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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the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다



KBSI는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개별적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최고의 연구장비를 설치하여 

연구자들의 장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계 및 정부의 열망과 기대를 안고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Au nano-wire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의 기판 표면 이미지 (FE-SEM, S-4700)  



첨단 연구장비를 활용한

연구지원과 공동연구 수행

국가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대형공동연구시설 설치 운영 등

열정과 도전으로 

차원 높은 세계적 수준의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청산 화강암의 연대측정을 위한 암석 시편의 mapping 이미지 (HR-SIMS, SHRIMP)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

그 중심에 KBSI가 있습니다 

KBSI는 국내외 우수과학자들이 모여들어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글로벌 기초연구 플랫폼입니다

노령 생쥐의 뇌조직 중 신경세포의 미세구조 이미지 (Bio-TEM, Tecnai G2 Spirit T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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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KBSI 30년사는 총 2부로 구성했다. 1부(통사)에서는 1988년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 설립에서부터 현재까지 30년 역사를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기술했다. 2부(성과 비전)에서는 7개의 주요 성과와 주요 사업을 

다루고 비전을 제시하여 KBSI의 발전상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표기방식

본 책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영문을 비롯한 외국어를 

병기했다.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을 기준으로 하되 법 제정 및 정책 

집행 등과 관련된 내용은 문서에 기록된 방식을 기준으로 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지난 1988년 국내 기초과학연구 활성화를 위

해 설립되어 30년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 마련과 국가연구장비 공동활용을  

통해 분석과학 선도기관으로 발전했습니다. 

국내외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첨단 연구장비 인프라 구축과 분석역량 등을 바탕

으로 분석기술 개발, 국가·사회 문제 공공기술 개발, 산학연 간 융합기술 개발 등 과

학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글로벌 기초연구 플랫폼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KBSI는 국가연구장비 인프라 기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산연구장비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생활환경, 재난안전, 국민생활연구 등 국민 체감형 분석기술 개발

에 더욱 집중하며, 신산업 창출을 위한 융합연구개발 등 국가·사회 문제해결로 국민

건강과 국민행복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는 

KBSI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2018년 5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이광식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효율

화를 위해 관리통제 중심에서 효율적 활용 중심의 정책을 지원하고 친화적인 실태조

사 및 심의평가 개선 등으로 국가 R&D 생산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30년을 준비하고 있는 KBSI는 미래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국민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분석과학 개방형 공동연구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행복과 함께하는 KBSI,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KBSI의 힘찬 성장에 많은 관

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30년사 발간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분석과학 개방형 공동연구기관으로 

성장하여 미래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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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축사

지금껏 과학기술은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

으로 진입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그 밑바탕에는 기초과학이 있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1988년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국

내 유일의 출연연구기관으로서, 지난 30년간 산학연 연구자들이 손쉽게 연구시설과 장비

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훌륭하게 담당해 왔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 우

리나라가 기초연구 분야에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난 30

년간 기초과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KBSI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에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정립할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

과 연구자가 모두 공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새로운 시대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주

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주신 KBSI 임직

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KBSI 30주년’과 ‘KBSI 3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

하합니다.

KBSI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기초과학 발전의 핵심 원천이었습니다. 세계적 수준

의 첨단 연구장비를 구축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기초과학 전 분야의 연구활동을 선도했

으며, 산학연 연구자들의 세계적 성과 창출을 견인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 분야 성

과의 중심에는 언제나 KBSI가 있었습니다.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한국기초

과학지원연구원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각별한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과학 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초과학연구의 플랫폼으로서 세계 최고의 연구장비를 구축

하여 기초과학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융합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KBSI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하루하루가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지난 30년 동안 쌓아온 

KBSI의 명성과 역량, 지금의 열정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이 

되어 우리나라의 희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도 KBSI가 세계 일

류의 기초연구 인프라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립 30주년 및 30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KBSI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

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2018년 5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원광연

한국 기초과학의 
든든한 버팀목 KBSI의 새로운 
30년을 기대합니다

KBSI 창립 30주년과 
3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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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통사 열정으로 
혁신을 이끌다

Lead innovation 
with pass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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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발전을
설계하다

1988~1999

2
Chapter 

연구지원의 
토대를 다지다

2000~2008

3
Chapter 

연구지원의 
성과를 내다

2009~2018

프롤로그 

과학기술의 견고한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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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1999 2000 2008

1988. 8. 1
한국과학재단 부설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 설립

1999. 12. 10
전주센터 설치

1993. 10. 16
기초과학지원센터 대덕본소 준공식

2006. 3. 10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개소식

2005. 5. 6
순천출장소 설치

2006. 6. 7
강릉출장소 설치

2008. 4. 16
제주센터 설치

2006. 3. 31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현판식

2003. 11. 14
충청북도와 오창센터 설립 관련 협약 체결

2001. 1. 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 명칭변경

2001. 11. 23
춘천센터 설치

1992. 3. 18 ~ 4. 13
광주, 부산, 서울, 대구센터 설치

2000. 5. 20
독립법인 기초과학지원연구소 설립 1주년 기념식

1995. 4. 1
기초과학지원연구소로 명칭변경

기초과학 발전을 설계하다

30 Years History of KBSI

연구지원의 토대를 다지다

1988~1999

2000~2008



혁신과 도전으로

열어가는 우리의 오늘이

KBSI의 새로운 30년을

채워가는 매일이 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위대한 30년을 열어가는

내일이 될 것입니다.

2009 2019

2009. 3. 6
분석과학기술대학원(GRAST) 개원식

2009. 9. 25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개소식

2012. 4. 5
서울서부센터 설치

2016. 11. 7
국산연구장비활용랩 개소식

2018. 2. 1
스마트 오픈랩 개소식

연구지원의 성과를 내다
200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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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문명 발전을 견인하는 기초과학

기초과학(Basic Science)은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 그 자체를 목적으로 자연

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창조적 지식을 획득하거나 정립하는 연구활동 분야

다.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서 나오는 학문에 대한 진리탐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분야라는 뜻에서 순수과학(Pure Science)이라고도 부르며 일반적으로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으로 구분한다. 

인문과학에 속하는 기초학문 분야로는 언어학, 문학, 역사학, 철학, 종

교학, 심리학 등이 있으며, 자연과학에 속하는 기초학문 분야로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수학 등이 있다. 그중에서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라

는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한 자연과학의 연구 결과는 공학이나 응용과학 

등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 왔다. 기초과학 

분야에서의 연구성과가 과학기술 발전의 필수 요소이자 토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 선진국들이 자연과학이라 부르는 기초과학을 과학기술 

발전의 근원이자 기술과 산업 발전의 원천이라고 부르며 기초과학 역량 강

화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초과학은 공학과 응용과학의 혁신을 선도하며 사

고방식의 틀을 전환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한다. 자연현상의 밑바

탕에 존재하는 근본원리를 탐구하는 연구를 통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

과학기술의 견고한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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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밝히고, 그 과정에 발견한 새로운 지식을 통

해 인류 문명 발전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기초과학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깊은 뿌리에 맺히는 풍성한 열매

용비어천가 2장에 나오는 이 구절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과학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바꾸어 해석해 보면 절묘하다고 할 정도로 정수를 짚

고 있다. 

기초과학은 인간이 추구하는 과학발전이라는 열매를 얻는데 필요한 

뿌리와 같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많은 가지를 뻗어 풍성한 열매를 맺듯 

기초과학이 깊고 튼튼하게 뿌리내려야 응용과학기술 역시 많은 결실을 맺

을 수 있다. 또 샘이 깊어야 주변의 환경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바

다라는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마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를 키우는 일이나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을 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기초과학이 튼튼한 나라를 만드는 일 역시 쉽지 않다. 

무엇보다 기초과학이라는 뿌리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흔들림 없

이 견인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뻗게 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 한 가지는 꾸준히 영양분을 공급하듯 지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한 가지는 나무뿌리가 다양한 방향으로 깊게 뻗어갈 때까지 충

분한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기초과학의 든든한 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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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연구의 출발점 분석과학

2008년 2월, 미국 공학한림원(NAE)에서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

결해야 할 ‘21세기 14가지 위대한 도전과제’를 발표했다. 생명공학계 선구

자인 크레이그 벤터(J, Craig Venter), 발명가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

일(Ray Kurzweil),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Larry Page) 등 18명의 과

학자와 공학자들이 ‘환경’, ‘건강’, ‘사회’, ‘행복한 삶’ 등 4개 영역에서 선정

한 도전 과제 중 하나가 ‘과학적 발견을 위한 분석장비 개발’이었다. 

분석과학은 분석기술의 개발과 개선, 분석장비의 개조와 개발 및 그 활

용에 관한 연구 분야를 아우르는 과학이다. 과학기술 연구에 활용되는 모든 

장비가 곧 분석장비이며, 분석시설과 장비는 과학기술 발전의 필수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연구시설과 장비가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할 뿐

만 아니라 세계적인 연구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하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노벨상 

수상의 근원이 되고 있다. 첨단 분석기술과 분석장비가 기초과학을 발전시

키고, 기초과학의 발전은 다시 첨단 분석기술과 분석장비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첨단 분석장비 없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수행

할 수 없으며, 첨단 장비를 갖춘 과학자들만이 인류 역사를 바꿀 위대한 연

구성과를 낼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기초과학 발전 역시 반드시 첨단 분석장비의 도움이 필요

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첨단 분석장비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

고의 기관이 KBSI다.

기초과학 연구지원의 출발 연구장비 시스템 구축

KBSI는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이라는 나무가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

지 않는 뿌리깊은 나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다. 

설립 초기 KBSI의 목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이 연구에 매

진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연구장비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특별외화대출과 IBRD 차관을 이용해 각종 첨단기기를 구축하며 연구

지원을 시작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

에 연구자들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1993년 10월 대덕연구단

지에 본원을 준공한 데 이어 1995년 6월에는 다목적 플라즈마 연구장치인 

‘한빛(HANBIT)’장치의 준공과 함께 첫 플라즈마를 발생시켰다. ‘HANBIT’

장치라는 대형 플라즈마 연구장치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통해 미래 에너지

원 개발을 위한 핵융합기술 기초연구 역량을 확보한 KBSI는 범국가적 차원

에서 추진하게 된 ‘차세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연구장치(KSTAR)’ 프로젝

트 총괄 기관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다. 이로써 KBSI가 세계 최고 수

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핵융합연구개발 사업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핵융합연구 분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KBSI는 다른 분야에

서도 대한민국 기초과학 연구지원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어갔다. 1990년

대 말부터 KBSI는 기초과학 연구지원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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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자들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공

동연구 기반시설과 관련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HVEM)’, ‘고자기장 자기공명장치(900 MHz NMR)’, ‘초고

분해능 질량분석기(15T FT-ICR MS)’, ‘고분해능 이차이온질량분석기(HR-

SIMS)’ 등 국가적 대형장비를 구축해 나갔다. 

2003년 11월 14일에는 충청북도와 오창센터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함으로써 KBSI가 명실상부한 세계적 기초과학지원연구 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

한 오창센터를 통해 22만 4,254 m2(6만 7,837평)의 연구시설 용지를 확보함

으로써 더 큰 도약과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물리적 토대를 확보한 것이다. 

KBSI 오창센터에서는 바이오분석, 바이오 이미징, 나노특성평가 기기를 비

롯한 차세대 기가급 핵자기공명기(NMR), 바이오-나노기기, 초고자장 바이

오 질량분석기 등을 갖추고 장비개발사업과 기기교육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4대 국가적 대형장비를 구축한 이후로도 지속해서 새로운 대형장비를 

구축하고 있다. KBSI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자연현상을 

밝히려는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연구장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연구를 통해 열어가는 세계 최고 연구지원 역량

‘See the Unseen’. 이 말은 KBSI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에게는 사명과도 같

은 이야기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기초과학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자들에게 

그들이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2726 Part 1. 열정으로 혁신을 이끌다

오늘날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 중 첨단 대형분석장비의 도움을 받

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만들어 낸 연구 결

과는 찰나의 순간 극미 세계에서 벌어지는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과정을 통

해 얻은 연구성과이기 때문이다. KBSI에는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대형 연구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 하지만 최첨단 대형 연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고 누구나 그 장비를 이용해 원하는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없던 연구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장비 못지않게 중요한 부

분이 바로 그것들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연구자

들의 도움이다. 

최첨단 국가적 대형연구장비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역량을 갖

춘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KBSI다. KBSI는 지난 30년간 기초과학 연구

에 필요한 각종 첨단 대형장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구자

들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KBSI는 그동안 축적해 온 첨단장비 관련 역량을 활

용해 대한민국의 연구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임무를 수행해왔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어 왔다. 

그 결과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세계 최초·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분석장

비를 개발해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혁신체계(NIS) 및 지역혁신체계(RIS)의 연계와 기여를 통해 

‘국가적 연구장비 중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국

가 재난대응 분석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KBSI가 운영하

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는 R&D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범부처 연구시설·장비의 전략적 투자 공동 활용 촉진, 전문인력 양성,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총괄·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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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I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논하다

설립 배경과 흡수·독립 과정

KBSI 원로 

좌담회
1988년 8월 1일 설립 이후, 흡수 통폐합이라는 위기 상황을 거친 KBSI는 

다시금 독립법인으로 거듭나며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유구한 30년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KBSI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과 

과정을 살피기 위해 원로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관 우리가 역사를 쓸 때 1970년대와 

1980년대 시대상을 먼저 파악한 뒤에 우리 

조직이 설립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해

야 할 거 같아요. 

당시에는 학습활동이 초보적인 시기였어

요. 정부가 1980년에 공과대학 지원을 시작 

했어요. 이공대학 교수분들은 아시겠지만 옛

날에 ‘시설기준령’이라고 해서 대학에 시설이 

얼마나 돼야 한다는 기준을 만든 적이 있어

요. 1979년도에 보면 시설기준령 37%로 대

학에 시설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우리 기

관 존립에 상당히 기여했죠.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를 발족할 

때 과학재단에 붙인 것은 기관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아직 제로 상태의 새로운 

기관이니까 어딘가에 붙여서 발족하되, 재단

의 간섭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설기관

으로 만들었죠. 

윤창국 설립 초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원

래 카이스트 교수인 조병하 박사가 기초과학

참석자 (총 6명)

이관 前 과학기술처 장관

박병권 前 KBSI 제3대 원장

이정순 前 KBSI 제5·6대 원장

강신원 前 KBSI 제7대 원장

윤창국 前 KBSI 감사

전승준 前 KBSI 서울센터장, 現 고려대학교수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했어요. 설립 안까지 다 

완성했는데, 당시 조완규 총장하고, 김시중 

장관, 강효원 교수가 청와대 신극범 교문수석

을 찾아가서 반대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기관은 없다”면서 반

대한 거죠. 그래서 기초과학연구소가 테이프 

커팅만 앞둔 상태에서 무산됐어요.

이정순 저도 조병하 교수가 쓴 보고서를 읽

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교수들만 

연구를 했는데, 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

어요. 그래서 기초과학연구소를 만들어서 연

구도 하면서 대학교수들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대학교수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기초과학연구소가 설립

되려다가 스톱 됐고, 기초과학‘지원’연구소로 

바뀌게 됐어요. 아마 과학재단에서 대학교수

들 연구를 지원하면서 연구 분석이나 지원 등

을 전담하는 기관을 과학재단 밑에 두면 교수

들이 편리하겠다고 생각한 거 같아요.

이관 내가 노태우 대통령 첫 번째 내각에 

장관을 맡았는데, 그 전에는 울산대학교 총장

이었어요. 그때 공중에 뜬 70억이 있었는데, 

그걸 기초과학 지원하고 조직을 만드는 데 쓰

면서 직접 관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관

여하기 전까지는 지원연구소가 아니라 기초

과학연구소를 설립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비

록 대학교수들은 반대했지만, 나는 대학의 총

장이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당시에도 현재

의 KBSI가 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있

었죠. 결국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가 1988년

에 설립되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없

애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잠

수합시다.”라는 농담을 자주 했어요.

이정순 1991년에 연구소가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직속 기관이 된 이유는, 우리 기관을 

없애려는 와중에 기초과학교수협의회에서 서

포트하고 사방에서 아우성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직속 기관으로 남겨둔 거죠.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직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이미 

‘저 장비는 내 것’ 이렇게 내부적으로 다 생각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과정속에서도 생

존을 했던 거죠. 지금은 어렵다고 해도 그 당

시하고 비교하면 전혀 달라요. 초기에 들어오

신 연구원들도 주변 교수님들도 과기처에서

도 기술이면 되지 연구원은 왜 뽑느냐며 반대

를 많이 했어요. 아무튼 그걸 뚫고 뽑힌 연구

원들이 초기 멤버가 됐죠.

윤창국 청와대에서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

를 없애려고 하자 강박광 박사가 청와대에 들

어가서 그 필요성을 이야기했어요. “이건 대

학, 연구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하면서

요. 직속으로 가겠다고 이야길 했죠. 출연기

관으로서 직속기관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

막일 거예요. 

박병권 내가 1993년 소장으로 왔을 때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직속기관으로 돼 있더

라고요. 그래서 김시중 장관님한테 부설기관

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래서 부설기관이 

된 거예요. 어떻게 독립했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1999년에 정부가 연구회를 만들어서 

출연연구소를 관리하면서 기존 부설기관들

을 대부분 독립기관으로 분리시켰어요. 그때 

우리도 같이 독립된 겁니다.

이관

Part 1. 열정으로 혁신을 이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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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하려면 서로의 역량을 모아야 해요. 

KBSI가 오픈 마인드로 다른 곳과 연합해 새

로운 장비를 개발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정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곡을 찌르

네요. 제가 198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연

구소를 지켜봤는데, 어느 곳도 하드웨어를 중

심으로 건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KBSI는 그

런 목표를 가지고 설립됐어요. 하지만 오해가 

있는 게 하드웨어만 좋으면 서비스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연구가 필요해요. 연구가 없으면 연구소가 존

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대형장

비만 내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알기론 우리나라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실용장비를 만들어서 학위를 받은 경

우가 아직 없어요. 미국의 대학 연구소에 가

보면 소장은 교수, 즉 연구원이고 부소장은 엔

지니어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일이 이루어

지는데 우린 엔지니어를 비정규직으로 쓰잖

아요. 그런 시스템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여

러분들이 분석하러 갈 때 어디로 갑니까. 대

가가 있는 연구실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장비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거 고등학생들이 찍어 준

거라고 하면 쓰겠습니까? KBSI가 연구 역량

을 키워 분석 장비 분야의 대가들이 모인 곳

이 되어야 합니다. 

윤창국 KIST에서 30여 년 근무해봤지만 

내가 볼 때 KBSI 연구원들 역량이 절대 떨어

지지 않아요. 장비도 그렇고요. 부족한 건 열

정인 거 같아요. 그 열정을 어떻게 고무시키

느냐를 고민해야 할 거 같아요. 우리가 IBS 및 

KIST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를 도와

주고 이용해야 해요. 그렇게 하려면 지역 부

서 직원들의 마케팅 역량을 향상시켜서 지방 

정부를 상대하도록 해야죠. 지금 지방 정부는 

연구비 예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연구

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대학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란 이미지를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하는 기관이 

돼야 해요.

이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 중 하나는 

수월성이에요. 여러 가지 레벨이 있을 수 있지

만 대학 사회에서 말하는 최고 수월성을 추

구하는 연구소를 설정해야 해요. 우리 기관이 

최고를 목표로 움직인다고 자부하도록 만들

어야지, 그저 일자리 하나 더 플러스하는 기

관이 되면 안 돼요.

박병권 지자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지

자체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또 지역 발전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연구소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IBS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먼

저 정확히 파악하고 강점을 잘 활용해서 우리

가 남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와 역할이 있

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해요.

일동 우리의 역할은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보

아도 훌륭할 정도로 연구원 설립 당시 운영 철

학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경영진에서 지

속적인 고민을 통해 KBSI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들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신원 제 나름대로 KBSI의 설립배경, 혹

은 정체성을 규정하자면 ‘전국을 대상으로 했

다는 것’과 ‘산업체보다는 대학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설립 당시와 지금의 

정체성이 많이 다른 거 같아요.

KBSI가 설립 초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

는데 최근에는 지방과의 관계도 단절돼 있고, 

대학에 좋은 시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

초과학지원연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 

같아요. 산업계에서도 이용률이 낮고 다른 기

관이나 연구소와의 관계도 뜸해요. 이뿐이 아

니에요. 우리 출신이 다른 데 가서 성과를 내

고 교수가 되는 사람도 많은데 정작 KBSI쪽으

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없어요. 유능한 사람은 

많이 빠져나가는데 키울 사람들이 충분히 들

어오지 않는 것도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전국 규모

와 기초과학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비개발이나 응용 쪽으로요. 그쪽 

분야는 우리가 얼마든지 정부를 리드할 역량

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

를 가지고 노벨상 받고 또 다시 새로운 연구장

비 제작으로 이어지는 게 요즘 추세 아닙니까. 

이관 미래에 대해서는 강신원 원장님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요. 기계를 개발하는 쪽

으로 나아가는 건 좋은데, 우리는 기초에 기

초를 해서 ‘센서’나 ‘이미징’ 같은 분야에 집중

해야 할 거 같아요.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기

초가 되는 것에 집중하다보면 기초과학연구

소하고는 전혀 다른 KBSI만의 독자적인 모습

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창국 KBSI는 어떻게 장비를 확보해서 기

관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장비만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이 많지가 않아

요. 모델이 될 만한 사례는 영국의 장비 관련 

연구회예요. 원장님과 부원장님이 선진국을 

답사해 롤 모델도 찾고, 대형장비와 시설·장

비를 확보해서 다른 연구소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같아요. 산학연을 지원

할 수 있는 대형장비를 확보하고, 새로운 기

술을 개발하면서 KBSI의 정체성도 함께 발전

시켜야 할 거 같아요. 

전승준 저도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

각해요. 지금까지 기초과학의 역사, 20세기 

동안의 흐름을 보면 중요한 순간들은 항상 장

비와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장

비만 하는 연구소가 없죠. 이유는 간단해요. 

연구장비만 다루는 조직을 연구소로 볼 수 

없거든요. 우선 장비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내·외부 가릴 것 없이 모아서 

KBSI를 아이디어를 실현케 하는 ‘장’으로 만

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픈 마인드가 필요해요. 저

는 IBS 설립 이후 4년 동안 장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정말 큰

일 났다고 생각한 부분이 IBS가 설립되고 처

음 2~3년 동안 전체 연구비의 50% 이상을 

장비만 사는 데 쓰는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는 과학이 발전할 수 없어요. 서양에서도 노

벨상 받은 사람들을 보면 장비 개발과 연관된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빨리 결과를 내야 

하니까 있는 장비를 사서 어떻게든 하려는 그

런 경향이 있어요. 새로운 장비를 우리 손으

미래에 대한 조언

박병권 이정순 강신원

윤창국 전승준

Part 1. 열정으로 혁신을 이끌다 KBSI 원로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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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시대적 요구가 일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선

두그룹에 자리 잡고 있다. 2016년 기준 세계 6위

를 기록한 무역 규모는 물론, 12위에 오른 GDP 순

위만 살펴보더라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대한

민국의 위상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세계

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실제로 1960

년대 초만 해도 일제의 오랜 수탈과 한국전쟁이라

는 가슴 아픈 역사를 거치며 전 국토는 처참할 정

도로 황폐해진 상태였다. 당시 대한민국은 국민

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UN의 원조에 의

존해야만 했고, 성냥개비 하나 만들 기술력도 없

었다. 미국 정부 기관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1960년 10월,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렇

게 평가했다고 한다. “한국의 실업자는 노동인구의 

25%, 1960년 1인당 국민총생산은 100달러 이하, 

수출은 200만 달러다. 한국의 경제적 기적 가능성

은 전혀 없다.”

그랬다.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발전 가능성이라

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구촌 최악의 빈국 중 하나

였다.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는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날 많은 세계인이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변화를 바

라보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곤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장 가난한 나라

에서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국가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도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과학기

술 발전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오직 잘살아보자는 목표 하나

를 향해 치열하게 달린 결과, 1960년대와 1970

년대, 1980년대를 거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할 수 있었다. 1965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기록에 의하면 106달러를 기록했

던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1975년 608달러로 

증가했으며, 1985년에는 2,458달러를 기록했다. 

불과 30여 년 만에 24배에 달하는 성장을 이루었

으니 실로 세계가 놀랄만한 결과였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적인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국가와는 거리가 멀었

다. 이제 막 개발도상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수준이

었고 당면한 현실적 문제는 녹녹치 않은 상황이었

다. 단순히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더 높이 도약하는 데 뚜렷한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

다. 바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때문이었다. 

1980년대를 지나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바

라보는 시선에도 부정적인 전망과 평가가 끼어들었

다.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에 의존하는 방식의 전략만으로는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

리였다. 

특히 1980년대 제2차 석유파동을 겪으며 세계 

경기가 장기침체에 빠져들었고, 선진국을 중심으

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기술패권주의가 대두하

면서 선진기술 도입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선진

국들의 요구에 따라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협상이 시작되었다. 수출 제

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선진기술을 도입하기는 갈

1. 21세기를 대비한       

 창조적 기술개발 정책 태동

Chapter 1.

기초과학 

발전을

     설계하다

1988                                                       1999

대한민국 기초과학 연구 선진화의 임무를 띠고 탄생한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의 운영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였다. 첫째,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고가 정밀기기, 관리와 운영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기기, 단일기기로 사용빈도는 낮지만 전국적으로 필요한 기기, 고액의 

관리 운영비가 소요되는 기기 등을 확보해 기초과학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 

둘째, 대형 고가 연구기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학제 간, 연구 분야가 다른 영역 간, 

협동연구를 촉진한다. 셋째, 대학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가 연구기기의 관리·운영과 전문적 유지 

보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기사용 효율 극대화를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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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어려워지고, 국내 시장에는 선진국들의 제품

이 밀려드는 상황이 예상되었다. 

수출주도형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

할 최대 화두로 원천기술 확보 문제가 떠올랐다. 원

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세계 시장을 리드할 새

로운 제품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원천기술은 원한다고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기술

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초기술을 갖추기 위해

서는 반드시 기초과학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했다. 기초과학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갖추려면 기초과학 분야에 종사할 연구인력

과 이들이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하며 연구에 매

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했다. 

기초과학 육성을 위해 정부와 학계가 움직이다 

기초과학을 육성하려면 반드시 오랜 시간의 노력

과 많은 자본의 지속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1980년대 말 기초과학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다. 1987년 당시 우리

나라 연구개발비는 약 1조 8,780억 원(약 25억 달

러)이었다. 그나마 전년 대비 23.28% 증가한 수치

였다. 이 가운데 경상 운영비와 건설비를 제외한 순 

연구개발비는 9,733억 원으로, 국민총생산 대비 

1.78% 수준에 불과했다. 그중에서 기초과학연구비

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더욱 열악했다. 선진

국과 비교하면 초라하기까지 한 수준이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기

초과학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

었다. 1986년 KAIST(한국과학기술원) 조병하 교

수가 중심이 되어 제기했던 기초과학종합연구소를 

만들자는 의견도 이 같은 시대적 필요 때문에 나오

게 되었다. 과학기술처도 기초과학종합연구소를 만

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과학기술처는 1986년 6월 20일, 2000년대를 

향한 정부의 과학기술개발 장기계획’ 수립 시, ‘기

초과학연구원’ 설립을 검토하여 1987년 10월에 

‘전국공동이용 기초과학연구소설립안’을 입안했

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로 1988년도 예산 50억 

원도 확보했다. 

그러나 이 안은 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1988년 1월, 전국 대학 부설 기초과학연구소장 연

합회에서 24명의 연명으로 청와대에 시정 건의문

을 제출했다. 건의문의 요지는 기초과학은 인력양

성과 병행해야 하기에 대학 중심으로 육성되어야 

하는데, 대학의 열악한 연구여건은 방치한 채 예산

지원은 하지 않고 과학기술처 산하에 또 하나의 연

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기초과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

소 하나를 추가로 설립하는 방식으로는 실효를 거

둘 수 없으며, 전문 분야별로 연구소를 세워야 하

는데, 분야별로 연구소를 세우다 보면 비용을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또 하나의 연구

소를 세우기보다는 대학의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

기 위한 투자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학이 중심이 되어 기초과학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 너무 열악하며, 특히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연구장비 지원이 절실하

다는 과학계의 주장에 ‘기초과학연구소 설립안’은 

제동이 걸렸다. 이를 계기로 기초과학연구소 설립 

방안의 전면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졌다.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소속 5개 

기초과학 관련 학회인 물리, 화학, 생물, 수학, 지구

과학 학회에 대안을 연구하도록 요청했다. 과학기

술단체 총연합회는 1988년 2월 대학 연구 활성화

를 위해 연구장비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공동이용기구 설치를 건의했다.

연구기기 공동이용 방안은 기초과학연구 활성화

를 위한 당면 과제로 학회에서 오래전부터 여러 차

례 요구했던 사항이었다. 기기공동이용센터 운용

으로 예상되는 학계의 기대 효과는 명확했다. 중복 

및 분산 투자를 피할 수 있고, 정밀 고가 기기의 관

리와 보수가 용이하며, 국가적 수준의 연구에 필요

한 기본 연구시설을 갖출 수 있고, 대형연구 및 공

동연구 수행을 촉진함으로써 학제 간은 물론 다른 

분야 간 연구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를 설립하다

기초과학 육성방안을 모색하던 과학기술처는 서울

대 총장을 비롯한 기초과학계의 조언을 받아 대학

의 기초과학연구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기기지

원센터 의견을 채택했다. 센터의 역할은 대학이 단

독으로 보유하기는 어렵고, 운영과 보수가 힘든 국

가적 차원의 고가 첨단연구기기를 위주로 지원하

는 것을 기본 업무로 하도록 했다. 

공동기기지원센터 개념의 ‘기초과학연구지원센

터(가칭)’설립 방안은 1988년 4월 대통령에게 보고

되었고, 당초에는 경제기획원, 교육부, 과학기술처 

등 3개 부처 합의에 따라 수준 높은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독립기관으로 

발족시키려 했다. 그러나 독립 연구기관을 새로 발

족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 설

립은 가능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따

라 잠정적으로 한국과학재단 산하에 설립하되, 독

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1988년 7월 30일 개최된 제33회 한국과학재단 

이사회에서 예산 및 인사에 관한 독자적 운영이 가

능한 부설기관으로 설립하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

었고, 1988년 8월 1일에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가 

한국과학재단 부설기관으로 설립되며 역사적인 출

범을 알렸다. 

대한민국 기초과학연구 선진화의 임무를 띠고 

2. 시대적 부름에 답한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 설립

1988. 9. 12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 설립 추진 공문

1988. 7. 30
한국과학재단 제33회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 설립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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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한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의 운영 목표는 다음 

3가지였다.

첫째,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독자적으로 확보하

기 어려운 고가 정밀기기, 관리와 운영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기기, 단일기기로 사용빈

도는 낮지만 전국적으로 필요한 기기, 고액의 관리 

운영비가 소요되는 기기 등을 확보해 기초과학 관

련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 둘

째, 대형 고가 연구기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학제 간, 연구 분야가 다른 영

역 간, 협동연구를 촉진한다. 셋째, 대학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가 연구기기의 관리·운영과 전

문적 유지보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기사용 효

율 극대화를 기한다. 

과천시 중앙동 사무실을 거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청사를 개설하다

한국과학재단 부설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이하 

KBSI) 초대 소장으로 아주대 물리학과 김현남 교

수가 임명되었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

삼동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관에 임시로 

개설했다. 이후, 과천시 중앙동 고려빌딩 3층을 임

차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

를 시작했다. 인력은 행정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우

선적으로 충원했는데, 행정 분야는 KIST 경력직

원, 기술 분야는 국방과학연구원의 경력직원으로 

배치했다. 

인력을 충원한 KBSI는 첨단 연구기기 확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먼저 전국 대학과 학회를 통

해 기기 수요 조사를 거쳤고, 1988년 12월에 1차 

기기 구매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1989년 6월에는 기존에 확보해 놓은 ‘1988년 

특별외화대출금’ 500만 달러를 활용해 500 MHz 

NMR 등 26종의 연구기기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기기 도입에 필요한 조

치를 마쳤다. 또한 같은 해 ‘1989년 특별외화대출

금’ 200만 달러로 스퀴드 암석 잔류자기 측정기

(SQUID Magnetometer) 등 기기 11종에 대한 

추가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연구기기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

회와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장비를 선정하고, 장비심의위원회에서 다른 대학

이나 연구기관과의 중복구입 여부를 검토한 후 최

종 선정했다. 대형공동연구기기는 별도 사전조사

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재원별, 기기 분야

별 투자계획을 수립해 이 계획에 따라 연구기기 도

입을 진행했다. 

이처럼 다양한 기기가 속속 확보됨에 따라 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공간이 필요해졌고, 서울특별시 강

남구 대치동 신사 2빌딩 4~5층 3,891 m2(1,177평)를 

임차했다. 

1989년 9월, 대치동 청사로 이전한 KBSI는 기

기 도입과 병행해 기기 가동 요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해외 17명)를 시행했다. 또한 시험가동 이용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기초과학 관련 전국 대학과 

학회 등에 7,000부를 배포하는 등 분석지원에 필

요한 업무를 수행했다. 

KBSI가 분석지원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시

기는 1990년 9월이었다. 해외에서 연수를 끝낸 기

기 가동 요원들이 귀국해 대치동 청사로 합류하면

서 그동안 도입해 시험 가동을 마친 연구기기를 중

심으로 분석지원 업무를 시작한 것이다. 

같은 해 10월에는 ‘1989년 특별외화대출금’ 

200만 달러로 추가 확보한 스퀴드 암석 잔류자기 

측정기 등 11종의 기기의 시험 가동에도 성공했다. 

이어 이듬해 ‘1990년 특별외화대출’ 250만 달러를 

확보하고, 추가 기기 6종을 1991년 6월에 도입을 

완료했다. 이로써 연구기기 도입을 위해 확보한 특

별외화 대출금은 1988년, 1989년, 1990년 세 차례

에 걸쳐 총 950만 달러가 되었다.  

한편, 첨단 고가장비 확보를 위한 KBSI의 노

력은 특별외화대출 자금 확보에 그치지 않았다. 

1989년 10월에는 국회로부터 IBRD 차관 1,500

만 달러 도입 승인을 받았다. 1991년 6월 3일에는 

IBRD와 협약을 체결했고, 1991년 7월 26일에는 

재무부와 차관 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1992년 

초부터 본격적인 기기도입이 개시되었다. 1992년

에는 IBRD 차관 2,000만 달러에 대한 국회 동의

를 얻어 후속 연구기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기능을 재정립하고 대덕 본소를 준공하다

대치동에 청사를 마련한 KBSI는 기초과학계의 거

국적 참여로 수립한 운영계획을 시행하고, 특별외

화대출금과 IBRD 차관자금을 활용해 장비를 확

1988. 9 ~ 1989. 8
과천 중앙동에 위치한 설립 초기 청사

1989. 9 ~ 1993. 2
서울 대치동 청사 건물 외관 

1989. 9 ~1993. 2
서울 대치동 청사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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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하는 등 신설기관답지 않게 빠르고 신속하게 기

초과학 연구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1989년을 기초과학 활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과학기술처는 다각적인 기초과학 육성책을 시행하

고 있었다. 이 과정에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대학

교수 사회에서 KBSI의 역할에 대해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고, 자연스럽게 운영 방향 재정립이 이루

어졌다. 

첫째, KBSI 본소 설치 위치에 대한 조정이 이루

어졌다. 당시 기초과학연구 종사자들은 KBSI 본

소가 수도권에 위치하기를 바랐다. 주요 대학과 연

구시설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 자리 잡아야 효율

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당

시 정부는 수도권에 밀집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KBSI의 거점

을 대덕연구단지에 두는 것으로 경제기획원과 과기

처 및 교육부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둘째, 대덕연구단지에 본소가 설치될 뿐 아니라 

연구용 기기는 가능한 한 연구자 주변에 두어야 한

다는 원칙으로 인한 변화가 있었다. 신진 연구인력

이 교수 요원으로 영입되면서 지방의 기기 수요가 

급증했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연구권역을 중심

으로 분소 설치 필요성이 대두한 것이다.

이 같은 여건 변화에 더해 고가의 측정·분석기기

에 의한 지원기능만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

제가 제기되었다. 당시 연구기능에 관한 최초 의견

은 서비스만을 위해 자체 연구기능을 없애자는 것

이었다. 그러나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박

사급 연구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고유 연

구사업이 없다면 누가 참여하겠느냐는 주장이 제

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첨단 고가장비

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기에 관한 연구, 기

기 국산화에 대한 연구, 기기 조작법 연구 등 연구

기능 일부가 추가되었다. 

1991년 5월에는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시설 지

원기능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비 가동 

효율을 높이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기초과학 연

구장비 운영체계를 수립하기도 했다. 그 개념은 기

초과학 연구장비를 규모, 가격, 사용빈도,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 크게 4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비교적 저가 기본 연구장비로 범용적이면

서 사용빈도가 높고 기초과학연구에서 필수적인 

연구장비로 구분하고, 이러한 장비는 대학 연구실

에서 필수적으로 갖춰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 둘째, 

약 30만 달러 미만으로 유지관리비 부담이 적은 

장비는 대학의 공동기기센터에 설치해 각 대학이 

공동으로 기기를 이용하며, 특정 연구 분야 전용 필

수장비로써 각 대학 간 공동이용 대상이 되지 않는 

장비는 대학의 우수연구센터에 설치해 특수 연구

를 위한 전용 장비로 운영하도록 했다. 셋째, 더 고

가의 정밀 측정·분석 장비이면서 관리비 부담이 크

거나, 개별적인 이용 빈도는 높지 않아도 공동활용

이 용이한 장비는 KBSI 지역분소에 설치해 권역 

내에서 공동이용 하도록 했다. 넷째, 100만 달러 이

상 국가적 대형 기초과학 연구장비는 대덕본소에 

설치해 이용하는 방안이었다. 

이 같은 기초과학 연구장비 운영체계에 따라 

KBSI는 대덕본소에 국가적 대형연구시설을 갖추

고, 지역 분소에는 권역 내에서 공동이용 할 장비

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한편, 1989년 6월 27일 개최된 49회 한국과학

기술원 임시 이사회의 결과와 1989년 7월 31일 과

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에 따라, KBSI는 본소 건설 

부지로,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224-1번지에 조성

지 약 8만 6,849 m2(2만 6,272평), 원형공급지 약 

2만 1,464 m2(6,493평) 등 총 10만 8,314 m2(3만 

2,765평)를 무상 양도 받았다.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1990년 12월 1일에 건설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며, 1993년 10월 13일에 준

공이 이루어졌고, 1993년 10월 26일에 준공식을 

거행했다.

이로써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국가적 공동연구 

및 실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연구동 지하 1층

은 기계실, 전기실로, 지상 1층은 중·대형 실험기기, 

분석기기들로, 지상 2층과 3층은 생물, 지구과학, 

초진공, 저온실험실을 배치했다. 본관동 지하 1층

은 기계실, 전기실을, 지상 1층은 강당 및 행정 관

련 부서로, 지상 2층은 회의실, 세미나실로 지상 3

층은 전산실, 도서실로 구성했으며, 다른 연구소와 

달리 아트리움을 설치해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했

다. 기숙사의 경우 지상 1층은 외래 방문자 숙소로 

지상 2~4층은 본소 직원 및 외부 연구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구성했다.

플라즈마 핵융합 연구를 추진하다

대한민국에 플라즈마 현상과 핵융합 분야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대학 교과 과정

에서 유체역학의 한 주제로서 강의가 이루어지면서

였다. 이후 1979년 서울대학교의 ‘SNUT-79’ 1990

년 한국과학기술원의 ‘PreTEXT’, 1991년 한국원

자력연구소의 ‘KT-1’ 등 소형 토카막(Tokamak) 

장치 제작이 이루어지면서 핵융합 장치의 운전, 제

어, 가열, 진단 등 실험실 수준의 핵융합 기초연구

를 시작했다. 그러나 연구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계

획에 부합하는 부대설비를 확보하지 못했고, 설계 

수준의 정상 운전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다.

KBSI는 설립 초기인 1988년에 학회를 대상으

1990. 12. 1
대덕본소 건설공사 기공식

1993. 10. 16
기초과학지원센터 본소 준공식  

3. 플라즈마 공동연구시설 

 설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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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당시 화학과 생물 분

야에서는 분소 설치를 희망했고, 물리 분야에서는 

대형공동연구장비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전

문가 회의에서 물리 분야의 발전 가능성은 물론 

관련 과학기술계와 다른 연구 분야에 큰 파급 효

과가 기대되는 플라즈마 핵융합 연구 분야가 선정

되었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12명

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고, 단기적으

로는 플라즈마를 연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핵융합

연구를 할 수 있는 토카막 장치를 건설하자는 건

의가 나왔다. 

문제는 자금이었다. 핵융합 연구를 시도하고 있

던 다른 기관들 역시 자금 확보에 실패해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KBSI는 플라즈마 연구 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

이 제한되고, 국내 전문가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우수한 재미 과학자를 유치하는 방안

을 추진했다. 그 결과 재미(在美) 과학자들로 구

성된 미주지역 연구진을 통해 미국 MIT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거울형 플라즈마 연구장치인 

‘타라(TARA)’의 무상 양도가 가능하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정보와 재미 과학

자들의 협조를 받으며 ‘TARA’ 장치의 무상 양도

를 위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승인 요청을 추진했

고, 1991년 11월에 MIT 대학과 ‘TARA’ 장치의 

무상이양에 관한 행정약정서와 공동협력 양해각

서를 교환할 수 있었다. 

1992년 12월에 부산 세관을 통해 ‘TARA’ 장

치의 부품들이 도착했다. KBSI는 MIT 연구자

들의 도움을 받아 부품들을 점검하고 정리하면

서 장치의 전체 구성도와 위치 선정 작업을 진

행했다. ‘TARA’는 ‘빛의 신’이라는 뜻을 가진 직

렬식 반사형(Tandem Mirror) 대형 플라즈마 

발생장치였는데, KBSI는 ‘TARA’ 장치를 ‘한빛

(HANBIT)’이라는 다목적 플라즈마 연구장치로 

개조하기로 했다. 

‘TARA’ 장치의 해체와 개조 과정에는 재미 과

학자들을 도와 서울대와 KIST 학생들이 동참

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프로젝트 추진의 원동력인 젊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다. 길이 15 m, 최대 지름 3 m인 ‘HANBIT’ 

장치에는 15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1994년 말 개

조작업을 마치고, 1996년 5월까지 시운전 작업을 

진행했다. 1995년 6월 11일에는 ‘HANBIT’ 장치 

준공식과 함께 성공적으로 첫 플라즈마를 발생시

킬 수 있었다.

‘HANBIT’이라는 대형 플라즈마 연구장치의 설

치와 범국가적 공동운영은 플라즈마 과학 분야의 

기초연구뿐 아니라, 플라즈마 응용 첨단기술과 산업

적 실용화 기술인 초고주파, 초진공, 고자장, 초고온, 

계측제어 기술 등의 개발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미래 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핵융합 기술의 

기초연구 수행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핵융합연구개발사업단이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로 발전하다

KBSI가 한창 ‘HANBIT’ 장치 개조와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을 당시, 정부는 국가 간 과학기술 주도

권 선점 경쟁에 앞서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상용화 이전 단계에 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중간점 진입과 획득을 통해 실용

화를 촉진하는 전략이었다. 이에 따라 중간진입전

략의 적용이 가능한 6대 전략 기술 분야를 선정했

는데, 그때 ‘핵융합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되었다.

1995년 10월, 범국가적 차원에서 핵융합에 관

한 정책을 수립·심의하기 위한 ‘국가핵융합연구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12월 29일

에는 ‘국가핵융합연구개발 기본계획’이 마련되었

다. 국가핵융합연구개발 기본계획의 목표는 중간

진입전략을 활용해 21세기 초까지 세계 수준의 

‘KSTAR’를 국내 기술로 건설함으로써 선진국 수

준의 핵융합 연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정부가 한창 KSTAR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던 

무렵 KBSI는 ‘HANBIT’ 장치 운영에 성공하며 

국내 핵융합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

한 상태였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정부는 1996

년 1월, KBSI를 KSTAR 사업의 총괄주관기관으

로 선정했다. 선정된 후 KBSI는 곧바로 연구원 

내에 핵융합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해 총사업비 

1,500억 원의 투자를 확정했다. 

KSTAR 사업은 G7 선도기술개발사업의 하나

로 KBSI, 원자력(연), 표준(연), KAIST, 포항공대, 

삼성기반기술연구소, 한국중공업 등 국내 다수의 

출연(연), 대학, 민간 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제의 틀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대한

민국 최초로 대형의 국가공동연구시설을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건설하는 시스템 과학적인 연구 

프로젝트였다. 

1990. 6. 25
핵융합 및 플라즈마 연구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워크숍 

1992. 12. 15
‘TARA’ 장치 부품 정리 작업 중

1995. 6. 21
‘HANBIT’ 장치 준공식 

1996. 1. 13
핵융합연구개발사업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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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STAR와 같은 대형 연구장치를 건설하

기 위해서는 40~50여 년 전부터 이런 장치들을 가

동한 경험이 있는 핵융합 선진국들의 도움이 필요

했다. 이에 따라 핵융합연구개발사업단은 해외 기

관별 협력대상기술을 선정하고, 미국 프린스턴대학 

플라즈마물리연구소(Princeton Plasma Physics 

Laboratory)와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대학, 일본 핵융합과학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Fusion Science)와 일본 

원자력연구소(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영국 컬햄핵융합연구소(Culham 

Institute), 프랑스 까다라슈 소재 유럽연합원자력

연구소(Association Euratom-CEA Institute), 독

일 막스플랑크 플라즈마 물리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Plasma Physics), 러시아 쿠르차

토프연구소(Kurchatov Institute), 중국과학원 

소속 플라즈마물리연구소(Institute of Plasma 

Physics) 등과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이들 해

외기관 전문 인력을 국내로 초빙하고, 국내 연구 인

력들을 해외로 파견해 KSTAR 개념 설계에 관해 

협의하고 기술 이전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핵융합연구개발 인프라를 더욱 체계적

으로 구축하기 위해 핵융합연구를 전문으로 하

는 독립된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에 따라 KSTAR의 성공적인 완공과 대형공동연

구시설로의 책임 운영, 국제 핵융합 실험로(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등 대형 국제 협력 과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 기관을 육성하고자 2005년 10월, 핵융합연

구개발사업단을 부설기관 ‘핵융합연구센터’로 발

전시켰다. 2007년 9월, 핵융합연구센터는 핵융합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핵융합로 설계 및 제작, 핵

심기술 개발의 중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핵융합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KBSI가 설립 초기인 1988년 물리학계의 요청

을 받아들여 플라즈마 핵융합연구 분야를 선정하

고, MIT가 보유하고 있던 ‘TARA’ 장치를 양도 받

아 ‘HANBIT’ 장치로 개발하며 기울였던 많은 노

력들이 ‘국가핵융합연구소’ 탄생을 직접적으로 지

원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된 것이다.

2006. 3. 31
핵융합연구센터 현판식 개최 

2007. 9. 14
국가핵융합연구소 노무현 대통령 내방 

1991. 10. 4
기초과학지원센터 흡수 관련 기사

4. 기초과학지원연구소 독립법인

 위상 확보

정부 출연연구소 흡수 통폐합 조치로 

위기를 맞다

과학기술처가 1989년을 기초과학 활성화 원년으

로 선포한 데 이어 1989년 12월 18일에는 기초

과학연구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기초과학연구지원

기관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90

년 11월 29일에는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시행령 제

정으로 지역분소 설립 근거도 마련되었다. 1990년 

12월에는 대덕연구단지에 KBSI 본소 건설 공사

가 착공에 들어갔다. 이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기초

과학연구를 지원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은 

KBSI가 머지않아 독립연구기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예상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1991년 단행된 대대적인 정부 출연연구

기관 통폐합 작업이 진행되면서 KBSI에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존폐 위기가 찾아왔다. 이 시기 정

부에서는 많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흡수 통폐합

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연구기관

들은 생존을 위해 각자의 정체성과 역할의 중요성

을 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반면 이제 

막 장비도입 과정을 진행하던 신생기관인 KBSI로

서는 존립 당위성을 알릴 근거가 너무도 빈약했다. 

사실 KBSI를 바라보는 냉정한 현실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평가받을 형식적인 규모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정부 분위기는 KBSI를 다른 연구원의 부

서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이 같은 사

실이 알려지면서 KBSI 내부 연구원들은 물론 설

립에 힘을 실었던 학계 관계자들이 거세게 반발하

고 나섰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기초과학 연구지원 역할은 반

드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KBSI와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학

재단 부설기관으로 출발했던 KBSI는 1991년 10월 

17일부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직속 기초과학지원

센터로 흡수 개편되고 말았다. 기능의 필요성은 인

정받아 역할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독립성을 보장

받지 못한 직속 기관의 처지로 전락한 것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직속 기초과학지원센터로 

개편된 KBSI는 화학기기실, 생명과학기기실, 지구

과학기기실을 하부조직으로 하는 제1기기지원부, 

물리기기실과 플라즈마기기실을 하부조직으로 하

는 제2기기지원부를 두었으며, 기초과학 분야특수 

문헌 자료 비치 및 공동이용 편의 제공과 학술정보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학술정보실을 운영하도록 했

다. 기기지원부의 지원부서였던 기술지원실과 행정

실은 축소 개편되어 운영과, 관리과, 건설과를 하부

조직으로 하는 사업지원실로 개편되었다. 

부설기관으로 입지를 되찾다

비록 독립기관의 지위는 잃게 됐지만, 대한민국 기

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KBSI의 역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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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3. 18
광주분소 개소식

1992. 4. 13
대구분소 개소식

1993. 10. 16
기초과학지원센터 본소 준공식 

1995. 4. 20
기초과학지원연구소 현판식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자세

를 잃지 않았다.

다행이라면 기관은 흡수되었어도 KBSI가 수행

하는 임무와 역할은 어떤 기관도 결코 대신할 수 

없으며, KBSI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업무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확실하게 인정받고 있었다. 

KBSI 역할의 필요성은 내부보다 오히려 과학계에

서 더 간절히 요구하고 있었다. 1992년에 이르면서 

전국 기초과학 교수협의회와 동·식물학회 등에서 

전국적인 연구지원망을 구성해 달라는 강력한 요

구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밀려들었다. 

사실 지역분소 설치를 요구하는 학계의 주장은 

KBSI가 1990년 9월 대학의 연구활동 지원을 시

작한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다. 기기 가동 초기임

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이용실적은 애초 기대를 훨

씬 넘어섰다. 부분적으로는 보유서비스 능력을 초

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특히 수도권에 집

중해 있는 이공계 대학의 이용 실적이 급격히 증가

했다. 당시 수도권에는 전국 이공계 대학 112개 중 

40개 대학이 있었고, 연구비의 약 60% 가량이 수

도권 지역 대학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KBSI 전

체 이용 실적 중 약 70%를 수도권 대학이 차지하

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KBSI

의 연구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분소를 설치해 전국적인 연구지원망을 

확충해달라는 요구가 높았다. 

이 같은 요구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기초과

학 분야 산학연 연구자들의 연구활동 지원과 공

동연구 수행을 위한 지역분소를 대학 구내에 설치

할 것을 제48차 정기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이사

회 결정에 따라 1차로 1992년 3월과 4월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4개 지역에 분소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거행했다. 각 분소는 곧바로 운영협의회

를 구성하고 연구장비를 선정·도입하는 등 활동을 

시작했다. 

1992년에 분소 설립을 통해 전국적인 지원 체제

를 갖춰가기 시작한 데 이어, 1993년 초에는 대덕 

본소 건설 공사도 막바지를 향해 탄력을 더해가고 

있었다. 그 시기, KBSI가 고유 임무를 수행하는 기

관으로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속

해서 제기되었다. KBSI 임직원도 대한민국 기초과

학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표준과학연

구원 내부에서도 차츰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

성되었다. 어차피 기초과학 연구지원 역할은 한국

표준과학연구원의 영역이 아니며, 이는 KBSI만의 

고유 임무라는 사실이 공감을 얻어갔다. 

1993년 5월 15일 개최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제53차 이사회에서 KBSI를 직속기관에서 부설

기관으로 직제 변경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KBSI 이용률이 갈수록 급증하고, 기초과학연구

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한 결정으로, 행정처리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관 운

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한 자연스러

운 선택이었다. 이에 따라 제1기기지원부는 중앙분

석기기부로, 제2기기지원부는 대형공동연구기기부

로, 사업지원실은 행정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독립법인 기초과학지원연구소로 출범하다

위상을 회복한 KBSI는 1993년 10월 16일, 대덕 

본소 준공식을 거행했다. 대덕연구단지 내에 둥지

를 틀게 된 KBSI는 본소에 안정동위원소비 질량

분석기(Stable Isotope Raito Spectrometer) 등 

250만 달러 상당의 기기를 대덕으로 이전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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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700만 달러 상당의 기기들은 서울분소에 설

치함으로써 서울·경인 지역 기초과학 연구지원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했다. 

KBSI가 대덕 본소와 4개 지역분소를 통한 범국

가적·종합적 연구지원망을 갖춤에 따라 본소는 대

형공동이용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첨단 과학 분야

의 전략적 공동연구 활동 지원 및 중부권의 분소 

역할을 겸하게 되었다. 지역분소는 지역 특성에 맞

는 첨단 장비를 설치·운영하여 지역 기초과학 연구

자를 근접지원함으로써 전국을 다핵화한 기초과

학 연구수준의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KBSI를 부설기관으로 개편한 한국표준과학연

구원은 1995년 3월 31일 개최한 제62차 이사회에

서 ‘기초과학지원센터’라는 기관 명칭을 국가 기초

연구 진흥을 담당하는 중추적 기관의 취지에 맞춰 

‘기초과학지원연구소’로 변경한다고 의결하고, 4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1990년대 말,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를 겪으며 정

부를 포함한 공공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 연

구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결과 과학기술계 출연

(연)을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

연구회의 3개 연구회 산하에 20개 출연(연)이 소

속되도록 하는 변화가 있었다. 

특히 주무 부처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출연(연)

의 운영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출연(연)이 주무 부처 위주의 연구에 국한하

지 않고, 범국가적 연구개발에 전념하도록 하는 선

진국형 운영시스템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

라 1999년에 ‘정부 출연(연)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각 부처 산하에 소

속되어 있던 체제에서 벗어나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연구회 체제가 탄생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KBSI도 1999년 5월 20일

을 기해 독립법인 기초과학지원연구소로 출범할 

수 있었다. 이로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설기관

이 아닌 명실상부한 독립법인으로서 새로운 위상

을 확립하게 된 것이다.

한편, KBSI가 특별외화 대출금과 IBRD 차관사

업을 활용해 1997년까지 확보한 30만 달러 내외 

범용성 연구장비는 4,450만 달러 규모 총 208종

에 달했다. 이후 IBRD 차관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기초과학 첨단 대형연구장비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1997년부터 과기처로부터 ‘공동활용 연구기

자재 및 장비확충사업’을 승인받아 매년 기초과학

연구에 필수적인 장비를 지속해서 확충해 나갔다. 

첨단 대형연구장비를 확충하고 체계적인 지원시

스템을 구축함으로써 KBSI의 기초과학지원 역량

도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첨단 분석지원이 괄목할

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고, 다양한 시료분석 요구에 

따른 새로운 분석기법 개발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

지함으로써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해 기초과학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첨단기기 공동활용을 통한 산학연 공동

연구의 장을 마련했으며, 기술개발의 응용연구 분

야 확대로 미래 원천기술능력 함양에 지대한 역할

을 수행했다. 첨단기기 교육훈련을 통해서는 기초

연구 관련 첨단 고가장비의 효율적 활용과 대학 

및 산업계의 우수 인력양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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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I에 입사한 지 30여 년이 다 되어간다. 최

근까지의 정보화 분야에 몸담아 일하면서 겪

었던 많은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1989년도에 입사하여 최근까지 있었던 많은 

일을 뒤돌아보았다. KBSI의 정보화 역사는 바

로 1990년에 서울 대치동 사옥에서 처음 운영

하였던 사무 자동화용 서버시스템으로 부터 

시작한다.  

1989년 입사와 함께 나는 제작기술실의 연구

장비 기술지원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기기이용 업무를 

맡아 일하면서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Lotus1 2 3)로 기기이용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기기이용대장, 기기이용통

계, 지원실적 조회 등의 업무를 전산처리하도록 하였고, 총무팀

에서 수기로 작성하던 급여명세서를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DbaseIII)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 

업무는 소소하지만 행정전산화의 효시(嚆矢)가 되었다.

이후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방안을 생각했다. 본격적인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었다. 1995년도에 경영정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기 위해 개발인

력으로 기술원 2명을 충원했다. 기관업무 전 분야에 대한 업무분

석을 시작하며 경영정보시스템 전용서버를 도입했다. 1996년 1월

에 그룹웨어를 도입하여 부분적인 결재시스템의 운영도 병행했

다. 당시 황병상 행정원(현 감사팀장)과의 업무분석 관련 협업은 

이후 시스템 개발의 큰 기반이 되어주었다. 이를 토대로 2000년 

말까지 5차에 걸쳐 경영정보시스템을 개발을 수행할 수 있었다.

우리가 직접 개발한 경영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들은 회계 관리, 

인사관리, 총무관리, 기기지원관리, 연구관리, 시설관리, 자재관

리 등 연구원의 대부분 업무다. 당시 경영정보시스템은 4GL 개

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 배포 및 유지

보수가 쉽도록 자동 판올림 기능을 갖추어 운영하였다. 이후에 

2015년 말까지 약 20여 년 동안 유지보수, 고도화 등 경영정보시

스템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외부 기술이나 용역업체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덕분에 개발비와 유지보수비 등 

제반비용의 많은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경영정보시스템을 외주용역으로 신규 구축하면 약 2년 동안 30

여 명이 투입되고, 운영과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3~7명이 투입되

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기관 내부직원 2명이 직접 개발하여 20여 년간 매년 경영정보시

스템을 유지보수하고 추가개발까지 하고 있다. 더군다나 주변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온갖 소규모 정보시스템들도 개발하고 관

리해왔다는 점에서 가히 놀라운 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내부에서 그치지 않고 타 기관에까지 영향을 끼쳤

다. 1997년에는 포항가속기연구소와 협력사업의 목적으로 경영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및 프로그램 소스를 무상 제공하였

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는 자동 판올림 프로그램의 소스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후 중소기업 ㈜이엔에스에 ‘경영정보시스

템 개발기술’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에 ERP 기술을 

이전하는 개가를 이루기도 했다.

올해로 KBSI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

보면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결과는 이

렇게 30년이라는 위대한 역사로 남았다.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하여 타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기를 바라본다.

25년간 KBSI 정보화 
추진의 결실

장비정보팀 민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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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당시에 나는 기획과장의 직책을 맡

고 있었다. 그러던 4월 하순의 어느 날, 선임

부장을 역임했던 박영목 박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얼마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 충청북도와 협약을 통해 오창산업단지 내

에 부지를 받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한번 알아보라는 내용이었다. 통화 직후 생명

(연) 기획과장에게 연락을 취해 협약 담당과

장의 연락처를 받아낼 수 있었다. 

위 내용을 당시 이정순 원장님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에게 보고를 마친 나는 며칠 후 박영목 박사, 유종신 선임

부장과 함께 충북도청으로 가 이태수 첨단사업과장을 만났다. 

당시 이원종 충북지사는 ‘충북 바이오토피아’ 육성계획을 천명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우리 한국기초과학지원연

구원도 오창에 부지를 마련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자 이

태수 과장은 흔쾌히 후보 부지를 보여주겠다며 오창산업단지로 

우리를 안내했다. 

처음에는 현재 생명(연) 뒤쪽 부지를 보여주었다. 면적은 넓었지

만, 부지에서 공동묘지가 보이는 곳이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직원들이 여기서 근무할 경우 날마다 묘지를 보게 될 텐데 자칫 

우울해지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우리가 탐탁지 않아 하자, 다른 

부지가 있다며 다시 이동하였다. 그 부지가 바로 현재 오창센터

가 있는 부지였다. 

중간에 큰 도로가 있어 부지가 양쪽으로 나누어진 단점은 있었

지만, 토목공사가 다 끝나서 넓은 평지로 된 부지라는 점이 마음

에 들었다. 이에 대해 의견이 같았던 우리는 다시 충북도청으로 

돌아와 당시 박경국 통상산업국장(안전행정부 제1차관 역임)을 

만나 부지 제공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는 빠르게 진행되

었으며, 8월과 9월에는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두 차례 대덕본원

을 방문하여 현황 파악을 마쳤다. 

마침내 같은 해 11월 14일, 충북도청에서 이원종 충북지사와 이

정순 원장 간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요지는 22만 4,254 m2(6만 7,854평)

를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며, 오창

센터를 BT, NT, BNT 관련 기초과학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중심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2004년 12월 10

일, 최석식 과학기술부차관과 이원종 충북지사 등이 참석한 가

운데 이정순 원장의 식사(式辭)를 시작으로 자기공명연구동 기

공식을 함으로써 오창센터 건설의 첫 삽을 뜨게 되었다. 

당시 KBSI는 대덕본원의 좁은 부지로 인해 발전에 한계가 있었

다. 그 상황에서 넓은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창센터는 대형장비를 중심으로 한 공동연구의 중심으로 발전

하게 되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당시 오창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연구원의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닐

까 생각한다. 그 후 시간이 흘러 2010년에 나는 오창센터 사업지

원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부지확보에 도움을 준 이태수 과장

을 수소문하여 찾아보니, 이미 충북도청을 퇴직하고 소일 중이라

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원에 건의하여, 이태수 전(前) 과장을 

초대해 원장 명의의 감사패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하였다. 

우리 연구원의 미래 터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할 수 있어서 다행스러웠다. 

오창센터 
부지확보를 통한 
KBSI 제2의 도약

감사부 황병상

2. Promenade KBSI 3. Promenade KBSI

감사부 김선봉

한 기관의 명칭은 사람들이 그 기관의 업무 

성격 등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30년 

동안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 기초과학지원연

구소를 거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 총 

세 번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는 KBSI의 성장

과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의 여정’

이다. 하지만 이름만 듣고서 KBSI의 방향성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화학연구원, 한국

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처럼 명확하게 

업무가 연상되는 기관들과 대조적이다. 

KBSI는 ‘기초과학’이라는 개념이 매우 생소했던 1988년에 설립

되었다. 1년 후인 1989년에 입사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현재에 

이르러서도 KBSI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다시 물어와 당혹스

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입사초기 총무부서에 배치된 나는 대학 때 사진 동아리로 활동

했던 것을 살려 개인 카메라를 이용해 연구원 행사의 촬영을 전

담했다. 특히 설립 초기 10여 년 동안은 연구부서, 행정부서, 기

술부서가 다 함께 직원 개인의 결혼 등의 경사를 축하하였고 자

연스레 직원들의 결혼사진도 담당하게 되었다. 그때도 기초과학

연구지원센터 라는 긴 이름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았다. 직원의 

결혼사진을 촬영할 때마다 미리 주례에게 명함을 건네며 정확

히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는 습관까지 생겼었다. 불가피하게 결

혼식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도 결혼하는 우리 직원에게 꼭 기관 

명칭을 명확히 소개하라고 당부하곤 했다.

그러던 2011년, KBSI의 명칭과 관련하여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

다. KBSI와 명칭과 너무나도 흡사한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설

립된 것이다. 이명박 캠프는 선거공약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

트 기초과학연구원을 대덕연구단지에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발

표했고, 당선과 함께 이를 이행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KBSI보

다 예산 규모나 인원도 많고 국가적 관심도 컸다. 그러다 보니 우

리 직원의 사기는 침체되어 갔다. 위치도 하필이면 같은 행정구

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이어서, 택시기사가 KBSI를 기초과학연

구원으로 착각해 다시 되돌아가는 일도 있고, 우편물이 뒤바뀌

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동안 우리 기관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첨단 대형장비 공동활용 기관에 걸맞은 새로운 이름

을 찾지 못했다. 

2018년 현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 설립 30주년을 맞

이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각 분야의 

모든 구성원이 본인의 이해타산보다는 기관의 발전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합심하는 좋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다른 연구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노사 분규 등

의 갈등이 단 한 번도 없어서 타 기관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

다. 우리 기관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이 전통을 계속 이어나갔으

면 한다.

부디 설립 30주년을 맞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국민과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더 많은 연구 성과를 창출해 기초과학연

구원을 훨씬 능가하는 기관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

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KBSI 30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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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연구지원의 

토대를 

         다지다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목표로 하는 기초과학 분야 연구원들에게 KBSI의 지원은 절대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기초 환경과 같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KBSI는 설립 초기부터 전국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해 왔다. 이후 독립법인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게 된 KBSI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선진국 

수준의 국가적 대형공동연구장비까지 하나하나 구축해 나갔다. 그 결과 명실상부 대한민국 기초과학 

연구지원을 위해 탄생한 기관으로서 위상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2000                                                       2008

1.  독립법인 출범과 

전국 지원서비스 체제 구축

명칭 변경과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하다

1999년 5월 20일, 독립법인으로 거듭난 KBSI는 

‘기초과학지원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기

초과학 연구지원 임무를 이어갔다. 그러나 기초과

학지원연구소라는 명칭으로 인해 기관의 정체성과 

역할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제

기되었다. ‘연구소’라는 단어가 대학에서 운영하는 

부설 연구소와 차별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이 같은 문제는 KBSI뿐 아니라 많은 정부 출연연

구기관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었다. 

이에 2001년 1월 1일 연구소 명칭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이 개정되었다. KBSI의 명칭도 ‘기초과학지원연

구소’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 바뀌었다. 

한편, 1997년 대한민국은 IMF 구제금융 지원이

라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다. 

동남아시아를 휩쓴 외환위기 때문이었다. 1997년 2

월 태국 바트화의 평가절하를 기점으로 외국 자본

이 태국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바트화의 가치

는 순식간에 50% 이상 폭락했다. 그 영향은 곧바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을 거쳐 대한

민국까지 흔들었다. 외환 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자 

대한민국 정부는 1997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환율안정을 

위한 긴급 구조자금을 요청해야만 했다. 같은 해 12

월 IMF로 부터 총 21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

고, 대한민국 경제는 IMF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처

지가 됐다. 

IMF 구제금융의 여파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매서운 한파를 불러왔다. 금융 기관과 기업뿐 아

니라 정부출연연구소도 특단의 경영개선 요구를 

받았고, 혹심한 구조조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정부

는 출연연구기관 운영 효율화 및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경영혁신, 기관평가, 혁신평가 제도 등을 시행

했다. 

이를 계기로 KBSI 내부에서도 기술에 대한 패

러다임을 바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외형 성장에 집착해 온 

기존 기술개발 관행을 깨고 생산성 향상은 물론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 구조를 확립해야 치열

2000. 5. 19
독립법인 설립 1주년 기념식 

2001. 1. 1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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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계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

에서였다.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다. 

11명의 임의퇴직, 희망퇴직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에 대해서는 전 직원 모금에 의한 별도의 위로금

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성과에 따라 급여

를 차등 지급하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휴가일 수

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복무규정을 강화했으며, 3

년 단위 계약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복

무 정년을 하향 조정하고, 퇴직금을 누진제에서 단

수제로 바꾸었으며, 목표관리(MBO)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강도 높은 경

영혁신을 추진했다.

KBSI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기관종합평가에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 연속 정부출연연구기

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덕연구단지

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위상을 다질 수 있었다. 

전국 지원서비스 체제를 확립하다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목표로 하는 기초과학 분야 

연구원들에게 KBSI의 지원은 절대적으로 갖추어

져야 할 기초 환경과 같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KBSI는 설립 초기부터 전국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해 왔다. 1989년에 제정된 기

초과학연구 진흥법에 따라 1992년에 서울(고려대

학교), 대구(경북대학교), 부산(부산대학교), 광주(전

남대학교) 등에 지역분소를 설치한 것도 상대적으

로 열악한 지방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기초과학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KBSI의 지역분소 설치 노력은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 1999년 12월 전북대학교 내에 전주분소

를 설치한 데 이어, 2001년 춘천분소(강원대학교), 

2005년 순천출장소(순천대학교), 2006년 강릉출

장소(강릉대학교), 2008년 제주센터(제주대학교)를 

개소했다. 

지역분소 설립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첨단 연

구장비 공동활용을 통한 지역 기초과학 연구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같은 설립 목적

에 따라 개설한 지역분소는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분석지원 및 공동연구 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

며 충실히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그 결과 분석지원, 공동연구 논문 발표 등에서 우

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이처럼 KBSI

는 지역분소를 통해 지역 기초과학 진흥에 중심 역

할을 확고히 담당하게 되었으며, 활발한 상호 협력

을 통해 지역분소(2008년 12월 이후 지역센터로 모

두 명칭 변경) 소재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 내 대학,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에도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

개해 나갔다. 

한편, KBSI는 2012년에 서울서부센터(이화여

자대학교)를 설치함으로써 전국 10개 지역센터를 

확보했으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조직 연구장

비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이사회 승인을 얻어 

제주센터와 강릉센터, 순천센터는 운영을 중단했

다. KBSI는 2018년 현재 7개 지역센터를 운영하

고 있다.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HVEM, 2004) 

선진국의 기술 보호 장벽이 높아져 가던 20세기 

말, 우리나라도 기술모방 주의에서 벗어나 창의력

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한 신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는 주장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었다. 하지만 연구

원들이 창의력과 독창성을 발휘한 신기술을 개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세계적인 수준의 연

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연구 기반시설과 관련 장비가 

갖추어져야 했다. 

KBSI는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선진국 수준

의 국가적 공동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연구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산학연 협동연구와 인

접 연구 분야 간 학제적 연구를 활성화한다는 전략

이었다.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HVEM, High 

Voltage Electron Microscope) 구축 사업’ 역시 

과학계의 수요와 요구에 따라 진행된 국가적 첨단 

공동 연구시설 중 하나였다. 

HVEM은 소재의 원자단위 구조까지 직접 관찰

할 수 있는 가속전압 1 MV 이상 최첨단 전자현미

경이었다. KBSI가 HVEM 설치 사업을 본격적으

로 시작한 시기는 1997년이었는데, 세계적인 기술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미 20여 대 이상 활용되고 

있었다. 

선진국들이 HVEM을 조기에 도입해 활용한 이

유는 탁월한 성능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나노 신소재 개발 분야를 21

세기 전략산업으로 주목하고 있었는데, HVEM은 

소재를 원자 수준(0.1~0.2 nm)에서 관찰하고 제

어할 수 있는 초고성능 첨단 전자현미경이었다. 즉, 

HVEM의 확보와 활용 역량에 따라 나노 소재 분

야의 연구 성과가 좌우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단 한 대

1999. 12. 10
전주분소 개소식

2001. 11. 23
춘천분소 개소식  

2005. 5. 6
순천출장소 개소식  

2006. 6. 7
강릉출장소 개소식 

2008. 4. 16
제주센터 개소식 

2.  국가적 대형공동연구장비

도입·설치·운영



Part 1. 열정으로 혁신을 이끌다 55Chapter 2. 연구지원의 토대를 다지다54

의 HVEM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선진국과 비교해 뒤늦은 출발이었지만, KBSI는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장비 사양을 갖춘 HVEM

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기기와 관련된 국

내외의 최근 기술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1998년 

12월에는 장비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5년 간

(1998. 12~2003. 12) 총 150억 원을 투자하는 ‘초

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수

립했다. 이후 기존 전자현미경 기기전문위원회와 

재료, 의학, 생물 분야의 국내외 기기 관련 전문가

로부터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 설치·운영사업 

계획을 점검받았으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도 진행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최고 가속전압 1,000 kV 

이상, 가속안정도 1×10-6/min 이하, 최고 분해능 

0.12 ㎚ 이하, 대물렌즈 전류안정도 1×10-6/min 이

하 투과전자현미경을 대덕본원에 설치해 신물질 

구조분석, 극미세 소재 개발 등 기초 과학 및 응용

과학 분야에서 국가적인 공동 연구장비로 운영한

다는 것이었다.

