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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소개

박병준 박사,
KAIST 과학자들을 위한 아름다운 기부

홍정희 여사는...
홍정희 여사

미국 최대 규모의 제품실험연구소 설립자이신 재미사업가 박병준 박사와 홍정희 여사 부부는
대한민국 젊은 과학자들을 위해 아름다운 기부를 실천했다. KAIST를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박홍정희 한미여성 엔지니어 스칼라쉽 설립

만들어 달라며 지난 2007년 KI 빌딩 건립 기금으로 1000만 달러를 쾌척한 것. 그 염원을 담아

•춘천여고 박홍정희 장학기금 설립

2010년 KI빌딩이 완공되었으며, 현재 KAIST의 과학자들은 아름다운 연구공간에서 창의적인

•춘천 해양장학재단 설립

융합연구를 수행하며 세계를 선도할 과학기술 발전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박병준 박사

•MIT 박병준 박사•홍정희 여사 혁신강의실 건축 기증
•래히 종합병원(Lahey Clinic) 알테미즈 페지아노스 박사(Artemis G. Pazianos M.D.) 연구기금 출연
•MIT 박병준 박사•홍정희 여사 장학기금 출연
•서울사대부고 박병준 홍정희 장학재단 설립
•래히 종합병원(Lahey Clinic) 박병준, 홍정희 암연구/교육센터 (Cancer Research and Education Center) 설립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박병준, 홍정희 발전기금 출연
•Tufts Univ. 연구기금 출연
•Univ. of Connecticut 연구기금 출연
•KAIST 발전기금 출연(Chunghi & Byiung Jun Park KI Building)
•Univ. of Leeds 교환학생 리더십 프로그램 “Leeds to South Korea” 기금 출연

약력

Profile
Byiung Jun (BJ) Park

박병준
학력

1952

서울대학교 사대부고 졸업

1966~1986

美) 소비용품 실험 연구소 (Consumer Testing Laboratory) 부소장

1958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대학 학사

1986

美) 제품 실험 연구소(Merchandise Testing Laboratory, MTL) 설립

1961

MIT 공과대학 석사

1986~2001

美) 제품 실험 연구소 대표이사, 사장

1966

영국 리즈대학교 박사

2001

美) MTL, 프랑스 뷰로 베리타스 (Bureau Veritas) 합병

2001~2005

美) 뷰로 베리타스 소비용품 서비스사 특별 자문위원

2007~2012

KAIST 총장자문위원회 위원

2009~2012

KAIST 이사

경력

Chunghi Park

홍정희
학력

4

1952

서울대학교 사대부고 졸업

195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과학학사

1959

美) University of Lowell 석사

경력

1959~1990

美) 알버니 국제연구소 섬유화학 연구원

1986

美) 제품 실험 연구소
(Merchandise Testing Laboratory, MTL)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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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시대적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융합연구의 장,
KAIST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번영, 인류와
지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
융복합 연구를 통해
KAIST가 선도하겠습니다.

KAIST는 1971년 설립 이래,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정보화 혁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인류, 지구를 위한

2006년 설립되어 올해로 개원 16주년을 맞은 KAIST 연구원(KAIST Institutes, KI) 은 지나온 걸음을 살피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혁신적

독특한 빛깔의 세계 10위권 대학을 목표로 새로운 반세기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최고가 아닌 '최초' 연구를 지향하며, 새로운 문제를 정의

연구로 새로운 방향을 잡고 다가올 10년의 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십여 년간 KAIST 연구원은 바이오, IT, 로보틱스, 나노,

하고 해결하기 위한 What 연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스사이언스, 인공지능 분야의 6개 연구소를 주축으로 다학제 간 융합 연구를 주도하며 독보적인 연구성과들을 창출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다학제 간 융합연구’를 주도해 온 KAIST 연구원은 미래의 연구 분야를 ‘청노화·고령화 대응’, ‘Future Mobility’

최근 현대 사회는 COVID-19로 인한 전대미문의 세계적 감염사태와 초고령화,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마주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기후·환경 대응’으로 설정하고, 급변하는 인류 사회의 동향과 정부 정책에 따른 중점 연구를 통해 또 한 번의 혁신을 추진합니다. 또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기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KI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일찍이 감지하고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고자

‘융합+융합’의 메타 융합연구 시대를 새롭게 열며, 융합연구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Mission-Oriented 개념의 연구체계 개편 등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 KAIST 연구원 연례보고서에 담긴 대표 연구성과들은 그동안 KI가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한

KAIST 연구원은 인류의 삶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청노화·고령화 대응’, ‘Future Mobility’, ‘기후·환경 대응’으로 미래 연구 분야를

결과물입니다. 본 연례보고서가 KAIST 연구원의 성과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성장과 인류 사회의 번영에 공헌하며 융합연구를

설정하고, ‘융합+융합’의 메타융합 연구를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AI 기반 융합연구를 수행할 메타융합관(I)이

위한 소중한 지표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완공될 예정이고, KAIST 청노화 메타융합관(Ⅱ) 설립을 2025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융합 시대, KAIST 연구원의 또 다른 혁신과 도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KAIST 연구원은 '메타융합관Ⅲ for Future Mobility’ 및 ‘메타융합관Ⅳ for 기후환경 대응’ 설립을 추진하여, 인류 난제 해결에
중점을 맞춘 초경계적 융합연구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22년에는 대덕특구 및 지역사회의 모든 연구자들의 융합연구를 위한 소통

감사합니다.

과 화합의 장으로써 KI Open Lounge를 조성하여 KI가 더욱이 역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환경적 변화 속에서 KAIST 연구원이 국가 과학기술 산업 발전의 혁신적인 First-Move 연구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융합 연구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AIST 총장 이 광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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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연구소/센터 현황

대표연구성과

주요연구실적

교원현황

KI 연구소/센터 현황 - 연구소/센터 소개

바이오융합연구소  KI for the BioCentury

로보틱스연구소 KI for Robotics

목표 및 과업

바이오 관련 융합연구의 국내외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세계를 선도할 융합 분야를 선점 발전시켜
국가 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

목표 및 과업

비전

·바이오 융합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여러 바이오 연구 분야를 하나의 핵으로
응집시켜 발전시키는 융합 연구소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바이오 융합 분야의 탁월한 연구 역량 개발에 중점
·새로운 학제간 융합연구 및 학문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창조적
바이오 산업을 육성

·실제 환경에서 높은 신뢰성으로동작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신개념 로봇연구 수행
·차세대 무인이동체 원천 기술 및 실용화 방안 연구
·전자, 기계, 항공우주, 건축 및 환경, 전자 등 다학제 융합을 통한 로봇 연구 시너지 촉진

비전

·융합적 로봇공학 연구
·지능형 미래 무인이동체 연구

KIB

조병관

연구소장

bcho@kaist.ac.kr

중점연구분야

KIR

중점연구분야

·기계학습 기반 고성능 인식 기술
·로봇-인간 신개념 협업 프레임워크
·심층강화학습 기반 로봇 제어 기술
·다수 로봇의 협응 기술

심현철 연구소장

암발생 전이 제어
·암 전이의 기작과 타깃 및 바이오마커 발굴 연구
·암 전이 저해 타깃의 구조 분석을 통한 신약개발 기반 마련
·Natural Product 암 전이 억제 효과 분석

로보틱스

hcshim@kaist.ac.kr

모빌리티

퇴행성 뇌질환

·자율주행 트램, 무인수상정, UAM 등 차세대 이동수단 기술
·차세대 이동수단의 효율적 운용 기법

·뇌 인지 기능의 신경 메커니즘 연구
·손상된 뇌인지 기능 회복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방법 개발
생체 마이크로비옴
·노화 과정 및 관련 질병의 근원인 생체 마이크로비옴 패턴 연구
·생체 마이크로비옴 패턴을 밝히기 위한 혁신적인 분석 도구 개발
·건강한 노화를 위한 차세대 치료법 개발

나노융합연구소 KI for the NanoCentury

IT융합연구소  KI for IT Convergence
목표 및 과업

IT 기반 초지능 산업화를 위한 다학제적 연구

비전

초연결·초지능 사회의 태동을 선도하는 IT융합 신기술 연구소

ooem@kaist.ac.kr

B5G/6G 이동통신 및 무선전력전송 기술
·B5G 밀리미터파 대역/6G 테라헤르츠 대역 이동통신 기술
·차세대 RF 무선전력전송 기술
·고 분해능 4-D 레이다

KIITC

이준구

연구소장

rhee.jk@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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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선도하는 나노융합연구 허브 대학 연구소
·학제간 교류를 통한 창의성 발휘
·시너지를 위한 융합연구 추구
·협력을 통한 Win-Win 연구성과 성취

중점연구분야

기후변화 대응 나노기술
·환경, 물,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 나노기술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나노기술
차세대 배터리 나노기술, 태양 에너지 나노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나노기술

·첨단 나노센서 기술
(광학센서, 이미지/적외선센서, 유량센서, 날숨센서, 습도/압력센서, 관성센서, 자기센서)
·감염진단 나노기술
·혁신 멤브레인 나노기술

·Cloud 기반 IoT/WoT 프레임워크
·AI/ML 기반 IoT 데이터 스트림 분석
·가상 및 증강현실/증강휴먼
집적 센서

비전

차세대 보건의료 나노기술

IoT/WoT

·Digital Twin 기반 응용 연구
·스마트 집적센서 및 네트워크
·헬스케어, 안전 관련 기술

다학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노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학과간의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학제간 공동연구를 촉진하여 창조적 융합연구 추진. 이를 통해 나노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함

KINC

정희태 연구소장
중점연구분야

목표 및 과업

양자 IT
·위성 양자암호통신 기술
·포토닉 양자컴퓨팅 기술

차세대 정보기기용 나노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나노기술
·웨어러블 일렉트로닉스 나노기술
·차세대 반도체 나노기술

산업체 맞춤형 나노소재/소자기술
·신 나노소재 개발 및 나노프로세스/시스템 기술
·나노제조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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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연구소/센터 현황

대표연구성과

주요연구실적

교원현황

KI 연구소/센터 현황 - 연구소/센터 소개

헬스사이언스연구소

사우디 아람코-KAIST CO2 매니지먼트 센터 Saudi Aramco-KAIST CO

KI for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2

목표 및 과업

의학과 공학의 융합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헬스케어 분야를 선도적으로 개척하고자 함

목표 및 과업

지구 온난화 주범인 CO2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효율개선 뿐 아니라 CO2를 포집
하고 경제성 있는 물질로 전환하는 연구개발을 수행

비전

·의료-공학의 다학제적 융합연구를 통한 혁신적인 미래 헬스케어 신기술 개발
·헬스사이언스 분야의 학·연·산·병 R&D 역량의 통합을 통한 미래 헬스케어 산업과
시장 개척의 선도적 역할 수행

비전

·CO2 분리/포집, 전환, 저감 등에 관한 CO2 Management 원천소재, 시스템 구축 및 실증개발 연구
·세계 최초의 국제 공동 “CO2 Management 연구센터” 설립
·고부가가치의 기발하고 참신한 연구를 통한 CO2 Management 분야의 선도적 역할 수행
·높은 상업적 잠재력이 있는 다양한 기술권 획득, Saudi Aramco와 collaboration을 통한
상업화 추진

중점연구분야
KIHST

뇌영상 및 뇌기능조절
·개별 신경세포 활성 및 hemodynamics 측정 가능한 Dynamic Neuroimaging 기술
·Neuroimaging 기술 기반 퇴행성 뇌질환 및 정신질환의 기전분석 및 진단/치료기술

정  용 연구소장

·뇌영상 기반의 정서정보처리 분석
·뇌질환 치료를 위한 다양한 모드의 뇌조절 기술

yong@kaist.ac.kr

CMC

이재형 센터장

중점연구분야

· CO2 변환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세스
· 지속가능한 CO2 연료변환 기술

치료생체공학
·암미세환경에 대한 생물학적 분석
·암치료를 위한 표적나노의학기술
·인공 수용체를 활용한 협동적인
암세포막 표적 광나노치료기술

4차산업혁명지능정보센터

·모바일 헬스케어 요소기술
·모바일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및 실증적 분석
·디지털피노타입을 활용한 개인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FIRIC

오혜연 연구소장
alice.oh@kaist.ac.kr

KI for Artificial Intelligence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혁신 개술 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하고, 인공
지능 기술 허브 및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비전

미래 인공지능 핵심 및 응용 분야별 고도화 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연구소
인공지능 핵심기술
·뇌기반 인지추론 계산구조 및 학습 법칙
·영상/음성 기반 멀티 모달 표현, 인지 및 상호작용
·자연언어 처리, 이해, 생성 및 대화
·인간내면상태(의도, 감성, 신뢰, 기억, 윤리, 성격 등)
이해 및 계산모델
·인간다운 상황이해, 판단 및 행동 계산모델

·뇌-인공지능 인터페이스
·스마트 칩
·Quantum 머신 러닝

10

·지능형 서비스 에이전트
·자연과학 및 공학분야 문제해결
·의료 및 헬스케어
·지능형 로봇/드론 및 자율운전차
·신물질 설계 및 합성
·경영 및 금융
·정보보안
·환경 예측 시스템
·기타 전 산업

박수형 센터장
park3@kaist.ac.krac.k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igence Center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지능정보 기반 글로벌 전략 연구소

중점연구분야

·세계경제포럼 4차산업혁명센터와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분야
(AI, 블록체인, 정밀의료 등) 정책/거버넌스 공동연구 수행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최신동향 보고서 및 이슈 보고서 발간
·연구기관-전문가 협의체 운영 및 전문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내·외 정책토론회 및 공동회의 참석

Center for Epidemic Preparedness

목표 및 과업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의 바이러스학 및 면역학 연구를 수행

비전

·신종 감염병의 예방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술을 확립하고 이와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
·KAIST 내에서 신종 감염병 관련 융합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

중점연구분야
CEP

· 고효율 에너지 하비스팅/CO2 저장 기술 확보
· CO2 Management 시스템 접근법 개발

비전

전염병 대비센터

인공지능 응용기술

이산화탄소 저장 기술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동향 분석과 이들 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개발

soyoungkim@kaist.ac.kr

목표 및 과업

인공지능 미래기술

·CO2 포집을 위한 신소재

목표 및 과업

김소영 센터장

중점연구분야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이산화탄소 변환 기술

스마트 헬스케어

인공지능연구소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효율 개선을 통한 CO2 저감

jayhlee@kaist.ac.kr

바이오광학
·최첨단 생체현미경/내시현미경 기술
·레이저 홀로그래피 기반 고해상도
생체영상기술
·인간질환 광치료 기술
·임상적용 광학영상시스템

KIAI

Management Center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숙주 반응을 단일세포 수준에서 분석
·다양한 바이러스 질환 환자 면역세포의 단일세포 유전자 분석
·각 바이러스 질환의 특징적인 유전자 발현 패턴 규정
·항염증 약물 스크리닝 플랫폼 개발
신종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T세포 특성 규명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백신 개발

·신종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T세포 표현형/기능 특성 규명 ·바이러스 종 내에서 공통항원 발굴
·중증 바이러스 질환에서 T세포의 역할 규명
·공통항원을 이용한 백신 전략 개발
·신종 바이러스 질환에서 교차반응 T세포의 역할 규명 ·광범위 신종 바이러스 백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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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성과

주요연구실적

교원현황

KI 연구소/센터 현황 - 연구소/센터 통계

1. 교원현황

2021. 12 기준

구분

KIB

KIITC

KIR

KINC

KIHST

KIAI

CMC

CEP

계

겸임교수

27

15

6

70

45

31

16

3

213

연구교수 (KI 펠로우)

2

3

-

-

1

-

-

-

6

겸직교수

-

7

-

-

-

-

-

-

7

계

29

25

6

70

46

31

16

3

226

2. 논문실적

12

괄호 : SCI 논문 실적

연도

KIB

KIITC

KIR

KINC

KIHST

KIAI

CMC

CEP

계

2008

19 (19)

23 (3)

17 (1)

17 (17)

68 (68)

-

-

-

144 (108)

2009

16 (16)

20 (6)

2 (0)

7 (7)

139 (34)

-

-

-

184 (63)

2010

75 (71)

-

7 (1)

11 (11)

53 (49)

-

-

-

146 (132)

2011

7 (0)

-

10 (0)

9 (9)

12 (12)

-

-

-

38 (21)

2012

3 (3)

18 (5)

84 (20)

28 (18)

49 (45)

-

-

-

182 (91)

2013

15 (14)

34 (10)

87 (17)

75 (71)

42 (34)

-

-

-

253 (146)

2014

54 (19)

21 (9)

106 (28)

69 (43)

180 (61)

-

1 (1)

-

431 (161)

2015

32 (29)

10 (8)

40 (34)

69 (63)

70 (66)

-

2 (2)

-

223 (202)

2016

75 (74)

37 (35)

22 (21)

49 (47)

56 (52)

-

12 (11)

-

251 (240)

2017

53 (50)

45 (34)

23 (21)

66 (65)

66 (62)

2 (2)

23 (17)

-

278 (251)

2018

119 (119)

45 (41)

49 (43)

180 (173)

50 (47)

52 (47)

14 (14)

-

509 (484)

2019

114 (111)

36 (27)

50 (44)

180 (179)

66 (63)

51 (48)

10 (10)

-

507 (482)

2020

152 (145)

43 (38)

40 (38)

163 (156)

105 (99)

73 (67)

18 (18)

6 (6)

600 (573)

2021

145 (143)

50 (45)

45 (42)

177 (176)

96 (88)

31 (26)

15 (15)

7 (7)

566 (542)

3. 특허실적
연도

괄호 : 국제특허 실적

KIB

KIITC

출원

등록

출원

KIR

등록

출원

KINC

등록

KIHST

출원

등록

출원

KIAI

CMC

CEP

계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08

5

4

24 (3)

-

5

-

6

7

6 (4)

-

-

-

-

-

-

-

46 (7)

11

2009

-

-

5

1

-

-

4

-

13 (5)

3 (3)

-

-

-

-

-

-

22 (5)

4 (3)

2010

24

3

3

-

-

-

5 (1)

1

15

2 (1)

-

-

-

-

-

-

47 (1)

6 (1)

2011

1

-

5

-

-

-

1

-

6

-

-

-

-

-

-

-

13

-

2012

-

-

2

-

13

14

7

-

11 (1)

6

-

-

-

-

-

-

33 (1)

20

2013

1

-

7

-

20

5 (1)

26

3 (2)

-

-

-

-

-

-

82 (6) 20 (4)

2014

3

5

9

-

6

24

10 (3)

4

31 (10)

3

-

-

-

-

-

-

59 (13)

36

2015

10

-

8 (1)

-

10 (2)

-

18 (2)

2 (2)

33 (5)

2 (2)

-

-

-

-

-

-

79 (10)

4 (4)

2016

-

-

9 (4)

1

3

-

8 (1)

-

2

2

-

-

4 (1)

-

-

-

26 (6)

1

2017

7 (2)

9 (6)

75 (19) 69 (12)

6

2

23 (3)

9 (2)

19 (6)

4

3

-

3 (1)

1

-

-

136 (31) 94 (20)

2018

13 (1)

11 (7) 52 (15) 57 (14)

12

7

56 (8)

26 (2) 21 (13)

6

45 (9)

18 (5)

3 (1)

1

-

-

202 (47) 126 (28)

2019

14 (2)

12 (6) 49 (15) 43 (17) 22 (5)

6

62 (16) 27 (3)

5

53 (18) 18 (3) 18 (11)

-

-

-

241 (73) 111 (29)

2020 31 (13)
2021

17 (4)

5
5 (1)

68 (29) 45 (10) 20 (11)
45 (12) 17 (3)

12 (1) 28 (6)

23 (6)

5 (1)

58 (15) 35 (7) 27 (15) 17 (4) 48 (18) 40 (7)

1 (1)

2

1

1

254(102) 150 (29)

-

57 (25) 42 (3) 26 (13) 25 (13) 32 (12) 20 (1)

4

4 (1)

-

-

197 (68) 113 (22)

16 (1)

4. 연구계약실적
연도
2008

KIB

단위 : 백만원

KIITC

KIR

KINC

KIHST

KIAI

CMC

CEP

계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연구비 과제수
4,012

24

11,787

54

1,380

13

5,479

32

250

1

-

-

-

-

-

-

22,908

124

2009 11,851

49

12,016

63

786

9

17,349

39

782

8

-

-

-

-

-

-

42,784

168

2010

9,297

44

9,704

46

990

12

6,127

38

1,074

7

-

-

-

-

-

-

27,192

147

2011

8,205

41

11,469

71

1,956

16

7,116

46

3,856

23

-

-

-

-

-

-

32,602

197

2012 14,641

75

13,980

76

2,135

17

9,453

62

5,019

21

-

-

-

-

-

-

45,228

251

2013 10,715

51

9,947

54

1,695

17

9,952

67

4,813

20

-

-

670

4

-

-

37,792

213

2014

7,955

43

7,907

50

3,057

20

9,877

67

4,776

18

-

-

4,173

16

-

-

37,745

214

2015

7,633

44

12,130

60

4,104

21

10,238

74

5,329

30

-

-

2,127

14

-

-

41,561

243

2016

8,209

32

6,279

46

9,452

58

4,753

21

6,882

25

-

-

3,030

23

-

-

38,605

201

2017 16,742

25

11,085

64

5,870

35

7,942

48

6,005

31

1,135

2

1,983

17

-

-

50,762

222

2018 17,808

45

10,328

64

17,122

46

12,254

101

4,538

24

12,892

65

2,267

18

-

-

77,209

363

2019 14,954

45

9,729

68

13,906

42

12,939

103

6,933

30

15,048

54

3,426

22

-

-

76,935

364

2020 18,260

47

9,898

60

5,151

44

15,133

116

5,547

29

14,728

67

1,973

12

1,390

4

72,080

379

2021 13,486

59

7,755

53

11,917

49

17,625

84

5,708

33

12,339

48

1,344

12

654

4

70,828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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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실적

교원현황

대표연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1 가스 고정기술 개발
광나노입자와 아세토젠이 만나다

선순환하는 이산화탄소의 리사이클링

KI 바이오융합연구소의 조병관 소장 연구팀은 아세토젠이라는 미생물의

2021년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2. 23일자 온라인판)에 개재된

C1 가스 고정회로를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인공 광합성’ 기술에서

이번 연구 성과는 특히 기후변화의 가장 큰 주범으로 일컬어지는

그 답을 찾고 있다. 연구팀이 찾은 것은 아세토젠이라는 미생물이

온실가스 감축에 커다란 기여를 할 대안적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일으키는 광합성 작용을 인공적으로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있다. 식물

점에서 중요하다. 조병관 소장이 그려 보이는 ‘탄소중립 인공 광합성

처럼 빛에너지가 아니라 수소나 당으로부터 환원에너지를 받는 이

기술’의 청사진은 보다 원대한 미래를 향하는 중이다.

