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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희망이 모여들다

Creative Possibilities
IBS는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도전합니다.
이 도전이 훗날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IBS는 기초과학의 길잡이로서 대한민국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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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ssage from the President

인사말

Vision & Mission

비전 & 미션

비전

기초과학 연구로 인류 행복과 사회 발전에 공헌
Making Discoveries for Humanity & Society

단계별
발전목표

핵심활동

2030 연구영향력 기준 세계 10위권 기초과학 연구기관
2013~2017

2018~2022

2023~2030

국가 기초과학
거점으로 조성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돋움

글로벌 기초과학
패러다임 주도

•미래를 위한 창조적 지식과 새로운 학문 창출

•세계 수준 과학자 유치와 신진 연구리더 육성

•과학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사람중심 연구’ 보장

•국가와 학문의 경계를 넘는 협력과 융합 활성화

•기초과학 지식의 확산과 사회 파급효과 확대

“기초과학연구원”은 기초과학연구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연구기관입니다
Auto
n
y
om

ess

ce
en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1월에 설립 되었습니다.

Open
n

Creat
i

y
vit

Excel
l

기본원칙
기초과학연구원은 인류사회에 유용한 기초과학지식을 창출하고자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에 의한 중·장기 집단 연구 및 대형연구를

기초과학연구원은 세계적인 수준의 석학을 연구단장으로 선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제안한 창의적인 연구 주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철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수한 연구자들이 자율적인 연구 환경에서 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때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수월성

우리는 기초과학 발전이 국가의 경제적·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인류 미래를 밝히는데 공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초과학
연구원은 과학으로 인류공통의 문제와 근원적 질문에 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원장

노도영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적 우수성에 근거하여 연구자를 선정하고 그 성과를 평가

개방성

연구자의 국적, 연령, 성별, 소속과 무관하게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자율성

분야나 과제가 아닌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에 필요한 권한을 최대한 보장

창의성

기존의 경향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는 연구에 우선적 가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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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History

연혁

2011

2012

2013

2014

0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

개원식
05.
07~08.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신설(신희섭 단장)

06.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신설(염한웅 단장)
07. 지하실험 연구단 신설(김영덕 단장)

01.
03.
09.
12.

* 특별법 시행령 제정 시행(2011. 4. 5)

09.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11. 기초과학연구원 법인 설립 및 초대 오세정 원장 취임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 신설(김성기 단장)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신설(유룡 단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 및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면역 미생물 공생 연구단 신설(찰스 서 단장)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서 체결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신설(명경재 단장)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신설(김기문 단장)

* 기초과학연구원, 대전광역시, 미래창조과학부, 대전마케팅공사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신설(조민행 단장)

RNA 연구단 신설(김빛내리 단장)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신설(노태원 단장)
나노입자 연구단 신설(현택환 단장)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신설(장석복 단장)

0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
* 기초과학연구원 건립부지 이전(둔곡지구 → 도룡지구)

10.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 신설(야니스 세메르치디스 단장)
11. 순수물리이론 연구단 신설(최기운 단장)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신설(로드니 루오프 단장)

식물 노화·수명 연구단 신설(남홍길 단장)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 신설(남창희 단장)
나노구조물리 연구단 신설(이영희 단장)

2015

2016

2017

07. 혈관 연구단 신설(고규영 단장)
12. 나노의학 연구단 신설(천진우 단장)

06.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건립 기공식
11. IBS 연례회의: 개원 5주년 기념행사

01. 기후물리 연구단 신설(악셀 팀머만 단장)
양자나노과학 연구단 신설(안드레아스 하인리히 단장)

12. 본원 1차 건립사업 준공

2018

2019

01.
04.
11.
12.

01. 수리 및 계산과학 연구단 -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 신설(차미영 CI)
11. 제 3대 기초과학연구원 노도영 원장 취임
12. 희귀 핵 연구단 신설(한인식 단장)

본원 연구단(1차) 및 행정조직 이전
IBS 본원 개원식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 인지 교세포과학 그룹 신설(이창준 단장)
수리 및 계산과학 연구단 - 이산수학그룹 신설(엄상일 CI)
바이오분자 및 세포구조 연구단 - 단백질 커뮤니케이션 그룹 신설(김호민 CI)

유전체 교정 연구단 신설(김진수 단장)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신설(김은준 단장)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 신설(오용근 단장)

12.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신설(스티브 그래닉 단장)
제 2대 기초과학연구원 김두철 원장 취임
복잡계 이론물리 연구단 신설(세르게이 플라흐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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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IBS Research Centers

조직

연구단 현황

이사회

물리학 (10)

원장

감사

생명과학 (7)

화학 (6)

융합 (5)

지구과학 (1)

수학 (2)

과학 자문 위원회
연구단선정·평가위원회

감사부
서울대 외부 (3)

감사팀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본원 (8)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RNA 연구단
•나노입자 연구단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지하실험 연구단
•순수물리이론 연구단
•유전체 교정 연구단
•복잡계 이론물리 연구단
•수리 및 계산 과학 연구단
•바이오분자 및 세포구조 연구단
•희귀 핵 연구단

라온 활용협력센터
이화여대 외부 (1)
•양자나노과학 연구단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본원연구단 (8)

캠퍼스연구단 (14)

외부연구단 (9)

부사업단장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RNA 연구단

가속장치부

지하실험 연구단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기반장치부

순수물리이론 연구단

면역 미생물 공생 연구단

나노입자 연구단

실험장치부

유전체 교정 연구단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나노구조물리 연구단

장치통합관리팀

복잡계 이론물리 연구단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

수리 및 계산 과학 연구단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사업조정실

바이오분자 및 세포구조 연구단

식물 노화·수명 연구단

나노의학 연구단

사업지원실

희귀 핵 연구단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

기후물리 연구단

품질관리실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양자나노과학 연구단

시설건설사업부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POSTECH 캠퍼스 (4)

•나노의학 연구단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면역 미생물 공생 연구단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성균관대 외부 (2)
•나노구조물리 연구단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
고려대 외부 (1)

UNIST 캠퍼스 (3)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KAIST 캠퍼스 (5)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
•혈관 연구단

혈관 연구단

연구지원본부

정책기획본부

경영지원본부

연구시설·장비센터

연구기획·지원팀

정책팀

인재경영팀

연구인프라팀

연구관리팀

경영기획팀

총무복지팀

IT팀

연구평가팀

예산운영팀

재무회계팀

시설팀

이노베이션팀

커뮤니케이션팀

구매자산팀

안전팀

글로벌협력팀

연세대 외부 (1)

부산대 외부 (1)
•기후물리 연구단

DGIST 캠퍼스 (1)
•식물 노화·수명 연구단
GIST 캠퍼스 (1)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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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물리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나노구조물리 연구단

전자 간에 강한 상호작용이 있는
물질의 다양한 물리 현상 규명

이차원+α 나노 신소재 합성과
신기능 물성 탐구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노태원

강상관계 물질이란 전자들의 운동이 서로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물질들을 말합니다. 이런 강상관계 물질에서는 일반적인 도체
나 반도체에서 나타나지 않는 흥미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저항이 0이 되는 고온초전도 현상이나 자발
적으로 비자성체가 영구자석이 되는 자화유도 현상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더 나아가, 강상관계 물질을 얇은 박막으로 만들
거나 다른 물질과 접합시키면, 더욱 새로운 물리 현상들이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두 개의 부도체 물질을 접합하여, 초전도성과 강자성을 띠는 2차원 도체 상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근 물리학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위상 절연체 및 다양한 위상 상태를 가진 물질 내에서 전자들이 강한 상호작용을 하
게 되면,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했던 새로운 위상 상태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처럼, 강상관계 물질과 그 계면에서 일어
나는 현상은 물리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은 강상관계 물질과 그 계면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
하여 우리는 다양한 강상관계 물질을 단결정, 초박막, 인공초격자의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된 시료들은 각분해능
광전자 분광학이나 중성자 산란 측정과 같이 최첨단의 실험 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물질의 상을 찾는 데에 활용되고 있습니
다. 또한 우리는 새로이 발견된 발현 현상이나 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물리적인 이론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험과 이론을 하는 연구진들에 의한 협동 연구는 강상관계 물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발현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
고, 응집물질물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영희

