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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인재 양성·융합 연구 통해 세계적인 선도 연구집단으
로 성장”

생명공학(Biotechnology, BT), 나노공학(Nanotechnology, NT), 정보공학

(Information technology, IT) 분야의세계적인 연구및 개발 추세는 급변하고있

다. 이분야의원천기술을확보하기위한기술전쟁이세계각국에서벌어지고있다.

특히의료기기, 의약학, 헬스케어등바이오나노융합기술은미래고부가가치이윤을

창출할수있는신성장동력분야로각광받고있다. 현재선진국에서는이분야의연

구개발과사업화가활발히진행되고있지만아직은연구개발단계에머무르고있다.

때문에국내에서집중적인투자가이루어진다면세계적인경쟁력을선점할수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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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바이오나노융합기술의세계시장규모는 2020년

에 120조(약 1,000억 달러) 이상으로성장할것으로전

망되고있다. 한국이이분야에서세계시장의 10%(100

억달러)를점유하고석박사급고급인력1인당100만달

러의매출을창출한다고가정할경우, 2020년에는약 1

만명이상의바이오나노융합관련기술인력이필요할

것으로예측된다. 바이오나노융합분야의전문인력양

성을위한국가의집중적인지원이필요하다.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는 이 분야의 중요성을 인

식하여 10여 년 전부터 바이오나노학과를 특성화 학과

로집중육성해왔다. 그결과, 연구(선도연구센터유치)

- 교육(BK21플러스사업유치) - 산학협력(산학협력중

심대학 육성사업 유치)의 3박자를 고루 갖춘 인프라를

구축했다. 

한양대 ERICA BK21 플러스 바이오나노융합인력사

업단(단장주재범, 한양대교수)은 지난 10년간구축된

ERICA 캠퍼스의 바이오나노융합을 위한 연구 인프라,

2단계 BK21 사업수행의 결과로서 구축한 인적, 교육,

국제화인프라등이두개를바탕으로바이오나노재료,

바이오나노소자, 바이오나노분석등에특화된교육프로

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나노메디슨, 나노분자진

단, 바이오분자 상등에전문성을갖춘세계적인재를

양성하고자한다. 주재범교수는“우리사업단의목표는

의료기기, 의약학, 헬스케어 등 신성장 동력 분야를 선

도해나갈수있는창조적전문인력을양성하는것이다”

고밝혔다.

사업단의연구진

현재사업단에는한양대바이오나노학과 16명의교수

들이 참여하고 있다. 바이오기술(정일엽, 채 규, 황승

용, 채필석, 임동우), 바이오나노기술(주재범, 성기훈, 최

종훈, 김용신, 김진웅), 나노기술(이학준, 정 대, 신동

수, 방진호, 조은진, 박진구) 등총 3개의연구가진행되

고있으며각연구분야는긴 한협력체계를유지하고

있다.

분야별세부연구

‘바이오나노재료분야’는바이오나노신소재개발및

의료진단/치료로의응용연구를수행한다. 마이크로플

루이딕스기술을이용한약물담지및전달체개발, 유무

기담지체를이용한나노바이오촉매및반응법개발, 무

기나노소재 합성 및 특성 분석, 효율적 유기 나노 물질

합성을 위한 합성방법론 개발, 막단백질의 구조분석을

위한양쪽성물질의개발등이주요연구분야다. 

‘바이오나노소자분야’는다양한바이오나노분석용

디바이스개발및응용연구를수행한다. LED 등의나

노 광소자 응용, 마이크로미세칩에서의 기도상피세포

배양을 통한 기도염증 제어기술개발, DNA 마이크로어

레이를통한유전자발현분석, 종판별및SNP 분석, 탄

소나노튜브/그래핀/나노입자를 이용한 나노하이브리드

구조체합성과전기화학센서로의응용, 반도체성나노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바이오나노 융합인력사업단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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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소재를이용한화학센서개발등이다.

‘바이오나노분석분야’는전기화학및광학분석을통

한바이오메디컬분석기술을개발하고자한다. 줄기세

포 분화에 관련된 후성유전 조절 연구, 단백질 재료 및

생체재료 합성, 그의 조직공학, 약물전달학에의 응용,

원자및플라즈마현상, 통합형바이오나노광센서기반

난치성질환의혈액진단신기술개발, 나노면역학기반

질병인자초고감도검출기술개발등이다.