미생물의 인공 광합성 기술이 기존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수소가스
등으로부터 받는 환원에너지는 아세토젠에 전자를 공급하며, 이로써
이 미생물이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고 환원시키는, 다시 말해 녹말,

바이오융합연구소 (KIB)

아세트산, 에탄올 등 유용한 원료로 전환하는 작용을 한다.

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단량체입니다.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면 다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플라스틱을 태워 연료를 얻고, 그때
나온 이산화탄소를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선순환, 우리 연구의

조병관

하지만 수소나 당, 또는 전극을 활용해 직접 전자를 공급하는 방식에는

KAIST 바이오융합연구소 소장

한계가 있었다. 원하는 만큼의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배양액 수조가

KAIST 생명과학과 교수

“인공 광합성을 통해 아세토젠이 내놓는 게 바로 모노머(monomer)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대해져야 했거니와 전극 또한 마찬가지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었다.
연구팀은 이 같은 효율과 비용 면에서의 제약을 고효율 광나노입자를
활용해 극복하고자 했는데, 바로, 나노 크기로 세분한 전극에 미생물을
개별적으로 부착시킴으로써 전자를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탄소중립 인공 광합성 기술 개발
1980년대 초반 국내에서 상영된 일본 애니메이션 <미래소년 코난>에는 환경재앙으로

· C1 gas 고정 균주에 CdS 부착 및 C1 gas 고정능 확인

· CdS nanoparticle 합성

뒤덮인 쓰레기더미 속에서 인간들이 플라스틱 같은 폐자원을 활용해 빵을 만들던
‘인더스트리아’의 풍경이 묘사되곤 했다. 그 시절 시청자들에겐 그저 상상계의 일로만

Cadmium sulfide (CdS)

여겨졌을 일. 허나 그 모습이 21세기 들어선 어느덧 현실계로 편입되는 중인 듯하다.
키워드는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메탄(CH4) 같은 ‘C1 가스’에 있다. 탄소(C)
1개와 여타 원소가 결합돼 만들어진 이들 C1 가스의 활용은 탄소중립이 시대의 화두가
H2

된 오늘날 첨예한 관심사가 되어 있다. 탄소가 6개 결합하면 녹말(starch)도 만들 수

CO2
CdS-NP-1

있다는데, 그렇다면 쉼없이 매연을 내뿜는 저 공장 굴뚝들은 어찌 보면 거대한 식량
창고로 전환될 수도 있지 않을까?
광나노입자 기반 인공 광합성 시스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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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현황

대표연구성과

자연에 없는 단백질 센서 플랫폼을 만들다

바이오융합연구소 (KIB)

센싱 기능을 탑재한 단백질 플랫폼 제작

인공단백질 기능의 창조와 사업화 가능성 제시

“인공단백질 중 골격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구조만 존재하고 기능은

연구팀이 개발한 단백질 센서의 작동 방식은 자연계에서 그 예를

없는 것이죠. 우리 연구팀은 여기에 심해새우가 만드는 발광단백질을

찾을 수 없다. 이는 자연의 모방을 넘어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단백질과

재조합해 센서 기능을 가진 물질로 만든 겁니다. 이처럼 골격단백질에

기능을 창출해 냈다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안식년까지 연구에

기능을 부여했다는 것과, 기존 단백질 센서보다 훨씬 민감도(sensitivity)

헌납해 ‘독하다.’는 소리까지 주변에서 들었다는 오병하 교수는 임상

가 높은 센싱 능력을 구현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였죠.”

실험 등 현장 적용을 통한 상용화 가능성 제시의 과정이 아직 남아

또 하나 유의미한 성과를 꼽자면 이 성과가 한 종류의 단백질 센서
개발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플랫폼을 지향한다는

오병하

사실이다. 하나의 표적 물질에만 반응하는 센서를 만든게 아니라,

KAIST 생명과학과 교수

있다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친다. 게다가 상용화까지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하는 메디컬 디바이스 분야와 달리 스타트업 규모에서 쉽게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매력적이다.

이 플랫폼에 표적 결합 단백질을 바꾸어 연결해 주면 다른 센서를

이번 연구는 LG연암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오병하 교수 연구팀이

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병하 교수는 이를 레고 놀이에 비유한다.

미 워싱턴주립대 데이비드 베이커(David Baker) 교수 실험실에

“레고 블록으로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치와 같죠. 이때

단백질 디자인 방법으로 자연에 없는

레고블록은 우리가 만든 플랫폼과 표적 결합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고감도 단백질 센서 제작 플랫폼 개발

코로나바이러스 등 8개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고감도 단백질 센서를

1년간 방문해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종합과학 분야의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2021. 1. 27일자)에 게재된 바 있다.

실제로 우리 연구팀은 그러한 단백질 플랫폼을 만들어 B형 간염,
제작할 수 있었고, 그 민감도 또한 기존의 성과보다 훨씬 우수했습니다.”

단백질이라는 유기물은 수십억 년의 진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순수
자연단백질의 가짓수는 생각만큼 많지가 않다. 그것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고작 20개에
지나지 않을 뿐, 그러나 인간의 손으로 인공단백질을 합성할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20개의 서로 다른 아미노산을 가지고 100개 아미노산 조합의 인공단백질을 합성하려면

Inactive luciferase(암흑)
Cage

Latch

LgBit

20100이라는 천문학적 경우의 수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이 인공단백질 합성에
몰두하는 이유다.

Caged
SmBit

Target

Active
luciferase
(발광)

(결합)

미국 워싱턴대 단백질디자인연구소와의 공동연구로 고감도 단백질 센서 제작 플랫폼을
개발한 오병하 교수 연구팀의 성과도 그중 하나다. 기존에는 자연단백질이나 이를 약간

Caged
target
binding
motif

변형한 형태만으로 단백질 센서를 개발해 질병의 진단과 치료, 경과 추적, 병원 미생물
감지 등에 이용해 왔지만, 이번 연구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단백질을 이용하여
고감도 단백질 센서를 제작해 낸 것이다.

16

IucCage

Key
IucKey

디자인된 Two-component 시스템

개발된 단백질 센서 시스템의
작동 기작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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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Terahertz 주파수 활용

6G 이동통신 시대를 향한 선도적 여정

무선 송수신 원천기술 개발 및 구현 검증

테라헤르츠 대역에서 빔포밍 기술 구현 성공

따라서 기지국이 없는 도심 외 지역에서는 고주파수 대역 5G 기술의
수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다. ‘아직 5G도 제대로 못 하고

“2030년 상용화를 위한 기술 선점을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유럽

LG-KAIST 6G 연구센터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LG전자 C&M표준연구소가 2020년 8월
R&D 협력 MoU를 맺은 이래 1년 만에 테라헤르츠(Terahertz, THz) 주파수 활용 무선

있는데 무슨 6G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등 IT 선진국들이 엄청난 경합을 벌이고 있죠. 아직은 전 세계의 경쟁
주자들도 6G 상용화 시대에 과연 어떤 지평이 펼쳐질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저 대열에 뛰어들지 않을 수

송수신 원천기술이 개발됐다. 2021년 8월 LG-KAIST 6G 연구센터에서 6G 테라헤르츠

없는 이유는, 이 기술을 선점했을 때 얻게 될 메리트가 어마어마하리

대역 빔포밍 시연을 한 데 이어 11월 이광형 KAIST 총장과 프랑스 세드릭오 디지털부

라는 잠재성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이죠.” 김당오 LG-KAIST 6G 연구
센터(이하, 센터) 선임연구원의 말이다.

국내 기술력만으로 거둔 대한민국 최초의 성과
김당오 선임연구원은 이번의 테라헤르츠 대역 빔포밍 성공 또한 이제
시작단계일 뿐 아직 헤쳐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5G

장관 참여하에 6G 기술 시연을 하기에 이른 것.
2021년 센터의 시연 성공은 ‘테라헤르츠 주파수 대역에서 빔포밍을

이동통신 구현에 한계를 드리웠던 기지국 문제 역시 6G 기반에서도

실현함으로써 1테라비트 전송속도를 달성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똑같이 해결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6G라는 전인미답의 신세계를

0.1 테라헤르츠에서 수(數) 테라헤르츠에 이르는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초당 최대

5G보다 11배나 빠른 6G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한 순간이었다. ‘빔포밍

향해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만으로도 그 가치는 충분하다. 순수 국내

1테라비트(Tbps)의 데이터 전송량을 0.0001초의 지연 수준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5G

(beamforming)’이란 무선통신에서 기지국 안테나의 빔을 특정 단말기

기술로 이룬 성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러할 테고 말이다.

(수신기기)에 집중시키는 기술을 가리킨다. 물론 5G 이동통신도

“국내에서 6G 융합그룹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곳은 저희 그룹

기반 기술이 초당 20기가바이트(Gbps)에 1밀리세컨드(ms), 곧 0.001초 지연 수준을

28GHz 고주파수 대역(밀리미터파, mmWave)을 활용해 빔포밍 방식을

(센터-LG-표과연) 뿐이고 또한 LG전자, KAIST,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보이는 것과 비교해 보라. 초당 전송량이 50배 차이가 나는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불

적용하고는 있지만, 여기에는 기지국과 단말기의 빔이 매칭되어야

공동 융합연구를 통해 획득한 초광대역 빔포밍 원천기술 성과는 세계

대용량의 데이터를 원활하게 송수신할 수 있다는 제약이 따른다.

최초라고 자부합니다.”

6G 이동통신의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테라헤르츠 무선 송수신 기술의 핵심은 무엇인가.

러올 미래상을 현재로서는 쉬이 가늠하기가 어렵다.

밀리미터파 이동통신에서는 그만큼 기지국이 많아야 한다는 뜻이며,

IT융합연구소 (KIITC)

Signal generator

조동호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명예교수
Arbitrary waveform generator

Real-time oscilloscope

김당오
KAIST IT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IF : 6 GHz

26.1667 GHz, 6 dBm

LO signal

26.1667 GHz, 6 dBm

Transmit Array Antenna
density
(parabolic array, circular
High
array, rectangular array... )
gain
High

157 GHz
Frequency upconverter with
PA (x 6)
Tx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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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y, rectangular arr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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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t Array Antenna

KAIST PoC

THz beam
radiation
(157 GHz)

IF : 6 GHz
157 GHz

Horn antenna

Frequency downconverter
(x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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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z frequency is generated by using a multiplier (frequency up/down converter) at mmWave frequency band.
- Distance between Tx and Rx : below 1m (without power amplifier module)
- Arbitrary waveform generator (AWG) makes the baseband signal including digital data.
- Real-time oscilloscope (RTO) analyzes the received sig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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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대전광역시)

또 다른 팬데믹의 방어기제로도 활용될 플랫폼

자동방역시스템 실증

팬데믹의 위기에 꺼낸 솔루션, 자동방역시스템

공공선의 기획이 또 다른 기회를 낳다

연구팀은 곧바로 대전시청 공유재산관리팀의 협조를 얻어 연구에

약 1년여에 걸쳐 연구개발이 진행된 자동방역시스템은 현재 대전시청

착수할 수 있었다. 자동방역시스템은 시민의 전염병 불안을 해소하고자

로비 내 4개 장소에서 실증 효과성 분석이 진행되는 중이다. 여기까지

공유(건물)재산 및 다중 집합 이용시설 등에 지능형 방역기를 설치하고,

오는 데 대전시 소재 9개 기관(연구팀 포함)과 서울의 방역 전문기업

공간 분석과 친환경 소독수를 사용해 효과적인 방역을 수행하는

2곳까지 총 11개 기관이 십시일반 연구비를 보태며 재능기부 형태로

시스템이다. 공간에 대한 환경정보 수집, 사물인터넷(IoT) 및 디지털

함께했다. 일체의 국비나 지자체 예산 지원이 없던 터라 녹록지 않은

트윈 기술, AI 기반 관리시스템 등을 토대로 감염 상황의 지능적 예측은

과정이었지만, 사업화 단계를 목전에 둔 지금 연구팀은 공항, 여객

물론 유사시 긴급방역도 수행할 역량이 요구된다.

터미널, 컨테이너 부두 등 인구와 물자의 해외 유입 관문을 선제적으로

KI IT융합연구소 장호종 교수 연구팀이 팬데믹 위기를 극복할 스마트 방역의 토대를
다지고 있다. 2019년 1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선언이 있고 난 후 연구팀은
그해 9월부터 지능형 방역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 자동방역시스템 연구를 본격화했다.
연구팀 기본 모토인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에 어울릴 만한, 아주 시의성
있는 선택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하필 그 구현 장소가 화장실이었을까? 이채석 선임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진다.
“출입 이력이 관리되는 일반 공간에서는 확진자 추적을 통한 방역이 가능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유재산 및 다중 집합 이용시설은 출입 이력 추정이 어렵

연구팀은 실험공간 자체를 사물인터넷화하는 방식으로 솔루션을
제시했다. ① AI와 센싱 기술을 적용한 방역 타이밍(이용객이 없는 시간)
자동 설정, ② 자동방역기에 회전 헤드 적용으로 다양한 구조의 화장실
방역 수행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해결했다. 나아가 실험 대상 화장실의

차단 방역 관리하는 분야로 보폭을 넓히는 중이다. 이러한 행정안전부
과제 외에 자동방역시스템 개발 과정에 적용된 디지털 트윈 등 IT
기술 관련 연구과제 수주도 큰 규모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선을 위해
시작된 연구가 또 다른 순기능을 낳고 있는 셈이다.

습도, 온도,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미세먼지 관련

습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공간은 이용자들이 많은 데다 감염 대비가 어려워 교차

정보들을 수집해 이들을 통신사 망에 연결시키기도 했다. 해당 정보

감염의 발생 위험이 아주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들은 통신사 협조 아래 Cat M1(LTE 이동통신망 기반의 저전력 광역
통신기술 표준), NB-IoT(협대역 사물인터넷) 같은 사물인터넷 망에
연결돼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에 저장될 수 있었다. 이채석 선임
연구원은 관련 정보가 현재도 계속 저장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다른 팬데믹 사태에서도 도시 내 방역 대응을
위한 정량적 환경 파악이 가능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IT융합연구소 (KIITC)

것이죠.”

장호종
KAIST IT융합연구소 연구교수

이채석
KAIST IT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다중이용시설 방역도 이젠 AI 시대!!!
대전시 시범운영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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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자율주행 시스템의 미래를 향하여!
로보틱스연구소 (KIR)

GPS 없이 완수한 도심형 자율주행

심현철

지난 챌린지에서 연구팀은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자율주행 레벨 4

우리가 수행하는 정밀 지도 기반 자율주행 연구가 그 보완재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I 로보틱스연구소 팀장 이대규 학생
(전기및전자공학부 박사과정)의 말이다.

(복잡한 도심과 골목, 커브 등 돌발 상황이 예상되는 도로에서도 자율

KAIST 로보틱스연구소 소장

주행이 가능한 수준)를 구현할 몇몇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복잡한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도심 환경을 3차원과 2차원 결합의 정밀 지도로 구현해 차량의 위치를
최대한 정확히 추정할 수 있게 한 알고리즘이 대표적이다. 이 ‘정밀
차량 위치 추정 알고리즘’은 챌린지가 열린 상암동 코스처럼 고층

이대규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 박사과정

전기차(EV) 기반 도심형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

틈새 속에서 또 다른 지평을 열며

건물 밀집 지역에서 GPS 없이 평균 오차 10cm 이내로 주행을 가능케

심현철 소장은 국내의 도심형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한 항법 알고리즘 개발의 근간이 됐다. 여기에 동적(動的) 장애물/객체

진단한다. 우리도 헷갈리는 도심 환경을 AI가 명확히 이해하려면

판단(자율주행 고도화), 주변 환경/차량과의 충돌 방지 및 회피(경로

정말 사람의 지능 수준까지 향상돼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

계획), 센서 융합 및 딥러닝 기반의 주변 환경 인식, V2X 통신을 통한

라고.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 선도자들은 현재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교차로 통과(교통법규 준수) 등 도심형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

있지만 국내 연구 여건은 투입 자원의 규모 면에서 절대적 열세다.

알고리즘이 가세했다. 그중에서도 정밀 지도 구축은 연구팀의 차별화

다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심 소장의 시선에서, 어쩌면

된 방향성을 드러내는데, 본선에 오른 6개 팀 중 연구팀만 유일하게

연구팀이 열어 갈 또 다른 지평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GPS 없이 도전해 우승을 차지했던 것.

“물량 면에서 큰 차이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자율주행의 선도그룹이

“고가의 GPS와 센서들을 장착한 자율주행차는 물론 탁월한 성능을

보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는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가 제시한 정밀 지도

구현합니다. 하지만 GPS 수신이 불량하거나 특징(feature)이 불분명한

구축 같은 알고리즘처럼 말이죠. 그런 부분을 계속 천착한다면 ‘한국형

환경에서는 주행에 제약을 받죠. 도심 자율주행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도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복잡한 도심 속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점멸하는 교통신호, 도로 위의 체증,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 (Autonomous Driving S/W)

대회 우승 당시 KI-Robotics 팀 모습

불쑥불쑥 끼어드는 차량과 행인들, 게다가 차선마저 지워지거나 공사 펜스로 가려지는

System operation(User interface)

현재 자율주행이 다다른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고속도로나 도시고속화도로처럼 주행
여건이 복잡하지 않고 차선 등의 특징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매우 안정적으로 구현된다.

경우까지, 고려해야 할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율주행 분야를 선도하는 테슬라
자동차라고 해도 이 모든 상황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한다.
KI 로보틱스연구소 심현철 소장 연구팀이 이처럼 혼란스런 도심 속 자율주행의 지평을
넓혀 가고 있다. 이들은 2021년 11월에 펼쳐진 현대자동차그룹 자율주행 챌린지
우승(총 23개 팀 참가)과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으로 저력을 입증했고, 교통 혼잡
상황 속 적응형 순항제어(adaptive cruise control) 방법론의 제시 및 검증으로 2건의
SCI급 논문도 게재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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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수술로봇이라는 블루오션을 열며
유연 수술로봇 기능을 극대화할 플랫폼 개발

밑의 종양 절제 같은 동물실험을 성공리에 진행했고, 서울대·연세대
병원과의 협력으로 진행 중인 임상 실험에서도 100% 성공률을 보이는

“초기 상태의 위암이나 대장암 가운데에는 밖에서 절개해 들어가지

중이다(임상 환자 47명 중 2022년 1월 현재 22명 수술 성공). 권동수

않고 직접 위나 대장 속에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교수는 “특히 길이(100/120/160cm)와 직경(2.8/5/15/25mm)이 다양한

기존의 방식으로는 힘들어요. 단순 내시경이라면 모를까, 인체 내

오버튜브로 다양한 수술을 전개할 수 있는 플랫폼 방식이 이 시스템

장기의 구불구불한 곡면을 타고 들어가 수술까지 해야 하는 건 무리

의 가장 큰 장점”이라 자부한다.

라는 거죠.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오버튜브(overtube)를
핵심으로 하는 표준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권동수 교수가 이번 연구 성과의 핵심으로 꼽는 ‘오버튜브’는 수술
로봇의 팔에 해당하는 유연 장치로, 내시경 카메라와 여러 개의 서지컬
인스트루먼트(surgical instrument)를 장착해 수술을 구현한다. 오버

로보틱스연구소 (KIR)

튜브는 집도의의 조종에 따라 인간의 팔처럼 인체 내 수술 부위 조직을

권동수

끌어당기고 절개하는 등의 적절한 힘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오버튜브를 조인트 연결 구조로 만드는 한편, 외부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액추에이터와 연계된 와이어로 조인트 간에 힘을 전달할 수 있게 했다.
“뱀의 몸통이 사실은 아주 많은 마디들로 이어져 있잖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연 수술로봇

이 유연 로봇의 장점은 절개 없이, 또는 최소한의 절개만으로 환부

개발 및 동물실험 수행

초음파 쇄석술에 의존하지 않고 요로를 타고 들어간 오버튜브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신장 결석도 과거의 외과적 방식이나
제거할 수가 있다. 연구팀은 식도를 통해 위 속의 조직 제거, 혀뿌리

돼지 위 진입 후 수술 부위를 향해
굽혀진 유연 수술로봇의 X-ray 사진

실증화를 넘어 사업화 실현을 향한 큰 걸음

최근 들어 의료계에서는 로봇 수술이 화두다. 그러나 수술로봇을 활용한 기존 방식은
여러 가지 제약을 안고 있었다. 당장 복강경 수술법(laparoscopic surgery)만 하더

권동수 교수는 이러한 성과가 2018년에 소개한 K-FLEX 시스템의
2.0 버전이라 말한다. 그해 영국에서 열린 ‘서지컬 로봇 챌린지 2018’

라도 복강에 뚫는 구멍 수(4개)도 많을뿐더러 막대기 형태의 경성(rigid) 내시경과

에서 수술로봇 강국들을 제치고 ‘베스트 어플리케이션 어워드’와 ‘오버롤

인스트루먼트로는 수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인체 내의 환부가 종종

위너’를 동시 수상한 저력이 한 뼘 더 자라난 셈. 연구팀은 또한 수술

찾기 어려운 지점에 위치한 까닭이다. 이 점에서 국내 기술로 세계 최초의 유연 수술

로봇 벤처 ‘이지엔도 서지컬(EasyEndo Surgical Inc.)’을 창업(2018)
해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2년 내로 식약처(MFDS) 인증

로봇 개발에 성공한 권동수 교수팀의 행보가 주목을 끈다. 최소한의 절개만으로 인체

취득과 제품 출시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제품 인증과 보험 수가
책정 같은 면에서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나, 글로벌 수술로봇 시장을

내의 다종다양한 위치에서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 방식이 로봇 수술 분야에 혁

향한 이들의 전진은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다.

