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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성과확산팀 황구연 팀장(042-869-6670), 김준섭 연구원(042-869-6673)
과기정통부, 2019년 「우수과학자 포상」 통합시상식 개최
- 한국과학상･공학상, 젊은과학자상,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한국
과학기술한림원(원장 한민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소장 안혜연)와
함께 2019년 「우수과학자 포상」 통합시상식을 12월 12일(목)
오후 2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하였다.
ㅇ 이번 통합시상식은 한국과학상(2명)․공학상(2명), 젊은과학자상(4명),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3명), 이달의 과학기술인상(6명) 등 4개
부문 총 17명의 우수 과학자에 대한 시상 및 축하 행사로 이루어졌다.
ㅇ 이번 수상의 영예는 시상식에 참석한 가족과 동료, 그리고 주요
인사들의 많은 축하와 격려 속에서 한층 고양되었고, 대한민국 과학
기술인으로서의 열정과 자긍심을 키운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 우선, ｢한국과학상․공학상｣에는 ▴오용근(기초과학연구원 단장 포스텍 교수),
▴안지훈(고려대 교수), ▴이승재(명지대학교 교수) ▴하헌필(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인정되어 선정되었다.
ㅇ 오용근 교수(한국과학상)는 현대기하학과 이론물리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사교기하학 및 거울대칭분야를 선도하는
연구자로서 플로어 이론이 사교위상수학의 주 연구 도구로 자리
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ㅇ 안지훈 교수(한국과학상)는 식물이 기온 변화를 인지하는 신규 유전학적
·

경로를 찾아내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물학적 방안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ㅇ 이승재 교수(한국공학상)는 지난 30년간 한국형배전자동화의 중앙
시스템에 탑재되는 최적 운영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적용을
하였으며, 이 교수의 정전구간 복구방안과 고장점표정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

*

* 전기의 전선이나, 전신ㆍ전화의 통신선이 땅에 닿아 접지하였거나 선 사이의 회로가
망가져서 저항이 아주 적은 회로를 형성한 경우 그 고장 난 부분의 위치를 표시하는 일

하헌필 책임연구원(한국공학상)은 세계 최초로 저온(220℃이하)에서
작동하는 선박 및 제철소 소결로용 탈질촉매를 상용화하여 막대한
환경적 효과 및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였다.
□ 만 40세미만 우수과학기술인에게 수여되는 ｢젊은과학자상｣은 ▴유우종
(성균관대학교 교수), ▴노준석(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김신현(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노준홍(고려대학교 교수)이 공학 분야의 뛰어난 연구 성과와
발전 잠재력이 인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ㅇ 유우종 교수는 그래핀, 황화몰리브데늄 등의 나노신소재를 수직
방향으로 쌓아올려, 기존 트랜지스터보다 10배 얇으면서 광변환
효율은 50배 높은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세계최초로 개발하는 등
2차원 나노물질 및 소자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
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ㅇ 노준석 교수는 투명망토 등 꿈의 기술로 알려진 메타물질을 포함한
나노기술 분야의 선도적인 개척 연구를 통해 차세대 암호화 디스
플레이 원천기술을 구현하는 등의 기계분야 차세대 연구자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ㅇ 김신현 교수는 연성소재 특히 콜로이드 광결정 기반의 미세입자를
대면적에 형성할 수 있는 소재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 기술은
디스플레이, 센서, 위변조방지 소재, 심미성 색소재로 활용 가능
하고, 잔류약물 검출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캡슐형 센서 소재를
ㅇ

