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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개최
- 과학기술 진흥·정보통신 발전 유공자 129명 정부포상 수상자 선정 -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에 우수과학교사·과학기술 진흥 유공 등 415명,
장관상장에 우수과학어린이 5,370명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우일, 이하 ‘과총’)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계철, 이하
‘ICT대연합’)이 주관하는 “2020년 과학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이 제
53회 과학의 날(4.21) 및 제65회 정보통신의 날(4.22)를 맞이하여 21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ㅇ 이번 기념식은 과학기술 진흥 정보통신 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통해 연구 산업현장에서 노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인의 사기를 진작
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정보통신인의 의지를 다지며
국민과 함께 국가발전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포상 대상자 129명(과학기술 진흥 부문
79명, 정보통신 발전 부문 50명) 중 대표수상자 8명에 시상하는 것으로
축소하는 대신 최초로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하였으며, 최기영 과기
정통부 장관,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 이우일 과총 회장, 이계철
ICT대연합 회장 등 소수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주요 인사와
대표수상자만 행사에 참석하였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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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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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포상 과학기술 진흥 부문에서는 총 79명(훈장 26명, 포장 9명,
대통령 표창 20명, 국무총리 표창 24명 등)이 수상대상자이다.
ㅇ 과학기술훈장 창조장(1등급)은 친환경 수소자동차와 관련된 수소
미세누출 감지센서 개발, 열전소재(열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소재)의
나노그레인 코팅 방법 고안 등 나노과학 발전을 선도한 김성진 이화
여자대학교 교수가 수상하였다.
ㅇ 혁신장(2등급)에는 국내 최초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를 개발한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이사 및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황성우 삼성종합기술원 사장, 김기범 서울대학교 교수,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용진 인하대학교 교수,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ㅇ 웅비장(3등급) 수상자는 남창희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유홍희 한양
대학교 교수, 박기동 아주대학교 교수, 이재구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책임연구원, 존 헤르첵(John Herczeg) 미국 에너지부 원자력
실 선임자문관, 강학희 한국콜마 기술연구원 원장 등이다.
ㅇ 도약장(4등급)은 고성제 고려대학교 교수, 원덕숙
동방데이타
테크놀러지 대표이사, 이규환 재료연구소 부소장, 김승준 한국생명
공학연구원 부원장, 성문희 국민대학교 교수, 최철성 한국천문
연구원 책임연구원, 오명숙 홍익대학교 교수 등에게 주어졌다.
ㅇ 진보장(5등급) 수상자로는 국내 최초로 지수재 주입을 통한 하수관
보수기술(건설신기술 제714호 지정)을 개발한 김광선 웅진고분자
기술이사 외에 김성중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하동한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홍중 코베리 대표이사, 박현진 고려
대학교 교수가 선정되었다.
ㅇ 과학기술포장 수상자는 세계 최초로 P물질(신경전달물질의 일종)의 자가
치유 촉진기전을 규명하고, 한국줄기세포학회 회장 등 학술단체장을
역임한 손영숙 경희대학교 교수 외에 임혜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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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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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만 SK하이닉스 상무,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양현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진수 한국광해관리공단
실장, 김문수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사, 배재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기술원, 손종렬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다.
ㅇ 대통령 표창에는 처음으로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대면적 고성능
프로톤 전도성 연료전지 공정을 개발한 이종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외에 김창영 서울대학교 교수, 이문원 일신웰스 수석
연구원 등 20명이 선정되었다.
ㅇ 국무총리 표창에는 폴더블폰 등의 자유곡면을 생산 과정에서 검사
가능한 3D 측정기술을 개발한 김영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
연구원을 비롯하여 손봉원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상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24명이 선정되었다.
□ 정보통신 발전 부문에서는 정보통신 전 분야 42명(훈장 4, 포장 5,
대통령 표창 15, 국무총리 표창 18)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기여한 8명
(훈장 1, 포장 1, 대통령 표창 2, 국무총리 표창 4)을 추가하여 총 50명이
수상 대상자이다.
ㅇ 은탑 산업훈장(2등급)은 초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내 4차 산업혁명의 국가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최초 초기
기업 투자전문 벤처캐피탈을 설립하여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이 수상하였으며, 황조 근정훈장
(2등급) 수상자로는 세계 최초로 민관협력 5G 포럼을 창립하여
5G 상용화 생태계 조성 및 상용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 등 5G
상용화와 5G 기반 산업 간 융합 확산에 기여한 김동구 연세대학교
교수가 선정되었다.
ㅇ 동탑 산업훈장(3등급)에는 5G 통신시스템의 핵심기술 및 상용 솔
루션 개발을 통해 5G 기술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LTE,
CDMA, WiMAX 개발을 주도하여 세계시장 선도에 기여한 전재호

