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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센터 공동사업

전문연구정보센터 공동 설문 실시
지난 3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는 R&D 프로세스 전반의
규제혁파(기획·공모, 연구수행·평가, 연구관리, 제재)와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연구비, 연구정보, 전문기관, 제도)을 양대축으로 하는 '국가 R&D 분야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여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오랫동안 연구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슈를 중심으로 R&D 관리 지원
및 관련 법규 등이 획기적으로 혁신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가 R&D 분
야 규제혁파 방안'에 대한 현장 연구자들의 소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연구 수행
에 기여하고자 분야별 전문연구정보센터들과 협력하여 2018년 3월 19일부터 23
일(5일간)에 걸쳐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947명의 응답을 접수하였
으며, 그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대학신문과 Hello DD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기사
화하였습니다.
■ 설문결과 분석 및 이슈
□ 설문조사 주제 : 과기혁신본부 주도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의견조사
□ 조사대상 : 과학기술관련 종사자
□ 조사주최 :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 공동참여 : 기초과학연구정보센터(ICBS), 의과학연구정보센터(MEDRIC),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MATERIC),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EIRIC)
□ 조사방법 : BRIC SciON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18년 3월 19일~23일 (5일간)
□ 총 참여자 : 총 947명
□ 분석방법 : 빈도분석, 교차분석
설문결과 웹 화면 보기 : http://www.ibric.org/scion/survey/result.php?SEARCH=&STA=1&PID=304

전문연구정보센터 NTIS MOU 체결
지난 2018년 3월·4월, 7개 전문연구정보센터와 NTIS 간의 정보협력 및 교류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양자의 설립목적과 주어진 역할 및 기능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연구정보와 관련된 정보교류 및 공유를 도모하고 각각의 서비스 운영 등을 위한 상호 자문과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NTIS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정보(사업, 과제, 인력, 성과 등)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포털로 국가연구개발정보 약 535만 건을 비롯하여 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등 다
양한 과학기술정보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가입자수가 약 14만 명에 달하고 정부부처, 연구원 등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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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를 통한 강연동영상 확산
그동안 기초과학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basicsci.org)에서만 제공
되던 강연동영상을 YouTube(이하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에 강연 동영상을 올려 연구자들의 접근 경로를 다양화하였습니다.
기초과학연구정보센터에서 촬영하여 구축된 강연 동영상 중 2010년부터 현재까
지의 촬영된 약 2,080여 편의 강연 동영상이 유튜브에 등록되었으며, 필즈상 수상
자의 강연을 비롯하여 유명 석학들의 강연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강연동영상 중 1994년 필즈상 수상자 에핌 젤마노프(Efim Zelmanov, UC San Diego/KIAS 석좌교수)교수의 "Asymptotic Group Theory" 강연과 1996년 오즈월드 베블런 기하학상(Oswald Veblen Prize in Geometry) 수상자 티엔 강(Gang Tian, 베이징 대학 부총장)교수 의 "Poincare
Conjecture and Geometrization" 강연도 볼 수 있습니다.
강연동영상을 통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연구자 및 학생들도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그림 동영상 youtube 화면

링크 : http://youtube.com/themathnetkorea

연구지식 전달을 위한 통로 : 화학아티클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문화된 화학 이론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가 제한적인 편입니다. 외국에는 organic portal이라는 웹사이트가 개발되었으며(http://www.
organic-chemistry.org) 해당 사이트에서는 유기화학 분야의 전반적인 최신 연구 업데이트는 물론, 유기화학 전공지식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 세계 수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한글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등학생, 대학생은 물론이고 비화학전공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화학 이론 내용
을 전달하고, 화학분야 연구자에게는 정보 전달 및 해당 내용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구축된 화학아티클은 연구 전문 지식들 중에서 화학 기초적인 이론과 지식 정보를 정리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유기
화학 named reaction' 즉 유기화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용한 반응들을 정리한 아티클을 작성 중에 있으며,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합니다. 특히 유기화학 비전공자인 (물리, 생화학 등의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이 공부가 필요할 때에도 한글화 되어있는 정보를 통해 해당 연구자들이 지식 정
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그림 화학아티클 화면