개발한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ㅇ 노준홍 교수는 고효율, 차세대 광-전 에너지 변환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 최고 효율의 금속할로겐화물 페로브
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개발에 선도적 연구를 수행하는 등 태양
전지 기술의 활용시기와 활용도를 높인 탁월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에는 학술 산업 진흥 부문에 ▴김미영(서울대 교수)
▴이금주(삼성전자 상무) ▴김영미(경희대 교수)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ㅇ 김미영 교수(학술부문)는 투과전자현미경의 전자 회절과 분광 이론
및 반도체 소재, 저차원 기능성 재료, 구조 재료, 에너지 재료 등에서의
응용에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으며, 특히 실시간 측정을 통해 원자
수준에서의 소자의 작동 원리를 규명함으로써 차세대 반도체 소자
및 에너지 소재의 상용화에 기여하였다.
ㅇ 이금주 상무(산업부문)는 미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초
2세대 10나노급 D 램 양산 개발에 성공하여, 4차 산업 혁명 환경
속에서 국내외 프리미엄 D램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초격차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다.
ㅇ 김영미 교수(진흥부문)는 WBF-코스맥스 여성과학기술 약진상을
제정하여 젊은 여성생명과학자 발굴에 노력하였고, 여성과학자의
안전한 연구실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과학기술자 연구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출판하는 등 핵심 여성인재 발굴과 연구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 한편,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에는 올해 하반기 월별(7~12월) 수상자로
선정되었던 ▴신관우(서강대 교수), ▴박호석(성균관대 교수), ▴송석호(한양
대학교 교수) ▴박병국(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홍용택(서울대학교 교수),
▴박종혁(충북대 교수) 등 6명의 연구자가 이번 시상식을 통해 수상하였다.
․

※

․

7월 수상자 신관우 : 스스로 에너지 대사를 하는 인공 세포체 구현
8월 수상자 박호석 : 2차원 포스포린의 새로운 에너지 저장 메커니즘 규명

9월 수상자 송석호 : 새로운 광학(Optics) 분야 비-에르미티안 나노광자
(Non-Hermitian Nanophotonics) 개척
10월 수상자 박병국 : 고효율 스핀전류 생성 소재 개발
11월 수상자 홍용택 : 인쇄공정 기반 신축성 하이브리드 전자 기술
12월 수상자 박종혁 : 빅데이터 활용한 여성장애인 건강검진 추이 및 관련 요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과학기술인의 도전과 혁신이
곧 국가경쟁력이요 인류의 지적자산과 행복의 원천이다.”라면서,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더욱 정진하길 부탁
드린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참고 1. '19년 시상별 수상자 현황
2. 시상별 주요 내용
3. '19년 우수과학자포상 통합시상식 개최 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옥영민 사무관(☎ 044-202-48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19년 시상별 수상자 현황

 한국과학상･공학상 (4명)

수상자
추천 업적명
플로어 호몰로지 이론의 이론적
오용근
토대 마련과 사교위상수학과
(기초과학연구원/포스텍) 거울대칭이론에
대한 연구 적용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서울대학교
(학사) 수학
학력 1979.3.-1983.2.
of California (석·박사) 수학
1983.5.-1988.5. Univ-. Berkel
ey
기간
경력 내역
2012.7.-현재
기초과학 연구원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장
주요
2013.11.-현재
포스텍 교수
경력
대회 기하학 분야 패널 위원
2015.12.-2017.3. (ICM-2018세계수학자
Geometry Session, Geometry panel core member)
▸사교 위상수학 및 기하학(Symplectic topology and geometry)에서 라그랑지안 플로어 이론의
대표 주된 장애물들(key obstructions)을 규명하여 호몰로지 거울 대칭 가설이 출현하는 길을 닦았음
업적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과 결과는 차후에 거울대칭가설을 보다 일반적인 다양체로 확장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사교위상수학의 깊은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수상자
추천 업적명
안지훈
식물 열 매개체(Thermal Mediator)
(고려대학교)
신호 전달 기전 규명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1984.3.-1988.2.
서울대학교
(학사) 식물학
학력
1988.3.-1993.2.
서울대학교
(석사) 생물학
1993.3.-1997.8.
서울대학교
(박사) 분자생물학
기간
경력 내역
주요
2017.8.-2019.7.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학부장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사무총장
경력 2018.1.-2018.12.
2019.1.-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
▸기온 변화를 인지하는 신규 유전학적 경로를 찾아내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기초를 마련함.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온도에서 개화시기의
대표 생물학적
야기하는 유전자들을 찾아내고 이들이 생체 내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함
업적 ▸변화를
상위 5% 이내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네이처 플랜트(Nature Plant) 지를 포함하여
다수의 최우수 학술지에 교신저자로 논문을 발표함(총 7,800여회 피인용)

