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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사 개요

행사명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Korea Science & Technology Fair)

일

시

2021. 12. 22 (수) - 2021. 12. 24 (금), 총 3일간

장

소

일산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 2·3홀(전시) 및 컨퍼런스룸(포럼 등)

주

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소개글

01 행사 개요
02 행사장 안내
03 전시장 배치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성과를 볼 수 있는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 일산 킨텍스에서
3일간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됩니다.
혁신적 과학기술 성과를 집대성하고, 기술패권 시대의 선도를 위한 국가첨단전력기술 육성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본 행사는 개막식, 성과전시, 과학문화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의 현재와 미래를 경험 할 수 있습니다.

02. 행사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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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시장 배치도

04. 전시 구분

[국가필수전략기술관]

[연구개발관]

양자기술

첨단소재

미래국방

탄소중립

반도체, AI(인공지능)

바이오•헬스

5G/6G, 사이버보안

우주

수소

기초과학

첨단 로봇

우수과학자포상

첨단바이오

기업사업화

이차전지

[과학문화관]
과학 학습 체험
과학문화 콘텐츠 체험
과학기술 진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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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참여 부스 현황

04. 참여 부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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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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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전략기술관
■ 양자기술
■ 미래국방
■ 반도체
■ 인공지능
■ 5G•6G
■ 사이버 보안
■ 수소
■ 이차전지
■ 첨단로봇
■ 첨단바이오

01. 국가필수전략기술관

II 연구성과 전시

양자기술

부스번호

Z01

양자기술관
기관명

01
국가필수전략기술관

홈페이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K텔레콤

www.kist.re.kr

전시 소개
전시 소개
대한민국은 2030 양자기술 4대 강국을 목표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기술

지금이 아니면 앞서갈 수 없는 미래, 양자기술의 발전을 위해 혁신의 최전선에서 연구중인 산·학·연의 연구성과를
소개합니다.
참가기관 및 전시물품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상온작동 2qbit 양자컴퓨터

-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 양자클라우드 활용 시연, 양자컴퓨터 시스템 개요도 및 모형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초전도 양자 컴퓨터 원격 시연, 초전도 양자간섭소자(SQUID) 기반 뇌자도 측정시스템,
양자 센서 소자 및 웨이퍼 칩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무선양자암호통신 부품, 초소형 QKD부품

- SK텔레콤

: 상용 양자난수생성칩, 양자암호통신장비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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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필수전략기술관

II 연구성과 전시

방과학연구소

부스번호

Z02

국방과학연구소
기관명

01
국가필수전략기술관

미래국방

홈페이지

국방과학연구소

www.add.re.kr

전시 소개
< 무인기 : 미래 전장 응용을 위한 다목적 호버 바이크 >
ㅇ 호버 바이크 축소 모델 (Hover-Bike Scale Model)
- 차량 및 도로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군수품 수송, 유사시 적의 주요 시설을 석권하는 침투 임무 수행, 중계기 등
무기체계로 운용할 수 있으며, 개인 항공기, 드론 배송, 인명구조 등 민간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한 고신뢰성
다목적 호버 바이크 개발
< 우주 : 초소형 SAR 위성군 체계 >
ㅇ 초소형 SAR 위성군 체계 목업 (Small SAR Satellite System Mockup)
- 차재방문주기 및 응답주기를 최소화하는 위성군의 궤도 형상 및 운용개념을 설계하고, 위성체 및 SAR 탑재체의
소형/경량화를 통한 저비용 고성능의 초소형 SAR 위성군 체계개발
< 양자물리 : 레이다 소형경량화를 위한 광집적 기반 송수신 기술 >
ㅇ 광집적 기반 송수신 기술 시연 동영상
- 레이저 신호원과 광대역 전광 변조기를 이용한 소형 표적 및 낮은 RCS 표적 탐지용 광자기반 레이다
핵심 요소기술 개발
< 인공지능 : 딥러닝 기반 초소형 SAR 위성영상의 특정물체 인식기법 >
ㅇ SAR 위성영상 특정물체 인식기법 시연 동영상
- 초소형 SAR 위성영상 분석 자동화를 위한 핵심 딥러닝 기술 개발
* CVPR2020 항공영상분할 국제 경진대회 우승

<호버 바이크 축소 모델>

<초소형 SAR 위성군 체계 목업>

19

<위성영상 DB구축 및 자동분석>

01. 국가필수전략기술관

II 연구성과 전시

반도체

부스번호

Z03

The most powerful AI processor
기관명

01
국가필수전략기술관

홈페이지

㈜퓨리오사 AI

www.furiosa.ai

전시 소개
㈜퓨리오사에이아이
퓨리오사에이아이는 2017년 4월 설립된 기업으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및 자율주행을 타겟으로 하는 추론

반도체

전용의 AI Chip을 설계하는 팹리스 스타트업입니다. (www.furiosa.ai).
MLPerf 2021 결과
퓨리오사에이아이는 클로즈드 에지 카테고리에서 인기 있는 비전 모델에 대한 최고의 AI 칩 벤치마크 결과를 보여주며,
미래 메타버스 및 기타 복잡한 AI 주도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엔진이 될 최신 아키텍처, 실리콘 엔지니어링, 컴파일러 및
소프트웨어 스택을 증명했습니다.
Demo
- 다음 시연은 워보이가 카메라로 운전자의 자세를 인식하여, 사용자가 시뮬레이터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물체
감지와 분류 모델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도로를 주행할 때 자율주행 등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요구하는 복합적인 AI 모델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21

II. 연구성과 전시
반도체

부스번호

Z03

II 연구성과 전시

인공지능 반도체 국가연구실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www.etri.re.kr

전시 소개

01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은 첨단기술의 정점에 있으며 인공지능과 거대 인공신경망 실현을 위한 원천기술인

국가필수전략기술관

반도체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우리 기술로 설계한 세계최고 성능, 높은 전력효율성의 인공지능 반도체 ‘AB9’과 K-인공지능 서버,
‘ArtBrain(아트브레인)-K’ 입니다.
AB9 인공지능 프로세서는 초당 40조개의 고성능 인공지능 부동소수점(FP16) 연산을 15W의 낮은 전력으로
실행하기 위한 ETRI만의 독자적인 딥러닝 최적화 아키텍처, 전력관리 구조 및 컴파일러를 갖추고 있습니다.
AB9은 열발생량이 적어서 한 개의 서버 랙에 160개나 장착가능하며, ArtBrain-K 서버 랙 1개는 1초에 무려 최대
6400조개의 연산성능을 실현합니다. ArtBrain-K는 전세계 빅테크 기업이 인간과 같은 일반지능을 향해 발전 중인
거대인공신경망 학습 반도체 기술을 비공개 중인 상황에서 우리의 인공지능 반도체인 ETRI의 AB(Artificial Brain,
인공두뇌)는 우리 반도체 기술로 미래 인공지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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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II. 연구성과 전시

01. 국가필수전략기술관

인공지능

부스번호

Z04

네이버의 첨단 기술을 모두가 쉽게, NAVER Cloud
기관명

홈페이지

네이버 클라우드

www.navercloudcorp.com

인공지능

부스번호

Z04

AI, 모두의 능력이 되다 Hyper CLOVA
기관명

홈페이지

네이버 클로바

clova.ai

전시 소개

전시 소개

네이버클라우드는 네이버의 모든 기술과 플랫폼을 클라우드 기반의 One Stop 서비스로 제공하며, 600여 개의

네이버 클로바는 네이버와 라인의 AI 기술 조직으로 국내와 일본에서 가장 큰 AI 회사 입니다.

네이버 서비스를 비롯한 수많은 경험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고품질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현재 18개 카테고리에서 180개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클로바의 AI 기술은 클로바 스피커와 네이버앱, 클로바 노트를 통해 쉽게 체험해 보실 수 있으며, 네이버는 B2B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서비스 안정성과 정보 보호에 관련된 국제/국내 인증을 취득한 강력한 보안성을 갖추고

영역에서도 Speech, Voice, OCR, AiCall 등 다양한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있으며, 자체 데이터센터와 다수의 글로벌 리전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365일

또한 지난 5월 국내 기업 최초의 ‘초대규모 AI’인 ‘하이퍼클로바(HyperCLOVA)’를 공개하였고 기존 한국어 AI의

사용자 지원 정책으로 고객의 다양한 이슈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사용자센터를 항시 운영하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하이퍼클로바’를 네이버 서비스에 적용하여 네이버 사용자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있습니다. 공공기관,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이퍼클로바'를 텍스트와 음성 외에 이미지도 함께 이해하게끔 개발하며, 전문가가 아닌 누구나 접근

네이버클라우드는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즈니스의 성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검증된 IT 서비스 경험을

가능한 플랫폼으로 진화시켜 ‘하이퍼클로바’의 생태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일본어, 영어 등 다양한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어로 확장하여 국내에서의 AI 퍼스트무버(First Mover)를 넘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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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01. 국가필수전략기술관

인공지능

부스번호

Z04

인공지능

부스번호

HoloPort 단 한대의 카메라로 홀로그램 생성
기관명

홈페이지

㈜더블미

www.doubleme.me

Z04

Voice Synthesis
기관명

홈페이지

주식회사 수퍼톤

supertone.ai

전시 소개

전시 소개

<단 한대의 3D 카메라를 활용한 홀로그램 생성 및 전송>

NUVO

- 한 대의 3D 카메라, 복잡하고 고가의 볼류메트릭 비디오캡처* 기술 대체

CES 2022 Innovation Awards를 수상한 NUVO는 실시간으로 내 목소리를 원하는 목소리로 변환할 수 있는

- 5G MEC 기반의 실시간 사용자 생성 실감 홀로그램 공유 서비스 제공

솔루션입니다. NUVO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바꾸거나,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의 목소리로 바꿀 수

- 실시간 홀로포테이션이 가능한 차세대 실감형 XR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는 NUVO를 오디오 콘텐츠 제작이나 더빙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카메라로 특정 대상을 360도 촬영하여 입체영상 생성
GOYO
GOYO는 실시간으로 잡음과 잔향을 조절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AI 기반의 솔루션입니다.
GOYO를 활용하면 주변 소음에 방해를 받지 않고 화상 회의나 실시간 방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게 녹음된
잡음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합니다.
SVS
SVS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가창 합성 솔루션입니다. 실제 사람과 구별이 어려운 수준의 품질과 표현이 가능한 SVS
<기존기술 대비 개선내용>

<실시간 홀로포테이션>

는 특정 음색을 복제하거나 새로운 목소리로 가창 음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여 복원한 김광석의
목소리로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 3D 카메라 앞에서 홀로그램 촬영 시작 → 실시간 홀로그램 생성 및 네트워크 전송
→ 현실 세계 메타버스(트윈 월드)에서 실시간 홀로그램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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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인공지능

부스번호

Z04

II 연구성과 전시

국방 AI 메타버스 가상훈련 플랫폼 전문기업
기관명

홈페이지

㈜네비웍스

www.naviworks.com

전시 소개

01

㈜네비웍스는 가상 교육훈련 IT 전문기업입니다. 첨단 가상현실(XR) 기반 종합 시뮬레이션 및 스마트 관제

국가필수전략기술관

전문기업으로, 지난 21년간 항공 전술훈련 시뮬레이터, 해군 전투체계 검증 시뮬레이터 및 국방/공공 가상훈련 시스템
개발, 예비군 영상모의사격 시스템 개발, 아시아 최초의 훈련용 기능성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육, 해, 공군의 실제 전장 상황을 2D/3D 그래픽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시/구축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기반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품목은 메타버스 기반의 국방훈련 시뮬레이터로 오프라인 다목적 훈련센터의 핵심
가상훈련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용 소프트웨어와 훈련 소프트웨어를 메타버스의 3차원 가상세계와 연결한 멀티
교육훈련 서비스입니다. 훈련 참여자에게는 몰입형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며,
타 시스템과의 연동 및 AI 기반 시스템 자동화로 교육훈련의 실증성이 확대 되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의 자동화,
지능형 멀티 에이전트, 훈련 자동평가 등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상훈련 플랫폼의 선진화를 실현한
제품으로, 다중 멀티참여와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효과적인 훈련이 가능합니다. 국방, 경찰, 소방 분야 등
대한민국 주요 기관의 훈련센터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네비웍스는 대한민국 훈련센터의 표준화와 첨단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지속 발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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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필수전략기술관

5G·6G

부스번호

Z05

5G·6G

부스번호

6G Terahertz & Full Duplex Radio
기관명

홈페이지

LG전자

www.lge.co.kr

Z05

6G communications
기관명

홈페이지

삼성전자

www.samsung.com

전시 소개

전시 소개

LG전자는 최근 추진하고 있는 6G 이동통신의 기술 선도 R&D 추진 활동의 핵심 기술들에 대한 수행 결과를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6G 비전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 등 모든 것을 연결하는

전시합니다.

‘초연결(Hyper-connectivity) 통신 시스템 실현’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경험(Ultimate experience)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대 3THz까지의 대역을 활용하여 초광대역을 사용함으로써 Tbps급의 전송속도를

우선 6G 대표 후보기술 중 하나인 100GHz 이상의 주파수를 활용한 초고속 무선 전송 기술인 Terahertz에 대하여

지원하는 테라헤르츠(THz) 대역 통신 기술이 핵심 기술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동작 시연과 주요 테스트 동영상 시연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2019년 1월 LG전자가 주도하여 설립한
LG-KAIST 6G 연구센터 내 THz 핵심 기술 연구 과제를 통해 개발한 Terahertz 초광대역 빔포밍 솔루션에 대한

본 전시에서는 삼성전자가 바라보는 6G의 특징을 설명하고 6G의 초고속 통신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인

테스트 동작과 더불어 주요 성능 테스트 동영상을 활용한 시연을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2019년 후반부터 독일

THz 통신 기술의 PoC 시스템을 전시합니다.

Fraunhofer HHI, IAF 연구소들과의 Terahertz frontend 핵심 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한 소자, 모듈 및
이들을 통합화한 Terahertz frontend/antenna 송신기를 활용한 실내 최대 15m 거리 64QAM 무선 테스트와

주요 전시품으로는 고성능 THz RF 핵심 모듈과 초고속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모뎀 HW를 전시합니다. 또한,

실외 최대 110m 통신 거리 무선 테스트 수행을 영상으로 시연합니다.

PoC 시스템을 사용하여 140GHz THz 대역에서 동작하는 세계 최초 실시간 Beam Forming PoC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송/수신기가 30 m 떨어져 있는 실내 환경에서 고성 능 빔포밍 기술을 사용하여 실시간 12Gbp의

이와 동시에 LG전자가 지난 2014년부터 본격 원천기술 연구 개발을 주도해온 또 다른 6G 주요 후보 기술 인 Full

데이터 전송 속도를 확인할 수 있고, 실외 120m 거리에서 2.3Gbps의 전송 속도를 달성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uplex Radio(FDR) 무선 송수신 기술에 대한 핵심 기술 솔루션 개발 결과를 동작 시연 함과 동시에 본 기술
솔루션을 활용한 무선 전송 상황에서의 성능 테스트 수행을 영상으로 시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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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6G

부스번호

Z05

5G·6G

교통 Twin AI
기관명

홈페이지

주식회사 케이티

www.kt.com

부스번호

5G기반 AI응급의료시스템
기관명

홈페이지

연세대학교 의료원

yuhs.severance.healthcare/yuhs

전시 소개

전시 소개

기술개요

본 발표는 5G및 인공지능(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의

AI 지능형 CCTV 기반의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환경을 구축하고, 수집된 교통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Digital

전 단계 정보연계 복합지능 스마트 EMS시스템(CONNECT-AI)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Twin 교통 네트워크 모델과 AI 신호 최적화 엔진으로 광역 네트워크 내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본 시스템 개발의 목적은 하기와 같습니다.

의미
다양한 도로 상황 및 광역 교차로에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 대응(C-ITS)

(1) 유관기관 간 원활한 선순환 협력을 위한 시스템 연결체계를 구축하고,
(2) 클라우드와 5G기술을 활용하여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완전한 응급현장데이터 수집을 통해

전시내용

(3) 높은 정확도를 담보하는 응급맞춤형 복합지능 AI기술을 적시에 적용하고,

1) 도로 교통 CCTV 영상분석 AI 기술(영상 및 포스터 수준 전시)
- 차선 단위 분석, 보행자/돌발 상황 검지, 교통량 및 속도 영상분석
2) 광역 네트워크 교통흐름 개선 기술 (시뮬레이션 영상 시연)
- 개포동 광역 네트워크 대상 교통정체 상황 재현

(4) 체계적인 법·제도의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5) 전국민 체감형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최적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 교차로 Twin 모델과 AI 신호 최적화 강화 학습 엔진의 상호작용으로
실시간 최적 신호 정책 도출 및 적용 효과 시연 (포스터)
- 상황 별 교통 시뮬레이션 및 최적 신호 정책 도출 시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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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사이버 보안

부스번호

Z06

IoT 디바이스 DNA 기술
기관명

01
국가필수전략기술관

홈페이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www.etri.re.kr

전시 소개
IoT 디바이스를 구성하는 하드웨어의 고유특성에 기반하여 생성할 수 있는 고윳값으로 유일성, 반복성, 난수성,
복제 불가성, 예측불가성의 성질을 만족하며, 대규모 IoT 환경에서 IoT 디바이스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뢰

사이버 보안

원천(Root of Trust) 구성의 근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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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부스번호

Z06

IoT 인프라 보호용 침해확산방지 기술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www.etri.re.kr

사이버 보안

부스번호

Z06

클라우드 기반 IoT 위협 자율 분석 및 대응 기술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www.kisa.or.kr

전시 소개

전시 소개

다양한 무선·이동 접속 환경 및 네트워크 연계 상황에서 안전한 IoT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빠른 공격 확산, 서비스

기술개요

거부 공격 등의 보안 위협을 방어하는 IoT 인프라 보안 자율 제어 기술입니다.

