (서울경제연
구센터)

▷ 산학
   협력단

▷ 해당
   산학연

▷ KISTI (NANONET) 서
울 소재 산학연 장비
DB 구축 매칭펀드 지
원

▷ 산업국
▷ KISTI
▷ 해당 
   산학연

공동이용

지원

▷ 산학연협력사업, 나노
기술 R&D 지원사업 
참여주체별 보유 
Infra 공동이용

▷ 시정연
 (서울경제연
구센터) ▷ 해당

   사업단▷ TFT
  (공공재 기술 사업팀, 
   ConTech Seoul 팀)

▷ ‘산학연 Nano HRD 
Center’ 사업 참여주
체 보유 장비 공동사
용

▷ HRD 
   Center

▷ 해당
   사업단

▷ 서울시, ‘서울나노산업
협의회’ : 나노장비 
공동이용 단체 협약

▷ (R&D 연계) 나노장비 
이용 비용 지원

▷ 산업국
▷서울나노산
업협의회

▷ 장비
수요/공유
의사 산학연

인프라

공급

소규모

Infra

▷ 산학연협력사업, 나노
기술 R&D 지원사업
을 통한 장비구입 지
원

▷ 산업국
▷ 시정연
 (서울경제연
구센터) ▷ 해당

   사업단▷ TFT
  (공공재 기술 사업팀, 
   ConTech Seoul 팀)

▷ ‘산학연 Nano HRD 
Center’ 사업 필수 자
재/장비 구입 지원

▷ 산업국 ▷ HRD 
   Center

▷ 해당
   사업단

대규모

Infra 

(집적단지)

▷ 공릉 NIT 단지 ▷ 산업국 ▷ 산업대

▷ 마곡 첨단산업단지 공
공 연구시설 나노장
비 공급

▷ 산업국
▷마곡단지
  추진기구

▷서울나노산
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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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투자

제4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서울은 금융/투자자(기관)의 집적도가 높아 전반적

인 자금동원 환경이 좋은 편이나, 나노산업의 경우 사업성 분석에 있어 고도의 전

문지식을 필요로 하여 아직 투자자들에게 생소할 뿐만 아니라 기술초기단계로서 투

자자금 회수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시책이 필요하다. 그

러나 나노분야는 기술력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분야로서, 민간투자 및 금융

지원이 기술력 우위를 가진 기업들에게 선별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분야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민간투자 유도와 동시에 공공투자를 활성화하는 시책

을 제안한다.

  

1) 민간투자 유도 시책

(1) 투자자, 투자수요자 간의 상호 정보탐색 지원

① Offline Market

나노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자에게 나노산업의 전

망과 구체적인 투자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기관의 

경우 나노산업에 대한 기술력이나 사업성 분석에 있어서 생소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나노산업 IR(Investor Relation)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나노산업협의회’에 민간 금융/투자기관(창업투자회사, 신기술 금

융회사), 엔젤조합 등의 기관투자 뿐 아니라, 개인자격의 엔젤펀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협의회에 투자자가 참여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투자자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들이 협의회

가 주최하는 세미나, 포럼, 컨벤션 등에 참여하여 서울 지역의 나노기술 수준이나 

나노산업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는 투자수요자에게 투자자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기술력 홍보와 더불어 보다 기술시장에서의 사업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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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한다.

이와 같은 Offline Market 형식의 자리는 나노기반 융합기술 등 세부 기술분야

별로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나노기술 Fair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진

흥공단 등 기타 유관 단체가 주최하는 나노분야 Market 행사에 서울시와 ‘서울나노

산업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앞에서 제시했던 ‘ConTech Seoul'사업의 경우, 사업 착수 시점에서 민간투

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 또는 사업단 구성 예비 Conference를 개최하여 

이러한 나노산업 IR의 선도적인 모델의 역할을 해야 한다. 

② Online Market

위와 같은 Offline Market은 Online 상에서도 연계가 되어 서울산업경제정보통

신망, KISTI NANONET, 창업보육센터 DB 등에 나노산업 관련 투자정보 및 투자

자정보에 대한 컨텐츠가 강화되어야 한다. 물론 나노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Online Market은 ‘Online 구매(전자상거래)’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 이는 

Offline Market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며 투자거래주체 상호간의 연결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나노산업  및 기술이 이와 같은 Online 나노분야 컨텐츠는 여타 지원

환경에서도 언급이 되었다.

(2) 서울시 나노산업 시책 대중 홍보

나노산업의 파급효과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투자규모를 넓히기 

위해서는 기존 투자자뿐만 아니라 아직 투자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잠재적 투자자

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 따라서 공신력있는 서울시의 나노산업시책 및 

개별project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엔젤조합, 창업투자조합 등 기존 투자자 외에 

잠재적 투자자인 일반 시민이 (무)의식적으로 체감하는 나노산업의 수익성과 안정

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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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홍보수단으로는 현재 서울시 시책의 제반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기획

관(마케팅담당관)과 나노산업 R&D 사업을 주관하는 개별사업단, 그리고 서울시 공

 상매체인 ‘서울TV’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공공투자 활성화 시책

(1) 서울 나노산업 시책 기반 정책자금 지원

전절(前節)에서는 서울 나노산업의 R&D 육성을 위해 크게 세 가지 Project를 

제안하 다. 즉,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ConTech Seoul’ project, 공공사업 연계 

R&D 지원사업 등이 그것이며 이러한 정책사업들이 나노산업에 대한 서울시 공공

투자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다.

(2)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서울시가 R&D사업 이외의 방법으로 나노산업에 공공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수

단으로서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들 수 있다. 현재 서울시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지원하고 있는 본 자금의 항목은 크게 경 안정자금

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된다. 본 자금을 통해 나노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지원대상에 나노산업 명시

현재 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융자지원 대상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나노산업과 관련 깊은 대상분류는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과 ‘서울형산

업’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서울형 산업’의 경우 패션․디자인, 애니메이션, 소프트웨

어, 문화관광상품산업, 벤처기업으로 지원 대상이 규정되어 있고, ‘제조업관련지식서

비스산업’의 경우 지원대상 종류의 세부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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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두 가지 대상지원 분류 모두 나노산업이 서울 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벤처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

는 IT산업이나 기타 명시된 서울형 산업에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나

노 및 바이오 산업을 지원대상 산업에 명시하여 경쟁력 있는 나노기업체에 대한 지

원이 주관적인 이유로 제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 평가 강화 및 지원폭 확대

위와 같이 나노산업을 지원대상에 명시할 뿐만 아니라, 투자심사 과정에서 기술

력 및 사업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중소

기업육성자금의 지원한도는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 매출액의 1/4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나노벤처․중소기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매출이 자체 나노기술 R&D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일반제품 생산에서 나

오기 때문에 잠재적인 나노기술력과 이에 따른 사업성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이

루어지기 힘들다.

따라서 나노산업이나 바이오산업의 경우, 현재의 재무상태보다는 미래의 기술력

에 대한 평가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며, 정부에서 지정한 기술평가기관(2005년 현재 8

개, 기술신용보증기금,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연구

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의 기술성/사업성 인증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체에 대한 지원폭을 확대하는 심사기

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③ 시설자금 조건 개선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시설자금의 경우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에 대해 지

원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형 산업(패션, 디자인,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문화관광, 

벤처)은 각기 별도의 지원범위를 규정하여 수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지역

혁신빌잘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서울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나노/바이오 산업 또한 

별도의 시설자금 지원 대상으로 명시․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나노산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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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부분의 R&D 자금이 실험 장비 구입과 운용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

자금 지원조건의 세분화 명시는 매우 긴요하다.

더 나아가 나노장비의 수요에 대응하고 장비 공동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나노산업협의회’를 통한 공용이용협약 증명 등을 통해 해

당 시설/장비의 기반성/공용성이 검증 가능한 경우, 지원 심사에 있어서 가점을 부

여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다.

3) 금융․투자 환경 육성시책 종합

(1) 금융․투자 환경 육성사업 체계

이상 서울 나노산업 금융․투자환경 시책은 다음 두 가지 정책목표로 구분된다.