삼성전자 부사장, 홍조 근정훈장(3등급)에는 AI(인공지능) 학문
발전을 선도하고 AI 분야 최고 국제학술대회인 ICCV2019(국제
컴퓨터비전 학회)의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가 경쟁력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한 이경무 서울대학교 교수, 녹조 근정훈장(4등급)
에는 세계 최초 지상파 3DTV/UHDTV 상용화 및 표준화 활동 주도를
통한 차세대 방송통신 분야 발전, ICT 분야의 전문인력 및 고급
인력 등 인재 양성에 기여한 유지상 광운대학교 총장이 선정되었다.
ㅇ 산업포장에는 간편 본인인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
하고, 블록체인산업협회를 설립하여 블록체인 기술 저변 확대에
기여한 오세현 SK텔레콤 부사장을 비롯하여 전홍범 케이티
부사장, 하정욱 LG전자 전무가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근정포장
에는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교수,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교수, 박태완
과기정통부 기술서기관이 선정되었다.
ㅇ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대국민 보편적 우정서비스 실현과 집배 물류
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우편물 정시소통 강화 및 집배원
장시간 노동개선 등 현장중심 업무 효율화에 기여한 우상발 경인
지방우정청 시흥우체국 우정주사보(집배원)을 비롯하여 이선주
케이티 상무, 윤성옥 경기대학교 교수 등 17명이다.
ㅇ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에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선정기업으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랫폼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여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와 승객과 택시기사 간 상생혁신 모델 구현에
기여한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김지영 엘지씨엔에스
책임, 김숙경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 22명이 선정되었다.
□ 정부포상 수상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관련 기관과 단체, 추천위원회
및 민간으로부터 공모 추천을 받아 예비심의(1단계), 본심의(2단계),
과기정통부 공적심사(3단계)와 정부심의,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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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학기술 진흥 부문에서는 이번 수상자 선정부터 국민추천제를
도입하여 과학기술포장 1명, 국무총리 표창 2명 등 3명을 선정하는
등 민간 추천기능을 강화하였다.
□ 이번 기념식에 참가한 대표수상자 8명은 과학기술 정보통신에서의
상징성, 산 학 연 등 부문, 공적분야 공적내용, 성별, 연령 등을 고려
하여 과학기술 진흥 정보통신 발전 부문에서 각각 4명씩 선발되었다.
ㅇ 과학기술 진흥 부문에서는 과학기술 진흥 부문 최고훈격 수상자인
김성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과학기술훈장 창조장(1등급)), 여성 과학자
로서 생명과학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손영숙 경희대학교
교수(과학기술포장), 세계 최초로 프로톤 전도성 연료전지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준 이종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대통령
표창), 과학기술 진흥 부문 최연소(41세(79년생)) 수상자인 김영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국무총리 표창)이 선정되었다.
ㅇ 정보통신 발전 분야에서는 초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국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은탑산업훈장),
여성 기업인으로 모바일 블록체인 분야를 선도한 오세현 SK텔레콤
부사장(산업포장),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서 업무혁신을 주도한 우상발
시흥우체국 우정주사보(대통령 표창), ICT 규제샌드박스 혁신선도 기업
인으로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이사(국무총리 표창)가 선정되었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이후 총 129명의
정부포상 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올해 하반기 중 별도로 전수식을
개최하고 예우를 갖추어 시상할 계획이다.
□ 위와 별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관표창 수상자로 우수과학교사
235명 및 과학기술 진흥 유공 180명 등 415명, 장관상장 수상자로
과학적 탐구심 창의성을 발휘한 우수과학어린이 5,370명 등 총
5,785명을 선정했으며, 추후 각 기관에서 수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기영 장관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을
우리 국민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방역 담당자와 의료진의 헌신,
과학기술 정보통신인 여러분의 노고와 책임의식으로 잘 해내고
있다”라고 말했으며,
ㅇ “더불어 잘 사는 디지털 전환사회를 준비하고 , 과학기술 ICT
역량을 총 동원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우리나라가 바이오
의약에서도 강국으로 도약해 인류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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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

·

·

·

·

·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국화 사무관(☎ 044-202-4821), 이새랑 사무관(☎ 044-202-4844),
양용렬 사무관(☎ 044-202-6124),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박금주 과학문화팀장(☎
02-3420-13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

