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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연구에서는 복잡하고 긴급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학제 간, 분야 간, 지식, 이론, 방법, 데이터의 결합과 긴밀한 협
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개발된 개념틀이나 바뀐 지식적, 기술적 패
러다임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음

지난 국제융합연구 우수사례집에서는 미국 NSF의 주목하고있는 장기도
전과제인 Idea Machine 2026을 바탕으로 100개 사례를 살펴봄

이번 2021 융합연구 우수사례집에서는 우선 융합연구총괄센터에서 진행
한 주요 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융합연구의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함

그리고 2019-2022년도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융복합연구)에 참여한 건
강, 노인, 환경, 인문사회, 소통, 공간팀의 성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최근의 융합 트렌드는 융합을 통해 생성된 지식 및 기술과 학문체계가 
과학기술 연구에서 점차 특정 학문중심(discipline-based)접근을 벗어
나 문제중심(problem-based)접근을 보편화하고 있음

이에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융복합연구)의 건강, 노인, 환경, 인문사회, 
소통, 공간팀들 중 수집된 총 27개 팀의 사례와 성과를 살펴보고, 연도
별 연구추진성과 및 진행 상황과 추후 진행될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에 대해 확인하고자 함

0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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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팀

1. 성폭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연구 융복합 통합이론의 구축에서 스마트헬스 
프로그램 개발까지  김기현 교수(성균관대)

2. 장애로 인한 여가소외집단의 신체활동 중심 여가 활동 참여 증진을 통한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연구  김매이 교수(고려대)

3. 장애인의 환자중심의료 향상을 위한 인문학적 고찰  박소연 교수(경희대)

4.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모바일 마음챙김 명상 앱 개발 및 적용
이우경 교수(서울사이버대)

5. 초고화질(UHD)화면과 VR(가상현실)화면을 활용한 일반 수용자 및 임상환자의 인
지심리 치료 연구  최영준 교수(청주대)

노인팀

1. 노인 건강정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Cure+Care+Edu Platform 
개발  박성지 교수(원광대)

2. 치매노인을 위한 시·촉각 가상현실 기반 인터랙티브 음악활동 프로그램 개발  
오정아 교수(재단법인 충청남도복지재단)

3. ICT 융합을 통한 지역사회 우울증 예측과 해소방안 연구 도농복합도시의 중
고령층을 중심으로  정무권 교수(연세대)

환경팀

1. 기후정의와 사회혁신을 위한 데이터과학기반 시민과학정책모델 개발 폭염
재난과 건강불평등을 중심으로  김현 교수(충남대)

2. 위계에서 얽힘으로 포스트휴먼시대의 인간-동물관계  이동신 교수(서울대)

3. 초연결사회 보안환경 변화에 따른 취약요인 분석 및 신보안전략
홍규덕 교수(숙명여자대)

4. CALMET 모델을 이용한 토지이용의 미기상 민감도 연구
김진오 교수(경희대)

02. 연구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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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1. 디지털 나노의학과 환자의 생체정보 이용: 윤리적, 법적, 사회적 분석 연구
김한나 교수(연세대)

2.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적용한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기술 개발 연구
박영태 교수(동의대)

3.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승부조작 위험성 경고 
시스템 구현  박재현 교수(한국체육대)

4. 이용자 자아상태와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인공지능 스피커 시스
템 개발 및 검증  장병희 교수(성균관대)

5.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서 편향(성) 최적화 방법론 융합연구
정원섭 교수(경남대)

6. 한국전통문화산업 고도화를 위한 신한복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개발 및 온
라인 플랫폼 구축  안명숙 교수(광주대)

소통

1. 대화분석을 통한 인간과 기계와의 실시간 상호작용 연구  이요안 교수(서강대)

2. 문화요소 추출시스템을 활용한 한·중·일 문화이미지프레임 대조연구와 구현
이준서 교수(성결대)

3. 센서 알고리즘을 활용한 효과적인 팀 상호작용 모델 연구  홍운기 교수(울
산과학기술원)

4. 웨어러블 테크 DIY 개발 및 적용  이지선 교수(숙명여자대)

5. 의사소통장애인의 조음치료를 위한 한국형 전자구개도의 개발 및 임상 유
용성 검증  하지완 교수(대구대)

6. 첨단 과학기술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형 융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효과 탐색  이현주 교수(이화여자대)

7. VR를 이용한 의사소통역량 함양을 위한 E-edu 시스템 개발
박종태 교수(단국대)

공간

1. 4차산업시대가 열어줄 지속가능한 AASSA 커뮤니티케어서비스 개발 및 적용  
김지연 교수(가천대)

2. IoT 정밀 측위기술 및 공간분석이론을 적용한 유아교육 공간과 유아 행동 및 발
달에 대한 융합연구  차기주 교수(가천대)

02. 연구팀 현황





Ⅱ 융합연구총괄센터

  1. 융합연구총괄센터 주요 역할

  2. 융합연구총괄센터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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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융합연구총괄센터 소개

 융합연구총괄센터 역할

 융합연구총괄센터는 융합연구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2011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융합연구의 대한 확실한 정의, 저변 확대, 성과 확산이 연동되는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공동융합

연구지원과제 연구팀을 대상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연구팀 간의 소통 지원

- 융합연구총괄센터에서는 확대되고 있는 일반공동융합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일반공

동융합연구지원과제 연구팀을 대상으로 포럼 구성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대언론·대국민 홍보, 합동 

발표회 개최를 통해 일반공동융합연구 활성화 도모

 융합연구총괄센터 주요기능

 융합연구 문화확산

- 융합연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융합연구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유동적인 협력체계 구축

- 주제별 맞춤형 세미나(콜로키움): 기존 단일연구팀 대상의 콜로키움의 범위를 확장하여 공통의 주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분야 별 협력 추구

- 정보공유플랫폼 구축 및 운영(융합연구총괄센터 홈페이지 개선): 융합연구총괄센터 홈페이지를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개편 및 추가 기능 구축ㆍ운영

- 융합연구 방법론 도서 개정 출판: 기 출간된 융합연구방법론 도서의 내용에 신규 콘텐츠를 추가하고 

개정하고 출판하여 융합연구 문화가 확산에 기여

 1. 융합연구총괄센터 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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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연구 성과 공유

- 융합연구 성과발표회 개최 및 성과자료집 제공: 융합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학술발표, 전시, 컨벤션 

등 다양한 포맷으로 연구성과물을 발표와 시연하는 성과발표회 개최

- 융합연구 국제동향분석 보고서 발간: 세계적인 융합연구의 트렌드, 이슈,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참신한 연구 아이디어의 도출 및 연구과제 구상, 혁신적 방법론의 제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융합연구 학술지 등재지화: 우리나라의 융합연구 성과를 국내외에 학술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연 

3회(4월 30일 1호, 8월 31일 2호, 12월 31일 3호)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2022년에 등재지에 진입 

목표

 융합연구 네트워크 확산

- 융합연구 교류의 장(HubCon 컨퍼런스, 심포지엄) 마련: HubCon 컨퍼런스에서는 연구팀간의 네트워크 

확장, 방법론 공유, 연구 전반의 애로사항 및 이슈 해결에 중점. 융합연구 심포지엄에 토론과 외연확대의 

장으로 연구 트렌드와 당면과제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하고 정책결정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융합연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 유도

- 타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분야별 메이저 학술대회에 패널로 참여하여 융합연구의 학술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해 발표하고 융합연구의 인식제고와 연구 참여 독려. 공동세미나와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융합연구의 학술적인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융합연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요 공공기관·단체, 메이저 

대학의 대학원, 주요 학회들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 센터 및 연구단 홍보방안 확대: 홍보 및 성과 기사 배포를 통해 대외적으로 융합연구성과가 주목받도록 

홍보 수행. 홍보 범위가 넓은 언론사를 섭외하여 적극적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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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융합연구 정보공유 플랫폼

 홈페이지 운영

 2017년 홈페이지 구축 이후 센터소개, 학회소개, 융합Network, 융합INFO, 융합TALK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20년 6월 이후 정보공유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검색기능과 행사자료, 

커뮤니티 기능을 새롭게 개편

 홈페이지 구축 이후 꾸준한 개선을 통해 사이트맵의 확장 및 변화를 도모하였으며, 풍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구 실적 공유를 통한 융합연구 확산에 기여함

 YouTube 운영

 유튜브를 개설하여 허브콘, 심포지엄, 성과발표회, 주제별 세미나 등 학술세미나 행사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여 생동감 있는 영상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콘텐츠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비융합연구자, 일반 시민들에게 융합연구를 홍보 가능

 2020년 유튜브 개설 이후 2021년 6월까지 연간 10건의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목표로 하였으며, 

1년 간 총 60건의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 융합연구총괄센터 자체 행사인 허브콘, 심포지엄, 성과발표회, 주제별 세미나 등 학술세미나 행사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여 생동감 있는 영상을 손쉽게 확인 가능

- 콘텐츠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비융합연구자, 일반 시민 대상으로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 

홍보 가능

 정보원 구축 및 플랫폼 내 정보 공유

 융합연구자 간 정보공유, DB구축,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개별 과제들의 성과 및 세미나 개최 

안내 등 원스톱 통합 솔루션 제시

- 융합연구와 관련한 정보원(단행본, 학위논문, 보고서, 국내 회의 및 세미나 자료, 정부 간행물 등)을 

연간 100건 이상 구축하여 홈페이지에 제공

- 융합연구와 관련된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한 융합연구 빅데이터 분석을 연간 1회 제공하고, 홈페이지 

내 연구 활동 공간을 구축하여, 연구 활동 안내 제공

2.2 융합연구 성과확산 활동

 융합연구협의체

 융합연구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기술, 행정, 자문의 

수요에 관해 수렴하여 맞춤형 분야별 세미나 개최, 융합연구총괄센터의 행사 프로그램 구성 등에 

 2. 융합연구총괄센터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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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견고하고 유동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 2020년 7월부터 융합연구사업의 브랜드화 실현을 위해 융합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구자 간 네트워킹

이 확장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운영

- 2020년 7월 ~ 2021년 6월까지 융합연구협의체 3회 운영을 목표로 실시하였으며, 총 10회(333%) 

초과 운영을 통해 연구자 간 네트워킹 확산 효과에 일조함

 주제별 세미나 (콜로키움)

 단일연구팀 대상의 콜로키움에서 벗어나 공통의 주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여 

지속적인 분야별 협력을 추구

- 콜로키움을 대상과 범위를 연구의 공통분모를 가진 유사분야 연구팀에도 개방

- 주제별 세미나(콜로키움)는 2020년에 총 5회(125%)로 가장 많이 운영되었으며, 2018년, 2019년, 

2021년에는 각 4회씩 운영

 연구자 만족도 조사

 융합연구총괄센터 운영, 홈페이지 서비스, 센터에서 개최하는 Hubcon 컨퍼런스, 성과교류회 등의 

행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사업성과의 효과성 제공

 융합연구포럼 (집필진 회의)

 융합연구 경험자들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융합연구 방법론을 공유하여 융합연구 문화가 확산되는 

것에 기여하고 후속 연구자들에게 융합연구에 도움이 되는 지침 제공

- 융합연구포럼의 일환인 융합연구성과확산위원회 구성을 통해 2018년에 융합연구방법론 책 발간의 

성과를 냈으며, 이후 2019년 1회, 2020년 3회, 2021년 2회의 융합연구포럼 회의 진행을 통해 꾸준한 

연구성과 공유와 방법론 개정판 발간에 대한 논의 

- 방법론 저자들을 중심으로 융합연구 멘토링의 활성화 및 방법론 서적을 바탕으로 시민교육으로 발전과 

융합연구에 대한 인식 제고, 도서 개발을 통한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융합연구 신규 연구팀 유입 확대

 HubCon 컨퍼런스 및 성과발표회, 심포지엄

 연구자들의 교류와 새로운 연구설계의 장으로 인문사회기반 연구팀간의 연구 네트워크 확장, 연구방법

론 공유, 연구 전반의 애로사항 및 이슈 해결에 중점, 토론과 외연 확대의 장으로 연구 트렌드와 

당면과제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하고 정책결정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융합연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 유도

- 2018년~2020년까지 허브콘 컨퍼런스와 성과발표회가 별도로 분리되어 연간 각 1회씩 총 2회씩 운영되

어 왔으나, 2021년부터 1박 2일로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자들의 연구성과 발표의 장을 마련하여 

총 1회 운영

- 융합연구 심포지엄을 연간 1회씩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2020년과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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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융합연구 학술 활동

 공동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패널 참여

 1년 동안 융합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학술대회를 본 센터가 중심이 되어 외부 융합연구 관련 공공기관, 

단체, 학회 등과 연합으로 종합 학술대회 개최, 분야별 메이저 학회의 종합학술대회에 융합연구 

패널을 별도 편성하여 융합연구 분위기를 주요 학계로 확산

- 공동세미나 및 학술대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회 개최, 2021년 연간 2회 개최

- 융합연구총괄센터에서는 2018년 이후부터 연간 4회의 학술대회에 융합 패널로 참석 하였으며, 2020년에

는 5회를 참석

- 융합연구총괄센터는 융합연구 확산을 위해 2018년 3회, 2019년과 2020년에는 연간 4회의 기관과의 

MOU 체결을 실시하였으나, 2021년 이후 MOU 체결 수행을 시행하지 않음

 융합연구 학술지 (JTS)

 우리나라의 융합연구 성과를 국내외에 학술적으로 널리 알리고 융합연구자들이 단일 학제 대상 

학술지에 투고 시 얻는 차별과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학술지를 지속적 발간

- 2017년 12월에 창간, 2018년부터는 연 2회(6월 30일 1호, 12월 31일 2호 발간) 정기적으로 발간, 

2021년부터는 연 3회(4월 30일 1호, 8월 31일 2호, 12월 31일 3호 발간) 정기적으로 발간

2.4 융합 TIMES

 융합연구 국제통향분석 제공

 세계적인 융합연구의 트렌드, 이슈,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 분야를 파악하여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읽고 해당 연구 분야의 큰 발전 도모

- 국제동향분석 보고서는 2018년 연 1회, 2019년 연 3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각 연 2회씩 발간

 국내외 우수사례 집적 및 제공

 국내외 우수사례집을 통해 국내외의 다양한 융복합 관련 연구의 우수사례의 성공 요인, 실패 요인, 

융합연구 성과 노하우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융합연구 아이디어 창출을 

독려하고, 연구 동기 부여

- 우수사례 집적 및 제공은 2018년 연 1회 발간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연 2회씩 발간

 홍보

 융합연구사업단의 성과 및 추진 행사 홍보, 융합연구총괄센터 활동 보도 등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으며, 홍보 범위가 넓은 언론사를 섭외, SNS, 메일링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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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1 융합연구총괄센터 만족도 조사결과

 융합연구자들의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

 융합연구자들이 융합연구총괄센터에 대해 실질적으로 느끼는 만족도를 측정하여 연구역량 강화, 

서비스 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

 융합연구총괄센터에서 수행하고있는 역할들이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만큼, 융합연구자들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서 융합연구총괄센터의 협력과 꾸준한 지원이 필수적임

문항 평균 비고

전반적인 만족도 4.84

개최 행사 만족도 4.87

발간자료 만족도 4.78

융합 DB 만족도 4.82

홈페이지 만족도 4.82

2.6 2021 HubCon 컨퍼런스 및 성과발표회⋅공동학술대회 성과

 국내 최초 HubCon 컨퍼런스 및 성과발표회⋅공동학술대회로 융합의 저변확대

 금년(2021)의 경우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HubCon 컨퍼런스, 성과발표회, 공동학술대회를 

국내 최초로 동시에 개최하여 융합연구자들에게 다양한 포맷으로 연구성과물 교류의 기회와 새로운 

융합연구의 아젠다 발굴 기회를 제공함

 국내 최대 규모의 융합연구 컨퍼런스

 융합연구의 확산을 목적으로 융합관련 연구소와 학회들이 한뜻으로 공동학술대회에 참여, 융합연구자 

및 학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대규모의 컨퍼런스로 자리매김함

- 성과발표회에는 30개의 연구팀, 공동학술대회에는 18개의 학술대회팀, 성과포스터 전시에는 일반공동연

구지원사업 융합연구팀 12팀(융합연구총괄센터 포함), 공동학술대회팀 5팀이 참여함

 온⋅오프라인 참석자 전년대비 5배 증가

 2021 HubCon 컨퍼런스 및 성과발표회⋅공동학술대회에서는 융합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및 

대학(원)생 등 오프라인 200여 명, 온라인 150여 명 총 350여 명이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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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온라인 심포지엄 참여자는 약 70명, 2021년 4월에 개최한 온라인 HubCon 컨퍼런스 참여자는 

약 70명으로 본 행사의 참석자가 약 5배 높은 수치를 보임

 협의체 운영을 통한 융합팀의 새로운 세미나 개최

 이번 행사를 위해 개설된 융합연구 협의체 SNS가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융합연구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새로운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음

- 융합 노인팀(노인팀 회장: 오정아 교수)은 성과발표회 준비기간 동안 노인팀끼리 자체적 소통으로 노인팀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논의함

- 융합 소통팀(소통팀 회장: 이준서 교수)은 성과발표회가 끝나고 12월 제주도에서 소통팀들끼리 세미나를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융합연구총괄센터의 융합연구자 교류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임

 학술대회를 통한 새로운 융합팀의 현장 결성

 연구팀 및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융합연구자들이 학술대회를 통해 융합연구 방법론을 교류하고 

토론⋅소통하며 새로운 융합팀들이 결성됨

- 융합연구총괄센터의 홍보를 통해 참석한 연구자가 발표자와 토론⋅소통하며 새로운 융합팀을 결성

- 학술대회에 참여한 한국비교정부학회⋅한서대 LINC+사업단⋅삼육대 건설관리융합기술연구센터가 새

로운 융합팀을 결성

 융합연구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Metaverse is coming)’를 테마로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대비한 융합연구의 트렌드와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하고, 융합연구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함

 융합연구총괄센터 홈페이지 방문자 수 2배 증가

 행사 당일 홈페이지 방문자는 146명이며, 홈페이지 게시글 조회 수 또한 516회로 융합연구총괄센터 

홈페이지의 홍보에 큰 성과를 맺음

- 행사 2주 전부터 행사 전까지의 홈페이지 하루 평균 방문자는 27.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함(홈페이지 

하루 평균 방문자는 12.9명)

- 행사 2주 전부터 행사 전까지 게시글 하루 평균 조회 수는 152.4회로 융합연구총괄센터 홈페이지 

게시글 조회 수 또한 2배 이상 증가함(홈페이지 게시글 하루 평균 조회 수는 68.5회)

 자료집 ISBN 부여를 통한 실적 증명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한 18개의 학술대회팀의 주제별 연구에 대해 학술대회팀 별 자료집을 발간, 

자료집에 ISBN을 부여하여 추후 출판물 실적으로 증명하여 융합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과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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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연구의 확산과 인재 발굴

 융합연구의 확산과 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융복합적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인재 발굴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융합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융합연구에 대한 MZ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

-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3팀, 장려상 10팀 총 15팀을 시상함

 약 900여 건의 홍보 기사 배포

 2021 HubCon 컨퍼런스, 성과발표회, 공동학술대회,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성과포스터 전시 등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면서 신문, 대학신문, 기사 등 약 900여 건의 홍보기사가 배포되어 

융합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및 일반인들에게 홍보됨

 YouTube 게시

 2021 HubCon 컨퍼런스 및 성과발표회⋅공동학술대회에서 진행된 모든 온라인(Zoom) 송출 영상을 

YouTube로 업로드 하여 융합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및 일반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됨



Ⅲ 건강팀

  1. 성폭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연구: 융복합 통합이론의 구축

에서 스마트헬스 프로그램 개발까지

  2. 장애로 인한 여가소외집단의 신체활동 중심 여가 활동 참여 증진을 통한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연구