수상자
추천 업적명
이승재
배전자동화 고장처리 기술개발 및
(명지대학교)
실용화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1981.3.-1985.2.
한양대학교
(학사) 재료공학
학력
1985.3.-1987.2.
한양대학교
(석사) 재료공학
1995.9.-1999.1.
Oxford University (박사) 재료공학
기간
경력 내역
2001.5.-2018.2.
차세대전력기술연구센터(ERC) 센터장
주요
2009.9.-2015.8. 국제대전력망회의 시그레(CIGRE) Study Committee-B5 한국대표
경력
2011.1.-현재
국제전기공학 학술지(JICEE) 편집위원장
▸지난 30년간 한국형배전자동화의 중앙시스템에 탑재되는 다양한 최적 운영 및 제어기술 개발 및
실적용을 하였으며, 특히 개발된 고장처리기술- 고장구간 파악 및 분리, 정전구간 복구방안
대표 (중앙집중식, 분산형방식)과 고장점표정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로 인정받고 있음
업적 ▸정전복구 논문 및 고장점표정 논문은 실적용되어 정전복구시간을 7분으로 단축시켜 전기
공급 신뢰도를 크게 높이고 설비 이용율을 75%로 높여 매년 약 800억원의 투자비를
감소시켰으며 호당정전시간(SAIDI)을 세계 최고 수준인 16분으로 줄이는데 기여함
수상자
추천 업적명
하헌필
다중 촉매반응을 이용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내구성/고효율 저온 탈질촉매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1975.3.-1979.2.
서울대학교
(학사) 전기공학
학력
1979.3.-1981.2.
서울대학교
(석사) 전기공학
1983.9.-1988.3. Univ. of Washington (박사) 전기공학
주요
기간
경력 내역
1989.1.-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경력
세계 최초로 저온(220℃이하)에서 작동하는 선박 및 제철소 소결로용 탈질촉매를 상용화
하여 막대한 환경적 효과(POSCO 광양 소결로에 세계최초로 저온재생성을 부여한 저온
상용화하여 120억원/년 이상의 에너지 절감) 창출, 촉매를 탑재한 대형선박엔진을
대표 촉매기술을
이상의 수주(엔진가격 기준 2조원 이상의 매출유발)하여 경제적 효과를 창출함
업적 ▸160기
상용 탈질촉매는 저온(290℃이하)영역에서 촉매 피독물질의 형성 때문에 안정적 사용이
불가하였으나, 발명된 고효율의 탈질촉매는 촉매 저온 재생특성을 보유하여 촉매 사용
가능 온도를 저온영역으로 대폭 확장하였음
▸

 젊은과학자상 (4명)

학력
주요
경력
대표
업적

학력
주요
경력
대표
업적

수상자
추천 업적명
유우종
2차원 나노물질 및 소자 분야 개척 및
(성균관대학교)
탁월한 연구성과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1999.3.-2007.8.
서울대학교
(학사) 전자공학
2007.3.-2011.2.
성균관대학교 (박사) 전자공학
기간
경력 내역
2011.3.-2013.2.
UCLA 화학과 박사후연구원
2013.3.-2019.2.
성균관대학교 조교수
2019.3.-현재
성균관대학교 부교수
▸ 2차원 나노 물질인 그래핀, 황화몰리브데늄 등은 종이와 같은 2차원 구조에 원자 1~2개의
초미세 두께를 갖는 신소재임. 그래핀과 황화몰리브데늄을 쌓아올려 수직방향으로 동작하는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세계최초로 개발함. 기존 실리콘 반도체 트랜지스터 대비 1000배 높은
전류량을 확보함
▸ 그래핀/황화몰리브데늄 광센서는 기존 반도체 광센서 대비 두께가 10배 감소된 반면, 광변환
효율은 50배 향상됨. 그래핀/황화몰리브데늄 촉각센서는 압력에 대한 감응도가 기존 반도체
촉각센서 대비 1000배 향상됨