KBSI는 이를 통해 ‘차세대 나노 반도체를 포함

한 신물질의 원자단위 구조분석’, ‘뇌세포를 포함

한 생체의 삼차원적 구조분석’, ‘소재의 역동적 구

조 및 물성 변화 연구’, ‘전자빔 및 이온빔을 이용한 

극한 소재의 개발’ 등 핵심 NT·BT 분야에서 초정

밀 분석 장비 및 관련 기술들을 국내 과학기술자

들에게 조기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KBSI

는 HVEM이 ‘21세기 원자 세계를 제일 처음 비추

는 새벽별’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며 ‘Morning 

Star’라는 애칭도 만들었다. 

HVEM의 도입과 설치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HVEM 도입을 추진하던 당시 대

한민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던 시기였기에 

사업비를 확보하기조차 쉽지 않았고, 기술적인 부

분도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HVEM을 제작할 수 

있는 기업체가 국내에는 없었고, 세계적으로도 손

에 꼽힐 정도였으며, 제작 기술 자체가 세계적인 주

요 기술로 인식돼 한국으로 HVEM을 수출하겠다

는 기업체도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KBSI는 정부에 HVEM

의 중요성을 설득해 사업비 집행을 독려하고, 일본 

JEOL 사와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제작 설계를 의

뢰해 제작에 착수할 수 있었다.  

문제는 또 있었다. 설계와 제작 공정을 성공적으

로 진행하고 있을 때였다. 기기가 완성되기 전에 실

험동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실험동 건설이 

발목을 잡았다. HVEM은 설치되는 건축물의 환경

에 따라 정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HVEM의 

특성상 무진동, 내진,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의 변수

에 영향받지 않을 특수건축물을 확보해야 장비가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는데, 그런 특성을 갖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업체를 찾기가 어려웠다. 수소문 끝에 

국내 중소기업이지만 군사용 벙커 등을 건설했던 기

업체를 발굴할 수 있었고, 어떤 외부 충격에도 영향

받지 않는 HVEM 실험동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약 2년에 걸친 KBSI의 장비 개념 설계로 시작

된 HVEM 설치 사업은 특수 실험동 준공과 장비

의 공장 성능 점검을 거쳐 2004년에 완성됐다. 그 

결과 HVEM은 처음 공장 현지에서 구현된 것보다 

탁월한 장비 성능을 구현할 수 있었고, 사양분해

능(0.12 nm)을 초과하는 초고분해능(0.10 nm)을 

달성했다.

초정밀 실험동 안에 설치된 HVEM은 1.3 MV 

고가속 전압을 사용해 분해능 0.12 nm 이하 원자 

구조를 관찰할 수 있으며, 고투과력 및 고경사 작

업이 가능해 물질의 3차원 구조 관찰과 복원에 탁

월한 성능을 나타냈다. 또한, 전 세계에 설치된 약 

20여 대의 HVEM 중 가장 최근에 설치된 장비로, 

제작 과정에 KBSI만의 독창적 장비 개념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세계 최고 성능의 분석 능력을 확보

할 수 있었다. 특히 변온 및 변형과 빔 조사 실험이 

가능해 극한 상황은 물론 역동적 환경 하에서 재

료의 원자 구조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 신물질 개

발 연구에 결정적 분석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

었다. 

KBSI는 이를 바탕으로 극저온상태에서 원형으로 

보존된 의생물 시료를 3차원 구조 연구기법(Cryo-

EM 기법)을 활용해 단백질 구조, 세포 구성 요소

체의 작용 기작, 초기 암 진단, 신약 물질 개발 등에 

이용해 새로운 과학적 사실들을 밝혀내기도 했다. 

또한, 일본 재료연구소(NIMS)와 독일 막스플랑크 

플라즈마 물리연구소(IPP)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

로 화학분석을 위한 독창적인 이미지 필터를 적용

함으로써 전 세계 HVEM 중에서 전자에너지 손실 

분광 분석이 가능한 유일한 장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HVEM 설치는 고정밀도의 초고전압 발생 

장치는 물론 가속 장치, 전자광학 장치, 진공 장치

2004. 4. 2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 실험동 완공식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HVEM)

2006. 2. 20
국제 자기공명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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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과 고정밀도 전자기장 차폐 및 방진 기술을 

이용한 특수실험실의 건립 등 최첨단 복합장치 기

술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장비의 도입 및 설치 

과정을 통해 관련 기술들이 국내 연구진들에게 자

연스럽게 이전, 흡수됨으로써 국내 고부가가치 장

치산업기술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고자기장 자기공명장치

(900 MHz NMR, 2005) 

HVEM 도입 계획과 함께 추진한 국가적 첨단 공

동 연구설비 구축 사업 중 하나가 차세대 고자기장 

자기공명장치(900 MHz NMR)의 도입이었다. 

차세대 자기공명장치는 초고자기장(18 T 이상) 

하에서 원자핵(스핀)의 공명현상과 상호작용을 관

찰하는 장치로, 생체 자연 상태의 단백질 입체구조

를 수소 원자 크기인 1 Å(0.1 nm) 해상도로 규명

하는 유일한 장비이다. 이러한 차세대 자기공명장치

가 등장하면서 세계의 과학계는 입체구조를 규명

할 수 있는 단백질 크기의 제한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차세대 자기공명장치는 고해상도 및 고민감도를 

발휘해 단백질 구조를 연구하는 거대장비로 기초

과학과 응용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연 공동 

활용이 가능하며, 거대장비를 구심점으로 삼아 생

물,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의과학 등 

다학제 간 공동연구 기반도 구축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차세대 자

기공명 장치의 설치와 개발에 경쟁적인 투자를 단

행하고 있었다. 일본은 2000년대 초에 이미 NMR 

Park(이화학연구소 산하기관)에 총 42대를 설치

한 상태였으며,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도 포스트 게

놈 시대의 프로테오믹스 연구를 위해 고가 장비를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었다.  

반면 대한민국은 BT 관련 신기술 개발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나, 차세대 자기공명장치 같은 최첨단 

연구장비를 구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문인력

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차세대 자기공명장치 도입 필요성

이 처음 거론된 것은 2001년 6월, 한국 자기공명학

회가 학회 차원에서 주관한 ‘차세대 자기공명장치 

기획연구’에서 였다. 이 연구를 통해 차세대 자기공

명 장치의 전문적인 자료조사와 국내외 차세대 자

기공명 장치 설치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

가적으로 필요한 NMR 장비의 설계 사양을 제시했

다. 이를 계기로 차세대 자기공명장치 도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게 되었고, 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연구기반구축사업의 하나로 차세대 자

기공명장치 도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사업 기간은 2002년 5월부터 2006년 4월까지 4

년간 진행했으며, 총사업비는 129억 원으로, 첨단자

기공명연구동 건설비 65억 원은 별도로 추가되었다.  

KBSI는 국가적 공동연구장비인 차세대 자기

공명 장치의 본격 가동을 앞둔 2006년 2월 20

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국제 자기공명 심포지엄

(International Symposium on High Field 

NMR)을 개최했다. 자기공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

한 이 심포지엄에서는 자기공명 연구 분야의 많은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연구결과들을 교류

했다. 국내 최초 설치·운영 중인 900 MHz NMR

의 실험 현장도 방문해 장비 관련 정보와 공동연

구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6년 4월 17일에는 KBSI 오창센터에서 첨

단자기공명연구동 준공식을 진행했다. 오창센터 첨

단자기공명연구동에는 생체고분자의 입체구조 규

명과 신약후보 물질 발굴 등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자기공명 장치 중 최고 자장인 900 MHz NMR을 

비롯해 800 MHz NMR, 동물 영상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4.7 T MRI 등 첨단 자기공명 장치도 도

입·설치되었다. 

KBSI는 오창센터 첨단자기공명연구동 준공을 

고자기장 자기공명장치(900 MHz NMR)

2006. 4. 17
첨단자기공명 연구동 준공식

2006. 5. 11
미국 솔크(SALK)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 

2006. 12. 26
일본 RIKEN 요코하마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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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범국가적인 국가 전략적 인프라 센터로서 

분석지원과 개발의 중심이 되도록 장비를 집중적

으로 설치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이를 위

해 차세대 자기공명장치 운영위원회를 통해 투명

하고 효율적인 장비 운영을 도모하고, 사용자에게

는 안정적인 장비 이용 시간을 제공하며, 분석지

원·과제지원·공동연구 등 다양한 형식의 연구지원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공동연구 MOU도 적극

적으로 추진했다. 2006년 5월에는 미국 솔크연구소

(SALK)와, 같은 해 12월에는 일본 RIKEN 요코하

마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고분해능 이차이온질량분석기

(HR-SIMS, 2008)

2008년 말, 국내 최초로 KBSI에 설치된 고분해능 

이차이온질량분석기(HR-SIMS)는 일차이온빔을 

시료 표면의 수십 마이크론 이내 미세 영역에 쪼인 

후 발생하는 이차이온의 양을 측정하는 대형 전문 

연구장비이다.

HR-SIMS 도입은 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초정밀 연대측정 장비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 연구사업의 목표

는 전 지질시대 연대측정을 위한 필수장비인 HR-

SIMS를 도입·설치해 지구환경 변화 등의 분야에

서 국가적 공동 연구장비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2005년부터 1년간 기획연구를 거친 후 2006년

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당시 세계적으로 호

주 ASI(Australian Scientific Instruments) 

사와 프랑스  카메카(Cameca) 사에서 각각 

SHRIMP II 모델과 IMS 1280모델의 HR-SIMS

를 각각 생산하고 있었다. KBSI는 2006년 상반

기에서부터 하반기에 걸쳐 이 기종들을 활발하

게 이용하고 있는 스웨덴 자연사박물관과 호주국

립대학교 내 RSES(Research School of Earth 

Sciences)를 방문해 실제 시료 분석을 진행했다. 이 

같은 사전 준비 과정을 통해 각 장비의 분석능력과 

향후 공동연구와 분석기술 지원 등을 타진했다. 

2006년 11월에는 장비 구매를 위한 입찰을 진행

했으며, 국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기 선정위원

회의 집중 토론과 기술평가를 거쳐 SHRIMP IIe/

MC 모델을 선택했다. 이후 2006년 말부터 2008년 

중반까지 호주 캔버라에 있는 ASI사에 장비 제작을 

의뢰했다.

장비 제작 과정을 진행하던 2007년 3월에는 

SHRIMP 장비를 개발한 호주국립대학교와 상호 

공동연구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해당 연구

원을 호주국립대학교에 파견해 시료 전처리, 장비 유

지 관리에 대한 교육, 상호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장비 제작을 완료한 2008년 10월에는 ASI 사

를 방문해 공장 검수시험과 사용자 교육을 진행했

으며, 12월에 장비를 오창센터에 설치 완료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국내 최초로 KBSI에 

도입한 SHRIMP IIe/MC 장비는 전 세계적으로 

15번째 장비로서, 기존 장비 중 최고 성능을 갖추

었다. 

SHRIMP IIe/MC 장비의 구체적인 성능을 살

펴보면, 산소 음이온 빔(O-, O2
-)을 만드는 장치인 

듀오플라즈마트론(Duoplasmatron) 외에 Cs+ 일

차이온을 생성하는 세슘 이온 건, 음이온 분석 시 

시료 내에 축적되는 양전하를 중성화하는 전자 건

이 등이 장착되어 있다. 또한, 이차이온이 이동하는 

경로를 알루미늄 재질로 구현함으로써 음이온 분석

에 더욱 효과적인 구성을 취했다. 그 결과 그동안 안

정동위원소 분석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SHRIMP 

장비의 약점도 극복했다. 검출기 부분에서는 세계 

최초로  239Pu, 240Pu 동위원소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검출기 간격을 줄여 배치해 극미량 동위

원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분석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험자가 오창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의 국

내외 현지 실험실에서 분석화면을 보면서 원하는 

분석지점을 정하고 분석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SHRIMP IIe/MC 정비는 연구제안서를 받은 후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와 장비 운영

시간을 결정하는 공동활용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

다. 이때 우수 연구능력을 보유한 연구자에게는 일

부 경비지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KBSI가 오창센터에 설치한 SHRIMP IIe/MC 

2007. 3. 30
호주 국립대학교와 공동연구 양해각서 체결 고분해능 이차이온질량분석기(HR-SIMS, 모델명 : SHRIMP-II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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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주 응용 분야는 연대측정과 미량원소 분

석이다. 연대측정 분야에서는 저어콘, 모나자이

트, 티타나이트, 알라나이트 등의 중광물에 대한 

U-Pb, Th-Pb 연대측정을 진행했다. 안정동위원

소 분야에서는 각 광물 내 산소와 Ti 동위원소, 탄

소, 기타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진행했다. 핵확산 방

지를 위한 국제협력실험실(NWAL, Network of 

Analytical Laboratories) 인정을 받기 위한 핵

물질 입자 분석 실험도 진행했는데, 시료 중 미세 

입자를 추출해 우라늄과 플루토늄 동위원소를 측

정하는 이 기술은 국내외 핵사찰 및 핵 활동 감시

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에 활용되었다.

연구지원을 펼치다

KBSI의 기초과학 연구지원은 첨단 국가적 대형

장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장비 구축 못

지않게 중요한 역할이 있다.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적 대형장비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대형장비와 각종 최첨단 장비 확보 노력은 물론, 분

석지원, 첨단기기 교육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

하며 ‘연구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KBSI는 첨단 국가적 대형연구장비의 공동 활

용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연구 활성화를 지

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분석지원 업무를 주 

기능이자 고유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우선 분석지

원 업무를 살펴보면 전문가의 분석과 자문을 수반

하는 종합적 결과를 제공하는 TVRS(Technical 

Value Report Service)를 통해 분석지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있으며, HVEM, Bio-TEM, HR-

SIMS 등 최첨단 연구장비를 활용해 세계적 수준

의 성과 창출을 통한 연구역량과 지원 경쟁력을 강

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신 분석 동향을 파악하

고 각 장비의 고유한 최적 운용 조건을 확립해 지

속적인 분석법 은행을 구축함으로써 분석법 활용

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연구지원체제 구

축과 첨단 연구장비 개발 및 구축, 선도연구지원 영

역 개척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그 덕분

에 분석지원 실적도 매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학술정보지원’은 KBSI가 수행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기초과학 연구 활동에 필수적인 학술정

보를 전국 기초과학 연구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지

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기초과학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기초과학 연구 환경을 선진화해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KBSI는 학술정보지원 사업을 통

해 기초과학 연구 활동에 필수적인 수학, 물리, 화

학, 생물학, 지구과학 분야 등 기초과학 분야 외국 

학술지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해 대학, 연구소, 산

업체 등 기초과학 관련 연구원에게 신속·정확한 원

문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또

한, 기초과학 관련 정기간행물, 단행본, 기술보고서, 

연구보고서 등을 수집·가공·축적해 정보검색 및 원

문 정보 제공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했다.

‘학술정보지원’은 KBSI가 초기에 수행한 사업 

중 하나였으나,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설립되고, 

연구자들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환

경이 갖추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기초과학연구 활동에 필수적인 학술

정보를 전국 기초과학연구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기초과학 연

구기반을 조성하고, 기초과학연구 환경을 선진화

해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이에 따라 KBSI는 학술정보지원 사업을 

통해 기초과학연구 활동에 필수적인 수학, 물리, 화

학, 생물학, 지구과학 분야 등 기초과학 분야 외국 

학술지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해 대학, 연구소, 산

업체 등 기초과학 관련 연구원에게 신속·정확한 원

문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또

한, 기초과학 관련 정기간행물, 단행본, 기술보고서, 

연구보고서 등을 수집·가공·축적해 정보검색 및 원

문 정보 제공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했다.

학술정보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KBSI는 설립 

초부터 기초과학 학술자료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외국 학술지 목록을 근거로 기기 지원이 없는 수학 

분야 200여 종의 구독신청을 필두로 원문정보서

비스를 개시했다. 1990년에는 학술지 범위를 확대

해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분야를 포함한 

359종으로 구독학술지를 늘렸고, 같은 해 3월부터 

기초과학 분야 구독 학술지 목차집을 발간해 전국 

기초 과학 관련 대학, 연구소, 산업체에 총 760부

를 배포하며 학술정보지원 사업의 체계를 잡아 나

갔다. 그 후 학술정보 원문정보제공 활성화를 위한 

회원제 도입, 학술정보 홈페이지 구축, 학술지 목차 

DB on-line 제공, 학술지 목차의 온라인 검색이 

가능한 DB 검색 시스템 도입, 인터넷을 활용한 원

문전송시스템 구축과 E-mail 원문전송서비스 개

시,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와 학술정보자료 공동

이용협약 체결 등을 진행해 나갔다. 이후 2000년

까지 수행한 학술정보사업은 2001년부터 연구장

비 공동활용 시스템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장비 DB를 구축했다. 또한, 연구장비 정

보에 대한 포털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종합

적인 일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KBSI는 1994년부터 연구장비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이고, 국내 기초과학 연구인력의 저변을 확대

하고, 장비 이용의 새로운 효용을 모색하기 위한 첨

단기기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고가기기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연구소 지원 기

능의 확대와 홍보 효과를 진작했으며, 대학의 고급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대학 및 산업계 연

구 분야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각 연구 주체에

게 관련 연구 분야 종사자와의 협력기회도 제공했

구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건수 1,511 1,542 735 3,671 5,386 5,996 7,870 9,647 10,964

시료수 6,873 8,151 4,780 22,611 28,589 31,211 43,455 54,160 64,206

이용자수 704 811 366 1,872 2,527 3,062 3,523 3,085 3,650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 12,332 13,069 13,508 14,033 14,305 14,260 14,246 16,347 15,938

시료수 71,725 94,042 96,214 115,683 97,288 99,013 90,420 108,701 100,885

이용자수 4,102 4,427 4,308 4,215 4,335 4,069 3,937 4,379 4,858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수 15,561 15,313 15,878 16,298 16,927 17,039 16,209 15,936 16,970

시료수 99,075 111,079 119,814 132,032 129,493 139,508 128,098 113,564 117,060

이용자수 4,652 5,228 5,457 5,482 5,397 5,632 5,726 5,595 5,755

연도별 분석지원 현황

※ '1993년 서울에서 대덕으로 본소를 이전함에 따라 연구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됨

3.  연구지원 및 연구개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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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첨단기기 교육훈련은 2004년부터 시행한 과학 

대중화 사업인 엑스사이언스와 통합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1998년에는 ‘첨단기기 공동활용 회원제’도 시작

했다. 첨단기기 공동활용 회원제는 KBSI 기기를 

이용해 성과를 도출한 연구자의 지속적 첨단기기 

이용과 공동활용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운영

되었다. 또한, 회원 교류를 통해 연구 테마 중심 연

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기 이용 목적과 성과

를 파악해 그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하고, 분석결과 해석능

력을 배양함으로써, 수요자 중심 지원이 가능하도

록 했다. 회원자격은 지난 2년간 학위논문, 학술지 

게재나 그에 준하는 연구 성과물에 본 연구소 기기

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연구자에게 주어지

도록 했으며,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에 따라 기기 이

용료할인 혜택을 차등 부여했다. 회원 선정은 매년 

말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처럼 이용자에 대한 연구지원의 질적 수준 제

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외부이용자 논문 중 우수

논문 비율이 꾸준히 향상되었다. 첨단기기 활용 회

원제 등을 통해 파악된 이용자 논문은 2002년 

207편에서 2007년 508편으로 꾸준히 향상되었

으며, 외부이용자 논문의 우수학술지 게재 비율도 

많이 증가했다.

연구개발 활동 역량을 확대해 가다

연구지원뿐 아니라 연구개발 기능도 설립 단계부터 

설계된 KBSI의 주요 역할 중 하나였다. 특히 설립 

준비 단계부터 ‘지원기능’과 ‘연구기능’을 어떻게 양

립시키느냐에 대한 문제가 대두하기도 했었다. 

KBSI 설립의 모체가 된 보고서는 1988년 7월 

25일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작성한 ‘기초연구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연구’였다. 이 보고서에 따

르면 ‘서비스에 전념하기 위해 자체 연구기능을 없

애자’는 의견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박사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고유 연구사업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 상반되었고, 그 절충안으로 일부 

연구기능이 들어가게 되었다. 즉, 기기 지원 서비스

만 놓고 보면 ‘기술원’으로 가능하지만 기기 가동법

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박사 인력의 참여가 있어야 하기에 연구기능

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설립단계에서 연구지원과 연구개발 기능을 확보

했지만, 초기에는 KBSI의 ‘연구기능’이 연구지원

을 위한 부문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박사 인력의 연

구 시간 배분도 30%는 자신의 연구를 하고, 나머

지 70%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결국, 지

원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설립 초기에는 KBSI가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러한 불합리한 틀에서 벗어나 기초과학 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

을 절감한 KBSI는 1990년 4월 27일, 한국과학재

단 제4회 정기기사회를 통해 연구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대형 공동연구기기부의 ‘레이저를 이용한 

토카막 장치 사업’이 처음으로 정부의 연구비를 지

원받을 수 있었고, 뒤를 이어 과기처(현 과학기술정

보통신부)로부터 ‘핵융합 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급

을 승인받으면서 본격적인 공동연구 활동을 시작

할 수 있었다. 

1999년에는 대학과 출연(연)의 우수 연구자들과

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KBSI가 국가지정연구실 사

업을 처음 시작할 수 있었다. KBSI는 국가 차원에

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핵심기술 분야의 우수

연구실을 발굴해 연구를 맡기는 ‘국가지정연구실 

(NRL, National Research Laboratory)’ 사업

을 통해 3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 밖에 기초기술연구회 협동연구 사업도 수행

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연구

소 간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두 곳 

이상의 기관에서 발굴·추진한 STRM 기획 과제를 

대상으로 기초기술연구회의 협동연구과제로 선정

해 기초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연구지원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

로 연구개발 역량 확대 방안을 모색한 결과, KBSI

가 공동연구를 위한 특정연구, 수탁연구 등 연구개

발 활동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산학연 협력을 펼치다

대한민국의 기초과학 연구지원이라는 중차대한 임

무를 위해 탄생한 KBSI는 전국의 대학과 연구기

관은 물론 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도 많은 노

력을 기울였다.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적인 첨

단 연구장비와 우수한 연구인력, 정보, 축적된 노하

우 등 최상의 연구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활용해 기

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이

나 신제품 개발, 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앞장서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

제 활성화와 산업 기반 확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

여할 수 있었다. 

산학연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1년

부터 수행한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산

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서였다. 당시 

KBSI는 85개 업체, 61개 과제를 추진해 중소기업

의 현장 애로기술 해소 및 특허권 획득 등을 지원

했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이었던 ㈜나노포토닉스는 

‘2004 대한민국창업대전’에서 대상을 받는 등 많

은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

할 수 있었다. 

2004년에는 중소기업청의 국책 연구기관을 

4.  산학연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2004. 12. 5
㈜나노포토닉스 2004 대한민국창업대전 대상 수상

2007. 9. 18
중소기업기술 혁신유공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산학연협력실 신설을 통한 기능 강화 

중소기업 블루오션지원사업 확대

타 출연(연)과의 업무협력 및 공동연구 활성화

연구협력, 인력 및 정보 교류 확대를 통한 학연 관계 강화

지역센터 중심의 지역협력 강화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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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한 ‘중소기업 기술지도 사업’에 참여했으며, 

2005년 5월에는 부품·소재 통합연구단에 참여기

관으로 가입해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종합적으로 해결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KBSI의 산학연 협력 사업이 두드러진 성과를 

올리면서, 2007년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블

루오션 지원사업 관리기관으로 역할을 부여받았

다. 이 사업은 정부 출연(연)과 대학이 보유한 고급 

첨단 연구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 

블루오션형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 창출을 지

원하는 선도형 기술혁신전략과제 지원사업이었다. 

KBSI는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

리·운영은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과 산업체와의 상호

협력 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07년에 ‘산학

연협력실’을 설치했다. 이어 2008년 7월에는 ‘대외협

력부’를 신설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학연 협력 업무

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 협력에 힘쓰다

KBSI의 목표는 세계적 공동연구기관으로 도약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해외 선진기관과 폭넓은 연구 협력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

해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및 세계 수준의 공동연

구 수행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다. 

해외 선진기관과의 연구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글로벌 수

준의 연구역량 및 세계수준의 공동연구 성과를 도

출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갔다. 

미국, 러시아, 일본, 호주, 독일, 중국 등 세계 주요 

선진연구 기관들과 MOU를 체결했으며 실질 연구

협력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영국의 웨일즈 대학, 미

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 독일 메디컬 프로테오믹스

센터 등과 실질 협력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추진했

다. 또한 관련 정보 교류를 통해 국제공동 저술 논

문을 게재하고, 일본 RIKEN 연구소, 미국 일리노

이 대학 등 과의 국제공동 연구를 통해 ‘RDC을 이

용한 단백질구조규명’ 등 신기술을 확보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제공동연구 분야에

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1996년 서

울분소 박은주 박사가 중국 북경대 가속기분석

센터와 공동으로 수행한 ‘가속질량분석기의 설

치 및 활용에 관한연구’를 시작으로 1997년 정

재준 박사가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UC 

Berkeley)와 공동으로 ‘다차원 NMR 기법을 이

용한 생체고분자입체구조 연구사업’을 수행했다. 

이를 계기로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실질적인 연구

협력에 주력하는 동시에 MOU 체결기관과 인력교

류 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막단백질 분야’, ‘고

자기장초전도자석 개발 장비개발 분야’, ‘나노재료

연구 분야’ 등에서 국제공동연구 및 협력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성과는 이후에도 계속 이

어졌는데, 2014년에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같

은 진단용 의료기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

인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차세대 MgB2 초전도 

선재’를 개발했으며, 2016년에는 ‘위상절연체 표면

의 전자특성을 제어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 위

상절연체를 활용한 스핀트로닉스 소자 개발 및 양

자컴퓨터 실용화를 향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

기도 했다.

2017년 말 기준 KBSI의 국외 MOU 체결 현황

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기초과학연구 선진화라는 시대적 목표

에 따라 탄생한 KBSI는 대덕본원과 전국의 지역센

터를 중심으로 기초과학연구에 필요한 최적의 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2000년대

로 접어들면서 KBSI 지원시스템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대덕본원의 한정된 부지로 인해 확장성에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대덕본원에 조성하고자 계

획한 NMR파크와 대형연구장비 간에 상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공간을 수용하기에 부지가 협소하다

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NMR파크 조성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대형연구장비 확보를 지속하

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유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

황이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방 과학육성 및 지방 균형발

전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충청북도 지역에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

산업단지를 각각 IT와 BT 산업클러스터로 개발하

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되

고 있었다.  

정부는 오창과 오송 지역에 IT와 BT 관련 연구

5.  오창센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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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과 연구소,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종 지원 기능을 담

당하는 벤처캐피털과 컨설팅 등의 기관을 한곳에 

집적화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KBSI에도 소중한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KBSI가 충분한 용지 확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2003년 당시, 오창과 오송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작업이 진행되면서 입주기관 선정 작

업이 이루어졌고, 실제 입주해 연구 활동을 시작한 

연구기관과 산업체도 빠르게 증가했다. 이들 IT, BT 

관련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속속 연구개발을 시작하

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지원 필요성도 커져갔다.  

기초과학 연구지원 역할은 당연히 KBSI의 몫이었

다. 자연스럽게 오창 지역에 KBSI 지역센터 설립 방

안이 추진되었고 충청북도와 협의가 이루어졌다. 여

러 차례 협의 끝에 2003년 11월 14일, KBSI와 충청

북도의 오창센터 설립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협약은 KBSI가 충청북도로부터 오창과학산업단

지 내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804-1 외 2필지에 연구

시설용지 22만 4,254 m2(6만 7,837평)를 20년간 무

상 임대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KBSI 대덕 

본원 부지 총 10만 8,314 m2(3만 2,765평)의 두 배

가 넘는 면적이었다.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KBSI는 대덕본원에 건설

하고자 했던 NMR파크를 오창센터에 조성키로 했

다. NMR 파크는 BT·NT·BTN(나노바이오융합기술) 

등에 폭넓게 쓰이는 대형연구장비인 핵자기공명장

치(NMR)가 중심이 되는 연구기반 시설이다. 

이에 따라 오창센터에 바이오 분석, 바이오 이미

징, 나노특성평가 기기를 비롯한 차세대 NMR, 바

이오-나노기기, 초고자장 바이오 질량 분석기 등을 

갖추고 장비개발사업과 기기교육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오창센터 확보는 무엇보다 KBSI의 더 큰 도약과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물리적 토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분석법을 개발하다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역할은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원들이 필요로 하

는 첨단의 고가 대형장비를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

만 장비 구축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바로 

장비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

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KBSI는 도입한 연구기기의 성능

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분석기법 개발과, 고객 지

향적 전문 연구지원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한 첨단기기 공동활용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를 통해 새로운 창의적 분석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첨단기기 국산화 연구개발에 기여하고, 국내 기초과

학 연구능력의 획기적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분석법 개발결과를 분석지원에 활용해 산

학연 연구자에게 제공하며, 개발된 기술을 연구자

의 기기 공동이용이나 워크숍 등을 통해 대학과 연

구소에 제공해 응용연구 분야에 확대함으로써 미

래 원천 기술 능력 함양을 지원해 왔다. 

이처럼 KBSI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장비를 활용한 

첨단 분석기술을 개발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연

구지원 영역을 개척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적으로 고

민하는 질병, 재난, 재해 등의 사회적 문제와 환경오

염, 에너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 해결에 필

요한 첨단 분석기술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국가·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기술 개발을 위

해 ‘농축산물 원산지 판별 분석기술’을 비롯해 ‘방

사능 재난 분석 연구’, ‘진단·치료제 생체영상 평가

기술’, ‘문화재보존 분석기술’, ‘고감도 바이러스 진단 

플랫폼 개발’ 과제 등을 추진했다. 

각 분석기술 개발과제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축산물 원산지 판별 분석기술’은 국

내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농산물의 원산지를 판별하

기 위해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 시스템 개발

을 진행했다. ‘방사능 재난 분석연구’는 범국가적 문

제로 대두된 환경 재난 같은 사회문제 분석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환경재난대응 분석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진단·치료제 생

체영상 평가기술’은 활성화형 전구약물 항암제와 세

포치료제 등 표적형 치료제의 세포 특이성과 생체 

조직 표적성에 대해 약물전달 치료 효과 검증 관점

에서 평가할 수 있는 통합적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개발 과정의 표적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맞춤형 전

임상 생체영상 평가기술을 구축하는 연구를 진행했

다. ‘문화재보존 분석기술’은 유물 손상을 극소화하

고,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으로 획일적인 연구결과

를 생산하며, 이를 통해 청동유물의 산지 추정, 제작

기법 및 유물의 유통 등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제

공하도록 했다. ‘고감도 바이러스 진단 플랫폼 개발’

연구에서는 인구 노령화와 글로벌화로 인한 각종 질

병을 조기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

했다. 또한, 현장진단에 적용할 수 있는 고감도 진단 

플랫폼을 제작하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검출을 

위한 노로바이러스 신속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국제공인시험기관, KOLAS 인정을 받다

2008년 11월 30일에는 KBSI가 기술표준원 산하 한국

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방사성물질과 폐수·폐기물, 수질, 토

양 분야에 대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공식 인정을 

획득했다. KOLAS 인정제도는 국가적 권위를 인정

받는 인정기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통용되는 평

가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시험능력과 시험

2002. 10. 28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NHMFL) 공동연구 진행 체결

6.  장비 활용능력 확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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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등을 평가해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함으

로써 그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공신력을 갖

추고 있음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KBSI가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방사

성물질과 폐수·폐기물, 수질, 토양 분야에 대한 시험

성적서에 KOLAS 인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KBSI가 발행하는 시험성적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대외 분석지원업무에

서 국제표준의 경영요건과 기술요건에 충족해 인정

시험 분야와 기타 시험 분야의 신뢰도도 크게 향상

되었다. 

또한, KBSI가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국내는 물론 

국제표준기구 산하 ILAC-MRA 협정 서명국(2008

년 8월 47개국 61개 인정기구)에서도 함께 인정받게 

되어 국가 간 교역에서 무역기술 장벽 극복에도 도

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오창센터, 세계 최고 성능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를 준공하다

2001년 2월 12일, 인간 생명의 비밀을 풀 유전자

지도가 완성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영국, 프

랑스, 독일, 일본, 중국으로 구성된 국제컨소시엄인 

인간게놈지도작성팀과 미국 벤처기업인 셀레라 지

노믹스 사가 각각의 연구를 통해 인간게놈 염기서

열을 약 99% 정도 밝혀낸 것이다. 인간 게놈 지도

를 완성했다는 소식은 각종 질병과 유전성 질환의 

원인 규명은 물론 치료에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왔다. 이에 따라 세계 각

국은 포스트 게놈 시대의 유전체와 단백질 연구를 

선도하기 위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게놈 지도가 완성된 2000대 초만 해도 

대한민국의 현실은 포스트 게놈 시대의 기술 우위

를 점하기 위한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한참 뒤처

져 있었다. 당시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갖추고 

있던 상업용 질량분석기의 성능도 선진국들이 보

유한 첨단 질량분석기의 수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

었다. 질량분석기는 기초과학 전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유전체 및 단백질체 분석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장비로 주목

받았다. 질량분석기의 성능에 따라 기초과학 발전 

수준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KBSI는 열악한 국내 연구 환경을 선진국 수준

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첨단 질량분석기 도입을 추

진하게 되었다. 이때, 선진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

존 첨단 질량분석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대한

민국 연구 환경에 최적화한 맞춤형 첨단질량분석

기를 개발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목표는 세계 최

고 성능을 갖춘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인 ‘15 T 

FT-ICR MS(Fourier Transform Ion Cyclotron 

Resonance Mass Spectrometer)’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KBSI가 첨단 질량분석기 도입을 개발 방식으로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다. 세계 최고 성능을 갖춘 

첨단질량분석기 개발 과정을 통해 선진연구기관으

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 신호 증폭 장비와 냉동장

치는 국내 산학연 공동연구로 확보함으로써 세계

적 수준의 다목적 첨단 질량분석기의 자체 개발 역

량을 갖춘다는 전략이었다. 

KBSI는 첨단 질량분석기 개발을 위해 미국 국립

고자기장연구소(NHMFL, National High Magnetic 

Field Laboratory)와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04년 5월부터 2007년까지 공동연구를 진행하

기로 합의했다. 또한, 포항공대·고려대·서강대 등과 

공동으로 핵심부품인 FT―ICR MS 개발을 비롯

해 초전도 자석 및 저온시스템 제작, 분석법 및 프

로그램 개발을 추진했다. 대형연구장비의 국가 간 

공동개발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성과를 거둘 경

우 장비개발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초전도·

초고진공·고자기장 기술에서의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되었다.

KBSI는 오창센터에 다목적 첨단 질량분석기 연

구동 건설도 함께 추진했다. 오창센터 다목적 첨단 

질량분석기 연구동은 연 건축면적 4,962 m2(1,502

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164억 원이 

투입되었다. 

세계 최고 성능의 15 T급 다목적 첨단 질량분

석기 개발 작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KBSI

가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NHMFL)에 공동연

구센터를 설치해 기본설계 및 핵심 요소기술을 개

발했고, 국내외 특허 17건을 출원해 2008년 말 

기준 7건의 특허가 등록되는 등 탁월한 연구성과

를 이루었다. 미국에 특허 출원된 기술은 세계적 

질량분석기 제작사인 브루커 달토닉스(Bruker 

Daltonics) 사에 20만 달러 상당의 기술료 계약

을 체결해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질량분석기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분자 질

량측정 정확도 부문에서 세계 최고기록(측정오차 

0.5 ppm 이내)을 경신하며 세계적으로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대한민국도 자연계에 미량으로 존재

하는 신물질을 발굴할 수 있는 화학분석 연구 분

야에서 신기원을 이룩하는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선진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15 T FT-ICR)

3 T 무 냉매 전도냉각형 초전도자석 시스템 FT-ICR MS 전자제어 장치

2008. 12. 4
첨단질량분석연구동 준공식

7.  세계적 수준의 연구장비 개발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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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가동에 들어간 오창센터 첨단질

량분석연구동은 2009년 1월 4일에 준공식을 거

행했다. 오창센터 첨단질량분석연구동에는 KBSI

가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NHMFL)와 함께 개

발에 성공한 15 T FT-ICR MS를 비롯한 총 9종

의 최신형 질량분석기와 첨단자동화 장비를 구축

함으로써, 국내외 질량분석 연구 분야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KBSI는 첨단질량분석연구동에 설치한 최첨단 

질량분석기들을 국가적 공동장비로 활용해 대학, 

연구소, 산업계 연구자들이 우수한 연구 결과를 내

도록 함으로써 포스트 게놈 시대에서 요구되는 단

백질체학 및 유전체학 등 BT 분야의 자주적 연구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차세대 FT-

ICR MS 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초전도, 초고진공 

및 고자기장 관련 기술을 국내 연구자 및 기업에 

전수해 다중극한 기술개발을 촉진해 나갔다. 

첨단 연구장비 개발 및 개조 역량을 확보하다

KBSI는 15 T FT-ICR MS 개발뿐만 아니라 연구 

지원 업무에서 파생된 연구장비 관련 정보 및 기술

을 토대로 국가의 차세대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첨

단 연구장비를 개발함으로써 자주적 연구기반 환

경을 구축해 나갔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장비를 개발해 BT 및 NT 분야의 독창적 연구를 

이끌어 국가적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차세대 첨

단 연구장비의 개발을 통해 국제적 공동연구를 도

모함으로써 국내 기초 과학계의 연구 활성화를 유

도하기 위함이다. 

2008년 말 KBSI가 개발한 대표적인 연구장비 

및 부속품으로는 ‘3 T 무 냉매 전도냉각형 초전도

자석 시스템’, ‘15 T FT-ICR MS를 위한 극저온 초단

엠프 시스템, ‘FT-ICR 제어장치’, ‘초정밀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천문관측용 비구면 광학계’, ‘내시경

용 비구면 렌즈’ 등이 있다. 

고자기장연구팀이 개발한 ‘3 T 무 냉매 전도냉각

형 초전도자석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액체헬륨이나 

액체질소 등의 냉매를 사용하지 않고 고자기장을 발

생시키는 시스템이었다. 이 시스템에 사용된 초전도

자석은 경제성 및 사용 편리성 등을 향상하기 위해 

소형냉동기를 이용한 전도냉각에 적합한 구조로 자

체 설계·개발했다. 또한, 4.5 K(-268.65 ℃) 이하의 

극저온까지 냉각하고 3 T의 자기장을 얻는 데 성공

했다. 이 시스템은 향후 생체물질 분리, 환경 오·폐

수 처리, 자원회수 등의 연구를 위한 초전도 고구배 

자기분리기술 개발, 미소중력 발생장치 개발, 나노 

소자 및 반도체 특성연구, 자기물성연구 등에 활용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15 T FT-ICR MS를 위한 극저온 초단엠프 시스

템’은 기존 초단앰프의 문제점을 극복한 첨단 초단

앰프 시스템이다. 초단앰프는 이온측정을 위한 ICR 

트랩(Trap)에 연결되어 이온이 유도하는 미세한 유

도 신호를 측정하고 이를 측정 가능한 영역으로 증

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미세한 신호를 증폭하

는 과정에 주위의 미약했던 잡음도 함께 증폭함으

로써 이온 신호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초단앰프 증폭 소자인 FET를 

냉매인 액체헬륨과 액체질소를 사용해 열전도도가 

좋은 구리봉을 냉각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액

체 헬륨과 액체 질소로 각각 80 K와 16 K로 냉각

할 수 있게 되었다. 

‘FT-ICR 제어장치’는 FT-ICR 질량분석기에서 

전기적인 제어 신호를 보내는 장치이다. KBSI는 

자체 설계 기술로 이전 제어장치가 가지고 있는 제

어 출력 신호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으

며, 출력 신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까

지 장착한 제어장치를 개발했다. 

‘초정밀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개발은 병렬 광학 

시스템 크기가 점차 작아지고 고효율 광학 시스템

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마이크로렌즈의 필요성과 

응용 분야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KBSI는 

연구를 통해 화합물 반도체의 선택적 산화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레이저, 광검출기, 이미지센서 등 광

전소자와 모노리식 집적이 가능한 마이크로렌즈 

어레이를 개발했다. 또한, 초정밀 다이아몬드 선삭

기술을 이용해 한 번의 공정으로 하이브리드 집적

이 가능하고 렌즈 모양의 자유도가 커 Fill Factor

을 최대화할 수 있는 초정밀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제작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광섬유 통신, 광 

디스크 메모리, 바이오센서, 적외선 이미지센서, 병

렬 레이저 질량분석기 등 다양한 분야의 광산업 

및 광 과학 연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천문관측용 비구면 광학계’ 개발은 선진국에 비

해 국내 천문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천문 관측 

장비가 미비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

었다. 먼저 연구를 통해 천체망원경 광학 부품에 

요구되는 형상 정밀도, 표면 거칠기, 치수 공차 등

의 가공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작 기술을 개발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름 200 ㎜급 천체망원경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KBSI는 이 연구를 통해 비

구면 반사경 및 렌즈 단품의 제작 기술을 개발하고 

천문관측용 비구면 광학 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경험을 습득할 수 있었다. 

‘내시경용 비구면 렌즈’ 개발을 위해서는 근접 

초소형 광시야각 광학계의 초정밀 가공기술이 필

요한 데, 부가가치가 높은 이 기술은 선진국에서도 

기술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주력 산업으로 인식되

고 있다. KBSI는 연구를 통해 초소형 광시야각 내

시경용 비구면 렌즈의 국산화를 위한 무전해 니켈 

도금 비구면 금형 코어의 초정밀 가공기술을 개발

했다. 초고정밀 근접초소형 광시야각 광학 소자의 

초정밀가공기술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기술

로 비구면 금형 코어 개발이 가능해졌다.

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세계적 수준의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탄생시키다

2005년 10월 1일, 대한민국 기초과학 연구지원의 

선봉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 온 KBSI 내에 ‘핵융합

연구센터’와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KBSI는 1995년 12월 27일, 범국가적 대형공

동사업인 핵융합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핵융

합연구개발사업단’을 발족했다. 이후 핵융합연구개

발과 관련된 사업 규모가 점차 증대되고 이에 대

한 성과 역시 가시화되면서 KSTAR의 설계와 제

작, ITER 개발 프로젝트 가입, 플라즈마 연구 등의 

업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2005년 6월에는 

ITER 건설부지 선정 작업이 마무리 되면서 본격

적인 ITER 건설이 추진되었다. 이처럼 KSTAR의 

완공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이 장치를 책임 운영

하고, ITER 프로젝트 참여 등과 관련하여 대형 국

제협력 역할을 수행할 국가적 대응기관 설립 필요

성이 대두했다. 

이에 KBSI는 세계 선진국의 핵융합연구가 기초

연구 단계를 넘어 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실증단계

로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국

가적 차원에서 전략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

게 되었다. KSTAR 건설 경험과 노하우를 ITER 

8.  부설기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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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접목하여 세계 핵융합 연구를 주도하고 핵

융합발전 원천기술을 획득한다면,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통해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

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핵융합연구개발사업단’을 부설기관 ‘핵융

합연구센터’로 육성할 것을 결정했다. 2005년 9

월 13일 기초기술연구회는 제6회 임시이사회를 열

고 2005년 10월 1일부로 핵융합연구센터(NFRC, 

National Fusion Research Center) 설립을 승

인했다. 국내 유일 핵융합 전문연구기관으로 탄생

한 핵융합연구센터는 2005년 10월 5일 독립 센터

로서의 첫 업무를 시작했다. 2007년 9월 1일에는 

핵융합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핵융합로 설계 및 

제작, 핵심 기술 개발의 중추 기관으로 위상을 다

지기 위해 기관 명칭을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National Fusion Research Institute)’로 기관

명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KBSI가 설립 초기인 1988년 물리학계의 요청

을 받아들여 플라즈마 핵융합연구 분야를 선정하

고, 미국 MIT 대학이 보유하고 있던 ‘TARA’ 장치

를 양도 받아 ‘HANBIT’ 장치로 개발하며 기울였

던 많은 노력들이 ‘국가핵융합연구소’ 탄생의 결과

로 나타난 것이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둥지 역할을 수행하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설립이 본격 추진된 것은 

2005년 3월 22일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설립 추진

위원회가 발족하면서였다. 당시 과학기술부(현 과

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과

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수학의 역할이 높아짐에 따

라 수학 분야의 열악한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하고 1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2005년 7월 7일에는 추진위원회의 논의와 기초

기술연구회 이사회 결정을 거쳐 KBSI 부설기관으

로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형태는 관

련 규정 제·개정이 필요 없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설방식으로 하되 중장기적으로 독립기관으로 전

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2005년 10월 1일, KBSI 내

에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

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수리과학 연구를 중심으

로 한국 수리과학 연구력 및 경쟁력 강화, IT, BT, 

NT, ET(환경공학기술), ST(우주항공기술), CT(문화

콘텐츠기술) 등 6 T 첨단산업에 필요한 응용수학 

이론 개발 및 활용 등을 통한 학제 간 및 산학연 연

구 네트워크 구성, 수리과학의 대중화, 연구성과 확

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조직 내 연구부로 

계산수리과학연구부, 융복합수리과학연구부, 글로

벌네트워크사업부를 두었다. 계산수리과학연구부 

산하에는 수치프로그램연구팀과 계산뇌과학팀이, 

융복합수리과학연구부 산하에는 미래인터넷연구

팀, 가상생태계연구팀, 암호기반기술연구팀이, 글로

벌네트워크사업부 산하에는 개방형연구사업팀을 

배치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내에 대용량 수치알고리즘 

고속 계산을 위한 병렬처리시스템을 보유했으며, 3

차원 및 다량의 수치해법 개발을 위한 소형 리눅

스 시스템 기반 집적형 PC 클러스터, 대용량 고속

계산 처리가 가능한 고성능컴퓨팅 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주요 연구 사업으로는 미래 인터넷 네트

워크, 가상 생태계 모델, 수리적 뇌기능 판독, 공학

해석 수치프로그램, 개방형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

도록 했다.

KBSI 내에 둥지를 튼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2006년 3월 13일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타워코

리아나 빌딩 3층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KBSI 부설기관으로 출발한 국가수리과학

연구소는 대한민국 수학발전 지원 역할을 더욱 체

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분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갔다. 2012년 6월 18일 개최

된 기초과학연구회 제151회 정기이사회에서 국가

수리과학연구소를 ‘기초과학연구원’ 소속으로 이

관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8월 9일을 이

관 기준일로 하여 1개월 동안 한국기초과학지원연

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간에 

인계인수가 이뤄졌다.

KBSI는 대한민국 기초과학 연구지원이라는 국

가적 임무에 따라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독립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모태이자 둥지

로서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6. 3. 31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현판식

2006. 3. 10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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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날이 
좋았다 

올해 내 나이 50세로 지천명(知天命), 하늘의 

명을 안다는 나이가 되었다. 지천명은 논어 위

정편((爲政篇)에 공자가 쉰 살에 천명(天命), 

즉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하여 연유되었다. 나

로 말하자면 젊은 날의 거칠 것 없던 비판력

은 이제 사라져 버리고 판단에 앞서서 늘 신중

함과 유연함의 탈을 쓴 혼돈과 애매함 사이를 

오가기를 반복하는 형편이다. 많은 실패를 거

듭 경험하고, 인생사 새옹지마, 전화위복 같은 

말이 헛소리가 아님을 배우게 되면서 즉각적

인 판단을 미루는 습관이 생긴 탓일 수도 있다.

나의 타고난 성향은 내성적이다. 아직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때에는 엄청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느낀다. 농담처럼 이

런 얘기를 할라치면 우리 팀원들은 믿지 못한다. 진짜 내 모습이 

내향적임에도 불구하고 외향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

서 매우 서글프다. 먼저 내 삶이 매우 가식적이라는 것과 또 그

렇게 사는 내내 나는 극심한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

문이다. 

그런 내가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출장과 회의

는 기피하는 업무 1순위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차가 올라갈

수록 점점 더 행사나 회의, 출장이 잦아지는 것이었다. 어떤 때

는 피하려고도 나름 엄청 애를 써보기도 했지만, 직장이라는 것

이 어차피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곳이지 않은가? 

급기야 재작년엔 연간 출장 횟수가 32회에 달하고, 작년엔 34

회에 이르렀다. 1박 2일, 2박 3일짜리 출장도 있었음을 감안하

면 일 년에 한 달 넘게 외근했다는 뜻이다. 물론 외근이 잦은 업

종의 분들이 들으면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하지만 지독한 길

치에 대인기피증을 다분히 지니고 있는 내가 겪은 스트레스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다고 마냥 불만족스러운 시간도 결

코 아니었다. 

전국의 연구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은 내 25년 근무기

간을 통틀어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선물이었다. 현장에서 나눴

던 진심 어린 소통은 나의 시야를 틔웠고 생각을 키웠다. 이렇

게 성장한 나의 생각이 미약하나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에 반영되는 체험은 공익을 지향하게 하는 강한 동기부여가 되

어주었다. 

그러나 이 경험들이 너무 빨리 왔더라면 오히려 내게 독이 되었

을 수도 있었다.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지 못한 젊은 날의 나였다

면 쉽게 우쭐해져서 안하무인이 되지 않을까? 지금의 나는 지천

명의 경지에 이르진 못했지만 흘러온 세월 덕분에 공과(功過)의 

경계는 알 수 있게 되었다. 젊은 날의 나는 십중팔구 이솝우화의 

‘신상을 지고 가는 나귀’처럼 등위의 신상을 보고 절하는 사람들

이 자신을 보고 절하는 줄 알고 우쭐대는 어리석음을 피하지 못

했을 테니까. 

내 적성과 맞지 않는 업무를 맡고 있어서 또는 정당하게 평가받

지 못한 성과로 혹은 자신만의 어떤 힘겨움으로 인해 낙담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다면 이 말을 해주고 싶다. 현재의 고통이 끝까

지 계속되지도 않으며 기쁨이 언제까지 지속되지도 않는다. 그

러니 실망할 것도 좌절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만하거나 자

만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 겁먹을 필요도 없다. 

어차피 인생사 새옹지마일 것 같으면 교만과 방심으로 호사다

마를 만들지 말고 노력과 의지로 전화위복이 더 많은 인생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니.

장비활용팀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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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KBSI는 30주년을 맞았다. 30년이라

는 긴 역사의 일부를 대선배님들과 함께 써 내

려갔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감회가 새로웠다. 

연구원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

었지만 많은 이들이 공감할 만한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최근 가장 인상적이었

던 일을 꼽는다면 2017년도 노벨화학상에 초

저온전자현미경(Cryo-EM) 기술과 관련된 선

구 연구자 3명이 선정된 것이 아닐까 싶다.

Cryo-EM은 동결된 시료로부터 전자현미경 영상을 얻어 단백

질을 비롯한 미세 입자의 3차 구조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백질 구조 연구를 통합하는 구조생물학 

분야에서 상당히 소외된 기술이었다. 

전자현미경 영상기술의 한계에 의한 분석 분해능 제약 때문에 

타 기술보다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특정 케이스에만 적용할 수 

있는 분석법이라고 여겨져 왔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언더독

(Underdog)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핵심적인 기술의 개발과 함

께 2014년을 기해 학계의 재조명을 받게 되었으며 이제는 전 

생물학 분야의 주요 기술로 각인되고 있다. 이러한 영광 뒤에는 

1970년대부터 꾸준히 이론을 정립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계적으로 기술을 전파한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노벨상을 받은 세 분의 연구자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연구자와 

기술자분들이 합심하였기에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현재의 KBSI와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한다.  연

구지원과 분석기술 개발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요한 

연구는 비록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각자 긍지를 가지고 자신만의 

비전을 향해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세계가 주

목하는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으리라. 

당장 눈앞의 연구 성과를 쫓거나 세계적인 연구 트렌드에 발 빠

르게 맞춰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먼 훗날 언더독 신화

를 만들어 내리라는 몽상에 빠져 남들보다 조금 어리석고 더딘 

연구자가 되는 것도 나름의 낭만이 있지 않나 싶다. 

마침 2018년이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다. 우리 KBSI에게 있어 

언더독 효과가 이루어지는 멋진 해로 기억되었으면 한다.

언더독(Underdog) 
신화를 이루는 KBSI

전자현미경연구부 현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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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학기술대학원을 설립하다

2008년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를 하나로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시켰다. 

업무를 시작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과학 분야

의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

학과 출연(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

조했다. 이에 KBSI는 교육과 과학기술 융합을 선

도하는 학연 협력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충남대

학교와 협력해 ‘분석과학기술대학원(GRAST, 

Graduate School of Analytical Science and 

Technology)’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8년 7월 1일, KBSI와 충남대학교가 대학교의 

교육·연구 역량과 연구원의 첨단 연구개발시설·장

비를 공동으로 활용해 세계적 수준의 교육 및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해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한다는 방침에 따라 ‘분

석과학기술대학원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의 교육 기능과 정

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기능을 전략적

으로 연계해 ‘출연연 활용 특화전문대학원’을 개원

한 것은 처음 있는 사례였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의 목표는 NT, BT, ET 및 융합 

분야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에서 핵심이 되는 분석

장비와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역량 있는 장비 활용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실용성이 

강조된 분석과학 이론, 분석장비 원리 및 활용에 관

한 공통 과목들과 각 기초분야의 전공과목들을 개

설하고, 학생들은 충남대학교와 KBSI의 공동지도

교수에게 도제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KBSI가 보유한 세계 최고수준의 장비를 교육

과 연구에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준비

를 해나갔다.  

2009년 3월, 개원한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은 분

석장비개발, 분석기술 개발, 분석기반융합연구, 분

석과학정책연구 분야 등의 전공 분야를 개설하고, 

분석과학원리개발, 적용 및 활용을 통한 실무형 과

Chapter 3.

연구지원의

성과를

          내다

2009                                                       2018

1.  분석과학기술대학원(GRAST) 설립·운영

2008. 7. 1
충남대학교와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설립을 위한 협약 체결

2009. 3. 6
분석과학기술대학원 개원식

1988년 최초 설립 이후 지속해서 기초과학 연구지원을 위한 토대를 다져나간 KBSI는 

분석과학기술대학원(GRAST) 설립과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출범, 국가재난 

대응분석체계구축·운영 등을 통해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의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이 같은 결실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일류 기초연구 인프라기관으로서 역량과 입지를 

넓혀가기 위해 내디딘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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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배출을 목표로 운영을 시작했다. 

교수진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임용 기간은 3

년으로 하고, 평가를 통해 재임용 여부를 판단하

며, 엄격한 정년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교육과 연구

의 수월성을 높이도록 했다. 신규 임용 교수에 대해

서는 영년제(Tenure) 50% 탈락을 의무적으로 실

시하도록 했다. 우수한 인재 모집을 위해 학생 전원

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분석과학 분야 최

고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엄격한 실

무 교육과 졸업 요건을 요구하도록 했다. 

운영 성과를 쌓아가다

분석과학 분야는 1901년 이후 2008년까지 22개

의 노벨상을 배출했을 정도로 주목받는 분야로, 선

진국들도 관련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한 투

자를 이어가고 있다. 2009년 개원을 기점으로 본

격적인 인재 양성에 들어간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은 

설립 2년 차인 2011년부터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시작했다.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의 운영 성과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에는 KBSI 소속 연구원 13명, 충남대학

교 소속 교수 16명으로 이루어진 총 29명의 교수진

이 학생들을 지도했다. 같은 해 총 30명의 석·박사

과정 신입생이 입학했으며, 2009년 설립 이래 처음

으로 1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또한, 대형분석장

비 분야의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배출을 목표로 분

석장비 전문인력 자격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전자현

미경, 질량분석, MRI 등 4개 분야에서 총 5명이 자

격증을 취득했다.

2012년에는 KBSI 소속 연구원 12명, 충남대학

교 소속 교수 12명으로 이루어진 총 24명의 교수

진이 학생들을 지도했다. 같은 해 총 30명의 석·박

사과정 신입생이 입학했으며, 2012년 24명의 졸

업생을 배출했다. 또한, 분석 장비 전문인력 자격증 

제도를 통해 전자현미경, 질량분석, MRI 등 5개 분

야에서 총 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2013년에는 KBSI 소속 연구원 10명, 충남대학

교 소속 교수 12명으로 이루어진 총 22명의 교수

진이 학생들을 지도했다. 같은 해 총 30명의 석·박

사과정 신입생이 입학했으며, 2013년 18명의 졸업

생을 배출했다. 분석장비 전문인력 자격증 제도를 

통해서는 전자현미경, 질량분석, MRI 등 5개 분야

에서 총 1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2014년에는 KBSI 소속 연구원 11명, 충남대학

교 소속 교수 11명으로 이루어진 총 22명의 교수

진이 학생들을 지도했다. 같은 해 총 27명의 석·박

사과정 신입생이 입학했으며, 2014년 22명의 졸업

생을 배출했다. 분석장비 전문인력 자격증 제도를 

통해서 전자현미경, 질량분석, MRI 등 5개 분야에

서 총 1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2015년에는 KBSI 소속 연구원 11명, 충남대학

교 소속 교수 11명으로 이루어진 총 22명의 교수

진이 학생들을 지도했다. 같은 해 총 26명의 석·박

사과정 신입생이 입학했으며, 2015년 20명의 졸업

생을 배출했다. 분석장비 전문인력 자격증제도를 

통해 전자현미경, 질량분석, NMR 등 5개 분야에

서 총 1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2016년에는 KBSI 소속 연구원 11명, 충남대학

교 소속 교수 11명으로 이루어진 총 22명의 교수

진이 학생들을 지도했다. 같은 해 총 30명의 석·박

사과정 신입생이 입학했으며, 2016년 20명의 졸업

생을 배출했다. 분석장비 전문인력 자격증 제도를 

통해 전자현미경, 질량분석, NMR 등 5개 분야 에

서 총 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2017년에는 KBSI 소속 연구원 12명, 충남대학

교 소속 교수 7명으로 이루어진 총 19명의 교수진

이 학생들을 지도했다. 총 27명의 석·박사과정 신

입생이 입학했으며, 2017년 10명의 졸업생을 배출

했다. 분석장비 전문인력 자격증 제도를 통해 전자

현미경, 질량분석, NMR 등 5개 분야에서 총 4명

이 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을 주목하다

‘연구개발’은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그 지식을 

신제품이나 공정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를 위해 연구개발 3요소인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

시설·장비를 투입하고, 논문, 특허 및 시제품 등이 

그 성과물로 산출된다. 

오늘날 연구개발 투자는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끌고 이를 통해 국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제 성장

을 견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이 첨단화함에 따라 정확성과 정밀성이 요구되는 

‘첨단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에 의하

면, 노벨상 수상 연구의 81%와 피인용도 상위 500

개 논문의 76%가 첨단 연구시설·장비를 통해 얻은 

성과라고 한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첨단 연구시설

과 장비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한 선진국들

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아

끼지 않고 있다. 

세계적인 과학입국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도 꾸

준히 첨단 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를 이어왔지

만, 세계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선진

국과는 규모 면에서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다.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간한 ‘연구개발 

활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는 31조 3,014억 원이었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세계 3위권이지만, 2006년 기준 연

구개발 투자 절대 규모에서는 세계 7위권으로, 미국

이 우리보다 10.2배, 일본이 4.4배로 아직도 주요선

진국들과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 이 같은 격차의 근

본 원인은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 간 경제 규모 차이

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에

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첨단 연구시

설과 장비 투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인 사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만 한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의 첨단 연구

시설과 장비 투자는 효율적이지 못했다. 대한민국

은 여전히 해당 연구기관(연구자) 중심의 즉흥적이

거나 편협한 연구장비 도입, 수요조사 및 예측조사 

미흡, 현황정보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투자가 미흡

한 실정이었다.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시설·

장비 로드맵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이로 인

해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

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심의를 받는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은 전체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분이며, 장비 구축과 관련한 사업들 대부분이 

세부과제나 세부내역(직접비) 내에서 진행되면서 

심층적인 검토 없이 불필요한 중복 과잉투자가 이

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문제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상황은 

아니었다. 주요선진국에서도 이러한 폐단이 발생했

고, 이를 막기 위해 이미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는 연구시설·장비

전문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연구협

의회(DFG)는 고가장비를 도입할 때 타당성 검토

와 함께 인력·운영비 등 운영계획도 검토하는 방식

2.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NFEC)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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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복 과잉투자 문제를 해소하고 있었다. 

대한민국도 선진국들처럼 연구시설과 장비를 효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 관리체계를 구축

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방안을 마련하다

2006년 11월 30일 제20회 과학기술 관계 장관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는 범 과학기술의 대형화·복

합화 추세로 연구시설과 장비의 중요성이 갈수록 

확대하고 있는데, ‘전략적 투자’, ‘효율적인 운영체

제 마련’, ‘공동 활용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

라 대응책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요자 측

면’, ‘공급자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분석이 이루어졌다. 

‘수요자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연구장비에 대

한 원스톱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

다. 개별 전문기관의 장비 DB를 통해 필요 장비의 

소재지 파악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범부

처 차원의 장비 DB가 구축되지 않아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제공에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용 시기’, 

‘시료 관리’, ‘측정 조건’ 등 장비 이용 절차가 체계화

되지 않아 원활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장비를 

보유한 기관의 전담인력 부족도 서비스의 질적 하

락을 초래했다. 전담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단순 대

행 서비스 수준에 그쳤고, 장비 이용자가 정작 필요

로 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 받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었다. 장비 사용료가 높아 실질적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실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사전 기획 없이 장비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

석이 나왔다. 이는 비슷하거나 같은 장비를 보유한 

기관의 현황 파악, 활용도 분석 작업, 신규 도입 장

비의 실사용자 그룹 조사 등 체계적인 사전 조사

가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한 문제였다. 실제로 연구

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확한 필요성 분석을 생략한 

채 ‘더 많은 장비, 더 좋은 장비’를 바라는 설문 조

사에 의존해 장비를 도입한 경우도 많았다. 결과적

으로 중장기적 활용 계획 없이 일단 사고 보자는 

방식으로 예산 신청이 이루어졌고, 철저한 분석 없

이, 단기적인 수요 위주로 장비 도입이 진행되었다. 

장비 보유자들의 공동활용 기피 경향도 문제로 지

적되었다. 연구자들이 장비 공동활용에 미온적인 

까닭은 연구성과에 대한 보안이나 고장에 대한 우

려, 최적화된 세팅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여기에 장비의 개별적 소유를 선

호하는 연구문화도 장비 공동활용의 장애 요인으

로 작용했다. 또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 전담 인력이 부족한 것도 공동활용의 어

려움을 가중시켰다. 특히 운영비 부족으로 장기 근

무 인력 확보가 어려워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실제로 대부분 대학에서 장비 관리는 전문성이 떨

어지는 대학원생이나 조교가 관리하고 있었다.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장비구축에 주안

점을 둔 공급중심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운영 효

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미약하

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범부처 차원의 투자 전략

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중심 투자가 진

행되다 보니 나노 관련 인프라 같은 일부 분야에

서는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장

비 구축 완료를 사업 성공 여부로 판단하다 보니 

구축 이후의 유지 관리에 대한 정책 개발도 미흡

했다. 그로 인해 전문인력 교육 체계나 정보교환 

네트워크 등이 부족하게 되고, 장비 성능 유지나 

분석결과 신뢰도 향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다. 장비구축 이후의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크게 미흡했다. 이처럼 각 부처 

장비 관련 실무운영규정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

지 못하면서 공동활용 촉진정책이 현장까지 전파

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파악됨으로써 이

미 투자된 연구시설·장비 활용도 및 향후 구축될 

연구시설·장비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

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제20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부처의 연구시설과 장비

에 대한 공동활용 촉진방안(안)을 심의·확정하게 

되었다. 

이날 확정된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촉

진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

구시설·장비 관련 사업(비 R&D 포함)을 포괄적으

로 관리하는 범부처 통합 관리체계 구축’, ‘주요부처

의 사업을 중심으로 유형별(대형 공동, 중소형 범용, 

순수 R&D 장비) 관리방안 마련’, ‘중·소형 범용장

비부터 우선 추진 후 확대’, ‘기 투자 장비의 활용도 

제고와 합리적인 장비 확충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

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수행할 추진전략과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

보면, 범부처 종합 기획·조정시스템 구축 부문에서

는 ‘부처별 연구시설·장비 사업 평가·관리 시스템 

개선’, ‘범부처 통합 기획·조정 체계 구축’을 목표로 

했다. 연구시설·장비 사업의 투자 효율화 도모 부

문에서는 ‘이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중복투

자 방지 및 효율성 제고’, ‘활용도 중심의 성과평가

를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했다. 유형별 

전주기적 종합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에서는 ‘대형

공동장비의 범부처적 사전기획·조정 강화’, ‘중소형 

범용장비의 전주기(도입·운영·폐기·이전) 통합관리

체계 구축’, ‘순수 R&D 장비의 자율적 공동 활용 

촉진 유도’를 실현하고, 연구시설·장비 대외 개방

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에서는 ‘과학기술종합정보

시스템(NTIS)과 연계된 국가연구장비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공동활용 우수기관에 대한 운

영비 선별 지원’을 실행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출범하다

국가 차원의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방안

을 마련키로 한 정부는 2008년 8월, ‘과학기술 기

본계획(577 전략)’을 통해 KBSI 내에 ‘국가연구시

설장비진흥센터’ 설치·운영을 결정했다. 국가연구

시설장비진흥센터 출범은 ‘연구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선진화’를 목표로 추진

되었다.

이후, 2009년 3월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

터를 연구시설 장비 운영관리 총괄 전담기관으로 

지정했으며, 같은 해 9월 25일에는 KBSI 내에 국

가연구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을 위해 국가연구

시설장비진흥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이는 그동안 

KBSI가 축적해 온 대형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설치·활용 노하우를 정부에서 인정한 결과라는 점

에서 큰 의미가 있다.

KBSI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내에 장비기

획팀, 장비활용팀, 장비인력팀 등 4개 팀을 조직하

고,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전략적 확충 및 공동활

용 극대화를 위해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1. 연구시설장비 관련 각종 기획, 제도개선 및 

가이드라인 마련

2. 국가 R&D 예산편성을 위한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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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대형공동연구장비 도입을 추진하다

KBSI가 출범하던 1980년대만 해도 국내 과학기술

은 선진국들을 따라가기 위해 그들의 기술을 모방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이

룬 결과를 따라 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영원히 후

발국가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위기감이 형성

되었고, 우리도 창의력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한 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연구원들이 창의력과 독창성을 발휘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이 있었다. 바로 최첨단 대

형장비의 확보와 공동연구 기반시설 구축이었다. 

KBSI는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선진국 수준

의 국가적 공동연구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기

반구축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산학연 협동연

구와 인접 연구 분야 간 학제적 연구를 활성화함으

로써 대한민국 기초과학 연구지원의 질적 성장을 

이끈다는 전략이었다. 

이에 따라 KBSI는 1990년대에 국가적 대형장

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국가적 대형

장비로는 세계 최고성능의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

경(HVEM, High Voltage Electron Microscope),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15 T FT-ICR MS, 15 T 

Fourier Transform Ion Cyclotron Resonance 

Mass Spectrometer), 고자기장 자기공명장

치(900 MHz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rter), 고분해능 이차이온질량분석기

(HR-SIMS, High Resolution-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 등 4대 장비 도입을 계획했다.

4대 장비 도입을 실현하다

세계 최고성능의 HVEM 도입은 1998년 12월, 장비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5년간 총 150억 원을 투

자하는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 설치·운영 기본계

획’ 수립으로 가시화되었다. 

HVEM은 1,000 ㎸ 이상의 가속전압과 0.12 nm 

분해능, 1.3 ㎛의 투과력, 1,300 ㎸의 에너지를 보유

한 첨단 장비로 광학현미경은 물론 일반 투과 전자

현미경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장비다. 이 장비

는 기본 성능인 원자분해능, 고투과력, 고에너지 기

능으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차세대 반도체와 나노구조의 신

소재 개발, 뇌세포 연구와 단백질 구조 분석 등 생

명공학 핵심 분야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

상했다. 장비 가격은 120억 원으로 이 분야에서 최

고로 평가되고 있는 일본 JEOL 사가 개발했으며, 

2004년 KBSI에 설치되었다. 

HVEM와 함께 도입을 추진한 국가적 첨단 공동 

연구설비 구축 사업 중 하나가 900 MHz NMR이

었다. 이 장치는 분자 내의 수소, 질소, 탄소 사이의 

3.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선도장비 확보

거리와 각도를 측정해 거대 생체고분자의 구조를 

밝혀내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신의약 개발 등 BT 

분야의 핵심 연구장비로 단백질을 포함한 생체고

분자의 입체구조 규명, 결합 구조를 밝히는 데 활

용된다. 이때, 900 MHz란 수소의 공명 주파수가 

900×106 Hz 라는 의미로 자장의 세기는 지구 자

기장의 40만 배가 조금 넘는 21.14 T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KBSI가 국내 최초로 도입

을 추진한 900 MHz NMR은 70억 원대로 2006

년 설치 작업이 완료되었다. 

15 T FT-ICR MS는 단순 도입이 아니라 KBSI가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NHMFL)와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성능을 갖춘 다목적 첨단질량분석

기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장비는 분자 질량측정 정확도 부문에서 세계 최

고기록(측정오차 0.5 ppm 이내)을 경신해 세계적

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KBSI는 15 T FT-

ICR MS를 직접 개발 후 2008년 설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분석장비 개발에 필요

한 원천 기술을 확보함은 물론, 초전도·초고진공·고

자기장 기술에서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

었다. 또한, 자연계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신물질을 

발굴해 화학분석 연구 분야가 보다 발전할 수 있

는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국과 당

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HR-SIMS의 도입은 2008년 말에 이루어졌다. 

HR-SIMS란 수 킬로일렉트론볼트의 에너지를 갖

는 일차이온을 시료 표면에 충돌시켰을 때 방출

되는 이차이온을 질량 대 전하 비로 분리해 시료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및 분자의 종류, 양

을 분석하는 기기를 말한다. KBSI가 도입을 추진

한 HR-SIMS는 호주 ASI사가 개발한 SHRIMP 

IIe/MC 기종으로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인정

받고 있었다. KBSI는 2008년 10월에 SHRIMP 

장비의 도입·설치를 마쳤으며 이는 국내 최초이

자 전 세계적으로도 15번째에 해당했다. KBSI는 

전 지질시대 연대측정과 미량 원소 분석이 가능한 

HR-SIMS를 확보함으로써 지구환경 변화 연구 등

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연구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3. 연구시설·장비 정책연구 및 동향조사 보고서 발간

4. 연구시설·장비 관련 웹사이트 구축·운영 및 

홍보자료 발간

5. 대형연구시설장비 로드맵 수립

6. 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7. 첨단 연구장비 개발 및 분석기술 고도화 지원

8. 연구시설 장비 공동활용 관련 이용자 육성 지원

9. 유휴·저활용 장비 이전·활용 지원

10.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교육훈련 등)

11. 집적화 및 공동활용 시설에 전문인력 확보 지원

12. 분야별·장비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13. 상시 멘토링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2009. 9. 25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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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재난대응 분석체계 구축·운영

성과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SCI 논문

(유수 논문, 편)
24(6) 24(3) 19(3) 26(5)

특허출원(건) 4 0 4 5

특허등록(건) 1 2 5 2

2012. 3. 14
재난분석과학연구단 현판식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한 

국가재난대응 분석체계 구축하다

KBSI가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를 기반으로 국민의 

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재난 대응분석 체계

구축·운영 사업’도 수행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국가재난 대응분석 체계구

축·운영 사업’은 KBSI 최초의 R&D 고유사업이었

다. 이 사업의 목표는 첨단 연구장비를 기반으로 국

가·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

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KBSI가 축적

해 온 분석과학에 기초한 국가·사회문제해결형 융·

복합 연구의 본격화라는 측면에서 ‘국가재난대응 

분석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큰 의미를 갖는다. 

KBSI는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재난

분석과학연구단(CRDS, Center for Analytical 

Research in Disaster Science)’을 출범했다. 

2012년 3월 14일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오창센터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

간 재난분석과학연구단은 ‘방사성물질 분석연구’, 

‘유해물질 분석연구’, ‘첨단 법과학 분석연구’ 등 3

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주요 수행 

업무는 재난관련 국가·사회적 분석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는 한편 첨단 분석장비를 활용한 국가적 대

응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국가유관기관에 제공하

는 것이었다. 

