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e satisfaction is knowing that your research
at GIST will make a world of difference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IST는 GIST만을 위해 혁신하고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최고가 되겠다는 다짐은 우리 사회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GIST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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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인사말
국가와 지역을 위한 과학기술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지스트는 설립 이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수많은 지스트인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지스트는 올해 세계 4대 대학평가 중 하나인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 QS가 실시한 세계대학평가에서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Citations per Faculty)’ 부문 ‘세계 4위’, 13년 연속 국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부문’은 연구 역량의
양(量)과 질(質)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지스트의 학문적 성과와 연구의 질을
입증한 것입니다.
지스트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수 연구자들을 유치하고 이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 환경을 조성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지스트는 글로벌 융합을 강조한 지스트 철학에 따라 많은 사람의
관심이 따르는 글로벌 연구를 당연시 해왔고, 국제화가 체화되어 있어 경쟁자이면서 협력자일 수 있는 세계적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하는 지스트 특유의 분위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논문 피인용수 성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스트는 최근 3년 연속 '창업
하기 가장 좋은 대학' 1위로 선정됐습니다. 학생에게는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사업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전 창업에 나서
도록 도움을 줍니다. 지스트는 기술창업 중심 인재양성 전문교육 프로그램과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석사 창업 부전공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글로벌 감각과 실전 창업 감각을 익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한
눈에 띄는 지스트만의 커리큘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빛나는 성과를 디딤돌 삼아, 지스트는 과학기술 중심 미래사회를 위한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서의 대학교육 모델을 재정립
하면서 인공지능 중심 글로벌 융합 연구 및 과학기술 리더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본격화되는 세계 수준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포함한 광주 인공지능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서 선도적 이노베이터가 되어 지역과 국가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
으로는 광산업,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기술 등과 연계한 인공지능 연구·창업 역량 고도화를 통해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
하여, 지스트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스트는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고등광기술연구소, 차세대에너지연구소, 문화
기술연구소, 생명의과학융합연구소, 국제환경연구소, 인공지능연구소를 비롯한 주요연구소의 연구 활동과 지스트 연구원의 GTI의
창업진흥, 지식재산관리 효율화, 기업가치창출 활동 및 연구처의 지원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과 국가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입니다.
지난 25년간 우리가 잘 해왔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25년의 도전을 향해 ‘We Are GIST’라는 새 슬로건을 걸고 새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지스트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우리 모두 주인이 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한 창의적 과학기술의 요람’이라는
지스트의 비전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GIST’가 영어 단어로 ‘중심, 요점, 핵심’ 이라는 의미 이듯이 지스트 가치의
중심은 주인된 경영윤리입니다. 지스트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업·연구·업무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구성원 간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자유롭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스트를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인류·국가·지역의 과학기술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책임 있는 연구와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두가 주인인 행복한 지스트, 소통하고 공감하는 지스트가 되겠습니다.

“We Are GIST!”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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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모두가 주인”
We_Are_GIST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수행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학생·교수·지역민 기술창업 확대로 국가·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국민·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용적 연구개발
수행

지역 혁신 및 국가에의 헌신으로
과학기술 기관의 사회 기여 선도
구성원의 소통, 행복, 성장을 위한
개방적·수평적·자율적 기관 운영

인권 경영

R&R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G
IST

모범기관 GIST
운영

혁신 경영

과학기술 중심사회

기초학문 및 인문소양을 겸비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배출

양성

글로벌 캠퍼스 운영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GIST인 양성

Global Leader

수평 경영

열린 조직

GIST
R&R
Role & Responsibility
We_Are_GIST

Smart 광주,
Happy GIST

The 1st IST,
GIST

The Innovator
GIST

소통, 자유, 기여,
모범, 존중

지역과 같이
대내외 성장

국가적 모범 연구
교육 기관

미래 과학기술
신가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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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chievements
GIST의 연구 성과는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우리 삶을 보다 풍요롭고
편리하게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GIST는 학문적 성과뿐만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과 도전으로
교수와 학생이 창업에 나서 우리사회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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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과
Rank

2021년 QS 세계대학평가

TOP4

QS(Quacquarelli Symonds) 세계대학평가

University

Location

1

King Abdullah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Saudi Arabia

2

Indian Institute of Science

India

3

Princeton University

United States

4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IST)

South Korea

5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United States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 세계 4위
13년 연속 국내 1위

•2021 QS Top 50 Under 50 세계 30위, 국내 3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 아시아 33위 / 국내 11위 (2019 톰슨로이터)

융합인재 4차 산업

•인공지능 기반 산업융합 직접단지 조성사업 확정
- 첨단 3지구 내 인공지능 기반 창업 클러스터 5년간 4,061억원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개발
- G.I. (GIST Innovative) 4.0 연구 수행

•융합기술원 설립 운영

창업기술 사업화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3년 연속 1위 (2017-2019 매일경제)
•창업인프라 / 창업성과 1위 (2019 매일경제 대학창업지수)
•교수당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 / 기술이전 수입액 2위 (2020 한국경제 이공계대학평가)

사회공헌사업

•2018 한국의 사회공헌 대상 수상
- 사회공헌단 창단, 국내·해외 사회공헌사업 수행

노벨연구센터
노벨상 수성자가 연구센터장으로 참여,
GIST 연구진들과 공동연구수행
세계적인 석학들과의 지속적인
연구교류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히거
신소재연구센터

애틀
탄소비움연구센터

스타이츠
구조생물학연구센터

Alan J. Heeger

Gerhard Ertl

Thomas A. Steitz

2000 노벨화학상

2007 노벨화학상

2009 노벨화학상

그륀베르크
자성나노소재연구센터

아마노
첨단LED연구센터

그럽스
노벨연구센터

Peter A. Grünberg

Hiroshi Amano

Robert H. Grubbs

2007 노벨물리학상

2014 노벨물리학상

2005 노벨화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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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Research
Institutes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GIST는 고등광기술연구소, 차세대에너지연구소, 문화기술연
구소, 생명의과학융합연구소, 국제환경연구소, 인공지능연구소를 비롯한 주요연구소의 연구활동과 GTI의 창업진흥, 지
식재산관리 효율화, 기업가치창출 활동 및 연구처의 지원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GIST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고, 과
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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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소
고등광기술연구소

•2001년 설립, 광과학과 광기술에 대한 탁월한 연구개발 및 광전문 인력양성을 통해 과학기술발전에 기여

APRI

•세계 최고의 4.2PW 고출력 레이저 시설을 비롯한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레이저-플라즈마
상호 작용 연구, 전자, 양성자 가속, X선 발생, 펨토초분광, THz 광학 등 기초연구 수행

차세대에너지연구소

•2009년 설립, 신재생에너지관련 원천기술확보 및 실용화 촉진

Advanced Photonics Research institute

RISE

•기후변화, 미래의 에너지 위기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나아가 다가올 미래의 차세대 스마트 에너지
커뮤니티를 위한 핵심기술인 차세대 태양전지, 차세대 에너지 저장시스템, 에너지운영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 및 융합연구 수행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3년 설립

Research Insitute for Solar and Sustainable Energies

KCTI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5(문화기술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과학기술, 디자인, 문화예술, 인문
사회 등 다양한 학문분야들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복합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수행

생명의과학융합연구소

•2013년 생명노화융합연구센터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2015년 생명노화연구소로 확대 개편 및 2020년
생명의과학융합연구소로 명칭 변경

Korea Culture Technology Institute

IIBR

Integrated Institute of Biomedical Research

국제환경연구소

•생명의과학 분야 다학제적 융합연구를 통한 생명현상 본질 이해 및 인류 복지 증진, 다학제적 융합기술 개
발을 통한 질환 예방/진단/극복 원천기술 개발 및 삶의 질 향상

•2001년 GIST내 UN대학교 연구소 설립을 목적으로 신설

IERI

•다년간 국제환경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환경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기술 및 개발을
지원하며 국제환경 개선 및 인류복지 향상에 기여

인공지능연구소

•2017년, 미래 인공지능 연구개발의 선도 연구기관 역할 수행을 위하여 설립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GIAI

GIST Institut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과학기술응용연구단

GTI

•4차산업혁명시대 글로벌 R&D 선도 연구기관으로써 AI 연구를 통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
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ʼ(국정과제 지역공약) 사업의 성공을 통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의 혁신성
장을 견인하고자 함

기술사업화센터

창업진흥센터

기업지원센터

•2005년 설립, GIST 유망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실용화 연구개발,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 핵심허브
역할 수행

GIST Technology Institute

•GIST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국가 및 산업발전에 기여

IBS 초강력레이저과학연구단

•2012년, IBS의 캠퍼스연구단으로 설립되어 펨토초 페타 와트 레이저 기술, 상대론 영역의 레이저-물질
상호작용, 극한 시공간 영역의 물리 현상을 연구

CoReLS

Center for Relativistic Laser Science

•2016년 4페타와트 레이저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전자, 양성자 등의 고에너지 입자 가속과 아토초 영역
의 원자/분자 동력학 연구에서 괄목할 성과를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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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
Development
Budget

GIST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수행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민ㆍ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용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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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지원 현황
최근 10년간 연구실적

2010~2019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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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지원 현황
Ⅰ연구비 구성비율
6T 연관 비중별 구성 비율

연구비

2015

2019

46%

38%

1%

14%

8%

11%

9%

3%

13%
20%

19%

19%

1%

◼BT
BT (Bio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

◼CT

CT (Cultural Technology)
문화기술

◼ET

◼IT

ET (Environmental Technology)
환경기술

◼NT

◼ST

I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기타
NT (Nano Technology)
나노기술

ST (Space Technology)
우주항공기술

부처별 비중별 구성 비율
2015
3.2%
9.5%

연구비

2019
3.2%

2.9%

5.8%

2.2%
7.8%

20.2%

78.3%

6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연구협력 비중별 구성 비율

연구비

2015

2019
1%

51%

2%
54%

7%

34%

41%

◼산업체

14

10%

◼대학

◼연구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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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과제건수 구성비율
6T 연관 비중별 구성 비율

과제건수

2015

2%

1%

16%

19%

2019
15%

17%
28%

30%

19%

18%
16%

16%
2%

◼BT
BT (Bio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

◼CT

CT (Cultural Technology)
문화기술

◼ET

◼IT

ET (Environmental Technology)
환경기술

◼NT

◼ST

I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기타
NT (Nano Technology)
나노기술

ST (Space Technology)
우주항공기술

부처별 비중별 구성 비율
2015

과제건수

2019

3%

2.9%

6%

7.6%

10%

7.6%

19.8%

23%

58%

6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타

연구협력 비중별 구성 비율

과제건수

2015
13%

2019
1%
2%

25%

85%

1%
4%

69%

◼산업체

◼대학

◼연구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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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utcomes
GIST는 2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대학 종합평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지수와 국제특허 등록 실적 등
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가지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입니다. GIST는＂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창의적인 융·복합 미래
기술 선도＂라는 조직비전아래, 미래를 개척 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핵심전략으로 삼고있습니다. GRI 산하 과학기술응용연구단(GTI)은 창의에 기
반한 기술사업화종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지향적인 상용화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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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통계자료
최근 10년간 논문수

2010~2019

(단위 : 건)

국내외 논문수
◼

International

◼

Domestic
SCI & SC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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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21

교수1인당 논문 피인용수
세계대학 순위
GIST

순위
1

MIT

2

Harvard Univ.

3

Caltech

4

Stanford Univ.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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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topuniversities.com
(QS 세계 대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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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통계자료
10년 추이 변화 (2011 VS 2021)

█ Publication 1건 당 Citation 횟수
█ Publication

년

█ Citation
█ 전임교원 1인당 Citation 횟수
█ Citation 1,000회 이상
█ Citation 500회 이상

Citation
1,000회 이상

600.0 %
Citation
500회 이상

Citation

Publication
1건 당
Citation 횟수

216.7 %

143.34 %
전임교원
1인당

80.40 %
Publication

34.86 %

Citation
횟수

33.50 %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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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s Top11
Research
Achievements
of 2019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지스트 11대 우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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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s Top11
Research Achievements of 2019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김홍국
hongkook@gist.ac.kr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음향지능 기술 개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심화에 따른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재난은 점차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그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난 상황특성에 적합한 재난
안전 케어 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산악 등 조난 상황에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를 활용해 골든타임 내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정부의 주도 아
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드론환경에서 수집되는 음향신호는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잡음과 매우 강한 드론 구동음이 동반되어 녹음되므로, 이에 적응
하여 대응 가능한 환경잡음 감쇄 기술 개발, 감쇄된 신호에서 음원이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을 판단하여 음원이 존재하는 구간에 대해 음원을 분류하는 기술
개발, 구조음원이 존재하는 구간에 대해 구조음원의 발원 방향을 추정하는 기술 개발을 필요로 한다. 이에, [그림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각 기술은 기계학습
혹은 딥러닝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다양한 실험과 개발을 통해 그 우수성을 입증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19 AI 연구개발 그랜드 챌린지’에서
청각트랙 분야에서 입상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그 동안 한계로 여겨진 여러 공학적 및 기술적 난제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배경

연구 개발들은 각각의 지능 들, 즉 시각(vision) 지능, 음성(speech) 지능, 언어(language) 지능 등 개별 지능에 대한 연구
및 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통해, 얼굴인식이나 chat-bot 등 다양한 분야의 고품질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재난 상황에서의 인명 구조와 같은 과제(task)는 시각지능, 청각지능, 추론, 그리고 로보틱스 등의 복합 지능
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복합 지능을 위해서 각 개별 지능 내에서도 한가지 과제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
과제(multi-task)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 개발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음성 및 음향 정보를 취득할 때,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생성은 필

연구내용

수적이다. 드론의 종류를 제약하지 않았기에 다양하게 발생하는 모든 드론 잡음에 적응적이어야 하며, 효과적인 상황 인지 및
대응을 위해 음향 및 음성정보와 각도정보를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음향정보와 관련한 구조음
성, 잡음환경, 드론 구동음, 비음성 음향 등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였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
회(TTA)를 통해 인증을 받았다. 또한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연구자들에게 활용가능 하도록 공개하였다. 다음으로, 드론 잡음
을 감쇄하기 위하여 복합과제 학습(multi-task learning) U-net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잡음감쇄를 달성하였다
[그림 2 참조]. 발화 음원이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 지역 합성곱 신경망(Regional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RCNN)과 연결주의 시간분류(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 CTC)를 결합한 음원 분류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림 3 참
조]. 또한 인셉션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음원의 방향 추정 기술을 통해 드론의 구동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복
합 청각지능은 하나로 통합되어 구현되었으며, 그 동작은 TTA를 통해 검증되었다.
산악 혹은 해상은 각종 조난, 화재 고립 등의 연평균 사고 다수 발생 지역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과 이동이 불가하여

기대 효과

조치가 지연 되는 등 안전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는 가운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드론 및 무인기를 활용하여 고립지역의 부상자를 발견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하는 재난 안전 대비 상용화가 가능하다. 또한 터널
안에서 사고 발생 시, 마찬가지로 구조 음성 및 위치를 추적하여 후방 진입 차량에 알림을 줌으로써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연구 성과

논문 • “Convolu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 based event detection in tunnels using multiple microphones,”
Sensors, 2019, 19(12), 2695; https://doi.org/10.3390/s19122695, June 2019.
특허 • “음성 잡음 제거 방법 및 장치,” 국내출원 10-2019-0112052, 2019.09.19.
• “System and Method for Detecting Acoustic Event,” US Patent Application 62/940,058, 2019.11.25
언론 보도 • 지스트 김홍국 교수 연구팀, 청각분야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대회 수상 (2019.12.03.)
• 지스트, 청각지능 분야 AI연구 경쟁력 탄탄: 김홍국 교수 연구팀, '2019 AI 연구개발 그랜드 챌린지' 2위 기록 (2019.08.06.)
• 김홍국 교수 연구팀, 2019 국가 R&D 리얼챌린지 프로그램’에서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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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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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원

수상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상 : 2019년도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대회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일시/장소 : 2019. 7. 12.(금) /일산 KINTEX 제2전시장 6홀)
기타 • Database 공개: 2019 그랜드 챌린지 청각인지 (track3) 데이터셋 (GIST) https://github.com/AiTeRLab-GIST/
GC_track3_DB_GIST
• 기술 전시: AI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형 R&D 컨퍼런스 (IITP 주관, 2019.12.03.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기술 전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IITP)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 2019-0-01767).

