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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 Technology Review webpage > Topics > 10 Breakthrough Technologies에서 발췌, 요약하였음.

MIT 선정 2019년도 10대 혁신 기술:
10 Breakthrough Technologies 2019
•MIT가 최근 <MIT Technology Review>를 통해 ‘2019 10대 유망 기술’을 발표
•빌 게이츠를 객원 큐레이터로 초청해 2019년의 미래기술 10가지를 선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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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미래유망기술

기술 정의

1

Robot Dexterity
(능숙한 손재주 로봇)

로봇이 현실 세계의 복잡한 것들을 다루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임.

2

New-Wave Nuclear Power
(소형 원자력 발전 시스템)

새로운 원자력 설계는 더 안전하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 수십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가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및
재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음.

3

Predicting Preemies
(조산 예측)

4

Gut Probe In A Pill
(내시경 알약)

5

Custom Cancer Vaccine
(개인 맞춤형 항암백신)

건강한 세포에 큰 타격을 주고 종양에 효과적이지 않는 기존의 화학 요법의 단점을 극복

6

The Cow-Free Burger
(인공고기로 만든 버거)

실제 고기의 맛과 영양이 유사하지만 실제 고기 생산에 배출되는 배출량의 7%밖에
미치지 않는 인공고기를 실험실에서 배양하여 개발.

7

Carbon Dioxide Catcher
(이산화탄소 포집기)

직접 공기 포집 방법 접근 방식으로 1톤 당 100달러 이내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

8

An ECG On Your Waist
(손목형 심전도기기)

웨어러블 기기로 지속적인 심장 모니터링이 가능. 의료용 기기의 정밀도에 가까운 성능.

9

Sanitation Without Sewers
(하수처리장이 필요없는 변기)

세균 및 바이러스보다 작은 세공을 가진 혐기성 막으로 오염 물질을 걸러내어 하수도
시스템 없이 작동하여 그 자리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

10

Smooth-Talking AI Assistant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인공지능 비서)

기존의 범위가 좁은 지시어만 인식했던 AI 비서 기능에서 향상된 기능과 향상된
음성 합성 기능을 통해 자연스러운 대화와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

능숙한 손재주 로봇_MIT Technolog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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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Technology Review>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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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혈액 검사로 인산부가 조산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
작고 삼킬 수 있는 장치는 유아나 어린이에게도 마취 없이 장내 질병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함.

내시경 알약_MIT Technology 제공

인공고기로 만든 버거 패티_위키피디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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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화 박사 연구팀 (美 밴더빌트 의대 Osheroff 교수 공동연구)

대표적인 항암제 표적 단백질인 2형 토포아이소머레이즈의 작동기전 규명
▶연구팀은 단일분자 형광 이미징 기술을 이용해 대표적인 항암제 표적 단백질 중
하나인 2형 토포아이소머레이즈가 DNA를 절단하는 전체 과정(결합(binding)구부림(bending)-절단(cleavage))을 실시간으로 관찰하여 이 단백질의 DNA 절단
위치 선택 메커니즘을 최초로 규명함.
▶이번 연구를 통해 2형 토포아이소머레이즈 단백질이 DNA 절단 위치를 선택하는
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하였으며, 향후 이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향상된 신규
항암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
(세포로지스틱스 연구센터)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됨.
▶본 연구 성과는 셀 자매지인 셀 케미컬 바이올로지(Cell chemical biology)
온라인 저널에 2019년 1월 31일(목) 게재됨.