수상자
추천 업적명
노준석
메타물질을 포함한 나노기술 분야의
(포항공과대학교)
선도적인 개척 연구수행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2007.3.-2011.2.
포항공과대학교 (학사) 기계공학
Uni
v. of Illinoigsn, (석사) 기계공학
2007.8.-2008.8.
Urbana-Champai
Univ. Berkel
of Caleiyfornia, (박사) 기계공학
2008.8.-2013.5.
기간
경력 내역
2014.8.-2018.9.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조교수
2017.1.-2017.1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2018.9.-현재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무은재 석좌 부교수
▸투명망토 등 꿈의 기술로 알려진 메타물질을 포함한 나노기술 분야의 선도적인 개척 연구를
수행하여, 차세대 디스플레이, 초고해상도 현미경 등의 연구를 수행
▸세계최초 카이랄 특성을 가지는 금 입자의 메타물질을 제작하여 가시광선에서의 선명한 색
소자 구현 및 능동 디스플레이 소자를 구현
▸메타물질의 고유한 보안합성 방식을 이용하여 차세대 암호화 디스플레이, 자유도가 높은 암호
인코딩 기술 및 보안 산업에 적용할 것으로 기대

학력
주요
경력
대표
업적

학력
주요
경력

대표
업적

수상자
추천 업적명
연성소재 특히 콜로이드 광결정 기반의
김신현
미세입자를 대면적에 형성할 수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소재 기술 개발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2000.3.-2004.2.
연세대학교
(학사) 화학공학
2004.3.-2009.1.
한국과학기술원 (박사) 생명화학공학
기간
경력 내역
2010.03.-2012.05.
하버드 대학교(Havard University) 박사후연구원
2012.6.-현재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조교수, 부교수
2017.7.-현재
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아시아사업 센터장
▸나노입자의 자가조립을 통해 독특한 광학 특성을 갖는 광결정 소재를 대면적에 형성할 수
있는 소재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추후 디스플레이, 센서, 위변조방지 소재, 심미성 색소재로
활용 가능성을 확보
▸복잡한 유체에 포함된 미량의 유해 물질을 시료의 전처리 없이 현장에서 검출할 수 있는 캡
슐형 센서 소재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달걀 내 살충제 성분을 검출하거나 혈액 내
잔류 약물을 검출하는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
수상자
추천 업적명
노준홍
차세대 태양전지인 할로겐화물 페로브스카이트
(고려대학교)
태양전지 분야에서 여러 핵심 기술 개발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1999.3.-2003.2.
서울대학교
(학사) 재료공학
2003.2.-2009.8.
서울대학교
(박사) 재료공학
기간
경력 내역
2009.10.-2011.12.
서울대학교 박사후연구원
2011.12.-2017.2.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본부 선임연구원
2017.3.-현재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부교수
▸기존의 태양전지 기술과 달리 할로겐화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낮은 온도에서 용액 공
정으로 인쇄하여 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단결정 태양전지 수준의 높은 효율을 보
여 이 분야의 게임체인저로 불릴 만큼 미래 태양전지로 높은 잠재력을 보임
▸유력한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에서 연구 초기부터 고효율, 고안정성,
대면적화 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독창적 접근법으로 관련 분야 여러 핵심 기술들을 개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태양전지 기술의 활용 시기를 앞당기고, 활용도를 높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문제 해결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3명)