첫째, 나노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와 투자수요자의 상호

정보 탐색을 지원한다. 오프라인(Offline)에서는 ‘서울나노산업협의회’가 주최하는 세

미나, 포럼, 컨벤션 등에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투자자에게는 서울 

지역 나노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수요자가 투자자 정보를 탐색할 수 있

도록 한다. 이러한 상호 정보교환의 자리는 세부 나노기술 분야별로 구분되어 정례

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오프라인 거래 및 정보교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 KISTI NANONET, 창업보육센터 DB 등 온라인(Online) 

상에서도 오프라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컨텐츠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나노산업에 대한 잠재적인 투자자인 일반 시민 및 대중에 대해 공신력있는 

나노산업 시책을 홍보함으로써 잠재적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나노산업의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나노산업에 대한 공공투자 수단으로서는 앞에서 제시한 R&D 자금지원 외

에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다. 향후 본 자금의 지원대상에 나노산업 분야를 

명시하도록 하고, 정부지정 기술평가기관에 의한 기술력 판정이 있을 경우 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시설자금 조건을 개선하여 지원신청 나노장비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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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 입증되면 이에 대한 가점부여와 지원폭 확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 표 5 - 34 > 서울 나노산업 지원환경(금융․투자) 육성시책 체계 

시책 내용 방안

민간투자

유도

(개인 : 

엔젤캐피

탈,

단체 :

벤처캐피

탈, 금융

기관)

‘ C o n T e c h 

Seoul’ project

▷ ‘ConTech Seoul’사업 착수시점에 민간투자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단 구성 Conference에 참여 유도

나노분야 투

자자와 투자

수요자의 상

호정보 탐색 

지원

▷ Offline : 나노산업 IR(Investor Relation) 지원

→ ‘서울나노산업협의회’에 금융/투자 민간 주체(창업투자회사, 신

기술 금융회사 등) 참여

- 협의회 주최 세미나, 포럼, 컨벤션 등 참여

- 투자자에게 투자정보(서울 지역 나노기술 수준, 산업정보) 제공

- 투자수요자에게 투자자 정보 제공

- 나노기반 융합기술 등 세부 기술분야별 Fair 개최 정례화

- 기타 단체(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나노분야 Market 공동 주최

▷ Online : Offline 정보교환 지원, 보완

-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 KISTI NANONET, 창업보육센터 DB 

上, 나노산업 관련 투자정보, 투자자정보 컨텐츠 강화

서울시 나노

산업시책 대

중 홍보 

▷ 공신력있는 나노산업시책 및 개별project 홍보 : 나노산업에 대

한 (잠재적) 투자자의 체감 수익성 및 안정성 제고

▷ 홍보수단 : 홍보기획관(마케팅담당관), 개별사업단, 서울TV 등

공공투자

활성화

(정책자금 

직접지원)

서울 나노산

업 R&D 지원

사업

기반 지원

▷ R&D project 기반 정책자금 지원

- 산학연협력사업

- ‘ConTech Seoul’ project

- 공공사업 연계 R&D 지원사업

서울시 중소

기업육성자금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경 안정․시설자금) 조건 개선

- 지원대상에 나노산업 명시 :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 ‘서울

형산업’ 범위에 나노/바이오 등 첨단산업 대상 추가

- 지원대상 평가 강화 및 지원폭 확대 : 정부지정 기술평가기관(8

개)의 기술성/사업성 판정 있을 경우 지원폭 확대 조건 삽입

- 시설자금 조건 개선 : 해당 시설/장비의 기반성/공용성 검증(‘서

울나노산업협의회’ 통한 공용이용협약 증명 등) 및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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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담당 조직 구성

서울 나노산업 금융․투자환경 시책은 다음과 같은 조직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서울나노산업협의회’를 매개로 한 투자

자 및 투자수요자의 상호 정보 교류가 정례화되어야 하고, 서울시의 공식 홍보담당 

조직인 마케팅담당관 및 서울 TV 등을 통해 서울 나노산업의 전망과 그에 따른 정

책이 적극 홍보되어야 한다.

또한 나노산업에 대한 서울시의 공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서

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나노산업 수혜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서울시 

산업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 표 5 - 35 > 서울 나노산업 지원환경(금융․투자) 육성시책별 담당조직

금융․투자 시책

담당조직

책임관료제 준공공조직
협의/연구교류

조직

(민간)

개별주체

민간투자

유도

(개인: 엔

젤캐피탈,

단체: 벤

처캐피탈,

금융기관)

‘ConTech Seoul’

project에의 민간투자 

홍보, 유도

▷ 산업국

▷ 시정연(서

울경제연구

센터) 
▷ 서울나노산

업협의회

▷ 해당

   사업단

   (민간 투자

자)▷ TFT ‘ConTech Seoul’

나노분야 투자자와

투자수요자의 상호정

보 탐색 지원

▷ 산업국
▷ 서울나노산

업협의회

▷ 투자자,

  투자수요자

서울시 나노산업시책

대중 홍보 

▷ 산업국

▷ 홍보기획

관(마케팅

담당관)

▷ R&D project별 TFT

공공투자

활성화

(정책자금

직접지원)

서울 나노산업 R&D 

지원사업 기반 지원

▷ 산업국

▷ 시정연(서

울경제연구

센터) 

▷ TFT

  (공공재 기술 사업팀, 

   ConTech Seoul 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

기금
▷ 산업국

▷ 서울신용보

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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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즈니스서비스 (Business Service)

제4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벤처 및 중소기업 위주의 나노기업체의 경우 R&D 

및 생산기능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법률, 회계, 마케팅, 컨설팅 등 비즈니

스서비스 기능이 외부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의 나노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서비스 시책은 다음과 같이 민간 비즈니스서비스 업체 활성화 시책과 

공공의 직접지원 시책으로 구분된다.

1) 간접지원 시책

민간 비즈니스서비스 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시책은 이미 여러 가

지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2004년에 입안된 ‘서울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

년 계획’상에는 서울의 비즈니스서비스 기능을 육성하기 위한 ‘서울비즈니스혁신센

터’ 건립 사업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2004년에 수행된 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

서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서비스 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강화, 중소기업 기술진단

(가칭 Techno-Doctor) 사업 실시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정병순, 2004).

2) 직접지원 시책

발아기에 있는 나노기술 및 나노산업 단계를 고려할 때, 민간업체를 통한 비즈

니스서비스 활용은 여전히 나노기업에게 비용을 안겨주는 부담이 된다. 따라서 공

공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기업지원 서비스(Shared Service)가 외부 네트워

크화되어 활용될 수 있으면 개별 나노기업의 비용을 공적으로 흡수하는 효과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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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비즈니스 흐름을 따라 개별 나노기업체가 요구하는 서비스 기능 - 

창업, 마케팅, 교육, 컨설팅 등 - 을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개별 나노기업체의 범위를 넘어 전체 서울 나노산업 클러스터의 브랜드 자산(Brand 

Asset)을 확장하기 위한 클러스터 브랜딩(Cluster Branding) 방안도 제안한다. 

(1) 나노기업체 창업보육 활성화 시책

① 창업보육 서비스 현황

창업보육센터를 자금출연 주체와 설립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지역경제성

장이나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BI(Business Incubator), 대학의 이미지와 

재정수입을 제고하고 산학협동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부설 BI, 리추구를 위한 민

간 BI, 그리고 민간/공공 복합 BI로 나눌 수 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서울신기술창업센터는 서울시 창업DB을 운용하고 벤처종

합상담(자금/보증지원, KOSDAQ, 법률, 세무/회계, 기술 마케팅), 벤처지원네트워크

(서울벤처기업지원협의회, 산학협력단), 벤처경 교육(벤처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

을 운 한다.

이외에 고려대 등 25개의 대학별 창업보육센터, KIST 등 22개의 공공연구소 창

업보육센터, 그리고 기타 창업보육업체로서 서울벤처인큐베이터(벤처기업협회)와 홍

릉벤처벨리창업보육센터(한국기술벤처재단) 등이 있으며, 총 입주업체는 910여개에 

이른다.

② 창업보육센터 서비스의 양적(兩的) 개선

현재 서울 소재 창업보육센터의 서비스는 입주 기업체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센터의 제한된 입주업체를 위해 운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은 한정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세한 수준의 운 인원이 상근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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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창업보육센터의 서비스를 공개하여 입주 기업체 外 기업에게로 유료(Pay 

Basis)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 증대와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③ 창업보육센터 서비스의 질적(質的) 개선

센터 서비스의 양적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로서, 센터별로 서비스제공이 고립적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서비스의 질적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현재 전체 

창업보육센터를 연계하는 주요수단으로서는 신기술창업센터가 운 하는 ‘창업DB’를 

들 수 있다. 창업DB는 창업보육센터/업체 검색, 벤처산업 DB, 창업관련 Site(조세, 

자금, 컨설팅, 정부기관) 연계하고 있는데. 보육센터별 홈페이지가 운용되지 않는 것

이 많고 센터 간 정보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창업DB를 통해 개별 창업보육센터/업체 간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연계되어 어느 지역에서나 보육센터를 통한 비즈니스서비스 접근성이 제고되

어야 한다. 즉, 기업체가 원하는 센터에서, 원하는 정보/서비스의 출처로 연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서비스 Total DB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센터간 공

유정보 컨텐츠로는 비즈니스서비스 분야별 전문가 Pool, 시설/장비․기술․업체의 

소재와 특징, 나노기술관련 포럼/설명회 홍보, Best Practice 등을 들 수 있다.

④ 창업보육센터의 성격 혁신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들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임대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센터의 입주심사를 거치면서 업체 기술력이 입증되므로 이를 통해 금용

지원을 받기에도 유리하다.

그런데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낮은 임대료를 유인책으로 하는 공급자(센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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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체) 위주의 시장(Sellers Market)이므로, 센터 운 자들의 서비스 향상 유인책

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의 비즈니스서비스 공급이 미흡하여 수요자(입

주 희망 기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저하되고, 최종적으로 다시 서비스 

공급 역량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창업보육센터의 공급자시장 성격을 서비스 위주로 바꿀 수 있는 인

센티브가 필요하다. 즉, 각 센터에 대한 운 성과 평가 항목에 ‘벤처투자유치 실적’ 

기준을 삽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여 각 창업보육센터의 벤처투

자자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벤처투자유치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 관련 시책의 활용도 제고

창업이후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의 서비스들은 여러 공

공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중소기업 관련업무를 관할하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경우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경 /기술지도 용

역지원, 창업절차대행 용역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시는 서울산업통상진

흥원을 통해 여러 가지 비즈니스서비스 프로그램을 운  중이다.