  3. 장애인의 환자중심의료 향상을 위한 인문학적 고찰

  4.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모바일 마음챙김 명상 앱 개발 및 적용

  5. 초고화질(UHD)화면과 VR(가상현실)화면을 활용한 일반 수용자 및 임상

환자의 인지심리 치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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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표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크게 세 가지의 연구목표를 가지고 있음

- 폭력 피해자의 정신건강문제 발생기전에 관한 통합적 이론을 구축함

-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중개원칙 도출하고자 함

-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스마트헬스 기술 도입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함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융복합 통합이론 구축의 필요성

- 폭력 피해자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위험행동 연구의 필요성 

- 증거기반 스마트헬스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1. 성폭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연구: 융복합 통합이론의 구축에서 

스마트헬스 프로그램 개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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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과 방법

 연구내용

 연차별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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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1.2 연구추진성과

 세부팀별 추진실적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구팀

Ÿ 피해특성에 기반한 성폭력피해자 유형화

Ÿ 피해자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및 특성 분석

성폭력 후유증 

기초 연구팀

Ÿ 성폭력 피해자 정신건강 평가(사건발생 3개월 이내 첫 평가 후 1년 및 2년-3

년 경과 (follow-up)

Ÿ 피해자의 다수준 생태체계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평가

Ÿ 성폭력 피해자 정신건강문제 발생기전 연구

성폭력과 

인터넷 연구팀

Ÿ 성폭력 피해자와 문제적 인터넷 이용 연구

Ÿ 성폭력 피해자와 소셜미디어 이용의 구조적, 내용적 특성과 영향 연구

스마트헬스 

개발 연구팀

Ÿ 국내외 성폭력피해자 대상 혹은 건강위험행동 억제를 위해 스마트헬스 기술이 

적용된 사례 연구

Ÿ 스마트헬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전 연구 수행 전반에서 윤리적 지침 준수를 위

한 IRB 심의 준비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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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과 인터넷 연구팀

 문제적 인터넷 사용 설문지(이하 온라인 서베이) 구성

- 청소년의 성폭력발생과 이후의 정신적 후유증과 인터넷이용 실태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General 

Problematic Internet Use (GPIU), 인터넷 이용 빈도와 시간, 사회 관계망, 사회적 지지감 등의 

척도를 번역하고 설문지를 구성

 크롤링 데이터 활용 연구 진행

- 성인 성폭력 피해자 15명, 아동청소년 피해자 15명의 소셜미디어를 크롤링하고, 문제적 인터넷 사용 설문지를 

통해 오프라인 사회관계망, 사회적 지지감 등을 측정하여, 이 두 데이터를 연결하여 분석하고자 함

 소셜미디어 크롤링 프로그램 개발

- 연구대상자의 성폭력경험 이전, 이후의 소셜미디어 행태와 게시글 텍스트를 수집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인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함.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

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대상으로 함

 매칭 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 서베이 데이터와 크롤링 데이터 비교를 위해 온라인 서베이 데이터와 크롤링 데이터의 연결 

프로그램을 개발함

 연결 계정 생성 및 프로그램 테스팅(testing)

 파일럿 연구(Pilot Study) 진행

- 서울대학교병원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서울해

바라기센터와 리서치회사를 통해 성인 성폭력 피해자 15명, 아동청소년 피해자 15명을 모집하여 소셜미디

어를 크롤링하고,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오프라인 사회관계망, 사회적 지지감 등을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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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헬스 개발 연구팀

 전문가 자문을 통한 체계적 연구 검토

- 건강불평등, 건강행동 요인을 연구한 전문가(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사회복지학과), 문화적 

다양성에 따른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웹기반 건강증진 개입 전문가(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사회복지학과)와 정기적인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 진행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함. 연구 초기 건강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의 방향성과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해외 사례 

경향에 대해 자문을 받음 

- 2020년 2월 국제 학술대회(90th Anniversary of the School of Social Work, 주관기관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Campus, School of Social Work) 참가

 국내외 스마트 헬스 연구동향과 사례 문헌 연구

- 증거기반 메타분석의 기법인 PRISMA 라는 문헌연구의 체계적인 분석의 틀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고 

수행하는 기술을 실천하여 본 연구에 적용 가능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결과를 SCI급 저널에 

게재를 준비함

- 이지하, 박영,& 박진호 (2020),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스마트헬스의 적용가능성. 한국IT정책경영학회, 

vol.12. 2020.6. 

 융합학술 네트워크 형성 및 성과확산 노력

 월례 성폭력연구 융복합 세미나

- 매월 서울대학교병원 정신의학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데이터사이언

스학과　및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공동연구자들과 각 연구팀 연구원들의 참여하에 융복합 세미나를 

진행함. 각 과제의 진행상황과 상호 피드백 공유

 연구팀 주관 세미나

- 2020년 9월 4일, 전체 공동연구자와 참여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지하 교수가 

국내외 스마트헬스 사례를 발표함

- 2020년 10월 16일 온오프라인으로 전체 공동연구자와 참여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데이터사

이언스학 주영준 교수팀이 스마트헬스에 적용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소개함

 연구소개 동영상 제작과 유튜브 게시

- 2020년 12월, 융합연구총괄센터의 유튜브 2020 일반공동연구소개란에 동영상을 제작하여 개시

- 융합연구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연구진에게 본 연구를 홍보하여 융합연구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고, 

융합연구의 경험적 정보와 가치 축적하려는 융합연구총괄센터의 노력에 동참함

 연구참여자 대상 소식지 제작/발송

- 1차 소식지 발송: 2020년 연말에 연구와 연구팀 소개 그리고 5년간의 성과를 요약한 1차 소식지를 

제작하여 발송함

- 2차 소식지 제작: 2021년 4월 초에 연구참여자에게 연구결과를 쉬운 언어로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융합연구총괄센터

24     2021 융합연구 국내우수사례집 vol.3

2차 소식지 발송

- 기획과 피드백 과정에 전체 연구원이 참여하여 각 연구팀의 연구성과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연구 

참여자에게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종단연구 참여율을 증진시키고자 함

1.3 향후 계획

 2,3차년도 세부팀별 추진계획

서비스 연구팀

1차 피해자 지원서비스 이용 및 효과성 분석

2차 통합 DB(임상평가+서비스) 구축 

2차 피해자 지원서비스 이용 및 효과성 분석

3차 통합 DB(임상평가+서비스) 구축 

3차 피해자 지원서비스 이용 및 효과성 분석

후유증 연구팀

2차 피해자 후유증 임상평가 

2차 DB 기반 단기 후유증 횡단분석

2차 DB 기반 발생기전 분석

3차 피해자 후유증 임상평가 

피해자 후유증 변화분석 / 장기 발생기전 분석

피해자 장기 후유증 발생기전 분석 

인터넷 연구팀

피해자 문제적 인터넷 이용 설문 구성 및 수집

피해자 문제적 인터넷 이용 분석

피해자 소셜미디어 데이터 수집

피해자 문제적 인터넷/미디어와 정신건강 분석

스마트헬스 개발팀

피해자 건강위험행동 설문 구성 및 수집

성폭력 피해자/대조군 연구참여자 모집

웨어러블 장치 통한 수면/운동/스트레스 정보수집

기존 헬스앱을 통한 피해자 식습관 데이터 수집

스마트헬스앱 개발

앱 개발 후 usability assessment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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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목적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본 융복합연구의 주요 내용은 장애로 인한 여가활동 소외 집단(장애 아동·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중심의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 및 상황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 다양한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여가활동 소외대상자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임

 2. 장애로 인한 여가소외집단의 신체활동 중심 여가 활동 참여 증진을 통한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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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추진성과

 연구 1-1: 장애아동 대상 개인 및 소그룹 정기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전체 연구목표, 연구내용, 예상결과물, 기대효과

목표 1차년 2차년 3차년 결과물 기대효과

장애연령별

신체지표개발

장애아동 

지표 조사

장애아동 

지표 조사

장애아동 

지표 조사

-뇌성마비 아동 연령별 

장애지표

-학술논문 1편

-신체지표를 통한 장애 아

동 신체건강 모니터링

-지표에 맞는 장애 아동 운

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뇌성마비아동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애아동 

운동프로그램:

Pilot 연구 

동영상제작. 

운동용 

소도구 개발

뇌성마비 운동 

홈트레이닝 

프로그램(6개월, 50명)

-뇌성마비 아동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학술논문 1편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지속

적인 운동 참여 

 연구 1-2: 장애노인 대상 그룹 정기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전체 연구목표, 연구내용, 예상결과물, 기대효과

목표 1차년 2차년 3차년 결과물 기대효과

노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개발

-운동프로그램 1차안도출

-프로그램 참여 노인·

가족 그룹인터뷰

-수요자 의견 반영　 및 

전문가 의견 재수렴 

-운동 프로그램 수정·보완

운동 프로그램

동영상 제작

- 운동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기관 보급을 

위한 동영상 제작

뇌졸중 노인에 

운동 프로그램 

개발

운동 프로그램 

효능 검증을 

통한 활용

근거 창출

-운동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 확인 : Pilot 

연구

-수정·보완된 운동프로그

램 효능 검증 : 무작위 

배정 대조군 연구(주 2

회 8주, 그룹 당 00명)

제작된 동영상 다기관 

보급을 통한 지역사회 

활용 효능 검증(주 2회, 

8주, 그룹 당 00명)

-운동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측정지표 데이터

-학술논문 3편

운동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

및 효능 검증

 연구 2: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성

 전체 연구목표, 연구내용, 예상결과물, 기대효과

목표 1차년 2차년 3차년 결과물 기대효과

치료레크리에이션 
장애 아동·노인의 

삶의 질 연구 

-문헌조사
-설문지 및 면담 

질문지 구성

장애 아동·노인의 심리·
행동 관찰 및 기록(부모 
및 caregiver) 심층면담

-치료레크리에이
션 프로세스노트

-양적·질적 데이
터 분석 및 결과 

-학술논문 2편
-장애인 아동·노인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학문
적 자료 제공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효능 

검증을 통한 활용 
근거　창출

-치료레크리에이션 
활용 가능성 확
인 : Pilot 연구 

수정·보완된 치료레크리
에이션 프로그램 효능 
검증 (주 2회 12주, 그
룹 당 00명)

-체계화된 치료 레
크리에이션 프로그
램 활용 및 보급

-치료레크리에이
션 프로그램효과
검증

-학술논문 1편 

-장애 아동·노인을 위한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
램 체계적 서비스 과정 
검증 및 사례 연구 제시

-세분화된 치료레크리에이
션 기획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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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3: 장애인 보호자 및 가족 대상 삶의 질 연구

 전체 연구목표, 연구내용, 예상결과물, 기대효과

목표 1차년 2차년 3차년 결과물 기대효과

장애인 가족　및 

부양자 삶의 질 

연구

-문헌 조사

-설문지 및 면담 

질문지 구성

-장애 노인 가족 양적 

연구 및 심층 면담

-장애 아동 가족 양적 

연구 및 심층 면담
학술논문 2편

－국내 장애인 가족　및 부양

자 관련 학문적 자료 제공

－장애인 가족 관련 정책 구

상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연구 4: 유니버설운동 소도구 개발

 전체 연구목표, 연구내용, 예상결과물, 기대효과

목표 1차년 2차년 3차년 결과물 기대효과

유니버설 경험 디

자인 공모전 수행 

및 디자인고도화

-문헌조사　  및　 국

내외 디자인사례연구

-공모전 기획

－공모전 수행 

－3개 컨셉 발굴

공모 선정 디

자인 고도화

최종 유니버설

소도구 제작

－장애 실경험자 참여적 디자인 제안

－실사용자 중심 효과 　검증

－유니버설소도구 제작 확산의 예시

 연구성과 확산 노력

 융합연구포럼 개최

- 대한통합의학교육협회와 공동주최(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협찬)

- 020년 12월 7일(월) 16:00-18:00 80여명 참여

- COVID-19의 확산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개최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개최(zoom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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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장애인들이 현재와 아주 가까운 미래사회에 접하게 

될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 이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를 탐색해 보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환자중심 

의료에 적용함에 있어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환경분석 및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로 촉발되는 네트워크 연결 기반의 지능화를 통해 산업 뿐 아니라 

국가시스템과 개인의 삶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특히 의료분야의 경우 개인 차원에서는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고 개인의 건강상태, 유전체 정보, 생활습관 

등 각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단·치료가 적용되는 정밀의료가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됨

 융합연구의 필요성

- 첫째, 장애인의 의료이용에 대해 건강관련 데이터의 수집, 관리와 이용 체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치의 

충돌의 문제는 제대로 다루어 지지 않았음. 

- 둘째, 의료이용과 관련하여 디지털기술 활용능력 부족 문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향상 문제, 지속적인 

개인정보의 결합이 ‘개인의 동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컨텐츠에 대한 접근 

및 장애인 개인의 이해를 증진시킬 구체적인 방안 모색 필요

- 셋째, 발전하는 의료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법률 및 제도적 기반 요소 탐구 및 새로운 거버넌스 틀 마련 

필요

 추진전략

- 새로운 의료기술의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자기결정권 향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인문학적 정신을 바탕으로 

모색하고자 함.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인문학적 맥락에서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의 영향 및 그 함의를 파악하고, 

의료기술 접근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 요구에 대한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접근 가능성, 법률 및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을 위한 실천 방안들을 제시

 3. 장애인의 환자중심의료 향상을 위한 인문학적 고찰: 새로운 의료기술의 

적용 상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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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추진성과

 1차년도

 새로운 의료기술의 적용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문학적 탐색

- 신의료기술 수요를 검토하고, 장애인의 환자중심 측면에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중 유전자 검사법의 발달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통합과 이를 둘러싼 

가치들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됨에 따라 신의료기술 중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중심으로 파악

 장애인의 새로운 의료기술 적용 관련 법·제도적 차원의 갈등 분석 및 유형화

-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특히 유전자 검사법의 발달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통합과 이를 

둘러싼 가치들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됨. 따라서 신의료기술 중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고찰함

- 산전유전자 검사: 가족계획 단계, 착상 전, 착상 후, 출산이후등 각 시기별로 생명윤리학적, 법학적 갈등 

존재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장애인 수요 파악

- 장애인의 신의료기술 수요 파악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 장애인의 신의료기술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자료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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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료기술 관련 연도별 추이

 국내 유전자 검사 이용 현황

 연도별 검사 관련 이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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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키움(토론회) 개최

- 장애인의 의료 요구와 의료 관련 결정에서의 소외 문제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발표자로 모셔 콜로키움을 개최함

- ‘장애인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의료서비스-자기결정을 위한 제언’

 2차년도

 장애인의 유전자 검사 관련 의료진의 인식 및 경험 조사

- 장애인 진료 경험이 있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상으로 장애인 환자에게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였을 때의 경험을 조사하였음

- 장애 관련 유전자 검사(CMA 등), 장애인 환자 진료 시 겪는 어려움, 유전자 검사 권유 시 장애물 여부, 

장애인 환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의료진의 역할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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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유전자 검사 비교분석

□ 유전자 검사 이용 현황 분석

- 2차년도 연구에서는 장애인 그룹과 비장애인 그룹을 구분하여 실제 유전자 검사 이용 규모를 산출하고, 

환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함

- 유전자 검사를 받은 성별 환자 수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으며, 60-69세 환자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

- 건강보험료의 지불 수준이 높을수록 유전자 검사를 받은 환자 수가 많아지는 추이를 보이며, 장애인보다 

비장애인 환자 수가 많음

- 내부 기관 장애가 있는 환자의 유전자 검사 비율은 0.26%로 가장 높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비율은 0.04%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정신적 장애가 있는 환자 중에서 자폐성 장애인의 비율(0.01%)이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유전자 검사 이용 현황 분석

- 2016~2018년 동안 유전자 검사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다빈도 유전자 검사 및 진단 상병 현황 분석

-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상위 5순위 유전자 검사 현황을 비교한 결과,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유사한 결과를 

보임

- 상위 5순위에 해당하는 유전자 검사는 모두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이며, 각 유전자 검사별 대상 

환자는 다음과 같음

∎ EGFR Gene Test: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약제 민감성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 KRAS Gene Test: 대장암 환자의 치료방침 결정을 위한 유전자 검사

∎ NRAS Gene Test: 대장암 환자의 NRAS 유전자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

∎ BRAF Gene Test: 갑상선 유두암 수술 환자의 예후 예측을 위한 유전자 검사

∎ IGH Gene Test: 악성림프종과 양성 림프구증식성 질환 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

- 비장애인의 연령별 다빈도 유전자 검사 분석 결과, 40세 미만의 저연령층에서는 혈액 질환 및 희귀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를 받는 환자들이 많았으나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암 관련 유전자 검사를 받는 환자들이 

많아지는 행태를 보임

 학술대회 발표

- 2020년 12월 16일 제 36차 한국의학교육학술대회

- 발표자: 방관욱, ‘장애인 환자 유전자검사 관련 의료 경험 예비연구

 새로운 의료기술 관련 장애인의 접근성 및 자기결정권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 유전자 검사 관련 장애인의 충분한 설명 바탕 이해 및 동의를 위한 기반 마련

- 유전자 검사 결과지 해석 등 장애인 건강정보 이해능력 향상과 관련된 분석

- 이해하기 쉬운 유전자 치료 및 검사: 유전자 치료 동의 관련 발달장애인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 제작(안내 

책자 및 동영상)



2021 융합연구 국내우수사례집 vol.3     33

1.3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하여 의료분야의 장애인 자기결정권 보장문제 해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국내 새로운 의료기술 적용의 문제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문학적 맥락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다루지 않은 새로운 

연구라 할 수 있음

-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의료인, 정책 제공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의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지식과 인식 및 이해를 높이고자 함

- 셋째, 본 연구는 국내 장애인의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소외 문제의 현 실태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및 해결책을 장애인의 권리 차원,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 시스템 및 제도 차원에서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문학 바탕의 장애인과 의료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장애인의 자기결정 증진을 의료현장에서 보장할 수 있는 지원전략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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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연구의 목적

- 청소년들이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심리적 고통의 순간에 어느 때나 접근하기 쉽고 스스로 마음의 평정심을 

찾도록 해주는 마음관리 명상앱(가칭: 코알라(코로 숨쉬며 알아가는 나의 마음))를 개발하고자 함

- 즉, 청소년 마음 관리 프로그램을 스마트폰 앱에 구현하기 위해 심리치료적인 콘텐츠, 예술공학, 예술치료 

분야의 전문성을 통합하여 청소년들이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음관리 앱을 개발하고자 함

 연구의 배경

- 현재까지 명상 혹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으로 적용한 앱 개발과 적용은 국내에서는 

없는 실정이며 증거 기반 효과 연구는 전무한상태임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IT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스마트폰 보급이 높은 나라에서는 스마트폰앱을 활용한 

자가치유용 프로그램 개발이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 매우 필요함

- 더욱이 청소년들은 기존의 면대면 심리치료에 낙인 등의 이유로 참여도가 낮은 편이지만 스마트폰앱을 

활용한다면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1.2 연구추진성과

 1차년도

 마음챙김 앱 콘텐츠 개발 및 VR구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기획

□ 마음챙김 앱 콘텐츠 개발

 4.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모바일 마음챙김 명상 앱 개발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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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발 및 제작

- 개발기획

- 설계(UX & UI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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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출간

- 저서명 : 청소년을 위한 마음챙김 기술 훈련(Mindfulness Skill Training for 

Adolescents)

- 부제 :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기를 

바라는 교사와 상담자를 위한 책 

- 저자 : 이우경 책임연구원, 최은실 공동연구원 공저

- 출판사 : 학지사

□ 논문 게재

- 기존 명상 앱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례와 코알라 디자인 컨셉 가이드라인(2021. 6)

- 청소년의 음악선호도와 음악사용에 대한 분석(2021. 5)