원자나 분자들의 자기조립으로부터 양자점, 양자선, 나노튜브, 그래핀과 같은 나노구조재료들이 만들어지는 현상과 그것들에 관
련된 새롭고 경이로운 나노물리학을 이해하는 일은 미지의 미개척 과학 분야들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저차원 구조 재료들은 쉽게 복합구조가 가능하여 기존의 접근 방법들로는 달성할 수 없었던 다양한 기능을 나타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그래핀, 질화붕소, 금속산화물, 전이금속 디칼코제나이드와 같은 이상적 2차 층상구조, 그리고 이러한
구조들의 수직방향으로 0차원 또는 1차원 나노구조체들이 더해진 복합구조들은 터널링 현상, 캐리어 이동도, 전하 주입/추출 분
광학, 열전이론 등과 같은 새롭고 흥미로운 분야에 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노구조의 성장제어와 그
복합구조의 설계는 매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며, 물리학적 관점에서 직관적 지식을 얻기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https://ibs-cces.snu.ac.kr/
home/eng/

https://www.ibs.re.kr/
cinap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나노구조재료에 관한 연구들이 소규모의 연구실에서는 실행될 수 없으며, 물리학, 화학, 생물학, 재료
공학의 다양한 학제간 공동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또 다른 난관은 측정에서 발생합니다. 나노재료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신호/잡음비가 작아지고, 그로 인해 장치의 해상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측정이 어렵게 됩니다. 더욱이 복합구조는 다기능성
을 나타내는 다모드 측정도구를 사용한 고도의 공간분해능과 고감도를 갖는 여러 종류의 장치가 필요하고 목적에 맞추어 개발
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나노구조물리연구단의 목표는 저차원구조 제어 및 관련된 복합 물리학을 이해하고 다모드 나노스코피 시스템을 사용하여 새로
운 미지의 물성을 측정해내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차원+α 나노구조체를 설계하고 새롭고 다면적인 물리특성들을
탐구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들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이차원+α 구조 성장, 다기능 특성을 갖는
복합체 설계, 나노구조체의 분석 및 이해, 캐리어 동력학과 열전 특성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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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
초강력 레이저 기반 극한 과학 탐구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
암흑물질 후보 액시온 탐색으로
우주 생성 원리 규명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남창희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Center for Relativistic Laser Science: CoReLS)은 상대론적 레이저 세기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물
리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2012년 12월 설립되었습니다. 레이저 세기가 1018W/cm2이 되면 전자는 빛의 속도에 근접하여 상대
론적인 운동을 하며, 양성자는 1024W/cm2이상에서 상대론적으로 영역에 도달합니다. 본 연구단은 광주과학기술원(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IST)에 구축된 30 펨토초, 페타와트 레이저 시설을 이용하여 상대론적 영역에서 일어
나는 레이저와 물질의 상호작용 물리를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론적인 레이저-물질 상호작용의 물리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은 초강력 레
이저가 만드는 극한상황의 플라즈마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물리적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에너지극초단 입자선
원(전자, 양성자, 이온)과 엑스선, 감마선 등의 새로운 광원을 연구합니다. 아울러 상대론적 레이저-물질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다루기 위해 초강력 레이저 펄스의 시공간적 구조를 제어하는 정교한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짧은 시간(아토
초에서 젭토초)동안 원자, 분자에서 일어나는 초고속 현상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상호작용 과정을 제
어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레이저 과학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 주제를 아래와 같이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연구하
고 있습니다.

야니스 세메르치디스

뉴턴이 중력으로 떨어지는 사과와 달의 운동을 설명하면서부터 우리의 우주관은 혁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으로 중력법칙은 태양계 안에선 잘 들어맞는 것 같았지만, 그 너머의 범위에선 실패하는 듯 보입니다. 첫 번째 증거로
은하단안에서의 은하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는 관찰결과가 1930년대에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1970년대 Vera
Ruth의 단일 은하 안에서의 별의 회전속도에 대한 관측결과는 다음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암흑 물질은
존재하는가?” 오늘날에는 암흑물질이 전체 우주 에너지의 약 27%를 차지한다는 여러 다른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https://www.ibs.re.kr/
corels

1. 초강력 레이저 : 1022W/cm2 이상의 초강력 레이저 세기 생성
2. 상대론적 저밀도 레이저 플라즈마 : 고에너지 전자빔, 감마선 광원 개발과 응용
3. 상대론적 고밀도 레이저 플라즈마 : 고에너지 양성자/이온빔 개발과 천체 플라즈마 연구
4. 아토과학 : 초고속 원자, 분자 물리 연구
5. 상대론적 레이저-물질 상호작용의 이론과 전산모사

https://www.ibs.re.kr/
capp

액시온(Axion)은 강한 상호작용에서 벌어지는 난제를 풀기위해 고안된 메커니즘의 결과로 제안된 입자입니다.(강한
상호작용이란, 원자핵 안에서 양성자들간의 강한 전자기적 반발을 이겨내고 원자핵을 유지시켜주는 작용입니다.) 액시온은
매우 가볍고 전우주에 걸쳐 1 cm3당 양성자 질량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밀도로 퍼져있습니다. 액시온은 어디에나 있지만,
다른 물질들과는 중력 이외에는 매우 미약한 상호작용을 하기에 그 존재를 감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액시온은 강한
자기장과 반응하여 매우 약하고 특정 진동수로 진동하는 전기장을 만듭니다. 그 특정한, 미지의 진동수는 첨예한 탐지로
밝혀야만 하는 매우 좁은 범위입니다. 우리가 그 진동수를 안다면 액시온의 존재가 쉬이 밝혀지겠지만, 그 진동수의 범위는
200 MHz 에서 200 GHz 로 매우 광대합니다.
액시온 및 극한 상호작용 연구단(The Center for Axion and Precision Physics, CAPP)에서는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검출
기술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방법들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액시온을 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우주의
암흑물질의 10% 정도만이 액시온이라 하더라도, 액시온 검출은 물리학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액시온-우주물리학’
(axionastro-physics) 이라는 새 분야를 열 것이며, 우리 우주의 초기 상태에 대한 일별(一瞥)이 될 것입니다. 실험과정에서
개발되는 기술들은 초전도체, 초전도 증폭기, 라디오
주파수에서의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이해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이끌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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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원자수준의 저차원 물질계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지하실험 연구단
암흑물질 유력후보,
WIMP입증으로 우주 기원 추적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염한웅

트랜지스터의 발명 이후 수십 년간 실리콘 기반의 소자기술은 선폭의 소형화에 치중해 왔으나 최근 소형화의 한계치에 임박해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반도체 소자기술은 소형화 한계를 넘어서면서 동시에 전자계의 소자활용에 대한 혁신적인 패러다임
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국제적으로 스핀트로닉스와 같이 전자스핀물성을 응용한 새로운 논리
연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그래핀, 탄소나노튜브와 같이 실리콘 전자계를 뛰어넘는 월등한 물성을 가지는 저차원
물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만으로는 산업화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김영덕

전기적으로 중성이며 질량이 0에 가까운 중성미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성미자의 질
량크기와 중성미자가 Majorana 입자인지 아닌지는 현재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들은 우주의 입자-반입자의 비대칭 성을 이해
하기 위하여 제시된 “Leptogenesis”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중성미자의 질량크기와 중성미자가 Majorana 입자인지 아닌지를 실험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중성미자 미방출 이중 베타붕괴를 검출하는 실험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지하실험연구단은 극 저방사능 결정과 저온 검출기를 개발하고 AMoRE 실험을 수행하여 중성미자 유효질량을 30 meV까지
검증하고자 합니다.

