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원)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09-1433-000/[BK-생명공학]의료용내시경 및 내시경을 위한 Visual Equipment의 개발1,119,981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5-2222-000/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 성능 검토 1,003,255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6-2133-001/[1세부]Cost-effectiveness of Baricitinib for the treatment of Rheumatoid Arthritis6,000,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6-2187-000/[퇴직급여/근로소득 연구원]산학협력단 (291,455)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6-2428-001/[제1세부]RF 스퍼터링 기반 대면적, 고품질 multi-layer TMDC 박막 성장19,404,689         (4,248,001)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6-2428-002/[제2세부]차세대 로직반도체 응용을 위한  MoS₂박막의 원자층 증착법 개발13,734,819         (4,248,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6-2428-003/[제3세부]MoTe₂반도체 기반 IR 광소자 7,761,628          (9,465,5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6-2428-004/[제4세부]피켓-울타리 효과 및 가역적 코어 개질반응을 이용한 그래핀 양자구조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 연구11,415,5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6-2475-000/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중 악취진단 분석용역 29,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0002-000/100G Optical transceiver용 Embedded D/C 적용된 Power Module 제작 -                  (221,1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0225-000/[용역]일측 폐 환기에서 추진압력으로 제한한 기계환기를 시행하면 수술 후 폐합병증 빈도가 감소한다2,126,000          5,348,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0689-000/[용역]자이데나의 신규 적응증 탐구(자이데나의 신생혈관생성 효과의 탐색)24,576,730         2,727,273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0696-000/엑소좀 물리화학적 특성분석 및 안정성 평가 271,727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0798-000/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 실증 성능평가 연구 16,449,064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0904-000/Magnetic Gear 일체형 고 토크 모터 연구 17,369,091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0971-000/와이퍼 물끌림/물오름 사전 예측 기법 개발 2,806,025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1391-000/[용역]면역질환 극복을 위한 기능 강화 중간엽줄기세포 기반 치료제 구축 기술 개발2,136,000          17,82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1536-001/[주관-성균관대]불연성 무기 액체전해질과 2종 이온 저장 반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저장 Chemistry 발굴-                  (8,609,182)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1551-000/화학물질 제조공정 중 악취방지시설 실태파악 연구조사 10,617,970         5,647,24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1585-000/Monitoring Human Rights in Myanmar 27,607,105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1590-000/PHEV용 후륜 8속 자동 변속기 효율 개선을 위한 정량적 해석 모델 개발5,366,61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1595-000/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검토 기준 작성 연구 12,027,489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1638-000/BASF 고분자를 이용한 내구성 및 내세탁성이 향상된 신축성 고전도성 섬유개발17,300,883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1681-000/EMI Conformal Shield용 신규 차폐 소재 개발 7,537,289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1690-000/CTBA 설계 인자별 정특성분석 및 최적화 10,000             (2,2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1731-001/[1세부]Cost-effectiveness of nivolumab 5,118,888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1735-000/내분비용법 치료를 받지 않은 폐경기 이후 여성에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서 fulvestrant의 임상적 효과 비교 및 경제성 분석20,000,000         9,17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1737-000/차세대 무선통신 시스템을 위한 채널부호화 기술 연구 3,433,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1767-000/[용역]체외 막 산소화장치(ECMO)를 적용한 급성 심부전 환자에서 ECMO 이탈과 심초음파의 역할에 대한 연구21,425,188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1796-000/스피커 구동부 설계 최적화/표준화를 통한 원가/중량 절감 243,636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1852-000/[용역]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한 국내 소아 급성충수돌기염 수술의 현황에 관한 연구1,062,5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1854-000/구동모터 자석 내부 온도 해석을 통한 원가절감 기술 개발 635,454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168-000/자발광 QLED 개발 7,539,567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169-000/자발광 QLED 개발 41,215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321-000/차량모터의 AC손실 해석기법 발굴 및 평균효율향상 인자 분석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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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376-000/고무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실 운영(2단계) 105,301,680        124,166,8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383-001/[주관-성대]차세대 초저지연 스토리지를 위한 하드웨어 기반 페이징 기술 -                  (58,933,448)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388-000/그래핀 복합체 고열전도성 방열시트 개발 후속공동연구 589,345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403-001/산화물 계면 양자 현상 해석을 위한 유닛셀 단위 in situ all-field 맵핑 -                  (18,407,108)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403-002/산화물 계면 양자 현상 해석을 위한 유닛셀 단위 in situ all-field 맵핑 -                  (13,673,019)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439-000/서브가스켓 3D 프린팅 성형 기술 개발 16,361,966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443-000/High Efficiency and Wide Input range을 포함한 Universal DC-DC Converter 구조 및 설계 비법45,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487-000/Real world treatment patterns and health care utilizations of HR+/HER2- advanced Breast cancer in Korea21,600,000         12,423,85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509-000/바이엘크롭사이언스 대전공장 내 토양 정화 검증 111,202,811        18,51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518-000/충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 악취 분석 용역 3,793,7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543-000/거대 Kerr 계수를 가진 2D material 액정을 이용한 초저전력 전기광학 소자 개발-                  (2,003,253)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544-001/자기복제형 나노소재 기반 광 제어성 2차원 메타 구조체 연구 -                  (51,229,234)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546-000/2050 미래형 최첨단 스마트 명장정수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 PILOT 분석 및 공정(수18,900,000         18,9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564-000/초연결사회 글로벌기업의 신상생협력 방안 6,270,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565-000/패혈증 동물모델에서의 신규 바이오마커 WRS 진단 유효성 확인 1,300,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571-001/SKKU UNIC 멤버십_3D프린팅 UNIC 발전방안 공동연구 18,747,443         25,974,03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572-000/에너지원 융합형 하베스팅 Arch 개발 7,119,745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578-000/스마트폰 활용 간격단차 측정 시스템 개발 408,637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586-000/Deep Eutectic Solvent를 활용한 화장품 소재 개발 13,094,8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595-000/해양플랜트 낙뢰보호 해석 기술 개발 41,035,154         38,2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602-000/제약산업 및 임상시험 환경변화와 신사업 발굴 기획 연구 2,235,357          1,043,636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603-000/N-PJT 지능형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14,036,9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611-000/Development of high performance polymeric substrates with intergrated barrier properties, enabling cost competitive~165,492,715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626-000/Orifice 구조 및 Flow Rate 개선을 통한 Jetting 향상 3,542,093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641-002/[용역-2세부]저독성 전이금속 이온을 기반으로 한 간 조직-지향성 MRI 조영제 개발-                  (36)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650-000/이차원 초격자 나노소재 기반 광전자소자 연구 -                  (18,630,096)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654-000/LS아이앤디(주) 당정2지구 I블럭 CNF신축공사현장 토양정화검증 용역1,423,368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655-000/LS아이앤디(주) 당정2지구 GS홈쇼핑 신축공사현장外 토양정화공사 감리 용역11,830,000         11,83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669-001/(본교)바이러스 멤브레인에 구멍을 뚫는 나노 퍼포레이터 -                  (4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684-000/실험동물사육에 대한 연구 821,801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688-000/Fumed Silica 분산기술 개발 및 CMP 성능 평가 15,819,521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691-001/수명 열화 시 전해액 소모 Mechanism 분석 17,335,072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691-002/Si/C 음극소재의 구조 및 열화특성 개선 268,464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691-003/고용량 양극소재의 열화 메커니즘 연구 44,468,164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691-004/천연 및 인조 흑연 음극의 열화메커니즘 규명 7,243,254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707-000/핵수용체인 Liver X receptor α(LXR α) 조절을 통한 신규소재개발18,506,367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714-000/Dummy Poly-Si의 Wet Etch에 관한 연구 14,328,938         15,8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719-000/자가포식작용을 활용한 항피부노화 소재개발 10,186,749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743-000/연속주조 센싱 데이터에 기반한 제품의 크랙 불량 예측 연구 3,179,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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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751-000/SKKU UNIC 멤버십_스마트팩토리 UNIC 멤버십 과제 7,733,930          21,190,48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752-000/SKKU UNIC 멤버십_바이오코스메틱 UNIC 신제품개발 15,312,669         18,363,639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761-000/[총괄]Research and development of lithium air battery prototype -                  6,4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761-001/[주관]Research and development of lithium air battery prototype25,325,756         25,047,2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761-002/[공동-경희대]Research and development of lithium air battery prototype16,000,000         16,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761-003/[공동-조선대]Research and development of lithium air battery prototype16,000,000         16,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763-000/(광양)복합물성 동시보증 강건화 위한 AI 기반 모델 개발 가능성 연구(1/1)8,074,364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781-000/유무기막 계면 Adhesion 해석/TEM 분석기술 및 개선 방안 확보 13,448,714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783-000/Power MOSFET Controller(DC-DC) 179,34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7-2793-000/DMC공학과 대학원 지원금(2018년 운영비) 392,000            (52,804,065)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013-000/확장된 키랄 옥사진을 이용한 당분해 저해 효능을 가진 천연물의 입체선택적인 전합성11,661,950         (1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014-000/PEB(Post Exposure Bake)의 acid 거동 제어 TEST 2,904,8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056-000/메타 광학 구조 제작을 위한 나노 전사 프린팅 공정 기술 개발 572,85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211-001/[1세부]기판 고질 불량 개선, 차세대 재료 및 통신모듈 개발을 위한 성균관대-삼성전기산학협력 과제8,946,746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211-002/[2세부]기판 고질 불량 개선, 차세대 재료 및 통신모듈 개발을 위한 성균관대-삼성전기산학협력 과제9,519,398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211-003/[3세부]기판 고질 불량 개선, 차세대 재료 및 통신모듈 개발을 위한 성균관대-삼성전기산학협력 과제9,943,039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271-000/과민성 방광치료제 서방정 개발을 위한 약물동태연구 22,394,292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324-000/폐기물을 이용한 황계열 악취물질 제거용 흡착제 및 시스템 개발39,700,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337-001/[1-1]저박사주 지불의사 5,000,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337-002/[1-2]저박사주 지불의사 3,500,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337-003/[2-1]저박사주 경제성 평가 15,000,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337-004/[2-2]저박사주 경제성 평가 8,500,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361-000/헬스케어 제품 개발 연구 3,518,844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387-000/CXCR4 단백질 정제 기술 개발 26,384,628         23,732,727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388-000/coin cell과 full cell의 열 특성에 대한 상관성 및 내부 단락 해석 연구9,911,51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399-000/SKKU UNIC 멤버십_IoT UNIC 발전방향 공동연구 2,980,000          18,182,121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450-000/저피탐 안테나의 성능 최적화를 위한 알고리즘 연구 16,312,500         15,66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458-000/[용역]Ezetimibe와 Statin의 인슐린 저항성 및 분비능에 대한 효과 효과20,705,402         4,1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544-000/[용역]Sorin Overline Mechanical Valve를 이용한 대동맥판막치환술후의 심초음파의 변화에 대한연구-                  (3,25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552-000/유도기 타입 고효율 Shaft Generator Motor 설계 연구 17,291,818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798-000/SKKU UNIC 멤버십_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기술 UNIC 공동연구 4,718,000          4,329,005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883-000/0.5~6.6[kW]급 소형 충전기 1,232,545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884-000/엑소좀의 안정화 제형개발 및 물리화학적 특성평가 4,566,6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905-001/[주관-성대]분산 해시 테이블 기반 NewSQL 프레임워크 개발 -                  (1,356,393)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905-002/[공동-UNIST]분산 해시 테이블 기반 NewSQL 프레임워크 개발 (2,430,519)         (2,430,519)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924-000/라이다 센서용 반도체 IP 개발(TDC) 19,000,500         19,000,5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960-000/고열전도 유연 방열소재 특성개선 및 신축성 방열소재 탐색 11,449,524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993-000/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강직성 척추염으로 확인되고 TNF 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치표패턴과 안전사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22,000,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0995-000/[용역]유가예술문화의 융합인문학적 연구 20,527,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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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024-000/상업공정 FBR 유동모델 및 개선 기술 개발 4,965,286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066-000/28GHz대역 5G用 소형 패치 안테나 개발 17,480,000         14,094,01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069-000/EGFR 엑손 19 삭제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사용되는 "Osimertinib"의 임상적 효과 비교 및 경제성 분석57,612,545         9,4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077-000/n-Type Host Materials for blue TADF OLEDs 245,531,001        229,386,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078-000/바이오매스-리그닌활용 타이어용 Sustainable Material 연구 29,625,954         11,308,794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085-001/골다공증 환자에서 Romosozumab의 간접비교 및 비용최소화 분석 7,200,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085-002/골다공증 환자에서 Romosozumab의 간접비교 및 비용최소화 분석 21,700,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094-000/나노 구조와 물리화학 특성간 상관 관계에 대한 협력 연구(II) 21,306,534         10,962,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129-000/성균관대-삼성전자 클러스터 연구과제(차세대 SDDC(Software Defined Data Center)를 위한 초고속 SSD 기반 저장 시스템 구조 연구)156,252,233        140,94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158-000/인플루엔자 저항성 단백질 제형 개발과 효능 검증 65,738,546         41,322,313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172-000/성인에서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의 추가 유지 요법에서 Benralibumab의 임상적 효과 비교 및 경제성 분석-                  2,1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172-001/성인에서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의 추가 유지 요법에서 Benralibumab의 임상적 효과 비교 및 경제성 분석21,107,538         5,7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172-002/성인에서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의 추가 유지 요법에서 Benralibumab의 임상적 효과 비교 및 경제성 분석27,500,000         27,5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177-000/고효율 장수명 지연 형광 소재 및 소자 기술 개발 83,479,907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186-000/순환정화시스템을 적용한 한돈농가의 악취실태조사 169,6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188-000/차세대 디스플레이 기반 연구 60,249,64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190-000/[용역]St.Jude Tailor ring 을 이용한 승모판막 및 삼천판막성형수술을 동시에 시행받은 환자의 판막링의 혈역학적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8,660,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191-000/초미세먼지센서용 AFE IP 개발 104,38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194-000/사용자 로그 기반 설비, 품질 UI Workflow 예측 모델 연구 3,710,545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202-000/APK Integrity Verification 기술 연구 179,796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205-000/암호화폐 보호 및 P2P 거래 솔루션 개발 24,773,181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207-000/국화와 배초향의 지표성분 함량 시험법 개발 및 밸리데이션 15,132,902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208-001/[1세부]열 활성화 지연형광(TADF)을 이용한 OLED용 청색 발광재료 개발5,664,570          5,402,7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208-002/[2세부]신축성 다기능 터치패널 요소 기술 개발 9,284,698          5,41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208-003/[3세부]Foldable AMOLED 디스플레이의 박막봉지를 위한 최적 구조 탐색 연구14,416,186         5,41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208-004/[4세부]청색 인광 소자의 수명 감소 원인 규명 개선 37,747,215         5,41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208-005/[5세부]플렉서블 LTPS TFT의 문턱전압 및 신뢰성 평가 모델 개발14,405,515         5,402,716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208-006/[6세부]표면 처리 공정 방식에 따른 Hysteresis 억제 기술 연구 7,067,795          5,392,6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208-007/[운영비]성균관대-SDC 산학협력위원회 연구과제 1,928,300          784,57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213-000/Future Interconnect Technology(한양대-성균관대 클러스터 공동연구개발)17,665,516         14,877,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216-000/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성공/실패기업 사례분석 및 HKMC 최적 의사결정 방법론 개발5,202,605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219-000/Near Field 방법을 통한 Radiated Immunity Debugging 환경 구축48,236,38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231-000/부산 에코델타시티 2단계 제3공구 조성공사 124,318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232-000/Micro-LED display를 위한 PAM 및 PWM 화소 구동회로 설계 2,800,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236-001/[본교]유전자가위 PAM 서열 인지의 재구조화를 통한 PAM 서열의 다양화123,259,705        (109,018,697)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236-002/[본교]유전자가위 PAM 서열 인지의 재구조화를 통한 PAM 서열의 다양화77,448,604         (2,502,48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238-000/소자 구동 실시간 채널 온도 특성 분석 기술 개발 9,975,191          4,696,3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277-000/지속가능 피지오플레임:자가구동형 지속 생리발광 -                  (3,94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278-000/GC9107A 생물공정 data의 이해와 분석 1,000,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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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285-000/공정 상태 변동 모니터링 기술 개발 4,582,546          5,48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286-000/Contextual Intelligence 기반 Cauth 선행연구 898,928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306-000/빅데이터 및 신뢰성 모델 기반 차량 유지비용 최적화를 위한 모델 개발22,595,000         21,674,796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307-000/타이어 편마모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 연구 25,048,000         25,412,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315-000/중 Mn 1180XF 마찰교반접합특성 기초연구 8,183,472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321-000/울산알루미늄(주) 현장 추가 토양정밀조사 용역 592,982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326-000/마이크로엘이디 접속을 위한 박막접합재료 개발 15,240,35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457-000/샤시계 주요 체결부 하드웨어 풀림 영향도 분석 27,030,146         24,342,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458-000/하이브리드 구동 전략 네트워크 최적화 툴 개발 25,572,060         25,258,4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459-000/환경차 12V 배터리 모듈 대체 설계/제어 기술 개발 14,884,764         21,814,908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549-000/자동차기술 차량 제어 툴킷 개발 20,467,226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556-000/VZV 백신주 마커 기능 연구 23,690,477         19,6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557-000/CMP 슬러리 및 Post CMP 세정액 성능 평가 및 개발(2차년도) 9,174,021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561-000/바이오 디스크(BIO DISC) 장치에 관한 기초 연구 25,806,739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584-000/2차원 반데르발스 물질합성 및 표면구조 연구 17,691,455         7,84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626-001/[주관]LIB 고용량 음극 전극 개발 51,736,907         38,292,5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627-000/DSRC(CDSRC)용 RF 송수신기 개발 8,144,605          7,731,448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629-000/SKKU UNIC 멤버십_가상공학해석(CAE) UNIC 발전방안 공동연구 5,349,562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632-000/제철소 용융 금속의 수증기 폭발에 관한 연구 및 완화 대책 47,194,491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647-000/증착설비의 플라즈마 진단기술 개발을 통한 설비 항상성 확보 9,116,298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650-000/고효율 장수명 청색 형광 소자 개발 22,263,625         9,4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652-000/PRAM patterning 공정 산화 방지를 위한 Post-Etch Passivation 기술 개발18,740,85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656-000/초음파 조사 코어/쉘 구조 나노 입자 촉매 대량 생산 연구 53,532,507 36,252,5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658-000/차세대 메모리 아키텍처 연구(카이스트-성균관대 클러스터 공동연구개발)39,427,600 15,66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668-000/차세대 MLCC 내습특성 향상을 위한 복합 다층막 개발 15,578,500         14,091,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674-001/6G 혁신 기술 연구-유연한 통신 기술 50,897,116         58,72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674-002/6G 혁신 기술 연구-유연한 통신 기술 68,799,150         58,72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675-000/Solution based self-aligned TFT 용 요소기술 개발 6,049,756          3,91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677-000/교통시설물(방음터널, 자전거도로용 캐노피)의 파라메트릭 디자인 설계 기술 개발5,859,481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683-000/IR source를 활용한 고효율 에너지 수신회로 개발 16,595,634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685-000/구동모터 축전류 저감을 위한 해석기술 개발 23,351,264         14,955,95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686-000/웹툰 변환을 위한 이미지 레이어 추출 연구 52,460,000         27,40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701-000/세메스-SKKU 연구 Center 협력과제(1차년도) 191,741,658        46,963,1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710-001/[1세부]3진법/4진법을 이해할 수 있는 이종접합 구조체 기반 반도체 소자 및 회로 기술 개발25,091,060         (35,432,918)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710-002/[2세부]3진법/4진법을 이해할 수 있는 이종접합 구조체 기반 반도체 소자 및 회로 기술 개발18,142,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714-000/저가속전압 EDS tomography 및 경원소 HR-STEM imaging 기술 10,461,947         (10,531,371)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717-000/PS BEAM 자립식 흙막이 공법 개발 21,254,489         19,8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726-001/나노 구조 제어를 통한 스마트 전극 소재 개발연구 93,259,200         (17,5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726-002/나노 구조 제어를 통한 스마트 전극 소재 개발연구 82,238,384         (15,322,886)         

- 95 -



결산금액
 당기현금
수령액

비고과목 교부처 내역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726-003/나노 구조 제어를 통한 스마트 전극 소재 개발연구 72,236,000         (17,390,379)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728-000/전립선암 치료효과를 갖는 신약후보물질의 약물동태 연구 2,241,592          29,76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729-000/전자구조 상전이 소재 기반 뉴리스터 집접 회로 85,479,169         (165,446,729)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731-001/[본교]가역적구조 전이현상을 가지는 신개념 층상구조 전극소재개발60,566,226         (15,99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734-000/방사광 가속기 X-선 분석을 통한 고용량 층상계 양극재 구조분석57,368,598         44,46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737-000/3D비전 시스템기반 휠프레임 스크래치검사 시스템 개발 352,44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739-000/Q203의 food effect 규명 및 개선된 제형의 in vivo 평가 연구 1,927,091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743-000/치매 위험 유전자 발굴을 위한 딥러닝 기반 영상 유전학 기술 2,550,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754-000/[용역]자연개구부(질)을 통한 내시경 자궁적출술 및 부속기절제술: 가능성과 안정성1,000,000          7,07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771-000/[용역]다중오믹스 기법을 이용한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를 통한 지방간 개선 효과의 기전 연구13,791,300         8,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789-000/[용역]류마티스 승모판막질환 환자에서 금속판막을 이용한 승모판막치환술 후 Prosthesis-patient mismatch의 장기 임상성적에 대한 연구16,575,000         7,07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791-000/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외래방문한 환자들의 처방현황 평가연구 446,7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792-000/높은 청색 흡광율을 지니는 고효율 녹색 양자점 합성 신기술 개발27,581,089         5,48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798-000/Sub-10nm CMP Slurry 입도 분포 정밀 분석 기술 개발(2차년도) 33,806,213         16,44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805-000/RM 렌즈를 이용한 고투과 편광판 연구 17,083,3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812-000/160ch High-speed SoC for SiPM Array 23,686,151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813-000/H2S, NH3등 악취물질의 제거 반응에 대한 이론적 규명 15,264,165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815-000/재발성 난소암에서의 Niraparib 비용효과성 연구 -                  3,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815-001/재발성 난소암에서의 Niraparib 비용효과성 연구 41,052,179         23,218,933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815-002/재발성 난소암에서의 Niraparib 비용효과성 연구 83,670,000         50,33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835-000/저전력 초고속 가시거리 무선 통신 기술 85,428,624         (302,848,736)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839-001/[주관-성대]Hybrid HW-SW 기반 학습면역 보안 IoT 시스템 아키텍처42,023,766         (11,864,184)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842-000/Complex GPB의 면역 증진 효능 평가 1,049,945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857-000/한국의 이상지질혈증 환자들의 심현관질환 위험에 대한 분석 5,200,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874-000/imMDV(다중도메인캡슐)의 약제학적 특성 및 항암면역치료제로서의 효능평가 연구-                  30,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878-000/흰쥐의 morphine self-administration model에서 VVA-149의 중독 치료 효능 시험26,849,8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907-000/스마트폰 활용 간격/단자 측정 시스템 개발 7,375,170          40,46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908-000/멀티코어 기반 SW 통합 기술 및 Ethernet 핵심 기술 개발 8,922,829          50,005,9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933-000/AFM을 이용한 전극 구조 및 조성 분포 분석 기술 개발 20,560,000         49,057,4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937-000/Wearable Power용 체온발전 특화 고효율 열전전지 개발 31,224,891         (17,811,959)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947-000/DDDD(Data Driven Drug Design)기반 항암제 개발 91,180,899         83,209,091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1980-000/사업장 주변 악취발생 특성 및 원인조사 103,624,714        80,26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018-000/Via 신뢰성 개선을 위한 불량발생 메커니즘 연구 32,928,083         28,176,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033-000/Shadow effect 최소화 유기 증착 기술 연구 31,800,000         6,264,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034-000/초고속 그래핀 광원 기반 광대역 초소형 광통신 칩 개발 36,973,986         34,634,279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047-000/PM(Personal Mobility)용 5[kW]급 충전 모듈 개발 9,252,000          7,83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049-000/시니어 가전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 개발 110,001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055-000/3xTg-AD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을 이용한 HDAC6 저해제 대표 화합물의 효능평가 시험78,191,312         109,6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060-000/[용역]중등도의 대동맥판막협착증에서 심근 섬유화와 관류결손이 ... -                  23,4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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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079-000/리피로우정 연속생산공정 도입화 연구 27,885,857         28,90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092-000/SMILE: 생체 분자의 공간적 분포 초고속 프로파일링 및 정보처리 -                  (523,91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104-000/건식과립기를 통한 SA0529 제조 9,000,000          9,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136-000/노이즈 불확실성에 강건한 디노이징 알고리즘 연구 개발 8,479,91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144-000/[용역]심정지 환자에서 Neu2000KWL 투여에 의한 뇌손상 감소 유효성 ...13,514,122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165-000/무자각 자율주행을 위한 고효율/고속 충전 및 V2X 통신 기술 개발14,100,000         12,7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168-000/Evaluation of RTP Media Congestion Avoidance Algor 80,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386-000/최신 TEM 기술을 활용한 3D신제품 대응向 미세분석기술 개발 39,150,000         42,1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387-000/SICOH 저유전상수 박막의 특성 평가 및 메커니즘 연구 24,065,604         24,958,181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391-000/라이다 센서용 반도체 IP 개발(TDC)-공정 변환 및 기능안전 대응 추가3,285,000          3,91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395-000/모델 스캐너 알고리즘 개발 32,706,998         31,443,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399-000/버제니오 간접비교 및 비용최소화 분석 연구 -                  2,566,81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399-001/버제니오 간접비교 및 비용최소화 분석 연구 34,180,563         29,395,13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399-002/버제니오 간접비교 및 비용최소화 분석 연구 81,000,000         109,2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00-000/2019 대학생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 86,685,178         60,1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08-000/폐렴구균 CJ-1, Cj-2 백신의 방어 효능 측정 760,485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12-000/ATM si EPI Process Particle 측정 기술 개발 용역 21,265,500         19,57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16-000/[용역]중국 현안 분석 리포트 작성 및 제공 관련 협력 사업 22,578,286         8,995,559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2-000/Variable Frequency Microwave Processing 최적소재 특성화 연구44,652,371         34,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00/성균관대-삼성전자 반도체 산학협력위원회 연구과제 -                  80,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01/차세대메모리 설계 및 응용기술 43,375,905         39,1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02/저면적 고신뢰성 PUF 설계 기술 24,102,816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03/High-speed Signaling for Next-Generation Memory Interfaces 29,520,233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04/초고속 인터페이스 PHY 설계 연구 23,698,490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05/DRAM에 적합한 효율적 오류정정코드(ECC) 및 구조 24,806,000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06/밀리미터파 무선 송수신 집적회로 연구 27,903,018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07/Wearable/IoT향 Module에서의 PI/EMC 최적 설계 기술 33,005,273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08/고감도 SPAD/APD 어레이를 집적한 CMOS LiDAR 센서 IC의 설계 26,460,000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09/High-k Dielectric 열화 예측 및 모델링 기술 개발 23,780,000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10/차량 주행 영상에 특화된 비디오 압축 및 처리 23,764,936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11/수직형 T-FET 소자 기반 차세대 반도체 응용소자 연구 25,136,001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12/Defect 발생 기구규명을 위한 in-situ TEM 기법 활용 24,205,071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13/Ion Beam based Anisotropic ALE(이온빔 기반의 이방성 원자충식각 연구)26,890,000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14/Fan-Out/In 구조를 위한 계면의 Bonding 및 Test-kit 수준의 PKG 신뢰성 기술25,529,190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15/차세대 로직 소자용 게이트 절연막 Engineering 및 평가 기술 23,568,984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16/수치해석을 통한 CVD 설비 내 열/기류 분포 연구 24,394,806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17/원자층 식각 공정 및 표면 반응 특성 연구 27,340,265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18/개선된 wafer batch를 적용한 CVD장비의 deposition 효율 향상 26,350,264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19/5G 이동통신을 위한 mm-wave 고효율 전력증폭기 IC 설계 기술 25,280,000         23,4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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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20/촉각정보의 하드웨어 기반 뉴로모픽 신호처리 기술 30,643,446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21/저저항 contact 공정 개발을 위한 TEM 분석 기반 핵생성 연구 23,565,615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22/PIM(Processing-In-Memory)을 위한 메모리-프로세서 인터페이스 아키텍처25,980,000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23/실시간성 보장을 위한 SSD 스케줄러 개발 25,980,000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24/CIS용 용액공정 산화물 반도체 소재 및 소자 기술 23,791,002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25/High-efficiency dc-dc buck converter 43,380,000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4-026/Dielectric 계면특성 향상을 통한 film lifting 현상 제어 mechanism 분석23,501,564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5-001/negative capacitance을 활용한 저전력 전자소자개발 45,908,6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5-002/플라즈마 상태에 따른 산화물 반도체 박막의 특성 및 플라즈마 damage가 박막에 미치는 영향42,008,509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5-003/Multimodel 데이터에서 Deep Learning을 이용한 분류 모델 개발 24,000,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5-004/Defect 이미지 검출 기계학습을 위한 Generative Model 기반 데이터 증폭 기술32,600,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5-005/플라즈몬 유도 에너지 전달을 통한 금속산화물 박막의 플라즈모닉 커플링 연구38,166,105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26-000/Multi ITS(WAVE)용 RF 송수신기(ADC/DAC포함) 개발 39,808,955         39,150,046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37-000/Investigation of Abrasive Behavior during Water Polishing 48,499,705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41-000/원편광 회절 광소자 연구 -                  4,74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42-000/APP/PSI 알츠하이머 동물 모델을 이용한 치매 표능평가 시험 2,700,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44-000/뇌파 센싱 패치형 전극을 이용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디바이스14,103,233         12,7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45-001/미로가발린의 임상적 유용성 입증 17,620,029         7,84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45-002/미로가발린의 임상적 유용성 입증 22,000,000         22,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47-000/High speed and Accurate Bio Molecule AI Smart System IC based on Nanofluidic channel FET90,833,717         91,063,717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48-000/Video Streaming System 개발 1,385,035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49-000/[용역]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변수를 이용한 한국인에서 thiazolidinedione 투여 및 당뇨병 약제가 심혈관 질환 발생 후 2차 발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6,000,000          13,5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52-000/파워트레인 전장품 써지 검사 기술 개발 53,485,394         36,148,8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57-000/Highly imbalanced data를 핸들링하는 AI기반 품질예측 39,324,720         32,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64-000/생산성 분석을 위한 공장 시뮬레이션 자동화 기술 개발 33,531,532         30,895,118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65-000/강서구 일대 빗물펌프장 악취현황조사 9,742,000          4,040,2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67-000/[ERC-참여기업 별도과제]진단/치료용 고분자소재 연구센터 12,750,000         (12,978,536)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69-000/OLED용 소재 안정성 분석연구 16,266,764         7,0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73-000/모터 단품 EMC 특성에 따른 필터 자동화 설계 기술 개발 33,621,735         19,57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77-000/셀 단위 SOH 추정 로직 개발 48,889,162         30,769,209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78-001/[주관-성대]SaS: SSD의 SQL 엔진화(SsS: SSD as SQL Engine) 92,522,631         42,974,281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78-002/[공동-한양대]SaS: SSD의 SQL 엔진화(SsS: SSD as SQL Engine) 34,310,000         34,31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79-000/Big Design SoC 향 아키텍처 레벨 최적화 설계 위한 공정/소자 특성 모델링 기법 개발35,881,689         27,395,2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82-001/[주관-성대]2차원 반도체의 비포화 양자효율 110,668,815        29,591,429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82-002/[공동-서강대]2차원 반도체의 비포화 양자효율 41,579,288         41,579,288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86-000/탄소 나노재료 응용 EUVL Pellicle 개발 59,763,184         38,4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87-000/차세대 Device 공정을 위한 Advanced Pulsed Plasma Etch 기술 개발46,204,040         27,40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88-000/리셋어블 리퀴드 메탈 하모닉드라이브 개발 198,987,798        19,203,66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91-000/차세대 GDDR향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50,714,100         34,000,000          

- 98 -



결산금액
 당기현금
수령액

비고과목 교부처 내역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492-000/모바일 3D 영상 기반 사물/동작 인식을 위한 VGA급 저전력 Time-of-Flight CMOS Image Sensor32,356,264         21,2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02-000/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Tofacitinib 치료 패턴에 따른 비용효과 비교47,000,000         (1,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08-000/차세대 소재 Inverse Design 기술 개발 50,456,925         31,308,5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10-000/초연결사회 글로벌기업의 신상생협력을 위한 미디어 플랫폼 활용 전략 연구6,404,545          5,0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12-000/국민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한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의 의료자원이용 및 직접의료비 연구36,389,665         16,47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13-000/Cost-effectiveness of Teduglutide for the treatment of SBS(Short Boewl Syndrome)87,674,388         32,91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21-000/Respecta®의 질 내 유산균 증식 확인 시험 637,742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22-000/스마트 주거에 관한 연구 23,153,966         20,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26-000/Flexible Display용 Polyimide 개발 66,040,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31-001/Ribociclib의 경제성 평가 연구 68,738,336         123,504,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31-002/Ribociclib의 경제성 평가 연구 74,700,000         74,7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32-000/신아마이드용 모노머 개발 43,667,269         42,145,55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33-001/비구형 고체버블 집적구조체 기반 전(全)자극 반응성 소재기술 개발236,182,597        136,377,124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33-002/비구형 고체버블 집적구조체 기반 전(全)자극 반응성 소재기술 개발29,104,750         29,104,75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46-000/펩타이드의 신경전달물질 배출 저해 효능 측정 6,845,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72-000/Wavice GaN HEMT를 이용한 대신호 모델 개발 49,805,125         39,1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73-001/(본교)바이러스 멤브레인에 구멍을 뚫는 나노 퍼포레이터 179,019,374        87,165,967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73-002/(타기관)바이러스 멤브레인에 구멍을 뚫는 나노 퍼포레이터 44,794,306         44,794,306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73-003/(타기관)바이러스 멤브레인에 구멍을 뚫는 나노 퍼포레이터 26,647,590         26,647,59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76-000/Cost-effectiveness of Emgality in migraine prevention -                  7,473,6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76-001/Cost-effectiveness of Emgality in migraine prevention 5,000,000          19,652,8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76-002/Cost-effectiveness of Emgality in migraine prevention 52,300,000         55,4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77-000/헤리티지 소재 및 소나무 핵심 성분 피부 효능 연구 32,451,158         18,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78-001/[김영준]고온저장, 수명 시 저항 증가  등 열화 mechanism 분석 60,401,746         39,1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78-002/[유필진]Si-C 복합 음극재의 열화 메커니즘 분석 및 보완 음극재 개발61,464,119         39,1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78-003/[윤원섭]고용량 양극소재의 열화 메커니즘 연구 77,900,000         39,1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78-004/[김지만]천연 및 인조 흑연 음극의 열화메커니즘 규명 45,103,042         39,1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78-005/[이칠기]Smart Vehicle 배터리 시스템 제어 알고리즘 및 HW 솔루션 개발52,200,000         4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88-000/실험동물사육에 대한 연구 142,732,768        71,703,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593-000/FDCA (2,5-Furandicarboxylic acid), Scopoletin 신규 제법 개발을 포함한 기능성 화합물(천연물 유래 화합물의 합성 포함)의 발굴 및 합성법 개발98,819,770         101,76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06-000/기가스틸 표면 부식 반응 해석을 통한 내식성 향상 및 수소취성 저감 기술 개발(2/3)117,380,429        91,354,5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08-000/조립 공장에서의 차량제어기 S/W 업데이트 최적화 25,500,000         10,5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10-000/SW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Project 학습콘텐츠 개발 28,600,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19-001/자기복제형 나노소재 기반 광 제어성 2차원 메타 구조체 연구 243,189,669        146,572,647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19-002/자기복제형 나노소재 기반 광 제어성 2차원 메타 구조체 연구 83,250,000         38,2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19-003/자기복제형 나노소재 기반 광 제어성 2차원 메타 구조체 연구 79,725,000         38,2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33-000/성신양회 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악취저감방안 연구 104,806,294        79,315,91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37-000/NMR Assay 15,743,324         7,0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45-000/산화물 FET형 바이오센서 개발 51,849,239         31,30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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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48-000/분자진단용 일체형 Biochip 개발 47,430,478         31,314,12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50-000/거대 Kerr 계수를 가진 2D material 액정을 이용한 초저전력 전기광학 소자 개발114,504,311        53,009,448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51-000/5G 통신용 전력증폭기 개발 23,490,000         24,9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52-000/주 사용 영역대의 모터 진동 특성 분석 및 고속운전에 따른 고속 영역에서의 고주파 소음 저감 방안 개념 설계 연구13,587,227         (3,25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57-000/차세대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기반 연구 828,079,6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58-001/[주관-성대]차세대 초저지연 스토리지를 위한 하드웨어 기반 페이징 기술147,286,254        132,246,464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58-002/[공동-서울대]차세대 초저지연 스토리지를 위한 하드웨어 기반 페이징 기술66,125,695         66,125,695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60-000/중대형전지의 Ni계 양극이 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23,481,500         26,481,5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61-001/[주관-성대]다상 복합체 상태도 재료를 활용한 인위적 상혼합구조를 갖는 광전극 소재 디자인165,496,955        19,561,955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61-002/[공동-경북대]다상 복합체 상태도 재료를 활용한 인위적 상혼합구조를 갖는 광전극 소재 디자인93,000,000         49,958,75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66-001/산화물 계면 양자 현상 해석을 위한 유닛셀 단위 in situ all-field 맵핑195,638,577        113,236,939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66-002/산화물 계면 양자 현상 해석을 위한 유닛셀 단위 in situ all-field 맵핑89,563,695         54,350,217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66-003/산화물 계면 양자 현상 해석을 위한 유닛셀 단위 in situ all-field 맵핑55,890,589         55,890,589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73-001/[용역-1세부]저독성 전이금속 이온을 기반으로 한 간 조직-지향성 MRI 조영제 개발85,599,119         35,106,38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73-002/[용역-2세부]저독성 전이금속 이온을 기반으로 한 간 조직-지향성 MRI 조영제 개발200,950,991        70,212,894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85-000/Ceria CMP 用 pad groove 개발 37,533,432         40,574,4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87-001/[주관-성대]이차원 초격자 나노소재 기반 광전자소자 연구 271,151,505        102,581,013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87-002/[공동-연대]이차원 초격자 나노소재 기반 광전자소자 연구 90,000,000         45,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697-000/차세대 배터리소자 및 시스템 기반 연구 145,500,000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735-000/Fumed Silica 분산기술 개발 및 CMP 성능 평가(2차년도) 31,285,692         (8,6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737-000/주름 개선 및 탄력 증진 소재 발굴 및 효능평가 840,166            854,182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744-000/SMILE: 생체 분자의 공간적 분포 초고속 프로파일링 및 정보처리81,205,288         10,373,493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751-000/Analyzing Costs and Risk Factors of Osteoporosis-related Fractures2,508,000          73,520,4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760-000/5G/mm-Wave 전자파측정분석방법개발(전자파기술위원회WG 산학협력과제)70,470,000         73,17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762-000/[용역]다중불포화지방산의 췌장 베타세포 보호 효능 연구 11,392,000         15,654,4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784-000/[용역]쥐에서 혈중 칼슘 농도가 허혈-재관류 간손상에 미치는 영향6,675,540          5,479,023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790-000/DMC공학과 대학원 지원금(2019년 운영비) 69,233,010         52,804,065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794-000/히알루론산 투여에 대한 연구 6,642,122          26,465,4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795-000/지속가능 피지오플레임:자가구동형 지속 생리발광 63,379,626         37,182,82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796-000/황련 추출물의 추출방법 및 함량 분석 연구 13,880,135         -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803-000/고효율, 고색순도 QD-LED 소재 개발(非 Cd Red) 54,976,226         66,63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815-000/신규 전립선 비대증 치료 복합제의 제형평가 연구 38,296,312         50,64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816-000/흑설란에서 당뇨족부궤양 창상치료 유효성분 발굴 연구 16,363,637         (1,818,181)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843-000/자발광 QLED 개발 Ⅱ (Device 제작 Infra 구축) 82,600,000         90,86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844-000/Multi RFFF v2.1 Interface 개발 27,347,500         29,40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857-000/마스턴 안산물류센터 신축공사 토양오염처리검증용역 23,600,000         23,919,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051-000/웨어러블 디바이스향 고효율 마찰전기 발전 소자 개발 50,569,958         54,796,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153-000/SGLT-2 억제기전의 항당뇨 치료제 개발을 위한 약물동태연구 31,249,091         42,3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220-000/특정수질유해물질 및 감시항목 분석 150,500,000        150,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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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356-000/Morphine self-administration에 미치는 VVZ 화합물의 중독 치료 효능 시험53,292,927         62,7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478-000/의료용 개발 필러에 대한 조직수복효과 및 지속기간 확인을 위한 동물실험 연구13,515,474         13,780,8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690-000/기니픽 실험에 대한 연구 4,685,305          7,047,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691-001/[1세부]기판 고질 불량 개선, 통신모듈 개발을 위한 성균관대-삼성전기산학협력 과제142,690,290        168,46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691-002/[2세부]기판 고질 불량 개선, 통신모듈 개발을 위한 성균관대-삼성전기산학협력 과제165,420,258        168,46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704-000/CXCR4 단백질 정제 기술 개발 47,369,737         82,649,091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744-000/헬스케어 제품 개발 연구 8,541,604          9,17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748-000/토양 및 수질 환경시료 분석용역 9,155,396          9,88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756-000/[용역]효율적인 검색 광고 운용 전략: 광고주 규모 및 성과 별 분석26,086,957         26,086,957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783-000/High Performance Interconnection 기술 개발 38,084,988         50,112,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812-000/Respecta®의 질 내 유산균 증식 확인 시험 15,228,485         15,3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813-000/모바일 향 Multi-level 신호 Interconnect 설계 기술 연구 54,810,000         54,81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818-000/엑소좀을 이용한 치료용 단백질 전달기술 개발 6,336,764          15,66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829-001/[주관]Research and development of lithium air battery prototype40,119,256         42,267,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829-002/[공동-경희대]Research and development of lithium air battery prototype30,000,000         30,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829-003/[공동-조선대]Research and development of lithium air battery prototype30,000,000         30,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834-000/Perovskite blue LED 소재기술 55,682,877         56,352,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835-000/줄기세포 엑소좀의 생체분포 평가 12,795,400         15,66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856-000/신재생에너지 연계변압기 철심구조에 따른 임피던스 측정 및 분석23,490,000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866-000/시흥공단 토양정밀조사(상세조사) 용역 23,070,000         23,07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867-000/시흥공단 토양정밀조사(추가조사) 용역 4,970,000          4,97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873-000/Feasibility Study and Policy Brief on Credit Recognition and Transfer Systems in Asia-Pacific30,377,523         30,377,523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877-000/그래핀 복합체 고열전도성 방열시트 개발 후속공동연구 5,738,255          6,262,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879-000/안산하수처리장 악취제어를 위한 악취측정조사 9,066,900          15,6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890-000/나노 복합 평탄화 소재 및 전사 공정 개발 46,116,206         47,725,04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891-000/[용역]유가예술문화의 융합인문학적 연구 71,181,818         71,181,818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893-000/생산 Digital Twin 플랫폼 정의 및 구성요소 도출 4,698,000          7,83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903-000/AI 기반 Time series sensor data analysis 알고리즘 개발 78,280,000         78,28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911-000/자발광 QLED 개발 64,946,344         68,96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912-000/자발광 QLED 개발 48,235,899         50,120,002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0926-000/원가절감을 위한 신규 네오디뮴 자석용 스피커 최적설계 27,538,192         46,962,5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254-000/Osteoporosis treatment and fracture risk in normal, osteopenia and osteoporosis condition among postmenopausal women43,676,524         45,648,2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278-000/EMI Confrormal Shield 용 고주파 차폐 소재 개발 52,497,521         54,8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280-000/OLED용 유기재료의 개발 23,468,780         23,484,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283-000/VOCｓ제거용 시뮬레이터개발 21,354,545         24,812,727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287-000/AI 기반 재질예측 모델 및 최적 제조조건 도출 통한 스마트 제품개발110,658,024        116,972,982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288-000/ecm mimetic peptide library 확장 및 개선 38,803,130         39,136,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291-000/R&D 운영체계 강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방법론 개발42,756,455         48,769,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327-000/경제형 Open-cell type 발포 알루미늄 제조 공정 개발 32,587,000         43,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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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353-000/TPE 인너벨트 웨더스트립의 글라스 승강 이음 개선 위한 재료 댐핑&위험지수연구33,868,401         38,53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361-000/[자율주행자동차 시험 및 평가기술 개발 공동연구실]-과제2:자율주행/ADAS 기술개발용 성능평가 플랫폼 개발44,776,997         57,8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364-000/메탈타공패널의 패턴 디자인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26,047,180         26,087,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365-000/[용역] 의료용 대마 기반 약물의 체중 조절과 통증 치료에 대한 효과검증59,659,872         69,895,506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366-000/Topic Modeling을 이용한 반도체 불량 분석 엔지니어 Knowledge 학습 및 검색 기술 연구54,800,000         54,8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367-000/Defect 이미지 자동 분류 최적화 48,000,000         50,112,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368-000/PUF 후처리 회로를 활용한 키생성 방법 38,940,000         39,14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376-000/세계주요도시의 도심 주거의 경향과 유형에 관한 연구Ⅰ 24,897,855         24,907,273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378-000/마이크로엘이디 고수율 접속을 위한 박막접합재료 개발 34,871,929         54,8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380-000/[용역]샤르코-마리-투스병 동물모델을 이용한 in vivo연구 31,211,752         31,308,8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381-000/AFM 기반 빠른 측정 및 분석을 통한 강유전 HZO 박막 기초 물성 연구44,621,890         50,093,644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387-000/노이즈 불확실성에 강건한 디노이징 알고리즘 연구 개발 49,471,202         50,112,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393-000/이뮨셀엘씨주의 경제성평가 3,190,415          4,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397-000/면역활성화 아주번트(NE-IQ)의 항암치료 효능평가 92,999,488         95,1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398-000/면역억제기능 제어 약물전달 플랫폼(imMDV기반)의 제형기술 최적화 및 면역관문억제제와의 병용 항암치료 효능평가92,999,439         95,1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402-000/펩타이드 대량합성 기술개발 11,716,000         11,742,5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408-000/5G NR용 광대역 기지국 시스템의 RF 전력 송신기 효율개선 51,797,749         53,523,026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416-000/저온 TiO2 ALD 공정 개발 33,937,082         35,223,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433-000/스마트 배터리 시스템 시뮬레이터 제작 및 운용 시나리오 연구 23,490,000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434-000/Contextual Intelligence 기반 CAuth 기술 71,141,430         74,38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437-000/스마트 배터리 시스템 Test-Bed 및 최적 스위칭 토폴로지 연구 54,807,500         54,81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438-000/Development of 2D material-based IR detector for LiDAR application77,176,270         72,271,75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439-000/[총괄]멀티오염물 고속제거용 멀티스케일 All-in-One 멤브레인 -                  19,322,625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439-001/[주관-성대]멀티오염물 고속제거용 멀티스케일 All-in-One 멤브레인129,305,250        217,901,791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439-002/[공동-고려대]멀티오염물 고속제거용 멀티스케일 All-in-One 멤브레인87,585,850         150,000,675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448-000/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 VOC 정량화 기술개발 (2단계) 46,978,487         49,13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455-000/딥러닝을 위한 불완전 렌더링 164,665,914        279,523,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456-000/신규한 합성 화합물의 LPA1 수용체 길항 효과 검증 23,500,000         23,5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460-000/[용역]19년 NLP Core 테스트 및 데이터 구축 54,810,000         54,81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471-000/웨이퍼 크기의 단결정 반데르발드 혼성 구조 15,006,090         15,006,09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472-000/수도용 막모듈 인증 평가 9,900,000          9,900,01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475-000/Future Interconnect Technology(한양대-성균관대 클러스터 공동연구개발)34,874,650         59,508,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484-000/Hot exciton 제어 청색 소자 개발 30,591,400         50,099,2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503-000/지능형 용융 도금 공장(Smart CGL) 제어알고리즘 개발 84,991,968         85,217,42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504-000/최소 침습 LED 유도 피드백 맞춤 뇌 종양 치료 기술개발 41,871,972         153,191,49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505-000/협력사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56,693,637         77,88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524-000/MgCl2 corrosion analysis & Impact Assessment 35,925,402         35,222,1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534-000/CMP 슬러리 및 Post CMP 세정액 성능 평가 및 개발(3차년도) 39,591,698         46,968,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535-001/[1세부]열 활성화 지연형광(TADF)을 이용한 OLED용 청색 발광재료 개발44,185,738         45,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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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535-002/[2세부]LTPS 소자 on/off 전류 개선을 위한 Interface Engineering 및 High-K G.I 연구개발44,025,052         45,100,8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535-003/[3세부]Foldable OLED용 TFE의 소자검증 연구 17,265,873         45,100,8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535-004/[4세부]청색 OLED용 p형 호스트 개발 17,746,490         45,100,8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535-005/[5세부]저온 LTPS TFT의 신뢰성 평가모델 개발 42,330,000         45,100,8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535-006/[6세부]LTPS TFT의 off currentmechanism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32,976,335         45,100,8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535-007/[운영비]성균관대-SDC 산학협력위원회 연구과제 14,020,140         14,415,43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566-000/바이오매스-리그닌활용 타이어용 Sustainable Material 연구 47,475,747         62,617,612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567-000/Development of 2D nano-material based biosensor technology 56,875,206         87,212,455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574-000/고출력 밀도 OBC 개발을 위한 수동소자(자성체/커패시터) 최적화 기술 연구58,555,027         43,3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614-000/Anyplace IH 인버터 보드 개발 56,193,036         49,056,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616-000/Myanmar Project 85,980,311         119,463,905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662-000/이온성 액체 고분자 기반 리튬이온전지용 젤 고분자 전해질 개발 -                  6,516,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662-001/이온성 액체 고분자 기반 리튬이온전지용 젤 고분자 전해질 개발23,236,343         24,14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662-002/이온성 액체 고분자 기반 리튬이온전지용 젤 고분자 전해질 개발24,140,000         24,14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692-000/EVTC 탑재 전기자동차용 과열방지 로직 개발을 위한 성능평가 시뮬레이터 개발25,743,063         31,31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695-000/Large Scale evidence generation for the utilisation and safety of biologic medicines8,741,050          8,791,05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698-000/레바미피드 서방정 개발을 위한 약물동태연구 23,500,000         23,5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699-000/Deep eutectic solvent DB화 연구 780,800            20,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706-000/Big data analysis on treatment patterns in patients identified with Ulcerative Colitis according to ~1,750,000          4,8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709-001/[본교]가역적구조 전이현상을 가지는 신개념 층상구조 전극소재개발92,286,638         136,902,365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709-002/[타기관]가역적구조 전이현상을 가지는 신개념 층상구조 전극소재개발150,000,000        150,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713-000/메모리 내 로직 테스트 방법 기술 개발 52,705,607         68,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722-000/노벨리스코리아주식회사 울산공장 토양오염원인조사 용역 14,680,000         14,68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728-000/고체전해질 기반의 리튬이차전지용 바인더 개발 37,280,000         54,81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754-000/Low Power Serial Interface IP 개발 13,421,965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791-000/Use of bone targeting agents among patients with metastatic solid tumor in Hong Kong, Taiwan, & Korea4,109,700          31,472,025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793-000/3D organoid 배양 시스템을 이용한 플렛폼 검증 12,180,000         24,91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798-001/[주관-성대]3차원 포스포린 기반 에너지저장장치 개발 40,907,828         69,568,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798-002/[참여-세라믹기술원]3차원 포스포린 기반 에너지저장장치 개발 80,000,000         80,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800-000/Nationwide population based epidemiologic study of refractory generalized myasthenia gravis patients  in Korea38,419,803         51,7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804-000/Subspace decomposition MRI 51,082,166         74,705,155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805-001/[주관-성균관대]최신 규제요건의 만족을 위한 원자로용기 압력-온도 곡선 재평가 및 냉각여유도 확보기술 개발55,379,794         69,565,6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805-002/[참여-비즈(주)]최신 규제요건의 만족을 위한 원자로용기 압력-온도 곡선 재평가 및 냉각여유도 확보기술 개발80,000,000         80,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806-000/[총괄]Micro-LED PWM 화소 회로의 성능 향상을 위한 TFT 특성 개발 외 2건-                  3,46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806-001/[1세부]Micro-LED PWM 화소 회로의 성능 향상을 위한 TFT 특성 개발53,611,262         60,97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806-002/[2세부]산화물 TFT 기반의 micro-LED 디스플레이 구동회로 설계 50,389,530         60,97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806-003/[3세부]Micro-LED display 설계를 위한 OLED TV 패널 설계 분석 76,800,000         80,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807-000/RIBE를 이용한 Small Pitch MTJ patterning 공정 개발 14,113,626         39,2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823-000/포스코(광양) 기력발전 5호 Smart 연소제어 모델 S/W개발 58,000,000         5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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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830-000/로직소자용 비정질 실리콘 공정의 결정화 제어 연구 41,404,106         54,8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847-000/WSTRIP 반력 - 분포하중 치환 해석기술 개발 28,983,650         34,68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859-000/리튬이온배터리 충방전 균일성 평가법 개발 14,884,759         39,01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874-000/Streptococcus pneumoniae 대응 박테리오파지 개발 12,000,000         19,6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877-000/웹툰의 단행본 변환을 위한 기술 연구 30,791,920         50,869,494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911-000/RM 렌즈를 이용한 고투과 편광판 연구 18,823,954         39,1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913-013/[기업부담금]반도체 배선용 Thin film 평가 기술 개발 15,958,509         16,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964-000/트랙터 변속기 Calibration 자동화에 관한 연구 22,355,911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965-000/부아메라 유지의 유리지방산 측정법 개발 7,759,680          7,83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970-001/[주관-성대]Hybrid HW-SW 기반 학습면역 보안 IoT 시스템 아키텍처53,415,470         112,571,11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970-002/[공동-이화여대]Hybrid HW-SW 기반 학습면역 보안 IoT 시스템 아키텍처98,895,834         98,895,834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970-003/[공동-인천대]Hybrid HW-SW 기반 학습면역 보안 IoT 시스템 아키텍처100,100,000        100,1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975-000/복합악취 분석 용역 3,703,000          4,06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982-001/[1세부]3진법/4진법을 이해할 수 있는 이종접합 구조체 기반 반도체 소자 및 회로 기술 개발39,270,267         111,934,801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982-002/[2세부]3진법/4진법을 이해할 수 있는 이종접합 구조체 기반 반도체 소자 및 회로 기술 개발36,300,000         36,3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1987-000/전자구조 상전이 소재 기반 뉴리스터 집접 회로 183,068,716        301,182,954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01-000/유전자가위 PAM 서열 인지의 재구조화를 통한 PAM 서열의 다양화 -                  23,842,074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01-001/[본교]유전자가위 PAM 서열 인지의 재구조화를 통한 PAM 서열의 다양화264,172,506        356,861,049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01-002/[본교]유전자가위 PAM 서열 인지의 재구조화를 통한 PAM 서열의 다양화94,409,018         178,344,608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01-003/[서울대]유전자가위 PAM 서열 인지의 재구조화를 통한 PAM 서열의 다양화95,000,000         95,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09-000/반응성 습도센서 및 전기화학식 가스센서 및 소재 개발 11,700,686         11,2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11-000/RF 스퍼터링을 이용한 대면적 MoS2 도핑 기술 및 물성 분석 연구30,727,587         50,160,001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14-000/차량용 반도체의 신뢰성 평가기술 및 failure mechanism 연구 28,800,000         54,81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23-000/유수력 및 소수력 발전을 위한 수차 개발 및 활용성 검토 42,884,546         42,884,546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26-000/Deposition and characterization of high-k dielectrics using various ALD precursors27,854,599         38,367,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49-000/Inkjet Head向 내화학성 코팅 기술 개발 18,713,568         14,792,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50-000/IoT기반 스마트 플러그 제어 및 스위칭 기능 시연용 기초 시작품 개발20,358,000         20,358,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53-000/저분자 신규 물질 개발에 대한 연구 489,236            5,246,1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59-000/칠곡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질 시료 분석용역 6,800,000          53,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72-000/초고속 그래핀 광원 기반 광대역 초소형 광통신 칩 개발 60,293,182         60,293,382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77-000/증착입사각 공정 최적화 및 TEG소자 거동 분석 50,820,000         56,376,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79-000/차세대 컴퓨팅환경을 위한 스토리지시스템 및 응용프레임워크 최적화 기술 연구347,894,090        352,22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82-001/Cost-effectiveness of Onivyde 2,600,000          7,930,909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82-002/Cost-effectiveness of Onivyde 22,636,363         22,636,363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89-000/In silico model-guided design of CHO cell culture media 25,672,256         85,490,909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91-000/[총괄]Large Molecule Conjugate 외 4과제 -                  18,428,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91-001/[서민아]Targeted CRISPR-Cas9 Delivery System 외 3과제 167,992,320        316,58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91-002/[김용호]Cell penetration Peptide 외 3과제 330,201,547        483,719,669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91-003/[이재철]혈액뇌장벽투과 PD-L1항체의 알츠하이머 모델에서의 작용 메커니즘 규명52,519,786         97,635,391          