그림 1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음향지능 기술 구성도

그림 2
드론 잡음 감쇄를 위한 Multi-task
learning U-net 구조도

그림 3
음성/비음성 분류를 위한 Faster
RCNN-LSTM-CTC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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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와이어/유전체-금속 구조를 통한
광색역의 색상필터 개발

나노 포토닉 크리스탈로 형성된 인공 구조색은 안료 및 염료에 비해 월등히 높은 해상도 및 내구성의 장점이 있으며, 나노 구조의 광학적 특징을 활용하여 복
제방지 스티커, 색 변환 센서 등, 광활한 응용 범위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구조 색의 단점은 딱딱한 절연체 또는 반도체 물질을 기반으
로 하고, 색상 표현이 제한적이며, 한번 형성된 색상은 수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 기존의 색상 염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
서는, 수십 나노미터 수준으로 제작된 2개의 적층된 나노 포토닉 구조를 이용해 빛의 반사 스펙트럼을 가시광 대역에서 자유자재로 조절하여, 최종적으로 색
상의 미세 조절 및 고순도의 색상 표현이 가능한 포토닉 구조의 원리를 규명하였으며, 나노 구조의 우수한 기계적 특성에 기반으로 하여 탈부착 가능하며 접
히는 색상 필터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나노 포토닉 구조를 차용할 경우, 색 좌표계 상에서의 미세한 색상 제어가 가능하며, 기존 필터의 단점
인 좁은 색 표현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

발색 구조체의 종래 기술은 일반적으로 고전적인 안료 및 염료 (pigments and dyes)를 이용한 방법이 있으나, 이는 감색 혼합

연구배경

(subtractive color mixing) 특징이 있어 색을 혼합할수록 색 영역이 좁아지게 되어 다양한 색 표현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제
한적인 분해능, 자외선 및 화학물품에 대한 취약성으로 인해 다양한 소자의 응용으로 제약이 있다. 최근에는 벌크가 아닌 나
노 구조에서 발현되는 특징을 활용한 색 표현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으로 1차원의 금속-절연체-금속 적층
공진 구조 (Metal-insulator-metal color filter, MIM)를 비롯하여 주기적인 나노 패턴구조를 갖는 금속-절연체-금속 구조
(nanopatterned MIM), 플라즈모닉 나노 구조 (Plasmonic nanostructure) 등이 있다. 나노 구조를 이용하여 고 분해능이면서
도 내구성이 매우 좋은 색상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금속 장식, 반사/투과 필터, 보
안장치, 스테가노그래피 (steganography), 컬러 센서 (colorimetric sensor)의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MIM을 이용
한 색상 필터 구현 방식은 중간 투명한 절연체의 두께 조절을 이용한 특수 영역대 파장의 흡수 방법으로 간단한 두께 조절을 통
한 색상 구현에 용이하나, 중간층의 두께에 따른 특정 파장의 흡수가 강하게 일어나 반치폭이 좁은 반사율 픽을 형성하기 어려
워, 넓은 범위의 색상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빨강 (Red), 초록 (Green), 파랑(Blue)의 색 표현에 제약이 있다. 흡
수가 발생하는 금속 층의 재료를 변경하거나 상부 표면의 금속 나노구조를 크기를 조절하여 넓은 범위의 색 구현이 가능하나
구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금속에서 색상 예측이 어렵고 공정 후 색상의 수정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나노 포토닉 구조를 이용해 빛의 반사 스펙트럼을 가시광 대역에서 자유자재로 조절하여,

연구내용

최종적으로 색상의 미세 조절 및 고순도의 색상 표현이 가능한 포토닉 구조의 원리를 규명하였다 (그림 1). 첫 번째 나노 공진
구조는 금속-절연체-금속 박막 구조이며, 두 번째 공진 구조는 실리콘 반도체(Si) 나노선 배열이다 (그림 2). 이번 연구에서는,
색 표현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각각의 공진 구조를 적층하였다. 두 공진 구조를 적층할 경우, 구조 간 간섭 없이 선형
결합이 됨을 이론적으로 시연하였다. 첫 번째 공진 구조에서는 절연체 물질의 두께에 따른 빛의 간섭 조절과 두 번째 공진 구
조는 나노선 배열의 직경 제어를 통한 광도파로 효과를 이용하여 파장 선택적 투과/차단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그림 3).
이러한 원리에 기반을 두어, 다양한 색상 구현이 가능한 구조를 설계하고 혼합 구조의 실제 제작을 통해 색상 필터를 구현하
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구조 색 색상 필터의 단점인 좁은 색 표현 능력을 개선할 수 있으며, 고분자에 매립된 형태로 제
작되어 붙였다 떼어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색을 갖는 광학필터에 재사용이 가능하고 매우 유연하여 곡면 형태의
물체에도 부착이 가능하다 (그림 4).
본 연구는 실리콘 나노선과 MIM 공진층의 혼합 구조를 활용하여 기존 구조의 색 표현 능력을 개선하였으며 실리콘 반도체

기대 효과

기반의 광학 구조이기 때문에 성숙한 반도체 기술을 손쉽게 적용하여 공정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들어 나노구조에서 가시
광선 영역의 반사율 제어를 통해 다양한 색상에서의 소자 개발이 한창이다. 미적 요소를 고려한 태양전지, 초박막 광학 필
터, 유연한 디스플레이 등 반도체 물질을 사용하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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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Kim, Y. J., Yoo, Y. J., Lee, G. J., Yoo, D. E., Lee, D. W., Siva, V., Song, H. S., Kang, I. S., Song, Y. M. “Enlarged color
gamut representation enabled by transferable silicon nanowire arrays on metal–insulator–metal films.”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11(12), 11849 (2019).

연구 성과

특허 • 고분자 박막이 적층된 발색 구조체 및 고분자 박막의 제조방법, 출원 번호: 20190024393
수상 • OSK Rising star 30 선정
기타 • 대만 TVS_2019 초청강연

연구비 지원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IITP)
(no.2017000709), the Creative Materials Discovery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P) (NRF2017M3D1A1039288, 2018H1A2A1060954,2018R
1A4A1025623), GIST Research Institute(GRI) grant funded by the GIST in 2019,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KETEP),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MOTIE) of the
Republic of Korea (no. 20183010014310).

그림 1_ 탈부착형 실리콘 나노구조와 MIM 층의 혼합구조 모식도 (왼쪽),
전이 가능 실리콘 나노구조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및 촬영 사진 (오른쪽).

그림 2_ 실리콘 나노선의 주사전자현미경 단면 촬영 사진 (왼쪽),
주기적인 실리콘 나노선의 전체 사진 (오른쪽)

그림 3_ TSNA-MIM 초록 색상 필터의
450 nm, 650 nm 파장에서의 흡수율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4_ 현미경 측정 결과 (MIM:상단 좌측, TSNA-MIM: 상단 우측)와
반사율 스펙트럼 결과 자료(왼쪽), TSNA-MIM의 촬영 사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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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액상 투과전자현미경을 활용한
뾰족한 금 나노입자의 성장 운동학 규명

액상에서 전자빔의 방사선 분해 원리를 통해 생성되는 뾰족한(spiky) 금 나노입자의 성장 메카니즘, 운동학적 특성, 그리고 모폴로지 변화를 액상 셀이 장착
된 투과전자현미경내에서 실시간 관찰을 통해 최초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금 나노입자의 물성을 결정하는 크기와 모폴로지 제어 원리를 규명함으로
써, 표면 플라즈몬 공명 센서, 생물학 센서와 제약, 약물 전달, 재생에너지, 촉매 등의 분야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뾰족한 금 나노입자는 입자 표면에 위치한 가시의 뾰족한 정도에 따라 가시광선에서부터 자외선 영역의 광범위한 광 파장

연구배경

을 조율할 수 있는 플라즈몬 공명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융합연구를 가능케 해왔다. 더불어, 가시의 성장과 함께 증가
하는 금 입자의 크기도 광 파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액상 내에서 생성되는 금 나노입자의 성장과정 전반을 실시간으로 관
찰하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되어 왔다. 이를 위해, 액상내의 나노크기의 입자를 나노 해상도에서 실시간으로 관찰 할 수 있
는 실시간 액상 투과전자현미경법이 개발되어 활용되어 왔으나, 현미경 내의 액상 셀에 존재하는 기포 제거와 단일 입자
생성이 불가능하고, 연속적인 전자빔을 투여하지 않는 이미징 기법의 문제로 인해 뾰족한 금 나노입자의 생성원리와 과정
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팀은 실시간 액상 셀 투과전자현미경 기법을 사용함에 있어 충분히 물을 순환시켜 기포를 완전히 제거하였고, 전

연구내용

자빔의 크기와 도즈*, HAuCl4 용액의 농도를 조절하여 단일 금 나노입자의 성장 환경을 만들었으며, 명시야상 이미징**
을 이용하여 액상에 연속적인 전자빔을 투여할 수 있게 하였다.
*전자빔 도즈(Electron beam dose rate): 1초 동안, 단위면적 (예: 1 nm2)에 도달하는 전자의 수
**명시야상 이미징(Bright field imaging): 투과전자현미경의 회절 이미징의 하나로 투과되는 빔을 조리개로 선택하여
이미징하는 기법
이를 통해 금 입자는 성장시에 반듯한 면으로 둘러싸인 상태(facetted)에서 가시가 면에서 나와 고슴도치 모양(roughened)
의 입자로 변함을 밝혔고 (그림 1), 자외선-가시광선 분광법을 통해 광범위한 파장대(530-1120 나노미터)에서 변화함을
확인 (그림 2) 했다. 또한, 이론적 모델링을 통해 시간에 따라 입자 표면의 금 원자 농도를 정량적으로 구할 수 있었다. (그림
3) 더 나아가, 금 입자의 모폴로지가 완전히 뾰족한 형태로 변하는 시간이 입자의 밀도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밝혔고, (그림
4(c)) 입자의 밀도는 빔 도즈에는 비례하나 액상 농도에는 크게 의존적이지 않음을 규명했다. (그림 4(a,b))
본 연구 성과는 광학, 에너지, 촉매, 생명공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되는 뾰족한 금 나노입자의 생성, 성장, 그리고 모폴로

기대 효과

지 변화를 균질 핵생성 (Homogeneous nucleation)*을 통해 정량화 한 최초의 결과로써, 해당 응용분야의 발전과 함께 핵생
성을 통한 물질의 근본적인 생성 원리를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균질 핵생성(Homogeneous nucleation): 표면이나 물질의 결함(예: 공공, 탈골, 공동 등)을 이용하지 않고 물질내의 해당
원자의 과농축만을 이용해 물질을 생성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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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Wan-Gil Jung, Jeung Hun Park, Yong-Ryun Jo, and Bong-Joong Kim*, “Growth kinetics of individual Au spiky
nanoparticles using liquid-cell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J. Am. Chem. Soc. 141, 12601-12609 (2019).
언론 보도
• 동아사이언스, 이데일리 등

연구비 지원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GIST-Caltech Research Collaboration” grant funded by the GIST in 2019
and NRF-2017R1A2B4003615.

그림 1_ 단일 금 입자 성장에 대한 실시간 관찰 이미지 및 모식도

그림 2_ 뾰족한 금 입자의 성장에 따른 UV-vis 분광 결과

그림 3_ 단일 금 입자성장에 대한 운동학 분석 결과와 모델에
의해 구해진 입자 표면에서의 조성변화

그림 4_ 일정한 크기의 빔 조사 영역에서 다양한 빔 도즈와
용액 농도에 대한 입자의 농도변화 및 이에 따른 모폴로지 변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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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성 경자성 재료가 반복패턴으로
결합된 자성 복합재의 균질화 해석법 개발

전동기, 액츄에이터와 같은 전기동력 장치는 자기장의 의해 발생하는 힘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자기장의 발생은 영구자석 또는 전자석을 이용한다. 경자
성 재료를 이용한 영구자석은 자기장 세기가 고정되어 이를 제어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연자성 재료를 이용하는 전자석은 코일에서 흐르
는 전류 없이 자기장을 생성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경자성 재료와 연자성 재료를 반복패턴 미세구조에서 조합한 자성복합재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자성 복합재는, 영구자석처럼 코일의 전류 없어도 자기장을 발생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전자석처럼 코일의 전류로 자기장 세기를 제어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자성 복합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성 복합재의 균질화된 물성, 즉 유효자기투자율과 유효잔류자기를 계산할 수 있는 수
치해석 기반 방법론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제안한 균질화 물성 계산법은 자성복합재의 미세 구조 반복패턴의 최적설계를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기존
전기 동력 장치의 한계를 뛰어넘은 초고성능 전기 동력 장치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 동력 장치는 100여년 전 이미 상용화되어 성숙도가 높은 연구 분야로, 최근 자동차의 전기 동력화가 가속화되면서,

연구배경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련 연구는 보급 양산형 전기 동력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상용화 기술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국내의 전기모터에 대한 연구는 가전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으
나, 단조로운 접근법에 제한되어 진행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전기 동력 장치 관련 기존 연구는 요구 성능들을 절충하면
서 가격이 낮은 모터를 개발하는 보수적인 접근법에 기반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기 동력 장치는, 자동차 산업 뿐 아니
라, 항공우주, 로봇, 바이오 분야에서 필요한 핵심 부품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전기 동력 장치의 성능
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초고성능 장치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 접근법
과 다른,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1)은 스스로 자기장을 발생시키면서 동시에, 코일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제어가 가능한 자성복합재의 개념을 보여준

연구내용

다. 본 연구에서는 연자성, 경자성, 비자성 재료를 반복패턴으로 결합한 미세구조물을 제안한다. 이종(heterogenous) 재
료로 이루어진 미세구조물의 성능해석은 매우 높은 계산비용을 요구한다. 이는 전기 동력 장치에 필요한 자성복합재 미
세구조물 설계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규모(micro-scale) 미세구조물의 균질회된 물성을 대규모
(macro-scale)해석에 이용하는 다중규모(multi-scale) 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자성, 경자성, 비자성 재
료가 결합된 미세구조물의 수치적 점근 균질화법(asymptotic homogenization)을 최초로 개발하였다. (그림 2)와 (그림
3)은 개발한 균질화 해석법을 3차원 모델에서 검증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의 왼쪽은 균질화 물성을 적용한 다중규모
(multi-scale) 해석 모델이고, 오른쪽 그림은 반복패턴의 이종(heterogenous) 재료를 직접 해석한 모델이다. (그림 3)의
자기장 분포 계산결과는, 개발한 방법이 2% 이내 오차의 해석 결과를 직접 해석법의 1/10 이하의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연자성, 경자성, 비자성 재료가 결합된 자성 복합재의 균질화법을 최초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큰 의의가

기대 효과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성복합재의 미세구조물 배치와 형상을 최적 설계하는 후속 연구로 이어졌다. 개발한 신개념 자성 복합
재는 기존 전기 동력장치의 성능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초고성능 장치의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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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J. Lee*, T. Nomura, and E. M. Dede, “Asymptotic homogenization of magnetic composite for controllable
permanent magnet”, Composites Part B 161, 128-140 (2019)

연구비 지원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RF-2016 R1D1A1B03931138), and Global University Project
(GUP) grant funded by the GIST in 2018.