[그림] 단일분자 형광 이미징 기술을 통해 본 연구에서 밝힌 2형 토포아이소머레이즈와
DNA의 선택적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그림

생명과학부

전장수 교수 연구팀 (전남대학교 류제황 교수 공동연구)

퇴행성관절염의 원인은 콜레스테롤!
▶연구팀은 지금까지 발병원인이 불명확하던 퇴행성관절염1)이 콜레스테롤2)에 의해 유발됨을 세계 최초로 증명함. 정상연골에 비해 퇴행연골에서 콜레
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유입되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증가된 콜레스테롤 대사산물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퇴행성관절염을 유발함을 밝혀낸 것.
▶본 연구를 통해 퇴행성관절염이 단순히 노화에 따른 부수적인 질병이 아니라 동맥경화처럼 콜레스테롤 대사에 의해 능동적으로 유발되는 대사성
질환임을 밝혀냄. 퇴행성관절염의 예방 및 치료법 개발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집단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됨.
▶본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2019년 2월 7일자 게재됨.
1) 퇴행성관절염(osteoarthritis) :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연골이 파괴되고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
2) 콜레스테롤(cholesterol) : 지방성분의 일종으로 생명현상 유지에 필수적인 성분이지만 동맥경화나 치매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함

[그림] 콜레스테롤에 의한 퇴행성관절염 유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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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광섭 교수 연구팀 (건국대학교 조한익 교수,

美 조지아공대 공동연구)

전기차 주행거리 3배 늘릴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연구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용량이 최대 3배 향상된 새로운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에 성공함.기존 상용 배터리인 그
라파이트(음극), 리튬금속산화물(양극)는 모두 에너지 저장용량이 현저히 적고, 현재 기술로는 이론용량1)에 거의 도달하여 저장용량을 증가시키는 데
에 한계에 직면함. 이 가운데 연구팀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새로운 전극 재료로써 황-금속(몰리브데늄) 화합물에 주목하고 이를 이용해 현재의 리튬이
온 배터리의 양극재보다 무게 당 용량이 최대 6배(에너지 밀도 3배) 향상되고 충·방전 2,500회 동안 초기 성능의 90%이상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전
극 소재, 배터리 시스템 및 실시간 전기화학적 처리법을 개발한 것.
▶본 연구는 고용량·초저가인 황-금속 화합물 소재를 이용한 새로운 리튬이차전지의 성능 및 안정성을 상용에 가까운 수준으로 향상시켰다는데 큰 의
의가 있고, 향후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전기자동차
와 에너지저장 시스템으로 상용화함으로써 대용량 이
차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됨.
▶본 연구 성과는 ACS (American Chemical Society)의 저
명 나노과학 저널인 ACS Nano (2017인용지수: 13.7)
에 12월 24일자로 온라인 게재됨. 2019년 2월 출판 저
널의 전면 표지 (Front Cover)로 선정됨.
1) 이론 용량: 리튬이온전지용 전극 물질이 가지는 고유의 최
대 리튬 저장량(=전하 저장량)으로 실험적으로 이보다 높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그라파이트의 경우에는 탄소 원자 6
개당 하나의 리튬 이온이 저장되는데, 이를 계산하면 374
mAh/g이 됨.

신소재공학부

[그림] ACS Nano 전면 표지
(Front Cover)

[그림] 황-금속 화합물 양극의 실시간 전기화학적 처리를 통한 성
능 및 안정성 향상 과정.

이은지 교수 연구팀

유기태양전지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고분자 나노전선-광활성충의 삼차원구조 규명 성공
▶연구팀은 유기태양전지 내 광활성층에 전도성 고분자 나노전선 제조 기술을 도입하여 태양광 조사 시 전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
발함. 또한, 광활성층의 형태학적 구조 안정성에 기인함을 투과전자현미경 토모그래피1)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규명함. 연구팀은 용액 상에서 폴리
헥실싸이오펜(poly(3-hexylthiophene))2) 전도성 고분자의 결정화를 유도하여 약 10nm 두께를 가지는 나노전선을 제조, 플러렌 유도체와 혼합
하여 이종 접합 구조를 갖는 광활성층 박막을 제조함. 이를 통해 열이나 용매를 이용한 후처리 공정 없이도 광전변환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엑시톤 확산거리를 만족시키는 전자 주개와 받개의 상분리를 유도하였고, 광조사에 따른 형태학적 구조 및 효율변화는 일반적인 블랜드 광활성층
박막과 비교하여 확인함.
▶본 연구는 고분자 자기조립 나노기술을 유기태양전지 광활성층에 도입하여
소자 안정성을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효율저하를 야기하는 광활성층의 열
화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는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
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존에 개발된 고효율 유기태양전지의 장기안정성
을 재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됨.
▶본 연구 성과는 재료분야 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에 2019년 1월 30일자로 게재됨.
1) 투과전자현미경 토모그래피: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여러 각도로 획득한 일련의
이미지들을 재건축하여 삼차원 형태학적 정보를 추출해내는 기법. 삼차원 투과전자
현미경으로도 일컬음
2) 폴리헥실싸이오펜: 104 cm-1의 흡광계수를 가지는 대표적인 유기태양전지 물질.
플러렌과 벌크헤테로 접합 박막 제조 시, 폴리헥실싸이오펜은 전자 주개, 플러렌은 전
자 받개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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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기태양전지 구조 모식도와 열, 대기, 광에
따른 소자 효율 저하 그래프, (나) 일반적인 P3HT/플러렌 블랜드 활
성층의 광조사에 따른 거대상분리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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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관 교수 연구팀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상훈 박사 공동연구)