신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발한 유연 수술로봇을 이용한
동물실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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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빛에너지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혁신으로 산업의 미래를 깨운다

준안정상 양자점 합성

열에서 빛으로, 양자점 합성 에너지의 전환

산업계 파급력이 높은 미래 기술

“1초에 60번 이상 점멸하는 제논 플래시 램프(Xenon flash lamp)를

이번 연구의 성과는 ‘극도로 빠르고 강하며 멀티스케일에서 정교히

광원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1초 만에 양자점을 합성할 수 있었죠.

조절되는 광-물질 상호작용을 통해 평형 상태의 화학 반응으로는

하지만 이렇게 얻어진 양자점의 PLQY(광발광효율)가 그리 좋은 건

구현할 수 없을 우수한 물성의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발굴’했다는

아니에요. 열에너지를 활용한 기존 방식이 PLQY 90% 이상을 보여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기반으로 창출한 신(新)디스플레이 재료 기술은

(quantum dot, QD)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나노미터 수준의 재료를 여러 장치에 활용하면

주는 반면 우리의 결과물은 아직 PLQY 42% 정도일 뿐이거든요. 세계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 인간-사물 인터페이스를 통한 다차원의

효율이 훨씬 좋아진다는 인식을 토대로 지난 20여 년간 많은 양자점 연구가 진행돼 왔다.

최초로 양자점 합성에 광원(빛)을 사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소통과 가치 창출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곧, 인간이 역할에

예전에는 양자점을 유도하는 화합물 용매의 끓는점 이상 온도에서만 특별한 양자점

전덕영 명예교수는 이번 연구의 핵심이 ‘양자점 합성 시간을 어떻게

입자의 크기가 수 나노미터(nm) 수준으로 작아지면 이들 입자의 전기·광학적
성질이 크게 변한다고 한다. 물리학에서는 이러한 초미세 반도체 나노 입자를 양자점

상을 갖는 ‘준안정상 양자점’을 합성해 냈다. 그러나 열에너지를 이용한 이 방식은
합성까지 수 분에서 한두 시간이나 소요되는 시간적 한계가 존재했다. 신소재공학과
전덕영 명예교수 연구팀은 이를 극복하고자 세계 최초로 빛에너지를 이용한 준안정상
양자점 합성에 성공했다.

하면 단축할 수 있을지’, 더불어 ‘얼마나 고성능의 양자점 재료를
합성해 낼 수 있을지’에 맞춰졌다고 했다. 결국 합성 에너지원의 변화
(열→빛)를 통해 수 분 또는 1~2시간 걸리던 과정을 1초 정도의 단시간
으로 줄여 첫 번째 목적은 달성했다. 물론 PLQY 42%라는 수치가
보여주듯이 두 번째 과제 해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이 진화해
나가는 것이다. “앞으로는 투명한 디스플레이 소재가 인체 결합형으로
개발될 수도 있죠.” 전덕영 교수는 결국 이러한 국면이 대한민국의
전자와 문화산업을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한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의료·바이오를 비롯해 여러 분야 간 시너지 효과로 국내 전 산업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덕영 교수는 현재의 성과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다.
“시간이 더 필요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후배 연구자들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요.

나노융합연구소 (KINC)

전덕영

우리 신소재공학팀을 비롯해 합성공정의 설계혁신, 투과전자 현미경,
모의과학(시뮬레이션) 분야의 연구그룹들이 협력해 뜻 깊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거고요.”

KAIST 신소재공학과 명예교수

Metal-Organosulfur
Precursor

Xe Flash Lamp

uced QD

Light-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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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sis
극단초 광-물질 상호작용을 이용한
준안정상 양자점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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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의 소재 혁신을 꿈꾸다
유기 단분자 결합의 취약성 극복이 관건

‘다공성(多空性)’ 결정체의 특징을 갖는다. 바로 이 구멍들로 리튬이온
들이 드나들며 활용성 높은 유기 전극체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제 학술지 『Advanced Energy Materials』(2021년 5월 11권 17호)에

“전자가 골격체를 따라 움직이는거죠.”

게재된 이번 연구 논문의 핵심은 ‘다공성 유기 골격체 설계’에 있다.
기존의 무기 전지와 달리 ‘안정성’과 ‘전도성’ 면에서 취약한 유기
단분자의 속성을 극복하고자 착안한 시스템이다. 연구팀은 두 개의
질소 원소가 이중 결합을 가지는 아조(azo, N=N) 그룹을 레독스
(산화ㆍ환원) 코어로 가지면서 벤조싸이아졸 링커로 분자들을 엮는

나노융합연구소 (KINC)

형태를 설계해 거대한 다공성 구조체를 구축했다.

충•방전 효율로 보여준 유기계 전극의 가능성
다공성 유기 골격 구조체 설계로 연구팀은 6분에 한 번씩 충ㆍ방전
하는 빠른 속도에서도 약 4,500사이클 이상 구동이 가능한 유기계
전극을 개발했다. 그러나 고무적인 성과를 뒤로 한 채 변혜령 교수는

변혜령

“전지에서 전극을 만들면 유기 단분자가 밀집돼 있어야 하는데, 유기

‘음극에 치중한 이번 성과를 보완할 양극 분야 연구’와 함께 ‘고분자

KAIST 화학과 부교수

단분자들은 무기물의 경우와 달라요. 전지 작동 시 사용되는

유기물로 구성한 고체 전해질 개발’로 나아가려 한다. 차분한 어조

액체 전해액에 용해되거나, 전자를 주고받는 산화ㆍ환원 반응 때

속에서도 묻어나는 자신감은 어쩌면 이번 연구 성과의 무게를 대변

본드가 끊어지는 등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거대 유기

해 주는 듯도 하다.

골격체 설계는 그 대안으로 착안된 것이었어요. 골격체 구축 시에

다공성 유기 골격 구조체 이용
하이브리드 전지 개발

조절되는 분자 간 상호작용과 전자구조를 이용해 화학적 안정성,
불용성, 그리고 전기/이온 전도성을 향상할 수 있었죠.”

“결국 어떤 물질을 사용해 어떤 골격체를 만드느냐에 달린 것 같습
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유기물들의 조합 시도가 아닌 이들 거대
골격이 가지는 근원적인 화학적, 전기적 성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

이 골격체는 유기 단분자들의 공유결합을 통해 2차원 필름을 형성

합니다. 다양한 분석 및 계산의 협력 연구를 통해 앞으로 전지, 디스

하고, 이들이 파이-파이 결합을 통해 3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플레이 같은 분야에서 무기물 소재를 대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KI 나노융합연구소의 변혜령, 김우연 교수 공동연구팀이 2차전지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유기 분자로 구성한 다공성 골격 구조체를 이용해 높은 사이클 성능을 가지는

(a)

(c)

(a)

(b)

리튬-유기 하이브리드 전지를 개발한 것이다. 휴대전화, 노트북 PC 등에 핵심소재로
쓰이는 2차전지는 지금까지 리튬코발트산화물(LiCoO2) 같은 무기물 소재로만 만들

(d)

어져 온 터였다. 그러나 코발트나 망간 등의 주요 무기물들은 자원의 한계로 비용이 증가
할 상황이다. 게다가 무기 전지는 사용상의 안정성이라는 매력적인 특성과 달리 무겁

(c)
(b)

(d)

(e)

(e)

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리튬이온전지의 재료를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탄화수소 유기물로 바꾸면 가볍고
폴더블한 물성을 구현할 수 있죠, 다양한 활용 분야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혜령
교수가 밝힌 이 같은 장점에도 그동안 유기 전지를 개발하지 못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터, 결국 그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관건이었으리라.

28

아조 레독스 코어를 가지는 벤조싸이아졸 링크의 다공성 유기 골격체 구조 및
리튬-하이브리드 전지 성능
(a) 2차원 유기 골격체. 중앙은 반복되는 구조 유닛 (unit)
(b) 3차원 골격체 구조. 기공 크기는 2.8 nm이며 층간 간격은 약 0.35 nm
(c) 1C에서 정전류의 100번 사이클 그래프
(d) 0.5C에서 40C까지 율속특성
(e) 20C에서 1000번 사이클 평가. nC는 전지가 완전히 충전 혹은 방전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1시간/n을 의미. Q는 단위 무게당 용량, CE는 쿨롱 효율을 나타냄

밀도범함수 계산 및 실시간 라만분광 관찰
(a) 세 층의 유기 골격체의 프론티어 오비탈 모델
(b) 아조-벤조싸이아졸 유기 골격체 구조의 밴드 구조
(c) 실시간 라만분광셀에서 전극 횡단면의 광학 현미경 사진
(d-e) 실시간 라만 스펙트럼의 (d) 방전 및 (e) 충전 과정.

29

2021 KAIST 연구원 연례보고서

2021 KAIST INSTITUTES ANNUAL REPORT

KI 연구소/센터 현황

대표연구성과

주요연구실적

교원현황

대표연구성과

커넥톰 기반

뇌 질환 관련 연구의 소중한 마중물

다중언어 예측 기술

다중 및 단일 언어 사용 아동 간 커넥톰 차이 검증

다중언어 사용 아동이 단일언어 사용 아동보다 더 우월하다는 근거가
될까? 정 소장은 성급한 오도의 경향을 경계한다. “작업기억이 좋으면

뇌 모든 영역 간 연결 패턴을 나타내는 ‘뇌 전체 연결망’을 커넥톰(connectome)이라
부른다. 이 커넥톰은 사람마다 다르고, 나이, 지능, 인지기능 등에 따라 개개인의 고유한

연구팀이 커넥톰에 초점을 맞춰 다중/단일 언어 아동의 차이를 확인한

학습능력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아이가 공부 잘하고 나이

결과, 기억 관련 과제 수행 시 다중언어 아동은 ‘뇌후두엽’과 ‘피질하

보다 일찍 어른이 된다는 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친다고

영역’에서 강한 연결망을 나타냈다.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휴지기에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두 그룹 간 차이는 분명했는데, 다중언어 사용 아동에게서 ‘뇌후두엽’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KI 헬스사이언스연구소 정용 소장 연구팀이 최근 수행한

과 ‘전전두엽’ 사이에 강한 연결망을 보인 것이다. 정용 소장이 분석

연구의 기반이기도 하다. 미국 예일대 심리학과 마빈 천(Marvin M. Chun) 교수 연구

결과에 담긴 함의를 보충한다.

뇌 관련 병증 연구로 확대 가능성 높아

팀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다중언어와 단일언어 사용 아동의

“이번 분석 결과는 아동 가족의 경제력 등 사회경제학적 요인들을

확실한 건 이번 연구 성과가 다양한 의료적 측면에 기여할 가능성을

모두 통제해 도출한 것이고요. 그걸 전제로 인지 테스트 결과를 분석

내비친다는 사실이다. 다중언어 사용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했을 때, 뇌의 커넥톰 결과가 보여주듯이 다중언어 사용 아동은 여러

(ADHD)나 자폐증 연구로 확장될 수 있으며,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인지기능(작업기억력, 기억력, 자기통제력, 공간지각력 등) 가운데 작업

처럼 노화에 따른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억 면에서 단일언어 아동보다 특히 뛰어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

“궁극적으로는 다중언어의 사용이 치매 환자에게서 보호 효과가

팀이 역으로 커넥톰 결과만 보고 다중/단일 언어 사용 아동 여부를

있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걸 ‘뇌 인지 예비능(cognitive reserve)’

예측했을 때도 결과 예측력이 굉장히 높았구요.”

이라고 하는데, 저는 ‘맷집’이라고 부릅니다. 병이 와도 잘 이겨내는

커넥톰 차이를 검증한 바 있다. 분석을 위해 연구팀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보유한
청소년 뇌 인지발달 연구(ABCD study) 데이터를 사용해 발달단계의 9~10세 아동들이
참가한 인지기능 테스트와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관련 자료를 활용했다.

능력 말이죠. 앞으로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자면, 다중언어 사용 아동이 단일언어 사용 아동

같습니다.”

보다 작업기억 능력이 더 발달해 있고, 커넥톰이 어른과 유사한 양상
으로 좀 더 성숙한 패턴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헬스사이언스연구소 (KIHST)

정 용
KAIST 헬스사이언스연구소 소장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다언어 사용

단일언어 사용

단일언어 사용

다언어 사용

휴지기 시

기억 관련 과제
수행 시

다언어 사용 아동과 단일언어 사용 아동의
뇌 전체 연결망 차이를 나타내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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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의 조기 진단을 향한 진일보
망막 미세혈류 변화와 패혈증 간의 상관성 검증

제안에 힘입은 바 크다. 이번 연구의 임상실험 또한 그가 재직한
분당서울대병원이나 분당 차병원과의 협업 아래 진행된 바 있다.

“혈압을 재거나 채혈을 통해 진행하는 패혈증 검사는 한계가 있죠.
혈압 측정은 정확성을 보장하기 힘들고, 증상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매번 피를 뽑을 수도 없으니까요. 저희가 주목한 것은 인체에 비침습
적인 이미징 방식을 통해 망막의 미세혈류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OCTA 활용 조기 진단 가능성의 서막을 열다

헬스사이언스연구소 (KIHST)

물론 비슷한 방식이 예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다. 혀 밑에 측정장치를

물론 아직은 출발선에 서 있을 뿐이다. 망막의 미세혈류 속도가 패혈증

부착해 이미징을 하는 것인데, 이 또한 장치 접촉 상태의 압력에

뿐만 아니라 다른 병변에도 해당할 경우 진단의 오류를 피하려면

오왕열

의해 혈류 속도가 변하는 외생적 변수를 가져왔던 것. 이에 반해

보다 정교한 교차 연구가 필요하다. 또, 긴박한 응급실 현장에서 진행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OCTA라는 비침습적 방식을 활용해 망막의

하는 임상실험의 제약도 극복해야 하며, 연구단계에서 기업의 과감한

(보다 정확하게는 망막과 0.1mm 거리에 인접한 맥락막의) 미세혈류

투자도 절실하다. 그러나 망막 미세혈류 변화와 중증질환 간의 관련성을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패혈증의 급속한 진행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할

검증한 성과만으로도 이들의 연구는 향후 다양한 질환에 OCTA를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패혈증을 유도한 마우스(mouse)에 OCTA를

활용한 조기 진단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OCTA 사용 망막 혈류 속도 이미징을 통한
mouse 모델에서 패혈증 조기 진단 가능성 제시

사용해 모니터링함으로써 망막의 혈류 속도가 급감하는 증상을 진단
해 낸 것이다.
연구팀이 OCT라는 기존의 기술을 패혈증 진단에 적용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번 연구논문의 공동저자인 김규석 교수(현재 분당차병원)의

패혈증의 정의는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2016년 유럽중환자의학회(ESICM)와
미국중환자학회(SCCM)는 “감염에 대한 인체의 조절되지 않은 면역반응으로 인체
장기의 기능이 손상되고, 이 기능 손상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태”로 규정한 바
있다(질병관리청 자료). 중요한 것은, 이 증상과 관련한 병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

Rat sepsis model
6-hour protocol

0min 30min
OCTA

(Baseline)

정확한 진단이 무척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점이다. 특히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의
b

과거의 방식은 만족스러운 대안이 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를 영상으로 단시간 안에
모니터링하고 진단할 수 있다면 어떨까? KI 헬스사이언스연구소 오왕열 교수 연구
팀이 광 간섭성 단층촬영술, 즉 ‘OCT’를 활용한 혈관조영술(OPTICAL COHERENCE

300min

OCTA

OCTA

330min 360min
OCTA

이미징 프로토콜
b) OCTA로 이미징한 망막(Retina, 상)과

OCTA

맥락막(Choroid, 하)층의 상대적 미세혈류 속도
After 30min

After 150min

After 300min

High
speed

: 망막 층에 비해 맥락막 층의 미세혈류 속도가
패혈증 유도 후 초기(30분)부터 현저히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음.

OCTA

기존에는 주로 혈압이나 혈액 분석을 통한 패혈증 진단이 이뤄졌다. 그러나 진단의
정확도 면에서나, 패혈증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병변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OCTA

60min

Retinal flow

Baseline

Choroidal flow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a) 패혈증 질병모델 유도 및 OCTA

Sepsis induction

Low
speed

TOMOGRAPHY ANGIOGRAPHY, 이하 OCTA)에 몰두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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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딥러닝 혁신을 통한 물체 감지의 진일보 실현

인공지능연구소 (KIAI)

물체 검출의 확실성을 제고하는 AI 학습법 개발

다방면의 응용 분야 확대를 기대한다

“AI 물체 검출기의 클래스 불확실성이 높으면 분류 결과가 신뢰할 수

해당 기술의 적용 범위는 다양하다. 자율 주행 자동차, 감시 정찰 등의

없음을 나타내죠. 우리가 개발한 CUA 손실함수에 의한 교육법은 AI가

국방 응용 분야는 물론 CCTV 등 보안 및 사고 예방 기술에도 활용

불확실한 상황에 맞게 손실 기울기(gradient)를 변경하여, 모델 변수

가능하다. 나아가 의료 분야에도 응용되어 병변의 정확한 진단과

(parameter)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딥러닝을 할 때

치료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기술들은 지금까지

AI가 분류 결과에 대해 불확실해 하면 높아지는 분산값에 비례하여

많은 성과로 집적돼 온 상황이지만, 노용만 교수는 연구팀의 이번

모델 변수를 업데이트 하는 손실 기울기를 증가하여 학습하고, 이를

성과가 “실세계에서 시각 정보가 불충분한 물체를 빈번하게 마주하는

반복하여 AI의 불확실성을 낮춰간다는 것이죠.”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이전보다 향상된, 더욱 ‘강인한 물체 검출

노용만

결국 불확실성이 높은 물체일수록 AI는 반복 학습을 통해 불확실성을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낮춰 갈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AI는 시각 정보가 부족한
물체의 검출, 분류, 인지 과정을 집중 학습함으로써 높은 검출 물체

CUA Loss: Class Uncertainty-Aware
Gradient Modulation for Robust Object
Detection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고 말한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에 이번 연구가 또 하나의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감지 능력을 보여주는 실세계 적용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물체 감지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널리 연구되었다. 물체
감지란 시각적 물체 추적, 지능형 감시, 자율 주행을 비롯한 많은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
토대가 되는 기술이다. 인간의 눈처럼 인공지능 역시 실세계에 존재하는 물체를 검출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물체 분류), 또 어디에 있는지(위치) 등의 시각 정보를 이용해

불확실한 상황에 따른 모델 변수 업데이트 개념도

대상을 파악한다. 그러나 시계(視界)가 불안정하다거나 대상 물체가 무언가에 가려져
있을 경우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경험에 의해’ 대상의 정체를 인지하지 못한다.
KI 인공지능연구소 노용만 교수 연구팀은 이처럼 인공지능이 물체 감지 시각 정보의
부족으로 사물의 분류와 감지 시 제약을 받는 상황을 극복하도록 학습법을 고안해 냈다.
물체를 검출하고 분류해 인지에 다다르는 과정에서 기존의 인공지능 추론 모델은
앞서 언급한 시각 정보의 부족에 따라 추론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이 ‘클래스 불확실성 인식 손실(CUA Loss)’이라는 새로운 손실 함수를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한 물체 검출 모델 결과

제안한 학습법으로 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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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을 이용한 최적화된

AI와 MRI의 만남으로 영상 최적화 기술에 기여

MRI 영상 획득 기술 개발

확산의 정량화란?

MRI 촬영기술에 딥러닝 학습을 도입하다

박현욱 교수는 최근에 수행한 연구(딥러닝을 이용한 최적화된 MRI

박현욱 교수는 이번 연구의 핵심이 바로 확산의 정량화를 위해 AI

영상 획득 기술 기발)에서 MRI, AI(딥러닝), 그리고 ‘확산(diffusion)의

기술(딥러닝)을 도입한 데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 몸속 물

정량화’를 중심 키워드로 꼽았다. 여기서의 확산은 ‘브라운 운동’을

분자의 확산 정도를 측정하려면 여러 장의 MRI 영상을 얻어야만

가리키며, 먼지 입자나 꽃가루가 주변의 공기 분자 또는 물 분자의

정확도를 기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여러 장의

주입해 그것이 일으키는 생리·화학적, 기능적 영상을 3차원으로 나타내는 PET(양전자

움직임에 의해 이동하는 현상을 떠올리면 된다. ‘MRI 확산강조영상’이

영상을 얻을지는 합의된 의견이 없었는데, 연구팀은 AI를 도입해 영상

단층촬영)가 있다. 그리고 MRI(자기공명영상법)가 있는데, MRI는 강한 자기장 안에서

인체 내의 연부조직 종양 진단에 효과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가 있는데,

획득 시 고려할 변수들을 설정함으로써 변수의 종류만큼 획득된

우리 몸의 내부 상태를 촬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X-ray(엑스선)를 활용한 것으로는
X-ray 일반촬영과 CT(컴퓨터 단층촬영)가 있고, 다음으로는 체내에 방사성 의약품을

말하자면 우리 몸속 물 분자의 미세한 확산운동 차이로 MRI 영상을

영상을 통해 확산을 정량화할 수 있었다. “MRI 확산의 정량화가 연구를

인체에 고주파를 발생시켜 신체 부위에 있는 수소원자 핵을 공명시키고, 여기에

얻고, 이때 운동이 저하된 부분의 신호 강도가 변화하는 차이를 이용해

통해 가능성만 검증됐을 뿐” 임상 테스트를 통한 상용화까지 가려면

서 반향되는 전자기파의 신호 차이를 컴퓨터로 재구성해 보여주는 기술이다.