- 104 -



결산금액
 당기현금
수령액

비고과목 교부처 내역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93-000/AN 상용 반응기 역설계 및 개발 촉매 적용성 검증 30,367,875         78,28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098-000/리피로우정 연속생산공정 도입 연구(2단계) 16,527,007         29,754,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00-000/차세대 메모리-시스템 아키텍쳐 연구 38,843,660         39,1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03-000/9bit ADC/DAC 및 Digital Filter IP 개발 24,664,500         24,664,5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04-000/복합센싱 IoT용 초저전력 수신기 IP 설계 제작 47,345,340         78,3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06-000/장-뇌-균총 축(gut-brain-microbe axis)의 면역 조절 및 만성 염증 억제 기작에 대한 연구58,462,768         72,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07-000/증착설비의 플라즈마 진단기술 개발을 통한 설비 항상성 확보 38,068,946         54,796,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08-000/청색 형광 OLED 효율한계(IQE 40%) 극복을 위한 초고효율-차세대 형광 발광재료 개발9,362,480          86,980,844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10-000/3D비전 시스템기반 휠프레임 스크래치검사 시스템 개발 39,794,871         61,857,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11-000/수질 환경시료 분석용역 -                  2,45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12-000/유화 제조 데이터 사전진단 계획 14,000,000         14,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13-000/도시농업 및 수출화 사업을 위한 소형 스마트 팜 시스템 개발 12,600,162         39,1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14-000/고강도‧고난연성의 MOS 휘스커/고분자 복합재료 및 3D 프린팅 필라멘트 개발38,155,305         63,563,5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15-000/Wearable Power용 체온발전 특화 고효율 열전전지 개발 116,500,193        197,140,796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18-000/고 에너지 양극소재의 구조분석 2,858,000          27,395,2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21-000/The  CJ CUP Target Market Analysis 22,341,822         31,34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35-000/하이브리드 구동 전략 네트워크 최적화 결과를 반영한 base calibration tool17,067,442         15,3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36-000/주 사용 영역대의 모터 진동 특성 고려 방안 및 고속영역에서의 고주파 소음 저감 방안이 적용된 전가기 설계 기법 개발23,371,344         27,396,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37-000/음성인식에 적용 가능한 사건관련전위 측정용 귀 영역 뇌파 센싱 시스템12,664,887         12,7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38-000/생체정보 측정기술 개발(비전기반 안면인식 심박수 측정엔진 개발)8,023,636          8,023,636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01/차세대메모리 설계 및 응용기술 35,925,198         35,976,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02/저면적 고신뢰성 PUF 설계 기술 20,150,849         22,217,76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03/High-speed Signaling for Next-Generation Memory Interfaces 22,055,310         22,229,18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04/초고속 유/무선 링크 PHY 설계 연구 21,784,430         22,224,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05/머신러닝 데이터 보호를 위한 오류정정 기술 개발 21,300,000         22,231,345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06/밀리미터파 무선 송수신 집적회로 연구 16,095,346         22,215,24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07/Wearable/IoT향 Module에서의 PI/EMC 최적 설계 기술 7,344,836          22,21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08/고감도 SPAD/APD 어레이를 집적한 CMOS LiDAR 센서 IC의 설계 21,058,434         22,231,2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09/High-k Dielectric 열화 예측 및 모델링 기술 개발 21,200,000         22,222,8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10/차량 주행 영상에 특화된 비디오 압축 및 처리 요소기술 -                  22,224,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11/수직형 T-FET 소자 기반 차세대 반도체 응용소자 연구 20,555,129         22,218,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12/Defect 발생 기구규명을 위한 in-situ TEM 기법 활용 연구 21,031,023         22,218,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13/Ion Beam based Anisotropic ALE(이온빔 기반의 이방성 원자충식각 연구)22,425,042         22,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14/Fan-Out/In 구조를 위한 계면의 Bonding 및 Test-kit 수준의 PKG 신뢰성 기술21,923,321         22,219,98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15/차세대 로직 소자용 게이트 절연막 Engineering 및 평가 기술 22,210,738         22,223,4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16/원자층 식각 공정 및 표면 반응 특성 연구 21,920,981         22,221,38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17/수치해석을 통한 CVD 설비 내 열/기류 분포 연구 21,244,266         22,218,98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18/개선된 wafer batch를 적용한 CVD장비의 deposition 효율 향상 23,267,728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19/5G 이동통신을 위한 mm-wave 고효율 전력증폭기 IC 설계 기술 21,700,000         22,2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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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20/촉각정보의 하드웨어 기반 뉴로모픽 신호처리 기술 21,672,973         22,214,665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21/저저항 contact 공정 개발을 위한 TEM 분석 기반 핵생성 연구 21,992,600         22,212,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22/PIM(Processing-In-Memory)을 위한 메모리-프로세서 인터페이스 아키텍처14,774,550         22,224,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23/실시간성 보장을 위한 SSD 스케줄러 개발 22,224,000         22,224,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24/CMOS Image Sensor(CIS)용 산화물 반도체 소재 및 소자 기술 22,428,503         23,489,99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25/Very High frequency IVR for DVFS 10,630,000         22,234,08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1-026/Dielectric 계면특성 향상을 통한 film lifting 현상 제어 mechanism 분석23,268,000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2-000/수질 시료 분석 -                  7,58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44-000/대변형 스트레인 센서 개발 12,687,727         12,7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64-000/[용역]Charcot-Marie-Tooth 질환의 AAV 치료제 개발을 위한 C22 마우스를 이용한 전임상 효능 분석24,677,763         58,703,82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71-000/[용역]한국인 편두통 특성 및 치료반응에 관한 두통 레지스트리 연구 -                  7,848,905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182-000/[용역]제2형 당뇨병에서 Mesog;ycan의 지질개선능 및 죽상경화증에 대한 효과9,164,540          9,352,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224-000/POU Scrubber 성능 개선 위한 Scrubber 진단기술 연구 23,124,849         23,484,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225-000/[용역]파킨슨병 환자에서 보행의 정량적 측정을 위한 진단 보조시스템 알고리즘 분석용 데이터 자료 수집436,364            3,913,588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229-000/[총괄]나노 구조 제어를 통한 스마트 전극 소재 개발연구 -                  20,946,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229-001/[본교_주관]나노 구조 제어를 통한 스마트 전극 소재 개발연구 40,561,200         93,962,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229-002/[본교_공동]나노 구조 제어를 통한 스마트 전극 소재 개발연구 46,401,564         127,662,886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229-003/[본교-공동]나노 구조 제어를 통한 스마트 전극 소재 개발연구 18,103,810         97,630,379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229-004/[타기관]나노 구조 제어를 통한 스마트 전극 소재 개발연구 149,980,000        149,98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230-000/패드제조 주요인자(재료/공정/설비) 규명 및 신규공정 적용패드 개발28,533,850         39,13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236-000/중국향 DSRC RF 송수신기 개발 27,098,678         27,40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239-000/탄화수소계 오일의 w/o 에멀젼 제조를 위한 유화제 설계 29,207,831         46,963,2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256-000/5G 단말기용 다중 대역 패치 안테나 개발 25,582,500         31,32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279-000/Nonitri(노니 주정 추출물)의 면역 억제 마우스 모델 내 면역 증진 효능 평가35,471,724         45,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280-000/Economic Evaluation of Talazoparib in gBRCAm, HER2-Breast Cancer -                  83,5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281-000/토양 환경시료 분석용역 -                  10,27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282-000/높은 청색 흡광율을 지니는 고효율 녹색 양자점 합성 신기술 개발33,529,330         39,14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286-000/[용역]얼굴 표현형과 연관된 유전자 변이 발굴을 위한 전장유전체 연관 분석 연구24,891,799         26,223,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287-000/EMI 필터 설계 및 해석 방법론 개발 18,426,954         20,749,5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307-000/TiO2 나노구형체의 제조 조건 확립과 화장품으로의 적용연구 5,594,454          15,66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311-000/1200A 전류센서의 자기장 해석기법 개발 및 형상 최적 설계 27,396,000         27,396,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312-000/발열체 회로 구현된 저항 값 분석 및 편차에 대한 최적화 기술 연구10,601,380         10,727,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314-000/UAM 추진용 고출력 모터의 최적설계기술 개발 및 제작 검증 17,954,973         39,241,5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315-000/탄소 나노재료 응용 EUVL Pellicle 개발 36,679,901         38,36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321-000/사이버 수집 및 은닉기술 동향 및 설계 연구 18,822,820         18,856,378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324-000/혈액응고인자 Xa 억제를 통한 항 혈전치료제 개발을 위한 약물 동태 연구12,960,000         26,34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523-000/고분해능 in-situ (S)TEM을 이용한 MLCC 열화 매커니즘 및 유전특성 발현기구 규명25,080,000         25,08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526-000/TEM electron phase 해석을 통한 전하 분포 분석 39,150,000         39,1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528-000/자연모사 피포공학을 통한 생리활성물질의 마이크로 패키징 기술 8,676,956          11,92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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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529-000/회합형 헥토라이트 나노플레이트를 이용한 지능형 W/S 에멀젼 유체 개발17,526,252         18,825,897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530-000/피부와의 결합력을 증가시킨 바이오셀룰로오스 기반 피부 접착제 개발8,689,627          11,740,765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531-000/세메스-SKKU 연구 Center 협력과제(2차년도) 135,145,301        234,81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544-000/[용역]CRISPR/Cas9 기술을 이용한 녹내장수술 후 섬유화 치료제 공동연구개발1,544,530          4,399,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551-000/라미 자동보정 강화학습 기반 알고리즘 개발 56,220,000         56,22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553-000/SKKU UNIC 멤버십_바이오 의약기업 마케팅/홍보전략 수립 9,300,000          9,5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556-000/위상양자 컴퓨터용 2차원 소재의 원자 스케일 연구 및 기반 구축13,873,190         23,5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558-000/신약 타겟 단백질 생산 및 구조규명 연구 3,056,650          35,654,545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566-000/나노플라즈모닉 검출법을 이용한 센싱 플랫폼 개발: 1. 전극 표면의 산화막 최적화2,560,000          7,190,91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568-000/탈 인산화 효소 Ssu72의 활성을 증대시키는 allosteric 화합물의 발굴 및 개발에 대한 연구10,574,240         20,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573-000/연료전지 출력 성능 향상을 위한 촉매 입자 구조 분석 및 메커니즘 연구16,685,000         21,67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576-000/통합마스트 통신용 V/UHF 안테나 설계 및 전자계 간섭분석 연구 19,575,000         19,57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585-000/인실리코모델링 기반의 락토바실러스균주의 특성 파악 14,235,086         18,516,364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588-000/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의 악취측정대행 883,080            3,096,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589-000/한화케미칼 DT-AA(데이타분석) 공정 데이터 분석 및 최적화(산학협력)11,808,000         20,342,4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591-000/[총괄]웨이퍼 크기의 단결정 반데르발드 혼성 구조 -                  30,210,534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591-001/[주관-성대]웨이퍼 크기의 단결정 반데르발드 혼성 구조 20,636,670         44,008,161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591-002/[참여-성대]웨이퍼 크기의 단결정 반데르발드 혼성 구조 15,109,900         50,617,308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591-003/[타기관]웨이퍼 크기의 단결정 반데르발드 혼성 구조 196,260,684        196,260,684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597-000/심층신경망을 활용한 정확한 추천 모델 개발 연구 12,200,000         14,104,484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598-000/산화성 스트레스 조절 기전을 통한 항암 효능 연구 175,000            4,189,05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02-000/바이오셀룰로오즈 기반 지능형 스킨케어 감성유체 개발 24,327,712         21,722,864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03-000/Cardiovascular risk in patients treated with evogliptin for type 2 diabets mellitus: A nationwide ~23,290,002         23,49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04-000/프로파세타몰 투여에 따른 아나필락시스,혈전증,스티븐스-존슨 증후군~26,697,457         50,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05-000/[ERC-참여기업 별도과제]진단/치료용 고분자소재 연구센터 -                  47,245,203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11-000/축산시설의 냄새·분진 제거 및 공기정화 시스템 개발 중 악취분석2,660,000          2,66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16-001/면역관문억제제 한계 극복을 위한 암 엑소좀 분비 억제용 생체접합체 개발90,102,325         174,864,242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16-002/면역관문억제제 한계 극복을 위한 암 엑소좀 분비 억제용 생체접합체 개발116,688,700        116,688,7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18-000/Investigation of Abrasive Behavior during Water Polishing 18,526,564         90,0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21-000/연잎 추출물들의 in vitro 및 in vivo 운동수행능력(근기능) 효능 연구10,597,937         18,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25-000/[용역]중국 현안 분석 리포트 작성 및 제공 관련 협력 사업 2,803,639          15,909,091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27-000/IR soure 기반 무배터리 전력관리 회로 설계 및 구현 8,100,000          31,309,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29-000/다중-표적분자 동시검출용 플라즈모닉 One-pot LAMP Assay 원천기술 개발33,423,500         46,809,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32-000/모바일 3D 영상 기반 사물/동작 인식을 위한 VGA급 저전력 Time-of-Flight CMOS Image Sensor7,760,000          21,2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37-000/인천서울여성병원 중 「토양정밀조사용역」 25,000,000         68,400,72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40-000/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포함 원내 감염 폐렴에서의 저박사주 경제성 평가 -                  6,719,3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40-001/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포함 원내 감염 폐렴에서의 저박사주 경제성 평가 -                  17,361,4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40-002/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포함 원내 감염 폐렴에서의 저박사주 경제성 평가30,400,000         53,2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42-000/A study on the value assessment of Expanded indication of listed new drug in Korea27,000             82,8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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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46-000/전자동세탁기 내구성 개선을 위한 댐퍼 물성 및 메커니즘 분석 연구15,044,154         14,18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47-000/High speed and Accurate Bio Molecule AI Smart System IC based on Nanofluidic channel FET17,638,788         31,32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55-000/인삼열매 신규 NAD_Booster 및 항노화 연구 3,448,075          36,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74-000/[용역-총괄]전이성 암 세포 견인력 분석 플랫폼 개발을 위한 고민감도 저단력 감응형 소재기술연구-                  18,375,775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74-001/[용역-1세부]전이성 암 세포 견인력 분석 플랫폼 개발을 위한 고민감도 전단력 감응형 소재기술연구-                  37,248,75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74-002/[용역-2세부]전이성 암 세포 견인력 분석 플랫폼 개발을 위한 고민감도 전단력 감응형 소재기술연구-                  4,578,75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74-003/[용역-3세부]전이성 암 세포 견인력 분석 플랫폼 개발을 위한 고민감도 전단력 감응형 소재기술연구14,222,931         44,801,159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82-000/실험동물사육에 대한 연구 747,000            39,136,784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85-000/배터리 온도 관리를 위한 충/방전 전류 추정 모델 및 제어 로직 개발19,389,143         38,461,821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89-000/Epidemilogy and disease burden of patients with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treated in South Korea347,455            31,3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690-000/Alpelisib의 경제성 평가 연구 98,000             23,5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15-001/[주관-성대]다상 복합체 상태도 재료를 활용한 인위적 상혼합구조를 갖는 광전극 소재 디자인19,550,680         82,993,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15-002/[공동-경북대]다상 복합체 상태도 재료를 활용한 인위적 상혼합구조를 갖는 광전극 소재 디자인47,980,100         47,980,1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16-000/[용역]Charcot-Marie-Tooth 질환의 치료제 개발을 위한 C22 마우스를 이용한 전임상 효능 분석-                  15,66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17-000/[총괄]high-k 박막의 sub-nm 물성 영상화 기술 개발 -                  13,062,5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17-001/[세부_김영민]high-k 박막의 sub-nm 물성 영상화 기술 개발 -                  36,894,371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17-002/[세부_오상호]high-k 박막의 sub-nm 물성 영상화 기술 개발 11,727,000         16,912,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20-000/Engineering bacteria for biofertilizer potential -                  21,363,636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26-000/합성가스 및 폐이산화탄소를 활용한 합성 연료 제조 공정의 신공정 및 원천 촉매 기술 개발10,072,080         22,12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27-000/실리콘 적용 음극의 쿨롱 효율 개선을 위한 소재 및 공정 기술 개발 -                  23,173,5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28-000/광촉매 시료의 성능 평가I 41,250             5,7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29-000/치과용 임플란트 부품 적용을 위한 복합소재 개발 -                  (5,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30-000/심장 박동기 의존 환자에서 우심실 조율이 좌심실의 기능과 동기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인 심장초음파 검사로 평가하는 전향적 관찰 연구-                  32,954,545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36-000/[총괄]삼성 SDI 산학협력과제 -                  10,8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36-001/[김영준]고용량 양음극 소재 적용 극판 및 셀의 고온 열화 기작에 대한 연구-                  28,3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36-002/[유필진]Si-C 음극 소재 구조 제어를 통한 열화 개선 3,000,000          39,1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36-003/[윤원섭]차세대 고용량 양극의 성능향상을 위한 소재구조 연구 -                  39,15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36-004/[김지만]화성 조건에 따른 피막 생성 메커니즘 규명 및 셀 성능 핵심 변수 수치화-                  50,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36-005/[이칠기]Smart Vehicle 배터리 시스템 제어 알고리즘 및 HW 솔루션 개발 -                  50,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37-000/차세대 GDDR향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11,160,000         34,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38-000/회합형 헥토라이트 나노플레이트를 이용한 지능형 W/S 에멀젼 유체 개발 -                  (2,5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39-000/[용역]간기능이 양호한 진행된 병기의 간세포암환자에서 치료 전 환자 및 종양특성에 따른 국소영역치료...238,819            23,481,75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45-000/소재 개발 및 분석 자동화를 위한 차세대 머신러닝 개술 개발 15,600,000         37,18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47-000/파워트레인 CAN 제어로직 자동화 툴 개발 -                  24,8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52-000/[용역]IPTV-OTT 이용대체 트렌드 연구 18,578,727         25,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53-000/Deep Photochemical Curing by Low-Intensity Light Up-conversion10,739,818         104,497,273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54-000/Al2O3 Coating 기반 Biocompatible Encapsulation 개발 4,800,000          19,569,99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56-000/고 굴절율 TiO2 박막 제작을 위한 8인치 ALD 증착 공정 개발 5,426,420          35,222,29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57-000/블록의 미세먼지 전구물질 제거 효능 평가 -                  1,8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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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67-000/Multi-channels LiDAR Sensor with Integrated CMOS SPAD Array for Outdoor application-                  39,177,436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771-000/Via 신뢰성 개선을 위한 불량발생 메커니즘 연구(3차년도) -                  24,0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06-000/TEM을 이용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의 미세구조 및 strain 분석13,697,400         27,39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08-000/[총괄]산화물 계면 양자 현상 해석을 위한 유닛셀 단위 in situ all-field 맵핑-                  19,491,399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08-001/[주관-성대]산화물 계면 양자 현상 해석을 위한 유닛셀 단위 in situ all-field 맵핑13,246,431         83,312,844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08-002/[공동-김영민]산화물 계면 양자 현상 해석을 위한 유닛셀 단위 in situ all-field 맵핑10,664,520         41,312,297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08-003/[공동-타기관]산화물 계면 양자 현상 해석을 위한 유닛셀 단위 in situ all-field 맵핑49,617,733         49,617,733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09-000/[총괄]2차원 반도체의 비포화 양자효율 -                  21,508,967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09-001/[주관-성대]2차원 반도체의 비포화 양자효율 7,674,292          101,370,845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09-002/[공동-서강대]2차원 반도체의 비포화 양자효율 -                  55,135,702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12-000/저전력 초고속 가시거리 무선 통신 기술 15,460,000         498,935,736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13-001/[주관-성대]차세대 초저지연 스토리지를 위한 하드웨어 기반 페이징 기술8,214,314          90,337,25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13-002/[공동-서울대]차세대 초저지연 스토리지를 위한 하드웨어 기반 페이징 기술81,518,195         81,518,195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16-001/[주관-성대]SaS: SSD의 SQL 엔진화(SsS: SSD as SQL Engine) 19,416,692         102,650,719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16-002/[공동-한양대]SaS: SSD의 SQL 엔진화(SsS: SSD as SQL Engine) 49,702,500         49,702,5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17-000/비구형 고체버블 집적구조체 기반 전(全)자극 반응성 소재기술 개발 -                  24,733,968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17-001/비구형 고체버블 집적구조체 기반 전(全)자극 반응성 소재기술 개발30,753,354         116,602,998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17-002/비구형 고체버블 집적구조체 기반 전(全)자극 반응성 소재기술 개발37,065,500         37,065,5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20-000/차세대 소자 기반의 저전력/대용량 신경회로망 아케텍처 개발 -                  21,499,928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25-000/리셋어블 리퀴드 메탈 하모닉드라이브 개발 -                  35,343,23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39-000/(총괄)바이러스 멤브레인에 구멍을 뚫는 나노 퍼포레이터 -                  17,450,287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39-001/(본교)바이러스 멤브레인에 구멍을 뚫는 나노 퍼포레이터 24,774,732         121,489,713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39-002/(타기관)바이러스 멤브레인에 구멍을 뚫는 나노 퍼포레이터 44,093,450         44,093,45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39-003/(타기관)바이러스 멤브레인에 구멍을 뚫는 나노 퍼포레이터 54,243,634         54,243,634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46-000/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감광성 유연소재 평가 12,260,000         78,3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49-000/Ⅲ-Ⅴ족 QD 표면 리간드 치환을 통한 특성변화 연구 5,266,666          31,309,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51-000/SMILE: 생체 분자의 공간적 분포 초고속 프로파일링 및 정보처리 2,664,444          26,533,333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52-000/폐렴구균 pep27 변이주 백신의 사균화 조건 최적화 및 방어 효능 측정 -                  8,82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53-000/DDDD(Data Driven Drug Design) 기반 신규항암제 개발을 위한 시험 조건 및 분석 시험 의뢰-                  (2,272,727)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56-000/차세대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기반 연구 90,334,270         605,944,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66-000/TMDs의 Ti 증착에 관한 연구 -                  3,91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68-000/프리프레그 함침도 및 계면특성 최적화 -                  18,55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75-000/무선신호 기반 실내 측위 시스템 개발 -                  8,200,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93-000/광학소재 코팅을 위한 기판의 영향 규명 4,184,396          10,703,324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895-000/실시간 블랭킹 소재 물성치 자동 검사 기술 개발 -                  9,925,461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923-000/Machine Learning을 이용한 5G 전자파분석기술개발(전자파WG과제) -                  (1,949,4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935-000/[용역]안면 신경 재생 목적의 미세 전류 자극을 이용한 치료 장치 개발 -                  4,78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9-2985-000/화장품 소재 개발(하이드로젤) -                  38,6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0012-005/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무배출센터) -                  5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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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1304-000/작용제 인식 물질 및 스마트 쉴드 개발 (4,662)             (4,66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1881-000/신규의 미백스크리닝 시스템 구축 및 소재개발 -                  (2,27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2245-000/Silicon Cooling Heat-sink 열해석 및 에칭 최적화 -                  (189,67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2329-000/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인쇄전자용 µsec급 초급속 열처리 시스템 개발 -                  (2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2427-000/[용역]유전자변형식품의 알레르기성 평가 연구-신규 GMO의 알레르기성 검증(525,49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0230-000/154KV 장기사용 자기애자의 물성특성 시험을 통한 건전성 검증 및 수명진단기법(안)개발256,324,084        213,113,97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43-000/인샤워힐링 경험평가서비스 알고리즘 개발 및 사용자 시험 평가 9,87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49-000/[2차년도][IBS-YSF]그래핀을 기반으로한 메타표면 -                  (12,5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73-000/화학테러물질 감지 부착센서 개발(작용제 인식 물질 및 스마트 쉴드 개발)(89,750)            (191,5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666-000/웨이퍼 이송 시스템의 물류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개발 (4,260)             (4,2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686-000/생물학적 수성가스 전환 반응기 내 기포거동 전산 유동해석 -                  (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77-000/Electroactive 폴리머(EAP)를 이용한 구동장치 연구 59,275,235         18,301,87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656-000/[2차년도][IBS-YSF]뇌영상과 뇌기능조절기술을 통한 학습과 기억에 대한 계산뇌과학적 연구(40,280)            (25,094,3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657-000/[6차년도]기초뇌과학 및 생물물리학 융합연구 (11,853,926)        (47,527,50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658-000/[7차년도]복합나노구조 물리연구 68,142,360         (3,880,39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692-000/미래 전투체계 네트워크 기술 특화연구센터 -                  (33,784,7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694-000/2018 심리부검체계 구축사업 54,717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44-000/[IBS-YSF]저온 양자물질 연구 52,926,124         (4,250,78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49-000/에너지 저장 소자 미세구조 분석 및 응용 기술 개발 -                  (1,1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50-000/유전자 특성 규명을 통한 돌연변이 김의 산업화 형질 특성 연구 (12,130)            (12,1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55-000/[위드키디]샤르코-마리-투스병 환자의 임상자원 확보 및 임상프로토콜 개발18,100             (310,9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68-000/터널 내 입자 거동 예측 평가 연구 533,410            (40,82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77-000/플랜트 민감설비용 저충격 소화시스템 개발 (27)                (2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79-000/[고대-위탁]중동지역 대응형 카트리지필터 교체주기연장을 위한 성능향상 방안 도출7,806,256          (50,75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802-000/[용역]KRX 복구 및 정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38,399,91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05-000/[EZ]폴리케톤 합성용 다공성 유기 나노입자 기반 비균일 촉매 시스템 개발743,65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79-000/3차원 탄소/탄소 접합 구조체 기반 고용량 플렉서블 음극소재 개발 -                  (9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98-001/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공동기기원) 99,000             (1,587,43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98-003/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RIC) 2,309,091          (13,827,22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07-000/[IBS-YSF]뇌영상 기술을 이용한 인간의 촉감 인지 메커니즘 연구 (65,660)            (13,072,19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81-000/알코올성 간질환과 당뇨병환자 등록사업을 위한 예비연구 (547,250)           (1,954,0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98-000/금속-다공성 고분자 네트워크 복합체 기반 플렉서블 집전체 개발 1,040,752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22-000/[AROMI]바이오 공조시스템 적용에 따른 실내 공기질 및 에너지 효율 분석6,226,997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27-000/한국인 유전성망막질환의 돌연변이 영향지도 구축 연구 -                  10,950,96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72-000/미발굴 신 종 박테리아 자원 발굴 기술 개발 및 lipolytic 활성 탐색 -                  (2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554-000/제 13~15차 소아비만 및 대사질환 코호트연구 471,630            10,153,99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555-000/[EZ]양자 광소재 안정성 평가 기술 개발 907                (7,9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558-000/[EZ]소동물 종양 모델의 암미세환경 변화에 따른 cfDNA 분석 1,469,96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866-000/[EZ]운동효과 조절 기전연구를 통한 근육 노화제어 3,877,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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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882-000/왕복동형 공기압축기 사이징 설계를 위한 설계 인자 도출 연구 (218)               (2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892-000/난치성 피부 질환 치료용 줄기세포기반 세포조직 개발 -                  48,032,95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896-000/[SMTECH]미래형 스마트 차체 공장을 위한 다차종 유연 생산 플랫폼 기술 개발5,247,36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13-000/고속 영상 획득을 위한 광학 시스템 개발 -                  (585,10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28-000/[EZ]그래핀 플레이크 인증표준물질의 특성분석 연구 2,703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44-000/알쯔하이머 질환 치료를 위한 도네페질 경피투과제형 개발 관련 자료 확보 연구271,22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62-000/[EZ]HLA 유사동형접합 인간배아줄기세포주들의 면역적합 유효성 검증(37,300)            (11,514,3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91-000/[EZ]차량용 지능형 ADAS 플랫폼 개발 1,654,92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97-000/[EZ]기능성 DNA 메타나노구조체 개발 및 물리적 특성연구 10,504,932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98-000/2018년 고용계약형 정보보호 석사과정 지원사업 19,100             (26,938,63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99-000/매니코어 운영체제를 위한 온도, 전력 관리 통합시스템 개발 23,548,04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27-000/[EZ]인지기능조절 신규동물모델 제작 및 세포생화학적, 인지행동학적 특성 규명2,580,23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57-000/[EZ]연구데이터 공유·분석 환경을 활용한 세포내 항상성 기능 관련 단백질 중합체 구조분석 데이터 융합23,976,16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75-000/[EZ-미연동]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Encapsulation 연구 -                  (3,7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76-000/슬로리상 수첨촉매 분해(Slurry Phase Catalytic Hydrocracking) 반응기 설계를 위한 수력학적 특성 규명 및 모델 개발-                  (2,795,63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92-001/[대표-성균관대]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적정 관리방안 연구 2,167,606          22,389,89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187-000/[EZ]지역기초연구거점 구축을 위한 집단연구 기획연구 (790)               (682,6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03-000/[EZ]로버의 주변부 3차원 맵 생성 및 장애물 인식 (16,000)            (41,69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11-000/[EZ-미연동]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용 연속 대면적 공정 개발 -                  (6,81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46-000/[EZ]페로브스카이트 광 흡수층 접합 모델 개발 (39,485)            (39,48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58-001/기상자료 기반 수도권 모기 활동지수 개발 2,522,457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63-000/[EZ]초고속 전역조명 소프트웨어 개발 20,668,33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74-000/생물학적 수성가스 전환 반응기 내 기포거동 전산 유동해석 -                  (10,6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82-000/PVC계 폐자원의 화학적 재활용 요소기술 개발 (188,000)           (11,460,70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98-000/사업장 통합환경관리 표준화 방안 마련(Ⅱ) 5,976,336          7,433,84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16-000/실제임상자료(Real World Data, RWD)를 활용한 허가심사체계 기반 마련 연구2,644,017          12,613,63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18-000/[위탁]수입산 어패류 등의 검역소에서 배출되는 생태교란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수처리장치 개발6,183,679          (97,08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99-000/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법령 정비방안 마련 857,01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01-000/[EZ]외부 자극 감응형 나노소재 개발 15,232,29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51-000/정보기반 협업을 위한 온톨로지 모델 개발 및 정보관리기법 연구105,147,912        75,434,9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86-000/[위탁]NF/LPRO기반 고도정수처리 장비 운영평가기술 5,497,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08-000/공공하수처리시설 TOC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관리 체계 구축 연구(Ⅱ)31,757,938         30,271,44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10-000/[EZ]혈관장벽 투과성 맞춤형 유전자 전달체 개발 (12,014)            (12,01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12-000/영구자석 동기전동기 해석 및 최적화 설계 기법 개발 -                  (528,17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23-000/[위탁]압전센서 기반 막 손상 진단 기법 (503,320)           (503,3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35-000/[SMTECH]산질화 및 마찰용접이 적용된 고속철도 수직댐퍼용 경량화 로드 개발23,067,559         3,830,81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46-000/2018년 무한상상실 지원연구단 18,507,931         (984,6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60-000/[SMTECH]200CMM급 산업용 악취가스 공간탈취를 위한 비접촉식 복합 다단계 산화/환원 non-ozon 탈취시스템 개발7,798,49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06-000/[IITP]저전력(LPWA) DUAL Band CMOS PA IP 최적화 설계 및 제작 -                  (38,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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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18-001/[대표-성균관대]폐수배출시설 허가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연구 41,525,050         50,824,44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25-000/[NANO2020-CMS]나노결정구조 제어를 통한 BTO 제조 및 VOCs 제거필터 사업화5,714,140          5,233,7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51-000/산업폐수 업종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목록 구축(2단계,1차년도) 21,198,493         30,272,59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53-000/[용역]중요기록유산 국역 185,888,327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57-000/[SMTECH]낮은 원가 고품질 PA++++ 처방 개발을위한 Water phase용 유기자외선차단소재개발-                  (4,400,32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61-001/[대표-성균관대]대청호 상류유역 지류·지천 수질·유량 모니터링27,779,423         17,350,2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95-000/[SMTECH]웨이퍼 이송 시스템의 물류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개발 5,257,040          4,2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30-000/[위탁]세라믹막 농축기술을 이용한 조류 제거 및 수질 정화 기술 최적화 -                  (983,5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37-000/[SMTECH]전자기 방식의 출력물 유출방지 솔루션용 보안 용지 및 보안 프린트 개발14,837,81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45-000/고효율 에너지 하베스팅용 직류 전압변환 회로 개발 22,555,350         13,702,5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56-000/[용역]저작권 구제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73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76-000/지역사회 환경보건 사업모델 개발연구 42,601,514         14,891,43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10-000/[EZ]생체모방 인공촉각센서개발 2,057,670          (334,66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50-000/2대역 선택형 대역통과필터 회로 SoC화 기술 연구 53,048,040         34,811,3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78-000/초임계 알코올 내 리그닌의 액화 메커니즘 및 리그닌 액화물의 탈산소 메커니즘 규명1,554,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93-000/한약자원 증식물 품질규격 및 기준시험법 연구 용역 9,894,82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94-000/2018년 제주형 바다숲 조성기법 및 해조류 부착기질 개발 방안 탐색(1년차)44,359,340         23,710,90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74-000/[EZ]관능기에 따른 아릴렌계 알칼리 고분자 전해질 막 28,953,888         (1,044,25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385-000/주행장치 검출능에 대한 전자기해석 1,226,758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392-000/[EZ]유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계면 제어 연구 8,613,686          (3,8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13-000/[EZ]암흑데이터를 위한 심층 인공신경망 기반 데이터 검색 및 추천15,649,280         (6,3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17-000/[2차년도][IBS-YSF]저온 양자물질 연구 212,577,479        265,754,60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32-000/[SMTECH]저유전율 특성이 확보된 Flexible OLED 디스플레이용 박막형 고내구성 점착부재16,118,91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33-000/[SMTECH]'노인의 낙상은 암보다 위험하다'낙상 후 신속대처가 가능한 '지능형 낙상 자동 응급 알리미'29,486,356         25,828,15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62-000/상온취성개선 TiAl 기지 경량 고온재료 개발 3,431,000          (41,803,04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71-000/'18년 작근단 토양오염 복원공사(정화검증) 용역 6,939,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72-000/00부대 사격장 토양오염 정화 검증 용역 10,010,000         10,01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96-000/대상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임상시험 평가 선진화 기술 개발 및 관리기반 마련 연구22,980,751         10,047,3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00-000/검사용 Wedge 제작 용역 165,28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04-000/[용역]도산절차 관리감독기능 전문화 방안에 대한 연구 -                  8,029,04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47-000/[SMTECH]작업장내 휘발성 유해물질 저감장치 개발 13,621,418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83-000/[용역]독일 민사소송법(민사소송 부분) 번역 790,72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87-000/[용역]빅데이터 processing 기획방안 연구용역 10,397,128         5,818,1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92-000/[용역]미국 연방파산법 제1, 3, 5장을 한국어로 번역 18,868,000         (1,13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94-000/[용역]관리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                  24,871,35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99-001/[CBD-12]기능성 화학센서물질 연구 161,787,073        56,603,77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99-002/[CBD-14]화생방 탐지장비 가상시험 평가기법 연구 108,865,892        28,301,89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99-003/[CBD-23]환경시료 다기능 처리 기술 136,599,384        41,509,43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99-004/[CBD-25]초소형 면역식별 소자 연구 198,734,041        58,49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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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99-005/[CBD-35]라만분광법을 이용한 화학오염물질 탐지기법 개발 276,966,889        85,849,06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99-006/[CBD-자유공모3]나노기술 접목 형광 분광기를 이용한 화학오염물질 탐지 연구93,954,174         28,301,89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11-000/[SMTECH]내절곡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플렉시블 터치패널 기재용 투명폴리이미드 바니쉬의 개발28,153,283         (595,71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14-000/[SMTECH]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도시형 노화 방지 화장품 소재 개발60,775,45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15-000/[SMTECH_포인트제]확장성이 용이한 plug-in-play VRFB 모듈 시스템 개발54,207,892         (18,03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21-000/[이지식약]In vitro 시스템을 이용한 호흡기계 독성 검색시험법 사전검증 연구214,572,727        405,481,8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22-000/[이지식약]수출국 대상 허가심사 규제정보 개발 연구 -                  8,272,72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22-001/[이지식약]수출국 대상 허가심사 규제정보 개발 연구 88,958,202         88,958,20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22-002/[이지식약]수출국 대상 허가심사 규제정보 개발 연구 23,694,699         23,694,69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26-000/[8차년도]복합나노구조 물리연구 5,404,515,945      6,301,422,43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27-000/[3차년도][IBS-YSF]그래핀을 기반으로한 메타표면 144,737,489        168,162,5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28-000/[7차년도]기초뇌과학 및 생물물리학 융합연구 5,011,120,183      5,632,483,25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29-000/[3차년도][IBS-YSF]뇌영상과 뇌기능조절기술을 통한 학습과 기억에 대한 계산뇌과학적 연구215,805,206        259,320,3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30-000/[2차년도][IBS-YSF]뇌영상 기술을 이용한 인간의 촉감 인지 메커니즘 연구234,351,905        262,630,19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38-000/[SMTECH]인간유래 암세포주를 이식한 누드 마우스의 대사 측정 및 분석11,736,479         11,74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39-000/[SMTECH]이온영동기술을 이용한 펩타이드계 경피 전달용 고기능성 일회용패치 개발31,309,827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40-000/[SMTECH]혈류속도 측정을 위한 스마트 초음파 패치개발 44,136,670         25,056,00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41-000/[SMTECH]반도체 가스배관용 3D형상 발열체패키지 3-Way Valve 히터자켓개발38,413,631         44,1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43-000/[SMTECH]반도체 packaging 및 휴대폰용 인쇄회로기판(PCB) 제작에 적용되는 금속(구리)13,024,76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55-000/생강 발효물의 위 건강 효능연구 29,065,754         (10,237,96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59-000/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153,585,936        153,425,93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86-000/플랜트 민감설비용 저충격 소화시스템 개발 85,390,910         85,390,9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96-000/[이지식약]아교 원료 판별을 위한 기기분석법 개발 연구 93,384,881         100,384,88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98-000/[이지식약]국민 일상섭취를 통한 아세트알데하이드, 포름알데하이드 실태조사85,252,520         91,616,15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99-000/극지요각류에서의 유전체와 대사체 정보 확보 및 이를 활용한 극지환경적응 기작 연구34,040,000         10,5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01-000/극지 유래 천연물 Ramalin의 항치매 기전 규명 31,400,000         9,42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04-000/2019 심리부검체계 구축사업 2,841,208,073      2,841,183,07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17-000/[위드키디][임상연구-외부위탁]샤르코-마리-투스병 환자의 임상자원 확보 및 임상프로토콜 개발42,515,009         46,96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23-000/무선전력전송 수신부 성능개선 연구 39,149,600         39,1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26-000/[고대-위탁]중동지역 대응형 카트리지필터 교체주기연장을 위한 성능향상 방안 도출20,526,796         39,2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29-000/2019년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운영 65,776,643         22,430,64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36-000/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유전영동 집진 필터 모듈 개발 및 차량 부착형 구조 유로 설계95,233,82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54-000/[EZ]인지기능조절 신규동물모델 제작 및 세포생화학적, 인지행동학적 특성 규명65,387,815         (20,6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59-000/[이지식약]유전자 이입 신경줄기세포 평가모델연구 94,340,000         24,337,43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61-000/[위드키디]신규 전립선 비대증 치료 복합제 개발 관련 근거 자료 확보 연구44,575,210         53,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63-000/아밀로이드증 임상연구 네트워크 운영 및 예후인자 분석 105,280,136        55,097,64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64-000/[EZ]소동물 종양 모델의 암미세환경 변화에 따른 cfDNA 분석 22,791,829         (6,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77-000/세라믹막 농축기술을 이용한 조류 제거 및 수질 정화 기술 최적화78,269,470         88,2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79-000/[EZ]페로브스카이트 광 흡수층 접합 모델 개발 32,060,576         36,15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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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86-000/[EZ]HLA 유사동형접합 인간배아줄기세포주들의 면역적합 유효성 검증66,845,170         (4,998,6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87-000/[EZ]운동효과 조절 기전연구를 통한 근육 노화제어 48,077,720         54,8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01-000/환경기초시설의 악취 성분 분석 및 기여도 평가 27,405,000         27,40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02-000/[EZ]초고속 전역조명 소프트웨어 개발 43,739,10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09-002/[위드키디]염증성 질환 치료용 다기능성 메조포러스 나노실리카의 합성 및 최적화50,000,000         5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13-000/[위드키디]알쯔하이머 질환 치료를 위한 도네페질 경피투과제형 개발 관련 특허자료 확보연구44,905,190         (13,03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24-000/[위탁]NF/LPRO기반 고도정수처리 장비 운영평가기술 43,335,211         66,4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25-000/미세먼지 마스크 건강피해 저감효과 분석 및 향후 추진방안 마련 연구135,551,540        135,552,7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51-000/인간 당쇄모사 Neu2 결손마우스 분석 78,272,000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55-000/[EZ]초음파가진 DNA 니들 패치 약물별 전달 특성 연구 21,812,358         54,79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02-000/[EZ]폴리케톤 합성용 다공성 유기 나노입자 기반 비균일 촉매 시스템 개발36,170,780         36,8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78-000/[EZ]혈관장벽 투과성 맞춤형 유전자 전달체 개발 18,548,378         18,548,37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60-000/[이지식약]의약품 등의 의존성 신속예측평가 모델 고도화 연구 300,381,818        300,381,8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62-000/[이지식약]Real-world data 및 evidence 기반으로 한 바이오의약품의 시장출시 후 안전관리60,086,363 60,086,36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77-000/[NANO2020-CMS]질화붕소 나노복합체의 다층박막구조를 이용한 2W/mK 급 유연 양면 접착형 방열시트 개발78,300,000         78,3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06-000/유전자 특성 규명을 통한 돌연변이 김의 산업화 형질 특성 연구 53,237,130         53,237,1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22-000/수원시 권선구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53,422,909         53,422,90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23-000/수원시 장안구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53,384,382         53,384,3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24-000/안산시 단원구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53,384,382         53,384,3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25-000/안산시 상록구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53,442,818         53,442,8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26-000/의왕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53,335,945         53,335,94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27-000/평택시 송탄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53,335,945         53,335,94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28-000/평택시 평택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53,384,382         53,384,3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29-000/화성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53,442,818         53,442,8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12-000/[EZ]전기/자기 수력학 기반 나노 구조체 제작기술 개발 53,963,525         58,72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56-000/[용역]중요기록유산 국역 472,547,856        472,547,85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96-000/[용역]인권경영 표준지침 개발 연구용역 17,152,660         17,152,6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45-000/[EZ]그래핀 플레이크 인증표준물질의 특성분석 연구 30,527,081         30,6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78-001/[공동기기원]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기반활용사업 5,465,909          46,181,43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78-003/[RIC]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기반활용사업 72,667,192         182,543,62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94-000/[EZ-위탁]양자 광소재 안정성 평가 기술 개발 33,972,308         42,694,45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05-000/독버섯 중독증상 유형별 독소물질 특성 탐색 46,250,000         46,2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07-000/[EZ]환원그래핀의 물리적 물성 규격화 연구 31,812,483         42,695,45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09-000/금속-다공성 고분자 네트워크 복합체 기반 플렉서블 집전체 개발77,389,940         78,3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15-000/[위탁]수입산 어패류 등의 검역소에서 배출되는 생태교란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수처리장치 개발29,795,329         29,8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17-000/최근 의약품 개발 기술의 변화 동향과 미래 보건의료 및 산업 영향 전망32,056,829         32,056,82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28-000/Industrial IoT 트래픽 특성을 고려한 채널부호화 기술 연구 37,307,503         37,307,50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78-000/슬러리상 수첨촉매 분해(Slurry Phase Catalytic Hydrocracking) 반응기 설계를 위한 수력학적 특성 규명 및 모델 개발62,624,000         62,62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94-000/3차원 탄소나노구조체/황 복합체 기반 전극성능 최적화 연구 31,320,000         31,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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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00-000/고속 영상 획득을 위한 광학 시스템 개발 39,135,059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30-000/[이지식약]RWD/RWE를 활용한 의약품 안전관리 연구개발 기획연구38,709,091         38,709,09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32-000/[SMTECH]미래형 스마트 차체 공장을 위한 다차종 유연 생산 플랫폼 기술 개발54,029,000         61,1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28-000/설명가능한 인공지능 원천기술 연구 및 개발 31,320,000         31,32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57-001/기상자료와 GIS 활용 수도권 모기 활동지수 개발 60,774,465         61,840,84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77-000/[위탁]압전센서 기반 막 손상 진단 기법 27,375,110         27,39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85-000/[EZ]생체모방 인공촉각센서개발 30,305,071         30,316,4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86-000/초임계 알코올 내 리그닌의 액화 메커니즘 및 리그닌 액화물의 탈산소 메커니즘 규명56,763,225         56,937,27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90-000/[용역]독일 민사소송법(민사집행 부분) 번역 5,981,818          5,981,8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06-000/제 13~15차 소아비만 및 대사질환 코호트연구 63,746,042         58,490,56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08-000/[NANO2020-CMS]고항균 저독성 상처치료용 드레싱재 사업화 77,863,208         77,863,20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10-000/전자기-열유체 다물리 해석 기반 미세입자 운동 및 방전 특성 수치해석 기법 개발35,235,000         35,23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11-000/[용역]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가계부채건전성 분석과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평가12,190,860         12,867,10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18-000/상온취성개선 TiAl 기지 경량 고온재료 개발 47,667,976         47,667,97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35-000/생물학적 수성가스 전환 반응기 내 기포거동 전산 유동해석 28,297,877         28,463,63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50-000/CFD 해석 기반의 가압순산소연소로 최적 설계 개념 정립 23,500,000         23,5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56-000/3차원 탄소/탄소 접합 구조체 기반 고용량 플렉서블 음극소재 개발78,269,102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82-000/[용역]2019년 한국은행 지식교류프로그램(BOK-KPP) 몽골 정책자문167,369,803        167,369,80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86-000/기계학습을 통한 철도 차량 주행 특성 예측 기술 개발 30,539,400         31,32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90-000/[용역]2019년도 용어관계사전DB 유지관리사업 35,850,000         35,8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15-000/기업연구소 R&D 역량 진단 모델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3,184,423         43,354,54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42-000/[용역]검찰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및 평가인자 개발연구 25,975,315         25,975,3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43-000/[용역]평화체제 전략개발을 위한 한중전문가 협의채널 구축 17,152,660         17,152,6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54-000/미래 전투체계 네트워크 기술 특화연구센터 167,131,590        167,131,5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63-000/[용역]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사전평가 연구용역 4,288,166          4,288,16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66-000/[용역]일본 경찰의 조직과 권한 및 그 통제방안-자치경찰제의 모습, 경찰권 남용 통제 방법 등-16,233,470         17,161,8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67-000/소프트웨어(SW) 영재학급 지원사업단 72,196,787         72,196,78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70-000/분할형 매니코어 운영체제를 위한 전력 캡핑의 효율성 개선 연구36,724,892         56,37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73-000/[용역]검찰 인권감수성 진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17,316,019         17,316,01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74-000/생체 반응형 자동 공조 제어를 위한 플렉서블 센서 및 딥러닝(LSTM) 기반 IoT 원천 기술 개발28,748,920         28,96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82-000/[EZ-국토]영구자석 동기전동기 해석 및 최적화 설계 기법 개발 31,939,760         32,032,0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98-000/I-프로젝트(19-2) 87,620,000         87,62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99-000/[EZ]암흑데이터를 위한 심층 인공신경망 기반 데이터 검색 및 추천44,750,917         78,278,3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08-000/뇌회로 기능 스크리닝 기술 개발 85,000,000         8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31-000/[EZ]연구데이터 공유/분석 환경을 활용한 세포내 항상성 기능 관련 단백질 중합체의 핵산에 따른 구조 변화 및 기질 복합체 구조 분석 데이터 융합30,811,990         54,8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73-000/[SMTECH]11세대 In-Line AOI 및 Laser Repair 복합 System 45,740,399         45,84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87-000/[용역]기업규모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제 42,872,921         42,881,64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88-000/[용역]2019년 장애인고용기업 추가비용 실태조사 60,029,613         60,034,30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58-000/[용역]발명·지식재산 기반 창업 교육과정 확산 방안 연구 6,040,627          8,4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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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11-000/[RCMS]섬유산업(염색공정) 현장작업자를 위한 AI기반 최적작업 지원 솔루션 개발 및 현장적용19,458,556         19,458,55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36-000/[중기부 RCMS]전통발효기술이 적용된 누룩을 활용한 고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19,185,885         24,617,88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40-000/[중기부 RCMS]소재·부품 산업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20,272,437         20,272,43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78-000/낙동강수계 산업단지 미량유해물질 조사 및 인벤토리 체계 구축(1단계)34,784,749         29,276,58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18-000/[용역]『형사재판에서 블랙아웃(black out) 현상에 관한 연구』 17,000,000         17,709,72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62-000/[용역]자연 재난방송 지침 연구 48,885,077         48,885,07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63-000/[EZ]동적체평형검사를 위한 족저압력 측정 장치 및 알고리즘 개발12,392,306         34,40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88-000/[중기부_RCMS]2차전지 범용배터리향 BPIC 및 PCM 국산화 제품 개발14,668,096         14,668,09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90-000/[중기부_RCMS]학습자 참여형 교육 오픈마켓 및 맞춤형 콘텐츠 추천 시스템 개발15,384,818         15,384,8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93-000/[중기부 RCMS]클라우드 OPC UA CPS 와 Edge Computing 통신플랫폼20,250,000         20,2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08-000/[용역]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기술적 개선방안 연구15,027,785         15,027,78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52-000/대차연결부 MUT&EMA 센싱시스템(센서헤드부) 시제작 16,144,123         16,1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74-000/브로모클로로펜의 독성동태 연구 17,181,818         17,181,8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76-000/[EZ]비강 스프레이용 독시사이클린 나노구조전달체 제작 10,676,364         10,676,36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80-000/고효율 에너지 하베스팅용 직류 전압변환 회로 개발 31,049,997         32,88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83-000/[EZ]조합합성 및 고속대량 스크리닝 실험을 통한 자가치유 센테니얼 합금 설계20,847,543         28,46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94-000/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적정 관리방안 연구(2019) 37,884,162         38,679,36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17-000/[EZ]로버의 주변부 3차원 맵 생성 및 장애물 인식 40,764,201         54,041,69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50-000/[용역]수평적 네트워크 생태계 구축을 통한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수립 연구24,524,559         25,728,98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55-000/[용역]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점검을 위한 제1차 시범과제 이행 가이드라인 및 평가지표 개발17,152,456         17,152,6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01-000/[중기부 RCMS]웨어러블 디바이스 적용 가능한 유연 OLED의 외부양자효율을 35% 이상 증가시키는 두께 50μm급 무기 형광 색변환층의 개발14,981,819         14,981,81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08-000/[EZ]유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계면 제어 연구 22,505,756         47,442,19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59-000/[용역]2019년 행정안전부 정책만족도 조사 및 주요정책진단 48,027,445         48,027,44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96-000/[용역]자산형성지원사업 환수해지 원인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22,075,968         22,075,96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27-000/[EZ]바이오리피드 기반의 고성능 경피흡수 나노전달체 개발연구 16,751,529         18,723,8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46-000/[통합EZ]CFD 기반 폐기물 소각로 연소 및 NOx 제어 성능 최적화 연구19,741,000         31,31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75-000/[용역]온라인(연결) 경제 발전에 대한 영세자영업의 대응 방안 17,118,961         17,153,17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77-000/[용역]인문사회분야 연구아젠다 도출 20,888,157         25,728,98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80-000/[중기부 RCMS]집광기술 및 방열기술을 활용한 고효율 CPV發電모듈의 개발3,508,200          3,508,2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84-000/챌린지 R&D 개선방안 연구용역 14,094,000         14,09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00-000/[SMTECH]저유전율 특성이 확보된 Flexible OLED 디스플레이용 박막형 고내구성 점착부재12,406,284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09-000/토양오염도 검사 용역 5,705,727          5,705,72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34-000/상온취성개선 TiAl 기지 경량 고온재료 개발 51,956,814         62,745,70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38-000/고고도 무인체계용 초경량 고성능 Flexible 태양전지 개발 -                  18,755,50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38-001/[주관-성대]고고도 무인체계용 초경량 고성능 Flexible 태양전지 개발128,944,714        241,132,80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38-002/[공동-멀티스케일]고고도 무인체계용 초경량 고성능 Flexible 태양전지 개발67,741,380         67,741,3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38-003/[공동-UNIST]고고도 무인체계용 초경량 고성능 Flexible 태양전지 개발139,998,851        139,998,85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38-004/[공동-한양대]고고도 무인체계용 초경량 고성능 Flexible 태양전지 개발103,870,115        103,870,1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38-005/[공동-건국대]고고도 무인체계용 초경량 고성능 Flexible 태양전지 개발90,321,839         90,32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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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39-000/[통합EZ]생강 발효물의 위 건강 효능연구 6,302,590          42,056,14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43-000/[EZ]학교건물 침기 및 침입계수/침착계수 현장측정 -                  81,636,36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44-000/[용역]산업계 주도 정책플랫폼 구축 및 시범 운영 27,926,825         27,926,82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49-000/[중기부 RCMS]10nm급 반도체 세정공정용 이류체 스프레이 노즐(산포,표준편차) 국산화 기술 개발14,781,819         14,781,81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54-001/[주관-성균관대]황화물계 전고체 기반 무음극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시스템78,283,822         128,96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54-002/[공동-서울대]황화물계 전고체 기반 무음극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시스템310,106,000        310,10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54-003/[공동-한양대]황화물계 전고체 기반 무음극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시스템73,530,000         73,53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54-004/[공동-전자부품연구원]황화물계 전고체 기반 무음극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시스템59,554,000         59,55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54-005/[공동-조선대]황화물계 전고체 기반 무음극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시스템31,655,000         31,65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77-000/[용역]수사 중 자살원인 규명을 위한 정신과학적 분석 툴(TOOL) 연구9,404,86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83-000/[중기부 RCMS]'위험할 때 저를 지켜줄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여성 성폭력 예방 웨어러블 장치 '세이퍼 쉴드'4,644,305          4,644,30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49-000/[8차년도]기초뇌과학 및 생물물리학 융합연구 712,489,038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50-000/[9차년도]복합나노구조 물리연구 660,376,168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70-000/[통합EZ]인지기능조절 신규동물모델 제작 및 세포생화학적, 인지행동학적 특성 규명-                  101,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73-000/[4차년도][IBS-YSF]그래핀을 기반으로한 메타표면 19,684,82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74-000/[4차년도][IBS-YSF]뇌영상과 뇌기능조절기술을 통한 학습과 기억에 대한 계산뇌과학적 연구34,543,332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75-000/[3차년도][IBS-YSF]뇌영상 기술을 이용한 인간의 촉감 인지 메커니즘 연구38,213,213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95-000/[이지식약]아교원료 판별 시험법 및 불량 파피씨드 판별법 개발 연구8,655,231          65,641,51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96-000/[이지식약]국민 일상섭취를 통한 아세트알데하이드, 포름알데하이드 실태조사 및 유효성 검증5,831,023          53,709,1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98-000/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25,894,687         28,447,77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10-000/[이지식약]의약품 등의 의존성 신속예측평가 모델 고도화 연구 -                  210,267,27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11-000/[이지식약]Real-world data 및 evidence 기반으로 한 바이오의약품의 시장출시 후 안전관리10,584,610         42,060,45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14-000/[SMTECH]이온영동기술을 이용한 펩타이드계 경피 전달용 고기능성 일회용패치 개발-                  31,31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28-000/2020 심리부검체계 구축사업 491,522,335        491,522,33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60-000/[이지식약]유전자 이입 신경줄기세포 평가모델연구 -                  7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61-000/아밀로이드증 임상연구 네트워크 운영 및 예후인자 분석 12,760,970         55,746,14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64-000/[용역]중요기록유산 국역 71,977,706         200,315,45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65-000/[통합EZ]바이오리피드 기반의 고성능 경피흡수 나노전달체 개발연구 -                  (2,727,27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71-000/극지요각류의 영양대사체 및 관련 유전체의 분석을 통한 극지환경적응기작 연구800,000            27,05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73-000/극지 유래 라말린 및 라말린 유도체들의 항염증 기전 연구 -                  27,44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87-001/[이지식약]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특성 분석 연구 -                  152,585,36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87-002/[이지식약]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특성 분석 연구 76,363,636         76,363,63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87-003/[이지식약]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특성 분석 연구 -                  95,454,54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87-004/[이지식약]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특성 분석 연구 95,454,546         95,454,54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87-005/[이지식약]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특성 분석 연구 -                  76,363,63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87-006/[이지식약]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특성 분석 연구 76,363,636         76,363,63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94-000/[통합EZ]생체 반응형 자동 공조 제어를 위한 플렉서블 센서 및 딥러닝(LSTM) 기반 IoT 원천 기술 개발-                  49,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11-000/[이지식약]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 보고를 위한 평가 등 관리 방안 연구-                  54,122,72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31-000/[통합EZ-위탁]양자 광소재 안정성 평가 기술 개발 -                  57,940,910          

