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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2017 10대 유망기술:
10 Breakthrough Technologies 2017
•미국 MIT가 최근 Technology Review를 통해 ‘2017 10대 혁신기술’을 발표
•MIT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초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는 기술(IT, BT, ET 등) 중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1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고 있음
10대 유망기술

세부 내용

마비역전기술

뇌에 칩과 전극을 삽입하여 척수를 거치지 않고 마비된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 회복이 어려운 척수

(Reversing Paralysis)
자율주행 트럭

손상에 의한 마비를 해결하는 기술로 Nature에 소개됨
자율 운전 기술이 트럭에 적용되면 기존의 물류 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독일의

(Self-Driving Trucks)

다임러가 자율 운전 시험을 진행 중

얼굴인식 지불 시스템

얼굴을 통하여 인증하는 기술. 'Face++'는 쌍둥이 얼굴을 구별하여 인증, Google은 얼굴 인증 통하여

(Paying with Your Face)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
(Practical Quantum
Computers)
360도 셀카
(The 360-Degree Selfie)
고온 태양전지
(Hot Solar Cells)
유전자 치료 2.0
(Gene Therapy 2.0)
세포 지도
(The Cell Atlas)
사물 봇넷
(Botnets of Things)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쇼핑 결제서비스인 'Hands Free'를 계획, Amozon은 셀카 인증 결제 기술을 개발하여 활용 예정
양자 컴퓨터는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기술로 2017년은 연구의 단계를 넘어 엔지니어링 단계로
발전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견
카메라 주변의 360도를 모두 촬영 가능함. 360도 카메라 사용으로 인해 사람들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음.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2배 효율적인 태양전지 개발 진행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
인체의 모든 세포에 대해서 유형을 분류하여 매핑하는 메가 프로젝트 진행 중
악의적인 해커가 사물의 인터넷 (IoT)에 연결된 장치를 이용하여 봇넷(좀비 PC네트워크)을 형성하고
사상 유례 없는 규모의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공격)을 실시하는 사례가 보고됨. IoT 제품의 보안
위험성 부각.
Google의 ‘DQN’, Google DeepMind의 학습 형태 등 2017년은 딥러닝 보다 강화학습에 주목

Reference: https://www.technologyreview.com/lists/technologies/2017/

2

Research newsletter

GIST 연구처 소식지

2017 Spring

Vol. 05

미래부,
「2017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확정발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월 2일(월) 4조 1,335억원 규모의 R&D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2017년도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지능정보기술 등장을 배경으로 산업간·기술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융합이 더욱 활발
해지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목표로 함
•‘R&D 혁신’과 ‘K-ICT전략’ 등 기존 과학기술·ICT 정책의 현장 착근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 강화,
개방형 R&D 생태계 고도화, 미래 유망 분야 투자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도 과학기술·ICT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참조

숫자로 보는
2017년 과학기술·ICT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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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원 투자

미래유망 6T(BT, NT, ET, IT, ST, CT) 원천기술 개발

20% 증액)

바이오 경제 견인을 위해 바이오 원천기술개발 3,267억원 투자(

300억 원) 신설

신진 연구자의 연구기회 보장을 위해 생애 첫 연구비(

1

40억 원 신규)

개방형 혁신을 선도할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규 서비스 창출 지원(

5%)

ICT R&D 중 대학 지원 비중 상향 조정(‘16년 11.7% -> ‘17년 1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SW 중심대학
K-ICT 전략 사업 육성 등 ICT 원천기술 개발에

6개 추가 선정

7,059억 원 투자

창의적, 도전적 기초연구 지원 확대(‘16년 7,680억 원-> ‘17년
성장동력 확보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8,866억 원)

7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본격화(총 281억 원)

* 미래창조과학부, 「숫자로 보는 2017년도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추진 계획」참조
New Technology Global Frontier - 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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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 대책」 발표

