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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H-GUARD......

창간사/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장 정봉현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세계적인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새롭게 선정되어 12월에 출범하게 된 재단법인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은 국가 재난형 바이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하여 H-GUARD(Health-Global Ubiquitous 

Autonomous Rapid Detection)라는 유해물질의 포집-전처리-검출-

신호전송이 가능한 실시간 연동형 통합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원천

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년이라는 긴 항해를 이제 막 시작한 연구단의 단장으로서 다양한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있더라도 처음 연구단을 만들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한 

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이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미래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장  

정 봉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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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H-GUARD......

연구단 소개/

추진배경

감염성 바이오 유해물질에 의한 전 세계적 사회 불안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

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바이오 유해물질의 신속한 

현장검출, 진단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변종 바이러스, 슈퍼박테리아 등과 같은 국가 재난형 바이오 유해

물질에 대한 신속한 현장 검출, 모니터링 및 조기진단을 위한 세계적 원천

기술과 H-GUARD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해현황

2008년 국내 AI 경제적 피해액 6,300억원

2010년 국내 구제역 발생 경제적 피해액 3조원

2012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출현 79명 사망(2014. 2까지)

2013년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출현 47명 사망, 국내 살인 진드기 출현 4명 사망

5NO.01 2014



실시간 연동형 전처리 및 고속검출

•공기 중 바이오 유해물질 고속 전처리기술 개발

•3D 나노어레이 구조 기반 실시간 바이오센서 개발

•현장 응답형 실시간 유전자 분석기술 개발

핵심3

연구목표

신·변종 바이러스, 슈퍼 박테리아 등과 같은 국가 재난형 

바이오 유해물질에 대한 신속한 현장 검출, 모니터링 및 조기

진단을 위한 세계적 원천기술 및 H-GUARD 시스템 개발

※ H-GUARD : 

     Health-Global Ubiquitous Autonomous Rapid Detection

헬스가드용 3D 나노-마이크로 구조체 제작 및 응용

•3D 나노-마이크로 하이브리드 구조체 리소그래피 기술 개발

•생체분자 소재 기반 3D 나노구조체 개발

•3D 조합 플라즈모닉 나노 다면체 기술 개발

유해물질 바이오컨텐츠 확보 및 활용

•바이오컨텐츠 확보, 가공 및 검출 원천기술 개발

•바이러스 변종 예측 및 슈퍼 박테리아 검출기술 개발

•H-GUARD 플랫폼 요소기술 개발

핵심1

핵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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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지원본부

1세부 :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 정봉현1세부 : 한국기계연구원 이재종 1세부 : 연세대학교 황정호

2세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류충민2세부 : 연세대학교 함승주 2세부 : 서울대학교 홍승훈

3세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송대섭3세부 : 서울대학교 남좌민 3세부 : KAIST박현규

4세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주연4세부 : 나노종합기술원 이석재 4세부 : GIST 이종현

5세부 : 연세대학교 용동은5세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강태준

6세부 : KAIST 정용원

1핵심 

한국기계연구원 
이재종

2핵심 

바이오나노헬스가드
연구단 정봉현

3핵심 

서울대학교
홍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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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4일 오후3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로 바쁘셨지만

박현규 교수님께서 반갑게 맞아 주셨다. 

교수님 개인적인 소개요청. KAIST 교수로서 현재의 위치에 오시기

까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때까지의 학창시절은 

수원에서 마쳐서 수원이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은 전국적

으로 과학고가 많지만 그 당시 과학고등학교는 경기과학고가 

유일무이 였지요, 제가 그 경기과학고의 1986년 제1회 졸업생

입니다. 

그리고 1986년 한국과학기술대(지금의 KAIST)에 들어갔습

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 에도 학교가 1989년 서울 홍릉에서 

대전으로 내려와 대전 본교에서의 첫 졸업생이 되었지요. 이렇게 

저는 학사, 석사, 박사 모두 KAIST에서 마쳤습니다. 

이 후 삼성종합기술원 대전연구소에서 첫 직장생활을 한 후 

6년 후인 2002년부터 KAIST에서 연구 및 학생지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하시는 연구분야의 소개와 하고계신 연구의 매력은 무엇

일까요?...

학사, 석사, 박사 모두 KAIST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였습

니다. 헌데 바이오분야를 공부하고 싶어 생물화학공학자이셨던 

장호남 교수님 밑에서 박사학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봉현단장님과도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도 단장님께

서도 장호남 교수님의 제자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번 차이가 

나는 선배님이셔서 함께 실험실 생활을 하지는 못했지만요.