- 117 -



결산금액
 당기현금
수령액

비고과목 교부처 내역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33-000/2020년도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운영 -                  63,396,9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39-000/[통합EZ]HLA 유사동형접합 인간배아줄기세포주들의 면역적합 유효성 검증4,263,540          8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48-000/[이지식약]새로운 식품 등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은 식품의 알레르기성 평가 및 시험법 개발-                  (7,636,36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62-000/[통합EZ]동적체평형검사를 위한 족저압력 측정 장치 및 알고리즘 개발 -                  8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84-000/[통합EZ]Load-Proof SOFC용 차세대 전극 소재 및 평가 기술개발 -                  39,090,90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93-000/전자기-열유체 다물리 해석 기반 미세입자 운동 및 전기장 변화 특성 수치해석 기법 개발-                  4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3012-000/[통합EZ-IITP]코어별 저널링을 통한 파일시스템의 저널 로깅 확장성 개선 연구-                  16,705,1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3025-000/Neu2 결손마우스 분석을 통한 Neu2 새로운 기능 발굴 -                  10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0012-001/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공동기기원) -                  (53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82-000/[e나라도움]2020년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 -                  (1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21-000/[통합EZ]우주선 공동연구 센터의 설립과 초고에너지 우주선 연구 -                  (28,4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74-000/감마선폭발 초기광 관측 위성탑재체 및 위성인터페이스 개발 -                  (26,1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부가세예수금 및 선수수익 조정 (259,090,909)       (21,339,474,099)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6-0638-000/고신뢰성 저융점 솔더 설계 및 평가 기준 정립 12,684,972         -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6-1986-000/지역난방 열수송 강관의 용접부 환경기인균열 특성개선 연구 122,886,644        48,182,5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6-2311-000/고효율 나노 열전소자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 -                  3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6-2337-000/변전기기 실증시험설비 구축 및 시험 방안 연구 40,607,488         37,110,476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6-2474-000/[총괄]그래핀섬유/금속전선을 이용한 22.9kV급 전력전송용 케이블 시제품 개발(22,791,021)        (22,791,021)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7-0188-000/3D Printing 기반 다차원 에너지 하베스터 개발 (131,705)           (131,705)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7-0983-000/미래가전연구센터 운영비(16차) 3,847,380          -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7-1034-000/그래프 구조 분석을 이용한 검색엔진 성능 향상 연구 200,123            -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7-2117-000/생산기지별 최적 생산계획수립 프로그램 개발 25,764,406         9,599,682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7-2462-000/조향계 열화마모모드 분석 용역 1,757,680          -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7-2505-000/금속공기전지를 적용한 Zero Carbon m-CHP 시스템 개발 타당성 수립 연구69,533,423         19,017,424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7-2548-000/첨단분석법을 이용한 미세조직과 자기특성 상관관계 규명 (196,553)           (196,94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7-2592-000/이형핵산들의 구조 기능 연구를 통한 유전정보 및 세포 기능 조절작용에 대한 통합적 이해(524,560)           (58,194,097)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7-2622-000/고려인삼학회 연구과제에 대한 리뷰 및 정리 4,354,850          4,363,636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7-2628-000/AKT-매개성 노화, 염증, 암, 당뇨 및 자가포식 과정에서 홍삼 대사체인 compound K의 AKT 조절 기전 연구1,052,785          -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7-2662-000/권역별거점연구소협동번역사업(3기 3차년도) (109,612)           (8,345,252)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7-2720-000/[총괄]그래핀섬유/금속전선을 이용한 22.9kV급 전력전송용 케이블 시제품 개발(65,377,326)        (65,377,326)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7-2720-001/[주관-성대]그래핀섬유/금속전선을 이용한 22.9kV급 전력전송용 케이블 시제품 개발(19,211,887)        44,132,557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7-2720-002/[참여-한양대]그래핀섬유/금속전선을 이용한 22.9kV급 전력전송용 케이블 시제품 개발(4,500,000)         (4,5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7-2720-003/[참여-가온전선]그래핀섬유/금속전선을 이용한 22.9kV급 전력전송용 케이블 시제품 개발(39,632,557)        (39,632,557)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7-2726-000/클러스터 빔을 이용한 유무기 구조의 식각거동 및 구조 변화 연구 -                  (7,412)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7-2745-000/얼음화학-새로운 화학 연구분야의 개척 -                  (3,45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7-2767-000/초임계 이상급 발전소 소재 부식특성 평가 (3,675)             (3,675)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0371-000/방사광 가속기 기반 Ni-rich NCM 의 구조 분석 627,000            -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0435-000/차량 네트워크 기반의 고성능 교차로 통과 프로토콜 (1,830,502)         (1,830,502)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0451-000/카트리지 이송 시스템의 모션 프로파일 및 운용 알고리즘 개발 -                  (27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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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0510-000/[용역]신규 티아졸리딘디온계 당뇨병치료제인 로베글리타존의 지방간 및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 기전 연구29,183,840         20,576,6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0994-000/[용역]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개별 국가 특수성을 반영한 장기 전력수요 전망기법 연구17,147,390         (2,039,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002-000/자생생물 조사 발굴 연구-원핵생물분야(5단계 1차년도) 41,499             -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025-000/유기 영상 센서 구동 TFT용 산화물 반도체 소재 기반 연구 -                  (32,816)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063-000/운동시스템용 모듈형 800W/1.5kW급 고출력 영구자석 동기전동기 설계 -                  (23,619)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087-000/인공지능 기반 균열결함 신호분석 기법개발 (19,470)            (9,157,348)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143-000/자가발전식 고효율 저비용 스마트센서 및 고신뢰성 센서 데이터 전송기술 연구10,867,544         (3,409,798)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146-000/자율형 재밍기법 파라미터 추정을 위한 알고리즘 연구 1,244,248          -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182-000/경핵종에 대한 중성자 입사 핵반응 연구 (12,240)            (21,41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215-000/메모리 중심 컴퓨터 구조 상에서의 대규모 데이터 분석 기술 선행 연구(591,640)           -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272-000/다원자 기체 동역학 방정식의 수학적 연구 13,841,500         (22,908,5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320-000/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모듈 고효율화 기술 개발 90,459,700         (31,040,903)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500-000/[용역]아태지역 가족 DB 사업: 2018년도 검증 및 OECD 지표로의 전환7,510,226          5,495,664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554-000/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 발전방안 연구 4,434,156          -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614-000/전자카드 시스템 개방형 표준 인증제도 구축 연구 17,748,209         16,487,435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617-000/분산전원 ESS용 슈퍼커패시터 소자의 전극물질 노화현상 제어기술 개발13,918,728         (264,282)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709-000/그래프 구조 분석을 이용한 검색엔진 성능 향상 연구 24,281,892         18,792,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722-000/혈액 내 면역항상성을 담당하는 새로운 수지상 세포 120,702,776        (163,325,921)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723-000/초전도 전이온도 90K 물질코팅 다공성 유연 특성의 초전도 실 제조 원천기술 개발25,321,920         (3,273,139)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724-000/스마트 사물통신 기기용 GHz급 마이크로파 무선충전 시스템 기초 원천기술 개발22,502,512         (1,772,81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733-000/[출판지원]권역별거점연구소협동번역사업 3기 1차년도 출판지원사업42,000,000         -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749-000/의약품 유통 현안 및 합리적인 발전 방안 연구 25,745,697         18,2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755-001/[대표-성균관대]수도관 배출 방류수 관리기준 및 처리방안 마련에 대한 타당성 연구20,162,638         20,238,92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767-000/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고방안 연구 46,138             -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770-000/운영중인 열수송관 강관 내부부식 진단 신뢰성 향상 연구 86,267,872         54,888,473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804-000/소아, 청소년에서 ADHD치료제인 메틸페티데이트 복용과 심근경색간의 관련성 확인을 위한 자가통제-환자군 연구4,581,819          4,269,547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1984-000/초음속 연소기 연소 진단을 위한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발광 분광(LIBS), 레이저 흡수법18,088,915         (41,05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054-000/[용역]단기 천연가스 수요예측 프로그램 전환 전문 연구용역 6,374,121          -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159-000/[용역]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성과 백서 연구 10,583,627         10,868,182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173-000/DME 합성 촉매 기초 실험 16,335,946         16,278,5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377-000/에너지 하베스팅 신기술 및 Biz 모델 개발(압전 단결정 신소재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트/감시 융합 스마트 IOT 센서 기술 및 개발)50,610,617         57,585,1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380-000/배전분야 정보통신 기술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30,299,416         30,235,617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406-000/필러 복합 필러블 코팅 소재의 재료거동 및 분해거동 해석 36,407,420         (528)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423-000/수처리 역삼투막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123,950,204        126,139,488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430-000/[용역]2018년 전력수요전망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58,302,889         49,813,84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453-000/[용역]동북아 문화공동체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연구동향 19,467,553         10,281,385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483-000/[용역]여시재 <중국의 변화> 연구 198,000,389        163,636,364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499-000/Ti/Ni 내 미세결함검출을 위한 집속 초음파 검사 기법 개발 14,397,428         23,482,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511-000/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 연구 172,630,057        66,8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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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514-000/제주특별자치도 축산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 68,512,000         60,339,786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530-000/메스암페타민 중독 동물 모델에 미치는 고려홍삼의 효과 18,558,250         14,318,182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580-000/[위탁]생체내 종양미세환경 모사를 위한 cancer-cell/stromal-cell/matrix 3D 공동배양 기술43,671,311         20,563,636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586-000/초경량 라이다 칩 설계 및 성능 estimation 6,619,909          -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589-000/올레오젤 활용 3D 프린팅용 저포화 지방질 소재 개발 36,407,494         -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597-000/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새로운 분비성 인자 343,419,835        246,764,448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598-000/가역적 아밀로이드에 의한 RNA 생합성 조절 277,366,786        96,870,426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612-000/금속-페놀 배위결합체의 중합메커니즘 규명을 통한 고용량/고안정성/고율속특성 실리콘-탄소/금속 복합 음극소재 활용13,046,660         -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617-000/고려 홍삼 엑기스의 면역노화 예방 및 개선작용 연구 19,648,975         14,318,182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623-000/권역별거점연구소협동번역사업(3기 4차년도) 331,430,434        122,890,706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635-000/호모알릴릭 알코올의 산화적 탈호몰로게이션 반응 개발 6,275,173          -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646-000/[용역]에너지 정책거버넌스 참여자 인식 유형 분석: Q 방법론을 중심으로21,766,680         10,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664-000/텐서 그물망 이론의 시공간적 접근 106,302,700        57,812,7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665-000/고온초전도 짝짓기 메커니즘의 정량적 결정 77,514,718         47,489,407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668-000/[용역]제주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장기 전력수요전망 모형 개발 68,498,436         68,519,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672-001/[본교]후각수용체를 통한 새로운 선천 면역반응 252,006,181        125,342,361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672-002/[타기관]후각수용체를 통한 새로운 선천 면역반응 76,242,220         30,523,326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688-000/열수송시설 중점관리구간 매설환경별 부식방지대책 연구 103,905,476        163,361,08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721-000/2018년도 문화방송 경영평가 8,590,909          4,295,46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734-000/리보스 반응형 형광단백질 개발 28,465,481         -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820-000/[출판지원]권역별거점연구소협동번역사업 3기 2차년도 출판지원사업 47,273             -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822-000/클러스터 빔을 이용한 유무기 구조의 식각거동 및 구조 변화 연구35,651,262         40,2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0086-000/[용역]복권기금 저소득층 장학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요 및 기대편익(효과) 추정21,440,880         21,440,88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0234-000/스마트 텍스트로닉스용 고기능성 원천 소재 기술개발 170,714,325        170,881,819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0292-000/망원동, 목동 일대 슈퍼블록 재생계획(안) 마련 9,057,638          9,059,638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0301-000/신약 후보 물질 발굴을 위한 화합물 라이브러리 구축 연구 31,400,000         31,4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0397-000/상온 연속식 혐기성 암모늄 산화공정 설계 및 운전인자 도출 28,420,455         28,463,637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0716-000/갈조류 계통주별 유전자 특성분석 42,032,655         42,032,655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0718-000/CTI(Contents Things Interaction) 구현을 위한 DPL 알고리즘 개발 및 체계 구축21,306,166         21,349,728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0723-000/광반응 펩타이드-화합물 복합체 개발 77,272,728         77,272,728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0784-000/유기 영상 센서 구동 TFT용 산화물 반도체 소재 기반 연구 42,508,966         42,694,455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0787-000/[국내위탁]동시통역 과정에 대한 인지-화용론적 모델 연구 35,578,165         35,578,165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0816-000/블록체인 시스템의 성능 평가 프레임워크 연구 49,394,506         49,394,506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0865-000/인공지능 기반 균열결함 신호분석 기법개발 58,918,454         65,232,435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0870-000/초임계 이상급 발전소 소재 부식특성 평가 35,558,956         35,584,546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0904-000/경핵종에 대한 중성자 입사 핵반응 연구 28,463,636         28,463,636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0915-000/카트리지 이송 시스템의 모션 프로파일 및 운용 알고리즘 개발 49,774,363         49,809,302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0928-000/Anti-fouling 기능을 가지는 peptide와 접착단백질간의 재조합을 이용한 생물부착 억제7,000,000          7,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0934-000/[용역]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심화연구 67,409,950         67,409,950          

- 120 -



결산금액
 당기현금
수령액

비고과목 교부처 내역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0936-000/국내 혈류 감염 Citrobacter와 Aeromonas의 항생제 내성 및 유전자형 분석과 항생제 병합의 효과 연구7,000,000          7,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221-000/정보통신시스템의 사용자 인증방식과 보안기능 요구사항 연구 28,472,341         28,472,341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223-000/블록체인 프리미티브 공격 방법 및 대응기술 연구 35,566,778         35,566,778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225-000/부채널분석 성능개선을 위한 PCB 노이즈 특성에 관한 연구 42,704,628         42,704,628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226-000/블록체인에서의 최적 합의 알고리즘 설계에 관한 연구 35,590,909         35,590,909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229-000/제어시스템 운영정보 예측오차 패턴을 이용한 이상탐지 방안 연구35,567,095         35,567,095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231-000/단백질 설계를 이용한 앱시스산 신호전달의 조절물질 개발 8,500,000          8,5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232-000/아조벤젠을 도입한 변색렌즈 개발에 대한 연구 7,000,000          7,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233-000/유기성 폐자원기반 자연친화 고분자 합성 및 분해성 연구 7,000,000          7,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234-000/유전영동을 이용한 IDE형 유체 칩에서의 크기별 폴리스티렌 입자 분리7,000,000          7,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235-000/SAM 반응 조건 변화를 통한 구리판의 친수성 및 소수성 표면개질 7,000,000          7,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236-000/고체산에 의한 바이오메스 전환 연구 7,000,000          7,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237-000/Cu plated PET 기반 Flexible Current Collector 및 전자파 차폐소재 개발을 위한 Polyethyleneimine의 적용7,000,000          7,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238-000/2차원 물질인 PtAu 나노링구조의 자기조립체 제작 및 에탄올산화반응에 대한 촉매활성 측정7,000,000          7,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239-000/MCE : 절대 0도에서 spin-boson model의 양자역학 6,891,220          6,891,22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241-000/스마트 버스정류장(Smart Bus Stop) 6,579,400          6,579,4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242-000/유기오염물 저감을 위한 광결정 기반 복합 나노 구조체 7,000,000          7,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243-000/중간엽 줄기세포의 철 나노 입자에 의한 세포 이동능 상승에 대한 연구7,000,000          7,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263-000/그래핀 주름의 생성 및 열음향 소자 응용 연구 6,999,067          6,999,067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265-000/금속 재료 내 수소 침입원자의 안정성 해석 7,000,000          7,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266-000/소프트 센서 개발 7,000,000          7,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267-000/3D Printing 기반 다차원 에너지 하베스터 개발 35,496,325         35,578,076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269-000/보던 케이블 재료의 마모 실험을 통한 내구성 평가 5,392,385          5,392,385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270-000/Development of soft actuator-driven tensegrity robot 7,000,000          7,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272-000/Development of inflatable soft gripper 7,000,000          7,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14-000/그래핀 플랫폼 기반의 비 인체 삽입 바이오 센서 연구 7,000,000          7,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15-000/웨어러블 용 플렉시블 유기물 박막 트랜지스터 연구 7,000,000          7,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16-000/수직 적층형 이차원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기반 바이오 센서 7,000,000          7,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17-000/딥러닝 기반의 영상복원 5,145,000          5,145,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19-000/엘리베이터 알고리즘 및 시스템의 개선 6,903,700          6,903,7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20-000/손실함수 최적화를 통한 문장 단순화 모델 설계 6,950,800          6,950,8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21-000/추출 요약 모델과 문장의 위치 정보에 기반한 뉴스기사 추상요약(Abstractive Summarization) 품질 개선8,493,900          8,493,9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22-000/Cycle-GAN을 이용한 역광 보정 알고리즘 연구 7,000,000          7,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23-000/Image Segmentation과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을 활용한 이미지의 선택적 Inpainting6,998,790          6,998,79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25-000/Edge Detection을 통한 저작권 침해 의심 이미지 분석 8,497,800          8,497,8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28-000/S-box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 5,623,560          5,623,56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29-000/그래프의 엔트로피를 측정하는 방법 4,176,420          4,176,42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30-000/음악의 기하학적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4,173,043          4,173,043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32-000/비선형방정식의 4차 최적반복법에 관한 연구 4,431,765          4,43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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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33-000/중앙축의 엄밀한 정의 및 성질에 관한 고찰을 통한 확장 6,994,730          6,994,73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34-000/유한차분법 정확성 및 기타 단점 개선 7,000,000          7,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36-000/Broadband Material Absorber(BMMA)의 진동수 대역 증진에 관한 연구7,000,000          7,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37-000/GGA(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ions)와 mBJ(modified Becke-Johnson potential)를 통한 Si와 GaAs의 band gap 계산 및 분석7,000,000          7,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38-000/플라즈몬 공명현상을 이용한 2차원 반도체의 광효율 증강에 대한 FDTD 계산 연구6,999,730          6,999,73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39-000/이종 도메인 블록체인 ID 접근통제 기법 연구 28,425,121         28,425,121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40-000/TMDC 물질의 PL과 전기적 특성간 상관관계 분석 6,891,900          6,891,9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41-000/경구 투여 링거 솔루션을 이용한 dehydration 방지 효과에 대한 연구3,542,549          3,557,818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42-000/금속이 도금된 carbon fiber(MCF)의 열전도도 측정 6,999,000          6,999,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43-000/z-변환을 이용한 이완화 시간(relaxation time) 영상 사전 연구 5,480,190          5,480,19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44-000/미세먼지가 infant mice의 뇌발달에 미치는 영향 탐구 6,783,140          6,783,14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45-000/여러 스트레스 상황에서 당의 농도에 다른 스트레스 감소 효과의 비교6,346,820          6,346,82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346-000/맛 지각에 대한 미세행동 분석 6,996,920          6,996,92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400-000/지능형콘텐츠 개발을 위한 컬러 영상기반 동작구간인식모델 연구28,381,408         28,381,408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401-000/인체모사 전자기센싱 분석 및 측정 코일기반 전자기 혈당센서 분석 및 측정11,154,170         27,272,727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403-000/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의 메타데이터 품질 및 유용성 평가 모델 연구42,584,523         42,586,617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407-000/자생생물 조사 발굴 연구-원핵생물분야(5단계 2차년도) 819,128,070        819,128,07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422-000/전도성 스펀지 재료를 활용한 Triboelectric 발전기의 성능 분석 7,818,000          7,828,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423-000/[용역]한류콘텐츠 수출 파급효과 연구용역 7,500,000          7,547,17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425-000/[용역]장기 도시가스 수요전망 및 수요예측모형 개선 연구용역 129,471,623        143,618,197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435-000/[용역]최근 이상기후를 반영한 냉.난방부하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141,543,000        159,109,541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436-000/황련해독탕 숙취개선 임상시험 분변 검체에 대한 장내미생물 분석 연구29,997,594         59,176,96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444-000/Language-Based 소프트웨어 보안강화 기술 연구 49,820,728         49,820,728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445-000/자원제약형 IoT 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위변조 방지기술 연구 31,746,184         31,746,184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446-000/플렌옵틱 객체추적을 위한 신경망 적용기법 간 성능 비교 연구 32,033,087         32,033,087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453-000/자가발전식 고효율 저비용 스마트센서 및 고신뢰성 센서 데이터 전송기술 연구212,660,635        259,091,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483-000/[용역]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1인 미디어 뉴스 저널리즘 콘텐츠 연구4,329,005          4,329,005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485-000/분산전원 ESS용 슈퍼커패시터 소자의 전극물질 노화현상 제어기술 개발30,741,681         45,455,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493-000/[용역]2019년 규장각 소장 회화자료 보존수리를 위한 정리 및 기초조사42,881,648         42,881,648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497-000/신축이음관 덧때우기 보수 방법 학술연구용역 30,966,930         31,245,283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506-000/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및 SW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11,699,839         11,746,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613-000/[용역]보험업권 감독분담금 제도개선 15,549,945         15,654,4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615-000/스마트 사물통신 기기용 GHz급 마이크로파 무선충전 시스템 기초 원천기술 개발36,531,422         45,455,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655-000/초전도 전이온도 90K 물질코팅 다공성 유연 특성의 초전도 실 제조 원천기술 개발23,345,400         50,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682-000/[용역]2020 한반도 평화체제 진입 시나리오와 로드맵 -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의 전망과 추진방안 -4,307,732          4,307,732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691-000/에너지 저장 소자용 탄소나노월 기반의 고성능 전극 개발 21,970,870         50,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693-000/[용역]원주시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요 및 편익 추정21,440,880         21,440,88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694-000/메모리 중심 컴퓨터 구조 상에서의 비휘발성 메모리 관리 기법 연구71,026,532         71,026,532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712-000/미국 대도시의 도심거점개발에 관한 연구 -뉴욕시 중심으로- 24,904,549         24,90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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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749-000/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모듈 고효율화 기술 개발 308,514,213        454,546,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786-000/AI기반 위성상태데이터 고장탐지 구현 및 검증방안 연구 -                  34,734,134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813-000/국내외 스마트시티 사례조사 및 분석 22,001,873         25,729,728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875-000/의약품 유통 현안 및 합리적인 발전 방안 연구 45,948,547         54,6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927-000/UNIT발판 성능 및 래티스 좌굴 성능 평가 22,512,546         23,49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967-000/DME 합성 촉매 기초 실험 16,160,800         23,49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986-000/다원자 기체 동역학 방정식의 수학적 연구 54,712,706         79,652,458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000-000/혈액 내 면역항상성을 담당하는 새로운 수지상 세포 316,103,215        468,446,794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004-000/광촉매 외장도료의 FT-IR 및 XPS표면분석 실험용역 12,214,133         12,220,77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016-000/리보스 고생산 균주 탐색법 개발 27,938,863         28,473,635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058-000/축산냄새 저감 컨설팅 사업 "현장 냄새 분석" -                  30,096,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068-000/[용역]안구 및 관련 신경 미세 전류자극 기기 BM 개발 10,958,047         10,958,047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069-000/[용역]기업결합에 따른 방송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연구 79,688,671         80,921,11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070-000/[용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제도 개선 방안 42,878,042         42,881,648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132-000/CanDo weeks 통계분석보고서 1,423,636          1,423,637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143-000/[국내위탁]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방식의 개선 방안 연구 14,231,230         14,231,23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199-000/가변형상 자세안정화 알고리즘 개발 14,868,143         16,363,637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221-000/[용역]ICT를 활용한 교육행정시스템 개선 방안 10,128,287         10,362,019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223-000/Active-Type 스마트 고단열 컨테이너 공조유닛 모델링 및 열유동 전산해석32,093,119         32,161,235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238-000/수질분석 의뢰 1,800,000          4,028,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243-000/[가천대에서이관됨]전력설비 고장 감시/사전진단을 위한 다중센서 융합 지능형 AV디바이스 및 플랫폼 개발20,234,000         37,045,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257-000/다축 힘 센서의 다축 변형에 따른 정전용량 변화 해석 시뮬레이션6,083,852          6,083,852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260-000/[명지대이관][용역/잔금]소아청소년 암 통합지원센터 성과지표 개발3,127,273          3,414,899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284-000/미디어 영상전시 "70mK 'Image of Korea, Image of Seoul' 전(展)"6,357,277          6,993,007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320-000/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용역 -                  7,92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524-000/AI 학습용 데이터 비용 절감을 위한 최적 Domain Adaptation 모델 디자인17,428,499         17,428,499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534-000/건설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식서비스 구현방안 시작품 용역 16,910,990         16,910,99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539-000/TripleQA를 위한 딥러닝 기반 Property Linking 기술 개발 연구 17,634,684         17,634,684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540-000/미세 염증 억제 및 자가포식 촉진 효과 측면에서 노화쥐 내 고려홍삼의 항노화 효능검증5,048,400          14,318,182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572-000/[용역]대학 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 연구 3,430,533          3,430,533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581-000/사장교 케이블 교체에 따른 현장 계측데이터 기반 교량 응답 분석 용역6,833,910          6,833,91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596-000/공공환경시설 악취 분석 용역 -                  5,633,637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599-000/공급망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개발 연구 15,589,091         15,589,091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601-000/[용역]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자산배분전략을 위한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 알고리즘35,066,820         35,578,073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622-000/In vitro 플랫폼 구축: 치매 병증 유도의 기전 연구를 위한 3D 신경세포-성상세포-미세아교세포 공배양 플랫폼 및 병인 발굴을 위한 바이오센서 플랫폼 개발12,565,511         13,575,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623-000/구)장항제련소 주변 송림숲 등 위해성평가 대상지역 사후관리용역5,325,000          5,325,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628-000/인공지능기반 위성운영 전주기 자동화 연구 및 시제품 개발 -                  16,638,074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635-000/[용역]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생성 자문 4,718,066          5,145,797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641-000/시공된 광촉매 보도블록의 현장 효율 검증 8,500,129          13,2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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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645-000/[위탁]생체내 종양미세환경 모사를 위한 cancer-cell/stromal-cell/matrix 3D 공동배양 기술29,544,645         56,927,273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648-000/습식 방산 LD offgas의 완전연소 조건파악을 위한 수치해석 20,273,448         -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653-000/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내에 치과 역할을 위한 모형 개발 -                  5,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681-000/PD-1 and CD40 pathway를 이용한 차세대 면역억제제 조합 발굴 연구5,199,000          27,6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686-000/[용역]민간투자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관련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규모 산정8,601,372          9,005,145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688-000/가역적 아밀로이드에 의한 RNA 생합성 조절 68,291,720         186,39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722-000/배출수처리시설 악취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 21,310,000         74,664,218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723-000/청계천 악취 실태조사 용역 16,990,000         16,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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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734-000/FGD Slurry 분사용 Impeller의 내마모성 내식성 향상을 통한 수명연장기술 개발14,900,092         100,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741-000/2019년도 문화방송 경영평가 -                  4,330,904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742-000/플렉서블 투명 기판재료의 CTE 저감을 위한 무기나노입자 filler 기술 개발연구2,609,332          15,656,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744-000/위 내시경 영상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위 이상징후 탐지인공지능 설계를 통한 기업지원7,560,000          9,944,091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766-001/2020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29,727,273         29,727,273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781-000/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새로운 분비성 인자 16,396,500         393,073,142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802-000/권역별거점연구소협동번역사업(2단계 1기 1차년도) 53,465,194         267,272,728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807-000/텐서 그물망 이론의 시공간적 접근 22,901,760         57,8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850-000/[용역]연합뉴스 경영평가 모델 재정(경영부문) 2,424,243          2,545,455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862-000/[용역]중부대학교 학부교육의 질과 캠퍼스 문화 진단 연구 5,461,000          6,951,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889-000/[용역]대학혁신지원사업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을 위한 교과목 연구 개발3,839,162          3,361,6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900-000/스마트 텍스트로닉스용 고기능성 원천 소재 기술개발 -                  84,340,909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930-000/초임계 이상급 발전소 소재 부식특성 평가 -                  35,154,546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940-000/생리활성 헤테로고리 라이브러리 구축 연구 -                  40,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999-000/마이크로 소수력 발전용 Propeller-Type Turbine 개발 -                  (4,52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3004-000/[출판지원]권역별거점연구소협동번역사업 3기 3차년도 출판지원사업 -                  52,5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3022-000/광섬유 센서 시험 계측 비교분석 -                  (518,182)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6-1201-000/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SIB) 평가기관9,547,327          (782,179)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7-0018-000/가속입자치료기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40,404,164         -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7-1619-001/[대표-성균관대]한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모니터링 용역(7,200)             -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7-1773-000/제주연안 연산호군락지 모니터링 및 통합보고서 작성 용역 -                  2,270,29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7-2754-000/2018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분석용역 11,569,999         -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1093-000/수원시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악취측정 용역 56,460,000         56,46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1239-000/2018년 연천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기술 컨설팅 66,818             -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1280-000/2018년 음성군 생극농협 채소작목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컨설팅827,591            -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1294-000/[용역]용산기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기초학술연구37,005,647         37,005,647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1708-000/민물김 효능평가 결과 논문투고 연구용역 579,313            -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1831-001/[대표-성균관대]반월·시화산업단지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101,670,300        85,211,847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172-000/[응용과제-민간부담금]저탄소 녹색성장 부품소재 개발 9,600,000          -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498-000/악취지도 및 바람길 확보방안 등 연구용역 79,524,307         82,260,909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618-000/제7회 홍천강 꽁꽁축제 인삼송어 성분검사 406,048            -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675-001/[본교]수입 묘목류 핵산분리 키트 및 자동화장비의 성능 검증 32,779,088         32,779,088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679-000/[용역]열대/아열대 국가 유래 고위해성 돌밭 식물바이러스와 매개층 유입 대응 기술 개발66,933,699         66,933,699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797-000/천연물신약 후보물질 개발 158,200,000        (23,618,182)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0855-000/지능형 전자섬유 기반 스마트 텍스트로닉스 개발 359,369,248        378,00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0874-000/[용역]제4기 종로 다산학교 위탁 운영 16,295,026         16,295,026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0892-000/상습 악취민원 발생 가축분뇨 관련시설 악취분석 대행용역 -                  12,805,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0909-000/[용역]2019 식품알레르기 캠프 7,295,245          9,090,91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0910-000/[용역]70주년 수원 도시공간의 역사편찬 용역 43,567,754         43,56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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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금액
 당기현금
수령액

비고과목 교부처 내역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1275-000/[용역]2019년 아동 비만예방사업 위탁 운영 228,997,313        229,161,979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1313-000/[용역]대눌 노상익, 소눌 노상직 학술대회 7,187,594          7,187,594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1362-000/민물김 추출물의 건강기능개선 효능평가 연구용역 28,420,590         29,72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1489-000/[용역]향토박물관 소장 고문헌 탈초사업 16,603,774         16,603,774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1575-000/2019년 음성군 수태리 수박작목반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컨설팅8,298,380          8,576,33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1577-000/2019년 김포시하성면포도연구회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사업 컨설팅4,410,000          4,70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1578-000/2019년 김포시 버섯팜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사업 컨설팅4,536,500          4,70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1711-000/개봉1동 학생공모전 대상지 주민의견수렴 및 기초조사용역 15,739,053         16,218,887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1777-000/중남미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도출 및 사업발굴 연구 12,102,886         12,405,66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1997-000/[용역]화성시 무봉산 산림자원체험관 전시콘텐츠 개발 연구 용역16,948,902         17,080,868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066-000/캐모마일 추출물을 이용한 근 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43,097,465         43,290,043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099-000/천연물 유래 합성화합물의 항비만 평가를 통한 신소재 개발연구 17,317,000         17,317,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134-000/민물김 추출물 해외 및 국내 화장품 원료 등재를 위한 성분분석 연구용역 -                  1,793,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196-000/2019년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 약물교육 및 평가 용역 24,684,400         24,684,58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207-000/건강도시 중장기계획 학술연구용역 24,981,308         23,553,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582-000/환경시설관리소 주변 악취현황조사 -                  5,542,024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614-000/[용역]2019년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B형1차) 운영6,469,284          7,272,728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735-000/[용역]서울수복기념관 건립 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20,132,753         31,818,182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776-000/[용역]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건강콘텐츠 제작 17,570,000         30,04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797-000/[1차계약]구로구 개봉1동 양송이마을 주민공동체활성화 용역 12,754,883         12,864,495          

총합계 60,946,958,570     39,716,88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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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거래처 내역 금액 비     고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로보터스 T-2015-0001-000/(주)로보터스 2,110,307 

지식재산권이전수익 해외직수입 T-2015-0151-000/해외직수입 55,705,026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에프에스티 T-2016-0144-000/(주)에프에스티 1,500,0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엘엠에스 T-2017-0161-000/(주)엘엠에스 2,736,096 

지식재산권이전수익 대안화학주식회사 T-2018-0041-000/대안화학주식회사 16,000,0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 아이티켐 T-2018-0160-000/(주) 아이티켐 24,000,0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대홍테크뉴(주) T-2018-0168-000/대홍테크뉴(주) 4,547,674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제우스유화공업 (주) T-2018-0169-000/제우스유화공업 (주) 9,013,76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 노블젠 T-2018-0170-000/(주) 노블젠 16,963,9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제이앤피네이처(JNP NATURE) T-2018-0171-000/(주)제이앤피네이처(JNP NATURE) 22,489,32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에너지마이닝 T-2018-0172-000/(주)에너지마이닝 125,892,819 

지식재산권이전수익 홍익산업개발(주) T-2018-0175-000/홍익산업개발(주) 18,949,4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식회사 제이앤피바이오 T-2019-0001-000/주식회사 제이앤피바이오 22,345,76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와이케이씨테크(주) T-2019-0003-000/와이케이씨테크(주) 199,243,26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식회사 인디고박스 T-2019-0010-000/주식회사 인디고박스 22,471,36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식회사 어큐노스 T-2019-0013-000/주식회사 어큐노스 22,549,2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식회사 세닉스바이오테크 T-2019-0017-000/주식회사 세닉스바이오테크 7,800,0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 해아림 T-2019-0025-000/(주) 해아림 14,398,0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식회사 아임뉴런바이오사이언스 T-2019-0037-000/주식회사 아임뉴런바이오사이언스 15,526,536 

지식재산권이전수익 독립바이오제약주식회사 T-2019-0039-000/독립바이오제약주식회사 309,470,32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당기처분액 당기처분액 (29,529,801)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엠피크코리아 T-2019-0051-000/엠피크코리아 4,363,628 

지식재산권이전수익 비드오리진(주) T-2019-0055-000/비드오리진(주) 4,200,0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식회사 네이션스 T-2019-0058-000/주식회사 네이션스 8,557,6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이정환 T-2019-0063-000/이정환 10,356,400 

기술이전수익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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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거래처 내역 금액 비     고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울텍 T-2019-0066-000/(주)울텍 550,0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농업회사법인 이지스마트팜(주) T-2019-0068-000/농업회사법인 이지스마트팜(주) 5,335,0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식회사 서광알미늄 T-2019-0070-000/주식회사 서광알미늄 1,200,0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현이엔씨 T-2019-0073-000/(주)현이엔씨 8,631,6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올릭스 주식회사 T-2019-0074-000/올릭스 주식회사 46,042,4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 시지바이오 T-2019-0076-000/(주) 시지바이오 13,347,472 

지식재산권이전수익 비앤이테크(주) T-2019-0085-000/비앤이테크(주) 9,315,0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힐세리온 T-2019-0086-000/(주)힐세리온 19,762,0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식회사씨트리 T-2019-0089-000/주식회사씨트리 56,000,0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농업회사법인 이지스마트팜(주) T-2019-0091-000/농업회사법인 이지스마트팜(주) 16,347,544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앱티스 주식회사 T-2019-0097-000/앱티스 주식회사 37,360,0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식회사 큐로젠(CUROGEN TECHNOLOGY CO., LTD.) T-2019-0104-000/주식회사 큐로젠(CUROGEN TECHNOLOGY CO., LTD.) 116,273,393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온솔 T-2019-0108-000/온솔 1,500,0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바이오간솔루션 T-2019-0109-000/(주)바이오간솔루션 13,906,4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그린티어 T-2019-0111-000/㈜그린티어 14,352,96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 노블젠 T-2019-0113-000/(주) 노블젠 7,055,056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식회사 수젠텍 T-2019-0115-000/주식회사 수젠텍 597,42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식회사 큐로젠(CUROGEN TECHNOLOGY CO., LTD.)
T-2019-0120-000/주식회사 큐로젠(CUROGEN TECHNOLOGY CO., LTD.) 1,550,0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해외직수입 T-2019-0126-000/해외직수입 54,060,104 

지식재산권이전수익 해외직수입 T-2019-0127-000/해외직수입 7,638,42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식회사 이엔지소프트 T-2019-0135-000/주식회사 이엔지소프트 8,210,8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식회사 큐로젠(CUROGEN TECHNOLOGY CO., LTD.)
T-2019-0144-000/주식회사 큐로젠(CUROGEN TECHNOLOGY CO., LTD.) 127,732,771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주식회사 디나노(DNANO INC.) T-2019-0161-000/주식회사 디나노(DNANO INC.) 45,797,314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성원메디칼주식회사 T-2019-0167-000/성원메디칼주식회사 3,202,8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해외직수입 T-2019-0186-000/해외직수입 2,976,000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삼성전자(주) T-2019-0251-000/삼성전자(주) 93,949,093 

소계 1,624,354,112 

노하우이전수익 (주)엘앤에프 T-2014-0139-000/(주)엘앤에프 1,000,000 

노하우이전수익 해성엔지니어링(주) T-2016-0200-000/해성엔지니어링(주) 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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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이전수익 (주)라닉스 T-2018-0047-000/(주)라닉스 12,000,000 

노하우이전수익 올릭스 주식회사 T-2018-0081-000/올릭스 주식회사 20,000,000 

노하우이전수익 (주)라닉스 T-2018-0110-000/(주)라닉스 16,000,000 

노하우이전수익 주식회사 트래닛(TRANIT CO., LTD.) T-2018-0153-000/주식회사 트래닛(TRANIT CO., LTD.) 10,000,000 

노하우이전수익 한국피앤지판매유한회사 T-2018-0166-000/한국피앤지판매유한회사 8,000,000 

노하우이전수익 (주)와이솔 T-2018-0174-000/(주)와이솔 4,800,000 

노하우이전수익 어보브반도체 주식회사 T-2019-0007-000/어보브반도체 주식회사 40,000,000 

노하우이전수익 주식회사 에스제이컴퍼니 T-2019-0020-000/주식회사 에스제이컴퍼니 12,000,000 

노하우이전수익 주식회사 이피지 T-2019-0032-000/주식회사 이피지 11,998,137 

노하우이전수익 주식회사 서울정광 T-2019-0036-000/주식회사 서울정광 4,245,176 

노하우이전수익 (주)씨앤씨머티리얼즈(C&C MATERIALS CO.,LTD) T-2019-0040-000/(주)씨앤씨머티리얼즈(C&C MATERIALS CO.,LTD) 12,000,000 

노하우이전수익 케이알에코스타(주) T-2019-0053-000/케이알에코스타(주) 1,600,000 

노하우이전수익 주식회사 포스코 T-2019-0067-000/주식회사 포스코 142,100,000 

노하우이전수익 주식회사 매클러비앤에이치 T-2019-0087-000/주식회사 매클러비앤에이치 2,181,818 

노하우이전수익 (주)푸르고바이오로직스 T-2019-0096-000/(주)푸르고바이오로직스 19,000,000 

노하우이전수익 (주)닥터소프트 T-2019-0105-000/(주)닥터소프트 8,220,000 

노하우이전수익 조양세미켐(주) T-2019-0134-000/조양세미켐(주) 16,000,000 

노하우이전수익 (주) 네오링크 T-2019-0149-000/(주) 네오링크 3,200,000 

노하우이전수익 (주) 원익머트리얼즈 T-2019-0164-000/(주) 원익머트리얼즈 3,200,000 

노하우이전수익 (주)티앤엘 T-2019-0202-000/(주)티앤엘 4,800,000 

노하우이전수익 주식회사 스카이칩스 T-2019-0209-000/주식회사 스카이칩스 4,000,000 

소계 396,345,131 

총합계 2,020,69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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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3033-000/[이월금이관과제]우주용 고전력 GaN 반도체 소자의 계층적 열 관리 기법 개발- 12,443,14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3013-000/[통합EZ-IITP]암호화된 데이터상의 기계학습 라이브러리 설계 및 활용기법 연구- 32,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3009-000/[통합EZ-국토]CNT 셀프센싱 콘크리트 SHM을 위한 전기저항 임피던스 기법 개발- 6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3006-000/[통합EZ]우주용 고전력 GaN 반도체 소자의 계층적 열 관리 기법 개발- 2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3001-000/[EZ]반도체 소자 단위 열관리를 위한 차세대 고유전율 유전체 박막의 열전도도 향상에 관한 연구- 60,480,13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91-001/[1세부][통합EZ-IITP]범죄 행동 자동 인식 및 영상 고화질 변환 지능형 CCTV 시스템- 55,5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87-000/[통합EZ]수지상세포를 이용한 B형간염 면역치료제 개발 및 효능 시험- 12,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82-000/[통합EZ]응급·중환자실 및 정부부처 간 진료 질 지표 환류 시스템 개발 및 의료기관 인증제 연동 정책제안5,788,620 17,55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72-002/[통합EZ]하이퍼 이온 이송 채널 소재의 합성 및 구조화 기술(2세부-성균관대학교)- 92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69-000/[통합EZ]고집적 신경세포 모방 소자 인터커넥션을 위한 초정밀 나노 공정기술 개발- 192,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67-000/[통합EZ]DNA 자기조립을 응용한 다이아몬드 광결정의 제조 및 응용 연구- 189,2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65-001/[통합EZ-성대]디지털 이미징 기반 시소 형광센서 및 식품유해물질 고정확성 다중검출 센서집적 IoT 시스템 개발- 441,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64-001/[통합EZ]청색 인광용 호스트 및 전하수송층 개발 - 29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57-001/[통합EZ-암센터][본교]삼중음성유방암 특이적 혈중분비 바이오마커 및 암전이 단백질로서 BAG2 및 A20 단백질의 기능 규명 및 응용- 111,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53-000/[통합EZ-IITP]인공지능 모델과 학습데이터의 편향성 분석-탐지-완화·제거 지원 프레임워크 개발- 56,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49-000/[RCMS]유전체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분석 기술활용 산업 플랫폼 개발9,090,000 9,09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47-001/[통합EZ]암 생존자 맞춤 심뇌혈관·대사질환 관리 모형 개발3,500,000 6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45-000/[통합EZ-국토]대용량 굴절 버스용 도로 환경 인식 및 위치 인식 기술 개발- 10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44-000/[통합EZ-IITP]매니코어 초대용량 메모리를 위한 확장형 순서보장 운영체제 개발- 29,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43-001/[통합EZ-IITP][본교]농수산식품 이력 위·변조방지용 R2R 인쇄 NFC 액티브 QR코드-라벨 활용 스마트폰 연동 시스템 구축- 274,6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37-001/[RCMS-주관]IoT용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 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융복합 고급트랙28,450,000 28,4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36-000/[통합EZ]M3D 집적 초절전 아키텍처 구현을 위한 저온공정 및 원자스위치 소자 개발- 114,47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34-003/[통합EZ]공유결합성 인공원자 분석 4,650,000 198,66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34-001/[통합EZ]공유결합성 인공원자 합성 및 응용 23,059,778 627,72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32-003/[통합EZ]차원 제어된 기능성 전자화물의 특성 평가 기술 개발12,768,716 293,5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32-002/[통합EZ]전자화물 안정화 및 기능특성 극대화를 위한 소재 인자 제어능 한계 극복 공정 기술 개발22,121,449 517,45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27-000/[통합EZ]열유체 광계측 응용에 관한 한일 공동 세미나 - 8,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25-000/[통합EZ]전기생리학적 신호와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과의 상관 관계 in vitro 연구17,185,000 24,52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24-000/[통합EZ]치매진단용 뇌혈관장벽 투과도 정량화를 위한 고민감도 MRI 기술 및 고도화- 48,8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22-000/[EZ]편미분 방정식들에 대한 수치 해석 기법 - 17,736,578 