진단에 활용하는 검사법이다. 그렇다면 확산을 정량화한다는 것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MRI 영상 최적화

MRI는 수소원자를 머금은 몸속 물 분자의 분포, 상태, 온도 등의 차이에 따라 체내의

“혈압이 130 이상이면 고혈압군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병변은 물론 혈류 속도와 뇌 기능까지 측정할 수 있게 한다. 이 기술이 개발된 것이

확산값도 범위를 정해서 진단에 활용하자는 거죠. 가령 우리 뇌 속을

기술은 AI 딥러닝을 이용한 영상 최적화 기술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모으는 중이다.

순환하는 뇌척수액을 떠올려 보죠. 이때 우리가 확산값을 정할 수

1970년대 중반으로 벌써 반세기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새로운 기술 개발이 이뤄

있다면 뇌에서 측정된 척수액의 확산값이 어느 범위에 있느냐를

지는 중이다. 그 발전사의 한 궤적 속에 AI 기술을 접목한 박현욱 교수 연구팀의 최근

가지고 더 정확한 뇌 속 상태를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과도 물론 자리할 터이다.

인공지능연구소 (KIAI)

박현욱

MRI 영상으로부터 확산 상수 등을 추출하기 위한
Deep Neural Network 구조
a) 네트워크를 훈련시킬 때의 구성도
b) 확산 상수를 얻기 위한 구성도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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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높은 나노 입자 형성 플랫폼 개발로 들어서다
사우디아람코-KAIST CO2
매니지먼트센터 (CMC)

정희태
KAIST 나노융합연구소 소장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송지윤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박사과정

셀룰로오스를 적용한 고밀도 나노 입자 형성

산업화 적용 가능성이 풍부한 잠재성 보유

정희태 교수 연구팀은 먼저, 금속 나노 입자를 생성시키는 기판 표면이

연구팀이 이번에 셀룰로오스를 활용해 개발한 고밀도 금속 나노 입자

다결함(多缺陷) 구조일수록 입자의 밀도를 조절하기 용이해진다는

합성법은 다양한 금속 종류에 적용하며 새로운 고밀도 나노 입자

점에 주목했다. 이들의 선택은 탄소물질이 아닌 탄소전구체의 일종인

제작을 가능케 한다. 더불어 짧은 합성 시간과 지구상에 풍부한 셀룰

셀룰로오스. 기존에 보고된 물질보다 훨씬 많은 결함을 기판 표면에

로오스 소재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공정상의 높은 경제성을 보인다는

형성시키는 물성을 지녀 고밀도 금속 나노 입자 형성이 가능하기

강점도 지닌다. “이산화탄소 및 질소의 전환, 에너지 저장장치와 2차

때문이었다.

전지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응용분야에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연구팀이 착안한 아이디어는 실험으로 증명됐다. 전도성 카본페이퍼

김찬솔

위에 셀룰로오스를 코팅한 후 금속 전구체를 올리고 1.5초 동안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박사과정

1암페어의 고전류를 가한 결과, 80% 이상의 고밀도를 갖는 금속 나노
입자를 만든 것이다. 더욱이 귀금속이든 비귀금속이든, 그리고 개수
와도 상관없이 시도한 모든 실험에서 ‘고밀도 나노 입자 형성’이라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산업적 응용 분야를 특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개발한 플랫폼이 어떤 퍼텐셜을 지니고
있을지는 아직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직 연구의 초기 단계라서
그런 면도 있지만, 분명한 건 잠재된 가능성만큼은 아주 크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다. 이 같은 탄소열 충격법과 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자연계에 풍부한 셀룰로오스 소재를 이용한

플랫폼을 활용하면 기존에는 입자 형성의 밀도가 낮아(30%) 시도하지

고밀도 나노 입자 촉매 제작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고부가가치 산물인 에틸렌 생산에 성공을 거두

못한 이산화탄소의 전환공정도 가능해지는바, 실제로도 연구팀은
기도 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기초적인 화학 산업과 공정에서 쓰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자면 ‘촉매반응’을 들 것이다. 그러나 해당 반응이 너무 느리게 생성되거나
부산물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산업적 이용이 힘들다. 따라서 다양한 공정에서 원하는
반응과 생성물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으려면 촉매반응의 활성도와 선택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곧, ‘빠른 시간 안에 반응을 활성화’하고 ‘부산물 생성을 최대한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현재 정희태 교수 연구팀이 몰두하고 있는 나노 기술
분야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조절 기제가 될 것이다.
“나노 입자(particle)를 활용하면 촉매반응의 조절이 용이해집니다. 탄소로 구성된 기판
위에 금속이 되기 전의 물질(금속 전구체)을 놓고 대략 1초 정도 강한 전류를 흘려주면
금속 나노 입자가 생성돼요. 이걸 탄소열 충격법(carbothermal shock, CTS)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생성되는 입자의 밀도가 굉장히 작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노 입자 제작과정 및 구조,

나노 입자를 생성하는 방법은 존재하지만 생성 밀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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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기술적 성과

사우디아람코-KAIST CO2
매니지먼트센터 (CMC)

이산화탄소 저감 방식의 획기적 개선

배기가스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모두 잡다

연구팀은 기존 이산화탄소 포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공성-

이번 성과는 이산화탄소 저감에 소요되는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유기 골격체 기반의 파이버형 흡착제를 개발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낮춰 탄소중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연구팀의

나노 입자로 구성된 금속 유기 골격체(이하, MOF)에 다공성을 부여하는

파이버형 흡착제는 배기가스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포집에 모두

기술이 필요했다. MOF는 가스 물질과 잘 흡착되는 장점을 갖지만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배기가스의 경우(10%)와 달리 공기 중 이산화

기공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탄소의 비중은 고작 0.04%. “따라서 공기 중 이산화탄소까지 저감

기공도(氣孔度)가 낮으면 엄청난 유량으로 쏟아지는 배기가스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공기가 잘 투과되지 않는 마스크 필터가 호흡에

고동연

지장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로, 만일 이런 상태로 발전소의 배기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가스를 포집할 경우 발전 설비에 무리를 주게 된다. 이에 연구팀은
가스 유량의 압력을 낮춰 줄 다공성 고분자 흡착 모듈을 디자인했고,

공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파이버 흡착제 개발

여기에 아민 기능을 지닌 MOF를 결합해 높은 이산화탄소 흡착능을

하려면 흡착제의 친화력이 훨씬 높아야 하죠. 우리의 파이버형
흡착제는 두 분야 모두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고동연 교수는
이처럼 혁신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3~5년 후 상용화의 미래를 그려
보인다. “도서산간 지역의 과생산된 재생에너지들을 이산화탄소
포집에 활용하고, 이렇게 농축된 이산화탄소를 고부가가치 물질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이게 진정한 탄소중립 아닐까요?”

지닌 파이버 흡착제를 개발할 수 있었다. 고동연 교수는 이를 실(絲)
모양으로 비유한다.
“우리 머리카락보다 3~4배 정도 두꺼운 고분자 실을 만들고 그 안에
고체 흡착제 입자들을 빼곡하게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식으로

사우디아람코-KAIST CO2 Management 센터 고동연 교수 연구팀이 고성능 다공성유기 골격체를 기반으로 저비용, 대용량 생산이 가능한 파이버형 흡착제 모듈을 개발
했다. 이번 파이버형 흡착제의 개발은 발전소 및 여러 화학 공정의 배기가스를 포함해

하면 기공도가 높아져요. 필터의 성능이 좋아 숨 쉴 때 압박감 없이
날숨을 내보내는 마스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처럼 아주 빠른
유량의 배기가스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아민 수용액으로
처리할 때와 비교하면 흡착장치의 부피도 매우 소형화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장점도 있고요.”

공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에 고효율의 흡·탈착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금까지는 이산화탄소와 접촉이 용이한 아민 수용액을 주로 활용해 왔다. 이산화탄소가
이 수용액에서 용해된 후 다시 기화할 때 액화시키고, 이를 땅 속에 저장하는 방식을
취한 것. 그러나 쓰고 남은 수용액의 재생에 엄청난 규모의 비용과 설비가 투입됨은
물론 저효율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 발전소 배기가스 중의 이산화탄소를 30%
저감하라면 할 수는 있으나 발전 전력의 20%는 다시 수용액을 뜨겁게 데워 재생하는 데
써야만 한다. 고동연 교수가 “수익성도 낮고, 굉장한 페널티가 주어지는 탄소 저감
기술”이라 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0

3D 그래픽으로 구현한 공기 중 이산화탄소
흡착용 파이버형 흡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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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후

코로나19 중증환자 대상 치료전략 수립에 도움

폐 손상을 일으키는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식세포 작용 규명

면역세포의 특성 및 기원 제시

“감염 후 폐 손상이 특정 염증성 대식세포에 의한 것임을 규명하여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중 일부 아형이 염증성 대식세포의 성질을

중증 코로나19 환자에서 사용되는 면역 억제 치료전략을 정교하게

강하게 나타내어 바이러스 제거에 기여함과 동시에 조직 손상을

전염병대비센터 박수형 센터장 연구팀이 충북의대, (주)지놈인사이트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병변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일궈 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기법인 단일세포 시퀀싱으로 정밀 분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 폐 면
역세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식세포가 10가지 아형으로 분류될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과학적이나 보건의학적으로

일으키는 주범도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부 아형들의 작용은 중증

의미가 있죠. 현재 중증 코로나 환자 치료제로서 스테로이드가 많이

코로나19 환자들의 폐 조직에서 관찰되는 변화와 매우 높은 유사도를

사용되고 있고, 또 다양한 후보물질들이 임상시험 중에 있는데요. 이번

보이는바, 이는 연구팀이 코로나19 환자의 중증 이행 기전과 그 병인이

연구로 과잉 염증반응의 원인이 되는 특정 대식세포군을 제시해

되는 면역세포를 제시하는 근거가 되었다.

증식의 절정기~회복기에 걸쳐 나타나는 면역반응의 질적ㆍ양적 변화를 규명해

코로나19 환자의 폐 손상을 조절할 수 있는 타깃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폐 손상을 일으키는 특정 면역세포의 특성과 기원을 규명한 것이다. 박수형 센터장은

향후 중증환자 대상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코로나19가 감염된 직후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감염 전과 비교해 정밀히 규명한 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자평한다.

있습니다.”

주목받는 단일 세포 시퀀싱 기술

대식세포(macrophage)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 등을
인식하고 포식작용을 통해 직접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면역세포를
말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처음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감염되는 폐 조직 내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제거해 ‘신체의
신속대응군’ 역할을 하는 존재다. 그러나 대식세포가 과잉 활성화되어
과량의 염증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면 오히려 폐 손상을 유도해 중증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단일 세포 시퀀싱(Single-cell RNA
sequencing)도 주목을 받는다. 한 개의 세포에서 수천 개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동시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 생물학의 시야를 다시
한번 비약적으로 넓혀준 기술로 평가받는 것. 박수형 센터장은 이 같은
단일 세포 시퀀싱이 한 조직 또는 다양한 조직 내에 존재하는 이종
(異種) 세포들의 동시 분석은 물론 세포 간 이질성 비교를 통해 생리

전염병대비센터 (CEP)

코로나로 진행되는 역작용이 일어난다고.

박수형

박수형 센터장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동물모델인 페렛을

병적 상황에서의 체세포 간 유전자 발현 비교분석을 통해 질병의 발생

이용해 감염이 진행되는 동안 폐 속 면역세포의 변화를 첨단 연구

기전을 이해하는 데도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전염병대비센터 센터장

학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정상 체세포와

KAIST 의과학대학원 부교수

SARS-CoV-2 감염에 따른 대식세포의 변화
감염 전

감염 2일차

전사체 기반 대식세포 아형 10종 규명

M1 대식세포 분화 과정

감염 5일차

감염에 따른
폐 대식세포의
단일세포 전사체
수준의 양적,
질적 변화

M2 대식세포 분화 과정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폐 손상 유발
대식세포의 질적, 양적 변화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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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회복 후 장기간 유지되는

차세대 백신 전략의 토대 마련에 기여할 터

기억 T세포 규명

기억세포의 발생과 유지를 확인하다

“줄기세포 유사 기억세포는 기억 T세포들 중에서도 그 반응을 오랫
동안 유지하도록 하는 재생기능을 지닌 기억 T세포예요. 이 세포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들의 체내에는 방어면역 기제가 형성된다.
중화항체와 기억 T세포를 양대 축으로 하는 이 면역기능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
하는 중화항체에 비해 최근에는 기억 T세포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는 중이다. 전염병
대비센터 신의철 교수 연구팀의 성과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회복자들에게서 기억 T세포가 10개월 동안 잘 유지되며, 특히 줄기
세포 유사 기억세포가 효율적으로 발생함을 규명해 냈다. 이는 중증 코로나19에 방어
작용을 하는 기억 T세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을 시사하는 연구 성과다.

신의철 교수는 방어면역에서 중화항체와 기억 T세포가 차지하는

발생을 확인한 것은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그 전에는

비중이 절반씩이라며, 이 중 항체는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걸

우리처럼 10개월이든 1~2년이든 기억 T세포를 직접 확인해야만 ‘아,

방지하고, T세포는 감염 후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 제거하는

유지가 되는구나’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줄기세포 유사 기억세포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쉽게 표현하면 항체가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장기간 기억 T세포가 유지될 것 같다는 합리적

최전방 부대, T세포는 침투한 적에 대응하는 수도방위사령부 같은

추론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된 거죠.”

후위 부대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연구팀이 기억 T세포에 주목한 것은 이것이 바이러스 감염 후 중증화를
막고 치명률을 낮추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려대 안산병원 최원석
교수와 공동으로 2020년 3월부터 10개월에 걸친 추적기간 동안
코로나19 회복자의 혈액을 수집하여 면역학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조사기간 동안 기억 T세포가 잘 유지됨을 확인했다. 더욱이 10개월이
지난 후에도 기억 T세포는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을 만났을 때
활발히 증식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 번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전염병대비센터 (CEP)

활발하게 전개되는 후속연구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백신 접종과 항체 또는 기억 T세포의 유지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활발히 검증하는 중이다. 신의철 교수
연구팀도 같은 흐름에 자리한다. “백신을 2차까지 맞으면 항체나
기억 T세포가 잘 생깁니다.” 그러나 연구팀의 발걸음은 또 다른 후속
연구의 길로 접어들었다.
“지금은 백신 2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유사 기억세포가 잘

‘다기능성’도 잘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논문 발표 당시(2021년 6월) 세계 최장의 추적기간을 기록한 이번

신의철

연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선도적인 의의를 지닌다. 기억 T세포의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일종인 ‘줄기세포 유사 기억세포’가 코로나19 회복자에게서 성공적으로
발생함을 세계 최초로 분석했다는 점에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형성되는 사람일수록 기억 T세포 반응도 더 오래 유지됨’을 검증하는
중입니다. 이 같은 일련의 연구들로, 백신 접종에 따른 방어면역의
지속성을 조절하는 기전을 규명하고 차세대 백신 개발 전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염

회복

급성기

회복기

코로나19 특이 T 세포

장기면역

10개월

코로나19 회복자에게서 나타나는 기억 T세포
면역반응의 10개월 동안의 변화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기억 T세포는 10개월 동안
잘 유지된다. 특히 오랫동안 기억 T세포 반응을
지속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 유사 기억세포가
성공적으로 발생한다.

44

인터페론 감마

사이토카인
다분비능

코로나19특이 T세포

줄기세포유사
기억 T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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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

4차산업혁명 지능정보센터
(KPC4IR)

인공지능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

사용자와 수혜자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AI 가이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의료계 종사자나 환자, 가족, 일반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ㆍ최대 선급협회인 영국 로이드선급협회의

시민들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로 정리한 거죠. 기술의 오남용

펀딩으로 설립된 싱가포르국립대의 리스크공공이해연구소(IPUR),

문제를 ‘선제적으로’ 상상하고 대처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단순히

영국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NGO인 센스어바웃사이언스(Sense

공학자, 엔지니어, 개발자들의 개인적 노력이 아닌 사회 전체적 차원의

about Science)와의 공동 협력으로 진행됐다. 『IEEE Transaction

정책적, 제도적 조치로서 말이죠.”

on Technology and Society』에도 소개된 Z-Inspection 그룹으로

KPC4IR 센터장 김소영 교수는 이 같은 취지 아래 사용자가 3개 핵심

김소영

주제 영역에서 적절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 마련에

4차산업혁명 지능정보센터 센터장

노력했다고 밝힌다. 첫째 영역은 ‘보건의료 분야의 AI 서비스가 어떤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부교수

데이터로 만들어졌는가’이다. 이는 수집된 데이터가 AI로 분석하고자
하는 환자들의 상태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독일에서
개발된 피부병 진단 AI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해당 AI가 주로
백인 계열 인종만을 대상으로 학습함에 따라 짙은 색 피부를 지닌

사회를 위한 헬스케어 분야의

여타 인종을 대상으로는 피부 병변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인공지능 가이드 개발

가정을 하고 있는가?’, ‘AI를 활용한 결정 사항을 얼마나 신뢰할 수

부터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국제 연구협력에도 초청받고,
가이드 발간 즉시 주요 미디어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는 등
호응도 고무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과 안전성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김소영 센터장의 견해
처럼 현재 이 가이드는 “관련 기술 개발자 및 정책 입안자, 의료계
종사자, 시민 등 기술의 사용자와 수혜자 모두의 관점에서 필요한
질문들을 정리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리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높다는 이유에서다. 가이드는 또한 ‘AI가 환자와 질병에 대해 어떤
있는가?’ 하는 나머지 핵심 주제와 관련해서도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자
들이 참고할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2018년 KAIST 인공지능 살상무기 연구 보이콧 해프닝, 2020년 이루다 사태 같은
개별 사건을 넘어, 인공지능(AI) 기술은 디지털 접촉 추적(digital contact tracing)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기계의 인간 일자리 대체 및 이에 따른 실업 문제, 배달 앱 등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Support
Healthcare Decisions : A Guide for Society

AI의 플랫폼 노동 관련 알고리즘 왜곡 같은 구조적 차원으로도 이슈화되는 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은 그 중요성 못지않게 오남용이 야기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야기한다. 여기에 노출된 사용자들에게 관련 기술의 위험을 인식하고
올바른 사용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성 문제가 가장 첨예한 관심사일
보건의료 분야라면 더더욱 그러할 터, KAIST 4차산업혁명 지능정보센터(이하, KPC4IR)가
『사회를 위한 헬스케어 분야의 인공지능 가이드』(2021. 8. 15. 발간)를 개발한 것은 ‘세계
최초’라는 점을 떠나 그 시의성 면에서 아주 의미 깊은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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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래블 룰 이행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블록체인 문제의 선제적 대응

기술-규제 간극 해소 방안 연구

가상자산 기술-규제 간극의 4개 포인트

넷째, 기존 금융제도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현재의 규제 체제는
‘개인지갑’이 활성화되고 가상화폐가 현실에서 직접 거래 수단화되는

‘트래블 룰(Travel Rule)’, 금융권에서 자금 세탁 등의 불법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의 정보를 기록하는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을 말한다. 2019년부터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트래블 룰에 가상자산 거래를 포함시킨 바 있다. 블록체인

송ㆍ수신자 간의 금융 거래와 실명이 기록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

등의 새로운 국면에는 취약하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까지 가정한

하는 기존 금융권과 달리 블록체인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번에

트래블 룰 규제 시나리오를 모색해야 한다.

김기배 책임연구원 팀이 수행한 정책 연구의 초점도 이처럼 현재
블록체인의 기술적 작동 원리와 규제 룰 사이에 간극을 만드는 구조적
요인과 그 해소 방안을 찾는 데 있다. 연구팀이 제시한 4개의 구조적
요인과 대안은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 규제 이행을 위한 선도적 정책 제안

첫째, 각각의 가상자산거래소마다 트래블 룰 표준이 존재하며 거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논란의 중심인 가상자산. 이번 연구는

소의 경영 이익 측면에서 저마다의 표준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와 관련한 규제 이행에 필요한 실용적 기술 및 지침을 제시하며

다채널 통합체계를 도입해 표준 간 변환을 자유롭게 하는 호환성의

한국이 글로벌 어젠다를 선도하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단 가상자산 관련 규제라는 이슈는 말이 참 많죠. 금융 규제 당국이 가장 염려하는

강화가 필요하다.

김기배 책임연구원은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지함에도 정작 이해

부분은 거래의 불법성이에요. 블록체인의 생태계 특성상 금융 거래 내역은 공개하되

둘째, 자유로운 표준 간 호환만으로는 규제의 궁극 목표인 자금 세탁

거래자 정보는 철저히 익명화하고 있죠. 여기에서 자금 세탁이나 마약, 총기 등 불법

방지를 실현할 수 없다. 이에 메시지(금융 거래 정보)의 간결화를 기

(가상자산 거래)이나 비트코인 같은 단어가 일상어로 쓰이는 요즘, 그러나 요 근래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가상자산 붐은 여전히 거래 제도의 안정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이다.

거래의 가능성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김기배 책임연구원의 말을 들으면 해법은 간단해
보인다. 익명화를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그러나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당사자 간 협력이 되지 않는 가상자산 규제의 현실에서 우리가 선제적
으로 협력의 포인트를 제시”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반으로 메시지 분석 내용을 수월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금융 당
국-개별 거래소 간 상호 운영을 위한 모듈형 구조를 제안한다.
셋째, 위와 같은 표준 간 변환, 자금 세탁 방지 프로세스 공유 모듈만
으로는 복잡성이 크다는 제약이 존재하므로, 거래소 간 메시지 양식을
공유할 최소한의 표준은 마련돼야 한다.