실생활에 피해를 유발하는 IoT 환경의 침해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실시간 위협탐지 및 자율적 위협 분석 대응
기술 개발

기능 및 성능
- 기기/GW/서비스 세그먼트 단위 유연한 보안 통제 기법으로 사물봇 공격/자동전파 방어 가능

기술의 특징 및 장점

- 선기기 검증 기반 신뢰 연결 제어로 사물봇넷 기반 DDoS 공격 및 메시지 위·변조/도감청 방지

◎ IoT 환경에서의 알려진 취약점 악용 공격 자동 수집·분석·탐지

- 경량 IoT 기기 및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는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고성능 암호
응용분야

- IoT 기기 관련 키워드* 기반 기기정보, CVE, ExploitCode 자동 수집·매핑으로 분석가의 시간 비용 절감
* 키워드 자동 수집, 수동 입력으로 보안위협 수집 범주 조정 가능
◎ 저사양 환경에서 동작 가능한 경량화된 AI 기반 이상행위 탐지 모델

- 스마트 홈/스마트 팩토리/스마트 시티 등 IoT 서비스 인프라
· 다양한 스마트 경량 IoT 기기에 적용하여 안전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공
· 다양한 IoT 서비스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IoT 인프라 보안 통제 가능
· 서비스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IoT 인프라 보안 기술 적용

- 초기 학습 데이터 결핍 문제(Cold Start Problem) 해결을 위한 데이터 전이 학습 기술 적용
◎ 대용량 IoT 관련 정보 연관분석 및 탐지·상태 모니터링/관제 기술
- 분석가에 의해 작성된 공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위협 정보를 연관분석하여 유사 공격 분류
- 동일 유형 및 제품군 공격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 확산 및 피해 저감

· 자원 제약적인 IoT 기기,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보안 제공
활용 분야
① IoT 기기 보안위협 탐지 솔루션 및 HW 제품 개발(보안위협탐지)
② 클라우드 기반 IoT 보안관제 및 서비스 운용(보안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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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부스번호

Z07

세계 최초 양산형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Xcient Fuel Cell)
기관명

01
국가필수전략기술관

수소

홈페이지

현대자동차

www.hyundai.com

전시 소개
■ 수소에너지를 활용하여 운행 시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전기트럭
1)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친환경 운송 솔루션
① 쉬운 충전

Xcient Fuel Cell은 1회 충전시간 8~20분*으로 1회 충전만으로도 원할한 운행 가능
* 탱크 압력 350bar 기준, 충전소 사양에 따라 변동

② 긴 주행거리

Xcient Fuel Cell은 1회 충전만으로 380km까지 운행할 수 있어 장거리 운전에 적합
* 380km 운행 사양 4 x 2 충족, 18톤 트레일러
*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

2) 국산화 기술로 개발된 수소연료전지파워트레인
①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핵심장비
* 최대 출력 180kW (90kW 스택 x 2개)

② 고전압 배터리 팩

필요시 전력을 저장하고 출력하며 제동시 전력회수도 담당
* 배터리 팩 용량 72kWh (24kWh x 3개)

③ 수소 저장 시스템

최저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동용량 탱크 7개
* 탱크 용량 31.08kg(SOF 100% 기준 수소량)

④ 주행 모터

최저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동용량 탱크 7개
* 탱크 용량 31.08kg(SOF 100% 기준 수소량)

■ 수소트럭 현대자동차 엑시언트(XCIENT) 주요 제원
구분

제원

C/Cab 중량

9,440 Kg

전장

9.7m

전폭

2.5m

전고

3.7m

스택

180kW (90kW x 2EA)

배터리

용량 72kWh

수소탱크

가용 31.08kgH2 (@350bar) Type4

모터&인버터(Max)

350kW / 2,237Nm

1충전주행거리

38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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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이차전지

부스번호

Z08

소금을 활용한 차세대 이차전지 전극 소재
기관명

01
국가필수전략기술관

이차전지

홈페이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전시 소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에너지를 저장 할 수 있는 배터리(이차전지)는 소형 전자기기, 전기자동차, 대규모 전력장치 등 다양한 용도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지만, 리튬 원재료가 채굴되는 지역이
한정적이고 가격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본 전시기술은 리튬 자원을 대체하기 위해, 염화나트륨(NaCl,
소금)을 활용한 새로운 나트륨이온 이차전지에 관련한 것이다. 나트륨이온 이차전지는 리튬의 원재료 수급 및 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체 후보로서, 대규모 전력저장 장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시회장에서는 전지의 구성요소 (양극, 음극, 분리막 소재 등)를 전시하여, 배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소개 할 예정이다. 실제 NaCl 을 활용하여 만든 배터리를 전시하고, 전기를 사용하여 LED 및 전자패널을 구동하는
장치를 시연한다. 또한, 나트륨이온 이차전지의 작동원리 및 연구 가치에 대한 내용을 포스터로 설명할 예정이다.
해당 성과물은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에너지환경 분야(성과명: 소금(NaCI)을 활용한 차세대
나트륨이온 이차전지 전극 소재 제조 기술 개발)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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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이차전지

부스번호

Z08

II 연구성과 전시

양극재는 이차전지 성능을 좌우함
기관명

홈페이지

한양대학교

전시 소개

01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 가는 전기차의 가격구성/ 이차전지의 가격구성, 양극(소)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고니켈계 M(OH)2 전구체 실품
: 차세대 양극재 제조를 위한 고밀도 M(OH)2계 전구체이며, 공침합성 반응을 통해 합성된다.
차세대 양극재 실품
: 초격차의 고용량 장수명 고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양극재이다.
양극(전극) 제작 과정 모식
: 리튬이온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양극의 제조과정의 모식. 양극 활물질 파우더부터 구동 가능한
pouch-type full-cell까지 제작과정을 보여준다.
전지 성능 데이터
: 차세대 양극소재가 적용된 pouch-type full-cell의 성능 평가 결과. 1회 충전으로 600~700km 주행이 가능하며,
2000회 충·방전에도 초기 대비 90%의 안정적인 용량 유지율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전기차용 배터리를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리튬이온 배터리
: 차세대 양극재가 적용된 실제 상용 수준의 리튬이온전지이다.
차세대 양극소재 단면 이미지
: 차세대 양극소재는 막대형태의 일차입자가 방사형을 이루어 이차입자인 양극소재를 구성한다.
막대형태의 일차입자는 전지 충·방전 시 양극에 부하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양극의 수명특성을 향상시킨다.
반면, 상용 양극소재는 다각형 형태의 일차입자가 무질서하게 배열된 이차입자로 구성되며,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차세대 양극소재 결정구조
: 일반 레이어드 구조는 전이금속층과 리튬층이 서로 다르게 구분되어있지만, 차세대 양극소재는 Li+과 전이금속이
서로 교대배열되어있는 오더링구조로 형성되어있다. 오더링구조는 양극의 충방전시 결정구조를 안정하게 유지시킨다.
해당 성과물은 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에너지환경 분야(성과명: 고 에너지밀도 전지 제조를 위한
핵심 원천 기술 개발 및 지식재산권 확보)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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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로봇

II. 연구성과 전시
첨단로봇

부스번호

Z09

II 연구성과 전시

사족보행 로봇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과학기술원

www.kaist.ac.kr

전시 소개

01

- 사족보행 로봇은 감시, 정찰, 수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로봇이다. 특히 사족보행 로봇 “RBQ-3, RBQ-5” 는

국가필수전략기술관

복잡한 한국지형을 보행할 수 있는 자율보행기술과 외부 충격에 강인한 보행 제어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음.
- 전기 모터방식을 사용해 고기동·고효율이 특징이며, 리모컨을 이용한 손쉬운 조작이 가능함.
- 라이다,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 탑재를 통해 군용, 소방안전, 안전검사, 방범순찰, 서빙 및 안내 등 편의업무, 부품이송
및 라스트 마일 등 물류분야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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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

01. 국가필수전략기술관

II. 연구성과 전시
첨단바이오

부스번호

Z10

첨단바이오

홈페이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Z10

미생물에서 뽑아낸 7가지 무지개 색소
/ 미생물 기반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

첨단 바이오 전시관
기관명

부스번호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과학기술원

https://www.kaist.ac.kr

전시 소개

전시 소개
제 목

◎ 미생물에서 뽑아낸 7가지 무지개 색소

바이오의 4차산업혁명 합성생물학 기반 바이오파운드리

- 기존 석유 기반 합성 색소를 대체하기 위해 7가지 천연 무지개 색소를 생산 가능한 미생물 균주를 최초로 개발,

개 요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파운드리의 이해를 위한 패널 및 전시
패널 내용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파운드리의 개념 및 활용 분야 소개

무지개 색소 생산 관련 영상 관람 및 색소 관찰
- 미생물로부터 생산한 무지개 색소 관련 설명 및 발효기 가동 모습 관련 영상 관람, 무지개 색소 샘플 관찰
◎ 미생물 기반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

전시물 내용

- 여러가지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석유기반 합성 플라스틱을 대체할 미생물로부터 만들어지는

합성생물학 기반 바이오파운드리 개념을 설명하는 전시물
구 성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인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 (PHA) 생산 기술
- 기존에는 화학공정으로 만들어지던 polylactic acid (PLA) 및 의료용 바이오 플라스틱 poly(lactate-co-glycolate)

Design용 컴퓨터, 자동화 실험용 장비 2대, 3D 프린터 1대
Design용 컴퓨터

[PLGA]와 신규 방향족 화합물이 포함된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미생물 최초 개발
- 미생물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및 추출 과정 영상 관람 및 생산된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 전시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 유전자회로 설계 소프트웨어
자동화 실험용 장비 1
바이오의 4차산업혁명 합성생물학 기반 바이오파운드리
자동화 실험용 장비 2
바이오의 4차산업혁명 합성생물학 기반 바이오파운드리
3D 프린터 (가로 50cm * 세로 50cm * 높이 60cm) 세포 모형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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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첨단바이오

부스번호

Z10

첨단바이오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개발
기관명

홈페이지

㈜고바이오랩

부스번호

Z10

셀레믹스
기관명

홈페이지

셀레믹스

전시 소개

전시 소개

㈜고바이오랩은 ‘마이크로바이옴 원천기술과 치료제 개발 역량을 통합적으로 갖춘 글로벌 혁신 바이오기업’입니다.

BTSeq™ 기술소개

https://www.celemics.com/

미래 유망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의 파급 효과는 식품, 화장품부터 진단, 치료제 분야까지
헬스케어 관련 전 산업 분야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고바이오랩은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술과 공생 미생물
라이브러리를 활용, 파이프라인 확장성 및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역중개 연구 기반 치료제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질환에 대한 혁신적인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염기서열분석법이란 하나의 유전체를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분해하여 각 조각을 동시에 읽어낸 뒤,
전산기술을 이용하여 조합함으로써 방대한 유전체 정보를 빠르게 해독하는 방법입니다. BTSeq™ SARS-CoV-2
Whole Genome Sequencing은 NGS를 기반으로 개발된 기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서 채취한
viral RNA를 이용하여 유전자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Sanger Sequencing과 달리 샘플 DNA를 조각내 각 조각의 염기서열을 한 번에 분석합니다. DNA 조각의 Sequence
는 서열 유사도를 이용한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조립 (De novo sequencing) 되거나 Reference Sequence에
맞춰보는(Mapping) 방법으로 샘플의 염기서열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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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개발관
■ 기초과학
■ 탄소중립
■ 양자기술
■ 첨단소재
■ 반도체/디스플레이
■ 인공지능/SW
■ 차세대통신/사이버보안
■ 우주·항공
■ 미래수송
■ 기술사업화
■ 로봇/첨단제조
■ 바이오/헬스

02. 연구개발관

II 연구성과 전시

기초과학

부스번호

A01

기초과학관
기관명

02
연구개발관

기초과학

홈페이지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전시 소개
“기초연구는 지식창조의 뿌리, 국가번영의 샘“
1. 기초연구 개요
기초연구는 국가 경쟁력의 근본이 되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인력양성을 유도해 ‘과학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기초연구사업은 1978년부터 대학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작되었으며, 2009년 사업통합으로 현재와 비슷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사업으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기초연구관 소개
기초연구관은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원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예산 확대 추진에 따른
연구성과로 구성하였습니다. 올해 10월 발사된 누리호와 연관되는 기초연구와 주요연구성과 동영상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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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부스번호

A01

기초과학

부스번호

기초과학관
기관명

홈페이지

기초과학연구원

A02

기초과학관
www.ibs.re.kr

기관명

홈페이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https://www.nims.re.kr/

전시 소개

전시 소개

“새로운 발견을 위한 10년“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2005년 설립된 국내유일 수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산업 현장의 수학적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산업수학연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의료수학연구, 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10년 역사와 10대 연구성과에 대한 전시를 진행합니다.

문제들에 대해 디지털화된 대규모 데이터 등을 수학적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공공기반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연구 분야와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수학의 노벨상인 필즈상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지도 완성, 세계 최초 무결점 그래핀 제작 등 을 비롯한 IBS의 10대 연구성과와 10년의

그리고 다양한 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수학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인

역사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NIMS-IMAGINARY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 간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창조적지식 확보와 우수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구 분야의 최전선에서 ‘인류와 사회를 위한 새로운 발견’이라는 임무에 충실하며, 과학지식의 지평을
넓혀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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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기초과학

기관명

부스번호

2020~2021
우수과학자포상 수상자 업적 전시
홈페이지

한국연구재단

A03

II 연구성과 전시

https://www.nrf.re.kr

전시 소개

02

2020~2021년 우수과학자로 선정된 22명의 수상자에 대한 소개및 간략한 업적 내용 전시입니다.

연구개발관

탄소중립

2020한국공학상 2명 2021한국공학상 2명
2020한국과학상 2명 2021한국과학상 2명
2020젊은과학자상 4명 2021젊은과학자상 4명
2021년 하반기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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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탄소중립

부스번호

B01

탄소중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함께

탄소중립 홍보관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부스번호

기관명

홈페이지

KIST 청정대기센터

전시 소개

전시 소개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20년 10월

미세먼지의 이해와 과학적 대응 방안 소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섹션1) 미세먼지는 왜 생기는 것일까?
석탄발전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 정의, 원인, 건강영향까지, 미세먼지 알아보기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 2차 생성 미세먼지에 대해 이해하고 기념품 받기!

지난 3월 발표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에서는 탄소중립에 핵심적으로 기여 가능한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섹션2) 과학자들은 미세먼지를 어떻게 찾아낼까?

2050년까지의 목표와 확보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활용가치가 높은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의 중장기 R&D 로드맵을 지난 6월에 발표하였습니다.

> 미세먼지를 감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첨단 측정 인프라

탄소중립 홍보관에서는 기후위기 심각성,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중요성과 핵심 기술개발 성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섹션3) 미세먼지 꼼짝마! 주요 R&D 연구성과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도로 상황 및 광역 교차로에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 대응(C-ITS)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영상과 전시물을 통해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핵심기술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이 적용된 미래 도시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기술의 우수 성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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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개발관

탄소중립

부스번호

B03

탄소중립

더 맑은 지구와 더 강한 경제를 만들어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관명

홈페이지

www.kier.re.kr

기관명

부스번호

탄소중립 달성으로
인류의 미래를 살리는 기계기술
홈페이지

한국기계연구원

B04

https://www.kimm.re.kr/

전시 소개

전시 소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KIER, 원장 김종남)은 올해 창립 44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에너지기술을

한국기계연구원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계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장 전문적으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깊이 연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KIER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본원을
중심으로 제주, 울산, 광주, 부안에 지역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052명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편리하고

이번 전시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과 미래 수소 모빌리티를 이끌어 갈 친환경

안전하며 쾌적한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탄소 수소 엔진 기술을 소개합니다.

KIER는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기술개발에 가장 큰 책임과 역할을 부여 받고 있다고

연구성과를 표현한 아트워크와 AR(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전시를 진행하여 전시 참가자가 연구성과를

생각하며, 청정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20년부터 “더 맑은 지구와 더 강한 경제를 만들어가는 KIER” 라는 기치를 내걸고
탄소중립 기술개발 4대 전략목표와 12대 중점 기술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전략목표]

에너지전환
3030/5060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한

고효율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맑은 공기를 위한

재생에너지
혁신기술

수소 공급 및
활용 기술

스마트
에너지 기술

탄소계 에너지
청정 활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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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부스번호

B05

탄소중립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중립 新화학기술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화학연구원

https://www.krict.re.kr

전시 소개

부스번호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중립 新화학기술
기관명

한국화학연구원(차세대탄소자원화연구단)

홈페이지

https://www.krict.re.kr

전시 소개
차세대탄소자원화 연구단 대표기술 소개 영상 제공을 위한 키오스크 설치

한국화학연구원의 탄소중립 新화학기술의 연구개발 성과
: 화학산업의 저탄소화, 신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로 구현하는
한국화학연구원의 탄소중립 新화학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
- [수소기술]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

운송하는 액상유기(LOHC) 수소저장체 제조기술

- [바이오 플라스틱] 천연소재와 플라스틱을 결합시킨 ‘생분해 플라스틱’

-연구단 대표 기술 소개 영상 포함 총 19개의 기술 영상 제공
<차세대탄소자원화 연구단 소개>
- 탄소자원화의 원천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주요 연구단 중 하나로 2021년까지 총 사업비 403억원,
학·연·산 32개의 기관이 투입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계 극복형 탄소자원화 원천기술 확보

- [폐플라스틱 재활용] 폐스티로폼 화학적 재활용 기술
- [촉매공정] 에너지 저감형 플라스틱 원료 제조 촉매·공정 기술
- [CCU] 이산화탄소 및 식물유를 이용한 친환경 폴리우레탄 점착 소재

< 기술 영상의 주요내용 >

- [페로브스카이트태양전지] 세계 최고효율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

- 부생가스 분리 원천 소재/공정 개발
- 탄소폐자원-부생가스 동시전환
- 광촉매-바이오융합 인공광합성
- CO2전환 산화-환원 융합공정 기술
- 재생에너지 이용 CO2수소화 촉매/공정
- 바이오매스-CO2 동시전환 촉매개발

<탄소중립 新화학기술관>

< 수소방출시스템>

- 바이오매스-CO2 전환 폴리머 플랫폼 제조
- 유기성 폐기물 원료 청정액체연료 생산기술

탄소중립형 新화학기술: 수소 생산·저장 혁신 기술 포럼
: 그린/블루/암모니아 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 동향 및 R&D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

62

63

B05

II. 연구성과 전시

02. 연구개발관

탄소중립

부스번호

B06

탄소중립

부스번호

Greener Together, Greater Tomorrow
기관명

녹색기술센터(GTC)

홈페이지

www.gtck.re.kr

B07

인류가 원하는 또 하나의 태양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www.kfe.re.kr

전시 소개

전시 소개

녹색기술센터는 녹색·기후기술 분야 정책지원과 국내외 협력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1. 기관 소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 미래 녹색에너지원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선도하는 국내 유일의 핵융합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및 한국형 핵융합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이번 과학기술대전에서 녹색기술센터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기후기술분류체계 및 국내외

2. 주요 전시물

기후기술 정보를 총망라한 국가기후기술정보시스템, 그리고 녹색기술센터가 대한민국의 기후기술을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이전하고 있는 국제협력사업에 대해 소개합니다.

- V-KSTAR 시뮬레이션
- KSTAR 및 ITER 공간 체험용 VR 헤드기어
- KSTAR 및 ITER 축소 모형

특히 녹색기술센터 캐릭터인 그린이와 곰곰이가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등을 통해 해당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3. 프로그램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1) VR체험 프로그램
- 슈퍼컴퓨터(KAIROS)를 활용한 고성능 핵융합 시뮬레이션 최신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디지털 트윈’의 개념으로
KSTAR 장치와 동일한 조건의 3D 시뮬레이션 시각화 기술을 더한 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체험 공간 시연
핵융합연구장치인 KSTAR 장치 및 ITER 건설 현장을 탐험하는 일반 모듈의 VR 헤드기어 시연
2) 모형전시 프로그램
- KSTAR 및 ITER 축소 모형과 키오스크를 활용한 수준별 핵융합 장치 설명
3) 이벤트 프로그램
- (포토존) 3D 입체 에어간판을 이용하여 태양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핵융합 에너지가 태양의 원리임을 학습하는
포토존 운영
- (이벤트) 기관 유튜브 구독 이벤트를 통한 현장 참여 및 핵융합 연료에 대해 학습하는

64

65

02. 연구개발관

II 연구성과 전시

양자기술

부스번호

C01

슈퍼컴퓨터
기관명

02
연구개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kisti.re.kr

전시 소개
슈퍼컴퓨터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진행중인 연구개발 과제 - 초고성능컴퓨터 하드웨어 개발 사업(KISTI 주관), 자체
프로세서 개발 사업(ETRI 주관),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성균관대학교 주관) - 를 소개하며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

양자기술

등을 전시합니다. 전시물로는 국내개발 초고성능컴퓨터 시작품을 포함한 하드웨어, 자체 개발중인 CPU 프로토타입
등이 있으며, 개발된 소프트웨어도 전시합니다. 특히 국산개발 계산노드 서버로 구성된 클러스터 시스템(8노드)의
실물이 전시되어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며 벤치마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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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개발관

II 연구성과 전시

첨단소재

부스번호

D01

재료에서 답을 찾다! 한국재료연구원
기관명

02
연구개발관

첨단소재

홈페이지

한국재료연구원

www.kims.re.kr

전시 소개
첨단 소재 분야 연구개발 · 성과확산 · 시험평가 · 기술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종합소재 연구기관! 한국재료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 산업 첨단 소재>
- 독립/분산형 고효율 친환경 수전해 수소 생산 시스템
- 풍력블레이드 이축 피로시험 기술
- 발전용 타이타늄 터빈 블레이드 국산화 기술
- 고감도 자기-전기 복합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바이오/환경 산업 첨단 소재>
- 현장 진단형 3차원 나노플라즈모닉 바이오 센서
- 바이오 세라믹 3D프린팅 소재 및 공정 기술
- 다중이용시설 공기중 병원체 제거 소재 기술
- 수처리용 다공성 세라믹 분리막 기술
<항공/국방 산업 첨단 소재>
- 항공우주부품 경량화를 위한 특수 성형기술
- 우주발사체급 열차폐 코팅 기술
- 고체연료용 고반응성 코팅 알루미늄 분말 기술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첨단 소재>
- 전기차용 고성능 방열 신소재 기술
- 차세대 이차전지용 도전재 · 바인더 기술
- 희토류 저감형 고성능 자성 소재 기술
- 고특성 난연성 경량 마그네슘 소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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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02. 연구개발관

첨단소재

부스번호

D02

첨단소재

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 성과전시
기관명

홈페이지

KIST 전통르네상스지원단

http://chsr.re.kr/

부스번호

D03

도심형 드론교통관리시스템
기관명

홈페이지

항공안전기술원

https://www.kiast.or.kr

전시 소개

전시 소개

본 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의 2021년 성과를 담고

미래항공모빌리티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드론, UAM(Urban Air Mobility)과 기존의 유인 항공시스템과의 공역공유를

있습니다.

