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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2017 10대 유망기술
10 Breakthrough Technologies 2017
※ MIT Technology Review 웹페이지 > Topics > 10 Breakthrough Technologies에서 발췌·요약

•MIT가 최근 <MIT Technology Review>를 통해 ‘2018 10대 유망 기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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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금속 프린팅

기존의 금속 제조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던 더 가볍고, 더 강하고, 더 복잡한 모양을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음.

(3-D Metal Printing)

인공 배아

난자나 정자를 사용하지 않고 줄기세포만을 사용하여 쥐 배아를 배양하는 기술.

(Artificial Embryos)

도시의 대기 질에서 소음 수준 및 사람들의 활동에 이르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광범위한 센서
네트워크로부터 정보를 기반으로 설계, 정책 및 기술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프로젝트.

센싱 시티
(Sensing City)

고가의 인공지능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여 더 저렴하게 하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AI를
경험하게 하는 기술.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AI for Everybody)

두 개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서로 경쟁하며 이제껏 한번도 기계가 할 수 없었던 극도로 현실적이고
독창적인 영상이나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

결투 신경망
(Dueling Neural Networks)

바벨 피쉬 이어버드

구글의 발명품으로 자사의 픽셀 스마트폰 및 구글 번역 앱과 연동되어 실시간 번역을 도와줌.

(Babel-Fish Earbuds)

천연가스를 연소시킴으로써 배출되는 탄소를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포집함으로써 온실 가스 배출을
방지함.

탄소 제로 천연가스
(Zero-Carbon Natural Gas)

완벽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Perfect Online Privacy)

유전자적 운세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증명할 수 있는 zero-knowledge proof 등의 새로운 암호 기술들이
완성되어가고 있음.
게놈을 사용하여 심장 질환이나 유방암의 확률, IQ 등을 예측할 수 있음.

(Genetic Fortune-Telling)

IBM이 7-qubit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 복잡한 계산을 요하는 ‘작은 분자의 전자 구조’시뮬레이션 성공.
더 나은 계산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재료, 완전품을 설계·생산할 수 있음.

재료의 양자 도약
(Materials’ Quantum Leap)

➊

➊ 3D 금속 프린팅
(Reference: DEREK BRAHNEY,
https://www.technologyreview.com/lists/technologies/2018/)

➋ 센싱 시티
(Reference: SIDEWALK TORONTO,
https://www.technologyreview.com/lists/technologies/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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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➌

➍

➌ 결투 신경망
(Reference: ILLUSTRATION BY DEREK BRAHNEY | DIAGRAM COURTESY OF
MICHAEL NIELSEN, “NEURAL NETWORKS AND DEEP LEARNING”, DETERMINATION
PRESS, 2015, https://www.technologyreview.com/lists/technologies/2018/ )

➍ 바벨 피쉬 이어버드
(Reference: GOOGLE, DETERMINATION PRESS, 2015,
https://www.technologyreview.com/lists/technologies/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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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연구성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성찬 교수 연구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기웅 박사, 연세세브란스 병원 장진우 교수, 가톨릭관동대 김봉수 교수와 공동 연구)

원거리 사람 간 음성 대화시 나타나는 뇌 활동을 뇌자도를 이용해 지표화
▶연구팀은 그간 질병 진단 및 뇌과학 분야 등에만 사용되던 고해상 시간 분해능 뇌영상 기법을 인간의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사회 신경 과학 연구에 활
용하는 방법론을 제안함.
▶연구팀은 대전과 서울(약 150km 거리)에 설치된 두 대의 뇌자도1) 장비를 활용해 사람 간의 상호작용 실험을 시도. 특수 제작된 이어폰 및 마이크를
활용하여 원거리에 있는 두 피험자 간의 숫자를 번갈아 가면서 세도록 하는 실험을 고안, 두 피험자의 뇌자도 정보를 측정함. 측정된 상호 작용 뇌자
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알파파 감소(뇌전도 연구결과와 동일) 뿐 아니라 고도의 인지작용시 활성화하는 감마파 증가를 발견함. 특히, 뇌자도 감마파 증
가는 전투엽(frontal)과 좌 측두엽(left temporal) 영역에서 주로 발생. 이로써, 연구팀은 뇌전도2)로만 시도되어온 인간 상호작용 연구에 뇌자도 기술이
활용가능하며, 뇌전도에서는 발견되지 않던 감마파의 역할을 뇌자도를 통해 새롭게 발견함.
▶전성찬 교수는 “이번 연구는 사회 신경 과학 연구에 뇌자도 기술 활용의 가치를 입증하였으며, 추후 인간 상호작용의 신경생리학적 이해와 근본 기능
적 메카니즘 이해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본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뇌 영상 권위지인 <Human Brain Mapping>에 2017년 12월 7일자로 게재됨.
1) 뇌자도(magentoencephalography:MEG): 두부 밖에서 양자현상을 이용한 초정밀자기센서로 두부내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측정하는 기술.
2) 뇌전도(electroencephalography:EEG): 두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두부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 분포를 측정하는 기술. 시간 분해능은 우수하지만, 공간 분해능이 떨
어지고 잡음으로 인해 30Hz 이상의 고주파 정보의 추출에는 일부 한계가 있음.