당기현금수령액 비     고

지원금수익 명세서

과   목 교부처 내역 금액

- 131 -



당기현금수령액 비     고과   목 교부처 내역 금액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21-000/[통합EZ]실시간 바이오에어로졸 샘플링 및 무필터 전처리 기술 개발- 102,26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19-001/[통합EZ]글로벌 감염성 해양바이러스의 현장 적용형 검출 기술 개발- 27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18-002/[2세부][통합EZ]시각장애인의 전시예술품 관람 도구 개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5,800,000 36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18-001/[1세부][통합EZ]시각장애인의 전시예술품 관람 접근성 증진 및 문화향유권 실현에 관한 연구5,000,000 14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17-000/[통합EZ-IITP]컴퓨터 프로세서의 구조적 보안 취약점 검증 및 공격 탐지대응- 27,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16-000/[통합EZ-IITP]고등급(EAL6 이상) 보안 마이크로커널 개발- 5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15-001/[본교][통합EZ-IITP]TriRec: 정확성, 설명가능성 및 시의성을 고려한 추천 시스템 개발21,864,898 332,187,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13-003/[통합EZ]생물학적 활성과 계층적 구조를 지닌 자연모사 인공 골 조직 공정 기술 개발30,130,992 305,85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13-002/[통합EZ]생무기물화 원리 기반 자기조립 계면 연구 및 인공 바이오 미네랄 기술 개발44,253,756 386,16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12-001/[본교][통합EZ-IITP]차세대 지능형 고신뢰 시스템·소프트웨어 연구- 701,2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10-000/[통합EZ]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이상반응 실마리정보 검색과 인과성평가 연구 네트워크(K-CISA프로젝트)-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04-001/[통합EZ]무표지 검출시스템 개발을 통한 단백질 인산화 조절 전통천연물의 표적검증158,071,878 8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902-000/[통합EZ]그래핀의 고속 비파괴적 품질평가를 위한 그래핀 도메인 가시화 전처리 기술 개발- 49,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99-000/[통합EZ-IITP]유무선 통합 네트워크에서 접속 방식에 독립적인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 개발12,990,000 77,4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98-000/[통합EZ-위드키디]일반 및 고위험 대학생에 대한 자살 고위험군 선별 및 평가도구의 적용 및 효과검증- 8,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97-000/[RCMS]한국-벨기에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전문가 양성19,200,000 19,2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96-000/[통합EZ-IITP]난치성 암 치료제 스크리닝을 위한 환자유래 종양조직 기반 3D 프린티드 종양칩 개발- 26,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92-000/[통합EZ-IITP]6DoF지원 초고화질 몰입형 비디오의 압축 및 전송 핵심 기술 개발7,868,000 19,310,37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90-001/[통합EZ]항독성제 개발을 위한 마스터-독성인자발현신호 발굴 및 표적 검증- 35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88-000/[통합EZ]HSA 클라우드에서 SLA 준수 및 에너지-최적 지능형 시스템 SW 개발12,689,600 280,44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86-000/[통합EZ-IITP]140GHz 전파기반 차량용 3차원 고정밀 상황인지 SoC 개발- 15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83-000/[통합EZ]토륨 기반 핵변환 미임계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의 핵연료주기 개념 연구9,419,080 111,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82-001/[통합EZ-IITP]초연결 IoT 노드의 군집 지능화를 통한 edge computing 핵심 기술 연구33,830,000 10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81-000/[통합EZ]다공성 금속칼코겐화물과 파이전자 소재를 이용한 원자력 폐기물내 방사능 금속 이온 흡착소재 개발4,748,638 22,5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80-000/[통합EZ]응용대수 및 최적화 연구센터 46,640,630 1,30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79-000/[통합EZ-IITP](SW 스타랩)비휘발성 메모리 기반 개방형 고성능 DBMS 개발16,678,225 66,946,5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78-000/[통합EZ-IITP](SW 스타랩)중대형 디스플레이 기반 동시 다중 사용자 지원 UX 플랫폼 SW 개발22,586,960 70,47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77-000/[통합EZ-IITP](SW 스타랩)지능형 IoT 장치용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27,475,280 70,47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76-000/[통합EZ]지진하중 하 OPR-1000 원전 냉각재 계통에 대한 대규모 해석 및 인공지능 기반 건전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15,793,270 16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74-000/감마선폭발 초기광 관측 위성탑재체 및 위성인터페이스 개발15,786,000 26,1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72-000/[통합EZ-IITP]0.4um 게이트 길이 GaN-on-Diamond HEMT 소자공정 기술 및 Si pass- 22,5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63-000/[통합EZ]치매 인자 발굴을 위한 다중스케일 혈관계 및 뇌척수액 순환계의 구조-기능 영상화 기술 개발15,097,700 28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59-000/[통합EZ-보건]허혈성 급성 신손상 회복기 신장 내 double-negative T 세포와 effector memory T 세포의 역할 규명- 40,777,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58-000/[통합EZ-IITP]SW중심대학(성균관대) 178,787,800 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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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57-000/[RCMS]글로벌 에너지소재 혁신인재 양성 45,647,000 45,647,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55-000/[통합EZ-보건]시스템 의학 기반의 정밀의료적 접근을 통한 알츠하이머병의 조기진단 마커 개발5,628,400 41,06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54-000/[통합EZ-보건]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용 집중초음파 조절 시스템 개발- 41,06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45-000/[EZ]연속적인 3D 계면제어를 통한 전기화학적 특성이 향상된 전이금속산화물 기반 소재 개발2,270,350 17,044,09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42-000/[학생인건비풀링제]고출력 발광소자를 위한 양자점 나노구조체 연구- 1,54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41-000/[EZ]양자점-무기전하전달층 복합박막의 습식공정을 통한 전무기 양자점 발광소자 제작97,248,790 117,457,86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29-000/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2019년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3,000,000 3,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24-000/[통합EZ]FcRn 기반 개인 맞춤형 차세대 ADC 항암파이프라인 개발12,549,210 671,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21-000/[통합EZ]우주선 공동연구 센터의 설립과 초고에너지 우주선 연구27,103,370 28,4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19-000/2020년도 권역별거점연구소 고전강독클러스터 지원사업 - 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15-001/[RCMS]글로벌 가치창출 혁신공학인재 양성 105,181,205 105,181,20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04-000/[통합EZ]물분해 수소생산을 위한 Pt/C 귀금속 전극과 동등 성능 이상을 가지는 비귀금속 촉매 전극 상용화기술개발2,660,000 5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800-000/[통합EZ]미래 정밀의학 구현을 위한 융합형 인재양성19,764,960 771,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99-001/[통합EZ-IITP](본교 1세부)라이프 컴패니온쉽 경험을 위한 지능형 인터렉션 융합 연구182,159,750 690,2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82-000/[e나라도움]2020년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5,171,000 1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79-000/2019년도 학술지 지원사업:대동문화연구 3,980,000 1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69-000/[통합EZ]신규 펩타이드 약물의 이중기작에 의한 난치성 전립선 암 치료제 개발60,803,774 503,623,46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68-001/[통합EZ]기상요소에 따른 매개체 발생 및 전파 시공간 모형 구축955,886 20,2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65-000/[통합EZ]바이오-글로벌 가치창출 혁신인재 양성4,789,303 22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63-000/[통합EZ]기저핵 장애 관련 뇌병변 표현 신규 동물 모델 개발3,600,000 313,12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62-000/[통합EZ]광활성 권텀닷 소재와 마이크로 광소자를 이용한 신경 과분극 조절-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60-000/[통합EZ]유무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에서의 이온이동현상 제어 기술개발을 통한 안정하고 이력현상이 없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개발- 1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58-001/[통합EZ]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항결핵제 치료 효과 및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한 국가 결핵퇴치의 정책적 방안 제시4,502,338 5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55-000/[RCMS]다양한 비정형 환경에서 고신뢰성 로봇 서비스를 위한 인지적 3차원 비전 기술 개발6,949,217 6,949,21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51-000/[통합EZ]안전성 및 면역원 유도능이 향상된 신규 구제역 백신 아주번트 개발- 10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48-000/[RCMS]다기능 개인지원을 위한 지능형 가변구조 로봇: 로봇케어체어7,500,000 7,5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43-000/[통합EZ]회전 이차원 물질의 물성 및 수송 특성 연구 -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40-001/[통합EZ-1세부]심근경색 치료용 줄기세포 담지 생분해성 신개념 3D 패치 효능 및 전임상 연구21,564,010 25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32-000/[RCMS적용]면역치료제의 효능 예측 및 평가를 위한 종양-면역 미세환경 모사칩 개발14,661,034 15,536,03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31-000/[통합EZ]제로에너지 공동주택 보급 확산을 위한 거주 후 평가(POE) 기술개발 및 성능검증 연구1,937,878 48,066,1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25-005/[참여-니가타대]차세대 디스플레이용 색변환 나노결정 발광소재 개발16,699,996 16,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25-001/[RCMS-성대]차세대 디스플레이용 색변환 나노결정 발광소재 개발21,980,929 21,980,92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21-000/[시간강사/추경]밀양 영남루 현판들의 서예미와 문화적 특성3,25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14-000/[통합EZ]입자이온빔을 이용한 3차원 나노구조체 제작 및 하이퍼볼릭 메타물질 기반 광대역 완전흡수체 구현1,396,207 93,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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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13-000/[통합EZ]전산재료학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센터1,600,000 69,450,2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10-000/[시간강사/추경]1950년대 일본과 한국에서의 리얼리즘 사진운동3,25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09-000/[시간강사/추경]宣祖代 三書四經 諺解本 및 淸原宣賢의 三書四經 訓點本의 漢字音 비교~3,25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708-000/[시간강사/추경]춘추좌씨전을 통해 본 국가 간 신뢰에 대한 고찰3,25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93-001/[통합EZ-국토][주관-성균관대]스마트도시 차세대 R&D 로드맵 및 전략적 추진방향 기획4,500,000 32,13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92-000/[시간강사/추경]안경의 『가해조천록』에 드러난 명사(明士)와 중국3,25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87-000/[통합EZ]허혈성 질환 중증도와 줄기세포치료 효능 검증을 위한 AGE-RAGE 기반 바이오마커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연구12,555,000 2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84-000/[RCMS]절연방열 소재개발을 위한 질화붕소(BN)기반 복합소재 개발25,192,000 25,19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73-000/[RCMS]심미적 건축 디자인 적용을 위한 마이크로 패턴 컬러 BIPV 모듈 개발8,488,300 8,488,3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72-000/[시간강사/추경]중소기업의 공급사슬 위험관리와 회복력에 관한 실증연구3,25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71-000/[시간강사/추경]<맹자> 불인지심(不忍之心)의 감각적 한계와 확장에 관한 연구3,25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70-000/[시간강사/추경]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의 헌법적 고찰3,25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69-000/[시간강사/추경]다산 정약용의 상제론 연구에 대한 이율배반 검토–‘上帝에 이르는 두 가지 길’-3,25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68-000/[시간강사/추경]J.S.Gale의 <견첩록(見睫錄)> 영역(英譯) 연구3,25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67-000/[시간강사/추경]글로벌 리스크가 동아시아 FTA 무역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3,25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66-000/[시간강사/추경]단군신화에 나타난 한국사상의 원형과 유교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3,25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65-000/[시간강사/추경]1920년대‘생활’담론과 사실주의의 인식3,25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64-000/[시간강사/추경]근대 일본의 조선사 연구:통계적 접근3,25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63-000/[시간강사/추경]사회적 기업의 정체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3,25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62-000/[시간강사/추경]김지하 문학·사상의 자기 구원 서사와 예술로서의 정치3,25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61-000/[시간강사/추경]조선후기 영남지역 유입 外人과 그 후손들의 先祖에 대한 기록과 기억-항왜인과 향화·황조인에 대하여3,25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60-000/[시간강사/추경]서예 걸개양식(簇子)의 기원 및 가치3,25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59-000/[시간강사/추경]왕부지와 정약용의 중용 주석 비교 연구-'제1장’을 중심으로3,25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58-000/[시간강사]다산학단의 {주역} 해석 방법론 연구-정약용의 아들들과 방산 윤정기의 {역전익(易傳翼)}을 중심으로-3,25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57-000/[시간강사]자형분석을 통한 秦文字 斷代연구 3,25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56-000/[시간강사]17세기 율곡학파의 기수(氣數) 논변 3,25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51-000/산업AI와 불확실성 정량화 이론에 기반한 스마트 공장 디지털 트윈 모델 개발43,497,085 125,31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50-000/[RCMS]정밀가공 조건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연구 및 촉진2,494,800 2,494,8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36-000/[통합EZ][한-미]범죄와 탐정의 문화사 연구 600,000 28,03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33-000/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위한 20%이상 신축성을 갖는 백플레인, 발광화소용 유기전자소재 개발6,380,000 21,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31-000/[IITP]농수산식품 이력 위·변조방지용 R2R 인쇄 NFC 액티브 QR코드-라벨 활용 스마트폰 연동 시스템 구축(400,000) (4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30-001/[RCMS-성대]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공정 미래가치창출 전문인재(Value Chain 인재) 양성사업19,141,200 19,141,2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26-000/[e나라도움]재난관리분야 전문인력 양성 58,063,000 58,06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24-000/[통합EZ]자동화 시스템을 위한 실시간 데이터 관리와 적응적 모델 서빙19,736,458 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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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20-000/[통합EZ]손발톱조직 제조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2,400,672 112,509,31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15-000/[통합EZ]능동형 선택성 자기회합기술 기반 스마트 피부바이오유체개발36,291,050 38,76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13-000/[통합EZ][한국형SGER]딥러닝 기반 정보확산과정 예측18,796,284 10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12-000/[RCMS]차세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경쟁력 선도를 위한 재직자교육사업27,377,800 28,877,8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08-000/[EZ]유/무기 나노 복합체의 여기 상태 분석과 광전자 소자 응용11,850,020 23,140,34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07-000/[학생인건비풀링제]기계학습용 텍스트 데이터 레이블 자동생성 및 검증도구 개발7,726,718 8,161,98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606-000/인간 크기의 팽창식 소프트 로봇 팔 개발 24,894,000 24,89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95-000/[RCMS]Oxide TFT용 PECVD 개발 및 신뢰성 검증 시스템 구축19,757,670 19,757,6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94-000/[정책중점]사교육비 경감 정책 개발 지원 정책연구50,862,250 20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93-000/[통합EZ]무탄소 연료로서 암모니아의 실용화 연구32,686,595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92-000/[EZ]피부장벽기능 강화를 위한 지능형 피부과학유체 개발33,472,174 49,447,4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90-000/[김영재]복합-차원 나노 물질을 기반으로 한 다진법 논리 소자 및 메모리 개발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87-000/[가천대이관][일반공동]SNS 서비스를 활용한 이미지 마케팅 기법 연구: 딥러닝 기반 빅데이타 분석18,097,779 47,714,94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86-000/[RCMS]두께 불균일도 3% 이하 PCB 기판 구리도금용 ICT 융합형 스마트 도금 제어 시스템 및 도금공정 기술 개발17,688,368 17,688,36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83-000/[RCMS]실리콘 태양전지의 이론 한계효율(30%)을 극복하는 슈퍼 태양전지14,231,090 14,231,0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79-000/[가천대에서이관됨/EZ-IITP]6DoF지원 초고화질 몰입형 비디오의 압축 및 전송 핵심 기술 개발32,169,548 32,424,53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74-000/[학생인건비풀링제]딥 러닝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원작자 증명- 24,26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71-000/[EZ]딥 러닝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원작자 증명 - 13,119,85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70-000/[EZ]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인공지능 계산 플랫폼 연구20,860,950 26,191,86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9-000/[통합EZ]나노탄소를 이용한 고성능 유연 열음향 소자 개발 및 응용43,225,426 76,96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7-000/[EZ]2차원 혼성 구조의 촉매 원리 규명에 대한 연구14,337,300 64,741,89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5-001/[RCMS]반도체 인프라를 활용한 수요 맞춤형 플랫폼 구축227,209,830 227,209,8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4-000/[RCMS]열충격 2000cycle 이상 신뢰성을 갖는 모바일용 내충격 언더필 소재 및 접합모듈 기술 개발51,535,000 51,53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2-015/2019 예비창업패키지(추경_사업화지원)-황헌 3,020,000 56,4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2-014/2019 예비창업패키지(추경_사업화지원)-황용철21,454,700 51,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2-013/2019 예비창업패키지(추경_사업화지원)-유혜원 9,397,273 51,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2-012/2019 예비창업패키지(추경_사업화지원)-왕용준 4,999,000 47,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2-011/2019 예비창업패키지(추경_사업화지원)-소병우12,902,580 47,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2-010/2019 예비창업패키지(추경_사업화지원)-백미숙 8,425,000 47,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2-009/2019 예비창업패키지(추경_사업화지원)-박지선10,421,565 47,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2-008/2019 예비창업패키지(추경_사업화지원)-김헌 4,897,646 56,4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2-007/2019 예비창업패키지(추경_사업화지원)-김학수 1,500,000 51,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2-006/2019 예비창업패키지(추경_사업화지원)-김태준 9,518,090 51,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2-005/2019 예비창업패키지(추경_사업화지원)-김웅경 7,018,345 56,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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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2-004/2019 예비창업패키지(추경_사업화지원)-김영은22,359,437 51,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2-003/2019 예비창업패키지(추경_사업화지원)-김상신15,000,000 56,4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2-002/2019 예비창업패키지(추경_사업화지원)-김상국23,827,925 51,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2-001/2019 예비창업패키지(추경_사업화지원)-강수정10,916,495 51,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1-008/2019 초기창업패키지(추경_사업화지원)-이지섭62,200,000 8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1-007/2019 초기창업패키지(추경_사업화지원)-이계준40,681,818 74,56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1-006/2019 초기창업패키지(추경_사업화지원)-양희찬68,280,000 68,5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1-005/2019 초기창업패키지(추경_사업화지원)-양승호65,083,351 68,5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1-004/2019 초기창업패키지(추경_사업화지원)-박승희51,778,000 74,56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1-003/2019 초기창업패키지(추경_사업화지원)-김형철79,700,000 8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1-002/2019 초기창업패키지(추경_사업화지원)-김태형61,000,000 74,56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1-001/2019 초기창업패키지(추경_사업화지원)-김진희61,197,997 74,56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60-000/[가천대에서이관됨/EZ-IITP]고품질 VR 콘텐츠 실시간 서비스를 위한 분할영상 스트리밍 기술 개발10,383,581 10,397,14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59-000/[통합EZ]갈색 및 베이지 지방세포의 cold stress에 반응한 thermogenesis과정에서 탈 인산화 효소 기능에 대한 연구25,042,608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57-000/[RCMS]공작기계용 국산 CNC 시스템 실증 18,306,635 18,306,63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55-000/2019 예비창업패키지(추경) 52,567,519 168,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54-000/[통합EZ]100 큐비트급 확장성을 위한 차세대 초전도 양자컴퓨팅 핵심요소기술연구84,073,133 391,4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52-000/[통합EZ]양극성 장애 유전적 고위험군 대상의 체계적 조기 개입 전략 수립을 위한 양극성 장애 발병의 위험 표지자 및 보호 표지자 규명8,786,520 14,36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49-000/[통합EZ]기능성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뇌 시계열 시각 정보 실시간 해독  개발 연구9,999,996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48-000/[EZ][한양대이관][한국형SGER]딥러닝 기반 정보확산과정 예측- 18,49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47-000/[통합EZ]고색재현 RGB 수광소자용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개발58,955,720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45-000/[RCMS]유전영동기반 모바일 집진시스템 55,787,655 55,843,95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43-000/[가천대에서이관됨/[EZ][이공/중견]]가상현실 공연장을 위한 360도 비디오 실시간 스트리밍 시스템 개발35,464,885 40,122,10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42-000/[민간투자금]이차원 재료를 활용한 NC FET 기반 슈퍼 스팁 특성 저전력 스위칭 소자 개발51,340,550 52,63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41-001/[RCMS-본교]이차원 재료를 활용한 NC FET 기반 슈퍼 스팁 특성 저전력 스위칭 소자 개발44,953,640 44,953,6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38-000/[EZ]뭉치 화합물에 기반한 국부적 화학 결합의 조절과 이를 이용한 비정질 화합물 화학의 개발19,349,878 20,480,17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37-000/[EZ]다공성 금속칼코겐화물과 파이전자 소재를 이용한 원자력 폐기물내 방사능 금속 이온 흡착소재 개발11,189,800 13,571,54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36-000/[EZ]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자패키지 인터커넥트 결함의 실시간 진단방법 연구13,899,421 50,733,48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35-000/[EZ]손쉬운 화학적 합성법을 이용한 금속 칼코제나이드 및 할라이드 기반 고성능 열전 박막 소재 개발11,763,240 17,477,38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33-000/[RCMS]극저온 중절삭 가공기 실증 37,652,900 37,652,9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525-001/[통합EZ]고효율 청색 발광을 위한 스핀 변환체 개발74,391,387 115,13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323-000/고리형펩타이드 혼합물을 활용하여 장관 면역조절 기능성을 갖는 장건강용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30,083,127 96,99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322-000/고성능 하이브리드 촉매를 이용한 올레핀의 CO2 기능화 반응 개발6,159,288 21,00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319-000/[EZ]고효율 적응형 딥러닝 학습 플랫폼 18,279,630 29,36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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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318-000/[통합EZ]Corticotropin releasing hormone에 의한 신경줄기세포의 줄기세포능 강화기술 개발28,038,078 20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317-000/[IITP-EZ]기계학습용 텍스트 데이터 레이블 자동생성 및 검증도구 개발37,616,110 40,176,69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316-000/[시간강사]시간과 현존의 관계에 대한 하이데거 사유의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313-000/2019 실험실창업 이노베이터 육성사업 15,450,000 22,5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310-000/[통합EZ]비소세포폐암 흉수의 유전체 분석과 오가노이드 배양을 이용한 EGFR 표적치료제(TKI) 1차 내성기전 연구9,960,000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309-000/[통합EZ]세포 밖 소포체를 이용하여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은 유방암 환자의 예휴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 발굴9,960,000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95-000/[시간강사]대학생 말하기 텍스트의 글쓰기 텍스트로의 전환 양상 분석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94-000/[통합EZ]치료용 항체 발현 성체줄기세포의 자가면역질환 치료기술개발43,075,000 78,3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93-000/나노복합체 기반 고효율 마찰 정전기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개발14,822,829 22,44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92-000/지속가능한 스포츠 ODA의 방향과 과제 : 학제 간 연구와 델파이 분석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91-000/운동으로 유도된 장내미생물 대사체에 의한 패혈증 치료 방안 탐색 연구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90-000/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노년기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좌식행동습관의 역할 검증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89-000/기술숙련성과 관찰시점에 따른 운동심상과 활동관찰 통합중재의 효과성 차이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88-000/[통합EZ]뇌질환 치료를 위한 뇌혈관장벽 투과 유전자 치료 기술26,058,760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85-000/[통합EZ]심혈관계 질환의 환자 특이적 유전 소인을 위한 유전형-전사체-표현형의 통합 모델 개발15,114,370 4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83-000/[통합EZ]금속 촉매를 이용한 케톤 화합물의 입체선택적인 C(sp3)-H 활성화 반응의 개발22,000,004 4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78-000/[통합EZ]수화 윤활 특성을 가지는 자극감응성 마이크로젤 기반 이중구조 하이드로젤 합성22,007,770 4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77-001/[IITP-EZ][본교]농수산식품 이력 위·변조방지용 R2R 인쇄 NFC 액티브 QR코드-라벨 활용 스마트폰 연동 시스템 구축177,345,336 211,691,34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76-000/[통합EZ]미래양자소자를 위한 2차원 텔루륨 화합물의 적층성장 연구3,666,700 4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75-000/[통합EZ]2차원 전자화물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 결정 소재의 실현20,767,301 4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74-000/[통합EZ]결정구조의 차원과 대칭성 및 스핀-궤도 상호작용의 제어를 통한 새로운 층상구조 위상물질 구현20,226,173 4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73-000/[통합EZ]엑시톤 절연체의 초전도 현상 및 광학적 특성 연구21,978,420 4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72-000/[통합EZ]다각수 합의 정규성 21,428,126 4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71-000/[통합EZ]부피 밀도함수, 라플라시안, 곡률을 이용한 리만 다양체 결정27,283,825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70-000/[통합EZ]2차원 전이금속 칼코겐화합물 양자점을 이용한 다중 엑시톤 현상 연구23,227,972 23,48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69-000/[울산과기원이관][EZ]IoT 센서 융합을 이용한 교량 이음부 건전성 평가 및 교량 네트워크 관리기술 개발2,388,750 2,884,02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68-000/[통합EZ]미세촉감의 인지 및 분류와 개인의 건강지표 수집이 가능한 다기능성 촉감피부의 개발22,015,272 4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67-000/[통합EZ]이야기 이해 지능의 뇌기제 연구 및 예측 뇌표지자 개발12,688,796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66-000/[통합EZ]다층구조 그래핀 준결정 제작 및 ARPES를 이용한 전자구조 분석 연구22,168,328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65-000/[통합EZ]상호작용하는 많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집단의 거시동역학 연구26,741,342 54,79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64-000/[EZ]소수성 솔베이션에 의한 도전적인 분자촉매반응10,609,977 37,413,93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55-000/[통합EZ]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이공학기반 첨단 및 융합금융공학11,948,533 14,36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54-000/[통합EZ]Macro-autophagy에 의한 신규 c-Fos 조절 기전의 분자적 이해20,644,950 4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53-000/[통합EZ]결함 엔지니어링을 이용한 프로톤전도성 세라믹 연료전지의 내구성 향상법 개발9,999,996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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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52-000/[통합EZ]다광자 상향변환 플라즈모닉 나노레이저 바이오센서 개발11,111,230 4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51-000/[통합EZ]자극 반응성 마이크로캡슐의 3D 프린팅 기술 개발 및 이의 연성 작동기로의 활용13,260,274 4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50-000/[통합EZ]상향변환 마이크로 레이저를 활용한 살아있는 세포내 생체분자 다중검출 기술 개발48,017,743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49-000/[통합EZ]교류 전압 구동형 광전기화학 수소 생산을 위한 복합전기전도성 광전극층 소재 개발 연구9,920,000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48-000/[통합EZ]색 공간 기반의 이미지 분석으로 초고감도 정량 분석이 가능한 ON-OFF 타입의 색 변화 센서 플랫폼 개발17,975,122 4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47-000/[통합EZ]자가 발전형 웨어러블/인체삽입형 의료기기를 위한 마찰발전 소자 개발 연구44,000,000 4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45-000/[통합EZ]저차원 반도체 구조에서의 전자전송 Bose-Einstein 응축40,216,780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42-000/[시간강사]대학 수업 과제 발표 능력 평가 구인 설계와 적합성 검토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41-000/[시간강사]『기록실로의 여행』에 나타난 대체역사 연구:뇌조작을 통한 기억이식의 관점에서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37-000/[RCMS]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공지능 비전 모듈 통합형 임베디드 로봇장비 제어 시스템 개발31,245,411 31,245,41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35-000/[통합EZ]Colibactin에 의한 대장암 발병의 기전 규명 및 예방법 제시44,000,000 4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34-000/[통합EZ]메닌에 의한 DAXX/ATRX 의존적 H3.3 암 에피지놈 형성 연구61,458,573 72,01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33-000/[통합EZ]면역항암제 탑재 표적지향성 광감작 나노입자를 활용한 재발성 난치암 Triple 상승치료 플랫폼 연구67,644,395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32-000/[시간강사]기본소득은 정당한가?:비판적 젠더정의관점을 중심으로2,311,120 2,311,1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28-000/사이토카인에 의한 Hippo 신호전달경로 활성화와 암세포 미세환경 조절27,233,000 27,23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27-000/성의 진화에 관한 연구 - 다양한 sexual type을 보이는 조류 Vaucheria에 대한 유전체 분석을 통하여27,233,000 27,23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26-000/[통합EZ]가시광선을 이용한 기능성 유기 화합물의 입체선택적인 합성32,355,307 62,61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22-000/2019 초기창업패키지(추경) 21,344,390 4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20-000/[통합EZ][중견재도약]음성사용자인터페이스와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명성(reputation) 모니터링 시스템 발 연구985,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19-000/[명지대이관][신진]소아암 자녀와 사별한 부모의 삶에 대한 연구6,707,400 8,808,1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18-000/건축물의 구조성능 향상 기술 개발 9,688,382 21,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16-000/[시간강사]독립 학문으로서 게임의 학문 정체성 탐색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15-000/개선된 형태의 바이러스를 죽이는 나노천공자 개발28,051,000 28,05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14-000/[RCMS]차세대 LED 칩 광소자의 분광학 기반 특성평가 국제표준 개발10,763,000 10,76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13-000/[EZ]치주인대줄기세포의 T세포 중심 면역조절 기전연구13,392,700 13,752,77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12-000/약학적 활성을 갖는 N-헤테로고리 화합물의 신규 합성법 개발 및 응용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11-000/다국가 연구를 통한 약물역학 환자-기반 연구 설계에서 발생하는 입원 환자 약물치료정보 누락 (측정불가시간 비뚤림) 해결 방안 개발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09-000/[위드키디]거동불편 노인의 케어 질 향상을 위한 돌봄부담 평가도구 개발을 통한 돌봄로봇 현장실증 연구55,970,702 62,6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06-000/[EZ]다양한 함수체에서 대수기하부호의 연구 및 응용23,993,231 25,108,25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05-000/[한수정]인간췌장암유래 오가노이드와 pancreatic stellate cells 을 활용한 췌장암국소침윤 모델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04-000/[최민지]임신중독증 동물 모델에서 Chloroquine에 의한 예방 효과 규명 및 세포자식작용이 ...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02-000/[통합EZ]국소진행성 신세포암의 근치적 신장절제술 후 재발 억제를 위한 면역조절약물과 혈관내피성장인자 표적치료제 ...12,488,855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200-001/[1세부][EZ-IITP]드론에서의 실시간 고정밀 음성 방향 탐지를 위한 딥러닝 기술 연구109,902,167 172,19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98-000/[SSK]뉴노멀 시대 '뉴데모크라시' 33,498,106 99,9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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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97-001/[SSK-주관]공존‧협력 모델의 진화와 확산 102,276,420 267,755,05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95-000/[시간강사]근대 전환기 한말사대가의 결속과 현실 대응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94-000/[시간강사]해방 후‘전향’의 지역적 특성과 미디어의 역할 -<민주중보>(부산)를 중심으로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93-000/[통합EZ]파킨슨병의 소뇌성운동실조증에서 PA2G4 역할 규명10,020,000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92-000/[통합EZ]PRMT1에 의한 혈관 평활근 기능 조절 및 심혈관 질환 제어 기전 연구10,004,000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91-000/[시간강사]1970년대 한국, 홍콩, 일본의 트랜스내셔날 영화연구:'액션’과‘섹스’라는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90-000/[시간강사]18세기 중･후반 가곡문화의 가창전승 담론과 가집의 편찬 양상-『해동가요』박씨본을 중심으로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89-000/[시간강사]민주시민교육과 필리아 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88-000/[시간강사]世宗과 世祖의 리더십-德治를 중심으로-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87-000/[시간강사]조선후기 가사의 대중화 양상 연구-이운영의 가사 작품을 중심으로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86-000/[시간강사]중국 동북지역 발전전략과 중앙ㆍ지방관계: 지역정치경제 동학을 중심으로2,166,670 2,166,6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85-000/[시간강사]『고사기』에 나타난 '홍국(弘國)'의 사상:｢서문｣의‘홍국’개념과 본문의 구조적 상관성을 중심으로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84-000/[시간강사]시위 퍼포먼스의 안무적 확장 및 유형화 연구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83-000/[시간강사]학문 목적 유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연구-문제중심학습(PBL) 활동 중심으로-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81-000/[시간강사]조선시대 劉向 《說苑》의 인식과 활용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80-000/[시간강사]한국 애니매이션의 유아 인성교육과 유교철학적 함의 연구-<뽀롱뽀롱 뽀로로>와 <<사소절>> <동규>편의 대비를 중심으로-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79-000/[시간강사]삼킴과 토함의 아버지 신화- 크로노스에서 피노키오까지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78-000/[시간강사]그람시와 함께 역사를 재사유하기 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76-000/[시간강사]‘음예’의 장소성-다니자키 준이치로 『음예예찬(陰翳礼讃)』에 나타난 기억의 영토화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75-000/[시간강사]환대의 가능성-토미 웅거러의 그림책을 중심으로-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74-000/[시간강사]한국 남성의 근대식 전통 복식 일습의 성쇠:마고자와 조끼3,25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73-000/[시간강사]크루즈선사와 선원의 해양 안전문화에 관한 연구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72-000/[시간강사]주식 가치평가요인이 외부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70-000/[시간강사]히포크라테스의 <숨에 관하여>에 나타난 의술과 수사술 및 자연철학의 만남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69-000/[시간강사]대외정책의 분석모델:사회심리학적 관점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68-000/[시간강사]유교와 불교에 관한 최치원의 인식변화-사산비명(四山碑銘)을 중심으로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67-000/[시간강사]독립운동가들의 문집 현황 실태 고찰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66-000/[시간강사]웅진도독부의 대외정책 연구-신라 ･ 일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65-000/[시간강사]橘山 李裕元의 燕行과 記錄-燕槎日錄을 중심으로-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63-000/[시간강사]파괴와 새 구성: 파울 클레와 카를 아인슈타인의 형상화방식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62-000/[시간강사]포스트-하노이 국면에서의 미중 무역전쟁과 대북문제의 상관관계:희생양 가설과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60-000/[시간강사]인류세의 글쓰기: 루스 오제키의『시간존재를 위한 이야기』에 재현된 글로벌 환경정의와 위험사회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59-000/[시간강사]공공․민간 사회복지사의 감성노동에 대한 결정요인 비교연구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58-000/[시간강사]마케팅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IPO 시장을 중심으로6,500,000 1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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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57-000/[시간강사]조선후기 상수역학연구- 17~19세기 조선유학의 <홍범황극내편> 연구양상6,5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56-000/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832,196,909 1,00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54-000/[통합EZ]에너지 항상성을 조절하는 신규 내재성 단백질33,845,697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53-000/[통합EZ]AC i-motif의 구조 기능 연구 55,218,280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52-000/[통합EZ]숙주 담관 상피 세포 병태 생리학적 변화를 유도하는 간흡충 분비배설 단백체의 병인 기전 및 숙주-간흡충 단백질 상호 작용 분석31,181,965 62,61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46-019/2019 예비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홍아영 16,437,585 38,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46-018/2019 예비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정재욱 - 44,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46-017/2019 예비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장현식 41,458,239 50,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46-016/2019 예비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이혜진 30,177,038 44,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46-015/2019 예비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이봉기 21,711,790 50,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46-014/2019 예비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이동규 34,910,557 50,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46-013/2019 예비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윤정상 14,831,450 44,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46-012/2019 예비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안정우 29,028,453 44,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46-011/2019 예비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배세린 19,108,182 50,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46-010/2019 예비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박지웅 19,715,537 38,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46-009/2019 예비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김현진 10,081,309 44,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46-008/2019 예비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김진배 40,628,182 44,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46-007/2019 예비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김우서 31,350,000 44,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46-006/2019 예비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김영태 12,483,782 44,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46-005/2019 예비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김민우 - 38,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46-004/2019 예비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김도식 17,904,116 44,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46-003/2019 예비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권순조 44,218,182 44,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46-002/2019 예비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권순오 12,995,857 38,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46-001/2019 예비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권성령 17,381,592 44,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45-000/[SMTECH_포인트제]중성입자를 이용한 선형 poly-si 증착기 개발12,160,400 12,160,4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40-000/[박성수]믿음 문장과 대언적/대물적 믿음 태도25,238,000 25,23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39-000/[구자원]16~17세기 한일관계의 기반과 목적에 대한 연구: 통제와 자유의 관점에서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33-000/[EZ]고효율 장수명 Pb-free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자기술개발13,135,180 67,4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31-000/‘Unit Layer Zeolite’의 새로운 합성 및 이를 활용한 기상의 디메틸에테르 전환 반응연구26,801,000 26,80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30-000/[RCMS]대면적 OLED 양산을 위한 양자효율 20% 이상의 RGB 지연형광 소재개발 및 잉크젯 프린팅 기술개발52,446,715 52,446,7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29-000/[EZ]적층된 이차원 물질의 이방성 전자전도 양자 현상 규명 및 전자 소자 응용47,172,140 61,671,99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28-000/[통합EZ]종양미세환경 속 PD-L1 expression within tumor microenvironment for Zr-89 immumo-PET and Lu-177 ...35,102,408 35,22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27-000/[통합EZ]효능 증진 중간엽줄기세포 기반 면역질환 유전자치료제 구축 기술 개발26,806,170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25-000/[RCMS]20um급 초미세 피치용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접속을 위한 전도성 입자의 자가조립융착형 전도성 접착소재 개발74,461,277 74,46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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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24-000/[RCMS]비진공 공정 제조를 위한 OLED용 화소전극 소재 및 인쇄 공정 핵심기술 개발21,743,050 24,833,0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23-000/비알콜성지방간염 유래 간암과 간세포의 탈분화에서 탈인산화효소인 Ssu72의 기능 연구25,472,000 25,4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22-000/[남재석]전기화학적 전환반응을 이용한 금속산화물기반 리튬공기전지 전극 소재 연구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20-000/[통합EZ]에피지놈 다이나믹스 제어 연구센터 422,016,105 615,78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19-000/[중견]애덤 스미스의 사회/정치철학과 공공재정 및 조세5,761,024 14,9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09-000/[RCMS]OLED 공정용 90kW 지능형 RFS(RF Power System) 개발38,771,950 38,771,9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05-002/[해수부_RCMS]해양수산생물 유전체정보 분석 및 활용기반 구축(해양식물 유전체정보 생산 및 분석)32,575,587 34,455,49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05-001/[해수부_RCMS]해양수산생물 유전체정보 분석 및 활용기반 구축(해양식물 유전체정보 생산 및 분석)102,823,332 136,619,76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02-000/머신러닝을 활용한 동물 멸종 위기 등급 예측 1,425,000 1,42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101-000/CNN 모델을 통한 부동산 가격예측 모델 개발 및 시뮬레이션3,266,692 3,266,69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97-002/[2세부-성대]바이러스 추출 핵산과 결합할 수 있는 형광 분자 표지 （fluorescence molecular beacon）의 개발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바이러스 검지 기술 개발38,485,143 54,210,41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97-001/[주관(1세부)-성대]구제역과 조류독감 바이러스 감염 진단 및 혈청형 또는 아형을 구별하기 위한 종이 기반 검지 기기 개발17,353,680 55,702,5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96-000/[EZ]비선형 자기학 및 사이버 피지컬 접근을 통한 원자력 발전 설비의 고온 열화 요소 연구17,438,00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95-000/[EZ]소프트웨어 정의 커넥티드 카 66,357,543 79,920,13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92-000/[RCMS]저원가 고효율 모듈용 셀 분할 및 연결.접합 기술 개발37,553,890 37,553,8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90-003/[EZ]공유결합성 인공원자 분석 68,782,006 105,667,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90-001/[EZ]공유결합성 인공원자 합성 및 응용 282,622,992 320,91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88-000/[EZ]초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위한 고효율 고신뢰 운영체제 기술 개발46,276,932 156,689,5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85-000/[RCMS]염색가공산업의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머신러닝 기반 에너지 최적화 플랫폼 개발7,620,900 7,620,9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84-000/[RCMS]글로벌 에너지소재 혁신인재 양성 121,114,582 121,114,5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81-000/텍스트마이닝과 소셜 컨텍스트를 활용한 소셜 미디어의 가짜 뉴스 탐지 방법 연구1,953,631 1,953,63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73-000/[EZ]상향변환 광유전학 기반 말초신경 증강 플랫폼 개발33,755,000 33,75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71-000/단백질  단분자층 코팅을 이용한 그래핀 표면 전하 조절 및 이를 이용한 그래핀 기반 신경세포 성장 플랫폼 개발4,953,000 4,95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7-000/3D NAND 산화막질화막 stack의 선택적 질화막 제거를 위한 건식 식각 공정 및 응용기술 개발87,719,778 87,72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5-001/[EZ][1세부-성균관대]생체모사 근육형 구동기 기술 개발111,867,225 172,80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4-000/[RCMS]바이오매스 고품위화를 위한 고효율 반탄화 기술 실증34,010,000 34,01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3-000/[EZ]초저전력 인공지능 프로세스 구현을 위한 광기반 뉴로모픽 소자 및 어레이 개발96,848,900 148,717,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2-000/[EZ]혈당센서의 GDH효소에 감응하는 전기화학적 중간체 개발33,087,249 33,087,24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1-023/2019 초기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최현배 68,580,000 68,5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1-022/2019 초기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조영득 80,000,000 8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1-021/2019 초기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조덕수 80,000,000 8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1-020/2019 초기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이창우 80,000,000 8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1-019/2019 초기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이창열 68,579,955 68,5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1-018/2019 초기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이재민 68,580,000 68,5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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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1-017/2019 초기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이영균 68,579,538 68,5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1-016/2019 초기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이성일 68,579,979 68,5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1-015/2019 초기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이석찬 68,580,000 68,5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1-014/2019 초기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이강윤 68,580,000 68,5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1-013/2019 초기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윤홍섭 68,580,000 68,5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1-012/2019 초기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유영선 66,167,091 68,5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1-011/2019 초기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양규석 68,580,000 68,5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1-010/2019 초기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박일한 79,999,673 8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1-009/2019 초기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박붕렬 68,577,000 68,5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1-008/2019 초기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문승대 85,730,000 85,73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1-006/2019 초기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남재도 91,439,998 91,44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1-005/2019 초기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김형태 68,558,463 68,5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1-004/2019 초기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김한주 91,440,000 91,44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1-003/2019 초기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김종희 79,942,275 8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1-002/2019 초기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권영덕 79,763,605 8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1-001/2019 초기창업패키지(사업화지원)-곽금철 68,550,000 68,5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60-001/[RCMS-성대]PFC 가스 대체용 Fluorocarbon 계열 Precursor를 이용한 식각 공정 개발197,410,433 197,410,43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57-000/2019년 수요대응형 기업애로해결사업(수요발굴지원단)14,447,710 14,447,7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56-000/[중기부 RCMS]장치의 부품 자동인식 AI 기술 및 AR 융합기술 개발14,976,000 14,97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55-000/[EZ]형상제어 유-무기 분자 네트워크의 메크로 구조체 합성 및 감지소자 응용71,750,000 71,7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54-000/발효 귀리 및 유효성분 avenanthramides에 항염증. 피부. 혈관. 고지혈증 약리 평가 및 기전 연구36,135,320 48,6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48-000/pH sensitive 고분자를 이용한 차세대 세포 배양과 탈착 기술개발4,625,000 4,62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47-016/[EZ][세부-이재성]해양무척추동물에서 해양산성화가 미치는 순화(馴化) 및 적응의 세대간 영향14,349,100 1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47-015/[EZ][세부-배한용]고성능 프러스트레이티드 루이스-페어 촉매를 이용한 새로운 화학반응15,956,750 2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47-014/[EZ][세부-김진섭]전자현미경 영상의 컴퓨터 분석을 통한 소뇌 미세신경회로 작동기전 연구24,648,240 2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47-013/[EZ][세부-팽기욱]유리전이의 동역학에 기반을 둔 비결정질 고체의 열역학적 안정성 이해19,834,507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47-012/[EZ][세부-이진용]금속산화물 나노입자 촉매의 엑시톤 동역학 규명18,622,820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47-011/[EZ][세부-김현수]분수계 보조 방정식과 비선형 편미분방정식의 해의 안정성과 제어력에 관한 연구19,800,240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47-010/[EZ][세부-김수민]하디공간상의 토에프리츠 작용소 연구16,576,730 19,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47-009/[EZ][세부-조명숙]차세대 염기서열 분석(MIG-seq)을 이용한 벚나무속 식물의 진화사 탐구19,998,256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47-008/[EZ][세부-정동근]저유전상수 물질의 유전상수 매커니즘 규명과 초저유전상수 물질의 형성 연구10,099,060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47-007/[EZ][세부-권오갑]천-시몬즈 물질장이론의 정확한 중력대응을 이용한 강상계의 연구19,928,588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47-006/[EZ][세부-리난난]저차원 헤테로나노물질의 기능화와 그 응용24,999,940 2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47-005/[EZ][세부-황병훈]상대론적 BGK 모델: 고전역학, 양자역학, 우주론 그리고 기체혼합물로의 응용24,999,970 2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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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47-004/[EZ][세부-박진석]A20-C/EBPα 매개 유비퀴틴 변형 시스템에 의한 지방분화 및 지질대사 조절의 새로운 분자 기전 연구8,323,180 8,323,1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47-003/[EZ][세부-Cristoph Toennis]아이스큐브를 활용한 수명이 긴 매개입자와 상호작용하는 암흑물질 연구24,999,940 2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47-002/[EZ][세부-안성준]그래핀 준결정에서의 디랙전자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23,136,225 2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47-001/[EZ][총괄-유인태]기초과학연구소 157,490,158 512,676,8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46-000/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미분방정식의 풀이 4,950,160 4,95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45-000/신경세포 간 연결과 신호전달효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4,875,130 4,875,1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44-000/[EZ]극한 상황에서의 핵반응 연구 18,733,578 65,5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29-000/야누스 복합 멤브레인을 이용한 유수분리 시스템 개발3,379,482 3,379,4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25-000/저온 접합 기반 3차원 적층 소자용 저온 에피텍시 공정 기술 개발35,014,782 35,12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22-000/[EZ]BEOL Via 집적형 신소자 공정플랫폼 및 응용소자 개발122,666,913 164,4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21-000/oneM2M 표준을 따른 공장 내 IoT 센서 기반 데이터 관리 및 예측 시스템 구축4,978,240 4,978,2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20-000/초파리 Odorant binding protein(OBP) 유전자군에 대한 GAL4 library 제작 및 발현 양상 확인4,989,000 4,98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19-000/차세대 리튬 이차 전지 응용을 위한 박막으로 보호된 리튬 금속 전극 제작20,000,000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18-000/암 진단 및 관리를 위한 생체모방기술 플랫폼 26,902,305 33,46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17-000/자극 감응형 산화스트레스 유도 고분자를 이용한 암 치료용 나노전달체 개발35,107,910 41,7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15-000/[EZ]자가구성 기반 자율 기계학습 프레임워크 기초 원천 기술 개발132,561,072 307,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13-000/초미세 CutoCu 접합을 위한 나노표면처리 및 저온접합 공정기술 개발26,280,650 26,31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12-000/[EZ]생체신호 진단용 인공피부센서 개발 56,557,030 84,208,68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10-000/[일반공동]境界空間의 專有와 共有 -고·중세 동아시아사 이해의 한 시선41,634,843 97,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07-000/한국 프로스포츠에서 전력균형은 왜 필요한가?18,480,000 3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06-000/[일반공동]이용자 자아상태와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인공지능 스피커 시스템 개발 및 검증55,040,990 134,8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05-000/[일반공동]성폭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연구: 융복합 통합이론의 구축에서 스마트헬스 프로그램 개발까지69,479,638 15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03-000/[RCMS]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아키텍처 및 데이터 집약적 응용처리를 위한 병렬처리 기술 개발36,661,000 36,66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2002-000/[RCMS]셀-모듈 제품화 효율(CTM loss) 이득 전환기술 개발76,320,200 76,320,2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99-000/[e나라도움]환경 비즈니스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240,024,097 240,024,09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98-001/[e나라도움]2019년 스포츠융복합 대학원사업 300,217,460 300,217,4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96-000/[중기부 RCMS]풍력발전기 회전 중 블레이드 건전성 감시 기술개발16,005,999 16,005,99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95-000/[중견]중국 현대 과학 굴기(崛起)의 지식·사상·제도적 연원12,800,000 19,225,1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94-000/[중견]조선후기 도학의 특징과 시대변화에 따른 실천전략의 변화 양상 연구:17세기 大一統의 春秋義理와 宗法, 義起의 국가 적용 논리를 중심으로13,280,000 19,943,5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92-000/[중견]불온과 혁명: 프로이트/Post-프로이트주의 번역의  문화정치학(1945~1979)13,200,000 20,210,9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91-000/[중견]조선 여성의 유가경전 이해에 대한 여성철학적 고찰16,641,040 20,752,53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89-000/[중기부 RCMS]고효율 NIR광 조율이 가능한 웨어러블 PBM OLED용 양자점 광변화필름 개발23,326,200 29,927,2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85-000/[중견]명대 전기 유학사상 연구: 명대 심학과의 상관성에 주목하여13,280,000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84-000/[중견]발생액품질과 수익비용대응 및 보수주의 모형의 연계9,364,997 20,49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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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83-000/[중견]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모델 연구: 팹랩과 적정기술을 중심으로11,875,319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81-000/[EZ]불균형 데이터 분류를 위한 parameter-free 분류 기법의 개발28,689,123 28,689,12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80-000/[EZ]영상-문서 통합분석을 통한 혁신경로 예측기법 개발12,755,290 13,759,71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79-000/[EZ]사물인터넷 기반의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연구13,377,030 14,129,72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78-000/[EZ]3D 프린터기반 스마트팩토리 최적 스케줄링 및 이상상황 대응 사전 리스케줄링 알고리즘 개발5,130,108 5,185,9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77-000/[EZ]A형 손잡이 수공구들의 평가를 위한 측정 시스템 개발 및 연구13,046,780 13,046,7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76-000/[EZ]스마트공장 환경에서 실시간 프로세스 마이닝을 위한 사이버-물리 시스템 개발18,379,943 18,450,06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74-000/[RCMS]당뇨유형판별 및 합병증 진단을 위한 무채혈 나노바이오센서 원천기술개발105,667,000 105,667,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73-000/[RCMS]나노패턴 후면전극 및 용액공정 기반 1 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박막 CIGS를 이용한 효율 20%급 박막 태양전지 개발27,399,935 27,399,93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72-000/[RCMS]나노셀룰로오스와 리그닌계 수지를 이용한 자동차 내장용 복합소재 개발10,199,880 10,199,8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71-001/[RCMS]글로벌 공급 사슬의 조립 및 물류를 위한 사이버물리시스템(C-PALS)89,251,790 91,741,17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69-000/[EZ]골관절염 관련 영역의 모양 변화 예측을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1,307,103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68-000/[위드키디]성폭력 피해자 현황과 성폭력 피해특성 연구6,617,510 6,65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66-001/[민간투자금-1세부]빅데이터 및 기계학습 기반 차세대 반도체 소자 특성 변화 모델링57,105,203 61,40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61-000/[일반공동]근세·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사회와 여성의 역할28,473,438 39,050,85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60-000/[EZ]다중경로 다이라디칼의 스핀-스핀 상호작용 간섭 규명2,058,793 28,72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59-000/[EZ]카이랄 붕소 촉매를 이용한 광화학 합성 반응의 개발14,980,508 47,87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58-000/[RCMS]초고사양(RC 시정수 0.38 F 급) 슈퍼커패시터 개발 및 고출력 모듈 개발54,791,000 54,79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57-000/인라인 모니터링 바이오센서 결합 심장칩 플랫폼 기반 다제약물 내성 박테리아 감염모델 개발23,289,510 23,33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56-000/[EZ][이공/기본]경시적 자료분석을 위한 고차원 공분산행렬의 모형화12,915,919 13,733,45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55-000/[명저]판보이쩌우 자서전 5,000,000 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54-000/[EZ]환자유래검체를 이용한 암미세환경 재현 두경부암 오가노이드 플랫폼 개발13,385,922 13,385,92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53-000/[EZ]척수손상 동물모델에서 사람 성체신경줄기세포의 기능회복 메커니즘 연구13,516,954 13,516,95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52-000/[EZ]첨단소재기술연구소 369,279,461 532,5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51-000/[EZ]Autophagy가 태반 영양막 세포의 침투 및 태반 형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32,609,173 32,609,17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50-000/[EZ]담도암에서 개인맞춤표적치료를 위한 유전체학적 기반구축51,178,070 52,470,8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49-000/[EZ]마이크로채널 내 이상유동 초킹과 임계열유속 간 상관관계 규명을 위한 실험적 연구26,974,994 28,72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48-000/[EZ]차세대 지능형 고신뢰 에너지 클라우드 통합 보안 시스템 연구45,000,401 97,84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47-000/[EZ]자가포식 (Autophagy) 조절인자의 췌장 베타세포 보호 및 항당뇨병 효능 규명15,843,000 16,487,4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46-000/[EZ]Renal hypouricemia 연관 신질환 유전자 탐색 및 유전자 기능 규명 연구와 유전역학 분석 연구27,889,294 27,892,9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45-000/[EZ]항우울제가 세로토닌 수송체 유전변이의 우울증상 발현에 미치는 후성학적 영향 연구13,747,460 13,747,4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44-000/[EZ]뇌졸중 재활의 선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기반 맞춤형 재활 프로토콜 개발13,730,188 13,730,18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43-000/[EZ]간세포 이식 및 바이오인공간 실용화를 위한 간세포 동결보존 기술 개발13,116,000 13,11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42-000/[EZ]림프절 전이 암줄기세포의 신규 표적 발굴 및 치토산/나노 전달시스템을 이용한 제어 연구9,692,360 17,589,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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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41-000/[EZ]Proteomics를 통한 Adiponectin 결핍 상태에서 CTRP9의 대사적 지표 조절에 미치는 기능에 관한 연구14,044,400 14,044,4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40-000/[중견]상트페테르부르크를 읽는 세 가지 시각문법(視覺文法):도시경관과 풍수지리, 도시의 박물관화, 궁중의례의 상징18,348,055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39-000/[EZ]2차원 전이금속 칼코겐화합물 트랜지스터의 수직형 다중 채널 제어 및 응용11,926,100 11,926,1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38-000/[EZ]3차원 구조의 생체 모방형 뇌척수 신경조직 나노소자12,954,000 12,95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37-000/[EZ]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용 SnO2 음극소재를 위한 부분 산화반응 제어에 따른 복합산화물 및 전극구조 디자인과 그의 반응기구에 대한 연구1,625,000 1,62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36-000/[EZ]리오단 행렬을 이용한 쉐퍼형태의 d-직교다항식 연구1,623,720 1,623,7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35-000/[EZ]강상관물질계에서 나타나는 양자임계성과 전자구조의 관련성 연구14,337,900 14,337,9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34-000/[EZ]중적외선 레이저 조사를 통한 고감도 hybrid 2차원 나노 소자 개발13,962,406 13,962,40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33-000/[EZ]다중-갭이 존재하는 초전도체박막의 광분광학적 특성연구26,673,521 26,673,52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32-000/[EZ]고온초전도물질의 전자 간 상호작용 스펙트럼 연구14,800,905 14,800,90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31-000/[EZ]비평형 그린함수 계산을 이용한 분자 접합 소자의 전류 잡음 및 광학 반응 연구16,448,625 16,448,62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30-000/[EZ]그래핀/TMDC/그래핀 이종접합의 비대칭 반데르발스 에너지장벽 제어를 통한  고효율 초박막 광센서 개발6,650,994 1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29-000/[RCMS]록호퍼 시스템 대체용 200 kg/h급 고압 분체연료 주입장치 핵심기술 개발13,888,060 13,888,0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28-000/[EZ]블록공중합체 기반 광결정의 생성 및 반응 특성12,536,471 27,468,79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26-000/[EZ]미세나노구조 제어기술에 의한 pH 민감성 나노입자 제조 및 이를 이용한 약물전달체 개발13,589,370 13,589,64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25-000/[EZ]영상 유도 광역학 치료용 퍼옥실레이트기반 화학발광 나노입자 개발13,241,227 13,241,22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24-000/[EZ]고내열 고투명 non-halogen 난연제 개발 및 이의 응용 연구13,116,000 13,11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23-000/[RCMS]산업단지 판넬지붕용 고분자 복합소재기술이 적용된 경량형(모듈중량 5.0kg/㎡이하) 태양광모듈과 밀착형 설치공법개발 및 실증 상용화 연구개발38,266,160 38,266,1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22-000/[RCMS]발달장애아동 대상 놀이형태의 통합교육을 위한 95 퍼센트 이상의 행동패턴 인식률을갖는 스마트 인터랙티브 기반의 선별진단 및 훈련 로봇 시스템 개발66,465,123 79,751,12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21-000/[RCMS]도심용 건물형 태양광 모듈 개발을 위한 자가 세정 기능의 고부가가치 컬러 유리 개발78,270,260 78,270,2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20-000/[RCMS]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석탄화력 발전소 초 저NOx 연소기술 개발39,200,000 39,2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19-000/암 빅데이터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370,017,245 370,082,65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17-000/[RCMS]외부환경에 강건한 장수명(500사이클 90%이상)ESS용 하이브리드 전지개발20,241,501 20,241,50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16-000/[EZ]시뮬레이션 기반 지능형 초음파 진단 플랫폼 개발13,116,000 13,11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15-000/[EZ]전단 특성을 이용한 2차원 물질의 적층 구조제어 기술 개발13,436,780 13,436,7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14-000/[EZ]반도체/디스플레이 플라즈마 공정 실시간 진단 계측을 위한 질량 분석 반응 동력학 연구11,936,780 11,936,7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13-016/[기업부담금]개인 게임기용 모션 플랫폼 해석 및 제어 알고리즘 개발5,000,000 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13-015/[기업부담금]수소연료전지차 연료전지덮개 3D 프린팅 제작을 위한 엔지니어링플라스틱급 고내열성/고강도 복합소재 필라멘트 개발11,000,000 11,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13-014/[기업부담금]인체 혈류 모사 가능 맥동기 개발10,000,000 1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13-012/[기업부담금]스마트팩토리 운용을 위한 Beacon 기반 스마트 측위 기술 개발3,000,000 3,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13-011/[기업부담금]3D 프린팅용 Mxene/고분자 강화 복합재료 개발11,000,000 11,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13-010/[기업부담금]IoT용 RF/자계 무선충전 수신 IC 설계11,000,000 11,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13-009/[기업부담금]소수화 리그닌을 활용한 친환경 유흡착재 개발14,000,000 1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13-008/개인 게임기용 모션 플랫폼 해석 및 제어 알고리즘 개발15,000,000 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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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13-007/수소연료전지차 연료전지덮개 3D 프린팅 제작을 위한 엔지니어링플라스틱급 고내열성/고강도 복합소재 필라멘트 개발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13-006/인체 혈류 모사 가능 맥동기 개발 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13-005/반도체 배선용 Thin film 평가 기술 개발 20,000,000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13-004/스마트팩토리 운용을 위한 Beacon 기반 스마트 측위 기술 개발29,965,5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13-003/3D 프린팅용 Mxene/고분자 강화 복합재료 개발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13-002/IoT용 RF/자계 무선충전 수신 IC 설계 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13-001/소수화 리그닌을 활용한 친환경 유흡착재 개발25,000,000 2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12-000/[중기부 RCMS]건출단열재용 경질 난연 멜라민폼 개발14,519,562 18,067,63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10-000/[EZ]5G DWDM 용 초저가 가변파장 레이저 및 액정필터 개발23,956,032 23,956,03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09-000/[EZ]2019 인공지능과 스마트응용에 관한 한중 워크샵5,078,163 8,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08-000/[EZ]전이금속이 포함된 ZrO2 나노입자 기반 고효율/고내구성 수소생산 촉매 연구40,314,595 47,87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07-000/[RCMS]130C이상 고온내구성과 투과도 88%이상의 유연 터치 센서80,734,800 87,059,9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06-000/[신진]�주역(周易)��상(象)과 �장자(莊子)��치언(卮言)의 은유투사 메커니즘: 인지언어학 방법에 의한 사유구조 규명과 해석틀 구축15,115,830 18,13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05-000/[EZ]계층형 Mobile P2P 네트워크를 이용한 개인용 무선랜 자동접속 시스템 개발 및 응용22,730,200 22,751,21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04-000/[EZ]사용자 중심적 조종을 위한 제스처 기반 드론 및 컨트롤러에 관한 연구14,847,750 14,847,7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03-000/[EZ]실시간 공공안전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정의 무선센서네트워크 핵심기술 연구12,901,700 12,901,7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02-000/2019 예비창업패키지 109,051,484 212,8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01-000/[EZ]초음파 Cavitation 생성에 의한 고온 액체내 용해가스 제거 Mechanism 규명 및 Modeling에 관한 연구19,013,270 26,770,07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900-000/[EZ]Organic 유전체층과 Unique 제조기술이 적용된 수평 Array 일체형 구조를 갖는 고체 커패시터의 제작 및 전기적 특성 연구13,103,670 13,11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99-000/[EZ]가스터빈용 Ni기 초내열 Singel Crystal 부품의 내구수명 예측기술 개발16,552,700 16,553,0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98-000/[EZ]2차원 나노소재 기반 고효율 에너지 하베스터 개발12,394,950 13,288,21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97-000/[EZ]3D 잉크젯 프린팅에 의한 플렉시블 무유기 하이브리드 소재 및 소자 기초 연구14,906,800 14,907,4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96-000/[EZ]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나노파티클 생성 및 개질13,115,180 13,161,1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95-000/[중견]소통과 신뢰를 통한 도덕적 해이 문제의 해결책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13,681,103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94-000/[중견]비정형 이미지 자료와 텍스트 자료를 활용한 주가방향, 경영성과, 기업위험 예측에 관한 연구: 머신러닝, 딥러닝, 텍스트마이닝 방법의 결합을 중심으로12,946,206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93-000/[중견]함수 분석을 통한 소득과 소비의 장단기 역학 분석14,513,529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92-000/[중견]인수/합병을 통한 신생기업 출구전략이 산업집중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터넷 스타트업을 중심으로11,007,517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91-000/[중견]학술사의 관점에서 본 『奎章總目』-『四庫全書總目』과의 비교를 중심으로-11,573,762 21,911,65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90-000/[중견]영어와 한국어의 여격 구문의 의미와 구조 연구7,200,000 15,2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89-000/[중견]임원경제지의 인용 문헌과 주요 저본들에 대한 연구10,139,000 18,170,1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88-000/[학술연구교수]동아시아의 시야에서 바라본 16~17세기 조선 맹자학의 모색과 굴절22,510,190 40,021,6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87-000/[학술연구교수]ICT 융합 환경에서 동영상 플랫폼의 진화에 따른 미디어 영역의 변화와 과제24,193,916 42,060,4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86-000/[학술연구교수]한국전쟁 시기 동유럽의 북한 지원-동유럽 문서보관소 자료들 중 북한의 전쟁고아 입양과 동유럽의 