*미래창조과학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참조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6년 12월 15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개막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콘퍼런스를 개최,
10년 후 미래 산업을 이끌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 대책에서는 인간 중심 지능정보 사회 실현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 △국내 지능정보기술 역량 강
화 및 데이터 활용 인프라 확보, △지능정보기술을 기존 산업에 융합,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 △노동시장 개혁 및 창의
인재교육 확대 등을 핵심 성공요인으로 분석
•이날 행사에서 미래부는 △기업·국민(주도)-정부·학계(지원) 파트너십을 통한 지능정보사회 조성, △기술·산업·사회를
포괄한 균형 있는 정책 추진으로 인간 중심의 미래사회 구현, △전략적 지원을 통한 지능정보기술 및 산업 경쟁력 조속 확
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개편 및 역기능 대응체계 구축의 4대 추진전략을 발표
•또한 중장기 종합 대책에서는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산업·사회 분야별 정책방향을 설정하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정책 과제로 추진

지능정보사회 추진전략
4대 추진전략

비전

사회구성원 모두가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국가비전 : 인간 중심 지능정보사회 실현

민간·정부 파트너십

기업

▶ 시장·민간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도
▶ 정부는 기술개발 등 기반 조성 및 소외계층 지원 등

시장실패 대비

▶ 혁신적 기술에 바탕한 건전한 생태계 조성
※ 기술력 확보, 데이터·기술 가치인정 및 신서비스 발굴·투자
▶ 사회적 책임 수행(투명한 의사결정, 재교육 등)

균형 있는 정책
▶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정책방향 제시
▶ 경제와 사회분야간 균형적 정책 추진

전략적 지원
▶ 공공서비스·의료·제조업의 선도적 지능정보화 지원
▶ 산업생태계 선점을 위해 기술·핵심인력 확보 집중 지원

국민
▶ 창의력, 지능정보 이해력 등 필수역량 제고
※ 창업, 도전정신 바탕으로 新산업 창출·확산 주도
▶ 사회문제 해결방안 등 정책과정 적극 참여
※ 법제도 개선, 탄력적 규제체계 전환 등 주도적 의견 개진

정부
▶ 민간 역할 극대화를 위한 시장환경 조성
※ 창업·테스트베드, 공정경쟁 등 진흥 및 규제정책
※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
▶ 인적자원 양성, 문화확산 등 사회 인프라 조성

사회적 합의
▶ 사회 변화에 미리 대응하도록 합의에 기반한 정책 수립
▶ 역기능 연구 및 대응방향 논의 구조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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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학계
▶ 지능정보 기초기술 및 인재 확보 지원
※ 기초 R&D 수행, 융합학제 편성 등 창의교육
▶ 전문성 제고를 통한 바람직한 사회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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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연구성과
생명과학부

다런 윌리암스 교수 연구팀

합병증 완화효과 탁월한 당뇨병 치료제 개발
▶당뇨 합병증 완화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새로운 당뇨병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
▶당뇨병이 유발된 실험쥐에 트리아진계 화합물인 이노블록(ENOblock)*의 투여 시 고혈당 증상
억제와 더불어 당뇨병으로 인한 심장, 신장, 간 조직의 세포자살 및 섬유화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지방 조직에서는 지방 세포의 크기가 감소
▶당뇨병이 지속됨에 따라 혈관 조직, 신경 조직, 신장 등 여러 조직과 장기에 손상이 유발되어 생
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다양한 당뇨합병증이 수반, 이노블록은 당뇨병의 증상인 고혈당, 고지혈
증의 개선과 더불어 세포자살 억제 및 항염증, 항섬유화 작용을 나타내 당뇨합병증 억제에 효
과적인 새로운 당뇨병 치료 후보 약물로서 기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3월 8일 온라인 판 게재

의생명공학과

김재관 교수 연구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성찬 교수 연구팀

뇌파와 뇌혈역학 신호 동시 측정으로 졸음운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뇌파를 측정하는 EEG와 뇌혈역학 신호를 측정하는 fNIRS를 통합한 시스템을 이용
하여 운전 중 졸음이 발생하는 시점을 예측하는 실험을 진행, 실험 결과 졸음이 오
기 전 뇌파 성분 중 베타 뇌파 신호의 감소 및 뇌혈역학 신호 중 산화헤모글로빈 농
도의 증가 현상을 발견하였으며, 졸음운전측정지수(DDI)를 이용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눈의 깜박임보다 평균 3.6초 먼저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
▶뇌파와 뇌혈역학이라는 다른 형태의 뇌 신호를 동시에 측정 및 이용하여 졸음운전
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립
▶사이언티픽리포츠(Scientific Reports) 3월 7일자 게재