위해서는 공역내 비행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제도·정책·기술·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이란 전통문화의 보존·복원을 넘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전통문화와 현대과학기술의

“드론 안전운항을 위한 교통관리체계(UTM, UAS Traffic Management)”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며, 물류배송·

융합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의 기술력을 고도화하며 전통문화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신시장을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시설물진단·정밀감시·재해재난 대응 등 다양한 수요에 대하여 현재처럼 조종자와 사업자의 판단에 국한되지 않고

총 10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시스템적인 안전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전시는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됩니다. ‘되살아난 전통문화’로 신명유에 대한 전시,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전통문화’로 신청국장, 복합종균, 증류주, 유기 소재, 전통칼에 대한 전시, ‘신 산업과 만난 전통문화’로 3D프린팅

전시품으로 소개한 드론은 UTM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위해 사용되는 고정익 드론이며, 비행감시정보 발신장치(UTID,

소재, 금속패터닝 소재, DTP, 한지장판에 대한 전시가 있습니다.

UAS Tracking Identification)는 드론과 독립된 모듈로, 4G LTE 통신을 통해 비행감시정보를 UTM에 송신하는 연구
성과물이다.
해당 성과물은 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기계소재 분야(성과명: 드론, 드론택시 등 미래항공모빌리티의
도심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고도 150M 이내 드론 길 마련)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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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02. 연구개발관

첨단소재

부스번호

D04

첨단소재

메타구조체 기술의 산업/국방 응용
기관명

홈페이지

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

www.camm.re.kr

부스번호

D05

소재혁신으로 이끄는 첨단미래도시
기관명

홈페이지

(재)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기반
미래소재 연구단

www.gfhim.re.kr

전시 소개

전시 소개

① 마이크로 DNA 니들패치

(재)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기반 미래소재연구단에서 하는 연구들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삶에 어떻게

: 3차원 나노패터닝 기술로 유효물질이 탑재된 DNA 소재 나노마이크로니들패치를 대량 제조 및 나노마이크로

쓰이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실생활에 쓰여질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소재 개발의 중요성을 표현.

DNA 니들 패치를 피부에 부착하여 니들에 함유된 유효물질을 체내에 전달하는 기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서부터

② 전자파 스텔스 기술

시작된다.

: 메타구조 패턴 설계를 적용한 광대역 메타물질 전파 흡수체 PANEL 설계 및 제작, 부착시공 One-Stop Solution 기술,
각도에 따른 RCS(Radar Cross Section) 감소 제한이 없으며, 광대역 주파수 대역에서 우수한 RCS 저감성능 입증

그 근간은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소재가 바로 그것이다.
이종소재 융합연구를 통한 새로운 신소재의 개발, 즉 소재의 하이브리드화가 가져올 우리의 미래는 상상 이상의

③ 초음파 거리센서
: 초음파 트랜스듀서와 매질간의 임피던스 매칭 설계 및 최적화 기술로, 기존 초음파 센서에 탈부착 가능하도록

편리함과 윤택함을 누리게 해 줄 것이다.

다양한 디자인으로 설계, 광대역 소자 구현을 통해 공기 중 초음파 출력 향상 및 Narrow 초음파 펄스 구현이 가능
그 신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세계 소재기술을 선도하고 새로운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재)하이브리드
인터페이스 기반 미래소재 연구단의 역할과 기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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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02. 연구개발관

첨단소재

부스번호

D06

첨단소재

소재·부품·장비 (소재자립)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재료연구원 소재혁신선도본부

www.kims.re.kr

부스번호

D07

새로운 세상, 나노로 열어갑니다
기관명

홈페이지

나노 유관기관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나노융합2020사업단,
나노종합기술원)

https://nnpc.re.kr/

전시 소개

전시 소개

소재혁신선도본부(한국재료연구원 산하)는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의 기술경쟁력 강화, 미래 유망 첨단소재 선점

나노기술은 신성장동력 창출의 원천 기반기술로 핵심 위치를 차지하며, 나노융합기술은 나노기술을 기존기술에

등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부장 기술 확보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R&D 기획, 소재 분야

접목하여 제품의 성능을 개선, 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기능에 의존하는 제품을 창출한다. 반도체, 인체삽입형

연구단 성과 창출 지원 등 소부장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소재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열영상 센서 및 유해인자 검출 센서 등 현재 우리 생활 곳곳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구현하고
있는 나노기술 연구성과 전시를 통해 미래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이다.

특히 반도체, 에너지,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가 주력산업의 독자기술 확보를 통한 대외 의존도 감소와 기술 자립을
위해 국가핵심소재연구단의 성과창출을 밀착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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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반도체/디스플레이

부스번호

E1

인공 신경망 연산 처리 장치
(NPU;Neural Processing Unit)
기관명

02
연구개발관

홈페이지

㈜딥엑스

deepx.co.kr

전시 소개
㈜딥엑스는 국내 최초 엣지 응용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및 신경망 처리 장치(NPU)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NPU의 경량화와 전력 효율성 고도화 측면에서 확실한 강점이 있으며, 고성능, 저전력, 저비용의 임베디드 인공지능

반도체/디스플레이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성장하는 IoT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을 보면서, 임베디드 AI는 인류에게
필수적 과업이라고 예견되며, DEEPX는 IoT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진보된 NPU 기술에 도전합니다.

분

야

초저전력 엣지용 딥러닝 프로세서

회 사 명

㈜딥엑스

전시 제목

FPGA 기반 NPU 성능 데모 시연 (객체인식, 음성인식, 이미지분류)
- FPGA 기반 Yolo v5 및 MobileNet v1알고리즘 구동 (객체인식)
*Advanced DNN Compression 기술을 통해 INT8로 압축하여도

요약 정보

- FP32 연산과 동일한 mAP 성능으로 Yolov5 구동 시연
- FPGA 기반 NPU를 통한 음성인식 솔루션 시연
- ML Perf 테스트 이미지분류 데모 시연 (MobileNet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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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02. 연구개발관

반도체/디스플레이

부스번호

E2

반도체/디스플레이

서브 테라헤르츠 레이다 센서 및
경량 인공지능 신경망 SoC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www.keti.re.kr

부스번호

E3

모바일 심층 강화학습 처리를 위한
AI 반도체 -OmniDRL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과학기술원

www.kaist.ac.kr

전시 소개

전시 소개

“서브 테라헤르츠(140GHz)기반 광대역 주파수변조 레이다 센서 및 경량 인공지능 신경망 HW IP를 내장한 지능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유회준 교수 연구팀은 저전력의 모바일 기기에서도 실시간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한

신호처리 SoC”

반도체 GANPU(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Processing Unit) 및 OmniDRL을 개발했습니다.

- 기존 레이다 주파수보다 높은 서브테라헤르츠 대역을 이용하여 고해상도 탐지 및 인지가 가능한 레이다 센서 기술 및

GANPU는 다중-심층 신경망을 처리하고 저전력의 모바일 기기에서도 신경망의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능형 객체 인지가 가능한 레이다 신호처리 기술

반도체는 적응형 워크로드 할당(ASTM, 칩 상의 다중-심층 신경망을 연산•메모리 특성에 맞춰 할당해 효율적
가속), 입출력 희소성 활용 극대화(IOAS, 인공신경망 출력 데이터의 0을 연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추론•학습

- RF CMOS 40nm 공정을 이용하여 8GHz의 광대역 주파수변조(FMCW) 다중채널(2TX+4RX) 구조를 가지는

과정에서의 속도와 에너지효율 극대화), 지수부 활용 0패턴 추측(EORS, 인공신경망 입력과 연결 강도 데이터 중

서브테라헤르츠 주파수 대역(140GHz) 레이다 센서 기술 개발 - 칩 내부에�온칩�인공지능 신경망 엔진을

지수 부분만을 사용해 출력의 0 패턴 예측)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연구팀은 모바일

내장하여 레이다 센서 데이터를 통한 제스처 인지와 비접촉 생체신호 감지가 가능한 반도체 설계 기술 개발

기기에서 실시간 얼굴 수정 시스템을 구현해 데모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신경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심층 강화 학습 알고리즘 특성상 기존에는 모바일
기기에서의 구현이 어려웠습니다. OmniDRL은 가중치 압축률 증가 및 압축 상태 연산을 구현하고 연산 및 저장
기능이 통합된 SRAM PIM 반도체 기술 등을 통해 2.4배 높은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기존 PIM 반도체는 정수
단위만 연산이 가능했지만 해당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소수점 기반 연산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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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반도체/디스플레이

기관명

02. 연구개발관
부스번호

E4

넥스트칩
NPU 기반 경량 네트워크
홈페이지

㈜넥스트칩

www.nextchip.com

전시 소개

반도체/디스플레이

부스번호

E5

마이크로 LED 동시 전사 접합 기술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www.etri.re.kr

전시 소개
마이크로 LED 동시 전사 접합 기술 (SITRAB)

① NPU 기반 네트워크의 실시간 객체 검출과 서버 기반 네트워크 모델 간 협력 추론
- 시연하는 NPU는 1024MAC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Vector wise 연산으로 INT2/4/8 가변 HW 오버헤드
최소화하고, Bitmap 기반 index 활용한 Sparse 연산 가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본 시연에서 엣지단은 NPU에 탑재된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YOLOv3)를 통한 객체 검출(Detection) 수행하며,

<활용 분야>
- 대형 디스플레이 : TV, 사이니지 등

Cloud단의 서버는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YoLact)을 탑재하여 객체검출(Detection+Segmentation) 수행함으로써

- 중형 디스플레이 : 랩탑, 패드, HUD 등

엣지와 Cloud의 네트워크 모델 간의 추론 결과를 비교합니다.

- 소형 디스플레이 : 스마트폰, 스마트 워치 등
- 초소형 디스플레이 : AR VR 등

② 엣지 인공지능 SoC 플랫폼 기반 엣지향 ISP의 FPGA 성능 구현

<기술적 특징>

- RISC-V 기반의 오픈 아키텍처로 설계된 엣지 인공지능 SoC 플랫폼과 엣지 응용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ISP를

- 한 번의 공정으로 마이크로 LED 전사 공정과 접합 공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

연동하여, 자체 제작한 FPGA 기반으로 FHD급의 실시간 화질을 구현합니다.

- 16년의 연구 결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원천소재 및 공정기술 (SITRAB)
- 8K 해상도 디스플레이의 경우 가격은 기존 공정 기술로 약 1.7억 원이지만 SITRAB 기술 적용으로 800만 원대 예상
- 기존 공정 대비 장비 투자비 90% 절감, 소재 비용 99% 절감, 불량화소 수리 비용 99% 절감 효과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시장>
-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27년 110억 불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고 ‘21년부터 스마트폰과 스마트 워치 분야에서
연평균 116% 성장 예측됨 (Omdi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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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반도체/디스플레이

부스번호

E6

II 연구성과 전시

NSP(Neural SpikeProcessor)
적용 위조 지문 검출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www.etri.re.kr

전시 소개

02

NSP(Neural Spike Processor) 상위 수준 시뮬레이션을 통한 생체 채널 기반 복합 생체 인증을 위한

연구개발관

위조지문 검출 시연
- 실리콘, 젤라틴 등을 이용한 위조지문 제작 과정 시연
- 위조지문으로 상용제품 (아이폰, 갤럭시, EzFiger) unlock 시연
- 생체 채널 응답 신호를 입력으로 SNN 기반의 NSP 상위 수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위조지문 검출 시연

82

인공지능/SW

II. 연구성과 전시

02. 연구개발관

인공지능/SW

부스번호

E7

인공지능/SW

멀티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Cloud-Barista)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www.etri.re.kr

부스번호

E8

K-POP 댄스마스터
기관명

홈페이지

㈜큐랩

www.qlab.co.kr

전시 소개

전시 소개

<기술개요>

실내 테마파크, 학교/문화센터 등의 장소에서 전문 댄스 트레이너의 동작과 본인의 동작을 비교하며, K-POP 댄스를

국내외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연동하여 글로벌 스케일 멀티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성하고, 국내 응용 서비스를
전세계 곳곳으로 배포 및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기술입니다.
* 멀티클라우드 : 단일 클라우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이종의 클라우드들을 연계 활용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최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배우고,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 전문 댄스 트레이너의 동작을 모션 캡처하여 캐릭터가 댄스 동작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자는
음악과 캐릭터의 동작을 따라 하며 댄스를 배우고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 동작을 비전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제
댄서의 동작과 실시간으로 비교하며 일치 정도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여 타인과의 기록 경쟁도

<기술의 특징>
ㅇ다양한 이종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연동을 통한 공통 운용 방식
- AWS, Azure, GCP, Alibaba, OpenStack 등 국내외 8종의 이종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 연동 이력 정보 분석 및 인사이트 제공 도구, 클라우드 에뮬레이터 도구 제공
ㅇ사용자/서비스의 니즈 기반 최적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선정/배포/관리
-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최적 배치를 위한 성능 평가 메커니즘 지원
ㅇ멀티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생성, 배포, 실행 및 운용제어
- 멀티클라우드 기반의 쿠버네티스 서비스 추가 제공
ㅇ멀티클라우드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규모, 온디멘드 모니터링 제공
- 부하분산을 통한 대규모 데이터의 안정적인 수집, 저장, 처리 지원
- 온디멘드 모니터링을 위한 Push/Pull 방식 동시 제공
ㅇCloud-Barista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솔루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형 인터페이스 제공
- REST API, gRPC 기반 GO API, CLI, GUI 웹도구 동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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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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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02. 연구개발관

인공지능/SW

부스번호

E9

인공지능/SW

홈페이지

㈜딥브레인 AI

www.deepbrainai.io

F01

AI작곡가(이봄)와 함께 즉석에서 작곡해 보아요!
AI기반 개인용 공간 음향 기술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능형 전시해설 문자/한국수어 변환 기술

대화형 인공지능
기관명

부스번호

기관명

홈페이지

광주과학기술원

www.gist.ac.kr

전시 소개

전시 소개

AI를 이용한 영상 합성 및 음성 합성 기술과, AI와의 대화를 통해 궁금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대표적인

AI작곡가(이봄)와 함께 즉석에서 작곡해 보아요!

산업분야로 금융, 리테일&커머스, 교육, 미디어 분야가 있습니다.

- '이봄(EvoM)'은 단순 데이터에 의존하는 기존 딥러닝 위주의 기술에서 벗어나, 음악 이론을 기반으로 적은 양의
데이터만으로 스스로 진화하며 새로운 음악을 작곡하는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AI) 작곡가이다. 이봄의 작곡

교육 분야의 경우, 코로나 판데믹 발생에 따라 비대면 수업이 공교육까지 적용되었고, AI 대화 기술을 통하여

플렛폼인 뮤지아(Musia)와 함께 직접 멜로디를 만들고, 이 멜로디에 기반한 완성곡을 실시간으로 작곡하고

일방적인 전달 방식의 교육이 아닌 학생의 수준에 따라 개별지도가 가능하며, 미래에는 사용자에 질문에 따라 더욱

렌더링한 후 즉석에서 들려줌으로써,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잠시나마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정확한 피드백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안식과 힐링의 시간을 주고자 기획 되었다.

미디어 분야의 경우 스튜디오, 조명, 카메라, 앵커가 없으매도 개인이나 회사가 원하는 내용의 방송을 자유롭게 제작할

AI기반 개인용 공간 음향 기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아낌으로써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을

- 사람은 개인마다 본인 특유의 귓바퀴 모양 등과 같은 개인적인 신체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으로 동일한 음향
신호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공간 음향을 인지하게 된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에게 최적화된 공간감 특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AI기술과 공간 음향 생성 기술을 접목하여,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공간과 시간의 경계를 허물고, 그동안 인간의 노동력과 비용들을 사용하였던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공간 음향 오디오를 제공한다.