·

붙임 1

□ 대표수상자별 업적 상세

대표수상자 8명 명단 및 상세업적

□ 대표수상자 명단(과학기술 4명, 정보통신 4명)
훈
격

사진

수상자
소속/직위

주요 약력

훈격
공적개요

대표수상자
선정이유

(과학기술) 수소자동차 관련 상온에서
ㆍ아이오와주립대 물리화학 박사
ㆍ여성
미세한 수소 누출감지 가능한 센서
ㆍ한국과학기술한림원
ㆍ과기계
소재를 연구‧발표하고 열전소재를 나노
이화여자대학교
학술담당부원장
최고
그레인으로 코팅하는 방법 연구 등 나노
교수
ㆍ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
훈격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을 보임
(정보통신) 초대 4차산업혁명위원회
ㆍ4차
장병규
ㆍ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 석사 위원장으로 국내 4차 산업혁명 기반을
산업혁명
㈜크래프톤 ㆍ前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마련하고, 국내 최초 초기 기업 투자
위원회
ㆍ크
래
프
톤
(舊
블
루
홀
)
이
사
회
의
장
전문 벤처캐피탈을 설립하여 창업
의장
위원장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함
(과학기술) P물질의 역할 규명 등 주요
ㆍ캘리포니아대학(UCSF) 약리학
손영숙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줄기세포학회회장 ㆍ여성
박사
ㆍ리더십
/이사장 등 학술단체회장, 국가연구기획
경희대학교
ㆍ한국줄기세포학회 회장(이사장)
(생명과학
및 추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여성 생명 선도)
교수
ㆍ경희대 생명공학원 원장
과학자로서 리더십을 발휘
(정보통신) 간편한 본인인증 서비스 및 ㆍ여성
ㆍ함
부
르
크
대
학
교
Telem
atic
박
사
오세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제공, 오픈 ㆍ리더십
수료
SK텔레콤㈜ ㆍSKT 블록체인/인증사업본부 총괄
블록체인산업협회를 설립하여 블록체인 (블록체인
부사장
ㆍ(사)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장 저변 확대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선도)
(과학기술) 상용화 가능한 대면적 프로톤
ㆍ세계
이종호
ㆍ서울대 무기재료공학 박사 세라믹 연료전지 공정을 세계 최초로
최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ㆍ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학술지원 및 공정
산업체 기술지원을 통해 국내 연료전지
책임연구원 ㆍ한국세라믹학회 편집위원장
개발
산학연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
(정보통신) 대국민 보편적 우정서비스
우상발
실현과 집배물류 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ㆍ집배원
경인지방우정청 ㆍ이리공업고등학교
수행하여 우편물 정시소통 강화 및 (생활
시흥우체국 ㆍ시흥우체국 집배실장
집배원 장시간 노동개선 등 현장중심 밀착)
우정주사보(집배원)
업무 효율화에 기여함
ㆍKAIST 기계공학 박사
(과학기술) 초정밀 측정·가공 전문가로
김영식
ㆍ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구현의 핵심 기술인 초정밀 ㆍ과기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교수
3D 검사‧측정기술을 확립하여 국내 최연소
책임연구원 ㆍ삼성전기 생산기술연구소
산업체에 관련기술 보급 및 전파
책임연구원

사진

포
장

대
통
령
표
창

국
무
총
리
표
창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이사

(정보통신)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ㆍICT 규제
ㆍ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석사
중개 플랫폼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여, 샌드박스
ㆍ(주)코나투스 대표이사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와 승객과 택시 혁신선도
ㆍ(주)키인사이드 CPO
기사 간 상생혁신 모델 구현에 기여함 기업

- 7 -

주요 약력

소속/직위

ㆍ아이오와주립대 물리화학 박사

김성진

훈장

ㆍ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화여자대학교

학술담당부원장

교수

김성진

훈
장

수상자

ㆍ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

(과학기술) 수소자동차 관련 상온에서 미세한 수소 누출감지 가능한 센서소재를 연구‧발표하고
공적
요지

열전소재를 나노그레인으로 코팅하는 방법 연구 등 나노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을 보임
ㅇ 나노과학분야의 개척자로 320여편의 SCI 국제학술 논문과 13편의 특허 등 우수한 연구업
적으로 기초과학분야에 기여
ㅇ 우수한 업적으로 2013년 대한화학회 학술상 수상자, 2015년 한림회 정회원으로 선정
ㅇ 수소자동차 시대를 맞이하여 상온에서 미세한 수소의 누출 감지를 가능하게 하는 센서 소재 발표

주요
업적

* 이전 소재는 한 번 수소 검출 후 가열을 해 주어야 다시 수소 감지가 가능

ㅇ 열전소재(일로 전환되지 않고 열로 버려지는 에너지를 주위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다시 전
기를 생산하는 기능이 있는 소재)를 나노그레인으로 코팅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열전 성능
지수를 1.0 근처에서 1.9까지 획기적으로 개선

훈격

사진

수상자

주요 약력

소속/직위
장병규

훈장

ㆍ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 석사

㈜크래프톤

ㆍ前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의장

ㆍ크래프톤(舊 블루홀) 이사회 의장

(정보통신) 초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내 4차 산업혁명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최초
공적

초기 기업 투자전문 벤처캐피탈을 설립하여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함

요지

ㅇ 초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제도·정책 마련을 통해 국내 4차산업혁명 기반 마련
ㅇ 초기 기업 투자전문 벤처캐피탈을 설립하여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ㅇ 민간의 규제혁신 요구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규
제·제도혁신 해커톤’을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 정책방향 제시

주요

ㅇ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설립으로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벤처 창업 생

업적

태계를 조성하고, 창업자의 경험*을 후배세대 창업자에게 폭넓게 전수하여 스타트업을 위
한 방향성 제시
* ‘96년 네오위즈 공동창업(인터넷 자동접속 프로그램 ’원클릭‘ 서비스, ’세이클럽‘ 채팅 서비스 제공),
’05년 첫눈 공동창업(검색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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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격