신소재공학부

권인찬 교수 연구팀

‘금나노입자’, 통풍치료의 새로운 가능성 발견
▶인체 내 유해한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금나노입자(1˜100 나노(10-9 m) 크기의 금
입자)를 바이오의약품인 통풍치료제와 같이 사용하여 통풍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
▶금나노입자의 과산화수소 분해 활성을 통해 금나노입자가 바이오의약품과 같이 사
용 되어 질병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향후에 다양한 활성을 가
지고 있는 나노입자들을 바이오의약품과 같이 사용하여 통풍 치료뿐만이 아니라 다
양한 질병치료에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 3월 13일자 게재
New Technology Global Frontier - 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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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부

박성규 교수 연구팀

초희귀 염증성 질환, 맞춤형 치료제 발견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염증성 질환 환자의 증상 원인을 파악하고,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맞춤형 약물치료제를 발견
▶원인불명의 고염증성 질환의 원인이 STING(우리 몸에 세포내재성
병원균이 감염되었을 때 면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
질)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의 염기치환(DNA 또는 RNA의
특정한 염기 또는 염기쌍(鹽基双)이 다른 염기 또는 염기쌍으로
치환하는 것) ‘TMEM173’ 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돌연변이 유전자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분석한 결과, 맞춤형 약물치료제(토파시티닙)를
찾았고, 약물 투입 후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는 것도 확인
▶알러지 및 임상면역학 저널(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온라인판 1월 2일 게재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장재형 교수 연구팀

3차원 메타물질 이용한 테라헤르츠 편파변환기술 개발
▶3차원 구조의 메타물질*을 활용해 차세대 테라헤르츠파 영상기기의 소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테라헤르츠파 편파 변환 기술을 개발
* 메타물질 : 전자기파의 파장보다 매우 작은 크기의 유전체 또는 금속 공진기 구조를 주기적으로 배열하여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성질을 실현하는 인공 물질

▶나란히 세운 두 개의 메타물질을 3차원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고안, 기존 대비
160분의 1의 두께이면서도 99.9%의 높은 효율로 테라헤르츠 주파수 대역의
선평입사파를 90° 기울어진 선형 편파로 변환하는 데 성공
▶이번 성과가 적용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가려진 물체를 다양한 편파를 이용해
영상화할 수 있어, 차세대 테라헤르츠 영상기술의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2월 17일 게재

지구환경공학부

장인섭 교수 연구팀

‘미생물 연료전지’ 실용화의 난제 중 하나인 ‘전력오버슈트(Power- overshoot)’ 현상 해결
▶미생물을 이용해 전기를 얻는 ‘미생물 연료전지’ 시스템의 실용화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미생물 연료전지(Microbial Fuel Cell): 전기활성 미생물을 기반으로 유기물로부터
전자를 회수해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미생물 기반 연료전지 기술
* 전력오버슈트 (Power overshoot): 낮은 전압 영역에서 생산되는 전류가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전압 영역에서 생산되는 전류보다 낮아지는 현상. 미생물 연료전지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방전 실험(Discharging test)에서 발생함

▶켐서스켐(ChemSusChem)에 1월 11일자 온라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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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영 교수 연구팀

백금 대체할 새로운 산소환원반응 촉매 개발
▶용액에 담긴 물질을 레이저로 분쇄하는 방법을 도입해 배터리 및 연료전지에 사용될 수 있는 촉매 물질을 개발
▶금번 개발한 산소 환원 반응 촉매는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값비싼 백금(Pt)을 대체함으로써 배터리나 연료전지 개발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실용화 연
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번 연구는 현재 대부분의 배터리나 연료전지에 쓰이는 값비싼 백금을 대신해 사용될 수 있는 산화물 촉매를 빠르고 고순도로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
한 것, 향후 에너지 분야에서 적극 활용 가능
▶저널 오브 커탤러시스(Journal of Catalysis)
2016년 11월 19일자 온라인에 게재

생명과학부

전성찬 교수 연구팀

컴퓨팅 모델로 ‘준침습성 뇌 전기 자극’ 효과 입증
▶새로운 뇌 질환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준(準)침습성(semi- invasive) 전기 자극법’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 성공
▶자체 개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 ‘준침습성 전기 자극법’이 두피나 머리
가까이에서 전기 자극을 전달하는 ‘비침습적 뇌 자극’보다 10배 이상의 자극 효율을
가짐을 입증
▶이번 성과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뇌 전기 자극으로 뇌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준침습
적 전기 자극’의 임상 적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1월 13일자 게재

