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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코리아 : 국내 최고 권위의 나노기술 행사!

세계적 수준의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노기술 행사인 나노코리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개최하는 국제 나
노기술 심포지엄 행사이자, 나노융합 박람회입니다. 나노코리아에서는 국내외 유수의 학자 및 연구자, 기업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초 연구에서부터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최신 정보 및 동향을 교류하고 나노기술의 전망을 내다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소년교육1

통증 없는 주사기 : Micro-needle
피부는 가장 바깥에 각질층이 존재하여 외부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피부를 통
해 나노 약물을 전달할 때는 각질층이 방해하기 때문에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니들이
라는 마이크로 크기의 주사기 바늘이 개발되었습니다. 마이크로니들(Micro-needle)은 병원에서 볼 수
있는 주사기 바늘을 마이크로 크기로 줄여 통증 없이 나노 약물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마이크
로니들은 나노 크기의 백신 전달, 호르몬 전달, 단백질 계의 약물 전달을 위해 개발 중에 있으며, 전달
하고자 하는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어떻게 나노 약물이 각질층을 통과하여 피부 아래로 전달될
수 있는지 본 세션에서 마이크로니들 시스템 중 나노 약물을 적재하기 용이한 coating micro-needle을
제조하여 약물을 전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실습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시 간

프 로 그램

연 사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는 피부의 세계와 마이크로 니들
• 피부 속 세계는 어떨까?

13:00~13:40

• 마이크로 니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제작 할까?

박정환 교수
(가천대학교)

• 마이크로 니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마이크로 니들을 통하여 통증 없이 약물을 전달하자

나노코리아 퍼블릭세션

1.		Coating solution 제조
			- Trypan blue와 증점제를 이용하여 코팅 용액 제조

• (청소년교육1) 통증없는 주사기: Micro-needle

2. 개별실험 (60분)

- 일시/장소 : 2015년 7월 1일(수) 13:00~16:30/Coex 318A/B호

			- 코팅용액을 이용한 마이크로 니들 제조

• (공개강연) 나노 이 녀석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지?: 나노기술개발의 혜택

			- 제작된 마이크로 니들을 현미경 또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

3. 휴식 (15분)

- 일시/장소 : 2015년 7월 3일(금) 13:30~15:30/Coex 300호

4. 조별시합 (90분)

※ 유네스코 지정 세계 빛의 해 기념 특별 프로그램

• (과학교사 워크숍) 아하 나노가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나노기술 응용
- 일시/장소 : 2015년 7월 3일(금) 10:00~17:20/Coex 327C호
※ 유네스코 지정 세계 빛의 해 기념 특별 프로그램

• (나노분야 진로교육) Academic and Career Counseling in Nanotechnology
- 일시/장소 : 2015년 7월 3일(금) 10:00~12:00/Coex 327A/B호

• (청소년교육2) 내 손 위에 실험실을 만들자: Lab on a chip
- 일시/장소 : 2015년 7월 3일(금) 13:00~16:30/Coex 327A/B호
※ 유네스코 지정 세계 빛의 해 기념 특별 프로그램

			- 마이크로 니들 제조

14:10~16:30

			- 헤마톡실린과 에오신 용액을 이용하여 피부 염색
			- 피부 상태에 따른 약물 전달 차이 확인
			- 마이크로 니들을 가장 잘 제작한 팀과
					 피부 구조를 명확하게 염색한 팀에게 상품권 지급
			- 실험내용:
					 피부 상태와 전달 방법에 따른 경피 약물 전달 차이 확인
					 • 테이프를 이용하여 돼지 피부의 각질층 제거
					 • 각질층을 제거한 부분과 제거하지 않은 부분에
						 코팅 용액을 도포하여 전달.
					 • 마이크로 니들에 코팅된 약물을 피부 내로 투과하여 전달
					 • 피부에 전달된 약물을 현미경으로 확인 (실험 종료)
					 • 실험 과정과 결과를 조별 대표가 5분 이내로 발표

참가신청안내: 홈페이지 (sympo.nanokorea.or.kr) 에서 신청

박정환 교수
(가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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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강연

•과학교사 워크숍(중.고등학교 과학교사 대상)

나노… 이 녀석이 도대체

아하…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지?:

나노가 이런데 사용되는구나!:

나노기술개발의 혜택

나노기술의 응용

※ 유네스코 지정 세계 빛의 해 기념 특별 프로그램

※ 유네스코 지정 세계 빛의 해 기념 특별 프로그램

주위에 많은 분들이 ‘나노’는 작은 녀석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나노’ 기술을 이해하려

현재 나노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 되어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려 연구를 하고 있고, 많은 회사들은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다

기술이다 보니 우리에겐 여전히 낯선 기술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현재 상용화에 근접해 있는 나노 기

