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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과학기술 발전의 주춧돌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과학으로 지키는 국민행복

KBSI와 함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10개 지역센터는 
기초과학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첨단연구장비를 설치하여
지역의 연구활동 지원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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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1989년에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정에 따라 지역의 기초과학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센터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1992년에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4개 지역센터를 시작으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전주, 춘천, 순천, 강릉 및 제주에 설치하였고, 2012년에는 서울서부센터를 개소

하는 등 전국에 총 10개의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그동안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분석지원 및 공동연구 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여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분석지원, 공동연구 논문발표 등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습

니다. 이는 지역센터가 지역의 기초과학 진흥에 중심역할을 확고히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센터 소재

대학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대학,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상호협력이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한지 20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지역센터가 그동안 이룩한 연구성과를

정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과백서에는 지역센터의 대표적 연구장비 및 우수성과, 우수

고객 인터뷰, 분석지원실적, 분석법개발, 첨단교육훈련 등 지난 5년간의 연구성과를 일목요연하게 기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센터의 향후 발전방향 정립과 경쟁력 강화에 모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센터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 시설·장비 및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지역의

학.연.산 기관들과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증대 등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지역

센터 성과백서가 지역센터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지역센터가

창조경제 실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11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정 광 화

지역센터 성과백서 발간이
지역센터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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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관 제2조)

•첨단 대형연구장비의 구축·운영을 통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분석과학 연구를 통한 분석장비·기술 개발

•국가 연구시설·장비 총괄관리 전담

•연구장비 전문인력 및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세계 일류의 열린 기초연구 인프라기관

대형 연구시설 구축·운영·활용

세계 최고 기초과학 연구지원기관

국가 연구 시설·장비 총괄관리기관

분석과학연구 선도기관

구축

지원

장비
관리

연구
개발

설립근거

임무

주요기능

발전목표

설립목적 및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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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연구심의위원회

선임본부장

분석과학기술대학원 교수회

감사▶

▶ ▶

▶
▶

▶

▶
▶ ▶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대외협력실

대덕운영본부

생명과학연구부

물성과학연구부

질량분석연구부

환경과학연구부

자기공명연구단

지역센터

서 울 센 터
부 산 센 터
대 구 센 터
광 주 센 터
전 주 센 터
춘 천 센 터
순 천 센 터
강 릉 센 터
제 주 센 터
서울서부센터

첨단장비개발사업단

전자현미경연구부

중소기업지원사업단

오창운영본부

창조정책부

기획부

행정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조직도 및 인력현황

임원

1

-

1

본원 30 35 3 13 15 6 12 19 7 141

23 27 5 3 6 1 4 2 2 73

53

지역센터

계 62 8 16 21 7 16 21 9 214

연구직

책임급 선임급 원급 책임급 선임급 원급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직 행정직
계

(2013. 9월 현재, 단위 : 명)
인력현황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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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3.19.

부산센터 설치 (부산대, 부산과학산업단지)

1992. 4. 2.

서울센터 설치 (고려대학교)

1992. 4.13.

대구센터 설치 (경북대학교)

1999.12.10.

전주센터 설치 (전북대학교)

1992. 3.18. 

광주센터 설치 (전남대학교)

서울, 대구, 부산, 광주센터 4개 지역센터 설치 (‘92. 3~4)를 시작으로 전주,

춘천, 순천, 강릉, 제주센터 (’99~‘08)가 순차적으로 개소되었으며,

최근 서울서부센터까지 총 10개의 지역센터가 설치되었다.

지역센터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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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5. 6.

순천센터 설치 (순천대학교)

2006. 6. 7.

강릉센터 설치 (강릉원주대학교)

2008. 4.16.

제주센터 설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012.12.

서울서부센터 설치 (이화여자대학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통한 지역 기초과학

연구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센터를 설치하였다.

지역센터 설치현황

2001.11.23.

춘천센터 설치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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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터 설립근거 및 관련법률

•과학기술처는 1989년에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제정하고 ‘기초과학육성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지역의 기초과학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센터 (분소)를
지역별 대학 내에 설치·운영할 것을 계획 (’89.6)

•지역마다 기초과학교수협의회가 구성되어 정부에 지역센터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과학기술처는 1991년 12월 4개 센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를 지역 대학내에 설치
하는 안을 승인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171호, ’90.11.29)

제17조 (기초과학연구 지원기관의 육성)
① 법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지원기관은 중앙 및

지역분소를 설치하되, 지역분소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내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부는 지원기관을 법인 또는 대학 부설기관으로 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은 지역분소의 운영을 당해 지역내의 대학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역센터 운영요령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규정, ’99. 6월 제정)

제3조 (사업)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첨단고가기기의 확보·비치와 학계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편의 제공
② 지역학계가 위탁하는 측정, 분석업무의 수주 및 지원
③ 석·박사 과정 학생 등에 대한 첨단기기 교육훈련 
④ 보유장비의 성능향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자체연구 및 공동연구 수행
⑤ 보유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제반관리
⑥ 지역특화 공동연구장비 지원
⑦ 미래융합연구
⑧ 기타 지역센터의 목적달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설립근거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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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서울센터 (고려대)
메타볼로믹스, 다차원 분광
분석, 유·무기화학분석

2012 서울서부센터 (이화여대)
나노·바이오·약학·융복합
연구

2006 오창본원 
자기공명, 유기물 질량분석,
동원위소 분석

1988 대덕본원
전자현미경, 세포이미징, 
고자기장, 물성연구, 에너지
나노소재, 분석장비 개발

2001 춘천센터 (강원대)
생체영상, 질환영상

2006 강릉센터 (강릉원주대)
나노신소재, 
나노바이오융합영상

1992 대구센터 (경북대)
첨단 기능성 소재 특성분석

1992 부산센터 (부산대, 
부산과학산업단지)
융합부품소재, 박막표면분석

1992 광주센터 (전남대)
노화연구, 광소재 및 물성
분석

2005 순천센터 (순천대)
나노정보, 희소금속, 
신소재 미세구조분석

2008 제주센터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해양바이오

1999 전주센터 (전북대)
나노구조 특성평가, 나노카본
기반 소재 및 소자개발

지역센터 특성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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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터 종합 성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본원 (대덕·오창) 및 총 10개의 지역센터를 설치하여 기초

과학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첨단연구장비를 중심으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 R&D 및 기초과학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센터는 1992년에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4개 지역센터를 시작으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전주, 춘천, 순천, 강릉 및 제주에 설치하였고, 2012년에는 서울서부센터를 개소

하는 등 전국에 총 10개의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센터는 첨단장비의 공동활용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연구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연구지원은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각 지역센터에서 수행한 분석지원 실적을 최근 5년간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년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분석시료수
본원

(점) (대덕,오창) 24,016 23,257 29,770 32,148 32,943 28,427

지역센터 76,869 75,818 81,309 87,666 99,089 84,150

총계 100,885 99,075 111,079 119,814 132,032 112,577

이용자수
본원

(명) (대덕, 오창) 1,226 1,206 1,332 1,660 1,651 1,415

지역센터 3,632 3,446 3,896 3,797 3,831 3,720

총계 4,858 4,652 5,228 5,457 5,482 5,135

<2012년말 기준, 분석시료수>                          <2012년말 기준, 이용자수> 

첨단장비
분석연구
지원

2008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년도

분석시료수 (점)

2009 2010 2011 2012

본원 (대덕, 오창)
지역센터

본원 (대덕, 오창)
지역센터

2008
0

1,000

2,000

3,000

4,000

5000

년도

이용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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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터 종합 성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의 첨단분석 기기지원실적은 센터간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분석 시료수, 이용자수는 꾸준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분석시료수는 2008년 76,869건에서 2012년 99,089건으로 28.9% 증가, 이용자

수는 3,632명에서 3,831명으로 5.5% 증가하였다. 

이는 순천, 강릉, 제주센터가 설치되면서 첨단연구지원이 전국망으로 확대되었고,

전문 연구지원이 먼저 추진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센터에서 질 높은 분석

연구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소재대학, 지역 내의 대학, 중소기업, 국·공립 연구소

등의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센터의 분석시료수는 매년 평균 8만여 건에 달하며 시료수 기준 전체 분석

지원의 약 75%을 지역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이는 지역센터가 연구지원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전국적 첨단 연구장비 공동망을

갖춤으로써 연구원의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012년도 첨단연구장비 공동활용을 통한 분석지원 실적의 지역별 세부내역 (분석

시료수 및 이용자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지역센터가 분석시료수의 75.1%, 이용자수의 69.9%를 지원

구 분 본원 지역센터

(대덕, 오창)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춘천 순천 강릉 제주 총계

분석시료수 32,943 16,445 13,470 16,197 13,334 10,294 21,697 4,058 2,794 800 99,089
(점) (24.9%) (12.5%) (10.2%) (12.3%) (10.1%) (7.8%) (16.4%) (3.1%) (2.1%) (0.6%) (75.1%)

이용자수 1,651 938 844 711 482 428 201 81 111 35 3,831
(명) (30.1%) (17.0%) (15.4%) (13.0%) (8.8%) (7.8%) (3.7%) (1.5%) (2.0%) (0.6%)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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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터 종합 성과 

<2012년말 기준, 분석시료수 (점)>                       <2012년말 기준, 이용자수 (명)>

2012년 첨단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통한 분석지원 실적 중 지역센터의 분석시료수는 75.1%,
이용자수는 69.9%를 차지하며 지역센터를 통해 산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지역센터마다 예산, 인력, 시설·장비 등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료수 및
이용자수 등에서 우수한 실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분석지원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공동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센터 소재대학이 분석지원서비스의 1/3를 차지  

2012년 첨단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통한 외부이용자 분석지원 실적 중 9개 지역센터

소재대학의 시료수 비중은 32.6%, 이용자 비중은 25.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분석지원 서비스의 1/3이 소재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소재대학 주변에

충분한 연구그룹이 형성되고 분석지원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명,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춘천 순천 강릉 제주 전체

소재대학 고려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강원대 순천대 강릉 제주대 -원주대

분석시료수 4,030 3,309 4,135 7,849 3,249 6,967 1,539 674 458 32,210

(점) (24.5%) (24.6%)(25.5%) (58.9%) (31.6%) (32.1%) (37.9%) (24.1%) (57.3%)(32.6%)

이용자수 197 149 139 195 140 73 38 20 10 961

(명) (21.0%) (17.7%) (19.6%) (40.5%)(32.7%)(36.3%) (46.9%) (18.0%) (28.6%) (25.1%)

총
132,032점

총
5,4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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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터 종합 성과 

<2012년말 기준, 소재대학 분석시료수 (점)>                 <2012년말 기준, 소재대학 이용자수 (명)>

첨단 연구장비 활용 및 연구지원 고도화를 위해 발표한 분석기술 개발 관련 논문이

2008년 152편, 2012년 293편으로 약 두 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지역센터의 연구

성과는 고급화된 전문분석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이용자 저변 확대를 통해 전문

분석지원 분야와 연계되어 지방의 첨단과학 산업육성과 과학기술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센터 SCI 논문은 총 257편으로 기관 전체의 55.7%를 차지

2012년 기준으로 지역센터가 발표한 SCI논문은 총 257편으로 기관 전체 논문의 5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첨단기기분석지원이 공동연구로 발전하여 연구지원 고도화를 위한

분석기술이 개발되었음을 나타낸다. 우수논문의 경우 지역센터가 3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저자 논문의 경우, 지역센터가 122건으로 48.4%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 : 편)

우수논문
주저자논문연도 총 논문수 SCI논문 (IF>10 또는 (교신저자 포함)상위등급 5%이내)

2008 152 127 2 57

2009 152 135 3 56

2010 175 144 4 60

2011 203 164 15 86

2012 293 257 21 122

연구성과

총
32,210점

총
9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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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말 기준, SCI 논문 (건)>     <2012년말 기준, 우수논문 (건)>   <2012년말 기준, 주저자 논문 (건)>

주 1) SCI 논문수, 우수논문수, 주저자 논문수

주 2) 주저자 논문(주저자 및 교신저자 포함 논문) 및 우수논문 : IF>10 또는 JCR 분야별 상위 5% 이내

Nature, Nature Materials 등 해외유수저널에 연구성과 발표

지역센터 SCI 논문 실적은 2008년 127편에서 2012년 257편으로 두 배 증가하였고,

우수논문의 경우에는 2편에서 20편으로 10배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지역센터에서

발표한 우수논문의 경우, Nature, Nature Materials, Angewandte Chemie,

Advanced Materials, Food Chemistry 등 NSC급 저널에 발표되어 첨단연구장비

운영 및 분석지원을 통한 논문의 질적·양적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

지역센터 우수논문 

센터 년도 제목 학술지 저자

2009 펨토초 적외선 키랄 분광기 개발 Nature
이한주 (제1저자), 전영건, 이장수, 이경구,

하정현, 김지환, 전승준, 조민행 등 

생화학 및 프로테오믹스 분석 Molecula

서울 2010 기술을 이용한 소나무 재선충 특이 & Cellular 서종복 (제1저자), 공동연구

센터 단일크론항체의 항원 Bx-LEC-1 Proteomics 이대원 (한림대) 등 

결맞은 레이저 전기장을  Chemical 이한주 (제1저자, 교신저자)

이용한 극초단 시간영역의 Society 고려대 조민행교수 등

2012 분자키랄성 분석법 개발 Reviews

알파-일킬-베타-케토 Angewandte 황금숙 (교신저자), Lizhu

에스터의 입체 선택적인 합성 Chemie Gao (성균관대) 등

부산
2011

가시광을 포집하는 페롭스카이트 Advaced 김현규 (제1저자), 

센터 나노막대형 박막 광촉매 Materials 공동연구 이재성 (포항공대) 등

총
461편

총
53편

총
25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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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년도 제목 학술지 저자

부산
2012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을 Food 진종성 (교신저자), 

센터 이용한 양파의 시들음 병원균 감염에 Chemistry 신성철 (경상대), 이정한 (경상대)

따른 플라보노이드 변화 규명 

대구
2011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의 Angewandte 한옥희 (교신저자),

센터
반응 생성물 규명 및 정량 분석 Chemie 공동연구 서울대 김인교수

2012
In situ  핵자기 공명기를 사용한 Angewandte 한옥희 (제1저자, 교신저자)  

연료 전지내의 메탄올 반응 연구 Chemie 엄명섭 KIST 등

광주 대용량 기능성 막단백질 정성,
Journal of 권요셉 (제1저자),

센터
2011

정량 기법
Proteome 공동연구 Tatiana Pasareva 

Research (공동 1저자) 등

TEM 분석법을 이용한 고분자
최원산, 캠프리지 화학과,

전주
2008 자성 나노엑츄에이터 세계 

Advanced

Prof. Wilhelm T.S.Huck

센터
최초 개발

Materials

2010
재활용 가능한 중금속

Advanced 
최원산 (교신저자),

제거재 개발
Functional

양혜민 (전북대) 등
Materials

황화아연 무독성 나노입자를 이용한 Nature 현택환 (서울대), 권승해,

고해상도 삼광자 생체영상 Materials 박옥규, 박경순

Hybrid electro

2012

-microneedle (HEM)를

이용한 DNA, RNA, Biomaterials 정형일 (연세대), 허송욱

siRNA의 피부이입에 

효과적인 처리법에 관한 연구

쉽고, 빠르며, 초고감도 및 
Chemical

높은 선택성의 구리이온 
Communications

박경순, 박옥규

검출센서

강릉
2010

나노실린더 내부에서 계면 상호 Chemical 김은미, 채원식 (교신저자),

센터 작용에 따른 메조구조 제어 Communications 정진승

제주 아칸토산의 p38 조절에 의한 Food 김길남 (제1저자), 김대경

센터
2012

HL-60 세포의 세포사멸 (apoptosis) 유도 Chemistry (교신저자), 현창구 등

춘천

센터



지역센터 소재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한 SCI 논문수 세배 증가

지역센터 소재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한 우수 논문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역센터와

소재대학이 공동으로 발표한 SCI 논문은 2008년 27편에서 2012년 83편으로

세 배로 증가하고, 우수논문의 경우 1편에서 2편으로 두 배로 증가하였다. 이는

근접지원이라는 유리한 환경을 활용하여 연구장비 운영 및 분석지원 노하우를 통해

소재대학 이용자와의 협업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지역센터 소재대학과의 우수 논문 발표 실적
(단위 : 편)

소재대학과 소재대학과 소재대학과

연도 공동 공동 공동 우수논문

논문수 SCI논문 (IF>10 또는
상위등급 5% 이내)

2008 38 27 1

2009 54 55 1

2010 53 51 2

2011 48 59 2

2012 93 83 2

총계 286 28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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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지역센터별 특성화 분야 및 수요를 고려하여 첨단연구장비를 구축한 후

분석지원 및 공동연구를 수행해 왔다. 지역센터에서 구축한 장비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장비수 기준으로는 지역센터가 총 278종으로 51.6%를 차지하며,

보유금액 기준으로는 총 805억원으로 45.3%를 차지하고 있다.

장비종수 기준 51.6%, 장비 금액 기준  45.3%의 장비가 지역센터에 설치
(2013. 9. 30 현재 기준/3천만원 이상)

부서명 보유 지원장비수
장비수 (종) 보유금액 (억원) (시스템)

본원 및 오창본원 256 (48.4%) 973 (54.7%) 56 (33.3%)

서울센터 81 212 28

부산센터 45 162 20

대구센터 31 93 15

광주센터 43 119 15

전주센터 22 70 9

춘천센터 19 58 7

순천센터 9 25 5

강릉센터 13 38 6

제주센터 10 28 7

지역센터 273 (51.6%) 805 (45.3%) 112 (66.7%)

총 계 529 (100%) 1,778 (100%) 168 (100%)

<2013년 9월 기준, 보유장비수>                       <2013년 9월 기준, 보유장비금액> 

첨단연구
장비구축

총
529종

총
1,7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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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터는 장비구축시 지역운영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의 의견과 국가 R&D 정책,

지역 기반 산업의 기술수요 등을 반영하여 연구장비를 구축하였다. 

지역센터의 설립목적상 지역의 기초과학분야 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확보에 따른

첨단연구장비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지역에 맞는 첨단연구장비 구축은 지역 연구자

들에게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첨단 과학기술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으로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어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대형연구시설 유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유치의 일환으로 서울, 부산, 광주 지역센터에서는 대형연구시설을 지속적

으로 설치하였다.

지역센터의 첨단연구장비와 우수한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서울센터의 “융합기초과학연구

개발구축운영사업”, 부산센터의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설치운영사업”, 광주센터의

“퇴행성재생질환연구장비구입운영사업” 등 장비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대형 공동연구사업들이 추진되었다.  또한 부산센터의 “ECR 이온원을 이용한 첨단 중소형

입자빔 이용시설 구축”같은 세계 최고의 대형장비 설치사업도 수행되고 있다.

지역센터 대형연구과제·사업 현황

지역센터 대형사업명 단    계 기    간
예   산

(단위 : 억원)

서울센터
융합기초과학연구지원

1단계 (구축) 2005~2011 100

기반구축·운영 2단계 (운영) 2012~
18 (2012)
17 (2013)

부산센터

ECR 이온원을 이용한 1단계 (구축) 2008~2014 97
첨단중소형 입자빔

2단계 (운영) 2012~
17.5 (2012)

이용시설 구축·운영 17.5 (2013)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
1단계 (구축) 2004~2010 270

센터설치·운영사업 2단계 (운영) 2011~2013
2.7 (2012)
2.7 (2013)

광주센터
퇴행성질환재생연구

1단계 (구축) 2006~2011 105

장비구축·운영 2단계 (운영) 2012~
13 (2012)
13 (2013)

지역센터 종합 성과 

대형연구
과제·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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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터 종합 성과 

지역센터 특허등록실적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36건으로 연구원 특허등록실적

총 165건의 21.9%를 차지하여 다소 낮은 편이다.

이는 지역센터가 근접지원 활성화로 첨단장비 분석지원 기능이 보다 활발한 데서 나타

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본원 (대덕, 오창)은 대형연구장비를 기반으로 한

공동연구가 중심이 됨으로써 우수논문, 특허 및 기술이전 등 수월적 연구성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센터 특허실적 36건으로 연구원 165건의 21.9% 차지

(단위 : 건)

년도 지역센터 본원 (대덕,오창) 합계

2008 4 21 25

2009 6 14 20

2010 9 27 36

2011 11 21 32

2012 6 46 52

총 36 129 165

부산센터 특허등록실적 총 24건으로 지역센터 실적 36건의 66.7%를 차지

부산센터가 지역센터 전체 특허등록실적 36건 중 24건으로 66.7%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센터의 특허등록실적이 높은 이유는 부산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융합부품소재,

박막표면분석 분야 등에 대한 특성화된 연구지원과 하이테크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과 연계한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이다. 또한 부산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부산

지사과학산업단지와 녹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 등과의 원활한 연구

협력의 성과로 보여진다. 

(단위 : 건)

서울센터   부산센터   대구센터   광주센터   춘천센터   순천센터   강릉센터   총계
2008 - 2 2 - - - - 4
2009 1 4 - 1 - - - 6
2010 1 7 - 1 - - - 9
2011 1 6 1 1 1 1 - 11
2012 - 5 - - - - 1 6
총계 3 24 3 3 1 1 1 36

특허등록 
및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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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터 종합 성과 

지역센터 기술이전 실적

지역센터에서는 지금까지 5건의 기술이전 성과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부산센터에서

금속-수지 결합제 제조를 위한 방법 및고분자 수지-금속 성분간의 결합체 및제조를 위한

방법에 관한 권리 및 노하우 기술을 (주)태성포리테크와 기술료 1억원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단위 : 건)

앞으로 지역센터가 지역의 창조경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연구개발 수요를 반영한 연구기획은 물론, 지역 TP, 지역산업단지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대형연구장비를 설치하고 대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발전적 전략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년도 기술실시 계약건명 연구
책임자 기술료 실시기업 계약일

2008

효소처리된 불가사리 추출물을 이용한

중금속 흡착용 칼럼 관련기술

부산센터

정의덕

매출액의 

4%
(주)마크로컴텍 2008.6.1

환경폐수에 대한 전기화학 측정시스템
부산센터

원미숙
29,100 코센텍 2008.12.24

2010
재조합 단백질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특성분석기술

광주센터

정상헌
27,000 (주)한올바이오파마 2010.7.15

2011

금속-수지 결합제 제조를 위한 방법

및고분자 수지-금속 성분간의 결합체

및 제조를 위한 방법에 관한 권리 및

노하우

부산센터

정의덕
100,000 (주)태성포리테크 2011.7.20

2013.6

리튬 이차 전지용 음극 활물질,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전지

순천센터

김양수
40,000 (주)유림산업 2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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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토초 적외선 
키랄 분광기 개발

서울센터

<ㅁ펨토초 레이저 펄스에 의한 광학활성 자유
유도감쇄 신호의 생성 원리>

<레이저 파동 간섭 측정법에 기반 한 펨
토초 적외선 키랄 분광기 개발>

<R-form, S-form 및 라세믹 키랄 리모넨
분자의 진동 광학활성 스펙트럼 측정>

서울센터

KBSI

저자
이한주 (KBSI), 전영건, 이장수, 이경구, 하정현 (KBSI), 김지환, 전승준, 조민행

게재학술지
Nature 458, 310-313 (IF 31.434) 게재 년도 : 2009년

활용장비
펨토초 적외선 키랄 분광기 

주요내용
분자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적외선 광학활성 신호를 펨토초 시간 영역에서 분석할 수
있는 독창적인 레이저 분광법 개발

지역센터 
대표적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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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 세계 최고수준의 28 GHz ECR 초전도 이온원 핵심기술 개발
- 첨단 ECR 이온빔 가속기의 열영상/속중성자 라디오그라피 장치를 이용한 비파괴

실시간 영상분석 시스템 확보로 자동차/선박 엔진 기술 경쟁력 강화 

추진내용
- 28 GHz ECR 설치 및 운영 LEBT 설계  
- 중이온선형가속기 개발
- 이용자 빔라인 구축

저자
한옥희 (KBSI/주교신 저자), 한기성/신창우/이주희/김성수 (KBSI), 엄명섭/조한익/김수길
/하흥용 (KIST) 

게재학술지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51권/16호, 3842-3845 (IF 13.46) 
게재 년도 : 2012년

활용장비
200 MHz Solid-state NMR Spectrometer 

주요내용
in situ NMR Spectroscopy 실험을 자체 개발한 탐침을 사용하여 수행하여, 연료전지
를 해체하지 않고 운영하는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연료극 촉매 (PtRu/C, Pt/C)가 다를 때
화학적 반응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줌  

ECR 이온원을 
이용한 첨단중소형
입자빔 이용시설
구축

부산센터

In situ 핵자기 
공명기를 사용한
연료 전지내의 
메탄올 반응 연구

대구센터

<연료전지의 in situ 연구에 사용한 토로이드형 
핵자기 공명 탐침의 구조>

<PtRu/C와 Pt/C 연료극 촉매를 사용한 
연료전지의 in situ 핵자기 공명 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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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F 고령동물
생육시설 구축

광주센터

시설현황
- 2010 7월 준공
- 19개월령 마우스 2천여마리 사육 중 

추진내용
- LMO연구시설등록 /제 LML12-337호 (미래창조과학부)
- “고령동물생육시설” (Animal Facility of Aging Science, AFAS)은 국제적 환경

기준에 부합한 최첨단 SPF (Specific Pathogen Free) 시설기준에 의해 구축된 국내
유일의 노화연구용 소재인 고령동물 공급기관임

- SPF 사육실내의 사육시스템을 Individual Ventilated Cage System으로 완비하여
실험동물 품질의 안정화와 고급화로 인한 연구결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

저자
현택환 (서울대), 권승해, 박옥규, 박경순 (KBSI)

게재학술지
Nature Materials 12, 359-366 (IF 35.749) 게재 년도 : 2013년

활용장비
IMP-CLSM, MP-CLSM

주요내용
오렌지색으로 발광하는 황화아연 나노입자를 이용해 “삼광자 현상”이라는 특이한 양자
역학적 성질을 확인하며, 더 나아가 무독성 황화아연 나노입자의  고해상도 생체광학
영상을 분석함

황화아연 무독성
나노입자를 이용한
고해상도 삼광자
생체영상

춘천센터

<망간이 도핑된 황화아연 나노입자의 매우
밝은 오렌지색 삼광자 발광 현상을 발견>

<생체내에서 암조직의 다양한 세부정보를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제공>

<이광자영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소화소
340 나노미터) 고해상도 광학영상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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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및 설치현황

·규격 : 60 fs IR Pulse Laser System
·주요스펙 : 잡음 대비 10-9 이하 키랄 신호 분별
·성능 : 시간분해능 60 fs
·설치년도 : 2010년     ·장비가격 : 6억원

활용분야
·광학 이성질체 분자의 진동 광학활성 분석 
·생체물질의 극초단 키랄 동역학 규명
·단백질 접힘-풀림, DNA-약물 결합 반응 규명

주요성과
(소재대학포함)

·Nature (2009) 논문 발표
·Accounts of Chemical Research (2010) 논문 발표

서울센터

펨토초 적외선 
키랄 분광기 

Femtosecond 
Infrared Chiroptical
Spectrometer

서울센터

KBSI
지역센터 
대표적
연구장비

<펨토초 적외선 키랄 분광기> <생체물질의 극초단 동역학 연구> <Nature (2009)에 발표한 펨토초 진동
광학활성 측정법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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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및 설치현황

·주요스펙 : 
- 초전도 자석 재응축형 저온조, 재응축 상태 초전도 자석 
- 초전도자석 자기실드, 플라즈마 챔버
- 28 GHz gyrotorn 및 도파관 

·성능 : 입자빔 이용 관련 제반 연구
·설치년도 : 2013년     ·장비가격 : 100억원

활용분야
·극한환경 부품소재 평가를 위한 28 GHz ECR 가속기 in-situ 이온빔
300 keV TEM 개발

·ECR 다가 이온 dopping을 이용한 극한환경 부품소재 특성강화 기술 개발

주요성과
(소재대학포함)

·국내 최초 초전도 자석 재응축형 저온조 최종조립 완료
·재응축 상태 초전도 자석 최종시험 완료
·초전도자석 자기실드 제작 및 조립 완료
·플라즈마 챔버 조립 완료
·28 GHz gyrotorn 및 도파관 연결

ECR 이온원을 
이용한 첨단중소형
입자빔 이용시설

부산센터

서울센터

주요기능
및 설치현황

·규격 : Unity INOVA 600 (Varian)
·주요스펙 :  14.1 T, 89 mm bore Magnet 

- H/F/X 3RF channels with high power outputs 
- CP/MAS probes : 5 mm, 4 mm, 2.5 mm
- Wideline probe 
- Microimaging probes

·설치년도 : 2002년    ·장비가격 : 16억원

활용분야

·분말, gel, 생체조직, 단결정 등과 같은 고체상태 물질의 구조분석 및
동력학 연구 

·무기물에 존재하는 사중극 핵종 (23Na, 27Al, 17O, 69,71Ga 11B 등)의
고분해능 스펙트럼 분석

·낮은 감도의 핵종 (67Zn, 25Mg, 33S) 분석에 유리 : 전지연구, 생체 촉매
자리 연구에 유용 

주요성과
(소재대학포함)

·대학, 연구소, 산업체의 연구자의 연구지원 및 내·외부 공동연구를 통해
JACS, Chem. Mater., Chem. Comm., ACS Catatlysis, J. Phys.
Chem.C 등 다수의 우수논문 배출에 기여

600 MHz 
고체 핵자기 
공명분광기

600 MHz Solid State
NMR Spectrometer

대구센터

<600 MHz NMR>

<27Al MAS, 3QMAS 5QMAS NMR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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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 투과전자
현미경 

Multi-TEM

광주센터

주요기능
및 설치현황

·규    격 : 200 KV, Multi-TEM
·주요스펙 
- Gun Type : FEG / 최고 가속전압 : 200 kV / 최저 사용전압 : 80

kV / 점 분해능 : 0.25 nm 
- 시료 경사각 : 일반관찰: α, β 각각 ±40도 이상 / TEM Tomog-

raphy : ±70도 이상
·설치년도 : 2011년     ·장비가격 : 13억원

활용분야

·전자현미경을 활용한 재료의 조직학, 결정학적 특성
- 자동차 강판의 변형거동 연구, 용융아연도금 강판의 계면특성 연구,
초고강도 Al합금 개발 등

- 석면 및 석면함유물질의 평가 및 구조 연구
·전자현미경관련 부대장치, 부재, 소프트웨어, 시료제작법 연구 개발

주요성과
(소재대학포함)

·Carbon-coated SnO2@C with hierarchically porous structures
and graphite layers inside for a high-performance lithium-ion
battery 외 7편 (상위 10% 이내 논문)

전계방사형 
에너지여과투과
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Energy Filter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전주센터

주요기능
및 설치현황

·규격 : 200 keV TEM
·주요스펙 : Field Emission Gun, EDS System In-column OMEGA-

Spectrometer, EELS System
·성능 : Line Resolution : 0.102 nm, Energy Resolution : 0.7 eV
·설치년도 : 2007년     ·장비가격 : 15억원

활용분야

·고체의 상태인 시료의 미소 영역에 대한 image 관찰
·나노 입자에 대한 관찰 및 구조, 화학분석
·반도체 물질에 대한 구조 및 화학분석
·EDS system을 통한 화학분석
·EELS를 통한 화학분석 및 ESI를 통한 다양한 영상의 획득
·회절도형을 통한 구조분석 

주요성과
(소재대학포함)

·공동연구를 통한 Advanced Materials (2009) CrystEngComm.
(2010) Angew. Chem. (2011) 등 우수저널 논문게제 (소재대학 포함
(5편) 총 30편 이상)

<알루미노&갈로실리케이트 제올라이트의
29Si MAS NMR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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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1. 제9대 소장 정낙철 교수 취임
2009. 01. 제8대 소장 조동현 교수 취임
2007. 01. 제7대 소장 도성재 교수 취임
2004. 11. ‘서울분소’를‘서울센터’로 개칭
1994. 09. 제2대 분소장 조성호 교수 취임
1993. 08. 서울분소 신축건물 준공
1992. 03. 초대 분소장 김우갑 교수 취임

연혁

총 인력 소장(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58 - 18 1 1 38

구분 면적(m²) 비고

서울센터 (단독건축물) 6,737.82 지상1층 ~ 5층

구분 예산 비고

수탁과제 1,400 기초기술연구회, 연구재단, 타 출연연 등

주요
사업

센터운영사업 1,131 서울센터 운영

특정지역센터 사업 1,500 융합기초과학연구기반 운영지원사업

자체과제사업 1,137 -

계 5,168 -

인력  (2013. 9월 현재, 단위 : 명)

시설현황

예산현황 (2013. 9월 현재, 단위 : 백만원)

서울센터



l 서울센터 l 특성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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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타볼로믹스

필요성

·생체내 대사체군 분석 기술 개발을 통한 질환/약물 관련  대사체 마커 발굴은
새로운 진단법 개발 및 병인기전 규명에 핵심 연구 분야임 

·새로운 대사체 관련 기술 및 기반 구축은 차세대 BT/NT/IT 융합 연구개발 체계의
구심적 역할을 할 것임 

·대사체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구축은 질병의 조기진단기술 및 질병의 병인규명
기술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추진내용

·NMR 및 MS의 통합 분석과 화학통계분석 기술을 이용한 질환/약물 시료에 대한
대사체 프로파일링 및 마커 탐지 기술 개발 

·질환 특이적인 바이오마커 발굴 및 대사체들의 생체 내 기능 및 대사 경로 규명 
·NMR과 MS를 이용한 대규모 질환/약물 시료에 대한 high-throughput 분석법
확립 및 생체 대사체 통합 DB 구축 

② 다차원 분광분석

필요성

·대부분의 화학 및 생물학적 반응은 분자의 빠른 동적 구조 변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극초단 시간 영역에서 분자 동역학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분광학적 도구가
필요

·펨토초 레이저 기반 다차원 분광법을 통해 기존의 분광법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분자의 동역학적 반응 분석이 가능

추진내용

·소재대학인 고려대 다차원 분광연구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다차원 적외선 분광장치
설계 및 제작 (2006~2009) 

·다차원 적외선 분광장치를 활용한 실험 연구와 다차원 분광이론 및 분자구조 계산
연구를 동시에 병행하여 연구의 시너지 효과 창출 

·다양한 화학반응 및 생물학적 유사 시스템에 대한 극초단 동역학 규명 연구 수행
(이온의 회합/해리 반응, 아미노산 유도체의 동적 화학교환 반응 등)

<바이오마커 발굴 및 대사 기전 규명>

<대사체 분석 기술 개발 시스템 구축>

<펨토초 이차원 적외선 분광장치>

<이차원 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한 이온 및 
아미노산 유도체의 동적 화학교환 반응 연구>



③ 유·무기화학분석

필요성

·환경재난·재해의 피해대상 대형화 및 피해양상 다양화 추세로 관련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

·국가재난 방지 및 환경관리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정밀분석법 개발을 기반으로 한 오염
평가기술, 사전예방조사기술개발 필요성이 중대되고 있음 

추진내용

·국가적 환경재난대응 분석시스템 구축·운영
·난분해성오염물질 안전관리 및 환경 중 유해물질 모니터링 적용기법 개발
·매몰지 침출수 추적법 및 방사선 노출 영향 평가 기술 개발
·토양, 폐기물 중 할로겐원소 분석기법 개발 및 오염도 평가법 연구 등 화학물질 재난
대응 관리 기술개발 

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Transmission ElectronMicrosope)

<환경시료 중 할로겐 신속분석기술개발>

<매몰지 침출수 추적법 연구 및 유해물질 
모니터링>

주요기능
및 설치현황

·규 격 : 300 kV FE-TEM
·주요스펙 : High Resolution TEM, HAADF-STEM, EELS, 

EDX, 3D-Tomography
·성 능 : 해상도 0.23 nm
·설치년도 : 2006년     ·장비가격 : 20억원

활용분야
·나노 구조체의 형성 메카니즘 연구
·나노 소자의 계면 결합 규명
·융복합체 계면 결합 규명

주요성과
(소재대학포함)

·최첨단 MRI 조영제 Mn doped FeO Nanocontainer 제작 메카니즘
연구 (Advanced Materials. 2013, 25, 3202-3208)

·고분자 나노선 유기 트랜지스터 개발
(Advanced Materials. 2013, 25, 4102-4106)

l 서울센터 l 특성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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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울센터 l 대표적 연구장비

<계면 및 표면의 비정량 화합결합 예시,
상: Si/LaAl 계면, 하: CdS Quantum Dot

의 표면 원소에 따른 발광특성 변화>

<Mn Doped Nano Container 영상(좌)
및 고분해능 TEM 영상(우하) 그리고  Mn,

Fe 원소맵 영상(우상)>



① 펨토초 적외선 광학활성 측정 및 계산법 개발

연구내용

·광학 이성질체 분자의 3차원 입체구조 변화를 펨토초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극초단 키랄 전기장 측정 및 계산법 개발

·적외선 전 영역에 적용 가능한 펨토초 키랄 전기장 측정 장비 개발
·양자/분자역학 시뮬레이션 기법과 시간 상관 함수 (time correlation function)를
이용한 적외선 키랄 스펙트럼 계산법 개발

활용계획

·카이랄 약물의 화학구조 분석
·단백질 접힘-풀림, DNA-약물 결합 반응, 효소-촉매 반응 연구

기대효과

·광학 이성질체 분자의 키랄 구조 해명을 위한 새로운 실험/계산 방법론 제시

② 생화학 및 프로테오믹스 분석기술을 이용한 소나무 재선충 특이
단일크론항체의 항원 Bx-LEC-1 

·저 자 : 서종복 (KBSI), 이대원 (한림대), 남명희 (KBSI), 강재순 (서울대),
김수영 (KBSI), 김아영(한림대), 김원태 (한림대), 최진규 (한림대),
엄유리 (농진청), 이위 (농진청), 문일성 (산림과학원) 등

·게재학술지 : Molecular & Cellular Proteomics (IF 8.354) 게재 년도 : 2010년
·활용장비 : IM-MS, LCQ, Biacore 
·주요내용 :

l 서울센터 l 대표적 연구성과

<소나무재선충 특이항체의 항원 
동정 및 특성분석>

<특이항체의 항원 Bx-LEC-1의 
3차구조 모델>

<재선충 Galectin 1이 galactose에 
특이적으로 결합함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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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단 시간영역 키랄 전기장 측정 및 
계산법 개발>

<펨토초 적외선 키랄 전기장 신호 측정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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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울센터 l 대표적 연구성과

③ 결맞은 레이저 전기장을 이용한 극초단 시간영역의 분자키랄성
분석법 개발

연구내용

·결맞은 레이저의 파동 간섭 현상을 이용해 분자의 키랄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론 개발
·오직 단 하나의 광학 레이저 펄스만으로 분자의 입체구조 분석이 가능한 초감도 광학
활성 분광장치 개발

·자외선-가시광선 광대역에서 전자전이 광학활성 신호 측정

활용계획

·시분해 진동/전자전이 광학활성 분광실험 연구
·단백질 접힘-풀림, DNA-약물 결합 반응, 효소-촉매 반응 동역학 연구
·이차원 키랄 분광장치 개발 연구

기대효과

·생물, 물리, 화학, 의약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방법론으로 활용
·차세대 분광기기, 생체 영상기기 산업화에 기여
·생체동역학 및 의약학 연구 수준 제고를 통한 바이오 관련 산업분야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

④ 알파-일킬-베타-케토 에스터의 입체선택적인 합성

·저   자 : 이성일 (KBSI), 황금숙 (KBSI), 류도현 (성균관대)
·게재학술지 : J. Am. Chem. Soc. 135(19)-7126 (IF 10.677) 게재 년도 : 2013년
·활용장비 : 600 MHz LC-MS-NMR System
·주요내용 : 최근 키랄 붕소 양이온 촉매를 사용하여 고리 화합물의 베타 탄소-수소

결합 사이에 다이아조 화합물을 단일 단계로 삽입하는 반응 개발에
성공하여 생성된 화합물은 다른 천연물 및 기능성 분자 합성에
유용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크며 본 연구를 통해 천연물 에피쥬바비온의
중간체를 높은 효율로 얻는데 성공

<촉매의 구조와 전이상태 모델> <천연물 에피쥬바비온의 중간체 합성>

<레이저 파동 간섭 현상을 이용한 
카이랄 광 신호 측정 원리>

<DNA-약물 결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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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화학과
이광렬 교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첨단장비지원과 전문적인

기술지원은 저희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Angew.