학력
주요
경력

대표
업적

학력
주요
경력
대표
업적

수상자
추천 업적명
김미영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차세대 메모리
(서울대학교)
및 에너지 소재의 동작 원리 규명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1986.3.-1990.2.
서울대학교
(학사) 물리학
1990.3.-1992.2.
서울대학교
(석사) 물리학
Arizona State
1993.8.-1998.12.
(박사) 물리학
University
기간
경력 내역
시카고 대학교(Oak Ridge National Lab/
1998.11.-2001.4.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박사후연구원
2001.4.-2004.8.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Analytical Engineering Center 연구원
2004.9.-현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조교수, 부교수, 교수
▸실시간 투과전자현미경법은 동작 중 미세 원자 구조 및 전자 구조를 측정하는 방법으
로 이를 활용하여 차세대 반도체 및 나노 에너지 소재 내에서 소자의 동작 원리, 소
자 내에서의 이온들의 이동 경로 및 반응 과정을 규명하였음
▸메모리 저항소자에서 전압 인가에 의해 구조적인 상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정
량적인 모델을 제안하였고 상변화 위치와 크기를 제어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상용
화의 가능성을 보임
▸나노 소재 배터리 전극반응 중의 준안정상 존재를 밝혀내고 포괄적인 전기 화학적 리
튬화 과정 및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음
수상자
추천 업적명
이금주
10 나노급 DRAM 성능 및 수율 개선
(삼성전자)
공정 기술 개발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1990.3.-1994.2.
중앙대학교
(학사) 화학
1994.3.-1996.2.
중앙대학교
(석사) 화학
기간
경력 내역
1996.1.-2017.10.
삼성전자 공정개발실 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PL
2017.11. -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공정개발실 상무
▸D램 공정 개발 leader로 핵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미세 공정 한계를 극복하고, 2017
년 11월 세계 최초 2세대 10 나노급 D램 양산 개발에 성공하여, 4차 산업 혁명 환경
속에서 국내외 프리미엄 D램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초격차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학력
주요
경력

대표
업적

수상자
추천 업적명
WBF-코스맥스 여성과학기술 약진상
김영미
제정과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구실
(경희대학교)
안전관리지침 마련에 기여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1979.3.-1983.2.
서울대학교
(학사) 약학
1983.3.-1985.2.
서울대학교
(석사) 약물학
1985.7.-1991.5.
Purdue University (박사) 생화학
기간
경력 내역
1991.7.-1995.7.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2002.4.-2007.8.
울산대학교 아산생명과학연구소 부교수
2007.9.-현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16년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회장 재임 당시 45세 이하 성장 잠재성이 우수한 여성
생명과학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WBF-코스맥스 여성과학기술 약진상을 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8명의 수상자가 배출됨
▸여성과학기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여성과학기술자 연구안전관리 가이드
라인 초판과 개정판을 발간함. 분야별 카드뉴스와 여성과학자 안전교육 동영상 등을
작성하고, 학회와 학교에서 강연을 통해 여성과학자의 안전한 연구실환경을 조성하고
여성과학자의 역량강화에 기여함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이 당뇨병과 파킨슨병 발병의 주된 원인이며, 미토콘드리아 손상
의 원인은 내분비교란물질임을 규명하는 연구 분야를 개척하였음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6명)

