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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5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http://www.materic.or.kr

MATERIC, 기계공학분야 최초 국내학술지 공저자 네트워크 구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전
문연구정보센터로 지정한 기계·건설공
학연구정보센터(MATERIC : 센터장
이석, 부산대학교 교수)에서는 가입 된
회원정보와 논문의 저자 및 소속정보
의 비교를 통하여 자동으로 공저자 관
계를 시각화한 공저자 네트워크 서비스
를 개발, 2014년 12월부터 시범 서비스
하고 있다.
공저자 네트워크는 공동연구자들의 주
제 관련성을 네트워크 맵으로 제시하
여 연구자와 공저자 관계 파악을 지원
하는 서비스이다. 공저자의 다른 논문
을 쉽게 검색할 수 있어 관련분야 연
구 논문을 찾기가 매우 편리하며, 우수
한 연구자 및 연구그룹을 찾아보기 쉽
게 표현하고 있어 관련 분야 전문연구
자를 검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저자 네트워크 서비스는 국내
학술지 논문 발표 경험이 있는 연구자

가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시스템
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로그인과 동시에 동일 분야 동
명이인의 논문이 리스트되며, 이 중 회
원 본인의 논문을 ‘나의 저서’로 등
록시키면 된다. 등록된 논문에 공저자
가 센터 회원인 경우 자동적으로 공저
자 네트워크로 만들어진다.
약 8만명의 센터 회원 중 기계·공학 분
야 연구자의 대부분인 석사 이상의 연
구자 약 2만6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국내 40개 학회 77개 저널의 서
지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였다.
2014년 현재 약 4,100여명의 연구자
네트워크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자신의 논문을 등록하는 회원이 증가
할수록 기계 공학 분야 전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네트워크 맵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 그림설명
구병춘 박사(53)는 철도차량 구조물의 수명평가 기술 부문에서 국내외 저널에 많은 논문
을 게재하는 등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여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 판
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관련링크 : http://www.materic.or.kr/info/co_network/list.asp

MATERIC, 대한기계학회와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대회 지원 및 발표자료 VOD 제공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는 기계공학 연구의 교류와
홍보를 위해 관련학회들과 협약을 통해 학술대회를 매년
촬영해 오고있다. 2014년 추계에는 10월 29일(수)~31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2014년 한국정밀공학회 추
계학술대회 논문발표와 11월 11일~14일까지 김대중 컨벤
션 센터에서 개최된 2014년 대한기계학회 추계학술대회
의 논문 발표를 학회와 발표자의 동의를 받고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였다.
이번 한국정밀공학회 추계학술대회는 현재(12월 16일)
66건의 논문발표 동영상을 편집완료 하여 게시하였으
며, 회원들에게 메일링으로 전파하였다.
또한 대한기계학회 추계학술대회는 97건을 촬영하여
현재 편집중이며, 12월 말에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링크 : http://www.materic.or.kr/vod/seminar/vod/list.asp?id=91&type=seminar

MATERIC, 우수연구자 인터뷰 VOD 제공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MATERIC)에서는 기계.건설공학 분야의 연구자 추천
및 선정을 통해 선발된 우수 연구진을 직접 방문하여 동영상으로 인터뷰하여 공개하
고 있다.
2014년 후반기에는 “생체조직 재현을 위한 3차원 초정밀 바이오 인공지지체 프린팅
기술”을 개발하신 조동우교수(포항공대 기계공학과)님과 “다공성 무기질 산화물 합
성공정으로 충전속도 높인 리튬이온전지 소재 개발”하신 이진우 교수(포항공대 화학
공학과)를 만나 인터뷰하고 공개하였다. 또한 건설공학분야로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물막이댐 모형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울산시와 문화재청에서 반구
대 암각화 부분의 임시 물막이 댐을 건설하여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조
홍제 교수(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를 만나서 인터뷰하였으며, 나노튜브와 나노파
이버를 이용한 지능형 재료로 만든 계측센서의 연구로 국제학술지(스마트 재료및 구조
물) 최다인용 논문으로 선정되었으며 “나노기술로 기계장치 변형 센서와 인공근육같