Chem. Int. Ed (2011, 50, 10589-10593) 및 Adv.

Mater. (2013, 25, 3202-3208)과 같은 국제저

명학술지에 논문(8편)을 낼 수 있었던 필수적인 기

반이었습니다. 특히 극소량으로 암 세포 추적하는 MRI

나노조영제 개발 에서 Mn이 도핑된 (MnxFe1-x)3O4

을 분석함에 있어 기초(연) 서울센터의 300 kV FE-

TEM (전계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한 구조분석을 할 수

없었다면 아마도 저희 연구는 현재의 연구수준을 달성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향후에도 기초(연)의 세계적인

수준의 분석기술이 저희 연구의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이번 성과백서의 발간을 계기

로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서울센터의 우수한 분석지원

능력이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난치성 질병 치료제 개발 중소기업
이수앱지스(주)

단백질치료제의 개발은 세계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첨단 기술 분야입니다. 자사는 그 중에서도 희귀병인

고셔병에 대한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의 장비와 전문기술의 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셔병에 대한 치료제,

애브서틴 (Abcertin)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위한

특성 분석항목 중 단백질 구조특성분석에서 한국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서울센터의 도움으로 임상허가

승인에 매우 유용한 도움이 되었고, 그 결과 자사는

2013. 2. 26. 국내 최초로 ‘애브서틴’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는 4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가 되었으며, 자사는 애브

서틴을 전 세계 고셔병 치료제 시장의 30%에 이르는

3,560억원을 목표로 지난 2013. 6. 4. 멕시코 최대

제약사와 고셔병 치료제 수출 협약을 성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사와

같은 중소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서울센터의

분석기술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l 서울센터 l 우수 고객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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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6. 제8대 소장 원미숙 박사 취임
2011. 04. 하이테크소재연구부로 통합
2005. 03.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 설치
2003 .01. 초미세나노표면분석팀 설치
1996. 08. 공동연구기기동 이전
1992. 03. 초대 분소장 윤수인 박사 취임

연혁

총 인력 소장(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32 1 8 1 3 19

구분 예산 비고

수탁과제 1,400 기초기술연구회, 연구재단, 타 출연연 등

주요
사업

센터운영사업 1,131 서울센터 운영

특정지역센터 사업 1,500 융합기초과학연구기반 운영지원사업

자체과제사업 1,137 -

계 5,168 -

인력 (2013. 9월 현재, 단위 : 명)

시설현황

예산현황 (2013. 9월 현재, 단위 : 백만원)

◆ 등기상 주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74    2개동 : 1,448평, 150평 (부산센터 전용 건물 2개)
◆ 공동연구기기동 지상 3층 일부 (132평), 과학기술연구동(62평) 일부 (부산대학교와 공용사용 건물 2개)

구분 면적(m²) 비고

하이테크연구동 4,789 첨단장비 운영

기업지원동 430 기업 유치 지원

공동연구기기동(부산대) 435 부산대 시료 접수

과학기술연구동(부산대) 198.6 ECR 연구시설

계 5,852.6 -

부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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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부산센터 l 특성화 분야

① 박막표면분석

필요성

·고부가가치의 하이테크놀로지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초 소재의 표면물성의
중요성의 증대

·동남권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밀 표면물성 평가 허브 구축에 대한
요구 증가 

·산업적, 학문적 수요증가에 비해서 전문 표면물성 연구 기관 부족

추진내용

·첨단 소재, 소자 및 기능성 물질의 특성을 좌우하는 물질 표면·계면의 물리적,
화학적 구조 및 조성을 단표면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산·학·연 공동 연구
및 물성 평가 

② 융합부품소재

필요성

·다양한 응용성을 지닌 나노 기능성 융합부품소재기술은 해양, 환경,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동남권역의 기술 고도화에 기여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등과 연계하는 극한환경 소재 개발 업체가 부산 기장군을
중심으로 형성

추진내용

·기능성 부품소재 관련 기업들과의 핵심기술 개발, 기업지원 서비스 및 첨단 정보
제공으로 권역 내 나노 부품소재 산업의 역량 강화 주도

<Nano-SIMS (초미세이차이온질량분석기)> <GDS (글로우방전분광기)>

<SIMS (이차이온질량분석기)>

<AR-XPS (각분해 엑스선 광전자 분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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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부산센터 l 대표적 연구장비

X-ray Photoelectron Spectrometer
(Auger Electron Spectroscopy)

① 가시광을 포집하는 페롭스카이트 나노막대형 박막 광촉매

·저      자 : 김현규박사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연구 이재성 (포항공대) 등
·게재학술지 : Advaced Materials, 23, 2088-2092 (IF 13.877) 게재 년도 : 2011년
·활용장비 : SEM, XPS, XRD, UV-DRS, TEM   
·주요내용 : 물을 수소와 산소로의 광화학적 분해에 대한 높은 변환효율을 얻기

위하여 광전기화학적 Cell의 광전극으로써 PbBi2Nb2O9 나노박막
제조에 성공함. 뿐만 아니라 PbBi2Nb2O9 나노막대 배열형태는 가시광
조사하에서 물을 광화학적 전기분해반응을 하는 동안 수소 발생 성능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발견함

l 부산센터 l 대표적 연구성과

주요기능
및 설치현황

·주요스펙
- 초고진공 : 1 x 10-10 torr, μ-metal chamber 장착 
·Hemispherical energy analyzer (High Resolution 0.45 eV) 
·Energy Source : monochromated Al-Kα 선 ·하전보정
(charge compensation)

·성능 : electron flood gun을 사용, mask를 사용하지 않고도 비전도성 물질의
결합에너지 (binding energy)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얻을 수 있음

·120 μm까지 X-선의 조사 영역을 조절 가능
·설치년도 : 2007년     ·장비가격 : 20억원

활용분야
·초박막 (10 nm 이하)의 비파괴 깊이분포분석 및 화학적 결합 상태 분석
·반도체 박막, 다층 박막, 산화물 박막의 표면 및 계면 특성 분석 등

주요성과
(소재대학포함)

·재생마그네슘잉곳의 표면 및 벌크에서의 Mg (metal)와 MgO (oxide)의
정량 분석법 개발

·연평균 대학, 중소기업 등 분석 시료 2800개 달성
·금속-PPS 고분자 접합 기술 개발을 통한  전기자동차용 전지 캡플
레이트 개발에 필수 장비

<PbBi2Nb2O9 나노막대 광양극 박막에서 전하수송 
메커니즘을 성명하는 도식그림>

<FTO 기판위에 PbBi2Nb2O9 나노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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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부산센터 l 대표적 연구성과

②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을 이용한 양파의 시들음 병원균
감염에 따른 플라보노이드 변화 규명

·저    자 : 진종성, 신성철 (경상대),이정한 (경상대)
·게재학술지 : Food Chemistry, 359-366 (IF 3.5749) 게재 년도 : 2012년
·활용장비 : LC-MS/MS 
·주요내용 : 양파에 Fusarium oxysporum을 감염 시킨 뒤 세포벽에 생성된 노란색

미립자가 가수분해효소에 의해 Quecetin과 Isorhamnetin glycoside가
그것의 아글리콘으로 분해 된 것을 LC-MS/MS로 분석함 

③ 지역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 (태성포리테크(주))

연구내용

·고분자 수지-금속성분간의 결합체 및 제조를 위한 방법 및 금속-수지 성분간의
점착력 개선을 위한 표면처리 및 이를 사용한 금속-수지 결합체 제조를 위한 방법

이전내용

·삼성계열사 (SB Limotive 포함) 2차전지 전극단자 및 전지캔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
및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의 권리 및 기술의 국내외 독점 실시권

기대효과

·2차 전지 전극단자 및 전지캔 관련 제품의 국산화를 통한 비용 절감

<분석결과>

<실제 개발 제품>

<양파를 Fusarium oxysporum에 감염 시킨 후 8일 뒤 
세포벽에서 노란색 미립자 발견>

<Fusarium oxysporum에 감염된 양파 상피의  미립자에서 
곰팡이의 가수 분해 효소에 의해 Quecetin과 Isorhamnetin
glycoside이 가수 분해되어 그것의 아글리콘이 된 것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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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부산센터 l 우수 고객인터뷰 

부산대학교 나노융합공학과 
조채룡 교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장비지원과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받게되어 저희가 2년 연속 Appl.

Phys. Lett.에 논문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

습니다. 기초(연)의 연구장비와 연구지원을 통해

Enhanced degradation performance of

gaseous acetaldehyde by TiO2 nano-

barbed fibers논문을 CrystEngComm에

투고하고 관련 대학원생 등의 학위논문실험, 기술

개발실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고가의 분석

장비 이용, 그리고 질 높은 분석 결과 해석에 대해

매우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부산대학교 교수들의

연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길 바라오며 부산센터가

더욱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 태성포리테크
정홍대 대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장비지원과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받게되어 저희가 3년 동안 기초(연)

부산센터와 고분자수지-금속성분간의 결합체 및

제조를 위한 방법 등 특허를 5건 이상 공동출원,

등록하고 관련기술을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

(연)의 연구장비와 연구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에

공급되는 전극단자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생산관련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비실험과 장비 분석기술 개발,

기술 자문 등에 대하여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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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9 제6대 소장 허태린 교수 취임
2009. 09 제5대 소장 이상학 교수 취임
2007. 09 제4대 소장 김우영 교수 취임
2004. 11 대구센터로 명칭변경 및 분석연구부 신설
2001. 09 제3대 강신성 대구분소장 취임
1999. 09 제2대 박용태 대구분소장 취임
1992. 04 기초과학연구지원센터 대구분소 설치

초대 이상윤 대구분소장 취임

연혁

총 인력 소장(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18 1 4 1 4 8

구분 면적(m²) 비고

3층 건물 2,821 경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구분 예산 비고

수탁과제 91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재단/창의재단)

주요
사업

센터운영사업 388

자체과제사업 264 분석기술개발(한옥희) 학연공동연구(백윤기)

계 743

인력 (2013. 9월 현재, 단위 : 명)

시설현황

예산현황 (2013. 9월 현재, 단위 : 백만원)

대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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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구센터 l 특성화 분야

① 첨단 기능성소재 특성분석

필요성

·첨단장비를 활용한 대구·경북권의 융합소재 공동연구지원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지역의 과학산업계 지원역량 확보
·공동활용 융합소재 전문연구지원센터 구축

추진내용

·국가적 공동활용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첨단분석기법 개발·보급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
·산학연 공동연구활성화 기업중심의 특화기술개발 지원
·과학기술대중화 교육 및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국가대형연구시설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우수성과 창출

① 다기능 X-선 회절분석기 (MF-XRD)

주요기능
및 설치현황

·장비명 : Multi-Function X-ray Diffractometer
·규격 : EMPYREAN (PANalytical)
·주요스펙 :  
- Focusing & Parallel Mirror, Hybrid Monochromator 
- PDS, PASS, PRS, Thin Film Collimators 
- 5-axis stage, CT Rotation Stage 
- Reflection/Transmission stage
- Temp. & Humidity Control System (투과형, 95%)

·설치년도 : 2011년     ·장비가격 : 5.6억원

활용분야

·반사/ 투과 모드에 의한 초고속 회절분석
·투과형 온습도 조절 장치 (투과 모드)
·고(중간) 분해능 및 단·다층 구조 박막 특성 분석
·X-선 반사측정 (두께, 밀도 및 표면/계면 거칠기) 
·X-선 산란측정을 통한 Nano particle 분포 분석

주요성과
(소재대학포함)

·대학, 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 및 제품개발에 대한 특성
분석지원 및 공동연구를 통해 분석법개발 및 Biomaterials, Ad-
vanced Materials 등 다수의 우수논문 배출에 기여

<MF-XRD>

<Hybrid를 이용한 고속 RSM 측정>

<투과분석용 광학계>

l 대구센터 l 대표적 연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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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핵자기공명장치용 프로브 유닛 개발 (삼극특허)

·발명자 : 한옥희, 한기성
·특허등록현황

·활용장비 : 200 MHz & 400 MHz Solid-state NMR Spectrometers 
·주요내용 : 유로를 따라 유체가 흐르고 동시에 흐르는 유체의 반응에 따른 특성

변화를 실시간으로 핵자기 공명기법으로 검출할 수 있는 탐침으로 시·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유체시료의 특성감지

②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의 반응 생성물 규명 및 정량 분석

·저  자 : 김인 (제일저자/KBSI), 한옥희 (교신저자/KBSI), 채신애/백윤기/
권성혜 (KBSI), 이국승/성영은/김하석 (서울대) 

·게재학술지 :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50권/10호, 2270-2274
(IF 12.73) 게재 년도 : 2011년

·활용장비 : 500 MHz Liquid-state NMR Spectrometer 
·주요내용 : 전지반응 전위와 연료극 촉매에 따른 성능차이를 액체상 핵자기 공명기를

활용하고 정량하여 반응 생성물과 연료극 촉매와의 상관관계를 밝혀
내어 보다 우수한 효율의 연료전지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l 대구센터 l 대표적 연구성과

발명의 명칭 특허등록일 등록번호 등록국가

핵자기 공명용 프로브 유닛 2007.03.08 10-0695225 한국

Probe Unit for Nuclear Magnetic Resonance 2008.03.04 US 7339378 미국

Probe Unit for Nuclear Magnetic Resonance 2008.10.17 4203099 일본

Probe Unit for Nuclear Magnetic Resonance 2011.10.17 1002007011598 독일

<프로브 유닛(좌), 중심전도체(중), 외부유로 실린더(우)의 
단면도>

<화합물의 공간분포도와 NMR 스펙트럼을 
동시에 구할 수 있음(우)을 중심전도체에 감은 튜브내의 

액체 화합물들을(좌) 사용하여 보여줌>

<직접 에탄올 연료전지의 연료극 배출액을 채취하여 액체상 핵자기 공명 스펙트럼을 구하고, 

구한 스펙트럼들로부터 에탄올 및 반응 생성물을 정량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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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나노소재공학부  
조태식 교수

저는 2000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구센터의 도움으로 박막형 신
소재의 미세구조 분석 실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10 nm 이하의 두께를 갖는 매우 앏은 박막의
실시간 결정화나 상변태에 따른 나노구조 분석 연구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FE-SEM으로
Ba-ferrite/sapphire (0001) 박막의 단면사진을 300,000배 고배율로 관찰하는 등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미국 물리학회 APL이나 JAP 논문에 여러 편의 논문들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SEM이라는 장비는 주위에 많이 있는 범용 장비이지만, 앞으로도 논문발표용
high quality SEM 사진들이 필요할 때는 대구센터를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것 입니다.
KBSI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유진테크  
전표만 선임연구원

저희 회사의 반도체 장비 공정개발에 있어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장비지원과 더불어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실험 및 분석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구센터는 제가 반도체 장비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
다. 제가 실험한 시료의 빠른 data분석, 정확한 방향설정으로 우수한 장비를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구센터 HR-XRD장비 특징 및 분석방법 설명은 반도체 장비 공정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기술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전주대학교 과학교육학과  
임애란 교수

저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400 MHz와 200 MHz 고체 NMR 장비 전문 지원 실험을
통해 매년 SCI급 논문을 다수 게재하였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에너지 분야의 실험은
시료의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실행하는 시료의 운동성 연구입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이 섬세한
주의와 전문성이 필요하며, 실험 시간이 장시간 요구 될 뿐만 아니라 주야로 실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구센터에서 성심성의껏 진행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전문 지원 실험을 부탁드립니다.

l 대구센터 l 우수 고객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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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01      제5대 소장 이강석 교수 취임
2009. 09. 01      제4대 소장 황 백 교수 취임
2006. 01. 01      ‘퇴행성질환재생연구장비 구축운영사업’시작
2005. 09. 01 제3대 소장 한종수 교수 취임
2003. 09. 01 제2대 소장 명화남 교수 취임
1992. 03. 18      광주분소 개소 및 초대 분소장 김화택 교수 취임

연혁

총 인력 소장(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20 1 7 1 1 10

구분 면적(m²) 비고

광주 센터 3,690 지하1~지상5

인력 (2013. 9월 현재, 단위 : 명)

시설현황

예산현황 (2013. 9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비고

수탁과제 39 한국과학재단 외

주요
사업

센터운영사업 400 기초(연)

특정지역센터 사업 850 퇴행성질환재생연구장비구입운영사업

자체과제사업 270 기초(연)

계 1,559 -

광주센터



58 KOREA BASIC SCINCE INSTITUTE

① 노화연구

필요성

·초 고령화시대 도래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주도형
노화관련 연구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특수고령동물을 활용한 연구지원과 국제적 수준의 원스톱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창조적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활용

추진내용

·퇴행성연구장비구축운영사업의 고도화
- 국내유일의 고령동물생육시설에 의한 국내 노화연구소재 공급 안정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국내 노화연구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
- 나노이미지에서 소동물수준의 개체 이미지 연구분석까지의 토탈 솔루션 구축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연구지원 인프라 확충 
·국가고령동물연구지원센터 설치·운영 

- 시설규모 : 총 3,300 ㎡ (동물사육실 : 500평, 연구장비실 : 500평) 
- 추정예산 : 약 320 억원
- 추진일정 : 2016년 구축 예정

② 광소재 및 물성분석 

필요성

물리 및 화학 분야의 다양한 첨단 분광분석 장비를 활용한 기능성 재료 연구를 통해
특화된 분야의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분석지원의 질적인 고도화를 추구하고자 함

대표적인 분광분석기
·마이크로 라만 분광기 및 발광분석 시스템
·NMR 및 LC-NMR-MS 분광기

추진내용

·라만표면증강법을 활용한 표적 진단 및 치료기법 연구
·ZnO기반 심자외선용 투명전극 개발 및 물성연구
·천연물 유래 신물질개발 전문연구
·생체친화적 고분자 나노소재 분석 및 연구

l 광주센터 l 특성화 분야

<UV/multi-channel micro-Raman
Spectrometer>  

<UV/multi-channel micro-Raman
Spectrometer> 

<퇴행성연구장비사업 장비구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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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광주센터 l 대표적 연구장비

600 MHz NMR

주요기능
및 설치현황

·규    격 : 600 MHz NMR
·설치년도 : 2009년     
·장비가격 : 14억원
·주요스펙
- Carbon enhanced Cryogenic Probe
- Sensitivity of 1H - 4700:1  - Sensitivity of 13C - 500:1
- ESI/APcI Triple Quadruple Mass (MS/MS)

활용분야

·혼합물의 분리 (HPLC)와 구조분석 (NMR, MS)) 동시 가능
·천연물, 신약개발, 약물 대사체 연구
·고분자 물질, 염료 및 다양한 반응 생성물 구조 규명 (1H, 13C, 2D NMR)
·물질의 입체구조 해석 (1D 및 2D NOE 실험)
·Molecular Interaction 연구 (NOESY, DOSY 실험)

주요성과
(소재대학포함)

·2009년 ~ 2013년 9월 기기이용현황
- 건수 : 275 건 - 시료수 : 898 ea - 총 이용료 : 126,586,000 원

·전남대학교 이용현황
- 건수 : 130 건 - 시료수 : 480 ea - 총 이용료 : 59,329,000 원

·SCI 논문 3편
- Antimicrobial effect of sophoraflavanone G isolated from

Sophora flavescens against mutans streptococci 외 2편

l 광주센터 l 대표적 연구성과

① 대용량 기능성 막단백질 정성, 정량 기법

연구내용

·친수성이 떨어지는 막단백질을 질량분석기로 분석하기 위한 분석법 개발. 화학적인
방법으로 막단백질을 추출, 지질제거를 동시에 수행하며 이후 효소처리하여 질량
분석기로 분석하는 프로토콜을 완성함

·남새균 (Cyanobacterium Synechocystis sp. PCC 6803)에 있는 3개의 막단백질층
TM, OM, PM2를 분리 한 후 그 막단백질을 분석하여 새로운 막단백질의 기능을 밝힘

게재학술지 : Journal of Proteome Research (IF : 5.4)
저  자 : 권요셉 (제 1저자), Tatiana Rasareva (공동 제 1저자)
활용장비 : Synapt HDMS [nano LC-MS/MS]

활용계획
·기능성막단백질의 정성, 정량이 필요한 산, 학, 연 공동연구 및 기술 이전으로 추진

기대효과
·독창적인 막단백질 분석법과 첨단 질량분석장비로 공동연구 확대

<새로운 막단백질 분석 흐름도>

<남세균 막단백질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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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광주센터 l 대표적 연구성과

② 균주 특성 개발을 위한 막단백질 분석 기술

연구내용

·균주내부에서 생산되는 물질들의 생산 경로를 단백질체 분석을 통해 추적하여 생산량
증대 및 미생물의 성장을 증대시키는 주요 단백질 인자를 추적하는 기술 개발

·표준 균주와 점 돌연변이 사이의 기능성 막단백질 추적기술 개발하고 유전자 조작을
통한 균주 특성 개선 확인

·기술이전 대상 : 씨제이 (주), 기술료 총 2억원 

활용계획

·미생물을 이용한 식품 원료 생산, 의약품 생산, 발표공정개선 등에 활용가능하며,
현재 사용하는 무작위 점 돌연변이종 생성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음

기대효과

·균주를 이용한 국내기업의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며 국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함

<기술이전 로고>

<기능성 단백질 추적 데이터 일부 
(기술이전 데이터와 직접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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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물리학과 
류상완 교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센터의 우수한 연구진과

연구장비는 제가 반도체 물성분야의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반도체의

광학적 분석을 위해 필요한 PL, PLE, Raman

측정을 비롯하여 SEM, TEM 등의 고가장비들을

활용하여 나노포러스 구조, 나노막대 등의 새로운

반도체 나노구조를 분석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LED, 재생에너지 분야의 응용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본 연구실에서 12편의

SCI 논문을 출판할 수 있었으며, 이에 감사

드립니다.

엠도흐멘 코리아 염료연구소
김용호 소장

한국기초과학연구원 광주센터의 연구장비와 연구

지원을 통해 단기간 내에 2건을 개발에 성공하여,

외산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희가 광주

센터 NMR 연구실의 도움을 받아 개발에 성공한

흑색분산 염료 개발을 통해 5~6개 이상의

components로 이루어진 혼합물로 당사의

기술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센터

NMR 연구실의 풍부한 지식과 노련한 업무 도움으로

4가지 주요 components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자체적 개발연구를 통하여

물성이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센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l 광주센터 l 우수 고객인터뷰



2012. 01. 01     제5대 소장 김철주 교수 취임
2008. 01. 01     제4대 소장 양문식 교수 취임
2006. 01. 01     제3대 소장 박상규 교수 취임 
2005. 10. 05     전주센터 이전
2002. 01. 01     전주분소 제2대 분소장 장광엽 교수 취임
1999. 12. 10     전주분소 개소 초대 분소장 노영쇠 교수 취임

연혁

총 인력 소장(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16 1 5 1 1 8

구분 면적(m²) 비고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생명과학관 4층 건물 4,197 대학소유이며 

전주센터가 사용

구분 예산

수탁과제 177

주요
사업

센터운영사업 353

특정지역센터 사업 -

자체과제사업 238

계 768

인력 (2013. 9월 현재, 단위 : 명)

시설현황

예산현황 (2013. 9월 현재,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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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센터



l 전주센터 l 특성화 분야

① 나노구조 특성평가

필요성

·1999년 전주센터 설립초기부터 ‘나노구조 분석 및 특성 평가’를 전문지원분야로 선정
·분석/연구장비 및 인력 구성이 전문지원분야로 집중

추진내용

·Seed형 NAP사업 : 차원별 계층별 나노복합체를 이용한 고효율 환경정화 기술개발
·신진연구자지원사업 : 나노구조체의 복합물성 분석기술개발
·학연공동연구사업 : 고감지능 바이오센서용 다공성 탄소소재기반 전극제조 기술개발

② 나노카본기반 소재 개발

필요성

·탄소산업이 지역의 5대 핵심 산업으로 선정
·지역의 탄소산업중점 육성 및 정부의 중소기업활성화 정책
·전주센터의 전문지원분야 수행을 통한 인력/장비/노하우 확보

추진내용

·탄소분석 워크샵 개최 (2013. 7.11)
·탄소기반 소재의 물성연구/분석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탄소기반 소재의 연구개발/분석지원 고도화 계획 수립
·최고의 나노구조 및 카본분석 기관으로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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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분해능 전계방출 주사전자현미경 (Ultra High Resolution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l 전주센터 l 대표적 연구장비

주요기능
및 설치현황

·장비사양 
- Model : S-5500 (Hitachi, Japan)
- Electron Gun and Column System Field Emission Gun (Cold

type) in-lens system
·Spatial & Energy Resolution

- Secondary Electron Image 0.4 nm at 30 kV and 1.6 nm at 1kV
·Transmitted Electron Image

- 0.5 nm at 30 kV
·Energr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EDS)
- Detectable range : 4 Be ~ 92 U
- Energy resolution : 136 eV

·설치년도 : 2007년 ·장비가격 : 7억원

활용분야

·나노사이즈의 입자, 박막, 와이어 등의 확대 분석을 통한 표면, 두께,
크기, 직경 등의 이미지 분석 

·나노사이즈 시료의 표면이미지 (SE 이미지)와 투과 이미지
(TE 이미지)의 동시분석을 통한 3차원적 구조 분석

·반도체 시료의 표면 분석 및 구조분석 등
·EDS를 통한 성분 분석
- point, area, line-profile, mapping

주요성과
(소재대학포함)

·장비활용 자체연구 수행실적
- Nano Lett. 2013, 13, 1822-1828 , J. Non-Cryst. Solids 358

(2012) 544-549 등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우수논문 발표
- Nanoscale (2012),  Langmuir (2013), Journal of Power Sources
(2013) 등 (소재대학 포함 (3편) 총 40편 이상)

<UHR FE-SEM>

<SE image of CNT>

<TE image of CNT>

<Nanoscale 4 (2012) 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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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주센터 l 대표적 연구성과

① 재활용 가능한 중금속 제거제 기술개발

·저  자 : 최원산, 양혜민, 이하진, 이영부, 배태성 (KBSI)
·게재학술지 :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0, 820-825 (IF 9.765) 게재 년도 : 2010년
·활용장비 : FE-TEM, UHR-FE SEM, Micro Raman (전주센터)
·주요내용 : 탄소나노튜브 코어를 포함하는 스마트 나노캡슐의 합성 및 재활용이

가능한 중금속 제거를 위한 촉매로의 응용

② 탄소나노튜브의 전기전도도 특성평가기술 국제표준화 승인

연구내용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잠재성이 높은 나노소재인 탄소나노튜브의 주요특성인 ‘전기
전도도 특성 평가기술’을 세계 최초 개발하여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인
IEC/TC113에서 국제표준으로 승인

활용계획

·국내외 탄소나노튜브 제조업체로부터 생산되는 탄소나노튜브의 전기 전도도 평가
및 소비자들에게 해당물성의 사양 제공

기대효과

·전기 전도도 측정 방법의 부재로 인해 미진하였던 탄소나노튜브의 전기적 특성을
활용한 산업화의 본격적인 개발

·종류별 탄소나노튜브의 전기적 특성에 따라 투명전극, 유연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전자소재산업에 널리 활용되어 CNT의 전기적 특성을 활용한 산업화의 가속화

·나노기술을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인 전기전자분야에 연계하여 나노융합산업을 리드
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열처리 및 초음파 처리를 한 탄소나노튜브코어
@산화철 캡슐 구조체의 전자현미경 이미지>

<탄소나노튜브코어@산화철 캡슐 구조체의 
납(II), 크롬(VI) 흡탈착 재활용 특성평가 결과>

<Adv. Funct. Mater. 
20권 5호의 표지논문 게재>

<제안된 표준법에 의하여 제작된 (가) CNT
필름 및 (나) CNT 리본과 (다-라) 해당 

시료의 전도도 측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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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반도체공학과
최철종 교수

저희 연구실에서는 수 nm 영역 이하의 극미세

반도체 계면의 전기적 구조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3년 전 부터 한국기초

과학지원연구원 전주센터의 전자현미경 분석과

관련된 연구 장비 및 기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센터가 보유한 우수한 전자현미경 인프라를

활용한 결과 3년 연속 20 여편 이상의 SCI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센터의 장비 및 기술

지원이 더욱더 확대되어 더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의 연구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전주센터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보내드립니다.

고려대학교 화학과
유종성 교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장비지원과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받게되어 저희가 3년 연속 SCI급 유

명 화학지 저널에 10편이상의 많은 논문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합성물의 성분 및

구조분석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형태분석을

통하여 졸-겔 합성을 통한 나노 소재 물질 관련연구와

전자빔 혹은 감마빔을 이용한 연료전지용 촉매 관련

연구에 수월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우수 직장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초(연)

에 많은 고마움을 전하며 기초(연)의 장비지원과 전

문적인 기술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많은 연구자들

이 도움을 얻기를 기원 합니다.

l 전주센터 l 우수 고객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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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9     제7대 소장 윤종환 교수 취임
2010. 09 제6대 소장 최형태 교수 취임 
2008. 09 제5대 소장 김경훈 교수 취임 
2005. 06 제4대 소장 이호근 교수 취임
2004. 08     제3대 분소장 한상화 교수 취임
2004. 01 춘천분소 제2대 분소장 변우현 교수 취임 
2003. 01 춘천분소 신축건물 이전 (집현관)
2001. 11 춘천분소 개소 초대 분소장 박영광 교수 취임

연혁

총 인력 소장(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13 1 4 1 - 7

구분 면적(m²) 비고

춘천센터 5,533 지상3층~지하1층 사용

구분 예산 비고

수탁과제 34 지식경제부(산업단지공단), 기초기술이사회(출연연 연구교류회) 

주요
사업

센터운영사업 258 -

특정지역센터 사업 - -

자체과제사업 334 창의, 신진, 학연 공동연구과제

계 626 -

인력 (2013. 9월 현재, 단위 : 명)

시설현황

예산현황 (2013. 9월 현재, 단위 : 백만원)

춘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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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춘천센터 l 특성화 분야

l 춘천센터 l 대표적 연구장비 

생체영상 

필요성

·최첨단 분자영상기술의 획기적 도약을 통한 현대사회의 문제인 우울증, 암, 뇌졸중,
심장질환 및 비만을 비롯한 대사성증후군의 초기 진단 및 예측을 통한 치료제 개발

·세포 및 개체영상 기술의 고도화, 대중화 및 전문화를 통한 지역 기업 및 대학들과의
융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추진내용

·세계적인 생체영상기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우울증, 암, 뇌졸중, 심장
질환 및 비만을 비롯한 대사성증후군 질병관련 영상 및 기작 연구 수행

·생체적합성 나노물질을 이용한 질병 진단 및 치료제 개발

생체 다광자 공초점 현미경 (Intravital Multi-Photon CLSM)

주요기능
및 설치현황

·규격 : LSM780 NLO
·주요스펙 : GaAsP detector, MP-laser (690-1040 nm), 

20x/1.0 water deeping objective lenz (~1.9 mm)
·성능 : 살아있는 실험동물의 장기 관찰 (mm~mm)
·설치년도 : 2011년     ·장비가격 : 8억원

활용분야

·암 : 실험동물의 장 기(피부, 뇌, 림프절 등)에서 자라는 암세포 및 이동
하는 암세포의 고해상도 이미징

·나노입자 및 화학합성물 : 실험동물의 장기 (피부, 뇌, 림프절 등)로 이동
하는 합성물의 고해상도 이미징

·신경생물학 : 실험동물의 뇌 내 신경세포 및 glia세포들의 변화를 
이미징

주요성과
(소재대학포함)

·황화아연 무독성 나노입자를 이용한 고해상도 삼광자 생체영상
(서울대 현택환, KBSI 춘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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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포분열시 동원체와 미세소관의 부착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연구

·저  자 : 임대식 (KAIST), 권승해 (KBSI)
·게재학술지 : Current Biology 416, 416-422 (IF 10.777) 게재 년도 : 2010년
·활용장비 : MP-CLSM, RT-CLSM
·주요내용 : Kinetochore와 Microtubule의 attachment에 영향을 미치는 MST1과

Aurora B의 관계를 연구

② Hybrid electro-microneedle (HEM)를 이용한 DNA,
RNA, siRNA의 피부이입에 효과적인 처리법에 관한 연구

·저  자 : 정형일(연세대), 허송욱(KBSI)
·게재학술지 : Biomaterials 32, 7705-7710 (IF 7.365) 게재 년도 : 2011년
·활용장비 : IVIS-200
·주요내용 : HEM방법과 기존의 다른 방법간의 차이를 관찰 및 분석하여 HEM

방법의 우수성을 검증

l 춘천센터 l 대표적 연구성과

<Real-time imaging 기술을 이용한 시간별 NEBD의 
Control군과 siMST1군의 차이 분석>

<MST1과 Aurora B의 관계 분석>

<도포법과 HEM법의 피부에서 형광감소 관찰 및 분석> <pCL plasmid와 pCMV-Gluc의 차이를 관찰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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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춘천센터 l 대표적 연구성과

③ 쉽고, 빠르며, 초고감도 및 높은 선택성의 구리이온 검출센서

·저  자 : 박경순, 박옥규 (KBSI)
·게재학술지 : Chemical Communications 49, 5969-5971 (IF 6.378) 

게재 년도 : 2013년
·활용장비 : MP-CLSM 
·주요내용 : near-infrared fluorescence를 이용한 초고감도 및 높은 선택성의

구리이온 검출센서 개발 및 검증

<Near-infrared fluorescence와
quencher를 이용한 구리이온 

검출센서 개발>

<구리이온 검출센서의 쉽고, 빠르며, 
초고감도 및 높은 선택성 검증>

<HEK 293T세포 및 serum내 구리이온 
검출 기능 검증>



71KOREA BASIC SCINCE INSTITUTE

강원대학교 식물자원응용공학과
장철성 교수

저희 연구진은 기초(연)의 장비 지원과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받아 벼의 OsHCI1 유전자가 고온

스트레스하에서 세포내 위치가 골지체에서 핵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핵에

위치하는 여러 단백질들을 비활성화 하여 고온

스트레스에 저항성을 유도할 것이라는 연구를 통해

식물분야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Experi-

mental botany에 연구결과를 출판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비롯해 기초(연) 춘천센터의 연구 장비와

연구지원을 통해 2년간 10편의 논문이 출판 또는

출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내에 위치한

기초(연) 춘천센터의 연구지원을 통해 저희 연구의

깊이가 더 발전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얻기까지의

많은 시간적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기초

(연) 춘천센터와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 할 계획에

있으며 지속적인 장비 지원과 기술지원을 통해

기초과학연구자들의 동반자로써의 활약을 기대

합니다.