작업들을 대체하면서 인간은 좀 더 나은 미래사회를 설계할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본인의 간단한 신체 정보와 귀 사진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시스템은 이와 같은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공간 음향 필터를 생성한다.
생성된 공간 음향 필터는 사용자가 음악, 게임 등 오디오가 사용되는 다양한 멀티미디어에 적용되어, 사용자
본인에게만 최적화된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능형 전시해설 문자/한국수어 변환 기술
- 본 전시물은 청각장애인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등 주요 문화기반시설의
전시해설(오디오가이드), 시설소개 및 안내방송을 ‘문자(자막)’ 및 ‘한국수어 애니메이션’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문화기반시설 전시해설의 문자·한국수어 애니메이션 서비스 플랫폼 기술 입니다.
- 올해 국립광주박물관 아시아도자문화실에서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박물관,
미술관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시해설 수어 번역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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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개발관

인공지능/SW

부스번호

F02

인공지능/SW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 연구기관 ETRI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

데이터로 과학기술이 꿈꾸는 미래
기관명

전시 소개

1. 다자간 대화 및 회의 환경 음성인식 기술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시범 서비스

- 여러 명이 참석하는 대화 및 회의 등에 대해 참석자를 구분하고 감정을 인식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음성을

홈페이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시 소개

(Speech Recognition Technology for Multi-party Conversations and Conference Environments)

부스번호

https://www.kisti.re.kr/

-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셋 및 구축 기술
- 논문 풀텍스트 기반 사전 학습 언어 모델 및 분류 군집 기술
-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 수상작 시연

문자로 변환하는 기술

대전시 도로 영상 데이터셋 및 분석기술

2. 지능형 레이다 반도체 및 시스템 기술
(Intelligent radar semiconductor and system technology)
- 드론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불법 드론으로 인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산업기밀 유출, 테러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안티드론’ 기술과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인명탐지’ 시스템

- 도로 영상 객체인식 및 컨텍스트 추출 기술
- 영상 자동 레이블링 기술 및 도구
데이터를 활용한 4대 국민생활안전 문제 연구성과 전시
- 데이터 기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4대 문제해결 솔루션 성과 시연 영상 상영

3. 지능형 에지 네트워킹 기술
(Intelligent Edge Networking Technology)

- 대중교통 네트워크 최적화 시스템 영상 상영

- 사용자와 근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사물의 행위 및 인프라 정보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인프라 자원 및 실시간 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에지 네트워킹 기술
4. 인공지능 로봇 자율 제품 조립 기술
(AI Robot Autonomous Product Assembly Technology)
- 사람의 사전 교시(티칭)나 프로그램 없이 로봇이 인지, 계획, 판단, 동작 관련 지능을 활용하여 상황에 맞게
스스로 제품을 조립하는 인공지능 로봇 기술
5. 현장진단 검사 센서 기술
(Point of care testing sensor Technology)
- 중소형 병원 및 보건소 등에서 진단을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혈액 검사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센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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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3

02. 연구개발관

II 연구성과 전시

차세대통신/사이버보안

부스번호

H1

TTA 무선전력전송 융합활성화 센터
기관명

02
연구개발관

차세대통신/사이버보안

홈페이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www.tta.or.kr

전시 소개
TTA 무선전력전송 공용플랫폼(파워캐스트, 셀프라스디자인센터)
TTA 무선전력전송 융합 활성화 센터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다양한 ICT 융합제품에 손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내
산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선전력전송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국제표준 공인인증 획득과 공용플랫폼화를
지원하고, 무선전력전송 기술 적용을 원하는 기업은 센터에 등록된 여러 공용플랫폼을 비교하여 자사 제품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마치 쇼핑하듯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하는 무선전력전송 공용플랫폼은 국내 무선전력전송 기업 ㈜파워캐스트와 ㈜셀프라스디자인센터에서
개발한 솔루션 4종입니다.
무선전력전송 국제표준단체인 WPC의 'Qi' 5-15W급 표준과 삼성전자/애플의 고속 무선 충전 프로파일을 지원하며,
①일반 무선 충전기 ②차량용 무선 충전기 ③모니터/스피커/탁상시계 등 소형 ICT 가전 ④책상/식탁 등 가구 등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결합하여 스마트폰/웨어러블 디바이스 충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플랫폼을 활용하면
무선충전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간단한 기구 및 전원 설계만으로도 쉽고 편리하게 무선 충전 기술을 적용한
융합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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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개발관

차세대통신/사이버보안

부스번호

H2

차세대통신/사이버보안

홈페이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www.etri.re.kr

기관명

홈페이지

㈜유엠로직스

www.umlogics.com

전시 소개

전시 소개

5G 스몰셀 기지국 소프트웨어 기술

UML-antiSAPT는 (주)유엠로직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2019년부터

(기술개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와와 공동으로 수행 중에 있는

5G 스몰셀 기지국 (가정용, 실내 오피스용, 교외용, 도심용 등)의 핵심 기술인 5G 스몰셀 기지국의
통신 프로토콜 SW (L2/L3) 및 이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기술입니다.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과제명 : "사회이슈 기반 사이버 표적공격 예방을 위한 지능형 보안기술 개발")의

(전시 품목) - 5G NR SA 스몰셀 기지국 소프트웨어
-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5G NR NSAㅤ기지국 소프트웨어 5G 스몰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및
스몰셀을 활용한 서비스

상용화 제품입니다.

(주요 특징) - 3GPP Rel.15 5G NR L2/L3 프로토콜 스택 (MAC/RLC/PDCP/SDAP/NGAP/GTP /RRC
/X2AP/XNAP) (2020.12)
- 무선자원관리/제어/스케줄링 알고리즘
- 5G 주파수 대역 : FR1 (3.5GHz 대역), FR2 (28GHz 대역) 지원
- 주요 성능 지표 :
FR1: (DL 810Mbps~, UL 89Mbps (3.5 GHz, DDDSU, 100MHz, DL:2X2)
FR2: (DL 1.1Gbps~, UL 120Mbps (28 GHz, DDDSU, 200MHz, DL:2X2)
- 5G SA/NSA 지원
- 5G 스마트폰/Mulri-UE Emulator를 통한 상호 호환성 시험 완료
퀄컴의 5G 스몰셀 FSM100 플랫폼을 활용

“사회 이슈 기반 사이버 표적 공격”을 대응하는 제품입니다.

(활 용 처)

-

UML-antiSAPT는 사이버 공격 그룹이 사회이슈에 따라 여러 기업/기관에 대해 동시·연속적으로 감행하는

제품의 특징으로는 기업·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사이버 표적 공격에 대응하던 기존 APT 보안 시스템과는
달리 사이버킬체인 기반의 종합적인 대응 대책을 구축하고 각 대응 기관별로 SAPT 공격 탐지/예측/대응을 수행할
뿐 아니라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5G Small Cell (가정용, 기업용, 도심용, 교외용 등)
커버리지 확장을 위한 실내용/빌딩용
5G 특화망 (스마트 공장, 학교, 병원, 콘서트장, 경기장 등)
이동형 기지국, 배낭형 기지국 등으로 제작되어 군, 경찰, 재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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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사회이슈 기반 사이버 표적공격(SAPT)
방어 시스템

5G 스몰셀 소프트웨어 기술
기관명

부스번호

93

II. 연구성과 전시

02. 연구개발관

차세대통신/사이버보안

부스번호

H4

차세대통신/사이버보안

세계 최초 밀리미터파 5G 기반
버스 와이파이 고속도로 시연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www.etri.re.kr

부스번호

H5

정보보호제품 평가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시스템보증(주)

www.kosyas.com

전시 소개

전시 소개

기지국과 차량을 무선으로 연결하는 무빙 네트워크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제공합니다.

현재의 세계와 경제는 상호 밀착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결은 전 세계적인 제조사들 간 공급망 조직으로

- 밀리미터파 주파수의 광대역을 통해 차량에 기가(Giga)급 통신 용량을 제공하는 통신 시스템
- RSU(Road Side Unit)과 차량 사이의 V2I(Vehicle-to-Infra)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통신 시스템으로 사용 가능
- 차량과 차량 간의 V2V(Vehicle-to-Vehicle)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통신 시스템으로 사용 가능
- 용도미지정 주파수인 22-23.6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차량용 통신 시스템

구성되어 집니다. 공급망의 세계화와 함께 하드웨어에 대한 보안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제품
평가 기관인 한국시스템보증은 공급망을 기반으로 제조되는 장비의 하드웨어에 대한 보안 평가 기술과 하드웨어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도구를 연구 개발했습니다.
본 전시 품목은 공급망 장비의 하드웨어 보안 평가를 위한 제품으로, 보안 취약점을 가진 하드웨어를 대상으로 보안

- 물리 계층(L1) 및 상위계층(L2/L3)은 대부분 3GPP Release 15 규격을 준용함

취약점 탐지 기술을 적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실제 하드웨어로부터의 데이터 추출, 분석 및 통합 관리 기능을

- 기지국과 차량 간에 600MHz 대역폭을 할당하면 기지국 용량 6Gbps (2 Cell)

포함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공급망 장비의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기 위한 데이터 추출 과정, 추출된 데이터를 가공
및 변환 과정,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석 과정, 그리고 각 과정들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세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탐지 기술을 위한 시험 분석 플랫폼인 HSEC (하드웨어 보안 분석 플랫폼)은 웹을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의 취약점
분석을 총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급망 장비로부터 추출하는 모든 데이터 관리 및 프로세스 관리 등 취약점
탐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는 취약점 패턴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 검증 역할을 수행하는 HAD (인공지능 하드웨어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를 수반하여 최종적인 탐지 결과를 도출합니다.

<MN 서비스 개념>

<차량단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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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통신/사이버보안

부스번호

H6

II 연구성과 전시

5G 융합서비스 솔루션
기관명

홈페이지

㈜넷큐브

netcube.com

전시 소개

02

넷큐브는 이동통신과 데이터네트워크를 융합하여 차세대네트워크를 구축 하는데 핵심 기능을 제공하는 연계망
솔루션 및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연구개발관

5G는 LTE와는 달리 이동통신 시스템을 각 버티컬이 요구하는 차별화된 품질과 용량이 보장되는 가상의 고유한
폐쇄망의 형태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처음으로 제공합니다.

우주·항공

넷큐브가 소개하는 5G 융합서비스 플랫폼인 NSOS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5G 인프라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를 연계해주고, 각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의 권한을
확인한 후 해당 네트워크 슬라이스와 자동 매칭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넷큐브의 5G 2차인증 솔루션인 PAS와 연계하여 각 슬라이스 사용자에 대한 통신망 인증을 버티컬 기관이
고유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고품질의 OTT 서비스, 기업용 보안 폐쇄망 서비스, 원격 의료 등 초저지연 제어 서비스 등을
가능하게 하는 5G 버티컬 융합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번 과학기술대전에서 소개하는 “NSOS” 플랫폼은 버티컬 서비스 사업자가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5G 통신망에 배포하고,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여러개의 네트워크 슬라이스 어플리케이션에 동시에 온보딩 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최초로 시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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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02. 연구개발관

우주•항공

부스번호

J01

우주•항공

홈페이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re.kr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과학기술원

https://www.kaist.ac.kr

전시 소개

전시 소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시장에서는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 누리호, 대한민국의 첫 달탐사선인 시험용 달 궤도선,

- Blue Whale(BW) 0.1은 KAIST 항공우주공학과-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우주항공 스타트업) 공동개발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우리나라의 최첨단 인공위성, 사용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J02

KAIST 50주년 기념 로켓
(Blue Whale 0.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관명

부스번호

초소형 액체추진 과학로켓임

미래 항공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항공 기술 등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과학기술대전에는 지금껏 한 번도

- BW 0.1은 최초 상업용 우주발사체를 목표로 설계부터 제작, 시험평가, 발사운용까지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하고 있음

대중 전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던 누리호 2단 동체, 인공위성을 보호하는 페어링이 최초로 전시됩니다.

- BW 0.1의 세부사양 : 전장 3m, 이륙중량 50kg, 탑재중량 1kg, 목표고도 10km

누리호의 심장 75톤급 엔진과 각종 엔진 구성품 실물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KAIST 개교 50주년 기념 로켓발사 행사가 2021년 12월말 제주도에서 개최되며, 전시품목과 동일한
BW 0.1이 발사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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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우주•항공

부스번호

J03

II 연구성과 전시

국내 최초 기업 전담 우주환경 전문시험평가시설,
우주부품시험센터!
기관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홈페이지

www.ktl.re.kr

전시 소개

02

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항공우주과학문화 기반조성 체험교육 사업」으로

연구개발관

우주부품시험센터, 항공전자기기술센터에 구축된 시설장비 학습 및 이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미래수송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소개드립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시험시설 모형을 작동하여 항공우주산업에 필요한 시험항목을 이해하고, 장비모형을 조립하는
다차원 입체교육과 초소형 위성 (캔 위성)의 구동과 프로그래밍을 통한 인공위성 자세제어 원리 및 프로그래밍 교육,
3D 트릭아트를 통한 시험 운용 모습, 방진복 착용체험을 통한 인공위성 조립 환경 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우주식량
체험을 통한 우주환경에서의 삶에 대한 고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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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02. 연구개발관

미래수송

부스번호

L01

미래수송

Flying Car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과학기술원

부스번호

L02

행복을 만드는 명품 K-철도기술
https://www.kaist.ac.kr

기관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시 소개

전시 소개

- 도심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자동차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조작도 간단해 도로가 막히면

- 연료전지기반 수소열차 원리 알아보기

홈페이지

www.krri.re.kr

공중으로 차량을 띄워 도로 위에서도 주행 이 가능함.
- 자기부상열차 모형 키트 조립과 조작을 통해 자기부상열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 열차의 부상 및 추진 원리 체험
- 미래형 자율 비행/주행차로 향후 실현될 미래비행체의 예시로서, 미래 기술을 미리 체험해 보고 발전 방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늘을 나는 자율주행 기술임.

- 시속 1000km 이상의 속도로 아진공 상태의 튜브 속을 주행하는 하이퍼루프 기술의 원리 체험, 아크릴 관 속에
압축공기를 넣어 탁구공을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하여 속도 측정

- 주요 기능 및 특징
· 자율 비행 및 주행 가능
· 가변 기체 구조 메커니즘을 통한 기체 부피 최소화 가능
· 연구실 자체 비행 제어 컴퓨터를 이용한 자율 비행 수행
- 시스템 구성
· 비행부: X형 쿼드 로터 타입
· 주행부: 전륜 조향, 후륜 구동
· 비행 센서: 3D LiDAR, 1D LiDAR, GPS
· 주행 센서: 3D LiDAR, GPS, Depth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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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미래수송

부스번호

L03

II 연구성과 전시

전기기술 기반 미래 모빌리티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전기연구원

www.keri.re.kr

전시 소개

02
연구개발관

1) SiC 전력반도체
- 전기차용 SiC 전력반도체 칩 크기를 10% 이상 축소하고, 전기차 연비를 최대 10% 향상 시키는
트렌치 모스펫 구조 기술

기술사업화

2) 하이브리드 드론용 발전기/무인항공기용 전동기
- 드론/플라잉카 시스템에서 엔진과 배터리, 프로펠러를 연결하는 핵심부품인 ‘발전기’ 및 ‘전동기’
국내 최초 독자 개발
3) 도심개인이동 수단용 듀얼모드 플라잉카 및 모바일스테이션 축소모델
- KERI 버전의 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도심공항(Vertiport)의 개념을 제시, 승객 환승과 충전 기능을
가지는 모바일스테이션 기술
4) 비접촉 마그네틱 기어가 적용된 상반회전 프로펠러 전기추진기
- 항공 및 해상모빌리티 추진 효율을 10% 이상 향상 시키는 비접촉 상반회전 프로펠러 전기추진 기술
5) LBTS (전기선박육상시험소)
- 잠수함 추진체계 육상성능검증설비가 구축된 국내 최초(세계3번째)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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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02. 연구개발관

기술사업화

부스번호

M01

기술사업화

R&D 성과확산의 리더 연구산업
기관명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

https://compa.re.kr

부스번호

M02

연구개발특구 성공모델, 연구소기업
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시 소개

전시 소개

1) 연구산업 소개
- 연구산업의 정의 및 산업분야 소개
- 연구산업진흥법 소개
-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소개
- 연구산업 전문사업자 신고 제도 소개

ㅇ 연구개발특구

홈페이지

https://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는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에 분포한 5개의 대형 연구개발특구와 12개의 거점별 강소특구로
구성된 대한민국 과학의 중심입니다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 연구산업 지원의 성과 소개 및 전시
- 연구산업의 4개 분야에 대한 성과소개 및 전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구 내 기관들의 기술 사업화 및

* 주문연구 : 새로운 R&D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성과 전시(가상 인체모델칩, 실시간 세포추적 시스템 등 )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를 직접 사업화 하는

* 연구관리 : 공공연구성과 신속 검증 및 시작품 전문 연구관리기업 육성 성과 전시(도시모델 가시화 기술 시작품 등)

‘연구소기업’과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운영등 특구재단의 대표적인

* 연구장비 : 우수한 장비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장비 개발 성과 전시(광유도력 원자현미경 등)

기술사업화 고유사업입니다.

* 연구재료 : 연구재료의 표준화, 상용화 등 연구재료분야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성과 전시(단일층 면 크기별 산화 그래핀 등)

3) 연구산업 유망기업 소개
- 연구산업 4개 분야 유망기업 소개

ㅇ 연구소기업

* 주문연구 : 연구개발 수행 또는 수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문연구 유망기업 소개
* 연구관리 : 연구기획, 기술정보 조사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관리 유망기업 소개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입니다.

* 연구장비 :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 개발 및 유지보수 하는 연구장비 유망기업 소개
* 연구재료 : 실험용 화학물질 등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연구재료 유망기업 소개

4) 연구산업지원사업 및 전문사업자 신고 상담
- 연구산업육성사업 등 지원사업 상담(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연구산업 전문사업자 자격 및 신고 절차 상담(한국연구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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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02. 연구개발관

기술사업화

부스번호

M03

기술사업화

폴더블 실드 / 폴리스랩
기관명

홈페이지

과학치안진흥센터

http://kipot.or.kr

부스번호

M04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제품
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https://www.koita.or.kr
https://www.skip.or.kr/

전시 소개

전시 소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협업으로 추진한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1.0)의 우수 성과 중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우수 R&D 역량 보유 중소기업의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임

하나인 폴더블 실드(접이식 방검방패)
- 경찰관이 흉기 소지자에게 불시 공격을 당할 때 적극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휴대가 가능하고, 가벼우면서도
착용에 불편함이 없으며, 버튼으로 펼쳤을 때 외부 공격으로부터 충분히 보호가 가능한 넓이를 가진 접이식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해당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R&D) 결과물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루어낸
제품으로써, 공공부문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있음.

방패 개발 필요
- 방검수준 NIJ 기준 Level 1을 목표로 하는 버튼식 전개기능이 구현된 초경량 섬유강화 복합소재 방패
- 현재 서울송파서 및 기타 요청 지역에 45개 시제품 배포 후 현장 테스트 중이며 해외 7개국(나이지리아, 베트남,
캐나다, 몽골, 과테말라, 오만,UAE)에 시제품 배포 후 현장 테스트 중

지정 후 3년간 국가, 지자체 등 공공조달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시범구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등 혜택을 부여함
혁신제품 Zone에서는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지정한 혁신제품의 사용 시연, 성과 홍보영상물 등을 통해 혁신제품에 대한
우수성과 혁신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업체 및 제도 담당자와 혁신제품 및 제도에 대한 설명 및 상담이 가능함

※ 실제 흉기 난동 피의자 검거 시 활용(’21.5.13, 문정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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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개발관

기술사업화

부스번호

M05

기술사업화

내일을 만드는 주인공, 청년창업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부스번호

M06

기업혁신성장과 함께하는 출연연
기관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홈페이지

전시 소개

전시 소개

청년창업 zone 전시는 미국 NSF I-Corps 방법론을 활용한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한국형

출연(연) 우수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 연구소기업 설립 성과를 소개합니다.

I-Corps)”에 참여하여 연구실 밖의 현장으로 가서(Get Out of the building) 잠재고객으로부터 자신의 연구결과물의
상업적 가치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잠재고객 인터뷰(Customer Discovery)’를 통한 사업화 모델 검증 및 아이템

본 전시를 통해 스마트 로봇 의족, 신기술 의료기기, 암 치료제, 광물 원료의 약품 제조 기술, 철도 기술, IoT 환경센서

수정(Pivoting) 과정을 수료한 실험실창업 기업입니다.