사진

수상자

손영숙

포장

주요 약력

소속/직위

경희대학교
교수

ㆍ 캘리포니아대학(UCSF) 약리학 박사
ㆍ 한국줄기세포학회 회장(이사장)
ㆍ 경희대 생명공학원 원장

훈격

요지

리더십 발휘를 통해 국내 생명과학분야의 성장과 위상제고에 기여

주요 약력
ㆍ서울대 무기재료공학 박사
ㆍ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표창

ㆍ한국세라믹학회 편집위원장

(과학기술) 상용화 가능한 대면적 프로톤세라믹 연료전지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국가연구기획 및 추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여성 생명과학자로서 리더십을 발휘
ㅇ 약 40년 수공기간 동안 한국줄기세포학회 회장/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생명과학자로서

수상자
소속/직위
이종호

대통령

(과학기술) P물질의 역할 규명 등 주요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줄기세포학회회장/이사장 등 학술단체회장,
공적

사진

학술지원 및 산업체 기술지원을 통해 국내 연료전지 산학연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
공적
요지

ㅇ 30여년간 고체이온공학 기반의 SOFC 기술에 대해 전문성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고
성능의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 개발

ㅇ 논문 185건, 특허등록 42건, 저서 9건 및 기술이전 3건, 기술 상용화 2건 등

ㅇ 국내·외 학술발표 170건 및 논문 270여 편, 지적재산권 170여개 확보

ㅇ Substance-P(11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신경전달물질)이 조직 손상 시 메신저 역할을 하여 골
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가동시켜 손상 조직 치유를 촉진시키는 기전을 규명(김재찬 중앙대
주요
업적

주요

의대 교수 공동연구)
ㅇ 케라힐(2005년 KFDA 허가, 자가피부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2019년 KFDA 허가, 퇴행성관

업적

ㅇ 복잡한 성질 및 높은 변성가능성으로 인해 대면적화가 어려웠던 고성능 프로톤 전도성 연
료전지를 경제적으로 대면적화할 수 있는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프로톤 전도성 연
료전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보임

절염 치료제) 등 2건의 기술 실용화 성공

훈격

사진

수상자

오세현

포장

주요 약력

소속/직위

SK텔레콤㈜
부사장

ㆍ 함부르크대학교 Telematic 박사 수료
ㆍ SKT 블록체인/인증사업본부 총괄

훈격

표창

ㆍ (사)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장

요지

협회를 설립하여 블록체인 저변 확대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ㅇ 생활 속 서비스에 대해 정보통신 기업 리더로서 모바일 편의성 확대

업적

ㅇ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협회장으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구축 및 비즈니스 혁신사례 발굴

경인지방우정청
시흥우체국
우정주사보(집배원)

ㆍ이리공업고등학교
ㆍ시흥우체국 집배실장

공적

정시소통 강화 및 집배원 장시간 노동개선 등 현장중심 업무 효율화에 기여함

요지

ㅇ 우정서비스, 집배물류 측면에서 업무 조정 등으로 업무 혁신 실현
ㅇ 사회 변화에 따른 현안에 대응하여 현장중심 업무 효율화

ㅇ 본인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
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상용 서비스 사례 창출

주요 약력

(정보통신) 대국민 보편적 우정서비스 실현과 집배물류 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우편물

ㅇ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협회장으로 국내 블록체인 저변 확대

주요

수상자
소속/직위
우상발

대통령

(정보통신) 간편한 본인인증 서비스 및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제공, 오픈블록체인산업
공적

사진

주요
업적

ㅇ 18년 간 시흥우체국에 재직하며 소포 구분 작업장 이전, 신도시 세대 수 증가에 따른 배달
구역 전면 재조정 등을 통해 우편물 정시소통 강화 및 집배원 장시간 노동개선 등 현장중
심 업무 효율화에 기여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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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격

사진

수상자

김영식

국무총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표창

공적
요지

주요 약력

소속/직위

ㆍKAIST 기계공학 박사
ㆍ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부교수
ㆍ삼성전기 생산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과학기술) 초정밀 측정·가공 전문가로 스마트 팩토리 구현의 핵심 기술인 초정밀 3D 검사‧측정기술을
확립하여 국내 산업체에 관련기술 보급 및 전파
ㅇ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곡면 3D 측정기술, 토모그라피 3D 단층촬영 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붙임 2

훈장 수상자 공적개요(총 31명)

□ 과학기술분야(26명)
훈격

수상자
소속/직위

을 복합 격자무늬 패턴 스크린을 활용해 얻은 이미지를 독자적인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생산 공정에서 정밀하게 검사 가능한 자유곡면 실시간 3D 형상측정 기술
주요