㈜바이오니아 항암제 및 
호흡기질환치료제 개발팀 

윤평오 팀장

저희 바이오니아는 정부과제와 글로벌제약사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기초(연)의 장비활용 및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사가 원천기술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SAMiRNA는 효능 및 안전성이 검증된

우수한 RNAi prodrug로써 국내외 유수의 기관

및 전문가전문부터 우수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항암

및 난치성 질환 치료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

연구인 SAMiRNA 치료제의 비임상 동물모델에서의

in vivo targeting 확인 및 기본적인 물성분석이

필요하였고, 본사가 보유하지 못한 장비를 활용

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연 5~6회 정도

기초(연)을 방문하여 IVIS200, IMP-CLSM,

EF-TEM과 같은 장비를 이용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우수한 결과들을 통해 정부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으며, 기초연구를 통해

축적된 연구성과로 현재 글로벌제약사와 항암

신약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 춘천센터 l 우수 고객인터뷰



2009. 09    제2대 소장 성치남 교수 취임
2009. 0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순천센터로 명칭 변경
2005. 05    순천출장소 개소식 및 출장소 업무개시, 초대소장 김병일 교수 취임
2004. 12 순천출장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연혁

총 인력 소장(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7 1 2 1 - 3

구분 면적(m²) 비고

순천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1,100 지상2층 (1,000m²)

지상5층 (100m²)

구분 예산 비고

수탁과제 70 포스코

주요
사업

센터운영사업 14

특정지역센터 사업

자체과제사업

계 210

인력 (2013. 9월 현재, 단위 : 명)

시설현황

예산현황 (2013. 9월 현재,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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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센터



l 순천센터 l 특성화 분야

① 나노정보

필요성

·금속, 세라믹, 반도체 등 다양한 재료에 대한 연구기초 제공
·정확도가 높은 계산으로 재료과학의 여러 가지 문제적용 가능
·계산기에 의한 양자역학에 기초한 재료설계 가능
·각종 특수합금의 특성을 예측

추진내용

·양자재료설계법을 이용한 전자계산으로 재료설계에 대한 전문지원 
·각종 재료에 대한 특성을 계산하여 신소재개발 지원
·각종 특수합금의 특성을 예측하여 소재재료의 가공발전에 기여

② 미세구조분석

필요성

·초미세 영역에 대한 구조 및 화학분석, 영상, 회절패턴 획득
·재료의 모양과 구조적인 정보 검출
·나노입자, 나노박막 등의 표면구조분석 및 정성·정량분석

추진내용

·회절분석법을 이용한 결정구조 및 상 분석
·미세구조 관찰 및 결함 분석
·나노영역의 복합적 분석 및 고분해능 영상관찰

<재료설계법을 이용한 계산> <직접실험과 양자재료설계법을 이용한 계산 비교>

<FE-TEM 회절패턴> <FE-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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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 이미지>

l 순천센터 l 대표적 연구장비

l 순천센터 l 대표적 연구성과

전계 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FE-TEM)

천일염전함수, 화력발전소 상등수에 녹아 있는 리튬 회수 및 금속
리튬화 기술개발

연구내용

·천일염전 함수, 화력발전소 상등수에 녹아 있는 리튬을 전기화학적인 공정에 의해
금속 리튬으로 회수하는 기술개발

활용계획

·리튬은 고비강도 항공용 합금 원소, 합성고무 융합용 촉매 원료, 금속 환원제, 리튬
1차전지 및 2차전지의 전극 활물질 등의 필수 소재임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석 등에 필수요소이자 희소금속인 리튬을
추출하여 고 부가가치인 금속리튬을 얻는데 활용됨

기대효과

·2012년 세계 합금용 금속리튬 수요는 리튬 2차 전지에 사용되는 리튬 수요와 비슷한
5,300톤 (금속리튬 기준) 규모이며, 연평균 증가율 약 9.4%로 예측됨

·함수에 녹아있는 리튬에서 생산할 경우 수입 대체 효과 및 금속 리튬 수출국으로
입지를 형성 가능하며, 전략 희소 금속인 리튬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음

주요기능
및 설치현황

·모델 : JEM 2100F
·주요스펙 : 200 kv
·성능 : 해상도 0.23 ㎚
·설치년도 : 2011년    ·장비가격 : 12억원

활용분야
·시료의 미세구조 관찰 및 결함 분석  
·회절분석법을 이용한 재료의 결정 구조 및 상 분석
·나노영역의 복합적 분석 및 고분해능 영상관찰 가능

주요성과
(소재대학포함)

·Electro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Layered-Spinel
Composite Cathode Powders Prepared by Spray Pyrolysis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0.6Li2MnO3· 0.4Li 
(Ni0.8Co0.15Al0.05)O2 Composite Nanopowders Prepared by 
Spray Pyrolysis

<천일염전 함수에서 무기이온교환체를
이용하여 회수한 금속리튬의 TEM 사진>

<무기이온교환체 전문서 발간
(해수, 함수에 존재하는 리튬, 우라늄 등 

유가성분의 회수 및 분리에 대한 
실천적 참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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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미래전략신소재공학과
이호종 교수

좋은 논문을 쓰기위해서는 전문분석지원이 절대

적으로 필요합니다. 학내에 기초(연) 순천센터가

자리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분석지원의 도움이 매

우 큽니다. 저는 직접 순천센터를 방문하여 분석오

퍼레이팅을 지켜보면서 분석하는 과정에 연구자와

토의를 하면서 데이터를 얻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접지

원이 가능하여 연구에 시간적여유가 생기고, 분석지

원 과정에 참석하여 토의를 거쳐 데이터를 얻고 데

이터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도 곧바로 얻을 수 있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커 연구와 논문의 바탕

을 튼튼히 해주고 있습니다. 순천센터가 앞으로도

큰 버팀목의 역할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전문장

비의 구축과 전문인력을 보강하셔서 이 곳 순천지

역의 연구력 증진에 일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

다.

(주) 에이원 연구소
이상로 소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순천센터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연구환경이 척박한 이곳 지역에서, 기

초(연) 순천센터는 중소기업의 R&D에 대한 단초

를 제공하고 연구력증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

다. 또한 기초학문의 시발점인 전문분석지원을 제

공하고, 공동연구로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

하여 이 지역 R&D의 발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저

희 같은 중소기업은 많은 부분에서 순천센터의 도

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고, 진행과정에서의 분석지원과 실

험에 도움을 받고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

무쪼록 앞으로 더욱 전문분석지원의 기틀을 튼튼

히 마련하여 이 지역 R&D의 확고한 구심점이 되

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l 순천센터 l 우수 고객인터뷰



2013. 02    제2대 소장 최재호 교수 취임 
2008. 12‘강릉센터’로 명칭 변경
2006. 06    강릉출장소 초대 소장 정진승 교수 취임 
2006. 06    강릉출장소 설립

연혁

총 인력 소장(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9 1 3 1 - 4

구분 면적(m²) 비고

강릉센터 768.02 강릉원주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내
(1층, 2층, 5층 일부사용)

구분 예산 비고

수탁과제 110 -

주요
사업

센터운영사업 223 -

특정지역센터 사업 - -

자체과제사업 192 일반연구자사업, 신진우수연구자사업, 청소년과학활동사업, 경력복귀지원사업

계 535 -

인력 (2013. 9월 현재, 단위 : 명)

시설현황

예산현황 (2013. 9월 현재,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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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센터



① 나노 바이오 융합 영상 

필요성

·나노크기 무기 및 바이오 소재에 대한 응용 및 융합기술 발전과 함께 미세한 나노
및 마이크로 크기의 물질이 발현하는 독특한 물리적 특성 (형광, 진동, 결정구조)을
영상정보로 시각화하는 나노기술 기반 융합영상 분석기술 확립

추진내용

·일조분의 4초 (4피코초) 시간 분해능의 시분해 형광 공초점 현미경 (FLIM) 설치
(2009년)

·퓨리에 변환 광대역 (UV-Vis-NIR-IR) 분광영상  현미경 (FT-IRM) 설치 (2010년)

② 나노 신소재

필요성

·강원·영동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인 나노신소재/부품산업 분야 시료의 형상 및
성분, 구조 분석 지원

·소재융합 해양·바이오 및 환경·에너지 응용소재 분야 분석 지원

필요성

·구조분석용 (EBSD 및 STEM) 전계방출 주사전자현미경 (FE-SEM) 설치 (2008년)
·다목적 X-선 회절분석기 (MP-XRD) 설치 (2009년)
·0.1 나노미터 분해능의 전계방출 투과전자현미경 (FE-TEM) 설치 (2011년)
·파장분산형 X-선 형광분광기 (WD-XRF) 설치 (2013년)

l 강릉센터 l 특성화 분야

<시분해 형광 공초점 현미경 (FLIM)> <그림 (A) 두 가지 형광염료로 각각 처리된 콜로이드 입자 집적체와 
(B) 단일 반도체 (CdSe) 양자점 입자에 대한 시분해 형광 영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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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분해 형광 공초점 현미경 (Time-resolved Fluorescence
Confocal Microscope)

나노실린더 내부에서 계면 상호 작용에 따른 메조구조 제어

·저  자 : 김은미 (KBSI), 정진승 (강릉원주대), 채원식 (KBSI)
·게재학술지 : Chemical Communications 46, 1760-1762 (IF 6.378) 

게재 년도 : 2010년
·활용장비 : FE-SEM
·주 요 내 용 : 친수성과 소수성이 공존하는 블록공중합 고분자로 구성되는

메조구조체에 대하여 임자물질인 기공성 산화알루미늄의 표면
특성을 친수성 또는 소수성으로 제어함으로서 기공내 도입된 메조
구조체의 구조가 정밀하게 제어됨을 규명함

l 강릉센터 l 대표적 연구장비

주요기능
및 설치현황

·규격 : 일조분의 4초 시간 분해능
·주요스펙 : <200 nm 공간 분해능
·성능 : 측정 수명 영역 (50 피코초 ~ 1 마이크로초)
·설치년도 : 2009년    ·장비가격 : 5억2천만원

활용분야

·유기·무기 형광 소재 등 기초과학 분야
·태양전지, 연료감응전지 등 에너지 저장 소재 분야
·세포 영상분석, 신약 물질 및 조영제 개발 등 의료 분야
·디스플레이, 광결정 및 광소재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성과
(소재대학포함)

·식품첨가물 (4-HR)이 TG-2 활성을 억제하여 시스플라틴과 함께
종양 성장 억제에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강릉원주대 치과대학과
공동 규명 (2011년)

·세포내 미토콘드리아의 점성 자가 진단 센서 화합물이 유효하게
작동함을 공동 규명 (2013년 JACS지 Spotlight 논문 선정)

·QD가 도입된 블록공중합체 마이크로 입자의 다중 색상 발현에 대한
KAIST 연구팀과 공동연구 (2013년 Small지 8월호 표지논문)

<시분해 형광 공초점 현미경 (FLIM)>

<반도체 QD가 도입된 블록공중합체 입자의
형광수명 영상 및 감쇠 곡선>

<세포 핵 내부에 도입된 DAPI 검지 분자의
시분해 형광수명 영상: 4-hexylresorcinol

처리 전 (좌) 및 후 (우)>

<산화알루미늄 나노기공 표면의 
친수성/소수성 특성을 조절함으로서 기공 
내부에 구속된 블록공중합체 메조구조체의

구조가 제어됨>

l 강릉센터 l 대표적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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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김성곤 교수

저희 그룹에서 꼭 필요한 전자현미경과 고성능 형광

현미경, X-선 회절분석기, FT-IR 장비 등을 이용한

고급분석 데이터를 강릉원주대학교 내에 설치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강릉센터에서 근접 지원

받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4년 동안 공동연구를 통하여 5편 이상의

국제 SCI논문을 출판하였고, 지금도 저희 연구에

필수적인 고급분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바이오그린 21 사업을 수행하면서 실크 소재의

생체재료 관련 분석에 강릉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도 강릉센터가 없었다면 저희 치과

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 분야 연구 활성화가 많이

지연되었을 것입니다. 강릉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첨단 연구장비를 이용한 분석지원이 더욱 활성화

되길 기대합니다.

KAIST 신소재공학과
전석우 교수

저희 연구그룹에서는 올해 유기 태양전지의 활성

층에서 질소가 첨가된 그래핀 소재가 전하선택성과

전도도를 동시에 향상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세계적 유수저널 (Energy & Environ-

mental Science : IF 11.653)에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를 입증하는데 강릉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시분해 형광 공초점 현미경 (FLIM)'이 매우 중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강릉센터 연구팀과

긴밀한 공동연구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광소재 관련

분야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l 강릉센터 l 우수 고객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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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4     제3대 소장 최광식 교수 취임
2010. 04 제2대 소장 현명택 교수 재취임 
2010. 03     제주센터 이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2008. 10 제주센터 신축 : 제주대학교내 공동실험실습관 4층 이전
2008. 04     초대 제주센터 소장 현명택 교수 취임 
2008. 0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주센터 개소

연혁

총 인력 소장(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9 1 2 - - 6

구분 면적(m²/평) 비고

제주센터 1,960 지상 1층 사용

구분 예산 비고

수탁과제 179 ·교육과학기술부 : 54 ·한국창의재단 : 17 ·WISET : 2건, 28 ·한국식품연구원 : 80

주요
사업

센터운영사업 500 -

특정지역센터 사업 - -

자체과제사업 120 기초(연) : 120

계 799 -

인력 (2013. 9월 현재, 단위 : 명)

시설현황

예산현황 (2013. 9월 현재, 단위 : 백만원)

제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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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바이오

필요성

·사면이 바다인 제주연안의 연구대상물질 확보 용이
·제주는 청정하고 매우 다양한 해조류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산업 발전
잠재력이 매우 많음

·청정의 이미지를 갖는 아열대성 제주의 해양 환경 활용 가능
·건강기능성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바이오 에너지 등 연구 특화단지 조성이 가능

추진내용

·제주지역의 해양바이오 생물자원에 관한 기초연구지원센터 구축
·해양바이오 생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장비지원체계 구축
·제주 자생 생물 종 유래 신 바이오 기능성 물질들이 산업화를 위한 연구지원 기술 개발
·해양 시료 전처리, 신속 단시간 활성측정 및 기능성 원료 표준화 기술 등의 연구지원
기술 개발

전계방출형 주사전자 현미경 시스템 (Variable Pressure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l 제주센터 l 특성화 분야

<해양바이오 세계시장규모>

VP-FESEM

SEM이미지 (화분)

STEM이미지 (박테리아)

<해양바이오 전문분석 지원>

주요기능
및 설치현황

·규격 : SUPRA 55 VP (Thermal Field Emission Type Schottky Type)
·주요스펙 : 12 - 1,000,000 X 연속변환
·성능 : resolution : 0.8 nm@15 kV
·설치년도 : 2011년 ·장비가격 : 9억원

활용분야
·감귤, 해양동식물, 곤충, 식물, 꽃, 동물 등 생물시료 관찰
·bacteria, yeast, diatom 등 미생물시료 관찰
·Geology, Ceramics, Engineering tool 등 관찰

주요성과
(소재대학포함)

·경희대 배진우 교수 Journal of virology 논문에 기여
·제주대 최광식 교수 홍합 hemocyte 분석에 기여
·제주 해양수산연구원 홍해삼 이미지 분석에 기여

l 제주센터 l 대표적 연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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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제주센터 l 대표적 연구성과

아칸토산의 p38 조절에 의한 HL-60 세포의 세포사멸 (apoptosis) 유도

·저  자 : 김길남 (KBSI, 제1저자), 김대경 (KBSI, 교신저자), 현창구 (JTP, 교신
저자) 등

·게재학술지 : Food Chemistry 135, 2112-2117 (IF 35.749) 게재 년도 : 2012년
·활용장비 : Confocal, Recycling HPLC
·주요내용 : 제주도에 서식하고 있는 섬오가피로부터 아칸토산을 분리 하여 혈액암

(HL- 60) 세포의 항암효과 및 p38 조절에 의한 작용기전임을 밝힘

<아칸토산의 혈액암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apoptosis 유도 확인>

<섬오가피로부터 아칸토산 분리> <아칸토산의 항암효과가 p38 조절에 
의한 작용기전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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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해양의생명과학부
전유진 교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장비지원과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받게되어 저희가 2년 연속 Carbo-

hydrate polymers에 논문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Organism Component

Separation Analysis System의 carbo-

hydrate 전용 분석기와 Amino Acid Ana-

lyzer를 활용한  분석지원을 수행하는 곳이 제주

도내에 기초(연) 제주센터가 유일합니다. 이를

비롯하여 LC/MS, GC-tandem MS, ICP-

MS 등 전문분석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해양바이오물질의 생화학적 분석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센터는 전문 분석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제주도내 유일의 정부출연(연)으로써

앞으로도 연구장비와 연구지원을 통해 제주

대학교의 기초연구 활성화와 지역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쿠아그린텍
장지태 사장

아쿠아그린텍은 제주의 특산 생물자원을 이용한

각종 식품 및 화장품 소재 개발 기업입니다. 해양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한국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장비지원과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받아 감태 등의 해양생물 및 식물자원을

이용한 응용제품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Prep-LC 및 LC-MS 등 전문분석 장비를 이용

하여 천연물질의 분리 및 생리활성 물질 분석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FE-SEM을 비롯한

Confocal Microscopy, GC-MS/MS, Or-

ganism Component Separation Analy-

sis System 등의 운영 전문가가 있어서 제품의

개발과 연구에 집중하여 차별화를 꾀하는 기업에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같은

전문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주지역에서 제주센터

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l 제주센터 l 우수 고객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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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관 6,600㎡ (2,000평) 배정 (2014 2월 입주 예정)                         

<투시도> <배치계획>

2012.12 서울 서부센터 초대 소장 이상기 교수 취임
2012. 4 기초(연)-이화여대 간 서울 서부센터 설치·운영 협약 체결
2011.12 서울 서부센터 설치·운영사업비’ 국회 예산 반영 
2010.12 이화여대, 기초(연)에“기초(연) 서울 서부센터” 유치 계획

연혁

총 인력 소장(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5 1 2 1 - 1

구분 예산

주요사업 1,928

인력 (2013. 9월 현재, 단위 : 명)

시설현황

예산현황 (2013. 9월 현재, 단위 : 백만원)

서울서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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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바이오·의약학

필요성

·Post-genome 시대의 나노·바이오·의약학 기술을 접목한 첨단 융복합 연구지원을
위한 열린 공동연구센터 필요

·최첨단 연구장비 구축을 통한 NBPT 연구분야 선도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술
확보와 기술경쟁력 강화

추진내용

·바이오·나노 융복합 플랫폼 기반기술 개발 및 확보
·국제협력 및 산학연 개방형 공동연구 활성화
·NBPT 융복합 고가 연구 장비 구축

단결정 엑스선 회절분석기 (Single Crystal X-ray Diffractometer)

l 서울서부센터 l 특성화 분야

주요기능
및 설치현황

·주요스펙 : 이중파장광원, 점광원, 대면적 2D 검출기
·성능 : 
- Mo과 Cu 두 파장 동시 사용으로 small, supra 분자 동시 분석 
- 점광원 방식으로 tube방식 보다 8배 이상 감도 향상 
- 10 X 10 cm 2D 검출기를 이용한 분석효율 증가

·설치년도 : 2014년   ·장비가격 :  8억원

활용분야

·X-ray 조사시 단결정에서 나오는 X-ray pattern을 분석함
·결정의 기하학적 특징, 내부구조 및 성질을 결정함
·광물학, 물리학, 화학, 금속학, 의학, 약학, 생물학 등 광범위한 연구에
활용 가능함

주요성과
(소재대학포함)

·2014년 설치 예정

l 서울서부센터 l 대표적 연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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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영문) 장비도입가 (단위 : 백만원)
(모델명) 활용분야 구성 및 성능 담당연구원

(연락처)

ㅣ서울센터ㅣ

1
생체고분자물질분석장치
(Biomolecule Analysis 
System)

163
(Biocore 2000 / 
HP 1100 Series 
& pico-TAG)

아미노산 조성 분석
생체분자 상호작용 측정

•18종 아미노산 조성 분석 
HPLC, UHPLC
Pico-Tag 8.5 X 300 mm, pmol수준 분석

•고분자 반응측정기 
detection limits molecular weight : 200 Da
concentration : 1 pM
affinity (steady state) : 103~2×1010 M-1
association rate constant (ks) : 103~107 M-1 s-1
dissociation rate constant (kd) : 5×10-6~10-1 s-1

남명희
(02-6943-4132)
서종복
(02-920-0734)

2
단백질아미노산 서열분석
장치 (Protein Sequenc-
ing System)

258
(Procise 491, 

Procise cLC 492)

단백질 및 펩타이드 N 말단
서열분석

•Reading capacity : 최소 20 pmole, 12 ~
15 residue 이상 분석

남명희
(02-6943-4132)

3
원소분석기 (Elemental
Analyzer System)

60
(EA 1112)

유기화합물 및 생화학 물질의
정량분석
환경시료 원소 정량분석

•유기 및 무기물중 C. H. N. S. O의 함량 분석
서정주
(02-6943-4191)

4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Chromatography 
System)

50
(Delta Prep 4000)

생체에서 추출한 미량의 펩타이드,
단백질, 호르몬 등의 정제, 정량,
분석

•HP 1100 model / HPLC System
•Waters/Prep-HPLC Delta Prep
•2-dimensional gel electrophoresis

정주희
(02-6943-4135)

5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출분광기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System)

201
(Ultima 2C, Ultima 2)

무기 및 유기화합물의 금속,
비금속원소 정량분석

•Source : Argon Plasma (6000 K) 
•Spectral range : 160 〜 800 ㎜ 
•Resolution : 0.005 ㎚ in UV
•수 ppb에서 수백 ppm의 범위에서 약 70여개의
원소를 5%의 오차 내 에서 측정이 가능

윤혜온
(02-6943-4192)

6
열분석기 시스템 (Thermal
Analyzer System)

41
(TGA 2050, DCS
2010, SDT 2960)

고분자 및 유기 화합물의 물성
연구

•TGA (상온 〜 1000 ℃), DSC (-180 ℃ 〜
600 ℃), SDT (상온 〜 1500 ℃) 
TGA 저울감도 : 0.1 ㎍

서정주
(02-6943-4191)

7

500 MHz
핵자기공명 분광기
(500 MHz FT-NMR 
Spectrometer)

460
(UI 500)

유기물, 천연물 및 합성고분자
물질의 구조분석연구

•Field gradient (60 Gauss/cm), 다양한 종류
의 probeheads (SW, ID, TR-probe)로
multinuclear 실험

방은정
(02-6943-4135)

8
고분별능 질량분석기
(High Resolution Mass
Spectrometer System)

691
(Thermo DFS)

유기분자의 구조결정
•Magnetic sector analyzer
•Ultimate Resolution : 60,000

김상구
(02-6943-4181)

9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System)

168
(Agilent 7700, 
Elan DRC II)

무기 및 유기화합물의 금속,
비금속원소 정량분석

•Ion Source : Argon plasma
•Quadrupole Analyzer
•Diode Array Detector
•Mass range : 2 ~ 240 amu
•Limit of detection : ppt level

윤철호
(02-6943-4193)

10
스퀴드 자력측정기
(SQUID Magnetometer)

172
(MPMS 4)

자기적 특성 분석
•1.7〜400 K variable temperature
•± 7 Tesla variable magnetic field
•2 emu 〜 1.12 micro-emu (emu = Gauss/cm3)

고의관
(02-920-0714)

11
X-선 회절분석기 시스템
(X-ray Diffractometer
System)

159
(XPERT-MPD)

온도변화에 따른 결정구조의
변화 측정

•X-ray generator : 3 ㎾ (Cu anode) 
•Temperature Attachment : 실온 〜 1600 ℃ /
80 〜 620 K

•Thin film detector 장착으로 박막의 측정에 용이
•Twin vertical goniometer system

윤혜온
(02-6943-4192)

*공동활용 가능 장비 / 2013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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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영문) 장비도입가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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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서울센터ㅣ

12

200 MHz 고체시료전용 
핵자기공명 분광기
(200 MHz Solid-State 
Nucel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379
(UNITY / 

INOVA 200)

고체를 구성하는 고해상도
화학적 이동 측정

•4.7 Tesla widebore magnet, 2 channel HX
system

•CRAMPS probe for Proton / Fluorine
•CP/MAS probe : 7 ㎑ (7 ㎜) / 12 ㎑ (5 ㎜)
•지원기법 : MAS, CP/MAS, CRAMPS,
Quadrupolar echo, Nutation, TQ/MAS

한덕영
(02-6943-4111)

13
X-선 형광분석기 시스템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System)

245
(Panalytical 
Epsilon 5)

무기시료의 주성분 정량분석

•Max. power : 4 ㎾ (max. 60 ㎸, 125 ㎃) 
•X-ray tube : Rhodium anode
•Spectrometer : WDX-type sequential
•Goniometer : θ/2θ decoupled (DOPS) 
•Scanning speed : 0.00001-2  ̊2θ/s

윤혜온
(02-6943-4192)

14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시스템
(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er 
System)

167
(6890 GC / 
5973 N)

새로운 유기물의 구조 결정
•Mass range : 10 〜 800 amu
•Quadrupole Analyzer
•Wiley Library

안윤경
(02-6943-4186)

15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시스템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ystem)

654
(S - 4700)

무기물시료 및 유기물시료의
표면구조 관찰, 정성분석 등

•Fe-SEM (1.5 nm at 15 kV)
•EDS
•Cathodoluminescenie

한덕영
(02-6943-4111)

16
원자흡수분광기 시스템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114
(SOLAAR M6)

미량 및 주요 무기원소의 정량
분석

•Dual atomiser multi-element AA Spectrom-
eters

•Fully automatic, 2 x 16 element capability
•Zeeman background correction
•Echelle based, Stockdale double beam
optics

윤철호
(02-6943-4193)

17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 시스템
(Liquid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er)

337
(LCQ DecaXP-
LC/MS/MS)

토양, 지하수 및 생체시료 중의
금속의 존재형태 분석

•Ion trap analyser
•Mass range : 2-3000 (m/z)

나윤철
(02-6943-4194)

18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분석
시스템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System)

526
(JMS - 700D)

생체중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분석 및 모니터링

•High res.double focusing sector
•Resolution : > 60.000 (EI) 
•Mass range : 2,400 Dalton
•Sensitivity : 30 pg, S/N 100

신정화
(02-920-0797)

19
원자간력 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e)

444
(Nanoscope 4)

시료의 표면 또는 
물성을 측정

•SPM Control Platform for MMAFM
•Application Modules for MMAFM·Scan-
ning Tunnelling Microscope for MMAFM

고의관
(02-920-0714)

20

전계방출형 투과전자 현미경
(Field Emiss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2,000
(Tecnai G2 F30ST)

결정 결함 분석
Nano Object 형성 메카니즘
해석
Soft Material 구조해석

•High resolution in TEM (0.23 nm) and STEM
(0.2 nm) 

•Spectrum imaging (EDX & EFTEM)
•Electron Tomography(TEM mode, tilting
range (± 70)

•Low Dose Imagin

백현석
(02-920-0763)

21

고성능 사중극자 질량분석기
(High Performance
Triple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324
(TSQ Quantum Ultra

EMR)

대상물질 이온화 및 질량 측정,
정량분석

•Mass range m/z 30-1500, Quadrupole
analyzer

•Ion Source: Electrospray (HESI), APCI,
Photospray

•High-Filed Asymmetric Waveform Ion Mo-
bility Spectrometry (FAIMS)

정주희
(02-694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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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서울센터ㅣ

22

에너지분산형 
X-선 형광분석기 
(Energy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211
(Epsilon 5)

무기시료의 주성분 정량분석

•Fully automated Energy Dispersive XRF
•15 secondary targets can be mounted
•The liquid nitrogen cooled solid-state
detector

•HT Generator, Max. 600 W, 100 ㎸, Stability
(10 %)

•X-ray tube : Gd-anode, Maximum.
Power : 600 W

윤혜온
(02-6943-4192)

23

열분해-기체크로마토그래프
/ 질량분석기
(Pyrolyzer-Gas 
Chromatograph / Mass
Spectrometer System)

165
(pyrolyzer-6890N 

/ 597 5MSD)
물질 성분확인 및 정량분석

•Double shot pyrolyzer (40 〜 800 ℃) 
•Micro-Jet Cyro Trap
•EGA & Pyrogram polymer MS library

나윤철
(02-6943-4194)

24

온라인 핵자기공명 
분석 시스템
(Online LC-MS-NMR
System) 

1,097
(Varian NMR 

System)

신물질 및 천연물 분리 및 구조
분석
생명자원 DB 구축 및 표준화

•13 C Enhanced Salt tolerant Cold Probe
(1H {13C / 15N} with PGF) 

•LC-NMR (flow kit) Module

황금숙
(02-6943-4197)

25
접속 이온 빔 장치
(Focused Ion Beam)

997
(Quanta 3D)

TEM 시편제작

•FIB (10.0 ㎚ @ 30 ㎸ @ high vacuum
mode) 

•SEM (3.5 ㎚ @ 30 ㎸) 
•Omni Probe
•Accelerating voltage : 1 〜 30 ㎸

고의관
(02-6943-4114)

26
오비트랩 질량분석기
(Hybrid-FT Orbitrap
Mass Spectrometer)

691
(LTQ Orbitrap XL)

시료의 정성분석, 정량분석

•LTQ XL (Ultra high Sensitive Linear Ion
trap) 

•Resolution : 100,000 max. 
•MSn : n = 15
•Mass accuracy : < 2 ppm

서정주
(02-6943-4191)

27

들뜸-탐침 초고속 
분광 시스템
(Pump Probe Ultrafast
Spectroscopic System)

281
(NT 340 series 

tunable Nd : YAG
laser 외 system)

순간흡광분석
나노초 분광 동역학 분석

•Q-switch nanosecond Nd : YAG laser
•펄스 폭 : 3 〜 6 ㎱
•파장변환범위 : 410 〜 2500 ㎚
•UV-vis femtosecond laser system과 연동

이한주
(02-6943-4141)

28

펨토초 다차원 분광기
(Multidimensional Femto
Laser Spectroscopy
System)

915
(Millennia, Tsunami,
Empower, Spitifire 외

system)

이차원 적외선 (2D IR) 분광
분석
순간흡광분석

•Femtosecond oscillator / Regenerative
amplifier / OPA / MCT array detector

•펄스 폭 : < 60 fs
•파장변환범위 : 1 〜 10 ㎛

하정현
(02-920-0742)

29
이온 모빌리티 질량분석기
(Ion Mobility Mass
Spectrometer)

447
(Synapt HDMS)

단백체 분석
대사체 분석

•MS type : Quadrupole Mobility-TOF 
•Resolution : ＞ 10,000 (V Mode) / ＞
17,500 (W Mode)

•Sensitivity  : 50 pg/㎕ (V Mode) / 10 pg/㎕
(EDC)

•Mass accuracy : ＜ 3 ppm
•Mass range : 20~100,000

서종복
(02-6943-4134)

30

자외선 - 가시광선 펨토초 
레이저 시스템 (UV-Vis
Femtosecond Laser
System) 

361
(UV-Vis Femtosec-
ond Laser System)

펨토초 분광 동역학 분석
펨토초 VCD, ECD 분석
순간흡광분석

•Femtosecond oscillator / Regenerative
amplifier / OPA

•펄스 폭 : < 50 fs
•파장변환범위 : 240 ~ 2600 ㎚

이한주
(02-6943-4141)

31
700 MHz 핵자기공명분광기
(700 MHz NMR 
Spectrometer) 

1,491
(Avance III 700)

유기, 무기 합성물질, 천연물
등의 구조분석

•16.44 T, 54 ㎜ bore, 36 orthogonal shims,
3 Channels Tansmitter

•1H / 13C / 31P MAS probe, 15N-31P {1H} /
1H {13C/15N} / 1H {13C/15N} prob

방은정
(02-694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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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부산센터ㅣ

1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EDS)

213
(Hitachi S - 4200)

금속, 세라믹, 반도체, 고분자
합성체 등의 재료분야, 의학
등의 생체시료 조직 관찰

•EM;Vacc : 15 kv
•Vext : 4.5 kv
•Emission 16 A
•EDS-DET. AREA : 10
•WINDOW AT : W2
•RESOL AT 59. kev : 133 ev

김종필
(051-974-6135)

2
ED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200
(SEA 1200 VX)

단백질 및 금속, 비금속 정성
및 정량 분석, 보석 비파괴 성분
분석

•X선 발생장치 : Rh target High Voltage :
50 kV, 1 mA 

•검출기 : 반도체 검출기  분해능 : 140 eV 이하
•X-ray counter : 100,000 cps 이상

하명규
(051-974-6105)

3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830
(Jeol Coporation)

회절상에 의한 결정구조의 분석 

•Voltage range : 80 to 200 kV
•Resolution : 0.23 nm (point resolution),
0.14 nm (lattice resolution) specimen
stage : Five axes motor drive stage

•Stage tilt angle : ± 20 o
•LaB6 filament
•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STEM (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ope)

김종필
(051-974-6125)

4 CD-ORD
279

(Jasco Intl. Co.)
광학 구조 분석 •circulator, 항온 조절기

진종성
(051-974-6114)

5
NANO-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

2600
(Cameca, France)

초미세 미량 원소 
정량 분석

•Cs Gun, Duoplasmatron Gun, Rotating
Stage, Oxygen Flooding Gun

홍태은
(051-974-6120)

6

X-ray Photoelectron
Spectrometer 
/ Auger Electron 
Spectroscopy

1703
(VG Scientific)

반도체소재, 박막, 금속, 화합물,
유리, 촉매, 고분자 및 나노소재
등의 표면 및 계면분석

•초고진공 : 1 x 10 -   10 torr, μ-metal
chamber 장착 

•Hemispherical energy analyzer (High
Resolution 0.45 eV) 

•Energy Source : monochromated Al-Kα 선

배종성
(051-974-6159)

7
Scanning Probe 
Microscope

338
(텍스코)

표면의 점탄성, 경도 등의 특성
을 측정, 탐침을 이용해 시료를
직접 조작하여 나노미터의 
물체를 제조

•샘플 스테이지 : 5축 시스템
•샘플 이동: X : 80 mm, Y : 40 mm,
Z : 5 ~ 50 mm, T : -20 ~ 80°, R : 360°

홍태은
(051-974-6119)

8
Glow Discharge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333
(Jobin Yvon, France)

반도체 multi layer의 depth
profile (수 nm ~ 200 um), 
금속합금 시료의 미량원소 분석
분야, 세라믹코팅, 태양전지 
(Si, CIGS)분야, 탄화 (C), 질화 (N)
등의 연구지원 및 연구에 활용

•Generator
Type : RF & Pulsed RF Generator
Frequency : 13.56 MHz

•Polychromator (110 ~ 900 nm, HDD de-
tector) and Monochromator (160 ~ 510 nm)

윤장희
(051-974-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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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lemental Analyzer
64

(Vario EL)
C, H, O, N, S 정량분석

•Mechanical sample insertion and O2 dos-
ing system (carousel, ball valve)

•Furnace area and reaction zone (furnace,
combusition tube and tube filling, ash
crucible, reduction tube with tube filling)

•Separator (adsorption column, additional
absorption column)

진종성
(051-974-6121)

10
High Resolution X-Ray
Diffractometer

376
(필립스 Model

X'PERT PRO MPD)

정량분석, 정성분석, 결정학,
구조와 이완 상태, 조직과 잔류
응력, 통제된 견본 환경, 마이
크로 회절 micro-diffraction

•X-Ray Generator 
Max output : 12 KW 
Cu target 
2theta : 5 °~ 120 ° 
Sample Spinner : 2, 1, 1/2

김종필
(051-974-6117)

11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

189
(Cameca, France) 박막 표면 및 계면 분석

•Cs Gun, Duoplasmatron Gun, Rotating
Stage, Oxygen Flooding Gun

홍태은
(051-974-6119)

12 Pulsed Laser Deposition 
System

534
(알파플러스(주))

강유전체 박막, 산화물형광체
박막, 반도체 박막 증착

•Maximum substrate size : Single 2 inch
diameter or multiple small samples

•Maximum substrate temperature : 850 °C
•Target Size : Three (3) 2 inch diameter
targets by 6 mm thick 

•Operational Wavelength : 248 nm (KrF)

배종성
(051-974-6159)

13 ICP-OES
234

(Panalytical 
Epsilon 5)

무기 및 유기 화합물의 금속,
비금속원소 정량분석

•Max, power : 2.0 KW 
•RF frequency : 27.12 MHz 
•Wavelength range : 174 - 800 mm 
•Detector : PMT

하명규
(051-974-6105)

14 AR-X-ray Photoelectron
Spectrometer

898
(Thermo Electron

Corp.)

반도체 소재, 초미세 박막, 
금속 화합물, 유리, 촉매, 고분자
및 나노소재 등의 표면 및 
계면 특성분석

•초고진공 : 5 x 10-10 mbar, μ-metal
chamber 장착 

•Hemispherical energy analyzer (High
Resolution 0.55 eV) 

•Energy Source : monochromated Al-Kα

배종성
(051-974-6159)

15 ICP 210
(JY HORIVA, France)

중금속 및 무기물 정량분석,
미지시료 정성 (Scan) 기능

•Max, power : 2.0 KW 
•RF frequency : 27.12 MHz 
•Wavelength range : 174-800 mm 
•Detector : CID 
•Ultrasonic Nebulizer

하명규
(051-974-6105)

16 GC / MSD 170
(Agilent 5975C)

휘발성 유기물 정량분석 및
분자량 측정, VOC 분석, PBB
/ PBDE 분석

•Mass range : 10〜1,050 amu - Ionization
mode : EI, CI, NCI - MS Analyzer : Metal-
ized gold quadrupole type - Library :
Wiley 7th 390,000 spectra

하명규
(051-974-6105)

17 연소형 IC
161

(Dionex ICS 3000,
AQF 100)

용액 중 음이온 정량분석, 
고분자 (플라스틱 등) 중 음이온
정량분석 (가스흡착법)

•Reagent-Free Ion Chromatography System
Conductivity Detector.
Eluent Generator

하명규
(051-974-6105)

18

High Vacuum 
Microscopic 
FT-IR / Raman 
Spectroscopy

459
(VERTEX 80v)

유기 / 무기 시료의 성분 및
구조 분석

•Spectral ranges : 8,000 to 350 cm-1 
•Resolution : Better than 0.06 cm-1 
•Wavenumber : Better than 0.01 cm-1 
•Photometric accuracy : 0.1 % 
•Single reflection ATR unit

하명규
(051-974-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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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Nanowizard SFM
395

(Nanowizard II)

무기물 시료, 유기물/고분자
시료의 표면구조 관찰
lithography

•X, Y, Z scanner - 100 * 100 um or more
lateral range, 15um or vertical range

•SPM Head Structure - Direct top trans-
mission optics & full transmission optical
capabilities

홍태은
(051-974-6119)

20
UPLC / PDA  ELS /
Tandem Mass 
Spectrometer

380
(Acquity)

식품 내에 잔류하는 오염물질의
정량 그리고 약물의 구조를
해석

•HPLC & UPLC System
•Detector : MS, MS / MS, UV-Vis (PDA), ELS
•Column Heater / Cooler (10 to 65 °C
in 0.1 °C increments)

진종성
(051-974-6121)

21
Thermal Analysis 
System

150 
(DSC Q 200 / 
SDT Q 600)

고분자 및 유기 화합물의 
물성연구
유리전이 (glass transition)
냉각결정화(cold crystallization)

•SDT Q 600 Heat Max. 1200 ℃ (Only
Heating)

•SDT Q 200 Min. -40 ℃ ~ Max. 350 ℃
(Heating, Cooling 가능)

김현규
(051-974-6133)

22
Time-of-Flight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 

1392
(TOF. SIMS)

박막의 표면 또는 깊이 별 원소
분석 및 분자구조해석

•박막의 표면 또는 깊이 별 원소분석 및 분자
구조해석

진종성
(051-974-6114)

ㅣ대구센터ㅣ

1
다기능 X-선 회절분석기
(Multi-Function X-ray
Diffractometer)

564
(EMPYREAN)

반사 / 투과 모드에 의한 초고속
회절분석
투과형 온습도 조절 장치 (투과
모드)
고 (중간) 분해능 및 단. 다층
구조 박막 특성 분석
X-선 반사측정 (두께, 밀도 및
표면/계면 거칠기) 
X-선 산란측정을 통한 Nano
particle 분포 분석

•Focusing & parallel mirror, Hybrid mono-
chromator
PDS, PASS, PRS, Thin Film Collimators
5-axis stage, CT rotation stage
Reflection / Transmission stage
Temp. & Humidity control system (투과형,
95%)

이상걸
(053-950-6769)

2
고분해능 질량분석기
(High Resoiution Mass 
Spectrometer)

375
(JMS 700)

유기분자의 구조
결정 및 새로운 합성 물질 분석
생물학, 의학, 약학, 독극물학,
환경화학과 관련된 물질 분석

•2,600 amu (acceleration voltage 10 kV) 
Ionization mode : EI, FAB 
magnetic sector, electric sector 
ultimate resolution : 60,000

김성홍
(053-950-6766)

3

초고분해능 전계방출형 
전자현미경 (Ultra High
Resolution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562
(S - 4800)

시료의 표면구조 관찰  
유기 / 무기물시료의 표면구조
관찰　　
박막, 다층막등의 구조 관찰 

•0.5 kV 〜 30 kV 
Magnification : 100 x 〜 800,000 x 
resolution : 1.0 nm @ 15 kV 
2.0 nm @ 1 kV 
1.4 nm @ 1 kV with beam deceleration

황기주
(053-950-6771)

4

400 MHz 고체 핵자기
공명분광기 (Solid State
FT-NMR 400 MHz
Spectrometer)

537
(Avance II + 400)

세포막 단백질, 유기 고분자,
고체 무기물 고체상 촉매 분석
암석물질, 세라믹, 유리질 물질,
고온 초전도체, 반도체

•Wideline probehead (goniometer 부착) 
CP / MAS (15 KHz)  probehead 
Three channel MAS probehead
실험 가능 온도 범위 :  (-268 〜 550 ℃)

김선하
(053-950-7915)

5
다목적 X-선 회절분석기
(Multi Purpose X-ray 
Diffractometer)

652
(X'Pert PRO-MRD 

/ MPD)

고분해능 X-선 회절에 의한 반
도체 및 산화물 박막에 대한
구조특성 측정 및 해석
온도가변 실험 
(상온 - 900 ℃, 진공 및 분위기)

•  X-ray generator : 3 KW 
Special LFF Cu anode 
4-bounce crystal 
Hybrid (Mirror + Ge (220) 2-bounce ) 
Analyzer Crystal
(3-bounce Ge (220)) 
Eulerian cradle (2θ, Omega, Psi, Phi, X, Y, Z) 
DHS (Domed Hot Stage) : R.T - 900 ℃

이상걸
(053-950-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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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00 MHz 고체 핵자기 
공명분광기 (Solid State
FT-NMR 600 MHz
Spectrometer)

1,633
(Unity INOVA 600)

분말, gel, 생체조직, 단결정
등과 같은 고체상태 물질의
구조분석
고체표면에 흡착된 물질 또는
혼합상태 분석에 유용 

•14.1 T, 89 mm bore Magnet 
•3RF channels with high power outputs 
•CP / MAS probes
•Wideline probe 
•Microimaging probes

채신애
(053-950-6765)

7

200 MHz 고체 핵자기 
공명분광기 (Solid State
FT-NMR 200 MHz
Spectrometer)

429
(Unity INFINITY 

plus 200)

고분자 및 무기, 유기물 고체
상태 물질의 구조분석, 동력학
연구 
비등방성 선폭을 가지는 물질의
고분해능 Spectra 

•4.7 T, 89 mm  magnet
•2RF channels with high
power output

•CP / MAS probe : 4 mm (15N-31P /
1H - 19F)

•Wideline probe : 5 mm & 10 mm coil
(15N-31P/1H-19F)

백윤기
(053-717-4309)

8
고분해능 X-선 회절분석기
(HR-4Crystal Triple Axis
XRD)

559
(X'Pert PRO - MRD)

고분해능 X-선 회절에 의한
반도체 및 산화물 박막에 
대한 구조특성 측정 및 해석
미소영역의 결정구조 측정
(100 / 500 ㎛) 
Residual stress측정 및
Texture 분석

•X-ray generator : 3 KW 
•Special LFF Cu anode 
•4-bounce crystal (Ge (220), Ge (440),
Ge (220) - Asy.) 

