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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동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서 발췌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의
주요특징
➊ 정부 R&D 투자의 기본원칙 수립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부 R&D 지원의 본래 목적에 따라 4대
분야 12대 투자방향 제시

➌ ‘경쟁과 집중’ R&D 확대 → '연구자 중심' R&D 강화
▶(18년) 도전연구 진작을 위해 첨단·미개척 분야 경쟁형 과제* 확대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다수의 연구자(기관)가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탈락 또는 연구비를 차등 지원

▶(19년) 경쟁형 과제 외에도 자유공모 방식 R&D를 확대하고 연구
자중심 평가체계 등 장기·지속적 연구 안전망 구축
*생애 첫 연구, 최초 혁신실험실, 생애기본연구 등 지원

➊ 과학기술 혁신
기초연구, 과학기술 인력양성, 연구인프라 구축 등
과학기술발전 기반 조성

➍ ‘협업 중심’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 →
‘예방 중심’ 선제적 연구 확대
▶(18년) 범부처 협업모델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효율적 투자환경
조성

➋ 산업선도

➌ 공공수요

미래성장동력 확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육성, 지역 R&D혁신 등
국가경쟁력 확보

국민복지 증진, 생활안전 확보,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 증진

▶목적 및 투자영역에 따라 정부 R&D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 과학기술 혁신 영역은 장기적·지속적으로 투자확대

*역할분담형, 공동기획형, 현장-기술개발 소통형

▶(19년) 기존 협업모델 고도화 및 지진, 화재 등 사회·자연 재난
예·경보와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중점 투자
*범정부 차원의 활성단층 위험지도 제작, ICT 기반 화재감지 및 경보
설비 등

➎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시장 선점형’
R&D 투자 → '패키지形' R&D 투자시스템 도입

- 산업선도 영역은 제4차 산업혁명, 신산업의 초기단계에 한시적
투자로 마중물 제공

▶(18년) 지능정보 핵심기술, 기존산업+지능정보 융합기술 중점투자

- 공공수요 영역은 현안문제 해결 위주로 중점투자

▶(19년) 사업별 예산배분에서 탈피하여 분야별 ‘기술-인력양성정책-제도개선’과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 강화

- 대형연구시설·장비구축 등 대형 R&D 사업은 추진현황을 주기
적으로 점검하여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

*4차 산업혁명 대응 8개 분야 우선 추진 :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
기능 무인기,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로봇,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➋ R&D 대혁신 기반 마련
▶대형 R&D사업을 단계별(예시 : 개념-기술-시험-설계)로 점검
하여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고 효과성이 담보되도록 관리

➏ 과학기술 정책(국정과제)-투자-평가 간 연계강화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산업구조, 민간수요 등 환경변화를 즉각
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R&D 사업 탄력성 제고

▶신규사업 기획 시 국정과제(혁신성장 선도사업 등)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존사업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R&D 예산
과 연계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은 다부처 공동기획을 원칙으로 하고 신
속추진 필요시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하여 시장 적기대응 지원

▶예타시 과학기술성 가중치 상향, 조사기간 단축 등 R&D 적시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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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투자방향과 달라진 점
2018년
기초연구
공공수요 및
국민생활
R&D

2019년

▶기초연구 2배 지속 확대

▶자유공모형 사업확대
▶기초연구 안정망 구축

▶정부-정부, 정부-민간, 민-군 역할 분담
▶공공서비스 스마트화·지능화

▶예방 중심의 재난·재해 투자
▶원인규명-문제해결 중심 R&D
▶규제개선 R&D 투자 강화
▶공공·범용 수요 기반 R&D 확대
▶5대 기술분야* 영역설정 및 투자전략 마련

4차 산업 및
신산업 R&D

▶AI·ICBM 등 핵심기술과 기존 기술간의 융합 지원
▶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착수

*기초, 핵심, 기반, 융합, 제도 개선

▶13대* 혁신성장동력 본격추진
*기존 성장동력과 국가전략프로젝트 통합정비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창업지원 사업 등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유형별 예산·배분조정에 반영
▶실험실 창업, 연구산업 서비스 등 양질의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지원 방식 개선