그렇게 바이오연구에 입문하여 현재는 “DNA바이오 엔지니어링”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연구주제와는 거리가 

멀지만 6년 동안 몸 담았던 삼성종합기술원에서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계속해서 DNA 진단, 센서, 칩 등의 연구를 

하게 되었지요.... 우리나라에 현재 DNA만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 돋보적 분야라는 매력이 있습니다.

KAIST 생물화학공학과 

박현규 교수를 만나다

H-GUARD People  

랩투어/

3핵심3세부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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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현장에서의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가요?

물론 연구자의 가장 큰 보람은 노력한 연구가 훌륭한 

성과를 내었을 때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성과는 지난 2010년 

일반적이지 않은 유전자증폭을 인위적으로 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최초로 규명하여 <앙게반테 케미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지 

12월호(12월 10일자)에 표지논문으로 선정됐고, 네이처

논문에 2페이지 상세하게 하이라이트로 소개된 것입

니다.

그리고 2012년 기존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되는 정전

용량방식의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손가락을 통해 

전달되는 생체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1월호(16일자) 표지논문에 

실린 것 역시 보람을 느낄 만한 큰 성과였습니다.

연구현장에서의 훌륭한 성과를 통한 보람뿐만 아니라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로서도 학생들이 오랜 노력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되었을 때에도 지도교수

로서 매우 큰 보람을 느낍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요?(예기치 못했던 성과나 

특이한 경험담 등)

지난 2010년 바이오센서스 학회 관련분야의 가장 저명한 

학회인 ‘영국 글래스고(Glasgow)’에 참석하여 등온

PCR기술과 관련된 발표를 하였는데, 질의응답이 끝난 후 

한 미국인이 몇 가지 더 질의가 있다고 하였지요, 헌데 

급하게 처리할 업무가 있어 로비에서 컴퓨터를 켜고 

업무처리를 하는데, 제가 업무처리를 하는 동안 옆에서 

30분을 기다리다가 제가 업무를 마치고 나서 양해를 구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더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분은 미국의 유명대학 교수로 네이처에도 논문을 

게재할 만큼 실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30

분을 기다리면서 까지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하시는 

모습이 매우 감명 깊었습니다.

밤샘 실험을 하실 만큼 체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건강관리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활동이 있으

신지요?...

운동은 무엇이든 좋아합니다. 마라톤은 5년 동안 하프

코스 30번 풀코스 30번 그리고 100Km코스도 5번 

완주 했지요. 테니스도 자주 치고 지금은 골프도 즐기고 

있습니다.

실험실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외국인학생3명과 포스닥2명, 행정원1명을 포함하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이 잘 되려면 그 조직의 

화합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함께 야구장도 

가고 MT도 가면서 바쁜 와중에도 자주 모이고 있습

니다. 

교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싶어 하는 많은 후배들과 연구원

들에게 조언해 주시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요?...

이런 질문에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 쪽에 종사하는 후배나 연구원들이 학교의 교수가 

되고 싶다면, 되고 싶다는 꿈을 버리지 말고 무조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꿈과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고 본인의 열정을 

쏟는다면 절대로 불가능은 없습니다. 반드시 원하는 

바를 성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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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책임자

제1
발명자

공동발명자 출원/등록인 특허명 국가 출원번호 출원일

함승주 함승주

허용민, 양재문 

최지혜, 최은비

배서령, 강병훈 

김명훈, 홍유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이금속이 배위 결합된 폴리아닐린 및 

이의 제조방법
대한민국

10-2014-

0025665

2014.

03.04

함승주 함승주

허용민, 서진석 

양재문, 김현욱 

최지혜, 장은지 

강병훈, 노일구 

배서령, 송승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바이오마커 특이적 양친성 나노입자 대한민국
10-2014-

0026541

2014.

03.06

함승주 함승주

허용민, 양재문 

최지혜, 최은비 

배서령, 방도연 

김현욱, 이택수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액 고분자 기반 유기나노퀘처 및 

이의 제조방법
대한민국

10-2014-

0032971

2014.

03.20

함승주 나성수
박진성, 함승주 

방도연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나노다공성 캔틸레버 센서를 이용한 

멀티센싱 플랫폼
대한민국

10-2014-

0057276

2014.

05.13

이재종 최기봉
이재종, 김기홍 

임형준
한국기계연구원

차분력에 의해 구동되는 탄성힌지 기반 

적층형 2축 병렬 스테이지
대한민국

10-2014-

0061943

2014.