- 상현실 힐링, 명상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_사각형 호흡법과, 연꽃 호흡법을 중심으로(2021. 6)

□ 심포지엄 개최 및 발표

- 심포지엄 일정 :　2021. 4. 1(목) 13:00-17:20

- 심포지엄 내용

Ÿ 1년차 연구 계획 : 공동연구원

Ÿ 강의 1) “코로나 19, 청소년들은? :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박순덕 소장

Ÿ 토론 1) 강의 1 주제 토론 :　이우경 책임연구원, 최은실 공동연구원

Ÿ 강의 2) UX/UI 환경 속 감성과 시각화 : 문해원 사무총장

Ÿ 토론 2) 강의 2 주제 토론 :　이우경 책임연구원, 차명희 공동연구원

1.3 다음년차 연구계획

 2차년도

 마음챙김 앱 코딩 개발과 VR구현 실행가능성을 파일럿 테스트 대상으로 연구

- VR 콘텐츠(oculus 및 smart phone) 적용 테스트

- UI 설계도인 와이어프레임 작성

- 개발된 앱을 토대로 파일럿 테스트 대상으로 실행가능성 연구

- 심리교육 콘텐츠 재구성 및 콘텐츠별 세부 스크립트 작성

- 세부 주제에 따른 음원 및 동작 VR을 선정 및 제작

- 논문 2편

- 심포지엄 개최 및 발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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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목적 및 설계

 연구의 목적

- 영상콘텐츠 전문 전공자와 임상심리학 전문 전공자, 생체신호 측정을 위한 뇌파연구 전문 전공자들이 

모여서 각 임상군들의 의학적 기전을 이해하고 맞춤형 영상처치 설계를 통하여 각임상군(실험군)들에게 

영상콘테츠 중심의 디지털 처치를 한다는 점이 특징임

- 특히, 이 연구팀의 성장 가능성은 최초로 미술치료(Art Therapy)영역처럼 ‘영상화면 치유’(Visual/Screen 

Therapy)영역이라는 새로운 치유영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세계적 유례가 없는 영상치유 영역을 한국에서 

먼저 개척하는 선구자 로서의 역할을 개척함에 그 의미가 큼

- HD/UHD(4K) 초고화질 화면 속 영상 콘텐츠의 다양한 실험처치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VR(가상현실)영

상화면 기술과 접목하여 현대인들이 겪는 정서 심리치료 영역(스트레스, PTSD 외상후 스트레스) 및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개선, 인지 심리치료 영역(치매, ADHD 개선)에 지속적인 케어가 가능한 발전적 기여를 

할 것임

 연구설계

-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COVID-19)의 특성상 심리케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고화질 화면을 활용한 개인의 정서적 돌봄이 가능한지에 관한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시도하는 연구

- 사전 설문과정(디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선별하고자 MHC-SF(정신적 웰빙척도)의 

총점과 GHQ-20(일반정신건강척도)의 총점을 Z점수화하여 스트레스 수준별로 피험자를 구분)을 통하여 

피험자를 선별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피험자 최종 선정함

- 단일(SIMPLE)경관 영상은 단일종류 자연경관 영상 3가지 및 자연경관+사람 영상 1가지, 총 4가지 영상으로 

ⓐ[산/들, 계곡], ⓑ[바다, 해양] ⓒ[호수, 강], ⓓ[산/들, 계곡+호수,강+바다,해양+사람]이며 

- 복합(MIX)경관 영상은 단일경관에 비하여 보다 혼합된 형태의 자연경관 영상 3가지와 사람이 함께 나타나는 

도시경관 영상 1가지가 포함된 4가지로 Ⓐ[산/들, 계곡 + 바다, 해양], Ⓑ[바다, 해양+ 호수, 강], Ⓒ[산/들, 

계곡+호수,강], Ⓓ[도시 1종 + 사람]으로 구성됨 

- 실험대상자 : 연구설계에 따라 구분하여 실험대상자를 모집 반복측정설계를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

Ÿ U1 (대학생 그룹) -> (남6/여6), U2 (대학생 그룹) -> (남6/여6), C3 (직장인 그룹) -> (남6/여6)

Ÿ U4 (대학생 그룹) -> (남8/여8), C4 (직장인 그룹) -> (남8/여8)

Ÿ C5 (직장인 그룹) -> (남6/여6), U5 (대학생 그룹) -> (남6/여6)

 5. 초고화질(UHD)화면과 VR(가상현실)화면을 활용한 일반 수용자 및 

임상환자의 인지심리 치료 연구: 영상/화면 치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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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설계 관련 척도 : 자기보고식의 설문(PANAS 척도, 상태불안척도, 일상적스트레스 척도, 우울척도, 

회복경험척도, 주의회복척도, 자아관여척도)과 생리적 지표를 확인하는 뇌파(EEG)로서 뇌파의 측정 부위는 

19군데 이었고 뇌파 분석지표의 경우, Kim(2016)의 정의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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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추진성과

 1차년도: 영상종류와 조도 수준에 따른 뇌 활성도 차이(20대 대학생 24명)

단일경관에 따른 뇌 활성도 복합경관에 따른 뇌 활성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부위와 지표: 
우측 두정엽(P4)_AT, AG, ALB, AMB, AHB
좌측 두정엽(P3)_AB, AG, AMB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부위와 지표: 
우측 두정엽(P4)_AB, AG, AFA, ALB, AMBP3
좌측 두정엽(P3)_AT, AB, AG, AFA, ALB, AMB, RB, 
RMB, RHB

ⓒ[호수,강,계곡]과 ⓓ [산,들/바다,해양/호수,강,계곡+ 사
람]의 영상을 시청할 때가 ⓐ [산, 들], ⓑ [바다, 해양]을 
시청할 때에 비하여 두정엽에서 뇌활성도가 높게 나타남

C[산,들+호수, 강, 계곡]를 시청할 때 가장 높은 값, 다음은 
D[도시+ 사람], B[바다, 해양+ 호수, 강], A[산, 들+ 바다, 
해양]의 순으로 뇌활성도나타남

단일VS 복합경관에 따른 뇌 활성도 조도수준에 따른 뇌 활성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부위와 지표: 
특히, AT, AA, AFA, ASA, ALB, RA, RB, RFA, 
RSA, RAHB 지표에서는 대부분의 전극부착 위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부위와 지표: 
AA, AB, AG, ASA, AHB, RT, RA, RB, RHB 지표에서 
다수의 전극부착 위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뇌활성도는 복합경관 영상을 시청할 때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지표와 부착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전반적
으로 조도가 On된 상태에서 영상을 시청할 때 뇌활성도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음 

 2차년도: 영상자극에 따른 정서생리적 반응 지표의 차이 검증 연구(20대 대학생 12명)

단일경관 집단 정서 생리적 반응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설문지표: PANAS 정적정서, 부적정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뇌파 지표: 좌우 전전두엽(Fp1과 FP2), 좌뇌 측두엽(T5)의 Relative Theta, 좌측 전두
엽(F7)의 Relative Alpha, Relative Slow Alpha, 좌우 전전두엽(Fp1와 Fp2) 과 좌측 측두엽(T3)의 Relative 
Gamma, 좌우 중앙엽 (C3와 C4)의 Relative High Beta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Ÿ 단일 자연풍경으로 구성된 영상을 시청한 집단은 PANAS의 흥미진진한, 열정적인, 활기찬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 반응이 증가
Ÿ 단일경관 자극에 따라, Relative Alpha, Slow Alpha 파가 증가하고 Relative Theta파가 감소
Ÿ Relative Gamma파와 High Beta가 증가하였는데, 감마파의 경우, 전지식과 현재의 자극이 통합적 경험을 했을 때 

증가하고(Jeon & Lee, 2016), 베타파는 자극이 많아지거나 분별이 어려워질수록 나타나기 때문에(Hahm, et. al., 
2011), 인지적 기능이 증가했음을 의미

복합경관 집단 정서 생리적 반응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설문 지표: PANAS 정적정서, 부적정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뇌파 지표: 좌측 두정엽 (P3)의 Relative Slow Alpha, Relative High Beta, Ratio 
of Alpha to High Beta, 전두엽의 Relative Slow Alpha, 우측 전두엽(F4, F8)의 Relative Low Beta, 우측 두정엽 
(P4)의 Relative Low Beta, 좌측 전전두엽(Fp2)의 Relative Mid Beta, 좌측 전전두엽(Fp2)의 Relative Mid Beta, 
중앙엽(Cz)의 Relative Slow Theta에서 유의한 차이

Ÿ 혼합 자극으로 구성된 영상을 시청한 집단은 주로 신경질적인, 적대적인, 두려운과 같은 부정적 정서적 반응과 불안 수준감소
Ÿ Fast Alpha 파는 증가하고, Slow Alpha파와 High Beta파에 대한 알파파의 비율은 감소. Fast Alpha파는 주의집

중을, High Beta파는 심리적 안정과 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Kim, et. al., 2010), 심리적 안정과 함께 주의 집
중이 상승했다고 해석.

Ÿ Low, Mid, High Beta파가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는 단일 자연경관을 본 피험자들과 마찬가지로 복합경관 영상을 본 
이후 높은 수준의 인지기능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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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년도: 자연경관화면의 심리적 효과(일반정신건강척도(GHQ-20)의 수치가 13점 이상인 피험자 

24명)

자연경관 집단 심리적 개선 및 생리적 반응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설문지표: 우울척도, 회복경험척도, 심리적행복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뇌파 지표: 
사전 뇌파 비교시 영상초기에서 전두엽(Fz), 중앙엽(Cz), 두정엽(Pz), 우측 측두엽(T6), 후두엽(O1,O2)의 Relative Theta 
유의미하게 증가, 사전 뇌파 비교시 영상중기에서 두정엽(Pz, P3), 우측 측두엽(T6), 후두엽(O1,O2)의 Relative Theta 
유의미하게 증가
사전 뇌파 비교시 영상 초기에서 전두엽(Fz), 사전비교시 영상중기에서 전두엽(Fz,F4), 영상말기에서 전두엽(F4) Relative 
Alpha유의미한 감소
사전 뇌파비교시 영상 중기와 영상 말기에서 전전두엽(FP1,FP2)의 Relative Beta의 유의미한 증가

자연경관 시청시 우울의 감소, 회복경험증가, 심리적 행복감의 증가를 확인.
자연 경관 시청시 전전두엽을 비롯한 여러 부위에서 Relative Theta 의 증가 경향이 나타나서 피험자들이 자연경관을 의
미 있는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전두엽 부위의 세타파는 '의미 없는 자극에 비해 의미 있는 자극'일 
때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Takahashi, et al.(2005)는 명상상태에 더욱 깊게 도달할수록 알파파는 감소하고 점점 세
타파의 범위로 이동한다고 하여 자연경관시청시 내면화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해석 

인공경관 집단 심리적 개선 및 생리적 반응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설문지표: 우울, 회복경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뇌파 지표: 
사전 뇌파와 비교시 영상 중기, 말기에서 좌측 전전두엽(FP1)의 Relative Theta가 유의미하게 감소, 
사전 뇌파와 비교시 영상중기, 영상 말기 모두에서 좌우 전전두엽(FP1,FP2)의 Relative Beta 유의한 증가 

인공경관 시청시 우울의 감소, 회복경험의 증가를 확인함. 
인공경관을 시청하는 동안 피험자의 Relative Theta 감소와 Relative Beta 증가는 외부정보에 주의를 높게 기울인 결과
로 해석(Beta 상태는 깊은 생각이나 상상력이 풍부한 활동, 감정 조절, 경계, 집중 상태에서의 높은 활성도를 나타낸다
(Blanke, 2012; Lee, Lee, & Chung, 2014). 

 4차년도: 디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영상 매체의 심리적 안정화 효과성 검증 연구(20대 대학생 21명)

단일경관 Distress High군 단일경관 Distress Low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설문지표: PANAS부적정서 
총합과 개별부적정서 ‘괴로운’, ‘신경질적인’, 긍정정서 ‘주의 깊
은’, ‘자랑스러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뇌파 지표: 전전두엽(Fp1, 
Fp2), 전두엽(F4), 측두엽(T3)의 Relative Gamma파, 전전두
엽(Fp1), 전두엽(F4) 위치의 Relative Theta파, 전전두엽(Fp2) 
위치의 Relative Beta 파가 유의한 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설문 지표: 없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뇌파 지표: 
좌측 측두엽(T3), 우측 전두엽(F8) 위치 의 Relative 
Theta파와 우측 두정엽(P3) 위치의 Relative Beta파
에서만 유의한 차이

단일경관 집단 내 Distress High군과 Low 군 간의 영상 별 차이: Video1과 Video2에서의 전두엽(Fz) 위치의 
Relative Beta파는 모두 High 군이 Low군보다 유의하게 증가. 우측 후두엽(O2)의 Relative Beta파는 Video1과 
Video2에서 High군이 Low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 좌측 후두엽(O1)의 Relative Beta파는, Video2에서 High군이 
Low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

Ÿ 결론: 단일한 자연경관 구성으로 이루어진 영상 시청시 , Distress High 집단은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Low 
집단에 비해 인지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Distress High 군은 우측 전두엽과 측두엽의 Relative 
Gamma파가 증가. 전두엽과 전전두엽의 Gamma파는 명상을 할 때(Cahn et. Al., 2013; Lutz, et. Al., 2004) 혹
은 고도의 인지적 기능을 수행할 때 활성화된다고 보고되고 있고(Rosen & Reiner, 2017). 우측 측두엽의 감마파 활
성은 긍정정서와 연관(Kim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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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경관 Distress High군 복합경관 Distress Low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설문지표: PANAS부적정서 총합
과 개별부적정서 ‘적대적인’, ‘두려운’ 긍정정서 ‘강한’, ‘주의깊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뇌파 지표: 전전두엽(Fp1) 위
치의 Relative Beta파와 전두엽(F8) 위치의 Relative Theta파 
유의한 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설문 지표: 없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뇌파 지표: 두정엽
(P3) 위치의 Relative Alpha파에서 유의한 차이

복합경관 집단 내 Distress High군과 Low 군 간의 영상 별 차이: Video3의 전두엽(F8)과 우측 두정엽(P8)의 Relative 
Theta파는 High군보다 Low에서 유의하게 증가. 우측 전두엽(F8)의 Relative Beta파는 Video3에서 High 집단보다 Low
집단에서 유의하게 감소. Video4에서도 전두엽(F8)의 Relative Theta파는 High집단보다 Low집단에서 유의하게 증가

Ÿ 결론: 단일경관과 복합경관에서 모두 디스트레스 수준에 상관없이 피험자들은 주의집중을 나타내고 있음으로 해석가능. 
단일경관의 경우, High군과 Low군 내에서 모두 우측 전두엽의 Relative Theta파가 감소하였으며 High 군의 전전두엽 
및 Low 군내에서는 두정엽의 Relative Beta파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 복합경관을 시청한 높은 수준의 디스트레스 집단 
내에서 역시 좌측 전전두엽의 Relative Beta파의 증가가 유의하였으며 우측 전두엽의 Relative Theta파의 감소가 유의

 5차년도: 고화질 영상화면의 콘텐츠 구성에 수용자의 정서 및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20~30대 

36명) 

단일경관 집단 정서 생리적 반응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설문지표: 주의회복, 자아관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뇌파 지표: 
Relative Alpha파는 전두엽(Fz)과 측두엽(T3)에서 유의한 차이. Relative Gamma파는 좌우 전전두엽(Fp1,Fp2)과 좌측 
및 우측 전두엽(F3, F8), 좌측 측두엽(T3, T5)에서 유의한 차이

Ÿ 결론: 조화감, 매혹감, 확장감, 자아관여는 모두 Video4 ⓓ에서 가장 증가, Video4에서 전두엽의 Relative Alpha파는 
감소하고 전전두엽과 전두엽, 측두엽의 Relative Gamma파는 증가 (Smith & Gevins(2004)는 전두엽의 Alpha파의 
감소는 피험자가 흥미를 크게 느끼는 영상을 시청할 때 발생한다고 하였음. 전전두엽과 전두엽 부위의 Gamma파의 활
성화는 명상을 할 때(Cahn and Delorme and Polich, 2013; Lutz, et. al., 2004) 증가, 자연경관을 응시하는 동안 
Gamma파의 활성화가 유도되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무의식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음(Jiang et al.,2020)

Ÿ Video4가 개인의 정서적 생리적 회복경험을 의미 있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해석

복합경관 집단 정서 생리적 반응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설문지표: 주의회복, 자아관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뇌파 지표: Relative Theta파는 좌우 전전두엽(Fp1, Fp2)과 중앙 및 우측 전두엽(Fz, 
F4)에서 유의한 차이. Relative Alpha파는 좌측 전전두엽(Fp1)중앙엽(Cz)과 두정엽(Pz)에서 유의한 차이. Relative Beta
는 좌우 전전두엽(Fp1,Fp2)과 중앙 및 우측 전두엽(Fz, F4) 그리고 좌우 두정엽(P3, P4)에서 유의한 차이. Relative 
Gamma는 좌우 전전두엽(Fp1, Fp2)과 전두엽(Fz) 및 중앙엽(Cz)(F=3.744, p<.05)에서 유의한 차이

Ÿ 결론: Video1의 조화감이 가장 높고 전두부위 Relative Theta파의 유의한 증가(전두부위의 Theta파의 활성화는 심사숙
고 하는 과정 등 내적 경험에 주의를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

Ÿ Video4의 매혹감, 자아관여 가장 높음. 뇌파는 전두부위의 Relative Theta파와 Relative Alpha파의 감소 및 Relative 
Beta파와 Relative Gamma파의 증가(전두엽 영역에서 활성화되는 Beta파는 집중력과 고도의 인지적 정보를 통합하고 
처리할 때 증가, Gamma파의 활성은 피험자가 의미 있는 시각자극을 경험하거나 고도의 인지적 기능을 수행할 때 활성
화된다고 보고). Video4 시청시 피험자의 주의력이 집중되고 인지적 처리과정이 활성화되었음을 확인. 코로나 
19(COVID-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 연구임을 감안할 때 마스크 없이 도시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장면에서 
외출 제한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대리경험으로 해소하였다고도 해석





Ⅳ 노인

  1. 노인 건강정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Cure+Care+Edu Platform 

개발

  2. 치매노인을 위한 시·촉각 가상현실 기반 인터랙티브 음악활동 프로그램 

개발

  3. ICT 융합을 통한 지역사회 우울증 예측과 해소방안 연구 도농복합도시의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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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목적

 연구의 구성 및 역할

 1. 노인 건강정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Cure+Care+Edu Platform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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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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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추진성과

 논문발표

 2020년 1월: 노화와 관련된 언어이해력 및 언어 표현력 문헌 연구. 언어 치료 연구, 29(1), 49-57.

 2020년 6월: ‘Health Literacy’ 개념 정의에 대한 체계적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6), 757-777.

 2020년 6월: 간호대학생의 노인언어재활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6), 907-919.

 2020년 7월: 간호학 논문에 나타난 ‘전문간호역량’ 관련 질적 내용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6), 257-279.

 2021년 3월: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와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 보건사회연구, 2021, 41(1).