링크 : http://www.basicsci.org/sub/list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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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연구자 통계
서비스 오픈 (http://www.ibric.org/hanbitsa/stats)
■ BRIC 우수연구자 통계 서비스

홈페이지 : www.ibric.org

전문연구정보센터

| 모바일 : m.ibric.org

현장 연구자 의견수렴 설문조사 진행
주제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기관장/단체장의 리더십 인식도 조사
기간 및 참여 : 2017년 7월 18일 ~24일 | 1,450명 참여
링크 :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report&id=2816

JCR 기준 impact factor 10 이상 저널에 발표된 의생명과학관련 Research
articles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구축된 논문과 연구자의 데이터베
이스를 체계적으로 분류 및 집계하였습니다.
공동연구를 위한 전문가 탐색 정보, 다양한 학술행사의 발표연사/학술상후보
탐색 정보, 과학기술 정책관련 참고자료, 진학 및 진로 정보 등으로 활용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제 헌법 내 과학기술, 어떻게 볼 것인가?
헌법 개정 논의를 계기로 본 과학기술관련 조항에 대한 인식도 조사
기간 및 참여 : 2017년 10월 11일 ~ 17일 | 2,280명 참여
링크 :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report&id=2855

2017 국내 바이오분야 연구성과 및 뉴스
Top5 선정
◆ 연구자가 선정한 2017 국내 바이오 성과·뉴스 Top 5's 발표...
◆ 바이오분야 올해의 키워드는 '기초연구비', 'AI(인공지능)',
'살충제계란', '유전자가위', '미세먼지'
의생명과학관련 종사자 총 1,256명이 참여하여 선정된 '올해의 국내 바이오 성
과·뉴스 Top5's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5일 간) 온라인을 통해 의생명과학관
련 종사자들의 투표로 국내 바이오분야 생명과학부문 5건, 바이오융합부문 5
건, 의과학부문 5건, 일반뉴스부문 5건, 올해의 키워드를 각각 선정해 발표하
였습니다.
원문보기 :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news&id=289468&SOUR
CE=6

■ 2017년 국내 바이오분야 Top5 연구성과 선정자

주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의견조사
기간 및 참여 : 2018년 3월 19일 ~ 23일 | 947명 참여
링크 :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report&id=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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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학연구정보센터

의과학연구정보센터(MedRIC)소식 :
메드릭 대한치의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의과학연구정보센터(센터장 강길원)는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와 2월 13일
대한치의학회에서 치의학 연구정보 교류와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약서를 체결하
였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체결로 치의학 및 보건의료분야 학술정보, 문헌정
보, 지식정보, 연구정보, 교육정보 등의 교환 및 공동 활용, 국가 및 공공연구의
상호 참여 등을 협력키로 했습니다.
치의학회 이종호 회장은" 치의학 분야
관련 논문 검색 시 필요한 표준화 작업
등 MedRIC와 연계해 치의학정보 활용
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며 "MedRIC
와 공동 연구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
축하겠다"고 밝혔고 MedRIC 강길원
센터장은 "치의학회와 협력을 통해 치
의학 분야 연구정보 수집 및 개발, 신
속한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
니다.
원문보기:
http://www.medric.or.kr/Controls/Sub.aspx?d=06&s=01&g=NOTICE&m=VI
EW&i=1451

www.medric.or.kr

근거기반 임상지원 서비스 :
유방암(Breast Cancer) 임상질문과 답변
Q

1. 전이된 ERBB2 유방암 치료에서 Neratinib Plus Paclitaxel 투여는
Trastuzumab Plus Paclitaxel에 비해 생존율에 차이가 있습니까?

원문보기:
http://www.medric.or.kr/Controls/Sub.aspx?d=03&s=02&s2=01&g=TENDE
NCY&c=&m=VIEW&i=2156

Q

2. 전이된 유방암 환자에게 Eribulin plus Gemcitabine (EG) 대
Paclitaxel plus Gemcitabine (PG) 항암요법을 투여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항암제는 무엇인가요?

원문보기:
http://www.medric.or.kr/Controls/Sub.aspx?d=03&s=02&s2=01&g=TENDE
NCY&c=&m=VIEW&i=2161

Q

3. 베타 차단제 사용 (Beta-Block Use)이 유방암 환자의 사망율과 재발
감소에 효과적입니까?