학력
주요
경력
대표
업적

학력
주요
경력

대표
업적

수상자
추천 업적명
신관우
스스로 에너지 대사를 하는 인공
(서강대학교)
세포체 구현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1988.2.-1995.7.
서강대학교
(학사) 화학
1995.9.-1997.7.
한국과학기술원 (석사) 재료공학/고분자
1997.9.-2000.12. SUNY at Stony Brook (박사) 재료공학/고분자
기간
경력 내역
2006.8.-현재
서강대학교 화학과 부교수, 교수 (전, 연구처장)
2010-현재
서강대학교 바이오계면연구소 소장
2012-2013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방문 교수
▸세계 최초로 빛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전환시켜, 인공세포 내에 아데노신3인산(ATP)을
생산, 세포와 유사한 대사활동과 단백질 합성을 통한 형태 변형을 하는 인공세포를 구현함
▸이와 같은 결과는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IF=35.724)지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고, 영국 BBC·미국 하버드 대학의 하이라이트 뉴스, KBS/MBC
/SBS/YTN의 주요 뉴스로 전파되어 세계적인 뉴스와 연구성과로 소개되었음
수상자
추천 업적명
박호석
2차원 포스포린의 새로운
(성균관대학교)
에너지저장 메커니즘 규명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1996.3.-2003.2.
경북대학교
(학사) 고분자공학
2003.3.-2005.2.
한국과학기술원 (석사) 화학공학
2005.3.-2008.8.
한국과학기술원 (박사) 화학공학
기간
경력 내역
2017-현재
한국탄소학회&Springers(종신회원, Carbon Letters 편집위원)
2017-현재
한국고분자학회(종신회원, 고분자 연구 편집위원)
2018-현재
Wiley(Batteries & Supercaps 편집위원)
▸다양한 2차원 나노소재의 표면 구조 제어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 저장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고, 이를 통해서 기존 에너지 저장 소재의 성능 한계를 극복하거나 기능성
에너지 저장 소자를 개발하였음
▸특히, 분자 수준에서의 표면 화학 제어를 통해서 배터리 소재로만 알려졌던 2차원 포스
포린이 달성할 수 없었던 고효율·고출력·고안정성을 보여주었음. 이를 통해서 차세대
전자기기,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저장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고용량 에너지저장 신
소재 개발에 적용 가능하고, 기후변화대응, 미세먼지, 화석에너지 고갈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 기대됨

수상자
송석호
(한양대학교)
기간
1980.3.-1984.2.
학력
1984.3.-1986.2.
1986.3.-1989.2.
기간
주요
1989.3.-1997.8.
경력
1997.9.-현재
대표
업적

비-에르미티안 시스템(Non-Hermitian system)에서의 비대칭적 에너지 흐름원리를 나노광학
영역에 도입하여, 기존 나노광학 기술로는 실현이 어려운 국소영역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문제를 극복하고, 광신호 흐름의 공간적 및 시간적 대칭성을 붕괴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광통신용 집적회로 소자로의 응용 가능성도 제안

▸

수상자
박병국
(한국과학기술원)
기간

학력

주요
경력

대표
업적

추천 업적명
새로운 광학(Optics) 분야 비-에르미티안
나노광자(Non-Hermitian Nanophotonics) 개척
학교명
전공 및 학위
연세대학교
(학사) 물리학
한국과학기술원
(석사) 물리학
한국과학기술원
(박사) 물리학
경력 내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한양대학교 부교수, 교수

1990.3.-1997.2.
1997.3.-1999.2.
1999.3.-2003.2.

추천 업적명
고효율 스핀전류 생성 소재 개발
학교명

한양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전공 및 학위

(학사) 금속공학
(석사) 재료공학
(박사) 재료공학
기간
경력 내역
2011.12.-현재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조교수/부교수
2017.3.-현재
Journal of Magnetics (SCIE) 부편집장
2017.5.-현재
Scientific Reports (SCI) 편집위원
▸스핀전류를 효과적으로 생성하고, 스핀분극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강자성/전이금속
이중층의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였음
▸이 신소재를 스핀궤도토크 자성메모리에 적용할 경우, 저전력, 초고속, 고집적 소자의
개발이 가능하여, 차세대 전자소자인 모바일, 웨어러블, IoT용 메모리로 활용가능성이 높음
▸이 결과는 소재 기술 분야의 최고 권위의 네이처 머티리얼스(Nature Materials, IF
39.235)에 2018년 3월 게재되었으며, 이 기술을 차세대 메모리 소재로 다수의 국내외
지적재산권이 출원되었음