•Hybrid (Mirror + Ge (220) 4-bounce) 
•Analyzer Crystal (3-bounce Ge (220)) 

이상걸
(053-950-6769)

9
고분해능 질량분석기
(High Resoiution Mass 
Spectrometer)

615
(JMS 700)

유기분자의 구조결정, 새로운
합성 물질 또는 추출 물질의
확인
생물학, 의학, 약학, 독극물학
등 환경화학과 관련된 물질
분석

•Mass Range : 2,600 amu (acceleration
voltage 10 kV) 

•Ionization mode : EI, CI, FAB (LS / MS), API 
•Mass Analyzer : magnetic sector -
Electric sector 

김성홍
(053-950-6766)

10 200 MHz FT-NMR
578

(Unity INOVA)

유기화합물, 천연물 및 무기물의
구조분석 
분자의 동력학적 특성분석

•Magnet : 11.8 T (500 MHz) 
•51 mm - Bore 3 Channel 
•Triple Resonance Probe 1H (13C / 15N) 
•Switchabel 5 mmVT Probe broadband
Probe 10 mm VT (109Ag / 31P)

채신애
(053-950-6765)

11

400 MHz 고체 핵자기 
공명분광기
(Solid State FT-NMR
400 MHz Spectrometer)

598
(DS X 400)

세포막 단백질, 세포막 
유기고분자, 고체 무기물
고체상 촉매

•wideline probehead (goniometer 부착) 
CP / MAS (15 KHz) probehead 

•Three channel MAS probehead
•DOR probehead
•저온 wideline probehead 

김선하
(053-950-7915)

12
X-선 분광분석기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148
(PW 2400)

무기시료의 정성 및 정량, 
반정량분석

•X-ray generator : 3 KW - Rh X-Ray tube 
Crystal :  LiF 200, LiF 220, InSb 111, GE  

김종화
(053-950-6770)

13 UV / VIS / NIR 112
(Cary 5G)

물질의 투과 및 반사율을 측정
하여 광학상수 평가

•Wavelength range : 175 - 3300 nm
Diffuse reflectance
absolute specular reflectance

김종화
(053-950-6770)

14 X-선 회절분석기
(X-ray Diffractometer)

148
(X'Pert - APD)

다결정시료의 결정상 정성, 정량
분석

•Main System : 
3 KW X-ray generator, 
Cu X-ray tube

•Optical Modules
Powder diffraction 
Thin Film 측정용 optics

이상걸
(053-950-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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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계방출형 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214
(S - 4200)

시료의 표면구조 촬영및 분석
(주사현미경상)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물학,
의학, 약학, 금속, 재료공학 
등의 모든 분야에 활용

•Acc. Voltage : 30 kV 
•Resolution : 1.2 nm (30 kV) 
•Magnification : 500,000 x 

황기주
(053-950-6771)

ㅣ광주센터ㅣ

1

자외선-가시광선-
근적외선 분광광도기
(UV / VIS / NIR  
Spectrophotometer)

52
(V - 3501)

비정질, 결정질 시료의 광흡수,
광투과 및 반사 spectrum 측정

•Scan Speed : 0.3 (0.75) 〜 1200 (3000)
nm/min - Resolution : 0.1 nm/min
(Detectors : R 928 PMT) 

•Sphere (60 mm dia) : 185 〜 2600 nm

정상헌
(062-530-0511)

2
레이저 라만 분광분석기
(Laser Raman 
Spectrometer System)

141
(SPEX 1403)

고체, 액체 분말 시료의 형광 및
발광스펙트럼 측정

•Spectral coverange : 320 nm 〜 1000 nm 
•Focal length : 0.30 m 
•Resolution : 0.04 nm

정상헌
(062-530-0511)

3 Ar Ion Laser System
33

(Innova 300)
라만신호를 획득하기 위한 
여기레이저 소스

•514 nm emission
200 mW
Power supply
laser head

정상헌
(062-530-0511)

4
핵자기공명분석기
(300 MHz FT - NMR)

231
(Varian unity plus)

유기화합물 구조해석
•다양한 핵종 실험 가능 (1H, 13C, 29Si, 31P,
17O 등)

이영주, 박기덕
(062-530-0513)

5
Light Source for 
Time-Resolved

120
(Varian unity plus)

시간분해 발광신호 분석 여기
광원활용

•Nd-YAG pulse laser intensified diode
array detector : gating time > 5 ns spec-
trometer InGaAa 

•Detector pulse width : 3.5 ns to 80 ms

정상헌
(062-530-0511)

6
Light Source for 
Time-Resolved

410
(S - 4700)

시료의 표·계면 / 형상 분석
원소분석

•FE-SEM 본체
EDS 부착
30 kV

문원진
(062-530-0866)

7
핵자기 공명 분광분석기
(500 MHz FT-NMR 
Spectrometer)

557
(Unity INOVA 500)

천연물 및 합성화합물 미지시료
구조해석

•변온실험 가능 (-30 ~ 110 ℃)
3 mm Probe : 미량시료 분석
Nano Probe : 반고체 시료 분석 

박기덕, 이영주
(062-530-0517)

8

고분해능 투과 전자현미경
(High 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System)

1,954
(TECHNAI F20 

ultra twin)

시료의 미세구조,계면 및 형상
분석
결정구조분석

•HR-TEM 본체
EDS 부착
200 kV / 0.19 nm

문원진
(062-530-0866)

9
저주파 임피던스 분석기
(LF Impedance Analyzer)

34
(HP 4192 A)

인가전압의 주파수를 변화시키
면서 재료의 임피던스, 
amplitude, phase등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

•Frequency range :  5 Hz - 13 MHz 
•Frequency step : 0.001 Hz - 1 Hz 
•Frequency accuracy : +/- 50 ppm OSC
level : 5 mV - 1.1 V rms 

정상헌
(062-530-0511)

10
열 분석기
(Thermal Analyzer)

128
(SDT 2960)

시차주사열량분석기, 분말시료의
열적 특성 분석

•Temperature range : R.T. ~ 1500 ℃  
•Heating rate : 0.01 to 100 ℃/min. in 0.01 ℃ 
•Increment DTA sensitivity 0.001 ℃

정상헌
(062-53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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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광주센터ㅣ

11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방출 분광기
(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meter)

331
(OPTIMA 4300 DV)

다양한 시료의 무기원소 성분
분석

•시료 전처리 가능
•미지 원소 스캔 가능
•40여종 무기원소 동시분석

이영주, 박기덕
(062-530-0513)

12 영상분석기기
(Bio Image Analyzer)

116
(FLA - 3000)

X-ray film 대신 imaging
plate를 이용하여 컴퓨터 
스크린에서 100배 이상 고감도
이미지를 얻는 장치

•Excitation laser : 473, 532, 633 nm
•Sensitivity for RI : S 400
•Sensitivity for Fluorescence : F1, 10, 100,
1000

서영우
(062-530-0514)

13

전 채널 분광방식 
공초점 레이저 주사현미경
및 고분해능 공명방식과 
음파식 광학분리장치
(All Channels Spectral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Including Tandem)

673
(SP5, 

Tandem, 
AOBS)

세포나 조직내에 형광물질을
염색하여 원하는 물질 위치를
추적, 생체기전규명
의학, 약학, 생물학, 농학 등
생명과학 전 분야에 응용

•5 laser and 9  excitation laser line
•4 detector : 1 PMT and 3 HyD 
•Tandem Scanner : conventional scanner
+ Resonant scanner

서영우
(062-530-0514)

14

고임피던스 온도변화 
홀 측정 시스템 
(High Impedence-
Temperature Dependent
Hall Measurement 
System)

169
(9505 외)

상온 및 저온에서 홀 측정이
가능한 홀 측정시스템
반도체 및 도체의 전하농도,
홀 계수, 전도 type, 전하
이동도, 비저항 등과 같은 
전기적 특성 분석

•10 K ~ 상온
•1 kG ~ 7 kG
•High impedence
•Electromagnet system

정상헌
(062-530-0511)

15
액체크로마토그래피 탠덤 
질량분석기 (LC - MS 
/ MS Spectrometer)

739
(Synapt High 
Definition 

Mass Spectrometry)

미지 분자구조 결정
천연 추출물질의 분자식 결정
단백질 / 펩타이드의 존재확인
서열확인

•10 K ~ 상온
•1 kG ~ 7 kG
•High impedence
•Electromagnet system

권요셉
(062-530-0843)

16

온라인 액체크로마토그라피
- 핵자기공명 -질량분석기
(Online LC - NMR - MS
System)

1,484
(VNMRS)

천연물 및 약물 대사체 미량
시료 구조 연구
혼합물의 분리 (HPLC)와 구조
분석 (NMR) 동시분석 가능

•Cryo Probe : High Sensitivity (1H - 4700 : 1) 
•Flow NMR : Online HPLC - NMR 실험 가능

박기덕, 이영주
(062-530-0517)

17

초고해상도 전반사 
현미경시스템
(Super Resolution 
Microscope System)

576
(ELYRA P1)

기존 광학현미경의 xy해상도
200 nm를 single molecule
localization 방법을 적용, 20
nm까지 획기적으로 높임

•2 color imaging
EM-CCD
High power laser : 405 / 488 / 532 /
642 nm laser
online projection

서영우
(062-530-0514)

18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
(Real-Time PCR)

34
(Roter Gene Q

5Plex)

Gene expression analysis, 
Pathogen detection 
DNA methylation analysis,
Genotyping and gene
scanning 
miRNA research

•High Resolution Melt analyzer with 5
channels (green, yellow, orange, red,
crimson) 
Tube-to-tube variation ± 0.02 °C

박재일
(062-530-0867)

19
자동생화학분석기
(Automatic Chemistry 
Analyzer)

38
(Konelab 20)

실험동물의 생화학적 특성 분석
SAMPLE TYPES : Serum,
plasma, urine, CSF, whole
blood

•Up to 200 tests/hour
•Time to first result is typically 
3 to 12 minutes

박재일
(062-530-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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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분해발광 및 
라만분석시스템
(Time-resolving 
Photoluminescence
Raman)

578
(LabRAM HR 800)

77 K에서 600 K 까지의 온도
영역에서 라만신호 검출
자외선 및 청색 영역의 펄스
레이저를 이용하여 발광 다이나
믹스를 분석

•325 nm / 524 nm / 785 nm laser 여기광원
장착

•374 nm / 440 nm, pico-second pulse
laser diode 장착

정상헌
(062-530-0511)

21
고령동물생육시설
(SPF Animal  Facility of
Aging Science)

SPF Animal  Facility
(시설)

노화연구를 위한 고령 mouse
/ rat를 사육하여 연구용으로
제공

•SPF 청정 사육실
(고압멸균, 공조시스템, 비상발전시스템)
개별환기청정사육장비 포함

서영우
(062-530-0514)

ㅣ전주센터ㅣ

1

전계방출 주사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747
(S-4700, Hitachi)

물질의 표면 분석 및 성분 
/ 구조분석

•공간 분해능
(1.5 nm @ 15 kV) 
(2.5 nm @ 1 kV)

•배율 : 최대 50만배

배태성
(063-711-4515)
홍웅기
(063-711-4511)

2
입자분석시스템
(Particle and Pore Size
Analysis System)

213
(UPA-150, ASAP 2010,
Autopore Ⅳ, Microtrac)

나노입자크기 및 표면적 분석,
기공도 및 기공분포도 분석

•PSA (0.003 - 6.5 ㎛)
•Surface area analyzer 
(Pore diameter : 0.35 ~ 300 ㎚)

•Porosimeter (0.003 - 360 ㎛)

이세진
(063-711-4516)
이하진
(063-711-4513)

3
단결정 X선 회절분석기
(Single Crystal X-ray
Diffractometer)

378
(SMART APEX,

Bruker)
유, 무기화합물의화학구조분석

•Mo Target
•3 axis goniometer
•CCD 검출기

이하진
(063-711-4513)
이영부
(063-711-4512)

4
원자힘 현미경 시스템
(Atomic Force 
Microscope)

444
(Nanoscope Ⅳ 
Multimode AFM,

Bruker)

무기물 (금속, 반도체, 미세
입자), 유기물 / 고분자
시료의 표면관찰, 물성측정

•Control platform  for Multimode  AFM (다양한
표면 및 물성관찰) : C-AFM, MFM, EFM, LFM,
Surface  potential mapping

박종배
(063-711-4517)
홍웅기
(063-711-4511)

5

고분해능 메트릭스 보조
레이저 탈착 질량분석기
(MALDI-TOF Mass
Spectrometer)

379
(VOYAGER STR,

Applied Biosystems)
유기물의 질량분석

•N2 laser (337 nm, 3 ns pulse)
•비행시간형 질량분석기 (2.0 m linear mode,
3.0 m reflector mode)

이세진
(063-711-4516)
이하진
(063-711-4513)

6
전자현미 분석기
(Electron Probe X-ray
Micro Analyzer)

729
(EPMA 1600, 
Shimadzu)

금속, 세라믹 등의 화학성분에
대한 정량/정성분석 •Carbon coater

이영부
(063-711-4512)
배태성
(063-711-4515)

7
마이크로 라만분광기 시스템
(Micro Raman 
Spectroscopy System)

720
(Nanofinder 30,

Tokyo Instruments)

반도체, 금속, 나노소재,생물,
화학, 의학분야 등 분석

•Laser sources : 488,633 nm- 저온측정, 온도
의존성, 전기적 측정 가능 (Keithley 4200 Semi-
conductor Parameter Analyzer System)
(Cryogenic System for Low-temperature
Raman Measurements)
(4-probe heatinang cooling stage)

홍웅기
(063-711-4511)
박종배
(063-711-4517)

8
초고분해능 전게방출 주사
전자현미경 (Ultra High
Resolution FE-SEM)

651
(S-5500, Hitachi) 고분해능 이미지 / 성분분석

•공간 분해능 
(0.4 nm @ 30 kV)
(1.6 nm @ 1 kV)

•배율 : 최대 2백만배
•SE / TE 이미지 동시분석

배태성
(063-711-4515)
홍웅기
(063-711-4511)

9

전계방출 에너지여과
투과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Energy
Filter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1,588
(JEM-2200FS, Jeol) 고체물질의미세구조및화학분석 •AC. Vol. : 200 keV

•TEM Res. : 0.102 nm

이영부
(063-711-4512)
이하진
(063-711-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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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춘천센터ㅣ

1
초원심분리기
(Ultracentrifuge)

70
(L7, 미국)

초원심분리 •최대 35,000 RPM, refrigerated vacuum
허송욱
(033-250-7394)

2
탁상형 초원심분리기
(Ultracentrifuge,
Table-Top)

50
(Optima TLX, 미국)

초원심분리
•최대 657,000 x g
•0.2 mL~1.5 mL tube

허송욱
(033-250-7394)

3

제타전위 및 입도분석기
(Electrophortic 
Light Scattering 
Spectrophotometer)

123
(ELS - 8000, 일본)

ZETA - Potential 측정도 분석

•Source Laser : He - Ne Laser
(Max 30 mW)

•Particle Size : 3 ㎚ ~ 5 ㎛
•ZETA - Potential : - 100 ~ 100 mV

박경순
(033-815-4604)

4
저진공 주사전자현미경
(Low Vacuu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349
(S - 3500N, 일본)

시료 (무기물 / 유기물)의 표면
구조 관찰
저진공 상태에서 시료의 전처리
없이 표면 관찰 가능

•Resolution : 3.0 nm at HV / 4.0 nm at LV 
•Accelerating Voltage : 0.3 to 30 KV
•Magnification : x15 to x300 000 

박경순
(033-815-4604)

5

에너지여과투과전자현미경
(Energy  Filtere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892
(LEO  912AB 
OMEGA, 독일)

In-column energy filter법
두꺼운 시료, 대비가 약한 얇은
시료 혹은 염색을 할 수 없는
시료를 손상 없이 관찰·세포
및 조직의 미세구조관찰  
자연산 및 인공생산물의 내부
구조 분석 및 화학분석

•In-column Energy Filter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with OMEGA
Spectrometer System

•Accelerating voltage : 60 - 120 kV 
•resolution: 0.37 nm (point), 0.20 nm (line)
•Energy resolution : 2.0  eV (CCD),
8.0 eV (Negative), 1.5 eV (Spectrum)

박경순
(033-815-4604)

6

멀티포톤레이저공초점
현미경 (VIS Multiphoton
Confocal Observation &
Measurement System)

889
(LSM 510 

META NLO, 독일)

Long time live cell imaging
: 세포 배양 시스템을 이용한
장시간 관찰 및 bleaching 
최소화 
두꺼운 시료에 염색되어 있는
형광 이미징 (100 um 이상) 

•One polychromatic 32-channel detector
for fast acquisition of full emission signal :
emission finger printing for multiple dye
(upto 8 channel) separation metatracking
for optimum signal detection for multiple
dye experiment 

•Scan speed : max. 2600 lines/sec
5 fames/sec for 512x512 pixels
77 fames/sec for 512x32 pixels 

권승해
(033-815-4606)

7
방사능 영상분석기
(Phosphor Imaging Plate
Scanner System)

66
(BAS - 2500, 

일본)

DNA, RNA, Protein detection
(1D, 2D electrophoresis,
Micro arrays)
Blotting(Southern, Northern,
Western)

•IP size > 20 × 40 cm 
•Pixel size > 50 / 100 ㎛ 
•Reading Time > 5 min (50 ㎛) 
•Detection Limit - 32 P 0.11 dpm/mm/2/hr,
14C 0.90 dpm/mm/2/hr

허송욱
(033-250-7394)

8
인비트로영상분석기
(In vitro Image Analyzer)

170
(ProXPRESS 2D 

/ Progenesis, 미국)

세포수준의 이미지 영상화 
분야의 심화 연구
in vivo와 in vitro 결과 비교
분석

•CCD Sensor - VIS과 UV 파장대의 모든
염색시약을 감지 

•이지미 스캐닝 공간 및 속도 - 230×280
mm / 100 ㎛의 해상도로 4.5분 소요

허송욱
(033-250-7394)

9
실시간 이미지 시스템
(Real Time Imaging 
System)

440
(PerkinElmer Ultra

View RS, 
독일 / 미국)

Live cell 상태에서 실시간 분석

•초당 100프레임 Data acquisition 속도 
•Laser illumination - 5-line multiplexer 442
/ 488 / 514 / 568 / 647 nm) 

•X-Y resolution > For x 100, 1.4 NA lens :
488 nm : 210 nm 

•Z resolution - Dependent on the PSF of
the objective

권승해
(033-815-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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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발광형광 실험동물 이미징
시스템 (Luminescence
and Fluorescence 
Animal Imaging System)

344
(IVIS200, 미국)

in-vivo 및 in-vitro에서발광
및 형광 영상 분석

•Minimum resolution : 60 ㎛ (f/1) 
•측정효율 : > 85 % 500 - 700 nm ;
50 % > 250 - 950 nm 

•감지 가능한 최소 발광수 : 
70 photons/s/cm2

허송욱    
(033-250-7394)

11

화이버 형광 실험동물 
영상분석기 (Fiber Based 
Fluorescence Animal 
Imaging System)

264
Cell~ 

(Vizio 488, 프랑스)

살아있는 실험동물 내의 세포학적
형광이미지 분석
암 연구 : 조직에서 생성되는
암 발생 및 전이 과정 연구

•Laser Scanning Unit : Excitation 파장 -
488 nm 

•ProFlex : Flexible optical fibers micro-
optics and a proprietary connector 

•ImageCell (Software) : Imaging 및 분석 -
12 frames/s

허송욱
(033-250-7394)

12 냉동절편기
(Cryocut Microtime)

33
(CM 1850)      

시료를 얇게 절편하여 조직
영상 및 생체영상 관찰 용이

•0 ℃ to -35 ℃
•Section thickness setting 1 - 60 ㎛

권승해
(033-815-4606)

13
소동물 형광 실시간 
영상 분석기 
(Fluor Vivo)

85
(Fluor Vivo 300, 

미국)

tumorization 과정을 시간대
별로 이미징하여 정량데이터를
획득
Cancer metastasis과정을 
이미징을 통해 확인하여 
객관적이고 정량 및 정성적인 
데이터를 획득

•Imaging chamber   
•Digital RGB camera         
•LED light
•GFP, RFP, Cy 5.5

허송욱
(033-250-7394)

14
실시간 생체 영상 시스템
(Intravital Imaging 
System)

865
(LSM 780, 독일)

Short time live cell 
imaging : 세포 배양 시스템
을 이용한 장시간 관찰 및
bleaching 최소화
두꺼운 시료에 염색되어 있는
형광 이미징 (100 um 이상)
다중 형광 염색법에 의한 
살아있는 세포 및 조직의 
이미징 및 분석

•Laser Modules
Visible laser : 458, 488, 514, 561, 633 nm
UV laser : 405 nm
Multiphoton : Mai Tai eHP Deepsee
(690 - 1040 nm)

•Detector
34 channel spectral R/FL detector 
(32 channel GaAsP + 2 PMT)

권승해
(033-815-4606)

15

저진공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 
(Variable Pressure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760
(SUPRA 55VP, 독일)

E-Coil, Bacteria, Yeast, Di-
atom, Cell, Tissue, Pollen 등
다양한 생물 시료의 실시간
nano-scale 관찰 
Cosmetic, Food, 섬유, 약품
등의 표면 분석

•Electron Source : Thermal Schottky field
emitter
Resolution : Electron Beam 1.0 nm @ 15 kV
Beam Stability 0.2 %/h

•GEMINI Column Electrostatic Lens and
Magnetic Lens

박경순
(033-815-4604)

ㅣ순천센터ㅣ

1
X-선 회절분석기
(High Power X-ray 
Diffractometer)

316
(X'Pert - PRO MPD)

결정구조분석
두께, 거칠기, 밀도 측정

•XRD (1.8 kW, / 2 ~ 1 / 16 rps / RT ~
1300 ℃ / vacuum)

•sample changer

김양수
(061-804-4702)

2
레이저 발광분석 시스템
(Photoluminescence
Mapping System)

255
(LabRAM 300

Horiba)

반도체 박막 및 나노소재의
광학적 물성분석
Raman 분석

•PL (325 ㎚ / 30 ㎽ / 450 ㎚에서 0.54 Å,
0.14Å / 200 ~ 1050 ㎚ / spot size 2 ㎛ /
4 ~ 350 K 가변측정)

최윤주
(061-804-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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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영문) 장비도입가 (단위 : 백만원)
(모델명) 활용분야 구성 및 성능 담당연구원

(연락처)

ㅣ순천센터ㅣ

3
양자설계시스템
(Molecular Modeling
System)

149
(6 quad - core

PCs)
계산화학시스템

•Hardware
32-core compute cluster

•Software
DMOL, Castep, Reflex, VASP

김양수
(061-804-4702)

4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455
(S - 4800)

표면분석 
성분·구조분석

•Resolution  
1.0 nm (accelerating voltage 15 kV,
WD = 4 mm)
2.0 nm (accelerating voltage 1 kV,
WD = 1.5 mm)

김양수
(061-804-4702)

5
시차주사열량계 / 열중량
분석기 (Thermal 
Analyzer System)

146
(DSC 8000 
Pyris 1 TGA)

온도변화에 따른 흡발열에너지
측정

•Temperature Range  
DSC : - 150 or less ~ 700 ℃ or more
DSC sensitivity : 0.18 ㎼ or less
TGA up to 1600 ℃
Furnace temperature resolution : 0.002 ℃

김양수
(061-804-4702)

6

전계방출형 투과전자
현미경 (Field Emission 
Transmisson Electron 
Microscope)

1,130
(JEM 2100F)

미세구조분석
화학분석

•Resolution
Point - 0.23 nm
Lattice - 0.1 nm
STEM image - 0.2 nm

최윤주
(061-804-4703)

ㅣ강릉센터ㅣ

1

구조분석용 전계방출 주사
전자현미경 (Analytical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577
(SU - 70)

시편의 표면 및 측면 형상 분석
정성분석
texture 분석

•FE-SEM (1.0 nm @ 15 kV, ×20 ~×800 k)
•EDS, EBSD

채원식
(033-820-4820)
김준호
(033-640-2946)

2
다목적 X-선 회절분석기
(Multi  Purpose X-ray 
Diffractometer)

512
(X'Pert Pro MPD)

X선회절을이용하여결정구조에
대한 정성 및 정량적 해석
반사측정을 통해 단 / 다층 
박막의 밀도, 거칠기 및 두께
분석
Residual Stress 측정 및
Texture 분석

•X-ray generator 
: 3 KW

•Special LFF Cu anode
•High resolution Goniometer 
: Vertical type

채원식
(033-820-4820)
이명진
(033-820-4822)

3

시분해 형광 공초점 현미경
(Time-Resolved 
Fluorescence Confocal
Microscope)

381
(Microtime 200)

단분자, 단일 나노입자의 
시분해 영상 분석
세포 형광 영상 분석
FRET 영상 분석

•Temporal time resolution : 4 ps
•Detectable lifetime range : 50 ps ~ 1 µs
•Special resolution : ~200 nm

채원식
(033-820-4820)

4

퓨리에변환 자외선-가시광선
-적외선 분광 영상 현미경
(Fourier Transform 
Ultraviolet-Visible-
Infrared Spectroscopic
Imaging Microscope)

263
(Vertex 80 / 

Hyperion 3000)

유기/무기 화합물의 정성 및
정량 분석
제약시료의 성분 분석
나노신소재 분석
광소자 특성 검사

•0.06 cm-1 분해능 
•Ultrascan Interferometer 
: 21° angle of BMS incidence

•Measurement spot size 
: 7 ㎛, 0.5 ㎛ 분해능 FPA 3차원 이미징

채원식
(033-820-4820)
강태연
(033-820-4823)

5

전계방출형 투과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Trasmission Electron 
Microscope)

1,130
(JEM - 2100F)

나노재료의 형상, 구조분석 및
성분분석 구조분석
EDX를 이용한 고체시료의 정성
및 정량 분석

•Accelerating voltage : 200 KeV
•Electro gun : ZrO/W (100) <Resolution>
•Point in TEM mode : 0.24 nm
•Lattice in TEM mode : 0.1 nm
•Lattic in STEM mode : 0.2 nm

채원식
(033-820-4820)
심윤임
(033-82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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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ㅣ강릉센터ㅣ

6

파장분산형 X-선 형광분광기
(Wavelength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399
(S8 Tiger)

금속, 시멘트, 석회석, 광물 
관련 시료 및 희소금속의 정성
/ 정량분석

•Generator power/Tube Max. power 
: 4 kW, 60 kV, 170 mA

•X-ray tube type : End - window type Rh target
•Irradiation type : top or bottom irradiation
•Sample loading position : 34 mm,
28 mm, 18 mm, 5mm (diameter)

채원식
(033-820-4820)
이명진
(033-820-4822)

ㅣ제주센터ㅣ

1

생체성분분석기
(Organism Component
Separation Analysis 
System, OCSAS)

494
(ICS - 3000, 
ARACUS, 

KT 8400, 8460)

Bio-LC (IC-3000) : 단당류,
올리고당 및 다당류 외 단백질
분석
Amino acid Analyzer
(ARACUS) : 아미노산 조성
및 정량 분석

•Bio - LC (IC - 3000)
(HPAE - PAD (Au), UV / VIS detector) 
Amino acid Analyzer (ARACUS) 

김대경
(064-800-4930)

2

대량 분취 액체크로마토그램
(Recycling HPLC with
Preparation, Recycling
Prep-LC)

112
(LC - 9104)

고순도 천연물 분리 분취
대용량 특정 물질 분리 분취

•Prep - LC
(UV / VIS Detector, RI Detector, 
Auto Repeat, Auto Recycling)

김대경
(064-800-4930)

3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기 (LC / MS System, 
LC-MS)

184 
(HCT)

제약, 임상시료, 잔류농약 분석,
천연물 분석, 첨가제 분석, 
잔류 항생물질, 마약분석

•LC - MS
(scan rate : 26,000 m/z/sec, Mass
Range : 50 ~ 6000 m/z, source : ESI)

김대경
(064-800-4930)

4

헤드스페이스-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Head space-Gas
Chromatograph Tandem
Mass Spectrometer)

218
(7000)

해양바이오 : 해양생물체 구조
및 물질특성
식품, 음료 등에 함유된 각종
물질 (유해) 분석

•HS - GC - tandem - MS
(EI MS / MS sensitivity : 100 fg)

김대경
(064-800-4930)

5

공초점레이저현미경
(High Sensitivity Spectral
Laser Confocal 
Microscopy System,
CLSM)

328
(LSM 700)

형광 염색을 통한 세포내 단백
질 발현 및 위치 확인
다중형광염색을 이용한 단백질
동시발현 확인

•CLSM
(Full Motorized Confocal microscopy,
Focus Motor & Auto-focus module Live-
cell chamber)

김대경
(064-800-4930)

6

전계방사형주사전자현미경
(Variable Pressure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914
(SUPRA 55VP)

감귤, 해양 동식물, 곤충, 식물,
꽃, 동물 등의 생물 시료 및 
반도체 및 기타 전도성이 없는
시료를 별도의 코팅 없이 관찰
Low Vacuum (Variable 
Pressure), Cooling Stage 사용

•FE-SEM
(Resolution : 0.8 nm @ 15 kV, 12 -
1,000,000 x 연속변환)

김대경
(064-800-4930)

7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210
(7700)

해수의 주성분, 미량원소 분석
해양오염에 따른 중금속 원소
분석

•ICP-MS
(Mass Range : 1 ~ 300 amu, detection
limit : Be (9) 0.5 ppt, In (115) 0.1 ppt, Bi
(209) 0.1 ppt or more)

김대경
(064-800-4930)

8

전자상자성 공명분광기
(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EPR)

227
(EMX --icroX)

생물, 의학 연구 : 광합성, 
발암기작, 노화현상, 항산화 작용,
효소 반응 및 구조 등
화학 연구 : 촉매, 금속착물, 
스핀트랩, 고분자 반응, 
산화‧환원 반응, 라디칼 반응 등
방사선 연구

•EPR (18 bit center field resolution, 
corresponding to a precision of < 60 mG
- 18 bit signal digitization)

김대경
(064-80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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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2008
(소재대학)

2009
(소재대학)

2010
(소재대학)

2011
(소재대학)

2012
(소재대학)

2013.6
(소재대학)

ㅣ서울센터ㅣ

건수
(개)

대학 1,148 (392) 1,622 (692) 1,736 (766) 1,521 (683) 1,744 (864) 897 (415)
중소기업 251 293 295 262 284 146
공공 167 167 164 139 181 97
대기업 103 123 149 122 158 88
기타 95 91 67 55 66 21

시료수
(점)

대학 7,332 (1,911) 10,207 (3,304) 9,303 (2,758) 7,427 (2,392) 12,384 (4,030) 4,821 (1,454)
중소기업 843 886 862 742 863 537
공공 1,735 768 1,799 3,128 1,616 663
대기업 288 460 451 355 468 228
기타 286 233 353 555 1,114 402

이용자수
(명)

대학 506 (124) 540 (163) 625 (206) 526 (169) 550 (197) 285 (103)
중소기업 151 162 172 157 170 94
공공 102 101 96 88 121 54
대기업 43 58 77 57 66 40
기타 63 51 43 38 31 12

ㅣ부산센터ㅣ

건수
(개)

대학 1,735 (1,076) 1,453 (886) 1,543 (974) 1,145 (678) 1,169 (552) 457 (220)
중소기업 540 585 672 693 939 367
공공 150 165 185 117 134 51
대기업 111 62 117 113 80 47
기타 91 105 93 52 65 57

시료수
(점)

대학 13,601 (7,536) 10,342 (4,889) 10,191 (5,710) 7,626 (4,121) 7,857 (3,309) 2,843 (1,072)
중소기업 2,162 2,690 4,088 3,982 3,697 1,315
공공 1,774 1,196 1,210 1,060 1,099 607
대기업 595 345 436 654 423 310
기타 412 1,110 552 192 394 1,094

이용자수
(명)

대학 521 (251) 440 (208) 551 (271) 478 (216) 421 (149) 225 (91)
중소기업 289 252 249 272 262 119
공공 78 76 91 66 62 36
대기업 65 33 72 72 56 27
기타 54 56 51 38 43 20

ㅣ대구센터ㅣ

건수
(개)

대학 1,922 (957) 2,114 (1,050) 1,797 (899) 1,951 (814) 2,057 (911) 1,037 (386)
중소기업 545 429 425 497 556 362
공공 110 134 171 129 76 56
대기업 65 43 57 75 100 27
기타 110 184 268 115 92 38

시료수
(점)

대학 9,498 (3,461) 10,532 (4,256) 8,298 (3,263) 10,182 (3,016) 11,674 (4,135) 6,502 (2,066)
중소기업 2,073 1,946 1,637 2,091 2,478 1,643
공공 500 674 876 816 625 333
대기업 294 232 379 439 724 155
기타 442 1,218 2,517 1,022 696 213

이용자수
(명)

대학 446 (179) 426 (173) 425 (162) 474 (161) 453 (139) 285 (83)
중소기업 151 114 130 117 119 81
공공 57 58 65 63 51 38
대기업 38 30 37 43 57 22
기타 30 39 45 38 3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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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2008
(소재대학)

2009
(소재대학)

2010
(소재대학)

2011
(소재대학)

2012
(소재대학)

2013.6
(소재대학)

ㅣ광주센터ㅣ

건수
(개)

대학 3,706 (3,081) 2,577 (2,126) 1,885 (1,406) 2,031 (1,488) 1,554 (1,033) 752 (439)
중소기업 193 71 30 77 71 23
공공 132 157 71 128 92 42
대기업 7 33 3 6 5 3
기타 185 32 65 117 82 25

시료수
(점)

대학 14,086 (9,382) 10,844 (7,030) 11,251 (7,911) 12,934 (9,105) 11,366 (7,849) 5,558 (3,544)
중소기업 1,233 240 71 302 434 105
공공 798 957 439 1,047 780 141
대기업 13 196 8 34 12 15
기타 783 170 284 678 742 254

이용자수
(명)

대학 381 (209) 309 (171) 331 (196) 341 (196) 363 (195) 231 (126)
중소기업 58 37 19 35 40 15
공공 44 36 34 39 48 24
대기업 4 9 3 3 5 2
기타 19 13 23 26 26 16

ㅣ전주센터ㅣ  

건수
(개)

대학 631 (330) 729 (425) 735 (362) 754 (357) 845 (430) 339 (163)
중소기업 45 55 53 54 53 27
공공 95 103 111 111 122 48
대기업 39 22 45 64 27 6
기타 70 117 167 132 104 37

시료수
(점)

대학 5,257 (2,952) 5,196 (3,099) 5,394 (2,918) 5,087 (2,296) 6,160 (3,249) 2,751 (1,486)
중소기업 267 195 316 377 757 531
공공 738 900 934 1,187 1,706 581
대기업 219 148 291 590 281 41
기타 598 1,285 1,817 1,683 1,390 337

이용자수
(명)

대학 218 (100) 230 (106) 258 (110) 275 (122) 291 (140) 149 (71)
중소기업 28 24 33 32 24 16
공공 45 36 55 46 54 21
대기업 13 12 22 23 16 5
기타 29 46 59 56 43 18

ㅣ춘천센터ㅣ

건수
(개)

대학 621 (169) 579 (293) 545 (260) 473 (206) 547 (285) 143 (48)
중소기업 44 44 47 45 88 22
공공 31 15 12 11 51 23
대기업 8 6 2 2 4 6
기타 6 84 33 42 177 63

시료수
(점)

대학 9,424 (2,290) 7,330 (2,114) 7,636 (2,223) 9,354 (3,445) 14,710 (6,967) 1,796 (485)
중소기업 158 199 247 1,030 1,439 387
공공 284 112 79 172 1,029 567
대기업 65 36 15 14 16 31
기타 49 500 1,036 3,467 4,503 974

이용자수
(명)