그림 1
연자성 경자성 재료가
반복패턴 미세구조에서 결합된
자성 복합재 [Lee, Nomura,
Dede, Composites Part B,
161, 128-140 (2019)]

그림 2
균질화 물성을 이용한
다중규모 해석모델(왼쪽)과 이종
미세구조물의 직접 해석모델
(오른쪽) [Lee, Nomura, Dede,
Composites Part B, 161,
128-140 (2019)]

그림 3
균질화 물성을 이용한
다중규모 해석 모델의 자기장 해석
결과(왼쪽)과 이종 미세구조물의
직접 해석모델의 자기장 해석 결과
(오른쪽) [Lee, Nomura, Dede,
Composites Part B, 161,
128-14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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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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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딘화 수소산을 사용한 화학적 환원이
산화 그래핀 및 환원 그래핀 막의 항균 특성에
가지는 영향

본 연구는 단일 층 산화 그래핀 (GO) 및 환원 그래핀 (rGO)와 같은 그래핀 기반 분리막의 항균 특성을 보고한다. rGO 분리막은 아이오딘화 수소산 (HI) 증
기 처리에 의해 GO로부터 제조된다. 항균 특성은 선택된 모델 박테리아와 3 시간의 접촉 시간 후에 시험되었다. 완전한 박테리아 세포 불활성화는 rGO 분
리막과 접촉 한 후에 만 발견되는 반면, 대조군 i) GO 분리막, ii) 혼합 셀룰로오스 에스테르 지지체, 및 iii) 추가 세척 후 남아있는 HI를 제거하는 rGO 분리
막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수준의 박테리아 불활성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항균 효과가 그래핀이나 분리막 지지체에 의해 야기 된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항균 효과는 0.005 %의 농도에서 미생물 성장을 제거하는 HI와 결정적으로 연관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 주요 목표는 그래핀 기반 분리막 (GBM)의 항균 잠재력을 결정하고 산소 작용기의 정도가 항균 특성에 영향

연구배경

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GO 분리막의 감소는 밴드 갭을 감소시켜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
설을 세웠다. 전자가 세포 대사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GBM은 내부 지질 전자를 외부 환경으로 방출하여 차례로 미생물 세
포를 불활성화 시키는 절연 지질 이중층 위의 전도성 브리지로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GO 분리
막의 환원도는 시간에 대하여 HI 증기에 노출시킴으로써 제어되었다. 본 연구실의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GO 멤브레인
의 감소 정도는 HI 증기 대한 멤브레인의 노출 시간을 변경하여 제어 할 수 있다.
rGO의 항균성에 대한 화학 잔류 물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열적 방법을 통해 GO 분리막을 감소시켰다. P. aeruginosa

연구내용

PAO1 및 Bacillus sp.와 접촉하여 세균 생존력 평가 및 생사 관찰을 수행 하였다. 3 시간 동안 GBM을 갖는 박테리아 세
포 및 접촉 후 생존력 및 현미경 관찰을 수행 하였다 (그림 1 및 2). 열적으로 감소 된 GO는 박테리아 세포에 대해 항균
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HI 증기 감소 된 GO는 명확하고 강력한 항균 효과를 나타냈다. P. aeruginosa PAO1과 Bacillus
sp.를 접촉시켜 HI 용액의 독성을 조사 하였다. 3 시간 동안 다양한 농도의 HI 용액을 갖는 박테리아 세포에이어서 CFU
카운트가 열거 되었다. 결과적으로, HI 용액이 0.005 % 이상에서 매우 독성이 있으며, 이러한 농도에서 박테리아 세포의
완전한 불활성화가 관찰되었다. HI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독성도 감소되었다.
본 그룹의 수처리 및 담수화에 대한 GBM의 성능 테스트에서 기록 된 성공으로 인해, 생물학적 오염이 탈염 및 물에 대한 분

기대 효과

리막 기반 기술에 의해 직면 된 주요 단점이기 때문에 이들 분리막의 항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었다. 치
료.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 주었다. 1) 적층 된 GO 및 rGO 분리막은 분리막-기반 수처리 시스템
에서 생물분리막 제어에 충분한 주목할만한 항균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것은 일부 연구와 대조적이지만 다른 연구와 일치
한다. 본 연구에서 보고 된 방법에 따라 제조 된 GBM은 유의미한 항균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2) 본 연구에서 GBM의 항
균 효과는 그래 핀 옥사이드 환원 공정에서 사용되는 수산화 나트륨 용액의 잔류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엄격하게 발생한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래핀 기반 표면의 항균 특성보고를 할 때에 주의를 해야 함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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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Alayande, A. B., Park, H. D., Vrouwenvelder, J. S., & Kim, I. S. (2019). Implications of chemical reduction using
hydriodic acid on the antimicrobial properties of graphene oxide and reduced graphene oxide membranes.
Small, 15(28), 1901023.

연구비 지원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KEITI) through
Industrial Facilities & Infrastructure Research program, funded by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MOE)
(RE201901124 and RE201901110).

그림 1
3시간 동안 접촉 한 후
녹농균 PAO1에 대한 환원 방법의
효과. a) 박테리아 생존력 (CFU 수)
및 b) i) MCE 지지체, ii) GO, iii)
열 감소, 및 iv) 화학적 환원 (HI)에서
형광 이미지 (녹색, 생 박테리아;
적색, 죽은 박테리아). 흰색 막대 :
50 µm.

그림 2
Bacillus sp.에 대한 환원 방법의
효과 3 시간 동안 접촉 후. a) 박테
리아 생존력 (CFU 수) 및 b) i) MCE
지원, ii) GO, iii) 열 감소,
및 iv) 화학적 환원 (HI)에서
형광 이미지 (녹색, 생 박테리아;
적색, 죽은 박테리아). 흰색 막대 :
5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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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진
woojinpark@gist.ac.kr

심부전 심장에서 SIRT1에 의한
SERCA2a 아세틸화 조절 연구

SERCA2a의 아세틸화는 해당 단백질의 활성화를 조절하는 중요한 번역 후 변형과정 중 하나이다. SERCA2a의 아세틸화에 의한 활성 감소는 인간과 동물
의 심부전 심장에 두드러진다. 본 연구는 SERCA2a가 SIRT1과 p300 (histone acetyltransferase p300)의 직접적인 표적인 것을 확인했다. SIRT1의 대
사 활성자인 β-lap은 SIRT1을 활성화하여 SERCA2a의 아세틸화를 확연하게 감소시켜 그 기능을 회복시켰다. 이번 연구는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 수축기
능의 감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SERCA2a (sarcoplasmic/endoplasmic reticulum Ca2+ ATPase 2a, the major isoform of SERCA expressed in

연구배경

cardiomyocytes)는 SR내로 Ca2+를 수송하여 심근수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SR에서 방출된 Ca2+은 활성전위
를 발생시켜 근육의 수축을 유도한 후 다시 SR로 흡수되어 그 기작이 종료된다. SR로의 Ca2+ 흡수율은 심근 이완율을 나
타내는 지표로 다음 수축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있는가를 보여준다. 이처럼 SERCA2a 활성 조절은 심근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할 수 있다. PLB에 의한 SERCA2a 억제를 낮춰줌으로써 Sympathetic/β-adrenergic system을 활성화하여 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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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정이
SERCA2a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린 SERCA2a의 lysine 아세
틸화의 억제를 통해 심장 기능을 회복 시킬 수 있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본 연구진은 인간, 쥐, 돼지의 심부전 심장에서 SERCA2a의 아세틸화가 증가하여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class III

연구내용

histone deacetylase에 해당하는 SIRT1(sirtuin 1)이 그 과정에 중요하게 관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SIRT1의 억제가
SERCA2a의 아세틸화를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그 기능 또한 감소시키는 것을 세포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반대로 약물
을 통해 SIRT1을 증가시켰을 때 SERCA2a의 아세틸화가 확연히 감소하였고, 그 기능 역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동
일한 실험을 통해 발견해냈다. 이 과정에서 SERCA2a의 K492 자리 아세틸화가 중요하게 관여하며, 해당 자리의 아세틸
화가 SERCA2a ATP 결합력을 조절한다는 사실 역시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즉 SIRT1이 K492 자리의 아세틸화를 감소
시켜 SERCA2a의 ATP 결합력을 증가시키고 세포내 Ca2+을 재흡수하는 활성 역시 회복시킨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 우린 심장 수축 조절의 중요 물질인 SERCA2a의 활성을 아세틸화로 조절함으로써 새로운 심장 기능 조절 메커

기대 효과

니즘 규명하였다. 게다가 SIRT1을 통한 SERCA2a의 탈아세틸화가 심장 기능을 향상 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SERCA2a의 번
역 후 변형 과정이 심부전 치료에 새로운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연구 성과

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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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Gorski, PA, Jang, SP, Jeong, D, et al. Role of SIRT1 in modulating acetylation of the sarco-endoplasmic reticulum
Ca2+-ATPase in heart failure. Circ Res. 2019;124:e63–e80. doi: 10.1161/CIRCRESAHA.118.313865 Crossref.
PubMed.on the antimicrobial properties of graphene oxide and reduced graphene oxide membranes. Small,
15(28), 1901023.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2017R1A2B4007340), a grant
from Basic Research Laboratory Program (2016R1A4A1009895), and a grant from Bio & Medical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NRF-2015M3A9E6028951), fund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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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K492의 아세틸화가 SERCA2a의
활성에 큰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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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관절염의
원인은 콜레스테롤!

본 연구팀은 관절연골의 콜레스테롤이 퇴행성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임을 세계 최초로 증명하여 2019년 네이처 (Nature)지에 게재되었다. 관절 연골이
점진적이고 비가역적으로 닳아 없어져 유발되는 퇴행성관절염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퇴행성질환이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
지 않아 근본적인 예방 및 치료방법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연구팀은 정상연골에 비해 퇴행연골에서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유입되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증가된 콜레스테롤 대사산물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퇴행성관절염을 유발함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퇴행성관절염이 단순히 노화에 따른
부수적인 질병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대사에 의해 능동적으로 유발되는 대사성 질환임을 밝혀낸 것이며 퇴행성관절염의 예방 및 치료법 개발에 새로운 실
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절 연골조직이 점진적이고 비가역적으로 닳아 없어짐으로서 유발되는 퇴행성관절염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연구배경

퇴행성질환으로서 노령화 사회에서 큰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퇴행성관절염이 단순히 노화에 의해
연골조직이 닳아 없어지는 질병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현재까지 명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따라서 근본적인 치
료방법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퇴행성관절염의 발병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
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콜레스테롤과 퇴행성관절염 발병이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지만, 아직까지 이 가설은
증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팀은 생쥐에서 고농도의 콜레스테롤 식이요법이 퇴행성관절염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사람 및 동물의 정상연골에 비

연구내용

해 퇴행연골에서 콜레스테롤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콜레스테롤과 퇴행성관절염 발병 간의 높
은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세포내 콜레스테롤의 양은 세포내로의 유입, 세포 밖으로의 유출, 그리고 합성에 의해 일정하게
유지 된다. 연구팀은 사람 및 생쥐의 정상 연골세포에 비해 퇴행 연골세포에서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유입되
어 증가됨을 확인 하였다. 퇴행 연골세포에서 증가된 콜레스테롤은 CH25H 및 CYP7B1 이라는 콜레스테롤 수산화효소
(cholesterol hydroxylase)에 의해 옥시스테롤 (oxysterol)로 변환되고, 생성된 옥시스테롤은 전사인자인 RORα를 활성
화 시켜 연골기질을 분해하는 다양한 효소들의 발현을 유도하여 연골조직을 파괴함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콜레스테롤 수
산화 효소인 CH25H 및 CYP7B1 또는 RORα 전사인자가 결핍된 생쥐에서는 퇴행성관절염의 발병이 현저히 억제되고 반
대로 이들 유전자를 관절연골에 과발현 시키거나 또는 이들 유전자가 과발현된 유전자조작 생쥐에서는 퇴행성관절염이
현저히 증가함을 규명하였으며, 사람에서도 CH25H- CYP7B1-RORα 축에 의한 퇴행성관절염 발병 기전이 작동할 개연
성을 증명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퇴행성관절염이 단순히 노화에 따른 부수적인 질병이 아니라 동맥경화처럼 콜레스테롤
대사에 의해 유발되는 대사성 질환임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였다.
퇴행성관절염은 가장 흔한 퇴행성질환 (관절질환)으로서 발생빈도는 60세 이상 세계인구의 약 30%로 추정되고 우리나라

기대 효과

의 경우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공
관절 수술과 같은 수술적 방법이나 소염진통제에 의한 통증완화 등에 그치고 있고, 근본적인 예방이나 치료방법은 개발되
지 않고 있다. 퇴행성관절염은 세계인구의 10~15%, 국내에만 약 441만명의 환자가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연평균 4%
의 증가 추세이다. 또한 국내외 관절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내 7097억원, 세계적으로 2018년 406억 달러 규
모의 막대한 시장가치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관절연골에서 콜레스테롤의 유입을 차단하거
나, CH25H 및 CYP7B1에 의한 콜레스테롤 대사의 억제, 또는 전사인자인 RORα의 활성억제 등은 모두 퇴행성관절염을
억제함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퇴행성관절염의 예방 및 치료법 개발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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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Choi WS, Lee G, Song WH, Koh JT, Yang J, Kwak JS, Kim HE, Kim SK, Son YO, Nam H, Jin I, Park ZY, Kim J, Park
IY, Hong JI, Kim HA, Chun CH, Ryu JH, Chun JS. The CH25H-CYP7B1-RORα axis of cholesterol metabolism
regulates osteoarthritis. Nature. 566, 254-258 (2019)
언론 보도 • MBC 방송보도 등 37건 언론보도

연구비 지원

수상 • 제3회 라이나 50+ 어워즈 생명존중 부분 (전장수 교수)

This work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6R1A3B1906090
and 2016R1A5A1007318), the Korea Healthcare Technology R&D project of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HI16C0287 and H114C3484), and the GIST Research Institute (GRI).