중소기업
R&D

▶중소기업 지원 방식 다양화

지역 R&D

▶지역 수요에 대응한 R&D 투자확대

▶지방정부 중심 R&D, 중앙정부 조력자 역할 수행

▶정책-예산-평가 연계
▶유사중복 검토 등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
▶대형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 종합사업관리(PM)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범시행

투자 시스템
혁신

*세제지원 및 간접지원 확대, 대·중소 협력 확대

▶기술개발-실증-제도개선 연계 투자 강화

New Technology Global Frontier - 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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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연구성과
지구환경공학부

김인수 교수 연구팀

비공극성 분리막 기반 수처리 유체확산 이론의 부정확성 규명
▶지난 60여 년간 비공극성 막 기반 수처리 공정해석에 널리 쓰인 유체확산 이론의 핵심요소
인 “수압=삼투압”이라는 이론적 가정 사항이 비공극성막의 투과능 해석에 적합하지 않음을
실험적으로 규명함.
▶“수압=삼투압”이라는 핵심 가정 사항이 투과능 해석의 부정확성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규명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해석법이 수처리 현장에 사용되는
다양한 비공극성 막에 적용되어 신뢰성 있는 설계, 건설 및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함.
▶연구 성과는 환경 분야 국제학술지인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ES&T)에
2월 21일(수)자 온라인에 게재됨.
[그림] 상관계수 (Reciprocal Coefficient)와 Staverman 반영 계수 (Staverman Reflection
Coefficient)간의 관계

기계공학부

이용구 교수 연구팀

4D 프린팅 창의소재인 형상기억 소재의 구동 힘 측정 장비 개발
▶4D 프린팅1)의 창의재료로 사용되는 형상기억 소재의 실제 구동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측정
할 수 있는 측정 장비인 “Hephaistus 1(헤파이스토스 1)”을 개발함.
▶개발한 4D 프린팅 창의소재의 구동 힘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비와 측정 방식을 이용
하여 실제 4D 프린팅 모델의 형상 변형을 모사하는 데이터 구축이 가능. 4D 프린팅 및 소
재를 연구하는 다른 연구자들이 다양한 조건에서 형상기억합금(SMA) 및 형상기억폴리머
(SMP)의 구동 힘을 측정해 거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본 측정 방식을 표준
화할 계획임.
▶연구팀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추진하는 <4D 프린팅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 사업자로 선정, 4D 프린팅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음. 이와 관련, ‘SMA 4D 프린팅을
위한 형상변형 예측 시뮬레이터’라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28회 글로벌 SW공모대전’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함.

[그림] 형상기억 소재의 구동 힘 측정 장비
(헤파이스토스 1) 실물사진

1) 4D 프린팅 기술(4D Printing): 3D 프린팅 기술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더해진 것으로 특정 외부환경이 주어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하는 형태로 변형되는 기술을 의미

고등광기술연구소

엄태중 박사 연구팀

➊

‘힘줄의 모습을 오류 없이 볼 수 있다’,
힘줄만의 3차원 모습을 보여주는 광음향 영상 기술 개발
▶MRI나 초음파를 이용하여 힘줄이나 인대를 촬영할 때 발생하는 오류의 원인을 제거하여
왜곡과 오류 없이 상처부위를 영상화할 수 있는 광음향 영상 기술 개발

➋

➌

▶기존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힘줄의 광흡수 특성을 밝혀내어 정형외과의 진단에서 쓰이는
초음파나 MRI가 일으키던 영상 촬영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광영상 방법을 제시함.
▶본 연구 성과는 2018년 3월 19일 Nature 그룹 자매지인 <Scientific Reports(사이언티
픽 레포트)>에 논문으로 선정 및 본문에 게재됨.
▶연구팀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연구자 주도 질병극복연구>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중개 연구를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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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mouse 꼬리의 피부를 제거한 이후의 힘줄 조직의
사진(➊)과 피부의 제거 없이 얻은 꼬리 힘줄의 광음향
단층영상(➋), 꼬리의 힘줄의 3차원 광음향 영상(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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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영 교수 공동연구팀
(포항 가속기연구소 구태영 박사, 성균관대 김윤석 교수, 광주과기원 조병기 교수, 울산과기원 이준희 교수 등과 공동 연구)