대학 93 (33) 104 (50) 129 (66) 131 (59) 152 (73) 53 (19)
중소기업 12 13 15 16 22 9
공공 12 7 7 7 8 6
대기업 2 4 2 1 3 2
기타 4 19 14 16 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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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2008
(소재대학)

2009
(소재대학)

2010
(소재대학)

2011
(소재대학)

2012
(소재대학)

2013.6
(소재대학)

ㅣ순천센터ㅣ

건수
(개)

대학 145 (127) 398 (365) 575 (495) 459 (393) 296 (222) 102 (74)
중소기업 19 44 36 48 85 11
공공 8 7 8 3 18 8
대기업 2 - - - - 2
기타 3 - 1 5 - -

시료수
(점)

대학 637 (547) 2,848 (2,542) 5,110 (4,733) 5,149 (4,859) 1,910 (1,539) 894 (780)
중소기업 64 132 185 453 993 111
공공 27 46 225 25 1,155 367
대기업 3 - - - - 4
기타 5 - 2 197 - -

이용자수
(명)

대학 40 (26) 51 (35) 53 (35) 60 (45) 52 (38) 35 (23)
중소기업 11 13 13 18 24 5
공공 7 5 4 2 5 3
대기업 2 - - - - 1
기타 3 - 1 4 - -

ㅣ강릉센터ㅣ

건수
(개)

대학 16 (10) 145 (79) 201 (85) 234 (97) 234 (65) 95 (51)
중소기업 2 6 7 37 23 3
공공 - 7 12 21 15 6
대기업 - - - 2 13 -
기타 2 46 12 21 29 9

시료수
(점)

대학 245 (195) 1,214 (855) 2,516 (1,303) 2,535 (1,161) 2,174 (674) 992 (639)
중소기업 21 23 36 237 168 31
공공 - 58 51 121 68 32
대기업 - - - 59 89 -
기타 60 350 218 241 295 137

이용자수
(명)

대학 10 (7) 33 (14) 63 (28) 83 (34) 74 (20) 48 (21)
중소기업 2 3 5 10 7 3
공공 - 4 11 12 11 4
대기업 - - - 1 5 -
기타 1 2 4 6 14 7

ㅣ제주센터ㅣ

건수
(개)

대학 - - 20 21 26 21
중소기업 - - 6 26 20 9
공공 - - 1 4 7 1
대기업 - - - - - -
기타 - - 4 9 11 3

시료수
(점)

대학 - - 143 173 591 (458) 305
중소기업 - - 32 98 101 47
공공 - - 4 10 62 3
대기업 - - - - - -
기타 - - 17 141 46 (10) 31

이용자수
(명)

대학 - - 3 9 16 15
중소기업 - - 3 10 8 7
공공 - - 1 3 7 1
대기업 - - - - - -
기타 - - 2 5 4 2

*2008년도 제주센터 설치로 2008~2009년도 분석 지원 실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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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미세유체소자를 이용한 신물질 발굴 및 구조 규명 기법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 김상구

쥐 췌장추출물에서 췌도 증식, 분화 관련 저분자 생리활성물질 profiling법 MDLC, LC/orbitrap MS, MALDI-TOF MS 서종복

NMR과 다변량 분석법을 이용한 심근염 유래 생체시료의 대사체 분석 NMR 500 방은정

간수로부터 미량원소제어를 통한 MgO화합물 합성연구 ICP-AES, XRD, XRF, ICP-MS 윤혜온

토양 중 Hg 분리분석법 연구 ICP-AES ICP-MS, 윤혜온, 윤철호

고체 Hetcor 기법 개발 - 고체 물질의 분자구조해석에 유용한 1H-X nuclei 
hetero-correlation 고체용 2D NMR 기법 개발 Solid-state NMR with Micro-Imaging 한덕영

난연가공 처리된 섬유제품의 유해중금속 분석 ICP-MS 신정화

식물 염스트레스 반응 및 품종 특성연구를 위한 대사체 분석 NMR 500 남명희, 방은정

열분해를 이용한 미량함유 고분자 분석법 개발 Pyrolyzer-GC/MS 나윤철

Blood와 Urine에서 유해중금속 분석법 ICP-MS, GF-AAS 윤철호

식품에서 비스페놀 A와 유도체분석법 개발 LC-MS 서정주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CNT박막 분석법 TEM, SEM, Ultramicrotoming 이기라

LC-MS를 이용한 TCA cycle의 metabolites 분석 TSQ-LC-MS 정주희

의약품 독성 평가를 위한 대사체 분석 LC-MS-NMR, NMR 황금숙

세포배양을 통한 바이러스의 잠재기작 모델링 Cell Culture System, Inverted Microscope 엄치용

SCM 분석법 개발-CNT의전기적특성을 SCM을 이용하여 분석 AFM 고의관

2009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20 amino acids using hydrophilic interaction
liquid chromatography coupled with triple quadrupole mass spectrometry TSQ-LC-MS 정주희

LC/MS 기반 rat plasma의 metabolome 분석법 Ion Mobility MS System 서종복

강유전체의 온도에 따른 상변이 조사기법 4.7T (200 MHz) Solid-NMR 한덕영

1H-2H CP/MAS 를 이용한 수소원자의 화학적 환경 조사기법 개발 4.7T (200 MHz) Solid-NMR 한덕영

해수 추출 마그네슘 중 미량원소분석 ICP-AES, ICP-MS, XRD 윤혜온

NMR과 다변량 분석법을 이용한 위암 대사물질의 프로화일링 NMR500, NMR600 방은정

LC-MFR-MS 기반 신약후보물질 스크리닝 방법 Epi-Fuorescence Microscopy 김상구

c-AFM의 모듈을 이용한 IV 분석법 Atomic Force Microscopy 고의관

다차원 분리를 이용한 미량 함유 천연물의 동정법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나윤철

이차원 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한 펩타이드 및 단백질 비선형 분광 신호 분석법 다차원 분광기 하정현

배양세포를 통한 유해물질 독성테스트 Cell Culture System, Inverted Microscope,
Multi Plate Reader 엄치용

LC-ICP-MS를 이용한 뇨 (urine) 중 비소 종분화 분석 ICP-MS 윤철호

LC-ICP-MS를 이용한 생체 및 토양 중의 수은 종분화 분석을 위한 역상과 ICP-MS 윤철호

질량분석 기반 untargeted plant metabolomics 기법 확립 UPLC-Q-TOF MS 남명희

대사체/화학통계 기법을 이용한 쇠고기 원산지 판별법 Cryo 600 MHz NMR 황금숙

정밀질량분석법을 이용한 대사체중 미지 물질 확인을 위한 연구 GC/MS, Accurate Mass, Isotope 
Abundance Ratio, compound ID 안윤경

Analysis of Biodiesels Using a APPI+APCI Source LTQ Orbitrap XL Mass Spectrometer 서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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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HRGC/HRMS를 이용한 난연가공 처리된 섬유제품의 브롬계 난연제 분석 Py-GC/MS, GC/MS 신정화

2010

투석방법에 따른 혈액 대사체 패턴 분석 LC-MS-NMR, Cryo-600MHz NMR 황금숙

고해상도 수소, 탄소, 규소 NMR 기법을 활용한 탄소-규소 복합소재 분석기법 4.7 T (200 MHz) 고체 NMR 한덕영

자기쌍극자 작용의 고체 NMR 측정을 통한 수소거리 측정 기법 4.7 T (200 MHz) 고체 NMR 한덕영

CW Z scan을 이용한 열적 유도 비선형 분광 분석법 개발 다차원 분광기, UV-VIS-NIR 분광기 하정현

ATR-IR 분광법을 이용한 퍼클로레이트 미량 분석법 개발 다차원 적외선 분광기, 푸리에르 적외선 분광기 하정현

TSQ-LC-MS 를 이용한 small molecules 의 in-house library 구축 TSQ-LC-MS 정주희

식물체내의 sugar phosphate의 LC-FAIMS-H-SRM 분석 조건 확립 TSQ-LC-MS 정주희

전자준위 원편광 이색성 분광법 (Electronic Circular Dichroism Spectroscopy) 펨토 초 레이저 시스템 이한주

펨토 초 적외선 키랄 전기장 측정법 개발 펨토 초 레이저 시스템 이한주

X-선 형광분석법을 이용한 토양 및 암석시료 비교분석법 연구 WD-XRF, ED-XRF 윤혜온

가열에 의한 숯의 상변화와 유해물질 거동분석법 ICP-AES, TGA, DSC, XRD 윤혜온

염수내 비소 함량 측정 ICP-MS 윤철호

내분비장애물질의 고감도 분석 방법 배양기, 현미경, Multiplate Reader, 
Spectrophotometer, Centrifuge 엄치용

호소생태계내 녹조바이러스 농축 및 검출법 농축기, 배양기, 현미경, Multiplate Reader 엄치용

GC/MS 및 filtering 알고리즘을 활용한 미지 물질 동정법 GC/TOF-MS 안윤경

high mass tune 방법을 이용한 GC/TOF-MS에서 분자이온 세기 향상 방법 GC/TOF-MS 안윤경

HRGC/HRMS를 이용한 DL-PCBs분석을 위한 freezing-lipid filtration 정제법개발 HRGC/HRMS 신정화

HRGC/HRMS를 이용한 PBDEs분석을 위한 freezing-lipid filtration 정제법개발 HRGC/HRMS 신정화

MSE label free 정량방법을 이용한 초파리 단백질체 정량분석법 Nano-UPLC, IM-MS 서종복

반도체 식각액중 불순물의 구조분석 분석방법 LC-FT-Orbitrap-MS 서정주

식품중 62종 폴리염화바이페닐 (PCBs) 분석방법 GC/MS. HRGC/HRMS 서정주

HR-MAS 1H-NMR을 이용한 intact tissue 측정법 개발 NMR 500 방은정

NMR기반 메타볼로믹스를 이용한 쥐위점막 대사물질의 프로화일링 NMR 500 방은정

Biacore 2000을 이용한 Bx-LEC-1단백질과 carbohydrate 간의
binding 스크린닝 및 binding kinetics 측정 Biacore 2000 남명희

UPLC-Q-TOF MS 기반, high fat diet에 의하여 유도되는
mouse 간 조직의 untargeted metabolomics 분석법 개발 UPLC-Q-TOF MS 남명희

질량분석법을 이용한 배당체 중 구조이성질체 분리 및 확인법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나윤철

생체시료중 헤테로싸이클릭아민의 분석법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나윤철

마이크로도스 LC/MS/MS 방법을 이용한 약물 대사체의 약물동태학적 임상시료 분석 Triple quadrupole LC/MS, HR-MS 김상구

생물학적 오염복원을 위한 갯벌 토양의 총석유탄화수소 정량분석 및
미생물 메타지노믹스 분석방법 HR GC/MS 김상구

상자성 물질인 Fe (III) Pc가 들어간 discotic liquid crystal (DLC)의 강자성특성 분석 SQUID 고의관

2011
Li 이온전지 전극재료에 대한 Li-NMR 분석기법 개발 NMR 200B 한덕영

고분자 미세구조 규명을 위한 Hetcor 기법 개발 NMR 200B 한덕영



분석법 개발

년도 분석법 개발 관련장비 비고

ㅣ서울센터ㅣ

2011

두 개의 금속 (Fe, Cr)으로 구성된 합성물의 자기적 특성 분석 SQUID 고의관

FEII 양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MoVMnIII의 스핀의 crossover SQUID 고의관

대사체/화학통계 기법을 이용한 민들레 종 판별법 Cryo 600MHz LC-MS-NMR, GC-MS 황금숙

Chemical exchange 2DIR을 이용한 회전 동역학 분광 분석법 개발 펨토초 다차원 분광 하정현

TCSPC을 이용한 PVC에 제작된 porphyrin 필름 동역학 분광 분석법 시분해 단일 광자 측정 장치 하정현

고감도 단일광사 (single-shot) 전자준위 광학활성 분광법 개발 자외선 -가시광선 펨토 초 레이저 시스템 이한주

초고속 광대역 자외선-가시광선 광학활성 분광법 개발 자외선 -가시광선 펨토 초 레이저 시스템 이한주

XRF를 이용한 토양 중 fluorine 분석법 연구 WD-XRF 윤혜온

환경매체에서 LC-ICP / MS를 이용한 비소 화학종 metabolite 분석법 연구 LC-ICP-MS 윤혜온

해양 설치물의 생물오손에 따른 미생물 군집 분석 농축기, 배양기, PCR Machine 엄치용

뇨 시료 중 미량 헤테로싸이클릭 아민류 분석 LC/MS 안윤경

Accurate mass 및 isotope ratio 측정을 위한
GC-TOF 질량분석기에서의 화학적 이온화 방법 GC/TOF-MS 안윤경

축산물 사료중의 PBDEs 분석법 개발 HRGC/HRMS 신정화

축산물 사료중의 Dioxins 분석법 개발 Dioxins, HRGC/HRMS, 돼지 신정화

LC/MS 기반 소포체 sub-proteome 분석기술 Nano-UPLC, IM-MS, 원심분리기 서종복

단백질체학을 이용한 질환과 UPR network 연관성 분석법 Nano-UPLC, IM-MS, 2DGE 서종복

폐기물에서 PCBs분석 GC-MSD 서정주

식품에서 non dioxin-like PCBs분석 GC-MSD 서정주

NMR-기반 메타볼로믹스를 이용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decabromodiphenyl ether)의 생체노출에 의한 rat의 대사체 영향 평가 NMR 500 방은정

High resolution-magic angle spinning (HR-MAS) NMR을 이용한
다양한 생체조직 시료의 대사체적 특성연구 NMR 500 (Nanoprobe) 방은정

LC-Q-TOF Ms를 이용한 대사체 지표발굴에서, 
신뢰도 및 재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 LC-Q-TOF MS 신은지, 김유란,

남명희
담배에서 LC-MS 기반 대사체 분석법을 확림하고, 
대사체분석결과와 다변량 분석을 활용하여 대사지표물질 발굴방법 개발 LC-Q-TOF MS 남명희, 김유란,

신은지, 위수진

다층 크로마토그래피 칩에 의한 유기물의 구조분석 GC-ECD, GC-MS, HR-MS 김상구

단백질 결정의 스크리닝 및 분석용 PDMS 마이크로배치 미세유체소자 HR-MS, XRD 김상구

2012

Zebrafish를 이용한 알콜성 지방간의 대사체 분석 600 MHz NMR, GC-MS 황금숙

LDP 수소전도체의 저온 수소 전도 메카니즘 분석기법 개발 NMR 200B 한덕영

양성자 조사에 따른 강유전체 상변이 변화 측정 기법 NMR 200 한덕영

의학적 생 발광 분석을 위한 실리콘 나노 입자 모듈 연구 펨토초 레이저, 형광기 하정현

망간 포르피린 위의 퍼클로레이트 이온의 나노환경의 수화에 대한 선폭 분석법 연구 FT IR 하정현

TSQ-LC-MS를 이용한 진세노사이드 분석조건 확립 TSQ-LC-MS 정주희

TSQ-LC-MS를 이용한 유기산의 동시 분석조건 확립 TSQ-LC-MS 정주희

순간 온도점프 기법을 이용한 시분해 흡광분석법 개발 들뜸-탐침 이차원 가시광 분광시스템 이한주

광학이성질체의 극미량 광회전 분석법 개발 자외선-가시광선 펨토초 레이저 시스템 이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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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CLSM, SEM을 이용한 해양미생물 오손 평가법 연구 CLSM, SEM 윤혜온

해수용존리튬회수에 영향을 주는 해양미생물 오손 평가법 연구 Confocal Microscopy, 배양기, 항온인큐베이터 윤혜온

바이러스 나노 파티클의 발현 및 자가조립 원심분리기, 현미경 엄치용

해수로부터 리튬회수공정 과정 중 생물오손유발 세균의 검정 원심분리기, 현미경 엄치용

환경매질 중 프탈레이트 및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류 분석 GC/MS 안윤경

주류내 향기 성분 분석 GC/MS 안윤경

축산물 (돼지)의 간 중의 PBDEs 분석 HRGC/HRMS 신정화

축산물(돼지)의 간 중의 PCDD/Fs 분석 HRGC/HRMS 신정화

신호전달 네트워크 분석위한 단백체 / 대사체 통합 분석법 Nano-UPLC, IM-MS 서종복

serum에서 PBDEs Hydroxylated metabolites의 분석 LC-Orbitrap-MS 서정주

어류에서 7 indicator PCBs 의 분석 LC-Orbitrap-MS, GC-MS 서정주

High resolution-magic angle spinning (HR-MAS) NMR을 이용한
질환관련 대사체 연구

NMR 500 (Nanoprobe), 
NMR 700 (HR-MAS) 방은정

HR-MAS NMR을 이용한 고지방식이에 의한 간조직 대사체 프로화일링 NMR 500, NMR 700 방은정

LC-MS/MS에 기반한 미지대사체의 identification UPLC-Q-TOF MS 조경원, 김유란,
남명희

다차원 기능의 마이크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유기물 분석 HR-MS, GC/MS 김상구

다중 에칭 기술에 의한 마이크로 GC 칩을 이용한 유기물 분석 HR-MS, GC/MS 김상구

자연상태의 DNA와 DNA 복합물의 자기장 특성 비교 SQUID 고의관

ErIII cluster의 자기유도 단일전자석 특성 SQUID 고의관

ㅣ부산센터ㅣ

2008

비파괴 박막 두께 분석법 개발 X-ray Diffraction 김종필

연소형 IC (Combustion Ion Chromatograph)를 활용한 폐수 및 
오일 중 염소 정량 분석법 개발 X’pert PRO MRD 김종필

연소형 IC (Combustion Ion Chromatograph)를 활용한 플라스틱 중 
할로겐 원소 정량 분석법 개발

Angel-Resolve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AR-XPS) 배종성

LC용 카이랄 컬럼을 이용한 1,4-벤조디아제핀-2-온 유도체의 광학분할 Glow Discharge Spectrometer 윤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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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자성 키랄고정상을 이용한 아미노산 유도체들의 광학분할 HPLC 진종성

GDS를 이용한 CIGS 태양전지 및 
ITZO film의 깊이에 따른 원소분포 측정법 Glow Discharge Spectrometer (GDS) 윤장희

Head-space GC/MSD를 활용한 임프란트 완제품의 잔류 용제 분석법 Head-Space GC/MSD 하명규,
홍경수,박미수

HPLC 키랄고정상을 이용한 오메프라졸의 정확한 광학순도 측정법 개발 HPLC 진종성

GIXRD 법을 활용한 나노섬유 결정 구조 분석법 X’pert PRO MRD (Philips) 김종필

Ion Chromatograph를 활용한 Chlorine과 perchlorate 동시 분석법 Ion Chromatograph 하명규,
홍경수,박미수

low energy Ar gas를 이용한 XPS 분석시 발생하는 
부도체 charging 현상 개선 방법 개발

Angel-Resolve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AR-XPS) 배종성

Microwave를 활용한 난분해성 플라스틱의 최적 전처리법 개발 Microwave, ICP-AES 하명규, 
홍경수,이진화

Nano SIMS를 이용한 미소패턴내 불순물 거동 분석법 개발 Nano SIMS, SIMS 홍태은

SIMS를 이용한 GaN LED내의 Mg 정량 분석법 개발 SIMS 홍태은

TiO2 광촉매적 기능성을 부여한 기능성 섬유의 광흡수성 분석법 개발 UV/Vis Spectrophotometer 하명규, 
홍경수,배현주

2010

에픽탁셜 성장한 박막 및 단결정의 pole figure 분석법 XRD 김종필

AES 분석시 발생하는 부도체 박막의 charging 현상 개선 분석법 개발 IR Spectrophotometer 배종성

CO2 흡수제 중 K2CO3 정량법 SPM 원미숟

ED-XRF를 활용한 나노박막 재료 코틴 성분 비파괴 조성 분석법 AES 하명규, 
홍경수,한경림

FT-Raman spectroscopy를 활용한 CNT 분석법 개발 Glow Discharge Spectrometer 하명규,
홍경수,한경림

Glow Discharge Spectrometer (GDS)를 이용한 Cr-Ni 다층박막 분석법 개발 LC/MS/MS 윤장희

Implant Screw 치형 상단부 표면 거칠기 측정법 LC/MS/MS 이병섭

LC/MS/MS를 이용한 감귤의 질병진단 분석법 개발 SIMS, Nano SIMS 진종성

LC/MS/MS를 이용한 파프리카의 품종별 플라보노이드 성분분석법 개발 Nano SIMS, SIMS 진종성

LIBS를 활용한 이차전지용 양극 물질 불순물 분석법 개발 Head-Space GC/MSD 홍경수, 
하명규, 이진화

Nano SIMS를 이용한 동위원소 분석법 개발 ED-XRF 홍태은

SIMS를 이용한 파우더시편의 불순물 분포 분석법 개발 FT-IR/Raman Spectroscopy 홍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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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D-XRF를 활용한 고대 옥석 유물에 대한 발굴 지역별 성분 분석법 개발 EPR Spectrometer 원미숙

ED-XRF를 활용한 스테인리스강 분류 분석법 개발 SPM 이병섭

Head-space GC/MSD를 활용한 고체 시료 잔류 용제 분석 Glow Discharge Spectrometer 윤장희

LIBS를 활용한 소재의 경원소 (Li) 함량 분석법 LIBS 홍경수, 하명규,
한경림, 정재선

반도체 나노 섬유의 결정 구조 분석법 XRD, SEM, TEM 김종필

Nano SIMS의 산소빔을 이용한 미소영역 불순물 분포 분석법 개발 Nano SIMS, SIMS 홍태은

실리카 나노튜브 표면에 친지질성 선택적 유도체화 확인시험법 개발 원소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열분석기 진종성

UPLC-MS/MS를 이용한 고추의 품종별 폴리페놀 분석법 개발 UPLC-MS/MS 진종성

2차전지용 리드탭 금속 및 고분자 소재 분석법 ED-XRF, FT-IR, Nano-SIMS 정의덕

재생마그네슘잉곳의 표면 및 벌크에서의 Mg (metal)와 MgO (oxide)의
정량 분석법 개발 각도분해엑스선광전자분광기 (AR-XPS) 배종성

Glow Discharge Spectrometer (GDS)를 이용한 
유-무기 하이브리드 코팅층 분석법 개발 Glow Discharge Spectrometer (GDS) 윤장희

Multistep Mechanical Patterning을 이용한 AFM Lithography SPM 이병섭

EPR을 이용한 진주핵 시료의 방사선 조사 유무 검사법 EPR Spectrometer 원미숙

2012

Head-space GC/MSD를 활용한 LPG Gas 성분 분석법 Head-space GC/MSD 하명규, 홍경수

FT-IR Scope를 활용한 Gold 박막 이물질 분석법 Microscopic FT-IR/Raman Spectrometer 하명규, 홍경수

ED-XRF를 활용한 음식물 중 이물질 분석법 개발 ED-XRF 홍경수, 하명규

UV/Vis spectrophotometer DSR module를 활용한 Coated Glass wafer 
반사율 및 투과율 분석 UV/Vis Spectrophotometer 홍경수, 하명규

전자현미경을 활용한 doping 소재의 이차상 검출 TEM 김종필

Pulsed RF-GDS를 이용한 화합물반도체 태양전지의 depth profile 분석법 개발 Glow Discharge Spectrometer (GDS) 윤장희

기화학적 방법과 Boron Doped Diamond (BDD) 수식전극을 이용한 
수용액 중 미량 수은 (Hg) 분석법 개발 Potentiostat 윤장희

노란 파프리카에 탄저병 (anthrancnose) 감염확인 시험법 개발 LC/MS/MS 진종성

양파에 건부병 (Fusarium oxysporum) 감염확인 시험법 개발 LC/MS/MS 진종성

고분자수지-금속 접합소재 개발 표면/계면 분석법 SEM, FT-IR, XPS, SIMS 정의덕

수소제조용 촉매 특성 분석법 개발 UV-Visible Diffuse Reflectance 
Spectrometer, Potentiostat 김현규

각도분해 X-선 광전자 분광기 (AR-XPS)를 이용한 
HfO2 나노 박막의 비파괴 두께 측정 분석법 각도분해 X-선광전자분광기 (AR-XPS) 배종성

C1s 피크 피팅을 통한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의 
화학적 결합구조 정량 분석법 개발 X-선광전자분광기 (XPS) 배종성

Nano SIMS의 O- Ion을 이용한 Metal Impurity분석법 개발 Nano SIMS, SIMS 홍태은

Insulator시료의 Negative Ion분석을 위한 Charge Compensation법 개발 Nano SIMS, SIMS 홍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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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대구센터ㅣ

2008

고체 NMR을 이용한 고분자 사슬의 페닐링 동역학 분석법 고체 핵자기 공명 분광기 백윤기

고체 NMR을 이용한 다이아몬드의 질소결함 분석법 고체 핵자기 공명 분광기 백윤기

CP/MAS 기법을 이용한 고체 구조의 정량 분석법 400 MHz 고체 NMR 한옥희(김선아)

2009

FT-IR을 이용한 다이아몬드의 질소 결함 분석법 FTIR 백윤기

GIXRR분석을 응용한 표면생성층 특성평가 HR-XRD, MP-XRD 이상걸

71 Ga, 69 Ga Solid-State MAS (magic angle spinning) NMR을 이용한 
6배위 갈륨 (III) 착물의 구조 분석법 600 MHz 고체 NMR 채신애

2010

XRF를 이용한 La계 SOFC 전해질의 정량분석법 X-선 형광분석기 김종화

FE-SEM을 활용한 고체상태 미세소관 분석법 FE-SEM 황기주(백윤기)

X-ray diffuse reflection을 이용한 단.다층박막의 밀도 분석법 HR-XRD, MP-XRD 이상걸

다핵종, 빠른 요술각회전 고체 핵자기공명 분광기법을 이용한 고체산 분석 600 MHz 고체 NMR 채신애

13C NMR을 이용한 산화그래핀계 나노복합소재 분석법 고체 핵자기 공명 분광기 백윤기

광산란용 TiO2 분말표면에 코팅된 
SiO2 나노입자의 Osmium Coating 두께에 따른 크기변화 FE-SEM 황기주

여러 결정면 동시 극점도 분석을 이용한 에피박막의 결정구조 특성 분석법 HR-XRD 이상걸

탄소 (13C)-액체 핵자기공명 분석방법을 이용한 
직접 에탄올 연료전지반응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정성.정량 분석 500 MHz Liquid-State NMR 한옥희

2012

31P MAS NMR을 이용한 고체산전해질 분석법 600 MHz 고체 NMR 채신애

고체 NMR을 이용한 결정체의 운동성 분석법 고체 핵자기 공명 분광기 김선하

7Li MAS NMR 기법을 이용한 Dion-Jacobson 산질화물의 국부구조 분석법 고체 핵자기 공명 분광기 백윤기

31P CPMAS NMR을 이용한 미세소관내 GTP hydrolysis 정량분석법 고체 핵자기 공명 분광기 백윤기

PIXcel 2D detector를 이용한 X-ray Topography 분석법 MF-XRD 이상걸

2011

ㅣ광주센터ㅣ

2008

Chromosomal Immunoprecipitation (CHIP) assay를 통한 
DNA-단백질 결합분석 Thermal Cycler 박준수

투과전자현미경 관찰용 나노입자 분산 기술 FE-TEM 문원진, 박병규

nano Probe를 이용한 N15-H1 HSQC (NMR Spectroscopy) NMR 500 Spectrometer 박기덕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다차원 천연물, 단백질 분석 LC-MS/MS 권요셉

2009

Shotgun 분석을 위한 화학적 가수분해법을 기반한 막단백질 샘플 전처리법 Nano-UPLC-Synapt System 권요셉

multi-wavelength 레이저 광원을 이용한 
single-walled carbon nanotube 의 Raman 특성분석

UV Micro-Raman 
Spectrometer 정상헌

Rapid Screening Method using Onflow LC-NMR-MS Online LC-NMR-MS (600 MHz) 이영주, 박기덕

Heteronuclear Detection with Stop-Flow LC-NMR Online LC-NMR-MS (600 MHz) 이영주,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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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Natural Abundance H-N Correlation Spectroscopy Online LC-NMR-MS (600 MHz) 이영주, 박기덕

TEM Tomography관찰을 위한 전용그리드 개발 FE-TEM 문원진, 박병규

2010

증강라만분광법을 이용한 저 농도 바이오시료의 분광학적 검출 Micro-Raman Spectroscope 정상헌

컨포컬현미경을 이용한 3차원 이미지 분석시 Z-axis의 늘어짐 현상 제거 Laser Confocal Scanning 
Microscope System 서영우

무표지 단백질 상대정량 기법 Nano LC-QTOF 권요셉

TEM 인장변형용 시편제조 기술 개발 FE-TEM 문원진

Proton-Carbon correlation NMR Spectroscopy revisited 
in view of C13 digital resolution NMR 600 Spectrometer 이영주, 박기덕

Structural Identification and Determination of Stereochemical Configuration
of an Unknown Compound in a mixture using Stopflow NMR NMR 600 Spectrometer 이영주, 박기덕

미량 시료의 간접적인 13C NMR 측정 NMR 600 Spectrometer 이영주, 박기덕

Fast NMR : 1H-13C correlation NMR 600 Spectrometer 박기덕

Deconvolution 방법을 이용한 NMR 정량 분석 
: Deuterium 치환화합물의 순도측정 NMR 600 Spectrometer 박기덕

Preparative Separation of a chemical mixture with recycling technique Recycling HPLC 박기덕

SERS 기법에 의한 Sk-Br-3 cell 표면에 발현된 antigen의 선택적 검출 UV Micro-Raman Spectrometer 정상헌

LC-MS를 이용한 식물 추출물들의 원산지 구별 데이터 추출법 Synapt HDM 권요셉

용융아연도금강판에서 Fe/Zn계면 게재물의 TEM시료 준비 FE-TEM, Multi-TEM 문원진

XYZ 3차원 컨포컬 이미지 결과를 활용한 colocalizatin 분석 Laser Confocal Scanning 
Microscope System 서영우

2012

온도가변 마이크로 라만기법을 이용한 TiO2 박막의 결정성 추이 분석 UV Micro-Raman Spectrometer 정상헌

depth profiling 마이크로 라만분광법을 적용한 MWQ 박막의 스트레스 분석 UV Micro-Raman Spectrometer 정상헌

Raman microsocpy를 이용한 그라핀 층의 layer 분석법 UV Micro-Raman Spectrometer 정상헌

EST 기반 넙치 질병 관련 바이오마커 발굴 및 응용 Synapt HDMS 권요셉

LC 기반 Intact 단백질 분리 및 질량값 측정 Synapt HDMS 권요셉

Resolution enhancement with band selective HMBC NMR 600 Spectrometer 이영주, 박기덕

Resolution enhancement with band selective HSQC NMR 600 Spectrometer 이영주, 박기덕

2D-NMR processing 상에서 주의해야할 점 : NOESY의 예 FT-NMR 이영주, 박기덕

FIB/TEM 인장시험용 시편 제조장치 개발 Multi-TEM 문원진

자성입자의 투과전자현미경 시료 제조법 FE-TEM, Multi-TEM 문원진, 이지영,
임지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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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Single molecule localization에 의한 super resolution imaging Super Resolution Microscope 서영우

Confocal Scanning Microscope data의 xy 및 z axis resolution 개선 Laser Confocal Scanning Microscope 서영우

ㅣ전주센터ㅣ

2008

EF-FE-TEM을 이용한 고배율 topography 개발 TEM 이영부

더미층 제거를 통한 그리드로의 소수성 필름의 전사방법 개발 FE-TEM 최원산

Electric and Magnetic Properties Measurement 
of metal/insulator     by Atomic Force Microscopy Nanoscope IV Multimode AFM 박종배, 손병철,

김세중, 이주한

EF-FE-TEM을 이용한 운모의 HAADF image 분석법 TEM 이영부

Kelvin Probe Microscope (KPM)를 이용한 일함수 정밀 측정 UHV In Situ KPM Syste 이주한

2009

Ion Milling System을 이용한 단면 이미지 분석 FE-SEM/IBC 배태성

위상차를 이용한 표면구조분석 AFM 박종배

Analysis of the plant oligosaccharide molecular weight Particle Size Analyzer 이세진

2010

ZnO를 최적의 상태로 분산시킬 수 있는 분산매 분류 및 선택 Particle Size Analyzer 이세진

FE-SEM용 IBC sample holder를 수정 / 제작하여
UHR FE-SEM에도 적용되는 기술개발 FE-SEM 배태성

전하전달 상호작용에 의한 반도체성 탄소나노튜브의 선택적 흡착법 기술개발 Raman Spectroscope 이하진

침탄시료의 탄소정량 분석법 개발 IEPMA 이영부

단층 그래핀 코팅기술 개발 Confocal Raman/AFM, SPM 최원산

2011

EPMA를 활용한 미소영역의 침탄시료 분석기술 개발 EPMA 이영부

단일 나노입자의 AFM에서의 전기적 특성측정 AFM, C-AFM 박종배

IBC/UHR FE-SEM을 이용한 나노박막시료의 단면시료 전처리법 및
박막두께 분석법 개발 FE-SEM 배태성

산화철 분산방법 개발 PSA System 이세진

탄소나노튜브 (CNT) 필름의 전기저항 표준측정법 개발 FE-SEM, 4-Probe Station 이하진

2012

주름진 금속산화물 나노와이어의 Cathodoluminescence 측정방법 SEM-CL Spectroscopy 홍웅기, 박종배, 
김송이

저온측정용 단결정 X선 회절분석 전처리 및 분석법 Single-Crystal X-ray Diffractometer 이하진

EPMA를 이용한 침탄시료의 분석의 오차범위 예상 분석법 개발 EPMA 이영부

인쇄전자용 나노잉크입자 측정법 PSA System 이세진

IBC를 이용한 고분자시료의 단면시료 제작법 및 관련분석법 개발 IBC, FE-SEM, UHR FE-SEM 배태성, 신은정

금속산화물 나노와이어의 포텐셜이미지변화 분석 AFM 홍웅기, 박종배, 
김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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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법 개발

년도 분석법 개발 관련장비 비고

ㅣ춘천센터ㅣ

2008

IVIS 200을 이용한 유전자 knock-down의 활성 측정 기술 IVIS-200 허송욱

microinjection 을 통한 세포내 단백질의 실시간 영상 분석 MP-CLSM, PemtoJet, Injectman N I2 권승해

생체영상장비 PET으로 뇌 질환 영상 획득을 위한 새로운 방사성 Micro PET/CT/SPECT 권승해

FRAP을 이용한 GR단백질의 핵내 dynamic mobility 측정 MP-CLSM 허송욱, 권승해

in vivo 영상을 이용한 전립선 암의 효과적인 분석방법 개발 IVIS-200 허송욱 

2009

CT를 활용한 Bone density 측정방법 Micro PET/CT/SPECT 지수정

고체평판시료의 제타전위 측정방법 ELS 8000 오정민

FluorvivoTM system을 이용한 Automated Image analysis FluorvivoTM 300 오정민

LSM 510 META NLO에서 multiple stainging을 위한 최적의 형광 선택법 MP-CLSM 권승해

DRAQ5를 이용한 세포 및 조직의 핵산 염색법 LSM 510 META NLO 권승해

융합영상장비 PET/SPECT를 이용하기 위한 방사성추적자 합성법 개발 Micro PET/CT/SPECT 유은경

2010

고분자 물질 관찰을 위한 시료 준비 TEM 허송욱

핵산 염색 dye를 이용한 세포시기 분석법 MP-CLSM 권승해

유방암 연구를 위한 4T1 세포의 stable cell line 확보 및 in vivo imaging 분석법 IVIS-200 권승해

Electron Spectroscopic Imaging (ESI)를 이용한 생물 시료 성분 분포 분석 TEM 허송욱

Mitochondria의 fluorescence assay를 통한 apoptotic 상태의 조기 발견 MP-CLSM 권승해

발광영상을 이용한 PTD (protein transduction domain)의 cellular uptake 정량분석 IVIS-200 허송욱

Immunohistochemistry 염색법을 이용하여 confocal 현미경에서 
Alexa 546 형광물질 관찰 시 더 나은 이미지를 얻기 위한 분석법 MP-LSM 권승해, 박옥규

Multi-photon laser를 이용한 청각세포 (HEI-OC1)의 미토콘드리아 내 NADH의 분석법 MP-LSM 권승해, 박옥규

2011

주사전자현미경의 SE1 및 SE2 신호를 이용한 이미지 분석 VP-FE-SEM 강태희,권승해

주사전자현미경에서 Low vacuum 및 cooling stage를 이용한 생물 시료 관찰 VP-FE-SEM 강태희,권승해

생체영상용 형광.발광 MLL 세포 주 IVIS 200 허송욱, 김연주

형광영상을 이용한 약물의 생체분포도 분석방법 개발 IVIS-200 허송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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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법 개발

년도 분석법 개발 관련장비 비고

ㅣ춘천센터ㅣ

2012

Confocal 현미경을 이용한 living cell 에서의 viability (damage) 측정 MP-LSM, IMP-CLSM 권승해, 박옥규

암 치료용 표적형 헤파린 약물의 In vivo 표적성 평가 방법 IVIS 200 박경순

조직재생용 지지체에서 FESEM의 Cooling stage 기법을 이용한 세포 모양 분석법 VP-FESEM 박경순

TEM 관찰시 세포구조의 형태 보전을 위한 분석법 FE-TEM 정명선, 박경순

형광물질 투여시 유효한 형광신호 판단을 위한 기저수준 설정법 IVIS 200 허송욱, 안원경

전이암 초기단계의 미약한 발광신호의 유효성 분석법 IVIS 200 허송욱, 안원경

세포 내 아데노신 삼인산 (ATP) 양의 측정방법 IVIS-200 허송욱

ㅣ강릉센터ㅣ

2008
비전도성 미세기공 (10 nm 미만) 물질의 SE 영상 분석법 FE-SEM 김은미

단일 나노입자의 시분해 형광 영상 분석법 FLIM 채원식

2009

FE-SEM 의 TE 이미지 해상도 증강을 위한 관찰법 FE-SEM 김은미

FT-IR Microscopy를 이용한 UV-Vis-NIR-IR 흡수에 대한 in-situ 측정 방법 FT-UV-Vis-NIR-IRM 강태연

시분해 형광 공초점 현미경을 이용한 초고속 시분할 (time-gated) 영상 분석 방법 FLIM 채원식

ㅣ제주센터ㅣ

2010

적조 유발하는 해양 미세조류의 구성당분석·구성아미노산 분석법 Bio-LC,  Amnoacid Analyzer, 
Rotary Evaporator 김대경

Recycling Preparation HPLC를 이용한 
acrylic resin의 첨가물 고순도 분리정제

Recycling Preparation HPLC, 
UV, RI-Detector 김대경

2011

Bio-LC (HPAEC-PAD System)을 이용한 발효감귤박의 유리당 분석법 Bio-LC, Speed Vac, Centifuge 김대경

Amino acid Analyzer를 이용한 
양배추 추출물내 Methyl-methionine sulphonium chloride (MMS) 분석법