 학술대회 발표

 제 6회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 한국언어치료학회 공동학술대회(포스터 발표)

- 제목: 노인과 관련된 언어이해능력 및 언어 표현능력 평가과제 분석

- 의사소통장애의 협력적 접근 / 2019년 11월 9일 /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

 2019년 한국노인과학 학술단체연합회 학술대회(포스터 발표)

- 제목: 노화와 관련된 언어이해력 및 언어표현력 문헌연구

- 지속 가능한 활동적 노년 / 2019년 11월 29일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2020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포스터 발표)

- 제목: A Study on Awareness of the Elderly Speech-Language Rehabilitation for Nursing Students

-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산학협력방안/ 2020년 7월 24일~25일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20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포스터 발표)

- 제목: 상용치료원 보유 여부가 환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

- COVID-19 시대의 보건의료체계 혁신 / 2020년 11월 6일 / 삼경교육센터 6층

 제 12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구두 발표)

- 제목: 상용치료원 유무에 따른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

- 상용치료원 세션 / 2020년 12월 11일 / 온라인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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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활동

 제 1회 노인 맞춤형 Cure+Care+Edu Platform 개발을 위한 Workshop

 제 2회 노인 맞춤형 Cure+Care+Edu Platform 개발을 위한 Workshop

 제 1회 노인 맞춤형 CCEP 개발을 위한 학제간 융합연구 컨퍼런스

1.3 향후 추진 방향

 연구를 진행하며 고려해야 할 내용

 노인들의 집단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함

- 지역성, 문화적 특성

 노인들의 개인적 삶의 과정에 대한 이해

- 개인적인 삶의 역사

 노인의 현재 상황을 이해

- 은폐성, 과장성

 노인들의 표현 방식, 의사소통 유형 특성 이해

- 숨은 욕구와 감정표현 방식

-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침묵, 희노애락 표현

- 방어에 대응

 향후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건강정보소통 능력 향상 프로그램

노인 치료·돌봄자

수동적 의사소통자에서 적극적 의사소통자로의 변화 노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자가 진단

건강정보 소통 불능에 대한 귀인 전략 수정
("까칠한 노인이 되자")

한 인간으로서의 노인에 대한 생각 고취

노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 감정 노동에 대한 번 아웃 예방 방법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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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치매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돌봄에 따른 가족간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유발요인이 됨. 더욱이 치매는 완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기진단과 함께 예방이 중요함

- 가상의 과제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행위가 뇌졸중환자의 기능회복에 

긍정적이라는 박서아와 김혜영(2019)의 주장은 가상의 현실 속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도 촉각과 감각을 

자극하는 등의 알고리즘이 연결된다면 충분히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연구의 목표

 본 연구는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음악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기술지원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가상현실 내 음악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악기 개발

- 노인에게 적합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 확산 가능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반 음악치료 활용 매뉴얼 개발 및 보급

1.2 연구추진성과

 1차년도 개발 목표

 연구 동향 및 메타분석

- 기존의 중재 프로그램들을 메타회귀분석 하여 고령자의 우울을 완화하고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디지털기

기, 운동, 음악에 초점을 맞춘 중재프로그램이 그렇지 않은 중재프로그램에 비해 효과크기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

-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현실과 햅틱기술을 접목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운동 및 음악 치료(드럼악기를 

연주하는 게임)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준비하는 탐색적이고 실천적 연구의 성격

- 한국의 노인들에게 사전-사후 실험집단-비교집단 효과성 비교를 한 우울 46개, 인지 70개 프로그램들을 

최종적인 분석대상 선정

- 분석결과: 한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우울과 인지에 미친 효과크기에 이질성이 

크게 나타남

- 선행연구 프로그램의 효과성 크기 이질성 비교: 인지(위), 우울(아래)

- 이는 출판편향으로 인한 오류가 있더라도 그래도 유의한 효과 크기인 것으로 판단됨

 2. 치매노인을 위한 시·촉각 가상현실 기반 인터랙티브 음악활동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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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회귀 분석결과: 디지털기기, 운동, 음악 프로그램이 중고령자의 인지, 우울에 미친 효과

특성
인지 우울

coefficient se P-value coefficient se P-value

디지털기기 -5.43 2.51 0.02 -0.47 3.25 0.44

운동 -1.89 1.93 0.16 -4.51 2.69 0.05

음악 0.95 1.87 0.30 1.03 2.66 0.35

의료시설 -1.21 1.72 0.24 -8.31 2.18 0.00

회기수 0.12 0.07 0.04 -0.22 0.12 0.04

여성50%이상 3.03 2.26 0.09 0.11 0.07 0.05

연령 1.52 1.81 0.20 8.07 2.65 0.00

상수 9.31 2.62 0.00 10.27 5.81 0.04

Tau² 39.66 44.11

 I² 96.67 96.22

Q (df) / P-value 1861.44 (62) / 0.000 1005.77 (38) / 0.000

n 70.00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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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년도 개발 결과

 햅틱 스틱 개발

- 가상의 환경에서 드럼을 가격하기 위한 스틱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가상 드럼 연주 시 실제와 

같은 즉각적 진동촉감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햅틱 스틱의 구조를 설계하고, 특정한 힘과 속도, 각도 비율 

등을 측정하는 관성측정유닛(IMU, Inertial Measurement Unit)을 이용하여 햅틱 스틱의 모션을 측정하는 

제어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햅틱 스틱을 개발함

 타악기 연주를 위한 VR 어플리케이션 개발

- 개발된 햅틱 스틱으로 가상의 환경에서 드럼을 연주하는 활동을 실감 있게 구현하기 위하여 전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가상의 북, 심벌즈, 스틱, 연구환경(room)등의 3D 이미지 표현, 사용자의 손의 움직임 감지, 

음향효과 및 햅틱 스틱과의 연동을 구현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가상의 드럼 연구 환경을 구축함

 연구진 시연(Demo) 및 피드백

- 완성된 시·촉각 VR 기반 햅틱드럼 시스템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증 치매 환자 재활에 적용하기 위한 

가능성 및 수정 보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전체 연구진이 참여하여 시연 및 테스트를 진행하여 주요 

장치 기능 및 효과 확인하고 노인 대상 VR 음악활동 프로그램 연계 시 수정/보완 사항을 검토함

1.3 향후 연구 방향

 1차년도 과제에 대한 점검

 1차 년도는 가상현실 내 악기를 구현하고 연주할 수 있는 햅틱을 개발

 VR 음악활동 시험 적용

 2차 년도

 가상현실 환경 보완 및 다양한 악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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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대상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노인대상 vr음악활동 프로그램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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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목적

-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우울증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됨에 

따라, ICT 기반의 융합적 관점에서 정신의학과 사회심리학적 데이터가 통합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우울증상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도농복합도시 지역사회의 중고령층 우울증상 완화 및 예방 방안을 탐색

 연구의 목표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사회경제적 필요성

- 우울증의 사회적 문제화와 사회적 비용 증가

- 도농복합도시 중고령층의 우울증 문제

□ 정신의학·보건학적 필요성

- 우울증의 사후적 치료 및 사후적 개입 시스템의 문제

□ ICT 융합기술 활용의 필요성

- 새로운 ICT 기술 활용을 통한 우울증 해소 

□ 정책 및 제도적 필요성

- 지역사회의 수준의 전략적 개입의 필요성 

 3. ICT 융합을 통한 지역사회 우울증 예측과 해소방안 연구: 도농복합도시의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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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추진성과

 1차년도

 우울증의 다면적 원인 예측을 위한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측정지표 도출

- 대면 방식의 심층적 설문조사를 위한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측정지표를 담은 통합적 설문지 구축

- 비대면 방식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일상 설문 조사내용 구축

 우울증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관리모델 연구 

-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코호트 연구 참가자 중 원주 거주 중고령층(55세~85세 이상) 700명 참여자 

전화 모집 완료

- 700명 대면 심층 설문조사 및 일상적 설문 용도의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설치 (4월 중 완료 예정)

 우울증상 예측을 위한 일상적 설문조사 용도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완료

- 의공학적 연구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경험이 있는 개발 업체(스퀘어베이스)와 연계하여 연구조사 용도의 

일상 설문 및 신체데이터 수집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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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추가적인 1차년도 연구계획

 우울증 예측알고리즘 개발 연구 포럼(2021.4.15.)

- 기존에 우울증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간호학과 김희정 교수를 

초청하여 본 연구팀의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연구 포럼 진행 예정

 우울증 융합연구 세미나 (2021.4.21)

- 수집된 의학적, 심리사회적, 사회관계망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10명의 연구진들의 연구 방향 논의 및 조율 

예정

 수집된 데이터 분석 및 논문 작성 일정 (2021.5월 ~ 2021.10월)

- 실시간으로 수집된 라이프 로그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심리조사와 사회연결망 조사 데이터를 통합하여 

우울증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연구 및 논문 작성 

 현재 연구진들에 의해 작성 및 투고 준비 중인 논문 2편:

- 이진희 교수(정신건강의학) - ‘Sex-specific association between C-reactive protein and suicide 

behavior in the general population’, Translational Psychiatry 학술지에 투고 예정

- 조용미 박사(사회정책학), 박지영 교수(사회복지학) - ‘영국의 농촌지역 중고령층의 정신보건 관리 시스템 

모델 사례분석’(가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학술지에 투고 예정

 2차년도 데이터 수집 개선 방향 고안 (2021.9월)

- 1차년도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2차년도의 데이터 수집 내용 

및 방법(애플리케이션 및 설문조사 내용 수정 사항 확인) 개선방향 논의





Ⅴ 환경

  1. 기후정의와 사회혁신을 위한 데이터과학기반 시민과학정책모델 개발: 폭

염재난과 건강불평등을 중심으로

  2. 위계에서 얽힘으로: 포스트휴먼시대의 인간-동물관계

  3. 초연결사회 보안환경 변화에 따른 취약요인 분석 및 신보안전략

  4. CALMET 모델을 이용한 토지이용의 미기상 민감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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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 적용할 취약성과 준비성융합 메커니즘

 본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참여 연구진 학문분야 결합 형태

 1.  기후정의와 사회혁신을 위한 데이터과학기반 시민과학정책모델 개발 : 

폭염재난과 건강불평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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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과학과 정책의 결합 및 학제간 융복합연구 필요성

- 기존의 대표적인 기후재난적응 모델은 취약성 관련 지표산출과 취약지역에 대한 분포상태를 확인하는 

과학적 진단에만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음

- 기후재난을 줄이기 위한 대책방안으로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진단에 머물지 않고, 정책과 결합 (science-p

olicy integration) 형태로서의 학제간 융합연구가 절실

 본 연구에서의 학제간 융복합 연구적용

- 학제간 융합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참여 연구진의 세부 학문분야 (정책학, 사회학, 대기과학, 

의학, 환경정보학)의 융합 적용을 추구

1.2 연구추진성과

 1차년도

 1차년도 연구목표

- 1차년도에는 폭염에 따른 취약성 평가, 준비성 평가, 취약성과 준비성융합 메커니즘 평가, 건강불평등 

평가를 진행하여 데이터 과학기반 취약성과 준비성융합형 폭염적응 플랫폼 구축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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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년도-1 연구추진방법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의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20년간 (2000년~2020년) 국내 7개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등)내 폭염 양상 데이터를 산출

-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정도) 정도, 커뮤니티내 취약계층 분포 (건강불평등) 를 나타내는 요소를 산출

 연구추진결과

- 취약성 준비성 지표 산출 / 데이터 수집 matrix 도출 (100여편 관련 선행연구 검토, 12회에 걸친 토론 

결과)

- 융복합 교과목 ‘기후정책세미나’ 개설

- CNU 학습동아리 ‘폭염재난대응 융복합연구팀’ 우수상 수상 (2020.08.21. ~ 2020.11.05.)

 1차년도-2 연구추진방법

- 1차년도-1단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머신러닝기법 중 인공신경망 방법을 활용하여 폭염 패턴, 주요인자들의 

가중도/민감도를 도출

- 취약성 평가, 준비성 평가, 취약성과 준비성융합 메커니즘 평가, 폭염에 따른 건강 불평등평가 지표화작업

 2차년도

 2차년도 연구목표

- 2차년도에는 폭염 기후재난 적응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주민 참여활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주민참여형 

폭염적응 정책모델 구축을 목표

 2차년도-1 연구추진방법

- 1단계에서 진행한 폭염취약성 평가, 준비성 평가, 취약성과 준비성융합메커니즘 평가, 건강불평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7개 대도시내 평가결과가 낮은 7개 커뮤니티를 재선정

- 해당 커뮤니티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폭염취약성, 준비성, 건강불평등에 대한 주민인식 관련 설문조사문항을 

작성

- 7개 커뮤니티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폭염적응정책 및 건강불평등완화 관련해서 반구조화 심층면담 

문항을 작성하고 설문문항 및 면담문항에 대해서 IRB 위원회에 검증을 의뢰

 2차년도-2 연구추진방법

- 1단계에서 선정한 7개 커뮤니티내 설문조사 대상자를 선정, IRB 검증을 완료한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2개월간 진행

- 사회문제해결형 정책제안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역할극 시뮬레이션을 1개월에 걸쳐서 진행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주민참여를 활용한 참여형GIS를 활용하여 폭염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과 수요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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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예상 연구결과 및 활용

- 커뮤니티 기반 참여 활동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폭염 적응 및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커뮤니티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면담, 역할극 시뮬레이션, 참여형 GIS 등으로 통해 주민참여형 

폭염적응 정책 모델을 구축을 목표

- 현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장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시민과학과 데이터과학의 시너지효과를 발휘

 3차년도

 3차년도 연구목표

- 3차년도에서는 폭염적응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분석과 I 단계와 II 단계에서 진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시민과학활동 유도를 위한 플랫폼 구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폭염 적응 향상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형 사회혁신 정책모델 구축을 목표

 3차년도-1 연구추진방법

-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으로 연구대상인 7개 대도시내 폭염적응 정책과 관련한 지방정부간, 시민단체-정부기관

관계 등 네트워크와 거버넌스를 분석

 3차년도-2 연구추진방법

- 주민 대상 설문, 전문가 면담, 역할극 시뮬레이션, 참여형 GIS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형 시민과학활동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

 3차년도 예상 연구결과 및 활용

-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시민과학 모임의 한계를 분석하고 커뮤니티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연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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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대효과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에 있어 기상/기후학적 이해도를 높일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한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기여

- 정책적 활용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실용성과 근거기반 정책 (evidence-based policy)의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후재난관련 질환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진료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학, 

보건의학으로 협력 및 연계, 융복합 학문으로서 그 역할을 넓힐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여

- 정책모델과 실증적 결과들은 다음 차기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지자체 단위 기후변화 적응계획에 활용

 인력양성방안

- 다학제적 시각이 요구되는 시대에 창의적 문제해결역량을 갖춘 후속세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연구보조원인 석사과정생은 원칙적으로 전일제 학생을 우선선발하고 본 연구과제와 학위논문 주제의 연계성

을 갖도록 유도

- 참여연구진의 융합연구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외 연구소에서 연구원 및 인턴십 활동으로 학문적 교류를 

증진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 융복합 수업을 개설하여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에 활용

- 다양한 기상/기후 재해 현상(미세먼지, 한파, 가뭄 등)에 대한 자연과학적 접근과 사회정책학적 정보 도출을 

시도할 수 있는 융복합 수업을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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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아젠다 발굴

- 3차년도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지역사회 건강보건 취약계층에 대해 “정책 네트워크 정신건강리질리언스/심리

적 웰빙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협의체 구축을 보다 강화

-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정신건강리질리언스 심리적 웰빙 커뮤니티 조성은 재난 유형별 지역사회 맞춤형 

정책 모델 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한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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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포스트휴먼 시대 등장하고 있는 생명과 생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인간-자연, 인간-동물의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와 규범을 넘어 공존과 얽힘의 가능성을 모색

- 본 연구팀은 인간-동물 관계가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비판하며, 관계 속에 존재하는 다층적인 

“얽힘”을 드러내고 포스트휴먼시대 인간-동물관계를 재구조화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구축(동물인격, 동물인

구, 동물인식)하고, 인간-동물 상호작용 과정을 분석하며, 생태정치 및 생태미학 사례를 조사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한 구체적 연구결과물을 축적하여 지속적으로 자연과학기반 동물연구

와 인문사회과학 동물연구의 융합적 성과를 모색하고자 함

 연구 내용 및 범주

- 본 연구는 기존의 동물과 인간-동물 관계에 대한 위계적 인식을 극복하고 동물의 존재와 인간-동물 관계의 

얽힘(entanglement)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이론을 고찰하며, 이에 바탕을 두고 “개별적으로 묘사될 수 

있는” 인간-동물의 접촉의 순간을 포착하는 “다종적(multi-species)이며 다층적”인 연구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얽힘”의 경우, 얽힘의 개념화를 위해 비결정성 이론(amorphous theory)을 검토

 2. 위계에서 얽힘으로: 포스트휴먼시대의 인간-동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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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추진성과

 세미나 및 대중강연

 ‘동물, 원’ 영화상영회 및 감독과의 대화·토론회 개최

- 일시: 2019. 11. 29 (금요일), 13:00

- 장소: 서울대 수의대 85동 스코필드홀

 2020 인간-동물연구네트워크 연속 웨비나 “관계와 경계” : 총 4차

(서울대 수의과대학 대회의실 및 Zoom, 2020. 6. 26. ~ 2020. 7. 17)

□ “관계와 경계” 1차 웨비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동물의 취약성>

□ “관계와 경계” 2차 웨비나 <인간과 동물의 '적절한 거리'>

□ “관계와 경계” 3차 웨비나 < 포스트 코로나 인간-동물관계: 질병과 산업을 중심으로>

□ “관계와 경계” 4차 웨비나 < 포스트 코로나 인간-동물관계: 생태정치와 실천> 

 Junior Scholar Colloquium 및 연구진 북세미나 (2020. 10 ~ 현재)

□ 1차: 반려동물 생애사 연구 & 버지니아 울프 『플러쉬-어느 저명한 개의 전기』

- 2020. 10. 23, 15:30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 2차: ‘보호종에서 동반종으로 :조류 센서스의 공간-지식 실행과 철새 생명 정치들’

- 2020. 12. 4, 16:00 (Zoom 회의실)

□ 3차: "야생의 미래로" - 옮긴이 김산하 박사와 함께하는 『활생』(Feral) 북세미나

- 2021. 1. 18, 20:00 (Zoom 회의실)

□ 4차: ‘국내 남방큰돌고래 야생 방류와 관련 현황’ & 『자연의 권리』 (David R. Boyd 저) 북세미나 
- 2021. 2. 18, 15:00 (Zoom 회의실)

□ 5차: ‘페미니스트 환경계획 - '내성천의 친구들' 운동을 중심으로 

- 2021. 3. 25, 16:00 (Zoom 회의실)

 2020년 전문가 초청 워크숍 '트라우마 경험자, 어떻게 대해야 할까: 사회 속에 만연한 트라우마 알아보기'

- 2020년 12월 22일 15:00 (Zoom 회의실)

 내부 연구진 워크숍

 2019 ‘제주 인간 동물 생태 정치’ 워크숍

- 일시: 2019.7.13(토)-7.16(화) 3박 4일

- 장소: 제주도 (강정마을, 돌고래 생태지역, 비자림로 등)

 2020 하계 제주 워크숍

- 일시: 2020.08.18 (화) 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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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제주 더큐브리조트 회의실

 융합주제강좌 개설: 인간과 동물 (2020년도 2학기)

- 진행기간: 2020년도 2학기

- 담당 교수: 이동신, 천명선, 김석호

- 특강 교수: 권헌익(캠브리지대), 김기흥 교수(포스텍), 주윤정 박사(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출간활동

 『관계와 경계: 코로나 시대의 인간과 동물』 (2021. 01. 28 출간, 포도밭출판사)

- “2020 인간-동물연구네트워크 연속 웨비나 ‘관계와 경계’”의 내용을 엮어 단행본으로 출간

 『활생』 (2020. 10. 10 출간, 위고출판사, 연구팀 김산하 박사 번역)

- 인간-동물연구네트워크 김산하 박사(생명다양성재단)가 본 연구팀의 지원을 받아 번역

 학술활동

NO 구분 제목 저자명
게재학술지명
/ 발행기관명

발행일

1
국제인증 

학술지(SCI급)

An Analysis of Veterinary Practitioners’ 
Intention to Intervene in Animal Abuse 

Cases in South Korea 

Joo, Seola; 
Jung, Yechan; 

