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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정보센터

http://www.basicsci.org

기초과학 연구는 BasicSci VOD와 함께

기초과학연구동향

BasicSci VOD는 기초과학연구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술동영상 모음
으로 국내외 자연과학 관련 seminar 및 conference, workshop 등의 영상을
촬영하여 연구강의록과 함께 DB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BasicSci VOD의 구성내용은 국내 자연과학(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관련
세미나 및 학술회의 동영상과 국외 주요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강연동영상 링크
정보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강연자의 연구업적 및 강연 슬라이드도 함께 제공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분야의 경우 2000년부터 국내 주요연구기관(NIMS, KIAS, KAIST
등)의 강연을 촬영하여 구축하여 왔으며, 그 중에는 필드상, 호암상 수상자등 연
구업적이 우수한 강연자들의 강연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정보센터에서는 국내 연구진들의 최신 연구동향을 링크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구동향 화면

■ 구축된 동영상 현황
국내

국외

수학

3,100여 편

7,000여 건

지구과학

1,500여 편

-

물리

-

2,200여 건

화학

-

260여 건

■ BasicSci VOD 화면

바로가기 :
http://www.basicsci.org/basicsci/basicsci_news_list.php?shell=/index.shell:448

바로가기 : http://www.basicsci.org/basicsci/vod_list.php?shell=/index.shell:490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국제올림피아드 문제 제공
기초과학연구정보센터에서는 국제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국제올림피아드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 올림피아
드 문제는 전문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기초과
학 관련 국제 올림피아드 문제를 한 곳에서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
의 경우는 국제 올림피아드 문제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피아드 문
제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 정보는 국제 수학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학
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국제올림피아드 문제 및 정보를 통해 기초과학분야에 잠재력과 가능
성을 갖춘 과학영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올림피아드 문제 제공 화면

구축된 국제올림피아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 29th IMO-Canberra(Australia) 1988 ~ 56th IMO Chiang Mai(Thailand) 2015
[물리] 1st IPhO-Warsaw(Poland) 1967 ~ 46th IPhO-Mumbai (India) 2015
[화학] 24th IChO-USA 1992 ~ 47th IChO Azerbaijan 2015
[지구과학] 1st IESO Korea 2007 ~ 9th IESO Brazil 2014

바로가기 : http://www.basicsci.org/basicsci/sub05_01_02.php?shell=/index.shell: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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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연구정보센터

전문연구정보센터

http://bric.postech.ac.kr

생명과학분야 주요연구동향
BRIC 연구자들이 주목한 최신 연구동향 TOP 5
1. Single cell genomics 연구 및 기술 동향 new
시퀀싱 기술과 분자생물학의 발전으로 단일세포 생물학과 유전체 생물학이 융합된 단일세포 유전체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는 단일세포의 채취와 유전물질의 증폭,
그리고 관련된 분석 과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일세포의 채취는 수작업으로 하던 micropipetting, LCM 대신 고속, 대량의 처리가 가능한 FACS, microfluidics, microdroplet으로 바뀌어 나가
고 있으며, 분자 바코드를 붙인 후 실험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관련링크 :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report&id=2421

2.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로서의 인공조직 및 인공기관모델
인간에게 있어 동물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인생의 반려자로서, 혹은 가축들은 우리에게 식량을 공
급하여 주고, 인간의 수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험동물로서도 희생되고 있습니다.
가축이 아닌 도구로서의 동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윤리적 행동을 경계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에 의
하여 동물보호구호를 외치게 되었으며, 이는 개인이나 단체를 초월하여 국제적으로 움직임이 커지고 있
습니다.