Amino Acid Analyzer, 
Micro Centrifuge, Ultrasonicator 김대경

아미노산전용분석기를 이용한 발아현미내 
γ-Aminobutyric acid (GABA) 분석법

Amino Acid Analyzer, 
Micro Centrifuge, Ultrasonicato 김대경

2012

SPME-GC-tandem-MS를 이용한 분변에서의 SCFA 분석 GC-Tandem-MS 김대경

Scanning-TEM을 이용한 bacteria morphology 관찰의 최적화 FE-SEM 김대경

EPS (Exopolysaccharide) 형성 균주들의 전자현미경적 관찰 전처리법 FE-SEM 김대경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LC/MS)를 이용한 사료 내 Naringin 분석법 LC/MS, Ultrasonicator 김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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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논문수
(소재대학과 공동 논문)

SCI논문
(소재대학과 공동 논문)

우수논문
(IF>10 또는 상위등급 5%이내)

(소재대학과 공동 논문)

주저자논문
(교신저자 포함)

(소재대학과 공동 논문)

ㅣ서울센터ㅣ
2008 46 (15) 32 (15) 1 (1) 18 (9)

2009 38 (21) 34 (20) 2 (1) 16 (10)

2010 57 (14) 45 (11) 2 (2) 24 (9)

2011 56 (21) 41 (20) 4 (2) 25 (8)

2012 60 (25) 48 (25) 6 (1) 26 (13)

2013.6 21 (10) 21 (10) 8 (3) 9 (2)

계 278 (106) 221 (101) 23 (10) 118 (51)

ㅣ부산센터ㅣ
2008 48 (5) 46 (5) - 11

2009 48 (10) 45 (10) - 18

2010 40 (9) 31 (10) - 15

2011 48 (8) 40 (8) 4 27

2012 88 (8) 81 (8) 7 53

2013.6 9 (1) 8 (8) - 4

계 281 (41) 251 (49) 11 128

ㅣ대구센터ㅣ
2008 18 (2) 13 (2) 1 8 (1)

2009 21 (3) 17 (3) - 9 (2)

2010 19 (4) 14 (3) - 2 (1)

2011 21 (10) 18 (8) 1 10 (6)

2012 32 (17) 30 (16) 2 12 (11)

2013.6 10 (2) 9 (2) 1 4 (1)

계 121 (38) 101 (34) 5 45 (22)

ㅣ광주센터ㅣ
2008 5 (5) 3 (5) - 3 (4)

2009 10 (4) 10 (4) - 2 (1)

2010 9 (7) 9 (7) - 1 (2)

2011 13 (3) 10 (3) 1 1

2012 24 (9) 24 (8) 2 2 (2)

2013.6 10 (5) 9 (5) 2 1

계 71 (33) 65 (32) 5 10 (9)

ㅣ전주센터ㅣ
2008 20 (7) 19 (7) - 11 (5)

2009 16 (5) 15 (5) 1 2 (1)

2010 24 (6) 23 (6) - 8 (4)

논문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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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실적

년도 논문수
(소재대학과 공동 논문)

SCI논문
(소재대학과 공동 논문)

우수논문
(IF>10 또는 상위등급 5%이내)

(소재대학과 공동 논문)

주저자논문
(교신저자 포함)

(소재대학과 공동 논문)

ㅣ전주센터ㅣ
2011 30 (7) 28 (5) 1 11 (4)

2012 28 (9) 24 (6) - 7 (3)

2013.6 13 (1) 11 (1) 2 4

계 131 (35) 120 (30) 4 43 (17)

ㅣ춘천센터ㅣ
2008 9 (1) 9 (1) - 1

2009 6 (1) 6 (1) - 1

2010 15 (2) 14 (2) 2 4

2011 16 (8) 14 (7) 2 2

2012 26 (8) 19 (4) 2 7 (1)

2013.6 10 (3) 10 (3) 1 4 (2)

계 82 (23) 72 (18) 7 19 (3)

ㅣ순천센터ㅣ
2008 4 (1) 3 - 3

2009 6 (6) 3 (2) - 4 (4)

2010 1 (3) 1 (1) - -

2011 4 (3) - - 3 (1)

2012 9 (2) 7 (2) - 3

2013.6 3 (12) 1 (1) - 1

계 27 (17) 15 (6) - 14 (5)

ㅣ강릉센터ㅣ
2008 2 (2) 2 (2) - 2 (2)

2009 5 (3) 3 (3) - 3 (2)

2010 3 (3) 2 (2) - 3 (3)

2011 9 (4) 8 (4) 1 4

2012 8 (4) 7 (4) - 3 (1)

2013.6 5 (1) 5 (1) 4 1

계 32 (17) 27 (16) 5 16 (8)

ㅣ제주센터ㅣ

2009 2 (1) 2 (1) - 1

2010 7 (5) 5 (3) - 3 (1)

2011 6 (4) 5 (4) 1 3 (1)

2012 18 (11) 17 (10) 2 (1) 9 (6)

2013.6 10 (3) 10 (3) - 5 (1)

계 43 (24) 39 (21) 3 (1) 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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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논문 목록

년도 저널명 논문제목 저자 IF 상위등급 주저자/
교신저자 여부

ㅣ서울센터ㅣ

2008 CHEMICAL REVIEWS
(Vol.108, Issue.4)

Coherent Two-Dimensional 
Optical Spectroscopy 조민행 (KBSI) 22.757 - O

2009

ANGEWANDTE CHEMIE-IN-
TERNATIONAL DITION (Vol.48)

Enantioselective Synthesis of b-Iodo
Morita.Baylis.Hillman Esters by a 
Catalytic Asymmetric Three-Component 
Coupling Reaction

Bidyut Kumar Senapat.
황금숙 (KBSI), 이선길,
류도현

10.879 - X

NATURE
(Vol.458)

Femtosecond characterization of 
vibrational optical

이한주, 전영건, 이경구,
하정현 (KBSI), 김지환,
전승준 (KBSI), 조민행

31.434 2% X

2010

ANGEWANDTE CHEMIE-IN-
TERNATIONAL EDITION
(Vol.49, Issue.33)

Palladium Nanoparticle Catalyzed Conversion
of Iron Nanoparticles into Diameter- and
Length-Controlled Fe2P Nanorods

김용기, 김현정, 김상욱,
최기향, 김종승, 이기라, 
김현진, 허지영, 차용주,
이덕현, 김민식, 백현석
(KBSI), 김헌조, 이광열

11.829 5% X

ACCOUNTS OF CHEMICAL
RESEARCH (Vol.43, Issue.12)

Infrared Optical Activity : Electric Field
Approaches in Time Domain

이한주 (KBSI), 
최준호, 조민행 18.203 5% O

2011

MOLECULAR CELL
(Vol.44, Issue.2)

Peptide Switch Is Essential for Sirt1
Deacetylase Activity

강혁, 서정용, 정영상
(KBSI), 정재원,
Myung K. Kim, 
Jay H.Chung

14.194 2% X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Vol.50, Issue.45)

Urchin-Shaped Manganese Oxide
Nanoparticles as pH-Responsive 
Activatable T1 Contrast Agents for 
Magnetic Resonance Imaging

김택훈, 조은진, 채영주, 
김민식, 오아람, 진주홍,
이은숙, 백현석 (KBSI),
함승주, 서진석, 허용민, 
이광열

12.73 5% X

JOURNAL OF AGRICUL-
TURAL AND FOOD
CHEMISTRY 
(Vo.59, Issue.16)

Metabolite Profiling of Angelica gigas
from Different Geographical Origins
Using 1H NMR and UPLC-MS Analyses

김은진 (KBSI), 권요셉
(KBSI), 박성화 (KBSI),
박치열, 서영배, 신현규,
김호경, 이광식 (KBSI),
최상윤, 류도현, 황금숙
(KBSI)

2.816 5% O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Vo.191, Issue.1-3)

Novel biodegradation pathways of 
cyclohexane by Rhodococcus sp. EC1

이태우, 이은희,  
안윤경 (KBSI), 황금숙
(KBSI), 조경숙

3.723 5% X

2012

CHEMICAL SOCIETY RE-
VIEWS (Vo.41, Issue.12)

Coherent electric field characterization of 
molecular chirality in the time domain

이한주 (KBSI), 엄인태
(KBSI), 안성현 (KBSI),  
조민행

28.76 2% O

PLANT PHYSIOLOGY
(Vol.159, Issue.1)

Synergistic Biosynthesis of Biphasic Ethylene
and Reactive Oxygen Species in Response to
Hemibiotrophic Phytophthora parasitica in 
Tobacco Plants

위수진 (KBSI), 지나리,
박기영 6.535 5% O

ACS Nano
Synthesis of Multilayer Graphene Balls 
by Carbon Segregation from Nickel
Nanoparticles

윤선미, 최원묵,  
백현석 (KBSI), 신현진,
송인용, 권문석, 배정준,
김한수, 이영희, 최재영

11.421 5% X

ANGEWANDTE CHEMIE-IN-
TERNATIONAL EDITION
(Vol.51, Issue.33)

Enantioselective synthesis of α-alkyl-β-ke-
toesters: asymmetric Roskamp reaction cat-
alyzed by an oxazaborolidinium ion

Lizhu Gao, 강병철,  
황금숙 (KBSI), 류도현 13.455 5% O



우수 논문 목록

년도 저널명 논문제목 저자 IF 상위등급 주저자/
교신저자 여부

ㅣ서울센터ㅣ

2012

ANALYTICAL CHEMISTRY
(Vol.84, Issue.20)

Characterization of crude oils at the molecular
level by use of laser desorption ionization
Fourier-transform ion cyclotron resonance
mass spectrometry

조윤주,  M. Witt,  
김영환 (KBSI), 김성환 5.856 5% X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Vol.60, Issue.44)

Non-Targeted Metabolite Profiling in Compati-
ble Pathogen-Inoculated Tobacco (Nicotiana
tabacum L. cv Wisconsin 38) using UPLC-Q-
TOF mass spectrometry

조경원 (KBSI), 김유란
(KBSI), 위수진,  
서종복 (KBSI), 권요셉
(KBSI), 정주희 (KBSI),
박기영, 남명희 (KBSI)

2.823 5% O

2013.6

JOURNAL OF THE AMERI-
CAN CHEMICAL SOCIETY
(Vol.135, Issue.19)

Catalytic Enantioselective Carbon Insertion into
the β-Vinyl C-H Bond of Cyclic Enones

이성일 (KBSI), 황금숙
(KBSI), 류도현 10.677 10% O

CHEMICAL REVIEWS 
(Vol.113, Issue.8)

Infrared Probes for Studying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Biomolecules 김희재, 조민행 41.298 2% X

ADVANCED MATERIALS
Novel Polymer Nanowire Crystals of Diketopy-
rrolopyrrole-Based Copolymer with Excellent
Charge Transport Properties

김지호, 이대희, 양다슬,
허동욱, 김환, 신지철,  
김현지, 백경열, 이광렬,
백현석 (KBSI), 조민주,  
최동훈

14.829 2% O

ADVANCED MATERIALS
(Vol.25, Issue.23)

A Highly Crystalline Manganese-Doped Iron
Oxide Nanocontainer with Predesigned Void
Volume and Shape for Theranostic Applica-
tions

Vu Mgoc Phan, 
임은경, 김택훈, 김민식,
최유나, 김병윤, 이명훈,
오아람, 진주홍, 채영주,
백현석 (KBSI), 서진석,
함승주, 허용민, 이광렬

14.829 2% X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Vol.260)

A simplified analysis of dimethylarsinic acid by
wavelength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combined with a strong cation
exchange disk

안진성 (KBSI), Ki-Hyun
Kim, 김주애 (KBSI), 
정혜연 (KBSI), 윤혜온
(KBSI), 서정주 (KBSI)

3.925 2% O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Letters 
(Vol.4 Issue.13)

Infrared Probes Based on Nitrile-Derivatized
Prolines : Thermal Insulation Effect and En-
hanced Dynamic Range

박광희, 전종구, 박유미,
이소영, 권혁준, 주천익,
박성남, 한호규, 조민행

6.585 5% X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Uniform Si-CHA Zeolite Layers Formed by a
Selective Sonication-Assisted Deposition
Method

김은주, Wanxi Cai,  
백현석 (KBSI), 최정규 13.734 5% X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Vol.137)

Discrimination of cabbage (Brassica rapa ssp.
pekinensis) cultivars grown in different geo-
graphical areas using 1H NMR-based
metabolomics

김자한 (KBSI), 정영애
(KBSI), 송병철 (KBSI), 
봉연식 (KBSI), 류도현, 
이광식 (KBSI), 황금숙
(KBSI)

2.823 5% O

119KOREA BASIC SCINCE INSTITUTE

ㅣ부산센터ㅣ

2011

FOOD CHEMISTRY 
(Vol.128, Issue.1)

Determination of the change of flavonoid com-
ponents as the defence materials of Citrus
unshiu Marc. fruit peel against Penicillium digi-
tatum by liquid chromatography coupled with
tandem mass spectrometry

김해경, 김곤섭, 이정한,
박세민, 정원영, 김윤희,
김재훈, 김수택, 조영아,
이원섭, 이수정, 진종성
(KBSI), 신성철

3.458 5% O

ADVANCED MATERIALS
(Vol.23, Issue.18)

Engineered Nanorod Perovskite Film Photo-
catalysts to Harvest Visible Light

김현규 (KBSI), 보르쉐,
장점석, 안창원, 정의덕
(KBSI), 이재성

10.88 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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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부산센터ㅣ

2011

BIOSENSORS 
& BIOELECTRONICS
(Vol.26, Issue.11)

Detection of daunomycinusing phos-
phatidylserine and aptamer co-immobilized on
Aunanoparticles deposited conducting polymer

챈드라, 노희복, 원미숙
(KBSI), 심윤보 5.361 5% X

GEOCHIMICA ET 
COSMOCHIMICA ACTA
(Vol.75, Issue.17)

Permanganate oxidation of arsenic(III):Reaction
stoichiometry and the characterization of solid
product

이기현, 송경선, 배종성
(KBSI) 4.101 5% X

2012

FOOD CHEMISTRY
(Vol.130, Issue.4)

Determination of polyphenol levels vari-
ation in Capsicum annuum L. cv.
Chelsea (yellow bell pepper) infected by
anthracnose (Colletotrichum gloeospori-
oides) using liquid chromatography-tan-
dem mass spectrometry

박세민, 정원영, 이정한,
김윤희, 정성우, 김곤섭,
배동원, 임채신,진종성
(KBSI),  이수정,신성철

3.458 5% O

FOOD CHEMISTRY
(Vol.134, Issue.1)

Determination of polyphenol components
of Lonicera japonica Thunb. using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
trometry: Contribution to the overall an-
tioxidant activity

서온누리, 김곤섭, 박세민,
이정한, 김윤희, 이원섭,
이수정, 김치연, 진종성
(KBSI), 최상경, 신성철

3.655 5% O

FOOD CHEMISTRY
(Vol.135)

Comparison of polarimetry and crown
ether-based HPLC chiral stationary
phase method to determine (L)-amino
acid optical purity

이미성 (KBSI), 현명호
(KBSI), 진종성 (KBSI),
Nawaz Khan (KBSI),
신성철, 정의덕 (KBSI),
김해경 (KBSI), 김미진
(KBSI), 조윤제, 차재영  

3.655 5% O

ANALYTICAL CHEMISTRY
(Vol.84)

Stability and Sensitivity Enhanced Electro-
chemical In Vivo Superoxide Microbiosensor
Based on Covalently Co-immobilized Lipid and
Cytochrome c

라만, 코터람, 최은상,
원미숙 (KBSI), 심윤보 5.856 5% X

FOOD CHEMISTRY
(Vol.133, Issue.4)

Determination of flavonoid level variation in
onion (Allium cepa L.) infected by Fusarium
oxysporum using liquid chromatography-tan-
dem mass spectrometry

이정한, 이수정, 박세민,
정성우, 김치연, 진종성
(KBSI), 정의덕 (KBSI),
곽윤식, 김수택, 배동원,
김곤섭, 신성철

3.655 5% O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Vol.60, Issue.39)

Influences of Four Different Light-Emitting
Diode Lights on Flowering and Polyphenol
Variations in the Leaves of Chrysanthemum
(Chrysanthemum morifolium)

정성우, 박세민, 진종성
(KBSI), 서온누리, 김곤섭,
김윤희, 배한홍, 이계민,
김수택, 이원섭,신성철

2.823 5% O

SENSORS AND ACTUATORS
B-CHEMICAL
(Vol.174)

The electrochemical sensor for methanol de-
tection using silicon epoxy coated platinum
nanoparticles

박덕수, 원미숙 (KBSI),
고얄, 심윤보 3.898 5% X

년도 저널명 논문제목 저자 IF 상위등급 주저자/
교신저자 여부

ㅣ대구센터ㅣ

2008
ANGEWANDTE CHEMIE-IN-
TERNATIONAL EDITION
(Vol.46)

Methanol Behavior in Direct Methanol Fuel
Cells

백윤기 (KBSI),
김성수 (KBSI),
한옥희 (KBSI)

10.232 5% O

2011
ANGEWANDTE CHEMIE-IN-
TERNATIONAL EDITION
(Vol.50, Issue.10)

Catalytic Reactions in Direct Ethanol Fuel Cells

김인 (KBSI), 이국승,
한옥희 (KBSI), 성영은,
채신애 (KBSI), 김하석,
백윤기 (KBSI),
권성혜 (KBSI)

12.73 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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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저널명 논문제목 저자 IF 상위등급 주저자/
교신저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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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대구센터ㅣ

2012

ANGEWANDTE CHEMIE-IN-
TERNATIONAL EDITION
(Vol.51, Issue.16)

Observation of Methanol Behavior in Fuel Cells
In Situ by NMR Spectroscopy

한옥희 (KBSI), 한기성
(KBSI), 신창우 (KBSI),  
이주희 (KBSI), 김성수
(KBSI), 엄명섭, 조한
익, 김수길, 하흥용

13.455 5% O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Vol.22, Issue.17)

Reversible Lithium Storage with High Mobility
at Structural Defects in Amorphous Molybde-
num Dioxide Electrode

구준환, 류지헌, 
김선하 (KBSI),  
한옥희 (KBSI), 오승모

10.179 5% O

2013.6 ANALYTICAL CHEMISTRY
(Vol.85)

Increased Electrocatalyzed Performance through
Dendrier-Encapsulated Gold Nanoparticles and
Carbon Nanotube-Assisted Multiple Bienzymatic
labels: Highly Sensitive Electrochemcial Im-
munosensor for Protein Detection

Ashida Akter,  
한옥희 (KBSI),  
이충균 (KBSI),  
아이누 라만 

5.856 5% X

ㅣ광주센터ㅣ

2011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Vol.59, Issue.18)

Hydroxycinnamoylmalic Acids and Their Methyl
Esters from Pear (Pyrus pyrifolia Nakai) Fruit
Peel

이기훈, 조정용, 이형재,
마영규, 권요셉 (KBSI),
박성화 (KBSI), 이상현,
조정안, 김월수, 박근영,
문제학

2.816 5% X

2012

BIOMACROMOLECULES 
(Vol.13, Issue.9)

pH-Sensitive Polymeric Micelle-Based pH
Probe for Detecting and Imaging Acidic 
Biological Environments

이영주 (KBSI), Han
Chang Kang, Jun Hu,
Joseph W. Nichols,
Yong Sun Jeon, You
Han Bae

5.479 5% O

DEVELOPMENTAL AND
COMPARATIVE 
IMMUNOLOGY 
(Vol.38, Issue.4)

Cathepsins in the kidney of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and their responses to
bacterial infection

차인석, 권요셉 (KBSI),
문지영, 박성빈, 장호빈,
노성원, Carmelo S. del
Casti, Jun-ichi Hikima,
Takashi Aoki, 정태성

3.268 5% X

2013.6

SCRIPTA MATERIALIA 
(Vol.68, Issue.8)

Strong and ductile particulate reinforced ultra-
fine-grained metallic composites fabricated by
flake powder metallurgy

Xizhou Kai, Zhiqiang Li,
Genlian Fan, Qiang Guo,
Zhanqiu Tan, Wenlong
Zhang, Yishi Su, Weijie Lu,
문원진 (KBSI), Di Zhang 

2.821 5% X

FISH & SHELLFISH 
IMMUNOLOGY 
(Vol.34)

Heat shock protein profiles on the protein and
gene expression levels in olive flounder kid-
ney infected with Streptococcus parauberis

차인석, 권요셉 (KBSI),
박성빈, 장호빈, 노성원,
김영규, Jun-ichi Hikima,
Takashi Aoki, 정태성

2.964 2% X

ㅣ전주센터ㅣ

2009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Vol.48, Issue.28)

Quantitative Assessment of Nanoparticle Sin-
gle-Crystallinity : Pd-Catalyzed Splitting of
Polycrystalline Metal Oxide Nanoparticles

김현진, 이명훈, 김영기, 
Jiyoung Huh, Heonjo Kim,
김민식, Taekhoon Kim,
Vu Ngoc Phan, 
이영부 (KBSI), 이기라
(KBSI), 함승주, 이광렬

10.879 5%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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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저널명 논문제목 저자 IF 상위등급 주저자/
교신저자 여부

ㅣ전주센터ㅣ

2011 CHEMISTRY OF MATERIALS
(Vol.23, Issue.21)

A Chemical Reactor for Hierarchical Nanoma-
terials with Tunable Structures: A Metal-trig-
gered Reaction in the Confined Heat Chamber

고혜아 (KBSI), 이하진
(KBSI), 남보라 (KBSI),
이영부 (KBSI),최원산
(KBSI)

6.4 5% O

2013.6

Small
Highly Flexible and Transparent Multi-
layer MoS2 Transistors with Graphene
Electrodes

윤종원, 박우진, 배가연,
김용훈, 장훈수, 현유준,
임성관, 강영호, 홍웅기
(KBSI), 이병훈, 고흥조

8.349 5% O

NANO LETTERS
Hydrogen-Induced Morphotropic Phase
Transformation of Single-Crystalline
Vanadium Dioxide Nanobeams

홍웅기 (KBSI), 박종배
(KBSI), 윤종원, 김봉중,
손정인, 이영부 (KBSI),
배태성 (KBSI), 장성진, 
허윤석, 손병철 (KBSI),
Eric Stach, 이탁희,
Mark Welland

13.025 5% O

ㅣ춘천센터ㅣ

2010

Small
(Vol.6, Issue.24)

Facile Preparation of a Hybrid
Nanoprobe for Triple-Modality
Optical/PET/MR Imaging

Jeong Chan Park, Mi
Kyung Yu, Gwang Il An,
Se-Il Park, 오정민 (KBSI),
Hong Joo Kim, Joo-Hyun
Kim, Eun Kyung Wang, Il-
Hwa Hong, Yeong Su Ha,
Tae Hyun Choi, Kyu-Shik
Jeong, Yongmin Chang,
Michael J. Welch, Sang
yong Jon, Jeong soo Yoo

8.349 5% X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Vol.20, Issue.16)

Chemiluminescence-Generating Nanore-
actor Formulation for Near-Infrared Im-
aging of Hydrogen Peroxide and
Glucose Level in vivo

임창근, 이용덕, 김세훈, 
나진희, 오정민 (KBSI),  
허송욱 (KBSI), 권익찬, 
김광명 (KBSI), 최규원 

10.179 5% X

2011

CHEMISTRY OF MATERIALS
(Vol.23, Issue.14)

Large-Scale Synthesis of Ultrathin Manganese
Oxide Nanoplates and Their Applications to T1
MRI Contrast Agents

박미현, 이노현, 최승홍,
안광진, 유승호, 김정현,
권승해 (KBSI), 김도균,
김형수, 백성일, 안태영,
박옥규 (KBSI), 손재성,
성영은, 김영운,
Zhongwu Wang,
Nicola Pinna, 현택환

6.4 5% X

BIOMATERIALS
(Vol.32, Issue.30)

A high-capacity, hybrid electro-microneedle
for in-situ cutaneous gene transfer

이광, 김동정, 이창열,
허송욱 (KBSI), 정현기 7.404 5% X

2012

DRUG DISCOVERY TODAY
(Vol.9, ssue.2)

Insight of current technologies for 
oral delivery of proteins and peptides

진정욱, 김성은, 변영로,
박경순 (KBSI),  
K.A. Foyez Mahmud

6.828 5% O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ol.109, Issue.38)

UTX regulates mesoderm differentiation of em-
bryonic stem cells independent of H3K27
demethylase activity

Chaochen Wang, 
Ji-Eun Lee, 조영욱
(KBSI), Ying Xiao, 
Qihuang Jin, hengyu
Liu, Kai Ge

9.681 5%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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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 NATURE MATERIALS
(Vol.12, Issue.4)

High-resolution three-photon biomedical
imaging using doped ZnS nanocrystals

유정호, 권승해 (KBSI),
Petrasek Zdenek,  
박옥규 (KBSI), 전우주,
김정현, 신광수, 최문기,
박용일, 현택환,이노현, 
박경순 (KBSI), 나현빈,
이동원, Schwille Petra 

32.841 2% X

년도 저널명 논문제목 저자 IF 상위등급 주저자/
교신저자 여부

ㅣ춘천센터ㅣ

ㅣ강릉센터ㅣ

2011 ACS Nano
(Vol.6, Issue.3)

Gold-Decorated Block Copolymer Micros-
pheres with Controlled Surface Nanostructures

Minsoo P. Kim, Dong Jin
Kang, Dae-Woong Jung,
Aravindaraj G.  Kanna,
Ki-Hyun Kim, Kang Hee
Ku, Se Gyu Jang, 채원식
(KBSI), Gi-Ra Yi, Bumjoon
J. Kim

11.421 5% X

2013.6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Enhanced Conduction and Charge-Selectivity
by N-Doped Graphene Flakes in the Active
Layer of Bulk Heterojunction Organic Solar
Cell

Gwang Hoon Jun, Sung
Hwan Jin, Bin Lee, Bo-
Hyun Kim, 채원식 (KBSI),
Soon Hyung Hong,
Seokwoo Jeon

9.61 2% X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Vol.135, Issue.12)

Synthetic Control Over Photoinduced Electron
Transfer in Phosphorescence Zinc Sensors

Hana Woo, Somin Cho,
Yejee Han, 채원식
(KBSI), Dae-Ro Ahn,
Youngmin You, Won-
woo Nam

10.677 10% X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Vol.135, Issue.24)

A Self-Calibrating Bipartite Viscosity Sensor for
Mitochondria

Zhigang Yang, Yanxia He,
Jae-Hong Lee, Nayoung
Park, Myungkoo Suh,
채원식 (KBSI), Jianfang Cao,
Xiaojun Peng, Hyosung
Jung, Chulhun Kang,
Jong Seung Kim

10.677 10% X

CELLULOSE 
(Vol.20, Issue.2)

Purification of squirt cellulose membrane from
the cystic tunic of styela clava and identifica-
tion of its osteoconductive effect

김성민, 박정민, 강태연
(KBSI), 김연숙, 이석근 3.476 5% X

ㅣ제주센터ㅣ

2011 CARBOHYDRATE POLYMERS
(Vol.85, Issue.1)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polysaccharide
purified from AMG-assistant extract of Ecklonia
cava in LPS-stimulated RAW 264.7
macrophages

강성명, 김길남, 이승홍,
안긴내, 차선희 (KBSI),
김아름다슬, 양수동, 
강민철, 전유진

3.463 5% X

2012

FOOD CHEMISTRY
Acanthoic acid induces cell apoptosis through
activation of the p38 MAPK pathway in HL-60
human promyelocytic leukaemia

김길남, Young Min Ham,
Ji-Young Moon, Min-Jin
Kim, Yong-Hwan Jung,
You-Jin Jeon, Nam Ho
Lee, Na laeKang,양혜미,
김대경, Chang-Gu Hyun

3.655 5% O

FOOD CHEMISTRY

Protective effects of protein hydrolysate from
marine microalgae Navicula incerta on
ethanol-induced toxicity in HepG2/CYP2E1
cells

강정화, Zhong-Ji
Qian, BoMi Ryu, 
김대경, 김세권

3.655 5%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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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장비 교육훈련 (일반이용자장비교육, 이미징 장비교육스쿨)

년도 교육건수
(소재대학)

참가인원
(소재대학) 비  고

ㅣ서울센터ㅣ

2011 1 11 환경시료분석을 위한 ICP User Workshop

2012 3 (1) 34 (3) 전문가를 위한 ICP-AES, ICP-MS 분석교육 외

2013.6 1 (1) 8 (3) 고분해능 TEM, STEM 교육

ㅣ부산센터ㅣ

2008 15 (3) 98 (10) 이차이온질량분석기의 원리 및 기기운영법 외 

2009 7 (1) 152 (25) 표면분석장비 실험실습 외

2010 4 (1) 166 (15) 전자현미경의 원리 및 응용 외

2011 6 (1) 127 (15) 표면분석 워크샵 외 

2012 13 (2) 197 (19) 표면분석 워크샵 외

2013.6 6 (2) 88 (12) 연소형 이온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 및 분석 활용 외

ㅣ광주센터ㅣ

2008 4 (4) 37 (37) PC를 이용한 NMR data Processing 외

2009 4 (4) 30 (30) 다채널 레이저 라만분광분석법의 활용 외

2011 2 (2) 26 (11) 레이저컨포컬주사현미경 장비이용자 교육

2012 2 (2) 21 (4) 초고분해능 전반사 현미경 시스템 교육

2013.6 1 (1) 6 (1) TEM을 이용한 결정구조 해석법 교육

ㅣ전주센터ㅣ

2008 9 (4) 75 (27) UHR FE-SEM의 원리 및 응용, 실습 외

2012 2 35 FE-SEM/AFM의 원리, 이론 및 작동법 외

2013.6 2 25 SEM의 E-beam과 시편의 상호작용 외



첨단장비 교육훈련 (일반이용자장비교육, 이미징 장비교육스쿨)

년도 교육건수
(소재대학)

참가인원
(명) 비  고

ㅣ춘천센터ㅣ

2008 6 (3) 50 (10) IVIS-200 일반사용자교육 외

2009 4 (2) 40 (13) TEM관찰을 위한 시료전처리 및 기기사용법 외

2011 7 (2) 90 (15) ELS-8000을 이용한 실험방법 외

2012 4 (2) 47 (19) VP-FE-SEM의 기초와 활용 외

2013.6 4 (2) 45 (14)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의 원리 및 응용 외 

ㅣ순천센터ㅣ

2008 3 (3) 85 Quantum Material Design System 교육 외

2009 12 (6) 40 양자재료설계시스템을 이용한 2원계 합금설계 외

2010 2 (2) 6 양자재료설계시스템을 이용한 2원계 합금설계 외

2012 3 (1) 11 양자재료설계시스템을 이용한 2원계 합금설계 외

2013.6 3 (1) 14 재료설계를 위한 전자상태계산교육 외

ㅣ강릉센터ㅣ

2011 2 (1) 10 (3) 전계방출 투과전자현미경 외

2012 2 4 FE-TEM 사용자 교육 외

2013.6 1 5 FE-TEM 기본 작동법 교육

ㅣ제주센터ㅣ

2010 6 (4) 37 (27) 해양에서 채취한 시료의 전문적인 분석 장비인, Prep-LC와 LC-MS의 이해와 실습 외

2012 3 (3) 15 (11)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해양플랑크톤 미세구조 관찰 외

2013.6 1 (1) 5 (4)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해양생명체의 미세구조 관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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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대중화 사업참가 (엑스사이언스, 주니어닥터 프로그램)

년도 참가프로그램명
(소재대학)

참가인원
(명) 비고

ㅣ서울센터ㅣ

2008 화학반응 이야기 외 / 42 569

2009 첨단장비를 활용한 환경시료분석 연구체험 외 / 49 (2) 1,161 (22)

2010 LC/MS/NMR를 이용한 물질의 구조 연구(대학생인턴십) 외 / 104 2,435

2011 전자 현미경을 이용한 나노 세계 탐구 외 / 115 (2) 1,801 (25)

2012 융합사이언스교실: 기름유출을 해결하라 외 / 110 (2) 1,565 (10)

2013.6 R&E프로그램: 크로마토그래피 및 질량분석기의 응용 외 / 35 607

ㅣ부산센터ㅣ

2008 전자현미경을 활용한 생활속의 나노 마이크로 세계 관찰 외 / 47 (2) 508 (15) 제7회 부산과학축전 (약 1,000명 참여)

2009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해 혼합물을 분리해 보자 외 / 43 868 제8회 부산과학축전 (약 1,000명 참여)

2010 자기부상열차와 초전도 물질 외 / 54 1,465 제9회 부산과학축전 (약 1,200명 참여)

2011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혼합물의 분리 외 / 87 1,834 제10회 부산과학축전 (약 500명 참여)

2012 이동통신 전자기기의 심장, 물로 만든 전지로 멜로디를 들어보자 외 / 95 1,845 제11회 부산과학축전 (약 700명 참여)

2013.6 자외선 발광 구슬을 이용한 신비한 빛의 세계 탐험 외 / 40
(주니어 닥터-부산센터 3회, 8/~8/14) 814 제12회 부산과학축전 (약 600명 참여)

ㅣ대구센터ㅣ

2008 GC Mass의 원리 및 사용법 외 / 40 (2) 681 (35)

2009 X-선  회절분석을 통한 물질구조 특성분석 외 / 41 (3) 766 (18)

2010 NMR을 이용한 고체결정의 구조분석 외 / 50 (9) 931 (106)

2011 전자현미경으로 본 마이크로세계 외 / 61 (5) 1,139 (61)

2012 항암제의 NMR 구조분석  실험 외 / 66 (12) 1,209 (146)

2013.6 첨단연구 장비로의 여행 외 / 19 312

ㅣ광주센터ㅣ

2008 원소분석 실습 외 / 34 (4) 565 (24)

2009 레이저와 분광기를 활용한 반도체 시료의 특성분석 외 / 38 (8) 573 (133)

2010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단백질 분석 기본원리 외 / 50 (5) 1,253 (111)

2011 NMR을 이용한 구조분석 외 / 51 (6) 1,279 (58)

2012 전자현미경법을 이용한 석면 무해화 연구 외 / 55 (9) 1,065 (92)

2013.6 재미있는 막단백질 이야기 외 / 35 (5) 824 (101)



과학대중화 사업참가 (엑스사이언스, 주니어닥터 프로그램)

년도 참가프로그램명
(소재대학)

참가인원
(명) 비고

ㅣ전주센터ㅣ

2008 전자현미경과 나노세계 외 / 38 (1) 588 (25)

2009 나노물질 합성과 응용 외 / 34 (4) 589 (25)

2010 투과전자현미경으로 본 자연 외 / 47 (1) 832 (22)

2011 나노물질의 단결정 구조 분석 외 / 60 (7) 1,507 (122)

2012 나노막대 합성 및 특성 외 / 68 (8) 1,998 (62)

2013.6 전자현미경과 원자힘현미경을 이용한 나노구조분석체험 외 / 39 (6) 1,595 (9)

ㅣ춘천센터ㅣ

2008 세포와 조직 - 붉은 에너지, 혈액 외 / 36 711

2009 EF-TEM을 통한 나노물질 관찰 외 / 53 (4) 783 (55)

2010 Plasmid DNA 분리 및 확인 외 / 87 (2) 1,920 (7)

2011 TEM의 기초 및 활용 외 / 65 (2) 1,989 (7)

2012 조직을 기존보다 깊게 관찰하기 위한 신기술 보완 실험 외 / 66 1,191

2013.6 페브리즈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외 / 18 (3) 394 (52)

ㅣ순천센터ㅣ

2008 금속신소재의 이해 외 / 2 20 (8)

2009 자기부상열차와 초전도 물질 외 / 13 (2) 1,160 (25)

2010 신소재 금속 분말의 제조와 이해 외 / 32 (4) 470 (65)

2011 전자현미경으로 본 세상 외 / 30 (4) 450 (87)

2012 초전도의 세계 외 / 29 (3) 443 (68)

2013.6 칼슘이온전지 CaCoO2 양극의 전기화학특성 외 / 4 (1) 26 (5)

ㅣ강릉센터ㅣ

2009 엑스사이언스 / 신비한 나노세계  체험 외 / 16 (3) 228 (54)

2010 엑스사이언스 / 인공 오팔 성장과 형상 관찰 외 / 21 (3) 331 (70)

2011 엑스사이언스 / 내가 만드는 나노세상 외 / 32 (3) 603 (58)

2012
엑스사이언스 / 전자현미경으로 본 작은 세상 외 / 35 (2) 638 (66)

주니어 닥터 / 초전도체의 세상 외 / 5 48

2013.6 엑스사이언스 / 생체 형광세계 외 / 17 (3) 287 (43)

ㅣ제주센터ㅣ

2011 HPAEC-PAD System을 이용한 해조류의 구성당 분석 외 / 12 (4) 388 (13)

2012 적조  플랑크톤의 세계 외 / 18 (2) 914 (5)

2013.6 극한 환경 미생물 생태 외 / 10 (3) 19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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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대학 학생지도 : 학·연 협력 인력양성 (연수생, 박사후 연구원 등)

년도 지도학생 지도내용 담당연구원

ㅣ서울센터ㅣ

2008

이은혜 과제수행 및 연구참여 이기라

윤여균 나노입자를 이용한 나노광학 소재 개발 이기라

이원호 과제 참여 연구 이기라

김미현 FE-TEM 분석 업무 고의관

2009 김은영 NMR분석 황금숙

2010

김현주 과제연구 및 장비운용 방은정

김은진 중풍 및 변중 대사체 연구 황금숙

한준희 첨단 Solid NMR분석 패키지 개발 한덕영

김상구 고체 NMR기기 작업환경 개선 및 연구지원 김상구

안승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분석 서정주

2011

윤유정 LC-MS분석 및 과제연구 황금숙

최지아 분석지원운영 남명희

김주애 XRF, ICP, LC-ICP-MS 분석 및 환경연구 윤혜온

2012
이가연 분석지원 및 과제수행 김상구

염진기 미생물 대사체 연구 황금숙

2013.6
김희재 팸토초 키랄 분광장비 개발 이한주

임준형 팸토초 키랄 분광장비 개발 이한주

ㅣ부산센터ㅣ

2010 윤상수 무기화학 연구 김현규

2011 김태규
오채영 유기화학 연구 진종성

2012 이미성 유기화학 연구 진종성

2013.6
백성림 재료분야 연구 홍태은

변미랑 재료분야 연구 배종성

ㅣ대구센터ㅣ

2008 김선하 석사과정 논문지도 (학위취득) 한옥희

2009
채신애 박사과정 논문지도 (학위취득) 한옥희

문희송 XRD 장비운영 및 시료분석 이상걸

2010

타스리마 튜불린에 결함된 에포틸렌-B의 활성구조 연구 백윤기

문희송 XRD 장비운영 및 시료분석 이상걸

조해진 튜불린에 결함된 에포틸렌-B의 활성구조 연구 백윤기

한영아 연료전지 in situ NMR 진단장치 개발 한옥희

캄루자만 MASS 장비운영 및 시료분석 김성홍



소재대학 학생지도 : 학·연 협력 인력양성 (연수생, 박사후 연구원 등)