Chun, Myung-Sun
ANIMALS 2020.5.6

2
국제인증 

학술지(SCI급)
Traumatic Stress of Frontline Workers in 
Culling Livestock Animals in South Korea

Park, Hyomin; 
Chun, Myung Sun; 

Joo, Yunjeong
ANIMALS 2020.10.19

3
국내인증 

학술지(KCI급)
가축전염병 살처분 노동과 위험의 외주화 주윤정; 조하영; 박효민 담론201 2020.10.23

4
국내인증 

학술지(KCI급)
상품에서 생명으로 : 가축 살처분 어셈블리지와 

인간-동물 관계
주윤정 농촌사회 2020.10.28

5
국내인증 

학술지(KCI급)
코로나바이러스 모델링의 사회학: 영국의 

수학적 모델은 왜 초기방역에 실패했는가?
김기흥 사회와 이론 2020.11.30

6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Exploring customers’ animal welfare 
perspectives and attitude toward the 

use of antimicrobials in livestock farming

Seola Joo;
Myung-Sun Chun

International 
Society for 

Anthrozoology
2020.9.3

7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DMZ와 질병의 월경: 말라리아,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살충제
주윤정

한국과학기술학회 
2020년 

후기학술대회
2020.11.13

8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감염병의 확산과 진단기술: 코로나 19와 

구제역의 사례연구
김기흥

한국과학기술학회 
2020년 

 후기학술대회
2020.11.13

9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원헬스적 관점에서 본 동물감염병대응 방식의 

전환 필요성
천명선

한국과학기술학회 
2020년 

 후기학술대회
2020.11.13

10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Media Discourse About Using Fish at a 

Local Festival in Korea
Seola Joo;

Myung-Sun Chun

Asia Pacific 
Society for 

Agriculture and 
Food Ethics

2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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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실적

 연구팀 홈페이지 구축

- URL: https://sites.google.com/view/has-network/home 

-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연구팀 세미나 등 행사 정보를 알리고 참여 연구원의 연구/강연/학술 활동을 

축적하는 등 관련 연구정보에 대한 아카이빙 및 홍보 진행 

 언론 보도

1.3 추후 추진 계획

 해외 학자 초청 인간-동물 관계 북세미나 개최(2021년 5~11월, 4차 예정)

- 2020년 하반기로 예정되었던 학술대회를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도에 해외 학자 초청 온라인 북세미나로 

개최

- 인간-동물 연구 분야의 학자 4인 초청하여 그들의 주요 저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인간-동물학의 

현황과 이슈에 대해 강연 및 토론 진행

- 국내 관련 분야 신진 연구자들과의 정보 교류 및 토론의 장 마련 

 융합 강의 교과서 단행본 발간(예정)

- 융합주제강좌 교과서용 단행본 출간 계획

 기타: 연구팀 교육, 홍보 및 성과 활용

- 관련 방송 및 언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연구주제별 개인/그룹 연구활동

 Animal as Individual

- 환자로서의 동물에 대한 이론적 틀 고찰 및 경험연구 수행 (천명선/이항)

- 임시보호 중인 고양이와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 인격(기질)의 변화와 인간의 인식 연구 

(조윤주)

- 노동하는 동물(안내견, 사역견 등)의 현황 조사 (천명선/주윤정)

 Human-Animal Relations

- 인간-동물 관계의 “비결정성 이론” 논문 출판(이동신)

- 「동물과 사회학(Animals and Sociology)」번역 및 출간 준비(박효민)

- 반려동물 생애사(반려동물의 질병과 죽음을 중심으로) 연구 지속(천명선)

- 동물-인간-병원체의 관계 이론 고찰 및 경험 연구 수행(김기흥)

- 동물과의 만남을 통한 생태운동가의 생태적 자각에 대한 연구(김호경/천명선/이항/주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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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Animal in Common World 

- 현대사회에서 야생성의 개념과 사회문화적 담론을 재검토하는 도서 출간과 대중 행사(김산하)

- 한국의 대표적인 생태정치의 영역들에 대해 현지조사(우포늪, 순천만, 철원, 제주 지역의 생태정치) 생태정치

의 활동가들에 대한 심층 면접 및 조사를 통해 생태정치에 대한 이론 및 실천 연구 심화(주윤정)

- 동물친화 도시 지표 총괄, K-SDG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파트에서의 육상 생태 지표 개발 (김석호, 

주윤정)

- The Good Earth: Anthropology and Global Ecology 라는 제목의 영문 단행본 집필 계획 (권헌익)

 연차별 연구내용 요약

연차 구분 Animal as Individual Human-Animal Relation
Human animal in 
Common World 

1년차 이론적 고찰
동물 인격/주관성

동물 인구

다종 민족지/행동
인간-동물 관계

동물-인간-병원체
(탈식민화/생명정치)

생명-시민권
생명사회성

(biosociality)
생태정치
생태미학 

2년차 경험 연구

동물 인구 
조사방법 개발

동물 인격
(personality) 조사

인간-동물 상호작용 연구
설문조사(인식조사)

다중민족지
(살처분, 생애사)

지역 생태 정치 사례 연구
생태미학 콘텐츠 개발 

3년차 연구의 활용 인간-동물 융합 복지 정책
인간-동물 관계
정책 지표 개발

생태정치 및 생태미학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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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목적

- 초영역·초연결 사회의 안전망 구축과 보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속도로 복구 능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예방 및 방호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모든 지하시설들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임. 그러나 때로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앞서다 보니, 보안의 필요성은 충분한 관심과 예산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확대된 신안보 개념과 함께 기존의 보안 개념에서 인식의 급변, 보안제도 확대, 법과 제도의 확충 등을 

고려하여 보안의 영역도 재정립 되어야 함. 그리고 기존의 개념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채워나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

-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최고 결정자들이 포괄적·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만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초적인 자료가 제공

- 국가전략, 과학기술, 사회제도 및 법규 측면에서의 전통적 보안대책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보안 취약요인을 상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국력의 4요소인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기능 

측면에서의 전략적 대응방안과 개발방향을 제시

- 연구의 목적은 초연결 사회의 진입에 따른 보안의 영역이 점차 확대 되고, 이에 따른 교차영역 간 협업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조치들과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책들을 

모색해보는 것

 융합연구의 필요성

- 분석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사회의 제도적 법적 절차와 대응방안을 벤치마킹하여 

대국민 교육, 인권개선 등 영역 횡단적으로 상호 연계된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제시

- 본 연구팀은 8명 전원이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국제정치학, 법학, 통계학, 군사학(군사전략), 

지역학(일본), 사이버(암호학), 원자력, 토목공학)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사회의 위험 요소 현황과 분석이 가능

- 공동의 연구와 토의를 거쳐 앞으로 한국에 어떠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한지를 제시

 연구방법 및 내용

- 1차년도에는 국내외의 보안환경 변화를 국제체제, 국가, 개인 수준에서 분석

- 2차년도에는 국제관계, 과학기술 및 사회현상 변화가 보안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국가전략, 과학기술, 

법․체계 등의 대응체계의 한계 분석

- 3차년도에는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국력의 제요소인 DIME(외교, 정보, 군사, 경제) 요소를 고려한 

해결방안을 제시

 3. 초연결사회 보안환경 변화에 따른 취약요인 분석 및 신보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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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추진성과

 1차년도

 논문게재 3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비고

홍규덕, 조수영, 조관행
초연결사회 보안환경 변화에 따른 취약요인 및 

대응방안
전략연구, 26(3)

2019. 12
등재지 게재완료

안효춘, 김국주, 양현상, 
홍규덕,박영준

국가중요시설의 적대적 드론 방어를 위한 스마트 
대공방어체계 운용요구능력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2020.
등재지 게재 학정

이상규, 이호찬, 이건우, 
한다희, 박영준

군 방호시설에 자철석 콘크리트 적용 시 감마선 
차폐효과 분석

한국건축시공학회지
20(2)

2020. 4
등재지 게재완료

 학술대회

- 학술대회(국력의 4대 요소인 DIME을 고려한 장기적 발전 전략 제시)

-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고려대학교에서 “초연결사회 보안환경 변화에 따른 취약요인 분석 및 신보안전략”

의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

 협정서 체결

- 건국대학교 융합연구총괄센터(센터장 노영희교수)와 국가보안학회(회장 홍규덕 교수) 2019년 10월 10일 

MOU 체결을 위한 교류협약에 최종 합의

 연구주제 관련 특강 및 사회(8회)

구분 특강 및 세미나

박노형 교수
한미 사이버 대화 주관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리베르타스홀 2019년 9월 6일
2019 KOREA-US CYBER DIALOGUE 기획 및 주관

홍규덕 교수
공군사관학교 특강

공군사관학교 2019년 10월 29일 2019 미래 항공우주 학술대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국가 안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

홍규덕 교수
연세대 특강

공군은 2019년 12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연세대학교 항공우주전략연구원과 공동으로 ‘미래국방 기술 및 

전략 학술대회’를 개최했음. 항공우주력의 중요성과 국방개혁 주제로 특강

홍규덕 교수 CSIS와 최종현 학술원 
공동세미나사회

2020년 1월 20월 마지막 세션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섰으며, 
우주 기술이 향후 지정학 리스크에 미칠 영향 논의했음

임종인 교수
CSIS와 최종현 학술원

공동세미나발표

2020년 1월 20월 세션 4에서는 사이버 보안과 블록체인 기술 논의
발표자로는 R. David EDELMAN MIT TENS 프로그램 국장,

김형중 고려대 교수, 임종인 고려대 교수가 발표

최성열 교수 UC버클리 원자핵공학과 
학과초청 콜로퀴움 특강

2019년 9월 30일최성열 KAIST 교수가 UC버클리 원자력공학과 학과초청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과 핵비확산에 대한 콜로퀴움을 진행함.

최성열 교수
대만전력공사 초청세미나 특강

2019년 11월 11일 최성열 KAIST 교수가 대만전력공사 초청으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에 대한 콜로퀴움을 진행함.

최성열 교수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한국핵정책학회 세미나 강연

2020년 1월 31일 최성열 KAIST 교수가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한국핵정책학회 
공동세미나에서 북한 비핵화 검증 기술의 현황에 대한 강연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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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기고(4회)

구분 신문기고 비고

홍규덕 
교수

[월드 인사이트]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 외교…접점 찾아야 중앙일보 2019. 7. 10

[리셋 코리아] 북한 도발 대처하려면 한·일 안보 협력 절실하다 중앙일보 2019. 12. 2

[홍규덕의 한반도 평화워치] 북핵 위협 상쇄할 우주·사이버전 능력 개발해야 중앙일보 2020. 1. 17 

[홍규덕의 한반도 평화워치] 국방 개혁 15년, 여전히 싸워 이기는 군은 만들지 못했다 중앙일보 2020. 3. 17

 2차년도

 논문게재 6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비고

조관행, 김영수,
서석민, 홍규덕

북한의 사이버와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PMESII 체계분석과 DIME 능력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2020년 여름호

2020. 6
등재지 게재완료

박지혜, 양원석, 
채낙규, 이민호,

최성열 

Internal Dose Assessment of Worker by 
Radioactive Aerosol Generated During 

Mechanical Cutting of Radioactive Concrete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 18(2)

2020. 6.
SCOPUS

등재지 게재완료

홍규덕 국방개혁의 방향과 과제 군사논단 100권 특별호
2020.6

등재지 게재완료

홍규덕
비전통 안보의 재조명: 코로나 19 시대 이후의 새로운 

방향 모색
국방정책연구, 2020년 

가을호(제129호)
2020.10

등재지 게재완료

정헌주 미국과 중국의 우주 경쟁과 우주안보 딜레마
국방정책연구, 2021년 

봄호
2021. 4. 30

등재지 수정후게재

김근혜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사이버 보안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요국가의 대응전략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지, 2021년 

2021. 6. 30
등재지 게재예정

 융합보안 관련 책자 발간

- 2020년 9월 초판, 2021년 3월 재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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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2회 (하계/추계)

□ 하계: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보안 취약점과 대응책(2020. 6. 26)

- 안보 개념의 확장에 따른 보안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국가전략, 과학기술, 사회제도 및 법규 

측면에서의 전통적 보안대책의 한계점을 제시함으로써 보안 취약요인을 다차원적 수준에서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

□ 추계: 안보개념의 확대와 융합보안의 미래(2020. 10. 30)

- 국가보안학회는 안보와 보안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정부 부처들의 당면한 고민들을 듣고 

융합적 차원에서 해결방법을 모색

 연구주제 관련 특강 및 사회(30회)

구분 특강 및 세미나

정헌주 교수

공군본부, 2020년 11월 6일

연세대 신원세미나, 2021년 2월 4일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워킹페이퍼 182호.

정보세계정치학회 주관 세미나 발표, 2021년 4월 23일

조관행 교수
국가보안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2020. 6. 26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세미나 특강, 2021년 4월 30일

김근혜 박사 국가보안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2020. 6. 26

최성열 교수

국가보안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2020. 6. 26

2020년 7월 31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초청으로 차세대 소형 원자력전소 기술에 대한 특강

2020년 8월 4-6일, KAIST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 주관의 2020 국제핵비확산학회를 기획하고 강연함

2020년 9월 3일, 한국재료연구소 초청으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에 대한 특강을 진행함

손한별 교수

국방부 북핵TF 발표, 2020.7.30.

외교부-강원대학교 주관 세미나 발표, 2020.12.10.

국방부 국방비전2050TF 특강, 2021.1.7.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특강, 2021.4.1.

해군 미래혁신연구단 특강, 2021.4.2.

홍규덕 교수

KAIST 전략정책특강, 2020.6.8.

국방대학교 KNDU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2020.6.9.

국가보안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2020. 10. 30

중구상공회 특강, 2020.11.19.

국제정책연구원 주요현안세미나, 2020.11.30.

숙명여대-공군대학 공동주관 항공우주포럼 세미나, 2021.2.22 

해군 혁신 아카데미 특강, 2021.4.6. / 해군대학 특강, 2021.4.7.

2021.4. 10. 한반도 평화만들기 재단 및 국방회교협회 공동

임종인 교수

2020년 7월 29일, 해군정책포럼에서 미래 사이버 위협과 해군 스마트 무기체계 보안에 대한 특강을 진행함

2020년 9월 29일. 화랑대 콜리키움에서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 국방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특강을 진행함

2020년 10월 7일, 국민은행 경영진간담회 세미나에서 언택트 이코노미 시대 사이버 보안의 현안과 과제에 대한 특강

2021년 3월 24일, CISO포럼에서 SolarWinds 사태를 통해 본 공급망 보안 이슈와 대응방안에 대한 특강

2021년 3월 29일, 국민은행에서 E-discovery에 대한 특강



융합연구총괄센터

74     2021 융합연구 국내우수사례집 vol.3

 연구주제 관련 국제회의 2회

구분 국제회의 비고

홍규덕 교수 DCAF와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2021. 3. 16~18
홍규덕 교수 DCAF와 해양 안보 거버넌스 2021. 4. 7~9

 연구주제 관련 언론 인터뷰 및 신문기고 10회

구분 신문기고 비고

홍규덕 교수

[홍규덕의 한반도 평화워치] 사이버 안전 위협하는 판도라 상자 열렸다 중앙일보 2020.5.12.

軍에 훈련과 교육보다 중요한 게 뭔가 동아시아론 2020.5.23.

첫 쿼드 정상회의와 한국 경항모의 전략적 가치 중앙일보 2021.3.19.

손한별 교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군사적 의미 정책브리핑 2020.7.31

조관행 교수 항공우주의 중요성 국방일보 2021.3.9.

임종인 교수

“미래 사이버 위협과 해군 사이버작전 역량 강화방안” 국방일보 2020.10.26

“중국산 軍 CCTV, 中으로 정보유출 사전설계” 조선일보 2020.11.27

 “병원 20곳에 '개인정보 수집기' 무상 지급..."병원과 정보 거래?" YTN 2021.3.7

'가상화폐 거래소' 잇단 해킹 피해..."시세조작 의심 YTN 2021.4.1

“20년만에 개발한 KF-X, ‘독침무기’ 장착한다”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함 조선일보 2021.4.7

 미래세대 교욱: 한국대학생평화안보연구회 설립 및 교육 활성화

- U-SPECK(Undergraduate studies for peace and security in Korea)를 2019년 3월 9일 설립

- 국가안보와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연구주제 관련 논문경연대회 온라인 심사

 융합보안 관련 설문분석

- 융합보안에 대한 개념, 의식 수준 분석을 토대로, 미국을 비록한 각국의 국가·공공기관 보안관리 수행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융합보안에 대한 개선방안과 국제적 협력방안을 도출

 융합보안 관련 전문가 인터뷰

- 비전통 안보위협의 증대 및 초연결 사회로 인한 복합적 위기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한 일반 및 전문가의 

융합보안 인식 및 관련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 차원의 바람직한 보안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융합보안에 대한 개념, 의식 수준 분석을 토대로, 융합보안에 대한 개선방안과 협력방안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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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목적

- 토지이용도에 따른 변수에 따라 CALMET에서 기상인자 중 풍속과 미기상학적 인자의 변화량을 비교·분석하

여 CALMET의 효용성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CALMET은 모델링 수행시 토지피복도가 사용되나, USGS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도시화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ALMET에 입력되는 토지이용도과 관련된 인자를 변경하여 미기상 요소와의 

민감도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함

 연구의 방법

- CALMET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형자료, 토지이용도자료, 지표기상 및 상층기상자료와 그와관련된 지리정

보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에 의한 토지이용도의 변화에 따른 기상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형자료와 토지이용도 자료를 변경하여 모델링을 구동함

- 모델을 수행한 결과의 비교대상 미기상 요소는 대기오염확산현상과 관련된 주요 물질로 풍속과 마찰속도, 

안정도를 좌우하는 Monin-Obukhov 길이, 대기오염물질의 희석공간을 정의하는 대기혼합고를 계산하여 

기상변화에 따른 대기질 영향까지 추정해 볼수 있도록 결과를 추출하여 비교함

1.2 연구 결과

 지형고도에 따른 미기상 변화

- 지형고도에 따른 기상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복잡지형상태(Case 2)인 경우와 평탄지형상태(Case 

3)로 지형고도를 입력한 경우에 대해서 모델링을 수행함

(a) flat terrain(case 3) (b) complex terrain(case 2)

 4. CALMET 모델을 이용한 토지이용의 미기상 민감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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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ison of time series with flat and complex terrain

- Result of Case 2(complex terrain) and Case 3(flat terrain)

Variable Season Case Min. Avg. Max.

WS(10m)
Summer

Case 2 0.020
-100%

0.672
-4%

2.250
-9%

Case 3 0.000 0.646 2.050

Winter
Case 2 0.010

-100%
0.717

4%
3.200

0%
Case 3 0.000 0.748 3.190

WS(35m)
Summer

Case 2 0.070
100%

1.203
-2%

3.470
-7%

Case 3 0.140 1.176 3.240

Winter
Case 2 0.030

67%
1.232

2%
4.900

0%
Case 3 0.050 1.259 4.900

WS(75m)
Summer

Case 2 0.100
80%

1.460
-1%

4.190
-7%

Case 3 0.180 1.441 3.890

Winter
Case 2 0.120

0%
1.535

0%
5.930

0%
Case 3 0.120 1.535 5.930

u*
Summer

Case 2 0.050
0%

0.182
-5%

0.460
-4%

Case 3 0.050 0.174 0.440

Winter
Case 2 0.050

0%
0.143

1%
0.600

0%
Case 3 0.050 0.144 0.600

L
Summer

Case 2 -158
-41%

5
38%

27
0%

Case 3 -93 6 27

Winter
Case 2 -3159

0%
-23

-1%
172

9%
Case 3 -3149 -23 187

MH
Summer

Case 2 50
0%

837
-7%

2378
-16%

Case 3 50 781 1990

Winter
Case 2 50

0%
231

0%
955

0%
Case 3 50 232 955

 지표면 거칠기에 따른 미기상 변화

- 지표면 거칠기의 변화에 따라서 기상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형고도자료를 입력한 복잡지형상태에서 

지표면 거칠기를 도시화로 개발된 영역에 대해서 1.0m(case 2)에서 3.0m(case 4)로 변경

- Comparison of time series according to changing roughness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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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 of case 2 and case 4 according to changing roughness height

Variable Season Case Min. Avg. Max.