의료지원 관련 문서를 중심으로]25,845,676 40,022,2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85-000/[학술연구교수]춤추는 도시를 허(許)하였는가?: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안에서의 춤 역할과 그 양면성24,221,000 46,9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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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84-000/[박사후국내]지각적 표상의 비명제성과 지각 경험 내용의 개념성-지각 경험의 표상적 내용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개념주의 제시21,951,376 3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83-000/[박사후국내]17~19세기 동아시아 자전문학 연구21,951,376 3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82-000/[박사후국내]『封神演義』속 聞仲 서사의 의미 지향 및 그 문화적 함의-도교문화 및 한국의 雷神 형상과 관련하여21,951,376 3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81-000/[EZ]자가면역질환 극복을 위한 B-1 및 B-10 세포의 자가면역성 조절13,497,194 1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80-000/[EZ]뇌졸중 환자 자가신경줄기세포의 특성분석 및 뇌졸중 치료메커니즘 연구13,263,149 13,263,14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79-000/[EZ]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의 약제감수성 패턴분석을 통한 치료실패 기전 규명 연구13,139,760 13,139,7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76-000/[중견]포용적인 국제정책조정체제 및 국내갈등조정체계연구:-비대칭적 국가간 지속가능한 포용적 정책조정 및 국내갈등조정체계구축을 위한 유인합치조건(ICC)과 최적지원 및 이전체계 연구를 중심으로-14,289,360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73-000/[EZ]거대 소셜 네트워크의 클러스터링 구조를 활용한 정보 전파 매커니즘 모델링3,573,780 13,02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72-000/[EZ]안전한 미래인터넷 운용을 위한 정보 중심 네트워크의 보안성 강화 연구: Named Data Network 관점10,241,114 13,04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71-000/[EZ]10nm 이하 Transistor의 채널 결함 규명 기술13,003,369 13,063,52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70-000/[EZ]효과적인 기계학습 기반 이종 모달리티 영상 매칭15,880,112 20,012,67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69-000/[EZ]지오펜스 기반 상황인식 정보시스템 개발 12,345,157 16,010,1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68-000/[EZ]가상 현실을 위한 지능적 스토리 생성 기술 연구18,212,829 18,212,82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67-000/[EZ]칩상 도파관 구조를 이용한 저손실 테라헤르츠 집적회로33,699,760 51,698,7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66-000/[EZ]생의학 영상 시스템을 위한 시분해 픽셀 CMOS 이미지 센서 연구17,546,382 53,999,50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65-000/[EZ]초고효율 perovo-Si 이종접합 태양전지 개발11,826,680 12,822,9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64-000/[EZ]양자 터널링층 및 탄소점을 이용한 이차원물질 기반 소자의 오믹 접촉저항 향상 연구21,582,376 21,582,37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63-000/[EZ]정보검색기반 결함추적 효율화를 위한 버그리포트 자동재구성 기술17,255,091 19,930,45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62-000/[EZ]의료용 웨어러블 SoC 에너지 효율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추적형 문턱전압 근접동작 설계기술12,331,926 17,162,4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61-000/[RCMS]중소형 공작기계용 2계통 제어 CNC와 서보, 스핀들 구동 유닛 국산화 개발51,166,600 51,166,6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60-000/[EZ]동적 및 대규모 차량용 클라우드를 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26,034,292 26,034,29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58-000/[EZ]비선형문제의 최적해법과 복소동력학 17,538,082 18,876,83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57-000/[EZ]아스키-윌슨 다항식에 대한 조합론 8,473,962 13,231,63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56-000/[EZ]논리연산기반 DNA 구조 및 패턴 형성 연구11,009,750 13,672,1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55-000/[EZ]중간에너지 중성자에 의한 핵분열 단면적과 핵분열 각도 분포 측정을 통한 핵분열 동역학 연구13,082,579 13,179,63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54-000/[EZ]동적 데이터 분석과 정칙화 22,739,835 22,739,83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53-000/[EZ]양자 기체 동역학 방정식과 그래핀 10,273,000 18,917,4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52-000/[EZ]측도확장성을 갖는 동력계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12,924,498 12,992,48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51-000/[EZ]불변론과 그의 응용 16,389,504 28,523,79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50-000/[EZ]기능성 DNA 나노박막 개발 및 물리적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13,090,500 13,090,5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49-000/[EZ]불연속 비선형 항을 가진 준선형 방정식의 연구14,992,657 18,531,44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48-000/[EZ]목질계 바이오매스로터 수소를 이용하지 않고 초임계유체 내 다중기능을 갖는 촉매를 활용한 one-pot 고부가 화학소재 제조13,045,000 13,04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46-000/[EZ]양자중력 구축을 향한 열역학, 휘어진 공간의 양자장론, 중력대응10,002,272 13,064,52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45-000/[EZ]공개키 암호프리미티브에서 나타나는 다항식관련 알고리즘 연구22,097,713 24,36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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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44-000/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과제 72,250,000 78,2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43-000/핵심연구지원센터(Core-Facility) 조성 지원 과제449,105,500 457,12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42-000/[EZ]최고 임계온도를 갖는 초전도체 설계 및 합성4,910,920 15,885,75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41-000/[EZ]군 작용의 강체성과 이것의 응용에 대한 연구11,920,341 11,940,88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39-000/[EZ]실리콘 기반 고용량 전고체 리튬 이온 전지의 구현13,045,000 13,04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38-000/[EZ]자가발광하는 빛-열 연쇄반응으로 구동하는 새로운 나노복합신약 디자인 제작 및 이의 전립선암 치료 연구12,696,390 13,248,85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37-000/[EZ]가역적 금속-배위결합에 의한 생체적합성 자가치유 폴리아미노산 하이드로젤 접착소재 개발13,372,087 13,372,08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35-000/[중기부 RCMS]가시광(LED)광원에 최적화된 미세먼지 제거용 가로등 개발11,799,220 11,799,2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34-000/[EZ]용액 공정 기반의 금속 산화물 전달층을 이용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 및 안정성 향상 연구15,864,697 15,864,69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33-000/[EZ]양자광학을 이용한 화학/생물 복잡계의 다체 양자동역학25,281,833 66,66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32-003/[타기관][EZ-IITP]차세대 지능형 고신뢰 시스템·소프트웨어 연구(6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32-002/[타기관][EZ-IITP]차세대 지능형 고신뢰 시스템·소프트웨어 연구(19,94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32-001/[본교][EZ-IITP]차세대 지능형 고신뢰 시스템·소프트웨어 연구155,449,366 212,5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31-002/[타기관][EZ-IITP]TriRec: 정확성, 설명가능성 및 시의성을 고려한 추천 시스템 개발(193)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31-001/[본교][EZ-IITP]TriRec: 정확성, 설명가능성 및 시의성을 고려한 추천 시스템 개발95,542,531 101,3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29-000/[EZ]스마트헬스케어 확산을 위한 수용과 단절 모델 개발 : m-sports app을 중심으로26,268,600 26,268,6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28-000/[EZ]전고체 이온전도기술 기반 포스트-리튬 에너지 저장시스템 구현 한-프랑스 협력연구 클러스터 구축7,495,900 7,5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27-000/[EZ]기능성 나노복합체 기반의 임피던스 화학센서 개발13,045,000 13,04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26-000/[EZ]신축성 유기발광 다이오드 개발 11,515,275 12,511,63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25-000/[RCMS]300~500 ℃ 저온 1 W/cm² 이상 고안정 대면적 다층나노구조 프로톤 전도성 세라믹 연료전지 원천기술 개발35,399,852 35,436,15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24-003/[3세부][EZ-IITP]범죄 행동 자동 인식 및 영상 고화질 변환 지능형 CCTV 시스템(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24-001/[1세부][EZ-IITP]범죄 행동 자동 인식 및 영상 고화질 변환 지능형 CCTV 시스템74,040,267 76,777,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22-000/[EZ]대양섬에서의 향상진화에 의한 종분화 기작 규명13,045,000 13,04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21-000/[EZ]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이동성과 트래픽 특성을 고려한 통합 자원관리 기술13,045,000 13,04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20-000/[EZ]미각물질의 농도에 따른 차별적 행동 기작 연구13,045,000 13,04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18-000/[EZ]신규 아민화 반응에 의한 생리활성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합성 연구13,045,000 13,04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17-000/[EZ]암세포에서 탈유비퀴틴 효소활성 조절 화합물의 효능 연구13,116,000 13,11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16-000/[EZ]간 감염 기생충이 분비하는 대사효소 단백질에 대한 숙주세포 반응17,477,900 17,477,9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15-000/[EZ]간흡충 항산화효소 생물학적 기능 규명을 통한 간흡충증 병인기전 분석27,238,250 27,238,2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14-000/[EZ]신경전사인자 Id2에 의한 미세소관 역동성 조절기반 성장원추 재건 연구13,116,000 13,11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12-000/[RCMS]초임계 유기랭킨사이클을 이용한 고효율 폐열회수 발전 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61,005,942 61,005,94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10-001/[RCMS]기술경영 전문대학원 지원사업 431,409,914 431,409,91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09-000/[EZ]폐쇄를 동반한 식도암 치료를 위한 마이크로니들 시스템 기반의 서방형 항암제 국소주입법의 개발13,860,780 13,860,92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08-001/[RCMS-1세부]빅데이터 및 기계학습 기반 차세대 반도체 소자 특성 변화 모델링53,410,920 53,4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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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801-000/[RCMS]유무인기 적용 가능한 다중센서 및 딥러닝 기반 조종사 보조 시스템 기술 개발61,100,000 61,1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99-000/5nm 이하급 수직 트랜지스터 구조를 위한 저손상의 원자층 식각 공정 및 응용기술 개발57,018,000 57,01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97-000/[EZ]영상 크라우드소싱 기반 지능형 관제 시스템 개발245,673,491 363,048,8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96-000/[EZ]Environmental Enrichment(EE)가 뇌가소성에 미치는 영향24,055,265 47,87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95-000/연행록 정본화 및 DB 구축(3단계) 110,702,092 187,730,4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94-000/[한국학-토대]택리지(擇里志) 이본 종합DB 89,198,474 135,790,28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92-000/임윤지당·강정일당 전집 10,296,000 22,72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90-000/[EZ]ACR 기반의 플랜트 시공/유지관리를 위한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시스템 개발18,375,700 18,375,7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89-000/[EZ]효율적 붕괴해석 및 심층신경망 기반 구조물 손상평가/보강 기법의 개발12,848,340 13,02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88-000/[창보미지급]중기부 창업보육센터 보육역량강화사업55,223,000 55,22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87-000/[창보미지급]중기부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44,059,000 44,05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85-000/조선후기 여항 문학 자료 수집.해제 및 DB구축111,541,870 183,33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84-000/[학술연구교수]의료기기를 활용한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23,715,870 4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83-000/바이메조겐 분자의 굽힘전기를 이용한 에너지 수확 및 센서 소자 연구36,712,442 36,712,44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82-000/[RCMS](세부2)시스템 자율제어 및 보호협조가 가능한 직류 수용가용 DC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핵심 기기 기술 개발56,238,930 56,238,9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81-000/[RCMS]IoT 기술기반의 중소형 상용 전기차용 전기구동 플랫폼 개발52,916,530 52,916,5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80-000/[RCMS]에너지산업 패러다임 선도를 위한 한독 글로벌 인재양성71,435,259 71,435,25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79-000/[중견]남북 통합 문학사 서술을 위한 북한 문학비평사(1945~2018) 연구11,022,500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78-000/[위드키디]신성저요산혈증 유전자 분석을 통한 차세대 통풍 치료제 타겟 발굴24,440,000 24,44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75-000/[RCMS]자율주행 전기자동차용 고안전 비공기압 타이어 개발54,705,400 54,705,4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74-000/1960~1970년대 권위주의 국가폭력과 한국사회:구술사 접근69,525,790 10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73-000/[중견]친사회적 소비 실천으로서의 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과 참여9,366,500 13,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72-000/[EZ]사물인터넷 보안을 위한 극소면적/저비용 물리적 복제 방지 함수 연구44,917,854 79,25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71-000/[EZ][이공/기본]시각작업기억의 억제통제기제 13,242,952 13,242,95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70-000/감마선폭발 초기광 관측 위성탑재체 및 위성인터페이스 개발82,372,000 93,73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69-000/초중핵 생성을 위한 유사-핵분열 비평형 과정 연구24,175,960 44,4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68-000/실리콘 거미줄 구조를 이용한 2-D 나노 소재의 열전도도 측정88,510,000 98,21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67-000/[EZ]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프레세닐린 변이에 의한 자식작용 감소와 베타-아밀로이드 생성 조절14,381,550 14,385,0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66-000/[EZ]생체 내 calcineurin 저해단백질 Down syndrome critical region 1 (DSCR1)의 새로운 혈관신생 조절기능 규명 및 혈관신생 저해제 후보로서의 응용가능성 연구13,054,670 13,054,6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65-000/[RCMS]실내환경 유해물질 감지 및 저감을 위한  필터재생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공기청정기 개발58,703,004 58,703,00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63-000/[중견]19세기 朝鮮朝 春秋學의 학술 동향에 관한 연구4,341,300 1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62-000/[학술연구교수]드림브랜드에 대한 애착과 소비자의 삶: 제품브랜드와 휴먼브랜드를 중심으로26,136,817 4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61-000/[EZ][이공/기본]좌표 줄임 방법의 분석과 최적화 문제로의 적용15,352,825 15,352,82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60-000/[EZ]LKB1에 비의존적인 표적치료제에 의한 폐암의 성장 제어 기전 연구13,077,990 13,07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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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59-000/[EZ]심방근 T-세관의 발달도와 리모델링이 심방부정맥 발병에 미치는 영향24,600,481 24,600,48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57-000/[RCMS]유전체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분석 기술활용 산업 플랫폼 개발70,724,910 70,724,9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56-000/[RCMS]인공지능 딥러닝이 적용된 CDM 및 라이프로그 신규 디지털 바이오마커의 발굴 및 서비스 산업화69,146,220 69,618,7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55-000/[RCMS]5nm 이하급 수직 트랜지스터 구조를 위한 저손상의  원자층 식각 공정 및 응용기술 개발50,882,000 50,88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53-000/[EZ]전기장 프린팅 공정 기반의 고성능 및 고내구성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개발103,281,484 117,40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52-000/[EZ]고에너지 광원을 이용한 2차원반도체 박막의 유연기판상 실온근처 직접합성 및 결정성향상 연구53,699,502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48-001/[RCMS][주관-성균관대]1 m 폭을 가지는 유연성/슬림(< 1mm)화 RFB용 저가 분리판 제조 기술 개발182,719,851 202,642,84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47-000/[RCMS]3D 프린팅 공정 제어 및 설계 최적화 기법(DfAM) 적용을 통한 F급 이상의 고효율 냉각터빈 고온부품 기술 개발31,076,800 31,076,8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46-000/청구영언(靑丘永言) 8,574,997 22,8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45-000/[EZ]동역학적 현상을 기초한 박막재료의 유리전이온도 결정법20,431,337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44-000/[EZ]종간변이를 이용한 미각신경계 연구 18,164,367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43-000/[EZ]전극 촉매의 성능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금속 산화물로 표면 개질된 탄소 담체의 합성 및 활용 연구21,064,487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42-000/[EZ]Sertad1 매개 유비퀴틴 변형 시스템에 의한 NLRP3 inflammasome 신호 전달 조절의 새로운 분자 기전 연구8,784,819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41-000/[RCMS]실내 대기환경 유해인자 차단을 위한 250nm 급 나노섬유 원단 기반 나노복합구조체 소재 및 필터 기술101,169,410 101,169,4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40-000/[RCMS]초미세 CutoCu 접합을 위한 나노표면처리 및 저온접합 공정기술 개발23,475,828 23,475,8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39-000/[RCMS]저온 접합 기반 3차원 적층 소자용 저온 에피텍시 공정 기술 개발31,014,805 31,014,80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38-000/[RCMS]3D NAND 산화막질화막 stack의 선택적 질화막 제거를 위한 건식 식각 공정 및 응용기술 개발78,101,577 78,101,57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36-000/[정부지원금] 2019 초기창업패키지 926,745,793 96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35-000/[RCMS]반도체 CMP공정 slurry 공급 품질 모니터링용 라만 분광기술 융합형 LPC Large Particle Counter 개발123,299,026 123,299,02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31-000/[EZ]두경부암환자유래 3차원배양모델 기반 방사선민감도예측 키트 개발24,819,241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30-000/[EZ]면역억제 기능성 증대 사람 성체신경줄기세포에 의한 척수손상 동물모델 유효성 평가 및 회복기전 연구28,946,531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29-000/[EZ]임신중독증 rat model에서 chloroquine compounds에 의한 예방 효과 규명15,069,00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27-000/[EZ]비결핵항산균 임상분리균주의 치료에 따른 내약성 기전 분석25,930,00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26-000/[EZ]중증하지허혈 치료를 위한 병합 줄기세포 치료제의 효능 평가 및 회복기전 연구27,932,087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25-000/[EZ]상지절단 장애인을 위한 ‘인간공학적 Mirroring 의수 시스템’ 개발19,283,798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24-000/[EZ]동적 노이즈 프리- 진동수 감응형 키토산/젤라틴 하이드로젤 기반 웨어러블 나노스케일 크랙 센서36,092,260 58,70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23-000/[EZ]광통신을 모사한 새로운방식의 다중신경자극용 마이크로LED소자구현62,315,273 173,76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21-000/[EZ]실험적으로도 유의미한 장시간 바이오 시뮬레이션 기법 개발 및 공학적 활용24,385,90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20-000/[이지국토]지반의 영향을 고려한 필로티형 공동주택의 내진보강기법 개발5,751,500 52,44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19-000/[EZ]전이성 대장암 타겟으로서 USP21의 기능검증 및 유효물질 발굴181,908,072 203,6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18-000/[RCMS]실리콘 카바이드(Full SIC) 소자 적용 1MW급 고효율 PCS개발28,055,700 28,055,7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17-000/[EZ]수소, 전기, 열을 복합 생산하는 친환경 알루미늄-공기 전지 시스템 개발55,263,100 58,70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16-000/[EZ]Flexible AMOLED 용 고성능 산화물 TFT 핵심 원천기술 개발24,083,10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15-000/[EZ]HNT (Heterojunction with Non-oxide Thin-layer) 구조 기반의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25,053,356 29,3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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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14-000/[EZ]초연결 IoT 환경을 위한 단말과 서버 간 협력적 기계학습 구조 연구27,645,093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08-000/[EZ]무결함 선구조 2차원물질 개발 및 소자 응용9,315,142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07-000/[EZ]전자현미경 이미지 분석에 기반한 나노소재의 자동 분류 및 통계적 분석 방법 개발33,751,392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05-000/[EZ]새로운 항생제 표적 유전자 발굴을 위한 항생제 내성균의 유전학적 분석27,081,177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04-000/[EZ]의약품 제형별 연속공정 적용 프로토콜 개발 및 선진화 연구41,181,080 58,70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03-000/[EZ]난치성 뇌종양의 실시간 광-테라노시스를 위한 내시경 시스템79,073,175 117,40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02-000/[RCMS]빅데이터 기반 제조라인 물류운영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 기술 개발174,103,539 186,531,53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01-001/[e나라도움]데이터 가치창출 여성인재(Data vALUE Creator) 양성사업175,000,000 17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700-000/[RCMS]사람 기계 협업기반 최적 생산성 예측 기술개발59,485,473 59,485,47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96-000/[EZ]기분장애 동물모델의 성별 특이성에 따른 대사체학 기반 우울증 제어기술 연구19,292,452 43,1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90-000/[EZ]대규모 역학 및 유전체 분석을 통한 중성지방 약물 표적 발굴 및 효과 평가63,280,012 88,05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89-000/[EZ]신체적 노쇠수준이 치매위험에 미치는 영향 연구12,609,400 12,609,4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88-000/[EZ]컨볼루션 뉴럴네트워크를 이용한 돈육 냉도체의 품질측정 기준 설정 및 시스템 개발1,625,000 15,84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87-000/[EZ]G protein-coupled estrogen receptor의 항당뇨병 효능 규명28,253,10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86-000/[EZ]만성힘줄병증에서 통증 조절 자체가 힘줄유래 줄기세포의 재생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24,792,993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85-000/[EZ]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과 관련된 옥시리핀계 대사체의 발굴 및 작용기전 연구28,018,174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84-000/[RCMS]원전 핵연료지지체와 안전 1등급 밸브의 3D 프린팅 기반 제작 및 표준화 기술개발174,217,451 174,217,45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83-000/[EZ]유전자 조작을 통해 중간엽줄기세포의 생존력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른 알츠하이머질병에서의 효과 검증25,761,42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81-000/[EZ]톨 수용체를 통한 두경부 암 줄기세포의 면역 회피기전 규명과 줄기세포 선택적 분화 요법 인자로서 가능성 제시18,048,440 34,78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80-000/[EZ]대장암 진행과정에서 tumor promoting coregulator로서 탈메틸화효소 KDM1A의 분자기전연구18,498,11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79-000/[EZ]신생아 고농도산소 폐손상에서 formyl peptide receptor 1을 통한 중간엽줄기세포 이식의 치료기전 규명29,256,715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78-000/[RCMS]고효율 Advanced PERC 태양광 모듈 핵심기술개발66,167,950 66,167,9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77-000/[통합EZ]원전고온재료에 대한 소형펀치시험기반 차세대 수명평가기법 개발8,303,730 11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76-000/[EZ]고속오일유동을 이용한 나노다공성 탄소소재의 강제대류 열전달 및 방열 응용연구28,958,67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75-000/[대응자금]2019년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7,689,890 9,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74-000/[대응자금]2019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39,320,986 5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73-000/[EZ]반데르발스 이종구조에서 층간 비틀림 각도에 따른 신물성 발현에 대한 계산 연구28,437,015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72-000/[EZ]유기계 흐름전지용 전해질에 의한 연속운전형 전기화학적 탈 이온 공정의 신개념 하이브리드 시스템52,717,990 57,76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71-000/[EZ]고집적 전자기장 유도 나노 앰프를 통한 고효율 태양광 수소생산 소재개발6,846,415 29,34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70-000/[EZ]전기장 하에서 Au 나노 막대 자가조립의 지향성 배열 및 OFET 메모리에서의 응용28,804,216 29,2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69-000/[EZ]암 미세환경 감응형 자기희생 고분자 기반 암 치료용 산화스트레스유도 고용량 비타민 C 전달체 개발27,296,286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68-000/[EZ]자가조립형 이온성 액체의 중합을 통한 고안정성 고이온전도성 젤 전해질의 구조 설계 및 제어 연구10,905,558 29,2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67-000/[EZ]아르기닌 메틸화효소1의 자가포식 매개 c-Fos/AP-1 활성 조절 기전 연구27,796,98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66-000/[EZ]비타민D와 운동 복합처치를 통한 비알콜성 지방간 완화 기전 연구12,325,100 12,3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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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65-000/[EZ]대사공학-클릭화학 기반 대식세포 M1-M2 분극화 표적형 엑소좀을 통한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제 개발26,429,69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64-000/[EZ]비운동성 심폐체력 추정 알고리즘 개발을 통한 한국 성인의 주요 질환 및 조기사망에 대한 심폐체력의 역할 탐색23,796,168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63-000/전기자동차 배터리 커버의 3D 프린팅 제작을 위한 고강도/고내열성 복합소재 필라멘트 기술 상용화71,035,620 72,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61-001/[본교]국산 농산 부산물 유래 물리적 특성 개선 천연 산화방지제 개발58,619,425 62,64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60-000/[EZ]네마토다이나믹 정상파를 이용한 광소용돌이 격자 제작 및 이를 이용한 차세대 대용량 광통신 기술 개발27,795,166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59-000/[EZ]소용돌이 광을 이용한 보안통신 29,352,00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58-000/[EZ]다입자 물리계의 양자 시뮬레이션에 대한 분석적-계산과학적 연구16,153,177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57-000/[EZ]수서생물을 활용한 노화조절 지질대사 기전 연구29,352,00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56-000/[RCMS]자동차용 엔진밸브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질 및 생산성 개선 공정기술 개발50,241,500 50,241,5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54-000/[EZ]우주끈에서 생성된 중력파 측정 11,735,891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53-000/[EZ]다양한 이온이 조사된 MgB2 박막의 초전도 특성 연구21,334,57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52-000/[EZ]사회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중립적으로 결정하는 공정한 기계학습 알고리즘 개발27,608,61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51-000/[EZ]ABC 물질에 발현하는 강유전 위상상태 탐색 제일원리 연구27,544,230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50-000/[EZ]비선형 분산 편미분방정식의 해의 공간적 해석 성27,331,352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49-000/[EZ]Koornwinder 다항식의 조합론 12,532,922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48-000/[EZ]입자 붕괴 측정을 통한 핵천체물리 연구 10,656,654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47-000/[EZ]유한체상의 APN 함수 및 순열다항식 연구 5,094,00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46-000/[EZ]기계학습에서 수학적 모델링과 정칙화 25,347,847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45-000/[EZ]Deep-EMG 기반 가상 객체 멀티모달 인터랙션에 관한 연구27,384,623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44-000/[EZ]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한 SDN기반 무선센서네트워크의 효율적 관리19,875,308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43-000/[EZ]III-V 나노결정 양자소재 표면연구 및 소자 적용110,154,486 129,14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42-000/[EZ]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 기반 태양에너지 수확 및 저장 시스템 개발96,554,940 97,14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41-000/[EZ]초전도 NbN 나노선 시트의 물리적 특성 연구62,446,832 100,18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40-000/[EZ]천체입자물리 현상을 이용한 약한 상호작용 입자의 탐색26,167,342 38,15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39-000/[EZ]난자 특이적 DNA 손상 반응 및 복구 기전 연구를 통한 난자의 질 개선 및 생식능력 향상22,861,945 58,70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38-000/[EZ]2차원 재료 기반 플렉서블 통합 에너지 저장 시스템75,711,055 86,958,58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37-000/[EZ]인간줄기세포의 운명조절과정에서 mTOR-S6K1에 의한 PRC2의 후성유전학적 유전자 발현변화 조절 연구24,639,139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36-000/[EZ]치매와 대사스트레스의 상관관계에 대한 후성유전학적 연구30,823,509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35-000/[EZ]화학적 격자결함 치유를 통한 셀레나이드 TMD 단층 반도체의 양자효율 증가 연구21,058,17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34-000/[EZ]플라즈몬커플링에 의한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소재의 양자효율 증강 및 나노스케일 광 특성 분석18,913,95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33-000/[EZ]콜로이드 반도체성 나노결정의 표면 리간드 결합 동역학 연구23,912,760 34,78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32-000/[EZ]철 기반 고온초전도체의 갭 구조와 전자 간 상호작용 스펙트럼 연구22,400,49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31-000/[EZ]유한체 상의 유한 리오단 p-군의 닐포탄스 클래스, 지수, 켤레류에 관한 연구4,852,284 4,852,28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30-000/[EZ]유사-핵분열 비평형 핵반응에 의한 핵조각의 질량과 각도 분포 측정15,375,630 29,3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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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29-000/[EZ]삼중음성유방암의 맟춤형 양성자 치료를 위한 DNA 손상 복구 interactome 분석17,740,110 17,740,1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28-000/[EZ]리오단 군론의 대수 및 조합적 확장 8,100,994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27-000/[EZ]암 면역치료를 위한 PDL1 및 CTLA4 평가 Immuno-PET 기술개발13,132,058 13,132,05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26-000/[EZ]신장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액 내 cell-free microRNA 발굴 및 이를 이용한 이식편 손상 예측 연구30,045,002 30,045,00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25-000/[EZ]PPAR delta agonist를 이용한 골관절염 세포치료제 개발13,044,100 13,04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24-000/[EZ]다중 복합 현미경 분석을 이용한 유∙무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degradation 기전 규명29,073,502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23-000/[EZ]그래핀 기반 나선형 일차원 수송 특성 연구25,551,937 29,2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22-000/[EZ]규칙기반 DNA 알고리즘 연구 19,684,469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21-000/[EZ]고농도 전자도핑에 의한 2 차원TMD 소재의 격자 구조 제어 연구29,352,00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20-000/[EZ]MoS2/SrTiO3 기반 새로운 동작의 비휘발성 메모리 연구24,725,563 31,162,66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19-000/[EZ]FeSe 기반 초전도체의 압력에 따른 광학적 특성 연구22,173,03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18-000/[EZ]2차원 전자화물의 층상 구조 및 조성 제어를 통한 새로운 2차원 전자 구조 탐색 및 물성 조율27,485,017 29,2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17-000/[EZ]2차원 전이 금속 칼코겐화합물을 이용한 스핀 생성 연구28,848,509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12-001/[EZ][1세부]직접적 뇌신경활동과 높은 시공간 분해능을 이용한 차세대 자기공명영상기법 개발64,940,376 79,83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11-000/[EZ]혈관형성 유전자 과발현된 인간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하지허혈손상 회복 효능증진 및 기전연구13,115,790 13,115,7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10-000/[EZ]고해상도 피질층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기반 적응지능 뇌신경기제 연구 및 신경망 모델 개발34,195,732 88,05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09-000/[EZ]종양 미세환경에 미치는 미케노트렌스덕션 기전 규명41,567,719 41,567,71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08-000/[EZ]대장암 예후인자 및 치료표적으로서 PRMT6의 유효성 규명13,085,340 13,11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07-000/[EZ]성체 장 줄기세포(adult intestinal stem cell)를 이용한 염증성 장질환 치료 모델 개발12,568,700 13,11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06-000/[EZ]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통한 간암의 유전적 변이 발굴4,335,815 4,335,8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05-000/[EZ]miRNA 기반 대장암 전이제어 연구 15,404,327 15,404,32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04-000/[EZ]에너지 분포 기반 웨이블릿 패킷에 의한 고충실 기능적 뇌혈류 신호 획득 방법 및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음성 자극 기법에 대한 연구16,752,348 16,759,36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03-000/[EZ]손상된 조직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granulation tissue형성 섬유아세포에서의 Twist1의 발현과 기능 규명35,911,337 35,911,33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02-000/[EZ]Histone acetyltransferase(HAT) 저해제에 의한 양성자 감작효과 및 기전연구36,580,097 36,580,09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01-000/[EZ][이공/기본]고차원 시계열 자료의 네트워크 분석13,828,163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600-000/[EZ]국내 최초 중증복합면역결핍증의 신생아 선별검사 도입을 위한 다기관 연구9,826,318 9,826,3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99-000/[EZ]염증성 장질환 맞춤치료를 위한 약물반응 평가 질량분석기반 신기술 개발13,530,132 13,530,13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98-000/[EZ]예후 예측 유전자의 기능 규명을 통한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전략 개발13,116,000 13,11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97-000/[EZ][이공/기본]다변량 경시적 자료를 위한 모형화와 그것의 응용15,264,775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96-000/[EZ]중간엽 줄기세포의 해당과정 조절을 통한 중간엽 줄기세포 효율 조절 기술 개발13,116,013 13,116,01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95-000/[EZ][이공/기본]고차원, 비정형 자료 분석을 위한 새로운 통계 방법론 및 계산법 개발23,613,99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94-000/[EZ]항생제의 돌연변이 억제 농도를 이용한 비결핵 항산균의 효과적인 치료방법 개발 및 Clofazimine 항생제 내성 기작 연구25,513,578 25,853,04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93-000/[EZ]면역질환 극복을 위한 기능 강화 중간엽줄기세포 선별 기술 개발13,526,700 13,526,7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92-000/[EZ]다중오믹스 데이터 분석 기반 진행성 위암 환자의 치료 약제 반응 지표 발굴26,350,362 26,35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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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91-000/[EZ]KRAS 돌연변이 양성 폐암에서 Wee1 저해제의 치료 효과 검증 및 작용 기전 발굴13,056,012 13,056,01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90-000/[EZ][이공/기본]로그오목 분포족을 이용한 준모수적 통계모형 연구13,098,801 27,67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89-001/2019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 256,685,785 257,5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86-000/[EZ]제로에너지빌딩형(ZEB) 전범위 미세먼지 스마트 공기정화 시스템29,252,01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85-000/[EZ]Flexoelectric 효과 제어를 통한 마찰전기 효율 개선 방안 연구20,303,34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84-000/[EZ]높은 전도성 고분자의 새로운 용매 교환 공정과 이의 센서로의 응용 연구28,041,270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83-000/[EZ]다공성 희생 템플릿을 활용한 다차원 복합체 기반 고효율 촉매구조 개발27,234,75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82-000/[EZ]다공성 유기나노소재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조절을 통한 이온선택성 센서 및 이온전도체 연구28,731,52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81-000/[EZ]Water purification/splitting 동시 구동이 가능한 스마트 나노 복합체 유연전극 필터 디자인 및 개발27,802,51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80-000/[EZ]선택적 층간 제어 기술을 이용한 전이금속 디칼코게나이드 기반의 나노 브리지 다중 헤테로 접합 특성 및 광전자 소자의 응용29,106,78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79-000/[EZ]금속 유기 복합체의 표면증강 라만분광(SERS) 효과를 이용한 고선택적 및 고민감도의 센서개발 연구28,662,245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76-000/[SMTECH_포인트제]스마트홈 및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55nm이하급 공정, 0.6V이하 저전압 회로기술을 활용한 초저전력 Smart MCU 플랫폼 개발53,851,000 53,85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72-000/[중견]프랑스 음악 비극의 모델 완성과 키노와 륄리의 『아르미드』 분석3,477,079 1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71-000/[중견]독일의 대체적 소비자분쟁해결법상 민간조정기관의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연구11,841,000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70-000/[중견]일본의『고쿠민쇼세쓰(國民小説)』와 한국의 근대 초기 잡지 소재 단편소설13,401,660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69-000/[중견]고대 한국한자음의 신연구 15,158,118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65-000/[EZ]공간정보를 이용한 대지진에 의한 해저지형 변화 연구7,780,000 7,7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64-000/[EZ]p62 작용 구조로서의 시퀘스토좀 단백질 복합체32,507,392 41,8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63-000/[EZ]40S ribosomal protein S6 kinase 1 활성 저해를 통한 암 전이 억제 연구17,215,079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62-000/[EZ]폐암에서 microRNA에 의해 DNA 메틸화를 조절하는 metformin의 새로운 작용기전 연구29,164,541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61-000/[EZ]Parkin 발현 조절 : 코어 프로모터 부위에서 형성되는 Quadruplex DNA의 영향23,088,374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60-000/[EZ]G-quadruplex를 푸는 DDX helicase family의 발굴 및 기능 연구13,378,581 33,878,66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59-000/[EZ]골격근 줄기 세포의 노화 억제 조절 기전 연구25,072,335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58-000/[EZ]한반도 전역 광역 자연재해 예보 및 분석을 위한 다국적/다분광 위성 토양수분 데이터 준실시간 융합 기술 개발38,404,127 52,83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57-000/[EZ]그람음성균에서 persister cell이 항생제 내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12,498,750 12,498,7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56-000/[EZ]바이러스-ISGylation 상호작용에 의한 exosome 분비 조절29,337,70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55-000/[EZ]간흡충과 폐흡충의 발달 과정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발현되는 전사체와 단백체 분석을 통한 숙주 서식지 환경 적응 인자 비교 분석20,330,80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54-000/[EZ]간흡충 생리 활성과 숙주 담관 세포의 병태생물학적 변화를 조절하는 glutathionome 기능 분석21,913,69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53-000/[EZ]해마 신경세포에서 ErbB3 binding protein 1에 의한 미세소관형성 조절 및 시냅스 기능제어 연구28,002,76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52-000/[EZ]콘크리트 보를 사용한 이방향 탄소섬유의 전단보강 효과2,124,660 2,124,6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51-000/[위드키디]일반 및 고위험 대학생에 대한 자살 고위험군 선별 및 평가도구의 적용 및 효과검증29,999,926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50-000/[EZ]사회·경제적 변화와 기후변화를 고려한 통합 미래 홍수위험도 평가기술13,148,187 13,152,48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49-000/[EZ]발광소자를 위한 3-5족/2-6족 전하균형 계면 연구26,798,647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48-000/[EZ]이종접합 나노구조체 기반 한계극복 양자정보소자 개발18,382,760 29,3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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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47-000/[EZ]이미지 인식기법과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재료 및 구조 거동 예측 연구3,740,500 3,740,5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46-000/[EZ]빅데이터 기반 머신러닝 방법과 하천흐름 해석모형의 하이브리드 기법을 통한 홍수예측 모형의 정확도 개선23,538,121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45-000/[EZ]보 단부가 확장된 PC 골조를 이용한 내진보강 설계기법 개발1,420,000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44-000/[EZ]친환경 소재 및 공정 기반 고색순도 전계발광 소자 개발18,767,893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43-000/[EZ][이공/기본]UAV 이미지를 이용하여 대상의 3D 변화를 감지하는 기술 연구18,001,126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42-000/[EZ-IITP]자율지능 동반자를 위한 적응형 기계학습기술 연구개발52,796,597 117,4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41-000/[RCMS]한국-벨기에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전문가 양성111,239,561 111,239,56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40-000/[EZ][이공/기본]분할 방법과 이의 적용에 관한 연구17,896,809 29,31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39-000/[EZ]전립선 암의 적응방사선치료의 자동화 연구개발21,928,638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38-000/[EZ]히스톤 조정에 의한 교모세포종 세포에서의 T세포 조절 인자 발현에 대한 후성 유전학적 조율과 이의 환자 예후에 미치는 영향7,216,00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33-000/[EZ]연골분화 작용제를 탑재한 3D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한 골관절염 치료용 연골 조직 개발29,352,00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32-000/[EZ]암미세환경과 Embryo-Mesenchyme 조직 간의 유사성에 착안한 새로운 암미세환경 억제 표적 발굴10,220,842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30-001/[RCMS]고령자와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의 반응허용시간 표준개발 연구39,721,511 39,721,51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29-001/[RCMS]글로벌 가치창출 혁신공학인재 양성 415,628,071 415,628,07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28-000/[EZ]면역 항암제 반응성에 영향을 끼치는 후성 유전체 관련 인자들의 역할27,845,800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27-000/[EZ]대장암 폐 전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이 미세환경에 대한 표적 치료 전략8,778,320 8,778,3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26-000/[EZ-IITP]중요통신시설 지정·관리 점검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31,007,659 31,30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25-000/[신진-인문사회]비트코인 투자 행위에 대한 인지적 의사결정 프로세스 연구: 이중 시스템 관점을 중심으로11,813,901 25,5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23-000/[EZ-IITP]ICT 기반의 의료용 3D프린팅 응용 SW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개발7,004,340 10,3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22-000/[신진]'고미술'의 표상: 20세기 중반 일본의 문화재 사진을 중심으로18,100,000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21-000/[신진]식품사의 TBL 기반 지속가능경영이 브랜드 애착과 지속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GRI 표준 및 SDGs에 기초한 측정15,000,000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20-000/[신진]페미니즘이 컨템퍼러리 댄스의 미학적 전환에 미친 영향16,339,200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19-000/[EZ]PPARγ/PGC-1α 경로를 통한 세포대사조절 및 항암면역치료 효과 개선 연구16,332,00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18-000/[EZ]폐 종양 표적치료법 개발을 위한 세포막 돌출물의 역할 및 기전 규명20,469,53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17-000/[EZ]Natural Killer/T-cell lymphoma 환자의 혈액 내 exosomal miR-21의 치료 저항성 발생과 종양 악성도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27,470,668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16-000/[EZ]NOD2 유전자가 장점막 손상 후 장점막 재생에 미치는 역할과 염증성장질환 발병에 기여하는 기전에 대한 연구28,435,697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15-001/[e나라도움/주관-성균관대]AR/VR 기술과 미디어 예술 공연을 결합한 멀티미디어 액트 공연가 양성 프로젝트137,695,745 137,695,74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14-000/[영남대에서이관됨/박사후국내]尙書(상서)의 경전화 과정에 대한 연구:출토문헌과『尙書』의 비교를 통한 儒敎 道統의 검토7,590,580 7,756,6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13-000/[EZ]PTCH1 유전자 변이에 의한 뼈 전이암의 기전 규명12,611,31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12-000/[EZ]비침습적 뇌 활성도 측정의 시공간해상도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신개념 fast-fNIRS 개발26,993,482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10-000/[EZ]S-I-S 배양 기술 기반 기능 강화 중간엽줄기세포의 직접 접촉을 통한 면역억제 효능 검증 및 기전 규명에 관한 연구22,891,586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09-001/[RCMS-성대]친환경 무연무카드뮴 소재 및 생산폐기물 절감 공정 기반 콜로이드 양자점 태양전지 개발221,295,015 221,295,0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07-000/[EZ]고형암 융합유전자 타겟 확보를 통한 개인별 암 진단, 치료 및 재발 모니터링 방법 구축에 관한 연구23,551,330 96,85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501-000/면역 억제 기능강화 줄기세포 개발 17,669,010 2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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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96-000/[RCMS]미래형 수송기기 부품 제조 가상공학 플랫폼 구축 사업109,632,647 109,653,34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95-000/차세대 메모리를 위한 메모리 서브시스템 및 시스템 아키텍처 기술개발69,949,875 70,17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94-001/[RCMS-본교]차세대 메모리를 위한 메모리 서브시스템 및 시스템 아키텍처 기술개발56,340,815 56,340,8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92-000/[RCMS]차세대 차량용 레이더 간 간섭 평가 및 간섭경감기술 연구34,050,000 34,0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91-000/[EZ]대수적 다양체의 로그 캐노니컬 한계지수에 대한 연구33,036,669 33,831,58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90-001/[EZ]무표지 검출시스템 개발을 통한 단백질 인산화 조절 전통천연물의 표적검증379,875,674 525,934,9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88-000/[RCMS]0.8mS/cm급 고이온전도체막 및 대면적 셀 구현을 위한 고안전성 에너지저장 소자용 무기계 고체전해질 소재 기술 개발78,203,471 78,203,47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87-000/[신진]단원 김홍도의 다화연구-심미의식을 중심으로16,666,660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86-000/줄기세포 유래물질을 활용한 나노의약품 개발 18,013,210 21,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81-000/[신진]변화하는 聖賢, 역동하는 사상: 淸華簡의 伊尹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16,660,000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80-000/[신진]글로벌에너지연계(GEI) 구상의 양면게임 4,952,600 1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79-000/[신진]탈인종화 시대의 담론과 실제 : 현대 일본의 혼혈·혼종 표상 연구16,868,377 19,5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76-000/대용량 굴절 버스용 도로 환경 인식 및 위치 인식 기술 개발25,847,470 39,14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69-000/[EZ]토륨 기반 핵변환 미임계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의 핵연료주기 개념 연구69,044,841 109,420,3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68-000/[해수부_RCMS]해양환경 유해물질의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86,099,000 86,09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64-000/[EZ]오토파지 과정에 필요한 칼슘이온은 어떻게 공급되는가?51,908,141 79,031,89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62-000/[RCMS]자율주행 차량용 전방 및 측방 영상센서 모듈 개발151,900,000 151,9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61-000/Smart Vehicle 분야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단451,766,413 462,32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59-000/CNT 셀프센싱 콘크리트 SHM을 위한 전기저항 임피던스 기법 개발39,114,000 39,14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58-000/[고려대에서이관됨/박사후국내]중국의 강대국화 구상과 국제 규범 및 가치에 대한 인식과 지향 분석5,810,440 5,977,57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57-008/(BRIDGE+사업)무선 신호세기 기반의 파티클 필터를 이용한 실내 위치추적 기법17,000,000 17,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57-007/(BRIDGE+사업)반도체 CMP 공정용 신규 국산 패드 개발18,000,000 18,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57-006/(BRIDGE+사업)신경독의 생산을 위한 분할 발현 및 재생 기술 시작품검증15,000,000 1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57-005/(BRIDGE+사업)유해한 유기물 제거를 위한 실내 조명용 이산화티타늄 복합체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57-004/(BRIDGE+사업)소형 바이오 센서 리더기에 대한 시작품 제작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57-003/(BRIDGE+사업)관통저항성이 향상된 알루미늄 압출 튜브와 핀재 및 이로 구성된 열교환기7,874,350 7,874,3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57-002/(BRIDGE+사업)생체반응형 자동공조제어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IoT 센서 개발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57-001/(BRIDGE+사업)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구연산 함량 측정용 키트10,000,000 1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52-000/[신진]계산적 사용자 경험에 대한 설명적 접근 프레임워크: 인공지능과의 소통을 중심으로12,854,700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51-000/[신진]군사정권의 유산과 민주주의 존속 9,444,587 11,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50-000/[RCMS]센서 SoC 기술을 적용한 협동로봇용 동축 구동모듈 개발214,489,994 214,489,99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49-000/[신진]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사용자 태도 연구: 소셜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접근15,596,357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47-000/[위드키디]응급·중환자실 및 정부부처 간 진료 질 지표 환류 시스템 개발 및 의료기관 인증제 연동 정책제안51,660,000 51,66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32-000/[EZ]CO2로부터 직접 방향족 화합물 제조를 위한 촉매 및 공정 개발73,093,074 78,2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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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29-000/[IITP-EZ]140GHz 전파기반 차량용 3차원 고정밀 상황인지 SoC 개발115,498,620 117,41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27-000/[RCMS]지능정보 CONNECT 융합신기술 CON²ECT 공학인재154,798,820 154,798,8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26-000/실전문제 해결형 S-Hero 공학인재 양성 사업단451,230,174 453,224,22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24-000/[EZ]Disialyl Neu5Acɑ2-3Galβ1-3[Neu5Acɑ2-6]GalNAc-R의 암항원, 암진단 및 암백신 당사슬화합물 개발을 위한 융합과학연구32,564,166 36,671,5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21-000/Perovskite quantum dots이 담지된 일체형 광섬유를 활용한 X-ray detector 개발6,700,000 6,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20-000/허혈성 질환 치료를 위한 혈관생성인자 고농축 세포배양배지 주사 치료제 개발 연구6,700,000 6,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19-000/[EZ]에피지놈 제어 연구센터 339,949,701 354,577,82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18-000/[위드키디]치매진단용 뇌혈관장벽 투과도 정량화를 위한 고민감도 MRI 기술 및 고도화112,244,840 156,54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17-000/[EZ]양자물질 초전도연구 550,331,245 583,697,20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14-001/[EZ]유기성 폐자원 활용 및 상온 CO2 전환용 다공성 비균일 촉매 시스템 개발 및 이를 통한 폴리머플랫폼/폴리머 소재 개발175,792,363 197,443,2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13-002/[RCMS]지능형반도체 전문인력양성사업 140,937,473 140,937,47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13-001/[RCMS]지능형반도체 전문인력양성사업 189,552,519 189,552,51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12-000/초미세 패턴 세정을 위한 건식 세정기술개발 52,700,000 52,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11-001/[RCMS]초미세 패턴 세정을 위한 건식 세정 기술개발46,968,000 46,96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10-000/[저술]서양 중세 제국 사상사 10,000,000 1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09-000/[IITP-EZ]SW중심대학(성균관대) 1,700,000,000 1,70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06-000/[신진]학술 문헌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파킨슨병 신약 재창출17,400,000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05-000/[신진]디아스포라로서의 포스트휴먼:필립 딕의『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를 중심으로6,752,144 1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404-000/[신진]한국전쟁과 정신분석학-이데올로기적 무의식의 탄생16,825,000 2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96-000/[RCMS]지능정보 CONNECT 융합 신기술 CON²ECT공학인재(공학교육혁신선도센터)229,351,916 229,351,91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95-001/[주관-성대]도로교통 안전 및 자율주행차 인지 성능 향상을 위한 자체 발광 안내 표지판 개발42,267,000 42,267,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94-000/[RCMS]피부재생/항노화 기능을 갖는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과 HA 더말필러 기술개발78,287,153 78,287,15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92-000/[EZ]단일세포 네트워크 연구센터 549,281,716 737,211,4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91-000/[저술]재해와 안전의 세계사 10,000,000 1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89-000/[RCMS]1200V급 고효율 Super Junction Trench Si IGBT 기술 개발46,968,000 46,96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88-000/[위드키디]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이상반응 실마리정보 검색과 인과성평가 연구 네트워크(K-CISA프로젝트)78,300,000 78,3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85-000/[저술]홍대용 문학의 탐색과 분석 10,000,000 1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84-000/[저술]일제강점기 유학의 자기혁신 및 '황도유학'의 작동과 평가- 1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83-000/[저술]언데드의 영원한 회귀: 고딕소설에 나타난 증상으로서의 괴물/뱀파이어/좀비10,000,000 1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79-001/[RCMS]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228,889,653 230,751,85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77-000/[IITP-EZ]인공지능대학원지원(성균관대학교) 909,591,003 917,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75-000/차세대 저전력 Always-On 이미지센서의 개발 27,766,361 33,33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74-001/[RCMS-본교]차세대 저전력 Always-On 이미지센서의 개발28,550,025 28,550,02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73-000/[민간투자금]고속 응답/고속 스위칭 DC-DC Converter 설계 기술개발16,250,000 16,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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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72-000/[RCMS]고속 응답/고속 스위칭 DC-DC Converter 설계 기술개발14,486,000 14,48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71-000/[RCMS]딱총새우 집게 구조의 캐비테이션버블 발생 특성을 모사한 녹조 대응용 친환경 무연 초음파 나노버블 분사 장치의 개발138,610,944 158,514,94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70-000/[EZ]원전고온재료에 대한 소형펀치시험기반 차세대 수명평가기법 개발66,531,000 66,53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69-000/[RCMS]운전온도 700℃급 HSC 스팀터빈에 사용되는 로터/케이싱용 초내열합금 및 제조공정 기술개발15,280,000 15,2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63-001/[위드키디]기상요소에 따른 매개체 발생 및 전파 시공간 모형 구축64,676,448 66,6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60-001/[RCMS-성대]122,250 mm2 이상의 단결정 그래핀의 결함최소화를 위한 CVD성장 및 전사 공정기술 개발237,153,318 237,153,3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59-000/[통합RCMS]흡착 및 막여과공정 내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 평가 및 제거 예측 기술 개발74,197,632 74,197,63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58-000/[RCMS]차세대 가스터빈 고온부품 GET-Future 연구실81,819,704 81,819,70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57-001/[EZ-IITP]인공지능형 가상 의사 초음파 의료진단 플랫폼  연구 개발 및 고급 인력양성365,930,155 430,49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55-000/[RCMS]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위한 20%이상 신축성을 갖는 백플레인, 발광화소용 소재·소자·공정 원천 기술 개발60,655,703 70,449,99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54-000/[RCMS]패혈증 신속 진단을 위한 초고감도 라만 분광 기반 원천 기술 개발38,160,249 38,160,24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52-001/[RCMS-주관]IoT용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 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융복합 고급트랙306,590,595 319,960,59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51-000/[EZ]이차원 나노융복합소재를 이용한 신기능성 차세대 ICT 정보처리소자 개발31,906,815 32,56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49-000/제로에너지 공동주택 보급 확산을 위한 거주 후 평가(POE) 기술개발 및 성능검증 연구30,293,810 30,293,8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48-000/[RCMS]열충격 저항성이 우수하고 수명이 향상된 465mm급 MOCVD용 질화규소 웨이퍼 캐리어 소재 가공 및 상용화 기술 개발58,705,000 58,70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47-000/고 연마율/ 선택비용 세리아 슬러리 기술개발 83,400,000 83,4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31-000/[RCMS]전동차 배터리팩용 하이브리드 DCDC 컨버터 및 통합 시스템 현차 실증 시스템 기술 개발30,847,418 30,847,4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26-001/[EZ]결정화학엔지니어링 기반 분자운동성 이온결정 소재 개발466,771,408 538,56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24-000/[EZ-IITP]난치성 암 치료제 스크리닝을 위한 환자유래 종양조직 기반 3D 프린티드 종양칩 개발78,300,000 78,3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12-000/[EZ]M3D 집적 초절전 아키텍처 구현을 위한 저온공정 및 원자스위치 소자 개발143,962,455 154,063,55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05-000/[RCMS]1회 충전으로 24시간/70Km 동작가능한 지능형 실외 무인 경비로봇 기술 개발58,510,884 58,510,88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04-001/[주관-성균관대]지능형 기술기반 급경사지 재해평가 및 재난관리 기술개발147,366,000 147,9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03-000/방음터널 디지털 체인 및 디지털 트윈 구현을 통한 차세대 플랫폼형 도로시설물 모델구축105,900,857 111,147,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300-000/Circular RNA의 전이조절 기전규명 및 암전이 진단 및 치료제로서의 활용 가능성 연구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99-000/챗봇 기반 암환자 증상관리 시스템의 효과적 임상 구현을 위한 사용자경험 가이드라인 제작21,506,000 21,50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98-000/EGFR 돌연변이 폐암 환자에서 유전체-임상정보 빅데이터 기반 표적항암제 치료 예후 예측21,506,000 21,50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97-000/Pim1을 표적으로 하는 혈액암 아형에 따른 항암 내성 기전 규명26,781,000 26,78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96-000/microRNA 양적 조절의 분자적 메커니즘과 이를 이용한 암 치료법으로의 가능성으로의 연구21,505,992 21,50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95-000/microRNA를 기반으로 하는 대장암 악성화에 관한 진단 및 치료용 바이오마커 개발21,506,000 21,50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94-000/Myeloid Derived Suppressor Cell (MDSC) 억제를 통한 DNA 암 백신의 효능 증진 연구21,506,000 21,50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93-000/폐 선암종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Anti-TM4SF 단일클론 항체 개발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92-000/[RCMS]척추고정용 고강도 인체흡수성 폴리글리콜산계 블럭공중합체 수지 및 이를 이용한 인장강도 120 MPa 이상급 수지복합체 제조기술 개발90,801,450 90,801,4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89-001/[주관-성균관대]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재난 대응 의사결정 시스템 표준화200,082,600 204,31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84-002/[EZ-2세부]시각장애인의 전시예술품 관람 도구 개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238,859,636 242,4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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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84-001/[EZ-1세부]시각장애인의 전시예술품 관람 접근성 증진 및 문화향유권 실현에 관한 연구90,598,575 99,807,93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82-000/[RCMS]고연마율/선택비용 세리아 슬러리 첨가제 기술 개발72,518,034 72,518,03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81-000/[RCMS]500kHz에서 10GHz의 주파수 대역에서 80dB, in-plane 800W/mk의 전자파 차폐와 방열 특성을 동시에 갖는 두께 80µm이하의 전자파 흡수체 적용가능한 점·접착제~46,963,000 46,96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79-000/[최지원]유전체 분석에 기반한 미역의 경제적 우량품종 개발 연구 – 잡종강세가 보고된 이종간 잡종을 이용하여28,438,000 28,43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76-000/[EZ]중뇌 도파민 페이스메이커뉴런의 내재성 및 유도성 발화기전 연구103,566,894 157,928,77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74-000/[EZ-IITP]유무선 통합 네트워크에서 접속 방식에 독립적인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 개발112,968,790 133,37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73-001/[RCMS-성균관대]생활 환경에서 사회성을 반영한 서비스 로봇의 물체 다루기 원천기술 개발179,157,543 179,157,54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71-000/[RCMS]미래수송기기 경량화를 위한 주조-전신재 겸용 강도연성지수 12GPa%급 친환경 Duplex 알루미늄 소재 개발5,345,000 5,34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68-000/[민간투자금]5nm급 이하 차세대 Logic 소자 원천요소 기술개발(Verical GAA 소자향 Early Silicide 및 저접촉저항 소재/공정 개발)33,641,851 33,7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64-000/TCTP를 이용한 난자 노화 기작 규명과 비침투성 물질 전달 및 노화억제 시스템 구축21,722,000 21,72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62-000/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골 재생용 생체모사 다기능성 줄기세포 구조체 제작28,262,000 28,26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61-000/[RCMS]고강도 저비용 아로마틱 폴리케톤계 수지 및 압축강도 180MPa이상급 의료용 복합체 제조기술개발113,495,000 113,49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60-000/엔지니어드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생체모사형 인공 근육 조직 개발21,722,000 21,72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59-000/새로운 비히스톤 단백질 라이신 메틸화 효소인 FAM86A의 NF-kB을 통한 종양형성 반응에서 기능적 역할의 이해21,722,000 21,72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58-000/Sulfuretin의 ATF3 발현 증가를 통한 비만 억제 효과 규명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56-000/[RCMS]IEEE 802.15.4g/4k/4m/4u 표준 규격의 IoT 센싱 및 제어용 Four-in-One FSK 무선통신 SoC 개발50,895,000 50,89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55-000/[RCMS]에너지 15% 절감 굴삭기용 HILS 기반 전자유압 제어기술 개발55,776,400 55,776,4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53-000/[민간투자금]차세대 반도체 소자의 구조 및 조성/strain 분석을 위한 TEM 분석 기술 개발38,004,692 38,00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52-001/[RCMS]차세대 반도체 소자의 구조 및 조성/strain 해석을 위한 TEM 분석 기술 개발33,853,000 33,85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49-000/우주실험을 통한 근본적인 물리 법칙 연구 8,300,000 14,519,0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48-000/재한 중국인 대학원생 한국 이해 포럼, 한중 Young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 한중인문교류포럼, 중국의 한국 연구자(기관) DB 구축, 한중 정책연구시리즈181,436,383 192,452,8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47-000/Active and Assisted Living에서의 다중리소스 데이터 퓨전 및 딥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지능형 휴먼 액티비티 인식 시스템 개발29,652,000 29,6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46-000/진동수 감응형 고분자를 이용한 동적노이즈-프리 생체압력센서21,722,000 21,72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45-000/이온결정 내 이온이동성과 전기적 결함제어를 통한 히스테리시스가 제거되고, 장기안정성이 확보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개발연구25,687,000 25,687,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44-000/컨텍스트 변화에 대응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의 서비스 컴포지션 플랫폼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40-000/[RCMS]공기감염 억제용 항균 필터 소재 78,272,000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30-000/[RCMS]중대형 상용차 LKAS 구현을 위한 100 Nm 이상급 볼-너트 기어박스일체형 전동식 조향 시스템 개발16,110,000 16,11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27-001/[주관-성균관대]엘리베이터 와이어로프 파손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1mm 해상도의 자동 손상진단 시스템 실용화83,144,180 93,96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22-000/[RCMS]IoT 디바이스용 고효율 Energy Hub 시스템 기술 개발85,960,000 85,96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20-000/[RCMS]지연형광 방식을 이용한 양자효율 20% 이상의 적색 및 청색 형광 소재 및 소자 개발35,158,800 35,158,8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19-000/[최우성]Synchrotron radiation을 이용한 리튬이온 배터리 Anode material Cycle mechanism 분석 및 Regeneration 방안 연구21,614,000 21,61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18-000/[최광호]우주선 검출기를 이용한 고에너지 우주선의 가속 메커니즘 연구21,506,000 21,50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17-000/[인성진]아이스큐브를 이용한 암흑물질연구 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16-000/[이주영]우주 배경 중력파에 의한 초기 우주의 탐구21,506,000 21,5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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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15-000/뇌 기능성 커넥톰 및 기계 학습에 기반한 지속적 통증과 만성 통증에 대한 표지자 개발29,044,000 29,04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14-000/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위한 자기공명영상기법 개발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13-000/만성 뇌전증 신경-혈관 연접 이상에서의 억제성 신경세포의 역할 연구13,101,000 13,10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12-000/메트릭과 물질에서 3차항까지의 우주론적 섭동: CMB Stage-4 관측에의 영향16,028,000 16,02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1211-000/[김형석]각성상태의 뇌에서 흥분성 및 억제성 뉴런들간의 상호작용이 뇌혈류역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광학기술 및 소프트 윈도우 기반 연구27,268,000 27,26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37-001/[EZ]글로벌 감염성 해양바이러스의 현장 적용형 검출 기술 개발278,237,008 331,685,94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35-000/[RCMS]이식환경 맞춤형 바이오세라믹 3D 프린팅 소재 및 저온(40°C 이하) 공정기술 개발78,069,350 78,069,3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33-001/[RCMS]산학프로젝트 기반 반도체소재부품장비기술 전문인력양성292,331,312 292,331,31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31-000/[EZ]한약재의 현대생물학적 평가를 통한 대사증후군 치료 물질 발굴29,082,248 39,191,1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29-000/2019년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 461,759,299 461,759,29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27-000/[HK+/2유형]열린 동아시아, 인문한국의 비전 340,612,003 377,152,06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25-001/[EZ]청색 인광용 호스트 및 전하수송층 개발 244,482,916 281,35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24-000/[RCMS]제주천연자원으로부터 생물전환 공정을 이용한 항스트레스 소재 및 액정 유화 마스크팩 제품 개발39,400,000 39,4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23-000/[RCMS]직류배전용 전력기기 설계기술 고급트랙344,400,000 344,4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22-000/[RCMS]노후 태양광모듈 분별 기술개발 및 서비스플랫폼 구축69,687,000 69,687,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21-000/[RCMS]정밀화학소재용 다양한 디설파이드 화합물의 합성 및 제조기술개발53,386,354 53,386,35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20-000/[EZ]실시간 바이오에어로졸 샘플링 및 무필터 전처리 기술 개발73,376,000 73,37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19-000/[RCMS]초고속 / 저에너지 멀티레벨 메모리/시냅스 소자 개발36,260,000 36,26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18-000/초고속/저에너지 멀티레벨 메모리/시냅스 소자 개발41,690,000 41,69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17-001/[Cleco-CMS][주관-성균관대]스마트워터그리드 기반 수운영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현장 맞춤형 패키지 기술 개발1,268,928,274 1,268,943,80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14-000/[해외대응자금]우주선 공동연구 센터의 설립과 초고에너지 우주선 연구107,117,253 422,314,43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08-000/[EZ]이산화바나듐의 구조적 상전이 억제를 통한 금속 절연체 상전이메커니즘 규명: 플라즈마 증착 기법이 제공해주는 접근법40,067,829 40,450,61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07-000/[EZ]에너지 분포 기반 웨이블릿 패킷에 의한 고충실 기능적 뇌혈류 신호 획득 방법 및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음성 자극 기법에 대한 연구13,344,496 13,344,49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06-001/[RCMS]디스플레이 장비부품 전문인력양성 540,041,405 540,041,40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05-000/[EZ]순차적 운송장 번호 예측 대입공격과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모델개발16,748,813 49,877,6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02-001/[RCMS]방사공정에 의한 wearable 소자에 적용할 수 있는 전기전도도가 3,000 S/cm  이상인 금속전도성 섬유 개발79,820,115 79,820,1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901-000/[RCMS]태양광발전 모듈 인증기반 고도화 및 부품 인증 방안 마련20,382,757 20,382,75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99-000/미세유체 시스템 기반 금속-페놀 상호작용을 이용한 공간적 위치 제어형 다기능성 마이크로 캡슐의 설계21,722,000 21,72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98-000/생체모사 미세표면 및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의료용 스킨/약물 패치 및 웨어러블 소자 응용 기술 개발21,722,000 21,72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97-000/3차원 계층구조를 이용한 높은 민감도 및 선택성을 가지는 실시간 신경 전달물질 모니터링 소자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신경생물학 및 광유전학 응용21,722,000 21,72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96-000/장파장 영역에서 고효율적으로 작용하는 메조포러스 구조의 광촉매 개발25,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95-000/초음파감응형 나노입자를 이용한 화상안내 음동력치료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89-000/당뇨성 만성 신부전증 조기 검색을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21,736,000 21,7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88-000/약학적으로 활성을 갖는 새로운 이종고리 화합물 유도체의 디자인과 응용21,736,000 21,7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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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87-000/S6K1에 의한 후성유전적 가소성 조절을 통한 α에서 β세포로의 전환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86-000/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다 국가 연계 연구를 통한 약물역학연구에서 발생하는 immeasurable-time bias 솔루션 개발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85-000/HDAC6의 알츠하이머 치매 주요 조절자로서의 역할 연구32,239,000 32,23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84-000/폐섬유화에서의 폐상피세포 엑소좀 내 miRNA의 기능 규명10,868,000 10,86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83-000/Alzheimer 치매에서 Adiponectin의 새로운 역할 규명21,736,000 21,7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82-000/알츠하이머병에서 AICD, NICD, Pin1간의 관계와 그 역할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81-000/GPCR의 신호전달 구조적 기전 연구 15,000,000 1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80-000/[EZ]HSA 클라우드에서 SLA 준수 및 에너지-최적 지능형 시스템 SW 개발129,294,424 195,999,34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76-000/[RCMS]인체신호 감지용 나노소재 복합섬유기반 편직물 섬유센서 제조와 이를 이용한 위험환경 작업자용 언더셔츠 개발78,299,999 78,299,99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75-000/[RCMS]한국형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평가도구 활용 방안 연구54,724,567 54,724,56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72-000/[RCMS]200인치 UHD급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한 타일링 액티브 매트릭스 패널 핵심 기술 개발76,397,000 76,397,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71-001/[EZ]항독성제 개발을 위한 마스터-독성인자발현신호 발굴 및 표적 검증380,131,466 380,369,63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69-000/5nm급 이하 차세대 Logic 소자 원천요소기술개발(세부핵심기술 과제명:GAA 소자향 CVD SiGe/Ge 채널 형성 및 유전막 소재/공정 개발)41,979,116 42,1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68-000/돈사피트의 슬러리 관리에 의한 돈사 냄새저감 효과 평가46,980,000 46,9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64-000/[EZ]산업 4.0시대의 품질성과지표 기반 오픈퀄리티 개발 연구75,525,726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63-000/[EZ]모집단 성장률을 고려한 Modified Competitive Lotka-Volterra (MCLV) 모형 및 경쟁 다이내믹스 분석 연구62,545,340 72,01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62-000/[EZ]기계학습 및 IOT 기반 고령자들의 사회적·심리적 고립/소외 문제 해결을 위한 e-CPS(Cyber-Physical System) 플랫폼 개발70,586,276 77,49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61-000/[EZ]강화학습 기반 생산시스템 스케줄링 이론 및 알고리즘 개발11,758,057 11,758,05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60-000/[RCMS]나노기술 기반 생체 저분자물질 정량 표면 질량분석 플랫폼 기술 개발39,136,000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59-000/[중기부 RCMS]차세대 전자 기기용 탄소나노튜브 기반 고성능 방열 소재 개발78,272,000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58-000/[RCMS]ICT 기반 제조공정용 물류 로봇 시스템 개발26,620,000 32,939,5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57-001/[Cleco-CMS][주관-성균관대]유지관리 고도화를 위한 막기반 융.