개발

업적

◁2차연료전지용 초박판에 대한 (좌)
기존 기술로 얻은 영상, (우) 김영식
박사팀 기술로 얻은 영상

훈격

사진

수상자

김기동

국무총리
표창

주요 약력

소속/직위

㈜코나투스
대표이사

ㆍ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석사
ㆍ(주)코나투스 대표이사
ㆍ(주)키인사이드 CPO

공적

(정보통신)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랫폼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여,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와 승객과 택시기사 간 상생혁신 모델 구현에 기여함

요지

ㅇ ICT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분야 최초의 지정 사례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
랫폼 서비스 ‘반반택시’ 운영
ㅇ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매칭해 요금을 각각 절반 가량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여 심야시간대 승차난 및 단거리 승차거부 해소와 승객과 택시기
사 간 상생혁신 모델 구현(승객의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

주요
업적

①콜 신청(이용자)

②콜 수락(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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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동승 승객 탑승

④결제 및 승객평가

공적개요

ㆍ아이오와주립대 물리화학 박사
김성진
창조장
ㆍ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화여자대학교
학술담당부원장
(1등급)
교수
ㆍ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
조정우

ㅇ 폴더블폰, 우주선, 비행기 등에 사용되는 자유곡면(비대칭적이고 복잡한 형상을 지닌 곡면)

주요 약력

SK바이오팜㈜
대표이사

ㆍ텍사스 A&M 생물학 박사
ㆍSK㈜ Discovery Lab장
ㆍSK바이오팜 신약사업부문장

수소자동차 관련 상온에서 미세한 수소 누출감지 가
능한 센서소재를 연구‧발표하고 열전소재를 나노그레
인으로 코팅하는 방법 연구 등 나노분야 우수한 연
구업적으로 기초과학 분야 발전에 기여함
국내 최초 독자개발로 뇌전증
‘Cenobamate’ 개발에 성공하고 미국
(‘19.11월)되는 등 글로벌 제약시장에
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크게

치료제인
FDA 승인
직접 진출
기여함

ㆍ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핀융합 차세대반도체 원천기술,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인
장준연
연구센터 센터장
AI반도체, 양자컴퓨팅 기술 및 스핀논리소자 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ㆍ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차세대 술 개발 등을 주도하여 국가 주요산업인 차세대
책임연구원
반도체기술 수준 발전에 크게 기여함
반도체연구소 소장
황성우
ㆍ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 삼성전자 미래기술연구 총괄책임자로 IT제품 혁신
을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 뉴럴 프로세서 개발 및
삼성종합기술원 교수
신사업 원천기술 개발은 물론 미세먼지연구소 설
ㆍ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부원장 립(‘19.1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함
사장
서울대학교 재직중 반도체 금속배선기술에 적
김기범
ㆍ(사)나노기술연구협의회 회장 용되는 새로운 확산방지막 소재를 개발하고, 나
서울대학교
혁신장
ㆍ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객원연구원 노이온소자 기술을 개발하는 등 국가반도체 산
교수
업 및 나노기술 발전에 기여함
(2등급)
ㆍUniversite d’Orelans 박사 미세먼지의 중금속오염, 인체흡수도, 오염원인
이평구
ㆍ과학기술부 국가기술지도 자 추적기술 및 1급 발암물질인 크롬6가 함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된 대기오염물질 세계최초 규명 등 미세먼지의
자연재해분야 작성팀장
책임연구원
ㆍ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연구본부장 인체유해성 규명에 크게 기여함
80년대 제기된 해러추측(“the obvious map from
송용진
ㆍ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박사 braid group to mappingclass group induces trivial
homology homomorphism in Z/2-coefficient”)문제를 해
인하대학교 ㆍ대한수학회 수학올림피아드 결하여 국내 위상수학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수학
위원장, 부회장
교수
올림피아드 한국 대표팀을 20여 년간 이끌며 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고 수준의 영재들의 수학교육에 기여함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와 보안, 미디어 기
ㆍSK C&C 대표이사, 사장
술개발 사업화를 주도하고, AI(인공지능), Data 기
ㆍ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이사
반의 4차산업 혁명 생태계 조성으로 반도체산업
ㆍ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국가경쟁력 제고 및 고속성장 주도에 기여함

ㆍ프린스턴대학교 박사
고출력 펨토초 레이저와 초고속 광과학 분야
남창희
ㆍ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기반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출력의 4 페타와트
광주과학기술원
ㆍ기초과학연구원 초강력레이저 레이저 개발을 통해 국내 레이저과학 분야 위상
교수
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함
과학연구단 단장
터빈 및 터보엔진 핵심요소인 회전블레이드
유홍희
ㆍ미시간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
웅비장
해석 및 설계를 위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구조
한양대학교 ㆍ공학한림원 정회원
동역학 모델링 기법을 개발해 관련 기술을 세
(3등급)
ㆍ한양대학교 공과대학 4학장, 총괄학장 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교수
ㆍ유타대학교 박사
질병진단 및 치료를 위한 다양한 기능성 고분
박기동
ㆍ한국생체재료학회 회장
자 생체소재 및 의공학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아주대학교
ㆍ세계생체재료학회WBC2024조직위원장 생체재료·의공학 기술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
교수
ㆍ보건부보건의료기술사업의료기기전문위원장 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함
- 12 -