05.23

이재종 최기봉
이재종, 김기홍 

임형준
한국기계연구원

단일체로 가공된 차분력 구동형 

탄성힌지 기반 2축 병렬 스테이지
대한민국

10-2014-

0061948

2014.

05.23

이재종 임형준
이재종, 최기봉 

김기홍
한국기계연구원

롤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장치 및 

그 제어방법
대한민국

10-2014-

0066683

2014.

06.02

홍승훈 홍승훈 첸싱, 유하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사용이 가능한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센서 및 그 사용방법
대한민국

10-2014-

0064964

2014.

05.29

이태걸 위정섭 이태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나노 임프린트를 이용한 

나노 구조물 형성 방법
대한민국

10-2014-

0026932

2014.

03.07

이태걸 위정섭 이태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나노 플라즈모닉 센서 및 

이를 이용한 측정 방법
PCT

PCT/

KR2014/002051

2014.

03.12

이태걸 위정섭 이태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나노 임프린트를 이용한 나노 구조물 

형성 방법
PCT

PCT/

KR2014/002233

2014.

03.17

정봉현 정봉현 김선정, 배판기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

생명공학연구원

레반 나노입자의 제조 및 이의 생의학적 

응용
대한민국

10-2014-

0067714

2014.

06.03

황정호 황정호 이상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자의 공기역학 및 전기적 특성을 

이용한 기상 병원균 선별적 분류/포집과 

미세 유체 채널 기반 전처리 기술

대한민국
10-2014-

0059277

2014.

05.16

황정호 정효일 현경아, 이태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다단 미세유체 칩 및 이를 이용한 

시료의 선택적 분리 방법
대한민국

10-2014-

0031141

2014.

03.17

H-GUARD Research achievements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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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B. Sinha, T.S.Ramulu, K.W.Kim, R.Venu, J.J.Lee, C.G.Kim, “Planar Hall magnetoresistive aptasensor for 
thrombin detection ”,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Vol 59, pp 140-144, 2014.

02
JaeJong Lee, Hyun-Ha Park, Kee-Bong Choi, GeeHong Kim, HyungJun Lim, “Fabrication of hybrid 
structures using UV roll-typed liquid transfer imprint lithography for large areas”, Microelectronic 
Engineering, Vol 127, pp 72-76, 2014.

03
Ngoc Huynh Van, Jae-Hyun Lee, Jung Inn Sohn, Seung Nam Cha, Dongmok Whang, Jong Min Kim and 
Dae Joon Kang, “High performance Si nanowire field-effecttransistors based on a CMOS inverter with 
tunable threshold voltage”, Nano Convergence, Vol 6, pp 5479-5483, 2014.

04
Zahid Ali, Imran Shakira an Dae Joon Kang, “Highly efficient photoelectrochemical response by sea-urchin 
shaped ZnO/TiO2 nano/micro hybrid heterostructures co-sensitized with CdS/CdSe”,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Vol 2, pp 6474-6479, 2014.

05
Imran Shakir, Zahid Ali, Jihyun Bae, Jongjin Park and Dae Joon Kang, “Layer by layer assembly of 
ultrathin V2O5 anchored MWCNTs and graphene on textile fabrics for fabrication of high energy density 
flexible supercapacitor electrodes”, Nanoscale, Vol 6, pp 4125-4130, 2014.

06
Ngoc Huynh Van, Jae-Hyun Lee, Jung Inn Sohn, SeungNam Cha, Dongmok Whang, Jong Min Kim and 
Dae Joon Kang, “Tunable threshold voltage of an n-type Si nanowire ferroelectric-gate field effect transistor 
for high-performance nonvolatile memory applications”, Nanotechnology, Vol 25, No 20, pp 205201-
205208, 2014.

07 Changzeng Yan,a Binh Huy Leb and Dae Joon Kang, “Ultrasensitive single crystalline TeO2 nanowire 
based hydrogen gas sensors”,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Vol 2, pp 5394-5398, 2014.

08 Jingling Liu, Imran Shakir, Dae Joon Kang, “ Lithium niobate nanoflakes as electrodes for highly stable 
electrochemical supercapacitor devices”, MaterialsLetters, Vol 119, pp 84-87, 2014.

09 Chang Zeng Yan and Dae Joon Kang, “Synthesis of TeO2 nanowires via a facile thermal oxidation 
method”, Crystal research & Technology, Vol 49, No 6, pp 400-404, 2014.

10
Kyun Joo Park, Kyoung G. Lee, Seunghwan Seok, Bong Gill Choi, Moon-Keun Lee, Tae Jung Park, 
Jung Youn Park, Do Hyun Kim and Seok Jae Lee, “Micropillar arrays enabling single microbial cell 
encapsulation in hydrogels”, Lab on a Chip, Vol 14, pp 1873-1879, 2014.