- 서울과 대전에 있는 두 사람간의 숫자를 세면서 행하는 상호작용을 고해상도 시간 분해능 뇌자도/뇌전도 기술로 측정하는 실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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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상 교수 연구팀

측면 직접 촬영이 가능한 광-시트 현미경 개발
▶연구팀은 일반적인 영상 평면이 아닌 측면에 형성한 광-시트1)를 연속 촬영해 3차원 영상
을 만드는 새로운 광학 현미경 기법을 제시함.
▶연구팀은 기존 광-시트 현미경(light-sheet microscopes)으로 촬영이 불가능했던 대면
적의 생체 조직이나 유기체, 소동물에서 세포 수준의 3D 영상을 고속 획득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함. 연구팀은 2-광자 베셀빔2)으로 성형한 광-시트를 비스듬하게 조사하고 이를 영상
화 했는데, 일반적으로 비스듬한 영상면은 초점거리가 맞지 않아 직접 촬영할 수 없는 것으
로 알려졌지만, 경사진 여기3) 평면을 원격 초점 영역에 복제한 후 예리한 경사 거울로 여기된
경사 평면이 카메라 영상 평면에 모두 포커싱 되도록하여 이를 극복한 것. 또한 독창적인 굴
절 스캐닝 방식으로 광-시트를 시료의 체적 내에서 스캔하여 샘플의 물리적 이동 없이 3차
원 촬영을 가능하도록 해 영상 속도를 크게 증가 시킴.
▶권혁상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현재 생명현상 규명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광-시트
현미경을 보다 다양한 생체조직 이미징에 사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의 개발이며, 추후 기능
적 생물학 현상 연구의 주요 영상 기법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본 연구성과는 의생명 광학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권위지인 <Journal of Biophotonics>
에 2017년 12월 28일자로 게재됨.

- 샘플단 (Specimen space; 왼쪽 위)에서 2-광자 광시트
성형, 원격 초점 영역(Remote space; 오른쪽)에서 경사
거울을 활용한 경사면 검출과정 및 스캐닝 과정(왼쪽 아
래)을 보여주는 계념도.

1) 광-시트: 원통 렌즈 등으로 종이처럼 얇고 넓게 제작한 광학 평면
2) 2-광자 베셀빔: 베셀빔은 얇고 긴 막대기 모양의 간섭 빔으로 이를 고속 스캔하면 광-시트를 제작할 수 있으며, 이때 2-광자 여기 현상을 이용해 베셀빔 광-시트를
만들면 보다 얇고 산란에 보다 강한 광-시트를 성형할 수 있다.
3) 여기 상태: 들뜬 상태(excited states)

신소재공학부

조지영 교수 연구팀

외부 자극에 따른 원자 실시간 거동 관측 성공
[그림 1]