은 감지 센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강인필 교수(부경대학교 기계공학부)
를 만나서 인터뷰하였다.
또한 건설공학분야로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물막이댐 모형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울산시와 문화재청에서 반구대 암각화 부분의 임시 물막이 댐을 건설하여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조홍제 교수(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를 만나서
인터뷰하였으며, 나노튜브와 나노파이버를 이용한 지능형 재료로 만든 계측센서의 연구
로 국제학술지(스마트 재료및 구조물) 최다인용 논문으로 선정되었으며 “나노기술로 기
계장치 변형 센서와 인공근육같은 감지 센서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강인
필 교수(부경대학교 기계공학부)를 만나서 인터뷰하였다.
이들 연구자 인터뷰는 월별로 업데이트 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관련링크 : http://www.materic.or.kr/community/mterview/mterview/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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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정보센터

전문연구정보센터

http://www.basicsci.org

ICBS, 학술동영상 정보 범위 확대

기초과학연구정보센터에서 기존 수학분야에 한정되어
구축되던 학술동영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학 뿐

만아니라 물리, 지구과학, 화학분야로 범위를 확대하여
수집·구축하고 있다. 국내 학술대회 뿐만 아니라 국외
주요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학술동영상을 수집하여 제공
할 예정이다.
동영상은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등 분야별로 구분되
어 제공하므로 연구자들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강
연동영상을 볼 수 있다.
현재 수학분야의 학술동영상 Math VOD(http://vod.
mathnet.or.kr)의 경우 학술대회, 세미나, 석학강연등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강연자의 연
구업적까지 연계되어 제공되고 있다.

2014년 구축된 주요 국내 강연동영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Lecture
KMRS Intensive Lectures by Bernd Sturmfels, CMC Intensive
Lecture by Matt DeVos

■ Conference
(ICM 2014 Satellite conference) Topology of torus actions
and applications to geometry and combinatorics , CMC
Discreth Math Workshop, The 2nd Number theory workshop

■ Seminar
2014 Topology Seminar, KMRS 세미나, 프론티어 세미나등

ICBS,‘ 세계연구기관 웹순위 ’
6위에 선정
스페인 사이버메트릭스연구실(http://research.webometrics.info)이 매년 2
회 발표하는 ‘세계 연구기관 웹순위’에서 2014년 7월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자료기초과학연구정보센터에서 운영 중인 수리과학연구정보센터(http://www.
mathnet.or.kr , 수학분야)는 국내연구센터 중 6위(전체737)를 차지하였고 위
탁과제인 환경지질연구정보센터(http://ieg.or.kr , 지구과학분야)는 국내연구센
터 중 32위(전체3419)를 차지하였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

http://bric.postech.ac.kr

BRIC, 2014년도 국내 5대 바이오 성과·뉴스 발표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브릭, http://bric.postech.ac.kr)는 생명과학관련 연구
자들이 선정한 ‘ 2014년도 국내 5대 바이오 성과·뉴스(국내 바이오분야 연구성과
및 뉴스 Top 5’s)’를 발표했다.

생명과학관련 연구자 총 1,132명이 참여하여 선정된 올해의 국내 바이오 성과·뉴스 Top
5는 각 부문별로 기초학술부문 5건, 응용기술부문 5건, 의과학부문 5건, 일반뉴스 5건이
며 선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 기초학술부문 연구성과 2014 Top5

■ 의과학부문 연구성과 2014 Top5

1 . N-말단 메티오닌, 세포내 단백질 합성과 분해를 결정하는 신호 - 황철상 (POSTECH)
2 . 손상된 DNA 돌연변이 수리과정 규명 - 최광욱 (KAIST)
3 .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뼈·연골 파괴되는 기전 규명 - 황대희 (POSTECH, 대구경북과학기
술원), 김완욱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4 . C형간염바이러스의 면역회피 메커니즘 규명 - 신의철 (KAIST)
5 . 초기 배아 단계의 마이크로RNA 조절 현상 규명 - 김빛내리 (서울대학교, IBS)