학력
주요
경력
대표
업적

수상자
추천 업적명
홍용택
인쇄공정 기반 신축성 하이브리드 전자 기술
(서울대학교)
기간
학교명
전공 및 학위
1990.3.-1994.2.
서울대학교
(학사) 전자공학
1994.3.-1996.2.
서울대학교
(석사) 전자공학
. of Michigan (박사) 전기공학
1997.9.-2003.12. UnivAnn
Arbor
기간
기관명(직위 직책 등)
2003.12.- 2006.2.
이스트만 코닥(Eastman Kodak Company) 시니어연구원
2006.3.-현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부교수, 조교수
2012.9.-2013.8.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 방문교수
▸파스처럼 쭉 늘려 사람의 몸에 착 달라붙어 생체신호나 움직임을 정확히 감지하고,
분석한 신호를 디스플레이를 통해 외부로 보여 주는 신체부착형 신축성 웨어러블 전
자시스템 기술 개발
▸정확한 신체 움직임 감지를 위해, 신체부위별 관절 위치와 크기가 다른 어린이와 어른과
같은 개인차이를 극복하고, 필요한 기능만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조립하는(Do It
Yourself, DIY) 맞춤형 웨어러블 기술 개발
수상자
추천 업적명
박종혁
빅데이터 활용한 여성장애인 건강검진
(충북대학교)
추이 및 관련 요인
기간

학력

1996.3.-2002.2.
2003.3.-2006.8.
2006.9.-2008.8.
기간

주요
경력

대표
업적

학교명

충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전공 및 학위

(학사) 의학
(석사) 보건학
(박사) 의학
기관명(직위 직책 등)

2007.3.-2013.3.
국립암센터 암 정책지원과 과장
2014.3.-현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16.4.-현재
보건복지부 장애정책미래포럼 및 공공재활포럼 위원
▸과학기술인인 동시에 시각장애인으로 장애인의 건강과 보건의료를 위해 헌신해 왔으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관련법 제안,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설립에 주도적 역
할을 수행
▸여성장애인이 건강에 취약하고 검진 수검률이 낮은데 이를 빅데이터로 체계적으로 밝혀
내고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사회적 의미가 큰 연구 결과를 창출함. 또한 장애인의 폐암
진단치료생존의 불평등 논문을 흉부 종양학 저널(Journal of Thoracic Oncology, IF=10.1)에
게재하는 등 세계보건기구(WHO)의 장애와 건강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 장애인 건강권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사업들에 대한 근거들을 창출하고 있음

붙임2

시상별 주요 내용
① 한국과학상ㆍ공학상

□ 개 요

목적)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세계 정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이룩한
과학기술자를 포상하여 기초과학 및 과학기술 연구진흥 도모
ㅇ (자격기준) 국내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및 한국계 과학기술자
ㅇ (시상내용) 대통령상 4명(과학상2, 공학상2), 연구장려금 각 3천만원
ㅇ (선정) 단일주제의 연구업적을 중심으로 4개 분과심사 → 우수과학자포
상통합심사위원회(15인 이내 위원의 심사･선정)
ㅇ (주관기관) 한국연구재단
□ 시상 현황 : '19년까지 과학상 62명('87년부터), 공학상 37명 선정('94년부터)
ㅇ (

② 젊은과학자상
□ 개 요

목적)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위상 및 자긍심을 제고하며, 미래 국가과
학기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주역을 육성
ㅇ (자격기준) 국내 대학 및 국내 연구기관에 재직하는 만 40세 미만의
과학자로서 연구‧개발업적이 뛰어나며, 발전 잠재력이 우수한 자
ㅇ (시상내용) 대통령상 4명(4개 군별 각 1명), 연구장려금 각 5천만원
ㅇ (

※ 자연과학분야와 공학분야를 격년제로 교대 시행 - 2019년은 공학분야 대상으로 시상

선정) 수상후보자 추천일 기준, 최근 5년이내의 업적을 중심으로 분야
별 서면심사(분야별 5인이내), 4개 군별 심사(군별 15인이내) → 우수과학
자포상통합심사위원회(15인이내 위원의 심사･선정)
ㅇ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ㅇ (