▶연구팀은 외부에 가해지는 전기장 및 물리적 힘에 따라 원자가 물질내에서 얼마나 움직이는지
실시간으로 관측하였고, 이를 통해 강유전(ferroelectricity)1) 박막내 발생하는 분극 현상을 원자
수준에서 이해하는데 성공함.
▶연구진이 개발한 초고속 X선 구조분석(시간분해 미세 X선 회절)을 통해 누설전류 없이 매우 짧은
( 10 μs) 전기장을 가하는 동안 원자 움직임 관측이 가능하였음. [그림 1] 또한 BiFeO32) 같은 강
유전체 박막내 산소 원자들은 철원자보다 1.4배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했으며, 이
결과는 부산대학교 이재광 교수 연구팀의 제1원리 계산값과 일치함. [그림2] 따라서 연구팀은
BiFeO3 박막의 강유전성은 산소원자와 철원자 사이의 거리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밝혀냄.
▶조지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시간 분해 X선을 활용해 외부 자극에 따른 소재를 구성하는 원
자의 움직임을 측정 가능함을 확인했으며, 차후 시간분해능 향상을 실현하면 원자가 움직이는
속도까지 측정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 또한 “방법론의 관점에서 연구팀의 접근법이
자기 변형 및 빛 변형을 포함한 다양한 자극 하에서 원자를 동시에 구동하고 관찰하기 위한 새로
운 과학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본 연구 성과는 나노과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 <Nano Research>에 2017년 12월 28일 온라인
게재됨.
1) 강유전: 전기장을 걸지 않아도 자연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돼 주변에 전기장이 형성된 상태
를 말함.
2) 2BiFeO3(비스무스철산화물): 스스로 전극과 자석의 성질을 띠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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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광결정소재의 새로운 합성법 개발
▶연구팀은 2005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그럽스(Robert H. Grubbs, 캘리포니
아 공과대학교 화학과) 교수팀과 함께 초거대 분자량을 갖는 블록 공중합체1)합성 및 이
를 응용한 고분자2) 광결정3) 소재 개발에 성공함.

[그림 1]

▶연구진이 개발한 광결정 소재는 몰포나비 등 곤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색깔을
모방하는 연구로서, 30년간 연구해온 리빙 음이온 중합법4)을 이용하여 새로운 구조의 거
대단량체를 디자인하고, 개환 복분해 중합법5)을 이용하여 300만가량의 초거대 분자량을
가진 그라프트 블록 공중합체를 합성하는 데에 처음으로 성공. 또한, 이들의 자기조립 연
구를 통해 제조된 광 결정 소재는 가시광선 영역 대에서 우수한 빛 반사율을 보임.
▶이재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거대단량체의 분자량 제어에 의한 초거대 분자량을 가진 그
라프트 블록공중합체의 새로운 합성법을 제시한 것으로, 새롭게 개발된 고분자의 자기
조립을 통해 제작된 고분자 광결정 소재를 응용하여, 고색순도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적
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 나아가 고효율 근적외선센서 및 태양전지 등의 고성
능 전자소자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함.

[그림 2]

▶본 연구성과는 고분자과학 분야 우수 국제학술지 <Macromolecules> 2018년 1월 9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됨.
1)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블록(block)들이 공유 결합으로 연결된 고분자 중합체를 지칭
2) 분자량이 매우 큰 분자를 거대분자(macromolecule)라 하고, 이 분자를 구성된 물질을 고분자라고 함
3) 어떤 색이 물질 내부에 존재하지 못하고 밖으로 반사되는 소재를 말함
4) 고분자의 분자량을 쉽게 조절할 수 있고 고분자 미세구조까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분자의
정밀합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
5) 고분자의 정밀중합법의 방법으로, 링 구조의 단량체가 촉매에 의해 오픈이 되어 고분자화가 진행되
며, 로버트 그럽스 교수가 개척한 공로로 2000년에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것으로 유명함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임 혁 교수 연구팀

미 육군 연구소와 인공지능 기반 능동적 사이버 보안 연구 추진
▶연구팀은 미국 육군 연구소(US Army Research Laboratory, ARL)와 협력하고 미국 육군 국제기술센터(US Army International Technology
Center-Pacific, ITC-PAC)의 지원을 받아 사이버 보안을 강화시키고 사이버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보안 기술인 MTD(Moving
Target Defense)1)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였음.
▶연구팀은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사전에 탐지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후 공격자를 기만하고 방해할 수 있는 능동적인 MTD 보안 소프트웨어 기술
을 개발할 계획임. 따라서 현재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2)을 비롯한 다양한 악의적 사이버 공격을 방해하
고 대응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임혁 교수는 “정적인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사용하여 규칙 기반의 수동적인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였던 기존 방식에 반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
능적 탐지 및 소프트웨어 정의망 기술을 사용한 능동적 대처 기술이 필수적이며, 앞으로 개발할 네트워크 보안 MTD 기술은 공격자의 취약점 분석 행
위를 무효화시키고 네트워크화 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함.
▶본 연구는 GIST가 주관하고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교(University
of Canterbury)가 공동 참여하여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정의
망*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한 연구이며, 미국 육군
ARL/ITC-PAC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음.
1) 정보 시스템의 주요 네트워크 속성인 IP/MAC 주소, 포트, 라우팅 경로 등
의 설정을 동적으로 변화시키고 다양성을 줌으로써 공격자가 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지능적인
사이버 보안 기술임.
2) 악성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특정 공격 대상을 은밀하고 지속적으
로 감시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공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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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공학과