4차산업혁명 지능정보센터
(KPC4IR)

김기배
4차산업혁명 지능정보센터 책임연구원

가상자산 트래블 룰 메시지 전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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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바이오융합연구소
KAIST 바이오융합연구소
구분

논문/특허

1

논문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생체 마이크로비옴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구분

논문/특허

3

논문

2021.10

폐바이오매스의 암발효 수소 및 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한 전략 통합
(RENEWABLE & SUSTAINABLE ENERGY REVIEWS)

2021.10

Saccharomyces cerevisiae에서 향상된 프로토파낙사디올 생산을 위한 CRISPRi 유도 대사 플럭스 엔지니어링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4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2021.02

AAA+ ATPase Abo1의 히스톤 로딩기작에 대한 단분자 분광학
(Molecules and cells)

논문

2021.09

CHD7의 새로운 도메인이 뉴클레좀 리모델링에 관여하는 기작
(Journal of Molecular Biology)

송지준
2

논문
김선창

3

논문

2021.11

NK 세포 기능을 촉진하여 만성 비부비동염에서 호산구성 염증을 완화시키는 Ginsenoside F1
(JOURNAL OF GINSENG RESEARCH)

5

논문

2021.03

조절 가능한 모듈식 단백질 바이오센서의 de novo 설계
(NATURE)

4

논문

2021.11

직접적인 원스텝 표면 코팅을 위한 3,4-디히드록시-L-페닐알라닌 잔류물을 함유하는 접착성 항균 펩타이드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6

논문

2021.04

Pyrococcus yayanosii의 잠재적 핵산 결합 단백질인 PYCH_01220의 결정 구조에 대한 연구
(Proteins: Structure, Function and Genetics)

5

논문

2021.04

이산화탄소의 지속가능한 수화반응이 가능한 생체촉매가 표면 노출된 코리네박테리움 글루타미쿰의 개발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7

논문

2021.07

Scc2/4 및 염색체와의 상호작용에서 Cohesin 다중 나선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ELIFE)

6

논문

2021.07

나노클로롭시스 살리나 CCMP1776을 위한 안전하버링 기반 새로운 유전자 툴킷: 전사 핫스팟에서
크리스퍼-캐스9 기반 유전사 삽입을 통한 트랜스 유전자의 효율적인 과발현
(Bioresource Technology)

8

논문

2021.09

전사체의 시간 경로 분석을 통한 해양 박테리아 Pseudoruegeria sp. M32A2M의 유독 조류 Alexandrium
catenella에 대한 살조 메커니즘 규명
(FRONTIERS IN MARINE SCIENCE)

7

논문

2021.09

고농도의 자일로오스로부터 2,3-부탄디올의 생산을 위한 크렙시엘라 옥시토카 균주의 개량
(ACS Sustainable Chemistry & Engineering)

9

논문

2021.04

STAT3 억제 펩타이드 함유 지질나노입자 기반 폐섬유화 치료 기술 개발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

8

논문

2021.01

시스템 및 합성생물학적 접근법을 통한 방선균의 이차대사산물 유전자 클러스터 규명 방법론
(Natural Product Reports)

10

논문

2021.06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원천기술 개발
(ACS Nano)

9

논문

2021.03

박테리아 기반 인공광합성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S.A)

11

논문

2021.06

빌리루빈 나노입자 기반 폐섬유화 치료 기술 개발
(Biomaterials)

10

논문

2021.07

박테리아를 사용한 C1 가스 생전환 기법 정리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12

논문

2021.08

종양미세환경 표적 근적외적 나노입자기반 면역치료 기술 개발
(Biomaterials)

2021.10

전장유전체 모델 기반 박테로이데스 균주 엔지니어링을 통한 부틸산 생합성
(Metabolic Engineering)

13

논문

2021.09

알코올성 간질환시 엔도카나비노이드 신호전달
(JOURNAL OF CONTROLLED RELEASE)

14

논문

2021.10

자연살해 세포의 mGluR5 에 의한 간성상세포 사멸과 간섬유화 억제유도
(HEPATOLOGY)

15

논문

2021.11

일반화 가능한 딥 러닝을 이용한 내인성 세포내 역학의 무표지 다중 현미경 단층 촬영
(Nature Cell Biology)

16

특허

2021.02

대사성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5가 활성화된 자연 살해 세포 및 이의 용도
(특허출원, 10-2021-0022041)

2021.03

간세포의 IFN-γR1 매개 지질생성작용 억제를 통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치료 방법특
(특허출원, 10-2021-0037464)

정기준

오병하

전상용

조병관
11

논문

정원일
12

논문

2021.11

글리세롤 조건 적응진화를 통한 대장균에서의 GABA 생산 향상
(Metabolic Engineering)

13

논문

2021.11

노화-회춘 생쥐모델 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한 노화 억제 미생물 규명
(Microbiome)

허원도

정원일
17

KAIST 바이오융합연구소
구분

논문/특허

1

논문

2

논문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특허

암발생 전이제어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2021.03

암 후성유전학 연구에 대한 현재 동향및 행후 방향
(Seminars in Cancer Biology)

2021.08

당전이 효소에 의한 폐암 조절 기전 연구
(Cancer Letters)

김미영

50

51

2021 KAIST 연구원 연례보고서

2021 KAIST INSTITUTES ANNUAL REPORT

KI 연구소/센터 현황

대표연구성과

주요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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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IT융합연구소
KAIST 바이오융합연구소
구분

논문/특허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1

논문

송지준

2021.01

폴리글루탐산 길이의 알릴릭 시리즈를 가지는 헌팅틴 단백질의 정제
(STAR Protocols)

2

논문

2021.01

기억 공고화에 중요한 해마 신경회로 메커니즘 규명
(Molecular Brain Journal)

3

논문

2021.06

시냅스 가소성에 의한 기억 뉴런 결정 최초 규명
(Nature Communications Journal)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2021.11

장기 기억 형성에 중요한 피질-편도체 신경회로 규명
(Journal of Neuroscience Journal)

한진희
4

논문

5

논문

2021.12

뉴런 교체에 의한 기억 저장 현상 최초 규명
(Current Biology Journal)

6

논문

2021.12

소포 방출, 시냅스 전달 및 행동의 가역적 억제를 위한 광유전학적 프로브인 Opto-vTrap
(Neuron)

7

특허

2021.07

Cas13 단백질의 활성 조절을 통한 RNA 발현 조절 또는 편집방법
(특허출원, 10-2021-0089435)

KAIST IT융합연구소

퇴행성 뇌질환
연구책임자

구분

논문/특허

1

논문

2021.03

Multiview variational deep learning with application to practical indoor localization
(IEEE Internet of Things Journal)

2

논문

2021.07

Blind nonlinear equalizer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for PAM-4 signal transmissions with DMLs
(Optical Fiber Technology)

3

논문

2021.11

Unsupervised view-selective deep learning for practical indoor localization using CSI
(IEEE Sensors Journal)

4

특허

2021.06

Time Division Quadrature Homodyne CV QKD System
(특허출원, 17072170)

5

특허

2021.07

Method for Mitigating an Error of Quantum Circuit and Apparatus Thereof
(특허출원, 17122181)

이준구

게재/등록/출원일

양자IT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허원도

KAIST 바이오융합연구소
구분

논문/특허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1

논문

송지준

2021.06

KAIST IT융합연구소
구분

논문/특허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1

특허

조동호

2021.01

기타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Massive Antenna 기반의 패턴편파 BDMA 기술
(특허등록, ZL201680028105.5)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antigen-presenting, self-assembled protein나노베럴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adjuvant-free
백신으로의 이용
(ACS Nano)

2

논문

정기준

2021.07

개량된 코리네박테리움 글구타미쿰에서 전세포 생전환을 통한 페닐알라닌으로 부터 트랜스-신남산의 생산
(Microbial Cell Factories)

3

특허

허원도

2021.05

Cas13 단백질 및 crRNA를 포함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특허출원, 10-2021-0068113)

KAIST IT융합연구소

IoT/WoT

구분

논문/특허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1

논문

김대영

2021.11

TRk-CNN: Transferable Ranking-CNN for image classification of glaucoma, glaucoma suspect, and
normal eyes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2

논문

2021.03

A-UDT: Augmented Urban Digital Twin for Visualization of Virtual and Real IoT Data
(Augmented Reality and Virtual Reality)

3

논문

2021.03

Instant Panoramic Texture Mapping with Semantic Object Matching for Large-Scale Urban
Scene Reproduction
(IEEE Transactions on Visualization and Computer Graphics)

우운택

52

B5G/6G 이동통신 및 무선전력전송 기술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4

논문

2021.06

GeoACT: Augmented Control Tower using Virtual and Real Geo-spacial Data
(2021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umer Electronics (ICCE))

5

논문

2021.09

NapWell: An EOG-based Sleep Assistant Exploring the Effects of Virtual Reality on Sleep Onset
(Virtual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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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실적

KAIST IT융합연구소
구분

논문/특허

6

논문

7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2021.06

2021.06

논문

IoT/WoT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구분

논문/특허

MPdist-based missing data imputation for supporting big data analyses in IoT-based applications
(FUTURE GENERATION COMPUTER SYSTEMS)

1

논문

A Cooperative Online Learning-Based Load Balancing Scheme for Maximizing QoS Satisfaction
in Dense HetNets
(IEEE ACCESS)

2

최준균
8

2021.08

논문

KAIST IT융합연구소

Joint Subcarrier and Transmission Power Allocation in OFDMA-based WPT System for Mobile
Edge Computing in IoT Environment
(IEEE INTERNET OF THINGS JOURNAL)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집적센서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2021.01

Discrete Convolution-Based Energy Spectrum Configuring Method for the Analysis of the
Intrinsic Radiation of 176Lu
(SENSORS)

논문

2021.11

Ghost imaging with Bayesian denoising method
(Optics Express)

3

논문

2021.04

A K-Band Variable-Gain Phase Shifter Based on Gilbert-Cell Vector Synthesizer With RC–RL
Poly-Phase Filter
(IEEE Microwave and Wireless Components Letters)

4

논문

2021.04

A 24–30 GHz 31.7% Fractional Bandwidth Power Amplifier With an Adaptive Capacitance Linearizer
(IEEE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II: Express Briefs)

2021.06

A 60-GHz Polar Vector Modulator With Lookup Table-Based Calibration
(IEEE Microwave and Wireless Components Letters)

조규성

9

논문

2021.08

A Novel Deep Learning-Based IoT Device Transmission Interval Management Scheme for Enhanced
Scalability in LoRa Networks
(IEEE Wireless Communication Letters)

5

논문

10

특허

2021.04

강인한 데이터 모델 및 검증 메커니즘을 갖춘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한 공급망의 신뢰 강화 방법 및 시스템
(특허출원, 10-2021-0050079)

6

논문

2021.09

A 28-GHz CMOS Power Amplifier Linearized by Dynamic Conductance Control and Body
Carrier Injection
(IEEE Microwave and Wireless Components Letters)

11

특허

2021.08

적대적 공격에 대한 견고성 달성을 위한 순환 일관성과 적응형 학습을 이용한 노이즈 제거 방법 및 장치
(특허출원, 10-2021-0108346)

7

논문

2021.11

Vocal Signal Detection and Speaking-Human Localization With MIMO FMCW Radar
(IEEE Transactions on Microwave Theory and Techniques)

12

특허

2021.10

도로 표지판의 패턴과 위치를 이용한 차량의 주행 정보 인식 방법 및 장치
(특허등록, 10-2316720)

8

논문

2021.11

Ka-Band CMOS Power Amplifier Based on Transmission Line Transformers With Single-Ended
Doherty Network
(IEEE Microwave and Wireless Components Letters)

9

특허

2021.01

감마 스펙트럼의 희소 표현화를 통한 다중핵종 판별 방법 및 그 시스템
(특허출원, 10-2021-0000795)

13

14

15

16

17

18

김대영

2021.01

특허

특허

우운택

2021.07

2021.09

특허

2021.01

특허

2021.04

특허

특허

홍성철

도메인 전이학습을 통한 적외선 카메라 기반의 손 자세 추정 방법 및 시스템
(특허출원, PCT/KR2021/095031)
모션 블러된 RGB 이미지에서의 3D 손 메시 복원 방법 및 장치
(특허출원, 10-2021-0097571)
지리정보를 활용한 대화형 디지털트윈 방법 및 장치
(특허출원, 10-2021-0118569)
주행 데이터 분석을 통한 운전자 식별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 및 그의 방법
(특허출원, 10-2021-0008189)
비접촉식 생체 정보 모니터링 내 사용자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샘플링 주기 조절 방법 및 장치
(특허출원, 10-2021-0054297)

2021.07

LoRa 네트워크에서 효율적 IoT 디바이스 운용을 위한 크로스 레이어 기반의 IoT 디바이스 전송 주기 제어 방법 및 시스템
(특허출원, 10-2021-0094042)

조규성
10

특허

2021.11

실리콘 광 증배관 집합체 기반의 다채널 시작 신호 수신기를 포함하는 양전자 소멸 수명 분광 분석 시스템
(특허출원, 10-2021-0155483)

11

특허

2021.05

OFDM 레이더의 주파수 영역 및 시간 영역 이산 푸리에 변환 코드를 이용한 다중화 방법
(특허출원, 10-2021-0059079)

12

특허

2021.08

전자 회로 및 이를 포함하는 전력 증폭기
(특허출원, 17430173)

13

특허

2021.10

안테나 서브 어레이들을 포함하는 다중입력 다중출력 레이다 장치 및 이의 동작 방법
(특허출원, 10-2021-0131106)

홍성철

최준균
19

특허

2021.08

개인정보보호 정책서 분석 기반 개인정보 수집/활용자의 신뢰도 평가 방법 및 장치
(특허등록, 10-2296420)

20

특허

2021.09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분산 머신 러닝 학습을 위한 코딩 및 인센티브 기반 메커니즘
(특허출원, 17477596)

21

특허

2021.11

오염된 IoT 데이터 환경에서 비지도 이상감지 모델을 위한 반복적 학습 방법 및 장치
(특허출원, 10-2021-015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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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로보틱스연구소
KAIST 로보틱스연구소
구분

논문/특허

1

논문

2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구분

논문/특허

2021.01

A highly intuitive and ergonomic redundant joint master device for four‐degrees of freedom flexible
endoscopic surgery robo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Robotics and Computer Assisted Surgery)

17

논문

2021.01

논문

로보틱스

논문

2021.04

Learning to Reconstruct HDR Images from Events, with Applications to Depth and Flow Predi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VISION)

20

논문

2021.08

PSAT-GAN: Efficient Adversarial Attacks against Holistic Scene Understanding
(IEEE TRANSACTIONS ON IMAGE PROCESSING)

21

논문

2021.10

EOMVS : Event-based Omnidirectional Multi-View Stereo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LETTERS)

22

논문

2021.10

Improvement of Optical Flow Estimation by Using the Hampel Filter for Low-End Embedded Systems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LETTERS)

23

논문

2021.10

Workspace Derivation of Arthroscope Using Morphological Data and Standard Portal Placement
Method for Shoulder Arthroscopy
(IEEE Access)

Scanline Resolution-invariant Depth Completion using a Single Image and Sparse LiDAR Point Cloud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LETTERS)

24

논문

2021.03

Bayesian Nonparametric State-Space Model for System Identification with Distinguishable Multimodal Dynamics
(JOURNAL OF AEROSPACE INFORMATION SYSTEMS)

2021.06

A neural process approach for probabilistic reconstruction of no-data gaps in lunar digital elevation maps
(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2021.11

3자유도 중력 보상이 적용된 위치 조절 암
(특허출원, 10-2021-0149573)

2021.11

단일 고정장치에 의해 위치가 고정될 수 있는 스카라 로봇 암
(특허출원, 10-2021-0149568)

2021.09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맵을 이용한 차선 레벨 지도 구축 방법 및 시스템
(특허출원, 10-2021-0119872)

논문

2021.02

A sigmoid-colon-straightening soft actuator with peristaltic motion for colonoscopy insertion
assistance: Easycolon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Letters)

2021.02

Non-Linear Hysteresis Compensation of a Tendon-Sheath-Driven Robotic Manipulator Using Motor Current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Letters)

2021.02

심현철

19

4

논문

Design and field evaluation of cooperative adaptive cruise control with unconnected vehicle in the loop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C-EMERGING TECHNOLOGIES)
Shape-Aware and G(2) Continuous Path Planning Based on Bidirectional Hybrid A* for Car-Like Vehicles
(JOURNAL OF INTELLIGENT & ROBOTIC SYSTEMS)

A novel microsurgery robot mechanism with mechanical motion scalability for intraocular and
reconstructive surger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Robotics and Computer Assisted Surgery …)

6

2021.11
2021.11

2021.02

권동수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논문

논문

논문

게재/등록/출원일

18

UI-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Based Anomaly Detection Using User Initial Information for
Wearable Devices
(IEEE Sensors Journal)

3

5

연구책임자

윤국진

최한림

7

논문

2021.03

Body Shape-Guided Motion Retargeting to Reduce Effort on Human to Humanoid Landmark Placements
(IEEE Access )

25

논문

8

논문

2021.07

Design and analysis of high-stiffness hyperredundant manipulator with sigma-shaped wire path
and rolling joints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Letters)

26

특허
권동수

9

논문

2021.10

ViO-Com: Feed-forward compensation using vision-based optimization for high-precision surgical manipulation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Letters)

27

특허

10

논문

2021.12

A novel encountered‐type master device with precise manipulation for robot‐assisted microsurger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Robotics and Computer Assisted Surgery)

28

특허

11

논문

2021.01

Intent inference of ship collision avoidance behavior under maritime traffic rules
(IEEE Access)

29

특허

2021.01

모션 블러와 극심한 조명 환경에서 강건한 이벤트 기반 단일 물체 추적
(특허출원, 10-2021-0008553)

12

논문

2021.03

Enhanced Target Ship Tracking With Geometric Parameter Estimation for Unmanned Surface Vehicles
(IEEE Access)

30

특허

2021.01

스테레오 깊이 추정의 선택적 지식 증류를 통한 단안 깊이 추정 학습
(특허출원, 10-2021-0008555)

13

논문

2021.06

Sensor Fusion of Two Sonar Devices for Underwater 3D Mapping with an AUV
(Autonomous Robots)

31

특허

2021.01

이미지 변환을 이용한 주야간에서의 3D 객체 탐지
(특허출원, 10-2021-0008554)

특허

2021.10

논문

2021.07

Robust Data Association for Multi-Object Detection in Maritime Environments Using Camera and
Radar Measurements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Letters (RA-L) (with IROS))

32

14

약-지도 의미론적 영역 분할 신경망 학습 방법 및 장치
(특허출원, 10-2021-0135458)

33

특허

2021.10

카메라와 라이다를 이용한 정밀한 깊이 정보 추정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출원, 10-2021-0144185)

15

김진환

논문

56

논문

윤국진

2021.04

Incorporating Multi-Context Into the Traversability Map for Urban Autonomous Driving Using Deep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LETTERS)

34

특허

2021.11

다시점 영상 스티칭을 위한 색 보정 방법, 영상 합성 방법, 영상 처리 장치, 저장 매체 및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출원, 10-2021-0167053)

2021.10

Assistive Delivery Robot Application for Real-World Postal Services
(IEEE ACCESS)

35

특허

2021.11

이미지 스티칭을 위한 장치 및 그 방법
(특허출원, 10-2021-0157069)

심현철
16

심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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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성과

주요연구실적

교원현황

주요연구실적

구분

논문/특허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36

특허

윤국진

2021.11

37

특허

최한림

2021.04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구분

논문/특허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이미지 스티칭 학습 및 평가를 위한 이미지 데이터셋 생성 장치 및 그 방법
(특허출원, 10-2021-0157112)

9

논문

정희태

2021.11

열탄소충격법에서의 고밀도 나노입자 제작
(Science Advances)

무인비행체 고장 진단 방법 및 장치
(특허출원, 10-2020-0047870)

10

논문

2021.02

젖은 상태에서 전자빔 조사를 통해 분리된 하이브리드 나노셀룰로오스: 물에서의 재분산성 및 피커링 에멀젼의
초안정성
(ACS sustainable chemistry&engineering)

2021.11

비관능화 셀룰로오스 나노피브릴을 사용한 폴리프로필렌 나노복합체의 팽윤 기반 제조
(Carbohydrate Polymemrs)

최시영

KAIST 로보틱스연구소
구분

논문/특허

1

논문

2

논문

3

논문

연구책임자

윤윤진

게재/등록/출원일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2021.02

Model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Driver Workload Inference Using Physiological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

2021.04

Short-Term Traffic Prediction With Deep Neural Networks: A Survey
(IEEE ACCESS)

2021.06

Extracting the topology of urban airspace through graph abstraction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C-EMERGING TECHNOLOGIES)

KAIST 나노융합연구소
구분

논문/특허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1

논문

김일두

2021.10

2

2021.05

논문

모빌리티

KAIST 나노융합연구소

기후변화 대응 나노기술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Ti3C2Tx을 활용한 증산작용 기반 전동력 전력 생산장치를 통한 와트-수준의 수력 에너지 하베스팅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Electrokinetic-driven fast ion delivery for reversible aqueous zinc metal batteries with high capacity
(Small)

2021.07

Light-Designed Shark Skin-Mimetic Surfaces
(Nano Letters)

논문

2021.09

An electron-deficient carbon current collector for anode-free Li-metal batteries
(Nature Communications)

논문

2021.03

리튬-유기 배터리의 빠른 2전자 이동을 촉진하는 티아졸 연결 공유 유기골격체
(Advanced Energy Materials)