이재구
ㆍ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책임연구원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990년

화학공학 부터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분산형 바이오

매스 열병합 발전 및 2015년부터 굴뚝없는 발전
기술개발에 기여함
한·미간 원자력 연구개발협력사업 추진과 공동
John Herczeg ㆍPerdue University 박사
웅비장
연구 지원을 통해 국내 핵연료주기 기술 및 제
ㆍIAEA SAGNE 대표
美 에너지부 원자력실
ㆍ美 에너지부 Deputy Assistant 4세대 원자로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
(3등급)
선임자문관
리는 데 크게 기여함
Secretary
ㆍ한양대학교 화학공학 박사 화장품 흡수기술과 제약의 치유기술을 결합한 ‘화
강학희
장품+의약품’ 융복합 제품을 개발하고 3D프린터를
ㆍ대학화장품학회 회장
한국콜마㈜
활용한 세계 최초의 화장품을 개발하는 등 국내
기술연구원 원장 ㆍ세계화장품학회 회장
화장품 연구개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고성제
고려대학교
교수

도약장
(4등급)

진보장
(5등급)

ㆍ뉴욕주립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 박사 스마트폰의 색맹, 색약 보정, 다중노출영상 합성기
ㆍIEEE Korea CE Chapter Chairman 술 등을 개발하고, 로봇청소기 충돌방지 기술개발
등 영상처리·컴퓨터비전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
ㆍ대한전자공학회 회장
ㆍLG 이노텍-고려대학교 산학협력센터장 를 창출하여 국내 기술의 세계적 성장에 기여함

영상출력 구간의 데이터 분석에 따른 전력절감
원덕숙
ㆍ동방데이타테크놀러지 기술 LED전광판 기술개발로 미사용역역의 불필요한
㈜동방데이타테크놀러지
전력소모를 절감, 화질개선 등 매출증대 및 일자
연구소 연구원
대표이사
리 창출 등 회사발전에 크게 기여함
표면처리 분야에서 전산해석 기술을 이용하여
이규환
ㆍ한국과학기술원 재료공학과 친환경 3가 크롬도금, 고내식 아연합금도금
재료연구소
양산화 등 산업적 기여와 2차원 소재, 열전소
박사
부소장
재 연구로 미래소재 기술 발전에 기여함
세계 최초로 25종의 타이로신특이적탈인산화효
김승준
ㆍ서울대학교 화학 박사
소(PTP) 구조를 규명하였고, 바이오 R&D 기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ㆍ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사회현안 해결 및 바이오 미래전략 수립 등을
부원장
ㆍ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래연구정책본부장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함
ㆍBK21플러스 바이오식의약소재 특화
성문희
발효식품 미생물로부터 인체에 안전한 면역치료
전문인재양성 사업단장
신약소재 발굴과 장내미생물 혁신 신약기술 개발
국민대학교
ㆍ국민대학교 LINC사업단 바이오 로 바이오헬스 신성장 산업화 기술개발에 기여함
교수
헬스케어 ICC 소장
과학로켓 실험과 X선 천문 연구로 천문우주과학
최철성
ㆍ도쿄대학교 천문학 박사
의 지평 확장에 기여하고, 학술대회 유치와 연구
한국천문연구원 ㆍ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장 성과 확산의 세계화로 천문학 발전, 정부 소관위
책임연구원 ㆍ한국천문연구원 이론천문연구센터장 원회 활동으로 우주개발 진흥에 기여함
여성공학인의 진출 확대와 위상강화를 위한 연
ㆍ메사추세츠 공대 박사
오명숙
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학회 활동을 통해
홍익대학교 ㆍTexaco. Inc., Senior Research Engineer 사회적 성장 기반 수립에 기여하고 국내 공학
교수
ㆍLawrence Livermore 국립연구소 Task Leader 교육 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기여함
ㆍ텍사스 A&M 해양물리 박사 북극 온난화가 한반도 겨울철 한파를 발생시키
김성중
는 원인을 파악하여 계절 예측에 활용토록 했
극지연구소 ㆍ듀크대 지구환경과학부 전임연구원 으며 남극진동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남극
책임연구원 ㆍ극지연구소 극지기후과학연구부장 기후변화 원인 규명에 기여함
나노구조 제작 및 양자 신소재‧소자 특성 정밀측
하동한
ㆍ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 박사 정 기술구현을 통하여, 우리나라 나노‧양자 과학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술 분야의 연구능력을 확립하고 인력을 양성
ㆍ일본 AIST 객원연구원
책임연구원
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임으로 기여함
독자적 기술개발을 통한 핵심부품 제조로, 차
김홍중
ㆍ히타치 제작소 – 히타치 연구소 세대 성장 동력 산업인 로봇산업에 핵심부품을
㈜코베리
보급하고, 국내외 전시회 참여 및 기고 등을
모터개발 - 과장
대표이사
통한 홍보 활동으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함
다양한 기초연구를 통해 식품산업에서 사용되
ㆍ조지아대학교 이학박사
박현진
는 생물고분자소재개발, 미세캡슐을 이용한 기
고려대학교 ㆍ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조교수 능성식품 개발 및 식품포장재 상용화 등 식품
교수
ㆍ한림원 회원
산업 발전에 기여함
국내 최초로 지반침하를 예방할 수 있는 지수재
김광선
주입(UDRS공법) 비굴착 하수관 부분보수 공법
웅진고분자㈜ ㆍ웅진기업 – 웅진고분자㈜ 근무 및 하수관 자동화 보수로 개발 등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
기술이사
의 절감 및 공사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
- 13 -