WS(10m)
Summer

Case 2 0.020
0%

0.672
0%

2.250
0%

Case 4 0.020 0.673 2.250

Winter
Case 2 0.010

100%
0.717

0%
3.200

0%
Case 4 0.020 0.715 3.200

WS(35m)
Summer

Case 2 0.070
71%

1.203
28%

3.470
32%

Case 4 0.120 1.535 4.590

Winter
Case 2 0.030

0%
1.232

29%
4.900

32%
Case 4 0.030 1.595 6.460

WS(75m)
Summer

Case 2 0.100
80%

1.460
37%

4.190
43%

Case 4 0.180 1.997 5.990

Winter
Case 2 0.120

67%
1.535

38%
5.930

42%
Case 4 0.200 2.125 8.430

u*
Summer

Case 2 0.050
60%

0.182
54%

0.460
74%

Case 4 0.080 0.281 0.800

Winter
Case 2 0.050

60%
0.143

74%
0.600

82%
Case 4 0.080 0.249 1.090

L
Summer

Case 2 -158
493%

5
-509%

27
423%

Case 4 -938 -19 141

Winter
Case 2 -3159

592%
-23

913%
172

303%
Case 4 -21846 -236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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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bedo에 따른 미기상 변화

- 복사조도의 반사비율을 나타내는 Albedo의 변화에 따라서 기상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형고도자료를 

입력한 복잡지형상태에서 Albedo를 도시화로 개발된 영역에 대해서 0.12(case 5)에서 0.55(case 6)로 

변경

- Comparison of time series according to changing Albedo

- Result of case 5 and case 6 according to changing Albedo

MH
Summer

Case 2 50
15%

837
2%

2378
0%

Case 4 57 855 2378

Winter
Case 2 50

15%
231

22%
955

45%
Case 4 57 281 1384

Variable Season Case Min. Avg. Max.

WS(10m)
Summer

Case 5 0.020
0%

0.672
0%

2.250
0%

Case 6 0.020 0.672 2.260

Winter
Case 5 0.010

0%
0.718

0%
3.200

0%
Case 6 0.010 0.716 3.200

WS(35m)
Summer

Case 5 0.070
0%

1.203
0%

3.470
0%

Case 6 0.070 1.204 3.480

Winter
Case 5 0.030

0%
1.231

0%
4.900

0%
Case 6 0.030 1.235 4.910

WS(75m)
Summer

Case 5 0.100
0%

1.460
0%

4.190
Case 6 0.100 1.460 4.200

Winter
Case 5 0.120

0%
1.535

0%
5.930

0%
Case 6 0.120 1.539 5.940

u*
Summer

Case 5 0.050
0%

0.183
-13%

0.460
-4%

Case 6 0.050 0.159 0.440

Winter
Case 5 0.050

0%
0.145

-10%
0.600

-3%
Case 6 0.050 0.130 0.580

L
Summer

Case 5 -147
1556%

5
-429%

27
0%

Case 6 -2438 -16 27

Winter
Case 5 -1584

-71%
-23

-52%
172

0%
Case 6 -457 -11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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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sen 비에 따른 미기상 변화

- 잠열 플럭스와 현열 플럭스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는 Bowen 비의 변화에 따라서 기상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형고도자료를 입력한 복잡지형상태에서 Bowen ratio를 도시화로 개발된 영역에 대해서 5.0(case 

7)에서 1.0(case 8)로 변경

- Comparison of time series according to changing Bowen ratio

- Result of case 7 and case 8 according to changing Bowen ratio

MH
Summer

Case 5 50
0%

847
-25%

2427
-21%

Case 6 50 638 1921

Winter
Case 5 50

0%
242

-31%
969

-25%
Case 6 50 167 730

Variable Season Case Min. Avg. Max.

WS(10m)
Summer

Case 7 0.020
0%

0.672
0%

2.250
0%

Case 8 0.020 0.672 2.250

Winter
Case 7 0.010

0%
0.718

0%
3.200

0%
Case 8 0.010 0.718 3.200

WS(35m)
Summer

Case 7 0.070
0%

1.203
0%

3.470
0%

Case 8 0.070 1.203 3.470

Winter
Case 7 0.030

0%
1.230

0%
4.900

0%
Case 8 0.030 1.231 4.900

WS(75m)
Summer

Case 7 0.100
0%

1.461
0%

4.190
0%

Case 8 0.100 1.460 4.190

Winter
Case 7 0.120

0%
1.534

0%
5.920

0%
Case 8 0.120 1.535 5.930

u*
Summer

Case 7 0.050
0%

0.204
-10%

0.490
-6%

Case 8 0.050 0.184 0.460

Winter
Case 7 0.050

0%
0.153

-4%
0.620

-3%
Case 8 0.050 0.146 0.600

L
Summer

Case 7 -94
52%

7
-32%

27
0%

Case 8 -142 5 27

Winter
Case 7 -627

62%
-2

619%
172

0%
Case 8 -1018 -14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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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화에 따른 미기상 변화

-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CALMET에서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용도에 따른 입력변수를 현시점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함으로써, 토지이용도 변화에 따른 기상변화를 분석하고자 함

- Comparison of time series according to changing Land-use parameters in summer season

- Comparison of time series according to changing Land-use parameters in winter season

MH
Summer

Case 7 50
0%

1027
-17%

2999
-20%

Case 8 50 853 2410

Winter
Case 7 50

0%
293

-17%
1407

-30%
Case 8 50 244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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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 of case 7 and case 8 according to changing Land-use paramet

1.3 연구 결론

- CALMET에서는 지형자료와 토지이용도에 따라 변경되는 지표면 거칠기, Albedo, Bowen비, Soil heat flux, 

leaf area index가 있으며, CALMET은 토지이용도를 14 category로 구분하여 각 변수를 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표면거칠기, Albedo, Bowen비, 지형자료를 변경하여 미기상에 미치는 민감도를 분석함

- 그 결과 지표면거칠기는 입력값에 따라 10m 높이의 풍속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마찰계수를 증가시키고, 

Monin-obukhov 길이와 혼합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lbedo는 값이 커짐에 따라 마찰속도와 

혼합고를 감소시키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Bowen 비는 값이 작아짐에 따라 마찰속도

와 혼합고를 감소시키는 비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도시에 해당하는 입력인자를 정의하여 임야일때와 도심일때의 기상변화를 분석한 결과 

도심인경우에 지표면의 풍속에 변화는 없으나 고도가 상승할수록 풍속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합고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이는 동일한 양의 대기오염물질이 대기중에 배출되는 경우 혼합고감소와 풍속의 감소로 

인하여 대기중 농도가 임야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Variable Season Case Min. Avg. Max.

WS(10m)
Summer

Case 1 0.020
0%

0.672
0%

2.250
0%

Case 9 0.020 0.672 2.250

Winter
Case 1 0.010

0%
0.718

0%
3.200

0%
Case 9 0.010 0.717 3.200

WS(35m)
Summer

Case 1 0.070
71%

1.203
27%

3.470
32%

Case 9 0.120 1.533 4.590

Winter
Case 1 0.030

0%
1.231

30%
4.900

32%
Case 9 0.030 1.596 6.470

WS(75m)
Summer

Case 1 0.100
80%

1.460
37%

4.190
43%

Case 9 0.180 1.995 5.990

Winter
Case 1 0.120

67%
1.535

39%
5.930

42%
Case 9 0.200 2.127 8.440

u*
Summer

Case 1 0.050
0%

0.184
-19%

0.460
-26%

Case 9 0.050 0.148 0.340

Winter
Case 1 0.050

0%
0.146

-24%
0.600

-30%
Case 9 0.050 0.111 0.420

L
Summer

Case 1 -142
-72%

5
194%

27
52%

Case 9 -40 15 41

Winter
Case 1 -1018

-38%
-14

-210%
172

-63%
Case 9 -635 15 63

MH
Summer

Case 1 50
5%

853
-10%

2410
-14%

Case 9 52 770 2061

Winter
Case 1 50

5%
244

1%
989

17%
Case 9 52 247 1159





Ⅵ 인문사회

  1. 디지털 나노의학과 환자의 생체정보 이용 윤리적, 법적, 사회적 분석 연구

  2.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적용한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기술 개발 연구

  3.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승부조작 위험성 경고 

시스템 구현

  4. 이용자 자아상태와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인공지능 스피커 

시스템 개발 및 검증

  5.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서 편향(성) 최적화 방법론 융합연구

  6. 한국전통문화산업 고도화를 위한 신한복 커스터마이징 시스템개발 및 온

라인 플래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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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융합연구의 필요성

- 나노의학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발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과학계 및 산업계, 정부는 유전체·바이오, 

나노기술, 뇌과학, 로보공학,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의 기술들이 융합된, 이른 바 융합과학기술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성을 추구

- 디지털 나노의학 융합기술에 대한 인문사회 연구의 중요성: 이번 연구를 통하여 해당 융합기술에 대한 

예측적이면서도 국제적인 지형도를 조망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체계적인 근거는 향후 사회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데에 토대가 될 수 있음

 연구의 목적

 나노의학기술의 혁신과 연계하여 발생가능한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발생한 문제의 

동시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

 나노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법·정책적, 사회적 프로파일링을 제공하여, 본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관측 연구 결과를 제공

 정부, 연구자들이 디지털 나노의학기술과 관련된 책임있는 연구 및 의학적 사용을 하는 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정보 및 권고사항을 제시

1.2 연구추진성과

 1차년도

 연구목표 1-1: 디지털 나노의학기술로 보고된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자료 수집

- 기술 소개 웹사이트 구축

- 2021년 3월 5일 현재 63개의 기술을 소개 

기술 분야 확인된 기술 수 이용 검색엔진

Drug Delivery 2

Pubmed.ncbi.nlm.nih.gov 혹은 
Google Scholar

IoT 12

Machine Learning 3

Nano-biosensors 34

Others 12

 1. 디지털 나노의학과 환자의 생체정보 이용: 윤리적, 법적, 사회적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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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표 1-2: 디지털 나노의학으로 제기될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문헌고찰

- 프리즈마에 따른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의 제한 및 대안적인 연구 방법

 연구목표 3-1: 학계, 환자, 시민들 대상 공론화 (1차년도)

□ 연구팀 주관 학술 정기 세미나

3/25 2:30~4:00 4/22 2:30~4:00 6/242:30~4:00

발표자 이재현 교수 최동용 연구원 이일호 교수

사회 김한나 교수 김한나 교수 김한나 교수

토론좌장 김소윤 교수 이인영 홍익대 법대 교수 남형두 교수

토론 1 노영희 융합연구총괄센터장 박장웅 연세대 신소재학과 교수 노영희 융합연구총괄센터장

토론 2 홍석영 경상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강선주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임창동 국가나노기술 정책센터장

토론 3 신태현 인벤테라 CEO 이민지 Southern Illinois Univ. 보건학과 교수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토론 4 박상준 서울 SF아카이브 대표 미정 미정

□ 연구자문

- 1차년 연구 진행에 필요한 연구방법 및 연구분석, 결과에 집중하여 자문을 받음

□ 연구팀 주관 국제 컨퍼런스 개최

- 2021년 5월 27, 28일에 걸쳐 연구방법 1-1, 연구방법 1-2의 결과를 발표하고 공론화하는 개방된 국제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국내·외 학계를 초청하여 연구결과에 대해서 토론함

- 이 때 초대하는 국제 전문가들은 예측적 국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 주요 네트워크가 되고, 이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자료 수집 및 국제 동향 모니터링을 수행

- 본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국내·외 학자들과 [연구방법 2-3]에서 진행할 국가별 설문조사에 대한 설계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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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연구의 목적

- 인문사회 영역의 물류경영 분야와 공학기술 분야의 ICT 물류 시스템 개발을 통합하는데 있음

 연구 추진 체계

 2.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적용한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기술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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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 전략

1.2 연구추진성과

 1차년도

 이론적 배경 조사 및 연구설계(물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이론적 배경 조사 및 연구 설계)

□ 이론적 배경조사 및 선진 물류 비즈니스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적용한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기술 개발 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 동향 파악 및 유럽 등 선진 물류 시스템 구축 

현황을 검토

□ 국외 출장을 통한 선진 물류 비즈니스 시스템 현황과 동향 파악

- 2019년 8월 16일(금)~8월 23일(금) : 유럽(네덜란드, 독일) 선진 물류 비즈니스 모델 구축 실태, 벤치마킹 

및 연구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현지 출장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실시

□ 홍콩·마카오에서 진행된 2019 IEEM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연구성과 발표 및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국제적 동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수렴하여 연구 방향에 반영

- 2019년 12월 14일(토)~12월 19일(목) : 홍콩·마카오 2019 IEEM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물류 

비즈니스 관련 연구 동향 파악 및 향후 연구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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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인터뷰(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물류 비즈니스 관련 글로벌 동향 파악 및 심층 

인터뷰 진행)

□ 전문가 자문결과 반영

- 물류분야의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와 관련한 산·학·연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공급사슬

관리에서 전략적 제휴 효과, 민첩성과 기업 성과와의 관계, 협력활동 효과 및 개방형 혁신과 외부환경 

격변성의 조절 효과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2차년도 연구 과제인 비즈니스네트

워크 구축에 그 결과를 반영함

 운영기술 개발 및 프로세스 구축(수행된 연구조사 기반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기술 개발 및 프로세스 구축)

□ 선행연구검토 등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향 설정과 연계한 현재 국내 물류 비즈니스 네트워크 현황 파악과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인터뷰 등을 활용함

□ 이를 통하여 구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류 프로세스 기반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기술 개발, 물류 설비 

운영에 관한 경제성 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물류 서비스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연구의 방향 

설정과 향후 진행 과정의 기틀을 마련함 

 물류 비즈니스 모델 설문조사(비즈니스 모델 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 사용 고객과 잠재고객이 생각하는 항만 서비스 품질과 스마트 물류에 

대한 의사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함

 학술대회 참가 및 융복합연구포럼 개최

□ 융복합연구포럼

- 제1차 융복합연구포럼(일시 : 2019년 9월 19일(목) 15:00~17:00)

- 제2차 융복합연구포럼(일시 : 2019년 12월 29일(금) 15:00~17:30)

- 제3차 융복합연구포럼(일시 : 2020년 4월 16일(목) 15:00~17:00)

- 제4차 융복합연구포럼(일시 : 2020년 6월 18일(목) 15:00~17:00)

 연구소지 발간(연 2회 – 2020년 2월 제1권 1호 발간) 

□ 창조무역해양경영융합연구소지 창간

- 물류 비즈니스 분야의 동향,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등 다양한 연구주제에 대한 동향과 연구성과를 파악하고 

연구방향에 반영하기 위하여 창조무역해양경영융합연구소지를 발간

 (사)한국SCM학회 학술활동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M.O.U) 체결

 2차년도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인터뷰(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물류 비즈니스 관련 글로벌 동향 파악 및 심층 인터뷰 

진행)

□ 전문가 자문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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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분야의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와 Cold-Chain 관련 산·학·연의 전문가를 활용하

여 공급사슬관리에서 전략적 제휴 효과, 민첩성과 기업 성과와의 관계, 협력활동 효과 및 개방형 혁신과 

외부환경 격변성의 조절 효과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고 자문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2차년도 연구 과제인 

비즈니스네트워크 구축에 그 결과를 반영함

 물류 비즈니스 모델 설문조사(비즈니스 모델 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 

-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적용한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기술 개발 연구와 관련하여 수출기업 대상으로 물류 

경쟁력 및 공급사슬 관련 역량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 요인을 탐색함

 학술대회 참가 및 융복합연구포럼 개최

□ 융복합연구포럼

- 제1차 융복합연구포럼(일시 : 2020년 9월 17일(목) 15:00~20:00)

- 제2차 융복합연구포럼(일시 : 2020년 12월 10일(목) 15:00~19:00)

- 제3차 융복합연구포럼(일시 : 2021년 4월 16일(목) 15:00~17:00)

 연구소지 발간(연 2회 – 2020년 8월 제1권 2호, 2021년 2월 제2권 1호 발간)

□ 창조무역해양경영융합연구소지 제1권 2호

□ 창조무역해양경영융합연구소지 제2권 1호 

 ㈜엔로지스 산․학․연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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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목적

 인공지능-딥러닝을 활용한 승부조작 탐지모형 구현

 연구방법 및 내용

 1년차: 스포츠경기 사례분석을 통한 승부조작 위험 변수 추출

- 조직형 승부조작(제1유형)의 사례 분석

- 스포츠배팅 실시간 배당률 변화 데이터 수집(web crawling)

- 수행 관련 경기기록(예: 득점, 공점유율, 선수별 이동거리 등) 수집

-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승부조작 관련 변수 선정

 2년차: 승부조작 위험성 탐지를 위한 딥러닝 모델링 설계

- 승부조작 위험성 탐지를 위한 딥러닝 최적 모델 탐색

- 트레이닝 데이터 성능평가

- 테스트 데이터 성능평가

 3년차: 승부조작 위험성 경고 시스템 구현

- 승부조작 위험성 경고 시스템 체계의 기준설정

- 실시간 승부조작 위험성 경고 시스템 모델링

- 테스트용 Web 서비스 구현(하이브리드 Web/App)

- 승부조작 위험성 경고 시스템 성능평가

 3.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승부조작 위험성 경고 

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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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추진성과

 1차년도

 연구논문 발표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비고

이지용, 박재현, 
윤지운, 윤효준

Monte-Carlo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이상 배팅 징후 
탐지: 남자프로농구승률과 배당률의 관계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22(4), 55-65

2020년 12월

- 토픽모델링을 적용한 스포츠 승부조작의 판례분석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

 학술세미나 개최

□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딥러닝 인공지능 첫걸음 

- 2020년 8월 27일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분석센터

□ 승부조작 경고 시스템 구현을 위한 부정 방지 시스템 사례 발표 및 활용방안 

- 2020년 10월 28일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분석센터

 학술연구 네트워크

- 가천대 운동재활융합연구소, 한체대 스포츠분석센터와 시니어 헬스케어의 미래전략 위한 MOU체결

- 학술연구세미나 및 업무 협약과 관련된 성과들이 신문기사로 알려짐

 스포츠베팅 DB 구축

 기타: 스포츠관련 영영별 관심도 발표

- 웹 크롤링 기술 활용 포털 사이트 검색어 통계 기반 스포츠관심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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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스포츠분석센터 홍보동영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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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에서는 AI 스피커의 매커니즘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이용자의 성향 및 심리 요인에 바탕을 

둔 대응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이용자 성격 및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를 데이터화시켜 AI 스피커에 적용하여, 이용자별 

맞춤형 AI 스피커 알고리즘 및 시스템 개발이 가능할 것임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1차년도: AI 스피커 사용 시나리오에 따른 VUI 페르소나 유형 및 특성 탐색

 4. 이용자 자아상태와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인공지능 스피커 

시스템 개발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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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AI스피커 사용 시나리오에 따른 VUI 페르소나 유형 및 특성 탐색

 3차년도: VUI 페르소나 알고리즘 개발

1.2 연구추진성과

 1차년도

 연구논문 게재

저자 논문제목

백상기, 김헌, 장병희 AI 스피커 채택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 차이 영향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백상기, 장병희, 김헌
대학생의 AI 스피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의사사회적 상호작용이론과 

기대일치이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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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중인 연구

- AI 스피커 이용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인화 특성과 기술적 특성을 중심으로