2021.09

비수계 레독스 흐름 전지용 음이온 활성 전해질로 활용할 이양성 헤테로아릴 피리디늄의 체계적인 설계
(ACS Energy Letters)

3

논문

4

5

김희탁

11

논문

12

특허

김희탁

2021.09

촉매반응을 이용한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용 고순도 전해액의 제조방법
(특허 등록, 10-2238667-0000)

13

특허

변혜령

2021.12

A COVALENT ORGANIC FRAMEWORK AND METHOD OF PREPARING THE SAME
(특허 출원, US17643720)

KAIST 나노융합연구소
구분

논문/특허

1

논문

2

논문

3

논문

4

논문

5
6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논문

7

논문

전석우

2021.11

8

논문

정희태

2021.03

58

차세대 보건의료 나노기술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2021.09

직접적이고 정량적인 구취 진단을 위한 표면활성도가 조절된 금속 산화물 화학저항체
(ACS Nano)

2021.09

위치특정 핵생성을 통한 전도성 금속-유기체 구조 내 초소형 이종금속 나노입자 고정법
(Advanced Materials)

2021.10

아세톤 감지를 위한 전기방사 기반 중공 Pt가 결착된 SnO2 마이크로벨트의 제어 합성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

전석우

2021.01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을 위한 고성능 가스 센서 어레이: WO3, SnO2 및 NiO 기반 가스 센서에서 Au 나노입자의 역할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논문

최시영

2021.09

이종 지질막에서 강글리오사이드 GM1의 스핑고미엘리나제 매개 다중 시간 규모 클러스터링
(Advanced Science)

특허

전석우

2021.07

3차원 나노구조의 정지상을 갖는 마이크로 분리막 및 그 제조방법
(미국 특허등록, 17422781)

김일두

KAIST 나노융합연구소

변혜령
6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구분

논문/특허

초고속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저장을 위한 3차원 주기적 polyimide 나노 네트워크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1

논문

다성분계 나노파티클의 Li-O2 배터리로의 이용
(ACS Nan)

2

논문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차세대 정보기기용 나노기술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2021.01

원자모델링과 연속체 미시역학을 결합한 나노복합체 모델링 방법 제시
(International Journal of Engineering Science)

2021.07

그래핀-금속 복합재의 기계적 우수성 원리 규명
(Nano Letters)

유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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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실적

대표연구성과

교원현황

주요연구실적

KAIST 헬스사이언스연구소
구분

논문/특허

3

논문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구분

논문/특허

2021.09

딥러닝 기반 소재 개발 기법 개발
(npj Computational Materials)

1

논문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KAIST 헬스사이언스연구소

뇌영상 및 뇌기능 조절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2021.06

Effects of emotional maltreatment on semantic network activity during cognitive reappraisal
(Brain imaging and behavior)

2021.08

Diffusion model-based understanding of subliminal affective priming in continuous flash suppression
(Scientific reports)

유승화
4

논문

2021.12

자연모사 접착기둥의 성능 향상 연구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

2

논문

5

논문

2021.04

마이크로LED 적용을 위한 플래쉬 램프 기반 유리 기판 상 고안정성 구리 전극 개발
(Advanced Materials)

3

논문

2021.11

Neurocomputational mechanism of controllability inference under a multi-agent setting
(PLOS Computational Biology)

6

논문

2021.06

자발 형성 광전자 소자를 위한 플래쉬램프 기반 자발 형성준안정 양자점
(Nano Energy)

4

논문

2021.01

Intermittent Fasting Alleviates Cognitive Impairments and Hippocampal Neuronal Loss but
Enhances Astrocytosis in Mice with Subcortical Vascular Dementia
(The Journal of Nutrition)

7

논문

2021.09

유연 전자 기기를 위한 광-물질 상호작용
(Materials Today)

5

논문

2021.04

Polymorphism in the MAGI2 Gene Modifies the Effect of Amyloid beta on Neurodegeneration
(ALZHEIMER DISEASE And ASSOCIATED DISORDERS)

6

논문

2021.06

Deep learning-based amyloid PET positivity classification model in the Alzheimer’s disease
continuum by using 2-[18F]FDG PET
(EJNMMI research)

2021.04

내수용 뇌파를 이용한 감정 자극 판독 방법 및 장치
(특허 등록, 10-2239430-0000)

2021.05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이소시트르산 탈수소효소 유전형 변이 예측 방법 및 시스템
(특허 등록, 10-2258902-0000)

8

이건재

2021.02

논문

9

논문

10

논문

11

논문

12

논문

장민석

전석우

정범석

정용

화학 기상 증착법으로 기른 대면적 그래핀에서의 어쿠스틱 플라즈몬 검출
(Nature Communications)

2021.09

미지 액체의 고속 직관적인 식별을 위한 세 가지 투명도 상태를 가지는 미세 감지 물질
(Science Advances)

2021.11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OLED 구조의 역설계
(Nanophotonics)

7

특허
특허

2021.07

그래핀 양자점의 Quenching 저항성 고체 상태 광발광: POSS, PEG 및 HDA를 사용한 표면 기능화에 의한
π-π 적층 감소
(ADVANCED FUCNTIONAL MATERIALS)

8

2021.04

파이-홀 수용체 효과를 통한 고성능 화학센싱 성능의 유연 인공피부
(Advanced Materials)

정범석

KAIST 헬스사이언스연구소

정희태
13

논문

2021.07

결정면 표면에서 초분자 기둥의 웨이퍼 규모 단방향 정렬
(ACS Nano)

14

논문

2021.04

구분

논문/특허

Thiolated Ligand Conjugation을 이용한 이황화 텅스텐 기반 향상된 마찰 전기 나노 발생기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1

논문

2021.10

금속-유기 화학 기상 증착에 의해 제어된 층 수를 갖는 원자적으로 얇은 MoS2 필름의 웨이퍼 규모 균일 성장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2

논문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바이오광학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2021.04

Intravital Imaging of Circulating Red Blood Cells in the Retinal Vasculature of Growing
Mice(Translational Vision Science & Technology)

2021.06

Stepwise transmigration of T- and B cells through a perivascular channel in high endothelial venules
(Life Science Alliance)

최성율
15

논문

16

논문

최시영

2021.10

반발을 통한 고분자의 유리전이온도 및 결정화도의 동시 측정
(Macromolecules)

3

논문

2021.12

Intravital two-photon imaging and quantification of hepatic steatosis and fibrosis in live small animal model
(Biomedical Optics Express)

17

특허

이건재

2021.07

디스플레이용 광열처리소재 및 그 제조방법
(특허출원, 10-2021-0093669)

4

논문

2021.01

Non-resonant power-efficient directional Nd:YAG ceramic laser using a scattering cavity
(Nature communications)

18

특허

장민석

2021.10

광 변조 소자 및 이를 이용한 위상 변조 방법
(특허 출원, US 17496419)

5

논문

2021.01

Intensity-based holographic imaging via space-domain Kramers–Kronig relations
(Nature photonics)

19

특허

2021.05

금속 나노구조물 제조용 전이금속 칼코겐, 이에 의해 얻어지는 금속 나노구조물, 이를 포함하는 전자 기기 및
그 제조 방법
(특허 출원, 21174949.4)

6

논문

2021.06

Three-dimensional label-free visualization and quantification of polyhydroxyalkanoates in
individual bacterial cell in its native stat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21.05

금속 나노구조물 제조용 전이금속 칼코겐, 이에 의해 얻어지는 금속 나노구조물, 이를 포함하는 전자 기기 및
그 제조 방법
(특허 출원, 2021-086191)

7

논문

2021.12

Label-free multiplexed microtomography of endogenous subcellular dynamics using generalizable
deep learning
(Nature Cell Biology)

김필한

박용근

최성율
20

60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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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실적

대표연구성과

교원현황

주요연구실적

KAIST 헬스사이언스연구소
구분

논문/특허

8

논문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2021.07

Visualization of three-dimensional microcirculation of rodents’ retina and choroid for studies of
critical illness using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giography
(Scientific reports)

2021.08

Robust and easy-to-operate stretched-pulse mode-locked wavelength-swept laser with an allpolarization-maintaining fiber cavity for 10 MHz A-line rate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ptics Letters)

2021.01

MICROASPIRATION-BASED LUNG WINDOW APPARATUS FOR OBTAINING MICROSCOPIC IMAGE OF
IN VIVO LUNG TISSUE AND METHOD FOR OBTAINING IMAGE USING SAME
(특허 등록, ZL-2016-8-0062597.X)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치료생체공학

구분

논문/특허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1

논문

2021.01

Dual size-exclusion chromatography for efficient isolation of extracellular vesicles from bone
marrow drived human plasma
(Scientific Reports)

2

논문

2021.02

Nanomedicine for the Treatment of Rheumatoid Arthritis
(Mol. Pharmaceutics)

3

논문

2021.07

Photothermal Transfection for Effective Nonviral Genome Editing
(ACS Applied Bio Materials)

4

특허

2021.02

흡입전달용 핵산 또는 단백질 탑재 폐 계면활성제입자 및 이의 제조 방법
(특허 출원, 10-2021-0016442)

5

특허

2021.02

제한적 폐 절제술을 위한 폐 병변 국소화 다중영상조영제 조성물
(특허 출원, 10-2021-0018457)

6

특허

2021.03

흡입전달용 인터페론 단백질 탑재 폐 계면활성제 나노입자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 출원, 10-2021-0036341)

7

특허

2021.05

사이클로덱스트린 중합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동맥경화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특허 출원, 10-2021-0059265)

오왕열
9

10

논문

특허

11

특허

12

특허

김필한

2021.03

WINDOW APPARATUS FOR OBTAINING MICROSCOPIC IMAGE OF IN VIVO BREAST TISSUE AND
METHOD FOR OBTAINING IMAGE USING SAME
(특허 등록, ZL-2016-8-0062598.4)

2021.04

SYSTEM FOR IN VIVO MICROSCOPIC IMAGING OF DEEP TISSUE, AND MICROSCOPIC IMAGING
METHOD
(특허 출원, 17/230097)

13

특허

2021.06

WINDOW APPARATUS FOR OBTAINING MICROSCOPIC IMAGE OF IN VIVO BREAST TISSUE AND
METHOD FOR OBTAINING IMAGE USING SAME
(특허 등록, 11020594)

14

특허

2021.08

Apparatus and system for homeothermic manipulation of live animal for microscopic imaging of
internal tissue
(특허 출원, 10-2021-0107411)

15

특허

2021.01

3차원 굴절률 텐서의 측정 방법 및 장치
(특허 출원, PCT/KR2021/000157)

16

특허

2021.03

산란 공동을 이용한 고효율 직진성 비공진 레이저 및 그의 제조 방법
(특허 출원, 10-2021-0033478)

17

특허

2021.07

18

특허

박용근

박지호

KAIST 인공지능연구소
KAIST 인공지능연구소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AI 핵심기술

구분

논문/특허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저간섭성 광원과 다중 패턴 조명을 이용한 3차원 광회절 단층촬영 방법 및 장치
(특허 등록, 202124029674)

1

논문

2021.04

Supporting Collaborative Sequencing of Small Groups through Visual Awareness
(Proceedings of the ACM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2021.08

다중 산란을 고려한 3차원 영상 복원 알고리즘의 컴퓨팅 장치 및 그의 방법
(특허 출원, 10-2021-0111115)

2

논문

2021.04

StarryThoughts: Facilitating Diverse Opinion Exploration on Social Issues
(Proceedings of the ACM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3

논문

2021.05

Rubyslippers: Supporting content-based voice navigation for how-to videos
(Proceedings of the 2021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김주호

19

특허

2021.10

미생물 콜로니 검출 시스템
(특허 출원, 10-2021-0136915)

20

특허

2021.04

광 간섭 단층 촬영법을 이용한 혈류 방향 측정 시스템 및 방법
(특허 등록, 10-2245199-0000)

4

논문

2021.05

Winder: Linking speech and visual objects to support communication in asynchronous collaboration
(Proceedings of the 2021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21

특허

2021.06

전산적 디포커싱 및 수차 제거를 적용한 광 간섭 단층 촬영법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특허 등록, 10-2252576-0000)

5

논문

2021.04

How to Find Your Friendly Neighborhood: Graph Attention Design with Self-Supervisio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Representations)

22

특허

2021.07

다중 진단 및 치료 카테터와 이를 포함하는 카테터 시스템
(특허 등록, 10-2279322-0000)

6

논문

2021.10

Cocode: Providing Social Presence with Co-learner Screen Sharing in Online Programming Classes
(Proceedings of the ACM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7

논문

2021.11

Mitigating Language-Dependent Ethnic Bias in BERT
(Proceedings of the 2021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8

논문

2021.11

Learning Bill Similarity with Annotated and Augmented Corpora of Bills
(Proceedings of the 2021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오왕열

23

특허

2021.09

수술 현미경 및 OCTA를 이용한 혈류 정보 제공 시스템 및 방법
(특허 등록, 10-2304373-0000)

24

특허

2021.09

IMAGING CATHETER SYSTEM
(특허 등록, 11,109,76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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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실적

대표연구성과

교원현황

주요연구실적

KAIST 인공지능연구소
구분

논문/특허

1

논문

2

논문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AI 응용기술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2021.03

AI World Cup: Robot Soccer-Based Competitions
(IEEE Transactions on Games)

2021.03

Online Incremental Hierarchical Classification Resonance Network
(Pattern Recognition)

2021.06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With Developmental Memory for Continual Learning
(IEEE Transactio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

2021.10

Adaptive Developmental Resonance Network
(IEEE Transactions on Neural Networks and Learning Systems)

2021.04

Uncertainty-Guided Cross-Modal Learning for Robust Multispectral Pedestrian Detection
(IEEE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for Video Technology)

김종환
3
4
5
6

논문

논문

논문

논문

구분

논문/특허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3

논문

김대수

2021.08

An Inhibitory Medial Preoptic Circuit Mediates Innate Exploration
(Frontiers in Neuroscience)

4

논문

2021.01

Why and How the Brain Weights Contributions from a Mixture of Experts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5

논문

2021.05

Effects of Subclinical Depression on Prefrontal-striatal Model-based and Model-free Learning
(PLOS Computational Biology)

6

논문

2021.05

Human Uncertainty Inference via Deterministic Ensemble Neural Networks
(Proceedings of the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7

논문

2021.01

Wearable Porous PDMS Layer of High Moisture Permeability for Skin Trouble Reduction
(Scientific Reports)

2021.08

A Porous PDMS Pulsewave Sensor with Haircell Structures for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and
Signal-to-Noise Ratio Enhancement
(Nanoscale Advances)

이상완

조영호

2021.06

Video Predcition Recalling Long-term Motion Context via Memory Alignment Learning
(Proceedings of the IEEE/CVF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8

논문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노용만
7

논문

2021.10

CroMM-VSR: Cross-Modal Memory Augmented Visual Speech Recognition
(IEEE Transactions on Multimedia)

9

특허

박현욱

2021.02

영상 보정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장치들
(특허등록, 10-2215902-0000)

8

논문

2021.10

Multi-modality Associative Bridging through Memory: Speech Sound Recollected from Face Video
(Proceedings of the IEEE/CV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10

특허

이재길

2021.04

다차원 데이터 스트림에서의 실시간 이상치 탐지 방법 및 장치
(특허등록, 10-2246303-0000)

9

논문

2021.01

A K-space-to-image Reconstruction Network for MRI Using Recurrent Neural Network
(Magnetic Resonance in Medicine)

11

특허

이상완

2021.09

뇌 신호 기반 범용 인지 상태 디코더 및 그에 기반한 초고성능 복잡 행동 예측 방법 및 장치
(특허등록, 10-2305124-0000)

10

논문

2021.07

Quantification of Intravoxel Incoherent Motion with Optimized B-values Using Deep Neural Network
(Magnetic Resonance in Medicine)

11

논문

2021.08

MC2-Net: Motion Correction Network for Multi-contrast Brain MRI
(Magnetic Resonance in Medicine)

12

논문

2021.02

PREMERE: Meta-Reweighting via Self-Ensembling for Point-of-Interest Recommendation
(Proceedings of the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13

논문

2021.03

장소 추천을 위한 메타 러닝
(정보과학회지)

14

논문

2021.06

Multiple Dynamic Outlier-Detection from a Data Stream by Exploiting Duality of Data and Queries
(Proceedings of the 202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of Data)

박현욱

이재길

KAIST 전염병대비센터(CEP)
KAIST 전염병대비센터
구분

KAIST 인공지능연구소
구분

논문/특허

1

논문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AI 미래기술

논문/특허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1

논문

2

논문

2021.03

Cerebellar 5HT-2A Receptor Mediates Stress-induced Onset of Dystonia
(Science Advances)

3

논문

2021.06

Molecular Laterality Encodes Stress Susceptibility in the Medial Prefrontal Cortex
(Molecular Brain)

4

논문

박수형

신의철

2

64

논문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2021.07

SARS-CoV-2 감염 후 폐손상을 일으키는 면역세포군 및 발생 기전 제시
(Nature Communications)

2021.01

COVID-19 환자에서 기능을 나타내는 T세포 면역반응의 특성 규명
(Immunity)

2021.06

COVID-19 백신 투여 후 장기간 유도되는 T세포 면역반응의 특성 규명
(Nature Communications)

2021.09

COVID-19 펜데믹 대응을 위한 T세포 면역반응 유도의 중요성 제시
(Nature Reviews Immunology)

김대수

바이러스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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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성과

주요연구실적

교원현황

주요연구실적

사우디아람코-KAIST CO₂ Management 센터
사우디아람코-KAIST CO₂ Management 센터

CO₂ 변환기술

사우디아람코-KAIST CO₂ Management 센터

CO₂ 포집기술

구분

논문/특허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탑재한 1kW 급 디젤 개질기의 빠른 시동을 위한 전략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

1

논문

고동연

2021.07

탄소 포집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확장 가능한 개방 다공성 접촉기에서 금속 유기 프레임 워크의 제어 된 합성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Au )

2021.08

고효율 전기화학적 CO2 환원을 위한 금 나노입자의 표면 성장을 통한 고에너지 면 조절
(Nanoscale)

2

논문

배태현

2021.03

CO2 분리를 위한 고성능 카본-제올라이트 복합막 제조
(Journal of Membrane Science)

송현준

2021.10

광촉매적 수소 제조를 위한 혼성 금속-반도체 나노막대의 최적 길이
(ACS Catalysis)

3

특허

고동연

2021.10

직접 공기 포집용 전기 스윙 흡착을 위한 중공사 흡착제 모듈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출원, 10-2021-0141816)

논문

이도창

2021.06

라디칼에 의한 유기 분자들의 광촉매 변환 반응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5

논문

정연식

2021.07

고효율 연료전지 전극 구현을 위한 형태 변환 3차원 전기화학 촉매
(Science Advances )

6

논문

정유성

2021.10

촉매 활용을 위한 올디메탈 호이즐러 합금의 금속간 정방형 구조 분류
(Topics in catalysis)

7

논문

2021.01

구분

논문/특허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1

논문

배중면

2021.06

2

논문

송현준
정유성

3

논문

4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사우디아람코-KAIST CO₂ Management 센터
구분

논문/특허

고체 리튬 배터리의 고용량 흑연 양극 로딩을 위한 나노스케일의 주름진 구리
(ACS applied material interfaces)

1

논문

2021.04

균일한 면의 주름진 구리 표면위에서 덴드라이트가 없는 매우 균일한 리튬 디포지션
(Nano Energy)

2

특허

2021.04

CVD 그래핀 성장을 통해 제작된 높은 결정면의 구리 나노주름구조를 통한 효율적인 에탄올로의
이산화탄소 전환
(ACS Catalysis)

3

특허

2021.05

Cu/Cu2O가 연결된 포러스 에어로젤을 통한 생산성을 가진 이산화탄소의 에탄올로의 전기적 전환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021.10

높은 결정면의 구리 표면에 구리산화물 메시패턴의 시너지 효과로 인한 선택적인 이산화탄소의
에탄올로의 전기환원
(Advanced Materials)

연구책임자

게재/등록/출원일

CO₂ 저감기술

연구성과(대표논문/대표특허)

2021.10

멤브레인 반응기 시스템의 수소 생산량의 극대화를 통한 나프타 활용 온사이트 수소 생산에 관한 연구
(Journal of Power Sources)

2021.01

탄화수소 예비-개질용 구조화된 촉매
(특허등록, 2019-538469/6823183)

2021.04

탄화수소 예비-개질용 구조화된 촉매
(특허등록, 10-2019-7023804/10-2248896)

정희태
8

논문

9

논문

10

논문

11

논문

12

논문

2021.11

열탄소충격방법을 통한 높은 밀도의 나노파티클 제작
(Science Advances )

13

특허

2021.02

중공형 다면체 이산화탄소 환원 촉매
(특허등록, 10-2217311-0000)

2021.05

귀금속 나노별 및 이를 포함하는 촉매
(특허등록, 10-2255416-0000)

2021.04

열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온 용액 공정을 이용한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인쇄
(특허출원, 10-2021-0051001)

2021.06

기체확산전극을 향해 전후면 빛 조사가 가능한 3전극 광-보조 전기화학 실험 장비
(특허출원, 10-2021-0083859)

2021.06

광학 특성이 관찰 가능 한 고분자 및 고분자 전해질 기반의 촉매가 노출된 얇은 반투명 기체확산전극 및
그 제조 방법
(특허출원, 10-2021-0083860)

정희태
정유성

정희태

배중면

송현준
14

특허

15

특허

16

특허

신병하

이현주
17

66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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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MC

2021.02.18

신병하 교수
'2020년 올해의 KAIST인'에 선정
20번째 수상의 명예를 거머쥔 신병하 교수는 2020년 한 해
동안 과거 불안정하다고 알려진 큰밴드갭 유무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의 안정화 및 고효율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02

KIB

2021.04.15-16 / 10.07

05

CMC

2021.05.21

06

KIAI

2021.06.07

"KAIST 바이오융합연구소-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DTU)
Biosustainability 국제 심포지움 개최"

이재형 교수 "Reinforcement Learning vs
MPC-Alternative or Complementary"
주제 키토크 진행

KAIST 바이오융합연구소는 KIB-DTU Biosustainability 국제
심포지움 개최(2021년 4월, 10월, online)하여 합성생물학 기반

이재형 교수는 홍콩 IFAC 제어 시스템 및 데이터 과학 워크샵
시리즈의 화학&생명공학 시스템의 모듈2에서 "Reinforcement

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등, 관련 연구성과와 함께 계산신경

바이오소재 제조 혁신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교류하고, DTU

Learning vs MPC-Alternative or Complementary" 라는 주제로
초청 키토크를 진행했다.