□ 정보통신분야(5명)
훈격

수상자
소속/직위

은탑
산업
훈장
(2등급)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ㆍ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 석사 초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내 4차산업
ㆍ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혁명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최초초기 기업 투자전문
ㆍ본엔젤파트너스 대표/고문 벤처캐피탈을 설립하여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함

황조
근정
훈장
(2등급)

김동구
연세대학교
교수

ㆍUniversity of Southern 세계 최초로 민관협력 5G 포럼을 창립하여 5G 상용화
California 전기전자공학 박사 생태계 조성 및 상용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 등으로 5G
ㆍ5G포럼 집행위원회 위원장 상용화와 5G 기반 산업 간 융합 확산에 기여함

전재호
삼성전자㈜
부사장

ㆍ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 박사 5G 통신시스템의 핵심기술 및 상용 솔루션 개발을
ㆍ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개발팀장 통해 5G 기술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LTE, CDMA,
/글로벌테크놀로지 서비스 팀장 WiMAX 개발을 주도하여 세계시장 선도에 기여함

홍조
근정
훈장
(3등급)

이경무
서울대학교
교수

ㆍUniversity of Southern AI(인공지능) 학문발전 선도, AI 분야 최고 국제학술대회인
California 전기공학 박사 ICCV2019(국제 컴퓨터비전 학회)의 유치 및 성공적
ㆍ한국컴퓨터비전학회 회장 개최를 통해 국가 경쟁력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함

녹조
근정
훈장
(4등급)

유지상
광운대학교
총장

ㆍPurdue University 전기공학 박사 세계 최초 지상파 3DTV/UHDTV 상용화 및 표준화
ㆍ(사)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활동 주도를 통한 차세대 방송통신 분야 발전, ICT
방송정책연구회 회장
분야의 전문인력 및 고급인력 등 인재 양성에 기여함
ㆍ차세대 방송기술 협의회 의장

동탑
산업
훈장
(3등급)

주요 약력

공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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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정부포상 수상자 전체 명단(총 129명)

① 과학기술진흥 79점(훈장 26, 포장 9, 대통령표창 20, 국무총리표창 24)
구분

수상자 명단

창조장(1점) 김성진(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창영(서울대학교 교수)

정은옥(건국대학교 교수)

강노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운(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유석(㈜브로던 이사)

송인혁(재료연구소 책임연구원)

권진경(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이문원(㈜일신웰스 수석연구원)

김진현(CJ제일제당 부장)
대통령표창
(20점)
한미정(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오두병(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정우(SK바이오팜㈜ 대표이사)

장준연(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황성우(삼성종합기술원 사장)

김기범(서울대학교 교수)

이종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호준(LS산전㈜ 부장)

이평구(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용진(인하대학교 교수)

권오남(서울대학교 교수)

박정웅(숭문고등학교 교사)

박정태(광문각출판사 대표)

서길원(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 센터장)

유홍희(한양대학교 교수)

현성호(경민대학교 교수)

김경란(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관)

이재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손봉원(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상미(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승범(한국원자력의학원 책임연구원)

신승권(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육영춘(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재균(SK하이닉스㈜ TL)

황정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영식(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성호(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진환(현대자동차㈜ 실장)

송락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혁신장(7점)

박정호(SK텔레콤㈜ 대표이사)
남창희(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웅비장(6점) 박기동(아주대학교 교수)

John Herczeg(美 에너지부 원자력실 선임자문관) 강학희(한국콜마㈜기술연구원 원장)
고성제(고려대학교 교수)

원덕숙(㈜동방데이타 테크놀러지 대표이사)

이규환(재료연구소 부소장)

김승준(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

성문희(국민대학교 교수)

최철성(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도약장(7점)

오명숙(홍익대학교 교수)
김성중(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하동한(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진보장(5점) 김홍중(㈜코베리 대표이사)

국무총리표창 최홍수(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24점)
윤동기(한국과학기술원 부교수)

민정기(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정관영(㈜정코스 대표이사)

박현진(고려대학교 교수)
채성욱(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기세(명지대학교 교수)

이상일(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신근(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영미(경희대학교 교수)

송기수(지에스인터비전 대표)

김광선(웅진고분자㈜ 기술이사)
임혜숙(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조영만(SK하이닉스㈜ 상무)