< 표 5 - 36 > 비즈니스서비스 관련 주요 기존시책

기관 담당 시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상담회사’ 통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경 /기술지도 용역

지원, 창업절차대행 용역지원

서울

산업

통상

진흥원

서울신기술

창업센터

▷ 마케팅 전문가/컨설팅 업체 알선/연계

▷ 전시회/박람회 참여 정보제공/지원

전시사업팀 ▷ 해외전시 지원

해외협력팀 ▷ 해외 시장개척단, 투자유치단, 기술교류단, 사이버 마케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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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생기업일수록 이러한 특화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익숙하지 않고, 나

노산업과 같은 신생 산업은 기존 산업군의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나노산업협의회, NANONET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비즈니스서비스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나노기업체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3) 클러스터 브랜딩(Cluster Branding) 시책

① 클러스터 브랜딩의 개념과 필요성

이제까지 제시한 비즈니스서비스 방안들은 나노기업체의 개별적인 수요를 위한 

대응수단이다. 그런데 R&D 활성화에 있어서 산업군 내지 산업클러스터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적인 마케팅 서비스 범위를 넘어서는 클

러스터 브랜딩이 긴요하다.

클러스터 브랜딩이란 기업체 제품/서비스의 마케팅 활동과는 달리, 클러스터라

는 장소(place)의 이미지와 인지성 제고를 통해 고객 및 투자자를 유인하는 개념이

다. 또한 나노산업은 유관 기술산업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서

울의 클러스터 브랜딩은 나노기술, 나노산업 뿐만 아니라 전체 서울 전략산업을 모

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나노산업을 포함한 서울 전략산업 클

러스터의 대내외적 가치와 브랜드 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클러스터 브랜드 마케팅

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브랜드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서울이 지향해야 하는 나노산업 

클러스터 ‘기능적 브랜드’의 특성은 인적자원, 기술고도성, 공간적 편의 등 서울 나

노산업 환경의 우수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미지 브랜드’ 특성은 서울 나노산업

의 높은 집적도, 동북아 나노기술 Hub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경험적 브랜드’ 특성

으로서는 나노기업체에 대한 직접 방문이나 기술체험 유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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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37 > Brand 유형에 따른 서울 나노산업 클러스터 브랜드 구성

Brand 유형 서울 나노산업 Cluster Brand의 초점

기능적 브랜드
▷ 서울 나노산업 환경 : 인적자원, 삶의 질, 공간적 편의, 기술 다양성, 

기술 고도성, 사업지원기능

이미지 브랜드 ▷ 나노산업 집적, 고도의 나노기술, 동북아 나노기술 Hub

경험적 브랜드 ▷ 직접 방문/체험 유도

② 클러스터 브랜딩의 체계

위와 같은 서울 나노산업 클러스터 브랜드를 마케팅 하는 순서는 우선 클러스터 

마케팅의 고려변수를 정립한 후, 마케팅 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른 클러스터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클러스터의 성숙단계가 변하면서 

클러스터 브랜딩 전략도 연동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순서별 논리

는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다.

②-1  클러스터 발아기 단계

발아기 단계에서의 서울 나노산업 클러스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IT산업과 연계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등 NIT 분야 이미지가 초점이 될 

것이다. 또한 나노기술이 적용된 생산보다는 기초․기반적 나노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춰지므로 나노소재․소자의 가격보다는 기술경쟁력 또는 기술혁신성이 중요시 된

다.

그리고 나노산업을 둘러싼 자원의 배분과 이동이 아직 안정적인 양태를 가지지 

않는 단계이므로 서울과 지방(경기도, 대전, 광주, 포함 등)의 나노산업 클러스터 間 

포지셔닝 조정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나노산업에 대한 투자가 생소한 단계이므로 

클러스터 브랜딩의 목표시장은 간접투자 위주의 투자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서울 나노산업 클러스터의 특징과 목표시장을 고려한 브랜드 마케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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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서울 나노 클러스터의 국내외 이미지 제고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즉, 세계적으로 앞서있는 서울의 IT기술과 접목된 NIT위주의 나노기술성을 홍보하

여 국내외 나노 R&D 기업 및 연구소를 유치하고 국내외 (간접)투자를 유도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케팅 믹스 요소인 브랜드 디자인

(Brand Design)이 창안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나노산업을 포함한 서울 전략

산업 클러스터를 상징하는 브랜드로서 ‘Hi-Tech Seoul'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 브

랜드인 ‘Hi Seoul'과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는 동시에 소비재 위주의 ‘Hi-Seoul' 브

랜드와 달리 첨단 기술(High-Tech) 이미지를 상징한다. 본 브랜드는 ‘Hi-Seoul’ 브

랜드의 활용방안과 유사하게 서울의 과학기술 이미지 자산 증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즉, 각종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행사 마케팅 지원, 우수기술 및 우수기술 상품 

홍보 지원, 우수 R&D 기업에 대한 브랜드 사용권 부여 등을 통해 NT, IT, BT, 

ET 등 첨단 기초․기반 기술기업과 상품에 대해 ‘Hi-Seoul’ 브랜드와 차별적이면서

도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이미지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차별

적인 이미지 제고 효과보다 복수 브랜드(Hi Seoul, Hi-Tech Seoul)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더 크다면, 나노기술을 포함한 각종 첨단 기술 클러스터 마케팅도 ‘Hi Seoul’ 

브랜드로 통합하고, 현재 소비재로 국한되어 활용되는 ‘Hi Seoul’ 브랜드의 적용 범

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마케팅 믹스의 또 다른 요소로서 마케팅 경로는 앞에 네트워크 방안에서 제시한 

On/Offline 상의 시험적 매체(서울TV, NANONET, 서울나노산업협의회, 서울산업

경제정보통신망 등)들을 활용한다.

②-2  클러스터 성장기 단계

서울 나노산업 클러스터의 성장기 단계에서는 NIT뿐만 아니라 NBT, NET 등 

융합기술 분야가 동반 발전하고 가격경쟁이 본격화되며, 해외 나노클러스터들과의 

경쟁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또한 나노제품과 나노산업에 익숙해진 투자자들이 

직접투자의 형태로 투자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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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서울 클러스터의 지속적인 혁신성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브랜드 마케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 나노기술 세부분야별로 브랜드를 차별화하고, 시험적으로 운용한 마케팅 

경로 중에서 효과성 높은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물론 위와 같은 ‘발아기’, ‘성장기’의 구분은 이분법적인 방안의 예이며, 실제 마

케팅 방안은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시책을 양 극단으로 하는 정책 스펙트럼 사이에 

특정 마케팅 믹스를 가지고 위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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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38 > 서울 나노산업 클러스터 브랜딩 방안 체계 

Cluster Branding 순서 Cluster 발아기 Cluster 성장기

마케팅

고려

변수

Product

기술 수준 ▷ 기초, 기반기술 위주 ▷ 응용, 생산기술 발전

기술 다양성
▷ NIT(디스플레이, 반도

체) 분야 중점

▷ NBT, NET 분야 동반 

발전

Price
▷ 가격보다 기술경쟁력, 

기술혁신성 중요시 됨
▷ 가격경쟁 가속화

국내외 경쟁 Cluster

▷ 자원분배 관점 초점

→ 국내적 맥락(경기도, 대

전, 광주, 포항 Nano 

   Cluster)의 Positioning

▷ 기술경쟁력 관점 초점

→ 국외적 맥락(중국,일본,

대만,미국,유럽 Nano 

Cluster)의 Positioning

고객/목표시장

▷ 국내외 간접투자자

▷ 국내외 나노 R&D 기업

/연구소

▷ 국내외 직접투자자

마케팅 목표

▷ 서울 Nano Cluster 이

미지 제고

▷ 서울 Nano Cluster 인

지/접촉/탐색 증대

▷ 나노기업/연구소 유치

▷ 서울 Nano Cluster의 

지속적인 혁신성 홍보

▷ 지속적/반복적 투자 유

도

마케팅

전략

시장

세분화

- 시장세분화 기준

- 세분시장별 Profile

▷ 국내 : (잠재적) 투자자, 

투자기관

▷ 국외 : 기존 R&D 협력

시장 위주

▷ 향후 나노기술 R&D 및 

투자 협력 성과에 따라 

유동적
시장

표적화

- 세분시장별 매력성

- 표적세분시장 선정

위치화

Cluster 비전,

Brand Positioning
▷ NIT 기반 R&D 도시

▷ NBIT, NET 융합기술 

R&D 도시

Brand Design

▷ 통합 Brand :

    ‘Hi-Tech Seoul’