모듈, 벽 인테리어 아이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공계 대학(원)생과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자 등에게 창업에 대한 기초·실전·보육과정 제공으로, 보유한 연구결과에

출연(연)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우수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의료분야, 환경분야, 교통분야 등 국민 삶의 전반적인

대한 사업화 가능성을 국내/외(美)로 검토함으로써 창업실패율을 낮추고, ‘실험실창업’을 추진하는 연구자의 생생한

영역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창업아이템 이야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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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개발관

II 연구성과 전시

로봇/첨단제조

부스번호

N01

원전 사고 대응 방재 로봇
기관명

02
연구개발관

로봇/첨단제조

홈페이지

한국원자력연구원

www.kaeri.re.kr

전시 소개
‘티램(TRAM)’은 원전 실내 모니터링을 위해 개발됐다. 작은 몸집으로 원전 내 사고 현장 곳곳을 누비며 모니터링하는데
계단과 장애물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방사선·온도 탐지기를 탑재하고 있어 사고 현장의 방사선·열화상 정보와 3차원
지도를 실시간으로 작성해 외부로 보냅니다.
실외 모니터링 로봇 ‘래피드(RAPID)’는 방사선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 대처에 활용하는 로봇으로 광역 지역을 빠르게
탐색하여 작업자의 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역별 위험성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합니다.
‘암스트롱(ARMstrong)’은 원전사고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 실시간·양방향·무선 제어가 가능한 인체형 무인 로봇으로,
강력한 힘으로 문을 부수거나 시멘트 더미와 폐기물이 담긴 드럼통도 치울 수 있습니다. 또 소화수를 분사하거나
파이프를 조립하고, 밸브를 돌리는 섬세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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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개발관

로봇/첨단제조

부스번호

N02

미래를 여는 기술, 융합 R&D
(부제) 팬데믹 대응 로봇 ICT 융합 방역체계 개발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방역로봇사업단

www.kist.re.kr

로봇/첨단제조

부스번호

N03

제조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KITECH!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www.kitech.re.kr

전시 소개

전시 소개

대유행(pandemic)으로 감염병의 확산 시에 폭증하는 의료체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할

1)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제조업 혁신

수 있는 국민생활환경 방역지원 로봇 기술 개발 현황 및 성과를 소개

- 생기원에서는 세계 최초로 로봇 팔(arm)이 아닌 손가락(finger) 3개를 이용해 물건을 조작·조립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산업용 협동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거나 사람과 같이 일하는 작업이 많아지면서, 물체를 잡고 조립하거나
조작하는 기술 개발 요구가 늘고 있다

다양한 감염병 대응 현장의 유형에 부합하는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추진
- 일상생활공간 자율 방역 로봇 시스템

- [로봇핸드의 ‘이케아 의자‘ 조립 시연]

- 생활치료시설 비대면 물품 이송 및 배달 로봇 플랫폼

AI가 조립설명서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조립 순서와 조립 방법을 생성하면, 로봇이 이를 기반으로 부품을 집고
조립하며 의자를 완성하는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동화 및 지능화된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필수적 제조혁신 기술

- 집중의료현장 비대면 검체추출 자동화 시스템
- 집중의료현장 지능형 동선추적 시스템

2) 똑똑한 섬유가 만드는 스마트한 미래

- 격리 중환자실 치료장비 원격 모니터링/조작 시스템

- 스마트텍스트로닉스(Smart Textronics, 지능형전자섬유)는 섬유와 ICT 기술 융합을 통해 섬유제품에 스마트한
기능을 부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생기원은 첨단 스마트 웨어러블을 시작으로 홈/인테리어, 헬스케어/메디컬,
안전/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및 제품화를 위한 생산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 [전시품목]
가. 홈트레이닝 의류 : 스마트 미러를 통해 코칭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면, 근육의 활성화 정도 및 운동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근전도 측정 의류
나. 체온 유지 아웃도어 자켓 : 외부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발열 정도를 조절하는 쾌적함을 유지하는 발열 자켓
다. 생체정보 측정 리클라이너/카시트/아기요람 : 앉거나, 눕는 것만으로 생체정보를 측정에 핸드폰에 전송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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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첨단제조

부스번호

N04

로봇/첨단제조

홈페이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www.kict.re.kr

N05

증강현실 수술 내비게이션
DGIST 모션컨트롤 실험실

건설기술, 미래를 짓다
기관명

부스번호

기관명

홈페이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시 소개

전시 소개

ㅇ공기 중 부유 감염원 상시 저감 성능의 광촉매 적용 항균·항바이러스 공기 정화 기술

ㅇ증강현실 수술 내비게이션

https://www.dgist.ac.k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미래선도형 융합연구단사업(CEVI융합연구단)의 제5세부과제(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전시품 1. 부비강 수술을 위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항바이러스 건설자재 및 공조 시스템 개발)의 주관기관으로써,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실내 공기 중

부비강 수술은 중요한 장기로 둘러싸인 코 내부의 복잡한 경로를 통과해야 함으로 난이도가 높은 외과수술이다.
의사의 시술을 도와, 주변 장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증강현실 수술 내비게이션이 개발되었다. 내시경에 직접
보이지 않는 주요 해부학적 구조물을 시각화하며 몸안 내시경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부유 세균·바이러스의 신속·직접·상시 제거가 가능하고, 생활 방역 제품으로서의 안전성이 담보된, 세계최고 수준의
항균·항바이러스 공기 정화 필터·장치(공기청정기, 공기살균기, 청정·환기 장치) 개발

전시품 2. 척추경 나사 사입술을 위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ㅇ세계 선도형 콘크리트 구조물 혁신 기술
슈퍼콘크리트는 국토교통부 국가R&D로 개발한 최첨단 건설재료로서 압축강도는 최대 200MPa.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강도가 5배 정도 높고 시공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초고성능 콘크리트. 슈퍼콘크리트의 이러한 장점을 활용한
구조물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을 통해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을 각각 10~20% 정도 절감 가능하고, 200년 이상의
내구수명 확보. 또한 슈퍼콘크리트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국산화를 통해 경제성도 추가 확보 및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 견인 기대

116

척추경 나사 삽입술은 척추를 고정해 변형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이다. 정확한 나사 삽입과 혈관 및 신경 손상을
막기 위해 증강현실 수술 내비게이션이 개발되었다. 의사는 실시간으로 신경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전에 계획한
위치에 정확히 나사를 삽입할 수 있다.
ㅇDGIST 모션컨트롤 실험실
제안하는 로봇은 병렬 구조의 탄성구동기로 구동되는 가상지면로봇입니다.
공간상에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로봇은 롤, 피치 및 수직 방향의 세 방향으로 정확한 힘과 동작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어 넓은 임피던스 범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은 가상의 지면환경을 제공하여 사람이 지면환경변화에 따라 운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로봇의 고성능 힘 제어를 위해 모델기반의 힘 제어를 채택하였고 가상지면의 구현을 위해 로봇의 운동학과
동역학을 활용하였습니다.
개발된 로봇은 인간의 균형을 측정하고 훈련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로봇 위에 올라설 수 있고 힘,
위치, 압력 중심과 같은 균형 관련 정보들이 로봇에 의해 관측되고 제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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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개발관

II 연구성과 전시

바이오/헬스

부스번호

O01

[코로나19 극복] K-BIO,
코로나19를 넘어 우리의 미래까지!
기관명

02
연구개발관

(대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 ㈜셀리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ribb.re.kr
https://mousephenotype.kr
https://www.h-guard.re.kr
http://www.cellid.co.kr
https://www.kaist.ac.kr
https://www.shinsungeng.com
https://www.kbsi.re.kr
https://www.ip-korea.org
https://www.krict.re.kr

전시 소개
ㅇK-BIO, 코로나19를 넘어 우리의 미래까지
- (전시월)

바이오/헬스

코로나19 발생부터 국내·외 대응현황 및 관련 R&D 영상 컨텐츠
- (진단존)
항체면역 진단키트, 초고감도 항원 신속진단기술, 분자진단키트, 유전자 현장진단 POCT PCR 장비, RNA 표준물질,
감염병 무인감시(검출-모니터링) 시스템, 기계학습 기반 신종감염병 예측기술 및 항바이러스 공기청정기
- (백신/치료존)
영장류 감염모델 및 마우스 모델 개발, 동물실험을 통한 기업 지원, 백신 극저온 보관·유통을 위한
온도변화 감지장치 및 임상시험 진행, 재조합백신 IN-B009 임상 및 CEVI-광범위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약물재창출 및 치료제 개발 연구과정 등
- (체험존)
이동형 음압병동 및 연구용 방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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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02. 연구개발관

바이오/헬스

부스번호

O02

바이오/헬스

(대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 ㈜셀리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rict.re.kr
https://www.biosynergy.re.kr
https://www.kaist.ac.kr
https://www.kribb.re.kr
https://www.kfri.re.kr
https://www.kiom.re.kr
https://digitalhealthcare.or.kr
https://www.ncloud.co

기관명

(대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 ㈜셀리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전시 소개

전시 소개

ㅇ 유병장수시대 바이오기술로 지킨다

◦ 미세플라스틱을 잡아라!

- (진단존)

O03

[안전한 생활]
미세플라스틱을 잡아라!

[건강한 삶]
유병장수 시대 바이오로 지킨다!
기관명

부스번호

홈페이지

https://www.kirams.re.kr
https://www.kribb.re.kr
https://www.krict.re.kr

- (전시월)

타미플루 내성 바이러스 진단기술 및 마약류 약물 검출기술, 첨단ICT기술이 결합된 한의학 건강 진단기기,
천연물 효능해석 및 관련 질병 예측 기술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모식도)
- (예측)

- (치료제존)

미세플라스틱 경구 투여 후 혈액을 따라 심장, 폐, 생식기, 뇌 등으로 퍼져 나간 후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전신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 중국 상용화, 저분자 기반의 항암면역치료제 후보물질 기술 개발, 부작용 적고 효능
우수한 담석 용해제 개발, 차세대 표적 항암치료제 개발, ‘CAR-T세포’ 항암기능 강화 기술, ERFR 변이 폐암
치료제 개발, 수술 중 장기 손상 방지하는 연조직 경화용 조성물 개발, 심혈관 및 간질환 치료제 개발, 암 증식
및 생존 억제 효과있는 새로운 대장암 치료제 개발, NK세포 분화기술 및 프로탁 기술 기반 표적항암제 기술,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방사성의약품 신약개발,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AI챗봇 기술, 신약 개발 동물실험

흡수경로를 세계 최초로 밝힘
- (대응방안1, 미세플라스틱 분해기술)
꿀벌부채명나방 효소로부터 폴리에틸렌 분해요소 발견, 세계 최초 플라스틱 분해 녹색미세조류 개발
- (대응방안2, 생분해성 제품 연구개발)
세안용 생분해성 마이크로비즈 시제품, N95 성능 신개념 생분해 마스크 필터 연구과정

스코어링 자동화 기술

- (안전한 미래, 셀카존)

- (건강식품ㆍ제조)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HMR(가정간편식) 자동화 제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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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찾는 노력 동참 등 관련 컨셉의 셀카존 운영

121

II. 연구성과 전시

02. 연구개발관

바이오/헬스

부스번호

O04

바이오/헬스

[첨단 연구 인프라]
대한민국 미래과학기술 첨단 연구 인프라와 함께!
기관명

(대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 ㈜셀리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홈페이지

-

부스번호

[바이오기술의 미래]
2045, K-BIO 신세계로의 초대
기관명

(대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 ㈜셀리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전시 소개

전시 소개

ㅇ 대한민국 미래과학기술 첨단 연구 인프라와 함께!

◦ 2045, K-BIO 신세계로의 초대

- (전시월)

홈페이지

https://www.kribb.re.kr
https://www.gilhospital.com
https://www.kmedihub.re.kr
https://www.sch.ac.kr
https://www.ajou.ac.kr
http://www.genoss.com/
https://reputer.co.kr

- (전시월)

첨단 연구시설·장비·자원 인프라 및 R&D 주요 사업 및 우수 성과 소개

2021 바이오분야 10대 미래유망기술 소개
- (라이프&사이언스)

- (체험존)
가속기 및 Cryo-EM 가상현실(VR) 투어 및 세포ㆍ미생물 등 연구 장비 분석 체험, 식물 표본 제작,
입체퍼즐 조립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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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5/06

생명현상, 뇌ㆍ눈ㆍ치아ㆍ심장건강 시제품 등 관련 체험, 생활습관 관리(보행측정),
인공지능 빅데이터 프로그램 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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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aist.ac.kr
https://www.obelab.com
http://www.kopti.re.kr
http://www.win-us.com
https://www.kb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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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과학문화관
■ 과학기술 진로상담
■ 과학 학습 체험
■ 과학문화 콘텐츠 체험

03. 과학문화관

II 연구성과 전시

과학기술 진로상담

부스번호

G01

정부출연연구기관 채용컨설팅
기관명

03
과학문화관

과학기술 진로상담

홈페이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s://www.kisti.re.kr/

전시 소개
설립목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 과학·기술 정보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국가 과학기술 진흥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잇습니다
주요기능
-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된 산업정보의 종합적인 수집·분석·관리
- 정보의 분석·관리 및 유통에 관한 기술·정책·표준화 등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 첨단정보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
최근 대표적 연구성과
1) 국가 과학기술 지식자원 연계·융합형 서비스 제공
- 과학기술지식인프라 통합 서비스(ScienceOn) :
R&D활동에 필요한 과학기술 지식인프라를 한 곳에서 연결·활용 가능토록 지원
-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서비스(DataOn) :
자원(연) 등 국내 5개 분야 및 유럽 연구데이터플랫폼(OpenAIRE) 등 해외 3개 기관과 연계 서비스 진행 중
- 국가오픈액세스 플랫폼(KOAR) :
오픈액세스 학술 출판 전주기 지원을 통해 국내 학술정보의 글로벌 확산 촉진
2) 국가슈퍼컴퓨팅 분야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 선정
- Big Science 기반 과학데이터의 빠른 전달을 위해 세계최고 수준의 빅데이터 전송 고속도로(ScienceDMZ) 구축
- 인공지능 및 가시화 기반 사이버 공격 자동분석 기술 개발 및 상용화로 보안관제자동화 시스템 구축
3) 국제 학술대회 HPC Asia 2021 개최
- 한·중·일 중심의 아태지역 슈퍼컴퓨팅과 양자정보 분야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 행사
4) ‘패키지형 R&D 투자분석 플랫폼(R&D PIE)’ 개발 및 활용
- 2020년 주요 R&D 사업(16개부처, 192개 사업-약 1.6조원) 관련 예산·배분 조정에 활용(19년)
- 2019년 OECD, 정부혁신 사례 10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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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03. 과학문화관

과학기술 진로상담

부스번호

G01

과학기술 진로상담

정부출연연구기관 채용컨설팅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전기연구원

https://www.keri.re.kr

부스번호

G01

정부출연연구기관 채용컨설팅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https://www.kribb.re.kr

전시 소개

전시 소개

한국전기연구원은 지난 1976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전력사업, 전기공업 및 전기이용 분야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은 1985년 설립 이래 국내 유일의 바이오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가발전에

연구개발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통기술과 IT, NT, ET 등을 결합한 첨단 융합기술에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독창적인 신기술 개발과 지식기반형 신산업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할 세계적인 핵심 원천기술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역량있는 직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주요연구분야
1) SiC 전력반도체
- 전기차용 SiC 전력반도체 칩 크기를 10% 이상 축소하고, 전기차 연비를 최대 10% 향상 시키는
트렌치 모스펫 구조 기술
2) 하이브리드 드론용 발전기/무인항공기용 전동기
- 드론/플라잉카 시스템에서 엔진과 배터리, 프로펠러를 연결하는 핵심부품인 ‘발전기’ 및 ‘전동기’
국내 최초 독자 개발
3) 도심개인이동 수단용 듀얼모드 플라잉카 및 모바일스테이션 축소모델
- KERI 버전의 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도심공항(Vertiport)의 개념을 제시, 승객 환승과 충전 기능을
가지는 모바일스테이션 기술
4) 비접촉 마그네틱 기어가 적용된 상반회전 프로펠러 전기추진기
- 항공 및 해상모빌리티 추진 효율을 10% 이상 향상 시키는 비접촉 상반회전 프로펠러 전기추진 기술
5) LBTS (전기선박육상시험소)
- 잠수함 추진체계 육상성능검증설비가 구축된 국내 최초(세계3번째)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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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03. 과학문화관

과학기술 진로상담

부스번호

G01

과학기술 진로상담

정부출연연구기관 채용컨설팅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한의학연구원

https://www.kiom.re.kr

정부출연연구기관 채용컨설팅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시 소개

전시 소개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 이론 및 기술, 한의의료행위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주요연구분야

그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 항공산업 핵심역량 구축 및 미래 선행기술 개발

한의학 연구개발 및 한의기술 인프라 구축
미래의학 선도기술 개발 * 임상의학 핵심기술 개발
한약가치 혁신기술 개발 * 한의학 국가 핵심허브 구축
국가 한의학 거점 역할 수행
한의학 정책·전략 수립
한의기술 표준 연구 및 제정·보급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
산·학·연 협력·지원과 기술사업화

2) 미래선도 저궤도 및 정지궤도 위성 핵심기술 연구
- 저궤도 및 정지궤도 위성 체계 및 위성 탑재체 개발
3) 우주발사체 기술자립을 통한 자주적인 우주개발 역량 확보
- 우주발사체 시스템 및 서브 시스템, 엔진 기술 개발
4) 초정밀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정밀위치 서비스 구현
5) 4차 산업혁명기술(ICT, AI 등) 융합을 통한 항공우주 기술 고도화

복리후생
- 연차휴가저축제도 운영
- 산전산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운영
-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선택적 복지제도(복지카드) 운영

인재상

근무지
- 대전(본원), 대구 센터, 전남(나주) 센터
신입사원 초봉
- 42,902 천원(공공기관 알리오 2021년 공시 기준)
기관SNS
-

https://www.kari.re.kr

- 유·무인기 핵심기술 개발, 미래형 항공교통관리 시스템 개발
- 미래형 비행체 선행기술 개발

주요연구분야
-

부스번호

블로그 : https://blog.naver.com/kiompr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user/kiomvideo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withkiom/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kiom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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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03. 과학문화관

과학기술 진로상담

부스번호

G02

과학기술 진로상담

UNIST 진로 상담관
기관명

홈페이지

울산과학기술원

https://www.unist.ac.kr

부스번호

G03

KAIST 진로 상담관
기관명

한국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s://www.kaist.ac.kr

전시 소개

전시 소개

UNIST는 울산에 위치한 국립 과학기술원입니다.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 기술, 지식 발전을 주도할

우리는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교육하고 연구하며 혁신을 이어갑니다. KAIST는 깊이 있는 이론과 응용력을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 연구 교류를 촉진해 동남권 지역과

갖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기초연구, 융복합연구를 수행합니다. 산학연 협업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 개교 이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가치창출에 기여했으며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우리의 교육, 연구, 혁신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UNIST는 앞으로도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배출하기 위해

과학계의 지경을 세계로 더욱 넓혀갈 것입니다.

노력할 것입니다.
VISION : 국가와 인류, 지구를 위한 독특한 빛깔의 세계 10위권 대학
VISION :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 대학
GOAL: 2030년 세계 10위권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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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03. 과학문화관

과학기술 진로상담

부스번호

G04

과학기술 진로상담

GIST 진로 상담관
기관명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s://www.gist.ac.kr

부스번호

DGIST 진로 상담관
기관명

홈페이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시 소개

전시 소개

설립 목적

VISION

고급과학기술 인재양성 /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 연구 교류 촉진 / 국가 과학기술 및
지역 균형발전 이바지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융복합 대학
2034 목표
-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 6,000명 양성

VISION & STRATEGY

- Center of Excellence 10개 운영 / 세계적 석학 50명 배출
- 유니콘기업 5개 설립 / 연구소기업 2000개 설립
혁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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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과학문화관

II 연구성과 전시

과학 학습 체험

부스번호

I01

국립과천과학관 과학원리체험@KINTEX
기관명

03
과학문화관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

http://www.sciencecenter.go.kr

전시 소개
국립과천과학관은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빛, 전기, 압력, 공기, 감각 등의 자연현상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이동이 가능한 형태의 과학원리체험콘텐츠 80종을 제작하였습니다.

과학 학습 체험

많은 사람들이 과학관 밖에서도 과학원리 전시물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과학원리체험콘텐츠를 이용한
‘움직이는 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관·교육청 등에 무상임대, 민간·지자체·중앙부처 행사 참가, 과학소외계층 현장체험지원, 교육지원청·지자체
콘텐츠 제작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등 국립과학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및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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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03. 과학문화관

과학 학습 체험

부스번호

I02

국립광주과학관 전시품 체험소
기관명

홈페이지

국립광주과학관

https://www.sciencecenter.or.kr/

과학 학습 체험

부스번호

국립부산과학관 - 산업 속 과학원리 체험
기관명

홈페이지

국립부산과학관

https://www.sciport.or.kr/

전시 소개

전시 소개

VR체험용 전시품 2점

대한민국 주력 산업인 자동차, 선박, 에너지를 주요 전시 테마로 하고 있는

- VR하이다이

국립부산과학관의 각 주제별 이동형 전시품 소개(3종)와 자체 개발 메이킹 키트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 경기장소를 VR로 구현하여 관람객이 VR을 통해 선수들이 느끼는 긴장감, 하이다이빙대의 높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1) 엔진 AR
: 자동차 엔진의 4단계 작동 과정을 실물 모형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하여 체험해보는 전시품입니다.