이영국(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손영숙(경희대학교 교수)

이정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장경수(한국연구재단 실장)

이진수(한국광해관리공단 실장)

박수진(인하대학교 교수)

과학기술포장
양현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9점)
김문수(한국과학영재학교 교사)

이득용(대림대학교 교수)

배재성(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기술원)

손종렬(고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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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통신발전 50점(훈장 5, 포장 6, 대통령표창 17, 국무총리표창 22)
구분

2020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개최 계획(안)

수상자 명단

□ 개 요

은탑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산업훈장(1점)

○ (목적) 기념식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하여 과학기술인 자긍심 제고,
국민들에게 과학 정보통신의 역할 및 중요성 홍보
○ (일시/장소) ’20. 4. 21(화) 15:00
, 한국과학기술회관(B1, 서울 강남구)
○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황조
김동구 (연세대학교 교수)
근정훈장(1점)

·

동탑
전재호 (삼성전자㈜ 부사장)
산업훈장(1점)

(30분 내외)

홍조
이경무 (서울대학교 교수)
근정훈장(1점)

※ (주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후 과학의날(4.21), 정보통신의 날(4.22) 기념식 통합 개최

녹조
유지상 (광운대학교 총장)
근정훈장(1점)
산업포장
(3점)

전홍범 (㈜케이티 부사장)

근정포장
(3점)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교수)

대통령표창
(17점)

참고 1

오세현 (SK텔레콤㈜ 부사장)

하정욱 (LG전자㈜ 전무)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교수)

박태완 (과기정통부 기술서기관)
이선주 (㈜케이티 상무)

윤성옥 (경기대학교 교수)

김종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상무)

김도현 (국민대학교 교수)

박노택 (㈜텔레필드 대표이사)

김종배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조범근 (㈜에치에프알 그룹장)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태성 (인켈전기통신㈜ 대표이사)

박승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

장홍성 (지능정보산업협회 협회장)

김대중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장)

김도학 (울산광역시 지방기술서기관)

임진국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팀장)

우상발 (시흥우체국 우정7급 우정주사보) (단체표창) (사)한국전자파학회 (민경식 대표)
(단체표창) ㈜케이엠더블유 (김덕용 대표이사)

김지영 (㈜엘지씨엔에스 책임)

김숙경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이사)

이성숙 (구립 별하 어린이집 원장)

우동명 (정화통신㈜ 대표이사)

황상재 (한양대학교 교수)

문찬곤 (㈜스마트메디칼디바이스 대표이사) 강명현 (한림대학교 교수)
한의동 (중앙통신㈜ 대표이사)
김영철 (ICT폴리텍대학 교수)
국무총리표창
구본동 (삼성그린텔서비스 대표)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22점)
곽순규 (㈜한국케이블TV 광주방송 부장) 오진영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
최성재 (육군본부 육군중령)

김민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

○ (주요내용) 개회사, 주제영상, 정부포상 시상, 기념사 등
*

*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 포상자 현황(단위: 점)) 훈장 31, 포장 15, 대표 37, 국표 66,
과기진흥유공 장관표창 180, 우수과학교사 장관표창 235, 우수과학어린이 장관상장 5,370

○ (참석자) 장관, 주관기관장, 정부포상 수상자(8명) 등 12명

※ 행사 진행 필수인원(사회자, 생중계 카메라인력 등)포함 전체 50여명

○ (슬로건) 과학기술·ICT 힘으로, 대한민국 희망을 만듭니다.

※ (2019) 혁신성장, 안전, 포용에 기반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
※ (2018) 국민의 삶과 안전 지킴이, 과학기술·ICT(안전한 우리집! 신나는 대한민국!)

○ (홍보) 기념식 생중계 , 보도자료(정부포상 수상자 발표 등) 배포
*

* YTN 사이언스(TV), 네이버·카카오TV, 유튜브

□ 세부 일정(안)
구분

시 간

세부내용

15:00~15:01 01’

◦ 개회 선언

• 사회자

15:01∼15:04 03’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1절, 묵념

15:04∼15:07 03’

◦ 개회사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우일 회장
•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 이계철 회장

기념식
15:07~15:10 03‘
(30‘)

◦ 주제영상

• 경제성장, 코로나19 대응 등 세계 모범국가로 등극
하는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이 중심 역할

15:10~15:25 15‘

◦ 정부포상
시상

• 장관 전수
- 정부포상 : 8명(과학기술 : 4명, 정보통신 : 4명)

15:25∼15:29 04’

◦ 기념사

• 장관

15:29∼15:30 01’

◦ 폐회 선언

• 사회자

임완규 (서청주우체국 우정7급 우정주사보) 문광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팀장)
(단체표창) ㈜유비쿼스 (이상근 대표이사) (단체표창) 코위버㈜ (황인환 대표이사)
(단체표창) ㈜후후앤컴퍼니 (허태범 대표이사) (단체표창) ㈜앰진시큐러스 (조양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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