https://www.ibs.re.kr/
caldes

미래 반도체 소자 산업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기존 실리콘 소자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을 새로운 물리적 성질을 가지는 저차원전
자계를 구현하고 이들의 물리적 성질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본 연구단은 전자 혹은 스핀
소자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저차원계를 발견하고 이들을 새로운 논리연산 체계에 활용할 물성을 발견하는 선도적
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기초물성 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수준 구조 및 전
자상태 측정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연구하게 될 새로운 저차원물질계는 원자수준에서 성장되고
제어된 원자막, 원자선, 원자막대 및 이들의 배열과 이종접합구조들이 됩니다. 특히 본 연구단에서는 서로 상이한 상호작용
을 가지는 원자단위 구조들을 접합하여 그 접합면에서 새로운 저차원전자물성을 창조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https://www.ibs.re.kr/cup

우주의 기원과 구조를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가 암흑물질에 대한 연구이며, 우주의 96%를 구성하는 암흑물질과 암흑 에
너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주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 연구단은 암흑물질의 가장 유력한 후보
인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WIMP(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 입자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험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흑물질의 질량이나 성질이 전혀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다른 실험기술을 개발하고 있
습니다.
본 연구단은 강원도 양양의 깊은 지하에 검출기를 설치하고, 잡음 신호인 배경방사능이 극미량만 존재하는 결정과 저온검출 기
술을 사용하여, 극히 드물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신호를 찾고자 합니다. 검출기에 1년에 1~2개의 신호가 일어날 것으
로 예상되고 있어서, 배경방사능의 제거가 가장 중요하고, 에너지 분해능이 특출하고 배경방사능을 구별해 내는 능력이 우수한
결정검출기와 저온 센서를 연구, 개발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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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물리이론 연구단

복잡계 이론물리 연구단

우주의 기원과 자연의 근본법칙 탐구

복잡성에서 보편성으로:
새로운 물리법칙 규명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최기운

순수물리이론 연구단(CPTU)은 입자물리학과 우주론 연구를 통해 자연의 근본법칙과 우주의 기원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이해
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플라흐

https://www.ibs.re.kr/ctpu

이와 관련되어 현재 관측을 통해 검증된 이론체계는 입자물리학의 표준모형과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원자핵보다 아주 작은 기본입자들부터 거대한 전체우주까지 방대한 물리현상들을 잘 설명해 주지만, 이것이 최종이론
으로 여겨질 수 없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표준모형은 우주에 존재하는 암흑물질과 물질-반물질 사이의 불균형을 설명
해주지 못하며, 우주탄생 직후에 일어났으리라 믿어지는 우주의 급격한 가속팽창 역시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
모형의 핵심요소인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이 힉스입자를 통해 얽혀있는 구조는 양자역학적 효과를 고려할 때 매우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어, 이를 해결하는 새로운 물리법칙이 필요하다 여겨지고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비록 표준모형은 전
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에 의한 현상들을 잘 설명해 주지만 이들 힘들을 통일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력의 이
론인 일반상대성이론은 현대물리학의 기본축인 양자역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의 자연법
칙 내에서는 모든 기본 힘들이 양자역학 체계 내에서 통일되리라 믿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표준모형과 일반상대성이론을
뛰어넘는 초대칭이론, 대통일이론, 초끈이론 같은 담대한 이론을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https://pcs.ibs.re.kr

세계는 지금 그래핀, 나노튜브, 양자점 배열, 메타물질, 포획된 원자 응축물질, 초전도 네트워크, 플라즈모닉/나노포토닉 구조
체와 같이 기존의 재료에서는 볼 수 없던 전자기적, 기계적, 광학적 특성을 가진 나노구조재료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술과 차세
대 디바이스 개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비선형, 양자 다체 현상을 밝혀내고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디자인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개념, 접근방법 및 계산 도구의 수요 또한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단은 나노구조 시스템의 비선형 고전·양자역학에 있어 세계적 수준의 연구실을 만들고 최첨단의 응용연구를 포함
한 컴퓨터계산/이론 응집물질물리 및 광학연구를 수행할 야심찬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단은 엑시톤-폴라리톤 응
축, 초전도 네트워크, 양자점 네트워크, 극저온 원자 기체, 광도파로 네트워크, 위상론, 쩔쩔맴 (frustration), 플랫 밴드 물리학,
파노 공명 나노스케일 디바이스, 인공 게이지장, 양자 래치트 (quantum ratchets), 다체 국소화 (many body localization) 상
호작용과정의 무질서, 인공 준결정, 적분불가능성, 결정론적 카오스, 아놀드 확산, 캄이론 (KAM), 양자적 결맞음과 결흩어짐
(coherence and decoherence), 양자 확률(적) 동역학, 유한 시스템, 표적화된 에너지 전이, 나노 구조체의 수송현상, 비선형 나
노광학, 위상 절연체 등의 폭 넓은 연구 분야를 서로 연계하여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문자 및 워크샵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인재양성 수준을 높이고, 급변하는 글로벌 과학계에
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선도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과학계의 만남의 장이 될 우리 연구단은 신진 연구자들에게 우수한 연구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폭넓은 신흥 연구
분야의 세계적 리더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입자물리학과 우주론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 유럽입자물리연구소 거대강입자가속기(LHC) 실험에서 힉스입
자가 발견됨으로써 표준모형은 완성되었습니다. LHC 실험을 통해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고에너지세계를 계속 탐사할 것이
며, 암흑물질 탐색실험과 다양한 우주관측을 통해 암흑물질의 정체를 밝히고 우주의 역사를 깊이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
다. 순수물리이론 연구단은 자연의 근본법칙과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려는 인류의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면서 입자물리학의 표
준모형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의 대칭성이 깨지는 물리학적 근원은 무엇인가?
•표준모형 작용상수들이 보여주는 계층적 구조는 어디서 유래하는가?
•우주암흑물질은 어떤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가?
•초기우주 가속팽창은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끝났는가?
•자연의 근본 힘들은 모두 통일될 수 있는가?
우리는 입자물리학 역사에서 매우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완성된 표준모형 다음 단계의 근본이론은 무엇
일까요? 멀지않은 장래에 답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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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나노과학 연구단

희귀 핵 연구단

원자 단위 양자계 조립 및 제어를 통한
미래 양자 기술의 토대 구축

'새로운 희귀 동위원소의 발견'
우주 원소의 기원을 규명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연구단장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해를 거듭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소자의 소형화는 지난 수 십 년간 정보산업 분야에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
나 무어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발전 경향은 소자의 구성 요소들이 원자 단위로 작아짐에 따라 양자역학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게 되면서 최근에 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양자역학적 효과의 적절한 제어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
하고 오히려 큰 도약을 향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인식

https://qns.science

이화여자대학교에 위치한 양자나노과학 연구단은 순수 학문적 관점은 물론 정보 산업 분야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
하고 아직 이해가 미흡한 연구 분야인 고체 계의 양자역학적 효과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지향합니다. 우리 연구단은 표면과 계
면에서의 원자 단위 양자 효과를 제어하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단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적화된 연구 설비를 활
용하고 국내외 우수한 연구 그룹과 협력하여 최첨단 연구를 이끌겠습니다.
장기적인 연구 목표 및 기대되는 사회적 기여
•표면 및 계면에서의 원자와 분자의 양자 상태를 완벽하게 제어하고 고감도 양자 센서로의 이용 가능성 제시
•기체 상태의 개별 원자들과 분자들이 고체 환경에 구속될 때 양자역학적 성질의 변화와 전도 전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
체계를 구축
•단일 원자 및 분자를 양자 계산을 위한 큐비트(qubit)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연
•고체 환경에서 결맞은 양자역학적 상태로부터 고전역학적인 상태로의 전이에 대한 연구와 이해
•학생, 박사후연구원, 연구원들이 혁신적인 연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혁신적이고 놀라운 기초 과학 연구 성과물들을 국민과 공유하여 국가 과학문화 발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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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사회성 뇌과학 그룹)

