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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EU연구진 나노분야 공동연구 힘 모은다
KIS T 유럽연구소, 독일INM 과 워크숍 열고 나노 공동연구 협력 방안 논의
생명연·화학연·표준연·KIS T 연구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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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등 EU 국가와 우리나라 출연연의 연구진들이 나노 분야 공동연구 주제 발굴을 위
해 머리를 맞댔다.
KIST 유럽연구소(소장 이호성)는 라이프니쯔 신소재연구소(INM·소장 아르츠트)와 공동으로 지난 15일과 16일
원내에서 나노 물질과 안전분야 협력연구 주제발굴을 위해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나노 물질(Nano Materials), 나노 약품(Nano Medicine & Pharmacy), 나노 안전성(Nano
Safety) 등 각분야 국내 연구진 20명과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등 EU 연구진 7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나노분야 국내 연구진과 EU 연구진의 교류는 지난 2008년에도 한번 시도됐으나 실질적인 정보교류와 논의가
이뤄진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생명연, 화학연, 표준연, KIST 등 각 출연연의 연구진이 참석해 우리나라의
나노분야 연구 현황과 기술수준을 유럽에 제대로 알렸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유럽과의 협력을 위해
국내연구진 간의 협력과 교류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행사는 막스플랑크 고체연구소의 요하힘 마이어(Joachim Maier) 교수와 잘란트 대학교 물리화학과 롤프 헴펠
만(Rolf Hempelmann) 교수의 기조강연,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각 세션별로 공동연구 주제
를 찾기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아르츠트 INM 연구소장은 한국연구자들이 발표한 내용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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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17일 행사가 끝난 뒤에는 공동연구 가능성이 있는 연구자들이 그룹별로 연구소의 실험실을 견학하고 연구주제
에 대해 심층 토론를 했다. 워크숍에 앞서 KIST 유럽연구소와 INM연구소는 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MOU를 체결
했다.
화학연 소개와 공정본부 연구분야 및 성과를 설명한 이철위 화학연 박사는 "우리나라의 연구 현황에 대해 유럽
연구진의 관심이 높았다"면서 "행사 후 INM에서 스핀오프한 벤처기업들을 둘러보며 기술상용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소규모 연구팀 단위로 작은 기술로도 사업화해 독일만의 강점인 강소벤처로 성장시키는 구
조"라고 전했다.
이 박사는 "이번 교류를 통해 유럽과 한국의 연구진의 관심사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공동연구 주제
발굴을 위해 적극 교류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배귀남 KIST 박사는 "이번이 4번째 방문이다. 이전에는 출연연 한곳만 참석하는 등 소규모 논의가 전부였다. 무
엇보다 국내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정부출연기관 관계자들이 외국에서 함께 해 의미가 컸다. 이번 기회를 통해
출연연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EU국가와의 공동연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박사는 "국내와 독일 연구진의 연구 주제와 수준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독일 연구소의 벤처기업 지원 시
스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하면서 "독일의 벤처들은 기존 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창업을 활
성화 하고 있는데 기술개발은 연구소에서 맡아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화 표준연 박사는 "10월이면 연구 마무리와 보고서 작성으로 가장 바쁜 시기라 워크숍 참석을 고민했는데
유용한 정보와 네트워크 형성으로 의미와 성과가 큰 행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호성 소장은 "한국과 유럽 국가간 공동연구 과제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공동연구
의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길애경 (kilpaper@hellodd.com)
< 저작권자 (c)대덕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www.hellodd.com/news/article_print.html?no=44174

2/2

13. 10. 25.

파이낸셜뉴스

KIST 유럽, 한-EU 나노 공동연구과제 찾는다
2013-10-14 10:09: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럽연구소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간 라이프니츠 신소재연구소(INM ) 및
잘란트주 경제진흥공사(gw Saar)와 공동으로 '미래 물질과 안전성'을 주제로 '한-EU 나노 워크숍'을 개
최한다.

독일 자브뤼켄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럽연구소는 15~16일(현지시
간) 이틀 간 라이프니츠 신소재연구소(INM) 및 잘란트주 경제진흥공사(gwSaar)와
공동으로 '미래 물질과 안전성'을 주제로 '한-EU 나노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연구분야인 '나노기술(NT)'과 관
련해 한국 정부출연연구소와 유럽연합(EU)간 국제협력 강화와 최신 기술 동향 파
악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KIST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한국화학연구원(KRICT), 한국표
준과학연구원(KRISS) 등에서 핵심 연구인력이 강연자로 참석한다. 또 EU에서는 라
이프니츠 신소재연구소(INM), 막스플랑크 고체연구소(MPI-FKF), 잘란트 대학교
(Saarland University), 룩셈브루크 투도연구소(TUDOR), KIST 유럽연의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워크숍은 나노재료, 나노 생물학, 나노 안전성, 나노 인터페이스, 나노 약학의
총 6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각 세션별로 한국과 EU 연구자들은 연구 주제를 공유
하고 공동연구분야에 대해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할 예정이다. 워크숍 다음 날에는
한-EU 연구자들간의 공동연구주제 발굴을 위하여 개별적인 컨소시엄 구성 논의를
하고 각 연구그룹별로 현지 연구소의 랩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www.fnnews.com/view?ra=Comm0501p_01A&arcid=201310140100132110006925&corp=fnnews&cDateYear=2013&cDateMonth=10&cDateDay=14

1/2

13. 10. 25.