- VR 심해 스쿠버다이빙
: 이카루스VR을 이용하여 심해 스쿠버다이빙을 사용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2) 잠수함 및 쇄빙선 원리 체험
: 선박을 주제로 잠수함 및 쇄빙선의 작동 원리를 게임 형태로 체험해보는 실감형 콘텐츠입니다.

작동형전시품 2점
3) 스마트 에너지 시티

- 무선하프
: 하프 틀에 ‘레이저’와 ‘빛 센서’, LED를 설치하여 해당 구간에 손가락이 닿아 광선이 차단되면 소리와 빛이
출력되며 가상연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 발전용 자전거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성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품입니다.
4) SCIPORT 탐험 롤링볼

※ 다양한 음원 내장으로 여러 종류의 악기소리 출력

: 국립부산과학관 캐릭터 부웅, 띠띠, 피용의 탐험 스토리를 담은 롤링볼 체험 콘텐츠입니다.

- 전자석 크레인
: 피지컬 컴퓨팅으로 제어되는 3축 이동 구조물과 전자석을 이용해 블록쌓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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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03. 과학문화관

과학 학습 체험

부스번호

I04

국립중앙과학관 제67회 전국과학전람회 우수수상작품 전시

기관명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https://www.science.go.kr/

과학 학습 체험

부스번호

I05

국립대구과학관 - 생활 속 과학과 기술
기관명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

https://www.dnsm.or.kr

전시 소개

전시 소개

올해 제67회를 맞이한 『전국과학전람회』는 1949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과학경진대회로 교과과정에서

자체 제작한 작동 체험형 전시품 5종(과속 카메라의 원리, 시간 거리 그리고 질량, 터치패드의 원리, 이 방은 무슨

학습한 과학 원리에 대해 학생이 직접 연구기획 및 수행, 결과분석 및 결론 도출 등 능동적인 연구 활동 경험을 통해

색깔일까, 손바닥으로 온도 확인하기)을 전시하여 생활 속 과학과 기술에 대한 내용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과학에 대한 흥미 유발 및 학생의 이공계 진학 유도, 교원은 지도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인재 발굴로 이어지는 대회로

체험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과학 탐구심 함양 및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학생 및 교원·일반인의 과학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장려를 통해 우수 과학인재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직원이 직접 연구한 ‘자전거 변천사에 대한 연구’ 결과물로 수집한 전시품들 중에서 대표 전시품인
‘오디너리’(빅휠) 자전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7개 시·도(교육청)지역예선대회에서 5개 부문 (물리, 화학, 생물, 지구 및 환경, 산업 및 에너지(SW·IT
융합분야포함)) 2,308점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이 중 294점이 제67회 전국 본선대회 작품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2021년 과학해설사 전문 경연대회에서 국립대구과학관 해설사가 대상을 수상한 ‘호버크레프트’를 시연하고

전시되어 있는 출품작품은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각 부문별 최우수상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수상자가 직접 해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창의로봇 과학교구 만들기 체험을 운영하고, 다양한 과학관 전시, 교육, 홍보 동영상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오디너리(빅휠)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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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과학문화관

과학 학습 체험

부스번호

I06

지역과학문화관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과학창의재단

https://www.kofac.re.kr

과학 학습 체험

부스번호

학교에서 배우는 인공지능(AI)교육 체험관
기관명

한국과학창의재단
대구교육대학교
대구초등컴퓨팅교사연합회

홈페이지

전시 소개

전시 소개

지역별 특성에 기반 한 지역 전략산업의 주요 기술 성과 전시 및 2021년 과학문화 활동 지원사업 지원 단체

실생활 문제해결 중심의 AI 프로그래밍을 체험합니다.

https://www.kofac.re.kr

(동아시아출판사, 아작, 갈다 등)가 발행한 SF 전문 계간지와 수상작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체험방법

지역 전략산업의 주요 과학기술 성과 전시
- 부산 지역은 우주항공 분야 전시로, 25kg의 해상도 1m 급 나노위성 부품 전시 및 위성 빅데이터,
AI기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 대전 지역은 전기차 분야 전시로, 세계 최초 무선충전 전기버스 상용화 모델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 세종 지역은 탄소중립 분야 전시로, 탄소중립을 위한 자율주행 수소버스 운영 시스템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 강원 지역은 바이오, 의료기기, 액화수소 분야 전시로, 씨드 건강기능식품, 규제 특례 기업 제품,
액화수소 충전소 모형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 충북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AI 태양광 발전량 예측기반 이상진단 솔루션과
AI기반 연료전지 실시간 진단제어 통합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 경북 지역은 디지털 분야 전시로, 유연인쇄전자 기술, 자동차용 인쇄형 스카트 윈도우 필름 시스템 기술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 경남 지역은 항공, 수소, 조선 분야 전시로, 수륙양용 에어택시, 잠수함용 연료전지,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운영 및 무인선박 성능 실증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초 AI원리 이해를 위해 생활 속 문제를 발견하고, AI 프로그래밍을 통해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경험 합니다.
(티처블 머신, 카미봇)

문제발견

데이터 이해

AI 구현 체험

•실생활 문제 발견

•데이터 분류

•AI 학습 체험

•AI 알고리즘 이해

•데이터 예측

•AI 문제해결 체험

2021 과학문화 활동지원 사업 SF 우수 도서전 전시
- 과학 문화활동 지원으로 제작된 SF 과학비평 등 분야 계간지, 수상 작품집 등 도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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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과학 학습 체험

부스번호

I08

과학 학습 체험

한국교육방송공사

홈페이지

I09

기업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체험관

EBS 캠퍼스
기관명

부스번호

http://www.ebs.co.kr

기관명

한국과학창의재단
CJ올리브네트웍스
헨켈코리아

홈페이지

https://www.kofac.re.kr

전시 소개

전시 소개

EBS는 학교교육의 보완과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발전이라는 사명 아래 공적 역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18년부터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사회공헌 활동 촉진을 위해 프로그램 컨설팅과
시범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기업에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 그간 과학기술분야

공영방송사로서 방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원격교육, 세대별 직업교육, 소외계층 대상 서비스 등

사회공헌 활동들을 돌아보고, CJ올리브네트웍스와 헨켈코리아의 과학기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기반 강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융복합형·미래형 교육콘텐츠를
개발,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 발맞춘 웹/모바일/디지털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J올리브네트웍스에서는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Lego Spike Prime)’을 활용한 첨단 ICT기술이 접목된 미래
스마트시티 체험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물류/배송/교통 그리고 스마트 홈 기반의 IoT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및 SW
코딩 실습을 해봄으로써 자율주행 자동차의 작동 원리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요 콘텐츠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면적 교육 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 및 방송 채널,

또한 헨켈코리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활용한 화분만들기 체험을 통해 업사이클링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 교육비스 제공
- 교과 및 범교과 학습에 활용 가능한 교과융합형, 심화학습형, 상호 협력형 등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대해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EBS 실감형 콘텐츠- TV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한 AR 실감형 콘텐츠 ’봉구야 말해줘3 시리즈‘,
‘e-스토리북’ 콘텐츠
- 인공지능/음성인식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AI펭톡' 콘텐츠
- '포이즌' 바이러스가 인간 몸에 침투, 감염시키는 과정을 소개하는 EBS 과학 체험 VR콘텐츠
- '더 홈'은 XR 기술을 이용해 현실적 한계를 뛰어넘은 생생한 우주 공간을 재현하고, 우주의 수수께기를
해결 해주는 방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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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과학 학습 체험

부스번호 옥외전시장

II 연구성과 전시

국립광주과학관 이동과학관과
함께하는 과학스쿨
기관명

홈페이지

국립광주과학관

www.sciencecenter.or.kr

전시 소개

03

국립광주과학관에서는 국민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루체리움과학스쿨과 스타카로

과학문화관

이루어진 이동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루체리움 과학스쿨은 모듈형 전시물 6종과 이동형 전시물 10종으로 빛, 소리, 수학 등
여러 분야별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스타카는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천체장비가 갖춰져 있어 낮에는 태양을 관측할 수 있고 VR기기를 이용하여
태양계를 가상현실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국민 모두 이동과학관 체험을 통해 과학의 관심이 제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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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과학문화관

과학문화 콘텐츠 체험

부스번호

과학문화 콘텐츠 체험

K01

사이언스올과 함께 NEXT Level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과학창의재단

부스번호

K02

SF웹드라마 상영관
기관명

https://www.kofac.re.kr

홈페이지

한국과학창의재단

https://www.kofac.re.kr

전시 소개

전시 소개

대한민국 대표 과학문화포털 사이트 “사이언스올”에서 즐기면서 배우는 다양한 과학문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가로세로낱말퀴즈를 풀면 어마어마한 선물이~!! (퀴즈의 정답은 모두 사이언스올에 있으니 걱정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SF웹드라마 상영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과학학습 플랫폼 “사이언스 레벨업”에서 재미있게 갖고 놀다 보면 저절로 과학상식이 레벨업 되는

배 경

다양한 AR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AR 콘텐츠를 활용한 간단한 미션도 풀어보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해당 웹드라마는, 2020 싸이언-스토리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루하기만 한 과학수업은 이제 그만!! 배추흰나비부터 호랑이까지 다양한 동물을 요리조리 돌려보면서 자세히 관찰도
해보고, 실제 선생님과 비대면으로 수업도 해보는 미래 과학교실을 체험해보러 오세요! (체험자 전원 AR마커 증정)
이 밖에도 부스 체험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룰렛을 통해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작품내용
‘너와나의 그랑토피아＇웹드라마의 내용은, 토라져 버린 자신의 AI(인공지능)을 달래주기 위한 주인공의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우리 실생활 소재로 웃음과 잔잔한 감동을 주는 드라마 입니다!
참 고
‘너와나의 그랑토피아’ 외에도 ‘복제소녀‘ 라는 웹드라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사이언스프렌즈’ 유튜브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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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관 : 한국과학창의재단
협력: CJ ENM
시나리오: 이정욱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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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과학문화관

과학문화 콘텐츠 체험

부스번호

과학문화 콘텐츠 체험

K03

홈페이지

한국과학창의재단

(부제: 테미스, 버려진 AI)
기관명

https://www.kofac.re.kr

홈페이지

한국과학창의재단

https://www.kofac.re.kr

전시 소개

전시 소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생활과학교실 신재생 에너지 활용 프로젝트 성과 8종 전시와 우주항공 및 탄소중립

배 경

체험 프로그램 4종을 운영합니다.

해당 전시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1년 과학융합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의 성과물입니다.
※ 수행기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자: 경희대 미술대학 노진아 조교수)

권역

참여 센터명
상록청소년수련관

수도권·강원

충청

호남

전시 프로젝트명
화성 우주기지 스마트팜

작품내용

인천대학교

스마트하게, 건강하게, 자신있게

홍익대학교

제로에너지 모듈 온실하우스

충북대학교

생명과 태양의 땅, ChungBuk 스마트팜

한국실크연구원

영남

K04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해요

생활과학교실
기관명

부스번호

실크직물 덮어 싹틔우기

울산대학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스마트팜 시스템

전북대학교

슬기로운 농장 생활

군산대학교

바람으로 키우는 나만의 텃밭

구분

대상

분야

체험 프로그램명

1회

초등 - 성인

우주항공

우주 태양계 행성 열쇠고리

2회

장애인

탄소중립

빛으로 달리는 자동차

3회

초등 - 성인

우주항공

우주기지 건설하기

4회

초등 - 성인

우주항공

해시계(앙부일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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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테미스, 버려진 AI>의 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正義)의 여신으로, 로마 신화의 유스티티아와
동일시된다.
테미스는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로, 방대한 양의 학습을 하고 판단을 하며 인간의 언어와 감정을 배운다. 이렇게
테미스가 인간의 감정을 습득하고 진화하면, 그 결과로 인간처럼 감정이 개입된 판단을 함으로써 오히려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 는 상황을 연출한 작품입니다.
테미스는 관객이 다가오면 감고있던 눈을 뜨고 인사를 한다. 관객이 말을 걸면 그에 맞는 대답 을 하기도 한다.
테미스는 끊임없이 본인이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감정과 행동양식을 배워 나감에 있어 판단의 문제와 정의의
문제를 질문합니다.

강원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상록청소년수련관
한국여성과학인발전연구회

-

주 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관: 한국과학창의재단
수행기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책임자: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노진아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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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번호

K05

과학문화 콘텐츠 체험

YTN사이언스TV
기관명

홈페이지

와이티엔 사이언스

https://science.ytn.co.kr/

부스번호

K06

열, 진동 전달이 동시에 가능한 VR 장갑
기관명

울산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s://www.unist.ac.kr

전시 소개

전시 소개

- 실감형 가상 스튜디오 앵커체험

생생한 가상현실 구현을 위해 사용자의 움직임 측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각 전달이 필요합니다. 본 전시품은

- VR 장비 체험

간단히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손가락의 움직임 측정은 물론 열과 진동 전달이 동시에 가능한 VR 장갑입니다.

- 증강현실 리얼 피팅 체험

가상현실 물체의 온도와, 가상 물체를 만졌을 때의 적절한 진동도 느낄 수 있어 몰입감 높은 가상현실 구현이
가능합니다. 가상현실 야외 캠핑장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다양한 물건을 잡고 던지는 시나리오를 통해 VR 장갑의

- 로봇축구 체험

혁신적 성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 성과는 저명한 저널(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의 표지 논문으로

- 홀로그램 쇼룸 시현

출판되었습니다.

- 다관절 로봇 시현
- 4K UHD 프로그램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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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성과 전시

03. 과학문화관

과학문화 콘텐츠 체험

부스번호

K07

과학문화 콘텐츠 체험

아프리카TV 메타버스 체험존
기관명

아프리카티비

홈페이지

https://www.afreecatv.com/

부스번호

과학 굿즈샵
기관명

홈페이지

㈜ 빅드림
㈜포디랜드

https://vicdream.co.kr/
http://www.4dframe.com/

전시 소개

전시 소개

아프리카TV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우수과학문화상품 공모전을 실시하여 매년 우수과학문화상품 10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역대 우수과학문화상품 공모전 이사장상을 수상한 과학 굿즈를 전시하고 판매합니다.

VR플레이어
- 360도 3D 실감 콘텐츠는 물론 멀티뷰, 집중 모드까지 VR헤드셋 전용 기능을 체험해 보세요!
AR플레이어
- AR글래스 화면을 원하는 크기와 형태로 변경하고 배치하여 세상 편하게 아프리카TV를 시청해 보세요!
VR e스포츠 관전 기술
- 5G 네트워크로 실시간 선수 정보와 개인화면까지 AR을 결합한 새로운 관점 기술과 서비스를 경험해 보세요!
VR 듀엣 노래방
- 이 시국에 노래방을 집으로! 아프리카TV BJ와 듀엣노래도 가능한 VR노래방입니다!

K08

㈜빅드림
One-Stop Solution 이커머스 기업 (주)빅드림은 1999년 설립되어 학교/학원/사무실/학생/직장인 모두들 위한
문구 사무용품 전문 회사로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에듀테크 사업에 진출하면서 자체 STEAM 교구 전문
브랜드인 [티처스] 와 교육서비스 브랜드인 [원더클래스]를 런칭하였습니다.
티처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인 융합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과학교구 제작과
콘텐츠를 생산하고 에듀테크 브랜드입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솔루션으로 런칭과 동시에 많은 사랑을 받아 왔으며 다양한 에듀테크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성장하고 있으며, 2021년 9월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우수 과학 문화상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티쳐스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국내 최고의 STEAM 교구 전문 브랜드입니다.
쳐스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과학적 융합능력 향상을 위하여 쉽고 재미있게 과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제품과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포디랜드
㈜포디랜드의 대표 교구인 포디프레임 메카트로닉스는 포디수리과학창의연구소에서 개발한 교구로써
현재 38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교과, 창의, 체험, 발명, 융합(STEAM)등 여러 교육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월 개최되는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의 경진키트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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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과학강연·공연

01. 전체 일정표

대무대

날짜/시간
12/22(수)

12/23(목)

소무대
12/24(금)

10:00-11:00

01

전체 일정표

공연

12/24(금)

개회식

<SiZE
도킹
어린완자>

우수과학
문화상품
라이브
커머스

싸이
테인먼트
이벤트

(11:20-12:20)

12:00-13:00

13:00-14:00

12/23(목)

참가자 입장

09:00-10:00

11:00-12:00

12/22(수)

과장창!
과학으로
장난치는게
창피해?

2021년 하반기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시상식

사이언스
버스킹

우수과학
문화상품
라이브
커머스

(12:30~14:00)

(13:40~14:20)

우수과학
문화상품
라이브
커머스

14:00-15:00

강연쇼
15:00-16:00

싸이
테인먼트
이벤트

<사이언스
게임>

사이언스
버스킹

강연쇼
16:00-17:00

사이언스
버스킹

<사이언스
게임>

17: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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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과학강연·공연

도킹 어린왕자
일 시

2021년 12월 23일(목), 10:40~12:00

기관명

날으는자동차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www.kier.re.kr

행사 소개

02 대무대 프로그램
■ <도킹 어린왕자> 공연
■ 강연쇼 <사이언스 게임>
■ 싸이테이먼트 <KMS 오징어게임>

[도킹 어린왕자] 는
21년 ‘우주’ 소재로 창작한 전시 융합 형 공연으로 11월27일~28일 문화비축기지 T2 공연장에서 초연하였습니다.
SYNOPSIS
2050년 대한민국, 한 대학에서 60대 여교수의 우주전공강의가 진행된다.
개강 첫 시간인 만큼 첫사랑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는 학생들에게, 여교수는 30년 전 홀연히 우주로 떠났던 한
남자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2021년, 성공적인 길만을 걸었던 엘리트 벤처사업가 성진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인 알파 센타우리 (Alpha
Centauri)에서 보내는 인공적인 전파시그널을 감지하게 된다. 외계의 지적생명체가 보내온 것이라고 확신한
성진은 프록시마 센터우리 B 행성에 도착한다. 기대와 달리 행성 사막 한가운데에 오래전 대한민국에서 비밀리에
쏘아 보냈던 우주탐사 인공지능로봇 ‘어린왕자’가 고장난채 자초 되어있는 것을 발견한다.
성진은 그 외계신호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로봇이 지구로 보낸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실망할 때 쯤, 뜻밖에
어린왕자 로봇에 입력된 자신의 어릴 적 목소리를 듣게 된다. 순간 어린왕자 로봇과의 만남이 우연이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성진은 어린왕자 로봇과 함께 ‘낮과 밤의 경계에서만 생명이 사는 행성’, ‘중력이 너무도 강한 행성 등 저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진 다양한 외계 행성 인들의 삶을 접하게 되면서, 지구에서 잊어버리고 있던 자신의 비밀스런 인생
한부분과 마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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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무대 프로그램

강연쇼 <사이언스 게임>
부제 : 과학, 우리의 깐부 [강연]
일 시

2021년 12월 22일(수), 15:00~18:00 / 2021년 12월 23일(목), 14:00~16:30

기관명

주식회사 갈다

홈페이지

https://galdar.kr/

행사 일정
1일차
[뇌과학]

(강연 1) 장병탁 교수 (서울대학교) 15:00~16:00
주제: 초거대 AI와 인간의 뇌
(강연 2) 장대익 교수 (서울대학교) 16:00~17:00
주제: 알고리듬과 디지털 부족 사회
(강연 3) 장동선 박사 (독일 사이언스 슬램 우승자, 뇌과학박사) 17:00~18:00
주제: A Cybernetic View on the Brain - 메타버스, 디지털 세상, 그리고 뇌

행사 소개

(이벤트) 관객 참여 퀴즈쇼 : 우승자 경품 제공

뇌과학과 미래 과학을주제로 펼쳐지는 과학 강연과 관객 참여형 퀴즈쇼 & 공연
서기 2121년. 양자역학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첨단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세상.
사람들은 AI 안드로이드를 활용해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안락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
소수의 과학자들이 일구어낸 신문명은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큰 혜택이 되었다.