복합 기술509,742,329 509,815,55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54-001/[EZ]재구성로직 소자 기술개발 248,984,127 383,54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53-000/[RCMS]거리정보 획득을 위한 이종 카메라 간 스테레오 매칭 원천기술 개발78,300,000 78,3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52-000/[EZ]초평면 배열의 밀러 파이버의 혼합 핫지 구조에 대한 조합론적 이해46,776,821 48,278,12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51-000/마이크로-나노 크기를 가진 성게모양의 ZnO 나노기둥에서 두가지 색 압타머 바코딩을 이용한 라벨 없는 형광 바이오센서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50-000/[IITP-EZ]고등급(EAL6 이상) 보안 마이크로커널 개발90,954,600 105,70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49-002/[RCMS-2세부]광역 동적 환경에서 인간과 유사한 고수준의 상호 작용과 작업 수행을 달성하는 실시간 로봇 자율 주행 기술 프레임워크 개발49,966,603 49,966,60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49-001/[RCMS-1세부]광역 동적 환경에서 인간과 유사한 고수준의 상호 작용과 작업 수행을 달성하는 실시간 로봇 자율 주행 기술 프레임워크 개발142,891,080 142,891,0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48-001/[EZ-본교]의미 분석을 통한 연구내용 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184,608,539 184,608,53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47-000/[RCMS]미생물 유전자원 보존관리 2019(성균관대 윤정훈)33,496,747 33,496,74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46-000/[EZ]폐암 수술후 환자의 신체활동 변화가 근감소 및 만성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규명:폐암 코호트 연구28,554,270 28,72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45-000/[RCMS]티타늄/CGI 가공을 위한 액체질소 적용 극저온 가공 공정 및 시스템 개발22,875,345 22,875,34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44-000/궤도 각운동량을 갖는 빛을 이용한 자유 공간 및 광섬유 통신 기술 연구30,000,000 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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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43-000/반데르발스 이종접합 구조체 기반 “다중-문턱전압 터널링 소자” 개발 및 이를 활용한 "다진법 논리회로" 구현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42-000/초연결성 통신을 위한 극 부호화/ 복호화 기술 연구29,652,000 29,6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41-000/도펀트 외확산 현상을 이용한 2차원 극박막 물질용 선택적 in-situ 도핑 기술 개발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40-000/반 데르 발스 이종접합 구조체 기반 뉴런 및 시냅스 소자 개발 및 기계학습을 위한 뉴로모픽 집적 회로 구현21,722,000 21,72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39-000/다변량 분석 기반의 Neuroimaging Genetics 모델 개발10,861,000 10,86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38-000/분산저장시스템을 위한 시큐어 재생 부호에 대한 연구21,722,000 21,72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37-000/휴지상태 기능성 MRI를 이용한 유사 확산 텐서 영상 개발10,861,000 10,86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33-000/[RCMS]연료전지차용 미세구조제어 기반의 전극 원가절감 기술개발31,312,000 31,31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32-000/[RCMS]줄기세포유래 엑소좀을 이용한 간섬유화 치료제 개발267,119,474 267,119,47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31-000/효율적인 인공촉각 센서네트워크와 인지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29,652,000 29,6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30-000/[RCMS]직경 500mm 이상 800mm 이하 노후 상수관 갱생을 위한 분사형 라이닝 갱생 로봇 시스템 개발139,610,990 139,610,9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27-000/[RCMS]항바이러스 단백질을 생산하는 락토바실러스 발현 시스템 개량 및 안정성 평가52,222,540 62,64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26-000/[정하나]M1 및 M2 대식세포의 전환과정에서 SOCS (Suppressor of Cytokine Signaling) 아형의 기능 연구26,009,000 26,00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25-000/[한예지]DNA손상반응에서 TRAIP의 기능적 규명과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치료 가능성 연구21,506,000 21,50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24-000/[김수미]DNA손상반응에서 유비퀴틴화에 의한 RNF126과 OTUB1의 기능적 연구21,506,000 21,50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23-000/[RCMS]차세대 미니항체의 기내 생산기술 확립 및 대량 생산44,962,810 68,12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22-000/[EZ]DNA 자기조립을 응용한 다이아몬드 광결정의 제조 및 응용 연구85,968,760 110,178,30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20-000/[이효주]행정한류를 위한 아시아 맥락에서의 공직봉사동기(PSM) 재정의25,314,000 25,31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19-000/[RCMS]코팅안정성이 확보된 고투명 할로겐-free 난연 PC 압출 sheet 개발36,399,431 36,399,43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14-000/[RCMS]위상배열초음파(PAUT)와 Laser를 이용한 CLP 두께 측정용 원격 자동화 시스템 개발37,571,000 37,57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11-000/[EZ]그래핀의 고속 비파괴적 품질평가를 위한 그래핀 도메인 가시화 전처리 기술 개발31,599,725 44,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10-000/[RCMS]4차산업 기술기반 임상시험 지원 시스템 구축126,778,587 126,778,58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08-000/시너지 기법을 이용한 험지 보행에 제약이 없는 초다자유도 사족 보행 로봇의 개발29,652,000 29,6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07-000/MoS2-인지질 복합구조를 이용한 셀 기반 환경 독성 평가 플랫폼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06-000/[안민우]나노섬유복합체를 활용한 연료전지 음극 설계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05-000/[RCMS]ABA 핵심 신호전달체계의 인터액톰 연구를 통한 가뭄저항성 유전자 분자 특성 연구40,499,824 70,499,82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04-000/[RCMS]국화과 외래잡초의 형태적 특성 발굴 86,101,116 86,199,7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03-000/[RCMS]수생조류 폴리넬라 유전체정보를 이용한 우수농생명체 개발 기반연구36,056,661 54,4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02-000/[이영주]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과 시민교육 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01-000/[오진솔]18세기 조선 법제 정비와 법이념의 변화 -18세기 법전 및 법률서를 중심으로-21,258,000 21,25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800-000/[박혜랑]북한이탈학생의 학업성취 및 적응 양태와 통일한국의 교육에 대한 시사점21,258,000 21,25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99-000/[RCMS]LED 칩 광소자/패키지의 특성 평가 국제표준 개발6,826,000 6,82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98-000/[E나라도움]생물다양성 관리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25,479,760 25,479,7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97-000/[EZ]곰팡이 및 곰팡이 유래 독소 모니터링용 나노센서 개발133,834,760 176,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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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93-000/파킨슨병에서 α-Synuclein의 preformed fibril(PFF)로 인한 Farnesyltransferase(FTase)의 기능상실과 발병기전에 대한 연구27,838,000 27,83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92-000/파킨슨병에서 산화질소 스트레스에 의한 전사억제인자, PARIS의 기능변이 연구26,181,000 26,18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91-000/종양 관련 대식세포에서 Pellino 1의 기능과 종양 특이 면역반응 조절 기전 연구26,181,000 26,18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90-000/근육 노화 억제를 위한 분자적 제어 기전 연구21,506,000 21,50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89-000/종양혈관신생에 있어 mTOR 매개 단백질 합성 경로의 하부 인자인 40S Ribosomal Protein S6 Kinases (S6Ks)의 역할에 관한 연구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88-000/초파리의 항온을 위한 배변활동의 분자적 & 세포적 메카니즘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86-001/[EZ]다차원 아키텍처링 기반 신축성 고전도 섬유 집합체 기술 연구97,066,489 101,213,56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76-000/[EZ]친환경 지능형 직류배전망 설계 및 운영기술 연구140,818,056 140,89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74-000/[RCMS]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700MPa급 철근 활용 내진용 철근콘크리트 개발38,154,490 38,154,4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72-000/[EZ]라이오트로픽 층상 2차원 나노콜로이드를 이용한 전기적으로 변조가능한 멀티스테이블 광결정 응용소자 연구98,885,026 146,49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70-000/[EZ]마이켈슨 간섭계 기반 지능형 지진 모니터링 및 액티브 방진 제어시스템 개발54,108,523 77,88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65-000/[이지영]영아 교사의 학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탐색 및 영아 교사의 전문성 발달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23,145,000 23,14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64-000/[김경민]애덤 스미스 정치사상의 종교적 토대 29,661,000 29,66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63-001/[RCMS]원자간력 현미경, 라만분광 및 투과도 동시 측정을 통한 2차원 그래핀의 적층 수 측정 표준 기술 개발113,725,773 113,725,77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62-000/[이재호]녹색해운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변화 과정에서 국제해사기구(IMO)의 역할21,258,000 21,25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61-000/[문진희]정치적 행동의 대행요인으로써 작업장 가십과 결과물의 관계 및 그의 조절변수들21,258,000 21,25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60-000/[황주희]회계제도의 변화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21,258,000 21,25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59-000/[윤진호]기업 참여자가 비윤리적 결정을 피하고 지속가능한 결정을 하는 과정: 뉴로인지 분석30,000,000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57-000/모바일 부품의 수평냉각을 통한 에너지 저감 기술 개발13,772,601 13,772,60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45-000/[EZ]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통합적 웰니스 리터러시 활성화 모델28,716,630 28,72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43-000/[EZ]컨버젼스연구소(첨단 인터랙션을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 융합기술 연구)115,006,392 115,006,39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42-000/[EZ]다각적 데이터 융합을 통한 그래프기반 준지도 학습37,573,427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41-000/[EZ]인용망에서 효율적인 정보 추천을 위한 연결정보기반 클러스터링 기술 연구143,016,749 144,77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40-000/[민간투자금]신물질 및 신구조를 이용한 슈퍼 스팁 스위칭 소자 기술 연구44,056,480 50,43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37-000/[EZ]지능형 스토리 생성 시스템을 위한 텍스트 이해 기술 연구64,560,077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36-000/[EZ]음성 기반 사용자 인증 방법 연구 156,436,483 167,94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34-000/[EZ]실시간 시스템의 보안성 통합을 위한 실시간 스케줄링 플랫폼 설계: 모델 확장, 최적화 및 검증69,424,950 117,40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29-000/[EZ]디버깅 자동화를 위한 자동 프로그램 수정 기술 및 통합 프레임워크48,610,640 156,54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25-000/[RCMS]다양한 조도환경에서 동작 가능한 웨어러블용 저전력, 초소형 3D 깊이 카메라 기술153,539,300 153,539,3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24-001/[RCMS-1세부]신물질 및 신구조를 이용한 슈퍼 스팁 스위칭 소자 기술 연구44,704,194 44,704,19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22-000/[EZ]안전성 및 면역원 유도능이 향상된 신규 구제역 백신 아주번트 개발76,423,627 78,285,3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21-000/[EZ]단백질 상분리 현상을 통한 식물 온도인지 메커니즘 연구170,302,380 1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20-000/[EZ]소프트 엑에이터 및 센서 적용을 위한 선택적 음이온-감응 티오우레아 젤 연구62,897,055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19-000/[EZ]대서양 대양섬의 분기진화,향상진화 비교연구117,393,544 117,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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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17-001/[RCMS]표면광분석 기술의 ISO 표준화와 전담 SC설립101,727,604 101,727,60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15-000/[EZ]초고해상도 렌더링을 위한 동적해상도 파이프라인89,284,655 156,54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14-000/[EZ]브레인 동작에 기초한 Memristor-CMOS 하이브리드 컴퓨팅 아키텍처23,263,044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13-000/[RCMS]천연활성물질 기반 유기나노복합소재 및 이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 플랫폼 개발109,700,000 109,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12-001/[협동-성균관대]CIP-SCW 복합 연직 지지벽체의 대심도 굴착 현장 적용을 위한 AI 기반의 핵심 설계 요소기술개발39,580,393 48,41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11-000/[유필진]근세 영문학 작품을 통한 사고과정 및 자아형성 연구28,814,000 28,81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10-000/[구영은]기계학습을 이용한 독일어 대화문의 화행 자동분류27,044,000 27,04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09-000/[현수진]7~13세기 동아시아의『오경정의(五經正義)』유통과 그 정치사상의 확산21,258,000 21,25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08-000/[진민희]17~19세기 동아시아 도시공간에서 문화의 교섭양상-정원문화의 성행과 이를 소재로 한 문학을 중심으로21,258,000 21,25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06-000/[EZ]기초 약물 연구 및 임상 적용을 위한 항암제 내성 세포 특성평가를 위한 미세유체소자 개발23,055,336 28,03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03-000/[EZ]유기황 기반 고용량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소자 개발77,640,925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02-000/[EZ]체액포집 및 청정점착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미세흡착 구조를 통한 비침습형 글루코스 패치센서 개발44,318,325 46,96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01-000/[EZ]음향적으로 제어된 무중력 줄기세포 배양기를 이용한 다양한 줄기세포 배양법 및 허혈성 질환 치료법 개발156,481,446 157,36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700-000/[EZ]재조합 시아노박테리아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아세톤 전환 기술개발117,408,000 117,40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99-000/[EZ]칼코겐 소재 기반 차세대 고성능 전지의 개발68,612,396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98-000/[EZ]퇴행성 뇌질환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용 바이오센서 개발78,272,000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97-000/[EZ]산화환원 촉매 무기나노입자 기반 면역억제형 자가면역질환 백신 개발120,666,306 134,15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96-000/[EZ]새로운 위상학적 변형의 나노바코딩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변형 염기서열 분석법 개발 연구111,042,054 156,54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95-000/[EZ]경량/전도성 복합소재용 유무기 코어-쉘 레이어드 입자 구조제어 연구51,862,431 54,79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92-001/[RCMS-성균관대]인간과의 충돌방지를 위해 20cm 거리에서 인체감지 가능한 피부형 근접센싱 기술 개발286,474,000 286,47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89-000/[IITP-EZ](안전성 연구 2세부)운영체제 안전성 연구39,131,467 39,131,46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88-001/[EZ-성대]디지털 이미징 기반 시소 형광센서 및 식품유해물질 고정확성 다중검출 센서집적 IoT 시스템 개발282,532,261 32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87-000/[EZ]3차원 실시간 정밀 측정 기법 및 다중물리 모델 개발에 의한 전자기장 내 다상유동 분석, 제어 및 고효율 정화 시스템 개발71,840,726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86-000/[EZ]광-신경생리학을 위한 초고속 압축 이미징 시스템 개발169,982,179 177,89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85-000/[EZ]Analysis in metric and operator spaces 41,035,498 48,52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84-000/[EZ]동력계에서의 거리와 그것의 응용에 대한 연구35,100,510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83-000/[EZ]잠복암세포 은닉차단 나노입자와 주입형 면역활성 스캐폴드를 통한 암의 재발 및 전이 억제 기술 개발165,667,492 177,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82-000/[EZ]뇌이미징과 기계학습을 이용한 통증 뇌표지자 개발 및 타당화 연구142,078,018 1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81-000/[EZ]전하-스핀 변환: 동역학 연구 및 초고속 스핀 메모리59,706,722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80-000/[EZ]CPS 기반의 스마트 Fab(반도체/디스플레이 Facility) 유지관리를 위한 DPL 응용기술 개발73,168,172 117,40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79-000/저온 공정용 고밀도 다중 플라즈마 원 및 공정 기술 개발12,989,100 12,989,1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78-004/[운영비]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기반활용사업18,429,360 18,429,3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78-002/[운영비]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기반활용사업4,717,380 4,840,9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77-000/[EZ]내결함성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한계물성 구현과 고효율/고안정성 광전 소자 제작234,537,221 234,8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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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76-000/[EZ]2차원 층상 구조 반도체를 이용한 수직형 터널링 FET 에서 양극성의 전류 제어48,526,238 78,265,6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75-000/[EZ]다중방향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생체내 전자기파 분포 측정법 개발과 응용49,007,895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74-000/[BK21+]교육 인포매틱스(Informatics) 기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117,949,944 121,365,62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73-000/[EZ]포셋, 오페라드, 양자군의 구조와 관련된 준군 대수위의 리오단 군의 연구47,564,109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72-000/[EZ]2D 반도체의 국부 스트레인 제어에 의한 엑시톤 퍼널링 현상 연구54,858,331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71-000/[BK21+]유학 교육·연구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통합 랩(LAB)401,404,645 402,035,54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70-000/[EZ]벡터값 하디공간 연구 60,679,335 77,49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69-000/[EZ]유연 초박형 전자 및 광전 소자를 위한 기능성 저 차원 나노 물질 및 구조의 기반 기술 연구74,565,753 78,22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68-000/[EZ]루테늄 산화물 박막의 Ru 결합 차원변형을 이용한 강상관 물성연구8,665,030 8,665,0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67-000/[EZ]부분 산화반응 제어를 통한 고성능 리튬 및 소듐이온 저장 복합산화물 전극 소재 개발15,060,370 15,060,3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66-000/[EZ]미해결 유기반응 개발을 통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64,717,832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65-000/[EZ]다양한 확장적 성질을 갖는 동력계의 위상적 안정성에 대한 연구54,834,531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63-000/[EZ]무질서구조 기반 신개념 고성능 이온저장 소재 개발98,262,433 148,717,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62-000/[EZ]강한 상호작용을 갖는 전자계의 에너지 기능85,474,727 123,33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61-000/[BK21+]프런티어 경영 창의인재 육성사업단 642,955,729 655,666,94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60-000/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인문학분야(예술체육분야 포함)88,378,770 100,144,7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59-000/[EZ]유기오염물질 흡착 미세플라스틱 섭취와 바다송사리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상관관계 및 분자적 기작 규명72,427,530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58-000/[EZ]구리 촉매 기반 연속촉매 반응 및 비대칭 반응 개발66,310,712 156,54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57-000/[EZ]세포벽 리모델링 조정인자 기반 신규항생제 표적 발굴58,277,131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56-000/[BK21+]창조형 방재안전인력양성사업단 87,814,000 99,025,63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55-000/[BK21+]인간중심 서비스 융합디자인 176,525,133 209,845,88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54-000/[BK21+]산업 데이터애널리틱스 기반 스마트공장 설계/운영/최적화 연구 및 인력 양성팀230,351,752 296,834,68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53-000/[BK21+]에코-스마트 Water NEXUS 창의인재양성사업팀257,127,617 261,557,70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52-000/[BK21+]미래 나노기반 융복합 인재양성 사업단1,479,908,639 1,703,856,91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51-000/[BK21+]ICT 융합 시설물 통합관리 창의인재양성사업팀165,538,229 183,72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50-000/[BK21+]창의적 컨버전스 화학공학 인재양성 사업단1,119,211,133 1,197,991,07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49-000/[BK21+]미래가치 창조형 ICT인력 양성사업단3,006,498,124 3,247,274,29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48-000/[BK21+]인간친화형 융합시스템 창의인재양성 사업단1,329,262,418 1,451,410,43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47-000/[BK21+]융복합소재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1,183,096,533 1,298,113,92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46-000/[EZ]전자소재 한계 극복을 위한 선형 무기분자 연구28,428,471 30,942,2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44-000/[EZ]청각 인지 능력 평가를 위한 전기생리학 기반 객관적 방법 및 재활 프로토콜 개발34,095,047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43-000/[RCMS]가변 재구성형 유연 조립시스템 및 ICT 융합 기반 스마트 시스템 핵심 요소 기술 개발120,039,875 120,042,07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42-000/[EZ]무선 에너지 하비스팅 통신 융합 연구센터1,143,561,872 1,541,947,4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41-001/[세부주관-성대]Direct Self Assembly를 이용한 재료연구 및 반도체 patterning 응용 기술21,035,570 21,03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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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40-000/[RCMS]사물인터넷(IoT) 산업을 위한 시스템 반도체 국제 표준 기반조성7,829,439 7,829,43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39-000/[RCMS]벌지(bulge) 시험을 통한 자유지지 2차원 나노물질 박막의 기계적 특성 측정 표준 개발114,587,309 114,587,30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38-000/[RCMS]인쇄전자 공정용 나노잉크의 유변학적 특성 제어를 위한 소재 공정 핵심기술 개발78,089,431 78,089,43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37-000/[EZ]고가용성, 초장거리 Beyond-Backscatter 통신을 위한 다기능 통합 네트워크 연구75,088,647 81,220,87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36-000/[EZ]다중 인공감각을 센싱하기 위한 뉴런신호 다중화기법 및 감각인지 하드웨어 구조에 대한 연구81,783,932 93,736,48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35-000/[EZ]5G와 그 진화를 위한 극부호 및 응용 기술 연구50,403,299 77,069,15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34-000/[EZ]대량 송수신 배열을 위한 초고속 서플라이 변조기 IC 및 고효율 Front-end 배열 IC 개발189,920,275 234,967,7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33-000/[EZ]금속이온의 층간삽입을 통한 2차원 반데르발스 이종접합 계면저항 개선 및 고성능 수직-트랜지스터 개발122,521,784 136,61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32-000/[EZ]VR융합 콘텐츠의 사용 확산을 위한 전략적 모델30,411,070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31-000/[EZ]Personal Mobility용 비희토류형 구동모터의 Machine Learning 기반 최대효율 정합형 최적설계 플랫폼 개발75,123,480 78,311,6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30-000/[EZ]배리스터 소자 기반 다중피크 부성미분저항 3진법 소자 및 3진법 휘발성 메모리 (SRAM) 회로 개발78,033,986 78,108,6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29-000/[EZ]바이러스를 둘러싸 활성을 저해하는 파지-기반 나노섬유 개발 및 광범위 항인플루엔자 효능 연구47,824,940 62,61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28-000/[EZ]실시간 승모판 성형술 시뮬레이션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혼합현실 수술 플랫폼 개발30,315,075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27-000/[EZ]분산전원의 간헐성 및 분산전원 연계 배전계통의 수용능력 극복기술 개발108,792,728 234,354,97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26-000/[EZ]다마센 공정을 이용한 고성능 게르마늄 채널 실리콘 모스에프이티 개발70,454,150 81,368,7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25-000/[EZ]대규모 안테나 어레이 기반의 초저전력 셀룰러 IoT 네트워크 연구57,546,302 78,366,48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24-000/[EZ]비선형 광학효과 증대를 통한 고효율 집적형 파장변환 나노 광소자의 개발58,176,164 76,721,88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23-000/[BK21+]라이프케어 식품소재 창의 인재양성 사업팀129,840,796 136,697,9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22-000/[EZ]웨어러블, IoT 및 가상/증강현실 기기를 위한 고효율 자가 전원 공급 가능 초소형, 초저전력 송수신기 시스템 구조 및 회로 연구207,372,882 234,81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21-000/[BK21+]통합 생명과학 창의인재양성사업단 478,225,296 548,770,13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20-000/[BK21+]창의적 글로벌 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 육성 사업팀336,156,457 336,682,54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19-000/[BK21+]융합에너지 글로벌 창조인재 양성사업단2,534,847,095 2,840,890,08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18-000/[BK21+]창의적 수리과학 인재양성 사업단 216,993,540 233,239,97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17-000/[BK21+]화학기반창조융합교육·연구사업단 1,099,716,607 1,211,766,54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16-000/[EZ]암 진단용 스마트 나노 방사성 동위원소 개발 기술 연구191,625,207 224,548,13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15-000/[BK21+]차세대 선도 물리인재양성사업단 685,232,063 809,554,67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14-000/[BK21+]미래형 의과학 창의 리더 양성 사업단705,852,604 784,363,8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13-000/[EZ]DC 차단시스템 아크의 다물리 해석기법 및 최적설계기술 개발122,592,681 145,810,14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12-000/[EZ]나노플라즈모닉 집적회로용 플라즈모닉 신호 복사기 연구48,780,320 87,432,96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11-000/[EZ]다기능영상정보의 표현 및 압축 결합기술102,621,463 149,823,9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10-000/[EZ]캐시를 이용한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무선 통신망을 위한 멀티 타임스케일 최적화 기법 연구103,801,385 162,022,78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09-001/[RCMS-성대]헬스클라우드 기능 아키텍처 및 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 개발70,324,529 70,324,52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08-000/[EZ]부성 차동/퀀텀 정전용량 및 부성 저항을 이용한 초저전압 CMOS Plus 기술 연구79,837,510 96,711,2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07-000/[EZ]Stochastic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분석 방법론의 개발 및 응용에 대한 연구25,520,050 25,5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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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06-000/[EZ]헤테로다인 레이저 간섭계 기반의 조기 지진 분석 및 정밀 진앙 위치 측정 시스템 개발13,603,000 13,60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05-000/[EZ]무릎 의료영상 분석기술 개발과 이에 근거한 골관절염 영상 바이오마커 개발6,580,800 27,549,45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04-000/[RCMS]웨어러블 디바이스용 무구속 멀티모달 무선에너지공급 기술 개발202,797,000 202,797,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03-000/[EZ]고집적 신경세포 모방 소자 인터커넥션을 위한 초정밀 나노 공정기술 개발90,465,216 125,23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02-000/AI 기반의 인텔리전트 팩토리 관리 시스템 70,000,000 7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01-000/[EZ]생체분자제어연구소-생체분자 제어 및 효능의 멀티스케일 연구494,294,885 500,954,6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600-000/[EZ]비만과 대사 질환에서 PI3K alpha의 역할과 기전 연구66,900,305 78,300,08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99-000/[EZ]저주파 초음파를 이용한 미세기포 파괴를 통한 식도암조직 내로의 항암제 전달 증강에 대한 연구79,196,244 79,196,24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98-000/[EZ]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에서 간섬유화 진행의 유전/환경 위험인자 규명 및 예측 모델 개발214,524,740 217,122,4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97-000/[EZ]원발성 섬모의 염증 조절 기능 규명을 통한 노인성 근감소증 제어 기전 연구136,914,663 156,54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95-000/[BK21+]UI/UX 중심의 글로벌 휴먼 인포메틱스 리더 양성을 위한 인터랙션 사이언스 사업단296,556,032 351,434,92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94-000/[EZ]쥐 모델에서 retinaldehyde dehydrogenase 1의 결핍이 대동맥 석회화 및 동맥경화증에 미치는 영향76,709,615 78,552,1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93-000/[BK21+]빅데이터 기반 소비자분석 전문가 양성 사업단207,609,344 224,613,79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92-000/[BK21+]공감형 미래인재 양성사업팀 195,778,069 202,259,57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91-000/[EZ]Wnt 신호경로의 세포막 수용체인 Frizzled 수용체의 역할 규명을 통한 새로운 두경부암 특이 치료 타겟 개발69,055,176 90,786,99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90-000/[BK21+]사회통합 기반구축 조사연구 전문가 양성사업팀129,222,314 137,929,68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89-000/[BK21+]미래 사회적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연구팀134,726,627 143,745,7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88-000/[EZ]대장암 단계별 조직의 통합 유전체 분석을 통한 조기진단 후보인자 발굴78,416,459 78,416,4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87-000/[BK21+]공감정부 구현을 위한 통섭적 공공리더 양성단429,272,609 437,619,51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86-000/[EZ]유전적 인자와 환경적 인자의 통합 분석을 통한 크론병 발생 및 진행 기전 규명170,245,240 172,170,92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85-000/[BK21+]창의적 갈등관리를 위한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양성 사업단342,374,748 348,767,87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84-000/[EZ]RNA regulon-USER 분석을 통한 전이 억제유전자 발굴79,682,236 81,550,8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83-000/[EZ]히스톤 H3K4 아세틸화 코드 해독과 핵심 조절자 발굴 기반 후성유전학적 전사조절 기전 및 암 진행 기전 연구41,763,830 41,763,8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82-000/[EZ]미토콘드리아 돌연변이와 인간 암의 유전체적 인과 관계 분석 연구186,099,195 230,811,6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81-000/[EZ]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수면 변화가 인지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 연구42,353,696 42,353,69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80-000/[EZ]세포프린팅/동결보존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한 동물대체시험용 gut/skin-on-a-chip 제작99,287,523 109,532,71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79-000/[EZ]환자 진료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룰 기반 진료 행위 표준 모듈 개발11,204,726 51,323,46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78-000/[EZ]TRBP 단백질의 뇌암줄기세포 특성조절 연구73,570,518 119,178,45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77-000/[EZ]장내세균에서 기원한 세균 유래 세포밖소포체 분석을 통한 장내세균조성과 대장암 발생 및 예후 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5,203,357 97,670,38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76-000/[EZ]정밀의학 구현을 위한 암환자 대상 디지털 헬스 임상적용의 다각적 평가 모델 개발20,624,064 42,513,77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75-000/[EZ]도파민 D2 수용체 결손으로 인한 비만과 대사 합병증에 대한 운동 트레이닝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작 연구57,506,792 57,506,79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74-000/[EZ]Supramolecular 환경 조절을 통한 벌크유지계에서 산화방지제 극성 파라독스 수정 및 검증 연구50,374,094 78,522,15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73-000/[EZ]뇌졸중 환자의 개인맞춤재활을 위한 뇌신경망 분석 기반 운동 기능 회복 예측 모델 개발37,763,696 39,388,34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72-000/[EZ]알츠하이머병 뇌척수액에 노출된 중간엽줄기세포의 적응 기전 연구31,664,860 40,42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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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71-000/[EZ]현장에 설치된 태양전지 패널의 유지보수를 위한 ICT 기반의 자율세척 및 검사 기능의 드론 로봇 개발105,850,974 130,407,5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70-000/[EZ]단백질의 활성 비의존적 초고속 대용량 분자 진화 탐색/선별 기술 개발개발147,664,081 193,682,69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69-000/[EZ]Geminivirus의 종자전염에 관여하는 host factor (seed transmission determinant, STD) 분리 및 특성 구명75,019,920 128,868,8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68-000/[EZ]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마우스 모델 제작 및 인간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제에 관한 연구36,183,899 39,259,50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67-000/[EZ]운동은 삼킴 기능의 노화 예방 효과가 있을까?38,178,560 41,815,10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66-000/[EZ]코호트의 빅데이터 및 심평원 자료를 활용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의 비알코올성 간질환 예방 효과 탐색38,408,410 42,198,9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65-000/[EZ]단일세포 전사체 데이터 기반 조직 내 면역세포조성 예측 모델 개발11,806,970 47,953,7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64-000/[EZ]대장암에서 RNA 결합단백질 hnRNPK에 의한 악성화 유전자의 전사 후 조절 연구40,229,058 46,452,75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63-000/[EZ]대사공학을 위한 시아노박테리아 일주기리듬의 공명화 연구117,082,307 117,441,8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62-000/[EZ]자궁선근증 임신부를 대상으로 조산 예방을 위한 프로게스테론 사용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공개, 연구자주도 임상시험7,138,990 64,183,6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61-000/[EZ]종양에 부분적으로 조사한 저 분할 고 선량 방사선이 종양 반응에 미치는 방사선-면역자극 효과에 관한 연구49,902,592 49,902,59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60-000/[EZ]3차원 심초음파 임상데이터와 심장판막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승모판막질환 진단법과 가상 승모판막 성형술 개발20,522,922 20,522,92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59-000/[EZ]난자 성숙과정동안 Aurora kinase의 새로운 조절 기전 연구17,483,140 18,03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58-000/[EZ]저농도의 HDAC inhibitor를 통해 liposarcoma cell을 non-cancerous cell로 분화유도 시키는 새로운 암 치료법의 연구10,669,790 10,669,7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55-000/[EZ]위식도 역류질환의 실시간 진단을 위한 pH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33,294,007 39,881,91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54-000/[EZ]퇴행성 척추 디스크의 변성억제 및 통증조절에 영향을 끼치는 TAK1 억제의 역할에 대한 기전 연구39,681,585 46,907,2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53-000/[EZ]항뮬러관호르몬과 골표지자들의 참고치 설정과 폐경 이행기 여성에서의 폐경 나이 예측 및 골 감소 평가42,281,278 42,281,27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52-000/[EZ]유방암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영구탈모의 발생양상 및 요인 파악53,337,453 64,554,57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51-000/[EZ]암 생존자의 암 재발관련 두려움 경감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67,847,135 73,26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50-000/[EZ]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유발한 장내세균 변화가 인체 내 대사질환 예방에 기여하는 상관성 분석 연구105,323,490 110,36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48-000/[EZ]근육세포 발생 및 기능 제어에서 ADSSL1 의존적 원발성 섬모의 역할 규명17,612,000 17,61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47-000/[EZ]대규모 유전체 분석 기반의 비콜레스테롤성 심혈관 질환 약물 표적의 발굴19,303,300 19,303,3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45-000/[EZ]제2형 당뇨병 쥐에서 평형 기능과 전정 기관의 변화에 대한 종단 연구17,122,221 28,72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44-000/[EZ]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CT 영상 기반 자동 간 세그먼트 체적 측정 기법 연구23,349,815 32,899,59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43-000/[EZ]암세포 사멸 프로그램 (네크롭토시스) 조절 핵심 단백질 연구를 통한 유방암의 항암제 내성 극복 기술 개발20,980,098 28,72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42-000/[EZ]전이성 유방암과 원발성 유방암 변이의 비교 분석 연구37,875,131 46,809,69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41-000/[EZ]당뇨성 동물 모델에서 Macrophage Migration Inhibitory Factor가 신경인성 통증과 기억력 장애에 미치는 영향46,372,904 58,037,3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40-000/[EZ]초박형 System-On-Skin 소자용 저차원 무기물 전자소재 및 공정 연구63,874,310 65,592,5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39-000/[EZ]진화 컴퓨팅과 딥러닝 기반의 음악 작곡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106,506,731 109,548,28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38-000/[EZ][이공/신진]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사용자경험 분석을 위한 자기 정보화 네트워크 모델의 개발20,716,459 39,418,62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37-000/[EZ]외광/간섭 제거 기능 및 고밀도/고감도 SPAD 픽셀 어레이를 가지는 CMOS LiDAR 센서 SoC의 개발2,737,400 16,078,34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36-000/[EZ]차세대 초고속 저장장치를 위한 경량 커널 입출력 스택 연구66,099,212 96,456,66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35-000/[EZ]사물인터넷 보안을 위한 누설전류기반 물리적 복제 방지 기술 연구18,142,271 18,142,27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34-000/[BK21+]신약개발 글로벌 창의 인재양성 사업단1,062,322,516 1,244,67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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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33-000/[EZ]초불균형 데이터의 분석 및 예측을 위한 기계학습 원천기술 개발8,775,509 19,930,57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32-000/[EZ]심층 생성 모델을 이용한 새로운 추천 알고리즘 개발91,151,875 117,40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31-001/[RCMS-성균관대]제조용 로봇/공정설비 다운타임 최소화를 통한 자동차 부품 모듈 생산성 및 수율 향상(30%)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고장예방 및 공정품질 개선 원천 기술 개발125,222,199 125,222,19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30-000/[EZ]NVDIMM 기반 고성능 트랜잭션 지원 100,207,913 125,23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29-000/[EZ]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 및 Multi-connectivity를 지원하는 SDN 기반 WSN 핵심 기술 연구103,098,862 129,712,8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28-000/[EZ]소프트웨어 기반 확장형 고성능 가상화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83,967,348 157,523,7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27-000/[BK21+]ICT Global Legal Standard 선도 법전문가 양성사업팀202,022,422 208,040,58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26-000/[BK21+]글로벌 시대 횡단적 역사학 교육 연구 사업단346,791,222 383,734,21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25-000/[EZ]바이트 단위 접근이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미를 통한 데이터 처리 성능 향상 연구163,799,049 171,193,10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24-000/[EZ]대용량 클라우드 서버를 위한 SSD 기반 스토리지 시스템26,307,854 85,408,66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23-000/[EZ]외과용(이비인후과 및 신경외과) 초정밀 수술을 위한 영상 유도 수술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핵심 요소기술 고도화 연구106,496,273 156,560,87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22-000/[EZ]EMC를 고려한 System in Package (SiP) 설계에 관한 연구113,020,186 147,046,3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21-000/[EZ]Ty-1 기능분석을 통한 TYLCV 저항성 연구 29,831,577 29,831,57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20-000/[EZ]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적용 확산을 위한 IoT 최적 시스템 개발47,853,297 64,444,4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19-000/[EZ]머신러닝을 통한 환경투과전자현미경 분석의 분해능 향상 플랫폼 구축66,746,449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18-000/[EZ]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바이오매스, 하수슬러지 고형연료)-혼소 발전용 부식 손상장애 방지 기술 개발56,333,881 62,61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17-000/[EZ]옹스트롬 이하 분해능의 고선택도 기능성 나노입자 멤브레인 개발129,693,481 133,06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16-000/[EZ]고효율 광전 에너지 소재를 위한 장거리 엑시톤 수송 현상 연구116,844,520 163,697,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15-000/[EZ]클러스터 기반 이온 저장 거동 연구 383,787,835 451,049,72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14-000/[EZ]비선형 에르고딕이론 연구단 214,804,643 260,328,98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13-000/[EZ]치매 인자 발굴을 위한 다중스케일 혈관계 및 뇌척수액 순환계의 구조-기능 영상화 기술 개발148,134,856 241,895,02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11-000/[EZ]PD-1 항체가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대사질환에 미치는 효능28,212,102 28,72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10-000/[EZ]심부전 치료를 위한 천연물 기반 강심제 개발78,272,000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09-000/[EZ]Liquid biopsy를 이용한 intractranial vessel pathology의 theranostics 구현122,321,834 125,752,4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08-000/[EZ]생체모방 3D 신경근육접합부 제작 및 기능장애 치료약물 검색시스템 개발89,718,520 134,241,91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07-000/[EZ]한국 전립선암 환자에서 cell free circulating tumor DNA 측정의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통한 전립선암 정밀의료 플랫폼 구축211,770,053 215,419,96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06-000/[EZ]내시경초음파에서 유래한 췌장암의 3-D Organoid 배양기법 확립과 환자 맞춤형 항암전략 연구184,976,313 207,129,14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05-000/[EZ]중추신경계 손상시 아그마틴을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법의 전략적 개발18,863,346 46,478,16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04-000/[EZ]간섬유화 바탕에서 발생하는 간암의 발암 및 진행 과정에서 NADPH Oxidase 1 및 4 상동체가 종양미세환경에 미치는 차별적 역할과 분자기전 규명113,712,965 117,460,2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03-000/[EZ]폐암 수술 환자의 심폐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술  전·후 통합적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중재 효과 평가127,669,024 127,700,54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02-000/[EZ]전산전자기 시뮬레이션을 통한 임의 곡면 상에서 신축성 메타물질 흡수체의 흡수 성능 분석20,233,000 41,600,3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01-000/[EZ]액체생검 분석을 통한 소세포암 환자의 진행 예측 플랫폼 개발151,042,880 152,162,91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500-000/[EZ]다양한 외부 자극에 따른 VO2 상전이의 특성에 관한 변조 분광학적 연구39,864,227 45,739,3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99-000/[EZ]유방암 환자 전 치료 과정 중 개인 맞춤형 재활 치료를 위한 smart aftercare 플랫폼 개발120,965,608 147,19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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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98-000/[EZ]세포자식작용이 태반 영양막세포의 분화에서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02,989,562 108,522,22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96-000/[EZ]무기 전자화물에서 발현되는 2차원 플라즈모닉 파동 성질 규현 및 응용 연구38,321,765 39,535,3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95-000/[EZ]환자 유래 세포의 약물 스크리닝에 근거한 전이성 신장암의 맞춤형 치료101,387,691 103,757,71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94-000/[EZ]임신중독증 임산부에서 수면무호흡증후군 치료의 효과 및 기전 연구119,412,405 119,412,40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93-000/[EZ]고효율 이산화탄소 고정화를 위한 인공광합성 미생물 개발39,381,556 39,516,57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92-000/[EZ]뇌신경계 질환 관련 베타 아밀로이드 형성과정 및 생물학적 기능 규명33,684,360 43,712,5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91-000/[EZ]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구조와 웅집 억제제간의 상호작용 및 분자구조 규명41,202,400 44,509,5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90-000/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및 진단기기 45,000,000 4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89-000/[EZ]액티비티 트랙커를 활용한 근거-중심 한국형 노인 신체활동 측정도구 및 지침서 개발: 노년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중심으로38,928,624 46,019,80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88-000/[EZ]골격근 당수송체4 전위 및 엑소좀에 대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효과43,413,672 47,353,70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87-000/[EZ]Genetic biomarker를 이용한 염증성장질환 환자의 anti-TNFα 치료 반응 예측 모델 개발89,191,045 96,346,74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86-000/[EZ]신규 non-histone protein lysine methyltransferase인 FAM86A의 NF-kB 활성 조절 및 기능연구39,127,564 39,141,9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85-000/[EZ]유류오염 환경 신 종 박테리아 및 메타게놈으로부터 신규 lipolytic enzymes의 발굴 및 oligopeptide extension에 의한 enzyme engineering 기술 개발34,775,750 39,653,1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84-000/[EZ]악성 림프종 세포 유래 엑소좀 분석을 통한 림프종의 치료 실패 위험도를 예측하는 엑소좀 기반 바이오마커 개발86,753,907 87,219,1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83-000/[EZ]재활승마가 뇌성마비 환아들에서 신체 활동, 심폐 적합성 향상과 집중력 증강에 미치는 영향72,246,091 81,442,41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82-000/[EZ]한국인의 말단부 흑색종 조기 진단을 위한 진단적 키트의 개발12,129,480 12,129,4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81-000/[EZ]뇌신경재활을 위한 뇌영상 기반 고해상 맞춤형 비침습 신경조절 기술 개발233,557,155 243,023,94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80-000/[EZ]수술용 내비게이션의 표면정합 시 병변정합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곡면 기반의 향상된 Iterative closest point(ICP) 알고리즘 개발38,556,560 40,571,59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79-000/[EZ]유전자 분석기반 비결핵항산균 폐질환의 항생제 내성기전 연구91,156,073 91,156,07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77-000/[EZ]고령자를 위한 UI 사용성 평가 지수 개발 및 적용: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중심으로9,767,470 9,780,7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76-000/[EZ]인지부하와 청취노력에 대한 중개연구와 객관적인 임상검사법 개발32,167,278 32,167,27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75-000/[EZ]면역적격 간암동물모델에서 PD-1 및 CD47 표면단백 조절을 이용한 간암의 새로운 면역치료법 개발16,755,142 16,761,95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74-000/[EZ]요도협착 질환 백서에서 지방유래 줄기세포 치료의 효과36,178,520 48,884,8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73-000/[EZ]비만에 의한 멜라노사이트 생리활성 변화에 대한 연구18,632,646 44,939,39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72-000/[EZ]고차원 데이터의 간략화와 대규모 이미지 검색으로의 응용14,231,700 43,190,8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71-000/[EZ]WSN 기반의 IoT 보안 시스템 21,046,654 42,493,99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70-000/[EZ]도심형 소형 스마트팜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탄산시비 시스템 및 에너지 절약형 환수 시스템 개발8,971,535 9,735,09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69-000/[EZ]골 대사 촉진과 지방 분화 억제의 효능을 갖는 천연물에서 유래된 신규화합물의 작용기전 연구37,308,760 40,475,33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68-000/[EZ]다종 모바일 환경에서의 하이브리드 GUI 테스트 자동화 연구19,075,120 41,257,1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67-000/[EZ]이계 편미분연산자에 대한 고른 쏘볼레프 부등식과 응용30,124,418 30,216,0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66-000/[EZ]U-헬스케어 서비스 이용과 단절의 통합 모델 개발: 고령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성 평가를 중심으로38,903,898 40,865,38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65-000/[EZ]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차량 네트워킹 연구34,579,742 40,946,1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64-000/[EZ]이산화탄소의 생물학적 전환 최적화를 위한 크리스퍼-Cpf1 유전자발현조절시스템 개발과 멀티 타겟형 대사공학 연구39,009,390 39,279,4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63-000/[EZ]비만 및 대사질환에서 Abeta의 기능 연구 38,447,868 39,02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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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62-000/[EZ]빠른 반응을 갖는 마이크로/나노 구조의 유연 써모크로믹 스트레인 센서9,815,420 9,815,4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61-000/[EZ]가변 계수를 이용한 비선형 슈뢰딩거 방정식의 솔리 톤 진화와 상호 작용26,489,473 48,019,53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60-000/[EZ]대식세포 염증반응에서 TBK1에 의한 Syk 활성 조절연구36,921,610 40,393,2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59-000/[EZ]임상표현형 및 단백체 데이터를 활용한 자궁경부암 예후 예측기술개발6,352,022 59,307,13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58-000/[EZ]Schur대수 표편이론 연구 24,767,752 53,051,13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57-000/[EZ]지능화된 콘텐트 분석과 네트노그래피를 활용한 플랫폼 기반 기업의 혁신활동, 기술성과, 시장효과에 대한 연구25,532,071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56-000/[EZ]라이프로그 기반 식도암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 예측 모델 개발 및 적용28,791,170 57,463,1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55-000/[EZ]보조항암요법을 받은 삼중음성유방암에서 면역관련 나노스트링 패널을 이용한 예후 바이오마커 탐색 및 치료제 발굴32,017,055 39,156,29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54-000/[EZ]EBV 감염에 따른 후성 유전자 변이와 연관된 림프종 발암 기전 및 표적 치료제 발굴36,530,868 39,148,90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53-000/[EZ]동적 다중소스 데이터 환경을 고려한 지능형 공정 계측 시스템 개발28,609,813 34,543,8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52-000/[EZ]광범위 약제 내성 폐렴구균의 전장 유전체 분석을 이용한 분자역학과 내성기전 연구40,826,690 44,280,1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51-000/[EZ]분산형 진화인공지능 기반의 Fog Computing 핵심기술 연구38,361,206 39,420,2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50-000/[EZ]세타급수의 푸리에 계수가 갖는 모듈러성 40,662,156 47,029,5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49-000/[EZ]미세먼지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37,716,143 46,476,8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48-000/[EZ]대수다양체 위의 인스탄톤 다발에 대한 연구32,498,785 60,925,85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47-000/[EZ]사람의 병태생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마우스 천식 모델 개발40,863,416 42,585,17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46-000/[EZ]반직선 유체 불변량의 갈루아 대각합의 보형성17,764,250 17,764,2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44-000/[EZ]췌장암 전이 유전자 예측 모델 및 전이 기전에 대한 연구51,355,737 82,826,6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43-000/[RCMS]의료AI 개발을 위한 임상 유전체 데이터 공유 및 저장 기술 표준화30,862,587 30,862,58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42-000/[EZ]생 분해형 스텐트 시술을 위한 혈관 초음파 카테터 헤드 개발55,176,698 77,770,98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41-000/[EZ]지각학습유도를 통한 만성 통증에 대한 신치료법 개발19,546,840 19,546,8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40-000/[EZ]마비/고정사시 치료를 위한 새로운 수술적 치료의 정량화7,932,420 7,932,4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39-000/[EZ]FREE FUNCTIONS AND GRADIENT FLOWS IN METRIC SPACES27,462,176 27,462,17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38-000/[EZ]물리적 복제방지 기법(PUF) 기반 보안 메커니즘 신뢰성 및 보안성 강화 HW-SW 융합 아키텍처 연구20,717,842 46,337,8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37-000/[EZ]사용자 기반 3D-Touch 인터페이스를 위한 UI/UX에 관한 연구38,179,647 39,317,49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36-000/[EZ]이종 워커 기반 공간 크라우드소싱 통합 플랫폼 개발37,798,900 42,576,41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35-000/[EZ]자원 비대칭성을 강화한 대규모 백스캐터 통신 기술 연구33,330,030 41,704,22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34-000/[RCMS]유산균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장건강 고령친화식품 개발150,444,445 150,444,44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33-000/[EZ]GPU 기반의 분산 머신러닝을 위한 고성능 네트워크 시스템 연구22,829,725 44,075,42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32-000/[RCMS]뇌기능활성화와 경도인지장애(MCI) 예방목적의 개인용 웨어러블 의료기기 및 ICT 융합 토털헬스케어플랫폼 개발28,012,909 29,012,90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31-000/[EZ]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negative-charged 패시베이션 박막 형성 기술 개발을 통한 p-type (Boron) doped 표면 패시베이션 최적화 기술 개발 및 이를 적용한 23% 이상 저가~9,783,490 9,806,7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30-000/[EZ]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예시 코드 개인화 추천 기술21,621,124 43,697,44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21-000/[EZ]다양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연안지역의 해저지형 추정34,367,739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20-000/[EZ]재난을 고려한 취약구조물 안전평가 및 인증체계 구축73,953,172 76,7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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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18-000/[EZ]저전력 IoT 기기용 이중대역 적응형 RF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개발86,026,692 87,456,3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17-000/[EZ]딥러닝 기반 새로운 디노이징 및 추정 방법론 연구3,596,700 34,980,80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16-000/[EZ]멀티채널 다중화 센서를 위한 비정적 감지신호 보상기법 및 실증 연구40,129,062 41,392,5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15-000/[EZ]나노초 펄스 초음파 기반 스펙트럼 응답을 이용한 정맥 혈전 색전증의 실시간 및 조기 진단 기술 개발40,373,880 40,379,96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14-000/[EZ]비등방 다공성 graphene-oxide전극을 이용한 고성능 supercapacitor 개발32,202,367 44,292,9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13-000/[EZ]단일광자 검출기를 위한 이차원 전이금속 디칼코제나이드 전기적 광학적 양자 특성41,207,489 43,205,87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12-000/[EZ]간섭 현상을 이용한 데이터 암호화 연구 37,843,795 41,175,24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11-000/[EZ]맞춤 유전자 조절자의 타겟-특이적 전달 기법 설계를 통한 질환 치료/진단법 개발77,229,780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10-000/[EZ]2차원 콜로이드 액정을 이용한 편광 비의존형 가변 초점 렌즈 개발32,578,220 41,861,82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09-000/[EZ]삼투기반 분리막 공정에서의 비가역성 오염물질 저감 및 형태학적 모니터링 연구215,531,325 236,966,2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08-000/[EZ]에너지 장벽 조절 및 엑시톤 퀸칭 억제를 통한 전 용액공정 기반 금속산화물 전하 전달층을 갖는 고효율 양자점 발광소자 개발34,170,650 40,634,29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07-000/[EZ]상호 층간 쿨롱 힘으로 연결된 이중층계의 물성과 수송특성 연구48,943,969 113,101,26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05-000/[EZ]건설현장 음향신호 수집 및 분석을 통한 가시설 붕괴사고 징후 감지 체계 및 방법 연구73,616,043 86,881,0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04-000/[EZ]Built-in non-contact 비파괴 검사 기능 탑재 무인체를 이용한 사물 인터넷 기반 구조 건전도 모니터링 기술 개발204,230,913 236,414,18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03-000/[EZ]피부영상을 이용한 강인한 활력징후 측정에 관한 연구26,275,120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02-000/[EZ]Multi-GNSS 환경 내 자율주행을 위한 가중 목적 적합도 함수 기반 지능형 위성선별 기술34,056,000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01-000/[EZ]프리스트레스트 TRM (Textile Reinforced Mortar)을 활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강 기술 개발117,665,233 206,539,0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400-000/[EZ]실시간 헬스케어를 위한 고성능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 기반의 패치형 무선 진단 원천 기술32,905,877 39,150,5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99-000/[EZ]레이저생성 집속초음파를 이용한 소동물 혈약뇌관문 개방 및 정밀 약물전달 기술 개발39,808,559 44,344,4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98-000/[EZ]비디오의 의미론적 흐름 분석 기반 장면 이해 및 행동 인식 기술 연구32,637,450 48,563,4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96-000/[EZ]VR/AR 콘텐츠 및 하지 입력 장치를 이용한 노인 및 환자의 단기신체수행검사(SSPPB)의 신뢰도 사용성 중진 연구12,718,000 12,71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95-000/[EZ]자율주행 환경에서 고 난이도 상황중심의 딥러닝 기반과 희소성 표현 기반의 영상처리 기술38,789,850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94-000/[EZ]초끈 이론을 이용한 고차 곡률 중력 이론과 초기 우주 중력파에 대한 연구30,801,917 45,930,26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93-000/[EZ]층상구조 칼코젠 화합물의 점결함 정밀제어를 위한 저온 기상 펄스 유도 반응과 비이상적 성장거동 연구 및 기초 물성 측정37,076,340 39,208,6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92-000/[EZ]펄스레이져 증착방법을 이용한 2차원 CeMIn5(M = Co, Ir, Rh) 에피박막의 제작과 물리적 특성이해54,305,108 57,136,2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90-000/[EZ]준1차원적 콘도격자결정물질의 물리적 특성 및 양자임계효과연구49,862,623 54,807,8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89-000/[EZ]초전도임계특성을 통한 양자임계점과 비정상초전도의 상관관계 연구41,229,615 43,864,2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88-000/[EZ]등각대칭이 깨어진 계의 양자 얽힘으로부터 중력이 창발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37,908,680 39,893,6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87-000/[EZ]약마쓰형식의 산술성 36,920,730 41,772,07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85-000/[EZ]동력계와 인수함수의 열역학적 접근을 이용한 연구28,702,439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84-000/[EZ]동력학적 평균장 이론을 이용한 비-서행 초전도 연구25,343,021 43,195,5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83-000/[EZ]신경수초 다이나믹스의 실시간 나노수준 영상기술25,627,642 39,383,52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81-000/[EZ]상업용 수학 계산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초연구38,561,060 39,223,98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80-000/[EZ]금속 표면에너지 제어를 통한 단결정 그래핀 합성과 성장메카니즘 연구38,081,473 39,63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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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79-000/[EZ]게이지이론의 정확한 중력대응을 이용한 분수양자홀 효과의 연구36,838,200 39,276,71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78-000/[EZ]전자와 격자진동간의 상호작용 및 에너지 변환제어율 (빛⇄열⇄전기) 제어39,865,793 39,912,42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77-000/[EZ]방사성 빔 가속기를 이용한 불안정 핵종 연구49,606,420 60,583,18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76-000/[EZ]그래프의 정규화된 라플라스 고윳값과 에너지39,713,850 39,737,5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75-000/[EZ][이공/생애첫연구]기준점을 바탕으로 무의식적 개입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발전 방향 제시4,200,000 21,060,1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74-000/[EZ]등각대칭이 없는 계에서의 얽힌 엔트로피 연구 및 응용38,674,204 39,275,0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73-000/[EZ][이공/생애첫연구]공간분석을 이용한 이주민과 근린변화에 관한 연구19,816,451 28,735,69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72-000/[EZ][이공/생애첫연구]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을 통한 상호작용 활성화와 관련 기술 및 제품수용 증대 방안2,956,175 29,257,33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71-000/[EZ]암흑물질 및 암흑에너지 관련 중력-양자얼게 유사성과 플라즈마 혼돈계에 관한 연구13,865,940 13,865,9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70-000/[EZ]Lithium-rich 양극소재의 개발 및 반응 메커니즘 및 열적 안정성 연구를 통해 가역적인 음이온 산화환원반응을 극대화한 고성능 양극소재의 디자인4,824,480 46,378,66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69-000/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3차년도)3,182,184,563 3,280,023,97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68-000/[EZ]이차원물질과 기능성소재의 이종접합 나노소자에 대한 계면특성 제어 연구14,935,497 14,935,49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67-000/[RCMS]반투명 유기태양전지 모듈을 적용한 에너지 발전용 윈도우 필름 제조 기술개발58,262,882 76,572,8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66-000/[EZ]신경전달저해를 위한 플라보노이드 함유 표적 지질기반제형의 개발38,333,440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65-000/[EZ]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한 페로브스카이트 광특성 연구 및 나노소자 개발34,603,701 39,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64-000/[EZ]베이지안 확률론과 통계역학을 통한 머신러닝 연구40,782,480 45,999,6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63-000/[EZ]질량과 초대칭성을 가지는 비선형 시그마 모델의 진공과 구역벽34,728,845 34,728,84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62-000/[EZ][이공/기본]머신러닝 기반 영화흥행예측 시스템과 온톨로지 기반11,198,779 58,591,7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61-000/[EZ][이공/중견]딥러닝 기반 서비스 재이용 예측 모델 개발50,822,680 74,35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60-000/[IITP-EZ]암호화된 데이터상의 기계학습 라이브러리 설계 및 활용기법 연구47,922,411 62,64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59-000/[EZ][이공/중견]장기기억이 인지통제에 미치는 영향72,701,481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58-000/[IITP-EZ]맞춤형 보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보안 기술 개발156,231,482 164,43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57-000/[EZ]광자의 정지질량과 우주 상수와의 근본적인 관계 탐구45,262,591 45,262,59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55-000/[EZ]비선형 경계 조건을 가지는 전변동 플로우의 연구40,101,392 42,720,6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54-007/[EZ][공동-성균관대]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위한 금속포일 봉지기술70,500,000 70,5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54-006/[EZ][공동-서울대]공정 단순화 및 탈 금속 전극 소재 개발71,312,000 71,31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54-005/[EZ][공동-연세대]페로브스카이트 전하발생 및 이동 기초 연구89,140,000 89,14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54-004/[EZ][공동-성균관대]양자점 소재 및 소자 기술 개발78,272,000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54-003/[EZ][공동-서울대]초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용 HTM 소재 개발106,965,000 106,96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54-002/[EZ][공동-울산과기대]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초고효율화 기술320,889,500 320,889,5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54-001/[EZ][1세부-성균관대]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장수명, 초고효율화 기술 개발263,358,750 391,4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53-000/[EZ]우주관측을 이용한 초기 및 현재 우주의 가속팽창 원인 규명46,263,120 49,966,09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52-000/[EZ]DNA 기반 기능성 신소재 개발 및 소자응용 가능 물리적 특성 연구42,983,247 85,443,00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51-000/[EZ]국제우주정거장 우주실험을 통한 우주선의 기원 규명 연구213,843,749 238,50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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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50-000/[EZ]시간에 의존하는 비열적 섭동이 빅뱅 핵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98,946,264 102,315,82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49-000/[EZ]허혈성 뇌졸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혈관계 및 대사정보 기반 새로운 자기공명영상기술 연구25,489,780 80,920,69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48-000/[EZ]T2HKK 물리측정감도 연구 및 스테라일 중성미자 탐색70,350,176 98,628,32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47-000/[EZ]기능성 나노소재 임베디드 DNA 나노박막 개발 연구89,791,767 89,799,25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46-000/[EZ]해마 혈관 구조 및 세포 분포의 3차원적 분석을 통한 측두엽 뇌전증 중증도 예측72,349,348 83,869,47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45-000/[EZ]특이한 양자물질과 위상물질의 분광학적 특성연구67,709,168 98,906,4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44-000/[EZ]다차원 결함에 의한 초고성능 열전소재 개발 및 원자단위 결함 관찰에 따른 성능 향상 원인 규명 연구220,333,742 269,879,66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43-000/[EZ]반금속 나노 구조 기반 광열전 에너지 및 스핀 소자 연구68,834,845 151,493,90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42-000/[EZ]사회 복잡계의 창발현상 연구 101,079,212 144,088,05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41-000/[EZ]자기공명영상 기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기법 연구128,820,109 209,954,35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40-000/[EZ]아이스큐브 중성미자 망원경을 통한 천체입자물리학과 물리학의 표준모형 그 너머에 대한 연구90,934,787 133,844,15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39-000/[EZ]토에프리츠 작용소의 구조연구 20,312,604 20,313,77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38-000/[EZ]약한 상호작용 입자의 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12,402,600 20,794,07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37-000/[EZ]리오단 군론을 이용한 리만가설의 새로운 접근방법 연구17,010,033 32,173,16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36-000/[EZ]산화적 탈호몰로겐화 반응을 통한 리그닌 (모델) 화합물의 탈중합 기술 개발16,476,040 19,56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35-000/[EZ]III-V 나노결정 양자소재 표면연구 및 소자 적용103,481,801 110,096,03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34-000/[EZ]유연 2차원 칼코겐 화합물 태양전지 개발 29,052,390 29,052,3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33-000/[EZ]탄소나노튜브 템플릿 초전도 나노섬유 시트 및 실의 중시계 특성 및 응용성 연구25,691,976 25,691,97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32-004/[EZ-타기관]제일원리 물질 계산을 이용한 전자화물 디자인 및 효율적 계산 플렛폼 개발274,997,624 27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32-003/[EZ]차원 제어된 기능성 전자화물의 특성 평가 기술 개발242,932,100 272,4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32-002/[EZ]전자화물 안정화 및 기능특성 극대화를 위한 소재 인자 제어능 한계 극복 공정 기술 개발408,418,153 480,9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31-000/[EZ]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GIS 기반의 도심지 지하건설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예측 및 위험도 평가 시스템 개발73,859,712 233,082,93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30-000/[EZ]계산과학 기반 융복합 Energy Harvester 디자인 및 구현76,582,745 79,443,5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29-000/[EZ]TiO2 mesocrystal 기반의 3-D 헤테로 나노구조체 개발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청정기술 응용 연구78,263,069 78,948,2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28-000/[EZ]웨어러블 디바이스 적용을 위한 전자파 차폐 및 방열 그래핀 복합체 개발60,790,890 60,790,8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27-000/[EZ]능동형 물성 제어를 이용한 고품위 복합금속산화물 광전극층 성막 및 자발구동형 전기화학셀 제작115,389,461 141,746,88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26-000/[EZ]전기화학적 전환반응을 이용한 Post-LIB용 혁신 전극 소재 기술99,399,873 133,843,95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25-000/[EZ]인체 혈관 모사형 유무기 하이브리드 투명 스트레처블 전극 개발98,658,830 117,480,4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24-000/[EZ]엑소좀 분석을 통한 췌장암 바이오마커 후보군 발굴에 대한 연구38,275,230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23-000/[EZ]7nm이하 트랜지스터용 고유전물질 개발 및 규명 기술32,402,950 39,099,6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22-000/[EZ]건설공정과 연계된 위험구역 및 중점 점검사항 관리를 위한 BIM기반 건설 안전관리 체계 개발55,734,994 92,282,94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21-000/[EZ]3DMajorLine: 강인한 실시간 3D Salient Line 검출 및 3D Wire-frame 모델 생성36,915,378 51,361,9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20-000/[EZ]오감증강형 2차원 나노센서 시스템 개발 119,065,413 126,522,77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19-000/[EZ]글루타치온 감응 자기희생 고분자 기반 엔도좀 파괴 유도형 siRNA 전달체 개발40,276,043 40,34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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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18-000/[EZ]산화/환원 균형 붕괴형 자기희생 고분자로 개질된 산화티타늄기반 나노바이오소재를 이용한 암 초음파역동치료 시스템 개발38,804,835 39,798,6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17-000/[EZ]항산화 효소 발현 제어를 통한 산화스트레스 증폭 유도형 암 치료 자극감응 자기희생 고분자 개발38,428,740 38,428,7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16-000/[EZ]생체이식형 마이크로LED를 이용한 최소침습성 광유전학 암치료31,322,040 39,479,28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15-000/[EZ]면역관문 저해제 기반 암 병용치료를 위한 종양 관련 대식세포 리프로그래밍 나노입자 개발38,696,860 39,814,0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14-000/[EZ]수지상세포 유인형 고분자기반 환자 맞춤형 항암 면역치료용 생체소재 개발38,805,549 39,828,28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13-000/[EZ]2차원 이종나노시트 기반 초고용량 하이브리드 슈퍼커패시터 개발37,059,070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12-000/[EZ]DEHP(가소제)의 독성 배제 가능형 혈액백에 적용되는 무독성 및 혈액친화성38,996,012 39,324,84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11-000/[EZ]종양살상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암 치료용 서방성 전달체38,737,825 39,717,82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10-000/[EZ]주사 가능 자극 감응성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을 이용한 장기 서방형 인간성장 호르몬 전달체 개발 연구34,574,160 34,574,1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09-000/[EZ]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용 H2S 기체 발생 고분자 개발39,075,590 