※ ‘Hi Seoul’ 브랜드(소비

재 위주 브랜드)와 연계, 

유사한 수준의 마케팅/

홍보/자금 지원

▷ 세부기술 분야별

   Brand 차별화

마케팅

믹스

Place (경로)

▷ 시험적 매체(서울TV, 

NANONET, 서울나노산

업협의회 등 on/offline 

Network Channel) 통한 

선택적 경로 활용

▷ 효과성 높은 매체 통한 

집중적 경로 활용

Promotion

(촉진,홍보)

▷ 조기 수용(인지) 시장대

상 집중 홍보

▷ 보다 다양한 시장 대상 

전반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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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즈니스서비스 환경 육성시책 종합

(1) 비즈니스서비스 환경 육성사업 체계

서울 나노산업 비즈니스서비스 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 표 5 - 39 > 서울 나노산업 지원환경(비즈니스서비스) 육성시책 체계 

시책 내용

간접

지원

민간 서비스

육성

▷ 지역혁신5개년계획 : 서울비즈니스혁신센터 건립 사업

▷ 기타 : 비즈니스서비스 기업 정책자금 지원강화 등

직접

지원

(비즈니

스

Flow에

따라)

창업

(Spinoff)

보육

▷ 창업보육센터 서비스 양적 개선

- 입주 기업체 위주 서비스 제공의 극복

- 창업보육센터 서비스 공개 : 입주 기업체 外 기업으로 (Pay Basis) 

서비스 확대. 서비스 수요자 확대로 인한 규모 경제 효과

▷ 창업보육센터 서비스 질적 개선

- 센터별 고립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제한 극복

- 나노기술산업 전문가 연계 확충(서울벤처타운 벤처자문단)

- 창업DB의 강화 : 비즈니스서비스 Total DB化

- 개별 창업보육센터/업체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연계

  ※ 공유 정보 컨텐츠 : 비즈니스서비스 분야별 전문가 Pool, 시설/장

비, 기술, 업체, 나노기술관련 포럼/설명회, Best Practice

▷ 창업보육센터의 성격 혁신

- 공급자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혁신시키는 평가제도 도입

- 벤처투자유치 실적 고려하여 운 성과, 평가지원금 차등지급

   → 벤처투자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벤처투자유치 노력 유도

교육,컨설팅,

마케팅 지원
▷ 기존 관련시책 홍보 : KISTI(NANONET), 서울나노산업협의회 통해

Cluster

Branding

▷ Nano Cluster 단계별(발아기, 성장기) 전략 차별화

▷ 발아기

- 목표 : 서울 Nano Cluster 국내외 이미지(R&D 도시) 제고 및 투자촉

진

- 수단 : 통합 Brand "Hi-Tech Seoul"을 선택적 매체 통해 마케팅

▷ 성장기

- 목표 : 서울 Nano Cluster의 지속적인 혁신성 홍보 및 지속적/반복적 

투자 유도

- 수단 : 세부 기술분야별 Brand 차별화하고, 효과성 높은 매체 통해 

집중적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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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민간 비즈니스서비스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 계

획’상에 제시된 서울 비즈니스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기타 비즈니스서비스 업체

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정병순, 2004).

둘째, 민간 서비스의 양적/질적 문제와 비용문제를 공공부문에서 흡수하여 나노

기업체가 핵심역량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창업단계에 있는 나노기업

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양적/질적으로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서울 소재 창

업보육센터의 운 이 개선되어야 한다. 양적으로는 입주업체 위주의 서비스 공급에

서 유료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외부기업 서비스를 지향해야 하며, 질적으로는 기

존에 운용되어 오던 ‘창업DB’가 비즈니스서비스 Total Site化 하여 이를 중심으로 

각 센터들의 정보가 공유․연계되어 수요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임대시설 공급자 중심의 창업보육센터가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각 센터가 벤처투자를 유치하는 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지원금 차등 지급에 

반 해야 한다.

셋째, 개별 나노기업체의 수요와는 별도로 전체 나노산업 클러스터, 더 나아가 

서울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마케팅 하기 위한 방안으로 클러스터 브랜딩을 제안한

다. 특히 클러스터 브랜딩 전략은 클러스터의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되어야 한다.

우선 클러스터 발아기에는 서울 나노 클러스터의 국내외 이미지(R&D 도시) 제

고 및 투자촉진이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Hi-Tech Seoul’ 브랜

드를 제안한다. 이 단계의 마케팅 믹스는 선택적 경로와 매체를 통해 목표시장(국내

외 투자자, 나노 R&D 주체)에 전달되어야 한다.

클러스터 성장기에는 서울 나노 클러스터의 지속적인 혁신성을 홍보함으로써 지

속적이고도 반복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서 세부 나노기술 분야별로 브랜드를 차별화하고, 효과성 높은 매체를 통

해 집중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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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담당 조직 구성

위와 같은 방안들은 다음 표에 제시된 조직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클러스터 브랜딩 시책의 경우, 그 내용상 나노산업 뿐만 아니라 전체 

서울 전략산업을 포괄하고 관련 기능들이 산업국, 홍보기획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 많은 조직에 걸쳐 있다.

따라서 기존 ‘Hi-Seoul’ 브랜딩 전략과의 조율과 조직간 기능 조정이 ‘서울 전략

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와 이미지 자산 제고’라는 전략을 중심으로 정렬되어

야 하며, 이러한 복잡성 관리가 본 정책사업의 핵심이 될 것이다.

< 표 5 - 40 > 서울 나노산업 지원환경(비즈니스서비스) 육성시책별 담당조직

시책

담당조직

책임관료제 준공공조직
협의/연구교류

조직
(민간) 개별주체

간접

지원

민간 서비스

육성

▷ 산업국

   (비즈니스혁신

   센터 사업팀)

직접

지원

(비즈니스

Flow에

따라)

창업

(Spinoff)

보육

▷ 산업국

▷ 서울산업통상

진흥원(서울신

기술창업센터)

 

▷ 대학/공공연

구소 /자치구

별 창업보육

센터

교육,컨설팅,

마케팅 지원
▷ 산업국

▷ 서울나노산

업협의회

▷ KISTI

   (NANONET)

Cluster

Branding

▷ 산업국

▷ 홍보기획관

  (마케팅담당관)

▷ 서울산업통상

진흥원

   (Hi Seoul 마

케팅팀 등)

▷ 서울나노산

업협의회

▷ On/Offline

   네트워크 경

로 담당조직

   (KIST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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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육성시책 종합체계 및 실행계획

이상 제시한 서울 나노산업 육성방안들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위계

(位階)를 가진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나노분야 R&D 정책사업을 통한 서울 

나노산업의 활성화가 핵심목표가 되고, 여타 방안들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환경 방안이 된다. 그러나 방안의 실행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위계와는 별도의 실

행 우선순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책목표의 중요도 순서와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실행 우선순위는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먼저 서울 나

노산업 육성방안 간의 중요도 위계를 정립하고, 이후에 이러한 방안들이 체계적으

로 작동하기 위한 실행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1. 서울 나노산업 육성방안間 중요도 위계(位階)

아래 정리한 바와 같이, 전체 방안들은 ‘서울 나노산업의 R&D 활성화’의 궁극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정렬된다. 우선 직접적인 R&D 지원사업이 핵심 방안이 되고, 

그 집행을 뒷받침할 기반조직 방안과 지원환경 방안들이 하위 정책목표를 형성한

다.

< 표 5 - 41 > 서울 나노산업 육성방안間 전략적 중심성 관계

전략적 중심성 (정책목표 위계) 이유

1. 주요활동

  방안

  (R&D사업)

▷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 ConTech Seoul

▷ 공공사업 연계 나노 R&D

▷ 궁극 정책목표(나노산업 R&D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 

정책수단

2. 기반조직

  방안

▷ 시정연 서울경제연구센터 

강화

▷ R&D 사업과 기타 주요활동 방안을 기획․집

행하기 위한 기반조직 마련

▷ 서울나노산업협의회 운
▷ R&D 사업단 구성과 지원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기능

3. 지원환경

  방안

▷ 네트워크

   (유관 DB 연계지원)

▷ R&D 사업 주체 간의 정보․기술․제품 교환

을 위한 통로 기반 마련

▷ 인력양성

   (Nano HRD Center 사업)

▷ 지속적인 R&D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공급

▷ 비즈니스서비스

   (창업보육센터 혁신)

▷ 나노 R&D 주체에 대한 BI 및 Post-BI를 위한 

서비스 기반 마련

▷ 비즈니스서비스

   (클러스터브랜딩)

▷ 서울 나노산업 R&D 자원의 확충과 시너지를 

위한 서울 브랜드의 국내외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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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실행 계획

1) 핵심 및 연계시책의 구분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육성방안의 위계와는 달리 전체 육성방안이 실제 작동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이에 육성방안들은 각각 실행되어야 

할 순서와 중요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부류 - 핵심시책, 연계시책 - 로 나눌 수 

있다. 핵심시책은 순서상 여타 시책들보다 선행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복수의 시책

들이 이를 중심으로 수렴하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실행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연계시책은 해당 핵심시책이 실행된 이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실행되는 후행(後行) 

시책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기준으로 모든 시책 중에서 핵심시책과 이에 종속되는 연계시책을 가치

사슬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활동(R&D)을 위한 방안 -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ConTech Seoul, 

공공사업 연계 R&D사업 - 은 모두 핵심시책의 역할을 맡는다. 서울 나노산업 육성

의 핵심이 R&D기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므로, 모든 주요활동 방안이 핵심

시책이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이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인프라 공동

이용과 공급이 시행되고 민간투자자의 참여가 이루어지며, 서울시의 R&D 투자 시

책이 현실화된다.