주재범 교수는“참여 연구진은 기초과학과 융합공학

에우수한연구력을지니고있다”며“협동연구를수행해

세계연구를선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것을목표

로한다”고밝혔다. 주교수는“난치성질환의조기진단,

고위험성병원균(독성세균, 바이러스, 독소) 등의 조기

검출, 식품위생, 환경분석, 바이오디펜스 등 현재 우리

사회가안고있는난제들을해결할수있는기반기술도

개발한다”고 덧붙 다. 이들 연구진은 세계 대학, 연구

소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긴 한 협력체계를 통해

세계적인연구인프라를구축할계획이다. 

분야별 참여교수 연구 분야

바이오나노
기술

연구분야

주재범
통합형 바이오나노 광센서 기반 난치성 질환의 혈액 진단 신기술 개발
기능성 나노입자를 이용한 고위험성 병원균 (세균, 박테리아, 독소)의 조기 검출 및 시스템
기술 개발

성기훈 나노바이오센서 및 마이크로플루이딕 바이오칩 개발
탄소나노튜브/그래핀/나노입자를 이용한 전기화학센서 개발

최종훈 나노면역학 기반 질병인자 초고감도 검출 기술 개발
기능성 나노 구조체 개발 및 질병 유발 미생물 방지 기술

김용신 반도체성 나노섬유 소재를 이용한 화학센서 개발
금속나노입자 촉매를 활용한 전기화학식 가스센서 및 Paper-based 바이오센서

김진웅 마이크로플루딕스 기술을 이용한 약물담지 및 전달체 개발
바이오나노유체, 자기회합체, 고차계면구조체 합성 및 피부과학적 응용

나노기술
연구분야

박진구 반도체 세정기술 및 화학기계평탄화(CMP) 기술개발 및 평가
나노바이오센서, 초정 금형 제작, 바이오칩 표면처리기술 개발

이학준 유무기 담지체를 이용한 나노바이오 촉매 및 반응법 개발
난치성 질환의 진단 및 치료용 의약물질 합성

방진호 무기나노소재 합성 및 특성 분석
에너지전환 및 저장, 바이오센서에서의 나노소재 응용

조은진 효율적 유기 나노 물질 합성을 위한 합성방법론 개발
생화학적 활성이 있는 천연물 및 의약품 전합성

정 대 원자 및 플라즈마 현상
충돌, 제동복사, 전하포획

신동수 광학적, 소자적 특성 측정 및 분석
LED 등의 나노 광소자 응용

바이오기술
연구분야

채 규 줄기세포 분화에 관련된 후성유전 조절 연구
암세포에서의 후성유전 조절 연구

정일엽 마이크로미세칩에서의 기도상피세포 배양을 통한 기도염증 제어기술개발
호산구 발생 분화 제어를 통한 기도염증 제어 기술 개발

황승용 DNA Microarray를 통한 gene expression profiling, 종판별 및 SNP 분석
바이오분자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마이크로 바이오 센서

임동우 단백질 재료 및 생체재료 합성, 그의 조직공학, 약물전달학에의 응용
바이오나노재료 합성 및 그의 바이오 센싱 및 바이오이미징

채필석 막단백질의 구조분석을 위한 양쪽성 물질의 개발
템플레이트를 이용한 나노입자의 합성 및 응용

< 바이오나노융합인력사업단 참여교수들의 연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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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BK21 플러스 바이오나노융합인력
사업단은....