- AI 스피커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브랜드 확장이론과 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 AI 스피커의 지각된 인가다운 속성들이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가

1.3 향후 계획

 향후 연구 계획

 교류분석 활용 AI 스피커 이용 분석

- 1차년도에서는 크게 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이용자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들을 설명하기 위해 성격, 

기술에 대한 인식, 상호작용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을 투입함

- 1차년도 연구결과에서는 이들 선행변인이 유효하다는 것이 검증됨

- 2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 연구에서 유의미성이 입증된 선행변인을 투입하여 교류분석에 따른 AI 스피커 

이용자의 특성을 탐색하고자 함

 VUI 페르소나 대응 알고리즘 연구

- 사회과학적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VUI 페르소나 화자 식별기 구성, VUI 페르소나 등록 화자 자동 

식별 기술 적용, VUI 페르소나 등록 화자 대응 알고리즘 구현을 진행

- 구체적으로 DB화된 데이터를 Gaussian mixture model(GMM) 기법을 적용하여 훈련시켜 VUI 페르소나 

화자 자동 식별 기술모델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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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M 기법을 적용하여 생성한 등록 화자들 중 특정 화자를 식별하는 ‘화자 자동 식별 기술’을 적용

- 기술모델을 활용하여 VUI 페르소나 등록 화자 자동 식별 후 화자별 선호하는 대화 대응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알고리즘(Multilayer Perceptron Neural Network, MPNN)을 개발하고 수준 고도화 작업을 

거침

- 최적화된 응대 알고리즘을 반영하여 VUI 페르소나가 적용된 AI 스피커 프로토타입을 개발함

- 본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VUI 페르소나 이용 상황 참여관찰 및 사용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

- 필요시 서베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

- 이 과정을 통해 추가적인 알고리즘 개선점, VUI 페르소나 적용 AI 스피커 이용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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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 목적 및 세부목표

- 최근 인공지능 기술 활용 과정에서 편향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바, 본 연구는 

이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프로토콜 개발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 전체의 공동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재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규범적 준거를 제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함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인문학적 통찰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함께 어우러져 융합하는 활로를 모색하고,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회적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인류 전체의 공동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재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규범적 준거를 제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함

 5.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서 편향(성) 최적화 방법론 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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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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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추진성과

 콜로키움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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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소비자의 새로운 패션 라이프스타일과 한국 고유의 문화적 경험 욕구를 충족시키는 ICT기반 

신(新)한복 온라인 커스터마이징 플랫폼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브랜드 경쟁력 제고와 

융복합 문화콘텐츠 전통문화예술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고도화 전략을 고안하고, 현대적이고 실용화된 

한복문화상품 개인맞춤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함

 6. 한국전통문화산업 고도화를 위한 신한복 커스터마이징 시스템개발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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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추진성과

 1차년도

 학술대회 발표 2건

- 신한복 브랜드 분석에 따른 치마 디자인 선호도 연구(한국의상디자인학회, 2019.11.23. 세종대학교)

-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신한복 브랜드 치마 패턴 비교(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01.9.~11, 

배재대학교)

 논문발표 3건

- 기성복 브랜드에 나타난 신한복 치마의 유형 분석(남도민속학회)

- 신한복 치마에 대한 인식과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한국의상디자인학회)

- 커스터마이징 시스템개발을 위한 신한복 치마 패턴비교(한국컴퓨터정보학회)

 세미나 개최 1건

- 한국전통문화산업 고도화를 위한 신한복 커스터마이징 시스템개발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2차년도

 학술대회 발표 2건

- 커스터마이징 시스템개발을 위한 신한복 치마디자인 개발(한복문화, 2021.10)

 논문발표 5건

-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신한복 저고리 패턴 비교(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25(11) 2020.11)

- 신한복 원피스에 대한 인식과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3(1), 2021.02)

- 커스터마이징 시스템개발을 위한 신한복 저고리 디자인개발1(한복문화 24(2), 2021.03)

- 커스머타이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신한복 철릭원피스 패턴 비교(기초조형연구 22(2), 2021.03)

 세미나 개최 1건

- 한국전통문화산업 고도화를 위한 신한복 커스터마이징 시스템개발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최종 연구성과물

 신한복 온라인 플랫폼 설계 과정

단계 내용

사전 설문조사
Ÿ 신한복에 대한 인식 조사
Ÿ 소비자가 선호하는 형태의 신한복 디자인 유형 조사 및 분석

추천 알고리즘 조사 Ÿ 현존하는 추천 알고리즘의 종류 및 장단점 분석

추천 알고리즘 도출
Ÿ 사전 설문조사 및 추천 알고리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한복 소비

자에 적합한 추천 알고리즘 도출

온라인 플랫폼 프로토타입 설계
Ÿ 신한복 추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요구사항 도출
Ÿ 신한복 추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 기능 도출
Ÿ 온라인 플랫폼 프로토타입 설계

신한복 추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현
Ÿ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추천 알고리즘 적용
Ÿ 신한복 추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프로토타입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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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시제품개발(12건)

명칭 이미지 개발일 개발자

저고리1 2021.03 안명숙 허승연 차수정

저고리2 2021.03 안명숙 허승연 차수정

저고리3 2021.03 안명숙 허승연 차수정

저고리4 2021.03 안명숙 허승연 차수정

저고리5 2021.03 안명숙 허승연 차수정

저고리6 2021.03 안명숙 허승연 차수정

치마1 - 2021.09 안명숙 허승연 차수정
치마2 - 2021.09 안명숙 허승연 차수정

치마3 - 2021.09 안명숙 허승연 차수정
원피스1 - 2021.12 안명숙 허승연 차수정

원피스2 - 2021.12 안명숙 허승연 차수정
원피스3 - 2021.12 안명숙 허승연 차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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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복 추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프로토타입 개발

- 구매자의 정보입력 ➜ 추천디자인 제공(디자인/소재/색상/문양 적용) ➜ 추천디자인 수정 및 요소 입력 

➜ 구매자 적합 디자인 설계 ➜ 최종디자인 추출 ➜ 추천시스템 구축

 연구최종 결과물 논문 발표



Ⅶ 소통

  1. 대화분석을 통한 인간과 기계와의 실시간 상호작용 연구

  2. 문화요소 추출시스템을 활용한 한·중·일 문화이미지프레임 대조연구와 구현

  3. 센서 알고리즘을 활용한 효과적인 팀 상호작용 모델 연구

  4. 웨어러블 테크 DIY 개발 및 적용

  5. 의사소통장애인의 조음치료를 위한 한국형 전자구개도의 개발 및 임상 

유용성 검증

  6. 첨단 과학기술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형 융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효과 탐색

  7. VR를 이용한 의사소통역량 함양을 위한 E-edu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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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인문 사회에서 발전해온 대화분석(Conversation Analysis)의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컴퓨터 공학 분야의 

대화 시스템 발달과정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사람과 기계와의 실시간 대화 인터페이스의 모델을 수정 

발전시킴

 융합연구의 필요성

- 공학에서는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대화를 생성하여 장소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로봇(Intelligent Robot)의 개발을 추구해왔음. 이들은 외부 정보를 입력받아 스스로 판단해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발화된 문장을 맥락에 맞게 헤아려 의도를 파악하는 대화 능력이 필수적임

- 사람사이의 대화를 실증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규명해온 CA의 분석방법을 사용한다면 기존 공학적 

접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해결방식을 도출할 수도 있음

- 이러한 해결방식이 대화모델에 반영되면 대화 인터페이스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CA의 방법을 공학적 틀에 적용해 보는 융합연구가 필요한 것임

1.2 연구추진성과

 연구계획 대비 추진 실적

 대화분석과 공학 분야의 인터페이스 연구방법 조사분석

- 사람 간 실시간 대화연구에 특화된 대화분석 연구자 중에서도 민족지학(Ethnography)의 관점에서 공학적 

접근방식을 연구하는 방법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학자(Rouncefield, Luff, Crabtree, Button, Suchma

n, Haper, Heath외)들의 관련 저서와 논문을 수집하고 항목화하고 조사

- 이를 기초로 HCI와 대화분석과 관련한 자료집을 구축하고, 이 자료는 본 연구팀은 물론 이 분야의 연구자들의 

손쉽게 찾아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조직됨

- 융합연구팀원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계획하였지만,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4월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Zoom 세션을 통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실시하였는데 현재 국내의 연구 과정과 

자연언어 생성과정의 코딩 과정을 보여주는 Log에 관련한 교육도 시행함

- 특히 인공지능실험실의 공동연구원이 전체융합팀과의 세미나를 통한 교육을 통해 공학적 연구방법의 자세한 

방식을 교육함

 목적지향성 대화시스템의 기초가 될 사람 간의 상호작용 자료 구축

- 이 연구가 인간과 기계가 목적 지향성 대화를 수월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이 목표이므로 사람 간 수행한 

목적 지향성 대화를 기초자료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음

- 이를 위하여 컴퓨터를 매개로 유저와 연구원이 목적 지향성 대화를 수행하게 실험하고 대화 자료를 추출함

 1. 대화분석을 통한 인간과 기계와의 실시간 상호작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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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과정을 거쳐 1년 차에 일정 관리 도메인에서 약 1,500 담화, 날씨예보 도메인 700 담화, 그리고 

연락처 관리 도메인이 1800 담화를 수집함. 화자는 20대 대학생 남녀 반반의 비율로 20여 명으로부터 

수집함

- 이렇게 구축된 자료를 기반으로 사람과 기계가 대화하도록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데 현재까지 공동연구원의 

실험실에서 구축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Log 형태로 구축됨

 사람과 기계의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를 대화분석의 방식으로 조사

- 현재까지 Sogang Dialogue System자료의 초기모델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450건의 대화자료와 그리고 

챌린지대회 자료는 Cambridge Team의 자료 (8,000페이지 분량)자료를 선별하여 분석중

- 이렇게 사람과 기계과 대화한 기록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장단점, 특징 특히 대화가 원활히 수행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문제의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분석

- 이를 위해 Coding으로 나타난 Log를 읽어 내려가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임. 

예를 들어 음성인식이 잘못되었는지, 의미를 못 알아듣는지 애초의 질문(Query) 등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임

- 이러한 Log를 연구원들이 읽어내려가는 훈련을 마쳤고 데이터 분석의 초기작업을 완료함. 이를 통하여 

아래의 화면에 나타나 있는 Sogang Dialogue System의 문제점을 분류하고 특징을 규명한 것이 현재까지 

주요 성과임

 연구결과

- 현재까지 사람-SDS(Sogang Dialog System)의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Spoken Language Understanding (598건) 이는 기계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일정을 찾고 싶어”라는 사람의 말을 “일정등록” (Inform_Register)라는 프로그램으로 치환하지 

못한 경우임

- Speech Action Recognition Problem (227건) 이는 기계가 사람의 말에 내포된 action 혹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오후 다섯시 일정이 있어”라는 말은 5시 일정의 여부를 파악해 달라는 

의도인데 이의 의도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지칭함. 이는 또한 시스템이 사람의 의도와는 다른 조처를 

하는 것으로 “동물원 가기 찾아봐줘”라는 요청에 “별말씀을요 대화를 종료합니다”라는 식으로 다른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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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도 포함함. 총 280건의 경우를 찾았음.

- Repair 시스템의 경우로 시스템이나 사용자가 자신의 말 혹은 상대방의 말을 수정하는 경우인데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혹은 “3시로 등록할까요?”라고 확인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는 대화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인데 시스템이 수정을 시작하는 경우는 160건, 사용자가 시작하는 경우는 267건으로 

나타남

 문제해결방안

- 위와 같은 문제점의 기저에는 앞의 말차례와 뒤의 말차례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 간의 대화방식의 

메커니즘이 기계의 경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

-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수정하여 설계하느냐임. 이에 대해 본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향으로 

프로그램의 설계를 수정하고자 함

- 도메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도메인 구안, 프로그래밍의 순차구성방안

 성과확산 노력

 세미나 개최

- 2020년 10월 24일 국내 응용언어학자들 (150명 참여)에게 성과발표를 마침. 이 세미나에서는 연구팀의 

이요안, 구명완교수가 발표하였으며 국내외 학자와 업계 (네이버와 와이즈넷)의 발표가 있었음

 세미나 발표

- 2020년 11월 20일 융합연구총괄센터 제주도 세미나 발표

1.3 다음년차 연구계획

 휴먼-기계의 대화의 모델방법 연구

- 기계와 사람 간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기계와의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가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인공지능 스피커(카카오미니, 엘지엑스붐, 아마존 에코 혹은 구글홈)과 

피실험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촬영하고 이를 대화분석의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휴먼-기계 인터페이스 자료의 분류와 사례분석

- 위의 개선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안한후 다시 실험실에서 학생들을 모집하여 목적 지향성의 과제를 

주고 이를 시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

 한국어 적용 방법 연구 

- 현재 선진국의 대화 분류의 기법을 한국어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국제어인 영어에 비해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 코퍼스를 분류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서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적합한 분류방법을 찾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

- 이를 위하여 세종코퍼스등 국내 대화 코퍼스를 조사하여 본 연구의 준거 기준이 될 자료를 수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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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융합연구의 확장성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IoT(Internet of Things) 

등의 기술은 컴퓨터가 어떻게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언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냐에 대한 연구가 

그 근저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연구자가 데이터 전체를 일일이 고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자연언어 처리기술 및 통계적 데이터 

해석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연구주제에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분류하거나 시각화하는 것이 필요해지고 

있음

 2. 문화요소 추출시스템을 활용한 한·중·일 문화이미지프레임 대조연구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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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 발굴

1.2 연구추진성과

 연구실적 예시

 연구소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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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 책자

-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준서, 남선혜, 주진희 지음

 연구소 뉴스레터 제작

 MOU 체결

 연구소 주관 융합연구협의체 세미나

- 공동의 아젠다 발굴(연구주제) 대상간 노하우 공유, 시너지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시 연동 시리우스호텔에서 열림

 융복합 인준연구소 워크샵

-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해 2020년 12월 11일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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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동작 및 음성 센서와 알고리즘 기술을 이용해 팀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다음의 연구 

활동을 목표로 함

- 팀 토론을 통해 상호작용 검출할 수 있는 음성, 동작, 근접도 센싱 툴 개발

- 개발된 센싱 툴을 활용한 팀 상호작용 역량 지표 개발 및 실험

- 팀 상호작용 역량 툴 레포팅 시스템 개발 및 현장 적용

 연구의 진행

 테블릿을 이용한 음성 앱 수집 도구 개발 (B-map)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VAD)

 팀 상호작용 실험을 통한 데이터 분석 및 타당성 확보

 3. 센서 알고리즘을 활용한 효과적인 팀 상호작용 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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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환경에서 센서를 활용한 실험 지속

- 인공지능 스피커의 활용이 팀의 대화 패턴 및 상호작용 과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상호 감시상황(Lateral surveillance)에서 집단 상호작용의 변화 탐색

 행동 및 근접도 측정 지원 시스템 추가 개발

1.2 연구추진성과

 1차년도

 학술대회 발표

- 지금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를 2020년 한국인사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

- 학술대회의 발표 내용은 “음성 센서를 활용한 팀 의사결정 과정에서 팀원의 영향력 연구”

 특허 등록 및 출원

- 특허 등록 10-2109881 (발명자: 홍운기, 정윤혁, 우한균) 2020년 5월 6일.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개인 

및 조직 상호작용 역량 분석 시스템 및 방법 

- 특허 등록 10-2019-0011218 (발명자: 홍운기) 2020년 8월 26일. AI스피커를 이용한 대화분석 시스템 

및 그 방법 

- 특허 출원 10-2019-0028107 (발명자: 이정혜, 홍운기, 최범석) 2019년 3월 12일. 음성구간 검출장치 

및 그 방법 

 융합연구총괄센터 주관 융합연구 협의체 참석

- 융합연구 총괄센터에서 주관하는 융합연구 협의체 참석 및 연구주제 발표

- 협의체는 ‘소통’팀으로 관련 연구팀들이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고 발전 방향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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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 4차 혁명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섬유 패션 산업 분야에서 웨어러블 테크 관련한 기술의 도입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의류 패션 산업에서 아직 상용화에 성공한 비즈니스 상품 및 서비스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

- 본 연구에서는 패션 아이템의 기능과 의류 디자인을 선택하고 조립할 수 있는 웨어러블 테크 키트 개발과 

이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오픈소스의 공개, 웨어러블 테크 적용한 비즈니스를 개발하기 

위한 UX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및 이를 적용한 교육과정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연구의 목적

- 다양한 패션 아이템의 기능과 의류 디자인을 선택하고 조립할 수 있는 웨어러블 테크 DIY KIT 및 관련 

의류 소재 개발을 연구하고자 함

- 웨어러블 테크 분야 소비자/사용자 조사를 통해 니즈를 발견하고 이를 서비스로 개발하기 위한 UX(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한 교육 과정 개발을 연구하고자 함

 4. 웨어러블 테크 DIY 개발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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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법

 연구의 진행

 의류 분야 – 웨어러블 테크 패션 아이템 제품 설계 및 매뉴얼 개발

 의류 분야 – 태피스트리를 활용한 텍스타일 회로도 제작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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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분야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와 생활에 미칠 영향의 관계 :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의 조절 효과

 교육 분야 – 웨어러블 교육 현황 분석 및 향후 방향 모색

 디자인 분야 – 웨어러블 테크를 위한 UX 디자인 연구

1.2 연구추진성과

 1차년도

 웨어러블테크 융복합 연구 세미나

- 웨어러블 테크 융복합 연구의 1차년도 연구 진행 사항 및 성과 발표

- 임호선 교수 : 메이크코드를 활용한 웨어러블 테크 패션

- 김민정 교수 :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용경험의 영향요인 분석

- 김혜림 교수 : E-textile 기반의 패브릭 아이템 개발

- 윤은주 교수 : 웨어러블 교육 현황 분석

- 이지선 교수 : 웨어러블 테크를 위한 사용자경험디자인 연구

 논문 및 언론 보도 실적

연구실적 제목 저자 게재지

연구 논문
아두이노를 활용한 사용자 참여형 스마트 포토닉 

의류 프로토타입 설계
안미화, 임호선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2(1)

언론 보도 웨어러블 테크 DIY KIT 개발 및 적용 충청비즈, 2019.11



융합연구총괄센터

118     2021 융합연구 국내우수사례집 vol.3

 2차년도

 크리에이티브 컨버전스 국제학술대회

- 사전 참가자 192명, 현장 참여자 60여 명으로 이루어져 인공지능, 뉴미디어, 데이터 과학 등에 대한 

미래의 융합 기술 변화를 공유

- 임호선 교수 : 웨어러블 테크 패션 아이템 제품 설계 및 매뉴얼 개발

- 김혜림 교수 : 타파스트리를 활용한 텍스타일 회로도 제작 및 평가

- 김민정 교수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가 생활에 미칠 영향과 프라이버시 조절효과

- 윤은주 교수 : 웨어러블 교육 현황과 향후 과제

- 이지선 교수 : 웨어러블 테크를 위한 UX 디자인

 논문 및 언론 보도 실적

연구실적 제목 저자 게재지

연구 논문
텍스트마이닝 방법론을 활용한 웨어러블 관련 

키워드의 트렌드 분석
김민정 디지털융복합연구, 18(9)

학술대회
사용자 참여형 디자인 제안을 위한 텍스트일 

회로도 개발 연구
황예림, 김혜림

2020년도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 2020.10

언론 보도
숙명여자대학교 ‘창의융합 디자인연구소’ 개소 첫 

학술대회 개최
뉴스와이어

학술대회 크리에이티브 컨버전스 국제학술대회
임호선, 김혜림, 
김민정, 윤은주, 

이지선

2021년도 창의융합 
디자인연구소 국제학술대회, 

2021.02.23

 연구소 이력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비판적·창의적 지성과 공감 능력으로 인류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융합 분야의 연구가 절실하기에 다양한 학문 및 기술 