다중강성 물질의 전기적·자기적 성질 제어기술 개발
▶다중강성 물질인 비스무스철산화물(BiFeO3) 박막의 산소원자 위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강유전성과
강자성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음을 밝혀냄. 또한, 고품질 박막 제작 기술을 개발하여 산소원자 위치를 조
절할 수 있는 박막의 두께를 10배 이상 증가시켰고, 그결과 강유전성과 강자성의 크기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향상시키는 데 성공하였음.
▶지금까지는 수 나노미터 이하의 경계면 영역에서만 산소원자 위치 조절이 가능하여 강유전성과 강자성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자소자로서 응용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음. 이 연구에서 강유전성과 강자성
의 크기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제어 가능하도록 하여 다중강성 물질의 응용 가능성을 크게 높였음.
▶본 연구 성과는 재료과학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Advanced Fuctional
Materials)에 3월 26일 게재되었고, 표지논문(Frontispiece)으로 선정됨.
[그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표지논문(Frontispiece)선정

신소재공학부

윤명한, 이광희 교수 공동연구팀

심장의 자극 및 신호 획득이 가능한 고성능 고분자 전극 개발
▶연구팀은 용액공정으로 고성능 고안정성 전도성고분자 전극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심근세포의 저전압 전기자극
및 높은 신호대비잡음비의 세포 활동전위 획득에 성공하였음.
▶차세대 의공학기기 개발에 있어서 가장 유망한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유기생체전자소자(Organic
Bioelectronics)의 핵심 소재인 고성능, 고안정성 전도성 고분자개발 기술은 현재 유기전자소자 분야와 의공
학분야에서 가장 관심이 큰 주제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결정형 전도성 고분자 제작기술은 간단한 방
식으로 고분자의 안정성과 성능을 동시에 올릴 수 있어, 추후 심장, 신경의 자극 및 신호획득 플랫폼의 설계에
활발히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본 연구 성과는 재료기술 분야 권위지이자 Nature 자매지인 NPG 아시아 머티리얼스(NPG Asia Materials)
2018년 4월 16일 온라인 판에 게재됨.
[그림] (가) PEDOT:PSS 필름에 배양된 심근세포의 직접적 전기자극 플랫폼 제작 (나) PEDOT:PSS 전극에 인가한 전기
자극에 따른 개별 심근세포의 활동전위 변화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이흥노 교수 연구팀

초 광대역 레이더 신호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신하는 기술 개발
▶연구팀은 수십 GHz 수준의 광대역 내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
는 복수의 전파 신호를 한꺼번에 왜곡 없이 수신할 수 있는 새로운 초
광대역 신호 수신 시스템 이론을 개발함. 새로운 초 광대역 신호 수신기
는 4차 산업혁명의 필수요소 중 하나인 빅 데이터 확보에 용이하게 사
용될 수 있음. 기존에는 수신 불가능했던 초 고주파수 영역의 신호정보
를 디지털 전환하고 빅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1]
디지털 변환 시 발생할 에
일리어싱을 수학적으로 추
적하기 위해 아날로그 신호
의 스펙트럼을 전처리(Preprocessing)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1928년 이래로 사용되어 온 Nyquist 방식의 딜레마
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으며, 연구의 성공으로 신호 수신 시
스템의 수신 대역폭이 크게 확장되었고, 값싼 하드웨어를 사용해도 초
광대역 신호 수신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본 연구 성과는 신호처리 분야 저명 학술지인 IEEE Transactions on
Signal Processing에 2018년 4월 9일자로 온라인 게재됨.