원문보기:
http://www.medric.or.kr/Controls/Sub.aspx?d=03&s=02&s2=01&g=TENDE
NCY&c=&m=VIEW&i=2160

MedRIC 의과학 연구 동향분석 :
기초의학, 임상의학, 간호학, 치의학 연구
동향 가시화 분석
◆ 질병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 트랜드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연구동향분석은 크게 네트워크 기반과 키워드 기반 방
법으로 나뉘어지는데, 키워드 기반분석은 연구키워드 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핵심연구용어들 간에 동시출현(co-occurrence)관계
를 추출하여 연구동향의 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의 2017년 한해 동안의 한국의학
논문 서지정보 및 한국인 연구자가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국립의학도서관인 PubMed를 통해 발표한 한국인 연구자 논문정
보 총 13,3571건을 수집 분류하여 임상의학, 기초의학, 예방의학/보건학, 간호
학, 치의학 등 주요 의과학 학문분야별로 키워드맵을 분석하였습니다.
◆ 네트워크 가시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석맵은 기존에 제시된 키워드맵과 네트
워크 기반 분석을 혼합한 방법으로 핵심연구용어 간의 상호관계까지 규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한국인 저자에 의해 수행된 국내 임상연구 네
트워크 가시화 연구동향분석을 위하여 한국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인 KMbase
2017년 자료인 임상의학 관련 국내저널 및 해외 PubMed에 등록된 한국인 저
자에 의해 발표 된 논문 7,652편을 추출하여 분석대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Q

4. Luminal A형 유방암을 가진 폐경기 여성에게 보조화학요법
(adjuvant systemic chemotherapy)이 이환율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입니까?

원문보기:
http://www.medric.or.kr/Controls/Sub.aspx?d=03&s=02&s2=01&g=TENDE
NCY&c=&m=VIEW&i=2159

의과학연구정보센터(MedRIC) 커뮤니티
: 메드릭 학술 VOD 서비스
의과학연구정보센터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통계분석이나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방법 및 사례소개 등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자 네트
워크 확산을 위한 온라인 중계 및 VOD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활용한 연구사례 강원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원문보기:
http://www.medric.or.kr/Controls/Sub.aspx?d=02&s=02&g=VODCYBER&m
=VIEW&i=290&pa=1&bl=1&kt=&kw=

강원대학교 빅데이터센터 소개
원문보기:
http://www.medric.or.kr/Controls/Sub.aspx?d=02&s=02&g=VODCYBER&m
=VIEW&i=289&pa=1&bl=1&kt=&kw=

Pearls & Oysters: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임상연구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www.medric.or.kr/Controls/Sub.aspx?d=03&s=02&s2=01&g=TENDE
NCY&c=&m=VIEW&i=2163

http://www.medric.or.kr/Controls/Sub.aspx?d=02&s=02&g=VODCYBER&m
=VIEW&i=288&pa=1&bl=1&kt=&kw=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ICT 활용방안 및 실증
원문보기:
http://www.medric.or.kr/Controls/Sub.aspx?d=02&s=02&g=VODCYBER&m
=VIEW&i=287&pa=1&bl=1&kt=&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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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학동향 : 의과학 이슈관련 뉴스 제공 국내외 학술행사일정 : 의학, 치의학, 간
호학, 보건학 관련 분야의 학술일정 제공
원문보기:
http://www.medric.or.kr/Controls/Sub.aspx?d=03&s=02&s2=04&g=MEDN
EWS&m=LIST

신규 학술 연구과제(Grant) : 연구과제
정보 제공

원문보기:
http://www.medric.or.kr/Controls/Sub.aspx?d=02&s=01&s2=01&g=SCHEDU
LE&c=%EC%9E%84%EC%83%81%EC%9D%98%ED%95%99&gubun=ALL&m
=LIST

의과학분야 신간도서 : 의학, 간호학,
치의학 신간서적 정보 제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www.medric.or.kr/Controls/Sub.aspx?d=03&s=01&s2=01&g=PROJE
CT&m=LIST

http://www.medric.or.kr/Controls/Sub.
aspx?d=05&s=06&g=NEWBOOK&m=LIST
KMbse 의학, 치의학, 간호학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서지 정보 데이터
900여 종(중복저널 포함) 이상의 저널로 666,000여 건의 서지 레코드를 제공합니다.
매주 대략 700-800여 건의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됩니다.