1 . 지방세포 분화 조절 메커니즘 규명 - 김재우 (연세대학교)
2 . 줄기세포 초기 분화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 - 강종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김경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김성호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3 . 세포 스스로 목숨 끊어 결핵 치료한다 - 조은경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4 . 비만 조절하는 핵심 수용체 발견 - 김효수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5 . 철 대사를 조절하여 병원성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제제 후보물질 발견 - 최현일 (전남대
학교 의과대학), 최흥식 (전남대학교)

■ 응용기술부문 연구성과 2014 Top5
1 . RNA 유전자가위 활용 발암유전자 분석법 개발 - 김진수 (서울대학교)
2 . 약물의 인체 내 표적 규명 기술 개발 - 박승범 (서울대학교)
3 . 초고속·저비용·대량으로 약물 검색이 가능한 바이오 분석칩 개발 - 권성훈 (서울대학교)
4 . 혈액 속 암 세포 검출·분리 기술 개발 - 조영남 (국립암센터)
5 . 자궁경부전암 치료백신 개발 - 서유석 ((주)제넥신), 박종섭 (가톨릭대학교), 성영철
(POSTECH, (주)제넥신)

■ 일반뉴스 2014 Top5
1 . “대학원생 40% 이상, 폭언·차별 등 부당 대우 경험”… 대학원생 존엄·권리 대책 시급
2 . 매년 확대되는 기초연구 예산 비중, 알고 보니 ‘속 빈 강정’
3 . ‘나고야의정서’ 발효..바이오·제약업계, 뒤늦은 대응마련 분주
4 . 기초의학, 임상의학에 밀려 죽어가고 있다… 기초의학 활성화 지원 마련 필요
5 . 과학자에게 약속한 상금조차 아까운 정부...
‘젊은과학자상’
‘한국과학상’약속한 연구장려금 축소
지급, 시상식 격도 떨어져

또한, 올해의 국내 바이오뉴스 키워드를 묻는 질문에서는 ‘에볼라’
, ‘기초연구비’
, 아의 후원을 받아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브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나고야의정서’ 라는 답변이 많았다.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전염병 에볼라 바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그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자문단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
이러스, 그리고 투입되는 금액에 못미치는 실제 집행액으로 논란이 된 ‘기초 연구 정되었다.
비’
,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연구자들의 브릭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생명과학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다.
“국내 바이오 10대 뉴스”를 선정해 왔으며, 지난 2011년부터는 국내 바이오분야 연구성과
본 설문은 다카라코리아바이오메디칼(주), (유)라이프테크놀로지스코리아, 말번코리 및 뉴스 Top5를 선정하여 발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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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 NAVER, KOBIC 공동으로 자연생태사진 공모전 개최
생물학연구정보센터(이하BRIC), 네이버㈜(대표 이사 사장 김상헌)는 국가생명연구자
원정보센터(이하 KOBIC)가 공동 주최로 이번에 처음 열린 이번 사진 공모전에는 천연
기념물, 위기의 생물종, 갯벌의 생물, 생명의 색깔 등 4개 분야에 모두
1만 4000편이 출품됐다.
이번 공모전은 한반도 자연 생태의 소중함과 연구 자원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
으로 진행되었다.

■ 최우수상 : [생명의 색깔] 루리하늘소(이승현)
정말 귀하고 만나기 힘든 루리하늘소의 멋
진 모습을 야생에서 찾아 카메라에 담았다.
햇볕이 강한 시간, 숲속 고목을 오르는 푸
른색의 보석과 같은 하늘소의 모습은 우리
가 사는 지구상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생명들이 많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해준다.