근적외선 분광 센서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 부항치료 기반 기술 개발
▶연구팀이 근적외선 분광 센서가 내장된 부항 컵을 이용하여 부항 시술 중 혈류역학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부항의 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관찰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함. 연구팀은 혈역학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근적외선 분광시스템을 구축, 근적외선 분광 센서가 삽입된 부항 컵을 직접 디자인 및
제작하여 부항의 시술 중 혈류역학 변화를 통해 부항 시술 중 산화헤모글로빈(OHb)의 농도변화 및 혈류량이 치료 부위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함. 또한, 부항 시술이 끝나고 난 후에도 치료 부위 및 주변 부위에서 산화헤모글로빈의 농도와 혈류량이 치료 전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함.
▶본 연구를 통해 부항의 효과 기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혈류역
학적 변화를 부항의 시술 부위에서 처음으로 관찰하였고, 이를 통해 아
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항 치료의 기전에 관한 가설들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또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부항의 시술 효과를 실시
간으로 관찰함으로써, 부항 시술에 있어 환자에 따른 개인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시술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선도기술개발사업, GIST GRI 사업 및
의생명 융합기술 연구 사업,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스마트 부항 장치 개
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됨.
▶본 연구 성과는 광학 분야 상위 저널인 <Journal of Biophotonic>에
2019년 1월 2일 자 온라인으로 게재됨.

의생명공학과

[그림] 10명의 피 실험자로부터 관찰된 1분간 기준선 측정 및 5분간 부항 시술 그
리고 4분간 회복기간 포함한 혈류역학 변화 OHb(산화 헤모글로빈), RHb(환
원헤모글로빈) 굵은 선 – 10명의 평균변화, 연한 면적 – 10명의 표준편차.
(A) 부항의 시술 부위. (B) 시술 부위로부터 2cm 떨어진 주변 부위.

박한수 교수 연구팀 (서울대학교 조성엽 교수, 가천대학교 길병원 이원석 교수 공동연구)

유전체분석을 통한 진화적 암유전자 변이와 항암제 내성의 새로운 연관성 제시
▶연구팀은 암환자의 조직 및 환자유래 이종이식 마우스 모델의 유전체 분석
을 통해 암조직이 전이과정에서 발생한 진화적 유전자 변이가 항암치료 반
반응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증명하고, 새로운 항암치료 반응예측전략을
제시함.
▶연구팀은 유전체 분석을 통해 대장암 조직이 전이하는 동안 진화적으로 전
사체적(transcriptomic) 및 후성적(epigenetic) 변화를 보이고, 유전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서브클론(subclone)1)이 다양할수록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고 밝힘.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획득한 돌연변이 또는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실제 생체 내에서 항암치료 내성이나 치료 반응에 다양한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환자유래 이종이식 마우스모델을 통해 확인 한 것. 기존에는 암 환
자에게서 항암치료에 대한 내성 및 재발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유
전체분석을 통해 개인별 맞춤으로 전이성암 환자의 예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이번 연구를 통해 임상유전체 분석을 활용하여 환자의 유전체를확인하
고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함으로써 환자와 국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치료와 생존률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함.
▶본 연구 성과는 미국암학회(AACR)가 발행하는 상위 5% 학술지인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Clinical Cancer Research/Impact Factor=10.199) 2019년
1월 22일 자에 게재됨.
1) 서브클론: 새로운 돌연변이가 발생한 세포