메드릭 코크란 리뷰 번역제공
1. 조산아 및 저체중 신생아의 동맥관 개존증 예방을 위한 이부프로펜
(Ibuprofen for the prevention of patent ductus arteriosus in preterm and/or
low birth weight infants).
동맥관 개존증은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
났거나 또는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
에게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입니다. 동맥
관은 폐로부터 몸에 혈액을 전달하는 개
방 혈관입니다. 동맥관은 출생 후 폐쇄
되어야 하나, 때로는 아이의 발육 상태
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개방된 채로 유
지됩니다.
동맥관 개존증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메타신이 동맥관
폐쇄에 효과적이었으나,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치료법은
동맥관 개존증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이부프로펜제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부
프로펜이 동맥관 개존증을 예방할 수는 있으나, 다른 장/단기적 이득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원문보기:
http://cochranelibrary-wiley.com/doi/10.1002/14651858.CD004213.pub3/ab
stract;jsessionid=D2C3BF6137FCBA38F69F20D41D841F80.f02t03

원문보기:
http://kmbase.medric.or.kr/Main.aspx?menu=03&d=UPDATE&m=LIST

2. 노동 연령층 성인의 아급성 요통 치료를 위한 종합적인 생물 심리 사회적 재활
(Multidisciplinary biopsychosocial rehabilitation for subacute low-back pain
among working age adults).
직장 방문을 포함한 종합적인 생물 심리 사회적 재활 프로그램이 성인 아급성 요
통환자에게 편익을 주는 것으로 보이나, 효과와 비용 효율성에 관한 추가 연구
가 필요합니다. 요통이 장기화되면 신체적, 심리적, 업무적 및 사회적 손상이 복
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체적 재활에는 심리적, 행태적 및 교육
적 중재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생물 심리 사회적으로 종합적인 재
활'은 외래 환자의 재활 또는 통증 클리닉과 재활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 연령층 성인에게 이러한 방법을
시행한 시험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본
연구의 근거의 질은 중간 정도입니다.
시험에서 직장 방문을 비롯한 종합적
인 재활이 효과가 있다는 점이 확인
되었지만, 효과와 비용 효율성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원문보기:
http://cochranelibrary-wiley.com/doi/10.1002/14651858.CD002193/abstract

3. 목 통증과 요통 치료를 위한 고주파 신경제거요법
(Radiofrequency denervation for neck and back pain).
고주파 신경제거요법은 목 관절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으나, 척추 디스크로부터
유발되는 통증을 완화시키지 못 할 수도 있고, 요통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목의 통증 또는 요통은 관절 또는 두 척추 관절 사이의 디
스크 손상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통증의 원인이라면, 이런 특
정 관절 신경을 차단하기 위해 주사를 놓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고주파 신
경제거요법은 전자파를 이용하여 신경을 열로 손상시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고주파 신경제거요법을 사용하면 목에 특정 관절 질환이 있는 일
부 환자에게는 단기적으로 통증이 완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관절성 요
통에 대한 효과는 근거가 일치하지 않으며,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
키지 못한다는 근거도 일부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cochranelibrary-wiley.com/doi/10.1002/14651858.CD004058/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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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 : www.kmcric.com

전문연구정보센터

| 모바일 : m.kmcric.com

KMCRIC 페이스북
■ KMCRIC 페이스북을 소개합니다!
◆ KMCRIC은 페이스북에 연구 정보 및 건강 관련 콘텐츠
를 확산하고 좋아요, 댓글, 공유를 통해 이용자들과 실시간
으로 소통합니다.
◆ 현재 3,500여 명의 페이스북 팔로워 및 친구를 확보하고
있으며, 게시물 반응을 통해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를 파악하
여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페이지 좋아요 눌러주세요!
◆ 매일매일 뉴스, 공지사항, 의국 스토리, 칼럼, 학회 참관
기, 연구동향 정보 위주의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 '한의약'으로 검색하여 친구 추가 해주세요!
◆ KMCRIC의 대표 메뉴인 근거중심한의약 DB, 약물상호작
용 DB, 표준경혈 DB 등 한의학/약학 분야 연구 정보 위주의 콘
텐츠를 공유합니다.