정의헌 교수 연구팀

비박피성 프락셔널 레이저를 이용한 조기 대장암의 내시경 치료법 개발
▶연구팀은 비박피성 프락셔널 레이저(Non-ablative fractional laser)1)를 응용하여 조기 대장암
의 성장을 저해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시함.
▶연구팀은 비박피성 프락셔널 레이저를 대장종양을 가진 쥐의 종양부위에 조사하여 비 조사군에
비해 종양의 성장이 저해됨을 확인하였음. 또한 그 내시경적인 주사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 성공
률이 높은 정위(orthotopic) 대장암 마우스 모델을 제작하였고, 광섬유를 이용하여 내시경을 통
해 조사 가능한 형태의 레이저 시스템도 개발, 마우스를 희생하거나 특별한 수술적 처치 없이 살
아있는 마우스의 대장 내부에 있는 종양부위에 레이저 치료를 시도함. 더불어 컴퓨터 시뮬레이션
을 통해 비박피성 프락셔널 레이저의 조사점을 제외한 주변 조직에는 손상이 거의 없는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종양의 성장 억제기전으로 판단되는 염증세포의 침윤을 실제 조직학적 방법을 통해
확인함.
▶정의헌 교수는 “이번 성과는 조기 대장암의 치료에 비박피성 프락셔널 레이저를 처음 이용한 것
으로, 기존의 내시경적 치료 방법보다 침습도2)가 낮기 때문에 추후 최적화를 거치고 다른 치료법
들과 결합한다면 더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네이처 자매지인 <Scientific Reports> 1월 26일자에 게재됨.
1) 프락셔널 레이저는 크게 비박피성(non-ablative) 프락셔널 레이저와 박피성(ablative) 프락셔널 레이저로 구
분함. 비박피성 프랙셔널 레이저는 레이저를 조사받은 피부조직이 남아 있는 반면에 박피성 프랙셔널 레이저
에서는 기화되어 제거됨.
2) 침습도(invasiveness): 생체에 상해를 가하는 정도를 의미함.

고등광기술연구소

이창열 박사 연구팀 (아주대 권오필 교수, KIST 김세훈 박사 공동 연구)

'살아있는 세포의 미세점도 밝힌다’ 형광 점도 센서 소재 개발
▶연구팀은 두 개의 회전체를 도입한 독특한 분자 회전체1)를 기반으로 미세유체(Micro fluidic)의 점도를 측정할 수 있는 형광 점도 센서 분자를 개발함.
▶연구팀은 기존 한 개의 회전체를 이용한 형광 점도 센서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두 개의 회전체를 도입함으로써 높은 형광 효율과 높은 형광 대비비
를 동시에 가지는 형광 점도 센서 분자의 개발에 성공하였음. 높은 전자주게(electron donor)2) 능력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높은 회전 자유도를 가
지는 회전체를 도입함으로써 형광 효율 및 형광 대비비의 최적화를 구현한 것.
▶이창열 박사는 “하나의 회전체만을 이용한 기존의 형광 점도 센서는 형광 효율이 높으면 형광 대비비가 낮거나, 형광 대비비가 높은 소재는 반대
로 형광 효율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며 두개의 회전체를 이용하여 분자 점도 센서의 형광 효율 및 형광 대비비를 최적화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고 설명함.
▶2017년 12월 5일 화학분야 저명 학술지인 <Chemistry-A
European Journal> 표지 논문으로 선정, 게제됨. 또한,
본 논문을 상위 5% 수준의 우수 논문들에 부여하는 Very
Important Paper(VIP) 논문에 선정함.
1) 유기분자의 특정 부분이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회전이 가능
한 유기화합물을 분자 회전체라고 함.
2) 전자를 상대에게 주기 쉬운 원자, 이온 또는 분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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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엽 박사 연구팀