관련링크 : http://terms.naver.com/biophotoContest.nhn?type=winner)

■ 최우수상 : [위기의생물종] 물방울속 금개구리(이정섭)

■ 한반도 자연생태 사진공모전 알림 메모
1) 사진전 출품작 및 활용
- 공모기간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여 총 14,256편 출품작 신청
- [천연기념물, 생명의 색깔, 위기의 생물종, 갯벌의 생명] 등 4개 응모 분야로 69점
수상작 선정
- 참가 작품은 한반도 생물다양성 연구의 기초자료 활용되며, 생물종 교육과 공익 목적
으로 활용되도록 무료 배포
2) 전시회 및 시상식
- [전시회] 9월 24일 ~ 30일(7일간) 대학로 홍대아트센터 2층, 무료입장
- [시상식] 9월 25일 오후 5시 대학로 홍대아트센터 10층

연잎위의 물방울과 그 속에 은신하여 천적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인 금개
구리의 모습이 생명의 소중함을 보여주고, 사진
을 찍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
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위적인 연출을
하여 촬영하기가 어려운 장면으로 판단되어 최
우수상으로 선정하였다.

의과학연구정보센터

http://www.medric.or.kr

MEDRIC 연구진, 세계 최고 저널인 NEJM 논문 등재
국제 최고의 의학논문인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제1저자(고
려의대 안형식 근거중심의학연구소장), 제2저자(김현정 충북대학교 의학정보센터 교
수)의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NEJM은 의과학계에서는 피인용지수(IF)가 54.4로 기존
에 국내 과학계에 잘 알려진 Cell(33.1), Science(31.4), Nature(42.4)보다도 훨씬 높은
의생명과학계의 최고 학술지로 한국인이 지금까지 이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경우가 10
여명 이내로 알려져 있다.
논문제목: Korea’s Thyroid-Cancer “Epidmic”-Screening and Overdiagnosis
세계가 주목한 이 연구의 내용은 기존에 예방의학과 의료관리 분야에서 강조해 온 의
료의 적정 질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사회제도(조기검진Screening)가 근거에 기반을
두지 않을 경우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오히려 일으킨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임상
의료 연구영역을 주 대상으로 하는 NEJM에서 이 연구결과를 인정 한 것 또한 매우 이
례적인 결과로 예방의학적 영역에서의 논란을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임상의료 영역에
서도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 관련링크 ]
NEJM저널원문 : 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p1409841
뉴욕타임즈기사 : http://www.nytimes.com/2014/11/06/health/study-warns-against-overdiagnosis-of-thyroid-cancer.html?_r=0
뉴욕타임즈기사-한글번역본 :https://www.facebook.com/OccucySesamelStreet/posts/742686075807736

MEDRIC, 코크란연합한국지부와 코크란 리뷰 워크샵 개최
의과학연구정보센터(MedRIC)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
국코크란지부에서는 제10, 11회 코크란 리뷰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샵의 주요 내용은 체계적 고찰을 통한 논문출간 및 코크
란리뷰 등재 방법이다. 아울러 한국코크란지부에서는 워크샵 참

석자를 대상으로 코크란지부 연구원들과 논문작성을 진행하는
[논문완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체계적 고찰에 관한 실제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강의와 실습
으로 이루어 진다

* 논문주제 설정과 핵심질문 형성(PICO) / 문헌평가와 실습 / 메타분석 통계과정 및 소프트웨어(Reveman 5.3) 실습 / 논문
작성 실례 / 문한검색 / 비무작위 대조군 연구에 대한 접근 / 분석결과의 평가 - 이질성, 출판편향
■ 일시
제10회 : 2015년 2. 27(금)~28(토) 9:00 ~ 17:00
제11회 : 2015년 3. 20(금)~21(토) 9:00 ~ 17:00
■ 장소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미래융합기술관
관련링크 : http://www.cochra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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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iric.or.kr