재난분석과학연구단이 수행한 주요 추진 실적

을 살펴보면, ‘방사능 재난 분석 및 제염기술’, ‘생물

학적 환경재난 분석기술 개발’, ‘메타볼로믹스 기반 

오염원 추적 분석법 개발’, ‘유출 유류 및 유래 오염

물질 분석연구’,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

고대비물질에 대한 맞춤형 분석 기술개발 및 현장

모니터링 프로토콜 개발’ 등이 있다. 

KBSI 재난분석과학연구단 생물재난연구팀은 

전남대와 공동으로 사회적 위협요인이 되는 노로

바이러스 연구에 착수했다. 이후 KBSI가 보유한 

HDX(Hydrogen Deuterium Exchange)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 세계 최초로 작두콩의 렉틴 단백

질이 노로바이러스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성질

을 밝혀냈고, 이를 바탕으로 ‘노로바이러스 검출 

기술’ 개발에도 성공했다. 

‘노로바이러스 고속 진단 기술’, 

소기의 성과를 수확하다

노로바이러스는 미국 코네티컷주 노워크 시에

서 발견된 RNA형 식중독 바이러스로 장염을 일

으키는 바이러스 그룹이다. 감염되면 메스꺼움

과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때로

는 두통, 오한 및 근육통을 유발하기도 한다. 미

국 존스홉킨스의대 연구팀이 2016년에 발표한 자

료(Global Economic Burden of Norovirus 

Gastroenteritis, PLoS ONE)에 따르면 노로바

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생산 손실과 의료비가 매년 

세계적으로 약 7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 국내에서도 2013년 수출용 굴의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8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선진국에서도 노로바이러스를 국가적 관

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종의 ‘생물재난’으로 인

식하고 있다.

10대 장비를 확보하다

4대 장비 도입을 통해 분석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인 수준의 연구 지원이 가능해진 KBSI는 이후에

도 지속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국가적 대형장비 도

입을 추진해 나갔다. 

2009년에는 극미량 원소 분포를 정량적으로 이

미지 처리할 수 있는 ‘초미세 이차이온 질량분석

기(Nano-SIMS, Nano-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와 분자의 초고속 움직임을 펨토

초 단위로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펨토초 다차원 

레이저 분광시스템(FMLS, Femtosecond Multi-

Dimensional Laser Spectroscopic System)’

을 도입·설치했으며, 2014년에는 혼합물을 LC로 

분리 후 고감도 800 MHz NMR로 화합물 구조

를 확인하는 대사체·천연물 분야 특화 운영 장비

인 ‘SPE-800 MHz 핵자기공명분석기-질량분석

기 시스템’을 도입·설치했다. 2015년에 상용화된 최

고자장 기기로, 강력한 외부자장과 라디오파를 이

용해 인체 물질의 핵자기공명현상을 일으켜 원자

핵 밀도 및 물리학적 특성을 영상화하는 진단용 영

상촬영장치인 ‘7 T 휴먼 MRI 시스템’과 세포소기

관, 단백질, 바이오-나노 융합 시료의 3차원 미세

구조 분석과 신약 및 나노구조 신소재 개발 등 기

초과학, 응용과학 분야에서 국가적 공동활용 연구

장비로 운영하는 ‘생물전용 초고전압 투과전자현

미경(Bio-HVEM, Bio-High Voltage Electron 

Microscope)’을 도입·설치했다. 2017년에는 오염 

없는 소재·소자의 제작 및 분석이 가능한 공정 장

비 8종과 첨단 분석장비 7종이 초고진공 이송시

스템으로 연결된 장비인 ‘차세대 융복합 in-situ 

나노분석 시스템(AISAS, Advanced In-situ 

Surface Analysis System)’의 도입·설치를 완료

했다. 

이처럼 KBSI가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선도장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까닭은 현대 기

초과학 발전의 가장 밑바탕이 첨단 장비와 연구시

스템 인프라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I는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최첨단 국가적 대형 장

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대

한민국 기초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

는 데 일조하는 기관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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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3
노로바이러스 신속농축기술 이전 협약식

2017. 7. 6
노로바이러스 고속 진단 기술 해외이전 체결식

5.  과학 대중화 선도

KBSI가 2000년대 초반 진행한 청소년 과학캠프 모습

KBSI가 개발한 노로바이러스 검출 기술이 세

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유는 바이러스 항체가 아닌 

국내 작두콩에서 추출한 천연단백질(NoroGlue)

을 이용한다는 장점과 기존 검출 시간보다 16배나 

빠른 검출 속도, 다량의 시료를 동시에 전처리할 수 

있는 검출기술 기술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획기적인 방식의 노로바이러스 검출 기술을 개발

한 KBSI는 2014년 국내 중소기업인 ㈜솔젠트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17년 4월, 세계 

최초로 작두콩 단백질이 인체 감염형 노로바이러스

에 결합하는 원리를 증명해 관련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바이오머터리얼스(Biomaterials)’에 게

재했다. 이 연구 결과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

고, 2017년 7월 6일에 미국 의료진단 전문기업 저

메인랩(Germaine Laboratories Inc)과 기술이

전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만들어질 노로바이러스 

진단 키트는 종전 최소 4시간 이상 걸리던 바이러

스 농축시간을 15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으며, 검

출 한계도 최고 100배까지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진단 기술이 사업화되면 신

선식품 수출입 손실 방지뿐 아니라 학교 등 집단급

식시설에서의 식중독 사전 예방 등 사회·경제적 효

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KBSI는 재난분석과학연구단을 중심으

로 한 연구를 통해 국가적 재난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 기술적 토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과학문화 확산 노력을 펼치다

과학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

기에 과학연구의 결실을 얻기 위한 투자 역시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회

수 주기가 긴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이라는 원대한 구상과 계획에 따라 투자

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미래 인재 

육성의 기반이 되는 과학대중화사업이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연구시설의 첨단화와 대중화로 융합기술을 선

도해 온 KBSI는 청소년들에게 미래 과학기술의 

힘과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사업도 추진해 왔

다. KBSI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

으로 시작한 것은 1994년, 자체 운영비로 진행한 

교육 사업을 통해서였다. 이 사업을 통해 교육 사

업의 가능성과 효과를 확인한 KBSI는 이듬해인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특수사업으로 총 76회

에 걸쳐 교육사업을 수행해 1,378명의 참가를 이

끌어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기관 고유사

업으로 총 152회 첨단장비 사용자 교육을 수행해 

3,432명이 참가했다. 

첨단장비 사용자 교육 경험을 축적한 KBSI는 

2001년, 과학교사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대중

화를 위한 청소년 첨단과학캠프 시범운영 사업을 

추진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 교육에

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과

학문화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시도

한 것이다. 2002년에도 과학교사와 중학생을 대상

으로 과학캠프를 2회 진행했으며, ‘마이크로 과학

기술 프로그램 시범 운영 사업’을 18회 진행했다. 

2003년에는 춘계, 하계, 추계에 걸쳐 3회의 과학캠

프를 진행하며 10개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 대상 과학 활

동 지원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한 KBSI는 

2003년에 ‘첨단장비 활용 청소년 과학활동 지원사

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청소년 과학캠프 확대

를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엑스사이언스와 주니어닥터를 운영하다

2004년에는 대한민국 과학 발전을 이끌 미래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겠다는 KBSI의 노력에 정부가 호

응하면서 첨단장비 활용 청소년과학활동 지원사업

인 ‘엑스사이언스(X-Science)’가 시작되었다. 

엑스사이언스는 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으로 기획한 과학 대

중화 프로그램이자 KBSI 과학문화사업의 모토이

다. 엑스사이언스의 ‘X’는 실험(Experiment), 탐

구(Exploring), 체험(Experience)에 공통으로 

포함된 문자로서 첨단과학을 실험하고, 탐구하고, 

직접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에 대한 이해를 넓

히고, 과학기술 연구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공감

대를 형성하고자 기획되었다. 즉, 과학자가 되겠다

는 꿈을 가진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KBSI

에서 실제 어떤 장비로 어떤 실험을 하는지 직접 

보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엑스사이언스 사업의 특징은 첫째, KBSI가 보

유한 세계 수준의 연구장비와 대형연구시설을 활

용한 독자적인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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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명예의 전당 등극

한다는 점이다. 둘째,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기초과학 전 분야는 물론 생명, 나노, 환경과학 등 

첨단연구 분야에 걸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

다. 셋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뿐 아니라 대

학생과 과학 교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세분화한 프

로그램을 개발해 대상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진

행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KBSI 대덕본원, 오창

센터와 6개 지역센터를 활용해 전국적인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교육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했다. 

KBSI가 전국 단위 첨단과학기술 체험 프로그

램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 문화 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추진해 온 다양한 교육 프로그

램 운영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KBSI는 엑스사이언스를 통해 국가과학기술 활

동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청

소년들에게 첨단과학연구를 체험할 수 있는 장비

와 시설을 갖춘 오픈랩을 통해 과학기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과학기술 문화 확산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제1회 행사가 진행된 2004

년에는 정규 프로그램 149개와 시범 프로그램 60

개를 운영했으며, 총 2,560명이 참가했다. 이듬해

인 2005년에는 233회 운영한 프로그램에 3,210

명이 참가했으며, 2006년에는 269회 운영한 프

로그램에 4,885명이 참가했다. 프로그램 운영 4년 

차인 2007년에는 290회 프로그램 운영에 6,191

명이 참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2008년

부터 2017년까지 엑스사이언스에서 운영한 프로

그램 수와 참가자 수는 다음과 같다.

이처럼 엑스사이언스 활동이 전국적인 지지와 

호응을 끌어내면서 2008년에는 프로그램 운영 

폭을 한 단계 넓힌 과학기술 청소년 박사 ‘주니어

닥터’를 선보였다. 주니어닥터는 KBSI뿐만 아니

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한국원자력연

구원(KAERI),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선

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국가핵융합연구

소(NFRI)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행사로 기

획되었다. 

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주최·주관사 역할

을 맡은 KBSI와 함께 ‘과학기술이 곧 개인 삶의 

질은 물론 국가 미래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표’라

는 인식을 같이하고, 과학기술 청소년 박사 ‘주니어

닥터’가 대표적인 대한민국 청소년 과학교육의 중

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2008년 개최한 제1회 행사에서는 대덕연구개발

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한 과학 인프라를 활용해 전국의 청소년이 학교 

교과과정에서 만나기 어려운 과학 관련 실험·탐구·

체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

영되었다. 이 행사에서는 16개 주제에 따라 42회 프

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1,538명이 참가했다. 

주니어닥터는 매년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늘려

나갔고, 참가 인원도 확대해 나갔다. 2014년에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

국 교육기부대상을 수상했으며, 2015년과 2016

년까지 3년 연속 수상의 결실을 이어갔다. 2017

년에는 창의적 과학 마인드와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해 온 청소

년 과학체험 프로그램 ‘주니어닥터’와 ‘엑스사이

언스’가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다. 

제10회 행사를 맞은 2017년에는 주니어닥터 프

로그램을 통해 146개 주제에 따라 427회 운영했

고, 총 9,000여 명이 참가했다. 제1회부터 10회까

지 주니어닥터에 참여한 기관은 총 262개이며, 그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증서를 받은 사람은 주

니어 2,525명 슈퍼주니어 1,507명 등 총 4,032명

에 달했다. 

한편, 2017년 11월 24일에는 7개 연구기관에서 

‘주니어닥터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범 

연도 프로그램 수(개) 참가자 수(명)

2008 307 5,737

2009 344 7,180

2010 536 12,901

2011 607 13,970

2012 609 14,008

2013 538 10,033

2014 47 3,616

2015 64 2,067

2016 138 2,546

2017 112 2,000

엠블럼의 3가지 컬러는 각각 체험, 실험, 탐구를 나타내고 있다. 즉, 

첨단 과학이 이 세 가지를 통해 대중에게 더욱 확산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체험(파랑) 체험을 통한 명쾌한 과학 지식의 습득

•실험(노랑) 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성과에 대한 희망

•탐구(초록) 새싹과 같은 참신한 탐구 지향

큐리언스 curiosity(호기심)와 science(과학)의 합성어 ‘큐리언스’는 과학 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실험·탐구·체험을 안내하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전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날개 X-Science의 X를 날개로 표현

•눈·입 가장 친근하고 호기심이 있는 눈과 입 선택

•안테나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현재와 미래의 대중과 과학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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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4
7개 연구기관이 함께 시범 운영한 2017 주니어닥터 심화과정

6.  국제적 역량 확대를 위한 노력

운영했다. 주니어닥터 심화과정을 진행한 기관은 

KBSI를 비롯해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RIBB),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표준

과학연구원(KRISS), 한남대학교 프로메가 바이오

기술교육연구원이었다. 

이 과정은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에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내용을 심도 있게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심화과정 참가 

자격은 주니어닥터 프로그램을 5개 이상 이수하여 

주니어닥터 인증서를 받은 학생 중 선별해 최종 25

명에게 주어졌다. 진행 방식은 주제 당 세 명 이내

의 학생을 지도연구원과 짝을 이뤄 하루 동안 과학

진로 멘토링, 연구 분야 소개, 소주제 실험·실습체

험, 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

다. 이 과정을 마친 25명의 학생에게는 ‘주니어닥터 

마스터’ 인증서를 제공했다. 

KBSI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과학에 관심과 흥

미를 갖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과학 교육의 중심 역

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토종 분석과학 학술지 'JAST'를 창간하다

대한민국 분석과학 분야의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

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최신 첨단 분석과학 기법

과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진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전문학술지는 유용한 

정보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는 2000년대가 개막된 이

후에도 분석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 사례나 동향을 

소개하는 전문 학술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KBSI는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국내 분석

과학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

고자 토종 분석과학 학술지 ‘JAST(Journal of 

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 발간을 추

진했다. 2010년 4월 23일, ‘JAST’ 창간호 발행을 

시작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http://www.jast-journal.springeropen.com)과 

오프라인으로 발행해 나갔다. 학술지에는 매년 ‘물

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 4개 분야 분석

과학 논문 10여 편을 게재하도록 했다.

JAST의 큰 특징은 오픈 저널(Open Journal) 형

식을 취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심이 있는 연구자

라면 누구나 인터넷 검색으로 빠르고 쉽게 무료로 

최신 정보와 논문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영어로 발행하는 JAST는 논문(Article), 단

문(Letter), 분석법단문(Technical Note), 논평

(Comment), 총설(Review) 등으로 구성했다. 특

히, 분석법단문은 새롭게 개발된 분석법 기술을 

빠르게 확산시켜나가기 위해 논문으로서 구성요

건은 부족하더라도 실험방법 및 분석법 위주의 보

고서 형태로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이론이나 

메커니즘이 완전히 규명돼 논문으로 발표되기 전 

단계의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논문으로, 실험실에

서 발견한 새로운 실험기법이나 아이디어, 이론, 장

기개발 등을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실험 현장에 있

는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했다. 

또한, JAST 발행을 위해 19명의 전문가로 편집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논문 투고와 심사과정 등은 

SCI급 학술지와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초 연구 전 분야에 걸친 분석과학의 원리 및 분

석 기술, 분석 방법, 분석 과정 및 분석 장비 등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와 그 응용 및 적용 사례에 관

한 연구 논문 및 총설에 대해서도 전문가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KBSI는 ‘JAST’를 2015년까지 KCI(Korea 

Citation Index) 저널로 등재하고, 2020년까지 

SCI(Science Citation Index) 저널로 등재함으

로써 세계적 수준의 전문 학술지로 육성한다는 목

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업무 목

표를 설정했다. ‘첫째,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 연구자들을 섭외하여 인용 횟수가 높은 논문

을 게재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온라인 게재 시스

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논문 저자들을 위한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구글 온라인 광

고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학술지의 존재를 널리 알

린다’, ‘넷째, 엄격한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좋은 논

문만을 엄선 게재한다’.

2013년에는 JAST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세계 굴

회차 연도 참여기관 수(개) 프로그램 운영 규모 참여인원(명) 인증서 수여 대상 우수 감상문 수상자(명)

 제1회 2008 6 16새 주제 / 42회 운영 1,538 81명(주니어 56명, 슈퍼주니어 25명) 3

 제2회 2009 15 46개 주제 / 130회 운영 3,829 121명(주니어 53명, 슈퍼주니어 68명) 3

 제3회 2010 25 68개 주제 / 210회 운영 7,395 351명(주니어 198명, 슈퍼주니어 153명) 12

 제4회 2011 30 72개 주제 / 295회 운영 9,027 405명(주니어 217명, 슈퍼주니어 188명) 16

 제5회 2012 31 102개 주제 / 356회 운영 10,118 524명(주니어 374명, 슈퍼주니어 150명) 21

 제6회 2013 29 123개 주제 / 373회 운영 9,201 586명(주니어 421명, 슈퍼주니어 165명) 24

 제7회 2014 28 128개 주제 / 298회 운영 7,209 440명(주니어 114명, 슈퍼주니어 326명) 27

 제8회 2015 34 148개 주제 / 399회 운영 9,178 560명(주니어 377명, 슈퍼주니어 183명) 17

 제9회 2016 34 162개 주제 / 414회 운영 8,263 455명(주니어 353명, 슈퍼주니어 102명) 30

제10회 2017 36 146개 주제 / 427회 운영 9,041 509명(주니어 362명, 슈퍼주니어 147명) 29

계 262 1,011개 주제 / 2,944회 운영 74,799 4,032명(주니어 2,525, 슈퍼주니어 1,507) 182

주니어닥터 연도별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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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23
분석과학전문학술지 JAST 창간 기념식

지의 출판사인 Springer 사와 제휴를 맺고 공동 

발간 및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CrossRef, 

Google Scholar, OCLC, Summon by Serial 

Solutions 등 해외 주요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했으

며, 수년 내에 SCI, SCOPUS, ‘Medline/ PubMed’

에 등재시키기 위해 안으로는 질적 향상에 매진하고 

밖으로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갔다. 

KBSI의 당면 목표는 ‘JAST’를 첨단기기 분석

지원을 통해 개발된 최신 연구결과를 전 세계 기초

과학 연구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제

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널리 읽히는 분석과학 학술

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분석과학기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다

2011년 11월 10일에는 JAST를 분석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 학술지로 육성하기 위한 행사도 개

최했다. 세계 15개국 분석과학기술 분야 최고 석

학들이 참석하는 국제학술대회인 ‘2011 분석과학

기술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Analytical Science and Technology)’을 

KBSI 대덕 본원에서 개최한 것이다. 

‘2011 분석과학기술 국제심포지엄’은 세계적으

로도 분석과학기술 관련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

일 기회가 드물다는 사실에 주목해, 세계 각국에

서 활동하는 분석과학기술 연구자들을 한자리에 

초빙해 최신 연구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폭

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였다. 행사에

는 분석과학기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도, 폴란드, 슬로베니아, 

그리스, 덴마크 등 15개 국가의 연구자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분석과학기술의 4대 분야인 생

물분석, 재료분석, 분석화학, 환경분석 분야를 8개 

세션으로 나누어 주제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 특

히, 한·EU 특별 세션을 마련해 한국과 유럽연합 연

구기관과의 연구교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국내

외 전문가들의 특별좌담도 진행했다. 

해외초청 연사로는 일본 오사카 대학의 히로

타로 모리(Hirotaro Mori) 교수, 미국 캘리포

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칼리토 리브릴라(Carlito 

Lebrilla) 교수, 슬로베니아 요제프 스테판 연구소

의 야니즈 돌린섹(Janez Dolinsek) 교수 등 분석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21명이 참석해 강

연을 펼쳤다. 국내 연사로는 서울대학교 김규범 교

수, 연세대학교 천진우 교수,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안현주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고 수준

의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KBSI는 2011 분석과학기술 국제심포지엄을 통

해 KBSI의 위상을 제고하고 분석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에게 JAST의 가치를 알릴 수 있

었다. 

2013년에 개최한 제2회 분석과학기술 국제심

포지엄에는 해외연사 6인을 비롯해 총 280명이 참

석했다. 이듬해인 2014년에는 제3회부터는 행사

를 분석과학국제컨퍼런스(ICA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nalytical Science and 

Technology)로 진행했다. 그 자리에는 해외연사 

22인과 국내연사 13인 등 총 398명이 참석했다. 

2015년 개최한 제4회 ICAST에는 해외 연사 6인, 

국내연사 15인 등 총 359명이 참석했으며, 2017년 

개최한 제5회 ICAST에는 해외연사 10인, 국내연

사 23인 등 총 378명이 참석했다. 

국제자문회의를 개최하다

한편, 과학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연구원

이 추구하는 중장기 발전 방향과 주요 연구기능에 

대해 세계적 수준에서 객관적인 자문을 받아볼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KBSI는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자문을 받기 위

해 국외 7인, 국내 7인의 석학으로 ‘KBSI 국제자

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국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한 KBSI는 2010년 11월 

23일과 24일에 대덕 본원과 오창센터에서 ‘국제자

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외 자

문인원 3인과 국내 자문위원 5인이 참석했다. 

KBSI는 회의를 통해 연구원의 종합 현황을 소

개하고, 대덕 본원의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

(HVEM), 오창센터의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15 T 

2017. 10. 23
2017 제5회 ICAST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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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ICR MS), 고자기장 자기공명장치(HF-NMR)

와 고분해능 이차이온질량분석기(HR-SIMS) 등 

대형연구장비에 대한 투어를 진행했으며, 중장기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종합회의도 진행했다. 

KBSI는 국제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원의 발전 방

향에 대해 세계적 수준에서 객관적이고 폭넓은 자

문을 얻을 수 있었으며, 국내외 리더들과의 교류 협

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NHMFL)와 

MOU를 체결하다

2015년 7월 28일에는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

(NHMFL)와 35 T 고자기장 고온초전도 자석 개

발 공동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미국 국립

고자기장연구소(NHMFL)는 세계적 수준의 고자

기장 기반 첨단 연구장비 개발 역량을 갖춘 곳으

로, 다양한 자기장 기술을 개발해 미국에 산업체에 

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KBSI는 국내 ㈜서남과 35 T 고온

초전도 자석 제작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미국 국

립고자기장연구소와는 자석의 설계 및 평가를 공

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들 기관은 공동개발 수행

을 위해 각 기관의 시설, 인력, 정보 등을 제공하기

로 했다. 35 T는 초전도자석 분야에서 세계 최고 

자기장으로, 35 T 자기장 개발에 성공하면 초대형 

자석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새로운 양자 현상 연구

가 국내에서도 가능해져 노벨상 수상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KBSI와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NHMFL)

의 협력은 기존 고자기장 기술과는 달리 상용화

가 가능한 고온초전도 자석개발 분야에서 한국

이 선도국으로 나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KBSI가 개발하고 있는 고온초전도 자석 기술을 

NMR과 결합하면 전용건물이 필요 없을 만큼 작

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KBSI와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NHMFL) 간 MOU 체

결은 한미 양국 과학연구기관의 협력을 국내 산업

체의 상용화 R&D까지 확장한 것으로 향후 출연

(연)의 국제연구 협력에 있어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

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구장비 유지보수 지원을 제공하다

국내외 모든 과학자들의 기초원천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플랫폼을 지향해 온 KBSI는 ‘첨단 대

형연구시설·장비 구축’, ‘구축된 시설 장비를 활용

한 분석지원 및 공동연구’, ‘분석법 및 장비개발 등

의 분석과학연구’, ‘국가연구시설장비 총괄관리 및 

장비인력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첨단 연구시설·장비 운영을 통해 축적된 기

술력을 활용해 연구장비 개발 역량을 향상해 왔으

며, 국가적 대형연구시설 운영과 첨단 분석법 개발, 

교육훈련사업, 과학대중화사업 등의 기반을 이루

는 첨단 고가 연구장비들의 성능유지 및 고장수리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연구장비 가동율 향상을 위한 신속한 

유지보수와 장비이전 및 설치, 전처리장치 제작 등 

종합적인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했으며, 보유장비 

실험신뢰성 향상을 위한 장비개조·개발 업무와 함

께 중소기업을 위주로 산학연을 위한 기술상담, 장

비수리, 장비대여, 장비개발 지원을 수행했다.

KBSI가 추진해 온 연구장비 유지보수 지원체계

를 살펴보면 ‘KBSI 보유장비 기술지원’, ‘산학연 연

구장비 유지보수 지원’, ‘연구장비 유지보수 전문기

술교육’, ‘연구장비유지보수지원센터 온라인 접수

사이트(http://mc.kbsi.re.kr) 운영’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KBSI 보유장비 기술지원’ 업무는 ‘고장수리 및 

예방점검’, ‘보유장비 기술지원 및 성능향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학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출발

한 지원 대상은 공공기관의 장비 유지보수 지원으

로 확대해 나갔다. 

‘산학연 연구장비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서는 ‘산

학연 공동 연구장비개발 지원’, ‘핵심요소장치 및 

부품개발 지원’, ‘수요 맞춤형 전처리장치 개발’ 업

무를 수행했으며, ‘연구장비 유지보수 전문기술교

육’ 지원을 위해서는 ‘연구장비 유지보수 전문가 

양성’, ‘이공계 미취업자, 중소기업 장비담당자 교육

훈련’, ‘20개 주요장비별 전문교육과정 개발 및 운

영’, ‘유지보수 전문가 DB 구축 및 네트워크 제공’ 

등으로 구분해 분야별로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원성과를 쌓아가다

KBSI가 최근 10년 동안 수행한 연구장비 유지보

수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도에는 장비가동률 향상을 위한 기술지

원을 통해 고장수리 148건, 장치제작 9건, 이전설

치 8건, 기술자문 40건 등 총 205건의 연구장비 

기술지원을 제공했으며, 약 3억 7,8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올릴 수 있었다. 연구장비 개발과 관

련해서는 ‘루미네센스 계측기 개발 지원’을 통해 

X-ray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이 이루어졌으며, 이 

밖에 ‘정밀시편이동 요소기술 개발 지원’, ‘진공흑

체 개발’, ‘전기분해방식과 총유기화합물 함량측

정기능을 적용한 초순수제조장치 개발 지원’ 등을 

제공했다. 

2010년도에는 7개 연구부서 및 6개 지역센터와 

외부기관에 대해 고장수리 178건, 장치제작 77건, 

설치지원 16건, 연구지원 및 기술자문 43건 등 총 

314건의 기술지원을 수행함으로써 약 4억 4,900

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재료 및 지구과학 

분야, 화학 분야, 기계 분야 연구원들과 공동연구

를 통해 ‘루미네센스 계측기 개선’, ‘흑체용 온도제

어기제작 및 실험’, ‘MRI용 Mouse bed 및 초음파

2010. 11. 23
제1회 국제자문위원회 회의

2015. 7. 28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NHMFL)와 공동연구를 위한 MOU 체결

7.  연구장비 개조·유지보수



Part 1. 열정으로 혁신을 이끌다 97Chapter 3. 연구지원의 성과를 내다96

주입 Chamber 제작’ 등 각종 연구지원 업무를 수

행했다. 이와 함께 국가적 연구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당 연구원의 보유장비에 

대한 도입과 운영, 폐기관리를 전산화하는 ‘연구장

비 전주기관리 전산시스템’ 구축과 꾸준한 개선작

업도 병행했다.

2011년도에는 7개 연구부서 및 6개 지역센터와 

외부기관에 대해 고장수리 207건, 장치제작 90건, 

설치지원 11건, 연구지원, 기술자문, 기타 53건 등 

총 361건의 기술지원을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연

간 4억 9,500만 원의 직접비 예산을 절감했다. 각

종 연구지원 업무를 통해서는 ‘휴대용 질량분석기 

개발지원’, ‘흑체용 온도제어기 제작 및 특성평가’, 

‘자기부상 시연을 위한 초전도체 case 및 모형 제

작’, ‘Solid state FT-NMR 400 MHz용 시료지지

대 제작’ 등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해 장치제작을 

지원했다.

2012년도에는 7개 연구부서 및 6개 지역센터와 

외부기관에 대해 고장수리 및 이전설치 289건, 요

소장치 설계·제작 59건, 타기관 기술지원 12건 등 

총 360건의 기술지원을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연

간 5억 5,000만 원의 직접비 예산을 절감했다. 또

한, 연구과제 참여를 통해 ‘XRF System 구성부품 

제작’, ‘MALDI TOF MS의 전자회로 제작’, ‘Cryo-

Preamp 증폭기 제작’, ‘비구면 안경렌즈 세라믹 

몰드 제작’ 등 요소장치 제작을 위한 연구지원도 

수행했다.

2013년도에는 7개 연구부서 및 7개 지역센터와 

8개 외부기관에 대해 고장수리 201건 및 이전설

치 21건, 요소장치 설계·제작 76건, 타기관 기술지

원 8건 등 총 306건의 기술지원을 수행했으며, 이

를 통해 연간 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달성했다. 

또한, 연구과제 참여를 통해 ‘질량분석기반 신기술 

융합형 진단기술 개발’, ‘유방암 및 비뇨생식기질환

의 조기진단’, ‘화학탐지용 시료전처리 기술 연구’, 

‘Cryo-Preamp 증폭기 제작’, ‘열영상현미경 실험

용 부품 제작’ 등 요소장치 제작을 위한 연구지원

도 수행했다. 이밖에 고객 만족 증진을 위한 업무

절차 표준 문서화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제적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인증을 획득했으며, 그 

요구사항에 적합한 조직의 품질 방침과 목표를 설

정했다.

2014년도에는 대덕 및 오창 본원과 10개 지역

센터에 대해 고장수리 205건 및 이전설치 29건, 

요소장치 설계·제작 74건, 타기관 기술지원 18건 

등 총 312건의 기술지원을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6억 2,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이루었

다. 연구과제 참여를 통해서는 ‘동위원소 질량분

석기 시료 냉각장치 제작’, ‘고감도 휴대용 유해가

스 측정장치 개발지원’, ‘OsO4 Coater 성능 재현

성 확보 개발지원’, ‘비대칭전기장을 이용한 특성

이온선별 연구지원’ 등 요소장치 제작을 위한 연

구지원도 수행했다. 이밖에 고객 만족 증진을 위

한 업무절차의 표준 문서화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

연구장비 유지보수센터 홈페이지

해 국제적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2008 인증 

유지를 위한 2차년도 사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획득했으며, 그 요구사항에 적합한 품질방침과 목

표를 설정했다.

2015년도에는 대덕 및 오창 본원과 10개 지역센

터에 대해 고장수리 135건 및 이전설치 10건, 요

소장치 설계·제작 70건, 타기관 기술지원 20건 등 

총 224건의 기술지원을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연

간 3억 6,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이루었다. 

또한, ‘오스뮴(OsO4) Coater 성능 재현성 확보 개

발지원’, ‘비대칭전기장을 이용한 특성이온선별 연

구지원’ 등의 연구지원과 ‘감마선분석기용 시료 

carrier 설계 및 제작’, ‘IMS-MS 장비 시료용 봉

독 추출기 3 sets 제작’, ‘이차이온질량분석기 시료

고정용 spring blade 제작’, ‘동물용 자기공명영상

장치 Mouse bed 제작’, ‘핵자기공명장치(NMR) 시

료 튜브의 세척장치 제작’ 등 요소장치 제작을 수

행했다. 이밖에 기술역량 강화 및 혁신 사례를 통

해 서울지역에서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연구

장비 유지보수 전문교육 신규사업 수행으로 연간 

20명 교육생 중 재직자 5명의 직무능력 향상과 취

업 10명, 진학 3명 등 교육성과를 이루었다.

2016년도에는 대덕 및 오창 본원과 10개 지역

센터에 대해 고장수리 159건 및 이전설치 8건, 요

소장치 설계·제작 80건, 타기관 기술지원 4건 등 

총 251건의 기술지원을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연

간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방사

능노출 초등 대응 물안보 기술 개발지원’, ‘정밀연

대측정 및 지구화학분석을 위한 미세영역 시료채

취 장치 개발지원’ 등의 연구지원과 ‘전자상 자기

공명(SFM-20) 기구 개조’, ‘Rapid Freeze Quench 

장비 변형을 위한 기구설계 및 제작’, ‘무산소동 

Cavity 가공용 지그 2종 설계 및 제작’, ‘NMR 

Probe Holder 설계 및 제작’ 등 요소장치 제작을 

수행했다. 이밖에 연구장비 기술지원 업무 수행과 

더불어 기술역량 강화 및 혁신 사례를 통해 서울지

역에서 연구장비 유지보수 전문기술교육사업 수행

으로 20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오창 본원에서 

충북대학교 재학생 10명에 대해 연구장비 유지보

수 현장학습 등 교육훈련 성과도 이루었다.

2017년도에는 고장수리 153건 및 이전설치 3건, 

요소장치 설계·제작 74건, 기타 10건 등 총 240건

의 기술지원을 수행하여 연간 4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자현미경연구부 NMR용 RF 

Power Amplifier 고장수리, 생의학오믹스팀 질량분

석기(LTQ-Orbitrap) Power Supply 고장수리, 지구

환경연구부  SHRIMP Primary Beam Monitor 고

장수리와 함께 부산센터 Nano-SIMS(초미세 이차

이온질량분석기)의 불편한 시료주입장치를 편리한 

마그넷 주입 방식으로 자체 설계 제작하여 약 1억 

원의 예산절감을 하였다. 

이밖에 연구장비 기술지원 업무 수행과 더불어 

기술역량 강화 빛 혁신 사례를 통해 서울지역에서 

연구장비 유지보수 전문기술교육사업 수행으로 매

년 20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하며, 오창 본원에

서 충북대학교 재학생 10명에 대해 연구장비 유지

보수 현장학습 등 교육훈련 성과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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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국내외 가릴 것 없이, 크고 작은 

재난재해 사건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릿호 기름유출사건

과 2011년 3월 동일본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

마 원전사고  등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재난사고 앞에 무력감을 낀 것도 잠

시, 출연연에 몸담고 있는 한 명의 연구자로

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뭔가 실질적인 도움

을 주고 싶다는 일종의 사명감이 들었다. 

국가적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학연·관

이 모두 나서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했다. 이에 KBSI는 지난 2012년 선제적으로 재난과학연구단을 

출범시켰고 생물재난연구팀은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와 한국

환경생물학회에 ‘재난미생물 분과’를 신설하여 산학연 콘소시

엄을 구성하였다. 

컨소시엄에는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생물재난의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4

년에는 <재난미생물>이란 학술도서를 공동으로 발간하여 당

해 연도에 과학기술분야‘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는 영광을 받

았다. KBSI는 오랫동안 첨단 분석장비와 신규분석법 등을 설

치·개발해 오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을 재난분석과학에 응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우선 적용 가능한 

대상으로 인체 감염형 노로바이러스, 녹조, 어병바이러스, 결

핵 등 사회문제가 되는 재난미생물을 대상으로 원인 분석과 해

결기술 개발에 집중하였다. 

먼저 생물재난연구팀은 작두콩 유래 렉틴단백질을 이용한 노

로바이러스 신속 검출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그 기술을 2015년 

국외전시회에 소개하였다. 이후 개발된 기술을 진단시장에 내

놓아 재난현장에서 사용가능한 실용연구 비즈니스 세계로 뛰

어들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국내기술이전과 해외기

술협약 등을 체결하게 되었고, 2018년 5월까지 미국에서 우리

가 개발한 진단키트를 이용한 임상 시험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

다. 이밖에 2017년도에 바이러스 중화제를 콩단백질로 제조하

는 기술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하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

픽에서 노로바이러스 확산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기술이 점목

된 손소독제를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전달하여 확산 방지에 일

조를 하고자 하였다. 

가끔 언론으로부터 출연연은 무용론과 비효율적 집단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이것은 출연연에게 사회

적, 국가적 책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출연연은 중장기 원천기술 개발과 국가적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연구 성과로 보답해야할 때이다. 

정부 부처 등 대외 기관에서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되어 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 큰 의구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실험실에서 머무는 과학기술이 아니라 현장에 

보급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학, 즉 실용과학

으로 눈을 돌려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재난분석과학기술 개발은 KBSI의 중요한 미션

의 하나가 되어야하며 그래야 국가와 국민이 인정하는 진정한 

출연연구소로 인식될 것이다. KBSI 생물재난연구팀은 재난분

석과학의 선봉에 서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재난분석과학의 
선봉에 서다

생물재난팀

7. Promenade KBSI

대표적인 청소년 과학문화사업인 ‘주니어닥

터’와 ‘엑스사이언스’를 시작한지 어언 15년

이 되어간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하여 발

전을 거듭한 끝에 정부출연연구원 주도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는 대덕특구 내 출연(연)을 비롯하여 산학연 

기관들의 협조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적인 지원이 있었다. 덕분에 KBSI는 대한민

국 교육기부대상 3회 연속 수상과 명예의 전

당(2017) 등극 그리고 우수 교육기부기관 및 

진로체험기관 인증 등 많은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무렵 KBSI는 2003년, 각 연구부서별 T/F

를 구성하여 연구자가 직접 과학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사업기획서를 제작하였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이공계 진로

선택 기피로 인한 과학기술계 위기감이 심각하게 대두되어 과

학문화 확산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확대되는 시점이었다. 

이처럼 초기 과학문화사업은 KBSI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방향

성과 외적 요인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

다.  사업 첫 해인 2004년에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첨단장비활용 청소년과학문화사업’이름으로 진행되었다. 그

러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에 의해 새로운 이름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이에 첨단과학(Science)을 실험(experiment)하고 탐구

(exploring)하면서 체험(experience) 한다는 의미인 엑스사이

언스(X-Science)를 명칭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시작한 청소년 

과학문화 사업은 첫 해 대덕본원과 6개 지역분소에서 209회 

프로그램을 운영해 2,560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편 2008년에는 KBSI에서 대덕특구 내 출연연 기관들이 함

께 참여하여 과학 인프라를 활용해 과학체험 프로그램인 ‘주니

어닥터(과학기술 청소년박사)’를 시작했다. 사업 첫 해 대덕특

구 내 6개 기관에서 2주 동안 42회 시범운영 되었는데, 이 때 

대전시로 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2009년부터는 사업예산을 

지원 받게 되었다. 이후 2017년까지 총 262개 기관이 참여하

고 2,944회 프로그램을 운영해 7만 4,799명의 청소년들에게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주니어닥터는 미래꿈나무인 청소

년이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

나가는 데 명실공히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엑스사이언스와 주니어닥터 프로그램에 참가

했던 어린 학생들은 이제 대학생도 되었으며, 이미 대학을 졸

업하여 어디에선가 사회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단편적인 지식과 기술만으로 복잡한 사회적 현상과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다양한 지식, 기술, 학문 등을 융합

적,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과학문

화 확산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학시민이자 미래 과학자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과학문화 
대표 브랜드, 
청소년 과학문화사업

대외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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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고 도전하는 KBSI의 오늘

KBSI는 과학기술 인프라 중심 기관으로 세계 연구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  국내외 우수 과학자들이 모여들어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초연구 플랫폼입니다.

현황화보



Part 2. 기초과학의 미래를 이끌다 105현황화보104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어가야 할 더 큰 세상이 우리 앞에 있음을

KBSI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연구하고 도전하고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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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no SIMS

SPE-800 MHz NMR

KBSI는 축적된 기술을 활용해 

장비활용, 공동연구, 인력·지식,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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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Resolution 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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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vo micro-CT System

Multifunctional TEM

Femtosecond Multi-Dimensional Laser Spectroscopic System

Bio-HV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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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공동활용과 

분석지원 전국 연구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공동연구는

우수한 성과들을 창출했습니다.

TOF-SIMS Multi-Function X-ray Diffract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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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Function X-ray Diffractometer Bio-HVEM

HR-S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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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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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EM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 그 중심에 KBSI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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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다

KBSI는 1988년 8월 1일 ‘기초과학지원센터’로 출발했다. 설립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기초과학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KBSI가 확고한 위상을 구축할 수 있었던 

배경과 경쟁력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참석자 (총 8명)

권경훈 책임연구원 

김선봉 감사부장 

남기환 선임연구원 

민안기 장비정보팀장 

박종은 경영기획팀장 

서정주 국산장비신뢰성평가센터장 

유종신 책임연구원 

황금숙 서울서부센터장

권경훈 저는 1993년에 연구소에 입사했습

니다. 그때는 우리가 장비를 확충하고 전문 인

력을 충원하면서 확대해가는 기간이었어요. 

지원기관이라는 성격이 명확했기 때문에 우

리의 걱정은 연구였습니다. 연구를 해야만 첨

단 장비에 대해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기관이 연구 역할을 갖

지 않게 되는 것이 큰 문제였죠. 가능하면 우

리도 연구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어

요. 다음 10년에는 다행히 연구사업을 시작하

게 되었습니다.

민안기 일단 첫 번째 10년은 태동기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장기, 세 번째는 과도기

인 것 같습니다. 첫 10년은 저희가 과학재단 

부설로 시작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주로 학교 

교수님들이 반대해서 태동부터 굉장한 진통

을 겪었었고, 그 뒤에도 계속적인 공격이 있었

죠.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간에 한번 없어지

기도 했어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부설도 

아니고 일개 부서로 편입됐으니까요. 개인적

으로 비참하기도 했고, 기초과학지원기관으

로서 소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부적으로 10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굉장히 

결속이 잘 됐어요. 비상대책위도 만들어서 대

치동 사옥 지하 회의실에서 회의도 하고. 소장

님이나 간부들이 많이 뛰었죠. 그 덕분에 저희

가 다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관의 존립에 대해 고민하면서 10

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창립멤버는 아니

지만 창립 몇 달 뒤에 들어와서 이곳에 대해 

애정이 각별해요. 역경을 같이 겪어왔기 때문

에 사람뿐만 아니라 기관 자체에 대해서도 애

정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조직 전체로 보면 

첫 번째 10년이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과

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김선봉 초창기에 통폐합 과정을 겪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전통

이 생겼어요. 직원들이 개인의 이익보다 기관

이 잘되는 쪽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

걸 고맙게 생각하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

니다. 

권경훈 제가 1993년에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국가적으로 장비를 구입할 예산이 없어

서 IBRD 차관으로 장비를 구입했어요. 보통 

연구소가 새로 생기면 자체 연구용 실험실을 

꾸미는 거로 예산을 많이 쓰거든요. 하지만 우

리는 우리의 임무에 충실하여 대학 연구를 지

원하기 위해 많은 장비를 구입하는데 집중했

어요.

박종은 저는 2003년 12월에 들어와서 기

획 쪽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

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에 대해 말씀드리

자면 가장 큰 건 오창에 225만 m2 용지를 마

련해서 대형 연구장비를 구축하기 시작했던 

KBSI 직원 

좌담회

세계적 과학연구 완성에 기여

권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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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아닌가 싶습니다. HVEM이라는 국가적 대

형 장비가 들어온 이후에는 대덕본원에 부지

가 부족했거든요. 오창센터 설립 이후 지금까

지 구축한 장비들이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기

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분도 계실 텐데 또 한 가

지는 2007년인가 2008년에 개인평가 제도

를 획기적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부

별로 평가하고 인사평가와 성과평가를 달리

해서 약간 ‘나눠 먹기’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원부서면 지원부서, 연구부서면 연

구부서 전체를 놓고 평가 등급을 매기니까, 평

가 지침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좌우가 돼요. 물론 안 좋아진 점도 있긴 하지

만, 논문실적 등의 측면에서는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종신 우리가 1988년도에 세워질 당시에

는 대학교 내에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지원해 준다는 뜻에서 ‘지원연구원’이

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 정체성이 흔들리진 않

아요. 기초과학연구원(IBS)과는 다르죠. IBS

는 직접 연구하고, 우리는 서포트하는 기관이

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연

구를 잘하려면 지원이 필요해요. 대형장비를 

비행기에 비유하면, 장비를 잘 다루는 사람들

이 있고, 그 운전법을 잘 아는 연구원이 운전

에 대해 연구를 하면 그걸 바탕으로 손님을 태

워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하려면 연구원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걸 이루는 정체성은 ‘공동연구’입니다. 

저는 정체성이 뭐냐고 물으면 확실하게 말해

요. 우린 ‘지원’을 가지고 ‘공동연구’를 하는 기

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처음에 ‘주지야연’이라는 말도 했었어요. 주

간에 지원하고 야간에 연구하자. 지원과 연구

가 같이 가야 하는데 그 시절에는 지원만 하

는 것처럼 보여야 했거든요. 그래서 주간에는 

지원을 하고 야간에는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

다가 본격적으로 대형장비가 구축되면서, 낮

에도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이제는 동등한 위

치에서 50대 50 수준에 자리매김했다고 생

각해요. 앞으로의 정체성도 그런 부분들을 바

탕으로 나아가야 해요. 외국처럼 가야 할 것 

같아요. 지원연구가 잘 돼서 연구자가 ‘아, 저 

기관에 내가 얻을 게 있다. 지원받을 게 있다’ 

하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권경훈 저희가 ‘See the Unseen’이라고 이

야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중력파를 예측했지만 

그걸 볼 때까지 수십 년이 걸렸듯이, 과학자가 

연구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연구가 완성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드웨어만 있다고 

연구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

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한 거

죠. 저희는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연구내용이 

보여 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요. 똑같은 연구

를 해도 우리의 도움으로 볼 수 없는 걸 보게 

되면 논문의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IBS는 세

계적인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곳이라면, 여기

는 그들의 연구를 완성시켜주는 곳이라고 이

해하시면 될 거예요.

황금숙 저는 2005년에 들어왔습니다. 저

희는 장비 기반의 분석 지원, 연구지원을 하

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장비가 없

었기 때문에 각 대학 연구실에서도 그걸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그래서 장비를 지원

해줄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많

이 변했습니다. 전자제품, 스마트폰 등 모든 기

기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업그레이

드되고 정밀해졌거든요. 장비도 20, 30년 전

과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특별하게 많은 기술

을 요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비

들이 대다수였다면, 지금은 그걸 작동할 수 있

는 전문 기술이 필요해졌어요. 같은 장비가 있

다 하더라도 대학교에서 얻을 수 없는, 여기에

서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장비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다면 저희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이 더 복잡해지고 장비

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희는 분석지원이든, 

연구지원이든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 위상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처음 KBSI에 들어왔을 때, 연구에 

대해 발표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얼마 

주면 찍어 주냐”라는 거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괴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

요. 지금은 가서 발표하면 “어떻게 하면 그 장

비로 같이 연구할 수 있냐”고 물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느껴요.

서정주 저는 연구원 1호 공채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소에 있으면서 큰 충격을 받

고 깨우친 일이 세 가지 있어요. 처음 KBSI에 

들어와서 분석지원 일을 시작했는데, 당시에

는 장비를 가지고 오면 그걸 돌리는 게 다였어

요. 그거조차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됐기 때문

이었죠.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일은 돈이 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 더 이상 우

리의 존재가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

요. 그때 ‘분석기술 고도화’라는 얘기, 즉 ‘전문

분석지원’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우리들끼리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어요. 그냥 

와서 찍어달라면 찍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기술을 계획하자. 그래서 1

년 동안 기획하고 보고서를 써낸 적이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기술을 고도화

하고, 연구 능력이 생기고, 장비를 대형화시

키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어요. 정부가 

사준 장비로 분석지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대학, 연구소와 경쟁해서 과제

를 수주해오는 수준으로 거듭나게 됐어요. 

그다음 연구 쪽으로 돌면서 연구만 하는 부

서가 생겼는데, 평가도 안 받고 3년 동안 네이

처 수준의 논문을 내도록 했어요. 단, 성과가 

나지 않으면 10% 월급을 깎겠다는 조건이 붙

었죠. 그때 그들은 물론 나머지 부서도 굉장히 

잘했어요. 당시 전체 출연연구소 논문 당 사람 

수를 나누면 저희가 1위였어요. 그런데도 그때

는 자체 논문 퀄리티가 높고 많다는 것을 바

깥에 자랑할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 결과를 우리 이름으로 내놓으면 “분석지원

하라고 했는데 너네 연구했지”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자랑을 못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자랑스러운 것은 이제는 바깥

에 나가서 “나는 질량분석기를 하고, 내 소속

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입니다”라고 하면 다 

알아듣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있는 동안 두 

학회가 우리 연구소에서 태동했고, 여기서 일

하던 분들이 많은 대학과 연구소에 퍼져있어

서, 최소한 분석과학 장비 분야에서는 우리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해요. 

아쉬운 것은 질량분석학 분야의 최고 연구

자가 없으면 분석과학 기반기술에 한계가 있

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소스를 다루는 분들이 

논문을 내고 노벨상을 타지 장비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어요. 지금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느꼈던 이 3가지로 다

음 30년에 아쉬운 점이 없는 KBSI를 만들어

야 한다고 생각해요.

권경훈 저는 연구장비 개발 사업 기획 쪽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쪽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미국의 국립고자장연구소하

고 같이 세계 최고의 질량분석기를 만드는 프

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2007년에 15 T FT- 

ICR MS를 오창에다가 설치를 했죠. 그게 시드

(Seed)가 돼서 계속 질량분석기를 개발했는

KBSI는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연구를 

완성시켜주는 곳

김선봉

남기환

민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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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요. 그러면서 국내 질량분석기 개발 업체하

고도 교류가 있었고요. 중소기업과 협력을 진

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국산장비를 

제조할 역량은 되는데 연구자들이 써주지 않

고, 정부 지원도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외산 

장비만 쓰는 악순환이 된다”며 고민을 토로하

더라고요. 실제로 R&D에 국가예산을 투자해

봐야 돈은 외국 장비업체로만 나갔어요. 

그 일을 계기로 미래부(현 과학기술정보통

신부)하고 연구장비 개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연구 산업이란 개념을 갖기 시

작했어요. 연구장비 산업은 연구장비 개발과 

장비로 서비스를 해주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

는데, 그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당

위성이 명확했어요. 우리는 최고 수준의 장비

를 수십 년 동안 다룬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다 있는 거예요. 국산 장비를 보면 어떤 문제

점이 있고, 어떤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면 좋을

지에 대한 피드백을 가장 잘 줄 수 있는 기관

이었죠. 또 장비를 개발한 경험,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인력과 별도 팀도 있었어요. 몇몇 중

소기업은 이미 장비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기

술력을 확보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장비를 국산화하는 장

비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국내 연구자

들이 우선적으로 국산 장비를 써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산 장비의 성능에 대한 연구자들

의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관 인증 평가를 진행하는 성능평

가센터를 만들어서 연구자들이 구입 전에 먼

저 써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게 2015

년부터 주요사업으로 진행하는 ‘연구장비 산

업 육성’의 시작입니다.

리 연구원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원을 연

구의 하부 개념으로 인식하고 움츠러드는 거 

같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최

고의 장비 속에서 최고의 연구원들과 일한다

는 자부심을 가지고 크게 펼쳐나갔으면 좋겠

습니다.

남기환 저는 2014년도에 들어왔는데요. 장

비 개발과 관련해서 선배님들과 생각이 조금 

달라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빠르게 가고 있

는데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하드웨어를 가지

고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전

의 30년이 아니라 이후의 30년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해요. 

권경훈 저는 세 번째 10년에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를 통해 국가연구장비 총괄 업

무를 맡게 된 스토리가 들어가면 좋을 거 같

아요. 처음 10년은 장비가 없어서 저희가 장비

지원을 했지만, 다음 10년에는 국가적으로 장

비가 보급되면서 너무 많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가 필요해졌어요. 세 번째 10년에는 장비 데이

터베이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체계적인 관

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가연구시설장

비진흥센터를 우리 기관에 만들었고, 거기서 

장비 데이터베이스, 장비관련 정책, 유휴 장비 

활용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의 큰 축 하나를 담당하면서 점점 더 중

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유종신 우리 연구소가 분석기술을 사용하

여 많은 데이터를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4차 산업혁명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4

차 산업혁명이 빅데이터에 기반 한 것이고, 물

리, 화학, 생물, 지질 등에서도 빅데이터가 나

오잖아요. 이런 분야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곳

이 우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의료 쪽에서 빅데

이터를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생물 분야에

서 DNA, RNA, 단백체, 대사체 등의 ‘오믹스’ 

관련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해석과 전파를 담

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연구 형태로 진행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금숙 빅데이터를 말씀하셔서 부가 설명

하자면, 우리도 많은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생

활에 직접 적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려고 했습

니다. 하지만 4차 산업 혁명에서 중요한 게 수

많은 데이터를 정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분야, 혹은 환경 분야에서 

나온 데이터를 쓸 때, 저희가 데이터를 표준화

하고 유용한 데이터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

을 주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서정주 저희 이름이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잖아요. 연구장비를 가운데 놓지 않고는 앞

으로 아무것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해온 것도 연구장비를 뿌리내리고 

이걸 가장 잘 쓸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서포트

하는 일이에요. 이다음에 해야 할 역할은 남들

이 만들지 못한 연구장비를 만드는 거예요. 지

금까지의 얻은 데이터를 융합하고, 발전시켜

서 이다음의 활용 방안을 제시해줘야 하지 않

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나라 최고 

연구소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국가연구시설장비 
데이터 활용에 주력

박종은

서정주

유종신

황금숙

유종신 제가 1993년에 연구소에 입사했는

데, 당시에 연구소 출신 초대 원장이었던 이정

순 원장이 우리도 장비를 한 번 만들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과기부에다가 말을 했어요. 

그때 지원하는 기관에서 무슨 장비를 만들려

고 하느냐며 과기부에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도 원장님은 뜻을 꺾지 않고 장비를 만들어

보라며 저에게 미션을 줬어요. 미국 플로리다

에 있는 국립고자기장 연구소와 협력하여 FT-

ICR 질량분석기를 국제공동으로 제작·설치해 

보라고 했어요. 정부에서 장비개발을 거절당

했지만 밖에 이야기하지 않고 연구소 자체로 

개발을 시작한 거죠. 

서정주 얼마 전에 세계시장 데이터를 봤더

니 전자현미경 시장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데가 ‘JEOL’이더라고요. 3년 전에 JEOL 브로

슈어를 봤는데, 본인들이 자랑할 만한 업적을 

KBSI에 전자현미경 들어갔다는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김선봉 저는 우리기관이 우리나라 최고 연

구소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 기관

의 SCI 논문 수를 세어보면 우리 기관이 톱이

에요. 우리 연구소 장비를 통해서 SCI 논문이 

1,100편 정도 나오는데, 그 논문 안에 KBSI 장

비를 썼다는 문구를 넣도록 하고 있거든요. 카

이스트도 1년에 800편밖에 안 돼요. 저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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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기초과학 

연구지원  

수행

대한민국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을 수행해 온 KBSI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 설립 초기에는 대학이나 기관의 연구

지원을 위한 대형장비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세계적 수준의 첨단 

대형장비가 하나둘 갖추어지면서 연구지원 역량 강화와 장비 활용 역량 

극대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형장비 구축뿐만 아니라 장비 활용에 

대한 전문적 연구역량까지 갖추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적 수준의 연구

장비 개발 역량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최첨단 대형연구장비를 활용해 

창의적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은 물론 기초과학 인재 양

성을 위한 과학대중화사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기초과학 발전을 지원

하는 터전으로서 그 역할과 소명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2018년 현재 KBSI가 주력하고 있는 연구지원 활동으로는 ‘연구장비 

인프라 구축’, ‘연구장비 공동활용’, ‘국가·사회 문제해결형 연구성과’, ‘첨

단 연구장비 개발’, ‘국가연구시설장비 총괄관리’, ‘분석과학기술 인력 양

성’, ‘국내외 산학연 협력 구축 및 성과 확산’ 등이 있다. 

KBSI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기초과학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세계의 기초과학을 리드

할 수 있는 첨단 연구장비 개발은 물론, 창의적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갈 것이다. 

1. 연구장비 인프라 구축

2. 연구장비 공동활용

3. 국가·사회 문제해결형 연구성과

4. 첨단 연구장비 개발

5. 국가연구시설장비 총괄관리

6. 분석과학기술 인력 양성

7. 산학연 협력 구축 및 성과 확산



Part 2. 기초과학의 미래를 이끌다 131Chapter 1. 기초과학 연구지원 수행130

1
연구장비 
인프라 구축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반

드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연구장비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세계 과학 발전을 선도하는 나라

들이 첨단 장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특히 과학계의 하부 구조라 불리는 분석 장비 인

프라는 과학적 창조를 위한 절대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과학

자라 할지라도 분석장비 인프라 없이는 결코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연구 환경은 너무나 열악해 불모지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기

초 연구에 필요한 첨단 장비 구축 작업이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88년 8월 1일 KBSI가 설

립되면서 부터이다. 이후, 지난 30년 동안 KBSI는 지속해서 연구장비 인프라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대학과 연구소, 기업에 세계적 수준의 분석장비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장비 인프라를 갖춘 나라가 되

었으며, 국내 연구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국제적인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KBSI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강국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

가적 대형연구장비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다음은 KBSI가 보유한 대표적인 

첨단 대형연구장비 인프라이다.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

주요성능

1.3 MV TEM

설치년도

2004년

(HVEM, High Voltage Electron Microscope)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HVEM)은 원자 단위 구조까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장비로 신물질의 

구조분석, 극미세 소재개발 등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분야에서 국가적 공동활용 연구장비로 운

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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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비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원자분해능(0.12 nm)과 고경사각(±60°)의 동시 수행으로 나노 

물질의 3차원 원자구조 분석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최첨단 에너지 필터(HV-GIF)를 장착해 나

노 물질의 화학분석 수행이 가능하며, 특수 제작된 시편 홀더를 개발해 구비함으로써 저온과 고

온의 실시간 분석 작업도 가능하다. 

HVEM을 활용한 대표적 연구 사례로는 세계 최초로 ‘여왕 소라 껍데기 강화 메커니즘’의 규명을 

꼽을 수 있다. KBSI 연구팀은 여왕 소라 껍데기의 우수한 기계적 물성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계

층구조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체에 존재하는 나노미터 크기의 쌍정을 관찰했다. 이 연구를 통해 

최소 단위체 내부의 쌍정이 인성 강화 메커니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규명할 수 있었다. 

이는 HVEM의 고분해능과 고경사각 동시 수행 능력이 함께 적용되어 나노미터 크기 쌍정에 대

한 결정학적 특성을 관찰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이 장비의 주요 활용 분야로는 ‘나노 

재료의 원자단위 구조분석’, ‘실시간 재료 구조변화 특성 평가’ 등이 있다. 

고자기장 자기공명장치

고자기장 자기공명장치(High Field-Nuclear Magnetic Resonance)는 생체분자 입체구조 규명 

및 신약개발 연구에 필요한 핵심 장비이며, 현재, 오창센터에 설치해 국가적 공동활용 연구장비

로 활용하고 있다.  

이 장비의 특징은 초저온 프로브의 1 H 민감도가 기존 실온 프로브의 4배 이상(8,000)으로, 실

험시간을 1/16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100 ㎛ 이하 단백질 측정과 100 ㎍ 천연물의 13 C 실

험이 가능하다. 

고자기장 자기공명장치를 활용한 대표 연구사례로는 세포막이 결합된 TRPV1 채널의 독거미 독

에 의한 활성 메커니즘 규명이 있다. TRPV1은 독거미 독(Double-Knot Toxin)이라고 불리는 단

백질에 의해 활성화되는데, 채널 활성화 메커니즘 규명을 위해서는 독거미 독소의 3차 구조를 

주요성능

900 MHz Cryogenic NMR
신호감도 8,000 : 1 

설치년도

2006년

(High Field-Nuclear Magnetic Resonance)

밝힐 필요가 있다. 이때, 좋은 해상도의 NMR 스펙트럼을 위해 고자기장 자기공명장치를 활용해 

2D-NOESY 등 2차원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정확한 3차 구조를 규명할 수 있었다. 

주요 활용 분야로는 ‘단백질 구조 분석’, ‘단백질 상호작용 분석’, ‘천연물 구조 분석’, ‘운동성 분석’

등이 있다.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

주요성능

15 T FT-ICR MS
분해능 3,500,000

설치년도

2008년

(Fourier Transform 
Ion Cyclotron Resonance Mass Spectrometer)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질량 분해능과 정확도를 나타내는 국내 유일의 질

량분석장비로, 원유 및 복합유기물, 천연물, 대사체, 환경시료 분석 등에 공동 활용되고 있다. 

이 장비의 특성으로는 먼저 세계 최고 자기장으로 초고분해능(> 10,000,000) 질량분석 능력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매트릭스 보조레이저 탈착이온화와 전자분무이온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

으며, 분자 영상 측정, APCI, APPI, 다차원 LC/MS/MS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CID, ECD, ETD, IS-CAD 등 다양한 탄뎀질량분석 실험도 가능하다.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를 활용한 대표 연구사례로는 ‘초미세먼지 유래 수용성 및 불수용성 유

해 유기물질 성분 정밀분석법 개발’이 있다. 이 연구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초미세먼

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먼저 초미세먼지에 함유된 복합 유기물질의 구성성분과 

함량 측정을 위한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반의 정밀분석플랫폼을 구축한 후, 이를 활용해서 초

미세먼지 유래 오염 유기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특히 겨울철에 주로 발

생하는 PM 2.5 초미세먼지에 함유된 수용성 및 불수용성 유해 유기물질 성분을 초고분해능 질

량분석기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분석해 냈다. 

주요 활용분야로는 ‘유류체 분석’과 ‘천연물 대사체 분석’ 등이 있다. 현재 유류체 분석 연구를 통

해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를 활용한 유출 유류 분석법을 개발했으며, 천연물 대사체 분석 연구

를 통해 ‘식물 추출물 내 약리 활성 대사체 성분 분석’연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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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해능 이차이온질량분석기

주요성능

질량분해능 10,000

설치년도

2009년

(HR-SIMS, High Resolution-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

고체물질의 미세 영역에 대한 동위원소비를 측정할 수 있는 ‘고분해능 이차이온질량분석기(HR-

SIMS)’를 이용해 지질연대 및 미량동위원소 표면분석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HR-SIMS의 특징은 국내 최초 고분해능 이차이온 질량분석기로 50% 투과율과 10,000 질량분

해능으로 1 ppm 검출한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동위원소 동시 분석이 가능한 다중

검출기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위한 낮은 배경 값의 패러데이 검출이 가능

한 장비이다. 

HR-SIMS를 활용해 도출한 대표 연구사례로는 ‘경기육괴 중부 홍천지역 후충돌형 희토류 광화

작용 규명’이 있다. 이 연구는 고분해능 이차이온질량분석기를 이용해 경기육괴 중부 홍천지역 

카보나타이트의 모나자이트 U-Th-Pb 절대연령을 측정함으로써 카보나타이트 관입이 남북중국 

충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내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Sr-Nd 동위원소 분석 결과 경

기육괴에서 맨틀 기원이 명백한 후충돌 화성활동이 있었음도 규명했다. 

주요 활용 분야는 ‘우라늄-납 동위원소 연대측정’, ‘미세조직 동위원소 표면 정밀분석’ 등이 있다.

KBSI는 극미량원소 분포를 정량적으로 이미지 처리 할 수 있는 초미세 이차이온질량분석기

(Nano-SIMS)를 첨단소재 연구 분야에서 국가적 공동활용 연구장비로 운영하고 있다.

이 장비는 세계 최고 공간분해능(50 ㎚)의 이차이온질량분석기로 미소 영역에서의 미량원소 다

중 검출이 가능하다. 또한 높은 검출 감도의 경원소(H 포함) 이미지 처리 분석은 물론, 높은 재현

성의 절연소재 분석 연구도 수행할 수 있다. 

이 장비를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사례로는 ‘바나듐 내 침입형 원소가 미치는 구조적, 기계적 특성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수소의 분리, 정류, 저장용 멤브레인 소재로 주목받는 바나늄 

합금 내부에 존재하는 침입형 원소(산소, 질소)가 구조적,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

다. 이 과정에서 Nano-SIMS를 이용해 결정입계 내 산소, 질소, 황의 분포를 관찰했으며, 바나듐 

내 과도한 산소와 질소는 과도한 입내강화를 유발해 연성이 저하되어 결정파괴를 유발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Nano-SIMS를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분야로는 ‘에너지 저장 소재의 원소 분포 분석’, ‘금속 소재 열

처리에 따른 원소 분포 분석’등이 있다. 

초미세 이차이온질량분석기

(Nano-SIMS, Nano-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

주요성능

산소동위원소 분석영역
 5 ㎛, 정밀도: 0.5%

설치년도

2009년

KBSI는 서울센터에 분자의 초고속 움직임을 펨토초 단위로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펨토초 다차

원 레이저분광시스템’을 설치하고, 화학, 생물, 재료 분야에서 다양한 물질의 극초단 반응 동역학 

규명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펨토초 다차원 레이저분광시스템’은 리튬 이온, 금속 나노입자, 광합성 시스템 등의 연구에서 적

외선-가시광선 영역에서 이차원 진동 및 전자 분광학 연구 수행 가능한 장비이다. 분자계 및 재

료의 들뜸-탐침 순간 흡광 분석 수행이 가능하며, 비선형 광학 현상을 이용한 결맞음 레이저 라

만 분광 분석(SRS, CARS)도 가능하다. 

펨토초 다차원 레이저분광시스템

(Femtosecond Multi-
Dimensional Laser Spectroscopic System)

주요성능

2D 전자 분광 측정 시 
분해능 70 fs

설치년도

2009년



Part 2. 기초과학의 미래를 이끌다 137Chapter 1. 기초과학 연구지원 수행136

‘생물전용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Bio-HVEM)’은 세포소기관, 단백질, 바이오-나노 융합 시료

의 3차원 미세구조 분석과 신약 및 나노구조 신소재 개발 등 기초과학, 응용과학 분야에서 국가

적 공동활용연구장비로 운영하고 있다. 

이 장비는 고경사각(±70°)과 고분해능(0.15 ㎚)을 이용한 세포 소기관 3차원 모델링 분석 작업이 

가능하며, 고투과력(1,000 kV)/in-column 에너지여과장치로 높은 대조도 이미지 획득이 가능

하다. 또한, 리미트리스 파노라마 기능을 장착해 대면적·고해상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으며, 시료

의 급속 동결을 통한 극저온 전자현미경 분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장비를 통한 대표적인 연구사례로는 ‘신경가소성과 신경소포 3차원 미세구조 분석법 개발’

이 있다. KBSI는 이 연구에서 제한된 영역의 이차원 이미징 분석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Bio-HVEM의 고투과력과 대면적 분석 능력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두 신경 간 신경연접부 전체

를 전자토모그래피 기법을 통해 3차원 모델링하고, 신경연접 전 신경 말단 내 신경소포들의 공

간적 분포를 3차원 모델상에서 통계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분석법을 고안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대뇌 피질 신경세포 내 신경소포 크기와 수가 정상 동물과 전자파 노출 동물 간에 차이가 

있음을 3차원으로 시각화해 규명할 수 있었다. 

주요 활용 분야로는 ‘전자토모그래피 기반 세포소기관의 3차원 미세구조 분석’, ‘생체 조직의 3

차원 대면적 입체 분석’ 등이 있다.

생물전용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

(Bio-HVEM, Bio-High Voltage Electron Microscope) 

주요성능

점분해능: 0.15 ㎚
격자분해능: 0.10 ㎚

설치년도

2015년

핵자기공명분광기-질량분석기시스템(SPE-800 MHz NMR-MS System)은 LC, NMR, MS가 온

라인으로 연결된 하이프넷티드 시스템(Hyphenated system)으로서, 혼합물을 LC로 분리 후 고

감도 800 MHz NMR로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는 대사체/천연물 분야 특화 운영 장비이다. 

이 장비의 특성은 대사체 및 천연물 연구 분야에서 대사물질 확인과 대사기전 규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통합 분석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이 장비를 활용한 대표 연구사례로는 ‘NMR을 활용한 생체시료 대사체 정량 분석법 개발’이 있

다. KBSI는 이 장비를 활용해 NMR 기반 대사체 프로파일링에서 절대 정량 방법을 제공하기 위

해 혈청 대사물질 정량법을 개발했다. 또한, Chenomx 및 TopSpin의 ERETIC2 유틸리티를 사용

해 디지털 합성 피크를 스펙트럼에 추가하는 본 분석법을 통해 혈청 대사산물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대 정량법을 제시했다. 

주요 활용 분야로는 ‘통합 대사체 프로파일링 분석을 통한 바이오 마커 탐지 및 대사 시그너처 

탐색’, ‘LC-SPE-NMR/MS hyphenated system을 활용한 천연물 혼합물 구조 확인’ 등이 있다. 

SPE-800 MHz

핵자기공명분광기-질량분석 

시스템

(SPE-800 MHz NMR-MS System) 

주요성능

18.89 T 
actively shielded 
superconducting 
magnet

설치년도

2014년

이 장비를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사례로는 ‘세포질과 유사한 복잡 계에서의 물 동역학 연구’가 있

다. 이 연구를 통해 3가지 적외선 탐침(HDO, HN3, azido 유도체)을 이용한 펨토초 중적외선 분

광학 실험을 통해 세포질과 유사한 복잡 계에서 물의 구조와 동역학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획득

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밝혀낸 3가지 적외선 탐침을 이용한 접근방법은 생물 및 공업적 응

용에서 복잡 물질 구조와 이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비를 통한 주요 활용 분야로는 ‘이차원 전자 분광법을 이용한 금속 나노막대 크기 분포 특성 

연구’, ‘시분해 순간 흡광 측정을 통한 PDA 고분자 서모크로믹 가역 특성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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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 휴먼 MRI 시스템 연구용 휴먼 7 T MRI 시스템(7 Tesla Magnetic Resonance Imaging)은 KBSI가 보유한 국가적 공

동활용 연구장비로, 협력을 통한 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장비는 상용화된 최고자장 기기

로, 강력한 외부자장과 라디오파를 이용해 인체 물질의 핵자기공명현상을 일으켜 원자핵의 밀

도 및 물리학적 특성을 영상화하는 진단용 촬영장치다. 상용화된 1.5 T 또는 3 T MRI에 비해 감

도가 좋아서 초고해상도(~0.2 ㎜) 영상촬영이 가능해, 뇌의 세부구조, 기능영상, 대사체 분석, 척

추 등 근골격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용 휴먼 7 T MRI 시스템의 특성은 ‘능동차폐형 7테슬라 초전도 자석’을 구현했다는 점이다. 

또한, 능동차폐형 경사자장 시스템 및 8개 채널 송신과 32개 채널 수신이 가능한 RF 시스템을 

구현했으며, 초고해상도 영상 및 고분해능 분광법 분석, 다핵종(13C, 23Na 및 31P) 영상 및 분광 

분석이 가능하다. 

이 장비를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사례로는 ‘초고해상도 7 T MRI 휴먼 뇌영상 프로토콜 개발’을 들 

수 있다. KBSI는 기존 3 T MRI보다 신호대 잡음비가 우수한 7 T MRI를 기반으로 고성능 휴먼 뇌

영상 프로토콜을 개발했으며, ‘초고해상도 해부학적 영상’, ‘확산텐서 영상’, ‘자화강조 영상’, ‘뇌혈

관 영상’, ‘뇌 기능 영상’, ‘뇌 대사체 분석법’ 등 뇌 영상 과학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초고자장 7 T 

MRI 영상분석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다.

주요 활용 분야로는 ‘뇌질환 다변수 MRI 영상분석’, ‘뇌 신경 다발의 형태와 분포 측정’ 등이 있다. 

(7 T Human MRI System)

주요성능

7 T 휴먼 MRI

설치년도

2015년

차세대 융복합 in-situ 나노분석 시스템(AISAS)은 오염 없는 소재·소자의 제작 및 분석이 가능한 

공정 장비 8종과 첨단 분석장비 7종이 초고진공 이송시스템으로 연결된 장비이다. KBSI는 이 시

스템을 미래 친환경 나노 소재·소자 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대학 및 연구소의 NT·BT·IT 융합 연구 

기반이 되는 국가적 공동활용연구장비로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특성은 공정장비로 제작된 금속·산화물·반도체 나노 소재 시료를 공기 노출 없이 

차세대 융복합 

in-situ 나노분석 시스템

(AISAS, Advanced In-situ Surface Analusis System) 

주요성능

Energy Resolution : 
Ag 3d5/2 < 0.48 eV for XPS, 
  < 100 MeV for UPS

설치년도

2017년

성분, 구조, 형태, 전기적 특성 등 물성 분석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또한, 레시피(Recipe) 기

반의 자동화 공정장비와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분석시스템이며, 공기 노출 없이 소자 제작이 가

능하고, 저온과 고온에서 전기적 특성분석 수행이 가능하다. 