11
Jinsung Park, Doyeon Bang, Kuewhan Jang, Eunkyoung Kim, Seungjoo Haam & Sungsoo Na, “Multimodal 
label-free detection and discrimination for small molecules using a nanoporous resonator”, Nature 
Communications, Vol 5, 2014.

12
Jisun Yoon, Hionsuck Baik, Sangmin Lee, Seong Jung Kwon and Kwangyeol Lee , “One-pot synthesis 
of ultralong coaxial Au@Pt nanocables with numerous highly catalytically active perpendicular twinning 
boundaries and Au@Pt core–shell bead structures”, Nanoscale, Vol 6, pp 6434-6439, 2014.

13
Taeksu Lee, Doyeon Bang, Yeonji Park, Sun Hee Kim, Jihye Choi, Joseph Park , Donghun Kim, 
Eunkyoung Kim, Jin-Suck Suh, Yong-Min Huh, and Seungjoo Haam, “Gadolinium-Enriched Polyaniline 
Particles (GPAPs) for Simultaneous Diagnostic
Imaging and Localized Photothermal Therapy of Epithelial Cancer”, Advanced Healthcare Material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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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Hyojin Lee, Jeong-Eun Park, & Jwa-Min Nam, “Bio-barcode gel assay for microRNA”, Nature 
Communications, Vol 5, 2014.

15
Young Kwang Lee , Sungi Kim , Jeong-Wook Oh , and Jwa-Min Nam, “ Massively Parallel and Highly 
Quantitative Single-Particle Analysis on Interactions between Nanoparticles on Supported Lipid Bilayer”, J. 
Am. Chem. Soc., Vol 136, No 10, pp 4081–4088, 2014.

16 Hyojin Lee , Yuna Kim , Anna Park , and Jwa-Min Nam, “Amyloid-β Aggregation with Gold Nanoparticles 
on Brain Lipid Bilayer”, SMALL, Vol 10, No 9, pp 1779-1789, 2014.

17 Quang Huy Quachab and Bong Hyun Chung, “A signal-on fluorescent assay for DNA methyltransferase 
activity using a methylation-resistant endonuclease”, Analyst, Vol 139, pp 2674-2677, 2014.

18
In Hwan Lee, Jeong Min Lee, and Yongwon Jung, “Controlled Protein Embedment onto Au/Ag Core-Shell 
Nanoparticles for Immuno-Labeling of Nanosilver Surface”,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Vol 6, pp 
7659-64, 2014.

19
Yong-Soon Park, Haeyoung Jeong, Young Mi Sim, Hwe-Su Yi, and Choong-Min Ryu, “Genome Sequence 
and Comparative Genome Analysis of 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Type Strain ATCC 19310”,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Vol 24, No 4, pp 563-567, 2014.

20

Jin Young Ahn, Je Eun Song, Min Hyung Kim, Heun Choi, Jae Kyung Kim, Hea Won Ann, Jung Ho Kim, 
Yongduk Jeon, Su Jin Jeong, Sun Bean Kim, Nam Su Ku, Sang Hoon Han, Young Goo Song, Dongeun 
Yong, Kyungwon Lee, June Myung Kim, Jun Yong Choi, “Risk factors for the acquisition of carbapenem-
resistant Escherichia coli at a tertiary care center in South Korea: A matched case-control study”, 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 Vol 42, No 6, pp 621-625, 2014.

21
Su Jin Jeong, Min Hyung Kim, Je Eun Song, Jin Young Ahn, Sun Bean Kim, Hea Won Ann, Jae Kyung 
Kim, Heun Choi, Nam Su Ku, Sang Hoon Han, June Myung Kim, Davey M. Smith, Hyon-Suk Kim, and 
Jun Yong Choi, “Prospective comparison of qualitative versus quantitative PCR for monitoring virologic 
treatment failure in HIV-infected patients”, AIDS Research and Human Retroviruses, Vol 30, 2014.

22
Woonsung Na, Minki Hong, Minju Yeom, Sanghyun Kim, Jeong-Ki Kim, Daesub Song, “Complete 
Genome Sequences of Noncoding Regions of Korean Equine H3N8 Influenza Virus”, Genome 
Announcements, Vol 2, No 3, 2014.

23
Jin-young Kim, Soo-Ik Chang, Andrew J deMello and Danny O’Hare, “Integration of monolithic porous 
polymer with droplet-based microfluidics on a chip for nano/picoliter volume sample analysis”, Nano 
Convergence,  2014.