[그림] 다기관 전이가 있는 대장암 환자 종양의 진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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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민 교수 연구팀 (나노종합기술원 강일석 박사 공동연구)

수십 나노 미터의 반도체 물질로 접히는 색상 필터 만들다
▶연구팀은 실리콘(Si) 물질 기반의 나노 포토닉 구조1)를 이용하여 접히는 형태의 다양한 색상 표현이 가능한 컬러 필터 구조의 원리를 규명하고, 최적
필터 구조를 설계 및 제작하는데 성공함. 또한, 제작된 구조를 이용하여 위조방지 홀로그램 스티커로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함. 일반적인 색상
필터는 염료나 안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어렵고, 친환경적이지 못하며 태양광 스펙트럼에 포함된 자외선 빛을 받게 되면, 광퇴색2)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염료나 안료를 사용하지 않은 구조색을 이용한 색상 필터 제작 연구가 활발해짐. 허나 이러한 구조색 또한
딱딱한 절연체 또는 반도체 물질을 기반으로 한다는 단점과 제한된 색상 표현이라는 단점이 있어 기존의 색상 염료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함.
▶연구팀은 본 연구를 통해 기존 구조색의 단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성숙한 반도체 소자 및 기술을 손쉽게 응용할 수 있게 함. 이는 초박막 광학 필터, 태
양전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 반도체 물질을 사용하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본 연구의 말미에 제작한 접히는 위조방지
홀로그램 스티커로의 응용도 가능할 것.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실지원 사업,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사업, 글로벌박사양성 사업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초연구과제, 광주과학기술원의 GRI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됨.
▶본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Scientific Reports’에 2019년 3월 4일 자에 게재 승인됨.
1) 나노 포토닉 구조: 나노 미터 스케일로 형성된 표면 또는 입자에 의한 광학적으로 특별한 현상
2) 광퇴색: 빛에 의한 염료의 퇴색. 화학 물질들이 화학 반응을 하여 변색되거나 혹은 무색의 화합물로 변하는 것

[그림] 제안된 나노 포토닉 구조의 모식도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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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기능 향상을 위한 전기 자극의 전류 분포와 세포간의 상호관계 규명
▶연구팀은 뇌기능 향상 및 뇌질환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전기 자극의 영향력을 예측하는 정확도 높은 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기억력, 학습능력 증진과 같은 뇌기능 향상과 뇌졸중, 파킨슨병, 우울증 등의 뇌질환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뇌 전기 자극1)’기법들 중 ‘비 침습적
뇌 전기 자극(Non-invasive brain stimulation)’이 미치는 영향을 멀티스케일 모델링을 구축하여 거시적 단계(전류 분포)뿐만 아니라 미세 단계(신경
세포 활성화 반응)에서도 연구하고 관계를 규명한 것.
▶이번 연구는 컴퓨터 기반 뇌 자극의 영향을 세포 단위에서
규명함으로서 뇌의 기능을 이해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뇌 관련 질환 치료를 돕는 전기 자극 뉴로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치료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뇌기능 향상을 위해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본 연구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창조적 도전과제와, 한국연구재단의
개인연구자지원사업, 교육부의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정보통신
기술진흥센터(IITP)의 지원을 받아 수행됨.
▶본 연구 성과는 신경 조절 저명 학술지(IF 6.12, JCR 랭크 상위 9%)인
‘Brain Stimulation: Basic, Translational, and Clinical Research
in Neuromodulation’에 2019년 1월 22일자로 게재됨.
1) 뇌 전기 자극: 외부에서 가해지는 전기 자극을 통해 신경세포 활성
을 조절하는 방법

지구환경공학부

[그림] MRI에서 획득한 해부학적 정보가 반영된 뇌 정교 컴퓨팅 모델(가)을 활용해 전극의 타
입과 위치에 따른 자극 유도 전류 분포도(나)를 가시화함. 자극에 의해 유도된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나; 전류 분포도의 빨간색의 영역) 해당 영역에 위치한 신경세포가 활
성화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음.