KBSI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그래핀 상용화 걸림돌인 나노 주름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

래핀은 1,000 ℃의 고온에서 합성되는데, 냉각 과정에서 팽창하는 독특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때, 냉각 중 수축하는 구리와 그래핀 사이에 스트레스(응력)가 발생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구

리 표면이 물결 모양으로 변화하면서 그래핀에 나노 주름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

다. 또한, 라만분광법을 통해 합성하는 그래핀 층수가 많아질수록 구리표면 물결 모양이 넓고 

깊어지며, 나노 주름이 없을 때 그래핀의 전기적 특성이 더 우수하다는 사실을 원인과 함께 밝

혀냈다. 

차세대 융복합 in-situ 나노분석 시스템의 주요 활용 분야로는 ‘차세대 나노소재 개발 및 종합 물

성 분석’, ‘초고진공 및 반응환경에서의 촉매 물질의 성분 분석’ 등이 있다. 

한편, 이 시스템은 2016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KBSI는 2010년부

터 친환경 에너지·나노소재 개발을 위해 이 시스템 장비의 개발 및 단계별 구축 작업을 추진했

는데, 이 과정에 2015년에만 4종의 장비구축과 30편의 논문 발표, 5개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지

는 연구성과를 달성했다. 이 시스템은 특히 하나의 분석시료에 대한 동일한 분석환경을 확보하

기 위해 지상 2만 5,000 km 상공의 대기 상태와 동일한 초고진공 청정환경을 구현하고, 여기에 

나노소자 제작 장비를 포함한 8종의 공정장비와 LEEM/PEEM, NAP-XPS 등 7종의 분석시스템

을 11.3 m 길이의 선형시료이송시스템으로 결합한 국내 유일의 최첨단 분석연구장비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단계별로 진행되는 시스템 구축과정에도 연구개발을 병행해, 환경·에

너지·생물·건축·생활 가전 등에 사용되는 탄소 및 (광)촉매 재료의 상용화와 표면 기능화를 통한 

성능 향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이 시스템은 대한민국 나노과학 발전의 

주요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뿐 아니라,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 연구능력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

여할 것으로 보인다.



Part 2. 기초과학의 미래를 이끌다 141Chapter 1. 기초과학 연구지원 수행140

2
연구장비 공동활용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 인프라’는 기초연구 수행과 성과 창출에 필수적인 지원체

계를 말한다. 이는 연구시설·장비, 연구자원, 연구정보를 포함해 연구시설과 장비의 구축, 운영, 관

리 기술, 연구 인력 등을 모두 포괄한다. 

미국, EU 등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그중에서도 특히 연구시설과 장비를 핵심인프라 자원으로 분

류하고, 과학기술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연구시설과 장비 확보 및 운용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하고 있다. 이들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확보한 세계 최

고 수준의 연구시설과 장비를 바탕으로 기존 과학기술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계 최고

(Number One) 또는 세계 최초(Only One) 연구데이터를 창출해 내고 있다. 

KBSI가 지난 30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시설과 장비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온 이유 역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KBSI는 그동안 확보해 온 최첨단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시설과 장비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기초과학 분야에서 꾸준히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첨단고가 분석지원 장비를 갖춘 전국적인 연구지원 시스템을 확립하고 있으며, 첨단 

분석 장비의 분석기법을 이용한 공동연구지원으로 수월적 연구성과를 창출해 왔다. 또한, 대덕 본

원과 오창센터를 비롯해 전국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분석지원 신뢰도 향상 등 최신 분석지원 아

이템을 발굴하는 등 지원 분야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고객중심 개방 운영체계와 공동

연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KBSI가 구축한 첨단 시설과 고가 장비, 전국적 지원 시스템, 고객중심 개방 운영체계, 공동연구 지

원체계를 통해 도출한 주요연구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KBSI 전자현미경연구부 장재혁 박사는 ‘수차 보정 투과전자현미경’을 활용해 산화물 내에서 산

소의 이동 현상에 따른 물질의 구조변화를 실시간 이미징(In-Situ Imaging)으로 관찰하는 데 성

공했다. 이 기술은 원자 세계를 관찰할 수 있는 ‘수차 보정 투과전자현미경’을 활용해 산화물의 

환원과정에서 원자구조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기술이다. 

3세대 연료전지라고 불리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는 산소 환원반

응으로 양극(+)에서 생겨난 산소이온이 음극(-)에서 수소와 반응하며 전자를 생성해 전류가 발

생하기 때문에 산소환원에 따른 구조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투과전자현

미경을 활용한 지금까지의 구조연구는 전자빔으로 물질을 투과해 분석하는 투과전자현미경의 

특성상 실험과정에서 시료 손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최대한 전자빔에 의한 시료 변화를 억제

하거나, 전자빔에 의해 이미 산소이온들이 환원된 상태의 구조를 관찰하는 결과론적인 연구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장재혁 박사는 ‘수차 보정 투과전자현미경’이 지닌 작은 전자빔 1 Å(옹스트롱, 10-

산화물의 원자구조 변화 실시간 

이미징 관찰 기술을 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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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을 짧은 시간(10-6초) 산화물에 조사하면 산화물이 훼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

하는 환원과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약 20분에 걸친 산화물 환원과정을 1,700여 장의 이미지로 촬영해 실시간 관측에 성공함에 따

라 그동안 전산 계산을 통해 예측되어 온 산소이온의 이동 경로를 실험적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

었다. 이로써 기초과학 뿐 아니라 관련 신소재 개발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이 기술의 개발로 고체산화물을 사용하는 연료전지 성능개선 연구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전

망이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수차 보정 투과전자현미경을 활용한 원자 레벨 분석 분야에서 새

로운 연구가 가능해짐으로써, 재료의 원자구조 변화와 그 물질의 성질에 대한 상관관계를 규명

할 수 있는 투과전자현미경 분석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KBSI와 미국 오크리지국립연구소(ORNL, Oak Ridge National Lab)의 공동연구로 진행된 이번 

성과는, 나노소재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에이시에스 나노(ACS Nano)’ 2017년 7월 25일 

자 온라인판에 게재되었으며, 같은 해 7월 호 표지 논문으로도 선정됐다.

2017년 3월 21일, KBSI 서울서부센터 황금숙 박사와 연세대학교 육종인 교수 연구팀은 ‘전이 과

정 중 암세포 생존 및 대사경로 변화에 대한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는 사실을 발표했

다. 이들 연구팀이 6년에 걸친 연구 끝에 전이 암세포는 증식하는 암세포와 달리 이화작용 쪽으

로 대사를 조절해 생존한다는 연구결과를 세상에 알린 것이다. 

연구팀은 암세포가 주변 조식을 공격해 뻗어 나가는 침윤이 처음 발생한 장기로부터 혈관, 림프

관을 타고 다른 조직으로 전이되는 것은 암세포 스스로 특정 단백질을 이용해 대사물질(PFKP)

을 억제해 대사를 조절함으로써 이루지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전이 과정의 암세포에서는 스네

일이 당 대사 경로에서 호기성 작용과 5탄당 인산 경로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PFKP를 억제해 암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육각 구조로 연결된 원자 두께의 한 층을 뜻한다. 그래핀은 두께가 0.2 

nm에 불과하지만,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도가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전기 전도율은 구

리보다 100배 이상 높으며, 유연성, 투명성까지 갖추고 있어 ‘꿈의 신소재’라 불린다. 사용 범위도 

항공기, 자동차, 스포츠 장비 등 무궁무진하며,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소재로 예상돼 석유와 플라

스틱의 발견과 비견될 정도라며 찬사받고 있다. 

하지만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그래핀이 곧바로 상용화되지는 못했다. 그래핀의 생성 과정에 전

기적 특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나노 주름이 형성되기 때문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나노 주름

의 생성 원인을 밝히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그동안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핀 합성 시 구리 표면의 변화에 대한 보고는 많았지만 명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못하고 있었

던 것이다. 

전이 암세포 생존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다 

그래핀 상용화 걸림돌인 

나노 주름 생성원인을 규명하다

세포가 생존할 수 있는 환원력을 얻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대사 흐름이 5탄당 인산 경로 

방향으로 전환되면, 암세포는 니코틴아마이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 인산의 환원형을 확보하

게 되고, 환원력을 얻어 생존을 유지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동물실험을 통해 전이 암세포가 대사 조절의 핵심 물질을 이용한 것이 PKFP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실험을 통한 관찰 결과 동물 전이 모델에서 암 유전자인 스네일은 폐 전이를 증가시키

고, 여기에 PFKP를 증가시키면 다시 폐 전이가 억제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이는 스네일이 PFKP 

발현을 억제해 암세포 생존능력을 증가시켜 생체 내에서 암 전이를 유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

는 결과이다.

연구팀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새로운 대사 치료 표적을 제공함으로써 대사경로의 타깃이 알

려져 있는 기존 대사 약제를 암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성과는 그

동안 연구가 전혀 없었던 ‘전이 과정의 암세포 대사 조절’에 대한 최초의 연구보고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에시에스 나노에 

소개된 원자구조 변화 

실시간 이미징 관찰기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소개된 전이과정 중 암세포 

생존 및 대사경로 변화에 대한 

매커니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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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세계 최초로 신의 소재라 불리는 그래핀 상용화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소식이 대

한민국 연구진을 통해서 발표되었다. KBSI 나노표면연구팀 문준희·이주한 박사 연구팀과 서울대 

그래핀융합기술연구센터 홍병희 교수팀이 공동연구를 통해 촉매로 활용되는 구리 박막 위에서 

그래핀을 합성할 때 나타나는 나노 주름의 생성원인을 규명한 것이다.

연구팀이 발견한 사실은 냉각 중 수축하는 구리와 그래핀 사이에 스트레스(응력)가 발생하게 되

고, 그 영향으로 구리 표면이 물결 모양으로 변화하면서 그래핀에 나노 주름이 형성된다는 것이

었다. 이 과정에 KBSI의 ‘라만 분광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라만 분광기는 시료의 분자구조 

내에 있는 원자와 원자 간 결합 진동수나 진동 모드들이 합쳐져 있는 포논(Phonon)의 진동수를 

측정하는 장비이다. 연구팀은 라만분광법을 통해, 그래핀과 구리표면의 냉각성질 차이로 발생한 

스트레스가 그래핀과 구리표면에 반영되는 과정이 나노 주름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과 합성하는 그래핀 층수가 많아질수록 구리표면 물결 모양이 넓고 깊어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나노 주름이 없을 때 그래핀의 전기적 특성이 더 우수하다는 사실을 밝힘으로

써, 향후 그래핀 나노 주름을 최소화해 전기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 연구팀은 

그래핀 상용화에 걸림돌이던 나노주름의 생성원인이 밝혀짐으로써 고품질 그래핀 제작도 가시

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나노분야 학술지인 ‘나노레터(Nano Letters)’ 2016년 10월 3일 자 온라

인판에 게재됐다.

KBSI 스핀공학물리연구팀 방준혁 박사팀이 미국 렌셀러 폴리테크닉대학교(RPI, Rensselar 

Polytechnic Institute)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밝혀낸 이 연구결과는 접합된 2개의 서로 

다른 이차원 나노 물질 간 양자역학적 전하 이동 원리를 최초로 규명하고, 전하의 빠른 이동 원

인을 규명했다. 

이차원 나노물질은 작은 원자가 한 겹으로 배열된 물질로, 얇고 잘 휘면서 단단한 특성을 갖고 

있어 차세대 반도체 소자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이차원 물질인 이황화 몰리브덴과 이

이차원 나노 물질 간 

빠른 전하 이동 이유를 규명하다 

나노레터 온라인판에 게재된 

그래핀 상용화 관련 내용

황화 텅스텐의 이종 접합 구조에서 두 물질 간 빠른 전하 이동이 양자역학적인 중첩 효과에 의

한 것임을 확인했다.  

이황화 몰리브덴을 빛으로 자극하면 활성화된 전자와 전자의 빈자리인 정공이 생긴다. 이때, 활

성화된 전자는 이황화 몰리브덴 내에 머물지만, 정공은 순간적으로 이황화 몰리브덴과 이황화 

텅스텐에 양자역학적으로 동시에 존재하다가 상대적으로 안정한 위치인 이황화 텅스텐에 고정

된다. 이처럼 이종 접합된 이차원 물질 간에는 간극이 넓어 전하이동 속도가 느려져야 하지만, 

넓은 간극에도 불구하고 빠른 전하 이동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이 정공이 양

쪽 물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양자역학적 상호작용에 의한 현상임을 이론적 계산을 통해 규

명한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물질 내 전하 이동원리는 소자 응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기초

가 되는 원리이다. 따라서 KBSI 연구팀이 새로 발견한 이론적 기초 원리는 향후 이차원 물질 연

구 개발뿐만 아니라, 광합성, 물 분해 과정 등 생명 및 화학 현상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했다. 이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2016년 5월 10일 자 온라인판

에 게재됐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소개된 이차원 나노 물질 간 

빠른 전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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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는 수소를 공기 중 산소와 화학 반응시켜 전기를 생성하는 장치이다. 연료전지의 원리

는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고, 반대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면 물이 생성되는

데,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 형태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다. 

연료전지는 기술의 발달과 지구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효율이 낮다는 점이 상용화의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연료전지 효율의 

극대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가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었다. 

연료전지 효율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는 건전지에 있는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처럼 ‘연료 

극’에서 만들어진 수소이온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동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연료전지의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인 유기고분자 전해질에서 물과 수소이온의 이동 메커니즘에 대해

서는 이때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특히 친수성 채널 내에서 물과 수소이온의 확산속도가 공

간적으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도 없었다. 

KBSI 서울서부센터 한옥희 박사팀은 이를 밝히기 위해 미국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대학교

(UCSB, University of Califonnia Santa Barbara) 한송이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

과 2015년 1월, 오버하우저 동적 핵분극(ONDP, Over hauser Dynamic Nuclear Polarization 

Relaxomety)이라는 최신 분석기법을 이용해 나피온 전해질막에 있는 친수성 채널의 중심부와 

내 표면에서 물과 수소이온 확산속도를 직접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 템포(TEMPO)라 불리는 표

지물과 그 유도체들을 나피온 전해질 친수성 채널 중심부와 안쪽 표면에 선택적으로 배치해 물

과 수소이온이 채널 중심부보다 안쪽 표면에서 약 1만 배 빠르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데 성

공한 것이다. 

나피온 전해질막의 

이온 이동 특성을 규명하다

이 연구를 통해 연료전지 전해질막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피온(Nafion) 유기고분자 전해질막 내 

물과 수소이온의 확산 속도 차이와 이들의 위치에 따른 확산 속도 차이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향후 연료전지의 획기적 성능 개선연구를 앞당기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한옥희 박사팀이 반경이 수 나노미터에 불과한 나피온의 친수성 전해질 채널에서, 물과 수

소이온의 확산 속도 차이와 이들의 채널 내 위치에 따른 확신 속도 차이를 측정할 수 있었던 것

앙게반테 케미 온라인판에 

게재된 나피온 전해질막의 

이온 이동 특성을 규명 관련 내용

은 표지물 주변 1 nm 이내의 물과 수소이온 확산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ONDP 기법을 이용했기

에 가능했다. ONDP 분석법은 생물 분야에서 최근 주목받는 분석법으로 소재 연구 분야에 적용

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향후 활용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결과는 응용화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 ‘앙게반테 케미(Angewante 

Chemie)’ 2015년 1월 28일 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실리콘은 리튬이온전지의 음극 소재로 주복받고 있다. 그러나 리튬이온전지의 충전이나 방전 시 

부피 변화가 발생해 실리콘을 활용한 리튬이온전지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주사전자

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 원자현미경 등을 이용해 재료 표면에 발생하는 변형만을 분석하는 데 

그쳤다.

KBSI 강릉센터 조지웅 박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 일리노이대, 노스웨스턴대, 아

르곤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리튬이온 충·방전 시 실리콘의 3차원 나노금

속 틀에 작용하는 응력과 변형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정량화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복잡한 구조의 시료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변형까지 분석할 수 있는 입자가속

기를 이용한 X선 회절법을 활용해 실리콘 부피 변화에 따른 변형률과 응력변화를 정량화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핵심인 입자가속기를 이용한 X선 회절법은 반도체와 세라믹 등 신소재 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 소재, 나노-바이오 융합소재, 의료·진단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구 분야

에서 활용할 수 있다.

KBSI는 이 같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실리콘을 음극 소재로 활용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 3

차원 나노구조 기반의 실리콘 리튬이온전지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연구결과는 에너지 분야 국제 학술지 ‘어드벤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스(Advanced Energy 

Materials)’ 2015년 5월 26일 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리튬이온전지에 실리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다

어드벤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스 

온라인판에 게재된 실리콘 리튬

이온전지 상용화 기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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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나노물질은 낮은 독성과 뛰어난 화학적·광학적 안정성을 보유해 중금속과 유기염료를 대체

할 차세대 발광 재료로 주목받는 소재이다. 그래서 환경, 에너지, 바이오 분야 등에서 많은 연구

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나노선, 나노튜브, 나노리본 등 다양한 형태의 탄소 나노물질은 제조공

정이 복잡해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탄소 나노물질을 생물

학, 환경공학 분야 등에 적용하려면 적절한 점탄성을 갖는 새로운 탄소물질이 필요했다.

KBSI 나노표면연구팀 이주한·이현욱 박사팀은 가천대 이영철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오염된 

물의 빛 투과 효율을 높여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 개발에 착수했다. 그 결과 생체

적합성이 좋고 저렴한 폴리에틸렌글리콜(PEG, Polythylene Glycol)을 기본 재료로, 실온에서 초

음파 단일 공정을 이용해 페인트 형태의 발광 탄소나노점을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 탄소나노점은 마치 페인트와 같이 물질 표면에 칠하거나 다른 물질과 혼합할 수 있으며, 물에 

균일하게 용해되는 액상 발광 탄소나노점 특성을 갖고 있어 ‘탄소 페인트(C-Paints)’로 이름이 붙

여졌다. 연구팀이 개발한 탄소 페인트는 자외선과 이보다 에너지가 낮은 가시광선을 흡수해 다시 

배출시키는 높은 발광 특성과 안정성을 보였다. 

이후 자체 개발을 통해 대량생산에 성공한 탄소 페인트를 수처리 실험에 적용했다. 그 결과, 물속

에 용해된 탄소 페인트가 외부에서 비춘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을 추가로 발생시켜 투과율을 높이

고 광촉매 효율을 향상해 오염물을 쉽게 분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팀이 개발한 탄소 페인트는 독성이 낮고 화학적·광학적 안정성이 뛰어나 기존 중금속 및 

유기염료를 대체할 차세대 발광 재료로 주목받았다. 특히 상업화가 가능한 단일 공정을 통해 

높은 발광 특성이 있는 액상 형태 탄소 페인트를 대량 제조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

았고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tific Reports)’ 2015년 7월 23일자에 개재됐다. 

향후 수질 정화 등의 환경 분야뿐 아니라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했다. 

수질 정화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탄소 페인트’를 개발하다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게재된 탄소 페인트 관련 기사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해수 오염 및 해양생태계 파괴는 지구의 환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산업시설에서 유출되는 폐기물로 인한 토양 오염 또한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각종 폐기물의 유입을 막기 위한 물과 기름의 효율적인 분리 기술 개발

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 기술들은 ‘물과 기름의 분리’를 위한 응용 수준에 머물러 있

었다. 따라서 물과 기름 속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근본적인 정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

이었다. 

물과 기름 분리뿐 아니라 

오염물을 쉽게 정화하는 

나노 캡슐을 개발하다

이에 KBSI 서울서부센터 이하진 박사팀과 한밭대 최원산 교수팀는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동시

에 오염수를 쉽게 정화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도 가능한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연구팀은 먼저 ‘친수성과 소수성은 한 표면에 양립할 수 없다’는 기존 이론을 깨고 친수 물질과 

소수 물질이 한 표면에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친수성 코

어와 양쪽성(친수성·초소수성) 셀 구조를 갖는 ‘실리카 마이셀’ 제작에 들어갔다. 연구팀은 실리

카 입자와 고분자전해질의 수소결합으로 합성된 친수성 실리카 캡슐 표면에 소수성 화학처리를 

하는 과정을 통해 ‘실리카 마이셀’ 제작에 성공할 수 있었다. 

비로소 촉매제를 탑재해 물과 기름의 분리는 물론, 물과 기름 속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쉽게 정화

할 수 있는 신기술이 탄생한 것이다. 연구팀이 새로 개발한 ‘실리카 마이셀’은 기존 기술보다 물과 

기름의 분리 용량이 10배 이상 뛰어나고, 20회 이상 재활용도 가능한 획기적인 성능을 보였다. 

소수성 유기용매 하에서 일어나는 1차 알코올의 브롬화 반응과 친수성 용매에서 일어나는 글루

코스산화제의 담지반응에도 매우 높은 효율을 보여 생명 및 환경 분야에서의 활발한 응용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오수 분리와 수 처리 같은 환경정화로의 응용과 더불어 유기합성을 

위한 촉매제 및 약물 담지를 위한 지지체로서 뛰어난 성능을 갖는 고효율 다기능성 소재를 제조

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연구결과는 재료 분야 세계적 권위 저널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015년 10월 38호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즈 표지논문으로 게재된 

나노 캡슐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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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I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예일대 연구팀 등 한국과 미국

의 공동 연구팀이 특정 빛을 받으면 형광을 내는 특수 물질에 암세포를 파악할 수 있는 ‘바이오 

탐침’을 붙여서 만든 암 진단용 나노 캡슐을 개발했다. 

일반적으로 형광물질은 받은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의 빛을 낸다. 이를 가시광선 영역에 적용

해 보면 녹색이나 파란색 형광을 내려면 보라색 빛을 쬐어야 한다. 자외선 영역에 가까운 보라색 

빛이 녹색이나 파란색 빛보다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을 응용해 가시광선 영역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빨간색 빛으로도 녹색

이나 파란색 형광을 발현하는 ‘빛에너지 상향변환(UC, Upconversation)’ 기술을 활용해 나노미

터 크기의 유기물질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개발한 이유는 자외선에 가까운 보라

색 빛은 빛이 함유한 에너지 자체가 너무 높아 생체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의료용으로 활용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사 한 번으로 24시간 내 

암을 진단하는 상향변환 

나노 캡슐을 개발하다

이후, 나노 크기의 유기물질을 유리계열 실리카로 감싸 인체에 무해한 캡슐을 만들었다. 이 유기

물질은 구조에 따라 녹색과 파란색 두 가지 빛을 내는데 각각 유방암과 대장암을 탐지하는 항체 

펩타이드를 붙였다. 연구팀이 유방암과 대장암이 걸린 실험용 쥐에 주사로 이 나노 캡슐을 주입

하고 붉은색 빛을 쪼이자 나노 캡슐에 파란색과 녹색의 빛이 나왔다. 파란색은 유방암을, 녹색은 

에이시에스 나노 온라인판에 

게재된 암 진단용 나노 캡슐 관련 

연구내용

대장암을 탐지해 이를 파란색 형광과 녹색 형광으로 알려준 것이다.

연구팀이 개발한 나노 캡슐 기술의 특징은 주사 한 번으로 두 가지 암을 24시간 이내에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신체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투과율이 높은 나노 캡슐로 

여러 종류의 암을 빠르게 동시 진단할 수 있는 기술로,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기존 암 진단 

장비보다 훨씬 빠르게 육안으로도 암을 진단할 수 있어 환자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KBSI 질환표적기능연구팀 송현석 박사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권오석박사가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결과 논문은 나노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에이시에스 나노(ACS Nano)’ 2016년 1월 7일 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소듐(Sodium)’은 독일어식 표기인 ‘나트륨’으로 불리는 화학 원소로 기호는 ‘Na’이다. 대한화학회

에서 공식 명칭을 소듐으로 개정했으나 현재 나트륨과 소듐이 혼용되고 있다. 

소듐이 리튬 자원을 대체할 자원으로 떠오르면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리튬이온 이차전지와 

비교했을 때 소듐이온 이차전지가 자원 부존량 측면에서 우위에 있어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전기자동차, 태양광·풍력발전에너지 저장용 이차전지 등 대용량 전력 저장매체

로 활용하기 위해 소듐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물질 결정구조를 조절해 

이차전지 성능을 개선하다 

앙게반테 케미 온라인판에 

게재된 소듐 이온 이차전지 

성능 향상 관련 내용

이러한 필요에 따라 연구를 시작한 KBSI 순천센터 김희진 박사팀은 한국과학기술원 정유성, 최

장욱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소듐이온 이차전지 성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소듐이온 이차전지의 양극 소재로 사용되는 파이로인산염(Pyrophosphate) 기반 화

합물(Na2CoP2O2)의 구성물질 중 소듐(Na) 이온 농도를 인위적으로 낮춰 이차전지 작동 전압을 

향상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원자들이 결합해 고체화될 때 이루는 모양을 ‘결정구조’라고 하는데, 소듐 화합물은 결정구조에 

따라 화학적 성질이 달라지는 다형체(多形體) 특징을 갖는다. 흔히 사용되는 푸른색 결정구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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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던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 간 바둑 대결을 비롯해 

애플과 미국 연방수사국 간에 아이폰 암호 해독 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양자컴퓨터’로 대표되는 미래형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양자컴퓨터라는 개념은 미국의 이론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 교수에 의해 1982년에 처음 제안

됐으며, 1985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데이비드 도이치에 의해 그 구체적 개념이 정립되었으나 

현재까지 양자컴퓨터 개발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16년 5월, 양자컴퓨터의 소재로 주목받는 위상절연체 표면의 전자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새

로운 방법이 개발되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KBSI 전자현미경연구부 김해진 박사팀, 그리스 국

립과학원 데모크리토스 연구소와 요아니나 대학교, 아랍에미리트(UAE) 석유대학교가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팀이 2차원 전자가스 상태인 위상절연체 표면에서 라쉬바 효과에 의해 놀랄만한 

표면 궤도자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위상절연체의 전자특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전자 띠(Electron Band)

의 강한 에너지 변화가 필수적이어서 스핀 제어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팀은 3차원 위상절연체 

물질로 주목받고 있는 비스무스셀레나이드(Bi2Se3)에 비스무스 층을 삽입하는 방법 적용했다. 

이를 통해 표면의 반데르발스 갭(Van der Waals Gap)을 확장함으로써 전자도핑 효과를 만들어

내고, 이로 인한 궤도자성의 특성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위상절연체의 전자스핀 

상태를 물질 삽입이라는 물리적 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손쉽게 제어할 수 

위상절연체 표면의 

전자특성 제어기술을 개발하다

태에서는 3 V 정도 평균 전압을 나타내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반면, 붉은색을 

띠는 결정구조에서는 합성 조건이 까다롭고 제조에도 수일이 걸려, 이차전지 양극 소재로 주목

받지 못했다.

이 같은 특성에 주목한 연구팀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소듐이온 농도를 낮추어 결정구조에 결함

을 만들면, 수 시간 내에 붉은색 합성물이 생성되고, 이를 양극 소재로 사용하면 4.3 V까지 작동 

전압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결정구조 상 결함이 물질 합성에 관여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고, 이 같은 연구결과를 응용하면 성능이 우수한 결정구조의 소재를 선택적으로 합

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는 실험 설계 단계부터 재료의 구조적 특성 해석까지 광범위하게 이론 계산을 활용함으

로써 최근 주목받는 전산재료과학과 분석과학기술의 융복합 연구성과로 평가받았다. 또한, 물

질 구조를 제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 이차 전지 전극 소재뿐만 아니라 에

너지, 환경,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소재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연구 결과는 화학 분야 유수 저널인 ‘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2016년 6월 1일 

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다. 

이번 연구로 전자의 스핀 상태를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빛의 속도로 전자전도가 가능한 디락전자(Dirac Electron)의 전도도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한, 양자 상태로 저장된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큐비트 안에 계속 유지하도록 해주기 때

문에, 큐비트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양자컴퓨터 실용화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학문적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연구진은 향후 다양한 나노구조 물질과 위상절연체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연구를 통해, 스핀트

로닉스 소자 개발 및 양자컴퓨터 실용화 등 다양한 응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과학잡지 네이처에서 발행하는 상위 5% 재료과학 전문 학술지인 ‘NPG 

아시아 머티리얼스(NPG Asia Materials)’ 2016년 5월 20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NPG 아시아 머터리얼스 

온라인판에 게재된 위상절연체 

표면의 전자 특성 제어기술 

개발 관련 내용

세계 최초 고신축성 

전도체를 개발하다

니콜라스 코토브 미국 미시간대 교수(교신저자)와 김윤섭 박사(주저자)의 주도하에 KBSI 전자현

미경연구부 김진규 박사와 유승조 연구원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고전도 

고신축성 전도체’를 개발했다. 

기존의 신축성 전도체는 나노튜브와 나노와이어를 사용해 높은 종횡비를 통해 유연성을 확보했

다. 그러나 기존 신축성 전도체로는 유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고자 폴리머 내 전도성 나노입자들이 인장·수축상태에서도 우수한 전기전도도를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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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기조립 현상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규명해 밝혔다. 또한, 신축성과 유연성이 뛰어난 폴리우

레탄에 구형의 금 나노입자를 침전시켜 우수한 전도성은 물론 유연성도 크게 향상된 ‘고전도도 

고신축성 전도체’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할 수 있었다. 

새롭게 개발한 고신축성 전도체는 향후 유연성과 전기전도도 확보가 동시에 요구되는 접히는 디

스플레이와 배터리, 그리고 각종 의료용 삽입물 등에 폭넓게 사용될 전망이다. 특히, 뇌 이식에 

이용되는 전극으로 사용해 심각한 우울증과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의 완화에 이용할 수 있

으며, 뇌에서 직접 조절이 가능한 의수와 의족 등 각종 보철 장치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연구 과정에서 고신축성 전도체의 특성평가에는 KBSI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 초고전

압 투과전자현미경(HVEM)이 활용되어 연구결과 도출에 크게 기여했다. 우수한 원자분해능과 

고투과력을 보유한 HVEM은 원자 수준에서 다양한 소재의 특성평가를 수행해 왔으며, 이번 연

구에서 폴리머 물질의 특성 규명에도 장점이 있음을 증명했다. 앞으로도 고기능성 융합소재 개

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분야 전문 학술지인 ‘네이처(Nature)’ 2013년 7월 18일 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폴리우레탄에 구슬형태의 

금 나노입자를 침전시켜 제작된 

고신축성 전도체

KBSI 나노표면연구팀 이주한·이현욱 박사팀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오유관 박사팀과 

공동으로 ‘통합 미세조류 바이오리파이너리 공정기술’을 개발했다. 이 공정은 응집제와 광촉매 

물질을 이용해 클로렐라 등 미세조류를 대량 생산하는 동시에 오일 성분을 추출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의 개발로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대량 생산이 훨씬 쉽고 빨라질 전망이다.

이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 KBSI 연구팀은 핵심 재료인 유기나노점토-이산화티탄 복합체를 실온

에서 양산하고, 미세조류의 세포벽을 파괴해 오일 성분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유기나노

점토는 유무기 나노소재로, 미세조류를 응집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미세조류를 수확하는 데 활

용된다. 연구팀은 복합체를 하류 공정에 적용해 미세조류 바이오 정제 공정 전체를 단순화한 공

정기술을 개발했다.

통합 미세조류 바이오리파이너리 

공정 기술을 개발하다

유기나노점토 기본 구조

네이처 온라인판에 게재된 

고신축성 전도체 개발 관련 내용

케미칼 엔지니어링 저널 

표지논문으로 게재된 통합 미세 

조류 바이오리파이너리 공정 

기술 개발 관련 내용

이 기술의 특징은 ‘유기나노점토-이산화티탄 복합체’를 이용해 미세조류인 클로렐라를 빠르게 

응집시킨 후 광화학 반응을 이용해 클로렐라의 세포벽을 파괴해 오일 성분을 쉽게 추출한다는 

점이다. 또한, 클로렐라를 대량 생산함과 동시에 바이오디젤로 쓰일 수 있는 오일 성분을 추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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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영상과 나노 의학을 활용한 

‘종양 특이적 진단 및 치료 병용 

항암제’를 개발하다

KBSI 생채영상연구팀 홍관수 박사팀이 고려대 김종승 교수팀과 미국 텍사스대 조나단 세슬러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분자 영상을 활용한 진단 및 치료 병용 ‘전구 약물(Prodrug)’을 개

발했다. 이로써 암과 같은 난치성 질환에 대해 환자 맞춤형 치료와 진단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열었다. 

전구약물이란 기존 의약품과는 화학구조나 본질적인 구성 자체가 다른 것으로, 체내 대사과정

을 거치면서 효과가 나타나는 약물을 말한다. 저분자 항암제와 표적 물질, 형광프로브로 구성된 

전구 약물은 체내 투여 후 종양세포 내에서 특이적으로 분해돼 항암작용이 이뤄지며, 진단 시에

는 종양세포가 형광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다.

연구팀은 종양세포 및 질환 동물모델을 활용해 종양 특이적인 항암효과를 평가했으며, 종양세포 

표적 후 약물 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항암효과에 의해서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비해 종

양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었음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KBSI 연구팀은 세포실험과 동물모델에서

의 표적 및 항암특성을 조사하고, 고려대학교는 연구에 필요한 항암제 합성 및 분석을 담당했으

며, 텍사스대학교는 전체적인 결과 분석과 논문 교정을 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종양 특이적 진단 및 치료 병용 항암제’개발로 특정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환자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

가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분자 영상기반 진단·치료 응용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 최고 권위지인 ‘앙케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2014년 3월 18일 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앙케반데 케미 온라인판에 

게재된 종양 특이적 진단 및 치료 

병용 항암제 개발 관련 내용

KBSI 전자현미경연구부 김영민 박사가 ‘수차 보정 전자현미경’을 활용해 인공 초격자 산화물 내 

산소 원자 결함 분포에 따라 유전분극이 조절되는 메커니즘을 원자단위에서 처음 규명했다.

이 연구를 통해 박막 형태로 전자소자에 사용되는 강유전 산화물의 유전특성을 간단한 산소 원

자 결함 조절만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박막형 차세대 메모리 및 전

자소자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박막형 차세대 메모리 및 

소자 개발을 위한 신물질을 

개발하다

수 있는 단일 공정기술을 개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미세조류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기술

은 향후 녹조류 제어를 통해 수질오염을 막는 데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화학환경분야 학술지인 ‘케미칼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 2014년 6월 1일 245호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나노레터스 온라인판에 게재된 

박막형 차세대 메모리 및 

소자 개발을 위한 신물질 개발 내용

연구팀은 먼저 자연상태에서 유전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산화물인 란타늄페라이트(LaFeO3)2와 

스트론튬페라이트(SrFeO3)를 결합해 인공 초격자 재료를 만들었다. 이어 ‘수차 보정 전자현미경’

을 통해 초격자 재료의 결정 구조 내 산소 원자 결함을 조절하면, 전기장을 가하지 않아도 스스

로 전기분극을 만드는 강유전체 물질로 변한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다. 

이 연구는 KBSI의 김영민 박사와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ORNL,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 중인 ‘수차 보정 투과전자현미경 분석기술 공동개발’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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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I 생화학오믹스연구팀 김영혜 박사가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교 김두연 교수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알츠하이머 환자 뇌의 병리학적 특징을 구현한 실험모델을 개발하고, 알츠하이머 발병의 

대표적인 이론인 ‘아밀로이드 가설’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아밀로이드 가설은 뇌 속에 과다 축적된 ‘베타-아밀로이드 펩타이드’가 신경독성을 유발해 알츠

하이머가 생긴다고 주장한 가설이다. 그동안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뇌 질환 연구는 주로 생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 의존해 왔으나, 생쥐의 뇌 조직 및 생리현상이 인간과 달라 상이한 임상실험 

결과를 보이는 문제점이 있었다. 

KBSI 서울서부센터 황금숙 박사와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류도현 교수팀이 공동연구로 의학 및 

정밀화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광학활성 화합물의 새로운 비대칭 합성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방법은 비금속 루이스산 촉매를 이용한 다성분 반응으로, 기존 방법으로는 합성이 불가능한 

다양하게 치환된 키랄 베일리스-힐만 에스터(알코올기를 갖는 불포화 에스터) 부과물을 높은 광

학선택성과 입체 선택성으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합성방법이다. 특히 비대칭 촉매를 이용해 세 

가지 다른 종류의 물질을 반응 한 번으로 모두 결합해 광학활성을 가진 유용한 물질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중결합 치환체들의 위치와 생성되는 알코올 

입체선택성의 두 가지 요소를 한 번에 조절하는 방법으로, 뛰어난 입체 선택성과 광학 선택성을 

가진 키랄 생성물을 높은 수율로 얻을 수 있다.

KBSI연구팀은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인 다성분 반응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응용범위를 확대하

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 반응을 중요단계로 삼아 다양한 항암 활성을 가진 천연물 합성과 항암 

효과를 조사하는 연구도 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화학 학술지인 ‘앙게반테 케미(Angewante Chemie)’ 2009년 5월 4일

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알츠하이머 발병 조기진단법을 

개발하다

광학활성 화합물의 새로운 

비대칭 합성법을 개발하다

이차원 전자스핀메아리변조 

스펙트럼(좌)

아밀로이드 펩타이드의 

결합구조(중앙)

전자-핵 이중공명 

스펙트럼(우)

네이처 온라인판에 게재된 

알츠하이머 발병 조기진단법 

개발 관련 내용

2012년 3월에는 KBSI 이한주 박사팀과 고려대 조민행 교수 연구팀이 공동연구를 통해, 생체물

질 등 광학이성질체의 입체구조를 짧은 시간 영역(펨토초)에서 분석할 수 있는 초감도 광학활성 

측정기술을 개발했다. 

광학이성질체는 분자식은 같으나 원자 배열과 입체구조가 달라 물리 화학적으로 서로 다른 물

질이며, 광학활성은 광학이성질체의 빛 흡수 차이 또는 속도 차이를 발생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

초감도 광학활성 

측정기술을 개발하다

나로 이뤄졌다. 연구에 사용된 소재 개발은 미국 알곤 국립연구소가 담당했다. 연구팀은 이 결과

가 차세대 메모리, 스핀밸브 소자 등 새로운 특성을 갖는 전자소자 개발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으로 기대했다. 

이 연구결과는 나노과학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나노레터스(Nano Letters)’ 2014년 4월 18일 

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인간 신경세포에 돌연변이 유전자를 삽입한 뒤 3차원 배양기술을 통해 신경세포로 분

화시켜 알츠하이머 질환의 주요 원인인 아밀로이드 펩타이드 축적을 유도했다. 이어 치매 환자 

뇌 조직에서만 발견되는 조직병리학적 특징 중의 하나인 노인반을 구현했고, 실험용 쥐에서 유

도할 수 없었던 세포 내 신경섬유 다발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알츠하이머 질환의 발병 메커니즘 가설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

다. 특히 인간의 신경 줄기세포를 이용해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특징을 구현한 세포 모델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향후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팀은 실험모델 개발을 통해 동물모델보다 제작이 쉽고 실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매 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모델 제

작에 어려움이 있는 다른 퇴행성 뇌 질환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줄기

세포를 이용한 뇌 질환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연구결과는 세계 최고의 학술지인 ‘네이처(Nature)’ 2014년 10월 12일 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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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I 자기공명연구부 전영호 박사와 서울대학교 정종경 교수 공동 연구팀이 인간에게도 기아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위해 신호를 전달하는 분해효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했다. 

연구팀은 이 효소를 ‘메쉬(Mesh)1’로 명명했는데, ‘메쉬1’의 입체구조와 기능이 박테리아의 기아

신호전달물질 분해효소 단백질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메쉬1을 제거하면 성장이 더디고 몸집도 

작아지는 등 영양 고갈 스트레스에 대응한다는 사실을 초파리 실험을 통해 입증한 것이다. 특히, 

이때 미생물과 식물에서만 확인된 기아신호전달물질 분해효소가 사람을 포함한 고등동물에게

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사람을 비롯한 고등동물의 영양 고갈 상태와 관련된 새로운 신호전달 체계를 밝히는 중요

한 단서 중 하나로, 사람이 영양부족으로 받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고 성장을 조절하며 외

부환경에 적응하는지 밝힐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구결과는 ‘네이처 구조분자생물학지(Nature Structural and Molecular Biology)’ 2010년 9월 

6일 자 온라인 속보에 게재됐다. 

KBSI 전자현미경연구부 김진규 박사와 공동 연구를 통해 암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새로운 

구조의 온열치료 물질을 개발했다. 자기장 변화에 따라 뜨거운 열을 발산해 암세포를 죽일 수 있

는 나노미터급 자석 입자를 개발한 것이다.

온열치료는 암세포가 42 ℃ 이상 온도에서 죽는 것을 이용해, 열을 쪼여 암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나노 자석을 활용한 온열치료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으나, 발열 효율

영양 결핍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전달 메커니즘을 규명하다 

뜨거운 열을 내는 이중구조 

나노 자석을 개발하다

이 낮아 치료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 온열치료를 위해서는 충분한 열을 내

는 나노 물질 개발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연구팀은 교류 자기장 에너지를 더 많은 열로 전환하기 위해, 단순 산화철 대신 산화철에 

코발트·망간 등을 섞은 합금으로 나노입자를 만들고, 중심과 껍질이 따로 존재하는 독특한 ‘이중

구조’를 고안했다. 이렇게 개발한 외부 자기장 에너지를 열로 바꿀 수 있는 공 모양의 나노 자석

을 활용해 ‘온열 암 치료’를 시도했다. 

자성을 띤 나노입자를 쥐의 암세포 부위에 주입하고, 주변에 교류 자기장을 만들어주자 나노입

자의 양극이 주기적으로 바뀌고 회전하면서 열을 발생시켰다. 그 결과 쥐의 몸에 분포해 있던 암

세포가 효과적으로 제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독소루비신을 사용하던 기존 항암약물 치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결과였다. 기존 항암약물

을 사용하면 처음에는 암 성장이 억제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남은 암세포가 다시 성장하

는 것이 관찰됐다. 하지만 새로 개발된 나노입자를 활용한 온열치료는 같은 양의 기존 항암약물

과 비교해 치료 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팀이 독자 개발한 15 ㎚ 크기 나노입자는 기존 나노 자석에 비해 발열 효율이 많게는 

30배에 달해 더 뛰어난 암 치료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과정에는 KBSI의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HVEM)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HVEM을 이

용해 원자 단위에서 리튬과 철의 결함을 직접 관찰해 리튬의 이동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하

는 방법을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나노과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 

2011년 6월 26일 자 온라인판에 실렸다.

KBSI 융합소재EM연구팀 정현석 박사팀이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 미쯔오 이케베 교수팀과 공

동연구를 통해 ‘신경 및 암세포 이동을 유도하는 데 관여하는 운동단백질 조절기전’을 분자 수준

에서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이번 연구로 세포의 이동과 성장에 대한 새로운 조절체계를 밝히는 

핵심적 단서를 확보하게 됐다.

‘신경 및 암세포 이동’, ‘상처 치료 같은 생리적 회복과정’, ‘혈관 성장’, ‘세포 간 신호전달체계’ 등에

는 대부분 세포체에서 볼 수 있는 실 모양의 가늘고 투명한 사상위족의 형성이 관여한다. 이때, 사

상위족 형성을 조절하는 주요 운동단백질에 대한 분자 수준의 조절기전 규명 연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왔다. 특히 활성·억제기작을 기반으로 하는 질병치료시스템 개발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연구팀은 운동단백질의 비활성을 결정하는 단백질 내 결합체 간 상호관계를 기존 분자생물학적 

기법과 전자현미경의 단입자 분석 등을 활용해 분자 수준에서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기능성 단

백질의 생체 내 역동적 구조 변화가 세포의 기능적 변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시각적 

세포 이동에 관여하는 

조절 단백질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다

으며, 이를 활용하면 분자의 3차원 입체구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광학이

성질체는 광학활성 신호 세기가 아주 미세해 빛의 작은 요동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존 방

법으로 펨토초 시간 영역에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연구팀은 펨토초 레이저 펄스만으로도 미세한 광학활성 신호를 획득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두 

종류의 서로 다른 빛을 사용하는 기존 측정방식의 한계인 빛의 요동 및 신호 정밀도, 느린 시간 

분해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이는 분자의 입체구조를 측정하는 기존 패러다임을 탈피한 첫 시도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방법

론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즉, 이 측정기술을 단백질, DNA 등 생체 내 근본적인 생화

학 반응과 비대칭 촉매의 화학반응 메커니즘 규명 연구는 물론, 고감도 신호분석을 이용한 고속 

약물 스크리닝 연구 및 차세대 분광기기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결과는 물리학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피지컬 리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 2012

년 3월 9일 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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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I 대구센터 한옥희 박사팀은 에탄올 연료전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 시의 반응 생성물을 핵자

기공명분광기(NMR)를 이용해 규명하고 각 반응 생성물에 따른 전하량을 세계 최초로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

새로운 에너지 전환 장치로 주목받는 에탄올 연료전지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전기 생산 과정에

에탄올 연료전자의 반응

생성물과 전하량 상관관계를

NMR로 규명하다

서 알코올(에탄올)이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산화돼야 최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는 수많은 반응 생성물이 만들어져 효율을 낮추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주목한 한옥희 박사팀은 NMR을 이용한 에탄올 연료전지의 반응 생성물 연구를 

통해 주요 반응 생성물인 아세트산, 아세트알데하이드, 에테인-1, 1-다이올 등을 밝혀낸 것이다. 

실험에는 성영은 서울대학교 교수팀에서 합성한 연료극 촉매가 사용됐다. 

또한, 각 반응 생성물에 대한 전하량 측정을 통해 주요 반응 생성물 중 아세트산의 양에 따라 발

생하는 전기 에너지의 크기가 주로 결정된다는 사실과 연료극 촉매인 탄소에 지지한 백금 촉매

(Pt/C), 백금-루테늄 촉매(PtRu/C), 백금-주석 촉매(Pt₃Sn/C) 가운데 백금-주석 촉매가 가장 많

은 아세트산을 발생시킨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결과와 타 연구실에서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탄소 기반 촉

매에 의한 에탄올의 전기 화학적 산화 반응 과정에서 생기는 반응 중간체 및 생성물의 형성 경로

들을 제시하는 성과도 올렸다. 

이 연구는 청정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인 연료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분석기법

을 제안하고 적용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우수한 효율의 연료전지를 개발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구결과는 응용 화학 분야 학술지인 ‘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2011년 2월 8일 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앙케반테 케미 커버페이지에 

수록된 에탄올 연료전지의 반응 

관련 논문(좌)

에탄올 반응 경로도(우)

KBSI 자기공명연구부 홍관수 박사팀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기육 교수팀은 공동연구

를 통해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심근염 질환 조기진단 기술을 개발했다.

심근염은 청년층 돌연사 및 만성 심부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연구팀은 심근염을 조기 진단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혈관 속에서 자성·형광 나노입자가 심근염 염증 부위의 

면역세포에 생체표적화될 수 있는 ‘생 친화성 나노-바이오 융합 영상기술’을 개발했다. 이어 심근

염 질환이 유발된 쥐에게 고효율의 자성·형광 나노입자를 정맥에 주사한 뒤, 자기공명영상으로 

심장근육의 염증 부위와 정도, 염증의 실시간 진행 과정을 200 ㎛ 크기까지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는 데 성공했다. 

심장근육의 염증 정도를 자기공명영상으로 정확한 관찰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맥 주사 후 오랜 

시간 동안 혈관 속을 돌고 있는 자성·형광 나노입자가 심근염 염증 부위에 있는 면역세포에 생체

표적화할 수 있는 생 친화성 나노-바이오 융합 영상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염증 부

위 면역세포에 선택적인 조영제를 이용해 이와 유사한 자가면역질환 진단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염증 정도와 변화 추이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 가능해짐으로써, 그동안 진

단이 매우 어려웠던 심근염 환자의 조기진단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 가능성도 열리게 되었으

며, 의료 분야에서 상용화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술은 미국 순환기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제 권위지인 ‘서큘레이션(Circulation)’ 2012년 5월 1

일 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심근염 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하다

분자구조를 통해 입증한 것이다. 이로써 새로운 시각에서 ‘세포 성장과 증식에 대한 이해’, ‘암세

포 증식 저해물질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학 분야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암세포 성장 억제와 운동단백질 조절기작 간 연관성을 

밝히는 고분해능 융합이미징 연구도 이어갔다. 

이 연구성과는 ‘네이처 구조분자생물학지(Nature Structural and Molecular Biology)’ 2011년 6월 

13일 자 온라인판에 소개됐다.

KBSI 대구센터 한옥희 박사 연구팀은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를 ‘핵자기 공명 분광기법(in-situ 

NMR spectroscopy)’이라는 독창적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의 화학반응 추

적에 성공했다.

작동중인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를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생산과정의 화학반응 추적에 

세계 최초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박사팀이 개발한 ‘토로이드형 핵자기 공명용 탐침’을 이용

하여 화합물의 규명과 정량 분석에 유리한 핵자기 공명 기법의 장점에 in-situ 기법을 추가하여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의 

in situ NMR 실험에 성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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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I가 보유한 국내 유일의 초고전압투과전자현미경(HVEM)이 미국 미시간대 니콜라스 코토브 

교수팀의 ‘고신축성 전도체’개발에 활용됐다. 이 공동연구는 미시간대 코토브 교수와 김윤섭 박

사가 주도했으며, KBSI 전자현미경연구부 김진규 박사와 유승조 연구원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신축성과 유연성이 뛰어난 폴리우레탄에 구형의 금 나노입자를 침전시켜 우수한 전도

성을 갖는 소재를 개발했다. 이 소재는 유연성과 전기전도도를 동시에 요구하는 접을 수 있는 디

스플레이와 배터리, 각종 의료용 삽입물 등에 널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 신축성 전도체의 특성 평가를 수행하는데 초고

전압 투과전자현미경이 활용됐다. 이는 우수한 원자분해능과 고 투과력을 보유한 HVEM이 원

자 수준의 다양한 소재 특성 평가뿐만 아니라 폴리머 물질의 특성 규명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는 ‘네이처(Nature)지’ 2013년 7월 18일 자 온라인판에 실렸다.

초고전압투과전자현미경을 활용해 

고신축성 전도체를 개발하다

KBSI 전자현미경연구부 김영민 박사가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와 공동으로 산화물 구조 속 

‘산소 원자 결함’이 원자 단위에서 어떻게 분포하고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을 개발했다. 바람을 관찰하는데 풍향계가 쓰이듯 재료 구조 내 양이온 팽창 거리를 측정하

는 방식으로 산화물 구조 속 ‘산소 원자 결함(물질구조 내 산소 원자 빈자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산소 원자 자체를 직접 관찰하기보다 재료구조 내 산소 원자 

자리가 비어있을 때 일어나는 원자 간 양이온 팽창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산소 원자 결함 여

부를 분석했다. 측정 오차는 3% 범위 내다. 기존에는 5% 정도였다. 0.1 ㎚이하 분해능을 가진 첨

단 수차 보정 전자현미경을 활용하면 양이온 팽창 거리를 피코미터(pm, 1조 분의 1 m)까지 측정

할 수 있다. 

산소 원자 빈자리는 산화물 재료 물성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연료전지 작동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료전지 등에 쓰이는 기능성 산화물 재료를 더 쉽고 빠르

게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로, 기능성 산화물 재료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연구성과는 물리 및 재료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스(Nature Materials)’ 2012

년 8월 19일 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산소 원자 결함을 분석하는 

신기술을 개발하다 

분석했고, 연료전지 전문팀인 KIST의 하흥용 박사 팀과의 협력 때문에 가능했다.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장치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지만, 전기 생산과정에서 

메탄올이 이산화탄소(CO2)로 완전히 산화되지 않고, 수많은 반응 중간 생성물이 만들어져 연료

전지의 효율이 떨어진다.

이번 연구에서는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를 작동시킨 후, 중수소(2D) 핵자기 공명 분광 스펙트럼

을 구하는 작업의 반복을 통해 전기 화학반응 추적이 이뤄졌으며, 이를 반응시간 동안 발생한 전

하량을 측정한 데이터와 비교 분석해,  전기 생산과 관련된 메탄올 산화 반응과 전기 생산과 관

련이 없는 메탄올의 산화반응 모두에서 탄소에 지지시킨 백금-류테늄(PtRu/C) 촉매가 백금(Pt/

C) 촉매보다 메탄올의 완전 산화율이 더 높은 촉매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서로 다른 재료의 연료극 촉매를 사용하는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의 내부 화학반응을 비

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재료의 연료극 촉매를 개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자기 공명영상(MRI) 장치 없이도 개발된 토로이드형 핵자기 공명용 탐침을 사용하면 연료전지

내 화합물들의 분포도를 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물을 포함한 연료전지의 전기화학반응 전후 

화합물들의 이동 경로 추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는 응용 화학 분야 학술지인 ‘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2012년 3월 13일 

자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좌)앙케반테 케미 커버페이지에 

수록된 메탄올 연료전지 

NMR 실험 관련 논문

(우)토로이드 NMR 탐침을 

사용한 각 시료들의 2차원 

스펙트럼들

연료전지를 포함하는 

토로이드 NMR 탐침 

개략도(좌)와 사진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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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사회 문제해결형 
연구성과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각종 대형 재난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행복

한 삶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국가적인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KBSI는 각종 질병, 재난, 재해 

등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른 사회 문제를 비롯해 환경오염, 에너지,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첨단 분석기술 개발에 주력해 왔다. 국가·사회 문제해결형 분석기술 개발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국가·사회 문제해결형 분석기술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 왔다. 특히 2012년에는 

KBSI가 보유한 국가·사회 문제해결형 분석기술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난분석과학연구

단’을 설치하고 생물학적 재난대응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했으며, 조류독감 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바이러스 연구로 분야를 확대해 나갔다. 

KBSI가 그동안 추진해 온 기술로는 ‘농축산물 원산지 판별 분석기술’, ‘화학물질 유해성 분석기술’, 

‘질병 조기진단을 위한 생체영상화 기술’, ‘문화재보존 분석기술’, ‘범죄 과학수사 분석기술’ 등이 

있다. 각 기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축산물 원산지 판별 분석기술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농축산물의 원산지, 종, 품질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농·축·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시작되었다. 이후 원산지 판별 통합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수입 

농축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원산지, 종, 품질 판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

록 했다. 

주요 수행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멕시코산, 호주산, 뉴질

랜드산 및 국내산 소고기의 원산지에 대한 안정동위원소와 대사체 판별법을 개발했으며, 2010

년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국내산과 중국산 한약재의 원산지에 대한 동위원소, 미량원소 및 대

사체 등 다중추적자 판별법을 개발했다. 2011년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식품의 원산지 

판별을 위한 통합 표준화 판별시스템 구축 작업을 추진했으며, 2012년에는 스트론튬 동위원소

와 다중원소 통계분석기술을 결합해 한국산 배추와 중국산 배추의 원산지를 판별하고, 한국산 

김치와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 판별을 위한 분석기술을 개발했다. 2013년에는 황기 수확 후 가공 

방법들에 대한 평가를 위해 NMR과 UPLC-MS 장비를 이용한 대사체 분석 기반 품질 판별법을 

개발했으며, 2014년에는 한국에서 자라는 9종의 엉겅퀴 판별을 위해 UPLC-QTOF MS와 다변량 

분석을 기초로 한 대사체 분석을 통해 엉겅퀴 종 판별법을 개발했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대사체 

분석을 활용한 엉겅퀴의 종 판별법은 교차검증(cross-validation)을 통해 100% 예측할 수 있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세계 각국의 맥주 80개 

시료를 직접 구입해 각각 탄소, 산소, 스트론튬 동위원소와 다중원소를 분석하고 이들을 통합해 

통계처리 했다. 분석결과 맥주가 생산된 아메리카(AM, America), 오세아니아(OC, Oceania), 아

농축산물 원산지 

판별 분석기술을 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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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AS, Asia), 유럽(EU, Europe) 등 4개 대륙별로 원산지를 구분했다. KBSI는 앞으로도 더욱 다

양한 식품들의 원산지 판별을 위한 효과적인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통합 판별시스

템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표준분석법을 개발하고 화학종에 대한 물질 확인과 구조분석 연

구도 수행했다. 이를 위해 산학연 연구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도관리와 국가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고, 유해성 평가를 통해 환경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화학물질 유해성 분석기술 개발을 위한 주요 수행연구를 살펴보면 2010년에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대한 새로운 분석방법을 개발했으며, 식품 중 다이옥신, PCBs에 관한 오염실태 연구 및 

대사체 연구기법을 이용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생체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환경분석에 대

한 과학적인 기준을 개발하고, 대사체학을 이용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유해성을 예측하는 

기반기술을 확립해 나갔다.

KBSI는 생체영상장치인 동물용 4.7 T/9.4 T MRI, PET/CT/SPECT, MALDI MSI, Bio-EM 등의 

장비를 단독 혹은 융복합적으로 활용해 분자 및 생체영상분석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알츠

하이머와 파킨슨 병과 같은 뇌 기능 관련 연구와 암 등 난치성 질환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또

한, 산업 사회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질환인 심근경색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질환 초기 변

화를 영상화하고, 심근 괴사 정도와 뒤이어 발생하는 염증과 연관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했다. 

질병 조기진단을 위한 생체영상화 기술과 관련해 수행한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2010년에 알츠

하이머 질환 진단을 위한 MRI, MALDI MSI, EM 등 융합기술 개발연구를 수행했으며, 자기공명 

관류 영상 기법을 이용한 암과 염증 질환의 판단 및 파킨슨 질환의 조기진단을 위한 PET과 MRI

의 융합영상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2011년에는 3 T 휴먼 MRI 설치 합성조영제 활용 질환동물 

MRI 영상 최적화 연구, 종양 조기진단을 위한 PET Probe 합성 및 평가기술을 확립하고, 전자현

미경 활용 고해상도 단백질 구조체 이미징기술 구축 등 다양한 생체영상 연구를 수행했다. 2012

년에는 소동물 생체이미징 장비(MRI, PET)에 활용 가능한 융합영상조영제를 개발하고, 질병 조

기진단 및 치료 효과 평가분야에서 신기술 개발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자체합성 광나노입자를 

심근염 쥐(Rat) 모델에 정맥주사한 후 MRI 영상으로 질환 부위 진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 이 방법이 임상에서 심근염 진단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보다 감도와 정확도가 훨씬 우수하

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2013년에는 형광, 자성 성질을 모두 가지는 T1 조영제를 합성했다. 이 조

영제는 구리 이온 농도가 높을수록 자성 성질은 향상되고, 형광 성질은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화학물질 유해성 

분석기술을 개발하다

문화재 보존 분석기술을 

개발하다 

질병 조기진단을 위한 

생체영상화 기술을 개발하다

있으며, 이 조영제를 이용해 RAW 264.7 세포 내 구리이온에 따라 MRI 조영 효과와 형광의 변화

를 마이크로몰(Micromolar) 단위에서까지 확인했다. 2014년에는 특정 종양 세포 내에 선택적으

로 전달되어 형광 영상 및 약물 방출 효과를 보이는 질환표적형 진단·치료 병용 전구 약물체를 

개발했으며, 동물 질환 모델에서 생체영상을 활용하여 진단 및 치료 효과를 검증했다. 2015년에

는 급성 심근경색의 경색 영역 및 염증 부위를 판별하기 위해 가돌리늄, 망간 계열과 산화철 나

노 계열 조영제를 이용한 심장 MRI를 시행해 급성기 심근경색의 질환 진행 과정을 영상화했다. 

또한, 가돌리늄과 망간으로 영상화한 심근 괴사 정도와 산화철 나노 조영제로 영상화한 염증 정

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2016년에는 진단·치료제 생체영상 평가기술 개발에 주

력했다. 이를 통해 활성화형 전구약물 항암제, 세포치료제 등 표적형 치료제에 대한 세포 특이성 

및 생체 조직 표적성을 약물전달 치료 효과 검증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통합적 분석기술을 개

발하고, 개발 과정의 표적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맞춤형 전임상 생체영상 평가기술로 구축하고

자 했다. 진단·치료제 생체영상 평가기술을 위해 수행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암 조직 특이 표

적 및 항암제 전달이 가능하도록 합성된 전구약물에 대해 전이암 동물모델에서 MR/NIR 생체영

상을 통한 약물전달 및 치료 효과 평가로, 진단·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세포 내 

표지 후 생체거동 분포를 추적 영상화하는 데 활용 가능한 생체적합성·안정성이 우수하고 근적

외선 생체영상이 가능한 업컨버전 나노입자(Ex/Em=980/800 ㎚)를 개발했다. 2016년에는 인

구노령화 및 세계 글로벌화에 따라 감염성 질병을 포함한 각종 질병을 조기 진단하는 기술인 고

감도 바이러스 진단 플랫폼 개발도 추진했다. 주요 수행내용으로는 현장진단에 적용할 수 있는 

고감도 진단 플랫폼을 제작하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검출을 위한 노로바이러스 신속진단키트

를 개발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노로바이러스 이외에 다른 감염성 바이러스 또는 질병 등의 진

단키트 개발을 추진하고, 금나노 입자 이외에 감도를 더욱 증폭할 수 있는 센싱프루브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문화재 보존 분석기술 개발은 고대 한반도 물류 이동 연구의 자연 과학적 연구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문화유산인 청동유물의 납 동위원소비 및 미량원소 분석법을 정립하고, 청동유물의 산지 

분류 및 산지 추정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시작했다. 이후, 2014년에는 한반도 출토 청동유물의 

산지 및 유통을 밝히기 위해 납 동위원소 분석기술 및 영역별 판별분석기술을 개발하고 유물에 

대한 지질 과학적 분석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2015년에는 고고학 분야에서 고인

류 치아에 대한 스트론튬(Sr) 동위원소 연구는 고인류의 기원, 이동, 문화교류 등에 대한 과학적 

정보 제공을 목표로 활동했으며, 2016년에는 문화재보존 분석기술에서 표면분석을 활용한 청동

유물의 납(Pb) 동위원소비 연구는 유물 손상을 극소화하고,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으로 획일적

인 연구결과를 생산하며, 이를 통해 청동유물의 산지 추정, 제작기법 및 유물의 유통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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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요 수행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청동유물 산지 추정 시스템의 기초자료인 국내 남

동지역 방연석광산의 문헌 조사 및 시료 채취를 수행하고, 납 광석광물 및 청동유물의 납 동위

원소비 분석법을 정립하고 기초 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2011년에는 청동유물 산지 추적시스템

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약 40여 개 방연석광산의 현장조사와 시료 채취 작업을 진행했으

며, 납 광석광물과 청동유물의 납 동위원소비 분석법을 정립하는 등 다양한 분석 작업을 수행했

다. 2012년에는 청동유물의 원료물질인 방연석의 시료채취 및 분석을 수행하고 한반도 남부 지

역의 납 동위원소 분포영역을 구분해 유물의 산지 추정 연구에 적용 가능성을 연구했다. 2013년

에는 한반도 납 동위원소 광역분포도 작성을 위해 청동 유물의 원료물질인 방연석의 납 동위원

소 분석을 수행하고, 작성된 광역분포도를 이용해 유물의 산지 추정을 위한 예비 연구를 수행했

다. 2014년에는 지질과학적 분석데이터 구축을 위해 청동유물의 원료물질에 대한 납 동위원소

비 분석을 수행하고, 영역별 분포도를 통해 ‘세형동검’과 ‘증도가자’ 등의 유물 산지 추정 연구를 

수행했으며, 한반도 출토 유물에 대한 산지 추정연구를 위한 DB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물의 기원

과 유통 연구를 위한 과학적 분석방법을 확립해 나갔다. 2015년에는 국내 전주지역에서 출토된 

고인류 치아에 대해 스트론튬(Sr) 동위원소 조성을 구해 고인류의 이동에 대해 연구했으며, 고인

류의 다양한 생활방식을 연구할 수 있도록 고인류의 치아와 뼈에 대한 in-situ 스트론튬(Sr) 동위

원소분석법 개발을 추진했다. 2016년에는 한국에서 출토된 청동유물 103점에 대해 표면분석을 

활용한 납(Pb) 동위원소비 분석을 수행했다. 이 연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는 기존 TIMS 분석 자료

와 비교해 약 80% 이상의 신뢰도를 보였다.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생화학적 표식자를 발

굴하고, 사건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검출 키트 개발 연구를 추진했다. 

범죄 과학수사 분석기술과 관련한 주요 수행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교통사고 현장 

미세증거물 분석기술 개발과 인체 분비물의 생화학적 표식자 분석기술 개발을 수행했다. 2011년

에는 국산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의 생산회사별 동위원소 분석과 동물 모델을 이용한 조직에서 

사후변화 추정 후보 단백질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변사체의 거주지역 추

정에 필요한 동위원소 지문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동물모델을 이용한 사후경과 시간 관련 생화

학 표식자 개발을 추진했다. 2012년에는 모델동물을 이용한 사후 경과 시간 추적 후보단백질 발

굴과 발현 검증을 수행했으며, 2013년에는 자동차 유리에 대한 표면분석을 통해 자동차 회사별 

차이점을 법동위원소 분석 기술로 검증했다. 2014년에는 모델동물 신장 조직을 이용해 사후 경

과 시간 추정 마커 발굴 및 측방유동순도분석(Lateral Flow Assay) 기법을 이용한 생화학 마커

를 검출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사건 현장에서 신속하고 사후 경과 시간 추정 마커를 검출하

범죄 과학수사 

분석기술을 연구하다

재난분석과학연구단을 

출범하다

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스마트 포렌직 폰(Smart Forensic Phone)’ 개발을 예정했

다. 2015년에는 인간 타액 당사슬 패턴 분석을 통해 다른 체액과 구별되는 인간 타액 검증 방법

을 개발했으며, 이 기술을 기반으로 인체 타액 당사슬 마커 특이적인 압타머(Aptamer)를 제작

하고, 미세유체학 및 전기화학 기반 바이오센서용 타액 검증 키트 개발을 계획했다.

국가적 대형연구장비와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국가·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KBSI는 첨단

분석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적 재난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력을 강화하고, 더욱 체계적인 국가

적 환경재난 대응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12년 3월, 오창센터에 재난분석과학연구단을 출범

했다. KBSI는 재난분석과학연구단을 통해 첨단 분석장비를 활용한 국가적 대응 분석시스템을 개

발하고 이를 국가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최근 국가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 및 사건 사고의 예측, 예방 및 해결에 필요한 분석기법 연구를 수행해 나갔다. 

재난분석과학연구단이 설립된 2012년에는 ‘환경방사능’과 ‘환경유해 물질 분석’을 위한 인프라

를 구축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수사 지원을 위한 ‘법 과학 분석기술 개발’ 등 3대 주요 

분야에 대한 기초연구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2014년까지 3대 주요 분야에서 분석항목 확대와 

정확도 향상, 센서 및 기기개발, 새로운 분석기술 개발을 수행해 기술기반을 확립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14년이 되면서였다. 

2014년에는 Bacillus drentensis sp. 사균과 polysulfone으로 이루어진 미생물담체를 이용해 폐

광산에서 유래된 지하수 내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했다. 연구결과, 미생물담체를 

이용한 지하수의 구리, 카드뮴 등의 제거율이 93% 이상이었다. 이 결과는 1 kg의 담체로 1,098 ℓ 

지하수를 정화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2015년에는 생활환경 주변 방사능의 노출을 정량화하기 

위한 지하수 내 환경 방사능 배경치를 연구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나리오별 인체 위해성

을 평가하고 수질 관리 및 인체 위해도 감소를 위한 자연 방사능 영향 반경을 설정하기 위한 연

구를 진행했다. 2016년에는 현장형 방사능모니터링 장비 성능 점검 및 교정용 휴대형 방사선원 

조사장치를 개발했다. 또한, 먹는 샘물 제조 산업에서 환경 방사능의 잠재적 위험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성과를 토대로 토양 및 지하수 내 자연방사능 위해성 데이터 구축 및 

관리방안 도출과 관련된 환경 재난 대응 기술 연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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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단 연구장비 개발

KBSI는 설립 이후 사용자 취향에 맞는 분석기술 개발을 통한 맞춤형 고급 분석지원 업무와 함께 

국산연구장비산업 분야의 부흥을 위한 첨단 연구장비 개발 및 응용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다. 또

한, 국가적 기술 수준 향상을 목표로 BT 및 NT 분야의 독창적 연구를 이끌어 내고자 세계 최고 수

준의 연구장비 개발을 추진했으며, 차세대 첨단 연구장비를 개발해 국제적 공동 연구를 도모함으

로써 국내 기초 과학계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창립 20주년을 맞은 2008년에는 ‘3 T 무냉매 전도냉각형 초전도자석 시스

템 개발’, ‘15 T FT-ICR MS를 위한 극저온 초단엠프 시스템 개발’, ‘FT-ICR 제어장치 개발’, ‘초정

밀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개발’, ‘천문관측용 비구면 광학계의 개발’, ‘내시경용 비구면 렌즈 개발’, 

‘UA3P 설치 및 운영’, ‘연구장비 유지 보수 및 전자 개발’, ‘다차원 분광 장치 및 분광법 개발’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특히, 다차원 분광 실험실을 통해 2008년 세계 최첨단 장비인 ‘펨토초 이차원 적외선 분광

기(Femtosecond Two Dimensional Infrared Spectrometer)’, ‘펨토초 적외선 CD 분광기

(Femtosecond Infrared Circular Dichroism Spectrometer)’ 개발에 성공하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 장비들은 기존 ‘XRD’나 ‘NMR’ 장비에 비해 공간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이 월등

해 기존 생체 분자 동역학 및 재료 물성 연구에 획기적인 수단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펨토초 이차원 적외선분광기

펨토초 다차원분광기 

개발을 추진하다

분자의 구조를 넘어서서 분자 구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1,000조 분의 1초(펨토초)의 세계를 관찰할 수 있는 펨토초 레이저 분석 장

비가 필요하다.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해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레이저를 분자에 쏘아주면 그

로 인해 특정 스펙트럼이 생기는데, 이를 분석하면 분자의 화학 결합 상태나 심지어는 입체화

학 구조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펨토초 레이저분광기는 펨토초의 셔터 속도로 분자의 

움직임을 찍어내는 장비이다. 

KBSI는 2009년부터 시작한 극초단 펨토초 레이저를 응용한 생체시료 및 나노재료의 시분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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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열영상현미경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다

열영상현미경은 시료의 열 특성에 따른 온도 차이를 이용해 분석과 관찰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해상도가 낮아 주로 반도체 소자결함 검출장비로 사용되어 왔으며, 분석장비로 활용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KBSI는 기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초정밀 열영상현미경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에 착수한 첫해인 2009년에는 열영상현미경 초기 모델의 광학계 및 기구를 설계하고, 적

외선 광학계용 초정밀 렌즈의 가공 및 조립에 관한 기술을 개발했으며, 열영상현미경의 온도 

보정에 필요한 미세 온도 보정용 흑체를 설계해 제작했다. 

2010년에는 적외선 광학계, 흑체소스, 절대온도 분포 측정 및 이미징 기술 등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열영상 현미경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제작해 성능 테스트를 마쳤다. 2011년에는 적외

선 열영상현미경 및 열반사현미경시스템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시험을 완료했으며, 열영상현미

경의 응용기술로서 마이크로 전자소자의 정량적 온도분포 이미징 및 열특성 분석기술을 개발

했다. 2012년에는 고분해능 적외선 광학렌즈 개발과 초정밀 열영상현미경시스템 제작을 완료

했다. 또한, 열영상 현미경의 응용기술로써 반도체소자 및 나노바이오 시료의 열영상을 이용한 

특성 분석기술을 개발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는 2013년에 값진 성과로 돌아왔다. 고분해능 적외선 광학렌

즈, 초정밀 열영상현미경 시스템 및 관련 신호처리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고, 열영상현미경의 응

용기술로서 반도체 소자 및 나노-바이오 시료의 열영상을 이용한 특성 분석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또한 2013년 4월, 마침내 각 부분별 온도 차이를 이용해 시료의 열상 이미지

를 3 ㎛까지 구분하고, 온도분해능 0.005 K에 1초당 약 100장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초정밀 

열영상현미경’을 개발했다.

역학 연구를 통해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분해 펨토초 분광장비 개발을 추진했다. 이를 토대로 

펨토초 원형 이색성 장치와 파장 영역을 중적외선 전반으로 넓힐 수 있는 편광기를 개발해 설치

할 수 있었으며, 펨토초 다차원분광기를 이용한 생물리 동역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2010년에는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다차원 및 카이랄 분광장비를 개발해 단백질과 핵산 등 

생체시료 및 카이랄(Chiral)성 화합물에 대한 초고속 시분해 동역학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토

대로 펨토초 이차원분광기를 이용한 화학교환 반응을 연구할 수 있었으며, 펨토초 가시광 원

형 이색성 장치 개발과 펨토초 다차원분광기를 이용한 나노재료 분광 동역학 기초연구를 수행

했다. 