24
Chul Woo Park, Ji-Woon Park, Sung Hwa Lee, Jungho Hwang, “Real-time monitoring of bioaerosols via 
cell-lysis by air ion and ATP bioluminescence detection”,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Vol 52, pp 379–
383, 2014.

25 Suho Ryu, Kyung-A Hyun, Jung Heo, Hyo-Il Jung, and Chulmin Joo, “Label-free cell-based assay with 
spectral-domain”, Journal of Biomedical Optics, Vol 19, No 4, pp 1083-3668, 2014.

26
Jinyeong Yim, Hun Kim, Suho Ryu, Sungwook Song, Hyun Ok Kim, Kyung-A Hyun , Hyo-Il Jung, 
Chulmin Joo, “Photothermal spectral-domain optical coherence reflectometry for direct measurement of 
hemoglobin concentration of erythrocytes”,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Vol 57, pp 59-6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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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Juhun Park, Daniel Hong, Daesan Kim, Kyung-Eun Byun, and S. Hong, “Anisotropic Membrane Diffusion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on Aligned Single-Walled Carbon Nanotube Networks”,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C, Vol 11, No 7, pp 3742-3749, 2014.

28
Van-Thao Ta, Juhun Park, Eun Jin Park, and Seunghun Hong, “Reusable Floating-Electrode Sensor for the 
Quantitative Electrophysiological Monitoring of a Nonadherent Cell”, ACS NANO, Vol 8, No 3, pp 2206-
2213, 2014.

29
Doori Park, Je Won Jung, Mi Ok Lee, Si Young Lee, Boyun Kim, Hye Jun Jin, Jiyoung Kim, Young-Joon 
Ahn, Ki Won Lee, Yong Sang Song, Seunghun Hong, James E. Womack, Hyung Wook Kwon, “Functional 
characterization of naturally occurring melittin peptideisoforms in two honey bee species, Apis mellifera 
and Apis cerana”, Peptides, Vol 53, pp185-193, 2014.

30
Se-Jin Kim, June Park, Yuhyun Jeong, Hayoung Go, Kangseok Lee, Seunghun Hong and Maeng-Je Seong, 
“Metal-particle-induced enhancement of the photoluminescence from biomolecule-functionalized carbon 
nanotubes”, NANOSCALE RESEARCH LETTERS, Vol 9, No 1, 2014.

31
Tae-Young Kim, Kyungjune Cho, Woanseo Park, Juhun Park, Younggul Song, Seunghun Hong, Woong-
Ki Hong and Takhee Lee, “Irradiation Effects of High-Energy Proton Beams on MoS2 Field Effect 
Transistors”, ACS NANO, Vol 8, No 3, pp 2774-2781, 2014.

32
Kyungjune Cho, Tae-Young Kim, Woanseo Park, Juhun Park, Dongku Kim, Jingon Jang, Hyunhak Jeong, 
Seunghun Hong and Takhee Lee, “Gate-bias stress-dependent photoconductive characteristics of multi-
layer MoS2 field-effect transistors”, NANOTECHNOLOGY, Vol 25, No 15, 2014.

33 Xing Chen, Daesan Kim, Seunghun Hong, “The carbon nanotube-based nanobiosensor: a key component 
for ubiquitous real-time bioscreening system?”, Nanomedicine, Vol 9, No 5, pp 565-567, 2014.

34
Eun Jin Park, Juhun Park, Hyun Seok Song, Sung Joon Kim, Kyeong Cheon Jung, Sung-Min Kim, 
Dong-guk Cho, Daesan Kim, Kyung Seok Park, Seunghun Hong, “ Nanovesicle-based platform for the 
electrophysiological monitoring of aquaporin-4 and the real-time detection of its antibody”,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Vol 61, pp 140-146, 2014.

35
Moon Il Kim Tae Jung Park, Nam Su Heo, Min-Ah Woo, Daeyeon Cho, Sang Yup Lee and Hyun Gyu 
Park, “Cell-based method utilizing fluorescent Escherichia coli auxotrophs for quantification of multiple 
amino acids”, Analytical Chemistry, Vol 86, No 5, pp 2489-2496, 2014.

36
Soyi Chung, Minkyung Cho, Jae Hwan Jung, Tae Seok Seo, “Highly sensitive detection of cancer cells 
based on the DNA barcode assay and microcapillary electrophoretic analysis”, Electrophoresis, Vol 35, No 
10, pp 1504-1508, 2014.