인정받아 2021년 IBM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Biosustainability Centre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상완 교수 2021년 IBM 학술상 수상"
이상완 교수는 2019년에 사이언스 로보틱스(Science Robotics)
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교신
과학과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한 공로를

2021
04.15-16
Prof. Bernhard Palsson

Prof. John van der Oost Prof. Tilmann Weber

Prof. Jens Nielson

Prof. Ron Milo

2021
04.15-16

03

KINC

2021.04.26

"제 11회 KINC 융합연구상 시상 행사 개최"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 나노융합연구 업적이 우수한
연구자(최우수 융합논문상)를 선발하여 시상행사를 개최하였다.

04

KIB

2021.05.06

KINC

2021.07.02

"이상엽 교수,
한국인 최초 영국 왕립학회 (Royal Society)의
외국 회원 (Foreign Member)으로 선임"

"The 1st Green Hydrogen Technology
Symposium 개최"

KAIST 바이오융합연구소 이상엽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영국 왕립
학회의 외국 회원으로 선임되었다. 왕립학회는 1660년 영국

발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다양한 수소 관련

런던에서 창립된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단체다. 아이작 뉴턴,

공동 주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찰스 다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등 세계사를 바꾼 저명 과학자가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까지 28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68

07

수소경제가 확장되면서 현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이슈를
실용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나노융합연구소&LX하우시스

08

FIRIC

2021.08.15.

"KDD 국제 워크숍 개최 및
<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 세계 최초 발표"
4차산업혁명지능정보센터, 싱가포르국립대 리스크공공이해
연구소(IPUR) 공동주관으로 "KDD 국제 워크숍: 공공의 눈으로
바라본 데이터 사이언스(UPP4DS'21)"를 개최하며, 영국 Sense
about Science 및 주관기관을 포함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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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KIHST

2021.08.28

10

KIAI

2021.10.18-10.19

"2021 서경배과학재단 신진과학자 선정"

"Forum on Topics of AI Research 개최"

생명과학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는 신진 과학자를

다양한 정부 AI연구 지원 정책을

지원하는 서경배과학재단은 구태윤 교수를 2021년 신진과학자로

소개하고, 학내 강화학습, 견고한

선정하고, 신경세포를 광학 소자로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로

AI, 설명가능AI, 공정한AI를 연구
하시는 교수님들의 최신 연구

복잡한 뇌의 연결망을 시각화하는 연구의 지원을 시작하였다.

13

KIITC

2021.11.18

"프랑스 세드릭오 디지털부장관
KAIST IT융합연구소 방문"

14

KIR

2021.11.18

"KSAS- 금곡 젊은 연구자상 최한림 교수 수상"
항공우주시스템을 위한 지능형 의사결정 기법 연구에 대한

프랑스 세드릭오 디지털부장관 방문단 및 이광형 총장님이 방문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항공우주학회 정기총회에서 KSAS-금곡

하여 6G 연구개발 시연 및 무선전력전송 시연 등을 관람하였다.

젊은연구자상 수상

트렌트 공유 및 상호 협업 가능성
탐색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11

KIHST

2021.11.01

LG 전자-KAIST
디지털 헬스케어 공동연구 및 연구센터 설치
LG전자-KAIST간의 수행되는 6개의 홈 메디털 영역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공동연구 관리, 운영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한 연구과제 수행 지원 및 상호 관심 헬스케어 미래 기술
도출을 지원하기위해 연구센터를 설치하였다.

12

FIRIC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을
주제로 한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

2021.11.16.

15

KIR

2021.11.29

"2021년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챌린지 1위"
국내 최고 자율주행 경진대회로 인정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자
율주행챌린지에 출전하고 1위를 차지, 1억원의 상금 및 서울시
장상 수상

16

KIITC

2021.12.31

IT융합연구소 장호종 교수
대전광역시 과학산업 및 산업 진흥 유공 표창
융합센서팀 전국 최초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가능한 지능형
자동방역시스템 개발 시연 및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
광역시 유공표창을 수여받았다.

4차 산업혁명과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도전과 다자
주의, 신기술의 세계정치,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해 한국유엔
체제학회와 공동주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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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실적

교원현황

KAIST 바이오융합연구소
KAIST 바이오융합연구소
구분

성명(학과,직급)

관심연구분야

생체 마이크로비옴
홈페이지

구분

성명(학과,직급)

관심연구분야

홈페이지

조병관
생명과학과, 교수

Synthetic Biology, Genome and
Transcriptome Engineering,
Electrobiosynthesis

http://cholab.or.kr/

겸임교수

오병하
생명과학과, 교수

Chronosome Codensation,
Infection and Immunity

https://sites.google.com/view/tpdsb/

겸임교수

김선창
생명과학과, 초빙교수

Synthetic Biology,
Genome Engineering,
Antimicrobial Peptides(AMPs)

http://bs.kaist.ac.kr/~mbtlab/

겸임교수

이균민
생명과학과, 교수

Cell Engineering,
Proteomics,
Cell Therapy

https://sites.google.com/view/kaistacelab

겸임교수

김하일
의과학대학원, 부교수

Diabetology,
Beta Cell Biology,
Serotonin Biology

https://imodkaist.wixsite.com/home

겸임교수

이대엽
생명과학과, 교수

Chromatin Biology,
Transcription,
Genetics

https://sites.google.com/site/kaistchromatin/

겸임교수

박수형
의과학대학원, 부교수

Human Immunology,
Translational Immunology,
Vaccinology

https://ltiv.kaist.ac.kr/

겸임교수

이효철
화학과, 교수

Molecular Structural Dynamics,
Chemical Reaction Dynamics,
Protein Structural Dynamics

https://www.iheelab.com/

겸임교수

박현규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Nucleic Acid Bioengineering,
Biochips & Biosensor,
Electrochemical Diagnosis

http://hgpark.kaist.ac.kr/

겸임교수

전상용
생명과학과, 교수

Targeted Therapy,
Drug Delivery System,
Nanoparticle Based Vaccine

http://www.bionanolab.co.kr/

겸임교수

이상엽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Metabolic Engineering,
Biochemical Engineering,
Industrial Biotechnology

http://mbel.kaist.ac.kr/

겸임교수

정원일
의과학대학원, 교수

Pathology,
Cell Engineering

http://labofliver.kaist.ac.kr/

정기준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Synthetic Biology,
Protein Engineering,
Industrial Biotechnology

http://proteineng.kaist.ac.kr/

겸임교수

한용만
생명과학과, 교수

Differentiation of Embryonic Stem Cells,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http://stemcell.kaist.ac.kr/

겸임교수

조수형
KAIST 바이오융합연구소, 연구교수

Systems Biology,
Synthetic Biology,
Genome Engineering

겸임교수

허원도
생명과학과, 교수

Bio-Imaging & Optogenetics,
Cell Signaling,
Neuroscience

https://sites.google.com/view/heolab/home

소장

연구교수

http://cholab.or.kr/

KAIST 바이오융합연구소
KAIST 바이오융합연구소
구분

성명(학과,직급)

관심연구분야

암발생전이 제어

홈페이지

구분

성명(학과,직급)

관심연구분야

퇴행성 뇌질환

홈페이지

겸임교수

김대수
생명과학과, 교수

Behavioral Neuroscience,
Movement Disorders

https://sites.google.com/site/bglabkorea/

겸임교수

김진우
생명과학과, 교수

Developmental Neurobiology
Neuro-regeneration
Retinal Degeneration

http://bs.kaist.ac.kr/~neurodev/Home.html

겸임교수

윤기준
생명과학과, 조교수

Developmental Biology,
Neuroscience,
Stem Cell, Brain Disease

https://www.yoonlab.info/

겸임교수

이승희
생명과학과, 부교수

Neurobiology,
Neurophysiology,
Neuromodulatory Systems

https://sites.google.com/site/leelab2013/

김미영
생명과학과, 부교수

Metastasis,
Epigenetics,
Stem Cell

https://sites.google.com/kaist.edu/cmel/home

김세윤
생명과학과, 부교수

Biochemistry,
Cell Biology ,
Molecular Biology

https://sites.google.com/site/seyunkimlab/

겸임교수

김유식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RNA Biology, RNA-RBP Interactions,
Immune Regulation,
Drug Response,
Biomarker

https://qcbio.kaist.ac.kr/

겸임교수

김재훈
생명과학과, 부교수

Biochemistry,
Epigenetics,
Molecular Biology

https://sites.google.com/a/kaist.edu/biochemmolbiol-lab/

겸임교수

정민환
생명과학과, 교수

Decision Making, Episodic Memory,
Interval Timing

https://sites.google.com/site/
systemsneurolaboratory/

겸임교수

송지준
생명과학과, 교수

Histone Methyltransferases,
Chromatin Assembly,
Nucleosome Recognition

https://www.song-kaist.org/

겸임교수

한진희
생명과학과, 부교수

https://sites.google.com/site/
neuralcircuitandbehaviorlab/

겸임교수

양한슬
생명과학과, 조교수

Epigenetics,
Stem Cell, Tissue Regeneration,
Single Cell Genomics

Neurobiology,
Learning and Memory,
Neurodegenerative Disease,
Animal Behavior

https://hyang881.wixsite.com/yanglab

연구교수

Behavioral Neuroscience,
Movement Disorders

https://sites.google.com/site/bglabkorea/

겸임교수

겸임교수

72

김대건
KAIST 바이오융합연구소, 연구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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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성과

주요연구실적

교원현황

교원현황

KAIST IT융합연구소
KAIST IT융합연구소
구분

성명(학과,직급)

관심연구분야

홈페이지

이준구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Quantum key distribution, Quantum
computing,
Wireless mesh networking

http://quic.kaist.ac.kr

겸임교수

배준우
전기및전자공학부, 부교수

Quantum network coding,
Quantum computing,
Quantum cryptography

https://sites.google.com/view/qitkaist

겸임교수

손영익
전기및전자공학부, 조교수

Quantum Device,
Quantum computing,
Quantum Memory Control

https://qdlab.kaist.ac.kr/

소장

KAIST IT융합연구소
구분

성명(학과,직급)

양자IT
구분
겸임교수

성명(학과,직급)

관심연구분야
Computer Architecture, Flash, Solid State
Drive (SSD), Storage Systems and NonVolatile Memory (NVM)

정명수
전기및전자공학부, 부교수

홈페이지
http://camelab.org

KAIST IT융합연구소
구분

홈페이지

관심연구분야

홈페이지

겸임교수

조규성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Radiation image sensor, Medical
diagnosis equipment, Radiation detector

https://radiation.kaist.ac.kr

겸임교수

원용협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Advanced Sensors and Optical Network

http://code.kaist.ac.kr

B5G/6G 이동통신 및 무선전력전송 기술

관심연구분야

성명(학과,직급)

겸임교수

조동호
전기및전자공학부, 명예교수

B5G/6G mobile communication,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biology

http://umls.kaist.ac.kr/

겸임교수

조승룡
원자력및양자공학과, 부교수

Medical imaging, Radiation therapy

http://mirlab.kaist.ac.kr/

KI 펠로우

이주용
IT융합연구소, 연구교수

B5G/6G wireless communication

http://itc.kaist.ac.kr

연구교수

장호종
IT융합연구소, 연구부교수

Medical Device Biosignal Measurement

http://itc.kaist.ac.kr

연구교수

길계태
IT융합연구소, 연구부교수

Communication signal processing,
Advanced Multi-user MIMO technology,
Adaptive filter design

http://itc.kaist.ac.kr

KAIST IT융합연구소
KAIST IT융합연구소

구분

성명(학과,직급)

관심연구분야

IoT/WoT

홈페이지

겸임교수

김대식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Systems neuro science,
Neuro robotics,
Brain decodes

http://brain.kaist.ac.kr

겸임교수

김대영
전산학부, 교수

Real-time and Embedded Systems,
Internet of Things

http://www.resl.kaist.ac.kr/

겸임교수

김용대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Network and Distributed System Security,
Applied Cryptography

http://syssec.kaist.ac.kr/~yongdaek/

겸임교수

우운택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3D Vision,
Context-aware Interaction,
Augmented Human

겸임교수

최준균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Energy-saving network, Internet of
Things, Knowledge engineering

겸임교수

이정용
전기및전자공학부, 부교수

Solar cells/Photodetectors,
LEDs/Displays,
Stretchable Optoelectronics

74

구분
겸임교수

성명(학과,직급)

집적센서, B5G/6G 이동통신 및 무선전력전송 기술

관심연구분야
Integrated High frequency sensor,
B5G/6G wireless communication

홍성철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홈페이지
http://weis.kaist.ac.kr

KAIST 로보틱스연구소
KAIST 로보틱스융합연구소
구분

성명(학과,직급)

관심연구분야
무인 비행체,
자율주행차,
로봇 시스템

http://unmanned.kaist.ac.kr

http://mnlab.kaist.ac.kr

겸임교수

권동수
기계공학과, 교수

인간-로봇 상호작용,
의료 기기 로봇,
햅틱

http://robot.kaist.ac.kr

http://adec.kaist.ac.kr/

겸임교수

김진환
기계공학과,부교수

무인 시스템,
항법 및 제어,
해양 로봇

http://morin.kaist.ac.kr

소장

로보틱스

홈페이지

심현철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http://uvrlab.org/

집적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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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현황

교원현황

구분

성명(학과,직급)

관심연구분야

겸임교수

윤국진
기계공학과,부교수

컴퓨터비전,
기계학습,
패턴 분석

http://vi.kaist.ac.kr/

겸임교수

최한림
항공우주공학과, 부교수

의사 결정,
지능형 방위 시스템,
다 개체 운용

http://lics.kaist.ac.kr/

KAIST 로보틱스융합연구소
구분
겸임교수

성명(학과,직급)
윤윤진
건설및환경공학과,부교수

구분

홈페이지

관심연구분야

KAIST 나노융합연구소
KAIST 나노융합연구소
구분

성명(학과,직급)

관심연구분야

홈페이지

박인규
기계공학과, 교수

Micro/nano-sensors for IoT,
wearable and healthcare applications;
Micro/nano-manufacturing

http://mintlab1.kaist.ac.kr/

겸임교수

배중면
기계공학과, 교수

Solid Oxide Fuel Cell (SOFC),
Liquid Fuel Reforming,
Fuel Cell System

http://necslabmaster.wixsite.com/necs

겸임교수

변혜령
화학과, 부교수

Electrocatalysis,
Electrochemical energy storage,
Electrochemical energy conversion

http://www.emdl.kaist.ac.kr/

겸임교수

송현준
화학과, 교수

Inorganic and Nanochemistry

http://small.kaist.ac.kr/

겸임교수

신병하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Photovolatic Materials and Devices,
Electronic Materials,
Thin Film Physics and Technology

https://sites.google.com/view/energymatlab/home

겸임교수

이강택
기계공학과, 부교수

SOFCs,
Solid-state Batteries,
Hydrogen Production

https://www.ktlee.kaist.ac.kr/

겸임교수

이도창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Quantum dot display and lighting,
Quantum dot-bio photoreaction,
Photocatalysis

http://dclee.kaist.ac.kr/

겸임교수

이재우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CO₂ conversion,
CO₂ Chemical looping,
Clathrate hydrates

http://efdl.kaist.ac.kr

모빌리티

http://true.kaist.ac.kr

관심연구분야

겸임교수

홈페이지

모빌리티 네트워크 분석 예측,
모빌리티 행태 마이닝

성명(학과,직급)

기후변화대응 나노기술
홈페이지

정희태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Nano patterning,
Molecular self-assembly,
Gas sensors

http://ooem.kaist.ac.kr/

겸임교수

이재형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Machine Learning based Smart Manufacturing,
Sustainable Process Modeling,
Design and Analysis

http://lense.kaist.ac.kr/

겸임교수

고동연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Membranes, Sorbents, Nanoporous
Materials,
Scalable Separation Devices

https://mmml.kaist.ac.kr/

겸임교수

이진우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Nanomaterials,
Porous material,
Electrocatalyst

http://cens.kaist.ac.kr/

겸임교수

김도경
신소재공학과, 교수

Nano Ceramics for Energy and Structural
Applications

https://ncrl.kaist.ac.kr/

겸임교수

장동찬
원자력및양자공학과, 부교수

Nanomechanics and Radiation Materials
Science

http://rnl.kaist.ac.kr/

겸임교수

김범준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Eco-Friendly Solar Cells,
Wearable Soft Electronics, Polymers for Fuel
Cells and Batteries

http://pnel.kaist.ac.kr/

겸임교수

전석우
신소재공학과, 교수

Carbon Nanomaterials,
3D Nanopatterning

http://fdml.kaist.ac.kr

겸임교수

김지한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Computational Chemistry,
Nanomaterials Simulations,
Machine Learning and AI

http://molsim.kaist.ac.kr/

겸임교수

정성윤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Oxide Materials for Energy,
Defect Chemistry,
Interface Science

https://sites.google.com/site/atomicscaledefects/

겸임교수

김희탁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Fuel Cell,
Li Battery,
Aqueous Battery

http://eed.kaist.ac.kr/

겸임교수

정우철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Solar Fuels,
Fuel Cells,
Electro-catalysis

http://seml.kaist.ac.kr

겸임교수

류호진
원자력및양자공학과, 부교수

Nuclear Fuel Development and Fuel Cycle
Materials Research

http://fuel.kaist.ac.kr/

겸임교수

정유성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AI-Machine Learning,
Computational Chemistry,
Materials Informatics

http://qchem.kaist.ac.kr

겸임교수

리섕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Block Copolymer,
Reactive Polymer,
Polysaccharides

https://bcpolymer.kaist.ac.kr/

겸임교수

조은선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Hybrid Nanomaterials,
Hydrogen Storage, Molecular Transport,
Water Treatment

https://fhnl.kaist.ac.kr/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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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현황

주요연구실적

교원현황

구분

성명(학과,직급)

관심연구분야

홈페이지

구분

성명(학과,직급)

관심연구분야

홈페이지

겸임교수

조은애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Fuel Cell, Battery, Electrolysis

http://ecsm.kaist.ac.kr

겸임교수

서성배
생명과학과, 부교수

Brain Science,
Neuroscience,
Physiology

https://www.suhlab-neuralinteroception.kaist.
ac.kr/

겸임교수

최민기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Heterogeneous Catalyst,
Metal-Polymer Interaction,
Carbon Materials

http://egcl.kaist.ac.kr/

겸임교수

스티브박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Nanoelectronics,
Printed Organic Electronics,
Stretchable Electronics and Sensors

http://steveparklab.kaist.ac.kr/

겸임교수

최시영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Complex fluid,
Interfacial science,
Rheology, Bilayer

https://mcfl.kaist.ac.kr

겸임교수

염지현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Nanomaterials,
Chiral Materials,
Nanotechnology

http://yeom-lab.com

겸임교수

한상우
화학과, 교수

Noble Metal Nanocrystals and Their
Designed Assembly

http://ntl.kaist.ac.kr

겸임교수

이상엽
생명화학공학과, 석좌교수

Metabolic Engineering,
Systems and synthetic biology,
Biochemical engineering

http://mbel.kaist.ac.kr/

겸임교수

한승민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Mechanics and Reliability Study of Nanostructured Materials

http://mpnano.kaist.ac.kr

겸임교수

이원희
물리학과, 부교수

Calorimetric biosensors,
Inertial microfluidics

http://mfbsl.kaist.ac.kr/

겸임교수

이해신
화학과, 교수

Generalized strategy for functionalization
of any material surfaces inspired by mussel
adhesion,
Adhesive anti-bacterial,
anti-fungal compounds

http://sticky.kaist.ac.kr

겸임교수

이현주
전기및전자공학부, 부교수

Neurotransmitter sensing,
Development of Neuroscience Tools

http://bmm.kaist.ac.kr

겸임교수

정현정
생명과학과, 부교수

Bioengineering,
Drug Delivery,
Nano-bio technology

http://nanomedicine.kaist.ac.kr/

겸임교수

홍승범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Materials Imaging,
Atomic Force Microscopy, Ferroelectric/
Piezoelectric Materials

http://mii.kaist.ac.kr

KAIST 나노융합연구소
구분
겸임교수

성명(학과,직급)
강기범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관심연구분야
Nano/2D Materials,
Next-Generation Semiconductors