39,075,5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08-000/[EZ]혼성 여기 상태 제어를 통한 고효율 근적외선 혼성 지연 형광 소자 개발38,838,917 39,204,3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07-000/[EZ]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용 대사공학-클릭화학 표면개질 기술 기반 줄기세포유래 표적형 엑소좀개발38,745,050 38,745,0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06-000/[EZ]전이 쌍극자 제어 도너 구조에 의한 수평 배향 유도를 통한 초고효율 지연 형광 발광 소자 개발40,598,320 40,926,9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05-000/[EZ]고위험 바이러스 신속 진단을 위한 생체모방형 LSPR 나노센서 개발39,259,630 42,704,81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04-000/[EZ]규칙적인 메조세공 촉매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유래 중간체의 고부가화 기술 개발9,779,390 9,779,3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03-000/[EZ]합성가스로부터 석유화학 원료의 직접 합성을 위한 이원 활성점 촉매 반응시스템 개발34,610,224 39,136,0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02-000/[EZ]암세포 특이적 Micro RNA 네트워크 인지 가능한 인공 세포소기관 제작 및 인위적 세포사멸 기전 유도 연구39,000,900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300-000/[EZ]다공성 산화물/그래핀 신구조 하이브리드 물질을 이용한 플렉시블 에너지저장 핵심소재 개발19,610,490 19,610,4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99-000/[RCMS]경도인지장애 및 치매환자의 정서 행동 안정 및 인지기능 증진을 위한 로봇 기술 개발71,734,237 71,734,23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98-000/[EZ]자가발전용 알루미늄-공기전지 시스템 개발29,837,215 29,837,2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97-000/[EZ]친환경에너지 발전용 내열합금의 표면처리 기술 개발14,182,320 14,185,98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96-000/[EZ]초분극체 기반 고효율 동적전하 에너지 하베스터 기술 및 응용214,504,820 234,1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95-000/[EZ]선택적 자극감응 증폭형 나노하이브리드 소재 기반 고기능성-다기능성 전계효과트랜지스터 검지소자61,088,102 62,345,61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94-000/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한국형 I-Corps 사업) 2차년도976,560,497 1,048,324,97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93-000/[EZ]초저전력 인공지능 회로 구현을 위한 포토닉 인공지능 소자 및 네트워크 기술 개발123,850,524 196,053,89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91-000/[EZ]유연성 유기발광디스플레이의 혁신 생산기술 연구133,643,001 156,54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90-000/[EZ]점탄성 유동에서 melt fracture의 모델링 및 비선형 동역학적 해석77,222,682 82,434,0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89-000/[EZ]밀도와 간격이 제어된 펩타이드 결정핵을 함유하는 디자이너 생물분자주형을 이용한 가시광 감응형 금속산화물나노복합(MONC) 광촉매 생광물화 및 소재 특성 제어93,193,312 132,258,89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88-000/[EZ]멀티스케일 고분자 구조체 기반 다기능성 멤브레인 기술 개발90,084,653 109,903,73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87-000/[EZ]고 이온전도성 및 저 바나듐 이온 투과성을 지닌 폴리(아릴렌 에테르 케톤) 기반의 VRFB용 음 이온교환 막101,880,070 127,430,08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86-000/[EZ]알츠하이머 질환 조기 진단용 전기화학형 바이오센서 개발13,699,000 13,69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85-000/[EZ]수지형 나노전극소재를 활용한 신개념 에너지 저장 소자에 관한 연구19,274,350 19,274,3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84-000/[EZ]차세대 실리콘 반도체소자를 위한 원자층 식각 및 표면반응 메카니즘 연구156,779,260 157,908,6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83-000/[EZ]Dielectric passive의 3D-프린팅 패턴화를 통한 Electroadhesion 연구58,332,063 70,4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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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82-000/[EZ]LSPR 커플링을 활용한 상향변환 나노입자의 변환효율 향상 원리 연구16,542,410 16,542,4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81-000/[EZ]원자 단위 오비탈 제어를 통한 고효율 스핀 변환 유기 소재 기술 개발52,189,180 58,709,8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80-000/[EZ]3D 프린팅용 전자파 차폐/형상유지 잉크 소재 개발9,784,000 9,78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79-000/[RCMS]고출력 스택 및 전해질 양산 기술을 포함한 저단가 VRFB 기반 MW급 ESS개발 및 신재생 연계 실증131,124,121 131,124,12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78-000/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사업_2차년도692,120,495 692,125,6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76-000/[EZ]PHMG-P 유도 폐섬유화에서 miR-6126의 기능 연구78,239,910 79,004,85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75-000/[EZ]환자 특이적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용한 Laminopathy의 질환 모델링 및 기전 연구153,769,600 178,1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74-000/[EZ]알츠하이머 치매 병리조절 인자 규명 및 플랫폼 구축279,279,563 313,08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73-000/[EZ]신개념 칼코겐/산화물 다층구조 박막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초고감도 센서 제작13,698,830 13,698,8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72-000/[EZ]3차원 세포배양 및 3차원 이미징 기반 형광 센서가 집적된 미세유체 기반 약물 스크리닝 플랫폼 개발13,339,100 15,154,55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71-000/[EZ]암세포 에너지 대사 조절에서 Pyruvate Kinase M2의 다중기작연구91,369,800 117,40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70-000/[RCMS]출하 후 품질문제 대응을 위한 제조정보 추적관리 및 가시화 서비스 시스템17,663,000 17,66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69-000/[EZ]개인맞춤 정밀약물요법을 위한 약물유전체연구와 PBPK modelling의 연계기술 개발15,795,533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68-000/[EZ]Ceramic nanoparticles and plastic deformation for optimizing properties of magnesium alloys31,058,616 31,249,34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67-000/[EZ]레이트스테이지 약물 최적화 연구실 239,774,928 241,06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65-000/[EZ]유동성 나무류 및 특이 천연자원으로부터 항암활성 천연물소재 발굴 기반연구70,445,000 70,44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64-000/[EZ]혈중농도와 약효 최적화를 위한 신개념의 방출제어 제형설계 기법 연구67,473,360 94,506,7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63-000/[EZ]대면적·유연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전극 디자인 및 형성기술 개발37,267,721 39,151,9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62-000/[EZ]G protein 활성 원리의 구조적/분자적 연구52,297,088 101,347,28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61-000/[EZ]신호전달-후성유전 네트워크 조절을 통한 질환치료 기술 개발214,562,562 316,001,55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60-000/[EZ]고색재현 디스플레이용 고효율 고안정성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발광소재 개발39,145,640 39,149,2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59-000/[EZ]텐덤 질량분석법 기반 분자네트워킹을 활용한 흰개미 유래 병원성 진균으로부터 신규 생리활성 천연물 연구76,118,390 117,40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58-000/[EZ]단백질-극소 금막대 하이브리드 나노입자를 활용한 생체적합성 내성암 이중 치료 플랫폼 연구129,231,950 140,89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57-000/[EZ]한반도 전역 광역 자연재해 예보 및 분석을 위한 다국적/다분광 위성 토양수분 데이터 준실시간 융합 기술 개발20,487,903 22,046,56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55-000/[EZ]깊은공융융매 기반 유효 저분자 및 거대분자의 친환경 고효율 활용 원리 및 응용 연구120,050,672 138,866,20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54-000/[EZ]단일단계 탄소-수소 변환을 통한 신규 아미노산의 합성 및 기능화 연구124,422,828 125,23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53-000/[EZ]CYFIP2 신경 기능조절 기반 약물의존 중독 제어 연구157,581,794 158,343,91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52-000/[EZ]디스플레이용 양자점 잉크의 In-situ TEM 열화 메커니즘 분석 및 광효율 평가31,167,530 40,475,9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51-000/[EZ]Sirtuins 기반 암세포 대사 Reprogramming 표적분자 발굴 및 기전연구36,052,108 36,052,10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50-000/[EZ]미토콘드리아 quality control 조절을 통한 폐혈증 손상 제어 연구10,924,550 16,081,1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49-000/[EZ]한국인 CYP450약물대사효소의 약물유전체적 특성 연구59,043,154 70,688,2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48-000/[EZ]전자패키지 Interconnection Materials 용 금속기반 Nanocomposite 개발과 저온 IPL 에너지의 전자패키징기술 적용 연구39,175,573 39,198,64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47-000/[EZ]산업적 미래가치를 지닌 연속공정에 적용 가능한 과립형성 예측모델 개발18,001,100 19,56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46-000/[EZ]PEGylated TRAIL를 이용한 간섬유화 질환 치료 개발23,708,914 23,70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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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45-000/[EZ](SO2, H2S)-가스에서의 고온 내열성 (철, 니켈)-계 합금 개발31,191,772 40,021,54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44-000/[EZ]대면적 성장한 고결정성 MoSe2 박막을 이용한 유연 센서 시스템의 연구개발38,436,688 39,150,8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43-000/[EZ]엑스선 나노영상 통한 연성물질 물성 해석 및 차세대 인쇄 기술 개발37,107,654 40,515,41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42-000/[EZ]폐렴구균 pep27 변이주 접종에 의한 염증/패혈증으로부터 점막보호 기전 연구233,303,534 234,255,17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41-000/[EZ]격자 변형과 스페이서 엔지니어링을 통한 다강성 복합 산화물 재료의 설계26,188,580 39,617,7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40-000/[EZ]다기능 센싱 능력을 갖는 유연 맞춤형 3D 변형 가능 구조를 위한 간편 제조 전략39,690,810 40,019,63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39-000/[EZ]KKR-그린 함수 방법을 사용한 도핑 된 2차원 소재의 반금속성 연구38,346,117 40,392,1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38-000/[EZ]비선형 부성저항 특성 기반 한계극복 ICT정보처리 소자 개발411,143,397 433,096,07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37-000/[EZ]전기선 폭발법으로 제조된 구리 나노 분말의 분산제에 의한 공정 최적화 및 유기물 첨가에 의한 산화 개선에 관한 연구38,644,812 39,833,45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36-000/[EZ]계면반응기구 규명을 통한 티타늄 주조용 세라믹 주형 연구39,793,258 39,802,76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35-000/[EZ]계면 제어 기술을 이용한 탄화규소 기반 세라믹스의 제조 및 접합 연구35,032,005 39,245,9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33-000/[EZ]진동 에너지 수확을 위한 마찰대전 기반의 기계적 내구성과 고출력을 가지는 에너지 발전소자 및 자가 구동 시스템 개발 연구36,166,133 39,195,00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32-000/[EZ]차세대 플렉서블 리튬이차전지용 3차원 나노탄소기반 코어-셀 나노복합 음극개발33,960,480 47,077,96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31-000/[EZ]탄소-수소 활성화 기반 불소 원자단 도입 및 신규 분자구조 합성 연구13,699,000 13,69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30-000/[EZ]신축성 화학센서용 고감도 감지 소재 및 소자 플랫폼 연구37,923,790 50,439,9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29-000/[EZ]초박막 2차원 헤테로소재 저전력 오제이 터널링 트랜지스터45,971,269 51,597,23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28-000/[EZ]강유전체 분극 도핑기술을 이용한 이차원 소재 p-n 균질접합 구현42,902,982 43,200,59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27-000/엔지니어링 및 설계를 위한 지능형(AI기반) 검증 및 통합 업무 시스템 개발90,787,771 97,833,34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26-000/[EZ]후성유전 기반 지방세포 미세환경 조절을 통한 대사질환 치료 연구156,214,828 156,214,8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25-000/[EZ]마찰대전 효과를 이용한 이차원 물질 기반 초저전력 전자소자 개발32,444,852 39,015,6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24-000/[EZ]기능성 음극 코팅방법에 의한 리튬이온 전지 안전성 향상에 관한 연구34,301,649 39,929,27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23-000/[EZ]항당뇨 선도물질로서 GPR40/GPR120 이중 효능제 개발40,277,320 44,360,0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22-000/[EZ]2차원 물질 기반 열전-트라이보 트로닉스를 활용한 다기능 전자피부 소자 구현1,048,381 1,048,38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21-000/[EZ]국내 다시마목 해조류로부터 소포체 스트레스 조절 물질에 관한 연구33,642,452 50,033,03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19-000/[EZ]구아니딘계 살생물제의 Exosome 기반 폐섬유화 신호전달 기전 연구37,381,208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18-000/[EZ]다다넬스해협의 해류시스템 모델링 44,600,650 47,199,4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17-000/[EZ]약인성 간손상 메커니즘 규명 및 바이오마커 발굴 연구25,202,653 66,238,00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16-000/[EZ]탄소 중립적 및 지속가능한 무공해 스마트 건물 레노베이션 시스템 개발 연구39,394,964 39,429,88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15-000/[EZ]인돌린 C7 위치의 선택적인 변환 반응 개발 및 생리활성 인돌 화합물의 전합성39,136,000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14-000/[EZ]음극없는 이차전지 구축을 위한 나트륨 금속 산화/환원 가역성 향상 연구35,067,624 46,489,42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13-000/[EZ]근위축과정에서 헤테로크로마틴 변화의 분자적 기전 연구43,636,254 48,379,8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12-000/[EZ]지방세포 및 근육세포 분화 시 후성유전학 조절 기전 분석을 통한 대사 질환 연구39,781,620 49,339,2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11-000/[EZ]영양염류 무방류를 위한 미세조류 공정 및 자원화 기술 개발16,413,878 16,413,87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10-000/[EZ]이온강도차 분리막의 비가역적 오염의 레이저 기반 통합모니터링 기법 개발38,715,137 42,9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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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09-000/[EZ]근관세포 특이적인 Long non-coding RNA의 proteome 분석 및 분자적 기전 연구27,408,060 27,408,0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08-000/[EZ]정수슬러지와 유동층 석탄회를 이용한 경량골재 제조기술 개발35,061,958 40,451,7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07-000/[RCMS]140℃ 이하 용융 솔더분말을 이용, 저온 파인피치 인쇄가 가능한 솔더 페이스트 및 Void 3% 미만 노플로우 언더필 소재 개발61,046,108 61,046,10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06-000/[EZ]SIRT inhibitor에 의한 당뇨성 신부전증 보호 기전 연구31,334,990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05-000/[EZ]효율적인 교량 유지관리를 위한 CRP 기반 구조물 변형 및 처짐 추정 기법 개발32,685,650 39,964,53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04-000/[RCMS]모바일 부품의 수평냉각을 통한 에너지 저감 기술 개발12,207,540 12,207,5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03-000/[RCMS]유무기 하이브리드 박막코팅을 이용한 롤러블/폴더블 디스플레이용 고경도(>6H), 내스크래치성(steelwool>1000회) 투명 보호막 형성 기술 개발45,385,343 59,845,34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02-000/[EZ]제로에너지빌딩 구현을 위한 국내 지역기후 반영 표준기상데이터 작성37,282,900 45,662,59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01-000/[EZ]전이성 신장암 세포에서 pyruvate kinase M2에 의한 암세포 대사조절 기작연구580,155 580,15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200-000/[EZ]PET필름기판과 은나노와이어전극을 사용한 롤투롤 OLED 조명 제조공법의 불량 연구33,566,248 40,280,7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99-000/[EZ]P-gp overexpressing 내성암세포를 타겟하는 FDA승인 약물의 탐색 및 분류38,502,094 43,566,88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98-000/[EZ]머신러닝 기반 다국적 기상수문데이터 융합 수문모형 개발33,395,546 38,792,14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97-000/[EZ]폐렴구균 숙주세포 침투 시 협막 합성을 조절하고 혈청형에 특이하게 독성을 조절하는 VncR/S two component 시스템에 대한 연구35,010,768 41,963,86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96-000/[EZ]인공위성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연재해 저감 복합 가뭄 모니터링기술 개발38,748,936 39,323,65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95-000/[EZ]보강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내진보강기법의 최적화30,673,537 42,192,47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94-000/[EZ]2차원 나노 소재 도핑 기술 개발 37,016,636 39,149,0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93-000/[RCMS]생체신호의 초감도 감지를 위한 저차원 소재기반 플렉시블/웨어러블 전자소자 개발91,503,948 103,053,94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92-000/[EZ]전신 순환 및 엔도좀 탈출 기능이 개선된 전이암 유전자 치료용 암 표적화 혼성 나노 입자39,000,000 39,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91-000/[RCMS]근력증강로봇 제어를 위한 피부부착형 다중센서 통합모듈 및 강건한 운동의도 명령 생성기술 개발106,869,620 106,869,6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90-000/[RCMS]SiC 기반 친환경 자동차 전력변환모듈용 내열온도 300℃이상 사용 가능한 접합기술 개발22,920,000 22,92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89-000/[EZ]무인비행체를 이용한 조류 유입 모니터링 기술 개발36,203,166 40,759,20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88-000/[EZ]진단/치료용 고분자소재 연구센터 1,138,719,972 1,281,566,51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87-000/[RCMS]저온 공정용 고밀도 다중 플라즈마 원 공정 기술 개발11,299,700 11,299,7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86-000/[EZ]미세유체역학 세포배양소자로 유도된 독소루비신 저항성 삼중음성유방암 다핵거대세포 형성기전 규명115,518,960 117,40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85-000/[EZ]코르크 수베린 활용 차세대 친환경 탄성복합체  합성 및 구조체 응용 연구148,544,349 148,717,00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84-000/[EZ]다차원 다공성탄소 기반 리튬황 전지 양극 활물질 개발78,259,633 78,345,28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83-000/[EZ]사이버 물리 플랫폼 기반 사용자 중심 스마트 금속 3D 프린팅 기술 개발229,610,577 235,010,38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82-000/[EZ]차세대 소재 개발용 조합 실험을 통한 빅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 원천기술 개발70,952,016 78,279,42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81-000/[EZ]주사형 하이드로젤을 이용한 장기 서방형 단백질 전달체37,112,761 37,662,96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80-000/[EZ]해조류의 유체-구조 상호작용 모사를 통한 해양 무인이동체의 조류-마찰전기 원리 연구216,564,735 237,387,0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79-000/[EZ]인공지능 기반 암 림프절 전이 영상진단 기술 개발44,824,082 47,87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78-000/[EZ]추적 CT영상을 이용한 Lung RADS 기반의 폐암검진 판독자동화 기술 개발39,323,326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77-000/[EZ]진공압 경량 소프트 리니어 액추에이터와 로봇 관절의 개발36,725,300 78,320,9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76-000/[EZ]Zr-99와 Lu-177 CD133-항체를 이용한 대장암 stemness 표적 PET 이미징 및 방사선면역치료 테라노시스 기술 개발75,964,317 148,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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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75-000/[EZ]레이저 흡수와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발광 분광분석 복합을 통한 연소장 내 국부 연소 효율의 tomographic 이미징 기법 개발46,747,201 81,087,27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73-000/[EZ]복합구조 계면 기능층 개발을 통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성능 향상15,004,000 15,00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72-000/[EZ]항암제 내성 극복을 위한 난소암 기존 항암제와 새로운 약물의 Combination Therapy 연구88,800,944 107,650,82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71-000/[EZ]자연모사 인공포린 기반 약물전달 시스템 및 바이오전자 시냅스75,542,396 79,196,31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70-000/[RCMS]건물용 연료전지용 탄화수소계 고분자 막-전극 접합체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53,463,789 53,463,78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69-000/[EZ]염색체 구조연구를 통한 암유전자의 전위 기전의 이해42,060,203 42,060,20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68-000/[EZ]기능적 MR영상지표를 이용한 다양한 폐질환의 정량분석38,430,755 40,683,2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67-000/[EZ][이공/신진]해석적 코호몰로지 이론과 보형 형식32,352,430 46,96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66-000/[RCMS]PFC 가스 대체용 Fluoro-ether 및 Fluoro-alcohol 계열 Precursor를 이용한 식각공정 기술 개발152,672,000 152,6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65-000/[EZ]방사선에 의한 DNA 손상 및 복구를 제어하는 PDSR 기술 연구107,992,418 132,923,1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64-000/[EZ]모듈형 전기수력 미세유체칩을 이용한 다기능성 콜로이도좀 마이크로캡슐 제작131,305,741 163,960,2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63-000/[EZ][이공/신진]공학전공자의 진로선택 과정 탐색 및 진로역량강화 모델 개발 : 새로운 과학기술과 양성평등한 공학교육75,522,180 83,209,5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61-000/[EZ][이공/신진]영상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위조 검출 시스템 개발11,000,040 11,000,0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59-001/[RCMS-성대]Direct Self Assembly를 이용한 재료연구 및 반도체 patterning 응용 기술18,320,000 18,32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57-000/[EZ][이공/전략과제]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대학 수학 교과목 개발43,061,588 43,157,8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56-000/[RCMS]LDH와 MOF를 활용한 기능성 생리활성물질의 피부투과율 증진과 On/Off 방출 제어가 가능한 복합 소재 개발80,302,363 80,302,36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55-000/[EZ][이공/생애첫연구]플래그 다양체 상의 사교기하학36,261,672 36,974,41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54-000/[EZ]뇌손상 동물모델에서 BOLD와 resting state-functional MRI (fMRI)를 이용한 회복기전 및 가소성 평가기술 개발74,720,203 74,720,20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52-000/[EZ]고에너지 광원을 이용한 2차원반도체의 유연기판상 직접합성공정 개발19,179,632 19,56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51-000/[EZ]케이블 교량 및 PSC 교량의 장력/긴장력 관리를 위한 저전력 EM 센싱 기반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10,104,780 10,104,7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50-000/[EZ]피에조 구동기로 작동되는 고성능 마이크로 펌프 개발26,663,300 45,706,80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49-000/[EZ]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Bi2S3 합성과 열전 및 광전 소자 응용40,933,603 41,183,9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48-000/[EZ]고하중 다목적 산업용 유압구동 로봇 머니퓰레이터 직접교시 연구17,904,052 17,904,05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47-000/[RCMS]에너지저장용 고효율 50Wh/US$급 이차전지 양극소재 개발15,585,760 15,585,7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46-000/[EZ]노화/비만에 의한 T세포 서브타입이 퇴행성관절염 병리 기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37,732,000 125,801,98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45-000/[EZ]방사선치료 한계극복을 위한 나노-면역 융합기술 개발연구98,855,769 195,283,43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44-000/[EZ]이차원 물질의 계면 자기 치유 특성 연구 및 복합재료 응용50,397,073 81,781,84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43-000/[EZ]새로운 크리스퍼-카스9 시스템 개발과 그의 작용기작에 대한 분자구조 규명 연구38,659,170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41-000/[EZ]초미세 기포 분석에 의한 코로나 방전 응용 수질 정화 장치 개발 및 적용19,247,596 20,772,95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40-000/[EZ]Soft Robot 요소 기술을 응용한 유연 전장부품 조립 자동화용 Hybrid Gripper 기반기술 연구19,186,218 19,186,2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39-000/[EZ]외상성 뇌손상 흰쥐 모델에서 조기 운동치료의 안정성과 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157,142,707 183,155,9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38-000/[EZ]딥러닝에 기반한 CT영상과 임상정보를 통합한 신장암 환자의 예후 예측 시스템 개발103,076,899 138,870,61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37-000/[EZ]스마트 건물외피 설계를 위한 데이터 드리븐 프로토타이핑 프로세스 모델 개발38,744,890 39,154,4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36-000/[EZ]임신과 출산 자궁 평활근수축과 면역반응에서 CHI3L1의 작용기전69,771,752 106,02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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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35-000/[EZ]위암 주변 점막의 유전체 및 후성유전체 연구를 이용한 암화환경 연구119,615,887 127,953,13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34-000/[EZ]기능 강화 중간엽 줄기세포 기반 면역질환 세포치료제 구축 기술 개발77,913,944 78,272,36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33-000/[EZ]깨진 에너지 밴드갭이 있는 반데르발스 헤테로접합의 물리 및 기술38,081,798 39,205,5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32-000/[EZ]단일세포유전체 분석을 이용한 조직 상처 수복과정 중 극적인 동적 변화에 등장하는 섬유아세포의 복잡성 분석 및 섬유아세포의 새로운 하위 유형의 발굴58,670,324 117,781,05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31-000/[EZ]DDR 유전자 변이와 염색체 전위 종양 발생의 연관성 분석 및 검증59,929,320 89,181,81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30-000/[EZ]Aldhyde를 이용한 새로운 암줄기세포 영상 및 치료 기술 개발61,854,615 62,650,53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29-000/[EZ]TNF-αR-Fc and HO-1 유전자를 발현하는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돼지 췌도세포 이종이식 효과에 관한 연구36,515,456 56,587,37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28-000/[EZ]단일세포 유전체 기반 암 미세환경 내 면역세포 특징 규명39,017,784 39,017,78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27-000/[RCMS]그래핀 전극활물질을 적용한 고에너지밀도 대칭형 전기이중층 커패시터 개발76,400,000 76,4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26-000/[EZ]케이블 휨강성을 고려한 3차원 케이블교량의 비선형 좌굴안정성 및 진동특성29,552,990 43,698,26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25-000/[EZ]로봇 응용을위한 얇은 유연한 근접 촉각 센서 모듈 개발38,706,884 42,441,06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24-001/[RCMS-성대]5nm급 이하 차세대 Logic 소자 원천요소기술개발67,407,660 67,407,6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23-000/[EZ]젖은 헤마토코쿠스 풀루비알리스에서 직접 고농도의 아스타잔틴 회수를 위한 아임계 dimethyl ether 추출 기술 및 생리활성이 뛰어난 고순도 아스타잔틴 입자화를 위한 초임계 이산화탄소~38,656,279 40,6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22-000/[EZ]드론영상을 이용한 하천환경 정보의 수집 및 자료화39,033,360 39,216,93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21-000/[EZ]삼중음성유방암 세포에서 항암 치료 내성/감수성 관련 DNA 트랜잭션 유전자 및 제어 기제 발굴52,074,992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20-000/[EZ]FET 단백질 패밀리에 의한 전사 및 RNA 가공의 조절기전 연구140,622,135 156,54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19-000/[EZ]HCMV 증식을 조절하는 CRL 기능 규명 및 CRL 프로테옴 기반 신규 숙주 제한인자 발굴105,410,848 156,54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18-000/[EZ]B1세포 조절 CD4+ T세포의 자가면역질환 및 B세포림프종 제어 기전 규명156,210,023 156,54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17-000/[EZ]Persister cell 생성 메커니즘 규명 및 제거 전략 연구149,916,430 156,54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16-000/[EZ]알츠하이머 발병 기전연구를 위한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의 염기서열에 따른 물리적 특성과 생리학적 기능간의 연관성 고찰40,559,630 40,897,5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15-000/[RCMS]웨어러블 디바이스용 플랙서블 전원공급 모듈 및 장치개발15,267,420 15,267,4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14-000/[EZ]근육 활성 조절 기전연구를 통한 대사 질환 제어77,558,652 156,54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13-000/[EZ]비증후군성 난청 유발 KCNQ4 돌연변이 포타슘채널의 병인 규명 및 채널기능 회복 연구34,109,092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12-000/[EZ]흑질 특이 K-ZNF 전사 인자 제어를 통한 도파민 신경세포 생존능 증강 리프로그래밍 기술 개발76,777,635 89,130,75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11-000/[EZ]초파리 광회피 행동반응의 분자/세포적 기전 및 응용 연구46,467,707 95,740,27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10-000/[EZ]Ssu72 의존적 역분화에 의한 암 발생 및 종양면역 제어기술 연구282,904,637 311,424,26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09-000/[EZ]방사선 유래 치매에서 혈관내피세포의 역할153,386,439 156,615,3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08-000/[EZ]T 세포 수용체의 기계적, 화학적, 공간적 신호의 독립적 조절과 측정을 위한 자성나노입자 기반 모듈 개발9,784,000 9,78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07-000/[EZ]단백질 메틸화를 통한 이온채널 및 뇌신경기능 제어 연구157,485,357 157,776,94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06-000/[EZ]선택적 형질전환 마우스 모델에 기반한 원발성 혈관 육종의 유전적 병인과 병태생리 규명34,742,401 78,700,22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05-000/[RCMS]AI합금 주조재 및 중간재 제조 공정효율 향상과 용탕 청정화를 위한 결함/조직제어 동시처리 기술 개발33,588,000 33,58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04-000/[EZ]세포증식인자 Ebp1에 의한 뇌발생과 뇌손상/회복 조절기전 연구51,616,670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03-000/[EZ]C3dg단백질의 피부 각질세포에서의 기능 연구: OMICS기반 연구39,000,000 39,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02-000/[EZ]단일 세포 전사체 기반 시스템 수준의 종양 내 이질성 및 미세환경 특성 연구39,032,870 39,03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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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01-000/[EZ]근육 대사/기능 조절 기전을 통한 대사성 질환 제어 연구27,512,300 29,3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100-000/[EZ]In silico 분석을 통해 발굴한 ZMYND8 유전자의 발현이 간세포암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32,830,876 42,917,27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99-000/[EZ]HCMV tegument 단백질의 유비퀴틴화 기능 및 이를 조절하는 바이러스 기능20,795,190 20,795,1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98-000/[EZ]체성분과 항암화학치료의 상대적 용량 강도와의 관계에 대한 다기관 코호트 연구19,200,000 52,879,72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97-000/[EZ]항생제 내성 출현의 유전적 경로 추적을 통해 항생제 내성 메카니즘 규명19,764,000 19,76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96-000/[EZ]혈액투석 환자에서 초여과율과 사망률과의 연관성에 관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체성분측정기에 근거한 과수분 상태에 따른 효과 크기 차이12,901,684 60,233,19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95-000/[EZ]조직 특이적 전사유도 탈 인산화 효소 Ssu72의 분자적 기능 분석과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질병 연관성 연구21,339,606 21,339,60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94-000/[EZ]노화 쥐에서 추위노출에 의한 갑상선 활성화에 대한 연구40,622,537 45,278,71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93-000/[EZ]당 부하시 도파민 전달체의 역할 – 성별/비만도에 따른 비교27,901,125 29,918,4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92-000/[EZ]췌장암이 불확실한 췌장결절에서 세침흡입 검사 방법에 따른 정확도 비교 및  KRAS gene mutation에 관한 연구29,805,914 30,190,32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91-000/[EZ]유전자 변이에 의한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의 발병기전 연구17,641,000 17,64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90-000/[EZ]피부 편평세포암 전이 바이오마커의 동정 및 분자기전 연구44,412,880 44,412,8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89-000/[EZ]정상임신 및 조산 태반 및 태아조직에서 일차 섬모의 역할40,006,513 47,374,55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88-000/[EZ]신생아 세균성 뇌수막염에서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을 통한 뇌손상 감소 기전 규명35,506,780 38,354,00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87-000/[EZ]종양이질성 기반 다발성골수종 약물저항성 경로 발굴39,175,750 39,175,7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85-000/[EZ]단백질 엔지니어링 기술을 이용한 생체 내 리셉터 단백질 모방 마약 표적 인공항체 개발 연구38,765,350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84-000/[EZ]섬유아세포 특이적 활성화 마우스모델을 이용한 암진행에 따른 암연관 섬유아세포의 동적 진화 및 in vivo significance 규명29,383,275 49,912,38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83-000/[EZ]E3 ligase Trim69의 뇌신경 기능 제어 연구37,438,058 39,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82-000/[EZ]Acinetobacter baumannii에서 colistin 및 tigecycline 이형 내성 제어에 관한 연구40,956,420 41,4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81-000/[EZ]중뇌 도파민뉴런에서의 시냅스가소성 기전과 역할 연구41,263,819 43,819,58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80-000/[EZ]Mitochondrial ubiquitin E3 ligase (MUL1)에 의해 조절되는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단백의 동정과 미토콘드리아 기능변화 조사49,262,390 60,716,86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79-000/[EZ]항생제 내성균 내 플라스미드에 존재하는 파지의 기능 연구28,263,663 62,227,59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77-000/[EZ][이공/신진]고차원자료들의 통합적 분석을 위한 새로운 통계학적 방법론의 개발48,555,600 54,79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76-000/[EZ][이공/생애첫연구사업]대규모 복잡 물리 시스템 관리를 위한 통계적 방법론 연구29,442,012 30,086,82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75-000/[EZ]CXCR4와 PD-1/PD-L1에 의한 종양 미세 환경 조절이 방사선-면역 치료에 미치는 영향 연구19,496,215 55,326,70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74-000/[EZ]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유도되는 단백질 응집체 형성에 대한 p62 단백질 내 산화 민감성 cysteine 잔기의 역할39,325,455 43,896,31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73-000/[EZ][이공/신진]고차원자료 분석을 위한 비모수 커널평활방법론의 개발10,648,720 10,648,7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72-000/[EZ]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을 통한 한국인 림프종의 분자유전학적 분류39,320,835 49,519,02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71-000/[EZ]인간게놈 내 시공간상의 실시간 Z-DNA의 정량화를 통한 게놈 차원의 Z-DNA 기능 연구39,465,846 47,305,07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70-000/[EZ]Hippo 신호전달계 저해를 통한 유방암 세포의 생장 및 증식 억제 펩타이드 개발44,200,961 49,349,11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69-000/[EZ]영장류에서 부분 췌장절제술 후 베타세포의 재생에 관한 연구26,091,166 41,370,82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68-000/[EZ]TACC3에 의한 폐암의 종양형성 기전 규명 및 항암 분자 표적으로서의 타당성 평가21,977,489 59,089,67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67-000/[EZ]불응성 난소암 치료타겟 발굴을 위한 후보유전자의 분자기전 연구28,167,346 50,449,55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66-000/[EZ]폐암에서 metformin의 항암치료요법 개발: metformin의 세포주기 억제 분자기전 연구38,820,878 39,77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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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65-000/[EZ]RAD 양성 뇌암의 예후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표적 약물 개발7,432,878 58,120,88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64-000/[EZ]고등전사조절인자 조절을 통한 도파민 신경세포의 parthanatos 세포사멸 억제 기술 개발34,577,281 47,325,97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63-000/[EZ][이공/신진]고차원 시계열 모형 및 응용 37,105,870 41,262,25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62-000/[EZ]단백질 아르기닌 메틸화 효소 (PRMT)에 의한 조골세포의 운명 결정 및 분화의 분자적 조절 기전 연구25,782,250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61-000/[EZ]Toll-like Receptors (TLRs) 신호와 자식작용 (Autophagy) 형성 간 상호조절에 있어서 Cereblon (CRBN)의 새로운 분자 세포 기전에 관한 연구31,733,320 39,147,4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60-000/[EZ][이공/중견]뇌생체정보기반 사용자 감성 신원 인식과 감성 정보코드 생성: 인간친화 공감형 인공지능 휴먼 케어 서비스 응용86,954,933 92,427,36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59-000/[EZ][이공/중견]일반화된 이차거리함수를 통한 통계적 추론21,734,495 31,648,8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58-000/[EZ]성체 신경발생에서 아르기닌 메틸화에 의한 Shh 신호조절 기전 연구37,889,188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57-000/[EZ]심혈관 질환 관련 유전자 변이의 분자적 기전연구40,482,289 41,103,25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56-000/[EZ]살모넬라의 선택적 ATP 농도 조절 경로와 항생제 저항성 연구39,136,000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55-000/[EZ]루이체 형성 및 병변 전파의 분자 기작 연구 및 진단과 제어 전략 개발31,200,133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54-000/[EZ]황색포도상구균의 병독성 조절 신호전달 시스템의 신규 분자 메커니즘 규명에 관한 연구35,710,160 42,486,7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53-000/[EZ]전기방사 나노섬유와 표면 마이크로 패터닝을 통해 만든 지지체와 음압 상처드레싱을 이용한 자가진피 엔지니어링45,146,300 55,323,82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52-000/[EZ]독성과 항생제 내성 모두를 조절하는 새로운 전사 인자의 역할과 조절 기작의 규명40,054,180 48,568,8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50-000/[EZ]생물정보학, 구조유전체학, 기능유전체학이 결합된 다차원 유전체학적 연구를 통한 요로감염균의 신규 독성인자 규명40,410,610 45,054,2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49-000/[EZ]폐 질환연구를 위한 마우스 폐 3D organoid 배양 시스템 구축39,157,820 39,157,8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48-000/[EZ]종양의 진행과정에서 혈관 내피세포 유래 Thrombospondin-1 (TSP-1) 의 역할 및 그 분자기전 규명 연구39,161,030 39,161,0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47-000/[EZ]퓨전단백질에 의한 암 발병기전 연구 39,136,000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46-000/[EZ]사람 성체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한 척수 신경 및 혈관세포 재생기전 연구44,833,482 47,509,16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45-000/[EZ]딥러닝 분할기술을 이용한 간암 환자의 표준 간 CT 영상모델 개발과 치료 후 재발 확률지도 제작29,721,146 47,944,8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44-000/[EZ]아르기닌 메틸화 효소의 활성 조절을 통한 근 위축증 제어 연구9,784,000 9,78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43-000/[EZ]심근의 병변 위치를 진단하는 딥러닝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49,894,874 51,845,52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42-000/[EZ]아르기닌 메틸화 조절 기전 기반 심부전 제어 연구9,784,000 9,78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41-000/[EZ]염증체 활성화에서 Mitochondrial Ubiquitin E3 ligase (MUL1)의 생리적 역할 규명1,769,582 14,012,4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40-000/[EZ]다발성 기형 및 이상을 가지는 신생아 중환자의 발병원인 유전자 발굴을 위한 정밀유전체 연구16,241,576 16,241,57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39-000/[EZ]발전된 T세포를 생성하는 인간화 마우스 제작 및 질환 맞춤형 세포 치료제로서의 효능 검증 연구25,476,773 41,116,94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38-000/[EZ]윤충류 2종의 최적 대량배양을 위한 분자기작 비교 연구31,234,107 31,234,10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37-000/[EZ]아미노산 수송단백질에 의한 영양 항상성과 암세포 특이적 대사 적응 연구125,323,390 125,323,3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36-000/[EZ]초파리 소장 내분비세포의 분화 기전 및 기능 연구62,802,290 69,19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35-000/[EZ]2차원 다성분계 금속 수산화물 나노다층박막 합성 및 응용연구102,931,658 117,40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34-000/[EZ]Toll-like receptor 4 매개 염증반응에서의 phospholipase Cγ-1의 기능 연구21,433,504 21,433,50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33-000/[EZ]산화스트레스에 대한 면역세포와 종양세포의 차별성을 이용한 항암치료 전략 연구53,087,408 101,669,7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32-000/[EZ]양자계산 기반 고성능 유기 분자자석 설계 5,690,150 21,439,60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31-000/[EZ]새로운 중합체 상태를 갖는 ClpL의 분자 구조 및 작용 기전 규명을 통한 샤페론의 패러다임 혁신44,906,069 85,2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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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30-000/[EZ]유전체분석을 통한 극한홍조식물의 환경적응 진화 연구184,644,434 195,6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29-000/[EZ]1-주기 전이금속을 이용한 신규 촉매반응 개발 및 비대칭 합성56,442,100 56,442,1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28-000/[EZ]차세대 키랄 유기촉매 반응의 개발 157,642,199 240,478,6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27-000/[EZ]알츠하이머 단백질분자의 수소결합 기반의 가역적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분자전자적 연구71,783,540 7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26-000/[EZ]정상상태에서 폐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호중구 연구165,660,920 257,761,12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25-000/[EZ]외부 자기장 조절 가능한 능동형 자성 나노자이로터의 디자인: 세포 점도 측정을 통한 세포 내 생리학적 기초 연구 및 암 세포의 치료 응용연구232,459,541 234,81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24-000/[EZ]키랄 사차 탄소의 입체선택적인 촉매 합성 연구64,100,803 64,100,80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23-000/[EZ]C1 화합물 전환반응을 위한 나노프레임웍 기반 메조포러스 촉매 소재 개발59,967,810 122,10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22-000/[EZ]초음파 화학을 이용한 다양한 코어-쉘 나노 입자의 합성, 물성 분석 및 활용성 연구19,810,000 19,81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21-000/[EZ]유해 화학물질 선택적 감응형 변색 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18,423,080 44,56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20-000/[EZ]계면 현상이 얼음 부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42,040,959 47,487,76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19-000/[EZ]바이오센서, 항암제, 촉매반응에 활용가능한 그래핀-DNA-금속나노입자(금,은,플레티늄,팔라듐) 복합체 물질의 무용매, 원 포트 메카노케이칼 합성31,908,871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18-000/[EZ]금속 할라이드 전자소재 및 다기능성 ReRAM 소자 개발 연구38,415,880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17-000/[EZ]참새목 조류 면역 유전체 및 일본뇌염 · 웨스트나일바이러스의 면역유전학 및 역학 특성 연구35,056,565 42,815,68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16-000/[EZ]미세플라스틱의 흡착 효과에 의한 해양 동물플랑크톤의 유기오염 독성 평가21,148,206 21,148,20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15-000/[EZ]중금속 배위 고분자의 합성과 촉매 반응 33,211,660 41,481,6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14-000/[EZ]RAD-seq을 이용한 바다송사리 Oryzias melastigma의 유전자 연관 지도 작성 및 일본송사리와 속내 비교42,226,750 42,746,31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13-000/[EZ]전기화학적 산화/환원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갖는 산화니켈 박막제작 및 내구성 향상 원인 규명 연구40,477,642 40,484,7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12-000/[EZ]대기압 플라즈마: 나노 소재 합성 및 염료 및 식물 종자의 플라즈마 - 나노 처리연구34,429,506 40,027,94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11-000/[EZ]수지상세포 분화 및 면역유도능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micro RNA 와 CISH 유전자의 후성유전학적 발현 조절 연구36,486,365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10-000/[EZ]항암 및 항염증 활성을 갖는 프레닐 페놀계 화합물 및 기능성 부가 유도체 개발연구38,876,740 45,643,8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09-000/[EZ]초식자 성게 밀도조절을 이용한 동해안 갯녹음 해역의 해조숲 복원 최적모델 개발26,428,850 40,605,69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08-000/[EZ]피독 현상이 없는 공기 청정용 광촉매 디자인 및 표면 물리화학적 반응 기작 연구19,934,775 39,149,8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07-000/[EZ]Zalpha domain 단백질의 Z-형 핵산에 대한 특이적인 결합과정의 이해와 그 기능의 탐색28,709,200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06-000/[EZ]AKT2의 그람음성균유도 패혈증성 쇼크 조절성 연구35,146,590 39,149,8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05-000/[EZ]자성과 광학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자이로 나노디스크의 디자인: 푸리에 변환 표면 플라즈몬 공명을 활용한 암 세포 치료 응용연구9,625,560 39,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04-000/[EZ]전기 나노바이오센서 모듈 개발 276,137,263 301,448,05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03-000/[EZ]비임파성 장기 면역 연구센터 1,185,275,238 1,345,712,5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9-0001-000/[EZ]키랄 유기 분자소재 연구실 228,767,144 241,06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56-000/[위드키디]기능성 카테터의 실시간, 고감도 시술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광섬유 센서, 항법 및 영상 가이드 기술개발27,467,000 (5,53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54-000/[EZ]유연디스플레이용 전자소자 적용을 위한 전이금속칼코겐계 반도체 박막소재의 액상전구체를 적용한 저온합성법 개발35,381,868 39,153,6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53-000/[EZ]복합손상을 고려한 Single Crystal 초내열합금의 내구성능 예측기술 개발13,933,730 13,933,7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52-000/[RCMS]정밀화학 제품 고부가치화를 위한 하이브리드 분리·정제-건조 공정 기술 개발93,936,000 93,9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50-000/[EZ]저온 에어로졸 코팅 및 표도 제어 기술에 관한 연구178,959,722 195,86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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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49-000/[EZ]음향 메타물질을 이용한 초음파 집속 최적화 기법 연구55,405,992 67,121,8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48-000/[EZ]금속-세라믹 복합재료의 열생성산화물 형상 제어를 통한 내구성능 향상 기술 개발38,136,168 41,913,08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47-000/[EZ]Intact 리그닌으로부터 촉매·바이오 화학 융합공정을 이용한 고부가 정밀화학 소재 합성 기술 개발195,700,450 195,700,4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45-000/[EZ]산화층 형상제어(CTS) 코팅의 한계영역 확장을 위한 설계기술 개발204,925,707 238,360,51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42-000/[EZ]다기능성 나노카본 하이브리드 소재의 전달현상 연구224,019,495 243,111,98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41-000/[EZ]탄소 저배출 그린연료로서 암모니아-메탄 혼합연료의 연소특성 및 실용화 연구19,430,610 19,430,6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40-000/[민간투자금]10nm 이하급 소자에 대한 원자 수준의 공정-소자 모델링 기술16,741,041 17,54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39-000/[RCMS]휘발성유기화합물(VOCs) 80 ppb이하의 주물사 코팅용 무기계  결합제 및 성형기술 개발156,961,648 156,961,64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38-000/[EZ]새로운 이온저장 및 kinetic이 발현된 수퍼하이브리드 제조를 위한 초임계유체공정 연구39,136,000 39,1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37-000/[EZ]특수교육을 위한 10가지 장애영역에 대한 기계학습 기반 아동장애 선별27,474,550 27,474,5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36-000/[EZ]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이용한 협력 학습 효과 분석34,093,464 50,656,6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35-000/[EZ]수송부문(자동차) 부품 마찰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 메커니즘 규명과 저감 대책 및 미세먼지의 피부 침투 예방, 제거방안 연구개발23,561,216 32,65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34-000/[EZ]자성나노유체의 열자기대류 특성을 활용한 소형 방열 시스템 개발37,848,128 45,985,7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33-000/[EZ][이공/기본]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융합형 사용자경험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37,776,878 (6,134,99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32-000/[RCMS]WBG 소자의 저손실 구동 공통 기술 개발70,462,244 70,462,24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31-000/[EZ]플라즈마를 이용한 형상별 대면적 2차원 나노소재와 이종구조 합성 및 전기화학적 응용41,182,920 41,804,2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30-000/[EZ]천리안/Metop-A 위성자료를 이용한 황사 발생 예측 정확도 개선 연구23,158,070 25,824,7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29-000/IoT 기반 작업부담 자동평가 시스템 통합 및 효과 검증82,420,868 86,13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28-000/[EZ]면역바이오공학기반 아주번트 의약소재를 활용한 면역세포 맞춤형 활성화 기술 개발187,494,911 241,124,3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27-000/[EZ]자연재해저감 데이터베이스 구축 32,745,930 39,108,49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26-000/[EZ]저소득층 임대아파트의 결로발생 문제의 정의 및 결로방지 제어시스템의 개발35,445,689 (10,827,25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23-000/[EZ][이공/기본]미분방정식 모형의 통계적 추론15,101,318 (197,7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21-002/[EZ]하이퍼 이온 이송 채널 소재의 합성 및 구조화 기술(2세부-성균관대학교)626,252,702 796,736,41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19-000/[IITP-EZ](빅데이터-총괄)빅데이터 처리 고도화 핵심 기술개발 사업 총괄 및 고성능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성능 가속화 기술 개발31,320,000 (8,6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18-003/[EZ][공동-포항공대]첨단 계산재료과학 기반 고성능 고체산화물연료전지용 공기극 소재의 합리적 설계80,214,186 20,822,5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18-002/[EZ][공동-DGIST]열화현상의 전기화학적/구조적 진단법 개발 및 내구성 확보연구80,222,819 20,822,81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18-001/[EZ][5세부-성균관대]멀티스케일 연료전지 내구성 확보 기술58,598,080 11,04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17-001/[IITP-EZ][본교 1세부]자율 제어 네트워킹 및 자율 관리 핵심 기술 개발17,385,000 (4,817,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14-000/[위드키디]점막 모사형 지지체 코팅 기술 및 차세대 바이오리액터 기술 개발73,751,220 58,2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12-000/[Cleco-CMS]F-gas 분해용 고효율 마일드연소-촉매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147,214,781 168,249,78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11-000/[EZ]고성능 축전식 탈염전극용 계층구조 탄소나노소재 개발 및 시스템 운전기술 최적화38,901,774 39,054,27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10-000/[위드키디]인간유래 폐암 전주기 유전자 바이오마커의 초고속 실시간 다중 진단 기술 개발 연구64,440,116 (18,607,56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09-001/[위드키디]염증성 질환 치료용 다기능성 메조포러스 나노실리카의 합성 및 최적화63,486,733 47,5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08-001/[EZ][1세부-성균관대]인공지능 기반 재활 빅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 치료 프로토콜 추천기 개발127,759,181 23,51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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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07-001/[EZ-1세부]인공지능(AI)기반 가속기 질량 분석기 개발 및 성능 평가219,960,443 (66,276,84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06-001/[RCMS-성균관대]노약자와 환자 간병을 위한 팽창식 소프트 로봇 팔 기술146,689,507 146,689,50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05-000/[EZ]임상시료 병원체 농축, 핵산 정제 및 미세유체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 개발164,337,610 164,5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04-000/[EZ]수소/산소 이원추진제의 초임계 조건 연소특성 연구17,233,900 (4,763,75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800-001/[IITP-EZ]초연결 IoT 노드의 군집 지능화를 통한 edge computing 핵심 기술 연구365,572,853 (2,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99-000/[RCMS]10nm 이하급 소자에 대한 원 수준의 공정-소자 모델링 기술15,632,900 15,632,9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93-000/건축물의 내진 및 구조 성능 향상 기술 개발 14,066,548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92-000/[RCMS]IGCC 실증플랜트용 확산형 가스화기 기동버너 및 분체용 고압(DN200이상, ANSI 600 Class급) 메탈시트 볼밸브 국산화 개발14,325,000 14,32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91-000/[RCMS]원전 해체 작업자 피폭 저감을 위한 100kg급 여자유도 듀얼암과 모바일 플랫폼 기반 원격조정 다기능 장비 국산화 기술 개발162,351,995 162,351,99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89-000/pH 감응형 진단 및 치료용 나노바이오센서 개발65,521,553 (4,278,44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88-000/진단/치료용 암 조직 인식 연쇄 감응형 복합나노구조체 개발36,785,092 (46,014,90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85-000/[EZ-IITP]차세대 신기능 스마트디바이스 플랫폼을 위한 대면적 이차원소재 및 소자 원천기술 개발139,858,353 100,2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83-000/[EZ]의료용 다공성 나노 입자 소재 은행 48,868,945 6,868,94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82-000/[EZ]방사선을 이용한 초고용량 슈퍼커패시터용 목재폐기물 유래 다공성 탄소나노소재 개발107,559,997 (28,601,87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81-000/[EZ]합성가스로부터 DME/MA를 경유한 에탄올 및 초산제조용 촉매공정 개발298,167,451 (86,91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80-000/[EZ]전기생리학적 신호와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과의 상관 관계 in vitro 연구132,292,610 (36,834,92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78-000/고결정성 MoSe2의 대량합성 기술개발을 통한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소재 및 윤활유 첨가제의 응용39,959,12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76-000/웨어러블 일렉트로닉스용 신축성 광학소자 68,904,118 (3,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74-000/[EZ]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연성재료 내의 분자 이동 현상과 구조 관계 연구95,797,558 (28,869,14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73-000/고체궤적검출기 개발을 통한 중성자 유발 핵반응 단면적 측정65,004,92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72-000/디락 반금속 소재의 플라즈몬 기반 hot carrier를 이용한 에너지 소재 및 소자 개발56,828,868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71-000/[EZ]허혈성 질환 중증도와 줄기세포치료 효능 검증을 위한 AGE-RAGE 기반 바이오마커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연구162,277,236 (48,2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70-000/[EZ]실시간 방사선 조사 연구를 위한 마이크로/나노스케일 3차원 입체구조 리액터 구현110,586,130 (26,413,8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69-000/자기배열 나노 2D colloid를 이용한 기능성 소재 및 소자 원천 기술 개발58,850,000 (9,7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68-000/이차원 물질 기반의 유연하고, 투명하고, 입을 수 있는 다기능 센서 소자 연구77,110,863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67-000/[EZ-IITP]초고실감 미디어 서비스 실현을 위해 HEVC/3DA 대비 2배 압축을 제공하는 5세대 비디오/오디오 표준 핵심 기술 개발 및 표준화52,066,630 37,29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65-000/[글로벌네트워크]영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자 및 국가요인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31,048,469 (10,33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58-000/[EZ]우주선 공동연구 센터의 설립과 초고에너지 우주선 연구420,803,329 452,316,1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57-000/[RCMS]태양광산업 원천기술 개발 및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합형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및 운영133,811,063 133,811,06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56-001/[RCMS]복약 취약 계층을 위한 서방성 미립자 기반 차세대 원천 제제기술 개발54,810,000 54,81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55-000/항체 Fc-부위 선택적 결합 펩타이드를 활용한 항체-약물 복합체의 개발49,568,960 (1,192,63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53-000/[EZ]FcRn 기반 개인 맞춤형 차세대 ADC 항암파이프라인 개발549,403,032 110,682,77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52-000/[EZ]신규 펩타이드 약물의 이중기작에 의한 난치성 전립선 암 치료제 개발376,705,369 (77,694,45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50-000/[IITP-EZ]매니코어 초대용량 메모리를 위한 확장형 순서보장 운영체제 개발78,200,000 3,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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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49-000/[IITP-EZ](SW 스타랩)지능형 IoT 장치용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213,500,000 (65,1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48-000/[IITP-EZ](SW 스타랩)비휘발성 메모리 기반 개방형 고성능 DBMS 개발196,858,108 (61,84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47-000/[IITP-EZ](SW 스타랩)중대형 디스플레이 기반 동시 다중 사용자 지원 UX 플랫폼 SW 개발212,500,000 (65,1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46-000/[EZ]Gel 기반의 나노 검지 소자 개발 37,978,702 40,350,2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45-000/[EZ]중증 건선의 고위험 분자표적 선택적 피라졸리넌 옥심계 화합물의 치료효능 검증284,737,502 36,702,43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42-000/[EZ]Total Flux 및 MFL융합을 통한 AI기반의 대형 케이블 건전도 평가용 익스퍼트 진단 시스템 개발136,413,784 149,839,69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41-000/[EZ]광학 막오염 센싱기술을 이용한 조류와 미생물오염 통합제어을 위한 차세대 해수담수화공정 전처리 기술 개발89,715,466 89,715,46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40-000/저비용 전기전도성 나노탄소소재 신소재 개발205,895,374 205,9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39-000/[위드키디]수지상세포를 이용한 B형간염 면역치료제 개발 및 효능 시험40,425,010 40,8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38-003/[EZ]생물학적 활성과 계층적 구조를 지닌 자연모사 인공 골 조직 공정 기술 개발318,828,610 (68,226,82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38-002/[EZ]생무기물화 원리 기반 자기조립 계면 연구 및 인공 바이오 미네랄 기술 개발357,921,456 (106,084,76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33-000/[e나라도움]EPUB3 기반 대용량 전자책의 실시간 이용을 지원하는 DRM 기술 개발 및 표준화15,373,880 15,373,8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31-000/[EZ]III-V 나노결정 양자소재 표면연구 및 소자 적용32,459,796 (60,299,03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30-000/[EZ]공유결합성 인공원자의 연속재단 35,595,9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28-000/BIM 기반 스마트 유지보수 핵심기술 개발 55,951,460 (15,63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27-001/[Cleco-CMS][1-1협동:성균관대]정삼투-역삼투 메카니즘 규명 및 수질제어 운영엔지니어링 고도화기술321,285,564 486,767,56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25-000/마그네틱 기반 Portable 강구조물 손상검출 시스템 개발31,313,270 31,32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24-000/[EZ]연구장비 전문교육기관 지원 163,405,350 (11,44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20-000/[EZ]원자수준 제어 2차원소재 및 복합차원형 계면399,240,141 417,6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19-000/[RCMS]양면발전 p형 PERC 태양광 모듈 상용화 기술개발116,730,510 116,730,5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18-000/[EZ]줄기세포 유래 엑소좀 기반 신생혈관 촉진 뇌졸중 치료제 개발201,782,357 324,04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16-000/[김소현]항암면역치료기능 향상을 위한 나노리포솜 개발21,722,000 21,72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12-001/[위드키디][공익적-1세부]이온통로 조절 남성불임치료제 효능 연구 및 임상시험 프로토콜 개발41,392,400 (13,57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11-001/[위드키디][질환극복-1세부]발기부전 치료물질 개발을 위해 음경해면체 평활근에서 복합치료제 URO-K의 효능 연구 및 임상시험 프로토콜 개발70,820,660 18,3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10-001/[위드키디][질환극복-1세부]줄기세포 유래 세포외 소포의 뇌졸중 치료 효능 연구105,202,111 72,40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09-000/[중단-이직][임수진]연성 물질 및 생체 물질의 유체역학: 암의 물리학적 특성 연구15,000,000 1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08-000/와전류 결함탐상 모델링 및 기법 개발 28,143,098 31,30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07-000/[EZ]기저핵 장애 관련 뇌병변 표현 신규 동물 모델 개발357,142,098 (15,328,2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06-000/[신한RND]암 생존자 맞춤형 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47,763,675 (14,88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05-000/[위드키디][질환극복]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유발인자 AR-V7의 전사활성 조절기전 규명 및 활성 억제제 개발52,336,526 46,64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03-000/원자 수준 모델링과 저차원 물질 기반 스핀트로닉스 및 밸리트로닉 소재 설계56,756,572 (6,260,93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02-001/[RCMS-1세부]고효율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용 전하선택접촉 기술 개발281,932,214 281,932,21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700-001/[RCMS][1세부_주관-성균관대]연안침식 관리 및 대응기술 실용화259,994,531 259,994,53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95-001/[EZ][1세부]JSNS2 실험을 이용한 비활성 중성미자 탐색147,028,843 177,4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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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93-000/[RCMS]친환경 무연무카드뮴 소재 및 생산폐기물 절감 공정 기반 콜로이드 양자점 태양전지 개발128,933,480 128,933,4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92-001/[주관-성균관대]균열 자기치유 콘크리트의 성능 평가 표준화 기술 개발824,333,908 917,9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91-000/오일샌드 플랜트 모듈화를 위한 공정유닛의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105,284,318 117,4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90-000/[EZ-IITP]CCTV 제약점 개선을 통해 범인 검거율 저하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지능형 영상 보안 시스템 기술 개발104,648,552 57,40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89-000/BIM 기반의 실시설계도서 효율혁신 기술개발 83,680,000 (24,5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84-000/2019년도 권역별거점연구소 고전강독클러스터 지원사업5,0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83-000/비전통원료로부터 연료 및 고부가 화학소재제조를 위한 초임계·촉매 융합공정 개발73,112,197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82-000/[EZ]지진하중 하 OPR-1000 원전 냉각재 계통에 대한 대규모 해석 및 인공지능 기반 건전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133,399,722 (25,863,93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81-002/[신한RND]CTC 및 PDX 모델 기반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BAG2 및 A20의 암전이 기전 검증과 진단키트 및 치료 표적으로서의 임상적 효용성 규명(585,210) (585,2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81-001/[신한RND]삼중음성유방암 특이적 혈중분비 바이오마커 및 암전이 단백질로서 BAG2 및 A20 단백질의 기능 규명 및 응용152,018,91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80-000/[e나라도움]2019년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156,371,900 172,8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78-000/[위드키디]심장 리모델링 신호전달 기반 심방세동의 분자타겟 개발46,425,193 46,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77-000/[위드키디]신규발굴한 PI3K/Akt 신호전달계 조절인자 기반 뇌발달장애 제어기전 연구43,973,551 46,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76-000/[위드키디]암 조기 진단을 위한 에피유전체 바이오마커 발굴 및 CpGs panel의 임상 적용 기술 개발66,300,000 (19,3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74-000/욕실,주방의 습기 및 냄새 확산방지 능동형 배기시스템 개발113,155,640 148,05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71-000/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OLED용 정공수송층 및 발광층 잉크 소재 기술 개발17,549,99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70-001/[RCMS]잉크젯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OLED용 정공수송층 및 발광층 잉크 소재 기술 개발23,500,000 23,5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67-001/[주관-성균관대]Cosmic-ray 를 활용한 산악지역 토양수분량 산출 알고리즘 개발38,791,220 86,1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63-001/[RCMS]고부가 바이오산업을 위한 산업미생물 제작용 유전자편집 기술 기반 자동화 플랫폼 원천기술 개발500,939,028 500,939,0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62-000/[RCMS]동식물자원 대체 테르펜계 뷰티헬스 소재의 생물학적 생산 및 제형 기술개발91,579,000 91,57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56-000/[RCMS]다양한 비정형 환경에서 고신뢰성 로봇 서비스를 위한 인지적 3차원 비전 기술 개발71,034,708 71,034,70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54-002/[위드키디]피부 재생 능력 향상을 위한 고점착 패치에 줄기세포 접목 연구71,523,876 58,27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54-001/[위드키디]줄기세포 미세환경 조절이 가능한 창상 치료용 생체모사 기반 고점착 패치 개발143,521,230 116,56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53-001/[EZ-1세부]심근경색 치료용 줄기세포 담지 생분해성 신개념 3D 패치 효능 및 전임상 연구220,713,140 30,852,50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49-000/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ICP assisted 고밀도 고효율 스퍼터링 소스 및 공정기술 개발43,857,000 43,857,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47-000/[EZBARO]가역 물성 제어 뇌/신경 인터 인터페이스 소재 개발25,371,21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44-001/[IITP-EZ](본교 1세부)라이프 컴패니온쉽 경험을 위한 지능형 인터렉션 융합 연구1,483,909,742 1,579,032,2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42-000/개별 분산공조시스템의 건물의 관리 및 에너지 절감 제어알고리즘 개발89,992,332 125,57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36-000/개폐상태를 고려한 친환경설계기술 개발 29,442,301 (8,99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34-000/[EZ]광활성 권텀닷 소재와 마이크로 광소자를 이용한 신경 과분극 조절12,578,621 (1,3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32-000/[SMTECH_포인트제]유산균을 함유한 항노화 화장품 개발33,777,870 33,777,8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31-000/[EZ]전산재료학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센터 43,132,279 (17,276,2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25-000/[EZ]응용대수 및 최적화 연구센터 1,074,011,255 168,679,09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24-000/[EZ]적외선 영역의 입실론+뮤 제어를 위한 초격자구조 개발 연구33,913,083 (10,8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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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16-000/[RCMS]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석탄화력 발전소 초 저NOx 연소기술 개발27,981,000 27,98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13-000/지중해 지역 발생 제미니바이러스의 종자전염을 통한 확산 가능성 확인9,559,290 209,2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607-000/[RCMS]친환경 전기자동차용 금속질화규소세라믹 핵심부품 접합소재 기술개발42,572,700 42,572,7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90-000/[RCMS]다기능 개인지원을 위한 지능형 가변구조 로봇: 로봇케어체어155,633,286 155,633,28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84-000/범부처 연구개발 사업 연계전략 수립 및 추진과제 편성9,482,000 (3,25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82-005/[RCMS-니가타대]차세대 디스플레이용 색변환 나노결정 발광소재 개발24,991,605 2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82-001/[RCMS-성대]차세대 디스플레이용 색변환 나노결정 발광소재 개발114,588,223 114,576,1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79-000/[대응자금]2018년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1,1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71-000/2018년도 학술지 지원사업:대동문화연구 4,65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64-000/[RCMS]두께 불균일도 3% 이하 PCB 기판 구리도금용 ICT 융합형 스마트 도금 제어 시스템 및 도금공정 기술 개발31,934,259 31,934,25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48-000/[SMTECH_포인트제]블루투스 비콘 기반 위치추적기술을 활용한 철골부재 생산공정 관리시스템 개발30,955,000 30,95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34-000/[RCMS]절연방열 소재개발을 위한 질화붕소(BN)기반 복합소재 개발115,313,200 115,313,2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29-000/[민간투자금]10nm 이하급 소자에 대한 원자 수준의 공정-소자 모델링 기술- (154,68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23-001/[주관-성균관대]AI기반 자율운영 수리구조물 개발 기획35,822,09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20-000/[EZ]유무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에서의 이온이동현상 제어 기술개발을 통한 안정하고 이력현상이 없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개발17,625,857 (1,3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19-000/[RCMS]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ICP assisted 고밀도 고효율 스퍼터링 소스 및 공정기술 개발19,181,950 19,181,9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18-000/[시간강사]오규 소라이의 이상사회론-『정담(政談)』에 나타난 개혁사상을 중심으로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17-000/[시간강사]식민지 시기 경향 한학자들의 교유와 인맥-변영만과 정인보를 중심으로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16-000/[시간강사]근대 호서산림(湖西山林)의 학문적 위기대응 방식과 사상적 배경-송병선(宋秉璿:1836~1905)·송병순(宋秉珣:1839~1912)을 중심으로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09-000/[RCMS]심미적 건축 디자인 적용을 위한 마이크로 패턴 컬러 BIPV 모듈 개발28,053,500 28,053,5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05-000/Multiplex IHC 이미지 분석방법 구축 및 데이터 관리14,363,5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503-000/[민간투자금]신물질 및 신구조를 이용한 슈퍼 스팁 스위칭 소자 기술 연구1,173,150 (1,282,36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97-000/[EZ]부성 차동/퀀텀 정전용량 및 부성 저항을 이용한 초저전압 CMOS Plus 기술 연구1,542,027 (22,863,2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95-000/[박사후]한국인 대장암의 정밀맞춤의료를 위한 멀티오믹스 유전체 분석1,878,220 (5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94-000/사물인터넷기반 융합형 디지털신약 개발 플랫폼 공동기획연구1,110,433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89-002/[2세부-성대]바이러스 추출 핵산과 결합할 수 있는 형광 분자 표지 （fluorescence molecular beacon）의 개발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바이러스 검지 기술 개발30,039,391 (592,41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89-001/[주관(1세부)-성대]구제역과 조류독감 바이러스 감염 진단 및 혈청형 또는 아형을 구별하기 위한 종이 기반 검지 기기 개발29,923,515 (1,694,5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84-000/[RCMS]고온/방수 기능의 식음료 핸들링 및 포장용 고속 동작 로봇시스템 개발28,917,960 28,917,9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81-000/[RCMS]실제 제조환경에서 인간 작업모습 관찰에 의한 작업이해를 통하여 실시간 작업계획의 정확도를 90%이상 달성하기 위한 로봇 판단지능기술 개발91,742,040 91,742,0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76-001/[RCMS-1세부]신물질 및 신구조를 이용한 슈퍼 스팁 스위칭 소자 기술 연구1,145,250 1,145,2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74-000/[EZ]손발톱조직 제조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26,626,688 (12,509,31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70-000/[EZ]음극없는 이차전지 구축을 위한 나트륨 금속 산화/환원 가역성 향상 연구8,584,702 (7,371,42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68-000/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위한 20%이상 신축성을 갖는 백플레인, 발광화소용 유기전자소재 개발14,62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60-000/[EZ]자동화 시스템을 위한 실시간 데이터 관리와 적응적 모델 서빙31,533,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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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58-000/[RCMS]Low GWP 냉매 대응 냉동시스템 핵심요소기술 개발36,834,379 36,834,37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56-000/[RCMS]록호퍼 시스템 대체용 200 kg/h급 고압 분체연료 주입장치 핵심기술 개발12,625,200 12,625,2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54-000/[EZ]Disialyl Neu5Acɑ2-3Galβ1-3[Neu5Acɑ2-6]GalNAc-R의 암항원, 암진단 및 암백신 당사슬화합물 개발을 위한 융합과학연구11,286,184 (9,489,5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51-000/[EZ]이차원 나노융복합소재를 이용한 신기능성 차세대 ICT 정보처리소자 개발9,918,23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50-000/[EZ]무탄소 연료로서 암모니아의 실용화 연구 24,490,72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46-000/[일반공동]신자유주의 시대에서 공공성 담론 톺아보기: 제자백가(諸子百家)사상의 인간관(人間觀)과 공사관(公私觀)을 중심으로30,134,938 10,535,2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40-000/[일반공동]기술혁명과 인간‘일’의 공공성 연구64,209,392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39-000/[EZ]갈색 및 베이지 지방세포의 cold stress에 반응한 thermogenesis과정에서 탈 인산화 효소 기능에 대한 연구26,217,55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34-000/[EZ]생체신호 진단용 인공피부센서 개발 199,184,894 (5,906,78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28-000/[EZ]국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측정불가시간 비뚤림 국제 표준 솔루션 개발58,646,01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27-000/[EZ]GPCR의 C-말단 연구를 통한 신호전달 선택성의 규명74,401,81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21-000/[EZ]형상제어 유-무기 분자 네트워크의 메크로 구조체 합성 및 감지소자 응용150,413,478 (54,32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20-000/[대응자금]2018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22,589,06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19-000/[RCMS]심장박동기를 위한 인체삽입형 웨어러블 자가발전 에너지원 및 극소전력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52,071,858 52,071,85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15-000/[RCMS]나노패턴 후면전극 및 용액공정 기반 1 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박막 CIGS를 이용한 효율 20%급 박막 태양전지 개발15,912,080 15,912,0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14-000/[RCMS]저원가 고효율 모듈용 셀 분할 및 연결.