년도 지도학생 지도내용 담당연구원

2011

김동훈 고체 NMR 장비운영 및 시료분석 채신애

여현정 200 NMR 장비운영 및 시료분석 백윤기

캄루자만 MASS 장비운영 및 시료분석 김성홍

2012 최석철 XRD 장비운영 및 시료분석 이상걸

2013.6 최석철 XRD 장비운영 및 시료분석 이상걸

ㅣ광주센터ㅣ

2008 신동* 세포사멸에 관여하는 새로운 인자의 선별 연구 서영우

2009 백한* OLED에 사용되는 Glass pattering 재료개발 연구 오석균

2011 백민* 분자세포 이미징 연구 서영우

ㅣ전주센터ㅣ

2008
황지현 CNT-전도성 고분자 복합체를 이용한 투명전극 개발 이하진

이정옥 Smart ion capture material, cucurbit [n] uril을 이용한 SWCNT 의 분자센서로의 응용연구 이하진

2009
이수진 반도체 표면위에서 유기전자주게 물질과의 전하-전달반응에 의한 SWCNT의 거동연구 이하진

양혜민 계층적 구조의 나노입자합성과 응용연구 최원산

2010 Md. Arifur Rahim 고분자전해질필름의 구조제어 및 고효율 연료전지용 CNT-Pt 촉매전극 개발 이하진

2011

Md. Shahinul Islam 고분자전해질 및 금속나노입자를 이용한 프리스텐딩 고분자구조체 제작기술 개발 이하진

고혜아 구조조절이 용이한 계층적 나노물질을 위한 나노반응용기 제작 및 응용연구 최원산

남보라 그래핀-나노입자 복합체 합성 및 독성제거로의 응용연구 최원산

2012 Md. Shahinul Islam 자기조립 고분자전해질 복합 나노구조체 기반의 나노엑츄에이터, 나노셔터, 나노필터 개발 이하진

2013.6 Md. Shahinul Islam 환경정화용 촉매 응용을 위한 유-무기 나노복합구조체 개발 이하진

ㅣ순천센터ㅣ
2009 정현철 Li의 첨가에 따른 Vanadium의 유화물과 산화물의 천자상태계산에 관한 연구 논문 지도 김양수

2010 서혜진
이빛나 리튬흡착제 고성능화를 위한 신기술 탐색 및 제조 실험연구 지도 김양수

ㅣ강릉센터ㅣ

2009 이희옥 산화알루미늄 기공막을 이용한 금속 나노구조물의 제조 및 특성 연구 채원식

2011 함성경 주형법을 이용한 삼차원 기공성 금 광결정체의 제조 및 특성 연구 채원식

ㅣ제주센터ㅣ

2010 차선희 독립적 연구과제 수행, 논문투고, 특허진행 김대경

2011 차선희 독립적 연구과제 수행, 논문투고, 특허진행 김대경

2012
김길남 공동연구과제수행 (해양바이오) 김대경

이명립 FE-TEM 분석 업무 김대경

2013.6

김길남 연구과제공동수행지도 김대경

조기철 UST 학생 석사과정지도 김대경

차인태 난배양성 미생물 순수분리 및 특성 분석 노성운

김현수 해양바이오분야 전문연구 김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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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세미나 및 워크숍 발표 (국제심포지움 포함)

년도 국내외 세미나 및 워크숍 발표 (국제심포지움 포함) (소재대학 실적) 비고

ㅣ서울센터ㅣ

2008 Application of matabolomics for biomarker discovery 외 / 26 

2009 탈황용 석회석의 합리적 픔위 및 품질평가 (X-ray 분석법을 통한 석회석 품위산정) 외 / 24 (7)

2010 수소 저장체에 대한 고체 NMR 연구 외 / 13 

201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생체영향평가 외 / 30 (5)

2012 Single-shot electronic optical activity interferometry 외 / 23 (2)

2013.6 High Resolution Magic Angle Spinning NMR Spectroscopy 외 / 21 

ㅣ부산센터ㅣ

2010 전기자동차용 리튬2차전지 개발 동향 외 / 2

2011 KBSI 28 GHz ECR 이온원 및 가속기 개발 워크샵 외 / 2

2012 KBSI 28 GHz ECR 이온원 및 가속기 개발 워크샵 외 / 7

2013.6 기술이전/우수성과 발굴 세미나 외 / 6

ㅣ대구센터ㅣ

2008 대구 전략산업 육성현황과 계획 외 / 7 (2)

2009 경북지역 산업발전전략과 과제 외 / 15

2010 신기술 산업정책방향 외 / 14

2011 Inorganic nanoporous hybrids for advanced electrochemical and catalytic applications 외 / 6 (2)

2012 Nanoporous Electrochemistry : New Opportunity for Electrocatalysis  외 / 6

2013.6 MR Molecular Imaging Agent 외 / 2 (1)

ㅣ광주센터ㅣ

2008 레이져컨포컬을 이용한 최근 연구 동향 외 / 16 (3)

2009 LC - NMR/MS 설치기념 워크샵 외 / 9 (1)

2010 Nanoparticles and microspheres for drug targeting 외 / 6

2011 다기능투과전자현미경 설치기념 세미나 외 / 6 (1)

2012 Newest Development of Optical Imaging 외 / 12 (5)

2013.6 한국과학정책의 미래 외 / 7 (2)

ㅣ전주센터ㅣ

2008 Nanotech 2008 외 / 8

2009 한국고무학회 외 / 19

2010 EMRS 2010 Fall meeting 외 / 19 (1)

2011 한국현미경학회 외 / 24



국내외 세미나 및 워크숍 발표 (국제심포지움 포함)

년도 국내외 세미나 및 워크숍 발표 (국제심포지움 포함) (소재대학 실적) 비고

ㅣ전주센터ㅣ

2012 FE - SEM의 기본 원리 및 응용워크숍 외 / 27 (2)

2013.6 탄소학회 외 / 25

ㅣ춘천센터ㅣ

2008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2008년도 동계학술대회 외 / 3

2009 스트레스 학회 외 / 9

2010 방사성의약품 및 의약품 합성장치 개발 심포지엄 외 / 4

2011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외 / 2

2012 후생유전학과 지방세포분화의 관계 외 / 15

2013.6 2013 KSBMB annual meeting 외 / 8

ㅣ순천센터ㅣ

2008 대한금속재료학회 외 / 5 (4)

2009 한국재료학회 외 / 13 (7)

2010 한국화학학회 외 / 12 (8)

2011 한국공업화학회 외 / 12 (4)

2012 대한금속재료학회 외 / 7

2013.6 대한금속재료학회 외 / 7

ㅣ강릉센터ㅣ

2008 제10차 강릉시 신소재 연구회 모임 개최 외 / 2

2010 나노융합기술 국제심포지움 (NFTI 2010) 개최 외 / 3

2011 투과전자현미경 (FE - TEM) 워크숍 개최 

2012 첨단소재 국제워크샵 (IWAM 2012) 개최 외 / 7

2013.6 강릉센터 자체워크숍 실시 외 / 4

ㅣ제주센터ㅣ

2009 ‘산학연 네트워킹 강화방안’ 세미나 개최 외 / 4 (1)

2010 ‘Diversity of Toxic Mechanisms of Harmful Red Tide Phytoplankton species’ 세미나 개최 외 / 2 (1)

2011 ‘해양생물 자원보존 전략방안’세미나 개최 외 / 9 (3)

2012 해양바이오 창의 연구과제 결과 보고회 및 초청 세미나-학연공동포럼 개최 외 / 12 (3)

2013.6 "DNA Chips & Bar-coding : An Emerging New Tools for Marine Species Identification" 세미나 개최 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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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 공동사업 및 MOU 후속사업

년도 학연 공동사업 및 MOU 후속사업 (소재대학)

ㅣ서울센터ㅣ

2008

기초연 내부과제, 이한주 박사“다차원분광학 및 생체분자동력학 연구” 공동연구 (고려대)

과학재단 기초의학사업, 남명희 박사“환경유해물질 연관 인간 및 동물혈장 단백체 프로화일 확립” (고려대)

중소기업청 과제, 황금숙 박사“LC / MS / NMR을 이용한 식중독미생물 고감도신속검출장치개발”공동연구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김경헌 교수)

2009

기초연 내부과제, 이한주 박사“다차원분광학 및 생체분자동력학 연구”공동연구 (고려대)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남명희 박사 “식물면역체계 조절인자 GLIP1의 신호네트워크 연구” (고려대)

기초기술연구회 CAP과제, 황금숙 박사“심혈관계 질환 관련 대사체 분야 공동연구”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신민정 교수)

중소기업청 과제, 황금숙 박사“LC / MS / NMR을 이용한 식중독미생물 고감도신속검출장치개발”공동연구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김경헌 교수)

NMR 장비를 이용한 펩타이드 구조 분석에 대한 공동연구, 황금숙 박사 (고려대, 화학과 조민행 교수)

2010

기초연 내부과제, 이한주 박사“생체분자의 구조적 특이성과 다이나믹스 시-공간 연구” 공동연구 (고려대)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남명희 박사“식물면역체계 조절인자 GLIP1의 신호네트워크 연구” (고려대)

기초기술연구회 CAP과제, 황금숙 박사“심혈관계 질환 관련 대사체 분야 공동연구”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신민정 교수)

NMR 장비를 이용한 펩타이드 구조 분석에 대한 공동연구 (고려대, 화학과 조민행 교수)

2011

기초연 내부과제, 이한주 박사“생체분자의 구조적 특이성과 다이나믹스 시-공간 연구” 공동연구 (고려대)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남명희 박사“식물면역체계 조절인자 GLIP1의 신호네트워크 연구” (고려대)

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황금숙 박사“생체표지자 발굴을 위한 위암 대사체 연구” 공동연구 (고려대, 의과대학 박성수 교수)

기초기술연구회 CAP과제, 황금숙 박사“심혈관계 질환 관련 대사체 분야 공동연구”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신민정 교수)

“당뇨 및 줄기세포 관련 대사체 연구”공동연구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김찬화 교수)

NMR 장비를 이용한 펩타이드 구조 분석에 대한 공동연구 (고려대, 화학과 조민행 교수)

2012

기초연 내부과제, 이한주 박사“생체분자의 구조적 특이성과 다이나믹스 시-공간 연구” 공동연구 (고려대)

기초기술연구회 CAP과제, 황금숙 박사“심혈관계 질환 관련 대사체 분야 공동연구”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신민정 교수)

“당뇨 및 줄기세포 관련 대사체 연구”공동연구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김찬화 교수)

2013.6

기초연 주요사업, 이한주 박사“융합기초과학연구기반 운영지원”의 분석법 개발 과제 참여 (고려대)

기초연 창의연구사업-학연공동연구, 남명희 박사“식물 면역체계 조절인자 탐색 및 작용기작 연구” (고려대)

기초기술연구회 CAP과제, 황금숙 박사“심혈관계 질환 관련 대사체 분야 공동연구”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신민정 교수)

환경부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GAIA 2013, 윤혜온 박사
“유해 화학물질의 토양지하수환경 누출 및 오염확산 감시를 위한 사전관리체계 구축
(2013. 4. 1 ~ 2015. 3 / 3년간)”과제참여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윤성택 교수)

“당뇨 및 줄기세포 관련 대사체 연구”공동연구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김찬화 교수)



학연 공동사업 및 MOU 후속사업

년도 학연 공동사업 및 MOU 후속사업 (소재대학)

ㅣ부산센터ㅣ

2009 화합물반도체 나노입자를 이용한 유무기 혼성박막의 개발과 발광 및 에너지소자 응용연구 (동의대, 융합부품공학과)

2011 가용화 슬러지를 이용한 종속영양미생물의 perchlorate 제거에 관한 연구

2012 펄스레이저증착법을 이용한 Cu2ZnSnS4 박막형 태양전지의 물리적 특성 연구
(부산대-재료공학부, 동의대-융합부품공학과)

2013.6

원자층 증착법을 이용한 Ru 및 RuO2 박막 증착 기술 및 분석 기술 개발

펄스레이저증착법을 이용한 Cu2ZnSnS4 박막형 태양전지의 물리적 특성 연구
(부산대-재료공학부, 동의대-융합부품공학과)

ㅣ광주센터ㅣ

2008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협력 MOU 

2009 전남대학교 고령동물생육시설 설치운영협약 MOU (1)

2011 중국 상해교통대학 국제연구협력 MOU 
후속사업 : 바이오유래구조기능/특성개발 공동연구

2012 전남대학교 석면환경센터 MOU 외 (3)
후속사업 : 환경부 지정 전남대 석면환경센터 선정

ㅣ전주센터ㅣ

2009
기초연 학연공동연구사업 [과제명 : 고효율 연료전지용 나노카본 전극개발 (공동연구기관 : 전북대 화학과)

학연협력 특화전문전대학원 대학교운영사업 (GRAST)

2010

기초연 학연공동연구사업 [과제명 : 고효율 연료전지용 나노카본 전극개발 (공동연구기관 : 전북대 화학과)

기초연 학연공동연구사업 
[과제명 : 고분자전해질 기반의 고성능/기능성 나노복합체 개발 및 응용 (공동연구기관 : GIST, 신소재공학과)

2011 기초연 학연공동연구사업
[과제명 : 고분자전해질 기반의 고성능/기능성 나노복합체 개발 및 응용 (공동연구기관 : GIST, 신소재공학과)

2013.6 고감지능 바이오 센서용 다공성탄소재 기반 전극소자 제조 기술 개발 (충남대)

ㅣ춘천센터ㅣ

2012 유전체디자인기술과 제브라피쉬 발생의 융합을 이용한 Ets1 유전자의 기능과 질병기전 연구 1 (2)

2013.6 유전체디자인기술과 제브라피쉬 발생의 융합을 이용한 Ets1 유전자의 기능과 질병기전 연구 2 (2)

ㅣ순천센터ㅣ

2009 고용량 커패시터용 니오 븀 (Nb)분말 제조 및 특성평가 기술개발사업 (학연공동) 1차년도 1 (1)

2010 고용량 커패시터용 니오 븀 (Nb)분말 제조 및 특성평가 기술개발사업 (학연공동) 2차년도 1 (1)

133KOREA BASIC SCINCE INSTITUTE



134 KOREA BASIC SCINCE INSTITUTE

특허 등록

년도 특허명 등록번호 등록일 비고

ㅣ서울센터ㅣ

2009 분석연구부[서울] / 양이온화 된 페리틴 입자를 금속/실리콘 기판에 형성하는 방법 10-0910032 2009.07.23 대한민국

2010 분석연구부[서울] / 액적을 이용한 나노구조화된 미세입자 제조방법 10-0966377 2010.06.18 대한민국

2011 분석연구부[서울] / LC-MFR-MS 기반 신약후보물질
스크리닝 방법 및 신약후보물질 스크리닝 장치 10-1060199 201 1.08.23 대한민국

ㅣ부산센터ㅣ

2008
백금/타이타늄 작업전극을 이용한 막분리형 흐름 전해조 10-0795842 2008.01. 1 1 대한민국

이산화텔루르계 결정화 유리 10-0869664 2008.11.14 대한민국

2009

도가니로부터 결정성장 후 남은 실리콘을 분리하는 방법 10-0901449 2009.06.01 대한민국

(1R, 2R)-디페닐에틸렌디아미드를 주형으로 하는 나노크기의 유무기 복합체, 
이로부터 얻어지는 나노튜브 금속 산화물 및 그 제조방법 10-0910335 2009.07.27 대한민국

(1S, 2S)-디페닐에틸렌디아미드를 주형으로 하는 나노크기의 유무기 복합체, 
이로부터 얻어지는 나노튜브 금속 산화물 및 그 제조방법 10-0910334 2009.07.27 대한민국

전자 맴돌이 공명 이온원 장치 및 그의 제조방법 10-0927995 2009.11.16 대한민국

2010

항생제인 세파클러를 기저로 하는 키랄 고정상 및 이들로 충진된 키랄컬럼 10-0949758 2010.03.19 대한민국

휴믹산 첨가에 의한 나노 탄소 코팅된
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전극재로의 제조방법 10-0969236 2010.07.02 대한민국

유기물 함유 시료에 대한 중금속 분석용 전기화학적 측정장치 10-0987510 2010.10.06 대한민국

액적을 이용한 나노구조화된 미세입자 제조방법 10-0966377 2010.06.18 대한민국

2011

고균등 고자장 발생용 초전도 자석의 설계방법 7889034 201 1.02.15 미국

전자 맴돌이 공명 이온원 장치를 이용한 엑스선 발생 장치 및 방법 10-1044698 201 1.06.2 1 대한민국

자성 실리카 입자가 부착된 자성 키랄 고정상 및
이를 이용한 광학이성질체를 분리하는 방법 10- 1089808 201 1.11.29 대한민국

비키랄성 양이온 겔레이트를 이용한 나선형 실리카 나노튜브 및 이의 제조방법 10-1091203 201 1.12.01 대한민국

ㅣ대구센터ㅣ

2008

핵자기 공명용 프로브 유닛 7339378 2008.03.04 미국

핵자기 공명용 프로브 유닛 4203099 2008.10.17 일본

2011 핵자기 공명용 프로브 유닛 1002007011598 201 1.10.17 EU (독일)



특허 등록

년도 특허명 등록번호 등록일 비고

년도 기술실시 계약건명 연구책임자 기술료
(단위 :천원) 실시기업 계약일

ㅣ부산센터ㅣ

2008 효소처리된 불가사리 추출물을 이용한 중금속 흡착용 칼럼 관련기술 정의덕 매출액의4 % (주)마크로컴텍 2008.06.01

2008 환경폐수에 대한 전기화학 측정시스템 원미숙 29,100 코센텍 2008.12.24

2011 금속-수지 결합제 제조를 위한 방법 및 고분자 수지-금속 성분간의 결합체 및
제조를 위한 방법에 관한 권리 및 노하우 정의덕 100,000 (주)태성포리테크 2011.07.20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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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광주센터ㅣ

2010 재조합 단백질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특성분석기술 정상헌 27,000 (주)한올바이오파마 2010.07.15

ㅣ순천센터ㅣ

2013.6 리튬 이차 전지용 음극 활물질,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전지 김양수 40,000 (주)유림산업 2013.06.05

ㅣ광주센터ㅣ

2009 투과전자현미경 3차원 관찰전용문 그리드 및 그 제조방법 10-0902403 2009.06.04 대한민국

2010 페닐 2-피리딜 케톡심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세포 노화 유도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세포 노화유도방법 10-0996665 2010.11.19 대한민국

2011 표면 막단백질의 선택적 농축분리정제용 MEPSET 유무기 복합체 및 
그 표면 막 단백질의 선택적농축분리정제방법 10-1047453 201 1.07.01 대한민국

ㅣ춘천센터ㅣ

2011 루시페라제 유전자를 포함하는 방광벡터가 삽입된 MAT-LyLu 전립선 발광 암세포주 10-1009437 201 1.01.12 대한민국

ㅣ순천센터ㅣ

2011 리튬 이차 전지용 음극 활물질,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차전지 10-1047450 201 1.07.01 대한민국

ㅣ강릉센터ㅣ

2012 분자감지용 다공성 금 나노섬유와 다공성  금/기공이 없는 
고체 금 교차 나노막대 및 이의 제조방법 10-1135157 2012.04.03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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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탁 연구과제

년도 과제명 연구 책임자 기간 연구비
(단위 :천원) 비고

ㅣ서울센터ㅣ

2008

벼 뿌리의 스트레스 반응연관 단백체/대사체 분석 남명희 2008.01.01 2008.12.31 30,000 농촌진흥청

간수로부터 마그네슘 회수 및 친환경소재 활용기술 개발 윤혜온 2008.03.01 2008.11.30 50,000 국토해양부

식품 중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모니터링 서정주 2008.03.13 2008.11.30 260,000 국립독성과학원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한 microdosing에서 metabolite pathway 규명 김상구 2008.04.01 2009.03.31 42,000 보건복지부

최신 복합당 분석기술을 이용한 라이소좀 저장질환 단백질 의약품의 개발 남명희 2008.06.01 2009.05.31 85,000 중소기업청

LC/MS/NMR을 이용한 식중독미생물 고감도 신속 검출장치 개발 황금숙 2008.06.01 2009.05.31 99,615 중소기업청

HRGC/HRMS를 이용한 고순도 유기박리액 재생장비 개발 나윤철 2008.10.01 2009.09.30 100,000 중소기업청

약물 반응 특이 대사체 발굴 황금숙 2008.07.01 2009.06.30 65,000 기초기술연구회

Hybrid-FT Orbitrap MS 를 이용한 반도체 PR 공정용 식각액 조성물의
고순도 고효율 합성 서정주 2008.07.01 2009.06.30 83,074 중소기업청

비만 동물모델에서 알코올 및 비만치료약제가 면역장기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준수 2008.03.13 2008.11.30 35,000 식품의약품

안전청

단백질 결정화를 위한 액적기반 미세유체 소자기술 이기라 2008.09.01 2009.08.31 120,000 과학기술부

금속나노분말의 고분자 코팅기술개발 이기라 2008.07.01 2009.06.30 25,000 산업자원부

전자부품실장CNT고투명대전방지시트개발 이기라 2008.06.01 2009.05.31 68,880 중소기업청

2009

벼 뿌리의 스트레스 반응연관 단백체/대사체 분석 남명희 2009.01.01 2009.04.24 9,000 농촌진흥청

대사체 분석을 통한 벼 유전자원 특성 연구 남명희 2009.01.01 2009.12.31 40,000 농촌진흥청

식물 면역체계 조절인자 GLIP1의 신호네트워크 연구 남명희 2009.09.01 2010.08.31 5,636 교과부

식품군별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분포량 조사연구-PBDE를중심으로 서정주 2009.03.01 2009.11.30 180,000 식약청

Hybrid-FT Orbitrap MS 를 이용한 반도체 PR 공정용 식각액 조성물의
고순도 고효율 합성 서정주 2009.07.01 2010.06.30 83,074 중소기업청

여성과학기술 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제도 개선 사업 윤혜온 2009.02.16 2009.11.15 11,000 전국여성과학
기술인지원센터

해양용존 마그네슘 추출 및 실용화기술 개발 윤혜온 2009.03.01 2009.11.30 50,000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역 위해성평가 지침 마련 시범 사업 윤혜온 2009.03.01 2009.12.31 6,219 환경부

우수한약 품질 평가를 위한 대사체 연구 황금숙 2008.12.29 2009.12.28 120,000 보건복지부

중품 및 변증 대사체 연구 황금숙 2009.02.01 2009.12.20 60,000 한의학연

약물 반응 특이 대사체 발굴 황금숙 2009.07.01 2010.06.30 50,000 기초기술연구회

건강기능식품 제형자율화에 따른 시험법적용 연구 방은정 2009.03.01 2009.11.30 35,000 식약청

헤테싸이클릭아민 (Hetrocyclic amin)의 인체모니터링 나윤철 2009.03.01 2009.11.30 90,000 식약청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한 microdosing에서 metabolite pathway 규명 김상구 2009.04.01 2010.03.31 37,800 보건복지부

2010
헤테싸이클릭아민 (Hetrocyclic  amin)의 인체모니터링 나윤철 2010.01.06 2010.11.30 90,000 식약청

식품 중 Dioxins, PCB에 관한 오염실태 연구 서정주 2010.01.19 2010.11.30 110,000 식약청



정부 수탁 연구과제

년도 과제명 연구 책임자 기간 연구비
(단위 :천원) 비고

ㅣ서울센터ㅣ

2010

식품군에서의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서정주 2010.01.19 2010.11.30 107,200 식약청

PCBs변압기 재활용 부재 분석 서정주 2010.03.15 2010.12.31 120,000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대사체 분석을 통한 벼 유전자원 특성 연구 남명희 2010.01.01 2010.12.31 40,000 농촌진흥청

식물 면역체계 조절인자 GLIP1의 신호네트워크 연구 남명희 2010.09.01 2011.08.31 5,856 교과부

고체 NMR 분석 한덕영 2010.02.01 2010.11.30 10,000 고려대학교

중풍 및 변증 대사체 연구 황금숙 2010.02.01 2010.11.30 60,000 한의학연

한약표준화를 위한 대사체 연구 황금숙 2010.06.01 2010.11.30 70,000 한의학연

LC/NMR/MS을 활용한 환경친화형 기능성 화장품 신소재의 개발 황금숙 2010.06.01 2011.05.31 96,600 중소기업청

신부전 진단 및 치료를 위한 NMR 기반 대사체/화학계통 기술 개발 황금숙 2010.06.30 2011.06.29 150,000 교과부

리튬 회수공정 해양요소인자 및 해양유입 오염인자 제어연구 윤혜온 2010.04.01 2011.03.31 120,000 국토해양부

석탄재 (바닥재)와 토사류 혼합에 따른 유해물질 유출특성 연구 윤혜온 2010.09.01 2011.06.30 8,174 환경부

환경부 지역 위해성평가 지침 마련 시범사업 윤혜온 2010.05.17 2010.12.10 2,925 환경부

2011

식품 중 다이옥신 및 다이옥신 유사 PCBs 실태조사 서정주 2011.01.15 2011.11.30 90,000 식품의약품
안전청

어린이 요 중 헤테로싸이클릭아민 (8종) 분석 안윤경 2011.01.15 2011.11.30 66,000 식품의약품
안전청

대사체 분석을 통한 벼 유전자원 특성 연구 남명희 2011.01.01 2011.12.31 40,000 농촌진흥청

에너지저장전극소재 특성분석용 in situ NMR probe 개발 한덕영 2011.01.01 2011.12.31 20,000 교과부

신부전 진단 및 치료를 위한 NMR 기반 대사체/화학통계 기술 개발 황금숙 2011.06.30 2012.06.29 150,000 교과부

리튬 회수공정 해양요소인자 및 해양유입 오염인자 제어연구 윤혜온 2011.04.01 2012.03.31 120,000 국토해양부

식물 면역체계 조절인자 GLIP1의 신호네트워크 연구 남명희 2011.09.01 2012.08.31 5,856 고려대학교

과축적된 지방세포를 조절하는 천연 신소재 개발 방은정 2011.12.01 2012.11.30 60,000 지식경제부

LC/NMR/MS을 활용한 환경친화형 기능성 화장품 신소재의 개발 황금숙 2011.06.01 2012.05.31 96,600 중소기업청

2012

식품중 PCBs 안전관리 연구 서정주 2012.02.15 2012.11.30 80,000 보건복지부

토양 및 폐기물 내 불소농도 평가기법 및 오염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 윤혜온 2012.04.01 2013.03.31 145,000 환경부

리튬 회수공정 해양요소인자 및 해양유입 오염인자 제어연구 윤혜온 2012.04.01 2013.03.31 120,000 국토해양부

중금속 환경유해성연구분야 대기 중 무기 및 유기오염 물질의 환경 유해성 연구와
다양한 분석법 개발을 통한 대기 입자 물질의 변환 연구 김주애 (윤혜온) 2012.09.01 2013.06.30 50,000 교과부

메타볼로믹스와 생체영상 융합연구를 통한 심혈관계 질환의 다중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 (통합 대사체 연구기반 바이오마커 발굴 및
융합 영상진단 기술 개발)

황금숙 2012.07.27 2013.07.26 550,000 기초기술연구회

신부전 진단 및 치료를 위한 NMR 기반 대사체/화학통계 기술 개발 황금숙 2012.06.01 2013.05.31 137,000 교과부

대사체 분석을 통한 한의본초 감별기술 개발 황금숙 2012.03.01 2012.11.30 70,000 한의학연

메타볼로믹스와 생체영상 융합연구를 통한 심혈관계 질환의 다중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 기획비 황금숙 2012.05.25 2012.06.25 7,000 기초기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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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탁 연구과제

년도 과제명 연구 책임자 기간 연구비
(단위 :천원) 비고

ㅣ서울센터ㅣ

2012

에너지저장전극소재 특성분석용 solid NMR 기법 개발 한덕영 2012.01.01 2012.12.31 20,000 교과부

2차 전지 및 연료전지 전극소재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 네트워크 구성 한덕영 2012.08.13 2013.06.12 10,000 기초기술연구회

뇌인지 신호감지 및 전자적 처리기술 융합연구 김상구 2012.08.13 2013.06.12 10,000 기초기술연구회

과축적된 지방세포를 조절하는 천연 신소재 개발 방은정 2012.12.01 2013.11.30 30,000 지식경제부

식품중 PCBs 안전관리 연구 서정주 2013.01.01 2013.11.30 80,000 보건복지부

2013.6

토양 및 폐기물 내 불소농도 평가기법 및
오염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 윤혜온 2013.04.01 2014.03.31 120,000 환경부

유해 화학물질의 토양지하수환경 누출 및
오염확산 감시를 위한 사전관리체계 구축 윤혜온 2013.04.01 2014.03.31 100,000 환경부

리튬 회수 실해역에서의 해양생물 오손연구 윤혜온 2013.04.01 2014.03.31 150,000 국토해양부

신부전 진단 및 치료를 위한 NMR 기반 대사체/화학통계 기술 개발 황금숙 2013.06.01 2014.05.31 150,000 미래창조과학부

대사체 분석을 통한 한의본초 감별기술 개발 황금숙 2013.04.01 2013.11.30 70,000 한의학연

대기 중 미세먼지 내 수용성 유기탄소 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성 연구 김주애 (윤혜온) 2013.07.01 2014.04.30 50,000 전국여성과학
기술인지원센터

ㅣ부산센터ㅣ

2008

무동력 혈액 분석을 위한 초소형 혈액 분리장치 기술개발 원미숙 2008.10.01 2009.09.30 65,000 중소기업청

n-과 p-형 산화물 반도체의 접합기술과 고효율 물분해 가시광 광촉매개발 김현규 2008.04.01 2009.03.31 50,000 한국에너지연구원

지능형 분자설계를 통한 차세대 철 산화물계 리튬이온 2차전지용
양극 활물질재료 개발 및 분석 정의덕 2008.05.01 2009.02.28 20,000 한국과학재단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설치운영사업 정의덕 2008.07.01 2009.06.30 7,049,000 산업자원부

피토모스 (이탄)의 폴빅산 (fulvicacid)을 활용한
수용성 및 지용성 소취제 개발 지원 홍경수 2008.11.01 2009.06.30 50,000 부산TP

구조 및 물성, 표면, 계면분석 장비를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게이트전극용 극미세 결정립 폴리실리콘 챔버 개발 홍태은 2008.06.01 2009.05.31 51,500 중소기업청

고굴절중공나노복합체와 저굴절자외선 경화제의
하이브리드형 반사방지제 개발 진종성 2008.06.01 2009.05.31 69,000 중소기업청

표면분석시스템 (XPS/AES, SEM, SPM) 장비를 이용한
LNG 운송선박 및 육상 LNG 저장탱크용 Gas Barrier 복합재 개발 배종성 2008.07.01 2009.06.30 68,1 10 중소기업청

Pelargonic acid 유도체를 이용한 Bio 항공기 엔진오일 개발 윤장희 2008.10.01 2009.09.30 60,000 중소기업청

표면개질 및 분석기술을 이용한 플렉시블 전도성 박막 코팅용
차세대 Roll to Roll 스퍼터 장비개발 김종필 2008.10.01 2009.09.30 48,000 중소기업청

치과의료용 콜라겐 흡수성 막 개발 지원 하명규 2008.07.01 2009.06.30 86,01 1. 중소기업청

2009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설치운영사업 정의덕 2009.07.01 2010.06.30 1,100,000 지식경제부

부산 스마트 전기, 전자부품 기술인력 양성사업 정의덕 2009.01.01 2009.12.31 270,000 지식경제부



정부 수탁 연구과제

년도 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연구비
(단위 :천원) 협약처

ㅣ부산센터ㅣ

2009

태양전지용나노섬유산화물전극재료개발 및 특성 연구 김종필 2009.07.01 2010.02.28 16,400 교과부

멀티형 항당뇨 건강기능식품 지표물질 분석 진종성 2009.05.01 2010.04.30 66,000 중소기업청

마약류 성분명 명명체계, 화학명 및 화학구조 확립 진종성 2009.08.01 2010.04.30 19,000 식약청

첨단분석장비를 이용한 poly-si박막 태양전지의 도핑농도 최적화기술개발 홍태은 2009.06.01 2010.05.31 48,000 중소기업청

청소년 첨단과학 체험 봉사활동 윤장희 2009.11.01 2010.05.31 20,750 부산교육청

가시광하에서 물의 광전기화학적 환원에 대한
나노 (rod, wir, bulk) 형태 가시광 광촉매의 합성과 개발 김현규 2009.05.01 2010.03.31 70,000 교과부

표면분석시스템 (XPS/AES, SEM, SPM)장비를 이용한
LNG 운송선박 및 육상 LNG 저장탱크용 Gas  Barrier 복합재 개발 배종성 2009.07.01 2010.06.30 68,1 10 중소기업청

2010

가시광하에서 물의 광전기화학적 환원에 대한
나노 (rod, wir, bulk) 형태 가시광 광촉매의 합성과 개발 김현규 2010.04.01 2011.03.31 70,000 교과부

멀티형 항당뇨 건강기능식품 지표물질 분석 진종성 2010.05.04 2011.04.30 48,000 중소기업청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설치운영사업 정의덕 2010.07.01 2010.12.31 280,000 지식경제부

청소년 첨단과학 체험 봉사활동 윤장희 2010.08.01 2011.05.31 30,500 부산시교육청

첨단 분석장비를 이용한 poly-Si박막 태양전지의
도핑농도 최적화 기술개발 홍태은 2010.06.01 2011.05.31 48,000 중소기업청

압수 메스암페타민 시료에 함유된 무기불순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 김성홍 2010.02.22 2010.11.30 40,000 대검찰청

2011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설치운영사업 정의덕 2011.01.01 2011.12.31 270,000 지식경제부

가시광하에서 물의 광전기화학적 환원에 대한
나노 (rod, wir, bulk) 형태 가시광 광촉매의 합성과 개발 홍태은 2011.04.01 2012.03.31 70,000 교과부

재생 마그네슘 잉곳과 공정별 불순물 분석 배종성 2011.07.01 2012.06.30 20,000 중소기업청

중금속 다중측정 센싱 및 난분해성 유기매트릭스 분해 기술 개발 윤장희 2011.08.01 2012.04.30 259,722 환경부

에너지저장용 금속-유기고분자 결합기술 개발 및 응용 진종성 2011.07.01 2012.06.30 392,000 지식경제부

가스누설량 (Helium) 1x10-9 std. cc/sec이하, 
표면조도 0.08 Ra (µm)이하의 반도체용 Tube Fitting 개발

하명규 2011.10.01 2012.09.30 28,000 지식경제부

2012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 운영사업 정의덕 2012.01.01 2012.12.31 270,000 지식경제부

표면분석 기법을 통한 금속전극단자 표면개질 및
에너지 Cell 밀봉 기술 개발 정의덕 2012.06.25 2013.06.24 114,635 중소기업청

저가 경량형 고분자와 금속간 화학결합에 의한 2차 전지 CAN부품 개발 정의덕 2012.06.01 2013.05.31 50,000 중소기업청

중금속 다중측정 센싱 및 난분해성 유기매트릭스 분해 기술 개발 윤장희 2012.05.01 2013.04.30 165,40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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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탁 연구과제

년도 과제명 연구 책임자 기간 연구비
(단위 :천원) 비고

ㅣ부산센터ㅣ

2012

에너지저장용 금속-유기고분자 결합기술 개발 및 응용 진종성 2012.07.01 2013.06.30 490,000 지식경제부

가시광하에서 물의 광전기화학적 환원에 대한
나노 (rod, wir, bulk) 형태 가시광 광촉매의 합성과 개발 홍태은 2012.04.01 2013.03.31 70,000 교과부

재생 마그네슘 잉곳과 공정별 불순물 분석 배종성 2012.07.01 2013.08.31 20,000 중소기업청

가스누설량 (Helium) 1x10-9 std. cc/sec이하, 
표면조도 0.08 Ra (µm)이하의 반도체용 Tube Fitting 개발

하명규 2012.10.01 2013.09.30 28,000 지식경제부

미래 첨단기술을 위한 나노소재의 연구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홍웅기 2012.12.21 2013.12.20 12,000 기초기술연구회

2013.6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 운영사업 정의덕 2013.01.01 2013.12.31 270,000 지식경제부

중금속 다중측정 센싱 및 난분해성 유기매트릭스 분해 기술 개발 윤장희 2013.05.01 2014.04.30 138,900 환경부

2013년 우수기술탐색이전·공급 사업 배종성 2013.06.01 2013.12.31 8,000 산자부

ㅣ대구센터ㅣ

2008

연료전지 In Situ NMR 진단장치 개발 한옥희 2008.07.01 2009.06.30 230,000 기초기술
연구회

나노기공 실리카의 단일 중합 공정과 고체핵자기공명 분석을 이용한 
탄성공무용 유-무기 하이브리드 첨가제 제조기술 개발 한옥희 2008.11.01 2009.10.31 45,000 중소기업청

XRF를 이용한 실리콘 웨이퍼 절삭유 개발 김종화 2008.11.01 2009.10.31 30,500 중소기업청

FE-SEM을 이용한 LED BLU용 고반사 방열 도료개발 이상걸 2008.07.01 2009.06.30 52,200 중소기업청

2009

연료전지 개발을 위한 NMR 콘소시움 구성 사전조사 및 기획 한옥희 2009.06.01 2010.05.31 20,000 국제과학기술
협력재단

연료전지 In Situ NMR 진단장치 개발 한옥희 2009.07.01 2010.06.30 60,000 기초기술
연구회

나노기공 실리카의 단일 중합 공정과 고체핵자기공명 분석을 이용한 
탄성공무용 유-무기 하이브리드 첨가제 제조기술 개발 한옥희 2009.11.01 2010.10.31 45,000 중소기업청

고체 핵자기공명을 사용한 연료전지 연구기획 한옥희 2009.10.01 2010.09.30 20,000 기초기술
연구회

XRF를 이용한 실리콘 웨이퍼 절삭유 개발 김종화 2009.11.01 2010.10.31  30,500 중소기업청

FE-SEM을 이용한 LED BLU용 고반사 방열 도료개발 이상걸 2009.07.01 2010.06.30 55,200 중소기업청

2010 압수 메스암페타민 시료에 함유된 무기불순물 데이터 베이스 구축 김성홍 2010.02.22 2010.11.30 40,000 대검찰청

2011 중수소 (2H) 와 불소 (19F) REDOR NMR 분광법을 이용한 항암제 
에포틸론계의 3차원 생활성 구조 연구 백윤기 2011.05.01 2012.04.30 33,311  교과부