물리광학과

도용주 교수 연구팀

최고 작동 온도를 갖는 초전류 트랜지스터 개발
▶반도체 나노선을 이용해 작동 온도와 최고 임계 전류를 향상시킨 ‘초전류 트랜지스터’ 개발에 성공
▶기존 초전류 트랜지스터에 비해 작동 성능을 대폭 향상시킴으로써 초전류 트랜지스터
를 활용한 양자 컴퓨터 소자 구현 및 실용화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반도체 나노선 : 반도체 물질로 이루어진 나노 막대 또는 나노선 모양의 일차원 나노구조체
* 초전류 : 전자 두 개가 짝을 지어 ‘쿠퍼쌍’을 이루면서 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 물질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 전류가 흐르더라도 이로 인한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초전류 트랜지스터는 게이트 전극에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초전류의 개폐(On/Off)를 작동시키는
양자 물리학 원리를 응용한 트랜지스터 소자로, 양자컴퓨터 단위 소자인 큐빗으로 사용될 수 있음

▶나노 분야 권위지 학술지인 ACS 나노(ACS Nano) 1월 4일자 온라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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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부

엄수현 교수 연구팀

세포의 생존을 조절하는 단백질의 구조·메커니즘 최초 규명
▶우리 몸을 유지하는 세포는 약 40조 개, 이 가운데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거나 이동,
세포 분열 등 세포생존 조절에 관여하는 단백질(EFhd2*)의 구조와 작용 메커니즘이
밝혀짐
* EFhd2 : 세포이동 및 분열에 필수 요소인 세포골격단백질 (액틴) 에 결합하는 단백질로써,
EFhd2의 액틴결합부위에는 칼슘결합에 필수적인 EF-hand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음.

▶이번 연구 성과는 세포 생존 조절에 관여하는 EFhd2의 칼슘 결합 여부에 따른 액틴
다발형성 조절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며, 암세포 전이 저해를 목적으로 하
는 항암제 개발, 알츠하이머병, 치매 등 다양한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
* 신경 퇴행성 질환 : 신경계의 특정 부분에서 일어나는 점진적인 신경 세포의 사멸로 인한
질병을 통칭한 개념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12월 15일자 게재

생명과학부

박성규 교수 연구팀

조혈줄기세포로 염증성 질환 치료제 개발 기대
▶조혈줄기세포로 염증성 질환치료에 이용 가능한 염증질환제어용 면역제어 골수성 세포 분화
기술을 개발
▶우리 몸에서 염증 발생 시, 면역조절 T세포가 면역제어 골수성 세포의 분화과정에서 기능을
향상시키고, 분화된 면역제어 골수성 세포가 면역조절 T세포의 기능을 다시 향상시키는 방식
을 통해 염증을 효율적으로 제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조혈줄기세포를 면역제어 골수성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에 TGF-β라
고 하는 싸이토카인(Cytokine)을 추가하여 기술을 개발
▶Cell 자매지인 Cell Reports 12월 20일자 온라인 판 게재

신소재공학부

엄광섭 교수 연구팀

전기차 주행거리 2배 늘릴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리튬/실리콘 음극과 황-셀레늄 양극 이용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용량이 4배, 수명은 2배 이상 늘어난 새로운 리튬이온 배터
리를 개발
▶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1회 충전 시 전기자동차의 최대 주행
거리는 약 300㎞까지 늘어나고, 휴대전화 배터리의 경우 수명
은 2배 가량 늘어나면서 무게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
▶개발된 배터리를 상용화하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150㎞
이내에 머물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
릴 수 있으며 첨가물 종류와 양의 조절, 전해질 안정성 연구 등
추가적인 최적화 연구를 통해 용량을 1.5배, 수명을 2배 이상
추가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1월 5일자 온라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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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민 교수 연구팀

금속, 더 다양한 색옷을 입히는 기술 개발
▶금속에 반도체 물질을 수 나노미터 두께의 초박막*으로 코팅하여 금속과 반도체의 표면에서 반사된 빛이 강한 박막 간섭*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금,
은 등 금속의 고유색을 바꾸는 데 성공
* 초박막(ultra-thin film) : 박막(thin film)은 기계가공으로 만들 수 없는 두께가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얇은 막을 의미하며, 초박막은 이보다 더 얇은 두께의 막.
통상 수 내지 수십 나노미터 두께의 막을 초박막이라 함.
* 박막 간섭 효과 (thin-film interference effect) : 박막 구조는 복수의 박막층
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의미하는데 각 박막층에서 반사된 빛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것.