둘째, 기반조직 방안으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기능 및 조직 

강화와 ‘서울나노산업협의회’ 신설이 핵심시책이 된다. 강화되는 서울경제연구센터의 

기능을 기반으로 주요활동 방안(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ConTech Seoul, 공공사업 

연계 R&D사업)들이 기획․실행되고, 나노기술 인력 및 장비DB가 구축되어 운용된

다. 또한 ‘서울나노산업협의회’를 통하여 인력양성 諸방안들이 기획되고, 인프라 공

동이용 및 공급방안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치며, 나노 Offline Market 구축의 구심

점이 된다.

셋째, 지원환경 방안은 가치사슬 단계上 다시 네 가지 방안으로 구분된다.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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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방안 중에서는 ‘나노기술 유관DB의 연계 지원’ 방안을 핵심시책으로 하여 나

노기술 인력 및 장비DB가 구축되고, 이를 바탕으로 나노분야 Online Market이 운

용된다. 인력양성 방안 중에서는 ‘나노 HRD Center’를 중심으로 하여 인력양성 諸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필수 나노장비 공급 방안이 시행된다. 기타 비즈니스서비스 

방안에서는 창업보육센터 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나노 Market 운용이 연계시책으로 

실행되며, 클러스터 브랜딩 방안을 핵심시책으로 하여 서울시 나노산업 시책의 홍

보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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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42 > 서울 나노산업 육성방안間 상호 관계

핵심 시책(先行 시책, 기반 시책) 

연계 시책(後行 시책, 종속 시책)

1. 주요활동 방안 2. 기반조직 방안 3. 지원환경 방안
기타

(산업국

담당

별도사업)

산학연

협력사업

'ConTech 

Seoul'

Project

공공사업 

연계

R&D 사업

시정연 

서울경제연구

센터 강화

‘서울나노

산업협의회’

운

네트워크 인력양성 비즈니스 서비스

유관 DB

연계 지원

‘Nano HRD

Center‘ 사업

창업보육

센터 혁신

클러스터 

브랜딩

주요활동
방안

정부지원사업 대응 투자 ○

기반조직
방안

서울지역혁신협의회 나노분야 인사 확대 ○

서울지역혁신연구회 나노분야 연구 강화 ○

지원환경
방안

네트워크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 어정보 강화 ○ ○

인력

양성

기존 학과 나노교과 도입 ○

융합기술별 학제간 교육 ○ ○

대학인력 맞춤형 교육 ○ ○

기업체 인력 재교육 ○ ○

나노연구 교류 e-Workshop ○ ○

일반인, 초/중/고교생 교육 ○

나노기술 인력 DB ○ ○

인프라

Infra DB 연계 구축 ○ ○ ○

R&D 사업 통한 나노장비 공급, 공용 ○ ○ ○

인력양성 사업 통한 나노장비 공급, 공용 ○

장비 공동이용 단체 협약 ○ ○

공릉 NIT 단지, 마곡 첨단산업단지 ○ ○ ○

금융,

투자

R&D사업 통한 공공투자/민간투자 유도 ○ ○ ○

Offline/Online 나노기술/상품 Market ○ ○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나노지원 강화 ○

비즈니스

서비스

민간 비즈니스서비스 육성(비즈니스센터) ○

교육,컨설팅,마케팅 기존 공공시책 홍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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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우선순위 결정 기준

위와 같이 방안 간의 핵심/연계 시책을 구분한 후에는, 각각의 실행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결정하는 데에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 - 중요성, 가능성 - 이 

필요하다.

우선 핵심시책 중에서는 여타 시책의 선결조건이 되는 시책, 즉 중요성이 높은 

기반적 성격의 핵심시책부터 실행하되, 소요예산 규모와 제반 행정비용 등 실행비

용이 낮아 실행가능성이 높은 핵심시책부터 실행하도록 한다.

또한 연계시책 중에서는 해당 핵심시책의 실행순서를 고려하여 여타 연계시책의 

선결조건이 되는 시책, 즉 기반적인 성격의 연계시책부터 실행하되, 소요예산 규모

나 제반 행정비용 등 실행비용이 낮아 난이도가 낮은 연계시책부터 실행하도록 한

다.

< 표 5 - 43 > 서울 나노산업 육성시책 실행 우선순위 판단 논리

실행 우선순위

결정 순서
결정 기준 내용

1. 핵심시책 間

우선순위 결정

제1기준 :

중요성

▷ 여타 시책의 선결조건이 되는 시책,

   즉 기반적인 성격의 핵심시책부터 실행

제2기준 :

가능성

▷ 소요예산 규모, 제반 행정비용 등 실행비용이 낮

은 시책, 즉 난이도가 낮은 핵심시책부터 실행

2. 연계시책 間

우선순위 결정

제1기준 :

중요성

▷ 해당 핵심시책의 실행순서를 고려하여, 여타 연

계시책의 선결조건이 되는 시책, 즉 기반적인 성

격의 연계시책부터 실행

제2기준 :

가능성

▷ 해당 핵심시책의 실행순서를 고려하여, 소요예산 

규모, 제반 행정비용 등 실행비용이 낮은 시책,

   즉 난이도가 낮은 연계시책부터 실행

비고

※ 비교대상 시책들이 제1기준에서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 것으

로 판단될 경우, 제2기준에서 가능성이 높은 시책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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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시책間 실행 우선순위

위의 기준을 핵심 시책들에 대해 적용시켜보면, 다음 표와 같은 실행 우선순위

를 도출할 수 있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 부여하는 실행 우선순위는 정치적 변수나 

제한된 예산을 둘러싼 여타 정책들과의 경쟁 등의 맥락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므로, 실제 정책입안․집행을 위한 참고 용도임을 밝힌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순위

는 잠정적인 것이며, 서울나노산업협의회를 위시한 전문가 시스템을 통해 정책담론

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이러한 우선순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우선 이미 실행 중인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을 통해서는 나노기술 R&D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추가적인 나노기술 R&D 정책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 기반조직(서울경제연구센터, 서울나노산업협의회)을 강화/신설 운용한

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전문가들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ConTech Seoul', 

'Nano HRD Center', 공공사업 연계 R&D 사업 등의 전문적인 나노기술 R&D 사업

을 진행한다.

< 표 5 - 44 > 서울 나노산업 육성방안 핵심시책 실행 우선순위

핵심시책 실행 우선순위
실행 우선순위 부여 이유

대분류 소분류

주요활동 1. 산학연협력사업 이미 시행 중

기반조직

2. 시정연 서울경제연구센터 강화
제반 나노산업 시책의 실행을 실질적으로 주

관하는 공식기관이 먼저 설립되어야 함

3. ‘서울나노산업협의회’ 운

제반 나노산업 시책에  나노관련 주체들의 전

문적인 의사가 반 되기 위해 협의조직 설립

이 선행되어야 함

네트워크 4. 유관 DB 연계 지원
각 나노관련 주체들을 연계시키는 On/Offline 

망(網)의 중요성

주요활동 5. 'ConTech Seoul' project 산학연협력사업과 진행 체계 유사함

인력양성 6. Nano HRD Center
참여대학별로 현물(교수진, 장소, 장비 등) 참

여하므로, 소요예산 적음

주요활동 7. 공공사업 연계 R&D 사업
여타 R&D지원사업보다 참여기관이 많아 실행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비즈니스

서비스

8. 창업보육 센터 혁신
각자 다른 주체에 의해 운 되는 다수의 창업

보육센터間 조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

9. 클러스터 브랜딩 여타 시책에 비해 시급성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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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계시책 間 실행 우선순위

해당 핵심시책의 실행 우선순위가 높을 경우, 연계시책들의 실행 우선순위도 자

연스럽게 올라간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정책간 시너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다. 즉, 특정 연계시책의 실행 용이성이 높다고 해도 그 시책이나 해당 핵심시책의 

중요성(시급성)이 낮을 경우에는 전제되는 정책 여건이 마련되어 시너지가 기대될 

때까지 그 실행을 미루어야 한다.