관련링크 :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report&id=2360

3. 대사체학(Metabolomics)의 최근 연구 동향
대사체학(metabolomics)은 “오믹스(-omics)”의 한 분야로서, 유전자나 단백질의 기능을 밝히는 유
전체학(genomics), 전사체학(transcriptomics)이나 단백질체학(proteomics)과 더불어 중요한 연구
분야일 뿐만 아니라, 대사과정을 연구하고, 대사적 특징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 표지자를 동정하며, 대사
적 메커니즘을 밝히는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관련링크 :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report&id=2379

4. [바이오토픽] 2015 노벨화학상: 세포의 비밀을 밝혀낸 화학자들
2015 노벨화학상은 DNA 복구메커니즘(DNA repair mechanism)을 연구한 과학자 세 명에게 돌아
갔습니다. 영광의 주인공은 스웨덴의 토마스 린달, 미국의 폴 모드리치, 터키의 아지즈 산자르 세 사람
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이 세 사람이 “세포가 손상된 DNA를 복구하여 유전정보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분자수준에서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링크 :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news&id=265473

5. [바이오토픽] 신경과학계의 통념을 깬 개안(開眼)수술
지금까지 의학계와 신경과학계의 통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생애 초기의 특정시기를 실명 상태로 지내면, 나중에 개안수술을 받아도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뇌가 시각세계를 해석하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관련링크 :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news&id=26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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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정보센터

센터주요 홍보 내용
생명의 신비를 형광 빛의 향연으로 보여드립니다. BRIC 주관 바이오형광사진전 수상자 발표
■ 공모전 결과 270편의 바이오 형광사진이 출품, 이중 최우수작 1편, 우수작 4편, 장려상 10편 선정
■ 최우수상으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Regis Grailhe박사의 “배양접시 위의 뇌: 유도만능줄기세포(iPS)의 약속”이 선정
■ 수상작은 제 2회 한반도자연생태사진공모전의 수상작과 함께 다음 달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11일간)까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뚝섬 자벌레 전망문화
콤플렉스에서 전시

■ 최우수

■ 우수

작품제목

작품제목
뜨거운 태양 아래

작품제목
오늘 뭐 먹지? 토마토 먹지~!!

작품제목
대장 세포의 탄생

작품제목
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조직 및 세포
쥐 배아의 신경세포구

조직 및 세포
초파리 위장

조직 및 세포
마우스 대장 조직

조직 및 세포
마우스 미성숙 난자

배양접시 위의 뇌: 유도만능줄기
세포(iPS)의 약속

조직 및 세포
휴먼 만능유도줄기세포에서 유래
된 뉴런세포

■ 장려

■ 장려

■ 우수

■ 장려

■ 우수

■ 장려

■ 우수

■ 장려

작품제목
너의 목소리가 보여

작품제목
코끼리를 삼킨 보아 뱀

작품제목
생명을 담은 축구공

작품제목
가교

작품제목
반짝이는 유리구슬

조직 및 세포
쥐 달팽이관의 청각세포

조직 및 세포
마우스 뇌 해마부분

조직 및 세포
돼지 배반포

조직 및 세포
생쥐 배아의 뇌세포

조직 및 세포
쥐의 갈색지방세포

■ 장려

■ 장려

■ 장려

작품제목
코로나(Corona)

작품제목
소우주

작품제목

조직 및 세포
페암세포주

조직 및 세포
마우스 뇌

조직 및 세포

뇌종양세포가이식된쥐의뇌조직

뇌종양세포가이식된쥐의뇌조직

수상작 보기 : http://www.ibric.org/myboard/list.php?Board=bfcont&type=C

■ 장려

■ 장려

작품제목
눈 속의 풍경

작품제목
세포꽃

조직 및 세포
눈의 망막층

조직 및 세포
뇌 성상신경교세포

4 센터 소식

제18호 2015년 12월

의과학연구정보센터

전문연구정보센터

http://www.medric.or.kr

아시아 원격의료 심포지엄(The 9th Asia Telemedicine Symposium) 개최
의과학연구정보센터(센터장 이영성, 충북의대교수)는 우리나
라에서는 서울대학교분당병원, 한양대학교병원에 이어 3번째
로 세계적인 원격의료 학술대회인 The 9th Asia Telemedicine Symposium(ATS)를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개최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원격의료심포지엄(The 9th
Asia Telemedicine Symposium)은 의과학연구정보센터가
일본 큐슈대학교와 함께 주관하여 개최하는 국제 학술행사로
서 이번이 아홉번째로 개최되는 원격의료 심포지엄입니다.