2011년에는 2차원 적외선 분광법을 활용해 인공아미노산 등에 대한 화학교환 반응 동역학 연

구를 수행하고, 극미세 카이랄 신호 측정에 용이한 고감도 펨토초 자외선-가시광선 광학활성 

분광법을 개발해 초고속 생체분자 구조 동역학 분석에 활용했다. 

2012년에는 다양한 형태의 펨토초 레이저기반 다차원분광분석장비를 개발해 단백질 핵산 아

미노산 등의 생체물질 및 카이랄 화합물에 대한 초고속 실시간 반응분석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토대로 2차원 적외선 분광법을 활용해 아미노산 유도체의 실시간 분자구조 동역학연구를 수

행하고, 펨토초 레이저파동 간섭 현상을 이용해 오직 하나의 광학레이저 펄스만으로 분자의 입

체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초감도 광학 활성간섭 분광장비를 개발했다. 

2013년에는 2차원 적외선 분광분석을 통한 실시간 화학반응 동역학 연구와 더불어 카이랄 생

체분자의 입체구조 및 동역학 분석에 활용 가능한 세계 최초 2차원 카이랄 분광기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토대로 단백질 DNA 등 카이랄 생체분자의 입체구조 및 동역학 분석에 필요한 

고감도 펨토초 카이랄 분광기술을 개발했으며, 2차원 카이랄 분광기의 광학계 설계 및 제작에 

적용할 수 있는 카이랄 신호의 증폭 원리 규명 작업을 진행했다. 

2014년에는 생체분자의 실시간 생화학 반응 및 카이랄 입체구조 동역학 분석을 위해 2차원 카

이랄 분광기 등 펨토초 레이저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공간 레이저 광학분석장비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고속 광학 펄스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극초단 전자 동역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2차원 전자 분광기 제작에 성공했으며, 카이랄 현미경 개발에 필요한 비선형 레

이저 라만 분광기술 및 현미경을 자체 개발했다. 

이처럼 다년간 축적된 선도적 핵심 분광기술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세계 최초로 광학활성이

라고 하는 분자의 독특한 성질을 펨토초 시간 영역에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레이저 파동 간

섭 측정법을 개발해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KBSI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측정법이 특히 주목을 끈 이유는 다른 분광법과는 달리 ‘카이랄 

구조’의 식별이 가능하며, 매우 짧은 시간에서 분자의 3차원 입체화학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기술을 리드해 온 세계 각국의 연구팀들

도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시분해 원이색성(CD, Circular Dichroism) 동역학 연구를 수행했

지만 이들은 대부분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반면 KBSI 연구팀은 펨토

초 광학활성 분광기 개발을 통해 분자 진동 운동에 의해 유발되는 진동광학활성(Vibrational 

Optical Activity) 신호를 펨토초 시간 영역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최초로 검증했

다.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하나의 레이저 광 펄스만으로 광학활성 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초감

도 Single-shot 광학활성 분광기도 개발했다. 

연구팀은 펨토초 광학활성 분광기를 활용하면 카이랄 분자의 광학활성 정보를 펨토초 시간 영

역에서 획득할 수 있으며, DNA 및 단백질의 나선 구조가 풀리거나 약물이 결합하는 과정 등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변화하는 분자의 입체구조 동역학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것도 가능

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현재, 다차원적으로 분자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한 2차원 카이랄 분광기 개발 연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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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I가 개발한 ‘초정밀 열영상현미경’은 마이크로 크기의 시료로부터 방사되는 극소량의 적외

선을 검출해 절대온도 분포를 측정하고 실시간 열영상을 형성해 시료의 열적 특성을 비접촉, 

비파괴 식으로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또한, 시료의 열 특성을 이용해 분석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개념의 분석장비로 적외선열화상 장치와 현미경을 결합시킨 형태였다. 

KBSI의 발표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때 선진국이 개발해 사용해 온 열영상현미경은 공간

분해능 5~7 ㎛, 온도분해능 20~100 mK에 불과해 반도체 소자결함 검출장비로 활용하는 수준

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세계 최초로 KBSI가 개발한 ’초정밀 열영상현미경‘은 공간분해능과 온

도분해능을 크게 향상함으로써 반도체소자 결함 검출장비뿐 아니라 나노·바이오·의료분야에

서 요구하는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생체시료 분석연구, 수 밀리 캘빈까지의 온도분석을 통한 

나노입자 응용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반도체, 태양전지, LED 등 핵심

부품의 결함 및 성능검사가 필요한 전자부품 분야와 시료 손상 없이 열 분포 분석이나 나노입

자의 주입으로 질병 진단이 이루어지는 생체시료 분석연구에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KBSI는 ‘초정밀 열영상현미경’ 개발 이후에도 관련 연구를 멈추지 않고 수행해 나갔다. 고분해

능 적외선 광학렌즈, 초정밀 열영상현미경 시스템 및 관련 신호처리 알고리즘들을 개발했으며, 

열영상현미경의 응용기술로서 반도체 소자 및 나노-바이오 시료의 열영상을 이용한 특성 분

석기술도 개발했다. 또한, 초정밀 열영상현미경을 다양한 분야의 공동연구장비로 활용하기 위

해 고감도, 고분해능 열영상현미경 시스템 개발 및 IT·NT·BT 응용기술 개발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갔다.

초정밀 열영상현미경

전자 사이클로트론 공명(ECR) 

이온원을 이용한 중소형 가속기 

국산화에 성공하다

2010년 9월, KBSI는 중소형 가속기 개발에 필요한 원천 기술인 이온원 발생장치 개발에 성공

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당시 개발한 장치는 소규모의 2.45 GHz 전자 사이클로트론 공명(ECR, 

Electron Cyclotron Resonance) 이온원 장치로, 세계 최대 규모인 28 GHz ECR 이온원 개발 프로

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KBSI는 ECR 이온원을 이용한 입자빔 이용시설을 개발·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기능성 에너지 소재 개발, 소재 표면처리, 이온주입 및 첨단 비파괴 진단장

치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이 시설은 SIMS, TEM, ERD, NCT 등 다양한 분석장비로 사용

2.45 GHz ECR 

이온원 발생 장치

하고, 재료개발, 의학응용 분야, 핵물리 분야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자에 구속된 전자를 전부 또는 일부 제거해 만들어진 중이온 빔은 우주의 기초를 밝히는 기

초과학연구에서부터 암 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에 활용 가능하며, 물성연구에 이용할 

경우 원자 수준의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대형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ECR 이온원 개발에 착수한 KBSI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28 GHz ECR 이온원 개발을 진행

하는 동시에, 헬륨 재응축 초전도 자석과 이온원 챔버, 마이크로 입력부 개발을 추진했다. 2011

년에는 중이온 가속기용 28 GHz ECR 이온원의 핵심부품인 진공챔버, 마이크로파 공급장치, 

초전도자석들의 설계 및 권선을 완료했으며, 빔전송장치와 중이온 가속 라디오 파사중극자장

치의 설계를 진행했다. 2012년에는 중이온 가속기용 28 GHz ECR 이온원의 핵심 부품인 진공 

챔버 마이크로파 공급장치 초전도자석 제작을 완료하고, 빔 전송장치 설계와 제작도 마쳤으며, 

중이온가속인 라디오파사중극자장치의 설계를 진행했다. 2013년에는 28 GHz 대출력 마이크

로파 시스템, 초전도 자석, 액체헬륨 재응축형 극저온조, 대구경 고진공 플라즈마 챔버 등 28 

GHz 초전도 ECR 이온원 각부의 제작을 완료해 운영 준비에 들어갔으며, 중이온 빔 전송장치

의 개발을 마쳤다. 또한, 고주파 사중극자 중이온 선형가속기의 설계를 완료해 제작에 들어갔으

며, 동경공업대학교로부터 이전되는 선형가속기의 설치 작업을 수행했다. 2014년에는 중이온 

가속기의 이온 주입부 시험을 진행한데 이어 국내 업체와 함께 중이온빔의 가속을 위한 RFQ 

28 GHz 초전도 

ECR 이온원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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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온 선형가속기 제작을 추진하고, 동경공업대학교로부터 이전되는 RFQ 선형 가속기의 설

치 작업을 마무리 지었으며, 같은 해 8월 국내 최초이자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28 

GHz 초전도 ECR 이온원 장치를 개발할 수 있었다.

28 GHz 초전도 ECR 이온원 장치의 가동에 들어간 KBSI는 2015년 3월, 마침내 세계 최고 사양

의 28 GHz 초전도 ECR 이온원을 이용한 국내 최초 중이온빔의 인출, 분석, 전송, 진단에 성공

할 수 있었다. 이는 그 동안 KBSI가 30 kV급 고전압 플라즈마 챔버, 인출전국, 바이어 디스크 등 

중이온빔 인출장치를 비롯해, 분석 장치인 고정도 분석용 전자석, 전송장치(LEBT, Low Energy 

Beam Transport), 진단장치(Slits, Wire Scanner, View Screen, Faraday Cup) 등을 자체 기술로 

개발한 후 국내 중소기업과 공동 제작해 중이온 가속기의 국산화 기반을 마련해 왔기에 가능

한 결과였다. 

KBSI의 연구진이 ECR 이온원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국내 중소·중견 기업과 공동 제작함으

로써 국내 가속기 기반 기초과학·공학·산업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 장비는 

대한민국에 앞서 개발에 성공한 미국과 일본과 동일한 사양으로, KBSI와 함께 장비 개발을 추

진한 기업들의 중국, 유럽 등 세계 가속기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BSI는 2008년에 국내 최초로 액체헬륨이나 액체질소 등의 냉매를 쓰지 않는 ‘무냉매 전도냉

각형 초전도자석시스템’을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전도냉각형 초전도자

석 개발과 전도냉각형 15 T 고자기장 물질연구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초기에는 고자기장 발생을 위한 초전도자석 시스템 개발과 초전도자석 무냉매 전도냉각기술 

개발, 고자기장 환경 하에서 물질제어와 결정성장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지속적인 연구로 

성과가 축적되었고, 15 T 고자기장 및 3 K 이하 극저온 조건하에서 반도체·자성체 등의 물성측

정 연구와 함께, 초전도선재 및 초전도자석의 특성평가, 고자기장 환경하에서 물질제어와 결정 

성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나갈 수 있었다. 

세부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2010년에 8 T급 무냉매 전도냉각 초전도자석 시스템 개발을 추진

했으며, 고자기장 환경에서 결정성장을 가시화할 수 있는 15 T급 고자기장 물질연구시스템을 

설치했다. 2011년에는 전도냉각형 15 T 초전도자석 자기장 발생 성능평가와 15 T 고자기장 환

경 하에서 3 K에 해당하는 극저온까지 온도 가변이 가능한 실험장치 냉각성능 평가와 단백질 

결정성장에 관한 시험을 수행했다. 2012년에는 무냉매형 15 T 초전도자석 성능평가와 자체 제

작한 액체헬륨 저온용기로서 5 T 고온 초전도 자석 개발을 추진했으며, 배경자기장 영향에 의

한 성능평가실험을 수행했다. 2013년에는 무냉매형 15 T 초전도자석과 자체 제작한 액체헬륨 

저온 용기로써, 2,000 A 대전류 전원 설치와 초전도 물질 및 선재의 특성평가, 고온 초전도자

석 개발과 성능평가 실험 등을 수행했다. 2014년에는 무냉매형 15 T 초전도자석과 2,000 A 대

전도냉각형 초전도자석 및 

전도냉각형 15 T 고자기장 

물질연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다 

15 T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

전류 전원으로 4.2 K에서 고온초전도 2 G GdBCO 선재의 임계전류(Ic-B) 특성평가 실험을 수

행했다. 

이후에도 KBSI는 고자기장 극저온 하에서 다양한 물질들의 물성분석, 대전류 전원을 이용한 

초전도선재 및 자석의 특성평가, 고자기장을 이용한 물질 합성 및 분석, 물질분리, 결정성장 등 

응용연구를 수행해 나갔다.

KBSI는 2007년,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15 T 초고분해

능 질량분석기를 개발에 성공하며 질량분석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15 T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는 대한민국의 분석과학 기술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

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대형 장비인 15 T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만으

로는 산업계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극미량 화합물을 검출할 수 있는 휴대용 질량분석기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졌다. 이에 KBSI는 

2012년부터 환경오염, 마약, 폭발물, 군용화학작용제, 핵물질 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탐지

할 수 있는 휴대용 질량분석기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휴대가 가능한 소형 질량분석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량분석장치 이외에 진공펌프, 전

자제어장치, 시료주입장치 등 모든 부품의 무게와 크기를 줄여야 했다. 2012년에 극소형 진공

장치를 개발한 KBSI는 기존 열전자이온화원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진 저전력 극소형냉전자 이

온화원을 개발하고, 미국 분석학회지에 연구성과를 게재했다. 2014년에는 크기는 줄였지만 분

석공간은 8배로 증가시킨 2세대 저전력 냉전자 이온 트랩을 제작했다. 또한, 고정밀 RF 모듈을 

개발해 분석성능 향상을 테스트했으며, 공동연구를 통해 시료농축기를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 

휴대용 질량분석기를 개발하다



Part 2. 기초과학의 미래를 이끌다 181Chapter 1. 기초과학 연구지원 수행180

2015년에 휴대용 질량분석기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마침내 최종 연구목표인 상용화가 가능

한 수준의 배터리로 작동 가능한 극소형 전자제어장치와 시료농축기를 통해 공기 중의 극미량 

시료를 검출할 수 있는 고감도 휴대용 질량분석기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이 장치의 개발로 유

해가스 누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를 측정해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신속한 사고 처

리가 가능해졌다. 

여러 종류의 유해가스를 현장에서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질량분석기 개발에 성공한 

KBSI는 2015년 12월 21일에 관련 핵심 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인 ‘㈜바이오니아’에 이전하는 계

약을 체결했다. 기술이전 계약 금액은 정액기술료 2억 원, 경상기술료 매출액의 3%였다.

KBSI가 개발한 휴대용 질량분석기는 외국에서 생산된 기존 장치에 비해 무게는 7분의 1, 크기는 

4분의 1, 전력 소모는 3분의 1로 줄이는 등 획기적으로 크기와 무게를 축소한 제품으로 설계되었

다. 또한, 극미량 주입밸브와 시료농축장치를 사용함으로써 고진공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측정

도 가능하다. 향후 극소형 휴대용 질량분석기는 드론과 같은 초경량 무인비행체에 탑재해 유독

성 가스 방출 지역이나 환경 오염지역에서의 인명구조와 사고대처를 위한 데이터 원거리 전송이 

가능하며, 우주선 탑재용 초경량 질량분석장비의 기반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우주개발 분야에서

도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다. 

KBSI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바이오니아는 환경감시용 측정장비, 군사용 화학작용제 검출 등

에 활용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다.

휴대용 질량분식기 

개발기술 이전 협약식(2015.12.21)

KBSI가 지속해서 연구장비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첨단 연구장비 분야

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연구장비 중 외국

산 제품이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높다. R&D 예산 1조원을 장비 구매에 사용

하면 그 중 7,000억 원이 외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연구장비 중심 연구기관으로서 꾸준히 장비개발 역량을 다져 온 KBSI는 2015년부터 다른 출연

연과의 융합사업을 통해 ‘첨단 연구장비 개발 및 실용화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국산 연구

첨단 연구장비 개발 및 

실용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다

연구장비 유지보수센터 개소식

(2014. 10. 28)

장비 개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외국산 연구장비 구매로 인한 막대한 국고 손실을 막고, 우리 

기술로 개발한 첨단 연구장비가 대한민국 과학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첨단 연구장비 개발이 곧 국가 과학발전의 핵심이라는 목표 아래 ‘첨단 연구장비 개발·실용화 

진흥’ 프로젝트를 시작한 KBSI는 우선적으로 ‘탁상용 TEM(투과전자현미경)’, ‘이차이온질량분석

기’, ‘무냉매 NMR’ 등 크게 3가지 연구장비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이 장비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10대 장비 중 핵심 장비로, 그만큼 수요가 보장되기 때문

에 다른 연구장비들 보다 개발 우선순위에 두기로 한 것이다. KBSI는 이들 장비 개발을 위해 2015

년 2월, 4개 팀을 묶어 임무수행형 조직인 '연구장비개발사업단'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관련 

예산은 2015년 45억 원을 배정하고, 5년간 총 28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한편, 2014년 10월에는 ‘연구장비 유지보수센터’를 개소해 운영하는 등 국산 연구장비 개발뿐 

아니라 연구장비의 원활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역할도 적극

적으로 수행했다.

2015년에 고가 외국산 연구장비 국산화를 위해 국내 연구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분석 기

술·장비개발 로드맵을 수립한 KBSI는, 산학연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연구장비 산업 육

성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장비개발 지원’, ‘광분석장비 개발’, ‘스핀공학물리 연구’, ‘질

량분석장비 개발’, ‘이온빔운영 연구’에 집중하는 등 첨단 연구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2015

년에 KBSI가 수행한 연구장비 개발 관련 수행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비개발 지원’ 분야에서는 연구원 보유 장비 및 중소기업 연구장비의 유지보수 지원과 함께 

장비개발에 대한 전자회로 및 기계 가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산연구장비 실용화에 앞장섰다. 

이를 위해 대내외 연구장비의 유지보수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했으며, 대내외 

연구장비의 개조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제작 지원을 추진하고, 대내외 전자 계측장비 및 기계 가

공장비 활용을 지원했다. 

연구장비 개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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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분석장비 개발’ 분야에서는 초정밀가공 및 측정장비 구축을 통해 비구면 광학 렌즈의 표면

을 나노미터 수준의 초정밀 가공으로 연구장비 핵심부품, 현미경 광학계, 우주 관측용 망원경, 

위성용 광학계 등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연안·해안 원격 감시를 위한 항공기용 광학탑재체

를 개발했으며, ‘우주용 30 cm급 극저온 적외선 광학계 초정밀가공 공정기술 개발’, ‘단일 나노

입자의 검출, 이미징, 특성분석이 가능한 광열현미경 시스템 개발’, ‘3차원 세포배양 이미징 및 

분석을 위한 다채널 현미경 시스템 개발’ 등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스핀공학물리 연구’ 분야에서는 저온 초전도체(LTS) 및 고온 초전도체(HTS)를 이용해 고자기

장 환경을 구축했으며, 이를 활용해 강상관계의 물성을 극저온(1.5 K)에서 고온(800 K)까지 측

정함으로써 물질의 새로운 물리현상을 이해하고 신소재 개발에 기여할 수 있었다. 주요 수행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저온 초전도체를 활용한 물성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의 저항, 비열, 

교류 자화율 측정을 통한 물질 특성 연구’, ‘자성 측정 장치를 이용한 물질의 자기적 특성 연구’, 

‘고온 초전도체를 이용한 세계 최초로 무냉매 NMR 개발 수행’, ‘최첨단 장비를 통한 분석법 개

발, 전문분석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이 있다. 

‘질량분석장비 개발’ 분야에서는 기초과학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창조적·독창적인 연구개발

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질량분석 관련 연구장비 및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연구장비의 성능평가 

표준을 확립하는 융합 연구를 수행했다. 주요 수행연구 사례로는 ‘이온클러스터 빔 TOF-SIMS 

장비 개발’, ‘고감도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장치 개발’, ‘비대칭 전기장을 이용한 특성이온 선별연

구’, ‘국산연구장비 성능평가 및 실용화 지원’, ‘첨단질량분석기 요소기술 개발’ 등이 있다. 

‘이온빔응용 연구’ 분야에서는 국가적 대형 연구 시설인 중이온 가속기를 기반으로 이온빔을 이

용해 재료 개질기술과 분석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핵융합, 원전기자재, 해양플랜트 등 극한환경소

재와 반도체, 센서, 태양광 등 첨단 신소재 연구를 지원하고 관련 장비를 개발했다. 주요 수행연

구로는 ‘28 GHz ECR 이온원을 이용한 이온 주입 운영 기술 개발 및 소재 개발 공동 연구’, ‘선형 

가속관 및 고주파 증폭기 등 소형 중이온 가속기 국산화 개발’, ‘국가적 대형 연구 시설 및 이온빔

을 이용한 분석 장비 개발’, ‘극한환경, 초전도, 에너지 소재 개발 연구 및 공동 연구’ 등이 있다. 

한편, 첨단 연구수요에 부합하는 분석장비의 핵심 요소기술 개발을 통해 분석장비 및 주변 시

스템을 개조·개발하는 첨단장비 개발 업무도 수행해 나갔다. 이와 관련한 개발 연구로는 ‘보급

형 탁상용 TEM’, ‘무냉매 고온초전도자석 핵자기공명분광기(NMR)’, ‘전도냉각 극저온 프로브스

테이션(Cryogenic Probestation)’, ‘이온빔 SIMS(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 시스템’, 

‘휴대용 질량분석기’, ‘적층형 반도체 칩 열영상 검사 장비’ 등이 있다. 

‘보급형 탁상용 투과전자현미경’ 개발은 국내 최초로 염색 없이 생체 물질의 구조와 기능성 나

노소재 특성을 나노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탁상용 투과전자현미경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

이 시작된 2015년에는 탁상용 투과전자현미경의 주요 핵심요소인 전자총시스템, 광학계, 시료

스테이지, 영상검출시스템의 동작 개념 정립과 상세 설계를 수행했으며, 해당 요소 기술을 검증

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1차 시작품을 제작했다. 이후 탁상용 TEM의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중

소기업과 함께 국내 최초로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목표에 따라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장비 성능 평가기술, 표준시료 및 최적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바이오나노기술(BNT)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냉매 고온초전도자석 핵자기공명분광기(NMR)’ 개발은 분자 구조와 운동을 규명할 수 있는 

고분해능 핵자기공명분광기(NMR)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약개발, 소재합성, 원유분석, 

물성연구 등 산업 및 기초연구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 KBSI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남,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 ㈜사이메딕스, 기계연과 공동으로 기존 저온초전도 마그넷

보다 작고 가벼운 2세대 고온초전도(HTS) 선재(GdBCO)를 적용한 전도냉각 방식의 3 T 마그넷

과 2채널 NMR 프로브, 200 MHz 디지털 송수신기 제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를 바탕

으로 향후 400 MHz 고체시료 분석용 고분해능 NMR 시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4 

T 고균일도 고안정도 초전도 마그넷, 2채널 시료회전 프로브, 400 MHz 디지털 송수신기, 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도냉각 극저온 프로브스테이션(Cryogenic Probestation)’ 개발은 고가인 액체헬륨을 사용

하지 않고 소형 극저온 냉동기를 이용해, 온도(특히 저온)와 자기장(특히 고자기장) 변화에 따른 

시료의 전기 및 열 특성을 측정하는 전도냉각 극저온 프로브스테이션 장치를 개발하는 사업이

다. KBSI는 소형 극저온냉동기를 이용해 측정 시편 및 초전도자석을 냉각할 수 있는 전도냉각 

극저온 프로브스테이션의 구조 및 열 설계를 수행했다. 또한, 저온초전도자석을 제작해 극저온 

프로브스테이션 시작품을 제작했으며 극저온 냉각 및 자기장 발생 등 성능평가를 수행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도냉각 극저온 프로브스테이션의 소형 냉동기에서 발생한 진동이 측

정 시편 및 극저온 탐침기에 전달되지 않는 무진동 극저온 프로브스테이션을 위한 진동제어기

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KBSI는 생체 시료의 표면 분석과 뎁스 프로파일(Depth Profile)에 필요한 Ga+ 이온 빔과 가스 클

러스터(Gas Cluster) 이온 빔 장치가 결합한 이온빔 SIMS 시스템을 개발을 추진하였다. KBSI는 이 

연구를 통해 20 keV Ga+ 이온 빔, 10 keV Ar Gas Cluster Ion Beam 장치를 개발하고, 그 장치를 

조절하기 위한 제어장치 및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또한, SIMS 표면 분석 및 뎁스 프로파

일 장비에 필요한 이온빔 제어기술과 표면 특성 분석기술을 개발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체 클러스터 이온빔과 결합한 이차이온 질량분석장비를 개발해 SIMS 표면 분석 및 뎁스 

프로파일 기술과의 접목을 추진함으로써 3차원 Bio-Chemical Imaging 응용 기술 개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했다. 

‘휴대용 질량분석기’ 개발은 환경오염, 마약, 폭발물, 군용화학작용제, 핵물질 등으로 인해 사고

가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극미량 화합물을 검출할 수 있는 휴대용 질량분석기를 개

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동안 주요 부품 극소형 모듈화 및 성능 테스트를 통해 성능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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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I는 연구장비 중심 연구기관으로서 쌓아 온 장비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다른 출연연과의 융

합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첨단연구장비개발 및 실용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국산 장비산업 

진흥에 기여해 왔다. 특히 2016년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Big Issue Group 사업’을 중점적

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국내 연구자의 수요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보급형, 

선도형, 세계 최초형의 7개 장비를 선정해 장기적인 연구장비 개발 과제를 시작했다. 

KBSI는 ‘Big Issue Group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장비 개발 분야를 ‘장비개발 

지원(Instrumentation Development Support)’, ‘광분석장비 개발(Optical Instrumentation 

Development)’, ‘스핀공학물리 연구(Spin Engineering Physics Research)’, ‘질량분석장비 개발

(Mass Spectrometry and Advanced Instrumentation Research)’, ‘이온빔응용 연구(Ion Beam 

Research)’ 등으로 나누어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첨단연구장비 개발’ 

사업도 함께 추진했다. 

‘장비개발 지원’ 부문에서는 연구장비의 최적 성능 유지를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국내 중

소기업 연구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유지보수를 지원했으며, 연구장비 개발산업 육성에 기

여하고자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을 수행했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는 연구장비 유지

보수 등 기술지원을 실시했으며, 연구장비 유지보수센터의 운영으로 기관 자체의 연구장비 유

지보수를 220건 이상 지원했다. 대외적으로는 중소기업, 대학 등 공공기관의 연구장비 유지보

수 지원도 24건 이상 제공하는 등 연구장비 활성화에 기여했다.

‘광분석장비 개발’ 부문에서는 초정밀가공 및 측정장비 구축을 통해 비구면 광학 렌즈의 표면

에 대한 나노미터 수준의 초정밀 가공을 통해 연구장비 핵심광부품, 현미경 광학계, 위성용 광

학계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는 달 탐사 및 무인기용 광학탑재체 개

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우주용 달 탐사 및 연안 지역을 무인 탐사해 달 표면 

‘BIG(Big Issue Group) 사업’을 

수행하다

달 탐사 및 무인기용 

광학탑재체 시제품 및 시안

얼음 상태의 물 흡수선 검출과 암석, 지형을 관찰하고 해안 연안의 수온, 색 변화, 생태계 및 재

난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광학영상 탑재체의 시제품 개발을 추진했다. 광분석장비 개발을 위

해 활용한 장비로는 ‘초정밀 자유곡면 가공기(Ultra-precision Freeform Generator)’, ‘초고조도 

3차원 형상측정기(Ultrahigh Accurate 3D Profilometer)’, ‘광학식 표면측정기(Optical Surface 

Profiler)’ 등이 있다. 

‘스핀공학물리 연구’ 부문에서는 전자석 및 초전도자석을 이용해 고자기장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자기 및 열 관련된 물성을 극저온(1.5 K)에서 고온(1,000 K)까지 측정함으로써 물

질의 새로운 물리현상을 이해하고 신소재 개발에 기여할 수 있었다. 대표적 연구 사례로는 달 

탐사 및 무인기용 광학탑재체 개발 레이저를 이용한 물질의 녹는점·끓는점 조절 원리를 규명

하고, 저온 비열적 상전이(non-thermal phase transition) 현상에 대한 이론을 발견했다. 또한 

이 이론을 활용해 열 스트레스에 대한 반도체 소자 안정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었다. 스핀

공학물리 연구에 활용된 장비로는 ‘7 T 자성측정장치(7 T Magnetic Property Measurement 

System)’, ‘16 T 물성측정장치(16 T Physical Property Measurement System)’, ‘열물성 측정장

치(Thermal Property Measurement System)’ 등이 있다. 

‘질량분석장비 개발’ 부문은 기초과학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창조적·독창적인 연구개발에 활용

할 수 있는 첨단질량 분석 관련 연구장비와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연구장비의 성능평가 및 표준

을 확립하는 융합연구 분야이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는 다중 주파수 고주파 증폭기를 이용한 

휴대용 질량분석장비 개발을 꼽을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질량 값은 주파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하는 관계를 이용해 주파수를 낮춤으로 저전압에서 질량 값이 큰 이온을 검출할 수 

있는 휴대용 질량분석기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질량분석장비 개발 연구에 활용된 장비로는 ‘매

트릭스보조레이저 탈착 이온화 비행시간 질량분석시스템(MALDI-TOF/TOF MS)’, ‘기체/액체 크

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GC/LC-MS)’, ‘원소분석기(Elemental Analyzer)’ 등이 있다. 

‘이온빔응용 연구’ 부문은 국가적 대형 연구시설인 다목적 이온빔 가속 장치를 기반으로 중이온

했으며, 시스템을 통합해 시제품 제작과 유해물질 DB를 통한 실제 유해물질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세계 최소형의 휴대용 질량분석기의 사업화를 추진했다. 

‘적층형 반도체 칩 열영상 검사 장비’ 개발은 반도체 소자의 2차원 집적화가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3차원 집적화 기술 및 공정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3차원 반도체의 결함 위치 및 특성 

분석이 가능한 열영상현미경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KBSI는 이 연구를 통해 적외

선 광학 대물렌즈, 고감도 열영상현미경 시스템 및 관련 신호처리 알고리즘들을 개발했으며, 반

도체 회사에서 개발 중인 적층형 반도체 메모리 칩 검사를 통한 시스템 현장테스트도 병행했

다. 또한, 장비 수요업체인 반도체 회사와의 공동 테스트를 거쳐, 적층형 반도체 칩 열영상 검사

장비 시제품의 세밀한 사양을 확정하고,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검사

장비 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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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비열적 상전이 현상

을 이용해 재료 개질 기술과 분석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핵융합, 원전기자재, 해양플랜트 등 극한

환경소재와 반도체, 센서, 태양광 등 첨단 신소재 연구를 지원하고, 관련 장비 개발을 수행하는 

분야이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는 다목적 이온빔 가속 장치 업그레이드 및 이온 주입을 이용한 연

구를 들 수 있다. KBSI는 이 연구를 통해 다목적 이온빔 가속 장치를 이용한 첨단 신소재 개발 연

구 지원을 위해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 및 고주파 증폭기를 국산화했다. 또한, 이온 주입을 이용

해 도파민 측정을 개선한 전기화학 센서를 개발했다. 이온빔응용 연구를 위해서 ‘다목적 이온

빔 가속 장치(VIBA, Versatile Ion Beam Accelerator)’를 활용했으며, ‘고주파 증폭기 시스템 국산

화(RF Amplifier for RFQ)’, ‘빔진단 및 이온 주입 장치 개선(Upgrade Beam Diagnostic and Ion 

Implantation)’ 등의 연구를 진행했다. 

첨단연구장비 개발 사업은 창의적, 수월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첨단 연구장비의 원천기술 확

보를 통해 외산장비 의존도가 높은 분석과학 장비의 국산화와 첨단 연구장비 산업 및 기업 육성

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수행 내용으로는 국산연구장비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무

냉매 고온초전도 자석 핵자기공명장비 개발을 추진했으며, 보급형 투과전자현미경, 이온 클러스

터 빔 TOF-SIMS 장비 개발을 위한 요소장치 및 핵심 기술 개발을 수행했다.

반도체의 발열특성 분석에 흔히 사용되는 기존 적외선 현미경 방식은 미세한 발열도 확인이 가

능한 반면, 공간분해능이 3.0 ㎛에 불과해 수 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를 갖는 미세 반도체에는 

활용이 어려웠다. 최근에는 500 ㎚급 공간분해능으로 발열영상 측정이 가능한 열반사 현미경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되었으나, 점점 미세화되는 반도체의 발열문제 해결을 위해 더 높은 공

간분해능을 갖는 발열영상 현미경이 요구되어 왔다. 

KBSI 연구팀은 반도체의 온도변화에 따른 빛의 반사율 변화 분포를 레이저로 스캐닝하면서 측

정해 발열영상을 구현하는 공초점 열반사 현미경 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그 결과 기존 발열영

상 현미경의 공간분해능을 훌쩍 뛰어넘는 350 ㎚의 분해능을 구현하고 소자 내부의 발열영상

우리 기술로 개발한 

국산 분석장비의  

해외 진출 시대를 맞다

나노스코프시스템즈㈜와 

기술이전 협약 체결(2017. 8. 23)

공초점 열반사 현미경

까지 측정 할 수 있게 됐다. 

KBSI가 개발한 공초점 열반사 현미경 기술은 시료를 레이저로 스캔하면서 열반사율의 분포를 

측정해 발열영상을 구현하는 기술로 발열영상의 공간분해능을 높이고 시료 내부의 발열영상 

측정도 가능케 한 획기적인 기술이다. 특히, 반도체 동작 시 발생하는 열 분포를 고분해능으로 

측정해 영상화하는 현미경 기술로 반도체 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른 반도체 발열문제 해결에 필

수적인 기술이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검사 장비들의 국산화가 매우 미진

한 상황이었다. 특히 발열특성 측정·분석 장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그러던 차에 KBSI가 

외산 발열영상 현미경과 달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특허분쟁에서 자유롭고 가격도 크게 낮출 

수 있는 공초점 열반사 현미경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기

관, 대학의 관심이 쏟아졌다. 그 결과 2017년 8월 23일에 KBSI와 공초점현미경 전문기업인 ‘나

노스코프시스템즈 사’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기술이전 조건은 선급기술료 5,000만 원

과 경상기술료 매출액의 5%로 하였다. 

기술을 이전받은 나노스코프시스템즈는 고분해능 발열영상을 제공하는 공초점 열반사 현미경

을 개발해 반도체의 발열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장비로 시장에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로써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개발한 분석장비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시대를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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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연구시설장비 
총괄관리 

2009년 3월 8일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총괄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KBSI는 2009년 9월 25

일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 Equipment Center)’를 연구

원 내에 정식 개소했다. 

NFEC은 과학 기술발전에 기반이 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

해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NFEC의 역할은 연구 시설·장비의 전략적 투자 공동활용 

촉진, 전문인력 양성,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총괄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R&D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NFEC은 개소 이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EU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연구시설·장비 관련 동

향조사·분석을 통해 ‘NFEC PRISM’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립대 공동실험실습관, 테크노파크, 지역

혁신센터 등 국내 R&D 사회기반시설을 조사해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등 본격적인 업

무를 시작했다. 

NFEC이 수행한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 지도(NFRM) 수립’, ‘국가연구시설·

장비 관련 정책수립 지원’, ‘국가연구개발 예산편성을 위한 연구장비예산 심의위원회 운영’,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NTIS) 구축·운영’, ‘고가연구기기 지원사업 추진’, ‘연구장비엔지니어 양

성사업’, ‘국내외 연구시설·장비 동향조사·분석’,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서비스 운영 및 관리’, ‘「국

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이행 활성화’, ‘첨단연구장비 이용자교육 및 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지원’ 등이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과학기술 수준의 선진적 도약을 위한 대형연구시설 투자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투자 규모가 커졌다고 해도 여전히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했다. 

NFEC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양적 확대의 한계와 철저한 사전기획 부재, 특정 연구기관 중심

의 하향식 투자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대형연구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수립 업무를 수행하다

제2차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 

총괄위원회(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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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전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수요 예측에 기초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작업을 수

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2010년에 과학기술 분야별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분야별 우선 투

자 순위를 제시하는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를 수립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

의 확정했다.

2012년에는 제2차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대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 

및 미래연구수요를 반영한 국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할 13개 중점 대형연구시설 선정 및 전략적 

확충, 공동활용 촉진 등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2018년 현재 NFEC은 500억 원 이상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초대형 연구시설에 대해 국가 차원

의 대대적인 수요 조사를 실시해 철저한 타당성 검증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축

대상을 선정하고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과 미래 연구수요 변화에 따른 국가대형연구시설의 로드

맵을 주기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요구되는 대형연구시설의 체계적·전

략적 구축을 위한 중장기구축 로드맵을 수립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요구되는 세계적 수준의 대형연구시설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제2차 고도화계획수립을 위한 

나눠쓸래 TF 착수회의

(2017. 10. 18)

NFEC에서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전략적 도입, 공동활용 촉진, 유휴·저활용 장비의 재

활용 등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법·제도 정비를 지원

하는 등 국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10년에는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효율화 방안’ 등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과학기술기본

법' 등 법·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등 범부처 총괄 지원기관으로 NFEC의 위상을 높였다. 

2011년에는 ‘정부 R&D 예산 투자 효율화 방안’ 등 11건의 연구시설·장비 관련 정책을 수립했으

며, 1건의 법·제도 개선을 지원했다. 또한,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협의체 및 국가연구시설장비 제

도개선 TF의 구성·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범부처 협력기반의 종합적인 연구시설·장비 정책수립 

토대를 마련했다. 

2012년에는 범부처가 이행해야 할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를 담은 국가 최초의 ‘국가연구시설장

비고도화 계획안’ 등 17건의 연구시설·장비 관련 정책을 수립했으며, 1건의 법·제도 정비 지원을 

수행했다. 2013년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 고도화 계획(안)’ 등 8건의 연구시설·장

비 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했다. 

2014년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근거해 14개 관계부처의 추진과제를 종합한 ‘2014년

도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 고도화 시행계획(안)’을 수립·시행했다. 

2015년에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 등 총 35건의 정부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지원했으며, ‘과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수립 및 법·제도 정비 

지원업무를 수행하다

국가연구개발 예산편성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예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다

학기술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개정, 국가연구시설장

비 관련 설명회·토론회 개최지원 등을 통해 정부정책·제도의 이행확산을 도모했다. 

2016년에는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의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고시 제정을 지원해 연구시설·장비 관리에 대한 법적 이행력을 제고했으며, 연구

기관에서 표준지침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절차, 방법, 양식 등을 담은 

'국가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발간했다.

2017년에는 ‘제1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계획(2013~2017)’에 대한 부처별 추진성

과 점검 및 제2차 계획을 위한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했으며,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

용 고도화계획(2018~2022)(안)’ 수립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 상정을 지원했다.

정부 R&D 예산으로 구축하는 1억 원 이상 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을 검토하고, 차

년도 R&D 예산 배분·조정 시 이를 반영하는 등 연구개발 예산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자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을 구성·운영해 왔다. 

2010년에는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연구장비예산심의 위원회'를 운영

해 1억 원 이상 연구장비 46점, 총 15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2011년에는 정부 R&D 예산편성을 위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2회 구성·운영해, 총 14

개 부·청으로부터 481건의 장비심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37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R&D 투자 효율성 확보에 기여했다. 

2012년에는 2013년도 정부 R&D 예산 편성을 위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본심의를 2회 구

성·운영해 38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추가 변경 심의를 7회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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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상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도입장비 변경 수요에 대한 대응 및 R&D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2013년에는 2014년도 정부 R&D 예산 편성을 위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본심의를 2회 구

성·운영해 44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추가·변경을 위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6회

에 걸쳐 정례적으로 실시했다. 

2014년에는 2015년도 정부 R&D 예산 편성을 위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본심의를 2회 구

성·운영해 61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추가·변경심의를 위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6

회에 걸쳐 정례적으로 실시했다. 

2015년에는 연구개발 예산 편성을 위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본심의를 2회 구성·운영해 

46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추가·변경심의를 위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5회 정례적

으로 실시했다. 

2016년에는 7월부터 범부처 통합심의를 시행해 1억 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비로 도입하는 

장비에 대한 심의를 NFEC에서 담당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을 위한 국가연구

시설장비심의평가단 본심의에서 381점의 장비예산심의를 진행했으며, 사업계획 추가 또는 변

경에 의한 장비도입 대상으로 295점의 추가변경심의를 운영했다. 이와 함께 심의통과 장비에 

대한 이행실태점검도 진행했다.

2017년에는 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을 위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본심의에서 386건의 

장비예산심의를 진행했으며, 사업계획 추가 또는 변경에 의한 장비도입을 대상으로 725건의 추

가 변경심의를 운영했다. 이와 함께 1억 원 이상 심의통과 장비 및 심의 없이 도입한 장비 2,159건

에 대한 이행 실태점검도 진행했다. 

국가R&D사업을 통해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시설·장비의 구매·활용·관리·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역

할을 수행해 왔다. 이를 통해 정부 R&D 예산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정보에 대한 범부처 차

원의 수집·관리 및 유통체계를 고도화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및 효율적 인프라 정책 수립

에 필요한 주요 정보 및 국가 통계지표를 제공했다. 

2010년에는 2,000여 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 매뉴얼’을 제작해 배

포하고, 정보 등록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장비장터’, ‘예산심의’, ‘정보등록’, ‘구축현황’, ‘공동활

용’, ‘정보이전’, ‘멘토링’, ‘전문가정보’ 등 8가지 국가연구시설장비 서비스를 구축해 가동했다.

2011년에는 ‘연구시설·장비’, ‘연구장비 전문가’ 정보에 대한 검색 기능을 개선해 사용자의 접근

성과 편의성을 증대했으며, 102개 국내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의 

대형시설 공동활용을 촉진했다. 또한, 90명의 연구장비 멘토링지원단을 구성해 온·오프라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NTIS)를 구축·운영하다

2010년 사이버멘토링지원단 

발대식(2010. 3. 18)

종합상담을 지원했다. 

2012년에는 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별 1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연구장비 멘토링 지원단

을 통해 연구시설·장비 전주기 단계별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효율적 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를 

지원했다.

2013년에는 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별 12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연구장비 멘토링지원단

을 통해 연구시설·장비 전주기 단계별 종합상담을 실시했다.

2014년에는 시설·장비의 내실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모델별 제작사 정보, 카탈로그 정보 등을 

별도 수집한 장비라이브러리 1만 4,000종을 구축했다.

2015년에는 장비중복유사도 검토서비스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했으며 동일 모델에 대한 최저

금액, 최대금액, 기준금액을 산출하는 구축금액분포정보서비스를 구축했다. 또한, 시설·장비심

의승인번호 수집을 통한 장비별 구축계획 정보 제공기능을 개발하고, 핵심정보항목 수정에 대

한 승인절차를 도입해 사용자 임의변경을 방지했다.  

한편 2016년에는 ZEUS 국가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령 제42조에 반영됨에 따라 NTIS와의 역할을 재정립해, 모든 수집·관리·유통에 관한 서비스를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으로 통합 관리하게 되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기능을 제공하던 'NTIS 국가연구시

설장비관리서비스'를 ZEUS로 통합해 연구자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또한 ZEUS 메뉴체계 및 속

도 개선을 통해 연구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에는 NTIS-ZEUS 연계로 2016년 이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NTIS)를 ZEUS로 

통합 관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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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는 정부 R&D 예산을 통해 구축한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범부처 통합 수집, 관리 및 유

통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전략적 투자 및 효율적 인프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요정보 및 국가 

통계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2년에는 범부처 대상 연구시설·장비도입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총 8만 1,402점의 DB를 구

축했으며, 엄선된 907명의 장비전문가 DB를 구축해 부·청 및 연구기관의 자문활동에 기여했

다. 이와 함께 국가 최초로 정부 R&D 사업을 통해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투자 및 활용 현황

을 담은 ‘2010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조사·분석보고서’도 발간했다. 

2013년에는 장비 보유기관 2,689개를 대상으로 2012년 정부 R&D 사업을 통해 구축한 연구 

시설·장비의 NTIS 정보 등록과 기 등록장비 정보를 업데이트했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정부 R&D 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한 ‘2011년도 국가연구시설 장비

조사·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2014년에는 2013년 정부 R&D사업을 통해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NTIS 정보 등록 및 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장비를 보유한 연구기관 2,432개를 대상으로 정보등록·관리를 요청했다. 또

한, 등록업무의 편리성 및 정보 최신성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연계 API를 개발해 연

구기관과의 정보연계를 추진했다.

2015년에는 총 4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 현황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실태 조사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서비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2012년에는 정책 이슈보고서로 ‘과학기술 인프라의 개념 이해와 정의 및 범위’, 표준지침보고서

로 ‘연구시설·장비의 단독 활용 기준안’ 등 총 17권의 NFEC PRISM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연구

시설·장비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2013년에는 정책이슈 보고서로 ‘기초인프라의 중요성’, 조사연구보고서로 ‘연구 유지보수의 산

정기준’ 등 총 18권의 NFEC PRISM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4년에는 정책이슈 보고서로 ‘연구장비 적정가격의 이해와 산출방법론’, 동향정보 보고서로 

‘국립자연과학연구기구(NINS)’, ‘이화학연구소(RIKEN)’ 등 총 21권의 국내 이슈 사항과 주요 선

진국의 시설·장비 구축·운영·관리 사례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5년에는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 관련 동향보고서 23권을 마련했으며, 2016

년에도 ‘2016 노벨과학상에 숨겨진 연구장비’, ‘독일의 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 등 연구시설·장

비 관련 정보를 심층 분석해 23권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7년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정책 동향 조사·분석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연구시설·장비 관

리체계 현황’ 등 총 10권의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국내외 대형연구시설 구축 현황을 조사·분석

한 후 대형시설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외 연구시설·장비 동향조사·분석 업무는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

침’의 이행 현황, 운영인력 고용형태 및 처우, 대형 연구시설 운영·관리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통

해 연구시설·장비 관련 정책의 연구현장 착근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추

진되었다. 또한, 국가 R&D 사업으로 도입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투자 및 활용현황을 종합적으

로 조사·분석해 국가정책 기초통계자료로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2010년에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을 대상으로 연구시설·장비 관련 동향

을 조사·분석하고, ‘분석과학과 노벨상’ 등 10권의 ‘NFEC PRISM’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1년에는 ‘국제 대형연구시설 구축의 이슈와 대안(OECD)’,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투자현황’ 등 

총 16권의 NFEC PRISM 보고서를 발간하고, NFEC 홈페이지(www.nfec.go.kr)에 게재해 연구

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외 연구시설·장비 

동향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다

고가연구기기 지원사업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대외개방 및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1억 원 이상 고가연구장비를 대상으로 장비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 및 유

지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고가연구장비를 소유한 대학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41개 과제에 대해 운영인력 인건비와 보증기간 연장 비용 4억 600만 원을 지원했다. 

2011년에는 연구장비 운영계획이 우수한 고가연구장비를 선정해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대외개

방을 통해 공동활용을 촉진했다. 

2012년에는 16개 장비를 선정해 총 4억 원을 지원했으며, 해당 장비들의 대외 개방을 통해 2만 

3,189건의 시료를 분석했다. 또한, 총 175편의 국내외 논문게재 및 총 9건의 특허를 출원·등록

하는 등 우수한 연구성과 도출에 기여했다. 

2013년에는 23개 장비를 선정해 총 5억 6,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해당 장비들의 대외 개방을 

통해 2만 3,709건의 시료를 분석했다. 또한, 총 180편의 국내외 논문게재 및 총 8건의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등 우수한 연구성과 도출에 기여했다.

2014년에는 고가장비의 운영비 지원을 통한 공동활용 분석 시료건 수 4만 1,205건 및 공동활용

을 통해 고가장비를 사용하는 이용자 수 4,930명을 달성했다.

2015년에는 고가장비운영인력지원사업 신규 위탁연구과제 공모 및 선정평가를 개최해 신규 위

탁연구과제 27개를 선정했으며, 고가장비 운영지원을 통해 공동활용 분석 시료 수 6만 903점, 

이용자 수 9,277명을 달성하고, 전담운영인력 27명에 대한 고용안정화를 지원했다. 

2016년에는 공동활용 시료 수 6만 3,180점, 이용자 수 9,085명, 이용기관 수 2,733개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고가운영장비인력지원사업에서 2016년 27개 장비의 전담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를 지원했다. 고가연구기기 지원사업은 2016년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고가연구기기 지원사업을 

수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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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이행 활성화는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부

터 처분까지 각 주체들이 이행해야 할 전주기적 관리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연구시

설·장비 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이행 활성화를 추진하다

2011년 서울에서 열린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설명회(2011. 6. 21)

이 사업은 유휴·저활용 장비 처분을 원하는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해 국가 차원

에서 장비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와 국가 R&D 투

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6년에는 유휴·저활용 장비 이전심의위원회를 총 9회 개최해 182점의 장비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이전했다. 또한, 2013부터 2015년에 이전 완료한 240점의 장비를 2만 1,000명 이상이 

연구 및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음을 서면 및 현장조사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연구시설·장비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ZEUS 장터를 운영하고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기능을 개선했다.

2017년에는 유휴·저활용 장비 이전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해 총 246점의 시설장비에 대한 

이전 타당성 및 이전·수리지원비용을 심의했으며, 246점의 이전 결정 장비 중 224점에 대한 장

비 이전을 추진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전 완료된 327점의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활용실적 점검을 위해 서면 및 현장조사를 추진했다. 

유휴·저활용 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추진하다

구축한 총 3조 8,002억 원 상당의 국가 R&D 연구시설·장비 2만 6,115점을 대상으로 12개 항목

별로 정리한 ‘2014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조사·분석 보고서’도 발간했다.

2016년에는 381개 비영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또한, 3년 주기로 실시해 온 현장조사를 통해 1,163개소 

5만 6,656점에 대한 연구시설 및 장비 활용상태, 공동활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2017년에는 ‘2016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안)’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 위원회 안건 상정을 지원하고, 2016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인력 실태조사 보고

서 및 국가대형연구시설·장비 실태 조사 보고서 등 총 3종을 발간했다. 또한 19개 부·청을 포괄

하는 연구시설·장비 투자 및 활용 현황을 제시한 ‘2016년 국가연구시설장비 조사·분석 보고서’

를 발간해 국가 주요 통계로 제공했다. 

2011년에 부처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이행권고(안)을 작성·배포하고, 총 9회의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 조기정착을 유도했다. 

2013년에는 2010년 12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시행 이후 연구 환경 변화를 반영

해 지침을 개정·배포하고 설명회를 총 4회 개최했다. 표준지침 개정 내용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

한 설명회에는 총 439명이 참석했다. 

유휴저활용장비 구동상태 

점검 및 사전서비스(2017. 12. 19)

2017 유휴·저활용장비이전지원 

발전 방안워크샵(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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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의 

연구시설·장비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윤리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개최하고, ZEUS 및 관련 사

업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수행했으며,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문화 확산에 기

여한 유공자 포상 및 관련 성과 공유를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2016년에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총 43회로 확대하고 복습용 강의 

영상·텍스트 교재를 제작했다. 이와 함께 안내영상, 리플릿, 웹툰 등 ZEUS 관련 콘텐츠를 제작

하고 소통 창구를 페이스북, 블로그, 서포터즈단 1~2기 신설 운영, 학회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확대해 공동활용 관련 사업 인지도 제고에 기여했다. 또한, 국가연구시설장비 성과공유 워크숍

을 통해 관련 유공자를 포상하고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올바른 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공동활

용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다

제3기 제우스 서포터즈 발대식

(2017. 7. 5)

ZEUS 서포터즈 제21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참가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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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석과학기술 
인력 양성

분석과학은 연구 대상을 관찰하고 측정해 새로운 해석을 찾아내는 기반학문이다. 최근에는 새로

운 분석장비 개발과 분석기술 연구를 통해 도출한 성과가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분석과학이 

노벨상 수상의 밑바탕이 되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첨단 분석기술·장비를 통해 미지의 

영역이었던 부분들을 새롭게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세계적인 연구데이터들이 만들어

지면서, 분석기술과 분석장비 개발 자체가 신규성 및 독자성이 매우 높은 연구로 인정받고 있다. 

대한민국 분석과학 발전을 이끌어 온 KBSI는 적극적으로 분석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을 추진

해왔다. 이는 분석과학기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룰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면 머지않

아 대한민국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사명에서 출발하고 있다. 

첨단 분석과학기기에 대한 연구와 노하우를 축적해 온 KBSI는 그동안 세계적인 연구성과 도출은 

물론 세계 최초 최고 성능의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입증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

국 분석과학의 미래를 이끌어 갈 꿈나무인 초등학생부터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가 가능한 전문가

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실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KBSI가 수행하고 있는 분석과학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 체험 

프로그램인 ‘엑스사이언스’, ‘주니어닥터’를 비롯해 ‘분석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학위과정 프로그

램인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등이 있다. 

연구장비의 운영·관리를 전담할 전문인력인 연구장비 엔지니어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연구 분야에서 가장 널리 활

용되는 연구장비 중심으로 20대 핵심교육장비를 선정하였으며, 운영관리, 유지보수, 분석과학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이들 부문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1∼2년간의 집중 실무교육을 체계적으

로 실시한다. 2012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 말까지 435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

으며, 교육과정 수료자의 연평균 취업률이 88%에 달할 정도로 교육의 성과도 매우 우수하다

(2016년 국내 4년제 대졸 취업률 : 64.3%).

연구장비 전문인력을 양성하다

제6기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과정 교육생 수료식

(2017.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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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학기술대학원(GRAST, Graduate School of Analytical Science and Technology) 은 교

육과 과학기술 연구를 융합하는 새로운 학연 협력모델로 충남대학교와 공동으로 설립했다. 국

가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세계적인 연구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석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원을 목표로 한다. 

KBSI는 앞으로도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을 통해 산업체 견학, 연수 및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해, 연구 및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을 

운영하다

분석과학기술대학원 교육생

(2017. 3)

제7기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과정 모집 포스터

첨단장비와 과학기술, 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한 ‘엑스사이언스’ 프로그램과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다양한 과학기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주니어닥터' 프로그램은 KBSI가 탄생시킨 과학대중화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특히 청소년들이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주니어닥터’는 KBSI에서 시작해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과학문화 프로그램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 

‘엑스사이언스’와 ‘주니어닥터’는 이러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3년 연속 대한민국 교육

기부 대상을 수상 했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활용 과학대중화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첨단장비를 활용해 

과학대중화사업을 확산하다

과학기술 소외계층 

초청 과학교실 엑스사이언스 

(2017. 12. 18)

실험실에서 직접 체험하는 

엑스사이언스 현장

(2017. 7. 17 ~ 8. 2)

주니어닥터 감상문 발표대회 

(2017. 12. 1) 

주니어닥터 10주년 개막식 

(2017. 7. 24)

또한, 연구장비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장비전문가 자격검정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총 3회 자격시험을 실시해 총 27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다. 교육내용의 

다양화를 위하여 2018년에는 장비개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연구장비 국산화

를 위한 국가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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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학연 협력
구축 및 성과확산

KBSI는 과학기술과 교육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최

초로 특화 전문대학원인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을 설립하고 노벨상에 도전하는 핵심인재 배출에 

앞장서 왔다. 또한, 산업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와 첨단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효율 극대화 및 공동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내외 연구자에게 다양한 지원제도를 제공해 왔으며, 산학연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인 기술 향상과 균형 발전을 도모했다. 

그동안 KBSI가 수행해 온 구체적인 산학연 협력 구축 및 성과확산 사례를 살펴보면, ‘방문연구원 

지원제도’, ‘중소기업기술 상담센터 할인회원제 운영’,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

발 지원사업’, ‘지역기초사업’,  ‘KBSI 패밀리기업’, ‘중소기업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등이 있다. 

각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1월 24일, KBSI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최초로 시작한 ‘방문연구원 지원제’는 기초과학과 

관련한 산학연 연구자들이 KBSI가 보유한 대형연구장비를 자유롭게 활용,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문연구원 지원제’ 이용 자격은 산학연 구분 없이 타 기관에 정규직으로 소속된 연구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KBSI와 공동연구 수행 및 장비활용을 위해 단기방문이나 연구연가 방문을 필

요로 하는 연구자가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연구자에겐 현지 교통비와 숙박료, 식비 등의 체재비

가 지원된다. 

시행 첫해인 2010년에는 국내 3명, 국외 6명 등 총 9명의 우수 방문연구원을 선정해 장비활용 

및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재비, 해외거주자 왕복 항공료, 개인연구 공간, 오창센터 게

스트하우스 등을 지원했다.

2011년에는 국내 13명 국외 2명 등 총 15명의 우수방문연구원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연구원들에

게 제공하는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대덕본원에 방문연구원실을 마련해 운영을 시작했다. 

2012년에는 국내 16명 국외 1명 등 총 17명의 우수방문연구원을 선정해 지원했다. 방문연구원 

선정은 연구과제의 중요성 연구수행 능력 연구성과의 공헌도를 평가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

어 2회 진행하도록 했다. 

방문연구원 지원제를 시행하다

KBSI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및 분석지원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첨단 연구장

비와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상담 및 장비수리에 대한 컨설팅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분석지원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지원을 수행했으며, 2010년 첫 시행에 들어간 ‘중소기업 기술상담

센터 할인회원제’를 통하여, KBSI 기술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이용요금을 10%에서 

중소기업 기술상담센터 

할인회원제를 운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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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은 KBSI가 보유한 전국적인 첨단 연구지원 네트워크와 우수한 연구개

발 자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중소기

업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방안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를 수행

함으로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개방형 R&D 활성화를 통해 창의

적 신기술·신제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수행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에는 첨단 연구장비를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고려광학, ㈜지앤시바이

오 등 7개 중소기업과 총 6개 과제를 수행했다. 또한, 2010년 11월 2일에는 중소기업지원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2010년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산·연협력 우수사례 전시회를 개최했다.

2011년에는 ㈜아이솔테크놀로지, 덕산테코피아 등 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6개 과제를 수행

했고, 2012년에는 ㈜아이솔테크놀러지, ㈜바이오버드, ㈜태성포리테크 등 9개 중소기업과 총 11개 

과제를 수행했으며, 2013년에는 ㈜태성포리테크, ㈜윤슬 등 총 9개 중소기업과 11개 과제를 수행

했다. 2014년에는 ㈜유림산업, ㈜다인켐텍 등 총 5개 중소기업과 5개 과제로 중소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둔 공동 R&D를 수행했다. 특히 KBSI의 높은 공간 분해능(400 ㎚) 기술을 ㈜모두테크놀로

지스를 통해 상용화함으로써 연간 100억 원 매출 및 수입대체 효과를 얻기도 했다. 

2014년에 시작한 ‘지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촉진사업’은 KBSI의 장비운영 노하우와 분석기

술을 활용해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수요 맞춤형 분석환경을 구축해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첫째, 중소기업지원용 분석장비개발, 둘째, 분석기술 개발을 통한 공동연구, 셋째, 

동종·유사장비 전문가 모임 운영, 넷째, 전문분석센터 및 공인인증센터 구축, 다섯째, 열린실험실 

및 기업공동연구실 구축으로 세분된다. 

지역기초사업의 과제는 중소기업을 참여업체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 현재까지 매년 평균 20

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KBSI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은 KBSI의 연구지원 대상과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것으로 ‘과학-산업 연계 모델’의 모범적 

구현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역기초사업은 기업의 수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참여기업의 실질적 애로사항 해결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다

지역기초사업을 추진하다

충청지역 출연(연)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2014. 3. 14)

중소기업지원 공동 

R&D 활성화 워크샵 개최

(2014. 6. 17)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주요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에 KBSI가 중소기업에 제공한 분석지원 기술상담은 총 334

건, 중소기업 장비수리 컨설팅은 총 26건이었다. 그중 중소기업 기술상담센터 할인회원제를 통

해 할인회원 44개 사와 일반회원 230개사를 선정해 기기이용료 할인 혜택 및 장비, 분석법, 특

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2011년에는 중소기업 분석지원 기술상담 총 353건, 중소기업 장비수리 컨설팅 총 30건을 수

행했으며, 중소기업 기술상담센터 할인회원제를 통해 할인회원 46개사와 일반회원 240개 사

를 선정했다. 2012년에는 중소기업 분석지원기술 상담 총 465건 중소기업 장비수리 컨설팅 총 

79건을 수행했으며, 할인회원 46개 사 및 일반회원 219명을 선정했다. 2013년에는 중소기업 

분석지원 604개 사, 기술상담 총 301건을 수행했으며, 할인회원 48개사를 선정했다. 

2014년에는 정부가 추진한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방안’에 부응하고 중소기업 간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25개 파트너기업을 선정해 KBSI 보유 장비·인력 및 공동연구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충청지역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운영해 KBSI와 중소기업 간 협

력 네트워크를 강화했으며, 중소기업 기술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분석지원에 관한 기술상담을 

총 463건 수행했다. 또한, 중소기업 5개 사에 대한 기술멘토링사업과 중소기업 56개 사에 대

한 할인회원제를 수행함으로써 분석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에 주력했다.

이후 중소기업 대상의 기술상담과 분석지원 서비스 할인혜택은 ‘첨단기기 공동활용 회원제’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 대상의 기술상담과  할인회원에 대한 최대 40%의 이용요

금 할인혜택이 제공됐다. 2015년에는 중소기업 분석지원 기술상담 737건, 중소기업 우수회원

사 할인회원(이하 기업 할인회원) 61개사를 선정했고, 2016년에는 중소기업 분석지원 기술상담 

1,033건, 기업 할인회원 82개사를 선정하여 혜택을 제공했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2017년에도 

이어져, 중소기업 분석지원 기술상담 총 1,112건, 기업 할인회원 69개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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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2016년부터 ‘기술수요 애로조사서’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접수받고 있다. 2016년에 64

건, 2017년에 102건의 조사서가 접수되었으며 각각 다음 년도 과제 기획에 반영해 이 중 우수 과

제를 선정·지원했다. 또한, 사전에 설정된 연구 목표, 즉 ‘기술수요 애로조사서’를 통해 기업이 필

요로 한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기업이 해당 기술을 이전해 활용한다는 ‘기술이전확약서’를 연구

자와 기업 대표가 공동으로 작성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연구결과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했다. 

지역기초사업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을 벗어나 연구소기업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016년과 2017년에 이미 연구소기업 4개사가 창업했으며, 2018년에

도 1개사가 창업 준비 중이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 같은 영역 확대로 지역

기초사업은 “기초연구(기초원천형 기술개발지원) → 상용연구(시장진출형 기술개발지원) → 창업

지원(기술창업형 기술개발지원) → 성장지원(창업기업성장지원 기술개발지원)”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비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지역기초사업을 통해 수백 건에 달하는 기술상담과 기술자문은 물론이고 다수의 장치와 기술

이 개발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의 성공지표인 기술이전 역시 2015년 이후 매년 1

억 원 규모의 계약체결이 이뤄졌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도냉각 극저온 분석 프로브스테이션 

개발(엠에스테크·1억 원·2015년)’, ‘우수한 성능의 MgB2 초전도선 상용화를 위한 통전특성 평가

장치 개발(삼동·1억 원·2016년)’, ‘3차원 고감도 종이칩을 이용한 결핵진단키트 개발(옵티팜·1억 

원·2017년)’ 등이 있다. 2018년 현재 5년 차를 맞는 지역기초사업은 KBSI가 수행해 온 기존의 지

원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견인차로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최선의 선택은 연구개발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2013년 11월에는 연구개발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KBSI 파트너기업 제도’를 

도입하고 22개 파트너기업을 선정해 지원을 시작했다. 

‘KBSI 파트너기업 제도’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던 정부 정책

과 함께 매년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15년에는 총 30개의 파트너기업을 지원했으며, 2016년

에는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정책 강화에 따라 기존 KBSI 파트너기업 제도가 새로운 전기를 맞

아 한 단계 도약을 이루게 됐다. 명칭도 ‘KBSI 패밀리기업 제도’로 새롭게 변경했으며, KBSI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중소기업지원에 집중시키는 것으로, ‘KBSI 연구장비활용’, ‘공동 

R&D’, ‘기술이전’, ‘기술상담 및 자문’ 등을 수행한 중소기업 중,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발전 가능성

이 있는 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수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또한, ‘출연(연) 전문기술교

육 지원사업’에 참여해 KBSI가 보유한 우수인력, 연구장비 등을 활용한 ‘전문 기술교육’을 제공

함으로써 패밀리기업의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KBSI 패밀리기업을 운영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KBSI 패밀리기업 제도’에 따른 패밀리기업이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2016년 총 45개 KBSI 패밀리기업이 선정되었다. 3년 단위로 협력계약을 갱신하는 재인증 과정

을 통해 15개사가 신규 패밀리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2017년에는 신규 패밀리기업을 11개사

가 인증받음으로써 누적치로 총 54개 패밀리기업이 KBSI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누리

게 되었다.

2016년도 1차 

KBSI 패밀리기업 인증서수여식

(2016. 7. 21)

KBSI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장비 공동활용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 및 중소기

업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이를 위해 연구장비 부족으로 기술개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KBSI의 연구장비를 100% 개방하고 있다. 또한, 본원과 7개 지역센터 특성화 분야

별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개선 등을 위한 시험·분

석·측정·평가 등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기술상담센터’와 ‘연구장

비 유지보수센터’ 운영을 통해 분석지원 기술 상담 및 장비수리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

며, 긴급분석제 및 우수회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관리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약 150종의 장비를 등록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분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비이용료의 60~70%를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한 중

소기업의 분석 의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지원하다

2016중소기업 우수회원사 

선정위원회(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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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I는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기초과학 연구지원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왔다. 하지만 장비개

발 분야는 여전히 선진국과 많은 격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2007년 KBSI가 미국 국립

고자기장연구소(NHMFL)와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성능의 15 T급 다목적 첨단질량분석기

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국내 장비개발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데 큰 의

미를 찾을 수 있었다. 실제로 KBSI는 15 T급 다목적 첨단질량분석기 개발 성공을 계기로 세계 

최고 성능의 다양한 최첨단 분석과학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초과학 연구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분석과학기기 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KBSI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분석과학기기 분야

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왔다.

그리고 2017년 2월 16일, 작지만 소중한 씨앗이 뿌려졌다. KBSI 내에 새롭게 출범하는 사단법인 

한국분석과학기기협회 사무실을 유치하고, 공동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분석연구장비와 국산

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대덕본원에서 현판식이 거행된 이 날 행사에

는 KBSI 관계자와 함께 ‘파크시스템스’, ‘코셈’, ‘신코’, ‘씨에이치씨랩’, ‘위드텍’, ‘나노텍’ 등 ㈔한국

분석과학기기협회 회원사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서로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 과학기술

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장비개발과 기기 국산화 협력을 다짐했다. 

같은 해 5월 23일에는 ㈔한국분석과학기기협회와 국내 연구장비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국산연구장비 개발 및 분석과학 기술, 정보 및 인

력 교류’, ‘국산연구장비 시장 확충 및 산업 경쟁력 확보’,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KBSI와 ㈔한국분석과학기기협회 연구장비 제조기업으로 구성된 회원사 간 연구장

비 국산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등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고,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사업’을 통해 연구장비 제조기업 현장실

습 및 CEO 초청강연, 연구장비 전문인력들을 위한 고용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갔다. 

분석과학기기 국산화를 위해 

한국분석과학기기협회를 

출범하다

㈔한국분석과학기기협회와 

업무협약 체결(2017. 5. 23)

처지를 바꿔보는 배려

KBSI에 입소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했다. 발표에 필요한 

그림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업무에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PPT와 같은 프로

그램이 없어 투명한 필름지를 스크린에 비춰 

보여주는 OHP를 사용할 때였다. 보통 원본 그

림을 적당한 배율로 복사해서 페이지 디자인

을 마친 후 OHP 필름에 복사해서 사용했다. 

하루는 유학 시절에 샀던 원서를 주며 특정 

페이지의 그림을 복사해 발표 페이지를 만들어 오라고 시켰다. 

그런데 학생이 돌려준 원서가 가위로 잘려져 있고, 오려진 그림

을 책과 같이 들고 오는 것이 아닌가? 학생이 놀랄까 싶어서 최

대한 차분하게 물어보니 내가 그림 부분만을 확대 복사하라고 

말하며 자른다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 OHP 발표 자료를 만들

어 본 적이 없는 학생은 단어 그대로 가위로 그림을 오려서 복사

한 것이다. 터져 나오는 폭소를 참으며 앞으로는 좀 이상하다 싶

으면 물어보고 일하라고 타일렀다. 수긍하는 대답을 기대했으나 

학생은 대답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 이후 학생을 소개해준 연구

원을 만나 이 우스운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 아르바이트 학생

이 대답이 없는 걸 보아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들은 것 같다고 전

하였더니, 오히려 의아해하며 그 학생이 자기에게 “큰 일을 저질

러서 어떻게 하면 좋지요?”라고 말하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했다. 유학 생활동안 나는 미국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질의응

답 문화에 익숙해졌지만, 한국에서 계속 살아온 그 학생은 자신

의 감정이나 의사를 윗사람에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아르바이트 학생과의 이 에피소드는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내 

처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수준에 맞추어 표현해야 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재미있는 경험이

었다.

정량적 표현의 중요성

얼마 전 어느 장비 담당자에게 분석 의뢰가 들어왔다. 담당자는 

현재 업무가 밀려있어 결과를 받아보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

데 괜찮겠냐고 물었다. 의뢰자는 급한 일은 아니니 괜찮다며 흔

쾌히 대답했다. 한 달이 채 흐르기 전에 의뢰자로부터 다시 연락

이 왔다. 급하니 빨리 결과를 받고 싶다는 말이었다. 장비 담당

자는 급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당황했다. 장비를 예약하고, 한두 

달 차례를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인 장비 담당자에게 급하지 않

다는 말은 짧게는 서너 달, 길게는 반년 정도 기다려도 된다는 

말이었다. 그 사정을 모르는 의뢰자는 길어야 한 달 정도로 생각

한 것이다.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의미 하는 시간 범위가 서로 

달랐던 것이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입장에 서보

고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소통의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진심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지면 같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통을 생각하게 하는
KBSI에서의 경험

서울서부센터 한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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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의 
든든한 지원군 
KBSI

KBSI와 
함께한 추억

분석평가는 연구의 화룡점정을 찍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비용도 많이 들

고 빔타임을 얻기에 진입장벽도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목적한 바를 최고의 

효율로 도출해낼 수 있는 시편을 준비하여 분석을 의뢰하기 마련이다. 양질

의 연구내용일수록 실험목표도 뚜렷하고 보고자 하는 시험조건도 명확하

게 나오기 마련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 KBSI 연구원들은 세세한 부분까

지 관여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시편의뢰를 맡긴다기보다 함께 협업하는 느

낌을 주었다. 예상과는 많이 다른 결과들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그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흔히 비싸고 좋은 장비가 있으면 우수한 연구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쉽지만 장비 자체만으로는 가지고서는 좋은 결과를 보장 받기 어렵다. 장비

의 품빌과 함께 우수한 오퍼레이터와 분석자가 함께 할 때 연구성과의 질은 

높아진다. 기계적으로 진행하는 분석업무에서는 목적한 바는 물론 연구성

과도가 높은 양질의 결과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KBSI 연구자들은 업무

시간 외의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분석후의 프로세싱 작업들도 자발적으로 

해주었고 업무로 생각하기 보다는 창조적인 연구활동으로 생각하는 분들

이 많았다. 즉 KBSI의 연구원들은,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이름에 걸

맞게 ‘기초’에 충실하고 진정한 ‘과학’의 의미를 탐구하며 ‘지원’의 서비스 정

신이 깃들어 있는 출연연이며, 타 기관들에게 알차고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한다는 점을 항상 느끼게 해주었다.  

KBSI 30주년을 다시금 축하드리며 KBSI의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지금의 기세를 이어 앞으

로도 KBSI의 앞에 밝은 미래만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06년, 충북대학교에 부임한 이례로 자성시료 측정분석 관련하여 KBSI

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왔다. 특히 신임교수 시절 조영훈 박사님과 박승영 

박사님이 KBSI의 우수한 실험장비들을 활용할 수 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덕에 가장 어려웠던 초기에 실험과 논문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

렇게 맺어진 인연으로 굳건한 협력연구 네트워크가 결성되었고, 학생 교류 

등을 통하여 다수의 재미있는 공동연구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작년에는 KBSI의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이용하여 자기

이방성 및 강자성공명 특성에 기반한 강자성체에서 자기열량효과가 초고

속으로 발현되는 것을 발견하여 의미 있는 연구결과도 발표할 수 있었다. 