37
Minkyung Cho, Soyi Chung, JaeHwan Jung, Gi-eun Rhie, Jun Ho Jeon, Tae Seok Seo, “Combination of 
biobarcode assay with on-chip capillary electrophoresis for ultrasensitive and multiplex biological agent 
detection”, BIOSENSORS & BIOELECTRONICS, Vol 61, pp 172-176, 2014.

38 Kyoungsook Park, Jinyoung Jeong and Bong Hyun Chung, “Live imaging of cellular dynamics using a 
multi-imaging vector in single cells”, Chemical Communications, Vol 5, pp 10734-10736, 2014.

39
Kyoung G. Lee, Bong Gill Choi, Byeong Il Kim, Terry Shyu, Myung Seok Oh, Sung Gap Im, Sung-Jin 
Chang, Tae Jae Lee, Nicholas A. Kotov, and Seok Jae Lee, “Scalable Nanopillar Arrays with Layer-by-
Layer Patterned Overt and Covert Images”, Advanced Material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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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4th European Congress of 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n Disease

ECCMID는 유럽 임상미생물 및 감염병 학회로 올해 24

회를 맞이하여 스페인 바르셀로나 컨벤션센터에서 2014년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렸습니다. 저는 바이오유해물질 

검출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다제내성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포함한 임상미생물의 감염원리와 진단방법 

그리고 치료기술에 대한 현재 연구동향과 기술을 살피기 

위해 이번 학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학회는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중동아시아,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연구자를 포함해 10,000명이 넘게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진단기기 관련 산업체도 많이 참가

하여 의학 산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

습니다.

ECSMID는 다양한 분야의 study group을 이루고 

있으며 그중에서 Molecular Diagnostics (ESGMD)와 

Resistance Surveillance (ESGARS) 세션에 집중적

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임상미생물 그리고 진단학회 첫날/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학회장에는 등록하고 발표를 듣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강의실은 의자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고 일부는 복도에 마련된 모니터를 통해 발표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E-Posters 세션이 따로 있는

데, 학회장 곳곳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포스터를 검색하고 

살필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학회장 1층에는 

각종 진단기기가 전시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은 PCR 기반의 임상 미생물 동정을 위한 기기가 

차지하였고 MALDI-TOF 와 미생물 배양자동화기기도

있어 배양과 분석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회는 

Educational Workshop, Oral Session, Integrated 

Symposium, Poster Session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기억에 남는 연구내용을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Rapid diagnostic test and early reporting 세션/ 

주로 폐혈증에 대한 심각성과 폐혈증을 진단하는 기술

에 대한 내용이주를 이루었다. Blood Culture (BC)는 

대부분의 진단에 필수적인 작업으로 배양을 통해 얻은 

미생물을 진단, 검사하는 다양한 방법들, PCR, PNA-

FISH (Peptide nucleic acid-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그리고 MALDI-TOF 등이 소개되었고 

각각 소요시간, 장단점, 그리고 sensitivity 등 각 특징들을 

비교한 연구가 많았다.

잘 다녀왔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진영 박사의 학회 참관기 

잘 다녀왔습니다!! 

학회참관기/

10~13 May 2014, Barcellona, Spain Jinyoung Jeong KRIBB, H-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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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 of polymicrobioal infection 세션/ NGS 

(next generation sequencting)을 이용한 bacterial 

metagenomics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인간뿐만 아니라 

가축에 대한 NGS data analysis와 이를 qPCR로 확인한 

내용은 가축의 바이러스 감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연구였다.

최근 중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을 유발하는 Coronavirus 

(CoV) 의 구조와 진단방법에 대한 발표도 있었는데, 중동

지방에 있는 다양한 가축(양, 낙타, 당나귀 등)에서 발현되는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dipetidyl peptidase (DPP4) 

receptor 를 질량분석을 통해 진단하는 내용이었다. 

가축을 통한 인간의 바이러스 감염(One-Health)의 개념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Investigation of Avian Influenza A(H7N9) in 

China/ George F Gao교수의 연구결과는 특히 흥미로

웠는데, 내용인즉 강변에 사는 새들(물새)에서 가축용 새, 

포유류, 그리고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host jump 하는 것을 

NGS 를 통해 밝힌 내용이었다. 또한 타미플루와 같은 

약물의 저항성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H1N1 외에 

다른 독감에 대해서 타미플루가 효과적인 것을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독감(H6N1, H5N6)을 소개

하면서 H7N9은 현재까지 통제 가능하고 조기 진단의 경우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Pathogenesis and epidemiology of Gram-

positive 세션/ Oggioni 박사는 bacteraemia 과정에서 

초기에는 monoclonal SNP가 나타났다 감소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heterogeneous diversity가 나타나 