이번 국제행사의 대회장인 이영성교수(의과학연구정보센터장)는
“이번 아시아 원격의료심포지엄 대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원격의
료 및 화상진료 수준이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이용객들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국제적인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
망한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ATS 행사에는 Asia Telemedicine for Public Health Crisis” 주제로 국내외 100여
명 이상의 의사, 보건의료인 및 아시아 각지의 보건의료 전문엔지니
어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원격의료관련 학술의 장을 펼치게 됩니다.

홈페이지 : http://ats.medric.or.kr

2015 의과학연구실험(BIO-MEDI)캠프
의과학연구정보센터(MedRIC)는 ‘BIO-MEDI 캠프’를 2박3일간 개최했습니
다. 바이오와 의학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 80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의과학
연구정보센터가 주최하여 충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 교수진과 의과대학생 등
3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실험실습 중심의 의생명과학 실험연구 및 교육을 진
행하였습니다.
실험실습은 충북대학교병원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실습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환자기초검사과 시신기증 및 해부학실험실 견학을 통해 시신기증의 존엄성을 배
우고, 심장과 뇌와 같은 중요 장기 기능의 이해와 해부, 수술장 멸균관리와 피
부봉합과 같은 외과수기술,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구조술, DNA 분리 및 독성
실험과 같은 생명공학 실험을 통해 다양한 실험중심의 실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의과학연구정보센터 2016년 의료연구
수요자 중심의 주력사업 설문조사 실시
문헌정보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연구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수요자중심의 고유 특성화 정보를 발굴하기 위하여, 의과
학연구정보센터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메드
릭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은 연구경향정보, 한국임상연구(Korean Clinical
Trials), 코크란 체계적 고찰, e-Medicine 네트워크,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 활성화 사업을 전체 5점 만점에서 4점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메드릭의 중점 주력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체 응
답자 (239명) 중 교수(43.51%)가 전체 설문 참여 1순위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연구원(16.74%), 의사/ 간호사(15.90%), 대학생/ 대학원생(12.14%)
순으로 메드릭 주력사업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의과학연구정보센터장 이영성교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의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의생명분야의 연구실습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꿈
이 있는 학생들에겐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의과학연구정
보센터 알리고, 의과학연구정보센터가 대중과 함께하는 의료연구서비스를 위한
지역거점은 물론 국내 최고의 의생명 연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할수 있
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사진설명
캠프 참가 학생들이 심장해부와 피부봉합, 대장균에서 플라스미드 DNA 분리,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의과학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처 : 의과학연구정보센터, ☎ 043-261-3460

바로가기 :
http://www.medric.or.kr/Controls/Sub.aspx?d=06&s=01&g=NOTICE&m=VIEW&i=350

의과학연구정보센터 국제원격의료 사이버역량 - 언론보도
의과학연구정보센터(MedRIC)는 제 9회 아시아 원격의료심포지엄을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외 14여개국의 150여 명의 의사, 보건의료인 및 아시아 각지의 보건의료 전문엔지니
어들이 참석한 행사로 충북대 의과학연구정보센터(MedRIC)에서 구축한 사이버역
량을 기반으로 온라인 실시간 국제원격의료 참여행사 실황이 전 세계에 실시간 방영
된 행사입니다. 이번 국제의료원격학술대회는 동아일보를 비롯한 주요 6개 언론사
에 방영되었습니다.