(인지 교세포과학 그룹)

뇌 연구를 통한 마음과 행동의 이해

뇌 안의 별 "성상교세포"를 연구하여
뇌의 인지 기능 규명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신희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각’은 뇌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단은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사람
의 의식조절이 어떠한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사물과 현상에 대해 어떻게 학습하고 기억하는지,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
지, 필요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의문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특히, 우리의 관심분야는 사회적 행동의 관점
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으로, 이에 대한 답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이 탄생했습니다.
본 연구단은 분자단계에서부터 행동분석 단계에 이르는 넓은 범주 안에서 위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
미 있는 답을 찾기 위해 다학제적 접근과 다양한 방법의 관찰은 필수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존하는 수단들만으로는 열
거한 질문들을 탐구하는 것은 불완전하기에, 오래 전부터 제기된 질문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할 새로운 수단을 개발하는 것
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써 본 연구단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과학자들을 모아 개방형 협력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지속적으로 과학자들의 지혜와 기발한 생각을 수집하여 제기된 질문의 해답에 더욱 가까워지고자 합니다. 탁월한 질문만이
탁월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질문들은 기초적이며 근본적이지만 우리가 찾게 될 답은 궁금증을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신경정신과
학적 질병의 치료를 위한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개선할 방법을 발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연구단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또 다른 목표는 젊은 신경과학자들의 내재된 역량을 끌어올려 최고수준까지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은 본 연구단에게 가장 값진 경험이 될 것 입니다. 장차 우리 연구단이 배출
한 우수한 신경과학자들이 유망한 경력을 쌓고, 학자로서의 꿈을 실현한 곳으로 기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창준

고도로 발달된 인지 기능은 인류가 만물의 영장으로 여겨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지 기능은 인식 및 학습과
기억을 비롯한, 다른 개체와의 소통,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 등을 포함합니다. 인지 기능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https://www.ibs.re.kr/ccs

https://www.ibs.re.kr/glia

본 연구단은 뇌의 인지 기능과 관련한 기작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 뇌에서 가장 많은 세포인 “성상교세포(Astrocyte)”에
주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 십 년 동안 뇌과학 연구는 신경세포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많은 뇌의 비밀들이
밝혀졌지만 신경세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면서, 기존 관점의 한계를 목도하였습니다. 본 연구단
은 기존의 신경세포중심의 연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상교세포의 생리학적 기능을 밝힘으로써, 인지 기능에 대한 좀 더
넓고 깊은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본 연구단에서는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성상교세포가 독특하게 외부 독성 물질이나 질병 상태에서 “반응성 성
상교세포” 로 변형되는 특성에 주목해, 반응성 성상교세포가 뇌질환의 진단 및 치료 표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하고 있습니다. 반응성 성상교세포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정복되지 못한 여러 뇌질환 문제들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
입니다. 이에 따라 반응성 성상교세포의 조절과 이를 활용한 인지 기능 회복을 집중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단은 성상교세포 연구와 더불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뇌과학 연구자 양성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성된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뇌과학 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끌어 갈 것이며, 대한민국 기초과학의 초석을
다지고, 뇌질환 치료의 발판이 되어 국내 및 국외에서 뇌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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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RNA 연구단

시냅스 단백질 연구로
정신질환 발병 원인 이해

RNA 연구를 통해
유전체와 생명현상의 비밀 탐구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김은준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신경전달은 뇌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시냅스는 수백, 수천 종의 단백질로 구성되는데, 구
체적 예로서 수용체단백질, 세포접착단백질, 신호전달단백질 및 핵심단백질(scaffolding protein)을 들 수 있습니다.
본 연구단은 그 동안 시냅스 단백질들이 어떻게 서로 모여 시냅스를 형성하고, 신경전달을 매개하며 또 역동적으로 변화하는지
에 대한 기전을 연구해 왔습니다.

김빛내리

RNA는 유전자발현의 중심에 있는 분자로서, 유전정보 전달, 유전자 조절, 효소로서 단백질 생산, 고분자복합체 구성 등 다양
한 역할을 합니다. RNA연구단은 RNA 중에서도 특히 유전자 조절에 중요한 조절RNA들을 찾고 이들의 기능과 작용메커니즘
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s://www.ibs.re.kr/
synapse

흥미롭게도 최근 임상연구는 시냅스 단백질들의 이상이 자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증후군, 조현병(정신분열), 정신박약 및 정서
장애 등의 정신질환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시냅스 단백질이 잘못되면, 시냅스의 생성 및 기능에 이상이 오
고, 이는 다시 뇌신경회로의 이상을 초래하여, 뇌정신질환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이제 “Synaptopathy(시냅스뇌질환)”라 불리는데, 본 연구단은 다양한 Synaptopathy 관련 핵심 기전들을 집중적으
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시냅스 단백질이 결손된 정신질환 모델 생쥐를 제작하고, 발병 핵심기전을 분자, 세포, 이미
징, 전기생리, 동물행동 방법을 통해 탐색·연구할 것입니다. 발견된 핵심기전들은 정상적인 뇌기능 작동 원리에 대한 힌트를 주
는 것은 물론, 뇌정신질환이 어떻게 발병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https://www.ibs.re.kr/rna

RNA연구단은 그간 마이크로RNA 연구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마이크로RNA는 배아발생, 세포 분화와 증식,
세포의 죽음, 에너지 대사, 그리고 면역작용 등 인간 세포의 거의 모든 기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RNA가 잘
못 제어되는 경우 암과 같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이크로RNA의 생성경로를 제안하고, 드로셔 등 핵심적인 생성 인자
들을 발견하였으며, 마이크로RNA를 조절하는 단백질들을 찾아낸 바 있습니다. 또한 줄기세포 유지, 세포 성장과 사멸,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마이크로RNA들을 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RNA 이외에도 RNA와 관련된 다른 조절 경로
를 새롭게 규명하여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노기술을 활용하여 RNA를 생체 내에서 검출하는 기술, RNA
와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유전체 수준에서 분석하는 기법, RNA의 꼬리 서열을 밝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기술 개발
을 통해 연구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RNA연구단은 생화학, 세포유전학 등 전통적 생물학 분야 전공자들을 비롯하여, 생물정보학, 단백질체학, 나노화학,
구조생물학, 생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을 영입하였습니다. RNA연구단은, 소통과 협업,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RNA 연구의 신기원을 열고, 이를 통해 암 치료와 세포 공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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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노화·수명 연구단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노화와 수명조절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DNA 복구 메커니즘 규명으로
암과 노화에 해법 제시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남홍길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 거의 모든 생물체의 기본 생존에 필요한 식량, 산소, Biomass, Biomaterial을 제
공하는 중요한 생태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식물 특이적인 생명 현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의 노화 및 이에 따른
죽음은 가을철 벼와 같은 일년생 식물의 죽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가장 인상적인 생명현상의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일년생 식물의 노화와 죽음은 주어진 생태 조건에서 언제 태어나 어떻게 성장하고 언제 노화를 시작하여 성장시기에
광합성으로 만들어둔 영양분을 이용해 가장 많은 자손을 만드는가 하는 진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생애 주기전략입니다. 그러나
식물의 노화에 대한 분자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아직 매우 미미합니다.