파이낸셜뉴스

KIST유럽연 이호성 소장은 "이번 한-EU 나노 워크숍을 통해 KIST유럽연구소를 연
구거점으로 한국 정부출연연구소와 EU 연구소간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되고 많은
공동연구과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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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유럽硏, ‘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나선다
8~19일, EU R&D프로그램 관련 국제협력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설
동아사이언스 | 기사입력 2013년 10월 07일 15:28 | 최종편집 2013년 10월 07일 15:28

독일 잘란트주 자브뤼켄에 위
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유럽연구소가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에 적극 나선다.

KIST 유럽연구소가 국내 산학연의 EU연구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제협력전문가 양
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제공

KIST 유럽연구소는 연구개발인
력교육원과 함께 정부와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내 국제협
력 책임자와 관련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8~19일까지 10박 11
일 일정의 국제협력 전문가 교
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2007~2013년 ‘제7차 EU 프레임웍 프로그램’ 후속으로 마련된 EU 연구개발 프
로젝트 ‘호라이즌 2020’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내 산학연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위
해 마련됐다.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은 앞으로 7년간 8000억 유로(한화 약 120조원)가 투입되는 대
규모 프로젝트다.

KIST유럽연구소가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EU의 과학기술 정책동향, EU의 대표적
R&D 정책 프로그램 주요 현황, EU과제 참여 절차에 관한 예산지원, 컨소시엄 구성, 제안서 작성 등
가이드라인 안내로 구성돼 있다.

황종운 KIST 유럽연구소 미래기술협력정책센터장, 독일우주항공연구소 쉬나이더 박사, 이창윤 주
독일대사관 교육과학관, 구혁채 주 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교육과학관, 강상욱 주 OECD대표부 참
www.dongascience.com/news/print_news/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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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또 교육 참여자들은 막스플랑크 연구소, 인공지능연구소(DFKI),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등 독일과 프랑스의 주요 연구소와 EU공동연구센터(JR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문의 기회
도 갖는다.

이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은 향후 유럽 내 현지기관들과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위한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국내 출연연 중 유일한 해외 연구소인 KIST유럽연구소를 거점으로, 국내 연구소 및 기업의 유
럽 진출에 대한 방안 및 전략에 대해서도 모색할 계획이다.

KIST 유럽연구소 이호성 소장은 “이번 한-EU 국제협력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KIST유럽연
구소의 설립목적 중 하나인 국내 산학연을 위한 현지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
라며 “국내에 유럽 정보에 능통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한-EU R&D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활성화 시
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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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U 나노워크숍 개최…‘나노’ 공동연구과제 찾는다
최종수정 2013-10-14 09:51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럽연구소는 15~16일 양일간 라이프니츠 신소재연구소(INM )·잘란트주 경제진흥
공사(gwSaar)와 공동으로 ‘한-EU 나노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연구분야인 ‘나노기술’(NT)과 관련, 한국 정부출연연구소와 유럽
연합(EU)간의 국제협력 강화와 최신 기술 동향 파악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나노재료, 나노의약 및 약학, 나
노안정성 등 나노기술와 관련된 폭넓은 연구분야가 총망라됐다.
‘미래 물질과 안전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나노재료, 나노 생물학, 나노 안전성, 나노 인터페이스,
나노 약학 등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별로 한국과 EU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를 공유하고 공동연구분
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자브뤼켄이 자리잡고 있는 독일 잘란트주 정부가 직접 후원에 나선다.
잘란트주에는 라이프니츠 신소재연구소 등 소재분야에 특화된 연구소와 자동차 부품 등 신소재기업들이 대규
모로 자리잡은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다. 이에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잘란트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한국 나노
기술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한국화학연구원(KRICT), 한국표준
과학연구원(KRISS) 등의 연구인력이 강연자로 참석한다.
KIST유럽연구소 이호성 소장은 “이번 한-EU 나노 워크숍을 통해 KIST유럽연구소를 연구거점으로 한국 정부
출연연구소와 EU 연구소간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되고, 많은 공동연구과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
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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