EIRIC, 연구문헌 원문
다운로드 서비스 개선

EIRIC, 한국정보통신학회와 한국통신학회 학술지
원문서비스 오픈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에서는 한국정보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와 새
롭게 협약을 맺고 학회지와 논문지 등의 원문을 서비스하게 되었다.
현재 학회지와 논문지 최신호 및 학술대회의 논문까지의 문헌들을 검
색할 수 있으며 원문도 직접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정보센터에서는 등록 원문의 저작 학회와
의 협의를 통하여 기존의 DRM 설치 방식을 개선
하여 원문을 직접 다운로드 하여 논문을 바로 열
람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정책을 변경하였다.
이에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원문들을 불편
함 없이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니 연구시 필요한 논
문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본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지는 대한전자공학회 / 한국통
신학회 / 한국정보과학회 / 한국정보처리학회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 한국정보통신학회 / 한국공간정보학회 등의 학회 학회지, 논문지,
학술대회 논문이다.
http://www.eiric.or.kr 로 접속하면 각 분야를 선택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학회의 논문들은 창간호부터 최근 발간된 논문들까
지 대부분을 서비스하고 있다. 컴퓨터, 전자 및 통신 분야를 함께 검
색할 회원은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공되는 원문들은 PDF형식이므로 PDF 뷰어 설
치 바람(Acrobat Reader을 추천)

EIRIC, 1월 중
모바일 앱 서비스 오픈

EIRIC, 한국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홍보 부스 운영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의 웹서비스와 더불어 스마
트 디바이스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모바일 앱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
다. 2015년 1월 중에 앱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며
PC에서 웹에 접속하는 것보다 손쉽게 언제 어디서
든 연구문헌의 원문 무료 다운서비스 및 각종 정
보들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는 2014년 11월 22일 한국과학기술원
에서 개최한 한국통신학회 주최의 추계종합학술대회에 참가
하여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쳤다.
대회에 참가한 통신 분야 연구자들에게 본 센터의 사이트를
알리고 널리 알림과 동시에 편리한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설
명해 줌으로써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앞으로 본 센터
와 관련 연구자들 간에 한층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www.kmcric.com

KMCRIC, 홈페이지 정식 오픈

KMCRIC, 뉴스 키워드 Top10 선정
KMCRIC은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한의학/
약학 분야 25개 매체에서 선별한 뉴스의 키
워드 8천여 개를 빈도 분석하여 한해의 이슈
Top10을 선정했다. 한의학 분야의 핵심 키워
드는 의료영리화(2.4%), 건강보험(2.2%), 원격
의료(1.6%), 암(1.5%), 의료기기(1.3%), 천연물
신약(1.2%), 치매, 당뇨(0.8%), 건기식, 다이어
트(0.6%) 순이다. 약학 분야에서는 항암제,
당뇨 등의 키워드가 상위를 차지했다.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가 뽑은
2014 한의학/약학 분야 뉴스키워드 Top10

KMCRIC, 학술대회 홍보부스 운영
해당 분야 연구자들에게 홈페이지를 알리기
위해 KMCRIC은 2014년 8월 대한한의학회
전국학술대회와 10월 대한약학회 추계국제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부스를 설치하고, 전략
적인 센터 홍보활동을 펼쳤다. 학회 참가자들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 케이엠크
릭)는 2013년도에 지정된 한의학/약학 분야 신
규 전문연구정보센터로 2014년 6월 1일 홈페
이지를 정식으로 오픈하고 서비스를 시작했

다. KMCRIC 홈페이지(www.kmcric.com)에서
는 한의학/약학 분야의 전문연구정보를 제공
하고 연구자들 간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자 한다.

에게 센터의 취지와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근
거중심한의약 DB 및 약물상호작용 DB등의
특성화 정보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등 전략
적인 홍보를 통해 한의학계와 약학계에서
1000명 이상의 회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 2014 대한한의학회 및 대한약학회에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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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CRIC, IP 워크숍 개최

KMCRIC, 신임 센터장

또 11월에는 제3회 IP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의 이상의 전문
가들로 구성된 IP(Infomation Providers)들을 초청해 센터의 발
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IP들은 <근거중심한의약 DB>의 논
문 요약 및 비평, <생활 속 한의> 칼럼, 그리고 한의약 관련 궁
금증을 근거와 논리로 해결해주는 <카더라 DB>에 관한 전문 정
보를 제공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제10회 임시이사회에서 한국한의학
연구원 신임 원장에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장인 이혜정
경희대학교 교수를 선임했다.
2014년 11월 10일 이혜정 교수가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으
로 취임하면서 운영위원이던 이향숙 교수가 후임 센터장으
로 뒤를 이었다.
<제 3회 KMCRIC IP 워크숍>