“바이오나노융합산업 분야는 5-10년 이내 폭발적인

성장이예상됩니다. 우리사업단은이분야를선도할수

있는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할 것입니다. 우수한 연

구력을 지닌 교수들의 협동연구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연구 흐름을 창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바이오나노융합인력사업단을이끌고있는주재범교

수는한양대를졸업한후 1994년미국텍사스A&M 대

학에서분광학전공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 주 교수는

1995년 한양대 ERICA 캠퍼스에 부임했으며 현재까지

바이오나노 융합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07

년 2차 BK 사업을유치해융합기술인력프로그램에내

실을 기했으며 2008년에는 연구재단의 ERC센터를 유

치해바이오융합분야의R&D 개발을위한연구인프라

를 구축했다. 2010년에는 공학대학 내‘생명나노공학

과’를신설해BK21 대학원과정과연계될수있는학부

교육인프라를구축했다. 또한캠퍼스내에약학대학유

치위원으로활동하면서한양대학병원, 고려대학병원과

의협동연구체계를마련, ‘공학- 과학- 의학- 약학’

분야의융합연구가활성화될수있는기틀을마련했다.

이런활동들은한양대ERICA 캠퍼스가바이오융합거

점대학으로거듭날수있는계기가됐다.

주 교수는현재까지 175편의 SCI 논문을게재했으며

다수의 국내외 학술회에서 논문을(포스터 390, 초청강

연105) 발표했다. 10여건의특허출원및6건의특허등

록, 3건의신기술이전등도수행했다. 한양대나노센서

연구소 소장, 생명나노공학과 학과장, 약학대학 유치위

원, 통합형휴먼센싱시스템연구센터소장등을역임했

으며, 현재 한국연구재단 융합과학사업단 전문위원, 미

래창조과학부기초연구사업추진위원회위원등으로활

동하고 있다. 학회활동으로 바이오칩학회 수석부회장,

광학회 바이오포토닉스 분과 운 위원, 대한화학회 종

신회원을 겸하고 있으며, Journal of Optical Society

of Korea, Journal of Molecular Structure의편집위

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9월 교육과학부 우수연

구 50선에선정됐으며 2013년에는과총과학기술우수

논문상과 기초연구사업 발전 및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표창을수상했다.

본사업단은위와같은세개의바이오, 나노, 바이오

나노관련융합분야로구성되어있으며, 신진교수6명

을포함한총 16명의교수와 21명의박사과정학생, 61

명의석사과정학생및 2명의박사후연구원들이본사

업에참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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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 사업추진배경및목표

①①추추진진배배경경

○산업통상자원부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중2010년도기반조성신규사업으로추진

- 2009년도산업통상자원부연구기획시행

- ‘07~‘09 기간동안 지원한 바이오스타 프로젝트인 항체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을지원하기위한국내임상CRO 기반병행구축필요성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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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②사사업업목목표표

○바이오의약품에대한임상수요를국내CRO를통해충족시킴으로써비임상및임상CRO 산업의Global 경

쟁력을제고함.

③③사사업업내내용용

○임상CRO 사업구성

부 문 내 용

비임상*
CRO

ㅇ GLP제도 선진화 및 안전성평가를 위한 비임상시험 수준 향상
ㅇ 비임상시험(GLP 독성시험)의 현장 실무형 전문 기술인력 교육
ㅇ고부가가치 비임상평가시험기술 개발

임상
CRO

ㅇ 임상 CRO 핵심기반(공통 및 선별) 시스템 구축 지원 및 활용기반 마련
- CDM(공통), PM·QA·CRA(선별)**

ㅇ 국내 개발 바이오의약품의 임상을 실제 수행하여 임상 CRO 기업의 Global 경쟁력 확보
ㅇ 임상수행을 통한 Global 임상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진출 지원

* 당초 시작은 임상 CRO로 시작하여 비임상 CRO는 3차년도(2012년)부터 참여함.

** CDM(Clinical Data Management : 임상시험자료관리), PM(Project Management : 임상시험관리), QA(Quality
Assurance : 임상시험 신뢰성보증), CRA(Clinical Research Associate : 임상시험 모니터요원)

부 문 내 용

비임상
CRO

ㅇGLP제도 선진화 및 안전성평가를 위한 비임상시험 수준 향상
ㅇ비임상시험(GLP 독성시험)의 현장 실무형 인력 교육
ㅇ참여기관별 고부가가치 비임상평가시험기술 개발

임상
CRO

1단계
(1~3차)

ㅇ참여기관별 공통시스템(CDM) 구축
ㅇ참여기관별 선별시스템(PM·QA·CRA) 구축
ㅇ인력·표준화·성과확산 등 기반 구축

2단계
(4~5차)