박영준 교수 연구팀

상온에서도 녹지 않는 얼음을 이용해 바닷물 담수로 만드는 새로운 방법 개발
▶연구팀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상온에서도 녹지 않는 일종의 얼음형태인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형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바닷물 속 염분
을 포함한 용해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함. 연구팀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낮은 고리형 탄화수소들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분광학, 열역학 및 반응 속도론적 특성을 비교·분석한 것. 연구결과, 고리형 케톤1)의 일종인 사이클로펜탄온
2)
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형성 촉진제인 사이클로펜테인3)에 비해 각각 두 배 이상 빠른 결정 형성속도와 높은 가스 하이드레이트 전환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함. 가스 하이드레이트 형성 시 객체 분자 내 케톤 작용기에 의해 매우 독특한 형태의 수화반응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처음으로 규명한 것.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형성 촉진제를 첨가할 경우, 높은 온도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시간 대비 많은 양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될 수 있어 기존 가스 하
이드레이트 기반 해수 담수화 공정의 기술적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기존 기술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고효율 해수 담
수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본 연구는 교육부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SGER)의 지원을 받아 수행됨.
▶본 연구 성과는 화학공학 분야 상위 5% 이내 학술지인 ‘Chemical
Engineering Journal’에 2019년 1월 22일자로 온라인 게재됨.
1) 고리형 케톤: 카르보닐기(基)의 탄소를 고리 안에 포함하는 고리모양 유기화합물
2) 사이클로펜탄온: 탄소 원자 5개와 수소 원자 8개로 이루어진 고리형 케톤
3) 사이클로펜테인: 탄소 원자 5개와 수소 원자 10개로 이루어진 고리 모양 탄화수소
[그림] 이산화탄소 가스 하이드레이트 기반 해수 담수화 기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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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농도 바이오 에탄올의 경제적 회수를 위한 최적의 기술 제시
▶연구팀은 기존 기술보다 에너지 효율이 증대된 최적의 저 농도 바이오 에탄올1) 회수, 정제용 하이브리드 공정을 기술 경제성 평가2)에 기반하여 제시함.
연구팀은 방대한 양의 선행 연구논문 조사를 통해 물-에탄올 분리를 위한 시스템들의 기술적 특성, 에탄올 농도에 따른 기술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여
최적의 하이브리드 기술 조합을 비교 및 분석함. 그 결과, 2% 내외의 저 농도 에탄올을 먼저 증류 공정을 통해 약 85% 수준까지 정제한 뒤에 막 기반
투과증발 공정을 이용하여 약 99.7%의 고농도 에탄올로 정제하는 하이브리드 경로가 합성가스 기반 저 농도 바이오 에탄올 생산 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함을 제시한 것.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및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저 농도 바이오 에탄올
분리, 정제용 하이브리드 기술이 향후 합성가스 발효 공정의 상업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본 연구는 교육부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됨.
▶본 연구 성과는 에너지&연료 분야 상위 5% 이내 학술지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IF 9.184)에 2019년 2월 21일자로 온라인
게재됨.
1) 바이오에탄올(bio-ethanol): 미생물과 같은 생물학적 촉매의 사용 하에 옥수수, 사탕수수 등의 식량자원 및 생물기원 합성가스와 같은 기타 유기성 자원을 발효하여
생산된 C-2 알코올
2) 기술 경제성 평가: 해당 공정 기술의 가동을 위한 인프라, 운전비용을 바탕으로 에탄올을 목표 농도까지 분리, 농축시키는데 사용되는 이론적인 비용을 계산

[그림] 발효 후 배양액의 바이오 에탄올의 경제적 분리, 회수를 위한 하이브리드 기술 조합(source: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i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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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선정 및 수상