참고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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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RIC 연구경향제공
1. 의과학 연구동향 분야별 논문 발표경향 분석완료 : 2013년~2015년 상반기
연구경향 분야별 분석이 임상의학, 간호학, 치의학을 포함한 총 6개 분야별 논문발표경향이 2013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분류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의학, 간호학, 임상의
학, 치의학, 예방의학의 대분류 작업을 거쳐, 기초의학은 다시 학문 중분야로 분류하여 해부학, 약리학, 미생물학, 의공학 등의 중분류와 간호학은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등의 중
분류와, 임상의학은 내과학, 일반외과학, 산부인과학을 비롯한 22개의 소분류작업을 통하여 총 26,647편 논문이 이번 연구동향 논문분야 분석에 포함되었습니다.
바로가기 : http://www.medric.or.kr/Controls/Sub.aspx?d=03&s=02&s2=02&g=TENDENCY&m=LIST

2. 진단검사의 정확성(Diagnostic Accuracy)
진단검사의 정확성(Diagnostic Accuracy)에 대한 체계적고찰[메타분석]에 대한 주제별 논문경향분석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동향분석분야는 최신진단분야를 중심으
로 혈청검사와 진단방사선과학, 치매인지기능손상에 대한 진단검사에 대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제별 논문경향에서는 고혈압의 중재(Intervention), 예후(Prognosis)
와 함께 체계적 고찰 및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s)에 사용되었던 Primary Studies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3. Smoking Cessation & Electronic Cigarette
메드릭에서는 연구주제에 따른 최신 연구동향분석 및 주제별 논문정보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
별 체계적고찰 및 메타분석논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Smoking으로 Smoking Cessation,
Smoking Camp Intervention을 주제로 최신 10년 동안의 체계적고찰과 메타분석 논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Intervention] Smoking Cessation 체계적고찰[메타분석] :
http://www.medric.or.kr/Controls/Sub.aspx?d=03&s=02&s2=01&g=TENDENCY&c=&m=VIEW&i=28

[Intervention] Smoking Camp 체계적고찰[메타분석] :
http://www.medric.or.kr/Controls/Sub.aspx?d=03&s=02&s2=01&g=TENDENCY&c=&m=VIEW&i=29

국내 담배소비량은 1945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학원자율화, 외국담배시장 개방 등의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꾸준
히 증가했으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담배경고문 강화, 공중위생법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발효등 국민건강증진을 위
한 노력으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Electronic Cigarette에 대한 새로
운 관심이 대두되었습니다 . 이에 의과학연구정보센터에서는 Smoking Cessation & Electronic Cigarette에 대
한 논문을 2006-2015 으로 검색된 논문 384편을 분석하였습니다.

4. 한국의학논문정보 기반 주제별 연구키워드와 논문연결제공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기반 주제별 연구키워드를 한국연구재단 CRB의약학분야의 응용의학 RB별로 분류하
여 10가지 세부 분야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가 관심 키워드를 클릭하면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의
연구논문 제목과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논문과 자동연결되어 제공되고 있으므로 연구자들이 손쉽게 논문을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
http://www.medric.or.kr/Controls/Sub.aspx?d=03&s=02&s2=02&g=TENDENCY&c=&m=VIEW&i=31&pa=1&bl=1&kt=&kw=

코크란 [Most popular Cochrane Evidence] 리뷰번역사업
1. Antibiotic prophylaxis during the second and third trimester in pregnancy to reduce adverse pregnancy outcomes and morbidity
(조기사망률과 부작용을 감소하기 위한 임신 2기, 3기 동안의 항생제 예방)
임신 2기와 3기에 있는 여성 4,300여 명을 대상으로 8개의 RT(randomized trials) 연구를 바탕으로 고찰한 연구로 항생제 적용이 분반전 양막파수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않았
고, 조산의 위험 또한 감소시키지 않았음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항생제의 예방적 투여가 신생아의 질병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Readmore:
http://www.cochrane.org/CD002250/PREG_antibiotic-prophylaxis-during-the-second-and-third-trimester-in-pregnancy-to-reduce-adverse-pregnancy-outcomes-and-morbidity