■ 매년 선정되는 인기 게시글 Top 20을 확인하세요!
◆ KMCRIC에서는 2016년부터 매년 기관 페이지의 게시물을
대상으로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1위부터 20위
까지의 게시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게시글 선정 결과는 홈페
이지 동향분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에서 만나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페이지 좋아요 누르기: https://www.facebook.com/KMCRIC

◆ 인기 세미나 또는 강연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
로 방송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의약'과 페친 맺기: https://www.facebook.com/kmcric2015

KMCRIC 생활 속 한의
■ 'KMCRIC 생활 속 한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 'KMCRIC 생활 속 한의'에서는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쓴 재미
있는 칼럼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 칼럼에는 알레르기, 면역, 소아, 여성, 스포츠, 약선, 약초, 다이어트, 한약, 건강문화, 음식 등 다양한 주제의 건강 지식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제 경험과 학
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이야기들이 담겨있습니다.
◆ '황만기 박사의 알레르기 이야기', '방성혜 원장의 엄마가 읽는 동의보감', '이현삼 원장의 스포츠 한의 이야기', '공병희 원장의 현대적 본초읽기'는 네이버에서도 검
색이 되며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KMCRIC 생활 속 한의' 바로가기: https://www.kmcric.com/_a12k5q
네이버 지식백과 건강칼럼 바로가기: http://terms.naver.com/list.nhn?searchId=pv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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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ㆍ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2018년 기계·건설공학 분야 해외
학술대회 참관기 사전신청 안내
메이트릭에서는 연구교류와 최신해외 연구교류와 최신해외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계공학과 건설, 교통 분야의 해외 학술대회 참관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외학술대회에 참여하실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꼭 사전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ariass@naver.com)

전문연구정보센터

www.materic.or.kr

ICRA 2017 논문을 통한 로봇 분야
연구동향 분석 - 제어로봇시스템 학회
지 게재(2018년 3월호)
메이트릭은 지난 로봇 분야의 주요학술대회인 ICRA 2017의 논문 분석을 요약하
여 제어로봇시스템학회에 게재되었습니다.

1) 대 상
- 2017년도 기계공학, 건설/교통공학 분야 해외학술대회 참가 예정자
- 해당 분야: 설계생산, 열공학, 유체공학, 응용역학, 자동화계측,
기계가공/ 건축계획 및 설계, 건설시공재료, 건축설비환경,
구조공학, 지반공학, 수공학, 교통/측량 분야

2) 형식 및 분류
- 현장사진 포함/논문 7편 이상 분석, 15페이지 이상(Ms-Word)

3) 참관기 주요내용
- 학술대회 개요(기간, 장소, 웹사이트, 참여인원 등)
- 학술대회를 통해 볼 수 있는 최신연구동향의 흐름
-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선도그룹, 연구기관 소개
- Keynote Speech, Tutorial, Panel Discussion, Exhibition의
간략한 소개
- 참관 후 느낀 점 및 기타 중요 사항

링크:

원문복사:

http://www.materic.or.kr/community/board/content.
asp?idx=141497&page=1&board_idx=1022

http://www.materic.or.kr/community/board/content.
asp?idx=141488&page=1&board_idx=1023

연구자 인터뷰
로봇과 인간의 미래 - 한재권 교수(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제가 추구하는 설계의 방향은 언제나 같습니다. 목적에 충실히 하고자 하는 것
인데요. 목적을 명확히 하면 할수록 설계 또한 명확해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탄생한 지 얼마 안 돼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
지 않다는 것이 함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것을 하려다 보면
항상 처음인 경우가 많아서 설계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구상하고 만들어야 하
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는 사람으로부터 얻는 경
우가 많습니다. 로봇 만드는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얼마나 잘 설계되었고 만
들어졌는지를 느끼면서 사람에 대한 경외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평창 올림픽에서 선보인 스키 로봇 '다이애나' 같은 경우에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 스키국가대표 선수인 문정인 선수와 함께 협업했
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로봇들과는 조금 다른 설계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업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강
력한 열쇠가 아닌가 싶습니다.
데니스 홍 교수님으로부터 일하는 방법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을 즐길 수 있
는가를 더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일을 즐길 수 있어야 더 큰 성과가 난다는 것
도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제 연구실도 성공을 추구
하기보다는 가능한 즐거움을 추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더 큰 성공을 거둘 것
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열린 스키 로봇 대회에서 우
리 한양대 팀은 자율주행 4위, 원격조종 2위를 해서 은메달 하나밖에 얻지 못
했지만 다른 어떤 팀보다도 연구 차체를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즐겼다고 자부하
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상식에서 1등 팀보다도 더 크게 웃고 더 크게 환호
성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중에서)