< 표 5 - 45 > 서울 나노산업 육성방안 연계시책 실행 우선순위

연계시책 실행우선순위
실행 우선순위 부여 이유

대분류 소분류 1 2 3

기반
조직
방안

서울지역혁신협의회 나노분야 인사 확대 ○
市 정책 수립에 나노기술 관

점 반  필요성 높음

서울지역혁신연구회 나노분야 연구 강화 ○ 파급성 크지 않음

주요
활동
방안

정부지원사업 대응 투자 ○
이미 실행 중. 향후 나노분

야 투자 조정 필요

지원
환경
방안

네트

워크
서울산업경제정보통신망 어정보 강화 ○

실행용이하나, 관련시책들이 

확정되어야 컨텐츠 보강가능 

인력

양성

기존 학과 나노교과 도입 ○

해당 핵심시책(HRD Center) 

우선순위 높음

융합기술별 학제간 교육 ○

대학인력 맞춤형 교육 ○

기업체 인력 재교육 ○

나노연구 교류 e-Workshop ○ 관련 주체間 의견조율 필요

일반인, 초/중/고교생 교육 ○ 실행 용이하나, 시급성 낮음

나노기술 인력 DB ○ 해당핵심시책 우선순위 높음

인프라

Infra DB 연계 구축 ○ 해당핵심시책 우선순위 높음

R&D 사업 통한 나노 장비 공급, 공용 ○ 해당핵심시책 우선순위 높음

HRD Center사업 통한 나노장비 공급,공용 ○ 해당핵심시책 우선순위 높음

장비 공동이용 단체 협약 ○
중요성 높으나, 협약주체 間 

의견조율 필요

공릉 NIT 단지, 마곡 첨단산업단지 ○
이미 실행(계획) 중.

장기간 소요되므로 조기착수

금융,

투자

R&D사업 통한 공공투자/민간투자 유도 ○ 해당핵심시책 우선순위 보통

Offline/Online 나노기술/상품 Market ○
중요성 높으나, ‘서울나노산

업협의회’ 설립 이후 본격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나노지원 강화 ○ 해당규정 개정작업 필요

비즈니스

서비스

민간 비즈니스서비스 육성(비즈니스센터) ○ 대규모 예산 소요가 문제됨

교육,컨설팅,마케팅 기존 공공시책 홍보 ○ 실행 용이하나, 시급성 낮음

※ 해당 핵심시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연계시책별로 중요성, 가능성을 판단함

1순위: 중요성, 가능성 모두 높음

2순위: 중요성, 가능성 중 한 가지가 낮음

3순위: 중요성,가능성 모두 상대적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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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성시책 실행계획 종합

이와 같은 핵심시책 및 연계시책을 착수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5 - 13 > 서울시 나노산업 육성시책 실행계획 종합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계획, 시행 중)

•서울나노산업협의회 신설
(전문가 견해의 정책 반영을 위한 조직)

•시정연 서울경제연구센터 강화
(서울시 R&D 사업 실행 총괄 기능 강화)

착수시점구분( 기준: 사업의중요성& 가능성)

• ConTech Seoul
(산학연협력사업과 진행체계 유사)

• Nano HRD center
(참여대학별 현물 참여. 소요예산 적음)

•공공사업 연계 R&D 사업
(他R&D사업보다 이해관계자 많음)

•창업보육센터 혁신
(센터間조정비용/시간 소요)

•클러스터 브랜딩
(여타 시책에 비해 시급성 적음)

핵심사업 주요연계사업

사업성격분류
(기준: 전략적위계)

- 나노기반
융합기술
학제간
교육

- 산학間
맞춤형
교육

-산학間
기업인력
재교육

- 나노장비
공급 및
공동이용

-Offline,
Online

나노기술
정보,제품

거래
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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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나노기술 관련 공공연구소 : 서울, 수도권

기관 나노기술 관련 센터/Lab
소재

광역 기초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KIST

광전자재료연구센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광기술연구센터

금속공정연구센터

나노복합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나노소자연구센터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단

나노재료연구센터

나노환경연구센터

마이크로시스템연구센터

박막재료연구센터

복합기능세라믹연구센터

신금속재료연구센터

청정기술연구센터

촉진수송분리막연구센터

테라급나노소재개발사업단

Diamond Laboratory-21

DLC Lab.-21

Living Polymerization Group

분말성형연구실

자성박막연구실

저마찰/마멸연구실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KISTI

나노정보분석실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서울센터)

나노환경연구부

성북구 안암동
나노결함분석연구팀

(재)나노소자특화Fab센터

경기도

수원시 원통구

전자부품연구원

KETI

나노정보에너지연구센터

분당구 야탑동

나노메카트로닉스연구센터

나노IT부품기술산업화지원센터

마이크로머신연구센터

에너지저장소재팀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인천센터)

마이크로성형팀

인천 연수구 동춘동
나노가공팀

나노소재팀

나노표면기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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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나노기술 관련 대학(연구소) : 서울, 수도권

기관
학위과정

학과명, 센터명
소재

종류 과정 광역 기초

건국

대학교

생물분석공학 연구실
서울

광진구

화양동추진 및 나노열유동제어실험실

경원

대학교
나노입자 지역기술혁신센터(TIC)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려

대학교

대학원

협동

과정

석사

박사

마이크로/나노시스템 협동과정

서울
성북구

안암동

나노과학연구소

나노바이오웨어 연구센터

나노물질 연구실

나노소자 연구실 1

나노소자 연구실 2

나노일렉트로닉스 연구실

나노 & 환경과학 연구실

마이크로/나노 시스템 연구실

스핀동력학 연구실

스핀전자재료 연구실

양자전자소자 연구실

전자재료 연구실

표면나노공정연구실

광운

대학교

반도체 나노 소자 연구실(SNDL)
서울

노원구 

월계동화학 센서 연구실

국민

대학교

자연과

학계열

학사

석사

박사

테크노과학부(나노전자물리학과, 생명나노화학과)

서울
성북구

정릉3동

나노과학기술연구소

스핀양자뫼스바우어분광연구소

bottom-up 나노기술/응용연구센터

나노 고체 분광 연구실

나노 소재 및 소자 특성 평가 연구실

뫼스바우어 자성 연구실

박막 연구실

반도체 제조 공정 실험실

분자막 연구실

전자재료 실험실

졸-겔 자성재료 연구실

동국

대학교

양자기능반도체 연구센터
서울 중구 필동

차세대 나노반도체 교육/연구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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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

대학교

제올라이트 초결정 연구단

서울
마포구 

신수동

극초단 나노분광학 연구실

기능성 고분자 연구실

생명정보공학 연구실

서울

대학교

대학원

협동

과정

석사

박사

나노신소재공학부(나노공학전공), 나노과학기술협

동과정(나노물리소자,나노소재화학,나노바이오시

스템)

서울
관악구

신림9동

근접장이용 극한 광기술 연구단

나노 기억매체 연구단

나노응용시스템 연구센터

나노입자 제어기술 연구단

마이크로 열시스템 연구센터

한국 나노바이오시스템 연구조합

나노전하수송 연구실

마이크로 및 나노 광전자학 연구실

자기공명 연구실

초전도 연구실

바이오환경공학 연구실

플라즈마 및 양자빔공학 연구실

고분자박막 연구실

나노공정 및 유기소자 연구실

나노공정 연구실

나노마이크로 신뢰성 연구실

복합다체계물성연구센터

세라믹/금속 복합재료 연구실

융합나노소자 및 나노어셈블리 연구단

재료강도 연구실

장기이식연구소

종합약학연구소

나노재료 연구실

반응동력학 연구실

초미세생체전자시스템연구센터

고분자 및 소프트 나노소재 연구실

나노과학분자동역학연구실

나노&바이오표면 연구실

나노소재 및 라만 분광 연구실

단일원자포획 연구실

복합기능성 하이브리드 애피택시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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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전자연구실

한의학물리연구실

화합물 반도체 에피성장 연구실

Nano/Micro Systems & Controls Lab.

Supramolecular Nanomaterials Lab.

Synthetic and Medicinal Chemistry Lab.

서울

시립

대학교

일반

대학원

석사

박사

나노과학기술학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나노기술센터

양자정보처리연구단

서울

시립

대학교

일반

대학원

석사

박사

신소재공학과 나노세라믹스연구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나노소자연구실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협동

과정

석사

박사

나노과학공학협동과정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나노튜브 및 나노복합구조 연구센터

나노물리 연구실

탄소나노튜브 연구실

고분자 나노구조 및 물성 연구실

광전자재료 및 소자 연구소

첨단화학소재 연구실

반도체 나노소자 연구소

고체이론 연구실

고체화학연구실

나노공정연구실

레이저분광 실험실

마이크로/나노 시스템 연구실

마이크로 소자 연구실

무기재료 연구실

미래전자 소자 연구실

반도체 및 나노시스템 연구실

반도체 및 박막소자 연구실

시뮬레이션 연구실

신소재 연구실

양자물질/자성실험 연구실

자성체 물성 연구실

트라이볼로지 연구실

플라즈마 응용재료 연구실

플라즈마 장치 및 공정 연구실

표면과학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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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대학교

일반

대학원

학사
석사
박사

나노신소재공학부 나노공학전공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나노소재 연구실

아주

대학교
학부

생명/분자공학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분자과학기술 사업단

나노정보융합기술연구소

초박막 및 나노구조 물질 연구실

생명나노공학 연구실

기능성 물질 연구실

소자특성 연구실

플라즈마공정응용연구실

연세

대학교

원자선 원자막 연구단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초분자 나노조립체 연구단

정보/표시재료 연구실

전자재료 연구실

Advanced surface spectroscopy lab.