2. Antidepressants for the treatment of depression in people with cancer (암을 가진 성인의 우울치료를 위한 항우울제 효과)
암을 진단받은 18세 이상의 성인의 항우울제 투여에 대한 효능과 활용가능성을 사정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암의 진단부위와 진행경과에 상관없이 모든 성인 암
환자의 우울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항우울제의 효능에 대한 고찰연구입니다.
원문 : http://www.cochrane.org/CD011006/GYNAECA_antidepressants-for-the-treatment-of-depression-in-people-with-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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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한의약 DB

약물상호작용 DB
한의학은 비과학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일부 사람들의 편견과
달리 우리 역사와 함께
해온 체계적이고 과학
적인 학문입니다.
이에 한의약 및 보완대
체의학 관련 논문들을
수록하여 근거와 논리
로 뒷받침할 수 있는
DB가 필요하다는 시대
적 요구에 맞춰 기획하
였습니다.
PubMed 및 국내외
DB를 기반으로 수집한
최신 논문을 1차적으로
운영위원이 선별합니다.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의 질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연구정보에 대해
서지사항과 원문링크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를 SR, RCT, E 중재별로 분류해 연구자가 관심 있는 분야의 논문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인이 제1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인 논문만 검색
해 볼 수 있는 기능도 구비하였습니다.
전문의 이상의 IP가 해당 논문에 대한 제목, 연구설계, 연구목적, 질환 및 연구
대상, 시험군중재, 대조군중재, 평가지표, 주요결과, 저자결론, 요약 및 비평
(SC) 등을 한글로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현재 500건의 한글요약 및 비평을 포함한 6,000여 건의 논문
정보를 수록하였으며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한의약 및 보완대체의약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해당 연구정보를 검색하는데
있어서 근거중심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바로가기 : http://www.kmcric.com/database/ebm_search

미국 Natural Standard
DB를 기반으로 일반 약물은
물론 한약 및 식이보충제를
함께 사용했을 때의 상호작
용과 근거등급 및 약물 일반
사항을 포함하는 DB입니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한약-양약
(herb-drug), 한약-음식
(herb-food), 한약-식이보충제
(herb-dietary supplement)
등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대한 임상 및 실험연구에
기반한 광범위한 연구정보
를 수록합니다.
또한, 특정 질병에 약물이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구분한 근거등급을 통하여
약물 효과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응고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오메가 3 지방산이 혈전용해작용
으로 피를 멈추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어 수술 전 섭취를 금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근거논문, 인삼과 홍삼도 혈소판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혈액응고
억제제와 항혈소판제와 함께 복용을 금하며 혈압 상승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근거논문 등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국내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의학전문번역팀을 구성해 데이터를 한글로 번역
하여 제공합니다.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해 자문위원 및 박사급 이상 전문가의
검수를 거칩니다.
약학 연구자는 물론 건강과 먹거리에 관심있는 일반인들도 양질의 근거 있는 정보를
찾기 원할 때 열람하기 적합합니다.

바로가기 : http://www.kmcric.com/database/interact_search

KMCRIC 의국스토리
KMCRIC 의국스토리는 학생기자단이 병원 의국이나 대학실험실, 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수련의 및 연구자들의 업무, 일상
생활을 취재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거나 전공과 관련된 연구현장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궁금한 학생들이 의국스토리 취재를
통해 관심있는 분야를 탐색하여 연구 분위기를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2015년 현재 병원 의국에서부터 약제부, 실험실, 연구소, 임상센터까지 감동, 재미, 열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정보들이 수록
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국내외로도 취재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의국스토리 학생기자단은 매년 여름, 겨울 방학에 모집을 통해 선발합니다. 2015년 여름 3기 기자단은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20명 모집에 60명 이상이 지원했습니다.