명경재

DNA는 유전체의 근본 구성 요소이자 유전 정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DNA에 손상이 발생하면, 돌연변이나 세
포 사멸 등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포는 이러한 DNA의 손상을 인지해 유전정보를 보존하기 위해서 DNA 복
구 (DNA repair)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www.ibs.re.kr/
aging

식물 노화·수명 연구단의 최종 목표는 식물의 노화 과정을 생애주기와 연계된 분자, 세포, 세포간, 기관 및 개체 수준에서의 다
차원적 통찰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비교 노화학이라는 접근론을 통해 인간, 동물, 식물 등 생명체 전반의 노화 원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Computational and Big Data Biology, Phenome, 분자 영상, 화학 유전학, 시스템 유전학 등의 시스템적
접근 방법을 통해 생체 네트워크의 시간적 공간적 다이나믹스의 관점, 복잡계 생물학의 관점에서 노화를 가져오는 생애주기 결
정 과정에 대한 분자적 메커니즘 및 이에 대한 진화적 의미를 밝히고자 합니다.
생명체의 노화 및 이에 따른 죽음의 과정은 시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다양한 외부 환경 및 내부 생체 신호
의 복잡한 통합적 과정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단의 주요 생물학적인 질문들은 생명체가 어떻게 일정 시간을 인식하여
노화와 수명을 결정하는가? 환경은 생명체의 노화와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노화와 수명 결정에는 어떤 생체 회로가
활용되며, 그 특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죽음의 회로는 어떻게 진화하였는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노화 및 발달 단계에 대한 해석에 중요한 기반 지식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식물 생명현상의 세계적인 혁
신 패러다임 제공함으로서 인간, 동물, 식물 등 생명체 전반의 노화 원리를 밝히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https://www.ibs.re.kr/cgi

DNA의 손상은 여러 종류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는 DNA 복구 과정도 다양한 기전이 존재합니다. 이렇듯 여러 가
지로 존재하는 DNA 복구 과정들을 세부적인 분자 수준에서 연구하고 이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화학 물질들을 이용해 조절하
는 방법을 개발해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탐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동물의 DNA 복제 기작과 손상 복구의 과정을 밝히면서 암, 노화, 그리고 진화 등 현재 인류의 최대
관심사에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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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연구단

친환경 녹색화학 연구로
에너지의 미래 선도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고규영

혈관은 혈액 운반을 주 역할로 하는 큰 혈관과, 가스와 영양분을 주위 조직과 교환하는 모세혈관으로 나누어집니다. 모세혈관
은 혈관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포하는 장기에 따라 고유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이에 대
한 조절기전, 병리작용 그리고 맞춤형 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단을 비롯한 몇몇 연구단이 이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여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룡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Center for Nanomaterials and Chemical Reactions)은 앞으로 인류가 직면하게 될 환경, 에
너지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기초과학에 근거하여 나노물질 및 화학 반응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류는 환경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에너지와 원료의 소비 및 오염 물질의 발생을 절감하면서 원하는
화학물질을 높은 수율로 얻어내는 화학공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 연구단은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화학반응을 촉진시키는 매체
인 촉매는 이러한 이슈들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중에서도 불균일계 촉매는 분리가 쉽고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러
한 녹색화학 및 재생 에너지원 개척에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노입자나 나노다공체와 같은 나노구
조 물질들은 넓은 표면적을 지니는 대표적인 불균일계 촉매이며, 최근에 나노과학 및 기술의 향상으로 인하여 더욱 발전하
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단은 기초 화학 연구를 통하여 나노구조의 물질이 형성되는 과정의 근본적인 형성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
로 원하는 성질 및 구조를 갖는 나노구조체를 합성·조립하고 합성된 나노구조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메커니즘을 이해하
고 이를 바탕으로 나노구조체를 촉매로 이용한 다양한 촉매반응을 탐구하여 고부가가치의 다양한 에너지 저장 및 생산, 녹
색 촉매 공정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나노물질을 합성하는 등 화학반응의 이해와 제어를 통한 에너지 및 환경 문
제의 해결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미래의 새로운 화학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더욱이 우
리 연구단에서 진행하는 기초연구들은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에 관련된 학술분야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력 및 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 성과와 인류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에 이바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연구단이
되겠습니다.

https://www.ibs.re.kr/
vascular

우리 연구단은 보다 더 근본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혈관연구 분야에서 기존 개념을 뛰어넘어 괄목할만한 성과
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자면, 첫째, 장기 별로 모세혈관이 어떻게 생성 및 유지가 되며 질병 시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들을 조절하는 핵심분자물질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역할을 규명하는 일입니다. 둘째, 모세혈관을
형성하는 혈관내피세포와 주위세포의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핵심분자조절기전을 발견하고 그 역할을 규명하는 일입니다. 셋
째, 혈관의 보조역할을 하면서 신체의 체액과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림프관이 장기별로 어떻게 생성 및 유지가 되며 질병 상황
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들을 조절하는 핵심분자물질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역할을 규명하는 일입니다. 넷
째, 손상 시에 재생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심장근의 재생 방법을 개척하기 위하여 심장근 줄기세포를 배아줄기세포로
부터 동정하고 특징을 파악하며 고효율로 생산·적용할 방법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연구단이 그 동안 확립한
방법과 기술들의 사용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법들을 새롭게 개발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 별로 독특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모세혈관과 림프관이 생성 및 유지되는 기전을 파악하고, 질병 상황에서의 변화
양상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혈관 및 림프관의 맞춤형 재생치료를 디자인하고 실행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심장근 줄기세포의 발견과 적용은 심장근 재생 치료에 혁신을 가져 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심혈관계와 밀
접하게 연관된 주요 난치성 질환들인 암, 망막병증, 혈관병증 및 심부전 등의 원인 파악과 치료 설정 수립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https://www.ibs.re.kr/cncr

화학

혈관 연구로 난치성 심혈관계 질환
치료에 이정표 제시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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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나노입자 연구단

자기조립 한계에 도전

나노입자로 과학의 경제성 입증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김기문

우리 연구단에서는 자기조립에 대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연구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이 섞여 있는 복잡한 환경 하에서의 자기조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특정 변수를 조절함으로써
자기조립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질이 발현되도록 하거나, 그러한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택환

나노 입자는 1–100 nm 정도의 크기를 갖는 입자를 가리킵니다. 1 nm는 10억분의 1 m에 해당하며 대략 머리카락 굵기의
1/1000정도이므로 광학 현미경이 아닌 전자 현미경으로만 관찰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나노입자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동일한 화학적 조성의 나노입자라도 그 모양과 크기 등에 따라서 나노입자의 물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나노입자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형광의 파장이 변화하며 자성체 나노입자는 크기 범위에 따라 자기
적인 특성이 바뀝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여년 간 전세계의 많은 연구진들이 다양한 조성의 나노 입자를 균일한 모양과 크
기로 합성하고 필요에 따라 물성을 조절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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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기조립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하여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탁월한 성질이
나 기능을 갖는 분자 집합체 또는 재료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물질은 암을 조기에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일, 태양에
너지를 이용하여 수소와 같은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저장하는 매체를 개발하는 일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잡계에서의 자기조립에 대한 연구는 자기조립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하여 ‘생명의 화학적 근원’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는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https://www.ibs.re.kr/
nanomat

그 동안 눈부시게 발전된 나노 입자 합성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나노 입자를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하려는 시도 역시 꾸준히 이
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나노 입자는 이제 의료, 전자 장비,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나노 입자를 영상 진단법의 조영제로 이용하거나 암 조직에 도달한 나노 입자에 광학적 또는 자기적 자극을 주
어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을 쓰기도 하며 나노 입자를 약물 전달체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크기가 균일한 나노 입자 간의 상
호작용을 조절하여 원하는 패턴으로 가지런히 배열하는 자기조립기술이 개발되면서 미세한 전자 장비의 구성요소로 사용되기
도 합니다. 태양전지,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나노 입자를 구성요소로 도입하려는 시도 역시
매우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나노입자 연구단은 새로운 나노입자의 디자인, 합성, 그 형성 기작 등 나노입자에 대한 기초 연구로부터 그 응용 분야에 이르기
까지 나노입자 연구의 전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응용 기술의 필요에 알맞게 균일한 나노 입자를 디자인하여 합성할 수
있는 기술과 새로운 응용 기술의 개발은 상호 보완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노입자 연구단의 목표는
지금까지 축적된 합성 기술로 만들어진 균일한 나노 입자를 도구로 하여 의료 및 에너지 분야에서 한 차원 높은 응용기술을 개
발하는 동시에 안정성, 안전성, 경제성 등 나노 입자 응용기술의 난제를 해결하여 나노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
노입자 연구단의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진은 실시간 환자 맞춤형 진료가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개발, 나노 입자를 전극물
질로 도입한 리튬이온전지의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단은 국내의 나노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한편 대한민국
이 아시아의 나노기술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자를 길러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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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새로운 촉매 반응 연구로
화학 원료산업 혁신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화학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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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ㆍ탄소 동소체로 여는
새로운 탄소재료시대 개척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장석복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은 새로운 촉매반응의 개발 및 메커니즘 규명을 주요한 연구 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응성
이 낮은 탄화수소의 탄소-수소결합을 전이금속 촉매를 이용하여 활성화시키고 이를 유기화학 반응이나 전합성에 응용하는 연
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용기를 촉매적인 방법으로 탄화수소에 도입하는 반응의 적용과 함께 그 작용과정을 이해하
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로드니 루오프