또한, 최연석 박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전자기물성 측정분

석법과 같은 중요한 연구 주제에 대해 협력과제를 통해 현재 활발한 공동연

구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이제까지 수많은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KBSI 연구원분들과 함께 한 공

동연구가 모든 면에서 가장 만족스러웠고, 단순히 서로 가진 것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에서 진정한 연구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KBSI의 30년을 진심

으로 축하드리며, 많은 도움을 받은 연구자로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신소재개발실 

선임연구원 강석훈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동현

KBSI의 
연구장비 도입 
세계적인 수준의 
결실을 맺다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김호민

2011년부터 현재까지 KAIST 의과학대학원에서 질병단백질 구조생화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나에게 있어 KBSI과의 교류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

로 남아있다.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의 Yifan Cheng 교수의 지도

하에 CryoEM 관련 기술들을 습득한 나는 대학 최초로 이 기술을 국내

에 도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100억에 가까운 고가의 투과전자현미

경 장비를 대학 내에 구축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행히 KBSI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2016년 고해상도 단백질구조분석이 가능한 Titan 

Krios 장비가 국내 최초로 구축될 수 있었다.  

2016년 여름 Titan Krios 장비가 처음으로 설치되고 현재경 박사과 정형

섭 연구원이 함께한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20S Proteasome의 분자수준 

고해상도 구조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 진행되는 첨

단 단백질구조 연구들과 대등한 연구를 할 수 있겠다는 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2017년부터 정식 Titan Krio 장비 사용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국내 

단백질구조 관련 연구자들이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좋은 결실

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최근 CryoEM 기술은 노벨화학상 수상과 비약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단

백질구조생물학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러한 흐름에 발맞춰 KBSI가 진행한 과감한 투자는 현재 국내 단백질구조

생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CryoEM 분야와 선진국

들과의 격차는 상당하다. 제2, 제3의 첨단 전자현미경 장비 도입을 통해 

KBSI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단백질구조생물학 분야의 선두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

KBSI 
개방형 실험실
연구역량을 
제고하다

전남대학교 석면환경센터 

교수(센터장) 노열

환경부 지정 전남대학교 석면환경센터가 KBSI의 광주센터 전자현미경실의 

개방형 실험실을 이용해 연구를 수행해온지 어느덧 6년이 지났다. 광주센

터의 전자현미경실 개방으로 더 이상 분석원의 시각이 아닌, 연구원의 시각

으로 능동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나 현미경 관찰과 같은 시각에 의존하는 분석은 분석원의 성향에 따라 

연구결과를 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참여연구원이 직접 분석을 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연구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연구방향 제시 및 결론 

도출이 원활해져 연구수행력이 향상되었다. 직접적인 실험장비 사용하기

에 앞서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KBSI 광주센터의 문원진 박사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교육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많은 자가 이용자들에게 ‘분석자’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어 연구자 개개인의 

역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이처럼 KBSI의 적극적인 연구지원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으로 기초

과학의 진흥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30년간 KBSI가 기초과학 연구 

진흥에 기여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구시설·장비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일

류의 기초연구 인프라 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

9~10  Promenade KBSI 11~12  Promenade KBSI



10대 선도장비 (화보)

최고의 장비로 

꿈을 실현하다

KBSI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연구영역 개척과 성과 

도출을 위해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국가적 10대 선도연구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과 기초연구 

난제를 해결하는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

(HVEM)

원자단위의 구조까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HVEM)은 신 물

질의 구조분석, 극미세 소재개발 등 기초과

학 및 응용과학 분야에서 국가적 공동활용 

연구장비로 운영되고 있다.

1



고자기장 자기공명장치

(900 MHz Cryogenic NMR)

고자기장 자기공명장치는 생체분자 입체구

조 규명 및 신약개발연구의 핵심장비로 활

용되며 이를 오창센터에 설치하여 국가적 

공동활용 연구장비로 활용하고 있다.

2



초미세 이차이온질량분석기

(Nano-SIMS)

극미량원소의 분포를 정량적으로 이미징할 

수 있는 초미세 이차이온질량분석기(Nano- 

SIMS)를 첨단소재 연구분야에서 국가적 공

동활용 연구장비로 운영하고 있다.

3



고분해능 이차이온질량분석기

(HR-SIMS)

고체물질의 미세 영역에 대한 동위원소비를 

측정할 수 있는 고분해능 이차이온질량분석

기(HR-SIMS)를 지질연대 및 미량동위원소 

표면분석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4



펨토초 다차원 레이저분광시스템

(FLS)

분자의 초고속 움직임을 펨토초 단위로 실

시간 분석할 수 있는 펨토초 다차원 레이저

분광시스템을 서울센터에 설치하여 화학, 생

물, 재료분야에서 다양한 물질의 극초단 반

응 동역학 규명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5



핵자기공명분광기-질량분석기 

시스템

(SPE-800 MHz NMR-MS System)

SPE-800 MHz NMR-MS System은 LC, NMR, 

MS가 온라인 연결된 Hyphenated System

으로써, 혼합물을 LC로 분리 후 고감도 800 

MHz NMR로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는 대사

체 ·천연물 분야 특화 운영 장비이다.

6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

(15 T FT-ICR MS)

초고분해능 15 T FT-ICR 질량분석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질량 분해능과 정확도를 나타 

내는 국내 유일의 질량분석장비이다. 원유 

및 복합유기물, 천연물, 대사체, 환경시료 분

석 분야 등에 공동활용되고 있다. 

7



생물전용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

(Bio-HVEM)

바이오 초고전압투과전자현미경(Bio-

HVEM)은 세포소기관, 단백질, 바이오-나노 

융합 시료의 3차원 미세구조 분석과 신약 및 

나노구조 신소재 개발 등 기초과학 및 응용

과학 분야에서 국가적 공동활용 연구장비로 

운영하고 있다.

8



차세대 융복합 

in-situ 나노분석 시스템

(AISAS)

오염 없는 소재·소자의 제작 및 분석이 가

능한 8종의 공정장비와 7종의 첨단분석장

비가 초고진공 이송시스템으로 연결되어, 

NT·BT·IT 융합연구의 기반이 되는 국가적 

공동 활용 연구장비로 운영하고 있다.

9



7 T 휴먼 MRI 시스템

(7 T Human MRI)

초고자장 MRI 시스템으로 상용화된 1.5 T 또

는 3 T MRI에 비해 감도가 좋아서 초고해상도 

(~0.2 mm) 영상촬영이 가능하다. 뇌의 세부

구조, 기능영상, 대사체 분석이 가능하며, 근

골격계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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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연구지원 

운영체계 

확립

대한민국 기초과학 연구지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KBSI의 운영체

계 역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조금씩 변화 발전해 왔다. 설립 초기부터 시대

적 풍파에 휩쓸리면서 존폐의 기로에 처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대한민국 기초과학 연구지원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기

관의 가치는 오히려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이는 KBSI가 대한민국을 대표

하는 기초과학 연구지원기관으로써 전국적인 지원망을 갖추고 그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왔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2018년 현재 KBSI는 대덕본원과 오창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센터’, ‘부

산센터’, ‘대구센터’, ‘광주센터’, ‘전주센터’, ‘춘천센터’, ‘서울서부센터’가 

각자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서로 긴

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에 기초과학 연구지원 서비

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 대덕본원 및 오창센터 

2. 전국 지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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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본원은 1993년 10월 이전 이후 대한민국 기초과학 연구지원 임무를 수

행하는 중심축으로서 KBSI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내려 왔다. 대덕본원에는 

세계 최첨단 연구장비와 우수연구 인력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외 연구자들

이 함께하고 있으며, 창조적인 융합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덕본원은 2018년 현재, 국

내 연구장비 선도기관으로서 ‘국가연구시설장비 총괄·관리 강화’, ‘연구시설·

장비 활용 극대화’ 및 ‘연구장비산업 생태계 조성’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사회 문제해결형 분석기술 개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3년에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지방과학육성 및 지방균형발전정

책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 오송 및 오창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했다. 이에 따라 새로 형성되는 산업단지 내 입주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 

대한 연구지원이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창센터를 설립했다. 오창센터

는 세계적 기초과학 연구장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

초과학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덕본원과 오창센터에는 ‘바이오융합분석본부’, ‘환경·소재 

분석본부’, ‘연구장비개발본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를 두고 있다.

1
대덕본원 및 
오창센터 

대덕본원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

바이오융합분석본부(대덕본원 / 오창센터)

대덕본원과 오창센터의 바이오융합분석본부는 바이오 분석기술들을 융합해 생명과학 및 의과

학 분야의 연구개발 및 연구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기초과학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국가 및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해결하는데 기

여하는 동시에, 국내 최고 성능의 바이오 분석 장비를 구축해 첨단 분석법을 개발하고, 이를 활

용해 공동연구 및 분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이오융합분석본부 산하에는 ‘생의학오

믹스연구부’, ‘생물재난연구팀’, ‘질환표적기능연구팀’, ‘단백질구조연구팀’, ‘생체영상연구팀’ 등을 

배치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장비 

개발본부

환경·소재 

분석본부

바이오융합

분석본부

생의학오믹스연구부 

오창센터의 생의학오믹스연구부는 질량분석기를 이용해 단백질이나 대사체 등 세포 내 물질을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오믹스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생명현상을 규명하거나 질병

의 진단 및 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생의학오믹스연구부가 수행해 온 주요 연구로는 ‘첨단 질량분석기를 활용한 바이오 및 환경 오믹

스 요소 분석기술 개발’, ‘오믹스 분석기반 타깃 발굴을 통한 의약학 연구지원’, ‘당단백체의 당쇄

화 위치 규명 및 당쇄 구조 정량을 위한 질량분석기술 개발’ 등이 있다. 

대표 연구사례로는 ‘인간 염색체 정보기반 특이 단백체 연구방법 개발’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세계인간프로테옴 기구의 ‘염색체 기반 인간단백체 프로젝트(C-HPP)’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는 인간 염색체 정보 기반 단백체 분석 파이프라인을 개발함으로써 미확인(Missing) 단백질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새로운 이형체나 수식화를 동정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

•  첨단 질량분석기를 활용한 바이오 및 

 환경 오믹스 요소 분석기술 개발

• 오믹스 분석기반 타깃 발굴을 통한 

 의약학 연구지원

• 당단백체의 당쇄화 위치 규명 및 당쇄 

 구조 정량을 위한 질량분석기술 개발

주요 수행연구



Part 2. 기초과학의 미래를 이끌다 239Chapter 2. 연구지원 운영체계 확립238

질환표적기능연구팀 

오창센터의 질환표적기능연구팀은 기초연구에서 신약개발까지 연계연구의 단절구간에 대한 기

술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융합 연구의 가교적 연구를 수행하는 중개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새로운 분석기술을 개발한다. 질환표적기능연구팀이 수행해 온 주요 연구로는 ‘High Content 

Screening 기반 중개연구 분석기술 개발’, ‘Protien-Protein Interaction(PPI) 기반 중개연구 분석

기술 개발’, ‘고위험성 감염병 진단 분석기술 개발’ 등이 있다. 

대표 연구사례로는 주사 한 번으로 24시간 이내에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상향변환(Upconversion) 

나노캡슐 개발’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일반형광과는 정반대로 에너지가 낮은 빨간색 계열

•  High content screening 기반 중개연구 

 분석기술 개발

•  Protien-protein interaction(PPI) 기반 

 중개연구 분석기술 개발

•  고위험성 감염병 진단 분석기술 개발

생체영상연구팀 오창센터의 생체영상연구팀은 동물용 MRI(9.4 T, 4.7 T)와 광학이미징시스템, 그리고 휴먼 

MRI(7 T, 3 T) 중심으로 다양한 진단·치료제에 대한 생체 유효성 영상평가, MRI 영상획득과 처

리기술 연구, 조영제를 활용한 질환표적 연구, 그리고 뇌질환과 뇌기능 연구지원을 수행한다. 

생체영상연구팀이 수행해 온 주요 연구로는 ‘면역세포 생체거동 실시간 영상 추적·분석’, ‘표적형 

항암제 유효성 생체영상 평가’, ‘진단 또는 치료제 탑재용 나노입자 개발 및 응용’, 7 T 휴먼 MRI

에 활용하는 펄스시퀀스, RF코일, RF Saefty, 영상재구성 방법 연구’를 비롯해, ‘뇌 질환과 기능 

연구에 필요한 관류·확산영상·기능·분광영상 등에 대한 기술 확보’ 등이 있다.

대표 연구성과로는 ‘면역세포 침윤거동 생체영상 규명’, ‘표적형 전구항암제 기반 진단·치료제 

개발 및 생체영상 유효성 평가’, ‘MRI 영상 기반 뇌혈관 신호추정기법 확립’ 등이 있다. ‘면역세

포 침윤거동 생체영상 규명 (Circulation, 2012; Sci Reoprts, 2017)’연구로 대식세포 또는 수지

상세포에 표지할 수 있는 MR·NIR 조영제를 활용하여 생체 내 특정 부위(염증조직, 림프절 등)

•  7 T 휴먼 MRI에 활용하는 펄스시퀀스, 

 RF코일, RF saefty, 영상재구성 방법 연구

•  뇌의 질환과 기능의 연구에 필요한 

 관류영상, 확산영상, 기능영상, 분광영상, 

 등에 대한 기술확보와 중개적 개념 설계

•  공동 연구 협력을 통한 선도장비 활용 

 극대화를 위한 실용화 연구 

단백질구조연구팀 

•  단백질-단백질 상호 작용 메카니즘 규명 

•  단백질의 복합 구조체를 이용한 단백질 

 상호작용 저해제 발굴

•  최첨단 장비를 통한 분석법 개발, 

 전문분석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오창센터의 단백질구조연구팀은 자기공명분광(NMR) 및 X-ray 회절 기법을 이용해, 질병 관련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메커니즘 규명 및 구조 기반 신약 발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단백질구조연구팀이 수행해 온 주요 연구로는 ‘단백질-단백질 상호 작용 메카니즘 규명’, ‘단백질

의 복합 구조체를 이용한 단백질 상호작용 저해제 발굴’ 등이 있다.

대표 연구사례로는 ‘NMR 분석법을 이용한 Z-DNA 결합단백질 유도 DNA B-Z Tarnsition 

Intermediate Complex 규명’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NMR 분석법을 이용해, Z-DNA 결합단백질

의 DNA결합 도메인의 3차 구조를 규명하고, Relaxation Dispersion CPMG 분석기법을 이용해 

결합 시 생성되는 Intermediate 구조의 특성 및 Ms Time Scale의 운동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대덕본원의 생물재난연구팀의 임무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생물 재난에 대한 근본 원

인을 모색하고 해결책을 찾아 독창적인 생물재난 분석기술 개발 및 관련기술 사업화를 통해 ‘국

가과학기술성장’, ‘보건·위생증진’, ‘국민행복’을 제고하는 것이다. 

생물재난연구팀이 수행해 온 주요 연구로는 ‘신속 노로바이러스 농축키트(콩단백질결합 농축컬

럼) 개발’, ‘생물재난 분석용 현장진단키트(종이칩)개발’, ‘천연물의 항노화, 항산화 효능분석 및 기

능성 소재 개발’ 등이 있다. 대표 연구사례로는 신약개발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신

개념 약물 작용점 분석기술 개발’, ‘식중독 바이러스 고속진단기술 개발’ 등이 있다. 

‘신개념 약물 작용점 분석기술’은 2017년 6월 27일 바이오제품 및 분석서비스 전문기업인 ㈜이

바이오젠에 기술 이전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식중독 바이러스 고속진단기술’은 2017년 7월 6일 

미국 의료진단 전문기업인 저메인랩 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생물재난연구팀

•  신속 노로바이러스 농축키트

 (콩단백질결합 농축컬럼) 개발

•  생물재난 분석용 현장진단키트(종이칩)개발

•  천연물의 항노화, 항산화 효능분석 및 

 기능성 소재 개발 

•  생체 인산화효소 단백질 상호작용분석

•  약물결합단백질 탐색 및 

 약물신호전달네트워크 연구

의 장파장 빛을 받아 에너지가 높은 파란색계열의 단파장 빛을 방출할 수 있는 ‘상향변환 나노캡

슐’을 제작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암 특이적인 바이오탐침(항체, 펩타이드 등)을 부착해 색으로 2

가지의 암세포 이미징 처리가 가능해졌다. 

주요 수행연구

주요 수행연구

주요 수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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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본원과 오창센터의 환경·소재 분석본부는 국가적 대형 선도장비와 첨단과학연구장비를 

기반으로 전자현미경분석, 나노표면분석, 환경 및 지구과학 분석 분야의 세계적 인프라를 구

축해, 국내외 연구자들과 세계 최고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생활방사능 측정, 먹거

리 안정성, 지질연대조사 등 국가·사회적 문제해결형 분석지원 및 과제수행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선도하기 위해 제약·소재 분야의 신물질 발굴 및 분석기술 개발을 통

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연구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 기술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소재 분석본부 산하에는 ‘전자현미경연구부’, ‘지구환경연구부’, ‘나노표면

연구팀’이 있다.  

환경·소재 분석본부(대덕본원 / 오창센터)

전자현미경연구부 

대덕본원과 오창센터의 전자현미경연구부는 첨단 전자현미경 장비를 활용해 융복합 영상분석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나노 물질 구조분석과 분석장비 개발을 통해 국내외 공동연구 

및 연구지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전자현미경연구부가 수행해 온 주요 연구로는 ‘첨단 나노-바이오 장비요소기술 및 장비개발’, 

‘나노-의과학 융합 이미징 분석기술 확립’, ‘소재/기능 맞춤형 분석기술 개발’, ‘에너지 융합 소재 

개발’ 등이 있다. 

대표 연구 사례로는 ‘고분해능 Bio-HVEM 분석 시스템 활용 기반 세포소기관 미세구조 규명’, 

‘Cryo-EM 기반의 바이러스 껍질단백질 결합체 구조 및 결합원리 규명’, ‘실시간 원자레벨 산소공공 

관찰을 통한 산소 이동 경로·구조 규명’, ‘에너지 저장소재를 위한 최적의 기공 구조 규명’ 등이 있다.

‘고분해능 Bio-HVEM 분석 시스템 활용 기반 세포소기관 미세구조 규명(Scientific Reports, 

2017)’ 연구를 통해 전자파 노출에 의해 대뇌 피질의 뇌신경세포 내에서 유발되는 신경가소성, 

오토파지 플럭스, 그리고 신경 수초의 변화 양상을 Bio-HVEM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이미징 

함으로써, 장시간 전자파 노출이 신경세포 내 소기관들의 다양한 구조 이상을 초래할 수 있음

을 규명하고, 이로 인한 잠재적 뇌 질환 유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Cryo-EM 기반의 바이러스 껍질단백질 결합체 구조 및 결합원리 규명(Scientific Reports, 2017)’ 

연구를 통해서는 HIV로 널리 알려진 레트로바이러스과의 RSV(Rous Sarcoma Virus)에서 껍질

단백질(capsid protein)의 자가 결합체 구조를 Cryo-EM 및 helical reconstruction으로 규명하고, 

분자생물학·생물리학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구조적 변질 원리를 밝힘으로써, 레트로바이러스 

감염 시 신규로 생성되는 바이러스 입자 생성 조절기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실시간 원자레벨 산소공공 관찰을 통한 산소 이동 경로·구조 규명(ACS Nano, 2017)’ 연구

는 전자빔 수차보정 투과전자현미경의 원자레벨 STEM 이미징 분석으로 이온 전도체 물질인 

LaCoO3 내에서 산소공공의 형성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해 LaCoO3 내에서 환원반응을 원자

•  첨단 나노- 바이오 장비요소기술 및 

 장비개발

•  나노-의과학 융합 이미징 분석기술 확립

•  소재·기능 맞춤형 분석기술 개발 

•  에너지 융합 소재 개발 

에서의 면역세포 침윤 거동을 융합영상기법으로 실시간 추적 확인하였다. ‘표적형 전구항암제 

기반 진단·치료제 개발 및 생체영상 유효성 평가 (Biomaterials, 2017)’연구로 몇 가지 대표적인 

ADC(Antibody-Drug Conjugate)형 항암 전구체를 개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표적 기능 및 세

포 내 특정 효소에 반응하는 암세포 표적능 및 항암제 Release 효율을 확인하고, 항암효과를 세

포 및 동물모델에서 생체영상기술로 정량평가하여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국내 연구자들에

게 연구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로 구축할 수 있었다. ‘MRI 영상 기반 뇌혈관 신호추정기법 

확립’연구를 통해 7 T MRI 뇌 영상의 공간 균질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전처리 기법을 확립하고, 미

세혈관 신호에 민감한 특성을 이용하는 생체모사모델을 기반으로 뇌신경 네트워크 및 혈류량

을 추론할 수 있는 분석법을 제시하였다.

주요 수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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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센터 지구환경연구부는 고분해능 이차이온질량분석기를 포함한 동위원소, 방사능, 루미

네선스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지구환경 변화의 시기 및 다양한 지구 구성 물질에 대한 무기원

소, 동위원소 및 자연방사능 분석 등의 환경과학 분야 분석법 개발 및 국내외 연구자들의 연

구지원·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구환경연구부가 수행해 온 주요 연구로는 ‘첨단 동위원

소 분석장비를 이용한 분석법 개발, 국내외 전문분석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화강암과 화강암

질 편마암의 광물연대와 Hf-Nd-O-Mg 동위원소조성을 이용한 한반도 지구조 진화연구’, ‘한

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 ‘농산물 원산지 추적을 위한 동위원소 광역지도 개

발’, ‘방사능 노출 초동대응을 위한 제염제 특성분석기술 개발’, ‘한국의 좋은 물 발굴 확보 및 

가치고도화 기술 개발’, ‘지구환경 분야 표준물질 제작 및 방사화 특성연구’, ‘국제공인시험기관

(KOLAS) 인증 활동-공인시험성적서 발급(수질·폐수 및 폐기물·방사능 물질)’ 등이 있다.

대표적 연구사례로는 ‘화산기원 천부지각 재용융에 대한 안정 동위원소 증거’, ‘화학적 풍화에 

의한 마그네슘 동위원소 분별원인 규명’ 등이 있다. ‘화산기원 천부지각 재용융에 대한 안정 동

위원소 증거(Geology, 2016)’ 연구는 저어콘의 중심부-주변부로 대표되는 마그마의 산소 동위

원소 조성변화와 흑운모 마그네슘 동위원소 자료가 저어콘이 정출할 당시 지각 천부 화산 활

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힌 사례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에는 침식에 의해 보이지 않는 

과거 화산활동의 흔적을 찾고 마그마 진화과정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화학적 풍화에 의한 마그네슘 동위원소 분별원인 규명(Chemical Geology, 2016)’은 풍화 및 

지구환경연구부 

•  첨단 동위원소 분석장비를 이용한 

 분석법 개발, 국내외 전문분석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  화강암과 화강암질 편마암의 광물연대와 

 Hf-Nd-O-Mg 동위원소조성을 이용한 

 한반도 지구조 진화연구

•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

•  농산물 원산지 추적을 위한 동위원소 

 광역지도 개발

•  방사능 노출 초동대응을 위한 제염제 

 특성분석기술 개발

•  한국의 좋은 물 발굴 확보 및 가치고도화 

 기술 개발

•  지구환경분야 표준물질 제작 및 

 방사화 특성연구

•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 활동-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수질·폐수 및 폐기물·방사능 물질)

나노표면연구팀 대덕본원의 나노표면연구팀은 기능 적응성 저차원 나노 소재 및 소자의 in-situ 제작과 분석을 

통해 미래 전자소재·소자, 환경, 바이오 융합형 소재 개발에 꼭 필요한 표면 및 계면 분석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나노표면연구팀이 수행해 온 주요 연구로는 ‘차세대 융복합 in-situ 나노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저차원 나노소재·소자 개발 및 물성 변화 연구’, ‘미래산업 지원을 위한 전자, 에너지, 환경 소

재·소자 정밀분석플랫폼 개발’, ‘동작환경 하에서 이루어지는 소재의 물성변화 분석기술 개발

(In-operando)’, ‘친환경, 고효율, 저비용 에너지·환경 소재 개발 연구’ 등이 있다. 

대표 연구사례로는 ‘액상 박리법을 이용한 삼각형 흑린의 박막 개발’, ‘그래핀 상용화의 걸림돌

인 나노주름 원인 발견’ 등이 있다.

‘액상 박리법을 이용한 삼각형 흑린의 박막 개발(Scientific Reports, 2015)’ 연구를 통해 저차

원 나노소재인 흑린을 삼각형 모양의 나노구조체를 만들기 위해 에탄올과 물을 사용하는 간

단한 액상 박리법을 개발했으며, 흑린 박막 형태로 트랜지스터를 제작해 전기적 특성을 분석

한 결과 아세톤에 노출된 후 전류가 상승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유독가스 선별 및 감지 센

서 등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래핀 상용화의 걸림돌인 나노주름 원인 발견(Nano Letters, 2016)’ 연구를 통해서는 그래핀이 합성 

후, 냉각과정에서 팽창하는 독특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냉각 중 수축하는 구리와 그래핀 사이에 스

트레스가 발생하게 되고, 그 과정에 그래핀 층에 나노주름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차세대 융복합 in-situ 나노분석 시스템

 (AISAS)을 활용한 저차원 나노소재·소자 

 개발 및 물성 변화 연구

• 미래산업 지원을 위한 전자,에너지,환경 

 소재·소자 정밀분석플랫폼 개발

• 동작환경하에서 이루어지는 소재의 

 물성변화 분석기술 개발 (In-operando)

• 친환경, 고효율, 저비용 에너지·환경 소재 

 개발 연구

주요 수행연구

주요 수행연구

레벨로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1 미만의 전자빔을 활용해 계속적인 스캐닝(scanning)을 

통해 에피텍셜 LaCoO3 내에서 산소공공의 형성과정을 원자레벨의 분해능으로 실시간 관찰해 

LaCoO3의 산화물이 LaCoO2.5로 환원되는 과정(ORR, Oxygen Reduction Reaction)을 직접 관

찰했다. 이 연구는 원자레벨에서 산소공공을 동역학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광물생성 모사기법을 통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풍화에 의한 마그네슘 동위원소 분별

을 정량화한 세계 첫 번째 연구사례이다. 향후 지각생성·진화 및 고환경·고기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핵심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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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개발본부(대덕본원 / 오창센터)

대덕본원과 오창센터의 연구장비 개발본부는 대학과 출연(연)에 산재한 국내 연구장비 개발 연

구실과 연구장비 생산기업을 연결하는 연구장비 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구

장비 개발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또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연구장비산업 육성 방안

을 마련하는 등 국내 연구장비 개발을 이끌어 가고 있다. 연구장비개발본부 산하에는 ‘광분석장

비개발연구부’, ‘국산장비신뢰성센터’, ‘장비개발지원팀’, ‘스핀공학물리연구팀’, ‘질량분석장비개발

팀’ 등이 있다.

국산장비신뢰성평가센터

장비개발지원팀 

대덕본원 국산장비신뢰성평가센터는 국산연구장비의 성능평가 및 활용랩을 구축·운영한다. 이

를 통해 국산연구장비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첨단 연구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외 시장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국산장비신뢰성평가센터의 주요 업무는 ‘국산연구장비 신뢰성평가’, ‘국산연구장비 활용랩운영’, 

‘국산유망연구장비 성능향상 지원’, ‘국산연구장비 활용 고도화 지원’, ‘국산연구장비 산업 육성 

지원’ 등이다. 

대덕본원 장비개발지원팀은 연구원 보유장비 및 중소기업 연구장비의 유지보수 지원과 함께 장

비개발에 대한 전자회로 및 기계가공 등을 지원해 국산 연구장비 실용화에 기여하고 있다.

장비개발지원팀이 수행해 온 주요 연구로는 ‘대내외 연구장비의 유지보수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

한 기술지원’, ‘대내외 연구장비의 개조개발을 위한 설계 및 제작 지원’, ‘대내외 전자 계측장비 및 

기계 가공장비 활용 지원’ 등이 있다. 그동안 연구장비 유지보수센터 운영을 통해 기관 자체 연구

장비 유지보수를 220건 이상 지원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중소기업, 대학 등 공공기관의 연구장

비 유지보수 지원도 24건 이상 제공하는 등 연구장비 활성화에 기여했다. 

•  국산연구장비 신뢰성평가

•  국산연구장비활용랩 운영

•  국산유망연구장비 성능향상 지원

•  국산연구장비 활용 고도화 지원

•  국산연구장비 산업 육성 지원

 (전시·홍보·보급)

•  대내외 연구장비의 유지보수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 

•  대내외 연구장비의 개조개발을 위한 

 설계 및 제작 지원

•  대내외 전자 계측장비 및 기계 

 가공장비 활용 지원 

광분석장비개발연구부 

대덕본원 광분석장비개발연구부는 초정밀가공 및 측정 장비를 구축하고 비구면 광학 렌즈 표

면에 대한 나노미터 수준의 초정밀 가공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장비 핵심부품, 현미경 광학

계, 우주 관측용 망원경, 위성용 광학계 등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광분석장비개발팀이 수행해 

온 주요 연구로는 ‘초정밀가공 분석지원’, ‘초정밀가공 테크숍 장비구축 및 운영’, ‘자유형상 광학

계 초정밀 공정기술 개발’, ‘대면적 자유형상 측정시스템 개발’, ‘자율주행 차량용 자유형상 광학

계 개발’, ‘반도체소자 열분석장비 기술 개발’, ‘다중모드 나노바이오 광학현미경 개발’ 등이 있다. 

대표 연구사례로는 ‘달 탐사 및 무인기용 광학탑재체 개발’, ‘레이저 스캐닝 공초점 열반사 현미경 

개발’ 등이 있다. ‘달 탐사 및 무인기용 광학탑재체 개발’ 연구를 통해 우주용 달 탐사 및 연안지역

을 무인 탐사해 달 표면의 얼음 상태의 물 흡수선 검출과 암석, 지형을 관찰하고 해안 연안의 수

온, 색 변화, 생태계 및 재난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광학영상 탑재체의 시제품을 개발했다. ‘레이

저 스캐닝 공초점 열반사 현미경 개발’ 연구를 통해서는 시료의 발열 분포를 350 nm급 고분해

능으로 측정해 영상화하는 현미경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자의 발

열특성 측정 및 분석에 활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통해 상용화했다.

•  초정밀가공 분석지원

•  초정밀가공 테크숍 장비구축 및 운영

•  자유형상 광학계 초정밀 공정기술 개발

•  대면적 자유형상 측정시스템 개발

•  자율주행 차량용 자유형상 광학계 개발

•  반도체소자 열분석장비 기술 개발

•  다중모드 나노바이오 광학현미경 개발

주요 수행연구

주요 수행연구

주요 수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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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분석장비개발팀  

대덕본원과 오창센터의 질량분석장비개발팀은 기초과학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독창적인 연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질량분석 관련 연구장비 및 요소기술의 개발을 통해 미래과학기술을 선

도하고 국내 연구장비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질량분석장비개발팀이 수행해 온 주요 연구로는 ‘질량분석 연구장비 개발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질량분석장비 요소·원천기술 개발’, ‘3차원 분자영상 질량분석기 개발’, ‘휴대용 질량

분석기 개발’ 등이 있다. 

•  질량분석 연구장비 개발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  질량분석장비 요소·원천기술 개발

•  3차원 분자영상 질량분석기 개발

•  휴대용 질량분석기 개발

스핀공학물리연구팀

대덕본원과 오창센터의 스핀공학물리연구팀은 전자석 및 초전도자석을 이용해 고자기장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자기 및 열 관련된 물성을 극저온(1.5 K)에서 고온(1000 K)까지 측정함으

로써 물질의 새로운 물리현상을 이해하고 신소재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스핀공학물리연구팀이 수행해 온 주요 연구로는 ‘MPMS, PPMS를 이용한 자기적 물성측정 분석 

지원’, ‘극저온에서 고온까지 물질의 열전도도, 열확산도, 비열 및 팽창률 측정 분석 지원’, ‘전자기 

물성측정장비 개발’, ‘고온초전도 무냉매 NMR장비 개발’, ‘전자석 및 초전도자석을 이용한 고자

기장 발생기술 및 극저온 냉각기술 개발’, ‘자기장 환경에서 물질의 저항, 비열, 교류 자화율 측정

을 통한 물질 특성 연구’, ‘나노소재 합성기술 개발 및 열전달 향상 응용기술 연구’ 등이 있다. 

대표 연구사례로는 ‘레이저를 이용한 물질의 녹는점·끓는점 조절 원리 규명’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저온 비열적 상전이(non-thermal phase transition) 현상에 대한 이론을 발견했으며, 이 이

론을 활용해 열 스트레스에 대한 반도체 소자 안정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었다.

•  MPMS, PPMS를 이용한 자기적 

 물성측정 분석 지원

•  극저온에서 고온까지 물질의 열전도도, 

 열확산도, 비열 및 팽창율 측정 분석 지원

•  전자기 물성측정장비 개발

•  고온초전도 무냉매 NMR장비 개발

•  전자석 및 초전도자석을 이용한 고자기장 

 발생기술 및 극저온 냉각기술 개발

•  자기장 환경에서 물질의 저항, 비열, 

 교류 자화율 측정을 통한 물질 특성 연구

•  나노소재 합성기술 개발 및 열전달 향상 

 응용기술 연구

대표 연구사례로는 ‘3차원 분자 영상 질량분석기 개발’, ‘휴대용 질량분석기 개발’ 등이 있다. 

‘3차원 분자 영상 질량분석기’ 개발 연구를 통해 새로운 클러스터 TOF-SIMS 장비를 개발함으로

써 바이오 이미징 기술 개발과 분석장비 국산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휴대용 질량분석기’ 개발 연구를 통해 냉전자 이온화원을 사용하는 극소형 초경량 질량분석기 

요소기술 및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주요 수행연구

주요 수행연구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는 과학기술 발전에 기반이 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고도화 추

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은 범부처 연구시설·장비의 총괄전담기관으로 연구시설·장비의 전략적 투자, 공동활용 촉진, 전

문인력 양성,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총괄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R&D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전략적 도입, 공

동활용 촉진, 유휴·저활용 장비의 재활용 등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수립 

및 관련 법·제도 정비 지원을 통해 국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산하에 ‘장비정책팀’, ‘장비심의팀’, ‘장비활용팀’, ‘장비정보팀’ 등이 배

치해 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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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센터

시기 내용

2017 12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계획(2018~2022)(안) 수립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 상정 지원

2016
12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 마련

5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정 및 고시

2015

12 국가연구시설장비 도입심의 법적 근거 마련

12 장비활용종합포털 법적 근거 마련

11 연구장비전문가 자격검정 제도 시행

10 KBSI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를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전담기관’으로 재편 결정

6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개정

6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법적 근거 마련

4 2014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14

12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개정

10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 교육’ 개설

1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시설장비 타당성 재조사 착수

4 2014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 고도화 시행계획 수립

2013

12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이용 효율화 종합대책 수립

7 2012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 보고

7 2013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 고도화 시행계획 수립

7 국가 R&D사업으로 구축한 대형연구시설 실태조사 결과 보고

4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 고도화 계획 수립

3 KBSI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업무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2012

12 제2차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 수립

7 KBSI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를 연구시설·장비의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

6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사업’ 추진

4 국가 R&D사업으로 구축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투자 및 활용현황 보고

2011

12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 및 채용확대 보고

11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총괄전담기관인 KBSI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를 통한 정부 

R&D 예산 배분 시 연구장비에 대한 검토 기능 강화 결정

7 연구장비예산심의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

6 KBSI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시설장비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2010

12 제1차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 수립

10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총괄전담기관인 KBSI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를 통한 연구장비 

공동활용 강화 결정

9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전담기관으로서의 KBSI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기능 강화 결정

9 KBSI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를 법에 근거한 연구시설·장비 총괄 지원기관으로 재지정

7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전담기관으로서의 KBSI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 대한 주요임무 정의

2009

12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전담기관으로서의 NFEC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9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을 위한 KBSI 내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를 공식 개소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국가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

4 ‘국가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의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

3 KBSI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를 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총괄 전담기관으로 지정

2008
8 ‘과학기술기본계획(577 전략)’에서 KBSI에 NFEC 설치·운영을 결정

5 KBSI를 ‘연구장비·기자재’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

팀 명  주요 임무

장비정책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매뉴얼

-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고도화계획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련 협의회 구성·운영

-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및 인력 실태조사·분석

- 연구시설·장비 통계정보 수집·조사·관리

- 국가연구시설장비 대외 요구 자료 대응

장비심의팀

- 국가연구시설장비 예산심의 정책 지원 및 미래부 대응 

- 국가연구시설장비 예산심의(본심의, 추가변경심의) 운영

- 국가연구시설장비 부처·연구기관별 도입심의 지원

-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이행점검 운영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검토 지원

- 연구기반구축 R&D사업 총사업비관리 설계적정성 검토 지원 

장비활용팀

-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수행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

- NFEC/FEEL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 대외 홍보 콘텐츠 제작·관리

- NFEC 행정업무 및 사업 예산집행 총괄 관리

장비정보팀

-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 등록·관리

-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기획 및 운영

- 부처 및 연구기관 간 등록관리·예약 활용·연구비관리시스템 정보연계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업무(연구시설·장비) 수행

-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 관련 정책 기획

NFEC 연혁(2008 ~ 2017년) NFEC 각 부서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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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 지역 
네트워크 

서울센터의 주요 연구 분야는 환경대응연구와 시공간 분자이미징 연구이다. 환경대응연구 분야

에서는 유·무기 화학물질 분석장비를 이용한 환경 재난 및 오염관리 관련 분석기술 개발을 강화

하고, 단백질의약품 구조특성에 대한 통합 분석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시공간 분자이미

징 연구 분야에서는 펨토초 레이저 분광분석, 전자현미경, 초고해상도 컨포컬 이미징, 분자영상 

질량분석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체·나노물질에서 분자의 시공간적 분포 및 다이나믹스 영상 

분석을 위한 다양한(Multimodal) 분자영상 기술 및 관련 요소장비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센터에서 수행해 온 주요 연구성과는 ‘환경유해물질 오염평가 및 관리를 위한 분석기술 개

발 및 전문분석지원’,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환경관리 기술 개발’, ‘환경모니터링을 위한 비소 화학

종 분리’, ‘분석법 연구’ 등이 있다. 

대표적 연구사례는 ‘Dimethylated thioarsenicals 반응 동역학 연구를 통한 환경에서의 

Dimethylmonothioarsinic acid (DMMTAV)의 생성 가능성 규명’, ‘고활성 및 고안정성 다중 전자

기 촉매 구현을 위한 삼성분계 dendritic nano wires에 대한 연구’ 등이다. 

서울센터는 ‘Dimethylarsinic acid(DMAV)의 thiolation 과정의 동역학 연구’를 통해 환경매체 

내에서 고독성 물질인 Dimethylmonothioarsinic acid(DMMTAV)의 생성 가능성을 확인하고, 

DMAV ⇨ DMMTAV ⇨ Dimethyldithioarsinci acid(DMDTAV)로 이어지는 생성 기작 뿐 아니라 

특정 환경에서의 역기작 발생 가능성을 제시했다. 

KBSI는 1989년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정에 따라 지역의 기초과학 연구활

동 지원을 위해 지역센터 설치를 계획했다. 1992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4개 지역센터를 시작으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전주, 춘천, 순천, 강릉, 

제주에 설치했으며, 2012년에는 서울서부센터를 개소하는 등 전국에 총 10

개의 지역센터를 운영했다. 이후 순천, 강릉, 제주센터를 폐쇄하고 2018년 

현재 전국 7개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센터의 임무는 전국에 분포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에 거점을 둔 대

학, 연구기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분석지원 및 공동연구 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지역별 수요에 따라 구

축된 지역센터의 첨단 연구시설은 연구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했다. 

또한, 분석지원, 공동연구 논문발표 등을 통해 꾸준히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

출하고 있다. 이는 지역센터가 지역의 기초과학 진흥에 중심역할을 담당하

고 있으며, 지역센터 소재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대학, 중소기업, 공공

기관 등과 상호협력이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현재, 운영중인 전국 7개 지역센터는 ‘서울센터’, ‘부산센터’, ‘대구센

터’, ‘광주센터’, ‘전주센터’, ‘춘천센터’, ‘서울서부센터’이며, 각자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서부센터춘천센터전주센터

광주센터대구센터부산센터서울센터

서울센터

Seoul Center

지역본부는 전국에 분포 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에 거점을 둔 대학, 연구기관, 기업에서 필

요로 하는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수요에 따라 구축된 지역센터의 

첨단 연구시설은 연구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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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센터는 분자제어 소재연구와 이온빔연구를 특화해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분자제어 소재연구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표면·계면 분석을 위한 이차이온질량분석기 등을 중

심으로 한 미래 에너지소재 연구를 수행하며, 이온빔연구 분야에서는 28 GHz 이온원을 기반으

로 한 첨단 장비개발을 수행한다.

부산센터에서 수행해 온 주요 연구성과로는 ‘28 GHz ECR 이온원을 이용한 이온 주입 장치 업그

레이드 및 소재 개발 공동 연구 수행’, ‘소형 중이온 가속기 국산화 개발 수행’, ‘극한환경, 초전도, 

에너지 소재 개발 연구 및 공동 연구 수행’, ‘차세대 2차 전지 양·음극소재, 바인드 및 자유변형 2

차 전지 제조 시스템 개발’, ‘원자층 증착법을 이용한 몰리브데늄 나이트라이드 박막 증착 공정 

개발’, ‘실리카 나노튜브 외부표면 선택적 소수성 작용기 도입 연구’ 등이 있다. 

대표적 연구사례는 ‘희토류가 첨가된 Te-계 유리의 특성’, ‘리튬이온이차전지 전극재료 연구’, ‘에

너지 저장용 소재개발(소수성 작용기를 도입한 실리카 나노튜브 합성법 개발)’ 등이다.

‘희토류가 첨가된 Te-계 유리의 특성연구’는 희토류 원소인 Eu를 첨가해 투명한 Te-계 유리를 제

조하고,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열처리해 다양한 구조를 갖는 Te-계 유리를 얻었다. 특히 Eu2Te6O15 

결정이 합성된다는 사실과 광특성 분석을 통해 희토류가 첨가된 Te-계 유리가 우수한 형광 특성

과 다양한 응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리튬이온이차전지 전극재료 연구’에서는 음극 물질 개발을 위해 EDTA를 도입한 새로운 바인더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우수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얻었다.

‘에너지 저장용 소재개발(소수성 작용기를 도입한 실리카 나노튜브 합성법 개발)’ 연구에서는 유

기겔레이트를 활용한 한쪽 방향으로 꼬인 실리카 나노튜브를 제조했으며, 실리카 외부표면에 선

택적 소수성 작용기 도입 합성방법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회화법을 대체할 수 있는 세척법을 활

용한 유리겔레이트 제거 기술을 확립했다. 

부산센터

대구센터 대구센터에서는 첨단연구장비 구축, 운영 및 분석기술 개발을 통한 대구 경북권 산학연 연구지

원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기능성소재분석연구센터를 목표로 ‘분자

진단소재 물성분석 및 연구개발’, ‘개방형 X-ray Met 연구’, ‘나노·분자융합 이미징랩 구축’을 계

획하고 있다.

대구센터에서 수행해 온 주요 연구성과는 ‘첨단연구장비 구축·운영 및 분석기술 개발을 통한 대

구 경북권 산학연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 스마트 IT 분야 분석기

술 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분자 및 세포 진단소재, 광신호 증폭 분석기술 개발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이다. 

대표적 연구사례로는 ‘3차원 광촉매의 효율 향상 특이 메커니즘 세계 최초 규명’ 연구를 들 수 있

다. 대구센터는 이 연구를 통해 WO3 마이크로 디스크 구조체에 초고속 시공간분해 형광공초점 

현미경(FLIM)을 이용해 광 여기후, 마이크로 디스크 내 공간상 위치에 따라 상이한 전자-홀 양

자입자의 초고속(피코초; 10-12초) 동역학 거동을 밝혀냄으로써, 3차원 광촉매의 효율 향상 특이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Busan Center

Daegu Center



Part 2. 기초과학의 미래를 이끌다 255Chapter 2. 연구지원 운영체계 확립254

광주센터 광주센터에서는 국내외 기초과학 및 산업기술 동향과 수요 등을 반영해 다양한 최첨단 연구장

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면서 구조·물성, 노화과학, 에너지재료 분야의 전문분석연구지원 및 공

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광주센터에서 수행해 온 주요 연구성과는 ‘노화연구관련 실험동물의 실험동물실 및 다원분석

실 내의 분자영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분석 신뢰도 확보’, ‘노화연구용 고품질 표준시료의 지속적 

공급 및 60개월 무재해 안전운영 달성’, ‘고령동물생육시설 및 노화연구시설 환경개선사업 예산 

170억을 확보해 고령동물생육시설의 확대 개편 기반 구축’ 등이 있다. 

대표적 연구사례로는 ‘메틸렌블루를 이용한 타우 단백질 과인산화 과정 조절로 치매 발병억제 

기작 규명’을 꼽을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관여하는 특정 인산화 효소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파원(PAR1) 단백질을 메틸렌블루를 이용해 빠르게 분해한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 이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발병원인 중 하나인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를 사전에 차단하

는 전략으로, 특정 단백질의 활성 억제 조절기작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전주센터 전주센터에서는 나노 및 탄소 관련 재료에 대한 분석·연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소소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고의 나노·탄소소재 분석전문기관’을 목표로 연구 및 분석지원을 수

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수준의 분석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재료분

석지원서비스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ISO9001)을 획득했다.

전주센터에서 수행해 온 주요 연구성과로는 ‘다이아몬드상 탄소를 이용한 아연황화합물 하이브

리드 나노와이어 합성 및 물성연구’, ‘MoS2 기반 이종접합 소자의 전도특성에 대한 계면스트레인

의 영향 연구’ 등이 있다. 

특히 ‘MoS2 기반 이종접합 소자의 전도특성에 대한 계면스트레인의 영향’ 연구를 통해 전주센터는 

광학전자소자에 사용되는 아연황화합물 반도체 나노와이어에 기존에 잔류 응력으로 나노재료 코

팅이 어렵다고 알려진 다이아몬드상 탄소 박막을 화학 증착법으로 코팅하여, 적외선 투과성 등의 

우수한 광학적 특성을 보유한 신소재 합성기술을 개발했다. 

Gwangju Center Jeonju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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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센터에서는 나노영상(VP-FE-SEM, EF-TEM), 세포영상(MP-CLSM, Intravital-CLSM) 및 생

체영상 장비(IVIS-200)를 세계적 수준으로 구축했으며, 전문장비 운영자들이 사용자에게 필요한 

신규 분석법을 개발하는 등 고도의 분석지원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

움을 해결하고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연구 교류를 통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춘천센터에서 수행해 온 주요 연구로는 ‘약물의 기작연구, 신규 약물 탐색 및 스크리닝, 나노바이

오 소재 기반 진단·치료제 개발’, ‘세포 및 소동물 질환동물모델(암, 우울증, 동맥경화, 뇌졸중, 골

다공증 등)에서 생체영상연구 및 치료기술 연구수행’, ‘최첨단 장비를 통한 고급 생체영상 분석법 

개발, 전문분석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이 있다. 

특히 ‘대식세포 수용체 표적형 나노조영제와 고속 ·고해상 삼차원 광단층, 분자영상 카테터 영상 

시스템을 활용한 수용체 표적 고위험 동맥경화 플라크 혈관영상 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춘천센

터는 이 연구에서 동맥경화의 조기 진단 가능성을 제시했다. 

서울서부센터 서울서부센터에서는 액체 및 고체 핵자기공명분광기(Solution and Solid State NMR), 전자상자

기공명기(EPR), 질량 분석기(MS), 고분해능 전자현미경, 단결정 X선회절기 등 첨단 연구장비 인

프라를 활용해 서울·수도권의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사업인 바이오·의약 및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대학 및 산업 클러스터와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서부센터에서 수행해 온 주요 연구는 ‘고분자 전해질 내표면에서의 물 운동 속도 조절 기작 

규명’, ‘재활용이 가능한 고다공성 칼슘카보네이트 기반의 중금속 흡착소재 개발’, ‘아밀로이드 펩

타이드 피브릴화 메커니즘 연구, 생체모방촉매들의 구조 및 메커니즘 연구’, ‘리튬이온전지 양이

온 도핑효과에 따른 결정구조 변화 및 성능개선 메커니즘 연구’, ‘팔라듐 촉매를 이용한 헤테로

고리 합성 및 반응조건 확립’, ‘심혈관, 암, 대사질환 등에서 바이오마커 발굴 및 대사기전 연구 수

행’, ‘핵자기장공명분광기-질량분석기 기반 통합 대사체 분석법 개발’,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안

정성 평가 분석기술 개발’ 등이다. 

대표적 연구성과로는 ‘고분자 전해질 내표면에서의 물 운동 속도 조절 기작 규명’ 연구를 통해 친

수성 -SO3H 기능기는 수가 줄고 소수성인 CF2H 기능기가 내표면에 많아질수록 근처의 물이 더 

빨라진다는 것을 고체 핵자기 공명 결과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친수성기와 소수성기의 적절한 배

치를 활용하면 물 운동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NMR과 LC-MS를 기반으로 하는 대사체 프로파일링 분석기술을 이용한 ‘식이제한 마우스 모델

에서 대사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분석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과 식이제한

의 db/b 마우스 모델에서 대사 변화를 관찰했으며 이를 통해 간세포 대사에서 식이제한의 효과

를 설명 가능한 분석기술을 제안했다.

춘천센터

Chuncheon Center

West Seou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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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발견한 
결과의 확장이 
한 분야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부 

교수 이재석

과학문화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문명이라고 한다. 또한 이

들 중 우수한 것을 우리는 발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수많은 

지식들 사이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수한 결과들이란 수많은 노력 끝에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아닐까? 이를 나는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라는 뜻인 Serendipity로 종

종 표현하곤 한다. 이러한 행운은 훌륭한 발명이라는 평가를 이끌어 내어 

노벨상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쉽게 잊히기도 한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KBSI와의 동행에 있어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 중

에서도 분자레벨의 배열을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HVEM)으로 공동 연

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연구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부터 시작되었다. 운 좋게 결과를 낳을 수 있

는 환경에서 얻어진 규칙배열을 놓치지 않았으며, 그것을 시작으로 다른 

비슷한 계에 적용하여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세하게 말을 하면, 보통 연구

되어지는 양친매성 블록공중합체(poly(n-hexyl isocyanate)-b-poly(2-

vinylpyridine)를 가지고 마이셀을 제조하였고, 안정성을 위해 가교를 시

켰다. 이후 HVEM을 사용하여 그 모양을 관찰하였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분자 규칙성을 발견하였다. 그 발견을 시작으로 우리는 homopolymer인 

poly(2-vinylpyridine)에 적용하여 같은 결과를 찾아냈다. 좋은 잡지에 논

문을 싣기란 많은 시간과 주장하는 과학의 증거로 결과가 많이 필요하다. 

6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렸는데도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잡지에 출판하

는 것은 실패하고 말았다. 

더 나아가 본 연구가 분자수준에서의 배열 뿐 아니라, 독립된 고분자 사슬

에서의 구조와는 다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비록 atactic한 고분자 사슬

을 규칙적으로 잡아 둘 수 있는 에너지는 가교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

를 풀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KBSI의 김윤중 박사 등이 협조하여 이뤄졌는데, HVEM에 의한 

고분자의 분자수준의 배열을 관찰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리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도 관찰하는 연구는 

계속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KBSI의 세계적 장비 인프라 구축은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의 혁신

적인 과학기술 발명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30년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KBSI 
설립 30주년을 
축하하며

한국뇌연구원 

뇌신경망연구부장 이계주

2000년대 초반, 초고전압전자현미경(HVEM) 1호기가 대전 본원에 설치

될 즈음 생물 분야 이미징 조건 최적화를 위해 뇌 조직 시료를 제공하며 

맺게 된 인연이 어느덧 15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현재도 

오창센터에 설치된 생물전용 HVEM 2호기를 통해 두꺼운 뇌 조직 시료의 

단층촬영과 대면적 파노라마 이미징과 같은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방법과 기술의 빠른 변화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 유일의 분석

지원기관으로 다양한 외부 연구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협력연구 가치

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KBSI 관계자분들을 

포함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김진규 본부장님, 권희석 부장님, 허

양훈 박사님, 현재경 박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한다. 

앞으로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큰 박수와 함께 연구원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나에게 
요술램프 같은 
KBSI

고려대학교 화학과 

교수 이광렬

KBSI는 내게 있어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존재다. 연구

하다 보면 특정 기기가 꼭 필요하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KBSI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장비들이 도입되어 수월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KBSI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장비를 통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도출

된 결과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해 주어 연구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었다. 

한 명의 연구자로서 길을 걸어가는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는 

KBSI의 모든 분께 이 기회를 빌려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대전 본원의 

TEM과 MS 분석지원, 춘천센터에서의 TEM 분석 지원, 서울 센터에서 

TEM, SEM, ICP MS 분석 지원을 해 주시던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

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KBSI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13~14  Promenade KBSI 15  Promenade KB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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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열린 연구원 KBSI 

국민과 함께 

1. ‘KBSI 비전 2030’ 수립을 위한 준비 

2. ‘KBSI 비전 2030’ 미래상과 발전목표 

KBSI 헌장

1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 연구시설·장비를 확보하여 

광범위한 과학적 이해와 규명에 기여하고, 창조적·독창적인 

세계 초일류 기초과학강국으로서의 도약에 공헌한다.

2
우리는 전문분석지원을 수행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분석기술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기초과학 육성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연구분야에 동참한다.

3
우리는 국내외 연구조직과의 창조적 기초과학 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하여 전문연구조직으로서 활동한다.

4
우리는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진흥정책에 국가적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5
우리는 국가적 연구시설·장비 교육훈련 및 과학문화 

대중화를 통해 차세대 우수인력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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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I 비전 2030’
수립을 위한 준비

수립 배경과 목적

추진 과정

미래비전과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와 내부역량을 분석함으

로써 기관의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국가과학기술정책과의 일관성과 연속

성을 확보해야 하며, 대내외 환경변화에 시의성이 있는 대응을 위해 단기 3년, 중기 5년, 장기 10

년 단위로 주기적인 수립과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KBSI는 2009년에 10년을 목표로 ‘KBSI 장기발전계획(2009〜2018)’을 수립했으며, 그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2017년에 이어 2018년까지 진행된 ‘KBSI 비전 2030’수립 작업은 

기존 장기발전계획의 성과를 이어받으면서,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변화와 융합이 가속화하는 시

대에 맞는 과제를 설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 실생활과 밀

접한 사회문제 해결’,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과학기술 기반 실험실 일자리 

창출‘ 등 미래사회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해 KBSI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과 발전

목표 및 핵심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2018년 2월에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는 2040년을 향한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도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안)’과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 ‘제

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8〜2022)(안)’이 확정·발표되는 등의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법정계획 및 정책 수요를 반영한 차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요구되었다.

KBSI는 오랜 논의와 검토 작업을 진행하며 ‘KBSI 비전 2030’을 수립할 때 기관 고유임무와 특성

에 따른 임무지향적 연구에 집중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역할과 책임(R&R)까지 확장하는 등 사회·

경제적 요구와 여건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시에 기관이 추구하는 경영의 지

향점을 제공하고, 직원의 꿈과 희망을 담은 미래상을 제시해 자긍심을 고취하며, 고객의 가치를 

실현하는 미래비전과 발전목표 및 핵심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KBSI 비전 2030’ 수립을 위한 준비는 2017년 1월 처음 시작되었다. ‘KBSI 중장기 발전계획

(2019〜2028)’, ‘KBSI 지역센터 스마트 전문화 계획(2019〜2028)’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도 그때

부터 진행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KBSI 비전 2030’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미

래비전과 발전목표 및 핵심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했다. ‘KBSI 비전 2030’의 초안은 

전 직원 토론회, KBSI 전임 기관장 및 자문위원, 기초과학 분야 학회장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 ‘KBSI 비전 2030’의 최종안은 전 직원 설명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 실증계획을 반영해 수립

하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설계된 ‘KBSI 비전 2030’은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이라는 가치 아래, 

2030년까지 자기 주도적인 실천을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발전목표와 핵심전략을 제시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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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전계획인 동시에 연구성과계획서, 중기발전계획 등 타 계획의 지침이 되는 전략계획이었다. 

‘KBSI 비전 2030’의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인 2019년부터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로 했다. 공

간적 범위는 대덕본원 및 지역조직(오창,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춘천, 서울서부)을 대상으

로 수립했다. 내용적 범위로는 외부환경, 내부역량, 고객 및 SWOT 분석 등을 통한 핵심가치 및 

대응전략을 도출해 2030년까지의 미래비전과 발전목표 및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시기 내부 외부

2017. 1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8) 

   수립 사전기획연구 실시(1. 1.〜12. 31.)

•지역센터 스마트 전문화 계획(2019〜2028) 

   수립 사전기획연구 실시(1. 1.〜12. 31.)

2017. 2
•연구부서별 해외 선진연구기관 

   벤치마킹 실시(2. 9.〜)

•KBSI 기획·기술자문위원회 구성·운영(2. 1.〜)

- 중장기발전계획 등 자문(외부 18명)

2017. 3 •연구산업 육성전략 포럼 개최(3. 30)

2017. 7
•기관 고유임무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외부 설문조사 실시(7. 27)

2017. 8

•기관 고유임무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내부 

   설문조사 실시(8. 3)

•새로운 비전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내부 수요조사 실시(8. 29)

•새로운 비전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 수요조사 실시(8. 29)

2017. 9
•KBSI 비전 수립 TF 구성·운영(9. 19〜)

- 비전 수립 초안 마련

2017. 10
•연구부서 보직자 워크숍(10. 12)

- 비전 수립 초안 브레인스토밍

2017. 11
•KBSI 비전 수립 자문회의(11. 23)

- 자문위원(2명) 및 전임 원장(4명)

2017. 12

•지원부서 보직자 워크숍(12. 13)

- 비전 수립 초안 브레인스토밍

•KBSI 지역조직 발전 포럼(12. 19)

- 과학기술정책 주제발표(KISTEP, KIET)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안)」(국가과학

  기술심의회, 12. 8)

•제6회 기초과학협의회(12. 21)

- 한국분석과학회 등 7개 학회장(7명)

2018. 1

•KBSI 비전 수립, 전 직원 토론회(1. 15) 

   및 주니어보도 회의(1. 25~1. 26)

•KBSI 슬로건 전 직원 공모(1. 29)

•확대업무조정회의(1. 30)

- 비전 수립 수정안 의견 수렴

• 국민중심ㆍ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8)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 고도화 계획

   (2018〜2022)(안)」(국가과학기술심의회, 1. 19)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전략(안)」

   (국가 과학기술심의회, 1. 19)

2018. 2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 23)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8〜2022)

   (안)」(국가과학기술심의회, 2. 23)

2018. 3
•KBSI 비전 2030, 전 직원 설명회(3. 23)

- 비전 수립 최종안 의견 수렴

2018. 4
•KBSI 비전 203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2018. 5 •KBSI 비전 2030 선포(5. 17)

KBSI 비전 2030 수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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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I 비전 2030 수립, 

도출 과정

KBSI 비전 2030 수립, 

내외부 의견

국내 해외

P-정책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차세대 연구자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E-경제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기반 강화

S-사회 재난·재해, 안전, 감염병 등 난제 지속 기후변화, 에너지 등 지구 생태계 문제 심화

T-기술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산업구조 및 고용환경 변화 첨단기술에 기반한 혁신적 서비스 확산

시사점
•과학기술의 지평이 경제적 가치 창출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확장

•자기주도 역할과 책임(R&R)과 국민생활연구 참여 및 사회적 역할 확대 필요

연구사업 및 성과 고유임무상 공공·인프라형 중심의 연구사업 수행 공공 목적의 특정응용연구 및 개발연구 우수성과 창출

조직, 인력 및 문화 전국 연구지원 거점 및 네트워크 운영 다학제 연구인력 및 융합연구 기반 확보

주요이슈
•국가임무 연구

•국민 삶의 질 향상 연구

•미래선도 기초원천 연구

•연구몰입 환경 조성

우선순위

(중요성·시급성)

•선도연구장비 확충

•범용연구장비 지원

•핵심 연구분야 선택·집중

•우수 연구실 육성·지원

이슈해결

(추진과제)

•국내외 우수연구자와 개방형 공동연구 강화

•R&D 및 지역 혁신주체 간 소통·협력 활성화

•R&D 연구사업 유형별 성과관리 차별화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 경감 노력

고객
기초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 제공(학계)

국가·사회이슈 해결 융합연구 확대(연구계)

중소·중견기업 애로기술 해결 지원(산업계)

자기주도 역할과 책임(R&R) 확장(정부, 국민)

경쟁기관 R&D 기반형 핵심 연구장비 증가 R&D에서 R&BD 및 R&SD로 확장

선진기관 오픈사이언스 확산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확대

S-강점 W-약점

•국가연구시설장비 집적화 구축·운영

•학제 간 융합·협력연구 전문인력 확보

•세계수준의 분석과학연구 및 원천기술 부족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미흡

O-기회 T-위협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플랫폼 증가

•연구장비산업(장비·부품 개발, 개조, 유지보수) 육성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성과 부족

•연구개발서비스업 민간시장 확대

기초연구 진흥

(Key roles)

고객가치 실현

(Benefit to customer)

우수성과 창출

(Superexcellence)

연구기반 혁신

(Innovation)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W/T 전략

•선도연구장비 확충

•과학연구장비 개발

•개방형 공동연구기관 도약

•인프라 얼라이언스 구축

•산학연 간 융합연구 확대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

•분석과학기술력 향상

•R&BD 및 R&SD 확대

외부환경분석

내부역량분석

고객분석

SWOT분석

핵심가치

대응전략

4대 주요기능 주요내용

첨단 대형연구장비의 

구축·운영을 통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기초과학 분야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플랫폼 역할 수행, 대형연구시설장비 집적화 및 운영 효율

화, 선도연구장비 - 10대 장비·시스템 구축·운영, 범용연구장비 - 스마트 오픈랩·분석기술연구센터 운영, 

연구시설·장비 정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동연구 역할 강화,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국내외 우수 

과학자 초빙 활용(정규직의 30%), 국내외 과학자 초빙 공동연구단 운영, 국가공인인증 수요 충족 필요, 

연구원들의 연구역량 강화, 내부 융합연구 활성화, 국가 R&D 분야 선도 필요, 근접성·현장밀착성(인프라 

갭·격차 해소) 지역조직 연구지원 및 지역발전(과학, 산업) 기여 중요, 지역 내 혁신주체 간 소통협력 강

화, 연구시설·장비 지원체계 고도화,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확대 필요, 범용·특화 적정 수준, 국가수요 

반영, 장비·인력 재배치, 지원과 연구를 균형있게 수행 필요

분석과학 연구를 통한 

분석기술·장비 개발

연구장비 분석기술 고도화, 분석과학 분야 국내최고·세계 10대 연구소로 발전, 분석과학 분야 최고 연

구실 5개 확보, 사회 문제해결형 분석과학 전문연구 분야 선택·집중, 자체 분석과학연구 공동연구실 운

영, 국가표준실험실 확보(시험표준 및 표준물질 개발, 공동활용 등), HW뿐만 아니라 SW 분야 선점 필요, 

역량을 고려하여 주도면밀한 연구분야 선정 필요, 분석기술 역량 개발, 분석 인큐베이션 역할 수행, 대학 

및 타기관 연구장비 숙련도 평가, 분석기술 공유 및 실습·교육 지원, 콘텐츠 중심 블루오션 창출 필요

장비개발 미션 강화, 과학연구장비 개발 및 실용화 - 기초·원천기술 5개 확보·10대 핵심분야 육성·지원, 

측정·분석기업 육성 및 지원, 연구산업 경쟁력 확보, 국산연구장비 신뢰성평가 운영, 연구장비 국산화 

종합지원센터 구축, 연구의 연장선 상에서 장비개발 성과 창출, 대학 등과 공동연구 추진

국가연구시설장비

총괄관리전담

구축·소유·관리·통제에서 활용·공유·자율·효율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투자 효율화, 운영 선진화, 

활용 극대화, 역량 고도화, 관리기능 고도화(정책 및 기획), 성과환류 체계화(기반구축시설), 운영관리 효

율화(ZEUS 등), 범부처 총괄 관리기관 위상 확립,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관 지정, 산학연 연구인프라 

구축 지원

연구장비 전문인력 

및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연구장비 아카데미 확산, 연구장비 전문인력 교육기관 역할 수행, 연구장비 전문가 자격증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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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BSI 비전 2030’ 
미래상과 발전목표

‘KBSI 비전 2030’으로 

바라본 미래상

‘KBSI 비전 2030’ 

발전목표 및 전략

KBSI는 ‘KBSI 비전 2030’을 수립하면서 정관 제2조의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030년까지 기관의 발전 방향이자 미래상을 담고자 했다. 이에 따라 2030년을 목표로 한 

KBSI의 미래상으로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 행복을 창출하는 세계적 수준의 분석과학 개방 연구

원’을 설정했다. 

‘KBSI 비전 2030’의 설정은 경쟁우위, 핵심역량, 미래 지향성, 현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서 

미래상, 차별적 가치 제공, 경쟁우위 원천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과제 

달성’, ‘R&D 투자 효과성 향상’,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하는 국가·사회적 역할과 책임

을 포함했다. 

‘KBSI 비전 2030’을 함축한 슬로건으로는 임직원이 하나 된 열정으로 기초과학 진흥을 위해 노

력하는 기관의 모습을 지향하는 의미를 담은 ‘열린 연구원(Open KBSI)’과 연구자와 국민을 중심

으로 KBSI가 추구해야 할 연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치를 담아 ‘국민과 함께(With KBSI)’를 선

정했다.

KBSI는 ‘KBSI 비전 2030’을 토대로 기관의 강점과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약점과 

위협요인을 최소화하여 중장기발전계획으로 달성할 수 있는 4대 발전목표 및 핵심전략으로 ‘세

계적 수준의 개방형 공동연구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대표기관’, ‘국가연구산업 선도

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 총괄 전문기관’을 수립했다. 4대 발전목표 및 핵심 전략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 수준의 개방형 공동연구기관(Open Institute)의 

  목표는 국가 차원 임무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석과학기술 분야에서 

  개방형 공동연구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을 관찰·측정하고 해석하는 분석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선도형 

기초·원천연구 및 실용화연구를 수행하고, 국내외 우수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도전적·수월적 연구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지평을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대표기관(Research Platform)의 목표는 

 국가 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십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대표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발전 계획과 산학연 수요를 연계하여 선도형 연구시설·장비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R&D 활동 기반이 되는 분석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 정도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기초과학 연구의 기반구축과 환경 강화에 기여한다.

셋째,   국가연구산업 선도기관(First Mover)의 목표는 공공 R&D 성과가 연구장비, 

 주문연구 등의 연구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선도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연구 프런티어를 창출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연구장비 개발 및 

연구장비 국산화를 확대하고, 연구산업의 근간이 되는 연구장비산업과 주문연구산업의 기술, 

제품,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며, 연구장비 전문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넷째,   국가연구시설장비 총괄 전문기관(Think Tank)의 목표는 R&D 활동에 요구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세계 최고 연구시설·장비 총괄 전문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R&D 시설·장비의 기획, 심의,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 등 

전주기 관리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R&D 시설·장비의 투자 효율화, 운영 

선진화, 활용 극대화 및 역량 고도화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 인프라 강국 실현에 

기여한다.

발전목표 및 핵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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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I 비전 2030’을 수립한 KBSI는 이를 토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공통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2018년 12월까지 내외부 환경변화, 

중장기 발전목표, R&D 추진전략, 기관운영 추진전략, 중점추진 사업계획 등을 담은 ‘KBSI 

중장기발전계획(2019〜2030)’을 수립하고, 2019년 2월에는 중장기발전계획에 기반을 둔 3년 주기 

단기 기관 경영목표 및 ‘연구성과계획서(2019〜2022)’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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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I가 수행해 나갈 

임무 대한민국 기초과학 

연구지원

신개념 장비를 기획하고 

개발하여 기초연구 

인프라를 강화

대한민국 기초과학 

경쟁력 향상을 지원

대한민국 기초과학의 

미래를 열어가는 KBSI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KBSI는 기초연구의 플랫폼으로서 세계적인 첨단 연구장비와 우수한 연구인력을 기반으로 연구

지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대덕본원과 오창센터 그리고 전국 지역센터 네트워크를 기

반으로 세계 수준의 분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연구장비시설을 총괄 관리하고, 분석과

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등 기초연구 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에 기여하고 있다. 

KBSI는 원자 단위까지 관찰할 수 있는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 극미량의 성분까지 찾아내는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 단백질 분자구조를 밝히는 고자기장 자기공명장치, 지구환경 분야 핵심

장비인 고분해능 이차이온질량분석기, 질병 진단과 치료기술 연구장비인 연구용 휴먼 MRI장비 

등 세계 수준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기초과학 연구지원에 필요한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KBSI는 슈퍼바이오전자현미경과 in-situ 나노물성 분석 장치를 직접 기획, 설치하고 초전도 ECR 

이온원 장치, 초정밀 열영상 현미경시스템 등 분석연구장비를 직접 개발하고 있다. 또한, 최고의 

분석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신속한 판별기술, 뇌질환의 진단과 치

료기술, 첨단신소재의 기능 분석기술, 환경방사능 모니터링 등 국민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연구성

과를 거두고 있다.

KBSI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총괄관리기관으로서 연구장비 공동활용 정책과 제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대한민국 기초과학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에게는 

엑스사이언스와 주니어닥터를 통해 다양한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운

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KBSI는 세계적인 연구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로 우리 과학기술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으며, 도

전하는 연구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열린 연구기관으로서 세계 속의 과학기술 강국 대한

민국의 내일을 열어가고 있다. 