바로가기 : http://www.kmcric.com/_flobie

전문연구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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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CRIC 2015 Hot Issue
1. 2015년 6월 한국을 강타한 신종 감염병 메르스,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에서는?
■ 한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메르스를 Q&A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
■ 2015 중국 국가 메르스 진료방안에 수록된 중의치료 부분을 한글로 번역
■ 2015년 6월 17일 미국의사협회학회지 JAMA(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실린 기고문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A Global Health Challenge (중동호흡기증후군-세계보건의료에의 도전)를 한글로 번역하여
동향분석에 수록
■ 면역 관련 논문에 대한 전문가의 요약 및 비평을 제공
■ 메르스 치료에 자주 등장하는 약물인 인터페론(Interferon)의 상호작용 검색결과 제공
■ 메르스 증상 악화에 주요 원인으로 등장한 사이토카인 스톰(Cytokine storm)에 대한 정보 제공
■ 폐렴과 관련된 한약(Herb), 양약(Drug), 음식(Food),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 등의 정보를 제공
■ 호흡기 질환 및 면역을 주제로 한 전문가 칼럼을 수록
■ 메르스 관련 데일리 뉴스를 게재
■ 5월 20일 질병 발생부터 7월 28일 종식까지의 확진자, 격리자, 사망자 및 경과 등 메르스 상황을 총정리
■ 뉴스레터를 통해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발송
바로가기 : http://www.kmcric.com/_rdmdwf

2. 2015년 10월 5일 중국 투유유 교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2015년 노벨생리의학상은 아일랜드 출신의 약학자 윌리엄 캠벨(William C. Campbell,85), 일본의 약학자 오무라 사토시(Satoshi
Omura,80), 중국인 약학자 투유유(Youyou Tu,85) 등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투유유 교수는 학질에 사용되는 청호(菁蒿,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특효약인 아르테미시닌(Artemisinin)을 개발해 말라리아 퇴치에 공헌한 바를 인정받아 수상받았습니다.
그녀는 1960년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항말라리아 활성을 갖는 약물을 찾아내기 위해, 한약재(Chinese herbal
remedies) 2,000가지 이상을 스크리닝하였고 이 가운데 개똥쑥(Artemisia annua L.) 추출물의 효능이 가장 탁월한 것으로 밝혀
내 1972년에 그 속에서 순수한 아르테미시닌(Artemisinin) 성분을 분리해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수상결과를 놓고 중국 내에서는 중국 전통의학과 현대 과학이 결합한 성과물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중국 최초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
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한-중 전통의학 제도의 차이에 따른 결과이다, 중국 경제력의 승리다, 중약 현대화의 결실이다 등
의 의견이 있었으며, 의료계와 한의계와의 갈등이 더 고조화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슈화 되었습니다.
이에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는 투유유의 노벨상 수상 경위을 동향분석에 수록하였으며, 노벨상 특집으로 관련 기사를 포함한 뉴
스레터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투유유의 수상과 관련된 연구자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공유할 것을 유도했습니다.
바로가기 : http://www.kmcric.com/_rq2wcl

3. 2015년 11월 수능 건강 정보 제공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에서는 2015년 수험생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만한 수능 건강 전문 정보를 모아 연구자들에게 제공했습
니다.
근거중심한의약 DB에 수록된 논문 중‘만성 피로에 뜸 치료의 효과 및 침 치료가 만성 불안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등을 포함하였으며, 약물상호작용 DB에서는 약물 근거등급을 통해 기억력 및 집중력과 관련된 카페인과 타우린 함유 에너지 음
료의 효과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수능 보약 물범탕의 진실, 1주일 전 체력강화 전략, 집중력에 좋은 스트레칭과 지압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수험생들
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수능을 치룰 것을 응원하였습니다.