▶이 연구성과는 5~25 나노미터 두께의 초박막 반도체로 금속의 색을
기존보다 더 다양하게 바꾸는 방법을 개발한 것으로 향후 건물 외벽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태양전지, 웨어러블 기기, 디스플레이, 금속
시각 예술, 보석 등에 적용 가능
▶나노스케일(Nanoscale) 12월 9일자 게재

사업선정 및 수상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국외수탁
●

연구책임자: 김민곤(화학과)

●

과제명: Development of highly sensitive malaria diagnostic test kit for point of care appli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총 연구기간: 2017.01.15.~2019.01.14.(2년)

●

총 연구비: USD 1,075,530

해양수산부 수산-IoT 융합 선도사업

국제 드론기술대회 3위

●

연구책임자: 김기선 교수(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

일시: 2017. 2. 18., 두바이 인터넷 시티

●

과제명: 어구 자동식별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수상: ‘The UAE Drones for Good Awards’ 국내 부문에서 3위를 차지

●

총 연구기간: 2017.04.01.~2022.03.31.(6년)

●

수상자: 융합기술원 임춘택 교수 연구팀

●

총 연구비: 185억

●

아랍에미레이트 정부 주최, 유·무선 충전 드론으로 광역 無人 감시 임무 수행

영국 온라인 우수논문 검색시스템 ‘Faculty of 1000’의 추천논문 선정
●

교수: 생명과학부 송우근 교수 연구팀

●

생명과학 전문 학술지인 ‘세포 및 분자 생명과학(Cellular and Molecular Life Sciences)’에 게재한 논문(2013년 6월)에서, 해마신경세포에서
탈인산화효소 STEP이 SPIN90이라는 단백질의 탈인산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코필린(cofilin)에 의한 액틴필라멘트 해체과정이 유도되는 것을 증명

●

‘Faculty of 1000’은 매월 생물학·의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8000여 명이 해당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평가한 뒤 영향력 있는 상위 2%의
중요 논문을 소개

New Technology Global Frontier - GIST

9

NEWSLETTER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 선정

한국물환경학회 ‘기술상’ 수상

●

지구환경공학부 최희철 교수

●

일시: 2017.3.23.

●

한국공학한림원은 공학학술, 산업기술 및 관련 분야 실용화에 현저하게

●

수상: (사)환경물환경학회 ‘기술상’

공헌하고 선국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한 전문가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

수상자: 국제환경연구소 김준하 소장

●

우리나라 물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에 기여

거쳐 회원으로 선정

제23회 휴먼테크 논문대상 수상
●

은상 수상
- 수상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윤국진교수 지도학생 박사과정 조영준/김수아, 석사과정 박재한/이규왕
- 논문명: 대규모 카메라 네트워크에서 관심 객체들의 인식과 카메라 네트워크 구조 추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 개발

●

은상 수상
- 수상자: 화학과 김민곤교수 지도학생 석박사통합과정 석영웅
- 논문명: 한 번의 시료 주입으로 다중 DNA 증폭 반응을 수행할 수 있는 종이 기반 진단 장비 개발

●

동상 수상
- 수상자: 기계공학부 최태선교수 지도학생 석박사통합과정 김효종
- 논문명: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3차원 초점현상복원 기술에서 구조를 단순화한 모델을 제시

GIST 연구행사

GIST-매경 포럼 개최 :
새로운 도전, 인간 중심 4차 산업혁명
목 적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창의혁신인재 육성과 지역 창업생태계 논의

일 자

2017년 3월 30일

장 소

GIST 오룡관 다목적홀

참석자

문승현 GIST 총장,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김창경 한양대 교수 등

창업중심대학 활성화를 위한
해외대학 창업 프로그램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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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 기획 및 Global Innovative Campus 조성을
위한 창업관련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주요 대학 방문