기초연구의 튼튼한 플랫폼 위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KBSI. KBSI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 일류, 열린 기초연구 인

프라 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KBSI 비전 2030

고유임무

비전 2030

슬로건

4대 발전목표

핵심전략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및 분석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 행복을 창출하는

세계적 수준의 분석과학 개방 연구원

(World-class Open Research Platform)

열린 연구원(Open KBSI) 국민과 함께(With KBSI)

세계적 수준의 

개방형 

공동연구기관

미래선도형
수월적 연구성과 창출

분석과학기술  기초·원천연구 

및 실용화연구

국민생활연구 및 사회적 

역할 확대

국내외 연구자 간  

융합·협력연구  활성화

첨단 대형 연구시설·장비 

  전략적 확충

핵심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플랫폼 운영

연구장비 정도관리 및 

분석기술 신뢰성 향상

첨단 연구장비 개발 및 

연구장비 국산화 확대

연구장비 및 주문연구산업  

기업성장 지원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 및 

실험실 일자리 창출

국가연구시설장비 

전주기 관리 정책 및 계획 

수립 지원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 

효율화 및 활용 극대화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선진화 및 역량 고도화

기초과학 연구 기반 
구축 및 환경 강화

연구산업
고부가가치화

과학기술 
인프라 강국 실현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대표기관

국가연구산업 

선도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 

총괄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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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Appendix 부록 2831. 전·현직 원장

1988. 8. 1 ~ 1991. 7. 31

김현남

초대 소장

1993. 4. 6 ~ 1994. 12. 10

박병권

3대 소장

1991. 8. 1 ~ 1993. 2. 23

강박광

2대 소장

1995. 1. 23 ~ 1998. 6. 8

최덕인

4대 소장

1998. 7. 28 ~ 2005. 5. 23

이정순

5·6대 원장

2005. 5. 24 ~ 2008. 5. 23

강신원

7대 원장

2008. 5. 24 ~ 2012. 9. 24

박준택

8·9대 원장

2013. 2. 7 ~ 2016. 2. 16

정광화

10대 원장

2016. 2. 17 ~ 현재

11대 원장

이광식

1 전·현직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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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보실

제작기술실제 2기기부(화학분야)

총무과

제 1기기부(물리분야)

기획과

제 4기기부(지구과학분야)

건설과

제 3기기부(생물분야)

회계과

소장

소장

행정실

지역분소

생명과학기기실 학술정보실플라즈마과학기기실

총무과

제 1기기부

화학기기실 물리기기실

기획과

지구과학기기실 기술지원실

회계과

소장

검사역

부산분소

서울분소

광주분소

대구분소

대형공동연구기기부

중앙분석기기부

기술지원실

과학전산실

학술정보실 회계과

시설과

대외협력과

관리과

기획예산과

선임부장

행정실

소장

부산분소

서울분소

광주분소

대구분소

기술지원실

과학전산실

학술정보실

설비과

전기과회계과

대외협력실

시설과

자재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토건과

선임부장 건설본부

기술실

중앙분석기기부

대형공동연구기기부

• 설립 시 조직 • 과학전산실 신설, 행정실 확대(3과→5과)

• 핵융합연구개발사업단 및 건설본부 신설, 행정실 확대(5과→6과)

2 조직 변천사

1988 1994

1997

제1대 김현남 소장 제3대 박병권 소장

제4대 최덕인 소장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직속으로 개편되어 조직 축소
• 1992년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분소 설치1991

제2대 강박광 소장

사업지원실

제 2기기부

핵융합연구개발사업단

장치개발1부

장치개발2부

통합시스템연구부

연구지원실

검사역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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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법인 출범 • 연구부 확대, 지역분소 확대(순천출장소 2005년 설치)

• 연구장비정보·정책부 신설

• 연구부 확대, 지역분소 확대(전주분소1999년, 춘천분소 2001년 설치) • 연구부 확대, 지역센터 확대(강릉출장소 2006년, 제주센터 2008년 설치)

• 행정조직 확대(정책연구부, 대외협력부, 기획부, 행정부)

• 출장소 명칭을 센터로 모두 변경(2008년 12월)

1999 2005

2002 2008

제5대 이정순 원장 제7대 강신원 원장

제6대 이정순 원장 제8대 박준택 원장

소장

과학전산실

기술정보실

중앙분석기기부

기술지원실

핵융합연구개발사업단

행정실

기획과

총무과

예산관리과

회계과

자재과

감사

검사역

장치개발운영부

건설사업부

선임부장

부산분소

서울분소

광주분소

대구분소

원장

핵융합연구개발사업단

생명화학연구부

정보전산실

나노환경연구부

기술지원실

선임부장

대구분소

전주분소

춘천분소

광주분소

부산분소

서울분소

기획실

행정실

감사

검사역

장치운영부

건설사업부

장치개발부

원장

핵융합연구개발사업단

연구장비정보·정책부

행정부

기획부

감사

검사역

장치운영부

장치개발부

응용연구부

선임부장

부산센터

춘천센터

순천출장소 혁신전략실

광주센터

서울센터

전주센터

대구센터

단백질체구조연구부

동위원소환경연구부

전자현미경연구부

연구장비개발부

미래융합연구실

감사부

원장 감사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정책연구부

기획부

대외협력부

부산센터

춘천센터

광주센터

서울센터

전주센터

대구센터

순천출장소

강릉출장소

제주센터환경과학연구부

질량분석연구부

전자현미경연구부

생명과학연구부

자기공명연구부

물성과학연구부

오창사업지원전담연구장비개발부

행정부

선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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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센터 신설(2010년)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설치(2009년)

• 본부장체제로 확대 개편

• 서울서부센터 설치(2012년)

2011

2013

제9대 박준택 원장

제10대 정광화 원장

원장

선임본부장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생명과학연구부

전자현미경연구부

중소기업지원사업단

물성과학연구부

질량분석연구부

환경과학연구부

대덕운영본부

첨단장비개발사업단

자기공명연구단

원장

선임부장 부산센터

부산센터서울센터

춘천센터

춘천센터전주센터

광주센터

광주센터대구센터

서울센터

전주센터

대구센터

강릉센터

순천센터제주센터

제주센터

서울서부센터강릉센터

감사

감사부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생명과학연구부 환경과학연구부

전자현미경연구부 질량분석연구부

연구장비개발부 행정실

물성과학연구부 자기공명연구부

정책연구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기획부

행정부

홍보실

대외협력부

순천센터

오창센터

감사

감사부

오창운영본부

생명과학연구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기획부

창조정책부

행정부

대외협력실

• 선임본부장을 부원장체제로 개편

• 지역센터 폐쇄(강릉 및 순천센터 2016년, 제주센터 2017년)

• 성과확산부 설치

2016
제10대 정광화 원장 원장

부원장

감사

감사부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정책실

기획부

성과확산부

대외협력실

행정부

바이오융합분석본부

연구장비개발사업단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황경소재분석본부

부산센터서울센터

춘천센터전주센터

광주센터대구센터

강릉센터순천센터

서울서부센터제주센터

• 지역본부 신설(2016년)

• 연구장비개발본부 신설(2017년)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원장 직속으로 변경(2018년)

2018
제11대 이광식 원장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환경·소재분석본부

부원장

바이오융합분석본부

연구장비개발본부

원장 감사

감사부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성과확산부

기획부

행정부

정책실

대외협력실

부산센터

춘천센터

광주센터

서울센터

전주센터

대구센터

서울서부센터

지역본부

• 행정부서 축소(대외협력부 및 홍보실 폐지)

• 2012년 8월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기초과학연구원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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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년 장비명(한글) 장비명(영문) 모델명 보유부서 지역 구입년 장비명(한글) 장비명(영문) 모델명 보유부서 지역

분석지원장비 현황3
2003 500 MHz 핵자기공명장치 500 MHz NMR Spectrometer AVANCE 500 단백질구조연구팀 오창

고분해능 메트릭스 보조레이저 탈착 
질량분석기

MALDI-TOF MS Spectrometor Voyager-DE STR 
Biospectrometry 
sorkstation

전주센터 전주

에너지여과 투과전자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LEO 912AB OMEGA 춘천센터 춘천

2004 다목적 X-선 회절분석기 Multi Purpose X-ray 
Diffractometer

X''pert MPD/MRD 대구센터 대구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 Ultra-High Voltage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ARM1300S 전자현미경연구부 본원

전자현미분석기 Electron Probe Micro-
Analyzer(EPMA)

EPMA-1600 전주센터 전주

주사공초점라만현미경 NanoFinder 30(Scanning 
Confocal Raman Microscope

Nanofinder 30 전주센터 전주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 VIS Multiphoton Confocal 
Observation & Measurement 
System

LSM 510 META NLO 춘천센터 춘천

2005 X-선 광전자 분광기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AXIS  NOVA 나노표면연구팀 본원

고압가스 흡착량 측정 장치 High pressure 
thermogravimetric analyzer

MSB-AD-H 전자현미경연구부 본원

800 MHz 핵자기공명장치 800 MHz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AVANCE 800 단백질구조연구팀 오창

동물용 4.7 T 자기공명영상시스템 4.7 T(Animal) MRI BioSpec 47/40 생체영상연구팀 오창

발광형광 실험동물 이미징 시스템 Luminescence and Fluorescence 
Animal Imaging System

IVIS 200 춘천센터 춘천

2006 초정밀 자유곡면 가공기 Ultra-Precision Freeform 
Generator

Freeform 700A 광분석장비개발팀 본원

전자현미분석기 Electron Probe Micro Analyzer EPMA-1610 전자현미경연구부 본원

열분해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시스템

Pyrolyzer Gas Chromatograph/
Mass Spectrometer System

6890 GC,5973N 
MSD

서울서부센터 서부

300 kV 전계투과전자현미경 300kV FE-TEM System(Field 
Emiss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chnai G2 서울센터 서울

접속이온빔 Focused Ion Beam Quanta 3D 서울센터 서울

고분해능 삼중-사중극자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High Performance Triple 
Quadrupole LC/MS/MS 
Spectrometer

TSQ Quantum Ultra 
EMR

서울센터 서울

900 MHz 핵자기공명장치 900 MHz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AVANCE II 900 단백질구조연구팀 오창

생물 전용 투과전자현미경 Bio-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cnai G2 Spiri TWIN 전자현미경연구부 오창

고분해능 사중극자 탄뎀질량분석기 High resolution triple 
quadrupole LC/MS/MS 
spectrometer

TSQ Quantum Ultra 
EMR

생의학오믹스연구팀 오창

1993 레이저 라만 분광분석기 Laser Raman Spectrometer 
System

SPEX 1403 광주센터 광주

투과형 전자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H-7100 대구센터 대구

X-선 회절분석기 HighResolution X-Ray 
Diffractornmeter

XPert- APD 대구센터 대구

1996 분취형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Preparative HPLC Sys. Delta Prep 4000 서울센터 서울

1997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분광광도기 High Performance UV/VIS/NIR 
Spectrophotometer

Cary 5G 대구센터 대구

1998 주사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4700 광주센터 광주

500 MHz 핵 자기공명분광기 Superconducting FT-NMR 500 
MHz Spectrometer

unityINOVA 서울서부센터 서부

200 MHz 고체 핵자기공명분광기 200 MHz(A) Solid State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5/501-16Unity Inova 연구장비개발사업단 서울

1999 고분해능 질량분석기 High Resolution Mass 
Spectrometer

JMS-700 대구센터 대구

초전도핵자기공명분광기 FT-NMR 500 MHz Unity Inova 500 
(UI500)

서울서부센터 서부

2000 고분해능 X-선 회절분석기 High Resolution 4Crystal Triple 
Axis XRD(X-ray Diffractometer)

XPert-MRD 대구센터 대구

표면 분석 장비 XPS(Surface Analysis System ESCALAB250 부산센터 부산

X-선 형광분석기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Sys.

PW2404 지역본부 서울

2001 고분해능 투과 전자현미경 High 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System

TECHNAI F20 ultra 
twin

광주센터 광주

전계방사형 표면 주사현미경 FE-SEM(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m microscope)

S-4700 서울센터 서울

전자방사형 표면주사 전자현미경 FE-SEM System(Field Emissin 
Scanning Electon Microscope)

S-4700 전주센터 전주

2002 글로우 방전 분광기(GDS) Glow Discharge Spectrometer JY10000RF 부산센터 부산

600 MHz 고체상태 핵자기 공명 
분광기

600 MHz Solid State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unityINOVA 서울서부센터 서부

고체상태 200 MHZ 핵 
자기공명분광기

200 MHz(B) Solid State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Unity INFINITYplus 
200

서울서부센터 서부

단결정용 X-선 회절 분석기 Single Crystal X-ray 
Diffractometer System

Smart APEX 서울서부센터 서부

2003 초고온/저온 X-선 회절분석기 HT-XRD Sytem D8 ADVANCE 광주센터 광주

이차이온질량분석기 Secondary Ion Mass 
Spetrometer

(5) IMS-6f 부산센터 부산

X-선 회절분석기 High Resolution X-RAY 
Diffractormete

X''pert MPD 부산센터 부산

1995

200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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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초고분해능 전계방출 주사전자현미경 Ultra High Resolution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5500/JSM7700 전주센터 전주

2007 전 채널 분광방식 공초점 레이저 
주사현미경 및 고분해능 공명방식과 
음파식 광학분리장치

All channels Spectral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including Tandem(CS+RS) with 
AOBS system

sp5010 광주센터 광주

고임피던스 온도변화 홀 측정 시스템 High Impedence-Temperature 
Dependent Hall Measurement 
System

7604 광주센터 광주

패러렐 각도관련 X-선 광전자 분광기 Parallel ARXPS(Angle Resolved 
XPS) System

Parallel ARXPS 
System

부산센터 부산

에너지 분산형 X-선 형광 분석기 ED-XRF(Energy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SEA 1200 VX 부산센터 부산

다목적 X-선 회절분석기 Multi Purpose X-Ray 
Diffractometer

X`pert PRO 서울센터 서울

15T 초전도 자석 15.0T Superconducting Magnet 모델명 없음 생의학오믹스연구팀 오창

광발광 매핑 분석시스템 Photolumenescence Mapping 
System

LabRAM HR 전주센터 전주

2008 구조분석전계방출주사전자현미경 Analytical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U-70 광주센터 광주

분자영상 단층촬영 융합이미징 시스템 Micro PET/CT/SPECT Inveon Dedicated 
PET

단백질구조연구팀 본원

In situ 및 주파수변조 500 MHz 고체 
핵자기공명장치

500 MHz Solid State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500 MHz 전자현미경연구부 본원

Synapt 고 분해능 질량분석기 Synapt High Definition Mass 
Spectrometry

SYNAPT G2 생물재난연구팀 본원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방출분광기 ICP-OES ACTIVA 부산센터 부산

연소형 이온크로마토그래피 Combustion IC ICS-3000/AQF-100 부산센터 부산

온라인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핵자기공명 분석기 연결 시스템

Online LC-MS-NMR System NL/450 GC 서울서부센터 서부

고체상태 400 MHz 
핵자기공명분광기

400 MHz(B) Solid State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AVANCE II 서울서부센터 서부

유도결합플라즈마방출분광기 ICP-OES(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photometer)

Ultima 2 지역본부 서울

생체고분자 크리스탈 X-선 회절장치 Macromolecular X-ray R-AXIS IV++ 단백질구조연구팀 오창

전계 방사형에너지여과투과
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Energy Filter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JEM-2200FS 전주센터 전주

2009 온라인 액체크로마토그라피-
핵자기공명-질량분석기

Online LC-NMR-MS system 500 MHz 광주센터 광주

2009 고분해능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Ultra High Resolution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

S-4800 대구센터 대구

시분해 형광 공초점 현미경 Time-Resolved Fluorescence 
Confocal Microscope

Microtime 200 대구센터 대구

고분해능 질량분석기 High Resolution Mass 
Spectrometer

JMS-700 대구센터 대구

초미세이차이온질량분석기 Nano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

NanoSIMS 50 부산센터 부산

초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증기화광산란검출 질량분석기

UPLC/PDA/ELS/Tandem mass 
spectrometer

Ultra Performance 
LC

부산센터 부산

헤드스페이스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Headspace GC/MSD 5975 부산센터 부산

열분석기 시스템 Thermal Analysis System DSCQ200/SDTQ600 부산센터 부산

X선 회절분석기 Multi Purpose X-Ray 
Diffractometer

X''Pert PRO MPD 서울서부센터 서부

다차원 펨토레이저 분광시스템 Multidimensional Femto Laser 
Spectroscopy System

Tsunami/Spitfire/
OPA 800-C

서울센터 서울

이온이동성 질량분석기 Ion mobility mass spectrometer SYNAPT G2 서울센터 서울

고분해능이차이온질량분석기 HR-SIMS(high resolution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

SHRIMP-lle/MC 지구환경연구부 오창

고분해능다검출기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Double Focusing High 
Abundance Sensitivity 
Mullticollector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NEPTUNE 지구환경연구부 오창

생체물질 결합분석 시스템 Fluorescence Correlation 
Confocal Spectroscopy

LSM 710 질환표적기능연구팀 오창

안정동위원소 질량분석기 Stable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IsoPrime_MultiPrep 
with Three EA 
system

지구환경연구부 오창

2010 생체성분분석기 Organism Component 
Separation Analysis System

ICS-3000/ARACUS/
KT8400/8460

대구센터 대구

퓨리에변환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 
분광 영상 현미경

FT-UV-Vis-IR Spectroscopic 
Imaging Microscope

Vertex 80/Hyperion 
3000

대구센터 대구

집속이온빔장치 FIB(Focus Ion Beam) Quanta 3D FEG 전자현미경연구부 본원

현미경을 이용한 조직 · 세포 분석 
시스템

Microscope-based Cell Analysis 
System

TissueFAXS Plus 생물재난연구팀 본원

탄수화물 분석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Bio-liquid chromatographic 
system

ICS-5000 생물재난연구팀 본원

고진공 FT-IR 영상분광기 Microscopic FT-IR/Raman 
spectormeter

Vertex 80v 부산센터 부산

원소분석기 Elemental Analyzer Vario Macro 부산센터 부산

고분리능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온비행시간질량분석기

High Resolution GC/TOF Mass 
Spectrometer

GCT Premier 서울센터 서울

2010

구입년 장비명(한글) 장비명(영문) 모델명 보유부서 지역 구입년 장비명(한글) 장비명(영문) 모델명 보유부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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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4 T 자기공명영상기 9.4 T Animal MRI System 94T Animal MRI 생체영상연구팀 오창

MALDI/ESI 겸용 고분해능 탄뎀 
질량분석기

Combined MALDI/ESI High 
Resolution Tandem Mass 
Spectrometer

MALDI SYNAPT G2 
HDMS

생의학오믹스연구팀 오창

말디 분자영상 시스템 MALDI Molecular Imaging 
System

ultrafleXtreme 생의학오믹스연구팀 오창

초고속 단백질 결정 자동화 장비 High-throughput Crystal 
Automation System

Rock Imager/
Mosquito

단백질구조연구팀 오창

2011 다기능투과전자현미경 Multifunctional TEM Tecnai-F20 Super 
twin

광주센터 광주

시분해발광 및 라만분석시스템 Time-resolving 
Phtoluminescence Raman

LabRAM HR800 광주센터 광주

전계방사형주사전자현미경 Variable Pressure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ystem

SUPRA-55VP 대구센터 대구

다기능 X-선 회절분석기 Muti-Function X-ray 
Diffractometer

Empyrean 대구센터 대구

원자간힘 현미경-라만 복합 분광기 Complex AFM-RAMAN 
Spectroscope

Ntegra Spectra 스핀공학물리연구팀 본원

투과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JEM-2100F 부산센터 부산

고분해능질량분석기 High Resolution Mass 
Spectrometer

DFS 서울센터 서울

연구용 휴먼 3T MRI 시스템 3T MRI System for Research Achieva 3.0T TX 생체영상연구팀 오창

열이온화질량분석기 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ter

Phoenix 지구환경연구부 오창

전계방출 투과전자현미경 FE-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JEM-2100F 춘천센터 춘천

실시간 생체영상 시스템 Intravital imaging system LSM 780 춘천센터 춘천

저진공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 Variable Pressure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UPRA-55VP 춘천센터 춘천

2012 초고해상도 전반사 현미경시스템 Super Resolution Microscope 
System

ELYRA P1 광주센터 광주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ICP-MS 7700x ICP-MS 대구센터 대구

16 테슬라 물성특성 측정 시스템 16T Physical Property 
Measurement System

PPMS 16T 스핀공학물리연구팀 본원

X-선/극자외선 광전자 분광분석기 Micro X-ray/UV Photoelectron 
Spectrometer

AXIS Ultra DLD 나노표면연구팀 본원

CW/Pulse 전자상자기공명 CW/Pulse EPR System EMXplus/ELEXYS 
E580

서울서부센터 서부

700 MHz HR-MAS 핵자기공명분광기 700 MHz HR-MAS NMR Autoflex III 서울서부센터 서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LC-ICP-MS(Liquid 
Chromatography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7700s ICP-MS 지역본부 서울

2012 단백질 서열분석기 Protein sequencing system PPSQ-31A/33A 서울센터 서울

하이브리드 FT-ETD 질량분석기 Hybrid FT- ETD MS Analyzer Orbitrap Elite 생의학오믹스연구팀 오창

말디 토프 토프 질량 분석기 MALDI-TOF-TOF MS MALDI TOF/TOF 질환표적기능연구팀 오창

다검출기 불활성기체질량분석기 Multi collector noble gas mass 
spectrometer

Argus VI 지구환경연구부 오창

자동등온적정열량계 Auto Isothermal Titration 
Calorimeter

MicroCal Auto-
iTC200

단백질구조연구팀 오창

원소분석기 Elemental Analyzer Flash 2000 질량분석장비개발팀 오창

2013 개별환기청정사육장비 Individual ventilated cage 
system

IVC System 광주센터 광주

파장분산형 X-선 형광분광기 Wavelength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S8 TIGER 대구센터 대구

구조분석용 수차보정 전자현미경 Ultra-corrected Energy-
filter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LIBRA200MC 전자현미경연구부 본원

비행시간이차이온질량분석기 TOF-SIMS TOF-SIMS 5 부산센터 부산

아미노산조성분석시스템 Amino acid composition analysis 
system

1290 서울센터 서울

700 MHz NMR 스펙트로메터 700 MHz NMR spectrometer AVANCE III HD 단백질구조연구팀 오창

초고속 Q-TOF 질량분석기 High-speed Q-TOF Mass 
Spectrometer

TRIPLE QUAD 5500 생의학오믹스연구팀 오창

400 MHz NMR 스펙트로메터 400 MHz NMR spectrometer AVANCE III 400 단백질구조연구팀 오창

레이저보조탈착질량분석기 MALDI TOF Mass Spectrometer ultraflex III 질량분석장비개발팀 오창

시분해능 루미네선스 측정장비 Time Resolved Luminescence 
Measurement System

TL/OSL-DA-20 지구환경연구부 오창

다각광산란검출시스템 Multi-Angle Light Scattering 
System

DAWN HELEOS II 단백질구조연구팀 오창

단백질 합성기 Protein synthesizer Symphony 단백질구조연구팀 오창

2014 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분광기 ICP-OES Optima 8300 DV 광주센터 광주

전계방출형 투과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JEM2100F 대구센터 대구

초고분석능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Ultra High Analytical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UHA FE-SEM)

Merlin 전자현미경연구부 본원

2차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탠덤 
질량분석기 시스템

2-dimension liquid 
chromatography tandem mass 
spectrometry system

UPLC/GC-Synapt G2 
HDMS w/IMS

생물재난연구팀 본원

초전도  양자간섭계 소자 진동시편 
자력계

SQUID VSM(Supercon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vice Vibrating Sample 
Magnetometer)

MPMS XL 7 스핀공학물리연구팀 본원

고분해능 주사전자현미경 High Resolut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U-70 부산센터 부산

고감도 HT-800 MHz 
핵자기공명분광기

HT-800 MHz NMR 
spectrometer

AVANCE 800 서울서부센터 서부

구입년 장비명(한글) 장비명(영문) 모델명 보유부서 지역 구입년 장비명(한글) 장비명(영문) 모델명 보유부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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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단결정 X선 회절기 Single Crystal X-ray 
Diffractometer System

D8 VENTURE 서울서부센터 서부

이차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비행시간형 질량분석기

GC X GC Chromatograph/TOF-
Mass Spectrometer

Pegasus 4D GCxGC-
TOFMS

서울서부센터 서부

액체크로마토그래피/모세관전기영동-
질량분석기

Liquid Chromatograph/Capillary 
Electrophoresis-Mass 
Spectrometer

6500 Series 
Accurate-Mass 
Quadrupole Time-
of-Flight(Q-TOF) 
LC/MS

서울서부센터 서부

파장분산엑스레이분광 
주자전자현미경

WDX-SEM[EPMA-SEM] su70 서울센터 서울

공초점 세포 스크리닝 자동화 
탐색장치

Automated Cell Screening 
Explore System

Opera Imaging 질환표적기능연구팀 오창

글로우방전질량분석기 Glow Discharge Mass 
Spectrometer

GD90RF 지구환경연구부 오창

융합오믹스 질량분석기 High Resolution Accurate Mass 
Integrated Omics Mass Analyzer

Q-Exactive plus 질환표적기능연구팀 오창

초고속 유세포 자동분리시스템 Automatic High-speed 
Cytometry Sorter System

MoFlo Astrios Cell 
Sortor

질환표적기능연구팀 오창

이차원 가스크로마토그라피 / 
고분해능질량분석 시스템

2-dimensional gas 
chromatography / high 
resolution mass spectrometer 
system

GCxGC-ECD/FID 생의학오믹스연구팀 오창

고분해능 표적 질량분석기 High Resolution Mass 
Spectrometer

TripleTOF 5600 생의학오믹스연구팀 오창

시료자동교환기 장착형 
고순도게르마늄 감마선 검색기

HPGe gamma-ray detecotr with 
autosample changer

Gamma Analyst 지구환경연구부 오창

초해상도 공초점현미경 Super Resolution Confocal 
Microscope

TCS SP8 STED 서울센터 춘천

2015 집속이온빔장치 Dual Beam FIB System Versa 3D 광주센터 광주

엑스선카메라 In vivo X-ray radiography Micro-
CT system

Quantume GX uCT 광주센터 광주

400 MHz 핵자기공명분광기 400 MHz NMR spectometer ECZ 400R 광주센터 광주

500 MHz 핵자기공명분광기용 콘솔 Console for 500 MHz NMR 
spectrometer

PROPULSE 광주센터 광주

환경제어형 광범위 열전도율 측정기 Wide-Range Thermal 
Conductivity System

모델명 없음 스핀공학물리연구팀 본원

다목적 엑스선회절분석기 MP-XRD Empyrean 오픈랩운영팀 본원

액체크로마토그래프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

Alliance XE e2695 생물재난연구팀 본원

고성능엑스레이광전자분광분석기 High-performance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K-alpha plus 부산센터 부산

400 MHz 고체상태 
핵자기공명분광기

400 MHz(C) Solid State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AVANCE III 400 서울서부센터 서부

2015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고분해능 
질량분석기

UPLC-Q/TOF MS Spectrometer Synapt G2-Si HDMS 서울센터 서울

생물전용 초고전압투과전자현미경 Bio-High Voltage Electron 
Microscope

JEM 1000BEF 전자현미경연구부 오창

휴먼 7테슬라 자기공명영상장치 Human 7T MRI Achieva 7T 생체영상연구팀 오창

레이저삭박 다검출기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Laser ablation-multicollector-
indcu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Nu plasma II 지구환경연구부 오창

CD 분광편광기 CD(Circular Dichroism 
Spectrometer)

J-1500 단백질구조연구팀 오창

STEM용 수차보정 투과전자현미경 Cs-corrected STEM JEM-ARM200F 전주센터 전주

나노프로브 고분해능 주사전자현미경 Nano-Probe High Resolution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U8230 전주센터 전주

주사탐침현미경 Scanning Probe Microscope MultiMode 8 전주센터 전주

가변평면 레이저 형광현미경 Selective Plane Illumination 
Microscopy

Lightsheet Z.1 춘천센터 춘천

발광 형광 동물 영상 및 전산화 단층 
촬영 시스템

Luminescence and Fluorescence 
Imaging System with Micro-CT 
IN VIVO Imager

모델명 없음 춘천센터 춘천

2016 비선형 다중여기 영상시스템 Nonlinear Multi-Excitation In 
Vivo Imaging System

TCS SP8MP 광주센터 광주

집속이온빔 시스템 Focused Ion Beam System Scios 대구센터 대구

고분해능 2차원 X-선 회절분석기 High Resolution 2-Dimensional 
X-ray Diffractometer

D8 DISCOVER 대구센터 대구

초저전압전계방사형주사전자현미경 Ultra Low Voltage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FESEM, Hitachi 
Model SU8220

서울서부센터 서부

고분해능 바이오 전자현미경 High Resolution Bio-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itan Krios 전자현미경연구부 오창

초고분해능 융합질량분석기 Ultra High Resolution Multimode 
Mass Spectrometer

Orbitrap Fusion 생의학오믹스연구팀 오창

 유해물질고감도분석시스템 Multi Chromatography-Ultra 
High Sensitive Quantitation 
System

Scion TQ & EVOQ 
ELITE ER

질량분석장비개발팀 오창

실시간 X-선 회절분석기 Insitu X-ray Diffractometer EMPYREAN 전주센터 전주

2017 발광-형광 전임상 분자영상시스템 Luminescence and Fluorescence 
Preclinical Imaging System

IVIS Spectrum 광주센터 광주

생체광학 이미징 시스템 In vivo Optical Imaging System IVIS Spectrum 생체영상연구팀 오창

비표면적 측정기(PSA system) Surface area analyzer ASAP 2420 전주센터 전주

2015

구입년 장비명(한글) 장비명(영문) 모델명 보유부서 지역 구입년 장비명(한글) 장비명(영문) 모델명 보유부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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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권 현황

출원국가 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비고 출원국가 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비고

주요논문 등 실적4
국외 특허

네덜란드 투과전자현미경의 
3차원 분석을 위한 
3축구동이 가능한 시편 
홀더

정종만 김윤중 2007649 2011. 10. 25 2007649 2013. 3. 12 삼극특허

독일 단백질 인산화를 위한 
선택적 표지물질 및 
이를 이용한 단백질 
분석

조건 유종신 김진영 
안영희

04709767.0 2005. 4. 25 1642129 2008. 8. 20 삼극특허

카보하이드레이트를 
활성형 메틸렌 화합물로 
표지시키는 방법

김수현 유종신 안영희 03818122.8 2006. 2. 20 1654267 2010. 4. 21

핵자기 공명용 프로브 
유닛

한기성 한옥희 102007011598 2007. 3. 1 102007011598 2011. 10. 17 삼극특허

인산화 단백질 분석용 
겔-내 표지화 및 겔-내 
단리방법 및 이를 
이용한 단백질의 인산화 
위치 동정 방법

조건 유종신 이재용 
김진영 안영희

04793448.4 2007. 3. 23 1799845 2010. 9. 15 삼극특허

변형된 폴리펩티드의 
서열 및 변형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

안영희 유종신 권경훈 05808964.0 2008. 2. 21 1946119 2010. 10. 27

극저온 초단증폭기를 
이용한 고감도 
푸리에변환 
이온싸이클로트론 공명 
질량분석기

김현식 스탈스테판 
칼-하인즈 유종신 
김동락 최연석 최명철 
이정민 김승용

102008064246 2008. 12. 22 102008064246 2013. 2. 21

생체 고분자 물질의 
상호작용 검출 방법

김수현 이지원 602009015151.7 2009. 8. 25 2187213 2013. 7. 23 삼극특허

유기물 함유 시료에 
대한 중금속 분석용 
전기화학적 측정장치

윤장희 원미숙 08753475.6 2015. 1. 1 2269046 2014. 8. 6

N-연결형 당펩티드의 
동정 및 정량을 위한 
생물정보처리 분석 방법

이현경 안현주 박건욱 
김재한 유종신 김진영 
이주연

602013003319.6 2015. 9. 30 2738554 2015. 9. 30 삼극특허

복조장치, 이를 이용한 
복조 집적소자 및 
변복조 집적소자

김상일 박승영 602012028829.9 2017. 2. 15 2833546 2017. 2. 15 삼극특허

미국 개별고장표시와 
영구접지기능을 갖는 
과전압 자동보호장치

용세정 이경재 정기호 08/604435 1996. 2. 21 10-5694285 1997. 12. 16

개별고장표시와 
영구접지기능을 갖는 
과전류 자동보호장치

용세정 이경재 정기호 08/604436 1996. 2. 21 10-5699220 1997. 12. 16

단백질 인산화를 위한 
선택적 표지물질 및 
이를 이용한 단백질 
분석

조건 유종신 김진영 
안영희

10/907945 2005. 4. 21 7250266 2007. 7. 31 삼극특허

미국 카보하이드레이트를 
활성형 메틸렌 화합물로 
표지시키는 방법

김수현 유종신 안영희 11/307457 2006. 2. 8 7579460 2009. 8. 25

핵자기 공명용 프로브 
유닛

한기성 한옥희 11/510233 2006. 8. 25 7339378 2008. 3. 4 삼극특허

인산화 단백질 분석용 
겔-내 표지화 및 겔-내 
단리방법 및 이를 
이용한 단백질의 인산화 
위치 동정 방법

조건 유종신 이재용 
김진영 안영희

11/574660 2007. 3. 2 7629744 2009. 12. 8 삼극특허

푸리에 변환 이온 
싸이클로트론 공명 질량 
분석기의 신호 개선을 
위한 방법

김현식 유종신 김성환 
최명철

11/754240 2007. 5. 25 7696476 2010. 4. 13

혼성 이온 전송 장치 김현식 유종신 김성환 
최명철

11/754226 2007. 5. 25 7514677 2009. 4. 7

음극산화알루미늄 
템플릿을 이용한 
산화망간 나노튜브 또는 
나노막대의 제조방법

김해진 이진배 12/084103 2008. 4. 25 7713660 2010. 5. 11

투과전자현미경 3차원 
관찰 전용 문 그리드 및 
그 제조방법

이지영 배동식 김윤중 
이상희 박병규 문원진

12/170670 2008. 7. 10 7820982 2010. 10. 26

탠덤푸리에변환 이온 
사이클로트론 공명질량 
분석기

김현식 유종신 최명철 12/278768 2008. 8. 7 7939799 2011. 5. 10

입체 차동 진공 시스템 
및 그 방법

김현식 유종신 최명철 12/293258 2008. 9. 16 7755039 2010. 7. 13

렌즈 표면 정밀도 
향상을 위한 자동정압 
폴리싱장치

김효식 김명상 김건희 
장기수 양순철

12/302747 2008. 11. 26 8167682 2012. 5. 1

극저온 초단증폭기를 
이용한 고감도 
푸리에변환 
이온싸이클로트론 공명 
질량분석기

김현식 스탈스테판 
칼-하인즈 유종신 
김동락 최연석 최명철 
이정민 김승용

12/345250 2008. 12. 29 8440966 2013. 5. 14

단백질 동정을 위한 
단백질 데이터베이스의 
재구성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동정방법

권경훈 유종신 12/373495 2009. 1. 12 8296300 2012. 10. 23

유기물 함유 시료에 
대한 중금속 분석용 
전기화학적 측정장치

윤장희 원미숙 12/840066 2010. 7. 20 8206566 2012. 6. 26

고균등 고자장 발생용 
초전도 자석의 설계방법

김현식 유종신 김동락 
이병섭

11/568024 2009. 8. 31 7889034 2011. 2. 15

투과전자현미경의 
3차원 분석을 위한 
3축구동이 가능한 시편 
홀더

정종만 김윤중 12/957102 2010. 11. 30 8581207 2013. 11. 12 삼극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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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칩 
및 이의 적층체

임성민 김상구 13/717836 2012. 12. 18 9518962 2016. 12. 13

임의의 비구면 형상의 
표면 측정에 의한 
비구면방정식의 복원 및 
방법

김기석 김건희 김동익 
장기수

13/727787 2012. 12. 27 9223061 2015. 12. 29

생체 고분자 물질의 
상호작용 검출 방법

김수현 이지원 13/733687 2013. 1. 13 9193984 2015.11.24 삼극특허

초전도 자석의 초기냉각 
예측 시스템 및 방법

최연석 김동락 13/869868 2013. 4. 24 9672303 2017. 6. 6

푸리에 변환 이온 
싸이클로트론 공명 질량 
분석기 및 푸리에 변환 
이온 싸이클로트론 공명 
질량 분석을 위한 이온 
집중 방법

김현식 유종신 박아름 
최명철 김승용

13/882732 2013. 4. 30 9129784 2015. 9. 8

N-연결형 당펩티드의 
동정 및 정량을 위한 
생물정보처리 분석 방법

안현주 유종신 박건욱 
김진영 이주연 이현경 
김재한

13/884233 2013. 5. 8 9436797 2016. 9. 6 삼극특허

진동억제 구조를 구비한 
장축 바이트

장기수 허명상 양순철 
김건희

13/993237 2013. 6. 11 8978527 2015. 3. 17

절구형 원통체 반사경 
절삭가공용 지그

이상용 허명상 양순철 
김건희 장기수

13/993615 2013. 6. 12 9364933 2016. 6. 14

온도분포 측정장치 장기수 최해룡 유선영 
양순철 김건희

13/997547 2013. 6. 24 9816868 2017. 11. 14

복조장치, 이를 이용한 
복조 집적소자 및 
변복조 집적소자

박승영 김상일 13/980861 2013. 7. 19 9312814 2016. 4. 12 삼극특허

산화철 나노 MRI 조영제 
및 그 제조방법

채민경 이철현 조지현 
전성란 장은주

13/956245 2013. 7. 31 8828357 2014. 9. 9

유리딘계 가돌리늄 착물 
및 이를 포함하는 MRI 
조영제

문혜영 이수민 
상카부니아 김종승 
홍관수 이현승

14/004831 2013. 9. 12 9290535 2016. 3. 22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포함하는 이미제 센서 
및 그 제조방법

김효식 김건희 장기수 
양순철

14/056915 2013. 10. 17 9093576 2015. 7. 28

입자크기가 제어된 금 
나노입자의 제조방법 및 
제조된 금 나노입자를 
이용한 비색식 강산 
검출방법

배두리 이계행 최연석 14/087159 2013. 11. 22 9533354 2017. 1. 3

사중극자 이온필터 및 
이를 이용한 2차이온 
검출 배제방법

양모 김승용 김현식 14/097848 2013. 12. 5 9058965 2015. 6. 16

자외선 다이오드와 
CEM을 이용한 
질량분석기의 이온화원 
획득장치

양모 김승용 김현식 14/125491 2013. 12. 11 8927943 2015. 1. 6

미국 전자 맴돌이 공명 
이온원 장치 및 그의 
제조방법

윤장희 김종필 박진용 
원미숙 방정규 배종성 
이효상 이병섭

13/000501 2010. 12. 21 8461763 2013. 6. 11

산화철 나노 MRI 조영제 
및 그 제조방법

채민경 이철현 조지현 
전성란 장은주

12/981389 2010. 12. 29 8524195 2013. 9. 3

균일한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탄 나노입자의 
제조방법

김해진 이순창 이진배 13/030802 2011. 2. 18 8357348 2013. 1. 22

전기분무 이온화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전기분무 이온화 방법

강덕진 유종신 최명철 
김현식

13/318287 2011. 10. 31 8513596 2013. 8. 20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당쇄화를 이용하는 
암진단 마커

안영희 유종신 13/375545 2011. 12. 1 8580491 2013. 11. 12

열영상 현미경용 광학계 이상용 김건희 장기수 
양순철 김효식 김상혁

13/375784 2011. 12. 2 8488236 2013. 7. 16

신규한 구조의 
투과전자현미경용 
크라이오트란스퍼-홀더

정종만 김윤중 이석훈 13/329781 2011. 12. 19 8440982 2013. 5. 14

실온에서 제조가 가능한 
고결정성 나노기공 
이산화티탄제조 방법

이현욱 이순창 김혜란 
홍원기 서정혜 이주한 
김해진

13/409065 2012. 2. 29 8852548 2014. 10. 7

고결정성 나노기공 
이산화티탄 광촉매 제조 
방법

이현욱 이순창 김혜란 
홍원기 서정혜 이주한 
김해진

13/409029 2012. 2. 29 8420046 2013. 4. 16

렉틴을 이용한 암 진단 
방법

지은선 유종신 안영희 
신박민

13/463543 2012. 5. 3 8623667 2014. 1. 7

전자 맴돌이 공명 
이온원 장치를 이용한 
엑스선 발생 장치 및 
방법

최세용 박진용 원미숙 
이병섭 윤장희

13/475465 2012. 5. 18 8693637 2014. 4. 8

파이프라인방식의 이온 
싸이클로트론 공명 질량 
분석 제어장치 및 방법

김현식 유종신 김승용 13/511157 2012. 5. 22 8796618 2014. 8. 5

고분해능 질량분석법과 
약리활성검사를 이용한 
천연물의 약리 활성물질 
발굴 방법

박규환 유종신 권경훈 
김현식

13/538273 2012. 6. 29 8518712 2013. 8. 27

이온 싸이클로트론 공명 
질량 분석기 신호성능 
향상 제어장치

김현식 유종신 최명철 
김승용

13/699577 2012. 11. 21 8723112 2014. 5. 13

내시경과 일체형으로 
제작된 광섬유쌍 프로브 
이미징 시스템

최해룡 김건희 장기수 
양순철 유선영

13/708329 2012. 12. 7 8700135 2014. 4. 15

모듈레이터를 
구비한 다차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칩

임성민 김상구 13/717954 2012. 12. 18 8925368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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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광 발광 탄소 나노점 
제조 방법

이주한 박은식 이현욱 14/761579 2015. 7. 16 9562189 2017. 2. 7

다중 주파수 알에프 
증폭기, 그것을 포함한 
질량 분석기, 및 질량 
분석기의 질량분석 방법

양모 김승용 김현식 14/851401 2015. 9. 11 9443705 2016. 9. 13

초음파 조사를 이용한 
단원자층 흑린의 
제조방법

이주한 이순창 이현욱 14/879734 2015. 10. 9 9461125 2016. 10. 4

다중대역 주파수와 
진폭을 동시에 변조하는 
스핀트로닉스 무선통신 
시스템

오인열 신민철 박승영 
박철순 민병철

14/911275 2016. 2. 10 9608850 2017. 3. 28

벨기에 개별고장표시와 
영구접지기능을 갖는 
과전압 자동보호장치

용세정 이경재 정기호 09600200 1996. 3. 6 10-1009570 1997. 5. 6

개별고장표시와 
영구접지기능을 갖는 
과전류 자동보호장치

용세정 이경재 정기호 09600199 1996. 3. 6 10-1009569 1997. 5. 6

스위스 생체 고분자 물질의 
상호작용 검출 방법

김수현 이지원 09168598.2 2009. 8. 25 2187213 2013. 7. 23 삼극특허

N-연결형 당펩티드의 
동정 및 정량을 위한 
생물정보처리 분석 방법

이현경 안현주 박건욱 
김재한 유종신 김진영 
이주연

13814404.3 2015. 9. 30 2738554 2015. 9. 30 삼극특허

영국 단백질 인산화를 위한 
선택적 표지물질 및 
이를 이용한 단백질 
분석

조건 유종신 김진영 
안영희

04709767.0 2005. 4. 25 1642129 2008. 8. 20 삼극특허

카보하이드레이트를 
활성형 메틸렌 화합물로 
표지시키는 방법

김수현 유종신 안영희 03818122.8 2006. 2. 20 1654267 2010. 4. 21

인산화 단백질 분석용 
겔-내 표지화 및 겔-내 
단리방법 및 이를 
이용한 단백질의 인산화 
위치 동정 방법

조건 유종신 이재용 
김진영 안영희

04793448.4 2007. 3. 23 1799845 2010. 9. 15 삼극특허

변형된 폴리펩티드의 
서열 및 변형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

안영희 유종신 권경훈 05808964.0 2008. 2. 21 1946119 2010. 10. 27

생체 고분자 물질의 
상호작용 검출 방법

김수현 이지원 09168598.2 2009. 8. 25 2187213 2013. 7. 23 삼극특허

투과전자현미경의 
3차원 분석을 위한 
3축구동이 가능한 시편 
홀더

정종만 김윤중 1113651.2 2011. 8. 8 2485631 2013. 9. 25 삼극특허

유기물 함유 시료에 
대한 중금속 분석용 
전기화학적 측정장치

윤장희 원미숙 08753475.6 2015. 1. 1 2269046 2014. 8. 6

미국 자외선 다이오드와 
MCP를 이용한 
질량분석기의 이온화원 
획득장치

양모 김승용 김현식 14/125436 2013. 12. 11 8981289 2015. 3. 17

동축 구동 다방향 
제어장치

김명수 전종수 이종현 
복민갑 최연석

14/107083 2013. 12. 16 9324538 2016. 4. 26

폐순환 가스루프를 
이용한 핵자기 
공명장치용 극저온 
프로브

이상갑 최연석 박승영 14/107164 2013. 12. 16 9448292 2017. 10. 19

은 나노입자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소수성 구형 은 
나노입자

배두리 이계행 최연석 14/176357 2014. 2. 10 9567349 2017. 2. 14

CYP4A 저해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당뇨병 또는 지방간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박창균 김수현 김건화 
최종순 김승일

14/178090 2014. 2. 11 9295667 2016. 3. 29

전자 포획 분해용 렌즈, 
이를 포함하는 푸리에 
변환 이온 싸이클로트론 
공명 질량 분석기 및 
푸리에 변환 이온 
싸이클로트론 공명 
분석기의 신호 개선을 
위한 방법

최상환 최명철 이정민 
이세규

14/351524 2014. 4. 11 9129788 2015. 9. 8

냉전자를 이용한 음이온 
발생 및 전자포획 
분해장치

양모 김승용 김현식 14/358809 2014. 5. 16 9230791 2016. 1. 5

기체시료 주입밸브와 
그것을 이용한 기체시료 
주입방법

양모 김승용 김현식 14/358859 2014. 5. 16 9551431 2017. 1. 24

바이러스 농축 및 검출 
방법

권요셉 이희민 김두운 
최종순

14/499801 2014. 9. 29 9322071 2016. 4. 26

근접장 렌즈 고정 장치 성하영 이기주 김건희 
장기수 이계승

14/389443 2014. 9. 30 9575282 2017. 2. 21

압력차를 이용한 
자연유도방식의 
열교환방법 및 이를 
이용한 가스압축기와 
히트펌프

박승영 최연석 14/398180 2014. 10. 31 9476615 2017. 1. 1

구형 금나노입자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구형 
금나노입자

김동관 이유진 이계행 
이기라

14/541483 2014. 11. 14 9718132 2017. 8. 1

냉전자 소스원을 이용한 
이온트랩 질량분석기

양모 김승용 김현식 14/558283 2014. 12. 2 9412576 2016. 8. 9

은 나노입자 합성 방법 최연석 이계행 14/563494 2014. 12. 8 9707624 2017. 7. 18

출원국가 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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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국가 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비고 출원국가 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비고

영국 N-연결형 당펩티드의 
동정 및 정량을 위한 
생물정보처리 분석 방법

이현경 안현주 박건욱 
김재한 유종신 김진영 
이주연

13814404.3 2015. 9. 30 2738554 2015. 9. 30 삼극특허

일본 단백질 인산화를 위한 
선택적 표지물질 및 
이를 이용한 단백질 
분석

조건 유종신 김진영 
안영희

2005-518451 2005. 7. 25 4271687 2009. 3. 6 삼극특허

푸리에 변환 이온 
싸이클로트론 공명 질량 
분석기의 신호 개선을 
위한 방법

김현식 유종신 김성환 
최명철

2006-320747 2006. 11. 28 4460565 2010. 2. 19

핵자기 공명용 프로브 
유닛

한기성 한옥희 2007-51602 2007. 3. 1 4203099 2008. 10. 17 삼극특허

인산화 단백질 분석용 
겔-내 표지화 및 겔-내 
단리방법 및 이를 
이용한 단백질의 인산화 
위치 동정 방법

조건 유종신 이재용 
김진영 안영희

2007-529655 2007. 3. 5 4659040 2011. 1. 7 삼극특허

음극산화알루미늄 
템플릿을 이용한 
산화망간 나노튜브 또는 
나노막대의 제조방법

김해진 이진배 2008-537588 2008. 3. 31 5048676 2012. 7. 27

초박카본 지지박의 
제조방법

김영민 이정용 김윤중 
정종만

2008-543165 2008. 5. 30 4724753 2011. 4. 15

투과전자현미경 3차원 
관찰 전용 문 그리드 및 
그 제조방법

이지영 김윤중 이상희 
박병규 문원진

2008-164666 2008. 6. 24 4965518 2012. 4. 6

생체 고분자 물질의 
상호작용 검출 방법

김수현 이지원 2009-198750 2009. 8. 25 5222813 2013. 3. 15 삼극특허

투과전자현미경의 
3차원 분석을 위한 
3축구동이 가능한 시편 
홀더

정종만 김윤중 2010-256958 2010. 11. 17 5403560 2013. 11. 8 삼극특허

신규한 구조의 
투과전자현미경용 
크라이오트란스퍼-홀더

정종만 김윤중 이석훈 2012-109841 2012. 5. 11 5522546 2014. 4. 18

전자 맴돌이 공명 
이온원 장치를 이용한 
엑스선 발생 장치 및 
방법

최세용 박진용 원미숙 
이병섭 윤장희

2012-541030 2012. 5. 23 5647693 2014. 11. 14

고분해능 질량분석법과 
약리활성검사를 이용한 
천연물의 약리 활성물질 
발굴 방법

박규환 유종신 권경훈 
김현식

2012-546993 2012. 6. 28 5800831 2015. 9. 4

N-연결형 당펩티드의 
동정 및 정량을 위한 
생물정보처리 분석 방법

안현주 유종신 박건욱 
김진영 이주연 이현경 
김재한

2014-538734 2014. 2. 21 5855264 2015. 12. 18 삼극특허

일본 복조장치, 이를 이용한 
복조 집적소자 및 
변복조 집적소자

박승영 김상일 2015-503094 2014. 9. 5 5894703 2016. 3. 4 삼극특허

CYP4A 저해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당뇨병 또는 지방간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박창균 김수현 김건화 
최종순 김승일

2014-525926 2014. 2. 12 5901770 2016. 3. 18

바이러스 농축 및 검출 
방법

권요셉 이희민 김두운 
최종순

2014-200534 2014. 9. 30 6003958 2016. 9. 16

퀘르세틴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어류의 항바이러스 
조성물

김두운 이성훈 백근식 
황금숙 최종순 이광식 
권요셉

2016-531502 2016. 1. 26 6132255 2017. 4. 28

중국 리튬 이차 전지용 음극 
활물질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

배경서 정의덕 배종성 
홍경수 김해진 김양수 
김희진 김영민

200980137297.3 2011. 3. 23 ZL200980137297.3 2013. 11. 13

고분해능 질량분석법과 
약리활성검사를 이용한 
천연물의 약리 활성물질 
발굴 방법

박규환 유종신 권경훈 
김현식

201080062812.9 2012. 7. 31 ZL201080062812.9 2014. 12. 17

N-연결형 당펩티드의 
동정 및 정량을 위한 
생물정보처리 분석 방법

안현주 유종신 박건욱 
김진영 이주연 이현경 
김재한

201380002424.5 2014. 1. 24 ZL201380002424.5 2016. 4. 20

캐나다 유리구를 이용한 
습식 전처리에 의한 
암석시료의 미량원소 
분석 방법

정창식 박찬수 오혜영 
신형선

2759252 2011. 11. 23 2759252 2016. 8. 16

프랑스 단백질 인산화를 위한 
선택적 표지물질 및 
이를 이용한 단백질 
분석

조건 유종신 김진영 
안영희

04709767.0 2005. 4. 25 1642129 2008. 8. 20 삼극특허

카보하이드레이트를 
활성형 메틸렌 화합물로 
표지시키는 방법

김수현 유종신 안영희 03818122.8 2006. 2. 20 1654267 2010. 4. 21

생체 고분자 물질의 
상호작용 검출 방법

김수현 이지원 09168598.2 2009. 8. 25 2187213 2013. 7. 23 삼극특허

복조장치, 이를 이용한 
복조 집적소자 및 
변복조 집적소자

김상일 박승영 12873391.2 2017. 2. 15 2833546 2017. 2. 15 삼극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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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번 기술이전 계약명 기술이전 기업명 기술이전 실시계약 계약
형태계약일자 계약기간

연도 연번 기술이전 계약명 기술이전 기업명 기술이전 실시계약 계약
형태계약일자 계약기간

1999 1 현미경용 소형 관류장치에 관한 특허 및 
노하우

㈜서울엔지니어링 1999. 1. 12 1999. 1. 12 ~ 2003. 12. 31 전용실시

2006 1 경영정보시스템에 관한 노하우 ㈜이엔에스 2006 . 11. 20 2006. 11. 20 ~ 2013. 8. 29 통상실시

2007 1 신규한 옥타하이드로 인데노 유도체를 
포함한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특허 및 
노하우

㈜푸드사이언스 2007. 6. 8 2007. 6. 8 ~ 2014. 6. 7 통상실시

2008 1 공지 대조화합물과 신약후보물질 10종의 
HSP90 단백질 분획과의 복합체 결정구조 
규명 기술

㈜중외제약 
중앙연구소

2008. 4. 30 2008. 4. 1 ~ 2008. 9. 30 전용실시

2 효소처리된 불가사리추출물을 이용한 
중금속 흡착용 칼럼 관련 기술

마크로켐텍㈜ 2008. 6. 1 생산개시일로부터 8년간 통상실시

3 HD203 단백질의 당 구조 분석기술 한화석유화학㈜ 2008. 12. 23 2008. 12. 23 ~ 2009. 7. 15 전용실시

4 환경폐수에 대한 전기화학 측정 시스템 코센텍 2008. 12. 24 2008. 12. 24 ~ 2013. 12. 24 전용실시

5 푸리에변환싸이클로트론공명질량분석기의 
신호개선을 위한 장치

Bruker Daltonics 
Inc.

2008. 12. 27 2008. 12. 27 ~ 2011. 12. 26 전용실시

2009 1 수탁기관중심의 연구과제 관리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술 및 노하우

㈜에이투엠 2009. 8. 14  2009. 8. 14 ~ 2013. 8. 13 전용실시

2 재조합 당단백질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및 당 분석 관련 기술

㈜종근당 2009. 12. 15  2009. 12. 15 ~ 2010. 12. 14 전용실시

3 렌즈 표면 정밀도 향상을 위한 자동정압 
폴리싱 장치에 관한 기술 및 노하우

㈜코모코 
엔지니어링

2009. 12. 23  2009. 12. 23 ~ 2010. 6. 22 전용실시

2010 1 당단백질 분석 관련 기술(Bio-LC를 이용한 
성분당 분석 및 N-glycan 분석)

삼성전자㈜ 
삼성종합기술원

2010. 4. 19 2010. 4. 19 ~ 2010. 7. 19 전용실시

2 HIV RT 신약후보물질 복합체에 대한 
결정화 및 결정구조 규명

한국파스퇴르연구소 2010. 7. 8 2010. 7. 8 ~ 2011. 1. 7 전용실시

3 재조합 단백질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특성분석 관련 기술

한올바이오파마㈜ 2010. 7. 15 2010. 7. 15 ~ 2010. 10. 15 통상실시

4 재조합 항체단백질의약품의 물리화학적 
특성분석 기술에 관한 노하우

㈜바이오엔시스템스 2010. 10. 28 2010. 10. 28 ~ 2011. 1. 28 통상실시

5 진공 흑체 챔버 및 온도 제어장치에 관한 
기술 및 노하우

㈜하늘엔지니어링 2010. 12. 22 2010.12. 22 ~ 2020. 12. 21 전용실시

2011 1 막단백체 분석 관련 기술에 관한 SOP ㈜CJ제일제당 
바이오기술연구원

2011. 2. 1 2011. 2. 1 ~ 2012. 3. 31 통상실시

2 금속-수지 결합제 제조를 위한 방법 및 
고분자 수지-금속성분간의 결합체 및 
제조를 위한 방법에 관한 권리 및 노하우

㈜태성포리테크 2011. 7. 20 2011. 7. 20 ~ 2031. 7. 19 전용실시

3 혼성이온가이드에 관한 노하우 Bruker Daltonics 
Inc.

2011. 10. 14 2011. 11. 14 ~ 2016. 11. 13 통상실시

4 재조합 항체 단백질의약품 물리화학적 
특성분석 기술에 관한 노하우

㈜에이프로젠 2011. 11. 17 2011. 11. 17 ~ 2012. 11. 16 통상실시

5 렌즈미터 검교정용 구면표준검사렌즈 
설계제작에 관한 노하우

㈜오비어스 2011. 12. 1 2011. 12. 1 ~ 2012. 11. 30 통상실시

6 두 개의 센서가 적용된 자기장 상쇄장치에 
관한 특허 및 노하우

㈜코암테크 2011. 11. 11 2011. 11. 25 ~ 2021. 11. 24 통상실시

7 시편제작장치에 관한 특허 ㈜씨투이엔지 2011. 12. 20 2011. 12. 20 ~ 2022. 12. 19 양도

2012 1 막/세포질 단백체 분석 관련 기술에 
관한 SOP

㈜CJ제일제당 2012. 1. 22 2012. 1. 1 ~ 2012. 12. 31 통상실시

2 고집적 3차원 터널링 플레시 메모리에 
관한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012. 8. 8 2012. 8. 8 ~ 지적재산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통상실시

3 재조합 Fc 단백질의 구조 규명에 관한 SOP ㈜셀트리온 2012. 10. 25 2012. 10. 25 ~ 2012. 12. 25 양도

2013 1 광학계 폴리싱 장치 및 정밀도 
측정장치에 관한 특허

㈜져스텍 2013. 2. 27 양도 양도

2 리튬 이차 전지용 음극 활물질,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 
전지에 관한 특허

㈜유림산업 2013. 6. 5 2013. 6. 5 ~ 2029. 7. 27 통상실시

3 고신뢰성 TBE-NFGM 소자 개발에 관한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013. 7. 4 2013. 7. 4 ~ 지적재산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통상실시

4 반도체소자 불량분석 장비기술
['발열분포 측정을 이용한 불량분석 
장치 및 방법'(기술-1) 및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측정된 반도체 소자 
온도분포의 보정방법 및 이에 이용되는 
시스템'(기술-2)]

㈜모두테크놀로지 2013. 12. 2 2013. 
12. 2 ~ 2032. 11. 27(기술1)

2013. 
12. 2 ~ 2033. 4. 9(기술2)

독점실시

2014 1 실온에서 합성이 가능한 광촉매 재료의 
대량 제조 기술

센텍㈜ 2014. 1. 27 양도 양도

2 N-연결형 당펩티드의 동정 및 정량을 위한 
생물정보처리 분석방법

㈜한국질량분석기술 2014. 6. 13 2014. 6. 13 ~ 2032. 9. 27 전용실시

3 샘플 고정부재 및 이를 갖는 
주사전자현미경의 샘플 홀더 조립체

㈜이공교역 2014. 7. 16 2014. 7. 16 ~ 2031. 5. 2 전용실시

4 극저온 온도센서 교정기 ㈜윤슬 2014. 9. 22 2014. 9. 22 ~ 2032. 10. 30 전용실시

5 해양 플랜트용 첨단부력재 분석기술 
노하우

에스디 2014. 12. 16 2014. 12. 16 ~ 2019. 12. 15 전용실시

6 무산소동 디스크 초정밀 
가공 공정기술 및 노하우

㈜하늘엔지니어링 2014. 12. 19 2014. 12. 19 ~ 2024. 12. 18 전용실시

7 노로 바이러스 신속 농축기술 및 노하우 솔젠트㈜ 2014. 12. 23 2014. 12. 23 ~ 2029. 11. 30 전용실시

8 회수 TMln 재이용방법 ㈜덕산테코피아 2014. 12. 26 양도 양도

9 미세정밀 가공용 공작기계 및 
엔씨 선반의 스핀들 장치

㈜지스트 2014. 12. 26 양도 양도

10 질량분석기를 위한 이온 조절기 ㈜아스타 2014. 12. 26 양도 양도

2015 1 polo-like kinase 1 항체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

영인프런티어㈜ 2015. 8. 4 2015. 8. 4 ~ 2018. 8. 3 통상실시

2 적층형 반도체칩의 저 전류성 불량 
열영상 검사기술

한맥전자㈜ 2015. 8. 17 2015. 8. 17 ~ 2034. 12. 30 전용실시

3 극저온 고자기장 시험장치의 재물대 
모듈 제작기술

가하시스템 2015. 9. 4. 2015. 9. 4 ~ 2020. 9. 3 전용실시

4 다중 코어 구조를 갖는 전자석 제작기술 ㈜금룡테크 2015. 10. 1 2015. 10. 1 ~ 2020. 9. 30 전용실시 

5 액체금속 이온빔 발생장치 제작기술 ㈜윤슬 2015. 10. 30 2015. 10. 30 ~ 2025. 10. 29 전용실시

6 SEM용 STEM 스테이지 제작기술 ㈜코셈 2015. 11. 27 2015. 11. 27 - 2025. 11. 26 전용실시

7 프리즘 가공장치를 이용한 삼각프리즘 
초정밀 가공기술

㈜하늘엔지니어링 2015. 11. 27 2015. 11. 27 - 2025. 11. 26 전용실시

2. 기술이전 현황

2005

20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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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전도냉각 극저온 프로브스테이션 
개발기술 및 노하우

엠에스테크 2015. 11. 27 2015. 11. 27 ~ 2025. 11. 26 전용실시

9 ECR 이온원용 초전도자석 제조기술 및 
성능평가 노하우

㈜금룡테크 2015. 12. 7 2015. 12. 7 ~ 2025. 12. 6 전용실시

10 냉전자 소스원을 이용한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장치 기술

㈜바이오니아 2015. 12. 21 2015. 12. 21 ~ 2031. 11. 17 전용실시

11 마이크로 진공 프로브시스템 제작기술 주식회사 넥스트론 2015. 12. 22 - 양도

12 저융점 금속의 극미량 원소 
제어장치 및 방법

하이퍼나인㈜ 2015. 12. 23 2015 .12. 23 ~ 2030.12. 22 전용실시

13 내시경과 일체형으로 제작된 광섬유 
쌍프로브 이미징 시스템

㈜옵티메드 2015. 12. 24 2015. 12. 24 ~ 2025. 12. 23 전용실시

14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를 포함하는 
이미지 센서 및 그 제조방법

크루셜텍㈜ 2015. 12. 24 - 양도

15 정밀광학계 정렬용 틸팅장치 ㈜동인광학
㈜옵티메드

2015. 12. 24 2015. 12. 24 ~ 2025. 12. 23 통상실시

16 마이크로 튜브용 오프너 ㈜옵티메드 2015. 12. 24 2015. 12. 24 ~ 2025 .12. 23 전용실시

17 진동억제 구조를 구비한 장축바이트 및 
절구형 원통체 반사경 절삭가공용 지그

㈜하늘엔지니어링 2015. 12. 24 2015. 12. 24 ~ 2025. 12. 23 통상실시

18 마이크로니들 및 그 제조방법 ㈜스몰랩 2015. 12. 24 - 양도

2016 1 국가연구시설장비 구축, 운영, 활용, 
관리 고도화 기술

㈜과학기술
전략연구소

2016. 4. 1 2016. 4. 1 ~ 2026. 3. 31 통상실시

2 생체고분자 물질의 상호작용 검출 방법 디디에스팜 2016. 8. 1 - 양도

3 여기광원유닛 및 이를 갖는 루미네선스 
계측시스템

㈜우석엔지니어링 2016. 9. 1 - 양도

4 반도체소자 발열특성 분석 장비 기술 나노스코프시스템즈㈜ 2016. 9. 27 2016. 9. 27 ~ 2034. 9. 3 전용실시

5 리튬이 함유된 폐수를 이용한 
탄산리튬의 제조방법

㈜엔에이치리사이텍
컴퍼니

2016. 10. 17 2016. 10. 17 ~ 2033. 12. 31 전용실시

6 육두구 추출물 또는 이로부터 분리된 
리그난계 화합물을 함유하는 시르투인 
활성화에 의해 매개되는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추출

대한바이오팜㈜ 2016. 10. 17 2016. 10. 17 ~ 2031. 12. 16 통상실시

7 25mA급 양성자 인출 ECR 이온원 
상용화 개발

㈜다원시스 2016. 11. 1 2016. 11. 1 ~ 2026. 10. 31 전용실시

8 전기화학적 전처리기술 및 전기화학 
센서의 측정 노하우

비엘프로세스㈜ 2016. 11. 1 2016. 11. 1 ~ 2021. 10. 31 전용실시

9 고위험군 식중독 바이러스 검출기술 솔젠트㈜ 2016. 11. 1 2016. 11. 1 ~ 2036. 10. 31 전용실시

10 정밀연대측정 및 지구화학분석을 위한 
미세영역 시료채취장치제작

㈜우석엔지니어링 2016. 11. 1 2016. 11. 1 ~ 2021. 10. 31 전용실시

11 번행초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항염증 및 항노화용 조성물

㈜비케이수 2016. 11. 1 2016. 11. 1 ~ 2026. 10. 31 전용실시

12 MgB2 초전도시료의 in-field 임계전류 
측정장치 구축 및 시험·평가·분석기술

㈜삼동 2016. 11. 1 - 양도

13 저진동 시편 스테이지형 극저온 
프로브스테이션

엠에스테크 2016. 11. 1 2016. 11. 1 ~ 2021. 10. 31 전용실시

2016 14 생물학적 시료의 고상화를 위한 일체형 
초저온 샘플 플런저 시스템 개발

미송사이언스 2016. 11. 1 2016. 11. 1 ~ 2021. 10. 31 전용실시

15 초고자장 NMR 활용 항체 variable domain 
flexibility 모니터링 기술

㈜파멥신 2016. 11. 1 2016. 11. 1 ~ 2026. 10. 31 전용실시

16 피부 각질세포 유래 지질 비교분석법 ㈜네오팜 2016. 11. 1 2016. 11. 1 ~ 2019. 10. 31 전용실시

17 표면개질을 통한 고용량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소재 개발

㈜에코프로비엠 2016. 11. 1 2016. 11. 1 ~ 2018. 10. 31 통상실시

18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 위해성 
평가 표준 분석법

㈜네오바이오텍 2016. 11. 1 2016. 11. 1 ~ 2021. 10. 31 통상실시

19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 위해성 평가 
표준 분석법

㈜덴티스 2016. 11. 1 2016. 11. 1 ~ 2021. 10. 31 통상실시

20 산삼배양근을 이용한 노화회복 및 
피부재생 기전 기술

㈜에이씨티 2016. 11. 1 2016. 11. 1 ~2026. 10. 31 전용실시

21 리드탭용 필름 분석법 및 Al 표면처리 
know-how

제일특수소재㈜ 2016. 11. 1 2016. 11. 1 ~ 2019. 10. 31 전용실시

22 산화철 나노입자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산화철 나노입자

㈜석경에이티 2016. 11. 1 2016. 11. 1 ~ 2021. 10. 31 통상실시

23 백금기반 나노합금입자 구조분석법 ㈜알티엑스 2016. 11. 1 2016. 11. 1 ~ 2021. 10. 31 통상실시

24 폐페인트 재생산을 위한 공정기술개발 ㈜유광화학 2016. 11. 1 2016. 11. 1 ~ 2018. 10. 31 전용실시

25 화장품 원료 식물 샤페론 단백질 생산 
기술 개발

㈜바이오에프디엔씨 2016. 11. 1 2016. 11. 1 ~ 2036. 10. 31 전용실시

26 고출력 레이져용 비구면 광학계 개발 
공정기술

㈜그린광학 2016. 11. 28 2016. 11. 25 ~ 2017. 12. 30 통상실시

27 중금속 다중측정을 위한 전기화학적 
측정 노하우 기술

비엘프로세스㈜ 2016. 12. 1 2016. 12. 1 ~ 2017. 11. 30 전용실시

28 육두구 추출물 또는 이로부터 분리된 
리그난계 화합물을 함유하는 시르투인 
활성화에 의해 매개되는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추출에 관한 운영절차

㈜에이씨티 2016. 11. 28 2016. 11. 28 ~ 2031. 12. 16 통상실시
(화장품 
분야 
전용실시)

29 암진단용 펩티드 마커 및 이를 이용한 
암진단 방법 등

㈜비엔지삶 2016. 12. 29 2016. 12. 29 ~ 2017. 12. 28 통상실시

30 고자기장 초전도 자석의 냉각장치 ㈜금룡테크 2016. 12. 29 2016.12. 29 ~ 2017. 12. 28 통상실시

31 배추 원산지 판별용 바이오마커 등 ㈜우리항공 2016. 12. 29 2016. 12. 29 ~ 2017. 12. 28 통상실시

32 산화철 나노 MRI 조영제 및 그 제조방법 등 제일특수소재㈜ 2016. 12. 29 2016. 12. 29 ~ 2017. 12. 28 통상실시

2017 1 유기화합물 합성장치 ㈜에스알테크 2017. 1. 9 2015. 4. 1 ~ 2025. 4. 1 전용실시
(판매수익 
배분)

2 다목적 이동형 영상중계장치 ㈜시스텍 2017. 3. 2 - 양도

3 3차원 액체 경로를 갖는 검출 키트 ㈜옵티팜 2017. 3. 23 2017. 3. 23 ~
(제품출시 후 10년간)

전용실시
(결핵분야 
한정)

4 데이터 비의존성 분석법과 데이터 의존성 
분석법을 복합화한 단백질 분석 방법

㈜비엔지삶 2017. 5. 8 2016. 12. 29 ~ 2017. 12. 28 통상실시

5 초소형 저온(77K~300K) 복합환경 물성 
측정용 프로브 스테이션 챔버 설계 노하우

㈜넥스트론 2017. 6. 27 - 양도

연도 연번 기술이전 계약명 기술이전 기업명 기술이전 실시계약 계약
형태계약일자 계약기간

연도 연번 기술이전 계약명 기술이전 기업명 기술이전 실시계약 계약
형태계약일자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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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NLCA(Network Living Cell Assay)를 
이용한 약물의 작용점 분석

㈜이바이오젠 2017. 6. 27 2017. 6. 27 ~ 2027. 6. 26 전용실시
(국내한정)

7 공초점 열반사 현미경 기술 나노스코프시스템즈㈜ 2017. 8. 23 2017. 8. 23 ~ 2037. 3. 1 전용실시

8 아쿠아포닉스 시스템 ㈜네이티브코리아 2017. 10. 1 2017. 10. 1 ~ 2020. 9. 30 통상실시

9 대면적 산화철 나노입자의 제조방법 ㈜엔팩 2017. 10. 30 2017. 10. 30 ~ 2022. 10. 29 전용실시

10 연속 절단을 위한 울트라마이크로톰 
다이아몬드 나이프의 제조 방법

㈜대협 2017. 10. 30 2017. 10. 30 ~ 2037. 5. 30 전용실시

11 투자율 측정 및 전자석 구조 금룡테크 2017. 10. 30 2017. 10. 30 ~ 2022. 10. 29 통상실시

12 자가포식 활성평가를 위한 Autophagic 
Flux TEM 분석법

㈜인코스팜 2017. 10. 31 2017. 10. 31 ~ 2037. 10. 30 통상실시

13 약용작물인 계피를 이용한 마유 정제 
공정 기술

㈜비케이수 2017. 10. 31 2017. 10. 31 ~ 2027. 10. 30 전용실시

14 도금층 품질 향상을 위한 불순물 제거 공정 성광MT 2017. 10. 31 2017. 10. 31 ~ 2020. 10. 30 전용실시

15 프로폴리스 지표성분을 이용한 원산지 
판별 기술

서울프로폴리스㈜ 2017. 10. 31 2017. 10. 31 ~ 2037. 10. 30 전용실시

16 우주방사선 검출 기술 ㈜유니테코 2017. 10. 31 2017. 10. 31 ~ 2027. 10. 30 전용실시

17 육두구를 이용한 항노화 및 항산화 
건강기능 식품

대한바이오팜㈜ 2017. 10. 31 2017. 10. 31 ~ 2037. 10. 30 통상실시

18 다목적 미세영역 시료채취장치 
개발 및 활용기술

㈜우석엔지니어링 2017. 10. 31 2017. 10. 31 ~ 2022. 10. 30 전용실시

19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스테비올 배당체의 
정성 분석

㈜마크로케어 2017. 11. 1 2017. 11. 1 ~ 2022. 10. 31 전용실시

20 항노화 기능성 화장품 원료 재조합 
단백질 대량 생산 기술

㈜바이오에프디엔씨 2017. 11. 1 2017. 11. 1 ~ 2027. 10. 31 전용실시

21 유기물 함유 시료에 대한 중금속 분석용 
전기화학적 측정 장치

비엘프로세스㈜ 2017. 11. 1 2017. 11. 1 ~ 2022. 10. 31 전용실시

22 국내 넙치 VHSV 바이러스의 
neucleocapsid 항원 단백질 생산 
기술 및 결과 외 2건

㈜엔바이로젠 2017. 11. 3 2017. 11. 3 ~ 2027. 11. 2 전용실시

23 SMD칩 키트함 공정개선을 위한 자동화 장치 수인시스템 2017. 11. 10 - 양도

24 탄소나노점 기술 ㈜엔팩 2017. 11. 27 2017. 11. 27 ~ 2022. 11. 26 통상실시

25 광촉매 기술 ㈜엔팩 2017. 11. 27 2017. 11. 27 ~ 2022. 11. 26 통상실시

26 분석장비용 고진공 고정밀 다축시료 
이송대 제작 기술

㈜와이엔디케이 2017. 11. 27 2017. 11. 27 ~ 2037. 11. 26 전용실시

27 전자현미경 시료 홀더 진공 보관 장치 윤슬㈜ 2017. 11. 27 2017. 11. 27 ~ 2027. 11. 26 전용실시

28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감염 진단용 
마커 및 이의 용도

인솔㈜ 2017. 12. 22 2017. 12. 22 ~ 2030. 12. 21 전용실시

29 고자기장 초전도 자석의 냉각장치 ㈜에스에이티 2017. 12. 29 2016. 12. 29 ~ 2017. 12. 28 양도

30 가열구조가 개선된 TEM용 Phase Plate 외 5건 ㈜제이하라 2017. 12. 29 2017. 12. 29 ~ 2020. 12. 28 통상실시

31 적층구조의 그라핀 산화물로부터 
수소저장매체를 제조하는 방법 및 
적층구조의 그라핀 산화물로부터 
제조되는 수소저장매체

㈜비에스피 2017. 12. 29 2017. 12. 29 ~ 2020. 12. 28 전용실시

합계 120개

3. 내부직원 우수논문

논문제목 학술지명 게재일 IF 총저자명 CNS 논문 및 
자매지 여부

연도 연번 기술이전 계약명 기술이전 기업명 기술이전 실시계약 계약
형태계약일자 계약기간

Methanol Behavior in Direct Methanol Fuel Cells Angew. Chem. 
Int. Ed.