이때 생성된 single mutant 에 의해 폐혈증이 나타난다는 

가설을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Molecular Diagnosis of Resistance 세션/ 병원성 

미생물의 동정 work-flow 와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특히 미국의 병원에서는 미생물 동정의 자동화 

시스템에 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전문가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Rapid Detection tools 에 대해 기존방법

(Gram-staining/Microscopy) 외에 현재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PCR/ESI-MS, MALDI-

TOF, 금 나노입자를 활용한 Microarray detection 등)

을 활용한 진단결과 비교연구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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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26일(수) 오전11시 우리 재단법인 바이오나노

헬스가드연구단의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010년부터 추진한 ‘글로벌프론티어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7월 신규 선정되어 같은 해 12월에 재단법인

으로 설립되고, 개소식을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국가 재난형 감염성 바이오 유해물질(신·변종 바이러스, 

슈퍼박테리아 등)의 신속한 현장검출 및 모니터링, 조기

진단이 가능한 헬스가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BT, IT, NT 융·복합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목표로 

앞으로 9년 동안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H-GUARD News

H-GUARD NEWS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지난 2월26일 제주 그랜드호텔

에서 개최된 제1회 워크샵은 앞으로 9년간의 대장정이라는 

배를 함께 탄 선원들과의 첫 대면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워크샵이 되었다. 

각 분야별 국내의 손꼽히는 연구진들이지만 함께 교류를 

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소통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렇기에 이번 제1회 연구단 워크샵을 

시작으로 향후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류의 장이 되도록 

많이 마련할 예정이다. 

재단법인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 개소식 제1회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 워크샵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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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29일~4.2일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 정봉현 

단장은 태국 NANOTE의 초청을 받아 “BioNano Health 

Guard R&D Project in Korea” 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발표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태국 NANOTE 및 다른 국가 

연구진들에게도 연구단의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연구단과의 국제협력관련 방안도 논의 되었다.

(재)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은 2014.4.3 서울 삼정호텔에

서 제1회 기술사업화 협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H-GUARD 

Briefcase(가칭) 및 박테리아 탐지기술개발이란 주제로 관련 

연구자들의 발표 및 기술개발 회의가 있었다. 이번 회의를 시작

으로 앞으로 기술이전 및 상용화에 근접한 기술사업화를 실현

하기 위해 수시로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시 : 2014년 5월27일(화) 14:00 ~ 18:00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 

•장소 : 국립과천과학관 상상홀

지난 5월27일(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수성과를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4 미래창조과학부 대형연구개발사업 성과 기업매칭데이’

를 개최하였다.

이 번 행사에 참석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 행사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 성과가 실험실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여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구개발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가 시장의 수요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프론티어, 미래융합기술 파이오니어 사업단 등 60여개 

연구단과 50여개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민간투자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우리 연구단은 소개 

판넬 및 바이오센서 복합측정기, 유비쿼터스고속센서 시스템, 

회전식 샘플 전처리-등온PCR-자기면역스트립 통합시스템, 

부유 세균 고속 포집기 등 그동안의 성과물을 전시하여 홍보

하였다.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장  태국 NANOTEC 

초청강연

제1회 기술사업화 협의 회의

2014 미래창조과학부 대형연구개발사업 성과 

기업매칭데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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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년 6월9일(월) 16:00 ~ 18:00

•장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층 소회의장

지난 6월9일(월) 연구단 제1단계 1차년도 자체평가와 관련된 

설명회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관동 1층 소회의장에서 개최

되었다. 연구단 각 핵심, 세부, 위탁 책임자 및 주요 PI급 참여 

연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경구 연구지원본부장과 이윤상 

산업관리팀장이 구체적인 평가계획 설명이 진행되었다.

•일시 : 2014년 6월19일(목) 13:00 ~ 17:00

•장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층 소회의장

지난 6월19일(목)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관동 소회의장

에서는 연구단 전체 참여연구진들을 대상으로 ‘제1차 바이러스

관련 협동연구를 위한 기초교육’이 개최되었다. 이 번 교육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송대섭 박사와 고려대학교 김정기 교수의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 자체평가설명회 개최

바이러스관련 협동연구를 위한 기초교육 개최

•일시 : 2014년 6월30일(월) 

•장소 : 서울 엘 타워

6월30일(월) 양재동 엘 타워에서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 

1단계 1차년도 자체평가가 개최되었다. 이 번 평가는 자체 컨설팅

으로 진행되었으며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각 핵심 분과

별로 한 과제당 6명의 평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평가가 진행되었다. 