간의 상승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디자인 융합연구를 기초로 한 

테크놀로지, 문화예술, 창의교육, 젠더 융합 등 분야를 중점으로 하는 창의융합 연구를 진행하고 발전시키고자 

창의융합 디자인연구소를 설립

년도 내용

2021.06 창의융합 연구 국제 학술지 발간 예정

2021.02 창의융합 국제학술대회 개최

2020.12 - 2021.03 크리에이티브 컨버전스 국제 어워드 개최

2020.03 창의융합 디자인연구소 설립

2015.03 창의 뉴미디어 디자인 연구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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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내 의사소통장애 분야에서 전자구개도를 활용하고 있는 임상기관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학문적 

보고 또한 전무한 실정임. 영어권의 전자구개도를 그대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 발음 교정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국내에서 전자구개도 활용을 더욱 용이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일 것임

- 본 과제에서는 한국형 조음활동에 적합한 전자구개도를 개발하여 조음치료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고

자 함

- 이를 위해 우선 한국어 조음과 언어치료교육 분야의 전문가인 언어병리학자 참여(인문사회적 접근)가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전자구개도 기기의 기술적 구현을 위한 의공학자의 참여(공학적 접근), 임상시험과 

해부생리학적 접근을 위한 의학자의 참여(의학적 접근) 또한 요구됨. 때문에 ‘의사소통장애인의 조음치료를 

위한 한국형 전자구개도의 개발 및 임상 유용성 검증’이라는 본 과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인문사회학과 

이공학의 다학제간 융복합연구가 필수적임

- 더 나아가 본 연구과제의 성과물을 말소리장애(발달적 의사소통장애)뿐 아니라, 노화, 사고 등으로 초래되는 

마비말장애(dysarthria, 후천적 구음장애)에도 활용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함

 5. 의사소통장애인의 조음치료를 위한 한국형 전자구개도의 개발 및 임상 

유용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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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주제의 창의성

- 본 연구는 기 확보된 지식재산권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기간 동안 조음메커니즘 기반의 말소리장애 

특성을 분석하고, 개발된 전자구개도에 대해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유용성 검증을 수행하고자 함

1.2 연구추진성과

 언어병리학적 성과

 EPG 분석 지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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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연구 결과: 치경평마찰음 /ㅅ/와 치경경마찰음 /ㅆ/의 EPG 분석 결과

 의공학적 성과

 한국형 전자구개도 구현

- AgCl전극기반 전자구개도 설계

- 전자구개도 측정 모니터링 GUI 구현

- 전자구개도 센서를 활용한 생체신호처리 연구

- 한국형 전자구개도 HW 구현 

 한국형 전자구개도 센서부 성능 평가 완료

 피험자 대상 전자구개도 센서의 선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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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학, 언어병리학, 의학, 공학의 융합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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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목적 및 배경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시민과 과학기술자 양성의 필요성 대두

- 첨단 과학기술이 야기한 사회문제(Socioscientific issues, 이하 SSI)에 관심을 갖고 자신만이 아닌 세계의 

안녕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실천적인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럽과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 과학기술자들도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관점과 윤리적 갈등의 내재 등 과학기술의 인문사회학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사회적 책임감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시민과 소통하는 책임감 있는 과학기술자/교육자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

- 본 연구에서는 3차년에 걸쳐 ‘첨단 과학기술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형 교육 모델 및 프로그램(현재 

ENACT 프로젝트로 칭함)’을 개발하여 적용을 통해 과학기술 사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참여적 시민과 과학기술자를 양성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개발한 ENACT 프로젝트는 기존 공과대학에서 진행되는 사회문제해결형 프로그램과 달리, 

과학기술자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소양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과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또한 교육학 및 심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책임감 

및 문제해결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첨단 과학기술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형 융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효과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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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추진성과

 1차년도

 ENACT 모형 개발

- 문헌 고찰 및 국내외 우수 유사 사례 분석, 전문가 중심 컨센서스 워크숍을 기반으로 SSIPaC 개발에 

적용할 ENACT 모형을 제시함

- ENACT는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실천을 의미하는 단어로 ENACT 모형의 5단계의 앞글자(Engage 

→ Navigate → Anticipate → Conduct → Take)를 나타냄

- 모형의 이론적 설명은 KCI등재지인 『공학교육연구』 게재됨(이현주 외, 2020)

- ENACT 모형은 과학기술 관련 사회쟁점(SSI) 교육과 공학교육과 연계를 통해 ‘과학기술의 본성 이해(episte

mology)’ 차원과 ‘문제해결 실행(praxis)’ 차원으로 구성됨

- 즉, 이공계 분야 학생들이 주어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본성을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실행의 과정을 반성적으로 성찰해봄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도록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ENACT 프로젝트 워크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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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ENACT 프로젝트를 위한 워크스페이스 개발

- 비대면 상황에서 학생들이 ENACT 프로젝트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기반 ENACT 

프로젝트 워크스페이스를 개발함

- 학생들은 워크스페이스에서 모둠별로 ENACT 5단계에 따라 과제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교수자는 학생들의 

과제진행과정을 모둠별, 단계별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음

 ENACT 프로젝트 적용 및 효과탐색 

- 이공계 및 과학기술 관련 사범대학 학생(총 146명)을 대상으로 ENACT 프로젝트 적용효과를 탐색함(『교과교

육학연구』게재예정 (2021. 4. 30), 4월 말 국제학술지 투고예정 1편)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인식 측정을 위한 검사도구 개발 

-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인식(View Of Social Responsibility Of Scientists and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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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SROSE) 검사 문항을 제작함

-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감’을 구성하는 이론적 요인을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한 뒤, 60문항을 활용해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탐색적요인분석을 실시함

- 추가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함. 최종 8개 요인, 

30문항을 도출함(4월초 국제학술지 투고 예정)

 성과공유 및 확산노력

- 본 연구진은 사업의 성과를 학술논문 게재를 통해 확산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언론매체를 통해 본 사업단의 연구 내용을 홍보하고([그림6], 2020 공학교육학회 정기 학술대회(2020년 

9월 17일)에서 성과공유를 위한 세션을 운영하여, 4개의 연구 발표를 수행함

- 또한 융합연구총괄센터의 홍보영상채널과 ENACT 프로젝트 자체 홈페이지와 Youtube 계정을 통해 사업 

내용과 성과를 홍보함

-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자문이나 특강을 통해 ENACT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성과 공유를 

수행함

- ENACT 프로젝트 성과발표회(2021. 1.5)를 통해 ENACT 프로젝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를 독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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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연구의 목적

- 다중시점 3D VR 기술을 바탕으로 HMD기기 및 보조 디바이스 활용 가상현실 플랫폼을 구축하고, 구강의 

생체공학적 특성을 반영한 음성인식에 대한 표준화 모델 정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올바른 발음을 통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3D 가상현실 기반 구강 내 생체공학적 E-edu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함

 연구의 최종 목표

- IPA 분석을 이용한 영어교육 콘텐츠에 대한 요구도 분석 및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E-edu 시스템 기획 및 

설계원리 도출

- HMD & 모션컨트롤러 VR 인터렉티브 시스템 개발 및 학습환경 VR을 구현하고, HMD 환경에 적합한 UI/UX를개발

- 사용자 카메라 시점을 적용한 3D그래픽, UI/UX 디자인 개발 및 VR 인터페이스, 음성인식솔루션, 콘텐츠 

DB를 구축하여 최종 VR 영어 발음 교육 인터렉션 개발

- 구강의 생체공학적 특성을 감안한 영어 발음을 실시간 렌더링하고, 음성인식 운영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3D, 

VR 기반 E-edu 평가 시스템 구축 

- 3D, VR E-edu 시스템이 의사소통역량, 학습몰입, 인지부하,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성 분석 및 평가시스템 구축

 7. VR를 이용한 의사소통역량 함양을 위한 E-edu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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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

-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학습에서 발음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나 교육현장에서 실직학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 발음교육에는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학습이 필요하나 이러한 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

- 실제로 발음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본인의 발음을 스스로 교정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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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및 내용

1.2 연구추진성과

 1차년도

 E-edu 시스템 기획 및 설계

- 전문가 델파이 설문조사 시행 

- 학생 VR 기반의 영어발음 학습 콘텐츠 요구도 설문조사 

 VR 영어발음 교육 콘텐츠 설계

- 콘텐츠 구성 시나리오 작성



융합연구총괄센터

130     2021 융합연구 국내우수사례집 vol.3

- 영어 발음 시스템 개발

 HMD & 모션컨트롤러 VR 인터렉티브 시스템 개발

 VR을 활용한 학습 환경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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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D 환경에 적합한 UI/UX 개발 등의 인터페이스 구현

 2차년도

 학습콘텐츠 DB구축 및 가이드라인 개발 

- 학습콘텐츠 DB 구축

- 사용 성 평가

- 교육현장 가이드라인 제시

 2차년도 VR 콘텐츠 개발

- VR콘텐츠 시나리오 적용

- 사용자 카메라 시점 개발

- 3D그래픽, UI/UX 디자인 개발

- VR 영어 발음 교육 인터렉션 개발: 영어발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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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연구 실적

 세미나 진행 

- 2019년 12월 19일 ‘A Conference of VR-based E-edu system’

- 2020년 7월 24일 ‘A Conference of VR-based E-edu system’

- 2020년 12월 18일 ‘2020 Online Seminar’

 특허 출원

특허명칭 특허번호 출원 일자 발명자

사용자의 발음정보에서 내부 모션 
추정을 통한 발음 평가 방법

10-2019-0137900 (출원번호) 2019.10.31
박종태, 박성만, 장종화, 김지효, 

이영림, 주미란, 박은서

 연구소 설립

연구소기관명 구분 승인일자 연구소장 참여교원

미래창의융합연구소(Dankook 
Institute for Future Science and 

Emerging Convergence)
일반연구소 2019.12.13 박종태

박종태, 박성만, 장종화, 김지효, 
이영림, 주미란, 신윤아, 윤인애, 

김문영, 이석범

 교류협약 체결

체결명칭 체결기간 협약자 이름

단국대학교 미래창의융합연구소와 융합연구총괄센터 간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2019.12.19. 박종태 노영희

단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와 단국대학교 미래창의융합연구소의 교류협약 2020.03.10. 박종태 손동철

단국대학교 미래창의융합연구소와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인성교육센터의 교류협약 2020.03.11. 박종태 박성만

단국대학교 미래창의융합연구소와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류협약서 2020.04.16. 박종태 윤연한

 논문 게재

학술지명 구분 논문제목 게재일자 저자

The Journal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Linguistic and Cultural Minority Immigrants’ 
Integration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2019.12.
박종태, 김지효, 이영림,
장종화, 주미란, 박성만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한국비교정부학보) 
KCI

가상현실(VR)을 이용한 영어발음 학습콘텐츠 
요구 기반의 교육 방향 모색

2020.03
장종화, 김지효, 박성만, 
주미란, 이영림, 박은서,

박종태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한국비교정부학보) 
KCI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peaking Learning Strategy and Speaking 
Anxiety of Korean EFL College Students 

2020.06.
이영림, 김지효, 박성만,
장종화, 주미란, 박은서,

박종태

영상영어교육학회 KCI
델파이 방법을 활용한 3D, VR기반 

영어발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2020.09 김지효, 박성만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한국비교정부학보) 
KCI 한국대학생의 영어학습 앱 현황과 발전 방향 2020.09

주미란, 박성만, 김지효,
장종화, 이영림, 박은서,

박종태



Ⅷ 공간

  1. 4차산업시대가 열어줄 지속가능한 AASSA 커뮤니티케어서비스 개발 및 적용

  2. IoT 정밀 측위기술 및 공간분석이론을 적용한 유아교육 공간과 유아 행동 

및 발달에 대한 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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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연구의 목적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에 대한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통한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의 필요성

- 둘째, 한정된 재원과 인재를 활용하는 효율적·효과적인 인프라 대책 마련 및 새로운 인력풀 마련

- 셋째, 초고령사회 및 저출산사회에도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을 위한 4차산업 기술 연계 사업으로 많은 예산 

편성

1.2 연구추진성과

 1차년도

 논문발표 또는 세미나 발표

논문명 학술지명 구분 게재일

An exploration of the knowledge structure in studies on  
old people physical activities in Journal of Exercise 

Rehabilitation: by semantic network analysis

Journal of Exercise 
Rehabili

KCI, 
SCOPUS

2020.02

Effects of augmented reality based exercise on 
parameter of muscle, physical performance and exercise 

self-efficacy for older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SCIE
SSCI 

2020.04

 1. 4차산업시대가 열어줄 지속가능한 AASSA 커뮤니티케어서비스 개발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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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

□ 협의회, 성과발표회 참여 및 융합연구총괄센터

일시 내용 장소

2019.12.05

2019년도 학제간 융합연구 성과교류회 국회도서관 강당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일시 발표주제 학회명

2019.11.02
4차산업시대가 열어줄 지속가능한 AASSA 커뮤니티케어서비스 

개발 및 적용: 지리적 공간의 관점에서
2019년도 한국운동재활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 연구팀 주관 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등 개최

일시 발표주제 장소

19.10.23
4차산업시대가 열어줄 지속가능한 AASSA 커뮤니티케어서비스 

개발 및 적용: 지리적 공간의 관점에서연구개시 및 방향성 
칸지고고

19.11.03 4차 산업기기 적용 탐색 - 리디자인 고양시 킨텍스

19.11.28 가천대학교 학부생 융합컨퍼런스 4차산업기기과 건강관리 가천대학교

20.01.17-18
다양한 4차 산업 기기 도입과 어르신을 위한 운동컨텐츠 개발 및 

적용에 대한 필요성
하이원리조트

20.02.04 AASSA 담론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설문지 개발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

20.02.18 AASSA 국내외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현황 보고회 가천대학교운동재활융합연구소

20.02.10  4차 산업기기 적용 탐색 - all that vision/ 누리봄 가천대학교

20.03.18  4차 산업기기 적용 탐색 - 셀루메드 사당역 부근

20.03.20  4차 산업기기 적용 탐색 - virtual mate virtual mate 반포 사무소

20.03.23 시니어 스마트 헬스 기기의 선정에 대한 논의-지리적 공간 구분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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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논문발표 또는 세미나 발표

논문명 학술지명 구분 게재일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hysical Activity and Aging Anxiety of Korean Pre-Older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SSCI 2020.11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Leisure Activities on 
the Progression to the Stage of Frailty in Korean Senior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SSCI 2020.11

Exploring the Necessity and Limitations of Exercise 
Rehabilitation Experts in the Dementia Relief Center in Korea

The Journal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KCI후보

국내치매 정책에 대한 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치매운동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문헌고찰

한국운동재활복지학회지 -

 연구성과

□ 연구팀 주관 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등 개최

일시 내용 장소

2020.7.8 셀루메드

2020.7.13 셀루메드

2020.8.22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

2020.9.9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

2020.9.18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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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23 가천대학교 

2020.10.28.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

2020.10.29 가천대학교 바람개비시니어체험관

2020.10.29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

2020.10.09~10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분석센터 시니어헬스케어 분석 특강
가천대학교

2020.11.19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

2020.11.26
가천대학교 바람개비시니어체험관 개소 기념 

보건과학 어울림 컨퍼런스
가천대학교

2020.12.21 AASSA 세부 프로그램 내용 구상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

2021.01.18~19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 및 줌미팅

2021.02.16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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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및 리플렛 제작

일시 내용

2020.9.22 가천대학교, 바람개비 스마트 헬스케어 시니어 체험관 "시니어 스마트 헬스케어 저변 확대 꿈꾸다"

2020.9.25 가천대학교, ‘시니어 스마트 헬스기기 AASSA 프로그램 콘텐츠’ 디자인 개발

2020.11.26 가천대, '바람개비 스마트 헬스케어 시니어체험관' 개관식 실시

2020 
리플렛 제작

□ 업무협약(MOU) 체결

일시 내용 장소

2020.8.26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연수구노인복지관 업무협약(MOU)체결 연수구노인복지관

2020.11.31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주)올댓비젼 Smart M¡rror기반 재활보조기기 
공동개발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ng)

가천대학교

2021.2.18 노인장기요양보험 미래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 가천대학교 

2021.2.24 국민체력 100 인천연수체력인증센터 가천대학교

2021.3.5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유인케어 상호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 가천대학교

2021.3.5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제이어스(주) 상호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 가천대학교

2021.3.5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조이펀 상호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 가천대학교

2021.3.5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더드림 헬스케어 상호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 가천대학교

2021.3.5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주)스포이즘 상호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 가천대학교

2021.3.8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한국운동재활학회 상호 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 가천대학교

2021.3.8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한국운동재활협회 상호 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 가천대학교

2021.3.8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사)대한건강운동관리사협회 상호 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
가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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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계획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목적

 연구의 진행계획

 2. IoT 정밀 측위기술 및 공간분석이론을 적용한 유아교육 공간과 유아 행동 

및 발달에 대한 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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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추진 실적

 연차년도 연구계획 대비 추진 실적

1.2 연구추진성과

 1차년도

 융합연구네트워크 구축 및 달성을 위한 노력

- 본 융합연구는 기존 유아교육기관 공간 개선 및 교육적 지원을 위한 ‘건축학-유아교육학-IT’ 전문가 간 협력연구가 

전부하였다는 점에서 주요한 의의를 가짐

- 따라서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연구 수행을 위한 융합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제적 협력 및 교류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였음

- 학술회의 33건,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3건, 세미나 1건, 합계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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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게재

- 1차년도는 연구 초기 단계로서, 학술대회 논문발표 1건의 연구 실적을 달성하였음

- 차년도에는 당해연도 연구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활발한 연구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투고 

예정 논문 2편)

논문명 학술대회명 발표일

유아교육기관 실내 공간이 갖추어야 할 특성에 대한 문헌 고찰: 
2010년 이후 건축 및 유아교육분야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21춘계학술대회

2021.04.21

 융복합연구 관련 의무사항 수행

- 융복합연구유형 과제의 학술활동 기본 의무사항(국내외 학술대회 발표-1회, 연구팀 주관 공개발표 및 토론회 

개최-1회)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

- HubCon컨퍼런스, 세미나, 성과발표회 참여 등 융합연구총괄센터와의 지속적인 협조 및 의견을 공유하며 

융합연구팀 간의 소통 및 융합연구 활성화에 기여함

유형 일자 활동명 내용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21.04.21~23
2021년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학술발표대회 참석 및 포스터 발표

건축분야 연구동향 파악 및 연구자간의 정보교류 및 토론

연구팀 주관
공개발표 및 
토론회 개최

21.06.00 연구팀 주관 세미나
“유아교육공간이 갖추어야 할 공간의 특성”를 주제로 

유아교육/건축 분야별 주제 발표 및 토론 예정

 
융합연구총괄센터 

협조
(HubCon컨퍼런

스, 세미나, 
성과발표회 등)

20.09.16
2020 융합연구협의체 구성 

및 운영논의
융합연구팀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융합연구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논의 참여 

20.12.22
2020융합연구 심포지엄

(코로나 블루와 융합적 처방)
COVID-19 이후 심리적 변화와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융합패러다임과 인문학적 숙제에 관한 이해 제고

21.01.28
2021 융합연구협의체 

대형어젠다 논의
공간팀 소속으로 융합연구 활성화 및 대형 아젠다 발굴을 

위한 의견 게재와 논의 참여

21.04.29~30
융합연구 성과발표회 및

HubCon컨퍼런스
세션 2: ‘4차산업혁명과 융합인재 그리고 공간’을 주제로 

성과 발표

상시 융합연구총괄센터 협조
융합과제연구 내용 및 진행 소개 영상 제작
융합연구총괄센터와의 협조 및 의견 공유

1.3 추후 추진 계획

 2차년도 연구방향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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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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