일 자

2017년 1월 27일~ 2월 2일

장 소

Stanford University, Singularity University, Google 등

참석자

이흥노 연구원장, 이승윤 담당 (GIST 연구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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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거버넌스 토론회(이흥노 연구원장님 참석)
목 적

ICT를 기반으로 한 범국가적 혁신이 융합산업을 진흥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

일 자

2017년 2월 13일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
송희경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

참석자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김동욱 前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이흥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원범 블로코 대표

대한민국 창업·혁신 페스티벌 :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 기획팀 발표회
목 적

미래부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 기획사업 및 본 사업 발표

일 자

2017년 2월 28일

장 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참석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최양히 미래부장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이흥노 연구원장 등

이야기가 있는 점심
목 적

최근 이슈가 되는 학술, 사회적 주제로 짧은 강연과 토론의 교수 모임 필요

일 자

2017.03.16.(목), 2017.03.30.(목)

장 소

대학A동 교수회의실

참석자

교원 총 19명(3/16), 총 20명(3/30)

순번

행사일자

강연자

강연내용

1

3월 16일(목)

임춘택(융합기술학제학부)

2

3월 30일(목)

김준하(지구환경공학부)

3

4월 13일(목)

이흥노(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4

4월 27일(목)

원치욱(기초교육학부)

나는 무엇인가?

5

5월 11일(목)

김태(의생명공학과)

수면의 뇌과학

6

5월 25일(목)

최원일(기초교육학부)

글을 읽는 시선의 움직임

7

6월 8일(목)

박한수(의생명공학과)

마이크로바이움과 4차산업

무선전력이 바꾸는 미래사회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변한다
행복중심 4차 산업혁명

New Technology Global Frontier - 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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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 규정 개정

한전 전력연구원 기초연구과제

●

개정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등에 관한 규정 외

●

관련 규정
- 협약서 및 시방서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시행 : 2017년 01월 24일부터 적용
사업비 산정방식 변경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상향
참여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을 상향하되
사업비 산정방식을 과제별 방식에서 수행기관별 방식으로 변경

●

주요 알림사항
- 비목 간 변경: 전력연구원 승인
- 국외여비, 회의비, 연구수당, 간접비 제한(최초 계상 범위 내 정산)
- 인력변경: 주관기관 내부 승인후 매월 말일 전력연구원 알림
※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참여연구원 교체시 전력연과 사전협의
- 국외출장, 전문가 활용: 주관기관 내부 승인후 전력연구원 알림
- 간접비의 경우 직접비 집행률에 따라 정산

●

주요 연구비 사용기준
- 회의비: 1인당 단가 25,000원(다과비 5,000원), 참석자 전원 서명록
- 연구수당: 1인에게 50% 초과 지급 불가, 인건비 총합의 50%이내 지급

●

●

참여제한 기간 정비
수행내용 국내외 누설, 연구부정행위, 사업비 용도외 사용 등에 한해 동일
사유로 인한 참여제한 기간을 10년까지 합산하도록 하고, 개인명의 출원,
정당한 사유 없는 환수금 미납 등의 경우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한 참여제한
기간으로 변경

●

고가 장비 심의기구 변경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시설·장비의 도입을 위한 심의기구를 기존
전담기관에서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범부처 국가연구시설·장
비심의평가단으로 변경

●

선정 평가 후 보완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신설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
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

외부인건비 처리 기준 간소화
수행기관이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참여연
구원에게 직접 지급하되 원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단, 승인 내용과 실
집행액이 상이한 경우 변경내역을 포함하여 통보해야 함

연구안전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운영
●

관련 근거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13호『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

연구실에서 사용중인 화학물질의 구매,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Management system

●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 체계 구축

●

연구실에서의 역할
- 구매시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입고 신청
- 사용시 : 연구안전센터에서 라벨을 배포 하면 시약병에 부착
- 폐기시 : 시약병에 부착했던 라벨을 제거하여 연구안전센터로 제출(1회/월)

납품업체
①화학물질�입고

연구실
④폐기물보관소�이동

폐기처리
(시설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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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화학물질�등록�및�입고신청
③바코드�출력�후�배포

연구안전센터

⑤폐기처리

(우)61005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Tel. 062)715-2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