과기정통부 개인연구지원사업(중견연구)
●

연구책임자: 지구환경공학부 박기홍 교수

●

과제명: 대기 에어로졸의 노화에 따른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 변화 연구

●

총 연구기간: 5년

●

총 연구비: 14억 원

과기정통부 개인연구지원사업(중견연구)
●

연구책임자: 물리광과학과 조병익 교수

●

과제명: 초고속 단파장 광원 개발과 이를 활용한 나노플라즈마 연구

●

총 연구기간: 5년

●

총 연구비: 9억 원

과기정통부 개인연구지원사업(중견연구)
●

연구책임자: 신소재공학부 이재영 교수

●

과제명: 마크로파지 분극 조절이 가능한 면역친화, 다기능성 전도성 생체재료 개발 연구

●

총 연구기간: 4년

●

총 연구비: 6억 원

삼성전자(주) 민간수탁사업
●

연구책임자: 신소재공학부 이병훈 교수

●

과제명: Ferroelectric HfO2 기반 소자 심층연구 및 대안 소재 기술 개발

●

총 연구기간: 3년

●

총 연구비: 6억 원

New Technology Global Frontier - 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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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연구행사

개 요

해당도시가스와 협력하여 사회공헌 협력사업의 일환으
로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배움
마당 리딩수업’을 진행함.

일 시

2019. 2. 27.(수)~

장 소

연간 12개 지역아동센터 106명의 초등학생에게 학습
지도 계획

GIST사회공헌단, 해양도시가스와 협력
‘배움마당 리딩수업’ 진행

GIST 공동 주관,
“2019 세계 뇌주간”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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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GIST, 국립광주과학관,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 공동 주
관으로 세계적인 뇌과학 축제인 “2019 세계 뇌주간 –
광주”행사를 개최함. “뇌로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3개
의 강연을 진행함.

일 시

2019. 3. 16.(토)

장 소

국립광주과학관 상상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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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기술경영아카데미,
제9기 개강식 및
GIST발전기금 기탁식 개최
개 요

GIST기술경영아카데미(체계적인 CEO 교육프로그램
을 통한 비즈니스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1
년 최고기술경영자과정을 개설, 지난 해 제8기까지
총 310명의 수료생을 배출) 제9기 개강식을 개최.

일 시

2019. 3. 12.(화)

장 소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다목적홀

GIST ‘온새미로의 환경교실’ 운영

개 요

온새미로의 환경교실이 광주 지역아동센터 9개소를
방문하여 지식나눔을 하는 환경과학체험봉사 프로
그램.

일 시

2019. 3.~12.

장 소

광주 지역아동센터 9개소(한아름, 희망나눔, 즐거운,
탈무드, 첨단, 보금자리, 비아미래, 에덴, 빛과소금)

GIST 배움마당 16기 발대식 개최

개 요

GIST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GIST 대학생 및 대
학원생들이 자신이 배정된 광주광역시 소재 지역아
동센터에 매주 1회 방문하여 영어, 수학, 과학 등 교
과목 학습을 돌봄이웃(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도와주고 개별 진로상담을 진행하는 교육기부 활동.

일 시

2019. 3.~

장 소

광주 지역아동센터 2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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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9. 9. 1. 시행
<주요 개정 내용>
●

연구개발비 사용 방식의 표준화·간소화

- 연구행정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연구 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로 이원화 되어 있던 비목을 연구 활동비로 통합
- 소액의 소모성 경비에 대해 정산 서류 제출 면제
- 영수증서의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

●

학생연구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 박사 후 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할 증명 서류를 계획서에 첨부하도록 함

●

연구관리 체계의 효율화

- 부처별로 운영 중인 과제지원시스템(PMS) 및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서 작성 시 데이터관리계획을 수립

●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 제한

- 직접비의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집행비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금액을 회수
- 연구수당의 집행비율이 직접비의 집행비율을 20퍼센트 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율에 해당하는 금액 회수

<적용 시점>
●

의무 부가 사항은 공포 이후 공고되는 연구과제부터

●

연구비 규정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 가동되는 2019.9.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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