그림 1_ 사람의 퇴행성관절염 연골

그림 2_ DMM 수술에 의한 생쥐의 관절염 연골

그림 3_ 콜레스테롤에 의한 퇴행성관절염 유발 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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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첨가제를 이용한 핫 슬롯다이 증착을
통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내습성
롤투롤 제작 연구

가열 증착방법은 산업 친화적인 대량 증착 방법이다. 이 제조 방법을 롤투롤 방식으로 제작하는 슬롯다이 코팅방법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조 방법은 공기
중에서 딱딱한 기판위에 슬롯다이 코터를 이용하여 초기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제작된 태양전지는 최대 14.7%의 전력변환효율을 나타냈다. 페로브스카이
트 구성에 비 전기성 고분자를 첨가제로 사용하였으며 내습성 능력이 뛰어나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태양전지 제조 조건을 롤투롤 공정에 적용하였으며 페
로브스카이트 층 뿐 아니라 다른 구성층을 롤투롤 공정으로 제작하여 11.7%의 전력변환효율을 얻었다. 이는 현재까지 보고된 구성층을 롤투롤로 제작한
최대 효율이다.

유/무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밴드갭의 변화, 높은 흡광계수, 작은 엑시톤 결합에너지 및 긴 엑시톤 확

연구배경

산 거리를 가지는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서 최근 효율이 급격하게 증가해왔으며, 현재까지는 25%의 효율을 달성했다. 상업
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높은 효율을 달성하였지만 슬롯다이 코팅, 블레이드 코팅, 스프레이 코팅 등 대량생산의 기술
은 안정성 및 신뢰성의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뢰성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기술로 고온 증착방법을 도입하였고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페로브스카이트의 결정 크기를 증가시키고 재결합
특성을 감소시켰다. 또한, 코팅 환경의 습한 공기에 대한 노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00 ℃ 이상의 고온에서 안정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를 제작하였다. 또한 고분자 첨가제를 첨가하면 공기 중의 수분에 페로브스카이트가 더 잘 견디는 것을 확
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전극을 제외한 구성층을 롤투롤 방식으로 유연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작하였다.
첫 번째로, 열 제조 방법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조하는 동안 슬롯 다이 코팅에 유용한 결과를 얻었다. 제조 동안

연구내용

단순히 기판을 130 ℃로 가열하여 14.7%의 높은 광전변환효율의 태양전지를 제작하였다. 이 방법은 확장 가능하며 가스
블로잉 또는 용매 뿌림 기법과 같은 산업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추가 공정 없이 제어되지 않은 주변 환경에서 수
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분자 첨가제를 도입하고, 고습 제조 환경에 대한 내성을 향상시켰
다. 제조된 페로브스카이트 전구체 용액에 0.2w%의 폴리 에틸렌 옥사이드가 첨가되었을 때 고습도 (55℃±5%, 실온) 조건
과 건조(30±5%, 실온) 조건에서 제조한 태양전지의 성능이 유사하였다. 하지만 고분자 첨가제가 없는 경우에는 고습도에서
제작된 태양전지의 경우 효율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습한 환경에서 제작되었을 경우에도 태양전지를 신뢰할 수
있는 제작 공정을 최초로 보여준 연구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롤투롤 공정을 통해 딱딱한 유리 기판에서 뿐 아니라 유연한 기
판에 태양전지를 제작하였다. 11.7%의 효율을 보이는 태양전지가 제작되었으며 이는 전극을 제외한 구성층이 롤투롤로 제
작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최고효율이다. 롤투롤 공정에서도 고분자 첨가제의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구체 용
액에 폴리 에틸렌 옥사이드를 첨가함으로써 습한 환경에서 제작되는 태양전지의 신뢰성을 개선시킨 연구이다.
본 연구는 공기 중에서 롤투롤 공정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작할 수 있는 핫 슬롯다이 코팅 방법을 개발하였다. 페

기대 효과

로브스카이트 및 다른 용액 공정이 가능한 구성층은 슬롯다이 코팅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증착 매개 변수는 연구실에서 롤투
롤 처리를 위해 개발된 3D 프린터 기반의 슬롯다이 코터를 사용하여 최적화되었다. 이런한 증착 변수는 재최적화 없이 롤투
롤 시스템으로 적용되었으며, 제어되지않은 주변 환경에서 고성능 태양전지를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상용화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저비용 제조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미래 에너지 생산에 한 발짝
앞서가는 연구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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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Jueng-Eun Kim, Seok-Soon Kim, Chuantian Zuo, Mei Gao, Doojin Vak, and Dong-Yu Kim, “Humidity-Tolerant
Roll-to-Roll Fabrication of Perovskite Solar Cells via Polymer-Additive-Assisted Hot Slot Die Deposition”, Adv.
Funct. Mater. 29, 1809194 (2019)
본 연구는 호주 정부의 the Australian Renewable Energy Agency (ARENA)의 연구비 지원 사업인 Australian Centre for

연구비 지원

Advanced Photovoltaics (ACAP)와 대한민국 정부 (NRF-2018R1A2A1A05078791)의 한국연구재단과 대한민국의 (No.
20163030013900) 대한민국 통상자원부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의 GIST 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다.

그림 1
a)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구조와 핫 슬롯다이 코팅 방법으로
제작되는 방식
b) 60℃에서 130℃까지의 공정
온도에 따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전류-전압 그래프

그림 2
a) 이번 연구에 사용된 슬롯다이
코터가 장착된 사진과 전체 롤투롤
코팅 장치와 유연기판에 롤투롤로
제작된 태양전지 사진
b) 유리기판 및 롤투롤 유연 기판에
제작된 낮은 습도 조건 (30 ± 5%
실온)에서 소자 성능과 hysteresis
의 J–V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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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량 전기화학 도핑물질 첨가를 통해
전하주입 및 균형을 제어하여 고성능과
고안정성을 겸비한 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자 구현

유기반도체 활성층내의 전하주입을 통해 전하 재결합 및 발광 현상을 이용하는 유기발광다이오드는 플렉서블 또는 투명 디스플레이 등의 차세대 전자기기
응용에 폭넓게 응용될 수 있으므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적인 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자는 유기반도체와 전극의 접합을 통해 이루어 지는데, 이때 반
도체와 금속전극의 에너지 레벨의 준위가 매우 달라 에너지 장벽을 이루게 되고, 이 때문에 원활한 전하 주입 및 균형에 많은 문제가 있어왔다. 특히, 이 문
제는 곧 소자의 성능 및 안정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알맞은 소재의 부재로 인해 여전히 소자 성능 및 안
정성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1% 이하의 극소량의 전기화학적 도핑물질을 첨가하여 고질적인 전하주입 및 균형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1 마이크로가 넘는 두께의 유기발광 다이오드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발광 성능을 보여줌으로서 차
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 및 이를 이용한 전자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유기발광다이오드의 전하주입 및 균형 제어는 소자 성능 및 안정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과제

연구배경

중 하나이다. 특히, 유기반도체와 금속전극의 서로다른 에너지 레벨 준위는 필연적으로 높은 에너지 장벽을 이루게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극위에 수나노 두께의 다이폴 레이어를 형성하여 에너지 장벽을 낮추거나 또는 에너지 레벨 준위가 비슷한 전하
주입층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수나노 두께의 다이폴의 경우 균일한 층 형성이 힘들기 때문에 결국
소자의 성능, 안정성에 큰 문제점이 종종 발생하였다. 또한, 전하주입층 물질의 경우 자체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하여 결국 소자의 성능 및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롭고 근본적인 접근법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장벽으로 인한 낮은 전하주입 및 전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온성 전해질을 매개로한 전기화학적

연구내용

도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유기반도체와 서로 물리적으로 융화가 가능한 신규 고체 이온성 전해질을 개발
하여 그의 극소량 (1% 이하)을 유기반도체에 함께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1a). 본래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보통의 이
온성 전해질은 물 또는 극성 용매에 매우 잘 용해가 되므로, 일반적인 비극성 유기반도체와는 물리적으로 섞이지 않는다. 하지만,
본 연구진은 화학적 개질을 통한 표면 에너지 조절을 통해 비극성 물질과도 잘 융화가 될 수 있는 고체 이온성 전해질을 개발한
것이다. 이 물질은 유기반도체와 서로 균일하게 섞일수 있으므로 상호작용면적이 매우 극대화되어서 적은 전압에서도 유기반도
체를 쉽게 전기화학적으로 도핑을 시켜 금속과 유기반도체간의 에너지 장벽을 무력화 시킬 수 있었다 (그림 b). 이를 통해 매우 효
율적으로 전하주입 및 균형을 제어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2 마이크로 두께를 가진 유기발광다이오드에서 턴온 전압이 38% 넘
게 감소하였으며, 안정성 또한 37%가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림 2). 특히, 이 극소량 이온성 전해질의 전기화학적 도핑 현상
은 실시간 라만 분광법을 이용하여 증명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전하 주입 및 균형의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그림 3).
본 연구는 신규 이온성 전해질을 개발하고 이를 전기화학적 도핑물질로 사용하여 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자의 오랫동안 난제였

기대 효과

던 낮은 전하주입 및 전하 불균형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큰 의의가 있
다. 또한 이러한 이온성전해질과 유기반도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기 화학적 도핑현상은 주변의 환경적 변화 (화학적 변화
등)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 플랫폼으로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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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Efficient Charge Carrier Injection and Balance Achieved by Low Electrochemical Doping in Solution‐Processed
Polymer Light‐Emitting Diodes”, Hao Yan, Saurav Limbu, Xuhua Wang, James Nightingale, Iain Hamilton,
Sooncheol Kwon*, Kwanghee Lee* and Ji-Seon Kim*, Adv. Functional Mater., 29, 1904092 (2019).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IST ANNUAL R&D REPORT 2020

RESEARCH
INSTITUTE
FOR SOLAR AND
SUSTAINABLE
ENERGIES

연구비 지원

The authors acknowledge the UK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EPSRC) for Plastic
Electronics Doctoral Training Centre (EP/G037515/1 and EP/L016702/1), and Cambridge Display Technology
Ltd. (CDT) for a CASE studentship and supplying TFB and F8BT polymers. In addition, the authors gratefully
acknowledge support from the Global Research Laboratory Program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and Future
Planning (NRF-2017K1A1A2013153) and the Young Researchers Program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NRF-2018R1C1B6006177).

그림 1
a, 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자에 사용된
유기 반도체 고분자 및 고체 이온성
전해질의 화학구조. b, 에너지 준위의
큰 차이에 의한 에너지 레벨 장벽 형성.

그림 2
a, 1.2 마이크로 두께를 가진 유기
발광다이오드의 전압-전류 곡선 및
턴온전압 비교. b, 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자의 두께에 따른 턴온전압 비교.

그림 3
기존 유기반도체 (a) 와 유기반도체/
이온성전해질 융합체 (b)의 실시간
전압변화에 따른 라만 스펙트럼 비교.
c, 신규 이온성 전해질에 의한 유기
반도체의 전기화학적 도핑 증거. d,
신규 이온성 전해질에 의한 유기
반도체의 전기화학적 도핑의
메커니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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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용 줄기세포를 보호하는 수화젤
전달체로 심근 경색 치료 효과 고도화

항산화능을 가지는 환원된 산화그래핀/알긴산 수화젤에 세포를 담지하여 이식함으로써, 심근경색 이후 발생하는 산화스트레스 환경에서 중간엽 줄기세포
를 보호하고 치료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을 고안함. 연구 결과, 수화젤의 항산화능은 산화그래핀의 농도와 환원시간 조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담지된 중
간엽 줄기세포는 산화스트레스 환경에서 높은 생존률을 보였으며 함께 배양되는 심근세포의 생존율과 성숙을 향상시킬 수 있었음. 생체 내에서의 효능 검
증을 위해 랫드에게 심근경색을 유도한 뒤 산화그래핀/알긴산 수화젤에 담지된 중간엽 줄기세포를 심장에 이식하였고, 2주 후 심실의 섬유화가 유의미하
게 감소되었으며 심장초음파검사를 통한 심장 기능의 회복 또한 확인함.

중간엽 줄기세포의 이식치료 효과는 이미 많은 검증이 되어있음. 특히, 심장 재생 과정에서 중간엽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연구배경

다양한 성장 인자들과 면역조절 사이토카인에 의한 paracrine 효과가 치료 과정의 주 역할로 보고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줄기세포 이식에 의한 치료 효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식 이후 줄기세포에 가해지는 높은 산화스트레
스에 의해 세포 생존율이 낮아지는 것과 크게 연관되어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해당 연구진은 높은 항산화 효과를 가지
는 전달체를 이용하여 중간엽 줄기세포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음.
중간엽 줄기세포는 현재 많은 조직 재생 연구에 사용되며 그 효과가 입증 되어있는 줄기세포 치료제이지만 생산성이 좋지

연구내용

않고 이식 이후 체내에 생존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본 연구진은 이러한 중간엽 줄기세포의 체내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세포에 가해지는 산화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
는 산화그래핀/알긴산을 활용하여 세포가 체내에서 산화스트레스를 피하여 더욱 오래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음.
연구 결과, 환원된 그래핀/알긴산 수화젤은 그렇지 않은 수화젤보다 중간엽 줄기세포를 담지하였을 때 산화스트레스에서
세포의 생존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심장 근육세포와 담지된 중간엽 줄기세포를 함께
배양하였을 때 심장의 기능에 특이적인 유전자인 Troponin I와 α-actinin의 발현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함.
이어진 동물 실험에서 또한 랫드의 심장에 심근경색을 유도한 뒤 산화그래핀에 담지된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식한 결과,
심근의 기능이 개선되었음을 심장초음파 분석과 조직학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음.
해당 연구를 통해 본 연구진은 새로운 항산화 효과를 가지는 중간엽줄기세포 전달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중간엽 줄기세포는

기대 효과

화학적으로 약하게 환원된 그래핀/알긴산 수화젤로 담지하였고, 이는 세포에게 높은 항산화 효과를 부여하면서도 세포의 생
존율 유지에 도움이 되었음. 이 연구를 통해 그래핀/알긴산을 이용해 심장에 치료용 세포를 전달하는 새로운 운반체를 고안
하였고, 환원된 그래핀 수화젤이 조직 이식 상황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 등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 모델을 제안하였
음. 이를 통해 기존 세포 치료제들의 치료효과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연구 성과

논문
• Choe, Goeun, et al. "Anti-oxidant activity reinforced reduced graphene oxide/alginate microgels: Mesenchymal
stem cell encapsulation and regeneration of infarcted hearts." Biomaterials 225 (2019): 119513.
언론 보도
• 줄기세포, 심근 경색 후 심장 회복 도울 수 있을까? (https://hellodd.com/?md=news&mt=view&pid=69885)

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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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화그래핀/알긴산 수화젤에 담지된
중간엽줄기세포에 의해 심근세포
에서 심근 특이적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고 산화스트레스 상황에서
생존율이 올라감을 확인함.