2일차
[미래과학]

(강연 1) 박문정 교수 (포스텍) 14:00~15:00
주제: 얼음과학: 스케이팅에서 투명전극까지
(강연 2) 정연욱 교수 (성균관대학교) 15:00~16:00
주제: 양자컴퓨터의 현재와 미래

어느덧, 과학실험과 탐구조차 AI가 모두 대신하게 되자 인간은 서서히 과학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마치 고대 문명을
계승하는 장인들처럼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소수의 인간들만이 마지막 남은 '인간 과학자'의 명맥을 이어갈 뿐이었다.

(이벤트) 관객 참여 퀴즈쇼 : 우승자 경품 제공
그러나 AI도 어디까지나 기계,
어느 날 태양의 흑점폭발로 인한 관측 오류가 전 세계의 AI를 컨트롤하는 중앙제어장치에 버그를 만들어냈고
급기야 세상 모든 자동화 기계들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과학에 무지해지고, 사고력이 약해진 인류는 이 사태를 수습할 힘이 없었다.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이 자명했다.
어느 외딴 피신처에 모인 5명의 ‘과학 장인들’(강연자).
그들은 방치되어있던 낡은 AI 안드로이드를 발견해내고는 곧 가동시켜보았다.
중앙제어장치와의 연동이 지원되지 않는 구형 모델은 역으로 인간에게 우호적인 마지막 기계가 되어주었다.
‘과학 장인들’은 낡은 AI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시공간을 열어 양자역학과 인공지능 기술이 태동하던 시기.
동시에 사람들이 고도화된 과학의 이해를 포기하기 시작한 그 시기로 자신들을 보내 달라고.
2021년, 한국으로 오게 된 5명의 과학자들.
이들은 사람들을 모아 그들이 알고 있는 뇌과학과 미래의 모습을 알리기로 결심하고 방법을 찾던 중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는 당시 세상의 관심이 쏠려있는 ‘오징어게임’의 설계자였다.
오늘, 관리자들의 등장과 함께 다시 시작된 오징어 게임.
이제 과학자와 관객은 과학과 미래를 건 강연, <사이언스 게임>을 시작한다.

162

16:00-16:30 공연

주요 연사
장병탁 교수 (서울대학교)
주제: 초거대 AI와 인간의 뇌
장대익 교수 (서울대학교)
주제: 알고리듬과 디지털 부족 사회
장동선 박사 (독일 사이언스 슬램 우승자, 뇌과학박사)
주제: A Cybernetic View on the Brain - 메타버스, 디지털 세상, 그리고 뇌
박문정 교수 (포스텍)
주제: 얼음과학: 스케이팅에서 투명전극까지
정연욱 교수 (성균관대학교)
주제: 양자컴퓨터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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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테인먼트 <△□○ KIMS GAME>
[이벤트]
일 시

2021년 12월 24일(금), 10:00~12:00 / 14:00~16:00

기관명

한국재료연구원

홈페이지

행사 소개
게임에서 제시된 모든 퀴즈를 풀고 선물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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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ms.re.kr

03. 소무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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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 과장창!]
토크쇼 공연
일 시

2021년 12월 22일(수), 12:30~14:00

기관명

팟빵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행사 소개

03 소무대 프로그램
■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 과장창!
■ 사이언스 버스킹

한국과학창의재단 팟캐스트 <과장창>의 공개방송을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서 진행합니다.
시즌4의 두MC
과학커뮤니케이터 이독실, 기상캐스터 강아랑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한 가수 스텔라장과 함께
음악과 과학이 있는 시간 함께하시죠.

■ 우수과학문화상품 라이브 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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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dbbang.com/
www.kofac.re.kr

III. 과학강연·공연

03. 소무대 프로그램

[2021 사이언스 버스킹] 공연

우수과학문화상품 라이브 커머스

일 시

2021년 12월 22일(수), 15:00~16:40 / 23일(목),11:00~11:40, 15:00~15:40

일 시

2021년 12월 24일(금), 10:00~11:00 / 12:00~13:00 / 14:00~15:00

기관명

한국과학창의재단

기관명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facsct.com

홈페이지

www.kofac.re.kr

행사 소개

행사 소개

과학 음악, 실험, 연극, 댄스,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장르의 10분 내외 과학소재 버스킹 공연
“사이언스 버스킹”을 소개합니다.

1) 역대 우수과학문화상품 과학교구전을 통해 가정에서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과학교구 상품을
소개 하고 홍보, 온라인 판매 진행

이번 2021 과기대전에서 공개할 7가지 버스킹 공연에 대한 소개글과 운영시간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2021 사이언스 버스킹 전체 공연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URL을 통해 공연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2) 2021년 올해의 과학도서 어린이 부문 도서 의사 어벤저스

2021 사이언스 버스킹 공연 영상 URL :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ZTXJ-ZukEwhM8WM7tX39SL0Gge8WZIfZ

날짜/시간

12. 22 (수)

12. 23 (목)

① 전염병, 응급센터를 폐쇄하라! 도서 저자 고희정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우리 몸과 질병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준다.
1) 12/24 10:00-11:00

라이브커머스 방송 빅드림 담당자/이동은 쇼호스트

2) 12/24 12:00-13:00

과학독킹(:도킹)어바웃 심시보 본부장님/ 이성공 쇼호스트

3) 12/24 14:00-15:00

라이브커머스 방송 럭스로보 담당자/최서빈 쇼호스트

C.S.I.

11:00-11:20

미난 개그로 과학수사 DNA 기법을 표현한
과학 코미디 연극

11:20-11:40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시초,
마이클 패러데이의 생애를 다룬 연극

마이클 페러데이

15:00-15:20

뜨거운 녀석들

대한민국 1퍼센트

불의 3요소와 매체에 따른
화재의 소화방식을 전달하는 연극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코믹 과학 실험극

15:20-15:40

우아의 스케일링

뽕TS

과학을 노래하는 가수 김석사와
MC우아의 음악 토크쇼

남녀노소 모두를 흥나게 만드는
트로트 과학 음악 쇼!

16:00-16:20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코믹 과학 실험극

16:20-16:40

과학 귀신이 등장하는
으스스한 과학 실험극, 연극

대한민국 1퍼센트

호러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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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포럼·세미나
01 전체 일정표
02 일자별 프로그램
- 12월 22일(수)
- 12월 23일(목)
- 12월 24일(금)

IV

포럼·세미나

01

전체 일정표

IV. 포럼 세미나

일자별 프로그램

01. 전체 일정표 - 1일차

01. 전체 일정표 - 2일차
12월 22일 (수)

행사명

주최 및 주관 기관

12월 23일 (목)
시 간

장 소
오프라인

온라인

-

ZOOM 화상회의장
※ 관계자 외 참관 불가

행사명

주최 및 주관 기관

시 간

장 소
오프라인

온라인
LIVE

투자유치 설명회 / 컨설팅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① 과학교구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특집
② 과학독킹(:도킹)어바웃 저자와의 만남

한국과학창의재단

북 토크 라이브 커머스

2021 기후변화대응 대표기술 10선

한국연구재단,

성과공유회

에너지기술연구원

14:00-17:00

12:00-13:00
15:00-16:00

14:00-16:00

LIVE

206호

209호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사후 과학기술대전
홈페이지
및 연구재단 유튜브 내
영상 게재 예정

2021 바이오미래포럼

무한상상실 성과공유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9:20-17:20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한국과학창의재단

14:00-16:00

204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
홈페이지/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유튜브

210호

ZOOM 화상회의장
※ 관계자 외 참관 불가

212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
홈페이지/

LIVE

기초연구포럼

한국연구재단

13:30-18:00

한국연구재단
유튜브
LIVE

생활과학교실 지역운영센터장 협의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16:30-18:00

210호

ZOOM 화상회의장
※ 관계자 외 참관 불가

탄소중립 新화학기술 :
수소 생산·저장 혁신 기술

한국화학연구원

15:00-17:15

306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
홈페이지/

한국화학연구원
유튜브

LIVE

2021 전통과학포럼

KIST 전통르네상스지원단

13:00-17:00

306호

기술패권경쟁시대
우리나라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211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4:30-16:30

도전적 연구개발 포럼
307호

2022 과학기술문화 심의위원회

2021 제7회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회

내일을 준비하는 뇌연구 공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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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
홈페이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유튜브

한국과학창의재단

14:00-16:00

308호

ZOOM 화상회의장
※ 관계자 외 참관 불가

공공연구성과기술이전 설명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13:00-18:00

-

ZOOM 화상회의장
※ 관계자 외 참관 불가

대한민국 SF 문화조성 네트워킹 데이

한국과학창의재단

15:00-17:00

-

ZOOM 화상회의장
※ 관계자 외 참관 불가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309호 A

12월 24일 (금)
ZOOM 화상회의장
※ 관계자 외 참관 불가

16:00-18:0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뇌연구원

LIVE

2021년 지역과학문화활성화

ZOOM 화상회의장
※ 관계자 외 참관 불가

14:30-15:40
한국과학창의재단

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
홈페이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유튜브

행사명

주최 및 주관 기관

시 간

중등교사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한국과학창의재단

10:00-15:00

장 소
오프라인

LIVE

14:00-16:00

-

과학기술대전 홈페이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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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호

온라인
LIVE

교육기부 유튜브

IV

포럼·세미나

02 일자별 프로그램
12월 22일(수) 프로그램
■ 투자유치 설명회/컨설팅
■ 우수과학문화상품 라이브 커머스 및 과학독킹(:도킹)어바웃 북토크
■ 2021 기후변화대응 대표기술 10선 성과공유회
■ 생활과학교실 지역운영센터장 협의회
■ 2021 전통과학포럼
■ 기술패권경쟁시대 우리나라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 포럼
■ 내일을 준비하는 뇌연구 공동포럼

IV. 포럼 세미나

12월 22일(수) 프로그램

투자유치 설명회/컨설팅
행사 일정
일 시

2021년 12월 22일(수), 14:00~17:00

<프로그램>

장소(회의장)

없음

투자유치 IR 발표, 기업-투자자 네트워킹, 투자유치 컨설팅으로 구성

장소(온라인)

ZOOM 화상회의장 ※ 관계자 외 참관 불가

14:00~16:00 투자유치 IR 발표
16:00~17:00 기업-투자자 간 네트워킹 및 투자유치 컨설팅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http://koef.or.kr/

주 제
유망기업과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한 투자기관 간 교류의 장

개최 목적

주요 연사

과학기술분야 사업화를 이뤄 낸 유망기업과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한 투자기관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투자유치 기회 제공

<IR 참가 기업>
- (주)나르마
- 고쿠바테크노로지(주)

행사 소개

- (주)공훈
- 셀라바이오텍

<투자 IR 피칭>
약 15인의 전문 투자자(VC 및 엑셀러레이터 등)를 대상으로, 참여 기업(10개社)의 사업아이템 및 투자유치 계획 발표

- 솔라리노
- 스템덴

<투자 유치·상담>
IR참여기업 10개사의 투자유치 상담존을 운영하여, 참여기관과 투자자 간 1:1 매칭 주선 및 투자 유치 유도
<투자유치 컨설팅>

- 제노힐(주)
- 비이아이랩
- 모던AI비전솔루션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진단 및 투자 전략수립, 협상 및 계약에 대한 자문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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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즈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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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포럼 세미나

12월 22일(수) 프로그램

우수과학문화상품 라이브 커머스 및
과학독킹(:도킹)어바웃 북토크
일 시
장소(회의장)
장소(온라인)
기관명
홈페이지

행사 일정

2021년 12월 22일(수), 12:00~13:00 / 15:00~16:00
No.

시 간

소 속

1

12:00-13:00

우수과학문화상품 과학교구 특별전

2

15:00-16:00

2021년 올해의 과학도서 저자와의 만남 북토크
(과학독킹(:도킹)어바웃_어린이 부문)

비 고

206호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콘텐츠팀
www.kofac.re.kr

주 제
1) 우수과학문화상품 라이브커머스 “과학교구 특별전“
2) 2021년 올해의 과학도서 저자와의 만남 북토크 ＂과학독킹(:도킹) 어바웃”
- 도서명 : 의사 어벤저스 ① 전염병, 응급센터를 폐쇄하라

주요 연사
개최 목적

12:00~13:00 라이브커머스 방송

<추진목적>

최희 아나운서/이준호 쇼호스트

코로나19로 촉발된 과학학습 결손 해소를 위한 과학교구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기획전 및 올해의 과학도서 저자와의
만남 북토크 라이브 방송을 통한 판매 연계

15:00~16:00 과학독킹(:도킹)어바웃
고희정 작가님/ 권혁주 쇼호스트

<행사내용>
의료체계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감염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국민생활환경 방역지원 로봇기술 연구성과
공유, 핵심 이슈 논의

행사 소개
- 역대 우수과학문화상품 과학교구전을 통해 가정에서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과학교구 상품을 소개 하고
홍보, 온라인 판매 진행
- 2021년 올해의 과학도서 어린이 부문 도서 의사 어벤저스
① 전염병, 응급센터를 폐쇄하라! 도서 저자 고희정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우리 몸과 질병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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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드립
(주)럭스로보
의사 어벤져스
① 전염병, 응급센터를 폐쇄하라!

IV. 포럼 세미나

12월 22일(수) 프로그램

2021 기후변화대응 대표기술 10선
성과공유회
일 시

2021년 12월 22일(수), 14:00~16:00

장소(회의장)

209호

장소(온라인)

※사후 과학기술대전 홈페이지 및 연구재단 유튜브 내 영상 게재 예정

기관명

한국연구재단, 에너지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nrf.re.kr / www.kier.re.kr

행사 일정
14:00~14:05

내빈 소개 및 개회

14:05~15:30

기후변화대응 대표기술 10선 수상자 발표

15:30~16:00

기후변화대응 대표기술 10선 및 정책 유공 시상식

주 제
2021 기후변화대응 대표기술 10선 성과공유회 및 시상식

주요 연사

개최 목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기술혁신 성과 선정 및 선정된 국가 기후변화대응기술 성과를 대내외에 홍보

시상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회자

한국연구재단 이상협 에너지환경단장

10선 수상자

행사 소개

- 성균관대학교 정현석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015년부터 「기후변화대응 대표기술 10선」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대표기술은 부처별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창의성, 우수성,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지환 단장
- 경희대학교 이은열 교수
- 한국지역난방공사 장원석 수석연구원
- ㈜노루페인트 함영재 부장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서 개발한 기후변화대응기술의 우수성과를 국내외 관계자들과
공유하고자 기후변화대응 대표기술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선정된 기후변화대응 대표기술의 우수성과를 홍보하고자 성과공유회를 개최하며,
이와 함께 기후변화대응 대표기술 10선 수상자와 기후변화대응 정책 수립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장도 수여합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홍대 수석연구원
- 서울대학교 김상우 교수
- 국립식량과학원 박현수 농업연구사
- 국립산림과학원 권재경 임업연구사
정책유공 수상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정인 책임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배치혜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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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포럼 세미나

12월 22일(수) 프로그램

생활과학교실 지역운영센터장 협의회
행사 일정
일 시

2021년 12월 22일(수), 16:30~18:00

장소(회의장)

210호

장소(온라인)

ZOOM 화상회의장 ※ 관계자 외 참관 불가

기관명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www.kofac.re.kr

16:30~18:00

지역운영센터장 협의회

개최 목적
생활과학교실의 2022년 사업방향 논의 등을 통한 사업 참여자 협력체계 강화

주요 연사

행사 소개
2021년 생활과학교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34개 지역운영센터 센터장 협의 회의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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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생활과학교실 지역운영센터 센터장 및 실무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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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포럼 세미나

12월 22일(수) 프로그램

2021 전통과학포럼
행사 일정
일 시

2021년 12월 22일(수), 13:00~17:00

13:00~13:05 (5분)

개 회

장소(회의장)

211호

13:05~13:10 (5분)

축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소(온라인)

(Live) 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 홈페이지 / KIST 유튜브

13:10~13:50 (40분)

[기조강연1]

임돈희 석좌교수(동국대)

기관명
홈페이지

유네스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과학과 문화의 만남

KIST 전통르네상스지원단

13:50~14:30 (40분)

http://chsr.re.kr/

[기조강연2]

김봉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기술, 예술, 공간- 한국 목조 건축의 역사

주 제
전통문화자원의 재조명과 창조적 계승

개최 목적
전통문화기술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과학기술과 전통문화의 만남을 통해 전통문화자원의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14:30~14:40 (10분)

휴식

14:40~15:00 (20분)

한지의 과학과 미래

김동훈 대표(지리산한지)

15:00~15:20 (20분)

한복 소재의 다양화

김희숙 교수(안동대)

15:20~15:40 (20분)

과학자와 예술가의 옻칠 탐험기

임정아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

15:40~15:50 (10분)

휴식

15:50~16:10 (20분)

우리 술, 전통 증류주, 소주

김태완 박사(한국식품연구원)

16:10~16:30 (20분)

전통염색 기술의 보존과 전망

박윤철 박사(한국생산기술연구원)

16:30~16:50 (20분)

고대문명 속의 과학기술 : 푸른색

박재관 단장(전통르네상스지원단)

16:50~17:00 (10분)

마무리

향유하며,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한 발판 마련

행사 소개

주요 연사

우리 민족은 유구한 반만 년의 역사 속에서 찬란한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켜 왔는 바, 민족의 고유자산인 자랑스러운

<기조강연>

전통문화자원은 국가경쟁력의 뿌리이자 문화선진국 진입의 바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돈희 석좌교수(동국대학교), 김봉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얼이 서린 문화유산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기술의 과학적 원리를 규명하고 그 가치를 재발견하여,
고부가가치 전통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주제토론>

‘2021 전통과학포럼’을 개최합니다.