기초과학연구원의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입니다.

https://cmcm.ibs.re.kr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은 새로운 형태의 탄소와 관련 물질들을 디자인하고 합성하고, 연구하고 있으며,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탄소와 관련물질들 중에는 매우 특이한 물리학적 전자적 특성을 가지는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ibs.re.kr/cchf

탄화수소는 자연에 대량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온화한 조건에서는 그 반응성이 낮아서 유기합성이나 화학공정의 원료물질로
이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이며 선택적인 촉매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
로 천연물의 전합성에 적용 가능하며 제약산업 및 재료화학에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화학반응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구단에서는 저반응성 유기분자의 탄소-수소결합 활성화 과정에 대한 기초 원리를 우선적으로 규명하며 금속촉매가 이를 매
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실제 유기화학 반응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촉매
시스템을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 등의 저분자량의 탄화수소에 유용한 작용기를 도입하는데 적용하여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화학 원료산업에서 탈피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과학-기술적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최종목표입니다. 글루코스
와 같이 대량으로 얻을 수 있는 바이오 화합물의 선택적 탈작용기화 촉매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단은 현재 울산과 부산 근교의 UNIST(울산과학기술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조선, 자동차산업, 정유화학,
화학 산업으로 유명하며, 따라서 과학과 산업을 접목시키는데 매우 이상적인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차원탄소재료
연구단을 방문하는 연구자들과 관련 종사자들은, 우리 연구단을 둘러싼 환경이 연구단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역동적
으로 협력하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발한 교류를 지원하는 지적자극 환경임을 보실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러한
환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탄소 동소체의 디자인, 합성 및 특성 연구
- 새로운 탄소 재료 및 탄소 기반 하이브리드 재료의 디자인, 합성, 물성 연구를 선도
- 화학, 물리, 재료과학 등 관련 분야의 세계적 연구자들로 연구단을 구성하여 창의·융합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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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다양한 연성 물질의 새로운 가능성,
융합 연구로 탐구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조민행

고려대학교에 위치한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에서는 높은 시간 및 공간 분해능을 가지는 새로운 분광학 및 이미징 방법
을 개발하고 화학 반응 및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분자 시스템에 응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명 현상에 관여
하는 분자들의 빠른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것은 마치 분자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과 같은데, 현재까지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연구방법 및 측정 기술이 없습니다. 분자 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에서는 극히 짧은 펄스 형태의 레이저 빛을 이용하여
분자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분자의 움직임 및 구조를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징 방법의 개발,
그리고 생명화학에 관여하는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이론 및 계산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하게 될 초고속 및 초
고분해능 분광법은 그 응용 가능성으로 인해 언제나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높은 공간적 해상도를 가지는 분자 이미징
측정 및 현미경 기술의 개발 역시 본 연구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연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즉 물질과 빛의 상호 작용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명 현상을 화학적 분자 수준에서 설명하고, 에너지 및 환경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게 될 신소재 및 기능성 재료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분광학 및 동력학적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그래닉

우리 연구단의 연구주제는 다양한 연성물질을 화학과 물리학으로 설명하는데 있습니다. 복합적인 물질들을 연구하고 물질들
이 평형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물질이 구조적으로, 그리고 동역학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요한 예로 생명현상의 신비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단의 연구대상으로 연성물질, 생물학, 이론물리, 전산시늉, 빛과 물질의 상
호작용이 있습니다.

https://www.ibs.re.kr/
cmsd

https://softmatt.ibs.re.kr

사회적 영향
연성물질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들을 해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사회적 요구로는 유전공학의 발달로부터 나노의학에 이르는 보건에 대한 문제, 기후변화, 물의 정제로부터 저렴한 에너지를
얻는 것에 이르는 환경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리들을 이해하고 응용하여 액정(Liquid Crystals), 합성폴리
머, 막 시스템, 단백질 분석, 그리고 생체공학 등의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단의 경쟁력
연성물질을 연구하는 전세계의 많은 연구기관들은 현재 연구비의 부족뿐만 아니라 특히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을 받
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전문성과 첨단 연구 장비를 갖추고 있는 우리 연구단이 다른 연구기관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
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의 많은 연구단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할 때 중요한 분야들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에 대한 투자는 과학발전에 큰 진전을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결과물
우리 연구단의 연구주제들은 기존의 연구기관들의 연구주제들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서로 보합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습니
다. 따라서 우리 연구단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다른 기존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
학적 의문들에 대한 답을 얻는데 있어 가장 앞선 연구단으로, 기술이 아닌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과학을 연구하는 연구단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발전에 중요한 분야에서 최고의 차세대 과학자들을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연구단에 몸담
았던 학생들과 박사후 연구원들이 노력과 행운으로 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영예를 안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융합연구

빛을 이용해 분자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새로운 분광 이미징 방법 개발

첨단연성물질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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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교정 연구단

나노의학 연구단

유전자가위 혁명으로
유전체 교정 시대 선도

물질과 생명을 잇는 나노의학 선도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김진수

유전체교정 연구단은 인간 및 동식물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고쳐 쓰는 유전자가위 기법을 이용하여 유전체에 담겨진 생명의 비
밀을 탐구하고 줄기세포 및 체세포에서 각종 유전병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를 교정하여 난치성 질환을 원천치료 하는 새
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법을 다양한 동식물에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가축, 농작물을 개발하는 새로운 방법
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천진우

나노의학연구단은 나노과학(nanoscience)을 기반으로 생명과학 및 의학의 주요 목표인 질병의 정확한 진단 및 정밀
치료에 돌파구를 제공하기 위해 진화나노물질 기반 나노이미징/센싱 및 세포정밀조절 등 새로운 nano-concepts와
nano-tools를 연구, 개발하고 의학에 접목하여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https://www.ibs.re.kr/cge

유전체는 수천, 수만 개의 유전자가 포함된 생명체의 레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의 유
전체는 A, C, G, T라고 표기되는 단지 네 종류의 염기가 최대 수십억 쌍 이어진 이중나선 D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전
자가위는 유전체 상의 특정 유전자 염기서열만을 인식해서 DNA를 절단하는 인공 효소로서 인간 및 동·식물 세포에서 특정 유전
자에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이미 존재하는 돌연변이를 교정하는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기법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를 탐구하거나 난치성 질환을 원천치료 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체내에서 면역거부 반응이 일
어나지 않아 세포 및 장기이식에 적합한 동물을 만드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단은 이 실험기법의 최초 개발자
로서 이를 더욱 개선, 발전시키고 인간의 줄기세포와 다양한 동물, 식물에 활용하여 21세기 생명과학과 생명공학, 분자의학의
신기원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http://ibs.yonsei.ac.kr/en/