그림 2
산화그래핀/ 알긴산 수화젤의 중간
엽줄기세포 이식치료효과 증대를
확인하기 위해 심근경색이 유발된
랫드의 심장에 담지된 세포를 이식한
뒤 2주 후 심근 기능을 확인하고
조직분석을 한 결과 산화그래핀/
알긴산 수화젤에 담지된 중간엽
줄기세포 그룹이 다른 대조군들보다
뛰어난 심근 기능 개선 효능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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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신경망을 이용한 위상차 향상에
기반한 음원 위치 추정

전통적인 음원 위치 추정 기법의 성능은 잡음이나 잔향이 존재할 때 심각하게 안 좋아진다. 최근에는 심층신경망(DNN)을 이용하여 음원의 방향을 후보 섹
터 중 하나로 분류하는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음원 위치 추정을 위해 DNN을 이용하여 위상차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DNN을 통
해 잡음과 다른 지향성 신호, 잔향 등이 포함된 입력 신호의 위상차의 삼각함수로부터 깨끗한 음성의 위상차의 삼각함수 값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방향은
end-fire 방향 근처에서의 추정 편향을 교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보정되었다. 이렇게 추정된 위상차로부터, 우리는 각 주파수별 소리의 도달 방향을 구할
수 있고, 그 분포로부터 현재 프레임의 음원들의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다양한 잡음, 잔향, 음원 수, 공간 음향 특성 및 음원 방향에 대한 실험 결과는 제안
한 기법이 기존 기법들보다 우수함을 보여준다.

수십년 동안, 음원 위치 추정은 여러 마이크를 이용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스마트폰, 스마트 스피커, 보청

연구배경

기 등 현대의 많은 상용 기기들은 복수개의 마이크를 장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음원 위치 추정을 통해 음성 향상, 음성 인
식, 음성 강화 등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음원 위치 추정 기법들의 성능은 잡음이나 잔향이 있을 때 심하
게 저하된다. 최근에는 심층신경망에 기반한 음원 정의 기법들도 제안되었으나 대부분의 기법들은 음원 도달 방향을 미리
정해진 섹터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음원 도달 방향 추정의 정확도가 제한된다.
제안된 방법에서 심층신경망(DNN)의 역할은, 주어진 시간-주파수에 대해 간섭 신호, 잡음, 잔향이 없는 가장 강한 신호에

연구내용

대한 위상차를 입력 위상차로부터 추정하는 것이다. DNN 기반 추정 문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목적함수중 하나인 평균
제곱오차는 위상차에 적합하지 않기에, 위상차의 sine과 cosine 함수를 DNN의 입력과 출력으로 사용하였다.
DNN의 구조는 2048 유닛으로 이루어진 3개의 은닉 층으로 구성되었다. DNN의 출력이 나오면, 그로부터 아크탄젠트 함
수를 통해 위상차가 추정되고, 그로부터 음원 도달 방향이 구해진다.
각 시간-주파수에서의 음원 위치 추정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잡음 제거나 음성 강화와 같은 응용예들에서 유용하다. 각 시
간마다 음원 도달 방향을 추정하기만 하면 되는 응용예들을 위해서는, 각 주파수에서 추정된 음원 도달 방향들을 종합하
여 한 프레임에 대한 여러 개의 도달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N개의 시간 프레임의 모든 주파수의 음원 도
달 방향의 분포로부터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해 음원 도달 방향들을 추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DNN 기반의 위상차 향상을 통한 음원 위치 추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DNN 기반 음원 위치 추정과는 달

기대 효과

리 분류가 아니라 추정에 DNN을 사용하여 해상도에 근본적인 한계는 없도록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DNN을 이용한 음원
위치 추정 뿐 아니라 복수의 마이크를 이용한 잡음 제거나 음성 인식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AI 스피커, 이
어버즈 등 복수개의 마이크가 있으면서 음원과 마이크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 성과

논문
• J. Pak and J. W. Shin, “Sound localization based on phase difference enhancement using deep neural networks,”
IEEE/ACM Transactions on Audio, Speech and Language Processing, vol. 27, no. 8, pp. 1335-1345, Aug. 2019.

연구비 지원

This work was supported by GIST Research Institute (GRI) grant funded by the GIST in 2019 and the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 (10076583, Development of free-running speech recognition technologies
for embedded robot system) fund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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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This work was supported by GIST Research Institute (GRI) grant funded by the GIST in 2019 and the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 (10076583, Development of free-running speech recognition technologies
for embedded robot system) fund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Korea).
짧은 잔향시간(작은방에서 0.3초, 큰 방에서 0.375초, 윗줄)과 긴 잔향시간(작은 방에서 0.7초, 큰 방에서 0.875초, 아랫줄)에서 잡음 종류와
SNR, 두 개의 방에 대해 평균 낸, 두 개의 음원의 위치에 따른 제안한 알고리즘(우)과 다른 두 방식([15](좌), [23](중))에 대한 RMSE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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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s
Research Highlights of 2019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남호정
http://www.csblgist.net/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그동안 신약개발을 위한 생물정보학 및 화학정보학 기술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화합물 및 약효시험 데이터, 단백질 정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
능 기반 개방형 신약개발 플랫폼은 국내에 전무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플랫폼에서는 한국화합물 은행이 보유 중인 화합물 약 15만종의 데이터
와 해당 화합물의 약효시험(HTS) 정보를 통합하여 유효화합물을 예측해주는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 실제
유효화합물 도출 단계에서 무작위 스크리닝과 비교하여 단백질에 따라 최대 20배 이상의 정확도 차이를 보였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신약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파격적으로 줄이는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약물-표적 단백질 상호작용 예측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상에 합성곱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적용하여 인공지능 모델이 자체적으로 중요 지역 서열 패턴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 패턴을 이용해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예측한다. 예측 내용을 평가한 결과 기존 단백질 표현 방식 및 기존
딥러닝 모델보다 예측 성능이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타겟 단백질 클래스에서 단백질을 선정하고 한국화합물은행
내 15만개 이상의 화합물과의 결합을 예측하였다. 예측한 화합물 중 상위 200~1000개의 화합물에 대하여 실제 결합
실험을 진행한 결과 무작위 스크리닝보다 성능이 7~13배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축한 인공지능 기반 약물-표적 단백질 상호작용 플랫폼은 상호작용 이외에도 화합물은행내의 화합물에 대한 세부 구조
및 물성을 통한 약물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타겟 단백질에 대한 실험정보 프로파일링 등을 UI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연구 성과

논문
• Ingoo Lee, Jongsoo Keum, Hojung Nam*, "DeepConv-DTI: Prediction of drug-target interactions via deep
learning with convolution on protein sequences", PLoS Comput Biol. 2019 Jun 14;15(6):e1007129. (JCR 상위 8%)
언론 보도
• 신약 후보물질 발굴, AI로 더 빠르게 (동아사이언스, 2019.06.18)
기타
• AI/빅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과학기술정통부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비 지원

빅데이터 /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NRF-2018M3A9A705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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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NN 계층에서 인식한
화합물-단백질 중요 결합지역을
시각화 한 모습

그림 2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한
유효화합물예측 성능 향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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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s
Research Highlights of 2019
신소재공학부

이광희
https://mse.gist.ac.kr/
ospl/index.do

Achieving Thickness-Insensitive Morphology
of the Photoactive Layer for Printable Organic
Photovoltaic Cells via Side Chain Engineering
in Nonfullerene Acceptors
참여자 • 이선규, 박광훈, 이종훈, 백형철, 성민재, 이진호, 김재한, 김희주, 김윤희, 권순기

플라스틱과 같은 유기물 재료로 제작되는 유기태양전지는 인쇄공정이 가능한 가볍고 유연한 특성을 가져 차세대 유연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쇄공정을 통해 제작 가능한 유기태양전지 광활성층의 두께는 300 nm 이상이며, 현재 유기태양전지의 최고효율은 100 nm 정도의 두께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두께가 두꺼워지면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태양전지의 광활성층의 내부 형상이 두께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유기태양전지의 성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인 것을 밝혀냈다. 나아가 물질구조개선을 통하여 인쇄공정에서 광활성층 두께를 70~300 nm 로 변화시켜도
효율 변화가 적은 유기태양전지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유기태양전지에서는 광활성층의 내부 형상이 박막의 두께에 따라 극심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두꺼운 광활성층 박막으로

연구내용

제작되는 유기태양전지의 소자 성능 저해의 원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고효율 유기태양전지 재료로 각광받고 있는
비풀러렌계 억셉터의 곁사슬에 알콕시 기의 위치와 모양을 조절한 신규 재료를 개발하여 광활성 재료 간 표면에너지 차이
를 감소시켰다. 이를 통하여, 유기태양전지 박막의 내부 형상이 두께에 따라 균일하게 형성되도록 제어할 수 있었다. 그 결
과, 인쇄공정에서 광활성층 두께가 약 70~300 nm에서도 광전변환효율 감소가 적은 유기태양전지를 개발하는데 성공했
다. 기존 재료로 유기태양전지를 제작할 경우, 광활성층의 두께가 70 nm에서 300 nm로 두꺼워졌을 때 광전변환효율이
약 45%이상 급격히 감소했지만 신규 개발된 재료를 이용해 표면 에너지를 제어한 경우 효율이 같은 두께 변화에서도 약
75%이상으로 유지됐다. 또 이를 이용해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공기 중에서 닥터 블레이드 기반의 인쇄공정을 통해
제작된 유기태양전지는 최대 9.68%의 광전변환효율을 달성했다. 본 연구성과는 향후 유기태양전지 상용화에 필요한 비
풀러렌계 억셉터 물질의 디자인 및 유기태양전지 인쇄공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성과

논문
• “Achieving Thickness-Insensitive Morphology of the Photoactive Layer for Printable Organic Photovoltaic
Cells via Side Chain Engineering in Nonfullerene Acceptors”, Advanced Energy Materials, 1900044 (2019)
2019년 GIST 개발과제 (GRI)

연구비 지원

한국연구재단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한국연구재단 글로벌연구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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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존 물질과 신규 물질의 두께에
따른 박막 내부 형상 변화그림

그림 2
닥터 블레이드 기법으로 제작된
유기태양전지 모식도와 두께에
따른 유기태양전지 효율 변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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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s
Research Highlights of 2019
기계공학부

지솔근
https://theory.gist.ac.kr/
theory/

난류 천이 유동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치해석 연구
참여자 • 김민우, 입지섭, 김승태

벽면 경계층 유동의 층류-난류 천이는 물체의 유동 저항 및 비행체의 공력 성능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경계층 유동의 난류 천이 현상을 정확하고 효율적
으로 수치해석하는 기법을 본 연구에서 개발되었다. 개발된 기법은 천이 현상 예측에 대한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지며, 기존 예측 방법에 비해 1/100 이하
의 계산량이 소모되는 획기적인 기법이다. 본 기법은 상용 코드인 OpenFOAM에 개발되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로 비행체의 층류-난류 천이 예
측에 활용될 가능성을 열었고, 국내에서 개발되는 저속/고속 비행체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벽면 경계층 유동의 층류-난류 천이를 효과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천이 전과 천이 이후의 상황에 적합한 해석 기법을 병합

연구내용

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천이 전의 경계층 유동의 불안정성을 저비용으로 고정확도로 계산할 수 있는 포뮬형 안정성 방
정식(PSE, parabolised stability equation)을 사용하였다. 천이 이후 난류 경계층을 정확히 모사하는 대와류 모사(LES,
large eddy simulation)을 사용하였다.
그림 1처럼 경계층 유동의 층류-난류 천이에서 나타나는 와류 현상이 정확하게 포착되었다. 그리고 벽면 마찰 계수(Cf,
skin friction coefficient)로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여 천이 지점이 매우 정확하게 예측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 기존
의 직접수치해석기법(DNS, direct numerical simulation) 대비 계산량이 1/100 이하로 줄어들면서도, 그림 1처럼 유동의
세부적인 와류구조와 그림 2처럼 마찰 계수의 변화가 매우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연구 성과
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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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M. Kim, J. Lim, S. Kim, S. Jee*, J. Park, D. Park, “Large-Eddy Simulation with Parabolized Stability Equations for
Turbulent Transition using OpenFOAM”, Computers & Fluids, 189, 108-117 (2019)
This work is carried out as part of Space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of
Korea government (NRF-2017M1A3A3A02016810 and NRF-2017R1C1B5018300). This work is also suppor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Supercomputing and Network/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with supercomputing resources including technical support (Project No. KSC-2018-C2-0031, KSC2018-CRE-0113, KSC-2017-C3-0048, and KSC-2018-T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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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계층 유동의 층류-난류 천이
현상을 보여주는 경계층 유동내의
와류 구조 (Kim et al 2019)

그림 2
경계층 유동의 층류-난류 천이로
인한 벽면 마찰 계수 증가의 정확한
예측 (Kim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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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Highlights of 2019
지구환경공학부

장인섭
https://env1.gist.ac.kr/ebl/

Significant enhancement of direct electric
communication across enzyme-electrode
interface via nano-patterning of synthetic
glucose dehydrogenase on spatially tunable
gold nanoparticle (AuNP)-modified electrode
참여자 • 이혜령, 이유석, 이수경, 백승우, 최인걸, 장재형

본 연구에서는 효소전극 나노패터닝 기법을 통하여, 전극 상 효소 고정화 과정 중 발생하는 효소간 응집의 직접전자전달 효율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효소
상 gold binding peptide이 발현된 합성효소를 활용하였고, 이를 금 나노입자 어레이로 표면개질한 패턴 전극상 고정화하여 효소 패턴 전극을 제작하였다.
이때 효소가 고정되는 금나노입자의 직경을 조절함으로써 효소 간의 응집도(혹은 분리도)를 조절하였다. 결과적으로 금나노입자 직경이 감소할수록 전류수치
가 급증하고 및 전자전달저항이 감소됨을 보였다. 또한 전류수치 및 표면상 효소 부착정도를 토대로 분석한 전기활성효소의 비율 은 비패턴 효소전극과 비교하
였을 때에 패턴전극에서 최대 2.13 배 향상된 수치를 나타내었고 이를통해 효소 간 응집이 효소-전극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파라미터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소전극의 성능의 영향을 주는 문제점으로 효소 간의 응집(agglomeration)으로 인한 효소 내 보조인자

연구내용

의 외부 단백질 외곽에 의한 가림(hindrance) 현상을 제시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gold binding peptide가 발현
된 FAD 기반 포도당 탈수소효소를 합성하여, 효소가 일정한 방향성으로 전극 표면에 고정되도록 하였다. 더불어 효소 간
의 응집도 (혹은 분리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금 나노입자 어레이(gold nanoparticles array)로 표면 개질된 패턴 전극을
제작하였고 효소 간 평균 거리를 조절하고자 하였다. 패턴 전극 상 금입자는 각 10, 20, 40, 50, 60, 80nm로 직경이 조절
되었고, 전기화학적 테스트를 통하여 전극 상 실제 전자전달능력을 보유한 효소의 비율(ratio of electroactive enzyme)을
계산·분석 비교하였다. 금입자의 직경이 낮아질수록 합성효소-전극의 전류 신호의 강도는 높아졌고, 금입자 직경 10nm
에서 평판 전극 대비 2.13배 향상된 전기활성효소 비율을 보였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효소의 전극 상 나노 패터닝 및 이
를 통한 효소 간 거리조절을 통해 효소 간 응집도가 효소-전극 간 전자전달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주요 인자임을 증명
하였고, 효소 전극상 직접전자전달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효소전극 패터닝 기법을 제시하였다.