김동훈 대표(지리산 한지), 김희숙 교수(안동대학교),

‘전통문화자원의 재조명과 창조적 계승’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본 포럼은 전통문화기술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과학기술과 전통문화의 만남을 통해 전통문화자원의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향유하며,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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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아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태완 박사(한국식품연구원)
박윤철 박사(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재관 단장(전통르네상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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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포럼 세미나

12월 22일(수) 프로그램

기술패권경쟁시대 우리나라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 포럼
일 시

2021년 12월 22일(수), 14:30~16:30

장소(회의장)

306호, 307호

장소(온라인)

(Live) 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 홈페이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유튜브

기관명
홈페이지

행사 일정
시 간(분)

내 용

비 고

14:00-14:30

30‘

사전등록 외

14:30-14:35

5’

프로그램 안내 및 내빈 소개

사회자

14:35-14:40

5’

인사말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1부 : 필수전략기술 설명회 >
14:40-14:50

www.kistep.re.kr

10‘

「국가첨단전략기술 육성·보호 전략」주요내용

과학기술혁신기반팀장

< 2부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포럼 >
14:50-15:05

15’

미국 DARPA 주요 특징 및 시사점

IITP 이효은 연구위원

15:05-15:20

15’

혁신도전형 R&D의 국내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정민형 추진단장

주 제

15:20-16:20

40’

패널토의 및 자유발언

좌장 및 패널

(1부) 필수전략기술 설명회
(2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포럼

16:20-16:25

5’

마무리말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16:25-16:30

5’

폐 회

사회자

개최 목적
기술패권경쟁 시대의 생존과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주요 전문가,
과학기술인, 관계 공무원 및 관심 있는 국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 전략적인 방안을 찾는 토론의 장을 마련

행사 소개
(1부) 필수전략기술 설명회
- 발제 :「국가첨단전략기술 육성·보호 전략」 (과기정통부 김동준 팀장)
- 질의응답

주요 연사
발제 (3인)
성명 및 직책(직위)

소 속

비 고

김동준 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전략기술

이효은 연구위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혁신도전

정민형 단장

혁신도전프로젝트추진단

혁신도전

성명 및 직책(직위)

소 속

비 고

장웅성 원장

인하대학교 융합혁신기술원

좌장

육종관 교수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장재수 대표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

한우진 과장

과학기술혁신본부 성장동력기획과장

이효은 연구위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발제

정민형 추진단장

혁신도전프로젝트추진단

발제

포럼 (6인)
(2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포럼
- 발제 :
·미국 DARPA 주요 특징 및 시사점 (IITP 이효은 연구위원)
·혁신도전형 R&D의 국내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KARPA 정민형 추진단장)
- 토론 :
< 주제 >
① 우리나라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의 한계와 주요 쟁점
② 혁신도전형R&D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근원적 변화방향
·(좌장) 장웅성 인하대 융합혁신기술원장
·(패널) 장재수 고려대 기술지주회사 대표, 육종관 연세대 교수, 이효은 IITP 연구위원,
정민형 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단장, 한우진 과기정통부 성장동력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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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포럼 세미나

12월 22일(수) 프로그램

제4회 내일을 준비하는 뇌연구 공동포럼
행사 일정
일 시

2021년 12월 22일(수), 14:00~16:00

14:00-14:10

개 회

장소(회의장)

없음

14:10-15:10

주제발표

장소(온라인)

(Live) 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 홈페이지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유튜브

15:10-16:00

패널토론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뇌연구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www.kofst.or.kr

주 제
브레인 뉴딜시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뇌연구 현황과 미래 방향은?

개최 목적

주요 연사

새로운 시대의 주요 핵심기술로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뇌연구 현황을 돌아보고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장

<개회사>
서판길 원장(한국뇌연구원)
이우일 회장(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행사 소개

한민구 원장(한국과학기술한림원)

코로나19 시대와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D.N.A.(Data, Network, A.I.) 및 BIG3(바이오헬스, 미래차,
반도체)를 혁신성장 분야로 선정하여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하여 개방하는 빅데이터 구축사업인 “데이터 댐” 사업을 진행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빅데이터
구축 및 응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제발표>
발표1 : 이동수 교수(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
발표2 : 김재경 교수(KAIST 수리과학과/IBS 의생명수학그룹)
발표3 : 이상완 교수(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치매 원인을 발견한 80년대 이후 증상을 개선 시키는 치료제 개발 및 판매승인이 올해 처음 보고될 만큼, 뇌연구는

<패널토론>

타 연구 분야 대비 복잡성이 크고 아직 많은 이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좌장 : 윤종혁 박사(한국뇌연구원 퇴행성뇌질환 연구그룹)

다양하고 방대한 연구 결과에서 뇌의 작동원리나 발병 기전을 통찰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패널1 : 재세현 박사(한국뇌연구원 신경·혈관단위체 연구그룹)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고위 뇌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수백 명의 뇌 기능 영역 간 활성화 패턴을 집적한 빅데이터를

패널2 : 강상구 대표(메디사피엔스㈜)

해석하고, 뇌질환의 신경세포와 정상 신경세포의 유전체 발현 변화나 단백질의 변화분석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활용은 미지의 뇌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분야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뇌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빅데이터 전문가들과 뇌연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요 핵심기술로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뇌연구 현황을 돌아보고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브레인 뉴딜시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뇌연구 현황과 미래 방향은?”
이라는 주제로 온라인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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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세미나

02 일자별 프로그램
12월 23일(목) 프로그램
■ 2021 바이오미래포럼
■ 무한상상실 성과공유회
■ 기초연구포럼
■ 탄소중립 新화학기술 : 수소 생산•저장 혁신 기술
■ 2021 지역과학문화활성화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 공공연구성과기술이전 설명회
■ SF 문화조성 네트워킹 파티

IV. 포럼 세미나

12월 23일(목) 프로그램

2021 바이오미래포럼
행사 일정
일 시

2021년 12월 23일(목), 09:20~17:20

장소(회의장)

204호

장소(온라인)

(Live) 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 홈페이지 /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유튜브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09:20-09:30

포럼 안내

09:30-09:50

개회사 및 축사

09:50-10:20

바이오유공자 포상

10:20-12:05

(R&D 세션) 글로벌 게임 체인저를 향한 ‘연구·혁신(R&I)’
- 강연1) 바이오의료 디지털전환
- 강연2) 글로벌 기술블록화 대응 합성생물학 기술육성 방안
- 강연3) 빅데이터 기반 중개연구 전략
- 패널토론(40분)

13:30-15:15

(산업화 세션) K-바이오 글로벌 진출 전략
- 강연1) Post Corona 시대 제약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 강연2) 글로벌 임상 접근 전략
- 강연3) 빅데이터 클라우드-제약사 간 콜라보 전략
- 패널토론(40분)

15:30-17:15

(규제,제도 세션) 글로벌 바이오 규제조화 방향
- 강연1) 국내외 바이오 데이터 규제 현황
- 강연2) K-바이오 글로벌 특허 전략
- 강연3) K-바이오 규제과학 정책 방향
- 패널토론(40분)

17:15-17:20

폐회

www.kribb.re.kr

주 제
국가 바이오 정책 공감대 형성 및 K-바이오 혁신 방향 토론의 장 마련

개최 목적
전통문화기술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과학기술과 전통문화의 만남을 통해 전통문화자원의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향유하며,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한 발판 마련

행사 소개

주요 연사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주요 이슈인 글로벌 첨단 기술패권을 주요 배경으로,

<R&D 세션>

‘기술지배시대를 대비하는 K-바이오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좌장 : 오두병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사 : 이도헌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이승구 부장(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열홍 교수(고려대 안암병원)
패널 : 김선영 센터장(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현철 단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용욱 상무(CJ 제일제당)

[바이오미래포럼 추진 경과]
1회(’15.11) : 미래 바이오대응 정책 발굴
2회(’16.11) : Bio, Lab to Market
3회(’17.10) : 바이오경제 시대의 서막을 열며
4회(’18.11) : ‘바이오경제, 바이오 일자리’
5회(’19.12) : ‘바이오경제, 글로벌 혁신 생태계’
6회(’20.12) : ‘세계 속의 K-바이오, 혁신과 도약의 길’

<산업화 세션>
좌장 : 오기환 전무(한국바이오협회)
연사 : 묵현상 단장(국가신약개발사업단), 김나현 차장(메디데이터), 이동훈 대표(코이헬스케어)
패널 : 김명희 전무(아이큐비아), 정철웅 연구소장(레고켐바이오), 최창주 이사(한미약품)
<규제·제도 세션>
좌장 : 이명화 본부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사 : 유소영 교수(서울아산병원), 정지혜 변리사(하나특허법인), 김흥열 센터장(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패널 : 이재훈 변호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윤경애 변리사(법무법인 율촌), 송승재 대표(라이프시맨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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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목) 프로그램

2021 무한상상실 성과공유회
행사 일정
일 시

2021년 12월 23일(목), 14:00~16:00
210호

장소(온라인)

ZOOM 화상회의장 ※ 관계자 외 참관 불가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www.kofac.re.kr

[세션1 행정안내 및 성과소개]
행정처리 안내 및 사업 추진 성과 소개

장소(회의장)

기관명

14:00~14:10

14:10~15:10

[세션2 무한상상실 기관 사례발표]
- (발표1) 친환경 메이커 교실
- (발표2) 이동형 무한상상실 운영 우수사례
- (발표3) 스마트 수학·과학실 운영사례

15:00~15:30

[강연]
- 해외 메이커 선진사례 및 트렌드

주 제

15:30~16:00

[발표1]
- 스마트 수학·과학실 사업 추진 계획

과학기술 기반 무한상상실 우수사례 및 성과소개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개최 목적
21년 무한상상실 사업 우수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해 사업 성과 확산 및 기관간 상호 네트워킹 등을 통해 소통의 장 마련

행사 소개

주요 연사

무한상상실에서 도출된 다양한 성과 확산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인공지능, 친환경,

<공연자>

로봇 등과 연계한 과학기술 기반의 창작 및 체험 활동을 비롯하여 블렌디드 프로그램 활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이형후 과학 퍼포머(리얼매직 대표)

도약을 위해 혁신적인 공간과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범형 사업 운영 사례를 공유합니다. 무한상상실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나누며,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네트워킹 기회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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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포럼 세미나

12월 23일(목) 프로그램

기초연구포럼
행사 일정
일 시

2021년 12월 23일(목), 13:30~18:00

장소(회의장)

212호

장소(온라인)

(Live) 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 홈페이지 / 한국연구재단 유튜브

기관명
홈페이지

한국과학창의재단

<1부>
13:30~13:35

참석자 소개

13:35~14:50

유공자 시상 및 기념촬영

14:55~15:00

마무리 및 폐회

15:00~16:00

시상식 마무리 및 포럼 준비

www.nrf.re.kr
<2부>

주 제
대학 연구경쟁력 강화 및 지역대학 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

16:00~16:05

참석자 소개

16:05~17:00

주제발표

17:00~17:55

토론

17:55~18:00

마무리 및 폐회

개최 목적
대학 연구경쟁력 강화방안 및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주제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향후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마련

행사 소개

주요 연사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 창출과 창조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근본 원천인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주제발표 1 : 이원용 연세대학교 화학과 교수>

걸쳐 산업과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은 이러한 기초연구수행의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 前 연세대학교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심화되는 대학 재정문제 등 환경변화로 인해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대폭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연구경쟁력과 지역대학의 위기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 전반의 대변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부 연구윤리자문위원회 의원
-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원
<주제발표 2 : 유인권 부산대학교 연구처장/물리학과 교수>
- 前 CERN Scientific Associate
- 前 CERN-ALICE 한국대표
- 前 미국 BNL 객원연구원
- 독일 마부르크대학교 물리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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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목) 프로그램

탄소중립 新화학기술
: 수소 생산·저장 혁신 기술
일 시

2021년 12월 23일(목), 15:00~17:15

장소(회의장)

306호

장소(온라인)

(Live) 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 홈페이지 / 한국화학연구원 KRICT 유튜브

기관명

한국화학연구원

홈페이지

www.krict.re.kr

행사 일정
14:55-15:00

개회사

15:00-15:05

탄소중립 선언식(서명행사)
- 연구개발 및 사업화 담당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지를 다짐하는 선언문 발표

15:05-17:10

주제발표
- (25’) 기업이 생각하는 수소경제 핵심기술
- (25’)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국내외 수전해 동향 및 차세대 수전해기술
- (25’) 액상 유기수소운반체(LOHC)의 현재와 미래

주 제

- (25’) 메탄 분해를 통한 친환경 수소 및 고체 탄소 생산
- (25’) 그린암모니아 기반 수소 개발 현황 및 KRICT 촉매 기술

그린/블루/암모니아 관련 수소 생산 및 저장기술 동향과 R&D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17:10-17:15

마무리

개최 목적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기술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행사 소개

주요 연사

수소는 지구상의 대기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중 하나로 연소 시 오염물질 대신 물을 생성 해 탄소중립 시대를

<주제발표>

이끌어갈 중요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수소를 얻고 저장∙사용하는 일은 그리

홍웅기 (SK가스 프로젝트리더)

쉽지 않습니다. 포럼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의 이정표인 생산∙저장∙사용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좀더
친환경적인 생산 방법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송∙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 수소 사회 확장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승목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영웅 (한양대 화학공학과 교수)
강도형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
채호정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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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포럼 세미나

12월 23일(목) 프로그램

2021년 지역과학문화활성화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일 시

행사 일정

2021년 12월 23일(목), 14:00~16:00
일 정

장소(회의장)

308호

장소(온라인)

ZOOM 화상회의장 ※ 관계자 외 참관 불가

기관명

내 용

비 고

<세션1> 상호 인사
14:00-14:10

인사말씀

10’

참석자 소개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세션2> 과학문화거점센터 운영 사례 발표

홈페이지

14:00-15:10

20’

[발표1]
지역 과학지원과 연계한 과학문화 활성방안

부산과학기술협의회
남차우 사무처장

20’

[발표2]
과학문화 브랜드 전략을 통한 특화사업 운영 사례

인천대학교
한기순 교수

20’

[발표3]
지역과학문화자원 발굴 성과 및 과학문화 CSR 연계 방안

한국교통대학교
박병준 교수

주 제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 운영 사례 및 성과 공유

<세션3> 전문가 특강
15:00-15:30 30’

개최 목적

[강연] 지역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향

플레이랩스
문경수 대표

<세션4> 기업 CSR 프로그램 소개

2021년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성과 교류, 현장 의견 공유를 통한 소통의 장 마련
15:30-15:40 10’

[발표4]
지역간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CJ SW창의캠프’

CJ올리브네트웍스
황현근 과장

<세션5> 차년도 사업 안내

행사 소개
15:40-16:00 20’

[발표5] 차년도 사업 추진 방향 안내

지역 내 과학문화 인프라, 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과학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지역 과학문화 거점센터 10개가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 사례 공유를 통해 `21년도 사업 운영 성과를 교류하고, 네트워킹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된 행사이다.

주요 연사
남차우 사무처장(부산과학기술협의회)
한기순 교수(인천대학교)
박병준 교수(한국교통대학교)
문경수 대표(플레이랩스)
황현근 과장(CJ올리브네트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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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창의재단

IV. 포럼 세미나

12월 23일(목) 프로그램
행사 일정

공공연구성과기술이전 설명회
일 시

구 분

시 간

발표 기술

등록

13:00~13:30(30분)

사전 등록

2021년 12월 23일(목), 13:00~18:00

13:30~13:35(5분)

개회사

진흥원

13:35~13:50(15분)

RNA 치료제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지질기반의 나노포뮬레이션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이혁진)

13:50~14:05(15분)

백신효능 증강을 위한 면역증강제

한국화학연구원
(한수봉)

14:05~14:20(15분)

초소형 유전자 가위기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용삼)

14:20~14:35(15분)

Break Time

14:35~14:50(15분)

VR 기반 어지럼증 측정/진단 솔루션

한림대 의과대학
(홍성광)

14:50~15:05(15분)

타우기반 치매 진단용 후보물질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용진)

15:05~15:20(15분)

헤지호그 신호전달 억제를 통한
새로운 SMO 타겟 암치료용 항체개발

고려대 의과대학
(오상철)

15:20~15:35(15분)

염증성 장질환 치료 및 예방용
기능성 박테리아 균주

아주대학교
(손성향)

15:35~15:40(5분)

Break Time

15:40~15:55(15분)

탄소재료를 이용한 고차원적 수소 저장

인하대학교
(박수진)

15:55~16:10(15분)

전기자동차 충전 제어 및 통신 기술

한국전기연구원
(이재조)

16:10~16:25(15분)

배터리 교체방식의 상용전기차와 충전 스테이션 시스템 및
운영기술

국민대학교
(박준석)

16:25~16:40(15분)

수소전기차용 연료전지 스택 고성능 구현 가능한
Fluidic oscillating 유로 설계 기술

한국자동차연구원
(박지용)

16:40~16:55(15분)

에너지 저장장치에 적용 가능한
전기차 기반 친환경 충전소 운영 시스템

한국전기연구원
(변길성)

16:55~17:10(15분)

수소발생 장치

한밭대학교
(엄태인)

17:00~17:10(10분)

폐회 및 정리

장소(회의장)
장소(온라인)
기관명
홈페이지

ZOOM 화상회의장 ※ 관계자 외 참관 불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기술
발표
(세션1)

www.compa.re.kr

주 제
유망기술과 수요기업간 만남의 장

개최 목적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공공연구성과 중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간
만남의 장*을 통한 기술이전·확산 촉진

기술
발표
(세션2)

행사 소개
<주제 내용>
(기술소개)

대학·출연(연)보유 유망기술을 발굴·선정하여 기술설명회 발표 및 소개 책자 배포
* 사전 발표기술 온라인 기술 소개 , 당일 상담신청 예약 접수
- (발표) 2개 세션 총 12개 내외 기술 발표
*세션1 : 바이오분야 6개 내외 기술
*세션2 : 탄소중립 분야(수소, 전기차) 6개 내외 기술

주요 연사

- (소개) 발표 기술로는 선정되지 않았으나,기업 홍보 및 현장 상담이 가능한 기술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

[세션 1 기술발표]

[세션 2 기술발표]

이화여자대학교 (이혁진)
한국화학연구원 (한수봉)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용삼)
한림대 의과대학 (홍성광)
한국원자력의학원(이용진)
고려대 의과대학(오상철)
아주대학교 (손성향)

인하대학교 (박수진)
한국전기연구원 (이재조)
국민대학교 (박준석 )
한국자동차연구원(박지용)
한국전기연구원 (변길성)
한밭대학교 (엄태인)

(기술이전상담) 사전신청 또는 매칭을 통해 소개된 기술에 대한 관심기업 및 기술이전 전문가의
기술이전 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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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발표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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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포럼 세미나

12월 23일(목) 프로그램

대한민국 SF 문화조성 네트워킹 데이
행사 일정
일 시

2021년 12월 23일(목), 15:00~17:00

14:30-15:00

사전 등록

15:00-16:00

소통과 성공 공유 마당

장소(회의장)
장소(온라인)

ZOOM 화상회의장 ※ 관계자 외 참관 불가

기관명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www.kofac.re.kr

- 콘텐츠 제작 관계자 발표 : 30분(3인×10분)
16:00-17:00

네트워킹 파티 진행

주 제
창작자와 제작자의 교류를 통한 SF문화 조성

개최 목적
우수 SF 저작물이 드라마, 영화 등의 2차 저작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작가와 콘텐츠 제작 관계자들과
소통 강화의 장 마련

행사 소개

주요 연사

우수 SF 저작물이 드라마, 영화 등의 2차 저작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작가와 콘텐츠 제작 관계자들과 소통 강화의 장

SF 작가 및 콘텐츠 제작 관계자 등 5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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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포럼·세미나

02 일자별 프로그램
12월 23일(목) 프로그램
■ 중등교사 대상 연수프로그램

IV. 포럼 세미나

12월 24일 (금) 프로그램

중등교사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행사 일정
일 시

2021년 12월 24일(금), 10:00~15:00

11:20-11:30

프로그램 소개 및 인사말

11:30-12:30

메타버스와 NFT 시대(NFT와 디지털 경제)

장소(회의장)

302호

장소(온라인)

(Live) 교육기부 유튜브

12:30-13:30

점심시간

기관명

한국과학창의재단

13:30-14:20

메타버스가 바꾸는 교육현장(교육현장 활용사례)

홈페이지

www.kofac.re.kr

14:20-14:30

쉬는 시간

14:30-15:30

창작자의 NFT 판매기(문화예술 분야에서의 NFT)

주 제
디지털 기술로 변화하는 교육환경
넥스트 디지털 키워드, NFT (부제 : NFT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

개최 목적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메타버스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 역량강화

행사 소개

주요 연사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이진명 교사(경기 장기초등학교, 에듀테크연구회 연구위원)

문화예술 활용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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