진화나노물질은 차세대 programmable 나노물질로 biological system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원하는 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획기적으로 진보된 수준의 나노물질을 말합니다. 진화나노물질은 pH, 온도, 단백질 등 화학, 생
물학적 인자를 정밀하게 인지하여, 생명현상의 관찰에 필요한 특성이 최적화 되도록 코딩(coding)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외부
의 빛, 자기장, 전기장 등 물리적 자극에 정확하게 감응하여,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원하는 물성을 나타내도록 원격명령(remote-command) 할 수 있는 정밀나노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연구단은 나노 기반의 학제간 융합과학(interdisciplinary science)을 통해 1) 외부환경을 정밀·정확하게 인지하여
최적의 물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진화나노물질을 개발하고, 2) 분자수준 생명현상 관찰 등 나노이미징에 활용함으로써 biological system과 나노물질 인터페이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하며, 3) 세포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정밀나노시스템 개발을 통해 Precision Nanomedicine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진단(diagnostics)과 치료
(treatment)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한 new science를 창출하고 미래의학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융합연구

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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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미징 기술로 뇌과학 선도

단백질 커뮤니케이션 그룹
(바이오분자 및 세포구조 연구단)

단백질의 분자구조와 기능 규명으로
생명현상과 질병의 이해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Chief Investigator (CI)

연구그룹 소개

김성기

인간의 뇌가 어떻게 운동기능과 인지기능을 관장하며 또한 다양한 뇌기능들은 어떻게 뇌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
하는 것은 현재 인류가 당면한 풀리지 않는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뇌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융합 연구가 필요하며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이 요구됩니다.

김호민

단백질은 생명현상을 조절하는 핵심 바이오 분자 중 하나이며,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 특징적인 3차원
입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들의 3차원 분자구조를 규명함으로써 그 기능과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학문인 구조
생물학의 발전은 생명과학, 의약, 제약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수용액 상의 소량의 바이오 분자들을 초저온 상태
로 얼려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은 후, 컴퓨터를 활용한 이미지프로세싱을 통해 이들의 분자구조를 밝히는 Cryo-EM 기
술은 많은 신약의 타깃이 되는 막단백질을 비롯해 기존에 연구하기 어려웠던 거대단백질복합체들의 구조 규명을 가능하게 하
였고, 기존의 단백질결정학 기술과 더불어 구조생물학 분야의 핵심기술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https://www.ibs.re.kr/cnir

https://www.ibs.re.kr/protein

뇌과학이미징 연구단은 최첨단 뉴로이미징기술에 근거하여 뇌의 구조와 기능의 상관관계 및 행동과 신경회로망의 연계적인
상관관계의 생리학적기전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둔 시스템 신경과학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은
물리, 화학, 신경생물학, 시스템 신경과학, 계산신경과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다학제적융합연구그룹들을
구성하고 인간과 동물용 초고자장MRI, 다광자공초점 현미경, 전기생리학레코딩시스템 등의 실험 장비와 더불어 핵심연구
지원 시설들을 구축하여 IBS 연구단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뇌과학이미징 연구단은 뉴로이미징의 새로운 기술 및 기법
습득과 더불어 인간과 동물뇌의 생리학적 기전 연구에 전념할 것입니다. 우리연구단은 기초 뇌과학과 최첨단 뉴로이미징 기술
이 만남으로써 새로운 영역의 융합연구를 이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계획한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본 연구 그룹에서는 생리활성 조절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다양한 단백질복합체들의 3차원 분자구조를 Cryo-EM 기술을 통
해 규명하고, 이들의 분자기전에 기반한 생리적·병리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탐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생체 내 존재하는 다양한
Leucine-rich repeat (LRR) 단백질들의 새로운 결합 타겟과 단백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이들 결합체들의 3차원
분자구조와 생화학적 작용기전을 규명하며, Leucine-rich repeat (LRR)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 세포 내 새로운 신호전달경로
와 생체 내 생리적·병리적 기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Leucine-rich repeat (LRR) 단백질 관련 새로운 연구분
야 창출하고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초저온 고분해능 바이오 투과전자현미경과 이미지프로
세싱을 위한 슈퍼컴퓨터 등의 첨단 융합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Cryo-EM 분야 신기술개발에도 매진할 것이며, 첨단 융합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IBS 내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연구교류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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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

(수리 및 계산 과학 연구단)

그래프이론, 알고리듬 등
이산수학 분야 선도 연구 수행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Chief Investigator (CI)

연구그룹 소개

오용근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은 순수수학과 이론물리의 상호작용이 중요시 되는 세계적 학문추세를 반영하여 순수수학인 사교기하
학과 대수기하학, 그리고 수리물리 분야의 핵심인 양자장/끈이론을 융합하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본 연구단의 주요 연구주제
인 그로모프-플로어 이론은 지난 30여 년 동안 기존의 전통적인 기하학적 방법론뿐 아니라 동역학, 해석학, 그리고 호몰로지컬
대수의 종합적인 방법론을 통하여 사교위상수학의 신분야를 창출하였으며 이론물리 끈이론에서 거울대칭이론을 확립하는 데
에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엄상일

기초과학연구원 이산수학그룹 (Discrete Mathematics Group, DIMAG)은 수리 및 계산 과학연구단 내에 속한 연구 그룹 중
하나로, 엄상일 CI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설립된 DIMAG은 이산수학 분야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DIMAG은 대전 IBS 본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https://cgp.ibs.re.kr

내부 구성원 전체의 유기적인 상호교류 활성화는 본 연구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한 인적 교류와 연구방향 및
아이디어의 교환이 상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기성 수학자뿐만 아니라 젊은 수학자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통한 공동연구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단은 단순 융복합 연구를 넘어 새로운 수학분야를 창조하
고 전 세계 수학계가 주목하는 역동적인 연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dimag.ibs.re.kr

이산수학은 연속인 대상을 다루는 다른 많은 수학 분야와 달리 이산 구조를 갖는 수학적인 대상의 특징과 관계를 연구하는
수학 분야입니다. 이러한 대상은 이론전산학, 확률론, 동역학계, 네트워크 이론, 위상수학 등 다양한 영역에 자연스럽게 나타납
니다. 특히 이산 구조의 자료를 다루는 컴퓨터가 등장하고 활용되면서 최근 몇 십 년간 이산수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DIMAG은 그래프 이론, 극단 조합론, 조합적 최적화, 매트로이드 이론, 이산 알고리듬 등 이산수학 내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미나, 워크샵, 학회 등을 개최하고 방문자를 유치하여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등 매력적이고 활발한
연구 허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수학

수학

기하학과 수리물리 융합으로
새로운 수학 창조

이산수학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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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사이언스 그룹

수학

(수리 및 계산 과학 연구단)

초대형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데이터 과학 연구 선도

기후물리 연구단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이해와 예측 향상
지구과학

Chief Investigator (CI)

연구그룹 소개

연구단장

연구단 소개

차미영

데이터 사이언스는 사회시스템, 자연현상, 일상생활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해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수리 및 계산
과학 연구단의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은 기계학습과 딥러닝 인공지능을 첨단화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현대사회의 위험을 통제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초학제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악셀 팀머만