□ 시상 현황 : '97년 시행이후 '19년까지 91명 선정

③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 개 요

목적)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학ㆍ연ㆍ산 연구 개발자를 발굴ㆍ포상하여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및 대국민 과학기술 인식 제고
ㅇ (자격기준) 국내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및 한국계 과학기술자
ㅇ (시상내용) 매월 장관상 1명(연 12명), 시상금 각 1천만원
ㅇ (선정) 최근 3년간 대표적 연구개발 업적 1건을 중심으로 6개 분과심사
및 우수과학자포상통합심사위원회(15인 이내 위원의 심사･선정)
ㅇ (

※ 창의적 학술연구(국내 대학), 원천기반 요소기술개발(공공연구기관), 산업화 및 제품화
기술개발(기업체 연구소)을 중점적으로 심사

주관기관) 한국연구재단, 서울경제
□ 시상 현황 : '97년 시행이후 '19년 하반기까지 273명 선정
ㅇ (

④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 개 요

목적) 학술 활동, 연구개발성과, 과학기술 진흥 활동이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을
발굴･포상하여여성과학기술인의사기진작및우수여성인력의과학기술계진출유도
ㅇ (자격기준)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및 한국계 여성과학기술자
ㅇ (시상내용) 장관상 3명(학술, 산업, 진흥), 시상금 각 1천만원
ㅇ (선정) 최근 5년간의 대표적 연구개발성과 및 학술, 진흥 활동을 중심으로
경제 산업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중심으로 3개 부문심사 및 우수과학자
포상 통합심사위원회(15인 이내 위원의 심사･선정)
ㅇ (주관기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시상 현황 : '01년 시행이후 '19년까지 56명 선정
ㅇ(

·

·

붙임3

'19년 우수과학자포상 통합시상식 개최계획

과학상·공학상, 젊은 과학자상, 여성과기인상 등 4개 주요 「우수과학자 포상」의
시상식을 통합 개최하여 대통령상·장관상 수상자 등 과기인 사기 및 명예 고양

 행사 개요

일시/장소 : 2019. 12. 12(목) 14:00~15:30 / 국립과천과학관 상상홀
ㅇ 참 석 자 : 장관, 주관기관(한림원, 연구재단, 여성센터, 서울경제)
대표, 통합심사위원장, 수상자(17명) 및 가족･동료 등 150여명
ㅇ 주요 내용 : 4개 주요 우수 과학기술인상의 시상식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가족･동료 등 초청 행사로 개최하여 수상자 사기 진작
ㅇ

※ 시상별 주요내용
포상명
(제정)

한국 과학상･공학상
젊은 과학자상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87)
('97)
('97)
('01)
자연과학, 공학 분야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할
과학기술발전에
연구, 학술 활동 우수
개요
세계적 연구성과의 젊은 과학자(40세미만) 공한한 과학기술인을
여성과학기술인
과학기술자 발굴･시상
발굴･시상
매월 발굴･시상
발굴･시상
대통령상 4명,
대통령상 4명,
장관상 6명(하반기),
장관상 3명,
시상규모
부상 3천만원
부상 5천만원
부상 1천만원
부상 1천만원
한국연구재단
주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서울경제

* 시상식과 별도로 수상자들의 성과(업적)를 소개할 수 있는 전시 예정
 세부일정(안)
시 간

주요내용

13:55∽14:00

(5')

주요내빈 환담 (주관기관장, 심사위원장 등)

14:00∽14:15

(15') 오프닝 공연, 개회, 국민의례, 축사

14:15~14:20

(5')

심사경과 보고

(60')

15:20∽15:30

(10') 기념 촬영(단체)

15:30

장관

한림원장

대통령상 시상 및 기념촬영(한국과학상･공학상, 젊은 과학자상)
- 상장 수여(장관→수상자) - 부상 수여(주관기관장→수상자)
- 수상자별 수상 소감 발표

14:20∽15:20

비고

장관상 시상 및 기념촬영(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 상장 수여(장관→수상자) - 부상 수여(주관기관장→수상자)
- 수상자별 수상 소감 발표

장관

장관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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