[그림3]
에일리어싱 제거를 위한 디지털
후처리(Post-processing)를
수행한다.

[그림2]
디지털 변환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에일리어싱 현상을 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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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기술연구소

김문상 교수 공동연구팀 (와이앤엠시스템즈와 공동 연구)

공연 몰입형 감상을 위한 다차원 영상 촬영 기술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 로봇, 센서 및 실가상 정합 기술 등을 융합한 최첨단
공연 제작 기술을 공연 예술에 적용하여, 예술적 측면에서 더욱 창의적이고 감성적
인 측면을 부각시키며 인력과 장비 등에 소요되는 제작비용을 낮추고 제작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GIST의 공연영상 촬영 및 서비스 플랫폼 기술은 공연촬영 접근성 확대와 양질의 영
상 제공은 물론,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연예술분야의 기술 표준화 및 공연영상
제작 효율화를 통해 국내공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첨단 공연촬영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문화산업을 창출하고 영상 창작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GIST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경상남도
김해시, ㈜호텔롯데롯데월드, ㈜엘지전자 등과 문화기술연구개발 정책지정과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적극 협력할 예정임.

신소재공학부

[그림] 클라우드 기반 공연 영상 극장 상영 예상도

김동유 교수 연구팀

새로운 형태의 고성능 유기 반도체 소재 개발
▶연구팀은 높은 전기적 특성을 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퀴노이드(Quinoid) 구조 기반의 공액 고분자 개발
에 성공함. 현재까지 보고된 퀴노이드 공액 고분자 중 가장 높은 성능을 확인하였고, 쉽고 간단한 제조
공정을 통해 저렴한 단가의 유기 반도체 소재의 제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이번 연구를 통해 고성능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를 위한 유기분자 구조의 설계 방법으로 퀴노이드 구조
를 공액 고분자에 도입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더 높은 전기적 특성
을 갖는 새로운 구조의 유기 반도체 소재를 합성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성과임.
▶본 연구 성과는 권위 있는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 IF: 19.791)에 4월
23일자로 게재됨.
[그림] 개발된 퀴노이드 공액 고분자를 적용시킨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 소자

기계공학부

이용구 교수 연구팀

3D 프린터를 이용한 자동조립 의료용 스텐트 개발
▶연구팀은 4D 프린팅 기술1)을 이용하여 평면 구조물이 3D 프린터로 제작되면 이후 자동으로 원
통 구조물로 변형 및 조립까지 가능한 의료용 스텐트2) 제작기술을 개발하였음.
▶제작 및 후처리 과정 축소로 인한 비용과 생산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으며, 시장성이 매우 큰
분야임에도 국내 의료기기 수입품목 1위가 스텐트인 실정인데, 본 기술을 통해 수입대체 효과와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본 연구 성과는 재료과학분야 전문 국제학술지 Macromolecular Materials and Engineering 4
월 16일자에 온라인 게재됨. 관련 특허 성과로 국내등록 1건, 국내출원 2건, 미국출원 1건이 있
음. 현재까지 총 22건의 언론보도가 되었음(연합뉴스, 전자신문, KBS, MBC 등).
1) 4D 프린팅 기술(4D Printing): 3D 프린팅 기술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더해진 것으로 특정 외부환경이 주
어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하는 형태로 변형되는 기술을 의미
2) 의료용 스텐트(Medical Stent): 체내의 혈관, 담도, 식도 등이 좁아졌을 때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
록 확장시켜주는 원통형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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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구조물의 변형 원리 및 과정(위)과
변형 과정 및 제작 완료된 실험결과(아래)

GIST 연구처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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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덕 교수 연구팀

생명과학부

GIST대학 학부생, 제1저자로 참여논문 SCI 저널에 리뷰 등재
▶GIST대학 조수인 학생(생명과학전공 4학년, 지도교수:
생명과학부 전창덕 교수)이 제1저자로 참여한 리뷰논
문이 SCI급 저널인 ‘Jouranl of Leukocyte Biology’에
게재됨. 리뷰 논문은 해당 분야의 최신 성과를 망라해
자신의 의견을 붙여 평가하는 것으로, 학부생이 SCI 저
널에 리뷰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임.
▶리뷰 논문에서는 Transgelin-2의 생화학적 특성 및 면
역 세포에서의 생리학적 조절 및 작용기작을 분석하였
으며, 무엇보다도 Transgelin-2의 T세포 활성화 기작
을 이용한 세포기반 항암면역요법(cell-based cancer
immunotherapy)의 타당성 및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논하였음.