바로가기 : http://www.kmcric.com/_f0h2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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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전문연구정보센터

http://www.materic.or.kr

MATERIC, 홈페이지 개편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의 홈페이지가 10월 27일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이
번 개편의 가장 큰 목표는 페이스북과의 연동을 통한 연구자 커뮤니티 활성화입니
다. 센터에는 현재 약 9만 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는 주로 연구
논문이나 자료를 찾기 위해 방문하는 반면 커뮤니티 활동은 많이 하지 않고 있습
니다. 논문 등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가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면도 있지만 이전 홈페이지는 실제로도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을 통해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페이스북 아이디로 쉽게 할 수 있고, 또한 페이스북 아이디로 댓글 등 글을 쉽게 남

길 수 있게 되어 여러 연구자들과 더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이전 홈페이지보다 메인 화면의 폭과 길이가 3배 가량 넓어졌습
니다. 이전 홈페이지에는 많은 콘텐츠가 숨겨져 있었는데, 메인 화면이 커짐에 따
라 사진과 동영상 같은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많이 노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픽적인 요소들이 많이 사용되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하
지만 그 동안 안쪽에 숨어 있던 많은 콘텐츠들을 연구자들이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새로 개편된 MATERIC의 홈페이지

1. 페이스북과 연동으로 간단해진 회원가입과 로그인
이미 MATERIC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기를 클릭하면 몇 가지 간단한 확인절차를
통해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페이스북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몇 가지 추가 정보를 입력 후 매
우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넓어지고 길어진 홈페이지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이 이전대비 300% 이상으로 크게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요한 콘텐츠들의 이미지
및 그래픽이 커졌으며, 많은 콘텐츠가 메인 화면에 노출되었습니다. 그 동안 숨어 있던 콘텐츠들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재 배치하였고, 더 쉽게 콘텐츠들을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기계공학과 건설공학 정보 분리를 통해 필요 분야의 정보만 감상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는 2013년부터 기계공학과 더불어 건설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필요 없는 분야의 정보까지 봐야하는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
라서 메인 화면의 상단에 기계공학과 건설공학의 2가지 아이콘을 통해 필요한 콘텐츠 정보만을 분리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콘텐츠들도 아래 2가지 아이콘으로 분류하여 어떤 분야인지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한기계학회 창립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부스 홍보 및 논문 발표 촬영
대한기계학회(학회장 유홍희) 창립 7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10일부터 14일까지 일정으로 ICC
JEJU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행사는 학회
회원을 비롯해 우리나라 기계기술자, 기계공학자
등 1,80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통일준비 특별
세션, 기계공학미래기술세션 등 창립 70주년 기
념 특별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1,200여

■ 학술대회 발표 촬영

편의 연구논문 발표, 특별 강연, 부문 초청 강연, 강
습회, 국제 세션, 전략기술 세미나, 산업체, 연구원 특
별 세션 등 전문 분야별 세션 및 여대학원생 팀제 연
구 결과발표회, 유망과학기술자세션 등 다양한 프로
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한기계학회는 우리나라 기계분야를 대표하는 학
회로서, 기계분야의 학문과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학회로 1945년 9월에 설립되어 현재 200여 단체
15,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계·건설연구정보센터에서는 학회와 협약을 통해 촬영에
미리 동의한 발표자들이 발표를 촬영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해 오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의 경우에도 약 100여 개 논
문발표가 촬영되어 공개 할 예정입니다.

■ MATERIC 부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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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전문연구정보센터

http://www.cheric.org

2015년 하반기 IP(Information Provider) 모집 및 선정
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는 2015년 하반기 IP를 모집하여 총 5명의 연구정보 제공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IP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IP 정보를 제
공할 예정이며, 선정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소속

제공정보

김정선

(주)실크로드시티

건설 화학 혼화제 공학

윤성호

국민대학교

C1 리파이너리 연구동향

임탁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에너지공급 기술 연구회

전영시

전남대학교

유/무기 질화물 촉매의 최근 개발 동향

정미

중앙대학교

플라즈모닉스(Plasmonics)