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http://www.cheric.org

CHERIC,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 지원 및 발표자료 VOD 제공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
최된 한국화학공학회 2014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에
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센터장 : 양대륙 교수 고려
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는 학술대회 앱(App)과 모바일
페이지를 통한 학술대회 발표 논문 보기와 같은 서비스
를 제공하여 화학공학회 회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학술대회 기간동안 발표되는 논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학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
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일간 열린 본 대회에서는 “새시대 창조의 원동력 화

학공학”이라는 주제하에 5개의 특별심포지엄, 9개의 주
제별 부문위원회 심포지엄 등 모두 1,000여편의 학술 논
문을 발표되었으며, 2,4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였다.
이렇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화학공학소재연구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cheric.org)에서 PDF원
문 정보과 관련 메타데이터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또
한 학술대회 기간 중 쵤영된 동영상은 소정의 변환과정
을 거쳐서 한국화학공학회 홈페이지(http://www.kiche.
or.kr)와 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http://
www.cheric.org)에서 서비스될 예정이다.

중앙센터

http://www.nric.or.kr

2014 전문연구정보센터
Working그룹 1차 회의

2014 전문연구정보센터
워크숍

2014 전문연구정보센터
Working그룹 2차 회의

전문연구정보활용사업 사업구조 재설계에 따른 발전 방

센터별 정보서비스의 특징에 대해 발표한 뒤, 전문연구정보

센터별 정보서비스의 특징에 대해 발표한 뒤, 전문연구

안 추진 계획과 2014년 중앙센터 운영 방안을 파악하고,

활용사업 사업구조 재설계에 따른 발전방안 중간보고 외 전

정보활용사업 사업구조 재설계에 따른 발전방안 중간보

센터별 정보서비스 특징 및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한 뒤

산장비 통합 및 KISTI 연계 등에 관한 2014년 중앙센터 운

고 외 전산장비 통합 및 KISTI 연계 등에 관한 2014년

그에 따른 세부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또한 한국연구

영사업과 2015년 전문연구정보활용사업 시행방안(안)을 파

중앙센터 운영사업과 2015년 전문연구정보활용사업 시

재단 이사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문연구정보센터의

악하였다.

행방안(안)을 파악하였다.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 시 2014년 9월 25일(목), 13:30~18:00
■ 장 소 대전 유성 호텔(금잔디룸)
■ 참석자 한국연구재단, 전문연구정보센터 등 총 16여명

■ 일 시 2014년 11월 07일(금)~08일(토) (1박2일)
■ 장 소 경주 현대 호텔(지하 1층 금강홀)
■ 참석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전문연구정보센터
등 총 40여명

■ 일 시 2014년 12월 2일(화)
■ 장 소 대전 리베라호텔(지하1층 버건디 홀)
■ 참석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전문연구정보센터 등 총 10여명

/센 /터 /정 /보 /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센터장 이 석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2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조선관 407호

Tel. 051)510-3345

Fax. 051)516-2029

기초과학연구정보센터

센터장 서동엽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카이스트 자연과학동 1411호

Tel. 042)350-8196

Fax. 042)350-5722

생물학연구정보센터

센터장 김상욱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 31 포항공과대학

Tel. 054)279-8197

Fax. 054)279-5540

의과학연구정보센터

센터장 이영성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개신동) 충북대학교

Tel. 043)261-3460

Fax. 043)266-6775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

센터장 권영빈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공대

Tel. 02)823-5081

Fax. 02)824-2522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센터장 이향숙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남관 지하1층

Tel. 02)961-0377

Fax. 02)963-2175

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센터장 양대륙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공학관 748호

Tel. 02)3290-3730

Fax. 02)953-2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