차세대 보건의료 나노기술
홈페이지

https://www.kang.kaist.ac.kr/

겸임교수

김일두
신소재공학과, 교수

겸임교수

김학성
생명과학과, 교수

Molecular Evolution,
Biomolecular Recognition

http://bel.kaist.ac.kr/

겸임교수

남윤기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Neural Microsystems and Instrumentation,
Neural Interfacing,
Neuron-on-a-chip

http://neuros.kaist.ac.kr/

겸임교수

남윤성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Biomolecular Materials

http://ysnamgroup.com/

겸임교수

박제균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Nanobiotechnology,
Integrative Bioengineering,
Microfluidics

https://nanobio.kaist.ac.kr/

겸임교수

강지형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Supramolecular Chemistry,
Functional Soft Materials,
Soft Electronics

https://www.jiheongkanglab.com/

겸임교수

박지호
바이오및뇌공학과, 부교수

Biomaterials,
Cancer Nanotechnology

https://openwetware.org/wiki/Park_Lab

겸임교수

경기욱
기계공학과, 부교수

Soft Robotics,
Human-Robot Interaction,
Flexible Actuators & Sensors, Haptics

http://irobot.kaist.ac.kr/

겸임교수

박찬범
신소재공학과, 교수

Biomaterials for Energy and Medicine

http://biomaterials.kaist.ac.kr

겸임교수

김상욱
신소재공학과, 교수

Soft Nanomaterial Self-Assembly,
Carbon Nanotubes & Graphene,
Energy Storage & Conversion

http://snml.kaist.ac.kr

겸임교수

배태현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Water treatment, Air purification, Gas
separation, Resource recovery

https://sites.google.com/site/thebaeresearchgroup

겸임교수

김상율
화학과, 교수

Functional Single Macromolecules,
Advanced Polyolefin Materials,
Controlled Polymerization

http://macro.kaist.ac.kr/

78

Inorganic Nanomaterials for Energy and
Nanoelectronics

http://advnano.kaist.ac.kr/

KAIST 나노융합연구소
구분

성명(학과,직급)

관심연구분야

차세대 정보기기용 나노기술
홈페이지

79

2021 KAIST 연구원 연례보고서

2021 KAIST INSTITUTES ANNUAL REPORT

KI 연구소/센터 현황

대표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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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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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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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연구분야

홈페이지

겸임교수

김신현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Colloidal Assembly, Photonic Crystals,
Plasmonic Materials,
Droplet Microfluidics

http://isml.kaist.ac.kr/

겸임교수

정연식
신소재공학과, 교수

Self-Assembly,
High-Resolution Printing,
3D Nanostructuring

http://funnano.kaist.ac.kr

겸임교수

김택수
기계공학과, 부교수

Mechanics-related subjects of advanced
packaging and thin films

http://aptf.kaist.ac.kr/

겸임교수

조용훈
물리학과, 교수

Semiconductor Physics

http://qnp.kaist.ac.kr

겸임교수

박병국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Magnetic Materials,
Spintronic Devices,
Magnetic Memory (MRAM)

http://nanospin.kaist.ac.kr/

겸임교수

최벽파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Material Characterization,
Structural Materials,
Alloy Design

http://nmac.kaist.ac.kr

겸임교수

서명은
화학과, 부교수

Controlled polymer synthesis,
Self-assembly of polymers and small
molecules,
Porous polymers

http://nanopsg.kaist.ac.kr/

겸임교수

최성율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Graphene & 2D Materials and Applications,
Flexible/Wearable/Soft Electronics

http://mndl.kaist.ac.kr

겸임교수

신종화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Nanophotonics,
Metamaterials,
Energy and Display Devices

http://apmd.kaist.ac.kr

겸임교수

양찬호
물리학과, 교수

Experimental Condensed Matter Physics

http://oxide.kaist.ac.kr

겸임교수

유경식
전기및전자공학과부, 부교수

Nanophotonics,
Optoelelctronics,
MEMS

https://kaist-yu.notion.site/

겸임교수

유승화
기계공학과, 부교수

Multiscale mechanics and material
simulation, Machine learning based design
of structural materials

윤동기
화학과, 교수

Synthesis of soft matters; small molecular
weight liquid crystals,
supramolecules, polymers,
biopolymers, inorganic particles, etc

http://yoon.kaist.ac.kr/

윤용진
기계공학과, 부교수

3D printing,
Si-μSOFC,
Nonlinear dynamics

https://jdl.kaist.ac.kr/

겸임교수

이건재
신소재공학과, 교수

Self-Powered Flexible Electronics and
Sensors,
Semiconductor Materials and Devices,
Flexible Micro LED for Biomedical Devices

http://fand.kaist.ac.kr

겸임교수

이한석
물리학과, 부교수

Optics, Micro/nano-Photonic Device

겸임교수

이혁모
신소재공학과, 교수

겸임교수

겸임교수

겸임교수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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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영상 및 뇌기능 조절

관심연구분야

홈페이지

정용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Neuroimage,
Neurodegenerative disease, Cognitive
function

http://ibrain.kaist.ac.kr/

겸임교수

구태윤
의과학대학원, 조교수

Tissue engineering,
3D microscopic imaging

http://tkulab.org/

겸임교수

김대수
생명과학과, 교수

Neuroscience,
Animal behavior,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sites.google.com/site/bglabkorea/

겸임교수

박성준
바이오및뇌공학과, 조교수

Bio/Neural Interface, Optogenetics,
Nanomaterials for Brain Engineering

https://www.bnilab.com/

겸임교수

박성홍
바이오및뇌공학과, 부교수

Anatomical,
Physiological,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http://mri.kaist.ac.kr

https://www.hleelab.org/

겸임교수

박영균
바이오및뇌공학과, 조교수

Neural Engineering,
System Neuroscience,
Single-cell Brain Mapping

https://ygparklab.org/

Alloy Phase Equilibria,
Application of Nanomaterials

http://triangle.kaist.ac.kr

겸임교수

박진아
전산학부, 교수

Visual Computing,
Interactive Computing

http://cgv.kaist.ac.kr

임성갑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initiat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olymer Dielectric Materials,
3D Cell Culture

http://ftfl.kaist.ac.kr

겸임교수

박형순
기계공학과, 부교수

Rehabilitation robotics,
Healthcare system technology,
Neuro-rehabilitation engineering,

http://rehab.kaist.ac.kr/

장민석
전기및전자공학부, 부교수

Nanophotonics,
Plasmonics,
Metamaterials

http://jlab.kaist.ac.kr

겸임교수

백세범
바이오및뇌공학과, 부교수

Computational & Systems Neuroscience,
Neural Network Models,
Visual System

http://vs.kaist.ac.kr/

소장
https://sites.google.com/site/seunghwa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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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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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연구분야

홈페이지

구분

성명(학과,직급)

관심연구분야

홈페이지

겸임교수

스티브박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Nanoelectronics,
Printed Organic Electronics,
Stretchable Electronics and Sensors,

http://steveparklab.kaist.ac.kr/

겸임교수

윤영규
전기및전자공학부, 조교수

neuro-engineering,
brain imaging,
optical instrumentation

https://www.nicalab.com/

겸임교수

예종철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Machine Learning,
Biomedical Imaging,
Bio-signal Processing

https://www.bnilab.com/

겸임교수

정기훈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Ultrathin Microscope
Micro-Optics for In vivo Imaging
Molecular DIagnostics

https://biophotonics.kaist.ac.kr/

겸임교수

이상아
바이오및뇌공학과, 부교수

Neural basis of Episodic memory, Spatial
navigation,
Cognitive development and aging

http://leelab.kaist.ac.kr/

겸임교수

조원기
생명과학과, 조교수

Genetics,
Molecular Biology,
Biophysics

https://www.wonkicholab.com/

겸임교수

이상완
바이오및뇌공학과, 부교수

Computational Neuroscience,
Brain-inspired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aibrain.kaist.ac.kr/

겸임교수

이현주
전기및전자공학부, 부교수

MEMS,
Bio/medical microsystems,
Brain Engineering

bmm.kaist.ac.kr

겸임교수

장무석
바이오및뇌공학과, 조교수

Optical Imaging,
Biomedical Optics, Neurophotonics

http://mooolab.kaist.ac.kr/

겸임교수

김유식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Quantitative Imaging,
Bioinformatics,
RNA Biology

https://qcbio.kaist.ac.kr/

겸임교수

장재범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Super-Resolution Optical Imaging,
Polymer,
Hydrogel

https://sites.google.com/site/jbchang03/

겸임교수

김유천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Biomedical device,
Drug delivery,
Gene therapy

https://bmnd.kaist.ac.kr

겸임교수

정범석
의과학대학원, 부교수

Clinical Neuroscience,
Neuroimaging,
Neuromodulation

https://drshrink.github.io/

겸임교수

김진국
의과학대학원, 조교수

Bioinformatics and Integrative Genomics

https://sites.google.com/view/jinkukkim

겸임교수

정재웅
전기및전자공학부, 부교수

Bio-integrated electronics,
flexible/stretchable electronics,
MEMS

https://www.jeongresearch.org/

겸임교수

김필남
바이오및뇌공학과, 부교수

Biomaterials/Tissue Engineering,
Biochip,
Mechanobiology

https://www.pilnam.kaist.ac.kr/

겸임교수

조승룡
원자력및양자공학과, 부교수

Data acquisition,
Image reconstruction,
Image processing

http://mirlab.kaist.ac.kr/

겸임교수

남윤기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Neural Microsystems and instrumentation,
Neural Interfacing,
Neuron-on-a-chip

https://neuros.kaist.ac.kr/

겸임교수

남윤성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Molecular biosensor,
Drug delivery,
Phage therapy

http://ysnamgroup.com/

겸임교수

박제균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Nanobiotechnology,
Integrative Bioengineering,
Microfluidics

https://nanobio.kaist.ac.kr/

KAIST 헬스사이언스융합연구소
구분

KAIST 헬스사이언스융합연구소
구분

성명(학과,직급)

관심연구분야

홈페이지

바이오광학

성명(학과,직급)

관심연구분야

치료생체공학

홈페이지

겸임교수

김필한
의과학대학원, 부교수

Bio-Imaging

http://ivmvl.kaist.ac.kr/

겸임교수

박지호
바이오및뇌공학과, 부교수

Biomaterials,
Drug Delivery,
Nanomedicine

https://openwetware.org/wiki/Park_Lab

겸임교수

박용근
물리학과, 교수

Biomedical Optics

http://bmol.kaist.ac.kr/

겸임교수

신의철
의과학대학원, 교수

Virology,
Immunology

http://liid.kaist.ac.kr/

겸임교수

오왕열
기계공학과, 교수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Optical
Imaging System

https://phil.kaist.ac.kr/

겸임교수

염지현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Nanomaterials,
Chiral Materials,
Nanotechnology

https://yeom-lab.com/

겸임교수

유홍기
기계공학과, 부교수

Optical System Design,
Biomedical Optics,
Optical Metrology

http://boom.kaist.ac.kr/

겸임교수

이원희
물리학과, 부교수

BioMEMS sensor,
Micro-nanofluidics,
Cryo-EM

http://mfbsl.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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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인공지능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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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연구분야

홈페이지

구분

성명(학과,직급)

관심연구분야

홈페이지

겸임교수

이흥규
의과학대학원, 부교수

Tumor Immunology,
Viral Immunology,
Vaccine development

https://www.heungkyulee.kaist.ac.kr/

겸임교수

김주호
전산학부, 부교수

Human-AI Interaction,
Social Computing,
Human-Computer Interaction

http://juhokim.com/

겸임교수

정현정
생명과학과, 부교수

Bioengineering,
Drug Delivery,
Nano-bio technology

http://nanomedicine.kaist.ac.kr/

겸임교수

노준용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Character,
Facial Animation Image,
Video Manipulation Immersive Display

http://vml.kaist.ac.kr/

겸임교수

처칠
화학과, 교수

Neurodegenerative Disease research,
Dementia,
Bioinorganic Chemistry

http://churchill.kaist.ac.kr

겸임교수

맹성현
전산학부, 교수

Text Mining,
Question Answer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http://ir.kaist.ac.kr

겸임교수

최기선
전산학부, 교수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achine Reading,
Semantic Web

http://semanticweb.kaist.ac.kr/

겸임교수

황의종
전기및전자공학부, 부교수

Big Data-AI Integration,
Big Data Analytics,
Big Data Systems

http://stevenwhang.com

KAIST 헬스사이언스융합연구소
구분

성명(학과,직급)

관심연구분야

스마트 헬스케어

홈페이지

겸임교수

강지형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Supramolecular Chemistry,
Functional Soft Materials,
Soft Electronics

https://www.jiheongkanglab.com/

겸임교수

김일두
신소재공학과, 교수

Inorganic Nanomaterials for Energy and
Nanoelectronics

https://advnano.kaist.ac.kr/pc/main/main.html

겸임교수

김철
바이오및뇌공학과, 조교수

Brain-body-machine interface,
Energy efficient biosensors,
Miniaturized implantable systems

https://beee.kaist.ac.kr/

겸임교수

권동수
기계공학과, 교수

Surgical Robot,
Human-Robot Interaction,
Haptics

http://robot.kaist.ac.kr/

겸임교수

이의진
전산학부, 부교수

Interactive Computing

http://ic.kaist.ac.kr

겸임교수

김종환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Machine Intelligence Learning,
AI-based Anomaly Detection,
Artificial Evolution

http://rit.kaist.ac.kr

겸임교수

최문정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부교수

Aging and Disability,
Gerontechnology,
Quality of Life Technology

http://aging.kaist.ac.kr

겸임교수

김현욱
생명화학공학과, 조교수

Systems Biology,
Systems Medicine,
Metabolic Engineering

https://sbml.kaist.ac.kr

연구교수

김희평
KAIST 헬스사이언스연구소, 연구조교수

Smart Healthcare,
Biomedical Engineering,
Human Computer Interface(HCI)

겸임교수

노용만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Deep Learning in Computer Vision and Image
Processing (2D, 3D, VR),
Medical Imaging

http://ivylab.kaist.ac.kr

겸임교수

박용화
기계공학과, 부교수

3D Vision Recognition,
Voice Recognition,
Biometric Recognition

http://human.kaist.ac.kr/

겸임교수

박현욱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Medical Imaging,
Video Processing,
MRI

http://athena.kaist.ac.kr/

겸임교수

명현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Autonomous Robot Navigation,
Object/Behaviour Recognition,
Bio-inspired Neural Networks

http://urobot.kaist.ac.kr/

KAIST 인공지능연구소

KAIST 인공지능연구소
KAIST 인공지능연구소
구분
소장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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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학과,직급)

관심연구분야

홈페이지

구분

AI 핵심기술

성명(학과,직급)

AI 핵심기술

관심연구분야

AI 응용기술

홈페이지

오혜연
전산학부, 교수

Machine Learn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Social Media Analysis

http://uilab.kr/

겸임교수

신종화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Metamaterials,
Photonics,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Designs

http://apmd.kaist.ac.kr

김기응
김재철AI대학원, 교수

Computing Theory,
AI-Information Service

http://ailab.kaist.ac.kr/

겸임교수

유승화
기계공학과, 부교수

Multiscale Mechanics and Materials Modeling,
Machine Learning-Aided Materials &
Composite Design

https://sites.google.com/site/seunghwa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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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인공지능연구소
구분

성명(학과,직급)

관심연구분야

예종철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Deep Learning for Image Reconstrucxtion,
Medical Imaging,
Biomedical Signal Processing

http://bispl.weebly.com/

겸임교수

이상엽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Biotechnology,
Metabolic Engineering,
Systems Biology

http://mbel.kaist.ac.kr

겸임교수

이재길
전산학부, 부교수

Big Data Analysis,
Spatio-Temporal Data Mining,
Stream Data Mining

http://dm.kaist.ac.kr/

겸임교수

이재우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CO2 Conversion to Valuable Carbon Materials,
Energy Efficient Design,
Process Intensification

http://efdl.kaist.ac.kr/

겸임교수

이재형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Reinforcement Learning based Multi-scale
Multi-stage Desicion Making Strategy,
Deep Learning based Function
Approximation and Model Estimation,
Design and Optimization of Sustainable System

http://lense.kaist.ac.kr/

겸임교수

이혁모
신소재공학과, 교수

Electrochemical Catalyst,
CALPHAD(Thermodynamic calculation),
Materials Discovery using Machine Learning

http://triangle.kaist.ac.kr/

겸임교수

임윤경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Human-computer Interaction,
User Experience Design,
Smart Home

http://cixd.kaist.ac.kr/

겸임교수

조승룡
원자력및양자공학과, 부교수

Deep Learning Applications in Medical
Imaging,
Radiation Therapy Nondestructive Testing

http://mirlab.kaist.ac.kr/

성명(학과,직급)

관심연구분야

구분
센터장

겸임교수

구분
겸임교수

AI 미래기술

홈페이지

Optogenetics,
Animal Behavior,
Brain-machine Interface

https://sites.google.com/site/bglabkorea/

겸임교수

이건재
신소재공학과, 교수

IoT Sensor,
Flexible Electronic Device

http://fand.kaist.ac.kr/

겸임교수

이상완
바이오및뇌공학과, 부교수

Computational Neuroscience,
Brain-inspired AI,
Neuroimaging

http://aibrain.kaist.ac.kr/

이준구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Quantum Computing,
Quantum Machine Learning,
Quantum information

http://quic.kaist.ac.kr

정혜원
전기및전자공학부, 조교수

Data Science,
Information Theory,
Statistical Inference

http://iids.kaist.ac.kr

조성호
전산학부, 교수

Robotic Intelligence,
Augmented Intelligence,
Neuro-Machine Intelligence

http://nmail.kaist.ac.kr/

조영호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Emotion Monitoring Skin Patches,
Physiological Emotion Symptoms,
Emotion Evaluation Criteria

겸임교수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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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연구분야

박수형
의과학대학원 부교수

Viral Immunology,
Protective immunity,
Vaccine

신의철
의과학대학원 교수

Viral Immunology, Protective immunity,
Vaccine

홈페이지
http://ltiv.kaist.ac.kr

성명(학과,직급)
김진국
의과학대학원, 조교수

관심연구분야
Antisense Oligonucleotide,
Antiviral therapeutics

http://mems.kaist.ac.kr/

감염병 치료제

홈페이지
https://jinkukkim.org

사우디아람코-KAIST CO₂ Management 센터

김대수
생명과학과, 교수

겸임교수

성명(학과,직급)

바이러스면역

사우디아람코-KAIST CO₂ Management 센터

겸임교수

겸임교수

KAIST 전염병대비센터

KAIST 전염병대비센터

KAIST 인공지능연구소
구분

AI 응용기술

홈페이지

겸임교수

KAIST 전염병대비센터(CEP)

구분

성명(학과,직급)

관심연구분야

홈페이지

이재형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Model Predictive Control,
Approximate Dynamic Programming,
Production Scheduling

http://lense.kaist.ac.kr/

겸임교수

송현준
화학과, 교수

Plasmon Nanocrystals,
Photochemical Catalysts,
Electroactive Materials

http://small.kaist.ac.kr/

겸임교수

이도창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Photocatalysis,
Quantum dot display,
Self-assembly

http://dclee.kaist.ac.kr/

겸임교수

이현주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Catalysts,
Applications for Energy and Environment

https://catmat.kaist.ac.kr/

겸임교수

이행기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Construction Materials,
Structural Analysis

http://samlab.kaist.ac.kr/

겸임교수

정연식
신소재공학과, 교수

Sub 10nm self assembly,
Nano structure applications, Energy
applications

http://funnano.kaist.ac.kr/

겸임교수

정유성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Atomistic materials design for CO₂ capture
and conversion,
Energy storage materials, Computational
methods developments

http://qchem.kaist.ac.kr/

센터장

CO₂ 변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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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람코-KAIST CO₂ Management 센터
구분
겸임교수

성명(학과,직급)
정희태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관심연구분야
Molecular Assembly,
Opto-electronic Materials,
Nanopatterning

CO₂ 변환기술

홈페이지
http://ooem.kaist.ac.kr/

홍&박 KI 빌딩

사우디아람코-KAIST CO₂ Management 센터
구분

성명(학과,직급)

관심연구분야

홈페이지

겸임교수

고동연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Molecular Separations,
Adsorption, Membranes

https://mmml.kaist.ac.kr/

겸임교수

김지한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Molecular Simulations,
Multi-scale Modeling,
Materials Design

http://molsim.kaist.ac.kr/

겸임교수

배태현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CO2 Capture, membrane technology,
nanoporous materials

https://sites.google.com/site/
thebaeresearchgroup/

성명(학과,직급)

관심연구분야
Solid oxide fuel cell,
steam reforming,
autothermal reforming

http://fuelcell.kaist.ac.kr/

겸임교수

스티브 박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Nanoelectronics, Printed Organic Electronics,
Stretchable Electronics and Sensors,
Bioelectronics

http://steveparklab.kaist.ac.kr/

겸임교수

신병하
신소재공학과, 부교수

Perovskite Optoelectronics,
Inorganic Chalcogenide Energy Devices,
Photoelectrochemical Water Splitting

http://energymatlab.kaist.ac.kr/

겸임교수

이정익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Nuclear enegy and system engineering,
Power conversion and propulsion,
Supercritical CO2 power cycle

http://npnp.kaist.ac.kr/

겸임교수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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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전기및전자공학부, 부교수

조은선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TEL. 042-350-2381~9 FAX. 042-350-2080

CO₂ 저감기술

연락처
KAIST 바이오융합연구소 / 042)350-4462

KAIST 로보틱스연구소 / 042)350-7139
KAIST 나노융합연구소 / 042)350-7271
KAIST 헬스사이언스연구소 / 042)350-7164
KAIST 인공지능연구소 / 042)350-8491
사우디 아람코-KAIST CO₂ 매니지먼트 센터 / 042)350-8251
4차산업혁명 지능정보센터 / 042)350-8671

사우디아람코-KAIST CO₂ Management 센터
관심연구분야

2021 KAIST 연구원
연례보고서

KAIST IT융합연구소 / 042)350-4293

배중면
기계공학과, 교수

성명(학과,직급)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HONG&PARK KI Building

홈페이지

겸임교수

구분

ㅣ 주소
KAIST 연구원

사우디아람코-KAIST CO₂ Management 센터
구분

CO₂ 포집기술

CO₂ 저장기술

전염병 대비센터 / 042)350-4286

홈페이지

First-principles and multi-scale simulation
of non-equilibrium open quantum systems/
Low-dimensional nanomaterials and their
nano-scale surfaces/interfaces/
Next-generation nano-electronic/energy/
bio device

http://nanocore.kaist.ac.kr/

Hybrid Nanomaterials,
Hydrogen Storage, Energy Storage

https://fhnl.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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