연구 성과

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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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Lee, H., Lee, Y.S., Lee, S.K., Baek, S., Choi, I.-G., Jang, J.-H., Chang, I.S., 2019. Significant enhancement of direct
electric communication across enzyme-electrode interface via nano-patterning of synthetic glucose
dehydrogenase on spatially tunable gold nanoparticle (AuNP)-modified electrode. Biosens. Bioelectron. 126,
170–177.
This work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2016R1A2B301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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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패턴전극 상 금 입자어레이 직경에
따른 효소 간 응집 및 분리도 조절
및 이에 대한 효과

그림 2
패턴 효소전극의 비패턴 전극과의
합성효소 고정화에 따른 전기활성
효소의 비율 비교

53

총장 인사말 l 비전 l 대표성과 l 대표연구소 l 예산 및 지원 현황 l 연구성과 통계자료 l 지스트 11대 우수성과 l 지스트 주요 연구성과

GIST’s
Research Highlights of 2019
Reflected Entropy and Entanglement Wedge
Cross Section with the First Order Correction

물리광과학과

김근영
https://phys.gist.ac.kr/gctp

참여자 • 미츠히로 니시다, 정현식

AdS/CFT 대응성이란 이론 물리학에서 중요한 개념들 중 하나로써, 반 더 시터르 공간 (anti-de sitter space, AdS)에서의 중력 이론과 등각장론
(conformal field theory, CFT) 사이에 대응성이 있다는 가설을 말한다. 최근에는 등각장론을 이용하여 계산된 두 개의 부분 계 (A와 B)에서 만들어진 축소
된 밀도행렬

의 reflected entropy와 반 더 시터르 공간에서의 entanglement wedge cross section 사이에 AdS/CFT 대응성이 존재 한다는 것이 이

론적으로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밀도행렬

의 reflected entropy를 semiclassical conformal block을 이용하여

였고, entanglement wedge cross section 또한 cosmic brane이 가지는 tension

의 reflected entropy로 확장하

의 효과가 포함 되도록 확장하였다. 해당 계산 결과들을 이용하여,

m에 대한 1차 보정항까지 고려되어도 reflected entropy 와 entanglement wedge cross section 사이에는 여전히 AdS/CFT 대응성이 존재 한다는 것을
최초로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AdS/CFT 대응성을 수학적으로 보여주는 연구일 뿐만 아니라, 장론에서의 물리량을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또한 양자얽힘 및 정보이론에 대한 근원적 이해를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AdS/CFT 대응성을 이용하여 얽힘 측정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장 많이 연구된 얽힘 측정은 류-타

연구내용

카야나기 공식을 이용한 얽힘 엔트로피 이다. (그림 1). 얽힘 엔트로피는 순수 상태의 양자 얽힘에서는 적합한 얽힘 측정이
지만 혼합 상태의 양자 얽힘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양임이 알려져 있다.
혼합 상태에 대한 얽힘 측정들 중 하나로 등각장론 쪽에서는 부분 계 A와 B에서 정의된 축소된 밀도행렬

의 얽힘 엔

트로피인 reflected entropy가 제안되었으며, 그것의 기하학적 대응은 entanglement wedge cross section이라는 것이
최근 연구를 통하여 알려졌다. (그림 2).
본 연구에서는 twist operator를 이용하여 확장된

의 reflected entropy와 cosmic brane이 가지는 tension

의

효과까지 고려된 entanglement wedge cross section 사이에 여전히 AdS/CFT 대응성이 있음을 수학적으로 보였다.
본 연구는 증명이 까다로운 AdS/CFT 대응성을 수학적으로 정확히 보여주는 연구일 뿐만 아니라, 장론을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해당 연구는 혼합 상태에 관한 후속 연구들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 양자정보이론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성과

논문
• Hyun-Sik Jeong, Keun-Young Kim and Mitsuhiro Nishida, “Reflected Entropy and Entanglement Wedge Cross
Section with the First Order Correction”, JHEP 12 (2019) 170

연구비 지원

This work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NRF-2017R1A2B4004810)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 and GIST Research Institute(GRI) grant funded by the GIST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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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류-타카야나기 공식을 이용하여
기하학적으로 계산되는 얽힘 엔트
로피. 이때 부분계 A의 얽힘 엔트로
피는 류-타카야나기 표면
(Ryu-Takayanagi Surface)의
최소 면적에 해당된다.

그림 2
Cosmic brane들로 둘러싸인
안쪽 영역을 entanglement
wedge라 하며, 그것의 최소 단면
적을 entanglement wedge cross
section이라 한다.
이때 Cosmic brane은 tension을
가지는데, tension이 사라지면
류-타카야나기 표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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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내에 밀리몰(millimole) 수준의
과산화수소 생산이 가능한 필름형
금/이산화타이타늄 광촉매 개발

이산화타이타늄(TiO2) 나노입자 광촉매를 이용하면 물, 산소, 그리고 빛만으로 과산화수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오센서, 연료전지, 유기합성 분야에
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이산화타이타늄 나노입자는 1) 낮은 과산화수소 생산성(시간당 수 마이크로몰 수준)과 2) 액상에 분산되어 있
기 때문에 휴대가 어려워 이것을 활용한 응용 연구 및 개발에 제한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이산화타이타늄 조합의 필름형 광촉매를 개발하여 5분 이내에
밀리몰(millimole) 수준의 과산화수소를 생산하였다. 기존에 보고된 균일한 크기의 금 나노입자를 이산화타이타늄 나노입자 표면에 형성시킨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크기(2-20 nm)의 금 나노입자를 다공성 이산화타이타늄 필름 표면에 형성시킴으로써 이산화타이타늄 내부 전위 기울기(potential
gradient) 형성 및 내부 확산 전위(built-in potential)를 낮아지게 하는 효과를 유도하였다. 이는 자외선에 의하여 이산화타이타늄 내부에 형성된 전자
(electron)와 홀(hole)이 과산화수소 생성 반응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5분 이내에 밀리몰 수준의 과산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었다. 또
한, 필름형 광촉매이기 때문에 휴대성이 중요한 현장진단용 바이오센서 및 소형 연료전지 등의 응용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내용은 다공성 이산화타이타늄 필름 위에 다양한 크기의 금 나노입자를 형성시킨 고체형 광촉매를 제작한 것이며

연구내용

[그림 1], 해당 고체형 광촉매를 사용하면 5분 이내에 밀리몰 수준의 과산화수소 생산이 가능하였다.[그림 2] 기존에 발표
된 금/이산화타이타늄 나노입자와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첫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균일한 크기의 금 나노입자를 이산화타이타늄 표면에 형성시켰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크기
(2-20 nm)의 금 나노입자를 이산화타이타늄 표면에 형성시켰다. 기존에 보고된 연구에서 금 나노입자의 크기가 20 nm
이하일 때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일함수가 작아지는 현상을 발표하였다.[Nano Lett. 2015, 15, 51-55.] 해당 현상(서로
다른 크기의 금 나노입자–20 nm 이하 일 때–는 서로 다른 일함수를 가짐.)을 본 연구에 접목해 보면, 서로 다른 일함수
를 가지는 금속 나노입자가 이산화타이타늄과 접합된 상태이며 이는 두 가지 결과를 유도한다.[그림 3]: 1) 서로 다른 크
기의 나노입자들은 이산화타이타늄 내부의 전위 기울기(potential gradient) 형성한다. 2) 상대적으로 작은 금 나노입자가
접합된 부분의 내부 확산 전위(built-in potential)를 낮아지게 한다. 전자(former)의 경우 빛에 의하여 생성된 전자-홀 쌍
(electron-hole pair)의 재결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후자(latter)의 경우 전자가 이산화타이타늄 내부에서 금 나노입
자로 빠져나오는 것을 쉽게 해준다. 이러한 두 원인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제작한 필름형 금/이산화타이타늄 광촉매는
5분 이내에 밀리몰 수준의 과산화수소 생산이 가능했다.
둘째, 기존 선행연구들은 광촉매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과산화수소를 생산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필름 형태의 광촉매를
이용하였다. 나노입자 형태의 광촉매는 용액에 분산되어 있어야 하고, 형태가 없는 용액은 현장진단용 바이오센서와 같은
휴대성이 요구되는 응용 분야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나노입자는 최적의 조건의 용액이 아닐 경우 가라앉거나 뭉침 현상
등이 발생한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필름형 광촉매는 고체형 광촉매이기 때문에 휴대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가라
앉거나 뭉침 현상과 같은 문제가 없다.

연구 성과

논문
• K. Kim, J. Park, H. Kim, G. Y. Jung, and M.-G. Kim*, “Solid-Phase Photocatalysts: Physical Vapor Deposition of
Au Nanoislands on Porous TiO2 Films for Millimolar H2O2 Production within a Few Minutes”, ACS Catal. 9,
9206−9211 (2019)
특허
• 김민곤, 김기현, 조은정, 홍동구, “원-포트 바이오 센서 및 이를 이용한 면역 검출 방법“,
출원번호: KR 10-2020-008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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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ork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grants from the Global Research Laboratory (GRL) Program (NRF2013K1A1A2A02050616) and the Midcareer Researcher Program (NRF-2017R1A2B3010816) through a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그림 1
금 나노입자/이산화타이타늄
광촉매 필름 제작 공정 모식도.
금 나노입자는 금을 이빔 증발기
(e-beam evaporator)를 이용하여
3 nm를 증착함으로써 형성하였음.

그림 2
이산화타이타늄 필름과 금 나노입자/
이산화타이타늄 광촉매 필름을
이용한 시간에 따른 과산화수소
생산량. 광원: 자외선 램프(365 nm,
3.15 mW cm2)

그림 3
금 나노입자/이산화타이타늄
광촉매 필름의 과산화수소 생성
메커니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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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Chem: 의생명 문헌에서 질병-유전자화합물의 상호작용을 추출하기 위한 검색엔진
참여자 • 김정균

화합물은 질병의 발병 및 치료에서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생의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연구들을 보고한 논문에서 질병-유
전자-화학적 관계를 대규모로 추출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PubMed 규모의 생물 의학 문헌에서 질병-유전자-화합물 관계를 자동으로 추
출하기 위한 양방향 장단기 기억 (bidirectional long short-term memory, bi-LSTM)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딥러닝 모델을
Medline 전체 초록에 적용하여 질병-유전자-화합물 관계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검색 엔진 DigChem (http://gcancer.org/digchem)을 개발하였고, 이
는 유전자 35,124개, 화합물 56,382개, 질병 5,675개 사이의 관계성을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질병-유전자-화합물을 추출하는 자연어 처리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초록에서 유전자-화합물이 나타나는 문장

연구내용

과 질병이 나타나는 문장의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이 코퍼스를 bi-LSTM 모델을 개발하였고 (그림 1), 이 모델의 성능은
F-score 76.6%으로, 다른 인공 신경망 기반 모델에 비해서 높은 성능을 보였다.
개발한 bi-LSTM 모델을 PubMed 초록에서 수집한 11,648,261개의 문장에 적용했을 때, 2,136,416개의 긍정 증거 문
장을 추출했고, 이는 5,675개의 질병, 35,124개의 유전자, 그리고 56,382개의 화합물 사이의 관계성을 포함하고 있다. 질
병을 26개의 일반적인 카테고리로 분류했을 때, 암, 병리학적 상태, 징후 및 증상 등에서 가장 많은 관계성이 발굴되었다.
이 관계성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인 DigChem (http://gcancer.org/digchem)을 구축하였다.
DigChem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DrugBank의 질병-유전자-화합물의 관계와 비교하였다. DrugBank는 수동으로
선별한 약물의 표적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각 질병에 대해서 제공하는데, 14,377개의 관계성을 포함하고 있다. DigChem
의 2,136,416개의 관계성과 비교했을 때, DigChem에서 예측한 관계성의 확률이 높아질수록 DrugBank에 많이 포함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반면 예측에 기반을 둔 Comparative Toxicogenomics Database (CTD)는 예측 점수
가 높아져도 DrugBank에 포함되는 비율이 높아지지 않았다 (그림 2). 추가로 알츠하이머 병, 고혈압, 유방암, 전립성암에
대해서, CTD와 IBM Watson for Drug Discovery, DigChem이 예측한 이 네 개의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와 약물을 비교했
을 때, 이들 사이의 교집합이 크지 않지 않았다 (그림 3). 따라서, 각 데이터베이스들이 서로 상호보완적인 질병-유전자화합물의 관계성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성과

논문
• Kim J, Kim J-j, and Lee H, DigChem: Identification of disease-gene-chemical relationships from Medline
abstracts. PLoS Computational Biology 15(5): e1007022 (2019)

연구비 지원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NRF-2016R1A2B2013855 and NRF-2018M3C7A1054935), and GIST Research Institute (GRI) grant
funded by the GIST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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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질병-유전자-화합물 관계성
추출을 위한 bi-LSTM 모델 [Kim
J, Kim J-j, and Lee H, PLoS
Computational Biology 15(5):
e1007022 (2019)]

그림 2
DigChem의 성능 비교 [Kim
J, Kim J-j, and Lee H, PLoS
Computational Biology 15(5):
e1007022 (2019)]

그림 3
알츠하이머 병, 고혈압, 유방암,
전립성암에 대한 DrugBank, CTD,
WDD와 DigChem의 비교 [Kim
J, Kim J-j, and Lee H, PLoS
Computational Biology 15(5):
e10070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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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발광효율
증대를 위한 극성용매 증기처리법 개발

본 연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고효율, 고색순도 발광소재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1) 다양한 극성을 가진 용매 증기 처리를 통한
고결정성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제작 연구와 (2) 극성용매 증기 노출 시간에 따른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내의 결정 크기 제어와 이를 통한 발광파장 및 발광
효율 향상에 관한 연구임.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는 높은 양자효율(PLQY > 80%), 고색순도(FWHM < 20 nm), 할라이드 조성변화를 통한 쉬운 발광파

연구내용

장 변경(400~900 nm), 용액 공정의 용이성에 따른 높은 생산성 등의 장점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광소재로 최근 주목
받고 있음. 그러나,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는 결정의 크기가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거대하여, 발광에 관여하는 전자와 정공
이 쉽게 결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단점이 소재의 최적화 및 응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용액공정으로 제작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극성용매 증기로 처리해줌으로써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재
결정화 하였음. 이러한 재결정화 공정은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형성 시 박막 내부에 잔류하는 미반응 전구체인 PbBr2와
CH3NH3Br의 반응을 유도하여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결정도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결정의 크기를 수십 나노미터 수준
으로 매우 작게 형성하여 국소지역에 전자와 정공쌍을 가두어 100배 이상의 높은 발광효율 증대를 이루었음.
개발된 극성용매 증기처리법으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내의 결정 크기를 수 나노미터 수준으로 제어하여 양자구속효과를
일으킴으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의 발광 파장 또한 제어 가능하였음.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극성용매 증기처리법을 통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재결정화 과정은 결정성 및 발광효율 향상 뿐
만 아니라 양자구속효과를 통한 섬세한 발광파장 제어가 가능하여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의
상용화에 진일보를 이루었음.