연세

대학교

기능성 초미립자 공정연구실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나노화학 연구실

광자응용 기능성분자 연구실

단분자 동력학 연구실

기능성 소재 및 구조분석 연구실

나노고분자 연구실

나노기능재료 연구실

나노물리 연구실

나노생산 연구그룹

나노성형 및 광부품기술 연구실

나노소자 연구실

나노/에너지 환경 연구실

바이오 기능재료 연구실

반도체 연구실

스핀소자 연구실

재료물성연구실

전기분석 화학 연구실

정보광통신재료 연구실

정보 및 전자재료 연구실

조직재생나노생체재료연구실

초분자 유기과학 연구실

첨단 전자구조 연구실

트라이볼로지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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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자성연구실

Lab of Energy Conversion & Storage Materials

MEMS 연구실

이화

여자

대학교

일반

대학원

석사

박사

나노과학부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나노 바이오 기술연구소

생체모방시스템연구단

신경과학연구소

고분자생체재료 연구실

고체물리학 연구실

고체 분광학 연구실

고체화학 연구실

광학실험실

나노 메트릭스 연구실

나노물리실험실

나노 분자 연구실

나노 생무기 실험실

나노 전자소자 이론연구실

바이오 메트릭스 연구실

분자신경생물학실

생리기능분자 연구실

이화

여자

대학교

일반

대학원

석사

박사

생유기화학연구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신령약리학교실

약제학실험실

조합생합성실험실

지능형 나노하이브리드 물질 연구실

형광 나노스코피 실험실

환경생명공학 연구실

인하

대학교

공학계

열
학사

나노시스템공학부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연구소

스핀트로닉스 연구실

나노정보재료 연구실

고분자소재 연구실

중앙
대학교

AeroPowder Lab.
서울 동작구 

흑석동나노전자신기술연구실

한국
항공
대학교

우주시스템 연구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한양

대학교

일반

대학원

석사

박사

나노공학과
서울

성동구 

행당동한양 연구특성화 NT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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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튜브연구실

양자기능 연구실

섬유고분자재료 연구실

나노재료 하이브리드프로세스 연구실

나노바이오연구실

Nano SOI 공정 연구실

유기박막 연구실

나노입자재료기술 연구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나노/지능 가공 연구실

미세적층 세라믹스성형 연구실

초미세립 구조재료 연구실

고기능성 나노분말소재 핵심기술 사업단

고분자나노재료 연구실

고분자물리화학연구실

기능성 나노재료 연구실

나노바이오 분광 연구실

나노입자제어 연구실

박막전자재료연구실

박막재료연구실

반도체재료연구실

생활성 분자 합성 연구실

신기능 나노 재료 및 소자 연구실

유기나노소재연구실

전자재료 및 공정 연구실

Inorganic Nanomaterials Laboratory

VUV(Vacuum Ultra Violet) Lithograph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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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 나노기술 관련 기업(연구소) : 서울, 수도권

구분 상호 분야, 제품
소재

광역 기초

벤처

기업

(주)나노지오다임 광합성 촉진제, 광촉매 서울 강남구
수서동

(주)나노코 나노소재 : nano composites, nano coating, 
nano additives 서울 구로구

구로동

벤텍스 지능성 스마트 원단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비욘드마이크로 SoC, PRAM, 스토리지, 주문형 반토체(ASIC) 서울
송파구

가락동

(주)에스엔유 프리

시즌
초정  광학 시스템, 측정 시스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주)나노텍
Opto-electronic solutions : UV light source 

system, EPD(end point detector), optic link
서울 

금천구

가산동

(주)나노하이브리드
정 화학제품 : 기능성 화장품/식품/의약/제약 

원료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유전공학

특화센터

(주)메디프렉스 항혈전성 경구용제제, 항혈전성 코팅용제제

본사:

서울

(공장,

연구소:

광주)

강남구

삼성동

(주)멤스웨어
정 부품, 평판디스플레이 부품, 마이크로머신, 

MEMS
서울

성동구

행당동

(주)바이오텔 oxyen sensor, meter, generator 서울
서초구

양재동

(주)청우 E&E
sewage treatment plant wastewater treatment 

plant
서울

등포구

신길6동

(주)카보텍

탈황설비, 공기정화기, 악취/VOCs 제거용 

biofiler, 농산물 신선도 유지용 에틸렌가스 제

거장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나노앤기가
나노에너지, 검색장치(항공화물, 열차화물, 소

형화물, 컨테이너 검색장치), 보안장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주)디지털바이오테

크놀러지
의료용, 생물학용 초소형 플라스틱 칩 서울

관악구

신림동

링크코리아 nano diamond suspension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주)비욘드마이크로 스토리지, 주문형 반도체(ASIC) 서울
송파구

가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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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기업

(주)솔라텍 광촉매 필터, 나노실버 필터, 광촉매 서울
등포구

여의도동

토비스 나노 바이오/식품/의료/의약/화장품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가톨릭

성모병원내

(주)나노테크닉스 나노섬유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나노솔루션 나노소재, 광촉매, 친환경신소재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주)에이피엔택 3차원 실시간 홀로그램 나노현미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주)엔티베이스 나노소재, 나노분말 분급 장치 경기도
용인시

유방동

(주)옵티시스 광통신 모듈, 광소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주)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 장치, LCD 경기도
광주시

오포동

(주)네옵텍
디지털 통신용 광 송수신 모듈, 이동 통

신용 및 CATV용 광소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주)뉴파워프라즈마 반도체 장비, 전기전자 통신장비 경기도

수원시

통구

신동

(주)디엠퓨어텍

순수, 초순수 설비 등의 산업용 수처리 

플랜트 설비, 폐하수 처리, 재활용 설계, 

시공

본사:경

기도

(연구소

:충남)

군포시

금정동

(주)미래로시스템 주사전자현미경(SEM) 경기도 의왕시

(주)석경AT nano material(브라운관, 화장품 원료)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

(주)엔피온

초미립자 광촉매 코팅제, 실리콘계 부식 

방지제, 항균/탈취제, display 광학소재, 

대전 방지 코팅, 전자파 차폐 코팅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주)원일티엔아이
산업용 여과 시스템, 산업용 가스필터, 

가스히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주)이노쎄라
공구재료용 나노소재, 산업용 세라믹스, 

반도체 제조용 치구류 생산/제조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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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기업

(주)지우텍 반도체/LCD, AFM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주)티오즈 코팅제, 필터제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주)폴리크롬 마이크로 캡슐, 잉크, 항균제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주)퓨리테크
광촉매 코팅제, 나노실버, 금속산화물 촉

매, 광촉매 필터, 무기나노항균제
경기도

수원시

통구

망포동

(주)나노캠텍 대전방지제/첨가제, 전도성 고분자, 반도체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주)레이저 옵

텍
산업용, 의료용, 통신용 레이저 장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바이오스펙트럼 화장품 원료(나노크리 liposome)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주)아이티엠 플라즈마 소스 기술, 박막코팅 기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에이스 하이텍 반도체장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주)에이엔에스 OLED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엠투엔 MEMS optical switch, AFM용 나노 probe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우신크라이오백 진공, 초저온, 반도체 장비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유진사이언스 콜레스테롤 저하물질/음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주)옵티시스 광통신 모듈, 광소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주)PSIA AFM, SPM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주)아모텍 신소재 부품/소재, 에너지 분야 제품 인천
남동구

남촌동

(주)젠트롤 나노입자 고분자/코팅용 나노소재 인천
남동구

고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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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업

(주)삼신 크리에이션 나노섬유

본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연구소: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나노니코 자동차 엔진 치료제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나노티엔씨 나노실버 서울 중구 수표동

(주)나노폴리 나노실버 서울 등포구 신길동

(주)동화바이텍스
부직포, 필터, 광촉매, air 

cleaner
서울 양천구 신정5동

(주)샘스바이오 화장품 서울 강남구 포이동

파코코리아 인더스
nano 입자 생성기기, 나노분진 

측정기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노텔환경기술
환경서비스, 환경처리, 세라믹 

소재, 건축자재
서울 양천구 목동

일진나노텍 탄소나노튜브 서울 강서구 가양3동

(주)나노맥
나노소재(전도성 코팅액, 광촉

매졸, 적외선 차단용 필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주)나노팩 촉매용 나노소재/기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보람제약 제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주)나노랩 초미립 고순도 분말 경기도 군포시 산본1동

(주)나노메트릭스코리아 반도체 측정 장비 제조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주)아이피에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주)코스맥스 화장품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대주전자 광촉매, 연료전지용 촉매, PDP 
유리재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대하멘텍 마이크로 캡슐, 기능성 도료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주)미지테크 nano powder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한일 의료기 의료기, 건강보조기기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A-TECH system 진공기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주)제이오 연구실험설비, 화학/에너지설비 인천 남동구 고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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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LG전자 메모리, 디스플레이, 정보 저장장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전자기술원

(주)새한
원사, 원면, chip, 직물, 필터, 수처리, 

sheet
서울 마포구

공덕동

(주)LG화학

고강도 나노소재, 코팅용 나노소재, 하이브

리드 나노복합체, 초정 연마재, 디스플레

이용 발광소재, 백색조명 소재, 회로소재

서울 등포구
여의도동

(주)터보테크 정 제어 controller, 정보통신, 정보가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동우화인켐
반도체용 고순도 전자재료/정보전자소재산