링크: http://www.materic.or.kr/community/mterview/content.asp?f_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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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heric.org

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페이스북
서비스 개설

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유튜브
채널 개설

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는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는 https://www.facebook.com/chericface이며, 개설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80여 명의 팔로워가 있는 상태입니다. 본 센터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이용자의 확대와
관련 정보 확산에 이바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는 기존에 제공하던 HLS 방식의 동영상 서비스를 접
근성 강화와 모바일 서비스의 호환성을 위하여 유튜브(http://www.youtube.
com)로 이전하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보다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계ㆍ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

www.eiric.or.kr

과기인들의 올바른 연구 마인드에 대한 의견 조사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과학기술 연구자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날로 커짐에 따라 연구자의 지능 향상과 함께 진정한 연구윤리의 실천에도 많은 관
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EIRIC에서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연구 마인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한 내용을 전자정보연구
정보센터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과학회지』를 통해 많은 연구자들과 공유하였습니다. 의견조사 결과는 본 센터 홈페이지(→설문조사)와 『정보과학회
지』 38권 1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림『정보과학회지』 38권 1호 기고문

9

제22호 2018년 4월

전문연구정보센터

실험용 전자부품 DB 서비스 오픈
EIRIC은 관련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분야별 연구 DB자료를 특성화정보로 제공해 오고 있으며, 기존의 문자 DB와 홀로그램 DB와 함께 연구자들이 실험 과정에 필요
한 실험용 전자부품 DB 서비스를 지난 2017년 11월에 오픈하였습니다. ICT 분야의 기초가 되는 실험실습 및 회로설계를 위해 전자/전기 및 컴퓨터 부품 데이터를 수
집하여 오차 교정 및 전문가 검증을 거쳐 정규화시킨 전자부품 D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로의 명칭과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부품의 리스트를 연결하여 교차 검색할
수 있도록 대화형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전기 및 컴퓨터 전공 학생의 특정 회로 설계를 이해하고 동작 메커니즘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서비스로, 사용
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참조할 수 있습니다.
■ 그림 실험용 전자부품 DB 서비스 페이지

연구자들의 의견 교류의 광장, Post-Conference 개최
EIRIC에서는 현재까지 주요 학회에서 각각 주최한 학술대회와 연계하여 Post-Conference를 진행하였습니다.
2017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2017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술대회

2017년도 한국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발표회

2018년도 한국통신학회 동계종합학술발표회

대한전자공학회 2017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IPIU 2018: 제30회 영상처리 및 이해에 관한 워크샵

Post-Conference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 내용들에 대하여 발표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속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로 컨퍼런스가 진
행되는 동안 관심분야와 각각의 논문들을 검색하고 의견을 등록할 수 있으며, 컨퍼런스가 종료된 후에도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연구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류를 할 수 있어 정보 확산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http://www.eiric.or.kr) EIRIC 광장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센 /터 /정 /보 /
기초과학연구정보센터

센터장 서동엽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카이스트 자연과학동 1504호

Tel. 042)350-8196

Fax. 042)350-5722

생물학연구정보센터

센터장 김상욱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대 박태준학술정보관 137호

Tel. 054)279-8197

Fax. 054)279-5540

의과학연구정보센터

센터장 강길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산학협력관 N4 의과학연구정보센터 301호

Tel. 043)249-1866

Fax. 043)266-6775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센터장 이향숙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남관 지하1층

Tel. 02)961-0377

Fax. 02)963-2175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센터장 이 석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2동) 부산대학교 제11공학관 407호

Tel. 051)510-3345

Fax. 051)516-2029

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센터장 양대륙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공학관 370호

Tel. 02)3290-4992

Fax. 02)953-2216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

센터장 권영빈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208관 520호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

Tel. 02)823-5081

Fax. 02)824-2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