연구 성과

논문
• Sang-Hyun Chin and Chang-Lyoul Lee* et al, “Realizing Highly Luminescent Perovskite Thin Film by Controlling
Grain Size and Crystallinity through Solvent Vapour Annealing”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발광효율 증대를 위한
극성용매 증기처리법 개발), Nanoscale, 11, 5861, 2019.
언론 보도
• 동아사이언스, 전자신문, 뉴스핌 등
기타
• 화학분야 저명학술지 <Nanoscale> 표지논문 선정

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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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NRF-2016R1A2B4013003, NRF-2018R1A2A3075144)
GIST 개발사업 (광과학기술 특성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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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anoscale 표지 그림

그림 2
(a) 극성용매 증기처리공정 전후의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의 전환율,
결정도 변화 및 PbBr2 전구체
결정도. (b) 극성용매 증기처리공정
전후의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의
(100) 결정방향의 결정화도

그림 3
(a)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의
극성용매 증기처리공정 시간에
따른 발광세기 및 파장변화. (b-e)
전자주사현미경으로 분석된 극성
용매 증기처리공정 시간경과에
따른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의
결정크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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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구
http://www.kct.re.kr/kct/

AR 글래스 기반 도슨트 운용을 위한
지능형 UI/UX 기술 개발
참여자 • 표준범, 박나래, 박현정, 홍요한

착용형 증강현실에 최적화된 전시공간 UX 기술, 공간기반 스토리텔링 기술 및 관람자 감성 인지(AI) 기술로 개별 관람자에게 최적의 정보를 구성하고, 착용
형 증강현실 글래스를 통해 가상 캐릭터 도슨트가 안내하는 서비스 기술 개발

연구내용

연구 성과

특허 등록
• 대상물과의 거리에 따른 증강영상의
동적 표현기술이 적용된
증강현실 시스템(제10-1983249호)

착용형 증강현실에 최적화된 NUX 구현 기술
• 도슨트 서비스를 이용한 AR Information 소통 NUX 개발
• AR 글래스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 구현 설계·제작
• AR 전시환경에 최적화된 관람자 중심의 제스처 NUX 개발
• 관람자 제스처 인식 기술 개발
• AR 글래스 기반 실감상호작용 기술
• AR 글래스 기반 선택적 공유 기술 개발
• AR 글래스 기반 도슨트 서비스 플랫폼 구현 및 사용성 테스트

AR 글래스 운용에 최적화된 감성 인지 기술
• 증강현실 정보 기반의 전시물에 대한 관람자 행동 패턴 분석 기술
• 관람자 전시동선 분석을 통한 예외상황 탐지 기술
• AR 글래스 기반 지능형 도슨트 서비스 기획 및 설계
• 인공지능 도슨트 대화 및 질의응답 기술
• AR 글래스 기반 실감상호작용 기술
• AR 글래스 기반 선택적 공유 기술 개발
• AI 도슨트 서비스 구현을 위한 Chatbot 기술 개발

• 관람자 제스처 인식 기술 개발 및 유물별 관람자 인터랙션 시나리오 설계를 통한 AR 전시환경에 최적화된 관람자 중심의
제스처 NUX 개발
• 콘텐츠 UX 유형의 고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제스처와 토킹 인터랙션 방법 연구 및 설계
• 영역특화 키워드 제시를 통한 사용자 발화 인식률 향상 및 대화참여율 향상 (사용자 발화 의도 인식률 88% 달성)
• 관람자 개인 특징(나이) 및 관심에 따른 지능적 답변처리 모델 구현
• Chatbot 답변 DB의 범주 다양성 확보를 통한 공간 및 시설 맥락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 구현
• 관람자 위치 및 동선, 유물별 체류 시간 실시간 무선 UWB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실시간 UWB 측위 데이터 기반 관람자 특성별(연령, 성별 등) 관람 특성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 미술관/박물관 큐레이터들이 실제 전시 공간과 전시물을 기반으로 착용형 증강현실에 최적화된 AR 콘텐츠를 직접 손쉽게
저작하고 저작물을 관리,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Proof-of-Concept 프로그램 개발
• 박물관 AR도슨트에 특화된 저작툴로서 차별성을 만들어내고자 박물관 저작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이에 기반한 저작 가능성을 도출함
• 특허출원: 국내 3건
• 논문 5건(국내 비SCI 3건, 국외 비SCI 2건) 게재
• 홀로렌즈용 증강현실 도슨트 소프트웨어 등록 * 등록번호(등록일) : C-2019-039256(2019.12.10.)
• AR 글래스(홀로렌즈)를 이용하여 차별화된 박물관 유물을 안내하는 프로토타입 서비스 고도화 개발

언론 보도

국내외 논문 게재(학술지/학술대회)

• 2019년도 프로토타입시스템
사용자 서비스 2건 및 언론보도 1건

• 초광대역 레이더를 이용한 실시간 관람 행태 분석 시스템 - 스마트미디어저널
• 착용형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한 박물관 도슨트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혼합현실 콘텐츠 사용자경험 전략[우수논문상 수상] - HCI KOREA 2019
• 박물관 에듀테인먼트를 위한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로봇과 증강현실의 상호작용 비교 연구 - 제 14회 한국로봇종합학술대회
• 미술전시 관람객의 유형 분류 연구 [우수논문상 수상]-2019 한국콘텐츠학회 춘계종합학술대회
• 초광대역 레이더를 이용한 관람 행태 분석 시스템[우수논문상 수상] -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2019 추계학술대회
• Effects of Age and Motivation for Visiting on AR Museum Experiences
-T25th ACM Symposium on Virtual Reality Software and Technology 2019
• Analysis of Museum Patrons’ Behavior using Ultra-Wide Band Radar based Tracking System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Media & Application (SMA 2019)

- 국립광주과학관 야외광장
(2019년 9월 28일 ~ 29일)
- 국립중앙박물관 신라관
(2019년 10월 28일 ~ 11월 3일)
- YTN Science
살아 움직이는 유물 관람하세요...
미래 박물관 모습은?”
(2019년 11월 7일)

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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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문화기술연구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9년도 문화기술연구개
발 지원사업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R2017050052)
This research is suppor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MCST) and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KOCCA) in the Culture Technology(CT) Research & Development Program 2019 through the Korea
Culture Technology Institute(KCTI),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GIST).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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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중인 신라
시대 말갖춤 유물을 AR로 설명

그림 2
신라시대에 존재했었던 시장터
제품을 설명하는 행상과가상
캐릭터와의 대화

그림 3
신라 유물 중 하나인 말 탄 사람 모양
토기를 3D로 AR 복원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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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상
http://www.kct.re.kr/kct/

공연몰입형 감상을 위한
다차원 영상 촬영 기술 및 플랫폼 개발

○ 공연 촬영을 위한 실가상 정합 인터렉티브 저작툴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케이팝 공연 촬영 4회 실시 (2019년 3월, 6월, 9월 리허설 3회, 11월 본 공연 1회)
○ 다중의 액터 동작에 대한 애니메이션 기술 개발
○ 고가의 카메라 기반 모션캡쳐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대안으로 UWB와 Laser 기반 액터 동선 자동 추출 기술 개발 적용
○ 댄스 촬영용 실가상 환경 구축
○ 다수의 카메라&조명 동선 저작 및 시퀀스 저작툴 개발
○ 카메라&조명 동선 패턴 구축 환경 및 저장/불러오기 기능
○ 음성명령어 기반 제어 기술

연구내용

• 다중의 액터 동작에 대한 애니메이션 기술 개발: 액터 동선 및 동작 캡처 후 가상 캐릭터에 정합. 캡처된 여러 동선 데이터
세트의 정합 (시간 및 위치) 기술
• 고가의 카메라 기반 모션캡쳐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대안으로 UWB와 Laser 기반 액터 동선 자동 추출 기술 개발 적용
• 댄스 촬영용 실가상 환경 구축: 정합된 액터 동선 데이터와 댄스곡과의 싱크. 실제에 공연장 환경 기반에 구축된 가상
환경에 동선 데이터 정합 및 카메라 배치
• 다수의 카메라&조명 동선 저작 및 시퀀스 저작툴 개발: 구축 된 가상 댄스 환경에서 노래 타임라인에 맞춰 카메라 및 조명
제어 기술. 마지막 아웃풋을 위한 시퀀스 저작툴 개발
• 카메라&조명 동선 패턴 구축 환경 및 저장/불러오기 기능: 구축된 카메라 및 조명 동선 패턴 저장 및 붙여넣기 기능.
구축된 패턴의 엑셀 (csv) 파일로 저장 및 불러오기 기능
• 음성명령어 기반 제어 기술
- 음성명령어 기반의 제어를 위한 음성명령어 발화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및 개발
- 다양한 실험환경(마이크 종류(3), 소음환경(3), 성별(남,여))에서의 음성명령어 발화 데이터 수집
- 수집된 음성명령어 발화 데이터 기반의 상용화 음성 인식기 성능 비교 및 분석
- 수집된 음성명령어 발화 데이터 기반의 동의어 사전 구축 및 인식 성능 개선
- 인식률향상을 위한 오인식 DB구축기술 개발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음성 인터페이스 활용 방향 및 단계 요약

연구 성과

학술대회
• Development of PTZ camera tracking algorithm using UWB data, KROC, 김문상, (2019)
• 케이블 구동 병렬 로봇 기반 와이어 캠 시스템 설계, 제어로봇시스템학회, 이호수, (2019)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formance of Speech Recognition for a Speech Interface in a Filming
Environment, Korea Computer Congress, 전상훈 (2019)
• A Stabilization Analysis of Omni-mobile Manipulator with 4K Camera, IROS, 김문상, (2019)
• Camera Zoom Control of Integrated Control Platform for Advancement of Performance Shooting System,
IROS, 김문상 (2019)
• 로봇 기반 영상촬영 기술 구현을 위한 영상 안정화 분석에 관한 연구, KICS, 김문상 (2019)
특허
• AI기반 조명 제어 방법, PCT, P19-0252, 2019.12.31. (출원)
• 공연 영상 촬영을 위한 모바일 로봇, 대한민국, P19-0251, 2019.12.31. (출원)
• LANC 프로토콜을 이용한 카메라 줌 제어 방법, 대한민국, P19-0250, 2019.12.31. (출원)

64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IST ANNUAL R&D REPORT 2020

KOREA
CULTURE
TECHNOLOGY
INSTITUTE

연구비 지원

This research is suppor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MCST) and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KOCCA) in the Culture Technology(CT) Research & Development Program 2019

그림 1
개발된 타임라인 기반 촬영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그림 2
로봇을 이용한 액터 추적이 가능한
로봇 촬영 시스템 개발

그림 3
개발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작한 공연(좌)을 실제
무대에 적용하여 촬영한 영상(우)
캡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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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런 윌리엄스
https://life.gist.ac.kr/ndtl/
index.do

종양 미세환경 내의 면역세포가 암 연관
섬유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기전 규명

암 연관 섬유모세포(CAF)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콜라겐의 축적은 종양형성 (tumorigenesis)과 암세포 전이 (metastasis)를 유도함. 마우스 대장 종양 조
직에서 인터루킨-6 (interleukin-6, IL-6)와 과립구 대식세포-콜로니 자극인자 (granulocyte 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 GM-CSF)의
항체를 함께 처리하였을 때, CAF 활성화 마커, α-smooth muscle actin (α-SMA)의 발현과 콜라겐 축적이 감소함을 확인함. 종양 연관 대식세포(tumor
associated macrophage, TAM)에서 분비되는 종양증식인자-β(transforming growth factor-β, TGF-β)가 CAF 활성화와 연관된 사실이 알려져 있
음. TGF-β 처리에 의해 정상 섬유모세포 (normal fibroblast)의 CAF 특성 획득과 IL-6와 GM-CSF 처리에 의한 골수 유래 단핵구 (bone marrowderived monocyte)에서의 TGF-β의 발현 증가를 in vitro 수준에서 확인함.

이전 연구를 통해 CAF에서 분비되는 IL-6와 GM-CSF가 종양 성장과 전이, 그리고 종양촉진성을 가진 M2 TAM을 증가시

연구내용

키는 것이 밝혀짐.
본 연구는 반대로 IL-6와 GM-CSF의 항체를 처리하였을 때, CAF의 활성화 차이를 확인함. 동종 동소 마우스 대장암 모델
(Orthotopic syngeneic mouse colon carcinoma model)에 항체를 처리하였을 때, 종양 조직 내에서 CAF 활성화 마커인
α-SMA의 발현의 감소[그림 1, 위]와 콜라겐 축적의 감소[그림 1, 아래]를 확인함.
TGF-β는 TAM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으로 CAF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실험을 통해 TGF-β를 통
해 정상 섬유모세포가 CAF의 특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확인함. 그리고 골수 유래 단핵구에서 IL-6와 GM-CSF에 의해서
TGF-β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 또한 확인됨.
본 연구와 이전 연구를 종합하여, CAF의 IL-6와 GM-CSF에 의한 대식세포의 M2 TAM으로의 분화와 M2 TAM의 TGF-β
에 의한 CAF 활성화가 상호적으로 작용하여 종양의 촉진이나 전이를 유도할 수 있음을 밝혀냄 [그림 2].

연구 성과
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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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Cho, H., Kim, J. H., Jun, C. D., Jung, D. W., & Williams, D. R. (2019). CAF-Derived IL6 and GM-CSF Cooperate to
Induce M2-like TAMs–Response. Clin Cancer Res, 25(2), 894.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RF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SIP (NRF- 2016R1A2B4012321) and a Bio & Medical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of the
NRF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SIP (NRF-2015M3A9C6030838). This work was also supported by
the GIST Research Institute (GRI) in 2018.
(게재일: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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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종 동소 마우스 대장암 모델에서
IL-6와 GM-CSF의 항체 처리에
따른 α-SMA(CAF 활성화 마커)와
콜라겐 축적의 감소를 각각 IHC와
Masson-trichrome staining을
통해 확인

그림 2
종양 미세환경에서 CAF와 M2
TAM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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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융복합 과학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도상국
지역개발 사업: 지속 가능한 건강한 수자원 관리와 혁신적인
학교 건강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한 지역 마을 공동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한-UNDP 2단계 사업, ‘17-’20)

사업대상국인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는 기아, 깨끗한 식수 부족, 건강하지 않은 행동과 질병, 교육 부족 그리고 성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고통받고 있음. 이
러한 서로 연계되어있는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과학기술 접근이 요구됨. 따라서 이 사업은 컨소시엄 형
태의 혁신적 융복합 과학기술을 통하여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지속 가능한 문제해결 전략을 개발하여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여 주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자 함. “국제환경연구소는 중력식막(Gravity-driven membrane, GDM)여과 정수장치 연구
개발과 현지 실증을 통하여 학교에 안전한 식수 공급은 물론, 현지 공무원, 연구자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과 관리 기술을 전수하고, 학교
의 건강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학교 구축 역량을 도모하여 학교의 모든 구성원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현재까지 캄보디아
와 인도네시아 학교에 마을용 중력식 정수장치 각 1기를 설치하였고 처리수 수질 모니터링, 수질 분석 기술 워크숍, 과학 캠프를 진행함. 향후 사업 종료 시
점까지 마을용 중력식 정수장치 각 2기를 양국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기술 및 역략강화 워크숍, 수질 모니터링, 건강 설문이 각각 실시될 예정임. 이러한
지역중심 사업과 학교중심 사업은 상호 시너지를 일으켜 지역민 전체의 삶의 질 개선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함.