지난 수세기 동안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적외선의
증가로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등 기후와 날씨의 패턴이 변했습니다. 인
류가 배출한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는 해양에 녹아 해양을 산성화하고, 해양생물에 과탄산혈증을 유발했습니다. 인류는 이
러한 환경적·생태적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해 인류로 인해 야기된 기후 변화와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전지구
적·지역적 기후 변동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에 수반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지대 손실을 방지, 인류의 생존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대책을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후 체계
를 물리적으로 명확히 이해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지구 기후는 온실가스 강제력(greenhouse forcing), 구
름과 지상기온의 되먹임 현상(cloud feedbacks), 지역적 강우패턴의 향후 변화, 탄소사이클과 기후의 되먹임 현상 (cycle/climate
feedbacks), 잠재적 빙상 문턱(potential ice-sheet thresholds), 전지구적·지역적 해수면 상승 예상 값에 작은 차이만 발생해도 민
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민감도와 관련 현상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광범위한 학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ibs.re.kr/ds

https://ibsclimate.org

통섭 연구의 특성을 살려 우리 연구단은 정보의 진위를 구분하고, 가짜 뉴스의 확산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
니다. 생물학, 보건학, 간호학, 경제학, 언론학, 사회심리학, 신경과학, 지리학의 연구진들과 협업하며 데이터 사이언스의 응용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셜 데이터를 활용해 물가변화를 예측하고, 위성사진으로 해당지역의 경제상황 및 인구분
포 관련 정보를 추출하고, 생활데이터를 통해 현대인의 불면증 및 우울증 원인을 특정하는 연구 프로젝트들은 데이터 사이언스
의 미래를 선도할 것입니다.
방법론적 고도화를 통해 우리 연구단은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에 도전합니다. 인공지능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신뢰 확
보는 관련 기술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실현해 더 안전한 사회, 더 풍요로운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IBS 기후물리 연구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적 연구환경을 조성해 기후 전반과 그 변동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높이고 지
구 기후 체계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것이며, 고성능 수퍼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기후 체계를 장기적으로 예측
할 것입니다. 지구 시스템과 그 반응, 다양한 시간 척도에 걸친 불안정성과 민감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이 연구단의
가장 의미 있는 연구성과가 될 것입니다. 연구단이 생산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입안자들과 일반 국민은 전지구적
·지역적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등이 점진적으로 야기할 위협을 심도있게 이해하고 정보에 입각해 대처방안
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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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배치표
D

❶ 향후 확장 예정부지
•Seeding 등을 통해 초기녹화 효과 증대
•산책, 체육, 휴게 등 다양한 가변공원으로 이용

생활관

C

A
차량
비상출입구

1
향후 확장 예
정부지
대전마케팅공사

B

❸ Resting Plaza 
•기초과학연구원과 엑스포공원이 연결되는
결절점이자 완충공간으로서의 휴게광장
•두 개의 서로 다른 성격의 공간을 하나로 엮는
다기능 휴게공간

차량
부출입구

2

실험동물
자원동

F

중정

스튜디오큐브

행정동

3

4
실험동

이론동
한빛탑

주차장
IBS 과학문화센터
사이언스콤플렉스

❹ Roof Garden
•자연친화적 입체녹화 정원
•휴게/산책 등 연구원들의 친환경 소생태 정원
❺ Library Garden
•기초과학연구원으로의 주 진입공간이자
외부에 열려진 오픈공간
•과학문화센터와 연계된 지식의 휴게 정원

방문자
주차장

5
차량 주출입구

본원 시설개요

❷ Plaza of Wisdom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 가능한 넓은 잔디광장
•잔디와 교목/관목이 수평/수직으로 대비를
이루는 나눔의 광장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내진설계 특등급) ■연면적 약
 72,500㎡ ■주차대수 588대(방문자 주차장 165대)

계획의 주안점
·첫째, 외부 소통의 중심이 될 중앙광장의 확보
·둘째, 연구동 클러스터 계획으로 커뮤니티 소통 강화
·셋째, 내부 크리에이티브 밴드를 통한 연구원 간의 소통 공간 제공

크리에이티브 밴드
Ⓐ 행정동
•규모 : 지상 5층
•주요시설 : 행정업무시설, 회의실

Ⓑ 이론동
•규모 : 지상 4층
•주요시설 : 연구실(이론)

Ⓒ 실험동
•규모 : 지상 3층
•주요시설 : 연구실(실험)

Ⓓ 실험동물자원동
•규모 : 지상 1층
•주요시설 : 사육실 및 실험실

Ⓔ 생활관
•규모 : 지상 7층
•주요시설 : 1인실(78실), 2인실(8실),
가족실(12실), 장애인실(2실)

Ⓕ IBS 과학문화센터
•규모 : 지상 3층
•주요시설 : 과학도서관, 강당, 홍보·전시관

Community Field

Community Cluster

Creative Band

융합의 중심공간으로
열린 외부공간

커뮤니티 시설간 소통을
강화하는 Cluster 계획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순환형 Band

교류 및 복지시설
건강관리실, 은행,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크리에이티브밴드(Creative Band)
카페, 자료실, 회의실, 휴게공간 등

강당
200석 규모 컨퍼런스 개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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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 개요
■라온 개념
•양성자에서 우라늄까지 다양한 중이온을 가속, 희귀동위원소를 생성해 첨단기초과학 연구에 활용하는 대형 연구시설

■라온 사양
•주요제원 : 고에너지(200MeV/u), 대전류(400kW) 희귀동위원소 가속기
세계 최초로 두 가지 동위원소 생성방법(ISOL＊,IF＊＊)을 결합
•국제경쟁력 : 현재 운영 중이거나 2020년대 초반까지 완공 예정인 가속기 중 가속에너지, 가속출력, RI빔 에너지 등에서
세계 최고 사양
＊Isotope Separation On-line(온라인 동위원소 분리방식) : 가벼운 이온을 두꺼운 표적에 충돌시켜 많은 양의 희귀동위원소 생성
＊＊Inflight Fragmentation(비행 파쇄방식) : 얇은 표적에 무거운 이온을 충돌시켜 다양한 종류의 희귀동위원소 생성

■라온 활용 연구분야
•물질의 기원 규명 및 우주의 생성/진화 이해(원소의 기원, 별의 진화)
•재료 및 물성과학, 신에너지 개발, 의생명과학 분야에서 응용

원소의 기원/별의 진화 탐구

재료 및 물성과학

신에너지 개발

의생명과학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ISBB)의 한 핵심 축을 이룰 중이온
가속기 기반 거대 기초과학연구시설 ‘라온(RAON, Rare isotope Accelerator complex for
ON-line experiments)’의 장치구축·시설건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사업 추진일정

라온의 중이온가속기는 수소이온(양성자)은 물론 그보다 무거운 중(重)이온들을 초전도가속기
로 가속해 엄청난 속도로 표적물질에 충돌시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희귀동위
원소들을 만들어내 그 성질을 연구·규명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현재까지 과학계에서 규명해낸
동위원소는 약 3천개이지만, 앞으로 새롭게 발견될 것으로 추정되는 미발견 동위원소의 수는
약 7천여 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희귀동위원소과학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라온이 가동되면, 원소의 기원 탐구, 새로운 희귀동위원소들의 발견과 그 구조 연구, 재료 및
의생명과학분야의 응용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껏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연구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구 분

2014

2015

2016

ECR 빔 인출
ISOL 빔 인출(SI빔)
(‘15.12)

장치구축

2017

RFQ 빔 인출
(‘16.12)

2018

2019

2020

ISOL시운전 1st 빔인출
18.5MeV/u
(‘20.10) (‘20.12) RI빔 인출(‘21.9)

SCL Demo 빔 인출
(‘17.12)

KOBRA Day-1 실험
(‘21.1)

가속장치 및 실험장치 시제품 제작

가속장치 및 실험장치 본제품 제작·설치·시운전

우리 과학자들의 독창적인 설계로 구현될 라온은 세계 최초로 ISOL(Isotope Separation OnLine 온라인 동위원소 분리방식)과 IF(In-flight Fragmentation 비행파쇄방식)의 두 가지 희귀
동위원소 생성방식을 결합하였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희귀동위원소를
생성해 연구하는 데 최적의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돼, 전 세계 과학계로부터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속기 기술에서도 전체 가속관 제작에 최첨단 초전도가속기술을 적용하여
매우 도전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시설 라온을 성공적으로 구축, 전 세계의 희귀동위원소과학을
주도해갈 발판을 마련해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세계화·선진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계획 변경고시(‘14.9)
실시계획 승인고시(‘14.12)
부지매매 계약체결(‘14.12)

시설건설

토지보상 및 기반조성공사
(‘15.3~‘17.6)

기본설계
(‘14.12~‘15.12)

입찰공고
적격자 선정
실시설계
(‘16.9~‘17.6)
시공 & 시운전
(‘17.9~‘21.12)

사업단장

※ 상기 일정은 예산확보 등 사업진행 과정상 변경될 수 있음

2021

SCL2 빔 인출
(‘2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