양한 제품을 만들어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나노기술들이 실생활에 어떠한

술에 대해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험을 통해 나노 기술에

혜택을 주는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13:30~14:00

14:00~14:30

프 로 그램
나노기술 기반의 의료영상

금, 빛 그리고 나노

연사
이학종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최연호 교수(고려대학교)

시 간

프 로 그램

연 사

10:00~10:50

Bio Photonic Crystal의 원리와 응용 (강연)

오진우 교수(부산대학교)

11:00~11:50

Nano biosensor의 원리와 응용 (강연)

김규정 교수(부산대학교)

11:50~13:00

점심시간
1. 팀 배정

14:30~15:00

세계 빛의 해 2015와 나노 광학

2. 실험 설명

이병호 교수(서울대학교)

• 실험 전 기본사항 준수

15:00~15:30

• 바이오 광결정 소자 제작 방법 설명

나노기술 기반의 디스플레이

임정아 박사(KIST)

13:00~14:50

3. 바이오 광결정소자 제작 및 응용 실험

오진우 교수(부산대학교)

• 농도별 시료 제작
• 다양한 조건별 바이오 광결정 제작
• 칼라센서 응용 실험
• 조별 후보작 선정

14:50~15:10

휴식
1. 팀 배정
2. 실험 설명
• 실험 전 기본사항 준수

15:10~17:00

• 나노 바이오 센서 제작 방법 설명

김규정 교수(부산대학교)

3. 바이오 광결정소자 제작 및 응용 실험
• 다양한 조건별 나노 바이오 센서 제작
• DNA 등 대상 물질 센싱 실험
• 조별 후보작 선정

17:00~17:20

바이오 광결정 및 나노바이오센서 실험부문시상

오진우 교수(부산대학교)
김규정 교수(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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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2

•나노분야 진로교육

Academic and Career Counseling
in Nanotechnology

내 손 위에 실험실을 만들자 :
Lab on a chip
※ 유네스코 지정 세계 빛의 해 기념 특별 프로그램

시간

프 로 그램

연사

10:00~10:40

나노과학에 의해 달라지는 우리의 삶

황윤회 교수
(부산대학교)

10:40~11:20

우리나라의 나노연구

최영진 교수
(세종대학교)



랩온어칩(Lab on a chip)은 손톱만한 크기의 칩에 전기회로를 만들어 여러 가지 미량의 물질을 분석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마치 칩 위에 실험실을 설치한 것 같다는 의미로 ‘칩 속의 실험실’ 또는 ‘칩 위의
실험실’로 불립니다. 랩온어칩은 의학, 생명공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진단·분석장치로 개
발 중입니다.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랩칩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본 세션에서는 실험을
통해 난쟁이들의 실험실을 살펴봅니다.

11:20~12:00

나노학과 출신 전문직장인 강연

임은경 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나노는 그리스어로 난쟁이를 뜻하는 ‘나노스(nanos)’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시 간

1. 나노기술에 의해 달라지는 우리의 삶
인류의 역사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과학기술이 휴먼테크놀로지로

13:30~14:10

프 로 그램
마이크로 실험실의 놀라운 세상

연 사
이태재 박사
(나노종합기술원)

써 인간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다음, 21세기 인류의 꿈을 실현시켜줄 새로운 과학기
술인 나노과학기술의 특이성 및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노현상에
1. 팀 배정

대한 이해를 통해 어렵게만 느껴지던 나노 과학기술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합니다. 강연의 말미에는 나노 과학에 의해 달라지는 우리의 미래의 삶을 간단히 소개할 것입니다.

2. 실험 설명
• 실험 전 기본사항 준수

2. 우리나라의 나노연구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나노 기술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전

14:10~15:30

• 랩온어칩 조립

이어 세계 4위권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며 1, 2위권 국가 대비 약 70%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

• 다양한 조건별 형광구슬 제작

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우수 연구사례를 소개하여 우리나라 나노기술의 수준을 정리해

• 조별 후보작 선정

보겠습니다.

첨단 나노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것은 매우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융합학문

이태재 박사
(나노종합기술원)

3. 랩온어칩을 이용한 형광구슬 만들기

세계에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노기술은 미국, 유럽 일본에

3. 나노학과출신 전문직장인 강연

• 랩온어칩 조립 및 실험 방법 설명

15:30~15:45

휴식

15:45~16:30

형광구슬 평가, 시상, 사진촬영

인 나노 과학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 화학, 생물 등의 기초과학지식 및 재료, 전기전자, 기
계, 화공 등의 공학지식을 두루 겸비해야 하는 이유로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나노 과학기술을 전공
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임은경 박사가 연구현장에서 실감하는 나노 전문 교육 및 융합기술의 중요
성에 대해 강연합니다.

이태재 박사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코리아 퍼블릭세션의
다양한 혜택!
혜택 1. 나노코리아2015 전시회 무료참가
혜택 2. 문화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 제공
혜택 3. 맛있는 점심식사
혜택 4. 단체참가 시 교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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