ㅇ기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제 바이오의약품의 임상 수행
ㅇ임상수행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제품군 연차별 확보
ㅇ인력·표준화·성과확산 등 기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을 위한 국내 CRO 육성기반 구축

○연차별추진내용

(2) 사업기간및사업비

①①총총사사업업기기간간및및사사업업비비

○총사업기간: 2010. 6 ~ 2015. 5(60개월)

○총사업비 : 70.6억원(정부출연금: 56.6억원, 민간부담금(현물) : 14억원)

②②당당해해연연도도(제제5차차년년도도) 사사업업기기간간및및사사업업비비

○제5차년도사업기간: 2014. 6 ~ 2015. 5(12개월)

○제5차년도사업비 : 15.4억원(정부출연금: 12.4억원, 민간부담금<현물> : 3억원)

(3) 추진체계

○주관기관: 한국바이오협회

○참여기관: 국내비임상, 임상CRO관련8개기업및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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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2010) 2차년도(2011) 3차년도(2012) 4차년도(2013) 5차년도(2014) 합 계
정부출연금 800,000 1,020,000 1,300,000 1,300,000 1,235,000 5,655,000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2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400,000

합 계 1,000,000 1,320,000 1,600,000 1,600,000 1,535,000 7,055,000

부 문 내 용
비임상
CRO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톡스텍(3개 기관)

임상
CRO 드림씨아이에스, 씨엔알리서치, 서울씨알오, 지디에프아이, 엘에스케이 로벌파마서비스(5개 기관)



추진실적(‘10.06~‘14.0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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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구
분

주관
임상 CRO 비임상 CRO

합 계 목표치 달성도
(%)

참여#1 참여#2 참여#3 참여#4 참여#5 참여#6 참여#7 참여#8
한국
바이오
협회

드림
씨아이
에스

씨엔알
리서치

서울
씨알오

지디
에프아이

LSK
로벌
PS

안전성
평가
연구소

한국
화학
연구원

바이오
톡스텍

임
상

C
R
O

장장비비도도입입((건건)) -- 66 33 33 55 33 -- -- -- 2200 2200 110000

시시스스템템개개발발
((건건)) -- 55 66 55 33 -- -- -- -- 1199 1199 110000

바바이이오오의의약약품품
임임상상수수행행((건건)) -- 11 11 11 11 11 -- -- -- 55 55 110000

시시스스템템활활용용((건건)) -- 22 22 22 11 11 -- -- -- 88 77 111144

표준화(보고서) - 21 10 28 16 8 - - - 83 68 122

교육과정/연계
(회) 19 34 41 36 40 37 - - - 209 100 209

교육참여자
(명) 630 780 486 155 210 211 - - - 2,472 851 290

교육시간(Hr) 424 52.6 790.5 678 634 571 - - - 2,853.1 1,073 265

인시간(MHr) 13,904 1,170 12,302 1,810.5 1,488 2,911 - - - 33,585.5 15,072 222

바바이이오오의의약약품품
추추가가확확보보((건건)) ((1122)) 33 22 22 22 22 -- -- -- 1111 1100 111100

비
임
상

C
R
O

가이드라인
업계보급(건) - - - - - - 3 - - 3 2 150

가이드라인
업계보급(건) - - - - - - 3 - - 3 2 150

ICT2013 운
(건) - - - - - - 2 - - 3 2 150

인력교육(회) - - - - - - 11 - - 11 10 110

교육참여자
(명) - - - - - - 138 - - 138 15 920

교육시간(Hr) - - - - - - 19.5 - - 19.5 18 108

인시간(MHr) - - - - - - 1,713 - - 1,713 270 634

비비임임상상평평가가
기기술술개개발발((건건)) -- -- -- -- -- -- 22 33 66 1111 1111 110000

공

통

정보자료구축
(건) 5 12 10 12 7 9 2 2 4 30 29 103

워크샵/세미나
(회) 15 7 7 19 25 13 2 2 2 41 32 128

마케팅활동(회) - 3 2 5 2 4 - - - 16 6 266

프로그램, 
연계활동(건) 19 3 5 3 6 6 2 2 5 51 25 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