[그림] 다양한 면역세포에서의 Transgelin-2의 기능

▶본 연구성과는 권위 있는 학술지 ‘Journal of Leukocyte Biology (IF:4.289)’ 에 5월 11일자로 게재됨.

김인수 교수

지구환경공학부

신소재공학부

윤명한 교수 공동연구팀

그래핀 나노섬유를 이용한 초고투과성 수처리막 제작
▶그래핀(Graphene)을 나노섬유의 형태로 제작하여 지지층(Support Layer)이 없어도 물리적 강도 확보가 가
능한 초고투과성 수처리막을 개발하였음.
▶이번 연구는 지지층이 없이 그래핀과 나노섬유를 이용해 물리적 강도를 확보하면서 수처리 효율을 급격하게
향상시켜, 수처리막 제작에 있어 돌파구를 마련한 첫 사례이며, 향후 수처리 시장에서 널리 적용되길 기대함.
▶본 연구성과는 화학물리분야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JMCA)에 4월 4일(수)에 온
라인 게재되었고, 표지논문(Frontispiece)으로 선정됨.
[그림]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JMCA)에 표지논문(Frontispiece)으로 선정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남호정 교수 연구팀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과제에 선정
▶남호정 교수가 제안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연
구과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바이오분야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됨.
해당 과제는 빅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연구개발사
업을 통해 생산된 50만 건의 화합물 연구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
여 신약개발 시간·비용을 1/3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해당 과제는 남호정 교수(전컴), 이현주 교수(전컴), 김용철 교수(생명), 안진
희 교수(화학), 그리고 한국화학연구원의 학제간 융합으로 인공지능 연구자
와 신약개발 연구자가 한 팀이 되어 연구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신
약 후보물질 예측 모델을 개발 검증할 계획임. 본 연구는 10억원의 연구비
를 지원받아 향후 2년간(2018-2019) 추진될 예정.
[그림]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추진체계(안)>
(출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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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공학부

이광희 교수 연구팀

에너지 전환효율 및 재현성이 우수한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연구팀이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1) 소자의 낮은 재현성
원인을 규명하고 에너지 전환효율 및 재현성이 우수한 태양전지를 개발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 및 재현성 저하 원인을 밝히고, 이를 계면 공학적 방법으로
해결하여 소자의 재현성을 약 2배 향상시켰으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함.
▶본 연구성과는 환경과학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에너지 엔 인바이런멘탈 사이언스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IF: 29.518)지에 5월 7일(월)자로 게재됨.
1)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결정구조를 가지는 유·무기 복합 이온성 결정소재를 광활
성층으로 이용한 태양전지
[그림] 연구팀이 규명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소자의 광전하 수집과정 모식도

생명과학부

박성규 교수 공동연구팀 (서울대학교 정구흥 교수팀과 공동연구)

간암 악화 메카니즘 규명, ‘체내 활성산소’간암 악화 핵심 요인 입증
▶연구팀이 악성 간암 발달에 체내 활성산소가 주로 관여하는 현상을 밝혀냈으며, 나아
가 악성간암 질병의 새로운 생물학적 매커니즘을 규명함. 국내 연구진이 체내 활성산
소가 간암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악성간암 치료법 개발의
초석을 마련한 것.
▶활성산소가 간암에 관여함을 밝힌 지난 연구결과에서 더 나아가 활성산소가 간암신호
전달에 중요한 단백질(PDIA3, DKC1)을 직접 조절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기전을 규명
한 것에 의의가 있음.
▶본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헤파톨로지(Hepatology)'저널에 5월 25일(금) 게재됨.
[그림] 활성산소에 의해 DKC1의 발현이 조절되어 간암이 진행되는 모식도