연구단 1단계 1차년도 자체평가 개최

진행으로 바이러스관련 협동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기초교육과 

간단한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40여명의 연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된 이번 교육은 

바이러스기초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화학이나 화학공학 혹은 

기계공학전공자들이 주를 이루었다. 

교육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어 향후 정기적인 일정을 

마련하여 연구단 전체 참여연구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초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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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에서는 지난 2014년 4월 제1회에 

이어 6월 제2회 ‘나노소재합성 및 분석실험 워크샵‘을 개최

하였다. 

본 교육 워크샵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진영박사팀이 

기획하여 연구단차원에서의 검토를 거쳐 진행 되었다. 

’다양한 금속 나노입자 합성 및 분석‘과 ’금 나노입자와 

단백질의 결합방법 및 분석‘이라는 큰 두 개의 주제로 1박

2일 진행된다.

조심스럽게 1회를 기획하여 개최한 정진영 박사팀은 12명 

선착순 등록이 정해진 등록마감기간 보다 조기마감 될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강의청취 및 실험실습에 

놀랐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교육이 필요한 각개 각층의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많이 홍보할 예정

이다.

‘바이오기초실험워크샵’은 2008년도에 1회를 시작으로 

벌써 7년을 이어오며 얼마 전 24회까지 개최 된 정통있는 

바이오교육프로그램이다.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 정봉현 단장이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바이오나노연구센터장으로 재임시 주위 유관기관

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바이오기초실험워크샵은 그 명칭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이오 비전공자들의 바이오 융합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이론강의 보다는 ‘From DNA to 

Protein to Cell’이라는 부제목으로 실험실습 위주의 4박

5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 

생명공학 분야는 NT, IT와의 융합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핵심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타분야 

연구자들이 이를 응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육프로

그램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동 워크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연구단 교육프로그램 |

나노소재합성 및 분석실험워크샵 
(매 년 4회 분기별개최)

| 연구단 교육프로그램 |

바이오 비전공자의 바이오 융합연구를 위한 
“바이오기초실험워크샵”
(매 년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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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UARD News

언론보도/
한겨레신문 2013.08.20. 
연구단 선정 기획기사 (이근영기자)

대덕넷  2014.02.23. 
연구단 소개 기사 (지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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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사이언스  2014.02.26. 
연구단 개소식 보도 (양훼영 기자) 외 17개 언론사보도

전자신문 2014.03.17. 
연구단 남좌민 연구책임자(서울대) 연구성과보도 

(권건호 기자) 외 14개 언론사보도

아주경제 2014.04.02. 
연구단 함승주 연구책임자(연세대) 연구성과보도 

(이한선 기자) 외 14개 언론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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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4.08.18 
연구단 이석재 연구책임자(나노종합기술원) 연구성과보도 

(태원준 기자) 외 15 개 언론사보도

디지털타임즈 2014.09.03
생활과학 (이준기 기자)

동아사이언스 2014.08.22
연구단 기획기사 (신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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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ther....

하반기 관련분야 행사/

H-GUARD HOT ISSUE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확산대전 개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1월5일(수)~7일(금) 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2014 미래부 

성과확산 대전”을 개최한다.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정부 R&D 지원 과제에 대한 우수 성과 전시를 통해 대국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개발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행사를 통해 정부 R&D성과의 

확산을 유도 할 계획이다.

정부 R&D를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 및 기술이 적용된 사용화 제품을 기초연구관, 상용화

기술관, 미래기술관, 체험으로 구분 전시할 예정이며 글로벌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10개 

사업단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가 정부 R&D 성과의 대국민 홍보, 기업에 대한 기술확산 및 사업화를 위한 

정보제공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목해주세요~!!!

< 2014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주최·주관 : (사)한국생물공학회

•일시 : 2014. 10. 5(일) ~ 10. 7(화)

•장소 : 창원 컨벤션센터

•사전등록 : 2014. 09.12까지 생물공학회 홈페이지(www.ksbb.or.kr)

그 외의 행사들....

일시 행사명 장소

09.18 ~19 한국유전체학회 정기학술대회 한국과학기술회관

09.26~10.12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오송생명과학단지내

10.01 ~ 02 2014 한국바이오칩학회 추계학술대회 충북C&V센터

10.21 ~ 23 제26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 서울 삼성동 코엑스

23NO.01 2014



305-80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1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관동 3103호

Tel : 042-860-4204  Fax : 042-860-4209

www.h-guard.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