사업 수행지역

연구내용

캄보디아의 캄퐁참 구 (Campong Cham Province)의 스레이 산토 지역 (Srei Santhor District) Tu Rey, Kbal Koh, Mean
Chey Seconday School과 인도네시아의 자와 바라트 구(Jawa Barat Province)의 카부파턴 수카부미 (Kabupaten
Sukabumi) 지솔록(Cisolok)의 SMP Naringgul, SMP PGRI, SMPN Cisolok.
컨소시엄 파트너와 동일 지역을 선정하여 컨소시엄 파트너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수혜자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대상지역 학교 학생과 지역민 및 지역공무원: 수질 분석 및 모니터링 기술 워크숍을 통해 향후 지
역의 전문성 확대
•해당 지역 사업 참여 대학과 연구소 연구자: 해당국의 사업 참여 대학과 연구소는 지역 학교들과 함께 설치된 수처리 시스
템에 대한 연구 및 수질 모니터링, 설문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그 지역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높이는 기회 마련
사업내용
1.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선정된 마을 학교에, 지속 가능한 안전한 식수를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물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
•마을 학교의 음용수 오염 물질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적절한 정부 부처에 결과를 공유
•대상지역 학교에 중력식 막여과 정수장치 시스템 설치 (그림1, 그림 2)
•현지 지역 공무원이나 수처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치된 시스템의 유지보수 교육을 함으로써 장기간 유지 가능성을 보장
(그림 3, 그림 4)
•현지 학교 학생들의 수인성 질병 예방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설치된 정수장치 처리수질을 3개월 이상 모니터링하고 처리수
음용 후 3개월 이상 건강설문 진행
2. 수질 분석 기술 교육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서 현지 공무원 및 수처리 전문가를 상대로 수질 모니터링 기술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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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 GIST 국제환경연구소, 캄보디아 고교생 과학캠프 개최 (전자신문, 2019.12.23.)

연구 성과
연구비 지원

This project was support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Project number: 00097662)
‘Facility/Programme for Capacity Development for Poverty Reduction through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 Phase 2’

그림 1_ 캄보디아 Tu Rey Secondary School에 설치된 GDM 정수장치. 우수
수집장치와 지하수를 이용하는 다중수원 정수장치.

그림 2_ 인도네시아 SMP Naringgul에 설치된 GDM 정수장치

그림 3_ 캄보디아 Tu Rey Secondary School에 GDM 정수장치 설치 후 현지 공
무원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장치의 원리와 수질 모니터링 방법 교육

그림 4_ 인도네시아 SMP Naringgul GDM 정수장치 설치 후 현지 공무원과 교사
들을 대상으로 장치의 원리와 수질 모니터링 방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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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취약층에 초점을 맞춘
기후변화에 따른 물-대기-토지 이용
참여자 • Mylene G. Cayetano, RCh, PhD

본 과제는 2019년 국제환경연구소의 연구과제인 '필리핀의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중력식막여과 (GDM) 정수장치 필드 적용'에서 수집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목표로 필리핀의 취약한 지역사회에 GDM 정수처리 기술을 보급하고, 나아가 기후변화가 물, 대기 및 식량(쌀) 자원에 미치
는 영향인자들을 분석하는 데 목표를 둠. Water-Atmosphere-Food Nexus에 중점을 준 본 과제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함: (1) GDM 정수장치는
86%의 현장 적용 성공률을 보임. Laguna 호수는 건기에 마닐라의 식수원으로써 사용되기에 부적합함, (2) 2019년 9월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연
무로 인해 4개의 샘플 채취 지점에서 대기 중 부유성 고형물 농도가 40~72% 증가함.

GDM 처리수의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2017년 필리핀 보건부 지정 음용수 기준(PSNDW 2017)' 10개 항목 중 5개 항

연구내용

목 모니터링을 시스템을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Diliman Environmental Pollution Studies Laboratory (EPSL)에
설치함. 메트로 마닐라의 잠재적 식수 공급원으로서 Laguna 호수는 건기인 4-6월에 측정한 결과 값이 As(0.01 mg/L)와
Cd(0.003 mg/L)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호소수 처리를 위한 point-of-use 장치에 적용이 불가능함. 위의 문제를 해결하
고 메트로 마닐라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nanofiltration을 이용한 GDM 시스템의 적용가능성을 평가 중 (그림 1).
2019년 9월 발생한 산불 당시 대기오염의 장거리 이동 현상에 대해 EPSL과 필리핀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과 공동 연구를 진행함. 산불로 인한 연무로 인해 Region 4B, Region 9, Region 13 and
Region ARMM에서 연무가 없을 때와 비교하였을 때 PM 농도 증가 패턴을 보였고, PM10의 경우 50 μg/m3, PM2.5의 경
우 25 μg/m3로 WHO의 지침 값을 초과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탄소 미립자, 단당류, 이온성분들의 비율이 증가함 (그림
2, 그림 3). 전체적으로 측정이 행해진 18개 지역 중 8개 지역(NCR, CAR, Region 4A, Region 4B, Region 5, Region 8,
Region 9, Region 13 and ARMM)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산출됨.

연구 성과

논문
• Gerry Bagtasa, Mylene G. Cayetano, Chung-Shin Yuan, Osamu Uchino, Tetsu Sakai, Toshiharu Izumi, Isamu
Morino, Tomohiro Nagai, Ronald C. Macatangay, Voltaire A. Velazco, Long-range transport of aerosols
from East and Southeast Asia to northern Philippines and its direct radiative forcing effect, Atmospheric
Environment, 218 (2019) 117007
• Leizel Madueño, Simonas Kecorius Wolfram Birmili , Thomas Müller , James Simpas , Edgar Vallar , Maria
Cecilia Galvez , Mylene Cayetano and Alfred Wiedensohler Aerosol Particle article and Black Carbon Emission
factors of vehicular fleet in Manila, Philippines, MDPI, Atmosphere, 2019, 10 603
• Simonas Kecorius, Leizel Madueño, Jakob Löndahl, Edgar Vallar, Maria Cecilia Galvez, Luisito F. Idolor, Mylene
Gonzaga-Cayetano, Thomas Müller, Wolfram Birmili, Alfred Wiedensohler, Respiratory tract deposition of
inhaled roadside ultrafine refractory particles in a polluted megacity of South-East Asia,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663 (2019) 265-274
• Donna Aguilar Uldo, Chitho Feliciano, Mylene Cayetano, Zenaida De Guzman,Gamma irradiation for the
inactivation of Aspergillus niger in aged cotton fabric,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165 (2019) 108399
수상
• 2019 UP Diliman Professorial Chair Award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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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entitled ‘Current and Projected water availability of GDM field deployment sites in the
Philippines: factors affecting water security’ was supported b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at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그림 1_토지 이용과 수자원 안보 – 필피린 GDM 현장 적용 현황

그림 3_컬럼 차트 : 연무(H) 및 비-연무(NH) 이벤트 동안 4B, 8, 13 및 ARMM 지역
에서의 평균 입자상 물질 농도 (WHO 가이드라인 값과 비교). 파이 차트 : H 및 NH
이벤트 동안 입자상 물질 (탄소), 단당류 및 이온 성분의 수용성 성분 농도의 비율

그림 2_2019년 9월 18-22일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산불에 따른 연무 현상
중 총 에어로졸 및 미립자의 이동현상 (Copernicus Atmosphere Monitoring
Service Information 2019를 사용하여 생성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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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차 기반 혼합현실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MAXIM 개발 및 타당성 검증 연구
참여자 • 여도현, 김광빈, 이지은, 김 원, 전은기, 조경원, Aya Ataya, 이지원, 성은진

세계 최초로 실차 기반의 혼합현실(Mixed Reality)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실제 차량 안에서 VR HMD를 착용한 탑승객에게 그래픽 기반의
차량 내부 모델과 함께 차량 외부에 부착된 360도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을 차량그래픽 외부에 스트리밍 하는 방식으로 혼합현실 (Mixed Reality) 자율주
행 시뮬레이터를 설계·개발하였다. 개발한 시뮬레이터는 높은 몰입감을 가지며 기존의 그래픽 방식보다 빠르게 주행환경을 구성할 수 있으면서도, 새로운
UI/UX나 복잡한 자율주행 시나리오에 대한 증강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대표적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방식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시각적 사실감 (Visual
Fidelity), 움직임 사실감 (Motion Fidelity), 현존감 (Presence), 시뮬레이션 멀미 (Simulator Sickness) 지표에서 사용성이 가장 우수함을 검증하였다.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는 자율주행차량 내 탑승객 대상연구의 윤리 및 규제 문제를 피해 새로운 UI/UX를 반복적으로 설계·

연구내용

검증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수동주행과는 달리 자율주행의 경우 가상의 주행상황에 대한 피험자의 몰입감이 낮아진
다. 이에 “실차기반”자율주행 시뮬레이터가 연구 및 실험환경에 대한 타당도를 확보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기존방식은 그래픽 환경과 차량의 실제 움직임의 불일치에서 오는 이질감과 멀미감을 해결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높은 몰입감을 제공하기 위해 360° 실시간 주행영상을 피험자에 제공하는 실차 기반 혼합현실 자율주
행 시뮬레이터를 제안하였다 (그림1-3). 기존 방식의 시뮬레이터를 포함하여 시각적 경험 제공 방식과 움직임 구현 방식을
달리하는 총 6종의 시뮬레이터를 대상으로 ① 시각적 사실감, ② 움직임 사실감, ③ 현존감, ④ 시뮬레이션 멀미의 관점에서
사용성을 비교하였다 (그림1-1).
제안한 시뮬레이터 MAXIM(F:혼합현실+실차)가 가장 높은 시각적·움직임 사실감과 현존감을 제공했고, 상대적으로 적은
멀미를 유발하며 최고의 몰입감과 탑승경험을 유발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림1-2). 또한, 자율주행 상황에 대한 현존감을
높이고 멀미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각적 사실감과 차량 움직임 사실감을 유사한 수준으로 동기화하는 것이 결정적인 요소
임을 밝힘으로써 향후 가상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를 함께 제공하였다.

연구 성과

논문
• Yeo, D., Kim, G., & Kim, S. (2019, Oct). MAXIM: Mixed-reality Automotive driving XIMulation. In 2019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xed and Augmented Reality Adjunct (ISMAR-Adjunct) (pp. 460-464)
과제수주
• “공공안내 표지판의 시인성 평가방법 및 도구 개발”, 한국콘텐츠진흥원 (3년, 20억) 등 2건 이상
기술시연
• “대한민국 과학축제 (GIST와 함께 떠나는 미래과학여행 - 가상현실로 체험해보는 자율주행 자동차 여행)”,
“미래인재 심포지엄 성과전시 - 4대 과기원 성과전시회 (GIST 대표 – 단독)” 등 2건
언론홍보
• Etnews 전자신문 (“김승준 GIST 교수팀, 가상 자율주행 차량 공공안내 표지판 개선 추진”), YTN Science (“도심에서 만나는
과학축제…내일까지 계속”), 아시아경제 (“광주과학기술원 '대한민국 과학축제 참가'…인공지능 분야 전시”) 등 10건 이상
본 연구는 2020년도 광주과학기술원 GRI(GIST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연구비 지원

72

GIST ANNUAL R&D REPORT 2020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SCHOOL OF
INTEGRATED
TECHNOLOGY

그림 1

(1) 시각적 경험과 움직임 구현 방식에 따른 6가지 자율주행 시뮬레이터의 모습 (A:가상현실+움직임 없음, B:다중모니터+모션 플랫폼, C:
가상현실+모션플랫폼, D:혼합현실+모션플랫폼, E:가상현실+실차, F:혼합현실+실차), (2) 시각적 사실감(Visual Fidelity), 움직임 사실감
(Motion Fidelity), 현존감(Presence), 시뮬레이션 멀미(Simulator Sickness) 측면에서의 사용성 평가 결과 - 연구진이 제안한 시뮬레이터
MAXIM(F:혼합현실+실차)이 시각적 사실감, 움직임 사실감, 현존감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임, (3) 실차 기반 혼합현실 자율주행 시뮬레
이터(MAXIM)에서의 피험자 모습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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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음향지능 기술 개발

24

나노와이어/유전체-금속 구조를 통한 광색역의 색상필터 개발

26

실시간 액상 투과전자현미경을 활용한 뾰족한 금 나노입자의 성장 운동학 규명

28

연자성 경자성 재료가 반복패턴으로 결합된 자성 복합재의 균질화 해석법 개발

30

아이오딘화 수소산을 사용한 화학적 환원이 산화 그래핀 및 환원 그래핀 막의 항균 특성에 가지는 영향

32

심부전 심장에서 SIRT1에 의한 SERCA2a 아세틸화 조절 연구

34

퇴행성관절염의 원인은 콜레스테롤!

36

고분자 첨가제를 이용한 핫 슬롯다이 증착을 통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내습성 롤투롤 제작 연구

38

극소량 전기화학 도핑물질 첨가를 통해 전하주입 및 균형을 제어하여 고성능과 고안정성을 겸비한
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자 구현

40

이식용 줄기세포를 보호하는 수화젤 전달체로 심근 경색 치료 효과 고도화

42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위상차 향상에 기반한 음원 위치 추정

46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48

Achieving Thickness-Insensitive Morphology of the Photoactive Layer for Printable
Organic Photovoltaic Cells via Side Chain Engineering in Nonfullerene Acceptors

50

난류 천이 유동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수치해석 연구

52

Significant enhancement of direct electric communication across enzyme-electrode
interface via nano-patterning of synthetic glucose dehydrogenase on spatially tunable
gold nanoparticle (AuNP)-modified electrode

54

Reflected Entropy and Entanglement Wedge Cross Section with the First Order Correction

56

5분 이내에 밀리몰(millimole) 수준의 과산화수소 생산이 가능한 필름형 금/이산화타이타늄 광촉매 개발

58

DigChem: 의생명 문헌에서 질병-유전자-화합물의 상호작용을 추출하기 위한 검색엔진

60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발광효율 증대를 위한 극성용매 증기처리법 개발

62

AR 글래스 기반 도슨트 운용을 위한 지능형 UI/UX 기술 개발

64

공연몰입형 감상을 위한 다차원 영상 촬영 기술 및 플랫폼 개발

66

종양 미세환경 내의 면역세포가 암 연관 섬유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기전 규명

68

혁신적 융복합 과학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도상국 지역개발 사업: 지속 가능한 건강한 수자원 관리와
혁신적인 학교 건강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한 지역 마을 공동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한-UNDP 2단계 사업, ‘17-’20)

70

필리핀 취약층에 초점을 맞춘 기후변화에 따른 물-대기-토지 이용

72

실차 기반 혼합현실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MAXIM 개발 및 타당성 검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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