신소재공학부

이상한 교수 연구팀

광전극 결정 방향 제어로 고효율 친환경 수소생산
▶비스무스 바나데이트 광전극이 결정 방향에 따라 상이한 광 반응 특성
을 가진다는 사실을 최초로 실험으로 밝혀 고효율의 물 분해 수소 생산
을 위해 광전극의 결정방향의 제어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함.
▶이번 연구를 통해 친환경 수소 생산을 위한 대표적인 광전극 물질인 비
스무스 바나데이트가 근본적으로 결정방향에 따른 전하 전달 특성에 있
어 이방성을 지니고 있음을 실험적으로 명확히 제시했고, 이 사실에 기
초하여 특정 결정방향으로 합성된 광전극을 제작하는 것이 수소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함.
▶본 연구성과는 화학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인 에이시에스 카탈리시
스(ACS Catalysis, IF=11.384)에 2018년 5월 22일 온라인으로 게재됨.

8

Research newsletter

[그림] 다른 결정 방향을 갖는 비스무스 바나데이트 광전극 박막의 광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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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조 교수 연구팀

신소재공학부

맹점 없는 전방향 이미지센서 개발
▶연구팀은 플렉시블 전자소자의 3차원 변형을 통해 베젤과 전기 배선에 의한 맹점이
원천적으로 제거된 카메라 센서를 제작함.
▶해당 연구는 2차원 평면에서 개발되는 고성능의 전자소자를 손상 없이 손쉽게 3차원
으로 변형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한 것. 연구팀은 향후 사면체를 넘어 십이면체, 이십
면체 등의 구체와 유사한 형태의 다면체 이미지센서를 연구할 계획임.
▶본 연구성과는 신소재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
IF: 21.95) 6월 7일자 논문으로 게재되었고, 표지논문 (backcover)으로 선정됨.
▶7월 27일자로 어드밴스드 사이언스 뉴스(Advanced Science News)에 비디오 앱스트
랙트(Video Abstract)로 소개되었고, 연합뉴스 등 17건의 언론 홍보가 됨.

[그림] 용매증기 가소화 공정도 및 가소화의 전극보호 효과

왕세명 교수 공동연구팀

기계공학부

반사 없이 음파 투과하는 ‘제로 굴절률 메타물질’ 개발
▶연구팀이 수중에서 음파를 반사시키지 않고, 들어온 그대로 투과시키는
물질을 개발함. 마치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수중 스텔스의 핵심기술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됨.
▶음향을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어 기계 및 의학 산업은 물론 건축현
장에서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잠수
함 표면을 메타물질로 설계한다면 음파탐지시스템으로 결코 관측되지 않
는 스텔스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본 연구성과는 융합과학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
(Scientific Reports – IF: 4.259)에 5월 게재됨.

융합기술원 의생명공학과

[그림] 연구진이 개발한 ‘제로 굴절률 메타물질’

김재관 교수 연구팀

근적외선 분광기법을 통한 마취 중 뇌 혈류역학 및 의식 상태 변화 모니터링
▶연구팀은 근적외선 분광기법을 이용하여 마취 중 뇌 혈류역학변화를 모
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마취 중 의식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함. 뇌 혈류역학 변화를 통해 케타민 마취 중 의식 변화를 구별함으
로써 새로운 마취심도 감시지표의 가능성을 제시함.
▶이번 연구는 뇌파 변화와 무관하게 혈류역학적 변화를 통하여 케타민
마취 중 의식 변화의 관찰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으로 추후 새로운 마취
심도 측정 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함.
▶ 본 연구성과는 광학분야 상위저널인 Journal of Biophotonics에 5월 25
일(금)자 온라인에 게재됨.
[그림] 마취약제에 따른 EEG 신호변화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 (A) Isoflurane 마취 하에서 나타나는 억제된 양상의 EEG신호.
(B) Ketamine 마취 하에서 나타나는 흥분된 양상의 EEG 신호.
New Technology Global Frontier - 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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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공학부