2008. 1. 1 10.232 백윤기, 김성수, 한옥희

AKR2A-mediated import of chloroplast outer 
membrane proteins is essential for chloroplast 
biogenesis

Nat. Cell Biol. 2008. 2. 1 17.623 배원실, 이용직, 김대헌, 
이준호, 김수진, 손은주, 황인환 O

Brain-type creatine kinase has a crucial role in 
osteoclast-mediated bone resortion

Nat. Med. 2008. 9. 1 26.382 장은하, 하정임, F. Oerlemans, 
이유진, 이수왕, 류진우, 
김형준, 이영균, 김현만, 
최제용, 김진영, 신창수, 
박영미, S.Tanaka, B Wieringa, 
이장희, 김홍희

O

Single-Crystalline Hollow Face-Centered-Cubic 
Cobalt Nanoparticles from Solid Face-Centered-
Cubic Cobalt Oxide Nanoparticles

Angew. Chem. 
Int. Ed.

2008. 10. 27 10.031 남기민, 심재하, 기호성, 
최상일, 이계항, 장재권, 
조영훈, 정명화, 송현준, 박준택

Multiphase transformation and Ostwald's 
rule of stages during crystallization of a metal 
phosphage

Nat. Phys. 2009. 1. 1 14.677 정성윤, 김영민, 김진규, 김윤중
O

In situ observation of dislocation nucleation and 
escape in a submicronmetre aluminium single 
crystal

Nat. Mater. 2009. 1. 1 23.132 오상호, Marc Legros, Daniel 
Kiener, Gerhard Dehm O

Femtosecond characterization of vibrational 
optical
activity of chiral molecules

Nature 2009. 3. 19 31.434 이한주, 전영건, 이경구, 
하정현, 김지환, 유인근, 조민행 O

Enantioselective Synthesis of b-Iodo 
Morita.Baylis.Hillman Esters by a Catalytic 
Asymmetric Three-Component Coupling 
Reaction

Angew. Chem. 
Int. Ed.

2009. 6. 1 10.879 Bidyut Kumar Senapat, 
황금숙, 이선길, 류도현, 류도현

Quantitative Assessment of Nanoparticle 
Single-Crystallinity: Pd-Catalyzed Splitting of 
Polycrystalline Metal Oxide Nanoparticles

Angew. Chem. 
Int. Ed.

2009. 7. 1 10.879 김현진, 이명훈, 김영기, 
Jiyoung Huh, Heonjo Kim, 
김민식, Taekhoon Kim,, Vu 
Ngoc Phan, 이영부, 이기라, 
함승주, 이광렬

Structural and functional analyses of minimal 
phosphopeptides targeting the polo-box domain 
of polo-like kinase 1

Nat. Struct. 
Mol. Biol.

2009. 8. 6 10.987 방정규, Sang-Moon Yun, 
Moulaei T, Lim,D, 박정은, 
Shenoy. S. R, Liu,F, 강영휘, 
Liao, C, 성낙균, 이선희, 
윤도영, 임윤호, 이동희, Otaka. 
A, Appella. E, McMahon, J. 
B, Nicklaus. M. C, Burker jr, 
T. R, Yaffe, M. B, Wlodawer, 
A, 이경상

O

Holographic Fabrication of Microstructures with 
Internal Nanopatterns Using Microprism Arrays

Angew. Chem. 
Int. Ed.

2009. 9. 7 10.879 이승곤, 박효성, 이기라, 
문준혁, 양승만

Bias voltage dependence of perpendicular 
spin-transfer torque in asymmetric MgO-based 
magnetic tunnel junctions

Nat. Phys. 2009. 11. 1 16.821 박승영, 오세충, A. Manchon, 
M. Chshiev, 한재호, 이현우, 
이장은, 남경태, 조영훈, 
공요찬, B. Dieny, 이경진

O

Biomimetic Encapsulation of Individual Cells 
with Silica

Angew. Chem. 
Int. Ed.

2009. 11. 16 10.879 양성호, 이경복, 공보경, 
김진현, 김학성, 김학성, 최인성

2008년 이후 CNS 논문 및 자매지 또는 
JCR 기준 분야별상위 5% 이면서 IF 10 이상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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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ladium Nanoparticle Catalyzed Conversion of 
Iron Nanoparticles into Diameter- and Length-
Controlled Fe2P Nanorods

Angew. Chem. 
Int. Ed.

2010. 8. 2 11.829 김용기, 김현정, 김상욱, 
최기향, 김종승, 이기라, 
김현진, 허지영, 차용주, 
이덕현, 김민식, 백현석, 
김헌조, 이광열

Infrared Optical Activity: Electric Field 
Approaches in Time Domain

Acc. Chem. 
Res.

2010. 12. 21 18.203 이한주, 최준호, 조민행

Direct Monitoring of the Inhibition of Protein-
Protein Interactions in Cells by Translocation of 
PKDd Fusion Proteins

Angew. Chem. 
Int. Ed.

2011. 2. 7 12.73 이경복, 황정미, 최인성, 
노재랑, 최종순, 김건화, 
김승일, 김수현, 이지원

Catalytic Reactions in Direct Ethanol Fuel Cells Angew. Chem. 
Int. Ed.

2011. 3. 1 12.73 김인, 한옥희, 채신애, 백윤기, 
권성혜, 이국승, 성영은, 
김하석, 김하석

Three-Dimensional Morphology of Iron 
Phosphide Phases in a Polycrystalline LiFePO4 
Matrix

Adv. Mater. 2011. 3. 18 10.88 정성윤, 김진규, 김영민, 이영부

Engineered Nanorod Perovskite Film 
Photocatalysts to Harvest Visible Light

Adv. Mater. 2011. 5. 10 10.88 김현규, 보르쉐, 장점석, 
정의덕, 이재성

Exchange-coupled magnetic nanoparticles for 
efficient heat induction

Nat. 
Nanotechnol.

2011. 7. 1 30.324 이재현, 장정탁, 최진실, 
문승호, 노승현, 김지욱, 
김진규, 김일선, 박국인, 천진우

O

Phospholipid-dependent regulation of the motor 
activity of myosin X

Nat. Struct. 
Mol. Biol.

2011. 7. 18 13.685 UMU, 정현석, Tsuyoshi Sakai, 
Osamu Sato, Reiko Ikebe, 
Mitsuo Ikebe

O

Peptide Switch Is Essential for Sirt1 Deacetylase 
Activity

Mol. Cell 2011. 10. 21 14.194 강혁, 서정용, 정영상, 정재원, 
Myung K. Kim, Jay H. Chung

O

Urchin-Shaped Manganese Oxide Nanoparticles 
as pH-Responsive Activatable T1 Contrast 
Agents for Magnetic Resonance Imaging

Angew. Chem. 
Int. Ed.

2011. 11. 4 12.73 김택훈, 조은진, 채영주, 
김민식, 오아람, 진주홍, 
이은숙, 백현석, 함승주, 
서진석, 허용민, 이광열

Tailored Materials for High-Performance MgB2 
Wire

Adv. Mater. 2011. 11. 9 10.88 김정호, 김정호, 오상준, 
Hiroaki Kumakura, Akiyoshi 
Matsumoto, 허윤욱, 송경세, 
강영묵, Minoru Maeda, Matt 
Rindfleisch, Mike Tomsic, 
최세용, Shi Xue Dou

Bilateral inhibition of HAUSP deubiquitinase by a 
viral interferon regulatory factor protein

Nat. Struct. 
Mol. Biol.

2011. 12. 1 13.685 이혜라, 최원찬, Stacy Lee, 
황중원, 황은하, Koushik 
Guchhait, Juergen Haas, Zsolt 
Toth, 전영호, 오태광, 김명희, 
정재웅

O

Measurement of pH values in human tissues by 
two-photon microscopy

Angew. Chem. 
Int. Ed.

2012. 3. 12 13.455 조봉래, 박희정, 임창수, 
김은선, 한지희, 이태희, 전훈재

Gold-Decorated Block Copolymer Microspheres 
with Controlled Surface Nanostructures

ACS Nano 2012. 3. 27 11.421 Minsoo P. Kim, Dong Jin 
Kang, Dae-Woong Jung, 
Aravindaraj G. Kanna, Ki-
Hyun Kim, Kang Hee Ku, Se 
Gyu Jang, 채원식, Gi-Ra Yi, 
Bumjoon J. Kim

Two-Dimensional Superstructure Formation of 
Fluorinated Fullerene on Au(111): A Scanning 
Tunneling Microscopy Study

ACS Nano 2012. 3. 27 11.421 Tomoko K. Shimizu, Jaehoon 
Jung, 한영규, Maki Kawai, 
Yousoo Kim

Observation of Methanol Behavior in Fuel Cells 
In Situ by NMR Spectroscopy

Angew. Chem. 
Int. Ed.

2012. 4. 16 13.455 한옥희, 한기성, 신창우, 
이주희, 김성수, 엄명섭, 
조한익, 김수길, 하흥용

3D Macroporous Graphene Frameworks for 
Supercapacitors with High Energy and Power 
Densities

ACS Nano 2012. 4. 23 11.421 최봉길, 양민호, 홍원희, 
최장욱, 허윤석

Host Cell Autophagy Activated by Antibiotics Is 
Required for Their Effective Antimycobacterial 
Drug Action

Cell Host 
Microbe

2012. 5. 17 13.5 김좌진, 이혜미, 신동민, 
김원호, 육재민, 진효선, 
이상희, 차광호, 김진만, 
이지원, 신성재, 유희경, 
박영길, 박진봉, 정종경, 
Yoshimori T., 조은경

O

Noninvasive assessment of myocardial 
inflammation by cardiovascular magnetic 
resonance in a rat model of experimental 
autoimmune myocarditis

Circulation 2012. 5. 29 14.739 문혜영, 박효은, 강종은, 
이현승, 정재준, 임용택, 
임상현, 승기배, Farouc Jaffer, 
Jagat Narula, 장기육, 홍관수

Analysis of tumor metabolism reveals 
mitochondrial glucose oxidation in genetically 
diverse human glioblastomas in the mouse brain 
in vivo

Cell Metab. 2012. 6. 1 13.668 Marin-Valencia I, Chendong 
Yang, Tomoyuki Mashimo, 
Steve Cho, 백현만, Xiao-Li 
Yang, Kartick N. Rajagopal, 
Melissa Maddie, Vamsidhara 
Vemireddy, Zhenze Zhao, 
Ling Cai, Benjamin P. Tu, 
Kimmo J. Hatanpaa, Bruce 
E. Mickey, Jose M, Juan M. 
Pascual, Elizabeth A. Maher, 
Craig R. Malloy, Ralph J 
Deberardinis, Robert M. 
Bachoo

O

Cation Disordering by Rapid Crystal Growth in 
Olivine-Phosphate Nanocrystals

Nano Lett. 2012. 6. 4 13.198 정성윤, 김영민, 이성수, 
오상호, 김진규, 최시영, 
김윤중, 강석중

Coherent electric field characterization of 
molecular chirality in the time domain

Chem. Soc. 
Rev.

2012. 6. 21 28.76 이한주, 엄인태, 안성현, 조민행

Molecular Level Ordering in Poly(2-vinylpyridine) Adv. Mater. 2012. 6. 26 13.877 Mohammad Changez, 고행덕, 
강남구, 김진규, 김윤중, 
Shashadhar Samal, 이재석

Nanoparticulate Iron Oxide Tubes from 
Microporous Organic Nanotubes as Stable 
Anode Materials for Lithium Ion Batteries

Angew. Chem. 
Int. Ed.

2012. 7. 2 13.455 강나래, 박지훈, 최재원, 
진재원, 천지슬, 정일구, 
정재홍, 박재근, 이상문, 
김해진, 손성욱

Synthesis of Multilayer Graphene Balls by 
Carbon Segregation from Nickel Nanoparticles

ACS Nano 2012. 7. 5 11.421 윤선미, 최원묵, 백현석, 
신현진, 송인용, 권문석, 
배정준, 김한수, 이영희, 최재영

논문제목 학술지명 게재일 IF 총저자명 CNS 논문 및 
자매지 여부

논문제목 학술지명 게재일 IF 총저자명 CNS 논문 및 
자매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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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ntioselective synthesis of α-alkyl-β-
ketoesters: asymmetric Roskamp reaction 
catalyzed by an oxazaborolidinium ion

Angew. Chem. 
Int. Ed.

2012. 8. 1 13.455 Lizhu Gao, 강병철, 황금숙, 
류도현

Reversible Lithium Storage with High Mobility at 
Structural Defects in Amorphous Molybdenum 
Dioxide Electrode

Adv. Funct. 
Mater.

2012. 9. 11 10.179 구준환, 류지헌, 김선하, 
한옥희, 오승모

Magnesium Nanocrystals Embedded in a 
Metal-Organic Framework: Hybrid Hydrogen 
Storage with Synergistic Effect on Physi- and 
Chemisorption

Angew. Chem. 
Int. Ed.

2012. 9. 24 13.455 임대원, 윤지웅, 류근용, 백명현

Probing oxygen vacancy concentration and 
homogeneity in solid-oxide fuel-cell cathode 
materials on the subunit-cell level

Nat. Mater. 2012. 10. 1 32.841 김영민, Jun He, Michael 
D. Biegalski, Hailemariam 
Ambaye, Valeria Lauter, 
Hans M. Christen, Sokrates 
T. Pantelid, Stephen J. 
Pennycook, Sergei V. Kalinin, 
Albina Y. Borisevich

O

Anisotropic Volume Expansion of Crystalline 
Silicon during Electrochemical Lithium Insertion: 
An Atomic Level Rationale

Nano Lett. 2012. 10. 10 13.198 정성철, 최장욱, 한영규

34 GHz Pulsed ENDOR Characterization of the 
Copper Coordination of an Amyloid beta Peptide 
Relevant to Alzheimers Disease

Angew. Chem. 
Int. Ed.

2013. 1. 21 13.734 김동훈, 김남희, 김선희

Structural basis for the inhibition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L,D-transpeptidase 
by meropenem, a drug effective against 
extensively drug-resistant strains

Acta 
Crystallogr. 
D Biol. 
Crystallogr.

2013. 2. 1 14.103 Hyoun Sook Kim, Jieun Kim, 
Ha Na Im, Ji Young Yoon, 
Doo Ri An, Hye Jin Yoon, 
김진영, 민혜경, Soon-Jong 
Kim, Jae Young Lee, Byung 
Woo Han, Se Won Suh

Improved heat dissipation in gallium nitride light-
emitting diodes with embedded graphene oxide 
pattern

Nat. Commun. 2013. 2. 5 10.015 Nam Han, Tran Viet Cuong, 
Min Han, Beo Deul Ryu, 
S.Chandramohan, 박종배, Ji 
Hye Kang, Young-Jae Park, 
Kang Bok Ko, Hee Yun Kim, 
Hyun Kyu Kim, Jae Hyoung 
Ryu, Y.S.Katharria, Chel-Jong 
Choi, Chang-Hee Hong

O

Enhanced Pseudocapacitance of Ionic Liquid/
Cobalt Hydroxide Nanohybrids

ACS Nano 2013. 2. 11 12.062 최봉길, 양민호, 정성철, 
이경구, 김진규, 박호석, 
박태정, 이상복, 한영규, 허윤석

Hydrogen-Induced Morphotropic Phase 
Transformation of Single-Crystalline Vanadium 
Dioxide Nanobeams

Nano Lett. 2013. 3. 4 13.025 홍웅기, 박종배, 윤종원, 
김봉중, 손정인, 이영부, 
배태성, 장성진, 허윤석, 
손병철, Eric A . Stach, 이탁희, 
Mark E. Welland

High-resolution three-photon biomedical imaging 
using doped ZnS nanocrystals

Nat. Mater. 2013. 4. 1 35.749 유정호, 권승해, Petrasek 
Zdenek, 박옥규, 전우주, 
신광수, 최문기, 박용일, 
박경순, 나현빈, 이노현, 
이동원, 김정현, Schwille Petra, 
현택환

O

Microporous Carbon Nanoplates from 
Regenerated Silk Proteins for Supercapacitors

Adv. Mater. 2013. 4. 11 14.829 윤영수, 조세연, 심진용, 
김병훈, 장성진, 백승재, 
허윤석, 허윤석, 탁용석, 
박영우, 박성진, 진형준

Interplay of Octahedral Tilts and Polar Order in 
BiFeO3 Films

Adv. Mater. 2013. 5. 1 14.829 김영민, Amit Kumar, Alison 
Hatt, Anna N. Morozovska, 
Alexander Tselev, Michael 
D. Biegalski, Ilya Iva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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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우, 서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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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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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kheterojunction organic solar cells

Energy. Environ. 
Sci.

2013. 10. 1 11.653 Gwang Hoon Jun, Sung 
Hwan Jin, Bin Lee, Bo Hyun 
Kim, 채원식, Soon Hyung 
Hong, Seokwoo Jeon

A Novel Method for Applying Reduced Graphene 
Oxide Directly to Electronic Textiles from Yarns 
to Fabrics

Adv. Mater. 2013. 10. 25 14.829 윤용주, 홍원기, 김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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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shell Formation for Individual Chlor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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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vacancy-controlled screening at the BiFeO3/
LaxSr1-xMnO3

Nat. Mater. 2014. 10. 24 36.425 김영민, A. Morozovska, E. 
Eliseev, M. Oxley, R. Mishra, 
S.M. Selbach, T. Grande, S.T. 
Pantelides, S.V. Kalinin, A.Y. 
Albina

O

Chiral templating of self-assem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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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Capturing heterogeneous nucleation of 
nanoscale pits and subsequent crystal shrinkage 
during Ostwald ripening of a metal phosphate

ACS Nano 2015. 1. 27 12.881 정성윤, 김영민, 최시영, 김진규

Skeletal Octahedral Nanoframe with Cartesian 
Coordinates via Geometrically Precise Nanoscale 
Phase Segregation in a Pt@Ni Core-Shell 
Nanocrystal

ACS Nano 2015. 3. 5 12.881 오아람, 백현석, 신동신, 
천재영, 김병윤,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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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석, 정성은,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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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capsules for Differential Cancer Bioimaging 
In Vivo

ACS Nano 2016. 1. 26 13.334 권오석, 송현석, Joao Co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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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031 Seung Hwan Cho and Sukbok 
Chang

Sphingosine-1-phosphate prom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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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particl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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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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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879 이재현, 이규리, 문승호, 이유한, 
박태관, 천진우

Catalytic Pauson-Khand-type Reactions and 
Related Carbonylative Cycloaddition Re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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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225 Ji Hoon Park, Kyung-Mi 
Chang, Young Keun Chung

Critical Enhancements of MRI Contras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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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Ed.

2009 10.879 Jung-tak Jang, Hyunsoo 
Nah, Jae-Hyun Lee, Seung 
Ho Moon, Min Gyu Kim, and 
Jinwoo Cheon

Highly Regio- and Enantioselective Copper-
Catalyzed Hydro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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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w. Chem. 
Int. Ed.

2009 10.879 Dongwan Noh, Heesung 
Chea, Junghwan Ju, and 
Jaesook Yun

Holographic Fabrication of Microstructure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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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w. Chem. 
Int. Ed.

2009 10.879 Seung-Kon Lee, Hyo Sung 
Park, Gi-Ra Yi, Jun Hyuk 
Mo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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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 K. Kang, Young Keun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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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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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nning the Amino Group Source from 
Formamides to Parent Amines

Angew. 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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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Ed.

2010 12.730 Ji Young Kim, Seung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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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 Mater. 2010 29.504 Jung Ho Yu, Xinyu Liu, 
Kyoung Eun Kweon, Jin 
Joo, Jiwon Park, Kyung-
Tae Ko, DongW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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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2007년 이후 IF 10 이상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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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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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terial Protoplast-Derived Nanovesicles 
as Vaccine Delivery System against Bac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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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Ran Jeon, Sunyong 
Hwang, Ho Sun Lim, Jong 
Kyu Kim, Byeong Kwon Ju, 
Heesuk Kim, Jung Ah Lim

Hydrogen-Bond-Assisted Controlled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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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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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677 Soo Min Kim, Mina Jeon, ki 
Woong Kim, Jaiwook Park, In 
Su Lee

Probing Target Search Pathways during 
ProteinProtein Association by Rational Mu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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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of the photoelectrochemical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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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기, 최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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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Lee, J. H. Lee, W. R.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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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임형순, 장동명, 박정희, 
강홍석

Reversible Halide Exchange Reaction of 
Organometal Trihalide Perovskite Colloidal 
Nanocrystals for Full-Range Band Gap Tuning

NANO Lett. 2015 13.592 장동명, 박기동, 김덕환, 박정희, 
Fazel Shojaei, 강홍석, 안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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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 Commun. 2016 11.329 Nambin Yim, Seung-Wook 
Ryu, Kyungsun Choi, Kwang 
Ryeol Lee, Seunghee Lee, 
Hojun Choi, Jeongjin Kim, 
Mohammed R. Shaker, Woong 
Sun, Ji-Ho Park, Daes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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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분석과학기술 전문대학원 학연협력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박영목 질량분석연구부 2011. 3. 1 2012. 2. 29 2,293 

19 세포칩 기반 생체모방형 단백질 네트워크 
탐색기술(SERS 이미징 HCS 융합 플랫폼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김수현 생명과학연구부 2011. 3. 1 2012. 2. 29 600 

20 다공성 나노재료를 이용한 수소저장기술개발 교육과학기술부 김해진 물성과학연구부 2011. 4. 1 2012. 3. 31 680 

21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유경만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2011. 4. 1 2012. 3. 31 1,500 

22 질량분석기반 신기술 융합형 진단기술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유종신 질량분석연구부 2011. 7. 1 2012. 6. 30 1,751 

23 2012 첨단장비활용 청소년 과학활동 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홍석권 대외협력부 2012. 1. 1 2012. 12. 31 878 

24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구축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동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2012. 1. 1 2012. 12. 31 1,132 

25 분석과학기술 전문대학원 학연협력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박영목 질량분석연구부 2012. 3. 1 2013. 2. 28 2,293 

26 세포칩 기반 생체모방형 단백질 네트워크 
탐색기술(고감도 이미징 HSC 융합 플랫폼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김수현 생명과학연구부 2012. 3. 1 2012. 12. 31 600 

27 다공성 나노재료를 이용한 
수소저장기술개발(나노재료를 이용한 수소 
저장재료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김해진 물성과학연구부 2012. 4. 1 2013. 3. 31 610 

28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유경만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2012. 6. 1 2013. 3. 31 1,500 

29 질량분석기반 신기술 융합형 진단기술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유종신 질량분석연구부 2012. 7. 1 2013. 6. 30 1,667 

30 메타볼로믹스와 생체영상 융합연구를 통한 
심혈관계 질환의 다중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통합 대사체 연구기반 바이오마커 발굴 및 
융합 영상진단 기술 개발)

기초기술연구회 황금숙 서울센터 2012. 7. 27 2013. 7. 26 550 

31 2013 첨단장비활용 청소년 과학활동 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강재윤 대외협력실 2013. 1. 1 2013. 12. 31 675 

32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서비스구축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동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2013. 1. 1 2013. 12. 31 1,100 

33 분석과학기술 전문대학원 학연협력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박영목 질량분석연구부 2013. 3. 1 2014. 2. 28 2,313 

34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유경만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2013. 4. 1 2014. 3. 31 2,000 

35 CO2 지중저장 모니터링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호 환경과학연구부 2013. 6. 1 2014. 5. 31 535 

36 질량분석기반 신기술 융합형 진단기술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유종신 질량분석연구부 2013. 7. 1 2014. 6. 30 1,599 

*수탁과제 협약고 기준 연구비 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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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13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유경만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2013. 7. 1 2014. 7. 31 979 

38 메타볼로믹스와 생체영상 융합연구를 통한 
심혈관계 질환의 다중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통합 대사체 연구기반 바이오마커 발굴 및 
융합 영상진단 기술 개발)

기초기술연구회 황금숙 서울센터 2013. 7. 27 2014. 7. 26 550 

39 고감도 휴대용 유해 가스 측정 장치 개발(휴대용 
유해가스 측정 장치 개발)

기초기술연구회 김현식 질량분석연구부 2013. 12. 16 2014. 12. 15 650 

40 2014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구축 미래창조과학부 김동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2014. 1. 1 2014. 12. 31 1,054 

41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유경만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2014. 4. 1 2015. 3. 31 2,000 

42 메타볼로믹스와 생체영상 융합연구를 통한 
심혈관계 질환의 다중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통합 대사체 연구기반 바이오마커 발굴 및 
융합 영상진단 기술 개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황금숙 서울서부센터 2014. 7. 27 2015. 7. 26 550 

43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사업 총괄운영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유경만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2014. 8. 1 2015. 7. 31 688 

44 고감도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장치개발(휴대용 
유해가스 측정장치 개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현식 질량분석연구부 2014. 12. 16 2015. 12. 15 650 

45 2015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구축 미래창조과학부 원동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2015. 1. 1 2015. 12. 31 1,102 

46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유경만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2015. 4. 1 2015. 12. 31 2,200 

47 메타볼로믹스와 생체영상 융합연구를 통한 
심혈관계 질환의 다중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통합 대사체 연구기반 바이오마커 발굴 및 
융합 영상진단 기술 개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황금숙 서울서부센터 2015. 7. 27 2016. 7. 26 535 

48 연구장비엔지니어 양성 총괄운영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유경만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2015. 8. 1 2016. 4. 30 649 

49 줄기세포 유래 맞춤형 융복합 NK세포치료제 
개발(생체 이미징을 이용한 전임상 
동물모델에서의 면역세표치료 효능 검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홍관수 바이오융합분석본부 2015. 10. 16 2016. 10. 15 850 

50 자유형상 광부품 초정밀 가공공정 및 검사장비 
개발(대면적 자유형상 및 나노미터급 미세표면 
검사기 개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건희 연구장비개발사업단 2015. 12. 21 2016. 12. 31 850 

51 고도화된 실시간 분석 평가 기술을 적용한 
웨어러블 전자기기용 500 mAh 급 자유변형 
이차전지 개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해진 환경소재분석본부 2015. 12. 21 2016. 12. 31 910 

52 비임상 시험용 인간 당쇄모사 모델마우스 
개발(질량분석기술기반 모델 마우스 인간 당쇄 
동질성 검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유종신 바이오융합분석본부 2015. 12. 21 2016. 12. 31 560 

53 2016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 권경훈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2016. 1. 1 2016. 12. 31 6,188 

54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 구축 미래창조과학부 권경훈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2016 .1. 1 2016. 12. 31 651 

55 연구장비엔지니어 양성 총괄운영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이주한 성과확산부 2016. 5. 1 2017. 2. 28 630 

56 메타볼로믹스와 생체영상 융합연구를 통한 
심혈관계 질환의 다중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통합 대사체 연구기반 바이오마커 발굴 및 
융합 영상진단 기술 개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황금숙 서울서부센터 2016. 7. 7 2017. 7. 26 535 

57 현장진단용 고감도 스크리닝 기술 개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승일 바이오융합분석본부 2016. 8. 1 2017. 7. 31 500 

58 줄기세포 유래 맞춤형 융복합 NK세포치료제 
개발(생체 이미징을 이용한 전임상 
동물모델에서의 면역세표치료 효능 검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홍관수 바이오융합분석본부 2016. 10. 16 2017. 10. 15 750 

59 2017 자유형상 광부품 초정밀 가공공정 및 검사장비 
개발(대면적 자유형상 및 나노미터급 미세표면 
검사기 개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건희 연구장비개발본부 2017. 1. 1 2017. 12. 31 850 

60 2017 고도화된 실시간 분석 평가 기술을 적용한 
웨어러블 전자기기용 500 mAh 급 자유변형 
이차전지 개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해진 전자현미경연구부 2017. 1. 1 2017. 12. 31 910 

61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경훈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2017. 1. 1 2017. 12. 31 6,188 

62 연구장비엔지니어 양성 총괄운영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기욱 성과확산부 2017. 3. 1 2017. 12. 31 580 

63 메타볼로믹스와 생체영상 융합연구를 통한 
심혈관계 질환의 다중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통합 대사체 연구기반 바이오마커 발굴 및 
융합 영상진단 기술 개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황금숙 서울서부센터 2017. 7. 27 2018. 7. 26 535 

64 현장진단용 고감도 스크리닝 기술 개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승일 바이오융합분석본부 2017. 8. 1 2018. 7. 31 618 

65 줄기세포 유래 맞춤형 융복합 NK세포치료제 
개발(생체 이미징을 이용한 전임상 
동물모델에서의 면역세표치료 효능 검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홍관수 바이오융합분석본부 2017. 10. 16 2018. 10. 15 750 

연번 연도 과제명 발주처 과제 책임자 기본사항 연구기간 연구비
(백만원) 

성명 소속

연번 연도 과제명 발주처 과제 책임자 기본사항 연구기간 연구비
(백만원) 

성명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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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관 협약내용 협약일자

협약기관 협약내용 협약일자

6. 국내 MOU 체결 현황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상호협력 2005. 4. 14

광주광역시 노화연구기반 구축 및 관련 연구 2006. 4. 25

노화연구 및 고령친화사업 육성 2016. 4. 5

고자기장 R&DB센터 설립을 위한 협약 2017. 6. 21

광해방지사업단 국가환경오염방지기술 및 환경오염평가기술 분야 2008. 4. 7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장비 공동활용 및 집적화 실천 협약 2015. 8. 31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출연(연) 패밀리기업 역량교육 추진 2015. 7. 15

국립과천과학관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2009. 6. 16

국립대구과학관 과학기술 발전과 융복합적 인재육성, 과학문화 확산 2014. 8. 26

국립중앙과학관 첨단과학정보 확산, 기초과학분야의 교육,연구,전시, 첨단기초과학 연구시설을 
활용한 과학 대중화, 생활화, 과학문화행사 상호협력

2006. 5. 23

국립환경과학원 공동연구, 인력교류 및 장비 공동활용 2012. 6. 27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글로벌 신약 및 첨단 의료기기 개발 2011. 7. 15

대구광역시 전략소재관련 대형핵심연구장비 인프라 구축 2005. 8. 30

국가이미징센터 및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2014. 2. 20

대덕밸리 기술거래지원센터 기술거래 업무협약 2005. 3. 22

대전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 유치 2008. 9. 4

나노융합산업 Hub 대전 구현 2009. 2. 12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참여 2009. 6. 9

대전지역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2013. 7. 17

대전테크노파크 기술거래 활성화 2005. 3.18

대전북부소방서 재난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문화 확산 위한 협약 2014. 12. 18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상호협력, 동남권 지역의 과학 대중화 촉진과 과학문화 기반 확충 2006. 4.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교육 활성화 2012. 10. 11

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 미래신성장분야 지원체계 구축 2016. 6. 27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글로벌 바이오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 2011. 7. 1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지원 2011. 3. 21

첨단부품소재클러스터 협의회 대덕 R&D 특구내의 첨단부품소재 클러스터를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 2005. 1. 31

충청북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설립에 관한 협약 2003. 11. 14

충청북도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투자의향서

2009. 3. 12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 앰베서더 활성화 및 과학기술대중화 2005. 12. 22

KOREKA 운동 동참 및 연수 운영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2010. 3. 26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2016. 7. 1

한국투명성기구 윤리경영 및 청렴문화 확산 2013. 12. 17

한성백제박물관 학술교류 및 협력증진 2015. 11. 26

(사)한국분석과학기기협회 국가 연구장비 산업 경쟁력 증진 2017. 5. 23

(재)충북테크노파크 장비공동활용 및 업무협력 2007. 5. 16

LG 상남도서관 LG 상남도서관의 홈페이지에 기초(연) 장비정보 DB 서비스 제공 등 2001. 11. 1

메디스커브㈜ 단백질간의 상호작용 탐색기술 사업화 2010. 1. 28

솔젠트㈜ 생물분석과학분야의 현장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2015. 4. 28

인솔㈜ 감염병 신속진단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협약 2017. 12. 14

㈜엔피씨 감염병신속진단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협약 2017. 12. 14

코리온시스템㈜ 국내외의 첨단 과학·산업기자재 관련 분석·실험정보의 수집·제공 등 2001. 12. 5

㈜그린광학 나노메카트로닉스 전공(초정밀가공) 계약학과 설치·운영 2016. 6. 1

㈜바이오니아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통한 기술사업화 및 산연협력 발전 2010. 12. 7

㈜셈테크놀로지 셈테크놀로지가 기초(연)에게 특허 양도(플라즈마 발생장치, 중성입자 처리장치) 및 
공동연구

2005. 4. 14

㈜엔피씨 엔피씨가 소유한 나노분말 양산용 고주파 유도 플라즈마 반응로, 상자성 금은 분말, 
나노입자 치약 조성물 관련 특허 공동출원, 금명철

2005. 4. 22

㈜풍산 초정밀 가공 분야 기술개발 및 업무협력 2007. 5. 10

강원대학교 춘천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춘천분소 설치) 2001. 11. 23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설치 및 상호협력 2002. 6. 29

경북대학교 대구분소 설치 1992. 3. 19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설치 및 상호협력 1999. 7. 16

고려대학교 서울분소 설치 1992. 4. 2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설치 및 상호협력 1999. 7. 8

공주대학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설치 및 상호협력 2000. 5. 22

광운대학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설치 및 상호협력 2001. 6. 26

광주과학기술원(GIST) 초고정밀도 자유형상 레이저 광학계 개발 2017. 7. 1

동의대학교 기초과학, 플라즈마 및 가속기 분야 공동연구 1997. 6. 19

부산대학교 부산분소 설치 1992. 3. 19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설치 및 상호협력 1999. 7. 23

부산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협정 2014. 10. 22

성균관대학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설치 및 상호협력 1996. 7. 22

성균관대학교 부설 진공기술연구소 진공기술, 표면분석, 플라즈마 분야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1994. 11. 18

세종대학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설치 및 상호협력 2000. 5. 4

순천향대학교 산학 협력 및 인턴쉽 협력 2004. 3. 18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서부센터 설치 및 운영협약 2012. 4. 5

공공기관

기업

대학교 기타

29
9

27 15
16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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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설치 및 상호협력 2014. 7. 25

전남대학교 광주분소 설치 1992. 3. 18

고령동물 생육실 설치·운영 협약 2009. 11. 20

노화과학관련 대학원신설을 위한 협약 2014. 3. 6

전북대학교 전주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전주분소 설치) 1999. 12. 10

한국 과학교사 첨단과학교육 협력 2007. 7. 31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설치 및 상호협력 2014. 5. 30

제주대학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설치 및 상호협력 1999. 4. 23

조선대학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설치 및 상호협력 2000. 2. 17

고령동물 생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연구협력 및 업무교류 2008. 8. 20

충남대학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설치 및 상호협력 1999. 5. 29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설립추진 2008. 7. 1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추진 2009. 4. 22

충북대학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설치 및 상호협력 2009. 2. 27

충청권 인재양성과 산학연협력 활성화 2012. 2. 20

과학장비 개발 및 활용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 및 공동연구 2014. 4. 15

한국교원대학교 WISE 충북지역센터 충청북도권내의 과학문화 진흥과 과학분야 인력양성사업 수행 2010. 4. 23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협력을 위한 협정서(기초과학,플라즈마 및 핵융합 공동연구) 1999. 12. 30

융합연구정책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2012. 8. 23

연구장비 공동활용 및 학·연 협력 촉진 2010. 12. 30

한밭대학교 초정밀가공 및 연구장비공동활용 2007. 11. 19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참여기관 협약서 2009. 4. 28

호남대학교 상호 협력 2007. 6. 19

천연물 의약품 소재 제형 표준화 센터 건립 2015. 7. 21

호서대학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설치 및 상호협력 2001. 10. 26

홍익대학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설치 및 상호협력 1999. 8. 23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바이러스 재난과학 연구협력, 공동연구, 인력교류 및 장비 공동활용 2013. 04. 2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과학수사와 기초과학 분야의 진흥과 발전 2010. 02. 11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 2015. 08. 19

극지연구소 상호 협력 2005. 11. 23

세계김치연구소 기초과학 발전 및 김치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2015. 2. 24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제주지역 지질·환경·생물자원의 학술조사 연구 및 활동협력 2016. 4. 18

안전성평가연구소 독성평가 및 분석지원 분야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 2016. 8. 31

포항가속기연구소 기초과학, 플라즈마 및 가속기 연구, 반도체 분야 공동연구 1994. 11. 25

포항가속기연구소 내 빔라인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2014. 12. 2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정밀시험분석기술의 향상 및 시험방법 표준화 공동연구 2012. 4. 1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형 연구장비·시설 공동활용 활성화 및 대용량 실험데이터 분석환경 구축 2016. 12. 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재료연구소,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우수 미활용 기술 나눔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2015. 6. 2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학술·연구 교류 협정서 2005. 3. 18

한국전기연구원 기술개발 및 업무협력 2007. 3. 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형연구장비 공동활용, 지구과학 관련 기초기반기술 연구 2006. 6. 2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형 반사경 가공 및 대형 광학계 개발과 관련한 상호협력,
첨단연구장비 개발 및 국내연구장비산업 진흥을 위한 협약

2016. 9.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기술분야 발전과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2016. 10. 19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연구전반 협력 2014. 5. 22

구례군, 호남대학교, 
(주)농업회사법인 구례삼촌

쑥부쟁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2016. 8. 2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산업은행

출연(연)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017. 11. 21

국립문화재연구소, 
분석과학기술대학원(GRAST)

국가 문화재 분석 공동연구 및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식 2015. 6. 16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국가과학수사연구소

6·25전사자 신원확인 및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 2017. 10. 26

국회의원 배은희 실험동물의 복지 및 안정성 확보, 윤리의식 확산 2011. 7. 22

법무법인 안세 특허, 기술이전 자문 및 신기술 개발 촉진 2012. 12. 5

부산광역시 외 16개 기관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 2014. 10. 8

연세대학교 의료원 의과학분야 공동연구 2014. 10. 23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한국메탈실리콘

희소금속 제품화 및 사업화를 위한 공동연구 2016. 6. 15

전북대학교병원 쯔쯔가무시 조기진단 차세대 기술개발 2016. 10. 25

정부출연기관 14개 기관, 
극지연구소

국가 극지연구 융합/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2015. 7. 9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충북지회, 
(사)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 
(사)충북우수중소기업협의회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 2015. 4. 7

충청북도, 청주시청 동위원소 방사능 분석 융복합 연구시설 구축 2017. 5. 1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Clean 협력업체 인증서 2010. 2. 5

협약기관 협약내용 협약일자협약기관 협약내용 협약일자

연구기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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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체코

폴란드

러시아

베트남

중국

일본

미국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덴마크

그리스

슬로베니아

아랍 에미리트

7. 국외 MOU 체결 현황

마스다르과학기술대학원 Masdar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5. 3. 4

석유대학 Petroleum Institute University and Research Center 2014. 9. 16

국립과학연구소 데모크리토스 National Center for Scientific Research Demokritos(NCSR Demokritos) 2011. 6. 10

비도어 병원 Amager and Hvidovre Hospital 2016. 12. 22

막스플랑크태양계연구소 Max Planck Institute for Solar System Research 2017. 3. 22

카잔대학교 Kazan Federal University
(구 Kazan State University)

2007. 1. 15

국립고자기장연구소 National High Magnetic Field Laboratory(NHMFL) 2002. 10. 28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가속질량분석센터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LLNL)
Center for Accelerator Mass Spectrometry

1994. 6. 7

메사추세츠 의과대학 University of Massachusetts Medical School(UMMS) 2012. 2. 2

솔크연구소 The Salk Institute for Biological Studies(SIB) 2006. 5. 11

아리조나대학교 University of Arizona 2014. 3. 6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5. 8. 9

천문연구대학연합 Association of Universities for Research in Astronomy(AURA) 2017. 3. 22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UCSD) 2003. 5. 27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96. 10. 1

텍사스주립대학교 보건과학대학 University of Texas Health Science Center at Tyler 2013. 11. 15

하버드의대 부속병원 마르티노센터 Athinoula A. Martinos Center for Biomedical Imaging 2013. 9. 12

베트남인증센터 Vietnam Certification Center 2017. 3. 29

재료과학연구소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IMS) 2012. 1. 30

해양생화학연구소 Institute of Marine Biochemistry(IMBC) 2011. 10. 21

기관명(종합) 기관명(영문 종합) 체결일자 기관명(종합) 기관명(영문 종합) 체결일자

요제프 스테판 연구소 Jozef Stefan Institute(JSI) 2007. 3. 26

생물공정기술연구소 Bioprocessing Technology Institute 2014. 2. 12

러더포드 애플턴 연구소 Rutherford Appleton Laboratories 1994. 6. 22

마이크로매스 Micromass UK 2002. 5. 28

연구위원회 중앙연구소 위원회 Council for the Central Laboratory of the Research Councils 1999. 9. 24

이화학연구소 요코하마 캠퍼스 RIKEN Yokohama Campus 2006. 12. 26

교토대학교 신에너지연구소 Kyoto University Institute of Advanced Energy 2000. 9. 1

국립기초생물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Basic Biology(NIBB) 1997. 9. 25

국립생리학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Physiological Sciences(NIPS) 2008. 3. 7

국립물질과학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s(NIMS) 2003. 10. 27

오사카대학교 Osaka University 2003. 10. 29

이화학연구소 RIKEN 2017. 9. 6

북경대학교
중이온물리연구소

Peking University
Institute of Heavy Ion Physics

1995. 5. 10

과학장비연구소 Institute of Scientific Instruments(ISI) 2015. 12. 2

카렐대학교 Charles University, Prague 2016. 4. 14

힐라세센터 HiLASE Center, FZU 2017. 7. 28

ELI 빔라인 Institute of Physics of the Czech Academy of Sciences(ELI.FZU) 2017. 1. 11

아담 미츠키에비치 대학 Adam Mickiewicz University(AMU) 2011. 6. 14

북일로코스 주정부 Provincial Government of Ilocos Norte 2016. 8. 18

울런공대학교 University of Wollongong 2013. 9. 3

호주국립대학교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ANU) 2007. 3. 30

UAE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영국

일본

중국

체코

폴란드

호주

필리핀

미국

베트남

러시아

독일

그리스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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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표5
1986

1988. 4. 

1988. 8. 1

1991. 12. 26

1992

1992 1996

1986 6 20 2000년대를 향한 정부의 과학기술 발전 장기계획 수립시 기초과학연구소 설립 검토

1987 10 과기처에서 전국공동이용 기초과학연구소 설립 조사연구 추진

12 기초과학연구소 설립을 위한 재원 확보(1988년 과학재단 예산 50억원)

1988 2 10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연구장비운영공동기구 설치 건의

4 1988년 과기처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가칭)’ 설립을 대통령께 보고

7 12 과기처에서 한국과학재단에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 설립하도록 통보

7 30 한국과학재단 제33회 이사회에서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 설립 의결

8 1 한국과학재단 부설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로 설립

8 1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 임시사무실 개설

8 1 초대 소장 김현남 박사 취임 

9 12 과천시 중앙동 고려빌딩(301호)에 사무실 개설

12 12 1988년 특별외화대출(500만불)로 1차 기기구매 공개입찰 실시

12 22 한국과학재단 제34회 이사회에서 1989년 센터 기본운영계획 의결 및 센터 운영협의회 설치

1989 5 15 특별외화대출 700만불(1988년 및 1989년)을 확보하여 연구장비 36종 도입 추진

6 7 대덕연구단지에 대덕본소 건설부지(3만 2,765평) 확보 (KAIST 부지 무상양여)

6 9 최초의 연구기기 도입계약체결 완료, 기기도입 개시

8 16 센터 운영의 핵심 의결기구인 센터 운영협의회 위원 위촉

8 19 별정직 책임연구원(기초과학분야 대학교수) 11명 위촉

9 1 서울 대치동에 청사 개설(신사 제2빌딩 4~5층) 및 기기수요 조사 등 연구장비 도입 등 본격적인 
업무 시작

10 17 제1회 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12 18 기초과학연구진흥법(법률 제4196호) 제정, 기초과학연구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1990 8 10 과기처 장관에게 ‘기능정립 및 지역분소 설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확정

9 10 정근모 과기처 장관, 센터 내방

9 29 1990년 특별외화대출 250만불 확보로 연구기기 6종 도입 추진 

9 29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171호) 제정 - 지역분소 설립근거 마련

12 1 대덕 본부 건설공사 기공식 

12 27 한국과학재단 제46회 이사회에서 대형공동연구기기부 신설 등 조직개편 승인

1991 2 4 IBRD 본부(워싱턴) 방문 1,500만불 차관도입 협의

6 3 IBRD 공공차관 1,500만불 협정체결 연구기기 59종 도입 추진

7 26 IBRD 차관 재무부와 전대계약 체결

8 1 제2대 소장 강박광 박사 취임

10 17 정부출연기관 기능재정립 및 운영 효율화 방안에 따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직속‘기초과학지원센터’개편

11 14 MIT대학 플라즈마 센터 방문 TARA 연구시설 양여 절차 및 조건에 관한 행정약정 협의 및 서명

12 2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제48차 정기이사회에서 기초과학지원센터 4개 지역분소 설치(안) 의결

1992 2 26 서울분소 현판식(고려대학교) 및 분소설치 협약 체결

2 26 플라즈마 공동연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을 과기처에 보고(미국 MIT대 Tandem Mirror 장치 
무상이관) 

연도 월 일 내용 연도 월 일 내용

3 18 광주분소 현판식(전남대학교) 및 분소설치 협약 체결

3 19 부산분소 현판식(부산대학교) 및 분소설치 협약 체결

4 2 서울분소 현판식(고려대학교) 및 분소설치 협약 체결

4 13 대구분소 현판식(경북대학교) 및 분소설치 협약 체결

4 13 대구분소 현판식(경북대학교) 및 분소설치 협약 체결

10 13 서울분소 신축 기공식(김진현 과기처 장관 축사) 및  과기처 출입 기자단 기자회견

11 25 IBRD에서 2,000만불 차관 제공 사전평가를 위해 내방(Mr. Desa)

12 30 대덕 본소 건설 완공

1993 4 15 제3대 소장 박병권 박사 취임

5 1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설 ‘기초과학지원센터’로 승격

7 대치동에서 대덕본소로 이전 시작(8월 종료) 

10 16 기초과학지원센터 대덕본소 준공식

11 22 서울분소 준공식(김시중 과기처 장관, 김진형 전 과기처 장관, 김희집 고려대 총장 등 참석)

1994 5 17 IBRD Consultant Mr. Sung 내방

6 23 영국 DRAL/미국 LLNL과의 공동연구 협정 체결

6 IBRD 공공차관(1,500만불 및 2,000만불) 장비 도입 완료로 총 182종 장비 확보 

9 1 센터이전 1주년 기념 체육대회

9 29 미국 LLNL(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의 Dr. John Southon(AMS Director) 내방

10 1 600 MHz NMR 도입

11 25 포항가속기연구소와 협력약정서 체결

1995 1 13 제4대 소장 최덕인 박사 취임

2 17 슬로베니아 과기부 장관 일행 내방

2 27 연구기반 특수설비동 준공

3 31 표준(연) 제62차 정기이사회에서 ‘기초과학지원센터’에서 ‘기초과학지원연구소’ 로 명칭 변경 의결

4 1 ‘기초과학지원센터’에서 ‘기초과학지원연구소’ 로 명칭 변경

4 7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한스 블릭 내방

4 20 기초과학지원연구소로 명칭 변경 현판식 

5 11 한·중 플라즈마물리분야 연구협력약정 체결

6 8 프린스턴 플라즈마물리연구소(PPPL)와 협정체결

6 21 플라즈마 공동연구시설 종합준공식 정근모 과기처 장관 및 주요인사 내방

8 9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과 상호 협력 MOU 체결

8 31 아시아·태평양 국회의원연맹(APPU) 각국 대표단 일행 내방

10 7 핵융합기술 연구기획공청회 개최

12 27 표준(연) 제67차 이사회에서 ‘핵융합연구개발사업단’ 신설 의결

12 29 국가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에서 국가핵융합연구개발 기본계획 확정(투자규모 1,500억원)

1996 1 13 핵융합연구개발사업단 현판식 

3 6 일본 국립핵융합과학연구소와 협정체결

3 13 이수성 총리, 정근모 과기처 장관, 심대평 충남지사 내방

1995. 4. 1

1993. 10. 16

1995.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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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2001

2001 2004

5 15 IBRD Mission 연구소 일행 내방

6 14 한·미 핵융합 연구협력 시행 약정 체결(미, 워싱턴) 

7 22 성균관대 학연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 설치 협정 체결

9 30 영국과학기술처 장관 Ian Taylor 내방

11 1 부산분소 신규건물 입주식

11 6 KSTAR 장치 설계관련 Wokrshop을 미국 PPPL에서 개최(11. 6 ~ 8)

12 28 표준(연) 제70차 이사회 핵융합건설본부 신설(1997. 1. 1) 의결

1997 2 15 연구소 Web 홈페이지 Best Web Korea에 선정 수상(경향신문사)

2 17 이부식 과기처 차관 및 과학담당 기자단 미국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연구소 방문

4 21 과학의 날 기념 포상 : 이정순 선임부장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등

5 15 러시아 쿠르차토프연구소와 핵융합 공동연구협력 약정 체결

8 28 프랑스 까다라슈 핵융합 연구소와 플라즈마 핵융합 연구협력 약정 체결

9 2 영국 캘험 연구소와 핵융합 연구협력 약정 체결

9 25 일본 기초생물과학연구소와 연구협력 약정 체결

10 1 영국 Zellweger Analytics(Lachat)의 Dr. J. White와 D. Light 내방

10 2 영국 VG Elemental 사장 John Kentle 내방

11 13 태국 MTEC(National Metal and Materials Technology Center) 소장 및 일행 내방

12 8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KSTAR) 공학 설계 평가회(12. 8 ~ 10)

1998 1 26 한미 과학기술협력 미국 대표단 일행 내방

7 29 제5대 소장 이정순 박사 취임

9 4 기초과학지원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식

12 23 핵융합 특수 실험동 건설 기공식 

1999 2 19 박익수 국가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위원장 내방

4 21 조규향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일행 내방

5 10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과 상호 협력 MOU 체결 연장

5 20 관련 법률(정출연법)에 의거 국무총리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독립법인 ‘기초과학지원연구소’ 출범

5 21 독립법인으로 변경에 따른 소장(이정순 박사) 취임식  

9 24 영국 CC LRC(Central Laboratory of the Research Councils)와 공동연구 협정체결

10 12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일행 내방

12 10 전주분소 개소식(전북대학교)

12 30 한국과학기술원과 협정체결

2000 4 21 한국물리학회 주최 물리 홈페이지 경연대회 Physics Web 2000 최우수상 수상

4 23 극한물성팀-서울대 복합다체계물성연구센터간 상호협력 체결

9 18 한·EU 핵융합 워크숍(9. 18 ~ 20, 독일)

9 27 일본 교토대학과 협정체결

11 16 ‘European Fusion Expo’ 행사 개최(11. 16 ~ 25)

12 1 ‘European Fusion Expo’ 행사 개최(12. 1 ~ 16)

12 8 ‘HANBIT’ 장치 10,000샷 기념 축하 행사

2001 1 1 ‘기초과학지원연구소’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1 1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명칭변경에 따른 현판식

2 27 스위스 과학국무장관 겸 연방과학기술청장 Charles Kleiber 등 과학기술 대표단 내방

국제 에너지기구(IEA) 핵융합 연구협정 가입

4 19 러시아 Efremov 연구소와 핵융합 연구협정 체결

6 25 천성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위원장 내방

8 1 강원분소 설치대학 발표 평가회 개최

8 16 미국 Applied Biosystems사의 Proteomics Research Center와 상호 협력

9 27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내방

9 28 김대중 대통령 내외 내방

11 23 강원대학교내 춘천분소 개소식 

2002 2 27 미 대사관 환경과학기술팀 과학기술참사관 Mr. Bruce Howards 및 일행 내방

5 14 직무발명경진대회 이상곤 박사 은상 수상 - 특허청 주최/한국발명진흥회 주관

5 22 제6대 원장 이정순 박사 취임

5 28 핵융합 포럼 개최 - 핵융합에너지 전망과 대처방안(기초기술연구회 주최)

7 1 국제 플라즈마 과학 및 기술 학술대회 연합 개최(7. 1 ~ 4) 
 - Dr. F. Chang-Diaz가 「우주정거장에서 화성으로」 주제 발표(제주 서귀포 롯데 호텔)

7 9 전북대학교내 전주분소 기공식 

8 9 제1회 고체상태 NMR 심포지움: 국내최초 600 MHz 고체 NMR 설치 기념

9 5 핵융합 특수실험동 준공식

9 26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Sammual C.C. Ting 교수 일행 내방

9 30 고체 600 MHz NMR 도입 완료

10 28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와 상호협력체결

11 1 2001년도 기관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국무총리 표창 수상)

2003 4 8 한국 핵융합협의회 창립 총회(서울 코엑스)

5 14 한·미 정상, ITER 프로젝트 추진관련 양국 협력 증진 공동성명 발표

5 16 한-EU 과기장관, ITER 프로젝트 추진 공조협의(벨기에 브뤼셀)

5 27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UCSD)과 상호협력 MOU 체결

8 20 2002년도 정부 출연연구기관 종합평가에서 기관평가 우수(A) 등급 선정

8 26 제2회 Fusion Expo 개최(8. 26 ~ 9. 7)

10 26 일본 물질·재료연구기구 및 오사카대학과 공동연구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11 5 강원대학교내 춘천분소 준공식

11 14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연구원 부지 확보 등 충청북도와 협약체결 

11 21 노벨 화학상 수상자 리하르트 R. 에른스트 교수 초청 강연회 개최 - NMR과 노벨의 영광

12 1 그리드포럼 코리아 워크숍 개최(12. 1 ~ 2 서울) - HVEM의 e-Science 그리드 시스템 발표 및 시연

12 4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출범 현판식

2004 2 20 국가차원의 연구개발시설·장비부문 공동이용 조장·지원 전담기관으로 선정 

4 2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 완공식(오명 과기부 장관, 박상대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참석)

5 17 초고전압 투과전자현미경, 한-중국 간 원격제어 및 실험 성공

7 27 2004년 국무총리상수상(김승일 박사)

연도 월 일 내용연도 월 일 내용

1999. 5. 20

2001. 1. 1

2001. 9. 28

2003. 11. 14

2004. 2. 20



352 Appendix 부록 3535. 세부 연표

2004 2006

2006 2009

9 22 노벨화학상 수상자 다나까 고이치 박사 초청 강연회

12 10 차세대 자기공명장치 연구기반동(오창) 기공식(최석식 과기부 차관, 이원종 충북도지사 참석)

2005 2 28 플로리다 공동연구센터 개소식 개최(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

3 17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현판식 및 개소식

4 18 생명공학연구원과 바이오마커 발굴 협력체결(한국생명공학연구원)

4 28 노벨화학상 수상자 스위스 연방공과대학 쿨트 뷔트리히 교수 내방

5 6 순천대학교내 순천출장소 개소식 

5 25 제7대 기초(연) 원장 강신원 교수 취임

5 4.7 T MRI 도입

7 8 국가 핵융합에너지개발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7 25 혁신사례 우수상(‘국가적 대형장비와 인터넷의 결합’) - 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상

8 25 이탈리아 마리오 네그리 수드 연구소(CMNS)와 협력체결

8 30 대구광역시와 ‘전략소재 대형연구장비 구축’ 협력의향서 체결

9 13 기초기술연구회 제66회 임시이사회에서 부설기관 ‘핵융합연구센터’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설립 승인

10 1 부설 설치 및 핵융합연구센터 초대 소장 신재인 박사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초대 소장 
조용승 교수 선임

10 전주센터 신축건물(생명과학관) 이전

11 25 연구부서 오창으로 이전

12 22 한국과학문화재단과 기관과학기술앰배서더 상호협약서 체결 및 과학기술앰배서더 현판식 개최

12 900 MHz NMR 도입

2006 1 광주센터 퇴행성질환 재생 연구장비 구입운영사업 개시(~ 현재)

2 20 '노벨상 수상 R. 에른스트 교수 초청 강연회 개최(2. 20 ~ 21)

3 10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개소식

3 31 부설 핵융합연구센터 현판식

3 31 전주센터 전북대학교내 신축건물 이전 기념식

4 17 첨단자기공명연구동(오창) 준공식(박영일 과기부 차관, 이원종 충북도지사 참석)

4 21 혁신사례 우수상(‘데이터에 가치를 넣어 드립니다’) - 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상

4 25 광주광역시와 노화 연구기반 구축 및 관련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 

5 9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와 고자기장 자석 관련 연구협력 체결

5 11 미국 솔크연구소 공동 연구협약 체결

6 7 강릉대학교내 강릉출장소 개소식 

7 14 부산센터, 부산지방 식약청과 연구장비 공동활용 MOU 체결

8 9 춘천센터, 부산대-프라운호프 IGB 국제공동연구소와 양해각서 체결

9 14 강릉출장소, 해양바이오·신소재 클러스터 사업단과 상호협력 체결

9 15 춘천센터, 강원대학병원과 양해각서 체결

9 19 정우택 충북도지사 내방(오창)

10 9 서울센터, 뉴욕대학 연성물질연구센터와 양해각서 체결

10 23 순천출장소, 중국 College of Chemistry Beijing Nomal University와 양해각서 체결

10 31 춘천센터, 강원대학교 혈관연구센터와 양해각서 체결

11 3 순천출장소, 일본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Kyoto University와 양해각서 체결

12 26 일본 RIKEN 요코하마 연구소 유전과학센터와 양해각서 체결

2007 3 21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대학(총장 막크수살라코프)과 MOU 체결(러, 카잔대학)

3 26 슬로베니아 국립 요제프스테판 연구소(소장 Jadran Lenarcic)와 MOU 체결

3 30 호주국립대(총장 Ian Chubb)와 MOU 체결 

4 21 제40회 과학의 날 국무총리표창 수상(김은희 선임연구원) 

5 10 기초(연) 별관 준공식

8 9 부산센터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동 준공 및 입주

9 14 부설기관 국가핵융합연구소 KSTAR 완공식 - 노무현 대통령 내방

9 18 제8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대학1연구기관 부분 대통령표창 수상(서울 코엑스)

10 8 한국-프랑스 공동 고체 NMR 워크샵(10. 8 ~ 10) 

11 29 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 - 대통령 표창(김윤중 박사), 국무총리 표창(김해진 박사)

2008 1 2 ‘KBSI 헌장 및 고객 헌장’ 선포식 

4 3 제주대학교내 제주센터 설치 협약 체결

4 16 제주대학교내 제주센터 개소식

4 21 제41회 과학의 날 기념 과학교육진흥 유공자 표창 수상(이석훈 박사 등)

4 24 초정밀동위원소분석연구동(오창) 건설공사 기공식(유희열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정우택 
충북도지사 참석)

5 26 제8대 원장 박준택 교수 취임

6 18 중국칭화대학교 교수일행 내방

7 1 충남대학교와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설립 양해각서 체결 

7 15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 제18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자 선정(이광식 박사)

8 4 제1회 주니어닥터 개최(8. 4 ~ 14)

8 28 창립 20주년 기념식

9 8 러시아카잔대학교 총장 일행 내방

11 3 2008년 대한민국과학문화상 이달의 과학문화인상 수상(이석훈 박사)

11 5 제주센터 JDC 입주 협약 체결

12 4 첨단질량분석기연구동 준공식

12 4 세계 최고성능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 준공식

12 8 KOLAS 인정 현판식(방사성물질, 폐수·폐기물, 수질, 토양 4개 분야)

12 17 2008년 과학기술창의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상

12 18 제2회 다빈치상 및 추임새상 기초기술연구회 대상 수상(이기라 박사) 

12 26 기관평가결과 유공자 대통령 표창(기관),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수상(한옥희 박사)

12 31 2008년 KBSI인상 수상(이광식 박사)

2009 1 12 서울센터 조동현 소장 임명

3 6 분석과학기술대학원 개원식

4 21 제42회 과학의 날 훈장 수상(원미숙 박사), 국무총리 표창 수상(이주한 박사)

연도 월 일 내용연도 월 일 내용

2006. 3. 10
2006. 3. 31

2007. 9. 14

200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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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2

2012 2014

6 11 아제르바이잔 국립학술원장 Dr. Mahmud Karimov 내방

6 15 산학연협력팀, 산학연협력 활성화 UCC 경진대회 대상 수상

7 3 부산센터 정옥상 소장, 순천센터 김병일 소장 임명

9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희선 소장 일행 내방

9 25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개소식

10 8 헝가리 국립과학원 Jozsef Palinkas 원장 내방

12 1 한국연구재단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수상(한옥희 박사)

12 9 연구원 브로슈어,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우수홍보물대상 수상

13 31 2009년 KBSI인상 수상(유종신 박사)

2010 4 2 전국여성과학기술인센터의 ‘2010 여성과학기술인 친화적 우수기관’ 표창 수상

4 21 제43회 과학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권경훈 박사)

4 22 제주센터 현명택 소장 임명장 수여식

4 23 분석과학전문학술지 JAST 창간 기념식

6 9 슬로베니아 요제프스테판연구소와 연구협약

9 9 에콰도르 과학기술 정책관 내방

10 7 오창센터 초정밀동위원소 분석연구동 준공식

11 15 국내 최초 고령동물생육시설 구축(광주센터)

11 23 제1회 KBSI 국제자문회의

12 8 KBSI 연보, 201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12 30 연구윤리 우수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상

2011 3 17 베트남 VAST-IMBC 대표단 내방

3 18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윤여표 이사장 내방

3 31 제2회 KBSI 국제자문회의

4 7 오창센터 개소식

4 21 제44회 과학의 날 대통령 표창(유종신 박사), 국무총리 표창(황금숙 박사) 수상

5 24 제9대 원장 박준택(연임) 취임

7 15 대구경북의료산업진흥재단과 협약식

7 19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협약식

8 23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애질런트사 당분석 연구교육센터 협약식

8 30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산학연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김건희 박사)

9 14 부설기관 핵융합연구소 권면 소장 임명 

11 4 한국연구재단의 ‘여성과학기술인 친화적 기관 혁신사업 우수기관’ 표창

11 5 부산센터(부산대학교내에서 지사과학산업단지로) 이전

11 10 제1회 KBSI 이미징 장비교육 스쿨

11 12 WISET 여성과학기술지원 우수기관 표창 수상

11 15 제1회 분석과학기술 국제심포지엄 개최(11.15 ~ 17)

12 31 2011년 KBSI인상 수상(김수현 박사)

2012 2 20 한국자기공명학회주관 제1회 이조웅 학술기념상 수상(한옥희 박사) 

3 14 오창센터 재난분석과학연구단 현판식

4 20 제45회 과학의날 대통령표창(이광식 박사, 윤혜온 박사) 수상

10 9 KBSI SHRIMP 설치 3주년 기념 제12차 연대측정 심포지움  

11 30 한국연구재단의 제12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원미숙 박사) 수상 

12 4 이화여자대학교내에 서울서부센터 설치

12 06 광주센터 2012 퇴행성질환 연구사업 심포지움(전남대 용지관 광주은행홀)

12 31 2012년 KBSI인상 수상(한옥희 박사)

2013 2 7 제10대 원장 정광화 박사 취임

2 27 ㈜져스텍과 기술이전 협약

3 11 이용자 장비교육 실시

6 26 찾아가는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7 29 분석과학기술대학원과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9 3 호주 울런공대학교와 MOU 체결

9 12 미국 하버드의대와 MGH 체결 

11 13 제2회 분석과학기술 국제심포지엄 개최(11. 13 ~ 14)

11 13 광주센터 2013 퇴행성질환 연구사업 심포지움(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세미나실)

11 14 2013 KBSI 메타볼로믹스 심포지엄 개최

12 2 ㈜모두테크놀로지와 기술이전 협약

12 4 2012 연보 뉴욕페스티벌 해외특별상 수상

12 6 CI 변경

12 16 광주센터 고령동물생육시설 가동

12 31 2013년 KBSI인상 수상(홍관수 박사), 기초기술연구회 우수신진연구원상 수상(김건화 박사)

2014 1 27 센텍㈜과 기술이전 협약 체결

2 12 싱가포르 BTI와 MOU 체결

3 21 과학장비개발을 위한 공동워크숍 개최

5 22 제1회 KBSI SIMS School

5 22 고대안암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6 13 ㈜한국질량분석기술과 기술이전 협약 

6 25 제2회 KBSI SIMS School

7 1 이화여자대학교내 서울서부센터 개소식

7 16 ㈜이공교역과 기술이전 협약 

7 22 MRI연구동(오창) 준공식

8 18 2014 Geochronology School

9 9 베트남 과학기술아카데미, ITT 연구소장 내방

9 11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 Users Advisory Committee 위원(활동기간: 2014 ~ 2018년 기준)으로 
선정(한옥희 박사)

9 16 UAE(아랍에미리트연합국) 석유대학과 MOU 체결

9 17 한국(한밭대), 일본(이와테대), 중국(대련이공대), 말레이시아(파항대) 부총장 및 교수 기관 견학 

9 22 ㈜윤슬과 기술이전 협약 

9 22 KBSI-생명(연)-핵융합(연)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립 협약식 

연도 월 일 내용연도 월 일 내용

2009. 9. 25

201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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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5

2015 2017

10 6 전주센터 ISO9001 인증 획득

10 22 국가적 생물재난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SI 재난분석과학연구단-전남대 농생명재난과학연구센터-전북대 기능성식품임상지원센터

10 28 KBSI 연구장비 유지보수센터 개소

10 29 부산센터 동남권 중소기업 R&D지원센터 개소

11 7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개발(Best HRD) 인증 획득

11 20 제3회 분석과학국제컨퍼런스 개최(11. 20 ~ 21)

11 25 KBSI 바이오·의약분야 장비 및 기술설명회 개최

11 28 광주센터 2014 퇴행성질환 연구사업 심포지움(전남대학교 공과대학 5호관 세미나실)

12 17 국내 최초 스마트 실험실 기반 분석지원서비스 운영

12 23 2014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수상

12 23 PAL(포항가속기연구소) 내 KBSI 빔라인 설치ㆍ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12 23 전남대학교-㈜솔젠트 기술이전(노로바이러스 신속농축기술) 협약식

2015 2 5 인력관리 우수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수상

2 7 부원장 신설 및 조직개편

3 4 UAE 마스다르과학기술대학원과 MOU 체결

4 29 노로바이러스 진단기술 R&D 인재 양성을 위한 UST 계약학과 설치관련 협약 체결

5 20 7 T MRI 도입

6 16 국립문화재연구소-GRAST와 국가문화재 분석 공동연구 및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 체결 

7 6 영화 '명량' 김한민 감독 KBSI 방문 

7 8 이화여대 자기공명 융복합소재 학연공동연구센터 현판식

7 20 연구장비전문가 민간자격등 등록

7 24 Texas A&M TEES와 국제공동연구 협약

7 28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NHMFL)와 MOU 체결

8 18 북미한인교수협회 이강원 회장 대덕본원 내방 

8 18 한맥전자㈜와 기술이전 협약

8 19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 - KBSI, 핵융합(연), 생명(연), 한의학(연)

10 7 제4회 분석과학컨퍼런스 개최(10. 7 ~ 8)노벨상 수상자 아론 시카노버 초청 강연

10 13 UAE 석유대학 총장 내방

10 16 2015 고자기장 기술 포럼 개최

10 21 체코 공화국 과기대표단 내방

11 9 제1회 IGS(International Geochronology School) 

11 9 2015 국제연대측정스쿨 개최

11 17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인증 획득

11 19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내방

11 24 포항가속기연구소 빔라인 운영 협약

11 30 MSTECH와 기술이전 협약

12 2 체코 과학장비연구소와 협력 협약

12 7 ㈜금룡테크와 기술이전 협약

12 9 전주센터-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업무협약 

12 10 7 T MRI 시스템 가동

12 11 광주센터 2015 퇴행성질환 연구사업 심포지움(전남대학교 치과대학병원 평강홀)

12 15 KBSI 2년 연속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수상

12 18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인증기관 현판식 

12 21 바이오니아와 기술이전 협약

12 22 가족친화우수기관 인증 획득 및 보건의료기술진흥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허송욱 박사, 김건화 박사)

12 29 자체감사 활동실적 우수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수상 

12 30 2015년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유공포상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및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이광식 
박사), 국무총리 표창(이대원 선임행정원) 수상

2 17 제11대 원장 이광식 박사 취임

2016 4 14 체코 카렐대학과 MOU 체결

4 19 출연(연) 공동활용 ‘과학나래 어린이집’ 개원

4 19 미국 NOAO(국립천문대)의 GSMT와 KBSI의 광분석장비개발팀간 MOU 체결 

4 21 제49회 과학의 날 대통령표창(황금숙 박사), 국무총리표창(김해진 박사) 수상

5 25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와 제약-바이오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5. 25 ~ 6. 3) 

6 1 바이오 전자현미경 연구동 개소식

6 15 노로바이러스 현장 검출·진단 키트 기술설명회

7 7 2016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

8 22 2016 Geochronology School

8 23 2016년도 자기 공명 여름 학교 개최(8. 23 ~ 25) 

8 25 고령동물생육시설 및 노화연구시설 환경개선사업 예산확보
(총 사업비 170억, 사업기간 2017 ~ 2019)

8 28 제22차 국제 ECR 이온원 워크숍 개최(8. 28 ~ 9. 1)

9 23 Advanced Bio-Electron Microscopy Workshop & Symposium

11 7 국산연구장비 활용랩 개소식 

11 15 ㈜삼동과 기술이전 협약

12 13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수상(3년 연속)

12 15 제2회 고자기장기술 국제포럼 개최 

12 15 광주센터 2016 퇴행성질환 연구사업 심포지움(전남대학교 치과대학병원 평강홀)

12 28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 유공 포상 국무총리 표창(이기욱 박사) 수상

2017 1 3 2016 KBSI인상 수상(김건희 박사)

1 11 체코 ELI(초강력 레이저 컨소시엄)와의 MOU 체결 

2 16 ㈔한국분석과학기기협회 현판식

3 22 초정밀가공 테크숍 개소식

3 22 미국 AURI(천문연구대학연합)와 MOU 체결

3 22 막스플랑크태양계연구소 MOU 체결

3 29 베트남 인증센터 MOU 체결

3 2 제6기 연구장비 엔지니어링 양성과정 교육(3월 ~ 10월)

4 7 ㈜옵티팜과 기술이전 협약

연도 월 일 내용연도 월 일 내용

2016. 4. 19

201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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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7 4 21 제50회 과학의 날 대통령표창(최종순 박사) 수상

4 26 충북도-청주시-KBSI 기관 간 동위원소· 방사능 융복합 연구시설 구축 지원 업무협약

6 27 ㈜이바이오젠 기술이전 협약

7 6 미국 의료진단 전문기업 저메인랩과 기술이전 협약

8 1 체코 힐라세센터와 MOU 체결

8 22 2017년도 자기공명 여름학교 개최(8. 22 ~ 25) 

8 23 나노스코프시스템즈와 기술이전 협약 

9 6 일본 이화학 연구소(RIKEN)와의 MOU 체결 

10 23 제5회 분석과학 국제컨퍼런스 개최(10. 23 ~ 24)

10 26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국가수사연구소와 MOU체결

11 28 광주센터 2017 퇴행성질환 연구사업 심포지움(전남대학교 용지관 광주은행홀)

12 14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명예의 전당 등록

2018 2 1 스마트 오픈랩 개소

연도 월 일 내용

2017. 12. 14



작년 여름 햇살이 뜨거울 때 시작한 우리 연구원의 30년사 편찬 작업이 이제야 

마무리 되었습니다.

역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30년은 아주 짧은 세월에 불과하지만, 혈기 왕성했던 

젊은 시절을 보낸 일터나 또는 한때 자신의 열정을 불태웠던 곳이라고 생각할 때 그 

시간은 우리에게 역사라고 부르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긴 세월로 다가옵니다.

30년사 편찬을 위해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하고 수정하는 일들을 하면서 “역사

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다”라고 한 미국의 소설가, 노만 메일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연구원의 30년 역사에서, 우리가 일구어낸 성과들이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묵묵히 일궈 온 작은 행동들이 하나로 되어 나타난, 말없는 행진들의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편찬 과정을 통해 30년 역사의 결과들이 문화

로 열매 맺어질 수 있고, 그 문화는 다시 더 긴 역사의 뿌리로 선 순환될 수 있음을 배

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역사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현명하게 계획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연구원으로 발전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동안 30년사 편찬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

낌없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 역사의
선순환을 기대하며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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