녹색 LED의 저효율에 관한 미시영역 관측 및 분석 성공
▶연구팀은 녹색 LED의 저효율 요인에 대해 마이크로 형광 이미
징 기법을 이용해 미시영역에서 관측하여 미세 발광센터들이 오
히려 Auger 결합 프로세스에 의한 비발광 손실을 심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냄.
▶연구팀은 InGaN 반도체 양자우물구조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미시영역에서 광 특성을 측정·분석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형광
이미징 기법을 적용하였음. 이를 통해 여기광원1)의 세기가 증가
함에 따른 광 특성 변화 추이를 관측함으로써 미시영역에서 광
효율에 관한 기초자료를 획득한 것. 연구팀은 서브마이크로미터
발광센터에서는 좁은 영역 내에 고밀도의 전하운반자가 한정되
어 비발광Auger 결합 현상이 극심하게 발현된다는 사실을 직접
적으로 밝힘.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서브마이크로미터 발광센
터의 형성이 LED의 유효 발광영역의 전체 부피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새롭게 확인함.
▶임상엽 박사는“이번 연구결과는 녹색 LED의 저효율에 관해 미
시영역에서 처음으로 관측하고 분석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
며, 앞으로 마이크로 LED와 같은 미시 구조 소자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초석으로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본 연구 성과는 광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ACS Photonics> 1월 8일 자 온라인판에 게제됨.
1) 매질을 여기(광펌핑)하기 위한 광원. 매질 내에 여기된 전하운반자는 빛이나 열을 방출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함.

생명과학부

김도형, 김영준 교수, UCR 마이클 애덤스 교수 공동연구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리버사이드(UCR) 마이클 애덤스 교수팀과 공동연구)

곤충의 호흡기 조절호르몬 발견
▶연구팀은 곤충의 탈피1)과정 중 호흡기관에 공기를 채우는 과정을 카이닌(kinin)2) 호르몬이 조절한다는 사실을 밝혀냄.
▶연구팀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카이닌(Kinin)이 혈액을 통해 호흡기관에 도달하며 카이닌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호흡기 조직세포가 활성화
된다는 사실을 칼슘이미징(Ca2+ imaging)기술을 이용하여 증명함. 또한 연구팀은 카이닌이 곤충호흡기에 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트륨채널(ENaC:
Epithelial Na channel)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밝혀냈는데, 이 채널은 인간의 폐에서도 체액제거에 동일하게 작용. 이러한 발견은 카이닌이 인간
의 폐에 물이 차는 증상인 폐부종이나 신생아의 호흡문제 등을 해결하는 신약개발에 활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김도형 연구 교수는 “이번 연구는 곤충들도 인간과 유사한 원리로 호흡기 질환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카이닌 호르몬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처음 밝혀낸 것으로, 질식 현상을 이용한 새로운 해충방제 뿐만 아니라 인간의 호흡기 관련 연구 모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본 연구 성과는 자연과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1월 31일자 온라인 게재됨.
1) 곤충 등 절지동물이 성장과정에서 허물을 벗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개체는 살아남지 못함.
2) 짧은 아미노산 구조인 펩티드성 신경호르몬의 일종으로 탈피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알려져 있었고 호흡기에 관련된 기능이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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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선정 및 수상

과기정통부 신진연구지원사업 과기정통부 중견연구사업

과기정통부 중견연구사업

●

연구책임자: 신소재공학부 이가영 교수

●

연구책임자: 생명과학부 송우근 교수

●

연구책임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성찬 교수

●

과제명: 고성능 이차원 금속 칼코제나이드계
반도체의 물성 연구 및 나노 소자 개발

●

●

과제명: 실시간 시각 및 상상 이미지 복원을
위한 뇌파 딥 러닝 기술

●

총 연구기간: 5년

과제명: 암종 섬유아세포 내 마이크로튜뷸
아세틸레이션의 조절 기전과 조절제
스크리닝을 통한 유방암 제어 연구

●

총 연구기간: 3년

●

총 연구기간: 4년

●

총 연구비: 5억 원

●

총 연구비: 5억 원

●

총 연구비: 6억 원

GIST 연구행사

Faculty Lunch Talk 2018 Spring
개 요

최근 이슈가 되는 학술, 사회적 주제로 짧은 강연과 토론을 하는 행사

일 시

2018. 3. 15.(목)~ 6. 7.(목)

목 적

광주과학기술원 제2학생회관 백암홀

순번

행사일자

연사

소속

주제

1

3 .15.(목)

박철승

생명과학부

2

3 .29.(목)

임춘택

융합기술학제학부

로봇시민의 삶과 죽음

3

4 .12.(목)

이기훈

안보과학기술센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4

4 .26.(목)

김희삼

기초교육학부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

5

5 .10.(목)

황치옥

기초교육학부

인간과 같은 로봇은 가능한가?

6

5 .24.(목)

노도영

물리·광과학과

7

6 .7.(목)

이규빈

융합기술학제학부

이공학 기초연구의 연구비 지원 최신동향

X-ray Eyes for Ultrasmall and Ultrafast Worlds
Brain-inspired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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