이윤호 교수 공동연구팀 (호주 curtin 대학 Allard 박사팀과 공동연구)

신개념의 철산화제(페레이트)를 이용한 친환경·고효율 수처리 기술 개발
▶연구팀은 페레이트라는 철(iron) 기반 친환경 산화제를 이용하여 요오드 이온이 존재하는 물도 독성 부산물 발생없이 처리하는데 성공, 안전한 먹는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고효율 수처리 기술을 개발함.
▶이번 연구는 페레이트라는 친환경·고효율 수처리제를 활용한 신기술을 제시하여 물 부족 지역의 먹는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는 화학반
응에 대한 이해를 통해 환경 신기술 개발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임.
▶본 연구성과는 환경과학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에 6월 1일(금)자 온라인에 게재됨.

[그림 1] 페레이트와 요오드이온(I-)의 반응경로

[그림 2] 페레이트와 요오드이온(I-)의반응 중 I-, HOI, IO3- 의 농도 변화

사업선정 및 수상

과기정통부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과기정통부 리더연구사업

●

연구책임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이현주 교수

●

연구책임자: 물리광과학과 도용주 교수

●

과제명: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바이오마커 발굴 및 검증 시스템 개발

●

과제명: 위상 양자 소자 연구단

●

총 연구기간: 9년

●

총 연구기간: 4년

●

총 연구비: 21억 원

●

총 연구비: 34억 원

산자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실지원사업

●

연구책임자: 융합기술학제학부 김진호 교수

●

연구책임자: 신소재공학부 태기융 교수

●

과제명: 신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보조서비스용
Open ADR 표준기반 수요반응(Fast DR)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과제명: 온도 감응 나노젤 기반 고효율 나노촉매/효소 반응기 개발과
응용 연구

●

총 연구기간: 3년

●

총 연구기간: 3년

●

총 연구비: 20억 원

●

총 연구비: 14억 원

과기정통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연구책임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남호정 교수

●

과제명: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

총 연구기간: 2년

●

총 연구비: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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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GIST-Caltech
공동연구사업 하계워크숍

개 요

2018년 수행중인 GIST-Caltech 공동연구과제
진행현황 공유 및 의견 교환

일 시

2018. 7. 17.(화) 15:00~20:00

목 적

홀리데이 인 광주 미팅룸 2-3

2018 친고령산업육성
치매·낙상 전문 워크숍 개최

개 요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가 주관하는「2018 친고령 산업 육성 치매·낙상 전
문워크숍」을 개최

일 시

2018. 6. 27.(수)

목 적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해양 수산 IoT 기술 융합 시스템 국산화
첫 자체 평가회 개최

개 요

유무선통합정보통신연구센터가 한·러 MT-IT 융합
기술연구센터가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
흥원이 추진하는 수산-IoT 융합 선도사업의 “어구
자동식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추진현황 자체평가
회의를 개최

일 시

2018. 5. 25.(금)

목 적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New Technology Global Frontier - 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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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프로젝트 발대식 개최

개 요

GIST대학이 무한도전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된
14팀, 69명의 학생들과 함께 발대식을 개최

일 시

2018. 5. 23.(수)

목 적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 1층 소극장

글로벌 진출 지원
베트남 현지 프로그램 시행

개 요

창업진흥센터가 베트남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수처
리 엔지니어링 기술 업체인 로스웰워터, 기능성 콜
라겐 화장품 업체인 마린테크노 등 13개 기업과 IR
및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함.

일 시

2018. 4. 11.(수)~ 14.(토)

목 적

베트남 하노이

첨단지역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과학세상
행사 개최
개 요

고등광기술연구소가 광주 첨단지역 초등학생들을
초청해 초등학생들에게 빛과 레이저에 대해 쉽게 이
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일 시

2018. 4. 17.(화)

목 적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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