업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율촌화학 포장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삼성전자 메모리 경기도
수원시
통구
매탄동

(주)삼성코닝

초정 연마재, 나노튜브 소재, 디스플레이

용 형광/발광물질, 나노가공 소재, 나노재

료

경기도
수원시
통구
신동

(주)LG PHILIPS 

LCD
연구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주)LG PHILIPS 

LCD
공장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SK 케미칼

환경소재, 산업소재, 정보통신소재, 생활건

강품, 합성의약품, 천연물의약품, 생물학적

제재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동양제철화학 무기화학/섬유, 고무용 카본블랙, 약품 인천 남구
학익동

(주)동진쎄미켐 LCD용 전자재료/발포제/반도체/나노재료 인천
서구

가좌동

기업

연구소

(주)나노미래 부

설 기술연구소
카본계열 나노소재, 전극 서울 금천구

가산동

(주)일진나노텍 

나노기술연구소
CNT 서울 강서구

가양3동

삼성종합기술원 MEMS, 나노저장, 나노소자, 나노재료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주)태평양기술

연구원
생체의약소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주)리스템 중앙

연구소
X-ray 의료기기 인천

부평구

청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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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 > 공릉 NIT 단지 內 나노 장비 인프라 List

시설명 장비명 구축시기 용도

소재

측정

분석실

STM 1차년도 나노 표면 구조 분석

surface profiler 1차년도 표면조도검사

AFM 2차년도 나노 표면 구조 분석

FE-SEM 2차년도 나노 구조 분석

S.P.M(Scanning Probe 

Microscope)
2차년도 나노 구조 표면 분석

Laser profiler 3차년도 비접촉 표면 분석

Ellipsometer 3차년도 나노 소재 특성 평가

Spectrophotometer 3차년도 분광광도계

Stress 측정기 3차년도 응력 분석

ASR 3차년도 표면 성분 분석

Confocal microscope 3차년도 나노 구조 분석

S-TEM 4차년도 나노 구조 분석

X-ray diffractometer 5차년도 나노 구조 분석

XPS 5차년도 표면 depth profile 분석

SIMS 5차년도 불순물 depth profile 분석

XRF 6차년도 나노 박막 두께/조성 분석

FT-Raman 6차년도 나노 구조 분석

Defect review

inspection system
6차년도 나노 구조 결함 분석

HR-TEM 6차년도 화학 조성 분석

laser interferometer 7차년도 비접촉 표면 분석

nano spec 7차년도 나노 박막 두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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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장비명 구축시기 용도

부품

측정

분석실

FIB 2차년도 나노 구조 분석

Optical microscope 3차년도 미세 시료 관찰

Network analyzer 3차년도 나노 부품/소재 주파수 특성 분석

Spectrum analyzer 3차년도 나노 부품/소재 전력 특성 분석

Digital oscilloscope 3차년도 나노 SOC 분석

Spectrum analyzer 1차년도 나노 부품/소재 전력 특성 분석

Digital oscilloscope 1차년도 나노 SOC 분석

C-V meter/C-V plotter 4차년도 나노 부품 전기적 특성 평가

LCR meter 4차년도 나노 부품 전기적 특성 평가

Dicing saw 4차년도 나노 부품 시료 절단

Rinse/Dryer 4차년도 나노 부품 세척

Wire bonder 5차년도 나노 부품 전기적 특성 평가

Wafer bonder 5차년도 나노 부품 전기적 특성 평가

Ball bonder 5차년도 나노 부품 전기적 특성 평가

Flip chip bonder 5차년도 나노 부품 전기적 특성 평가

Parameter analyzer 5차년도 나노 부품 전기적 특성 평가

Impedance analyzer 5차년도 나노 부품/소재 주파수 특성 분석

Automatic tuner 5차년도 나노 부품/소재 주파수 특성 분석

Automatic nano probe 

system
6차년도 나노 부품/소재 주파수 특성 분석

Signal analyzer 6차년도 나노 부품/소재 주파수 특성 분석

Semiconductor test

& analyzer
7차년도 나노 부품 전기적 특성 분석

Microwave counter

power meter
7차년도 나노 부품/소재 전력 특성 분석

Function generaor 7차년도 나노 SOC 분석

Signal generatr 7차년도 나노 SOC 분석

Line width

measurement system
7차년도 나노 부품 전기적 특성 분석

CMP 7차년도 나노 부품 시료 평탄화

Powder grinder 7차년도 나노 부품 평탄화

Sintering furnace 7차년도 나노 부품 특성 평가

Soldering machine 7차년도 나노 부품 전기적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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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장비명 구축시기 용도

소재

공정실

E-beam 2차년도 나노 패터닝

plasma immersion 3차년도 source/drain 이온주입

dry etcher 4차년도 oxide, nitride, poly, metal

ICP-RIE 4차년도 나노 소재 에칭

evaporator 5차년도 나노막질 depo.

Sputtering system 5차년도 나노 튜브 합성 및 코팅

Mask aligner 5차년도 나노 패턴 제작

PR stripper 5차년도 PR strip

Oxidation furnace 5차년도 산화막 성장

LPCVD 6차년도 양자점/선 제작

PECVD 6차년도 나노 튜브 소재

ALD 6차년도 high K, low K

RTO 7차년도 RTO, RTN film 성장

나노 Imprint 7차년도 나노 미세 패턴

장기

기술

개발실

Workstation 3차년도 나노 장비 설계 및 모델링

Software 3차년도 나노 측정 분석 기술 개발

PC 및 주변기기 3차년도 나노 측정 분석 기술 개발

Sand Blaster 4차년도 공정 장비 평탄화 및 마모

Laser Drilling machine 5차년도 나노 장비 부품 가공

EDM 5차년도 고강도 재질 가공

NC Machining system 6차년도 공정 장비 부품 가공

Precision stage 6차년도 나노 장비 정  가공

Polisher 7차년도 나노 장비 가공

Grinder 7차년도 나노 장비 가공

Cutting M/C 7차년도 plate, tool cutting

Injection molder 7차년도 casting & molding

Welder 7차년도 TIG welding

Punching/Embossing 7차년도 나노 장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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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essentially on the entire policy for reinforcement of Nanotechnology 

Industry in Seoul. To reach the goal, this report employs some tools of analysis such 

as CA(Competitive Advantage), CSF(Critical Success Factor), PL(Policy Leverage).

To begin with, we should consider the factors of opportunities and threats that 

Nanotechnology may bring in our society. Nanotechnology is an innovative technology 

on the base of which other related technologies and industries can be revolutionized in 

the aspect of elements and producing process.

At the same time, Nanotechnology has a long period between the initial R&D and 

the commercialization. In addition it needs massive infrastructure. Therefore, 

Nanotechnology industry has little incentive for investors who seek profit in 

short-time.

The above factors that Nanotechnology may have are the very reason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at field. In this way, we can find most governments of 

many developed countries are the most important back-up forces for Nanotechnology in 

each countries.

And this report suggests some programs that can be a leverage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Nanotechnology industry in Seoul. Especially since Seoul has the 

most resources for R&D such as Human Resources in Korea, it is evident that some 

critical solutions are needed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R&D resources in Seoul, 

not only for Seoul itself but also for Korea as a whole. Now the catego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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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 are followed as below.

First, policy recommendation for R&D activities are summarized as below.

(1) Autonomous Program of Seoul Government including three sub-programs.

- Nanotechnology R&D can be achieved through the current program "Cooperative 

R&D Program among Universities, Industries and Research Institutes."

- The R&D of converging technology based on Nanotechnology is performed 

through the newly invented project "ConTech(Converging Technology) Seoul"

- The R&D of Nanotechnology that is mainly used in the field of public goods 

such as SOC is performed through the project "Public works related R&D"

(2) Collaborative Program with Central Government

Seoul government can join the current Nanotechnology R&D programs the central 

government initiated in Seoul region, and mutual synergy effects are expected through 

this way.

Second, policy recommendation for supporting environment for R&D activities are 

summarized as below.

(1) Network

The organizations that are needed for Nanotechnoloy industry in Seoul are devised 

in the five forms of Agora, Aggregation, Alliance, Value Chain and Distributive 

Network.

(2)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main project for HRD is the "Nano HRD Center". By and through those 

centers we may be able to achieve some goals - collaborative R&D, prior OJT and 

retraining for industry labors.

(3) R&D Equipment

The massive infrastructures for Nanotechnology R&D are planned to be provided 

by the project "KongNung NIT complex" and "MaGok industry complex". And the 

small scale R&D equipments are recommended to used on a basis of common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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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und and Investment

The risks that investors feel about the Nanotechnology industry should be lessened 

by the provision of trust-worthy information that Seoul government would invest large 

amount of supporting resources for that. And the current public funds should be more 

assigned to Nanotehcnology in the future.

(5) Business Service

In order to relieve the burden of shared-service of Nanotechnology industries, the 

public institutes for Business Incubation should be more equipped for further business 

services. And the cluster branding titled "Hi-Tech Seoul" is recommended for the 

image asset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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