2012 중수소 (2H) 와 불소 (19F) REDOR NMR 분광법을 이용한 항암제 
에포틸론계의 3차원 생활성 구조 연구 백윤기 2012.05.01 2013.04.30 34,501 교과부

2013.6 중수소 (2H) 와 불소 (19F) REDOR NMR 분광법을 이용한 항암제 
에포틸론계의 3차원 생활성 구조 연구 백윤기 2013.05.01 2014.04.30 34,50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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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탁 연구과제

년도 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연구비
(단위 :천원) 협약처

ㅣ광주센터ㅣ

2008

생세포 이미지분석용 멀티웰 챔버 배양장치 및 
Injection Module 시스템 개발 서영우 2008.07.01 2009.06.30 70,490 중소기업청

다중기능성나노입자를이용한암진단/치료용복합소재개발 정상헌 2008.10.01 2009.09.30 40,000 중소기업청

2009

터치 패널용 고투명 하드코팅 필름 개발 정상헌 2009.06.01 2010.05.31 73,388 중소기업청

생세포 이미지분석용 멀티웰 챔버 배양장치 및 
Injection Module 시스템 개발 서영우 2009.07.01 2010.06.30 39,510 중소기업청

2010

터치 패널용 고투명 하드코팅 필름 개발 정상헌 2009.06.01 2010.05.31 73,388 중소기업청

생세포 이미지분석용 멀티웰 챔버 배양장치 및 
Injection Module 시스템 개발 서영우 2009.07.01 2010.06.30 39,510 중소기업청

ㅣ전주센터ㅣ

2008

고분자 전해질 반응기를 이용한 
계층적 나노구조체의 개발 및 응용 연구 최원산 2008.09.01 2009.06.30 46,000 기초기술

연구회

"전라북도 과학축전벤처박람회 2008" 개최사업 배태성 2008.04.10 2008.05.30 15,000 (재)전북TP

차세대Color Filter Inkjet용 Red 나노분산액개발 이하진 2008.06.01 2008.05.31 43,616 중소기업청

2009

유/무기 융복합 소자의 구조 특성 및 
전하 전달 메커니즘 규명 연구 이주한 2009.07.10 2010.06.30 120,000 교과부

고분자 전해질 반응기를 이용한 계층적 나노구조체의 개발 및 응용 연구 최원산 2009.07.01 2010.06.30 46,000 기초기술
연구회

"전라북도 과학축전원자력 여행 2009" 개최사업 배태성 2009.03.23 2009.04.30 1,500 전라북도

2010

유/무기 융복합 소자의 구조 특성 및 전하 전달 메커니즘 규명 연구 이주한 2010.07.01 20 11.06.30 120,000 교과부

첨단분석장비 및 전문분석법을 통한 CO2 흡수제 개발 연구 이하진 2010.11.01 20 11.09.30 120,000 지식경제부

유전자 고정화 고속 정량분석법 개발 및 고성능 DNA 칩 개발 배태성 2010.06.01 20 11.05.31 96,000 중소기업청

전라북도 과학축전 (2010) & 원자력여행 배태성 2010.09.10 2010.09.30 1,500 전라북도

2011

유 / 무기 융복합 소자의 구조 특성 및 전하 전달 메커니즘 규명 연구 이주한 2011.07.01 2012.06.30 120,000 교과부

첨단분석장비 및 전문분석법을 통한 CO2 흡수제 개발 연구 이하진 2011.10.01 2012.09.30 120,000 지식경제부

유전자 고정화 고속 정량분석법 개발 및 고성능 DNA 칩 개발 배태성 201 1.06.01 2012.05.31 96,000 중소기업청

2012
유 / 무기 융복합 소자의 구조 특성 및 전하 전달 메커니즘 규명 연구 이주한 2012.07.01 2013.06.30 120,000 교과부

첨단분석장비 및 전문분석법을 통한 CO2 흡수제 개발 연구 이하진 2012.10.01 2013.09.30 120,000 지식경제부

2013.6 초고속 상전이 현상을 이용한 산화물 일렉트로닉스용 나노소재 및 소자의
물성 융복합측정분석기술 개발 홍웅기 2013.06.01 2014.05.31 45,294 교육부

ㅣ춘천센터ㅣ

2008

in vivo 발광영상을 이용한 ATIMPISTATIN의 활성분석 허송욱 2008.07.16 2009.07.15 200,000 대덕특구

Bio-TEM과 생체영상장비를 이용한 PTD약물치료제 개발 허송욱 2008.06.01 2009.05.31 84,370 중소기업청

암세포 분리 판별을 위한 cytomics 기술개발 허송욱 2008.07.01 2009.06.30 80,000 기초기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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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탁 연구과제

년도 과제명 연구 책임자 기간 연구비
(단위 :천원) 협약처

ㅣ춘천센터ㅣ

2009

융합생체영상 기술을 이용한 식품 소재의 스트레스 해소 효과 분석 허송욱 2009.01.01 2009.12.31 72,000 식품연

동물용 PET/CT/SPECT를 이용한 혈관형성저해 항암제의 효능 증대 유은경 2009.07.01 2010.06.30 67,670 중소기업청

표지화합물을 이용한 융합 영상 기술 평가 유은경 2009.07.10 2010.06.30 45,000 교과부

VEGFR 발현 영상을 위한 VEGF 바이오영상 리간드의 개발 및 평가 유은경 2009.09.01 2010.08.31 12,000 교과부

2010 융합생체영상 기술을 이용한 식품 소재의 스트레스 해소 효과 분석 허송욱 2010.01.01 2010.12.31 72,000 식품연

2011
노인성 치매 예방과 치유를 위한 뇌혈관노화제어기술 개발 허송욱 2010.12.15 2011.12.31 100,000 기초기술연구회

융합생체영상 기술을 이용한 식품 소재의 스트레스 해소 효과 분석 허송욱 2011.01.01 2011.12.31 72,000 식품연

2012

인간열활성화 단백질 (HSP90a)을 이용한
민감성 피부 개선용 화장품 개발 조영욱 2012.07.01 2013.06.30 48,400 한국산업단지공단

생명공학, 나노바이오기술 및 분자영상 기술을 바탕으로
독성이 없는 나노바이오 비만 치료제 탐색 조영욱 2012.08.13 2013.06.12 10,000 기초기술연구회

ㅣ순천센터ㅣ

2008 계산계화학기법을 이용한 고성능 흡착소재 설계 및 제조 김양수 2008.03.01 2008.11.30 30,000 국토해양부

2009 고성능 리튬흡착재 설계 및 제조 연구 김양수 2009.03.01 2009.11.30 50,000 국토해양부

2010
리튬 흡착제 고성능화를 위한 신기술 탐색 및 제조 김양수 2010.04.01 2011.03.31 80,000 국토해양부

도시광산통계기반구축 윤재식 2010.04.01 2011.03.31 60,000 지식경제부

2011

LED 제작용 Precursor의 녹색공정에 의한
잔량 회수 / 정제 / 재사용 기술개발 윤재식 2011.07.01 2012.06.30 167,340 중소기업청

광종별 물질 흐름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 Ⅱ 윤재식 2011.01.01 2011.12.31 55,000 지식경제부

국내외 희소금속 기술동향 분석 윤재식 2011.07.15 2011.11.30 20,0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리튬 흡착제 고성능화를 위한 신기술 탐색 및 제조 김양수 2011.04.01 2012.03.31 80,000 국토해양부

ㅣ강릉센터ㅣ

2008 나노입자 초격자체 구조에 따른 물성제어 연구 채원식 2008.09.01 2009.08.30 12,800 교과부

2009 나노입자 초격자체 구조에 따른 물성 제어 연구 채원식 2009.09.01 2010.08.31 12,844 교과부

2010

나노입자 초격자체 구조에 따른 물성 제어 연구 채원식 2010.09.01 2011.08.31 12,845 교과부

금진온천수 함유 부유 콜로이드의 
기초물성 규명 및 수질 영향 평가 채원식 2010.08.01 2011.04.30 35,000 강릉과학산업진흥원

2011

금진온천수 함유 부유 콜로이드의 
기초물성 규명 및 수질 영향 평가 채원식 2011.09.01 2012.04.30 50,000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자극-반응형 스마트 나노담체 연구 채원식 2011.05.01 2012.04.30 57,105 교과부

2012

자극-반응형 스마트 나노담체 연구 채원식 2012.05.01 2013.04.30 57,938 교과부

나노재료분야 기능성 광결정체의 
제조 및 물성 분석기술 개발

이명진 
(채원식) 2012.09.01 2013.06.30 50,000 교과부

2013 자극-반응형 스마트 나노담체 연구 채원식 2013.05.01 2014.04.30 57,105 교육부



정부 수탁 연구과제

년도 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연구비
(단위 :천원) 협약처

ㅣ강릉센터ㅣ

2013 기능성 광결정체의 제조 및 물성 분석기술 개발 이명진 (채원식) 2013.07.01 2014.04.30 50,000
전국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민간 수탁 과제 현황

년도 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연구비
(단위 :천원) 협약처

ㅣ제주센터ㅣ

2008 제주센터 (도비) 설치운영사업 김대경 2008.04.03 2009.12.31 50,000 제주도

2009 제주센터 (도비) 설치운영사업 김대경 2009.01.01 2009.12.31 150,000 제주도

2010
제주센터 (도비) 설치운영사업 김대경 2010.01.01 2010.12.31 150,000 제주도

말레이시아 해양생물자원 확보 및 기능성 생리활성물질 확보규명 김대경 2010.10.01 2011.07.31 120,000 국토해양부

2011 제주센터 (도비) 설치운영사업 김대경 2011.01.01 2011.12.31 200,000 제주도

2012

제주센터 (도비) 설치운영사업 김대경 2012.01.01 2012.12.31 150,000 제주도

극한환경의 고세균 신균주 분리 및 생물자원화 노성운 2012.09.01 2013.08.31 54,585 교과부

미세조류분야 해양바이오 연구 전문 분석 양혜영 (김대경) 2012.12.01 2013.06.30 14,000 교과부

미세조류분야 해양미세조류 배양 및 새로운 응용기능성 물질 개발 임나래 (김대경) 2012.12.01 2013.06.30 14,000 교과부

2013.6

식품 및 인체유래 난배양성 미생물 유전체 연구 노성운 2013.01.01 2013.12.31 80,000 식품연

해양바이오 연구 전문 분석 양혜영 (김대경) 2013.07.01 2014.04.30 20,000
전국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해양미세조류 배양 및 새로운 응용기능성 물질 개발 임나래 (김대경) 2013.07.01 2014.04.30 20,000
전국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2008

극저탄소 고강도강에서의 sol-Al 및 N 당량에 따른 미세조직 특성 규명 문원진
(광주센터) 2008.04.01 2008.12.31 80,000 POSCO

과민성장증상에서 프로바이오틱스함유발효유 효과에 대한 대사체 연구 황금숙
(서울센터) 2008.05.01 2009.10.30 40,000 한국야쿠르트

2009 Cu첨가강 In-Situ 미세 조직관찰을 통한 가속 시효 개선 연구 문원진
(광주센터) 2009.09.01 2010.05.31 50,000 POSCO

2011 합금설계법을 이용한 천이금속 합성체 개발 
(폐리튬전지를 이용한 양극활물질 전구체 개발)

김양수
(순천센터) 2011.10.01 2012.07.31 70,000 POSCO

2012 합금설계법을 이용한 천이금속 합성체 분석 
(폐리튬전지를 이용한 양극활물질 전구체 개발)

김양수
(순천센터) 2012.07.01 2012.08.30 14,000 POSCO

2013.6 양자재료설계법을 이용한 희소금속 연구
(폐리튬전지를 이용한 양극활물질 전구체 개발)

김양수
(순천센터) 2012.12.10 2013.10.09 70,000 PO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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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연구과제 (센터운영사업/특정지역센터사업/자체과제사업)

년도 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연구비
(단위 :천원)

ㅣ서울센터ㅣ

2008

서울센터 설치운영사업 도성재 2008.01.01 2008.12.31 905,000

미래융합사업 (다차원분광학 및 생체분자동력학) 전승준 2008.01.01 2008.12.31 200,000

TBP사업 (막단백질 in-vivo 활성평가 기술개발) 엄치용 2008.01.01 2008.12.31 70,000

요소기술 및 분석법 개발사업 (천연물 Otteliones의 chemical biology를 이용한
생체 내 메카니즘 규명) 황금숙 2008.01.01 2008.12.31 30,000

요소기술 및 분석법 개발 사업 (허피스 바이러스 뇌 잠개 기작의 분자생물학적 규명) 엄치용 2008.01.01 2008.12.31 30,000

요소기술 및 분석법 개발 사업 (나노광학 소재의 제조와 응용) 이기라 2008.01.01 2008.12.31 30,000

요소기술 및 분석법 개발사업 (미세 반응소자의 고분해능 질량분석을 통한 신약후보 물질의 감식) 김상구 2008.01.01 2008.12.31 20,000

요소기술 및 분석법 개발사업 (쥐 췌장추출물의 췌도 재생 및 증식 조절 연구를 통한
신규 당뇨병 치료제 개발) 서종복 2008.01.01 2008.12.31 15,000

융합기초과학 연구지원기반 운영지원 박찬수 2008.01.01 2008.12.31 885,000

2009

서울센터 설치운영사업 조동현 2009.01.01 2009.12.31 809,900

분석연구역량강화 (미세반응소자의고분해능질량분석을 통한 신약후보물질) 김상구 2009.01.01 2009.12.31 20,000

분석연구역량강화 (다차원 분리기반 Platycosides 분석연구) 나윤철 2009.01.01 2009.12.31 30,000

분석연구역량강화 (NMR 기반 메타 볼로믹스를 이용한 위암바이오마커 발굴) 방은정 2009.01.01 2009.12.31 30,000

분석연구역량강화 (축산물중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노출지표 탐색) 신정화 2009.01.01 2009.12.31 30,000

분석연구역량강화 (다차원 분광학 및 생체분광동력학) 전승준 2009.01.01 2009.12.31 200,000

분석연구역량강화 (대사체 연구기법을 이용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생체영향 평가시스템 개발) 서정주 2009.01.01 2009.12.31 120,000

융합기초과학 연구지원기반 운영지원 박찬수 2009.01.01 2009.12.31 885,000

2010

서울센터 설치운영사업 조동현 2010.01.01 2010.12.31 1,019,135

융합기초과학 연구지원기반 운영지원 서정주 2010.01.01 2010.12.31 1,800,000

미래전략연구 (생체분자의 구조적 특이성과 다이나믹스 시-공간 연구) 이한주 2010.01.01 2010.12.31 400,000

창의적 기초연구 (NMR 기반 메타 볼로믹스를 이용한 위암바이오마커 발굴 방은정 2010.01.01 2010.12.31 30,000

창의적 기초연구 (축산물중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노출지표 탐색) 신정화 2010.01.01 2010.12.31 30,000

창의적 기초연구 (신장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대사체 / 다변량 분석연구법 개발) 황금숙 2010.01.01 2010.12.31 50,000

창의적 기초연구 (고효율 수소저장체 개발 및 수소결합형 강유전체
상변이 연구에 필요한 첨단 solid-NMR 분석 패키지 개발) 한덕영 2010.01.01 2010.12.31 50,000

창의적 기초연구 (다차원 분리기반 Platycosides 분석연구) 나윤철 2010.01.01 2010.12.31 30,000

창의적 기초연구 (대사체 연구기법을 이용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생체영향 평가시스템 개발) 서정주 2010.01.01 2010.12.31 120,000

창의적 기초연구 (펨토초 레이저 ablation을 이용한 silicon nanoparticle 제조 및 분석법 연구) 하정현 2010.01.01 2010.12.31 25,000

창의적 기초연구 (분광학 기반 UPR 생체 신호 분석 기술 개발) 서종복 2010.01.01 2010.12.31 100,000



주요사업 연구과제 (센터운영사업/특정지역센터사업/자체과제사업)

년도 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연구비
(단위 :천원)

ㅣ서울센터ㅣ

2011

서울센터 설치운영사업 정낙철 2011.01.01 2011.12.31 1,109,000

운영기획사업 (KBSI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선진국 과학기술계 연구 기관의 운영 시스
템 분석 연구) 김관수 2011.01.01 2011.12.31 83,000

융합기초과학 연구지원기반 운영지원 서정주 2011.01.01 2011.12.31 1,600,000

미래전략연구 (생체분자의 구조적 특이성과 다이나믹스 시-공간 연구) 이한주 2011.01.01 2011.12.31 400,000

미래전략연구 (대사체 프로파일링 연구를 통한 질환 마커발굴 및
생체 매커니즘 규명) 황금숙 2011.01.01 2011.12.31 295,000

미래전략연구 (분광학 기반 UPR 샹체 신호 분석 기술 개발) 서종복 2011.01.01 2011.12.31 89,520

창의적 기초연구 (대사체 연구기법을 이용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생체영향 평가시스템 개발) 서정주 2011.01.01 2011.12.31 120,000

창의적 기초연구 (지질대사체학을 이용한 식물의 병저항성 유도인자 탐색 및 작용기작 연구) 남명희 2011.01.01 2011.12.31 70,000

창의적 기초연구 (수은, 비소 화학종 분석을 위한 분석기술 개발) 윤혜온 2011.01.01 2011.12.31 70,000

창의적 기초연구 (고효율 수소저장체 개발 및 수소결합형 강유전체 상변이 연구에 필요한 첨단
solid-NMR 분석 패키지 개발) 한덕영 2011.01.01 2011.12.31 50,000

창의적 기초연구 (펨토초 레이저 ablation을 이용한 silicon nanoparticle 제조 및 분석법 연구) 하정현 2011.01.01 2011.12.31 50,000

2012

서울센터 설치운영사업 정낙철 2012.01.01 2012.12.31 1,131,000

운영기획사업 (KBSI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선진국 과학기술계 연구 기관의 운영 시스
템 분석 연구) 김관수 2012.01.01 2012.12.31 23,185

국가 재난대응 분석체계 구축운영 (방사성물질 분석연구) 서정주 2012.01.01 2012.12.31 130,000

융합기초과학 연구지원기반 운영지원 서정주 2012.01.01 2012.12.31 1,600,000

미래전략연구 (생체분자의 구조적 특이성과 다이나믹스 시-공간 연구) 이한주 2012.01.01 2012.12.31 400,000

미래전략연구 (대사체 프로파일링 연구를 통한 질환 마커발굴 및
생체 매커니즘 규명) 황금숙 2012.01.01 2012.12.31 295,000

미래전략연구 (분광학 기반 UPR 샹체 신호 분석 기술 개발) 서종복 2012.01.01 2012.12.31 80,000

창의적 기초연구 (극미량 시료분석용 마이크로팹크로마토그래피칩 개발) 김상구 2012.01.01 2012.12.31 95,000

창의적 기초연구 (지질대사체학을 이용한 식물의 병저항성 유도인자 탐색 및 작용기작 연구) 남명희 2012.01.01 2012.12.31 95,000

창의적 기초연구 (수은, 비소 화학종 분석을 위한 분석기술 개발) 윤혜온 2012.01.01 2012.12.31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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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연구과제 (센터운영사업/특정지역센터사업/자체과제사업)

년도 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연구비
(단위 :천원)

ㅣ서울센터ㅣ

2013.6

서울센터 설치운영사업 윤혜온 2013.01.01 2013.12.31 1,131,000

국가 재난대응 분석체계 구축 운영 (유해물질 모니터링 적용기법 개발 및 오염원 추적연구) 서정주 2013.01.01 2013.12.31 130,000

분석기술 개발연구 (대사체 프로파일링 연구를 통한 질환 마커발굴 및 생체 매커니즘 규명) 황금숙 2013.01.01 2013.12.31 295,000

분석기술 개발연구 (분광학 기반 UPR 샹체 신호 분석 기술 개발) 서종복 2013.01.01 2013.12.31 72,000

융합기초과학 연구지원기반 운영지원 서정주 2013.01.01 2013.12.31 1,500,000

미래전략연구 (식품의 진위감별 및 원산지 판별을 위한 대사체 기술 개발) 황금숙 2013.01.01 2013.12.31 70,000

미래전략연구 (포괄적 다차원 마이크로팹 크로마토그래피 칩 개발) 김상구 2013.01.01 2013.12.31 150,000

창의적 기초연구 (식물면역체계 조절인자 탐색 및 작용기작 연구) 남명희 2013.01.01 2013.12.31 70,000

창의적 기초연구 (STEM-EELS를 이용한 고공간 분해능 ( < 1 nm) 
Chemical State 분석기술 개발) 백현석 2013.01.01 2013.12.31 60,000

ㅣ부산센터ㅣ

2008

부산센터 설치운영사업 정옥상 2008.01.01 2008.12.31 250,000

운영기획사업 (지역센터와 지방대학간 성과창출을 위한 상호협력방안 연구) 강신원 2008.01.01 2008.12.31 28,000

미래융합사업 (태양광하에서 물을 수소와 산소로의 광화학적 분해에 대한 산화물 반도체 개발) 김현규 2008.01.01 2008.12.31 200,000

요소기술 및 분석법 개발사업 (비 납전계 유전소재의 기초물성 및 다기능성 연구) 박성균 2008.01.01 2008.12.31 30,000

요소기술 및 분석법 개발사업 (고상에서 돌연변이 p53의 활성을 재생시키는
저분자 화합물의 합성) 방정규 2008.01.01 2008.12.31 30,000

요소기술 및 분석법 개발사업 (유∙무기 하이브리드 카이랄 나노튜브의
제조 및 응용연구) 진종성 2008.01.01 2008.12.31 20,000

ECR이온원을 이용한 첨단 중소형 입자빔 이용시설 구축 원미숙 2008.01.01 2008.12.31 150,000

2009

부산센터 설치운영사업 정옥상 2009.01.01 2009.12.31 372,000

운영기획사업 (선진국의 지역연구기반 구축조사) 강신원 2009.01.01 2009.12.31 28,000

친환경나노소재개발 및 분석 평가사업 (태양광하에서 물을 수소와 산소로
산소로의 광화학적 분해에 대한 산화물 반도체개발) 김현규 2009.01.01 2009.12.31 200,000

분석연구역량강화 (유무기하이브리드카이랄나노튜브의제조 및 응용연구) 진종성 2009.01.01 2009.12.31 20,000

분석연구역량강화 (전기화학적센서의 표면특성연구) 윤장희 2009.01.01 2009.12.31 30,000

분석연구역량강화 (HPLC용 리간드교환 키랄고정상의 개발 및 키랄의약품의 광학분할) 정의덕 2009.01.01 2009.12.31 30,000

분석연구역량강화 (화합물반도체나노입자를 이용한
유무기혼성 박막의 개발과 발광 및 에너지소자 응용연구) 배종성 2009.01.01 2009.12.31 30,000

ECR이온원을 이용한 첨단 중소형 입자빔 이용시설 구축 원미숙 2009.01.01 2009.12.31 1,6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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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연구과제 (센터운영사업/특정지역센터사업/자체과제사업)

년도 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연구비
(단위 :천원)

ㅣ부산센터ㅣ

2010

부산센터 설치운영사업 정옥상 2010.01.01 2010.12.31 521,500

운영기획사업 (선진국의 지역연구 기반구축조사) 강신원 2010.01.01 2010.12.31 28,000

친환경나노소재개발 및 분석평가 (태양광 하에서 물을 수소와 산소로
산소로의 광화학적 분해에 대한 산화물 반도체개발) 김현규 2010.01.01 2010.12.31 200,000

ECR이온원을 이용한 첨단 중소형 입자빔 이용시설 구축 원미숙 2010.01.01 2010.12.31 800,000

창의적 기초연구 (HPLC용 리간드교환 키랄고정상의 개발 및 키랄의약품의 광학분할) 정의덕 2010.01.01 2010.12.31 30,000

창의적 기초연구 (융복합-나노구조 산화물 섬유 개발) 김종필 2010.01.01 2010.12.31 50,000

창의적 기초연구 (액체크로마토그래프 / 이중질량분석법을 이용한
식물 질병 진단 수단으로서의 플라보노이드 연구) 진종성 2010.01.01 2010.12.31 50,000

창의적 기초연구 (가용화 슬러지를 이용한 종속영양미생물의 perchlorate 제거에 관한 연구) 하명규 2010.01.01 2010.12.31 100,000

2011

부산센터 설치운영사업 정옥상 2011.01.01 2011.12.31 623,800

운영기획사업 (선진국의 지역연구 기반구축조사) 강신원 2011.01.01 2011.12.31 28,000

ECR이온원을 이용한 첨단 중소형 입자빔 이용시설 구축 원미숙 2011.01.01 2011.12.31 1,400,000

창의적 기초연구 (폴리페놀 대사체학을 이용한 식물의 재배환경 판별 및 저항물질 연구) 진종성 2011.01.01 2011.12.31 125,000

창의적 기초연구 (원자층 증착법을 이용한 나노결정의 Ru계 삼원계 확산방지막 개발) 홍태은 2011.01.01 2011.12.31 70,000

창의적 기초연구 (가용화 슬러지를 이용한 종속영양 미생물의 perchlorate 제거에 관한 연구) 하명규 2011.01.01 2011.12.31 50,000

2012

부산센터 설치운영사업 현명호 2012.01.01 2012.12.31 639,000

운영기획사업 (선진국의 지역연구 기반구축조사) 강신원 2012.01.01 2012.12.31 25,258

ECR이온원을 이용한 첨단 중소형 입자빔 이용시설 구축 원미숙 2012.01.01 2012.12.31 1,450,000

창의적 기초연구 (폴리페놀 대사체학을 이용한 식물의 재배환경 판별 및 저항물질 연구) 진종성 2012.01.01 2012.12.31 150,000

창의적 기초연구 (원자층 증착법을 이용한 나노결정의 Ru계 삼원계 확산방지막 개발) 홍태은 2012.01.01 2012.12.31 70,000

창의적 기초연구 (펄스레이저증착법을 이용한
Cu2ZnSnS4 박막형 태양전지의 물리적 특성 연구) 배종성 2012.01.01 2012.12.31 60,000

2013.6

부산센터 설치운영사업 원미숙 2013.01.01 2013.12.31 639,000

ECR이온원을 이용한 첨단 중소형 입자빔 이용시설 구축 원미숙 2013.01.01 2013.12.31 1,450,000

미래전략연구 (폴리페놀 대사체학을 이용한 식물의 재배환경 판별 및 저항물질 연구) 진종성 2013.01.01 2013.12.31 135,000

창의적 기초연구 (펄스레이저증착법을 이용한
Cu2ZnSnS4 박막형 태양전지의 물리적 특성 연구) 배종성 2013.01.01 2013.12.31 60,000

창의적 기초연구 (ECR 이온원 적용을 위한 전도냉각형 MgB2 초전도자석시스템 개발) 최세용 2013.01.01 2013.12.31 70,000

창의적 기초연구 (원자층 증착법을 이용한 Ru 및 RuO2 박막 증착 기술 및 분석 기술 개발) 홍태은 2013.01.01 2013.12.31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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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연구과제 (센터운영사업/특정지역센터사업/자체과제사업)

년도 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연구비
(단위 :천원)

ㅣ대구센터ㅣ

2008

대구센터 설치운영사업 김우영 2008.01.01 2008.12.31 270,000

요소기술 및 분석법 개발사업 
(다이아몬드의 질소 결함에 대한 NMR과 EPR 연구) 백윤기 2008.01.01 2008.12.31 15,000

2009

대구센터 설치운영사업 이상학 2009.01.01 2009.12.31 268,856

국제협력연구사업 (튜불린에 결합된 에포틸론-B의 활성구조 규명을 위한 
표지원소간 거리측정) 백윤기 2009.01.01 2009.12.31 13,370

분석연구역량강화
(다이아몬드의 질소결합에 대한 NMR과 EPR 연구) 백윤기 2009.01.01 2009.12.31 20,000

분석연구역량강화 (다층 나노구조의 전기장 발광소자 특성 연구) 이상걸 2009.01.01 2009.12.31 30,000

2010

대구센터 설치운영사업 이상학 2010.01.01 2010.12.31 403,026

창의적 기초연구
(다층 나노구조의 전기장 발광소자 특성 연구) 이상걸 2010.01.01 2010.12.31 30,000

창의적 기초연구 (튜불린에 결합된 에포틸론-B의 활성구조 규명을 위한 
표지원소간 거리측정) 백윤기 2010.01.01 2010.12.31 71,630

2011 대구센터 설치운영사업 허태린 2011.01.01 2011.12.31 377,000

2012 대구센터 설치운영사업 허태린 2012.01.01 2012.12.31 388,000

2013.6

대구센터 설치운영사업 김성홍 2013.01.01 2013.12.31 388,000

분석기술 개발연구 (전기 화학 반응 및 이온 거동 
연구를 위한 핵자기 공명 분석 기술 개발 및 응용) 한옥희 2013.01.01 2013.12.31 200,000

창의적 기초연구
(Time-dependent 31P NMR study on GTP hydrolysis 
in taxol-stabilized microtubules)

백윤기 2013.01.01 2013.12.31 64,000

ㅣ전주센터ㅣ

2008

전주센터 설치운영사업 양문식 2008.01.01 2008.12.31 210,000

미래융합사업 (유기나노소자전극개발) 이주한 2008.01.01 2008.12.31 200,000

요소기술 및 분석법 개발사업 (유기 소자용 나노구조물 제작과 특성평가) 이하진 2008.01.01 2008.12.31 30,000

요소기술 및 분석법 개발사업 (제어 가능한 광학적, 촉매, 젖음 물성을 갖는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는 물질의 제조와 응용) 최원산 2008.01.01 2008.12.31 20,000

2009

전주센터 설치운영사업 양문식 2009.01.01 2009.12.31 180,000

분석연구역량강화 (제어가능한 광학적 촉매젖음물성을 갖는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는 
물질의 제조와 응용) 최원산 2009.01.01 2009.12.31 30,000

분석연구역량강화 (고효율 연료전지용 나노카본 전극개발) 이하진 2009.01.01 2009.12.31 30,000

2010

전주센터 설치운영사업 양문식 2010.01.01 2010.12.31 269,000

창의적 기초연구 (고효율 연료전지용 나노카본 전극개발) 이하진 2010.01.01 2010.12.31 30,000

창의적 기초연구
(고분자전해질 기반의 고성능 / 기능성 나노복합체 개발 및 응용) 최원산 2010.01.01 2010.12.31 50,000



주요사업 연구과제 (센터운영사업/특정지역센터사업/자체과제사업)

년도 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연구비
(단위 :천원)

ㅣ전주센터ㅣ

2011 전주센터 설치운영사업 이하진 2011.01.01 2011.12.31 323,000

2012

전주센터 설치운영사업 이하진 2012.01.01 2012.12.31 353,000

창의적 기초연구
(자기조립 고분자를 이용한 스마트 나노구조체 합성 및 응용 연구) 이하진 2012.01.01 2012.12.31 60,000

창의적 기초연구 (저차원 나노구조체의 역학적 변형에 따른 
물성변화의 실시간 관찰과 복합물성의 나노스케일 측정 / 분석 기술 개발) 홍웅기 2012.01.01 2012.12.31 60,000

2013.6

전주센터 설치운영사업 배태성 2013.01.01 2013.12.31 353,000

미래전략연구
(차원별 계층적 나노 복합체를 이용한 고효율 환경정화기술 개발) 이하진 2013.01.01 2013.12.31 150,000

창의적 기초연구
(고감지능 바이오센서용 다공성탄소재기반 전극소자 제조 기술 개발) 배태성 2013.01.01 2013.12.31 64,000

창의적 기초연구 (저차원 나노구조체의 역학적 변형에 따른 
물성변화의 실시간 관찰과 복합물성의 나노스케일 측정 / 분석 기술 개발) 홍웅기 2013.01.01 2013.12.31 54,000

ㅣ춘천센터ㅣ

2008

춘천센터 설치운영사업 이호근 2008.01.01 2008.12.31 225,000

TBP사업 (막단백질 표지 Optical / PET 영상기술개발) 허송욱 2008.01.01 2008.12.31 60,000

요소기술 및 분석법 개발사업
(렌티 바이러스 시스템을 이용한 생체내 줄기세포의 영상 추적기술 개발) 허송욱 2008.01.01 2008.12.31 30,000

요소기술 및 분석법 개발 (생체 내 종양 신생혈관형성 연구를 위한
PET / SPECT /CT용 새로운 방사성추적자의 개발 및 평가) 유은경 2008.01.01 2008.12.31 20,000

2009

춘천센터 설치운영사업 김경훈 2009.01.01 2009.12.31 160,000

분석연구역량강화
(PET / SPECT / CT용 새로운 방사성 추적자의 개발 및 평가) 유은경 2009.01.01 2009.12.31 20,000

2010

춘천센터 설치운영사업 최형태 2010.01.01 2010.12.31 178,902

창의적 기초연구 (실시간 생체영상기술을 이용한
우울증의 기작 규명과 이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기술의 개발) 허송욱 2010.01.01 2010.12.31 250,000

2011

춘천센터 설치운영사업 최형태 2011.01.01 2011.12.31 153,000

미래전략연구 (실시간 생체영상기술을 이용한
우울중의 기작 규명과 이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기술의 개발) 허송욱 2011.01.01 2011.12.31 197,608

2012

춘천센터 설치운영사업 윤종환 2012.01.01 2012.12.31 208,000

미래전략연구 (실시간 생체영상기술을 이용한
우울중의 기작 규명과 이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기술의 개발) 허송욱 2012.01.01 2012.12.31 150,000

창의적 기초연구 (유전체디자인기술과 제브라피쉬 발생의 융합을 이용한
Ets1 유전자의 기능과 질병기전 연구) 권승해 2012.01.01 2012.12.31 60,000

생체적합성 나노의약 기반 골다공증제어 연구 박경순 2012.01.01 2012.12.31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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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연구과제 (센터운영사업/특정지역센터사업/자체과제사업)

년도 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연구비
(단위 :천원)

ㅣ춘천센터ㅣ

2013.6

춘천센터 설치운영사업 권승해 2013.01.01 2013.12.31 208,000

분석기술 개발연구 (실시간 생체영상 기술을 이용한
우울중의 기작 규명과 이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기술의 개발) 허송욱 2013.01.01 2013.12.31 150,000

창의적기초연구 (유전체디자인기술과제브라피쉬발생의융합을이용한Ets1 유전자의기능과질병기전연구) 권승해 2013.01.01 2013.12.31 54,000

창의적 기초연구 (Brown adipocyte 촉진을 통한 비만 억제) 조영욱 2013.01.01 2013.12.31 60,000

생체적합성 나노의약 기반 골다공증제어 연구 박경순 2013.01.01 2013.12.31 70,000

ㅣ강릉센터ㅣ

2008
강릉센터 설치운영사업 정진승 2008.01.01 2008.12.31 510,000

요소기술 및 분석법 개발사업 (복합 기능성 나노구조체를 이용한 분자감지 연구) 채원식 2008.01.01 2008.12.31 20,000

2009

강릉센터 설치운영사업 정진승 2009.01.01 2009.12.31 510,000

국제협력연구사업 (복합기능성 삼차원 유전체 재료개발에 대한 국제협력연구) 채원식 2009.01.01 2009.12.31 20,000

분석연구역량강화 (복합기능성나노구조체를 이용한 분자감지연구) 채원식 2009.01.01 2009.12.31 20,000

2010
강릉센터 설치운영사업 정진승 2010.01.01 2010.12.31 516,922

창의적 기초연구 (복합기능성 삼차원 유전체 재료개발에 대한 국제협력연구) 채원식 2010.01.01 2010.12.31 70,000

2011
강릉센터 설치운영사업 정진승 2011.01.01 2011.12.31 116,000

창의적 기초연구 (복합기능성 삼차원 유전체 재료개발에 대한 국제협력연구) 채원식 2011.01.01 2011.12.31 60,000

2012
강릉센터 설치운영사업 정진승 2012.01.01 2012.12.31 127,000

창의적 기초연구 (복합기능성 삼차원 유전체 재료개발에 대한 국제협력연구) 채원식 2012.01.01 2012.12.31 60,000

2013.6
강릉센터 설치운영사업 최재호 2013.01.01 2013.12.31 189,488

창의적 기초연구 (첨단나노분석영상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질병진단·치료용 나노입자 구축) 이진규 2013.01.01 2013.12.31 60,000

ㅣ제주센터ㅣ

2008 제주센터 설치운영사업 현명택 2008.01.01 2008.12.31 500,000

2009 제주센터 설치운영사업 현명택 2009.01.01 2009.12.31 500,000

2010 제주센터 설치운영사업 현명택 2010.01.01 2010.12.31 517,807

2011 제주센터 설치운영사업 현명택 2011.01.01 2011.12.31 500,000

2012
제주센터 설치운영사업 현명택 2012.01.01 2012.12.31 511,000

창의적 기초연구
(해양 미세조류의 배양 및 새로운 응용 기능성 소재 개발) 김대경 2012.01.01 2012.12.31 70,000

2013.6
제주센터 설치운영사업 김대경 2013.01.01 2013.12.31 511,000

국가 재난대응 분석체계 구축 운영
(적조 환경 미생물 분석 및 기술개발) 서정주 2013.01.01 2013.12.31 120,625

ㅣ서울서부센터ㅣ

2012 서울제2센터 설치운영 이광식 2012.01.01 2012.12.31 928,000

2013 서울서부센터 설치운영 엄치용 2013.01.01 2013.12.31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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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대덕본원 및 지역센터 연락처

ㅣ대덕본원ㅣ

305-80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 Tel_042.865.3500 Fax _042.865.3404

ㅣ오창본원ㅣ

363-88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연구단지로 162 / Tel_043.240.5114 Fax_043.240.51990

ㅣ서울센터ㅣ

136-7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6 고려대학교 내 / Tel_02.920.0700 Fax_02.920.0708

ㅣ부산센터ㅣ

618-230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 1로 60번길 31 / Tel_051.974.6102 Fax_051.974.6166

ㅣ대구센터ㅣ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내 / Tel_053.959.3404 Fax_053.959.3405

ㅣ광주센터ㅣ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내 / Tel_062.530.0890 Fax_062.530.0519

ㅣ전주센터ㅣ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번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내 생명과학관 / Tel_063.270.4306 Fax_063.270.4308

ㅣ춘천센터ㅣ

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집현관 내 169-148 / Tel_033.250.7275 Fax_033.255.7273

ㅣ순천센터ㅣ

540-742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315번지 순천대학교 내 공동실험실습관 169-148 / Tel_061.752.8154 Fax_061.752.8156

ㅣ강릉센터ㅣ

120-70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학교 120 강릉원주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내 169-148 / Tel_033.640.2896 Fax_033.640.2895

ㅣ제주센터ㅣ

690-140 제주시 영평동 2170-2번지 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1층 / Tel_064.800.4921 Fax_064.805.7800

ㅣ서울서부센터ㅣ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종합과학관 D동 DB 102호 / Tel_02.3277.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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