IP 선정은 본 센터의 자문위원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선정하였으며 기존에 제공되었던 연구정보 분야 이외의 분야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 지원 및 발표자료 VOD 제공
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술대회 논문 및 모바일 홈페이지 제공, 학술대회 촬영 등 후원 진행
2015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된 한국화학공학회
2015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국제심포지엄)에서 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센터장 : 양대륙 교수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는 학술대회 기간 동안 한국

화학공학회와 협조하여 학술대회를 촬영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은 소정의
변환과정을 거쳐 본 센터의 홈페이지(http://www.cheric.og)와 한국화학공학
회에 홈페이지에 공동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

http://www.eiric.or.kr

문자 DB 서비스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는 전자정보 연구 분야 중 인식 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특
성화정보의 하나로 문자 D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자인식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크게 전처리, 영역해석, 인식의 세 단계 중 전처리
를 통해 인식하기 좋은 형태로 변환한 데이터를 정리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문
자인식 연구에 필요한 문자 필기체들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데이터 SET 구축으
로 연구자의 시간과 수고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다양한 형태를 갖는 데이터
를 수집하여 변형에 감안한 인식기 개발 등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문자 및 이
미지 인식(검색) 처리 기술에서 필요한 필체 데이터를 연구 소스로 활용할 수 있습
니다.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 사이트에서 전처리한 문자 DB를 소개하고 이를 필요
로 하는 연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정제된 데이터 SET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정보 교류의 창, Post-Conference 개최!!!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는 한국통신학회 2015년도 추계종합학술발표회(11/21) 및
한국정보과학회 2015년도 동계학술발표회(12/17~19)에서 Post-Conference를
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Post-Conference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 내용들에 대하여 발표자와의 질
의응답을 통해 지속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컨퍼런스

가 진행되는 동안 관심분야와 각각의 논문들을 검색하고 의견을 등록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컨퍼런스가 종료된 후에도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연구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정보 확산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는 오는 2016년 1월 20일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되
는 한국통신학회 2016년도 동계종합학술발표회에도 Post-Conference를 진
행할 예정이오니 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해당 서비스는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http://www.eiric.or.kr) 커뮤니티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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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센터

전문연구정보센터

http://www.nric.or.kr

전문연구정보센터
Working그룹 4차 회의

2015년 전문연구정보센터
워크숍

전문연구정보센터
Working그룹 5차 회의

전문연구정보활용사업에 대한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전

센터별 특성화정보 서비스 전략에 대해 발표한 뒤, 전문연구

2016년 전문연구정보활용사업 시행계획 세부 내용 검토

문연구정보센터와 NDSL 간 논문정보 서비스 연계방안

정보 중앙센터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방안 외 전문센터 노후

후, 전문연구정보활용사업 노후 전산장비 통합방안 및

및 2015년도 신규 성과지표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

장비 개선방안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초연구사업 지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초연구사업 지원 방안에 대하

행하였다. 또한 분야별 전문센터 홈페이지 장비 통합 계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여 논의하였다.

획 및 시행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2015년 전문연구정보 중앙센터 추진 업무 및 홈페
이지 설계안을 검토하였다.

■ 일 시 2015년 7월 2일(목), 13:30~18:00
■ 장 소 대전 롯데시티호텔(컨퍼런스룸)
■ 참석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전문연구정보
센터 등 총 13여 명

■ 일 시 2015년 9월 10일(목)~11일(금)
■ 장 소 부산 롯데호텔(샤롯데룸)
■ 참석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전문연구정보센터
등 총 40여 명

■ 일 시 2015년 11월 6일(금), 10:00 ~ 15:30
■ 장 소 대전 인터시티호텔(토파즈홀)
■ 참석자 한국연구재단, 전문연구정보센터 등
총 12여 명

/센 /터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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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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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2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조선관 407호

Tel. 051)510-3345

Fax. 051)516-2029

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센터장 양대륙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공학관 748호

Tel. 02)3290-3730

Fax. 02)953-2216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

센터장 권영빈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창의ICT 공과대학 (208관)

Tel. 02)823-5081

Fax. 02)824-2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