접합 기술 개발19,428,080 19,428,0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11-000/[RCMS]유무인기 적용 가능한 다중센서 및 딥러닝 기반 조종사 보조 시스템 기술 개발6,000,000 6,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10-000/[오기환]차세대 저장장치를 활용한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스마트 데이터베이스/저장장치 통합 연구15,0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07-000/[정책중점]사교육비 경감 정책 개발 지원 정책연구113,430,94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05-000/[EZ]안전성 및 면역원 유도능이 향상된 신규 구제역 백신 아주번트 개발17,884,020 (13,3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04-000/[RCMS]외부환경에 강건한 장수명(500사이클 90%이상)ESS용 하이브리드 전지개발22,977,710 22,977,7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401-001/[EZ][1세부-성균관대]생체모사 근육형 구동기 기술 개발401,383,137 8,158,72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398-000/[RCMS]나노셀룰로오스와 리그닌계 수지를 이용한 자동차 내장용 복합소재 개발22,434,836 22,434,83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396-000/[RCMS]고효율 에너지 부품을 위한 용액공정용 전하 전달 소재32,071,400 32,071,4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393-000/[EZ]고효율 장수명 Pb-free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자기술개발49,841,95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389-000/[EZ]초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위한 고효율 고신뢰 운영체제 기술 개발36,435,121 (89,5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388-000/[RCMS]소셜 AI로봇을 활용한 아동 감정 및 성장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플랫폼 BM 개발(2,300,000) (2,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384-000/[EZ]적층된 이차원 물질의 이방성 전자전도 양자 현상 규명 및 전자 소자 응용33,950,801 (53,575,99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383-000/[EZ]토륨 기반 핵변환 미임계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의 핵연료주기 개념 연구32,477,912 (22,538,3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382-000/[위드키디]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이상반응 실마리정보 검색과 인과성평가 연구 네트워크(K-CISA프로젝트)49,774,39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381-000/[EZ]폐렴구균 pep27 변이주 접종에 의한 염증/패혈증으로부터 점막보호 기전 연구9,437,357 (255,17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379-000/[EZ]미세환경 인식형 영상 유도 초음파역동 기반 암 치료용 멀티플랫폼 소재 개발209,007,075 238,277,22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375-000/[RCMS]중소형 공작기계용 2계통 제어 CNC와 서보, 스핀들 구동 유닛 국산화 개발20,328,350 20,328,3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69-000/[신진]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사용자 태도 연구: 소셜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접근7,458,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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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67-000/[EZ]소프트웨어 정의 커넥티드 카 138,031,429 (1,648,13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64-000/[EZ]영상 크라우드소싱 기반 지능형 관제 시스템 개발95,902,751 (36,537,8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63-000/검도 선수의 행동 예측과 거울 신경 기전에 대한 연구4,333,34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62-000/노인낙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개인주변공간 개념의 적용가능성 탐색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61-000/시뮬레이션 체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58-000/[우수논문]병원 정보 기술의 전략적 행동 변화 6,971,6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57-000/[EZ]컴비너터리얼 방법을 이용한 금속 할로겐화 광전자 소재 엔지니어링180,771,881 195,6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56-000/[RCMS]염색가공산업의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머신러닝 기반 에너지 최적화 플랫폼 개발13,816,264 13,816,26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54-000/[RCMS]실리콘 카바이드(Full SIC) 소자 적용 1MW급 고효율 PCS개발9,260,000 9,26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52-000/[시간강사]19세기 조선 도교결사의 이상과 현실의 접점-[문창제군몽수비장경]을 중심으로-- (7,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48-000/[시간강사]조선 유교와 근대 신종교의 상제관 비교 연구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47-000/[시간강사]조선 후기 주제별 가집(歌集)의 내적 체계와 편찬 특징에 대한 재고-『고금가곡』과 『근화악부』를 중심으로-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46-000/[시간강사]허균(許筠)의 한중문학교류 양상 고찰-중국 문단의 관계망을 중심으로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45-000/[EZ]분산전원의 간헐성 및 분산전원 연계 배전계통의 수용능력 극복기술 개발49,494,888 (354,97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43-000/[시간강사]한국전쟁기 미디어로서 시의 성격 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40-000/[시간강사]인심(人心)에 내재한 개인성 고찰-다산 철학을 중심으로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39-000/[시간강사]1910년대 잡지에 수록된 시조의 담론특성 연구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38-000/[시간강사]다니자키 준이치로 문학의‘일탈’의 맥락화-『치인의 사랑』의‘유토피아-디스토피아’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37-000/[시간강사]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노인의 생애과정 관점에서 본 성공적 노화에 관한 질적 연구3,254,680 (3,2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35-000/[시간강사]북한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의 특징과 개정에 관한 연구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34-000/[e나라도움]재난관리분야 전문인력 양성 117,520,500 117,520,5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33-000/[EZ]지각학습유도를 통한 만성 통증에 대한 신치료법 개발5,974,540 (231,39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32-000/[EZ]산화층 형상제어(CTS) 코팅의 한계영역 확장을 위한 설계기술 개발2,911,780 (4,360,51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31-000/[시간강사]평가모드와 해석수준에 따른 우량체보험 가입조건의 선호 역전에 관한 연구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30-000/[시간강사]19세기말 조선 지식인의 서양 지식 수용 양상-許傳의 受廛錄을 중심으로-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29-000/[시간강사]고려시대 금속 장신구의 복식사적 연구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28-000/[시간강사]진화론과 20세기 현대 음악; 존 케이지 4분 33초를 중심으로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27-000/[RCMS]가스터빈(GT24)의 고압터빈 1단 단결정회전익 개발15,469,000 15,46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26-000/[시간강사]로베르트 발저의 작품에 반영된 파울 클레의 작품구조 원칙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25-000/[시간강사]‘고백’의 문화사-한일 근대의‘자백’의 개념과 문학의 변용5,138,190 (1,366,6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24-000/[시간강사]수산물 무역네트워크에 있어서 FTA 활용에 따른 글로벌가치사슬(GVC) 변화에 관한 연구-수산물무역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23-000/[시간강사]종가의 생활문화에서 탐색한 자녀 인성교육 프로그램 도출 연구(-안동 일원 종가를 중심으로-)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22-000/[시간강사]내용 지식 구성을 위한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 교육 방안-노트 필기 전략 지도를 중심으로-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21-000/[시간강사]한국 개신교‘유기적 지식인’연구-1970년대‘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6,48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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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20-000/[시간강사]페미니즘 혐오와 페미니즘 정치 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19-000/[EZ]신축성 유기발광 다이오드 개발 8,557,980 (8,292,55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18-000/[시간강사]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향상을 위한 설화 교육 실행 연구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17-000/[시간강사]해방기(1945~1948) 감정의 전환과 젠더 동학-여성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7,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16-000/[EZ]사이버 물리 플랫폼 기반 사용자 중심 스마트 금속 3D 프린팅 기술 개발5,801,450 (1,010,38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15-000/[시간강사]호론과 낙론 학자들의 [대학] 공부론 연구-부념(浮念)과 편념(偏念)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14-000/[우수논문]‘레이건 민주당원’의 형성: 1970년대 이후 미국 백인 노동계급의 보수화에 관한 아래로부터의 역사7,543,27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13-000/[RCMS]300~500 ℃ 저온 1 W/cm² 이상 고안정 대면적 다층나노구조 프로톤 전도성 세라믹 연료전지 원천기술 개발9,669,992 9,669,99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12-001/[주관-성균관대]엘리베이터 와이어로프 파손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1mm 해상도의 자동 손상진단 시스템 실용화27,336,500 (2,654,5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11-000/[시간강사]신시기 천극 현대화의 문제작: 웨이밍룬의 <반금련>(1986)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10-000/[시간강사]교사의 수정적 피드백 유형이 대학생의 쓰기 향상에 미치는 영역에 대한 종단 연구–학문목적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족지적 방법 활용 중심으로-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09-000/[시간강사]녹문과 양명의 心性論 비교 연구―理氣一物의 관점을 중심으로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08-000/[시간강사]지적재산권 보호정책에 의한 중간재 산업 R&D투자 결정모형 및 정책함의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07-000/[시간강사]관조에서 참여로: 관객참여가 미적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05-000/[시간강사]리더십을 완성하는 인재등용과 유학의 팔로워십에 관한 연구-『서경』「열명」편을 중심으로-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03-001/[RCMS-본교]ICT 융합용 3차원 적층반도체의 1um급 미세 수직배선 정렬 평가기술 및 적층 신뢰성 평가 개발 기술 개발(34,846,000) (34,84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02-000/[시간강사]음성인식 AI 비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업자간 관계 분석을 통한 음성인식 AI비서 활성화 방안 연구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01-000/[시간강사]1949년 사회주의 중국 건국이 중국철학에 미친 영향–사회주의 중국 성립 이전과 이후 펑유란(馮友蘭) 철학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중심으로- (7,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100-000/[시간강사]조선시대 필사본 한글 가사작품 서체의 조형적 특징 연구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99-000/[시간강사]명청교체기 조선사신단의 해양표류기 연구 -안경의 『가해조천록』을 중심으로-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98-000/[시간강사]서예‘用筆法’의 핵심-提法의 原理-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97-000/[시간강사]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연속성과 차이성-적도(to metrion)와 중용(to meson) 개념을 중심으로6,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91-002/[해수부_RCMS]해양수산생물 유전체정보 분석 및 활용기반 구축(해양식물 유전체정보 생산 및 분석)35,130,988 35,130,98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91-001/[해수부_RCMS]해양수산생물 유전체정보 분석 및 활용기반 구축(해양식물 유전체정보 생산 및 분석)183,336,917 180,925,69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89-000/MoS2-인지질 복합구조를 이용한 셀 기반 환경 독성 평가 플랫폼8,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87-000/바이오매스로부터 다계층구조를 갖는 다공성 카본계 소재 제조 및 고성능 수퍼케패시터 활용기술 개발12,238,8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85-000/[이화여대에서이관됨/신진]전략적 온라인 검색 키워드 통합 관리: 검색 엔진 최적화 및 검색 광고 통합 관리5,731,900 (12,9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84-000/[EZ]다공성 네트워크-무기재료기반 코어 셀 구조 약물전달 시스템 개발280,950 (15,279,44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82-000/[EZ]초음파 Cavitation 생성에 의한 고온 액체내 용해가스 제거 Mechanism 규명 및 Modeling에 관한 연구17,569,814 (2,228,12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80-000/[EZ]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나노파티클 생성 및 개질13,601,308 (18,3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77-000/[EZ]차세대 실리콘 반도체소자를 위한 원자층 식각 및 표면반응 메카니즘 연구6,653,509 (1,364,6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76-000/[EZ]유연성 유기발광디스플레이의 혁신 생산기술 연구28,204,56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75-000/[EZ][이공/생애첫연구]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을 통한 상호작용 활성화와 관련 기술 및 제품수용 증대 방안3,747,070 (532,33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74-000/HDAC6의 알츠하이머 치매 주요 조절자로서의 역할 연구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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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73-000/[EZ]신규 아민화 반응에 의한 생리활성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합성 연구8,483,633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72-000/중간엽줄기세포의 골분화 및 지방분화에 관여하는 Smad4-TAZ 단백질 복합체의 기능과 분자적 조절기전 규명22,575,684 (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70-000/염(salt)을 감지하는 분자적 기작에 대한 연구22,575,684 (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69-000/미세입자 분석기술 및 디스플레이 공정 중 오염유발 입자 모사 관련 연구 / 클린룸 내 유해물질 관리표준 정립을 위한 시험 연구25,469,200 (20,8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68-000/저차원 나노네트워크에서의 상온 강유전성 강자성체 구현13,379,418 (9,196,28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62-000/Active and Assisted Living에서의 다중리소스 데이터 퓨전 및 딥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지능형 휴먼 액티비티 인식 시스템 개발8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61-000/[SSK]뉴노멀 시대 '뉴데모크라시' 35,077,65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57-000/[RCMS]바이오매스 고품위화를 위한 고효율 반탄화 기술 실증13,082,748 13,082,74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56-000/대장암을 유발하는 mTOR/S6K1과 Wnt 신호전달체계의 crosstalk 기전 규명22,640,732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52-000/[EZ]스마트헬스케어 확산을 위한 수용과 단절 모델 개발 : m-sports app을 중심으로18,112,370 (16,215,1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51-000/[EZ]계층형 Mobile P2P 네트워크를 이용한 개인용 무선랜 자동접속 시스템 개발 및 응용16,976,180 (3,313,3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48-000/[EZ]Organic 유전체층과 Unique 제조기술이 적용된 수평 Array 일체형 구조를 갖는 고체 커패시터의 제작 및 전기적 특성 연구7,442,01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46-000/[EZ]3D 잉크젯 프린팅에 의한 플렉시블 무유기 하이브리드 소재 및 소자 기초 연구23,791,358 6,778,2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45-000/[EZ]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의 약제감수성 패턴분석을 통한 치료실패 기전 규명 연구22,561,896 (4,534,7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44-000/[EZ]뇌졸중 환자 자가신경줄기세포의 특성분석 및 뇌졸중 치료메커니즘 연구18,077,065 (4,658,14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43-000/[EZ]담도암에서 개인맞춤표적치료를 위한 유전체학적 기반구축7,801,754 (22,012,24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42-000/[EZ]Autophagy가 태반 영양막 세포의 침투 및 태반 형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4,918,490 (20,385,54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41-000/[EZ]척수손상 동물모델에서 사람 성체신경줄기세포의 기능회복 메커니즘 연구32,372,481 (471,95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40-000/[RCMS]초임계 유기랭킨사이클을 이용한 고효율 폐열회수 발전 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8,234,500 8,234,5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39-000/[EZ]환자유래검체를 이용한 암미세환경 재현 두경부암 오가노이드 플랫폼 개발19,207,069 (340,92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38-000/[EZ]신체적 노쇠수준이 치매위험에 미치는 영향 연구32,597,045 (54,54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36-000/[EZ]컨볼루션 뉴럴네트워크를 이용한 돈육 냉도체의 품질측정 기준 설정 및 시스템 개발16,512,64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35-000/[EZ]원발성 섬모의 염증 조절 기능 규명을 통한 노인성 근감소증 제어 기전 연구20,177,234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32-000/[EZ]전자소재 한계 극복을 위한 선형 무기분자 연구(24,200) (24,2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30-000/[EZ]사용자 중심적 조종을 위한 제스처 기반 드론 및 컨트롤러에 관한 연구14,371,166 (1,866,08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29-000/[EZ]강화 학습, 미시적 시뮬레이션(Microscopic Simulation), 그리고 차량 애드혹 네트워크를 사용한 다중 목적 적응성 교통 통제 시스템- (55,417,9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27-000/[EZ]동적 및 대규모 차량용 클라우드를 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16,216,420 (12,989,29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26-000/[EZ]초대형 IoT 지원을 위한 그린 5G 무선 네트워크 방법에 관한 연구1,482,000 (26,738,13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25-000/[EZ]의료용 웨어러블 SoC 에너지 효율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추적형 문턱전압 근접동작 설계기술16,452,720 (4,117,4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24-000/[EZ]정보검색기반 결함추적 효율화를 위한 버그리포트 자동재구성 기술31,403,130 (7,098,14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23-000/[EZ]안전한 미래인터넷 운용을 위한 정보 중심 네트워크의 보안성 강화 연구: Named Data Network 관점18,595,74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22-000/[EZ]생의학 영상 시스템을 위한 시분해 픽셀 CMOS 이미지 센서 연구18,549,935 (300,16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21-000/[EZ]지오펜스 기반 상황인식 정보시스템 개발 12,549,233 (5,131,4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20-000/[EZ]가상 현실을 위한 지능적 스토리 생성 기술 연구20,029,840 (5,16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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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19-000/[EZ]거대 소셜 네트워크의 클러스터링 구조를 활용한 정보 전파 매커니즘 모델링13,216,090 (73,5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14-000/[EZ-IITP]남북협력을 통한 ICT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493,500 (520,35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13-000/[EZ]반도체/디스플레이 플라즈마 공정 실시간 진단 계측을 위한 질량 분석 반응 동력학 연구19,657,444 (27,339,00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12-000/[EZ]2차원 나노소재 기반 고효율 에너지 하베스터 개발19,179,281 1,301,5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11-003/[RCMS]35% 이상 초고효율 Ⅲ-V/Si 적층형 태양전지 개발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29,999,311 30,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11-001/[RCMS]35% 이상 초고효율 Ⅲ-V/Si 적층형 태양전지 개발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19,908,331 19,908,33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10-000/[한국학-토대]한국전쟁 관련 프랑스외무부자료 수집·번역 및 DB 구축88,266,22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09-000/[EZ]2차원 전이금속 칼코겐화합물 트랜지스터의 수직형 다중 채널 제어 및 응용13,772,946 (5,083,96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08-000/[EZ]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용 SnO2 음극소재를 위한 부분 산화반응 제어에 따른 복합산화물 및 전극구조 디자인과 그의 반응기구에 대한 연구20,314,073 (1,087,06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07-000/[EZ]리오단 행렬을 이용한 쉐퍼형태의 d-직교다항식 연구19,334,263 (16,66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06-000/[EZ]강상관물질계에서 나타나는 양자임계성과 전자구조의 관련성 연구22,985,223 (2,385,06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05-000/[EZ]강한 상호작용을 이용한 루테늄 산화물의 에너지 변환 특성 연구14,752,102 (7,997,05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04-000/[EZ]중적외선 레이저 조사를 통한 고감도 hybrid 2차원 나노 소자 개발16,637,818 (835,4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03-000/[EZ]다중-갭이 존재하는 초전도체박막의 광분광학적 특성연구13,168,338 (16,874,54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02-000/[EZ]고온초전도물질의 전자 간 상호작용 스펙트럼 연구10,543,808 (2,708,88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2001-000/[EZ]비평형 그린함수 계산을 이용한 분자 접합 소자의 전류 잡음 및 광학 반응 연구9,693,267 (4,782,69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99-000/[EZ]실시간 공공안전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정의 무선센서네트워크 핵심기술 연구21,078,823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98-001/[SSK-주관]공존‧협력 모델의 진화와 확산 121,993,413 (20,255,05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94-000/[EZ]A형 손잡이 수공구들의 평가를 위한 측정 시스템 개발 및 연구13,134,635 1,991,93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93-000/[EZ]영상-문서 통합분석을 통한 혁신경로 예측기법 개발14,551,411 (969,22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92-000/[EZ]3D 프린터기반 스마트팩토리 최적 스케줄링 및 이상상황 대응 사전 리스케줄링 알고리즘 개발22,807,048 (2,272,34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91-000/[EZ]사물인터넷 기반의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연구13,839,319 (745,98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90-000/[EZ]양자광학을 이용한 화학/생물 복잡계의 다체 양자동역학38,220,512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89-000/[EZ]불균형 데이터 분류를 위한 parameter-free 분류 기법의 개발13,988,100 (9,607,7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88-000/[EZ]스마트공장 환경에서 실시간 프로세스 마이닝을 위한 사이버-물리 시스템 개발13,396,078 (4,920,3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87-000/[EZ]5G DWDM 용 초저가 가변파장 레이저 및 액정필터 개발10,724,460 (20,284,98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85-000/[EZ]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이동성과 트래픽 특성을 고려한 통합 자원관리 기술14,387,539 (9,033,9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83-000/[EZ]초고효율 perovo-Si 이종접합 태양전지 개발12,056,808 (31,909,66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82-000/[EZ]양자 터널링층 및 탄소점을 이용한 이차원물질 기반 소자의 오믹 접촉저항 향상 연구18,519,082 (17,707,37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81-000/[EZ]10nm 이하 Transistor의 채널 결함 규명 기술21,811,540 (9,071,52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79-000/[EZ]목질계 바이오매스로터 수소를 이용하지 않고 초임계유체 내 다중기능을 갖는 촉매를 활용한 one-pot 고부가 화학소재 제조11,519,863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78-000/[EZ]대양섬에서의 향상진화에 의한 종분화 기작 규명21,783,663 (9,05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77-000/[EZ]비선형문제의 최적해법과 복소동력학 10,836,398 (5,877,83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76-000/[EZ]아스키-윌슨 다항식에 대한 조합론 30,924,913 (18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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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74-000/[EZ]측도확장성을 갖는 동력계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13,274,860 (578,48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73-000/[EZ]양자 기체 동역학 방정식과 그래핀 11,022,115 (5,872,4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72-000/[EZ]기능성 DNA 나노박막 개발 및 물리적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16,211,415 (45,5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71-000/[EZ]중간에너지 중성자에 의한 핵분열 단면적과 핵분열 각도 분포 측정을 통한 핵분열 동역학 연구17,948,930 (134,63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70-000/[EZ]불변론과 그의 응용 16,648,752 (15,478,79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69-000/[EZ]동적 데이터 분석과 정칙화 18,414,451 (9,694,83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68-000/[EZ]미각물질의 농도에 따른 차별적 행동 기작 연구22,280,620 (9,05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67-000/[EZ]공개키 암호프리미티브에서 나타나는 다항식관련 알고리즘 연구31,259,765 (11,865,35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66-000/[EZ]전단 특성을 이용한 2차원 물질의 적층 구조제어 기술 개발9,931,086 (427,3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65-000/[EZ]양자중력 구축을 향한 열역학, 휘어진 공간의 양자장론, 중력대응10,920,870 (19,52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64-000/[EZ]논리연산기반 DNA 구조 및 패턴 형성 연구19,238,870 (627,1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63-000/[EZ]시뮬레이션 기반 지능형 초음파 진단 플랫폼 개발20,877,570 (9,046,4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62-000/[EZ]가스터빈용 Ni기 초내열 Singel Crystal 부품의 내구수명 예측기술 개발15,568,846 (12,317,7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61-000/[EZ]불연속 비선형 항을 가진 준선형 방정식의 연구14,608,206 (18,874,6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60-000/[EZ]최고 임계온도를 갖는 초전도체 설계 및 합성18,122,260 (2,840,75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59-000/[EZ]군 작용의 강체성과 이것의 응용에 대한 연구27,644,780 (639,88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56-000/[EZ]용액 공정 기반의 금속 산화물 전달층을 이용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 및 안정성 향상 연구15,209,825 (2,748,69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55-000/[대학중점연구소]동아시아 인문학의 미래와 역사인식129,164,283 (11,20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54-000/[EZ]자가포식 (Autophagy) 조절인자의 췌장 베타세포 보호 및 항당뇨병 효능 규명13,103,942 (10,317,1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53-000/[EZ]Proteomics를 통한 Adiponectin 결핍 상태에서 CTRP9의 대사적 지표 조절에 미치는 기능에 관한 연구19,033,422 (9,970,1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52-000/[EZ]Renal hypouricemia 연관 신질환 유전자 탐색 및 유전자 기능 규명 연구와 유전역학 분석 연구15,154,004 (23,798,9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51-000/[EZ]3차원 구조의 생체 모방형 뇌척수 신경조직 나노소자17,379,280 (15,0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49-000/[EZ]효과적인 기계학습 기반 이종 모달리티 영상 매칭26,311,866 (16,046,55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48-000/[EZ]칩상 도파관 구조를 이용한 저손실 테라헤르츠 집적회로8,448,000 (47,706,7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44-000/Circular RNA의 전이조절 기전규명 및 암전이 진단 및 치료제로서의 활용 가능성 연구(2,720) (2,7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43-000/챗봇 기반 암환자 증상관리 시스템의 효과적 임상 구현을 위한 사용자경험 가이드라인 제작(2,720) (2,7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42-000/EGFR 돌연변이 폐암 환자에서 유전체-임상정보 빅데이터 기반 표적항암제 치료 예후 예측(2,760) (2,7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41-000/Pim1을 표적으로 하는 혈액암 아형에 따른 항암 내성 기전 규명(2,760) (2,7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36-001/[RCMS][주관-성균관대]1 m 폭을 가지는 유연성/슬림(< 1mm)화 RFB용 저가 분리판 제조 기술 개발63,245,825 63,245,82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29-000/[EZ]림프절 전이 암줄기세포의 신규 표적 발굴 및 치토산/나노 전달시스템을 이용한 제어 연구26,950,742 (11,675,7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28-000/[EZ][이공/기본]좌표 줄임 방법의 분석과 최적화 문제로의 적용21,049,500 (3,385,82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27-000/[RCMS]사물인터넷(IoT) 산업을 위한 시스템 반도체 국제 표준 기반조성700,000 7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26-000/[EZ][이공/기본]경시적 자료분석을 위한 고차원 공분산행렬의 모형화19,893,905 (731,1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25-000/세라믹 분리막에서 금속 이원 산화물 흡착 케익층을 이용한 유기물질 제어에 관한 연구(19,660,273) (20,66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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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24-000/[EZ]폐쇄를 동반한 식도암 치료를 위한 마이크로니들 시스템 기반의 서방형 항암제 국소주입법의 개발13,492,860 (8,732,9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23-000/[EZ]항우울제가 세로토닌 수송체 유전변이의 우울증상 발현에 미치는 후성학적 영향 연구13,419,822 (9,692,14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22-000/[EZ]간세포 이식 및 바이오인공간 실용화를 위한 간세포 동결보존 기술 개발21,500,776 (9,02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21-000/[SMTECH_포인트제]중성입자를 이용한 선형 poly-si 증착기 개발9,627,860 9,627,8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20-000/[EZ]미세나노구조 제어기술에 의한 pH 민감성 나노입자 제조 및 이를 이용한 약물전달체 개발32,231,385 (473,64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19-000/[EZ]영상 유도 광역학 치료용 퍼옥실레이트기반 화학발광 나노입자 개발18,399,705 (125,22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18-000/[EZ]고내열 고투명 non-halogen 난연제 개발 및 이의 응용 연구18,229,74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17-000/[EZ]기능성 나노복합체 기반의 임피던스 화학센서 개발11,587,038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16-000/[EZ]실리콘 기반 고용량 전고체 리튬 이온 전지의 구현14,862,43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15-000/[EZ]자가발광하는 빛-열 연쇄반응으로 구동하는 새로운 나노복합신약 디자인 제작 및 이의 전립선암 치료 연구22,038,014 (203,14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14-000/[EZ]가역적 금속-배위결합에 의한 생체적합성 자가치유 폴리아미노산 하이드로젤 접착소재 개발15,087,420 (1,768,78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13-000/[EZ]삼중음성유방암의 맟춤형 양성자 치료를 위한 DNA 손상 복구 interactome 분석16,201,607 (4,838,49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12-000/[EZ]암 면역치료를 위한 PDL1 및 CTLA4 평가 Immuno-PET 기술개발11,350,980 (87,05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11-000/[EZ]PPAR delta agonist를 이용한 골관절염 세포치료제 개발10,244,231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06-001/[RCMS-본교]차세대 메모리를 위한 메모리 서브시스템 및 시스템 아키텍처 기술개발4,900,000 4,9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05-000/[RCMS]IoT 기술기반의 중소형 상용 전기차용 전기구동 플랫폼 개발25,896,353 25,896,35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03-000/[EZ]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의 숙주감수성 인자 발굴을 위한 T세포 분화 조절 연구709,870 (23,416,56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02-000/[EZ]혈관형성 유전자 과발현된 인간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하지허혈손상 회복 효능증진 및 기전연구21,946,502 (387,75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01-000/[EZ]종양 미세환경에 미치는 미케노트렌스덕션 기전 규명13,180,473 (28,451,71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900-000/[EZ]대장암 예후인자 및 치료표적으로서 PRMT6의 유효성 규명18,852,324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99-000/[EZ]뇌졸중 재활의 선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기반 맞춤형 재활 프로토콜 개발14,696,279 (629,09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98-000/[EZ]성체 장 줄기세포(adult intestinal stem cell)를 이용한 염증성 장질환 치료 모델 개발18,148,676 (9,02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97-000/[EZ]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통한 간암의 유전적 변이 발굴15,831,458 (3,754,68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96-000/[EZ]miRNA 기반 대장암 전이제어 연구 17,367,600 (2,288,32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95-000/[EZ]손상된 조직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granulation tissue형성 섬유아세포에서의 Twist1의 발현과 기능 규명17,125,013 (22,795,33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94-000/[EZ]Histone acetyltransferase(HAT) 저해제에 의한 양성자 감작효과 및 기전연구11,802,508 (25,048,75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93-000/[EZ]국내 최초 중증복합면역결핍증의 신생아 선별검사 도입을 위한 다기관 연구16,746,392 (4,585,5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92-000/[EZ]염증성 장질환 맞춤치료를 위한 약물반응 평가 질량분석기반 신기술 개발16,929,502 (588,62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91-000/[EZ]예후 예측 유전자의 기능 규명을 통한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전략 개발15,695,162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90-000/[EZ]중간엽 줄기세포의 해당과정 조절을 통한 중간엽 줄기세포 효율 조절 기술 개발23,822,564 (1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89-000/[EZ]항생제의 돌연변이 억제 농도를 이용한 비결핵 항산균의 효과적인 치료방법 개발 및 Clofazimine 항생제 내성 기작 연구13,053,652 (12,737,04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88-000/[EZ]면역질환 극복을 위한 기능 강화 중간엽줄기세포 선별 기술 개발15,942,466 (410,7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87-001/[RCMS-성대]PFC 가스 대체용 Fluorocarbon 계열 Precursor를 이용한 식각 공정 개발36,363,071 36,363,07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86-000/[EZ]다중오믹스 데이터 분석 기반 진행성 위암 환자의 치료 약제 반응 지표 발굴9,562,672 (13,74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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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85-000/[EZ]KRAS 돌연변이 양성 폐암에서 Wee1 저해제의 치료 효과 검증 및 작용 기전 발굴14,410,355 (105,15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84-000/[EZ][이공/기본]시각작업기억의 억제통제기제 17,188,240 (197,95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79-000/[EZ-IITP]자율지능 동반자를 위한 적응형 기계학습기술 연구개발21,676,152 (32,5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77-001/[세부주관-성대]Direct Self Assembly를 이용한 재료연구 및 반도체 patterning 응용 기술- (108,9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75-000/메스암페타민에 의해 유도된 행동 민감화에서 Cyfip2의 역할24,374,022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73-000/[EZ]DNA 자기조립을 응용한 다이아몬드 광결정의 제조 및 응용 연구20,592,870 (17,378,30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72-000/미세촉감의 인지 및 분류와 개인의 건강지표 수집이 가능한 다기능성 촉감피부의 개발25,471,598 (1,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71-000/[EZ]ACR 기반의 플랜트 시공/유지관리를 위한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시스템 개발21,005,685 (5,308,0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70-000/[EZ]사회·경제적 변화와 기후변화를 고려한 통합 미래 홍수위험도 평가기술17,058,191 (36,48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69-000/[EZ]지속가능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위한 Textile 보강재의 적용- (21,944,91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68-000/[EZ]콘크리트 보를 사용한 이방향 탄소섬유의 전단보강 효과21,602,231 (18,214,60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67-000/[EZ]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프레세닐린 변이에 의한 자식작용 감소와 베타-아밀로이드 생성 조절14,036,538 (1,340,0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66-000/[EZ]공간정보를 이용한 대지진에 의한 해저지형 변화 연구13,888,453 (18,000,53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65-000/[EZ]효율적 붕괴해석 및 심층신경망 기반 구조물 손상평가/보강 기법의 개발13,492,000 (519,9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63-000/[EZ]암세포에서 탈유비퀴틴 효소활성 조절 화합물의 효능 연구19,316,620 15,7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62-000/[EZ]간 감염 기생충이 분비하는 대사효소 단백질에 대한 숙주세포 반응15,327,400 (4,425,27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61-000/[EZ]간흡충 항산화효소 생물학적 기능 규명을 통한 간흡충증 병인기전 분석19,249,650 (14,422,13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60-000/[EZ]신경전사인자 Id2에 의한 미세소관 역동성 조절기반 성장원추 재건 연구19,898,6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59-000/[EZ]심방근 T-세관의 발달도와 리모델링이 심방부정맥 발병에 미치는 영향40,909,310 19,796,69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55-000/[위드키디]성폭력 피해자 현황과 성폭력 피해특성 연구23,364,19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52-000/[EZ]생체 내 calcineurin 저해단백질 Down syndrome critical region 1 (DSCR1)의 새로운 혈관신생 조절기능 규명 및 혈관신생 저해제 후보로서의 응용가능성 연구13,428,033 8,39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51-000/[EZ]LKB1에 비의존적인 표적치료제에 의한 폐암의 성장 제어 기전 연구15,770,093 (13,09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47-001/[EZ-IITP]인공지능형 가상 의사 초음파 의료진단 플랫폼  연구 개발 및 고급 인력양성99,196,664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40-000/[RCMS]고효율 Advanced PERC 태양광 모듈 핵심기술개발10,986,380 10,986,3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38-000/[RCMS]원전 핵연료지지체와 안전 1등급 밸브의 3D 프린팅 기반 제작 및 표준화 기술개발38,666,430 38,666,4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34-001/[위드키디]기상요소에 따른 매개체 발생 및 전파 시공간 모형 구축20,658,596 (1,094,71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32-000/[EZ-IITP]ICT 기반의 의료용 3D프린팅 응용 SW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개발8,141,680 (433,03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29-000/저온 공정용 고밀도 다중 플라즈마 원 및 공정 기술 개발- (1,1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27-000/[SMTECH_포인트제]실내로 출입하는 사람의 옷, 머리에 뭍은 초미세먼지의 제거 및 항균/탈취와 실내 공기의 광촉매 살균과 플라즈마 집진이 가능한 스마트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에어 스타일러] 기술 개발5,440,000 5,44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26-000/[RCMS]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아키텍처 및 데이터 집약적 응용처리를 위한 병렬처리 기술 개발5,126,400 5,126,4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25-000/[민간투자금]고속 응답/고속 스위칭 DC-DC Converter 설계 기술개발2,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24-001/[RCMS]기술경영 전문대학원 지원사업 282,231,890 282,231,8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21-002/[EZ]하이퍼 이온 이송 채널 소재의 합성 및 구조화 기술(2세부-성균관대학교)(154,178) (92,036,41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19-000/[RCMS]열충격 저항성이 우수하고 수명이 향상된 465mm급 MOCVD용 질화규소 웨이퍼 캐리어 소재 가공 및 상용화 기술 개발2,000,000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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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18-000/고 연마율/ 선택비용 세리아 슬러리 기술개발 888,3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16-000/[해외대응자금]우주선 공동연구 센터의 설립과 초고에너지 우주선 연구- (308,877,9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14-000/[SMTECH_포인트제]레독스 흐름 전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전력 저장 기술 개발10,158,840 10,158,8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11-001/[EZ]무표지 검출시스템 개발을 통한 단백질 인산화 조절 전통천연물의 표적검증160,430,789 (22,634,9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08-001/[EZ]유기성 폐자원 활용 및 상온 CO2 전환용 다공성 비균일 촉매 시스템 개발 및 이를 통한 폴리머플랫폼/폴리머 소재 개발37,900,787 (127,2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07-000/모바일 부품의 수평냉각을 통한 에너지 저감 기술 개발 - (400,4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803-000/[RCMS]미래형 수송기기 부품 제조 가상공학 플랫폼 구축 사업6,300,000 6,3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97-001/[RCMS][1세부_주관-성균관대]연안침식 관리 및 대응기술 실용화(28,320,322) (28,320,32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96-000/[EZ]KKR-그린 함수 방법을 사용한 도핑 된 2차원 소재의 반금속성 연구20,517,410 (1,256,1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90-002/[본교]적외선 센서의 Wafer Levbel Package용 광학필터 소자 개발 및 양산화14,374,630 10,94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90-001/[서울정광]적외선 센서의 Wafer Levbel Package용 광학필터 소자 개발 및 양산화103,413,695 40,999,71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73-000/[EZ]3차원 구조의 생체 모방형 뇌척수 신경조직 나노소자(1,760) (1,7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72-000/[RCMS]LED 칩 광소자/패키지의 특성 평가 국제표준 개발2,760,000 2,76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64-000/[EZ]블록공중합체 기반 광결정의 생성 및 반응 특성1,461,783 (12,468,79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63-000/[RCMS]다기능 3D 초음파 영상 기반 심장.혈관 실시간 진단시스템 기술 개발1,500,000 1,5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60-000/저소비전력을 위한 OLED 디스플레이용 효율 20%이상, 수명 3만 시간 이상의 진청색 발광층 소재의 원천 및 상용화 기술 개발- (60,7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48-000/[EZ]M3D 집적 초절전 아키텍처 구현을 위한 저온공정 및 원자스위치 소자 개발650,450 (2,963,55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47-000/[일반공동]근세·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사회와 여성의 역할21,443,313 (1,050,85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45-000/[EZ]양자물질 초전도연구 196,429,367 (107,804,20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44-000/[중견]조선 여성의 유가경전 이해에 대한 여성철학적 고찰5,363,010 (752,53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42-001/[RCMS-성대]헬스클라우드 기능 아키텍처 및 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 개발(170,431)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41-002/[EZ-2세부]시각장애인의 전시예술품 관람 도구 개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59,897,781 (36,865,45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41-001/[EZ-1세부]시각장애인의 전시예술품 관람 접근성 증진 및 문화향유권 실현에 관한 연구14,085,075 (11,751,93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38-000/[RCMS]휴대폰 백커버 보호필름용 고경도 및 점착 코팅된 PET 필름 개발 : 연필경도 4H, 수접촉각 110도 이상, 점착력 1.6 kgf/inch5,575,617 5,395,61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35-000/[EZ]그래핀/TMDC/그래핀 이종접합의 비대칭 반데르발스 에너지장벽 제어를 통한  고효율 초박막 광센서 개발13,91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32-000/[한국학-토대]택리지(擇里志) 이본 종합DB 45,046,686 (2,123,61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16-000/[EZ]피부 편평세포암 전이 바이오마커의 동정 및 분자기전 연구(18,700) (5,276,8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15-000/[RCMS]장애를 가진 사용자 및 고령의 사용자를 위한 가전제품 정보표시 및 이상상황대처 국제표준화 연구개발(950,000) (9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704-000/[RCMS]차세대 차량용 레이더 간 간섭 평가 및 간섭경감기술 연구1,000,000 1,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91-000/[EZ]생체고분자 대변형 시뮬레이션을 위한 가속분자동역학 기법 개발7,844,80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33/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최현철9,216,999 (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32/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최재영7,146,098 (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31/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조한민11,428,996 (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30/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김용원11,707,99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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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29/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김석환2,799,998 (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28/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최준호25,080,403 (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27/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천성기2,216,995 (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26/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전용석21,709,991 (450,00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25/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유봉기19,011,063 (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24/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안천수19,369,952 (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23/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김찬호14,465,498 (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22/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김상준12,299,995 (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21/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김기령14,932,992 (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20/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황은경7,985,792 (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19/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한효승1,214,499 (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18/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최창우1,657,669 (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17/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차원영299,999 (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16/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진성민30,543,435 (6,1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15/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주길민1,141,591 (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14/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주경민8,256,822 (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13/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이경섭299,991 (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12/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우종근12,3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11/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신천주299,992 (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10/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신창봉35,063,230 (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09/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송준하11,214,492 (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08/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배영우299,999 (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07/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박진영16,299,993 (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06/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박주영9,299,996 (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05/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박승희299,999 (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04/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박병준26,814,496 (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03/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김지훈23,435,300 (4,05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02/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김남훈15,237,290 (2,46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7-001/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아이템사업화)-권동엽16,097,649 (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2-000/[EZ]치매 인자 발굴을 위한 다중스케일 혈관계 및 뇌척수액 순환계의 구조-기능 영상화 기술 개발26,687,935 (48,602,02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81-000/[EZ]암흑물질 및 암흑에너지 관련 중력-양자얼게 유사성과 플라즈마 혼돈계에 관한 연구287,620 (908,4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76-000/[RCMS]실내공기정화를 위한 공기청정기용 400 ~ 780nm에서 작동되는 가시광촉매 탈취필터 상용화 기술 개발34,388,800 34,388,8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73-000/[EZ]당뇨성 힘줄병증에서 힘줄유래 줄기세포 기능 조절에 macrophage migration inhibitory factor가 미치는 영향21,454,190 (10,864,14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67-000/결정배향 제어를 활용한 고감도 가시광선 응답을 갖는 광전극 소재 개발 및 기능성 향상 연구13,874,770 (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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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65-000/[EZ]에피지놈 제어 연구센터 274,099,784 (82,130,82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61-000/[RCMS]4차산업 기술기반 임상시험 지원 시스템 구축(161,000) (161,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59-001/[RCMS-본교]차세대 저전력 Always-On 이미지센서의 개발3,000,000 3,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57-000/[EZ]자가면역질환 극복을 위한 B-1 및 B-10 세포의 자가면역성 조절12,375,35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54-000/초고속/저에너지 멀티레벨 메모리/시냅스 소자 개발 (40) (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49-000/[RCMS]지연형광 방식을 이용한 양자효율 20% 이상의 적색 및 청색 형광 소재 및 소자 개발5,800,000 5,8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48-000/[RCMS]정밀화학소재용 다양한 디설파이드 화합물의 합성 및 제조기술개발1,000,000 1,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44-000/[EZ]단일세포 네트워크 연구센터 229,361,045 (282,4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42-000/연행록 정본화 및 DB 구축(3단계) 74,304,926 (792,9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37-000/[EZ]신축성 화학센서용 고감도 감지 소재 및 소자 플랫폼 연구18,048,020 (11,303,9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30-000/[위드키디]신성저요산혈증 유전자 분석을 통한 차세대 통풍 치료제 타겟 발굴12,484,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28-000/[EZ]자가구성 기반 자율 기계학습 프레임워크 기초 원천 기술 개발76,301,674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25-000/[RCMS]직류배전용 전력기기 설계기술 고급트랙12,849,234 13,015,83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22-000/[학술연구교수]조선후기 서얼 지식인의 계보학-학적 층위와 실학적 지향을 중심으로-16,011,852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21-000/[학술연구교수]춤추는 도시를 허(許)하였는가?: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안에서의 춤 역할과 그 양면성16,167,960 (6,995,8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20-000/[학술연구교수]한국전쟁 시기 동유럽의 북한 지원-동유럽 문서보관소 자료들 중 북한의 전쟁고아 입양과 동유럽의 의료지원 관련 문서를 중심으로]12,943,724 (22,2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13-001/[RCMS-주관]IoT용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 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융복합 고급트랙27,991,450 27,991,94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06-000/[학술연구교수]ICT 융합 환경에서 동영상 플랫폼의 진화에 따른 미디어 영역의 변화와 과제14,580,014 (2,060,4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05-000/[학술연구교수]동아시아의 시야에서 바라본 16~17세기 조선 맹자학의 모색과 굴절13,323,419 (21,6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04-000/[중견]자사주매입과 자본구조 7,823,78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03-000/[중견]계약금의 해약금 추정규정에 관한 민법상 의미 재검토 -연혁과 입법례로부터의 이해-1,058,770 (134,98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02-000/[중견]매장문화재 발굴규제시스템의 선진화에 관한 연구4,229,777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01-000/[중견]E-Discovery 대응을 위한 기술 요구사항 연구2,400,000 (7,652,3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600-000/[중견]이질적인 칼라차크라 만다라에 내재된 방편, 혁신, 불교적 정체성에 대한 세 가지 전통의 비교연구5,2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99-000/[중견]명대 전기 유학사상 연구: 명대 심학과의 상관성에 주목하여6,666,672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98-000/[중견]양립가능론적 행위자 원인론 4,918,34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97-000/[중견]고려 최승로의 정치사상과 그 지향 4,398,98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96-000/[중견]프랑스 바로크 오페라의 부활과 키노와 륄리의『앗티스』분석2,300,273 (19,92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95-000/[중견]학술사의 관점에서 본 『奎章總目』-『四庫全書總目』과의 비교를 중심으로-3,954,500 (1,911,65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94-000/[중견]동양예술 창작론에 나타난‘우연성(偶然性)’연구8,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93-000/[중견]불온과 혁명: 프로이트/Post-프로이트주의 번역의  문화정치학(1945~1979)6,589,050 (210,9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92-000/[중견]영어와 한국어의 여격 구문의 의미와 구조 연구4,396,651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91-000/차세대 메모리를 위한 메모리 서브시스템 및 시스템 아키텍처 기술개발6,010,000 (303,65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90-000/차세대 저전력 Always-On 이미지센서의 개발 3,947,000 (5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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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85-000/[EZ]오감증강형 2차원 나노센서 시스템 개발 16,402,710 (9,114,77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83-000/[EZ]우주관측을 이용한 초기 및 현재 우주의 가속팽창 원인 규명691,040 (3,002,09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81-000/[중견]파워엘리트와 국가실패: 세월호 사례의 권력구조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8,590,764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80-000/[중견]임원경제지의 인용 문헌과 주요 저본들에 대한 연구5,182,060 (2,370,1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79-000/[중견]여자 대학생의 신경성 폭식증 발달 양상 및 위험요인에 대한 종단연구10,724,784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77-000/[중견]외상 피해자의 PTSD 증상과 PTG 예측변인 검증 및 심리상담개입을 위한 인지과정 모델 검증: PTG 모델과 상호교류 모델을 중심으로10,378,460 (54,8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76-000/[중견]부모와 성인자녀의 접촉: 다자녀와 배우자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5,658,411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75-000/[중견]조선후기 도학의 특징과 시대변화에 따른 실천전략의 변화 양상 연구:17세기 大一統의 春秋義理와 宗法, 義起의 국가 적용 논리를 중심으로6,628,400 (23,5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74-000/[중견]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모델 연구: 팹랩과 적정기술을 중심으로5,046,234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73-000/[중견]발생액품질과 수익비용대응 및 보수주의 모형의 연계10,561,886 (496,17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72-000/[중견]중국 현대 과학 굴기(崛起)의 지식·사상·제도적 연원6,388,820 (25,1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71-000/[중견]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등 형사제재의 문제와 대안적 DNA형 기소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5,936,510 (1,593,43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70-000/[중견]기업특성을 반영한 국내 및 해외의 투자자 심리지수의 개발과 활용7,452,46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69-000/[중견]브랜드애착이 소비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긍정감정과 자아효능감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5,690,000 (5,8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68-000/[중견]한국 근대 신문미디어의 학예면 담당자 연구; 1920~194010,429,45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67-000/[중견]국경간 외부효과(Cross-border Externality)하에서의 체제변화(Regime Change) 메커니즘 연구9,868,298 (29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66-001/[Cleco-CMS][주관-성균관대]유지관리 고도화를 위한 막기반 융.복합 기술1,739,226 (19,349,14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65-000/[EZ]대기압 플라즈마: 나노 소재 합성 및 염료 및 식물 종자의 플라즈마 - 나노 처리연구(15,700) (891,94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64-000/저비용 전기전도성 나노탄소소재 신소재 개발 4 (12,4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63-000/[IITP-EZ](안전성 연구 2세부)운영체제 안전성 연구3,786,94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62-000/[EZ]나노초 펄스 초음파 기반 스펙트럼 응답을 이용한 정맥 혈전 색전증의 실시간 및 조기 진단 기술 개발6,749,230 (1,243,96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60-000/[EZ]실시간 헬스케어를 위한 고성능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 기반의 패치형 무선 진단 원천 기술1,094,900 (14,5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59-000/[RCMS]운전온도 700℃급 HSC 스팀터빈에 사용되는 로터/케이싱용 초내열합금 및 제조공정 기술개발1,000,000 1,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53-000/[EZ]다기능 센싱 능력을 갖는 유연 맞춤형 3D 변형 가능 구조를 위한 간편 제조 전략302,810 (883,63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52-000/[EZ]기계학습 기반 대용량 전자현미경 이미지 분석을 통한 나노입자의 형태적 특성 분석 방법 연구7,977,093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48-000/[EZ]디스플레이용 양자점 잉크의 In-situ TEM 열화 메커니즘 분석 및 광효율 평가381,040 (1,339,9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47-000/[EZ]2차원 물질 저온/직성장 기술 개발 6,318,63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45-000/[EZ]단일세포 전사체 데이터 기반 조직 내 면역세포조성 예측 모델 개발(18,650) (2,299,3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43-000/[RCMS]지능정보 CONNECT 융합 신기술 CON²ECT공학인재(공학교육혁신선도센터)21,604,695 21,604,69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42-000/[EZ]이종 워커 기반 공간 크라우드소싱 통합 플랫폼 개발186,010 (3,440,41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40-000/[EZ]물리적 복제방지 기법(PUF) 기반 보안 메커니즘 신뢰성 및 보안성 강화 HW-SW 융합 아키텍처 연구2,500,000 (7,201,8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39-000/[EZ]PCRAM 스토리지 계층 메모리를 위한 기계학습 기반 테스트 기술 개발18,753,894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37-000/[EZ]소리 신호를 이용한 Commodity 모바일 기기의 그립 인식 기술21,183,40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36-000/[EZ]단일광자 검출기를 위한 이차원 전이금속 디칼코제나이드 전기적 광학적 양자 특성335,970 (4,069,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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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35-001/[EZ]글로벌 감염성 해양바이러스의 현장 적용형 검출 기술 개발52,064,161 (81,659,94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34-000/[RCMS]차세대 스마트 기기용 자외선,조도,근접 검출용 복합센서 개발8,636,200 8,636,2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33-000/[EZ]인체모사형 전자소자를 위한 전공정 용액법 하이브리드구조 기반 광트랜지스터 개발323,210 (452,95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32-000/[EZ]간섭 현상을 이용한 데이터 암호화 연구 (12,310) (2,039,24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31-000/[EZ]딥러닝 기반 위상 집속 방법 적용 GV/m급 초소형 DLA 설계 연구15,558,51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30-000/[EZ]피부영상을 이용한 강인한 활력징후 측정에 관한 연구16,331,521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29-000/[EZ]비등방 다공성 graphene-oxide전극을 이용한 고성능 supercapacitor 개발1,221,000 (2,440,9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28-000/[EZ]2차원 콜로이드 액정을 이용한 편광 비의존형 가변 초점 렌즈 개발1,919,500 (2,725,82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27-000/[EZ]표면전하밀도 조절에 의한 초고효율 미세 에너지 수확 기술 개발10,471,230 (10,86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26-000/[EZ]멀티채널 다중화 센서를 위한 비정적 감지신호 보상기법 및 실증 연구(15,120) (2,256,5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25-000/[EZ]Multi-GNSS 환경 내 자율주행을 위한 가중 목적 적합도 함수 기반 지능형 위성선별 기술9,142,002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24-000/[EZ]에너지 장벽 조절 및 엑시톤 퀸칭 억제를 통한 전 용액공정 기반 금속산화물 전하 전달층을 갖는 고효율 양자점 발광소자 개발(10,900) (1,498,29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23-000/[EZ]이산화탄소의 생물학적 전환 최적화를 위한 크리스퍼-Cpf1 유전자발현조절시스템 개발과 멀티 타겟형 대사공학 연구178,050 (143,4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22-000/[EZ]고효율 이산화탄소 고정화를 위한 인공광합성 미생물 개발217,810 (380,57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21-000/[EZ]신규 non-histone protein lysine methyltransferase인 FAM86A의 NF-kB 활성 조절 및 기능연구7,232,686 (5,9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20-000/[EZ]유류오염 환경 신 종 박테리아 및 메타게놈으로부터 신규 lipolytic enzymes의 발굴 및 oligopeptide extension에 의한 enzyme engineering 기술 개발6,801,150 (517,1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19-000/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한국형 I-Corps 사업)6,156,070 (134,824,97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17-000/[EZ]진동 에너지 수확을 위한 마찰대전 기반의 기계적 내구성과 고출력을 가지는 에너지 발전소자 및 자가 구동 시스템 개발 연구301,960 (59,00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16-000/[EZ]U-헬스케어 서비스 이용과 단절의 통합 모델 개발: 고령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성 평가를 중심으로(8,100) (1,729,38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13-000/[RCMS]피부재생/항노화 기능을 갖는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과 HA 더말필러 기술개발8,000,000 8,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12-000/[EZ]생체이식형 마이크로LED를 이용한 최소침습성 광유전학 암치료249,550 (343,28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10-000/[EZ]지능화된 콘텐트 분석과 네트노그래피를 활용한 플랫폼 기반 기업의 혁신활동, 기술성과, 시장효과에 대한 연구17,912,88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08-000/[EZ]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 및 유기 단분자에 기반한 다기능성 유-무기 하이브리드 구조 제작 및 그 응용성 연구605,300 (119,70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07-000/[EZ]고색재현 디스플레이용 고효율 고안정성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발광소재 개발(13,200) (13,2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06-000/[EZ-IITP]유무선 통합 네트워크에서 접속 방식에 독립적인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 개발7,511,710 (631,12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04-000/[EZ]GPU 기반의 분산 머신러닝을 위한 고성능 네트워크 시스템 연구5,090,448 (4,939,42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03-000/[EZ]그래핀의 고속 비파괴적 품질평가를 위한 그래핀 도메인 가시화 전처리 기술 개발555,65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502-000/[EZ]2차원 재료 기반 플렉서블 통합 에너지 저장 시스템21,844,530 (1,58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98-000/[EZ]격자 변형과 스페이서 엔지니어링을 통한 다강성 복합 산화물 재료의 설계6,121,350 (481,7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97-000/[EZ]대면적·유연 페로브스카이트 나노전극 디자인 및 형성기술 개발67,260 (15,9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96-000/[EZ]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용 H2S 기체 발생 고분자 개발(10,610) (10,6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95-000/[EZ]글루타치온 감응 자기희생 고분자 기반 엔도좀 파괴 유도형 siRNA 전달체 개발1,860 (1,207,03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94-000/[EZ]항산화 효소 발현 제어를 통한 산화스트레스 증폭 유도형 암 치료 자극감응 자기희생 고분자 개발29,640 (23,7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93-000/[EZ]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용 대사공학-클릭화학 표면개질 기술 기반 줄기세포유래 표적형 엑소좀개발(11,020) (25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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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92-000/[EZ]산화/환원 균형 붕괴형 자기희생 고분자로 개질된 산화티타늄기반 나노바이오소재를 이용한 암 초음파역동치료 시스템 개발2,846,950 (662,6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91-000/[EZ]수지상세포 유인형 고분자기반 환자 맞춤형 항암 면역치료용 생체소재 개발18,170 (692,28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90-000/[EZ]면역관문 저해제 기반 암 병용치료를 위한 종양 관련 대식세포 리프로그래밍 나노입자 개발1,068,180 (678,0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89-000/[EZ]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용 탄소양자점-광촉매 하이브리드 복합소재 개발7,751,39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88-000/[EZ]뇌신경계 질환 관련 베타 아밀로이드 형성과정 및 생물학적 기능 규명420,780 (4,576,5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87-000/[EZ]고위험 바이러스 신속 진단을 위한 생체모방형 LSPR 나노센서 개발959,840 (3,568,81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86-000/[EZ]전이 쌍극자 제어 도너 구조에 의한 수평 배향 유도를 통한 초고효율 지연 형광 발광 소자 개발516,390 (1,790,9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85-000/[EZ]혼성 여기 상태 제어를 통한 고효율 근적외선 혼성 지연 형광 소자 개발823,430 (68,3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83-000/[EZ]미세 삼차원구조 기반 부압 조절 가능한 전자부품용 청정 건식접착 소재 개발6,107,610 (33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82-000/[EZ]스트레인 효과를 이용한 2차원 물질의 밸리 편광 특성 제어16,084,021 (6,781,53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81-000/[EZ]Lithium-rich 양극소재의 개발 및 반응 메커니즘 및 열적 안정성 연구를 통해 가역적인 음이온 산화환원반응을 극대화한 고성능 양극소재의 디자인5,787,310 (3,547,02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80-000/[EZ]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구조와 웅집 억제제간의 상호작용 및 분자구조 규명685,230 (5,373,5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79-000/[EZ]광촉매 반응 메카니즘 연구 18,165,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77-000/[EZ]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한 페로브스카이트 광특성 연구 및 나노소자 개발3,047,700 (162,6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76-000/[EZ]정공수송 층의 플라즈마 처리에 의한 고효율 고안정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8,607,92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75-000/[EZ]단층 TMD 물질의 엑시톤 확산의 시각화 및 엑시톤 확산이 발광효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16,744,93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74-000/[EZ]AKT2의 그람음성균유도 패혈증성 쇼크 조절성 연구2,986,160 (13,8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73-000/[EZ}고분자 박막 내 구조적 제한이 저분자 확산의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15,294,85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72-000/[EZ]피독 현상이 없는 공기 청정용 광촉매 디자인 및 표면 물리화학적 반응 기작 연구17,994,600 (13,8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71-000/[EZ]중금속 배위 고분자의 합성과 촉매 반응 5,517,880 (2,345,6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70-001/[RCMS]방사공정에 의한 wearable 소자에 적용할 수 있는 전기전도도가 3,000 S/cm  이상인 금속전도성 섬유 개발19,540,000 19,54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69-000/[EZ]골격근 당수송체4 전위 및 엑소좀에 대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효과1,156,570 (8,217,70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68-000/[EZ]자원 비대칭성을 강화한 대규모 백스캐터 통신 기술 연구58,800 (2,568,22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67-000/[EZ]Zalpha domain 단백질의 Z-형 핵산에 대한 특이적인 결합과정의 이해와 그 기능의 탐색8,613,97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66-000/[EZ]다종 모바일 환경에서의 하이브리드 GUI 테스트 자동화 연구9,562,070 (2,121,1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65-000/[EZ]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및 예시 코드 개인화 추천 기술10,329,900 (4,561,44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64-000/[EZ]액티비티 트랙커를 활용한 근거-중심 한국형 노인 신체활동 측정도구 및 지침서 개발: 노년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중심으로(9,100) (6,883,80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63-000/[EZ]WSN 기반의 IoT 보안 시스템 12,727,979 (3,395,99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50-000/[EZ]무기 전자화물에서 발현되는 2차원 플라즈모닉 파동 성질 규현 및 응용 연구691,603 (535,3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49-000/[EZ]단일세포 유전체 기반 암 미세환경 내 면역세포 특징 규명(17,740) (17,78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48-000/[EZ]2차원 물질 기반 열전-트라이보 트로닉스를 활용한 다기능 전자피부 소자 구현(18,150) (285,7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47-000/[EZ]신경수초 다이나믹스의 실시간 나노수준 영상기술2,450,700 (247,52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46-000/[EZ]양정치 행렬 다양체 상의 기계학습에 대한 리만 기하적 접근793,460 (4,366,25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45-000/[EZ]중성자에 의한 핵분열 반응의 준-경험적 모델 개발과 적용11,974,345 (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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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44-000/[EZ]준1차원적 콘도격자결정물질의 물리적 특성 및 양자임계효과연구1,994,960 (15,671,8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43-000/[EZ]초식자 성게 밀도조절을 이용한 동해안 갯녹음 해역의 해조숲 복원 최적모델 개발(19,680) (1,469,69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42-000/[EZ]초끈 이론을 이용한 고차 곡률 중력 이론과 초기 우주 중력파에 대한 연구4,548,351 (6,794,26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41-000/[EZ]펄스레이져 증착방법을 이용한 2차원 CeMIn5(M = Co, Ir, Rh) 에피박막의 제작과 물리적 특성이해1,468,240 (18,000,2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40-000/[EZ]층상구조 칼코젠 화합물의 점결함 정밀제어를 위한 저온 기상 펄스 유도 반응과 비이상적 성장거동 연구 및 기초 물성 측정190,000 (72,6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39-000/[EZ]이산화바나듐의 구조적 상전이 억제를 통한 금속-절연체 상전이 현상 규명: 독창적인 플라즈마 강화 원자 층 증착 기법이 제공해주는 접근법215,680 (1,314,61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38-000/[EZ]베이지안 확률론과 통계역학을 통한 머신러닝 연구429,630 (6,863,6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36-000/[EZ]우주망원경과 지상망원경의 상호 보완적 관측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감마선 폭발 방출 메커니즘 연구 및 중력파 후속신호 관측5,033,600 (12,393,0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35-000/[EZ]신경전달저해를 위한 플라보노이드 함유 표적 지질기반제형의 개발216,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34-000/[EZ]이차원물질과 기능성소재의 이종접합 나노소자에 대한 계면특성 제어 연구20,82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33-000/[EZ]고전압을 이용한 전기수력학적 리소그래피 연구9,052,563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32-000/[EZ]초전도임계특성을 통한 양자임계점과 비정상초전도의 상관관계 연구4,463,660 (4,728,2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29-000/[EZ]경제성 홍조류 개꼬시래기의 생체시계 조절기작 연구15,056,630 (10,86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28-000/[EZ]등각대칭이 깨어진 계의 양자 얽힘으로부터 중력이 창발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458,470 (757,6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27-000/[EZ]수지상세포 분화 및 면역유도능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micro RNA 와 CISH 유전자의 후성유전학적 발현 조절 연구884,23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26-000/[EZ]동력계와 인수함수의 열역학적 접근을 이용한 연구228,21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25-000/[EZ]담수 윤충류 Brachionus calyciflorus를 이용한 분자독성기작 연구7,881,610 (14,953,96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24-000/[EZ]고강도-고연신 고엔트로피 합금의 설계 및 변형기구 규명 연구(14,180) (1,782,3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23-000/[EZ]항암 및 항염증 활성을 갖는 프레닐 페놀계 화합물 및 기능성 부가 유도체 개발연구5,196,140 (6,507,8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22-000/[EZ]동력학적 평균장 이론을 이용한 비-서행 초전도 연구4,360,000 (4,059,5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21-000/[EZ]약마쓰형식의 산술성 702,960 (2,636,07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20-000/[EZ]p진 분수차수 미분과 응용에 관한 연구 (46,450) (4,304,24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19-000/[EZ]습관행동기억을 저장하는 영장류의 뇌 영역 및 신경 회로 동정- (16,539,4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17-000/[EZ]깨진 에너지 밴드갭이 있는 반데르발스 헤테로접합의 물리 및 기술3,043,910 (69,5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16-000/[EZ]전산전자기 시뮬레이션을 통한 임의 곡면 상에서 신축성 메타물질 흡수체의 흡수 성능 분석112,690 (2,600,3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15-000/[EZ]다양한 외부 자극에 따른 VO2 상전이의 특성에 관한 변조 분광학적 연구165,500 (6,739,3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14-000/[EZ]1차원 결함을 포함하는 2차원 물질의 양자 위상 상태에 관한 제일원리 연구83,320 (5,408,0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13-000/[EZ]로봇 응용을위한 얇은 유연한 근접 촉각 센서 모듈 개발988,084 (3,305,06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12-000/[EZ]마찰대전 효과를 이용한 이차원 물질 기반 초저전력 전자소자 개발(15,610) (15,6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11-000/[EZ]2차원 나노 소재 도핑 기술 개발 (11,280) (13,0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09-000/[EZ]유연디스플레이용 전자소자 적용을 위한 전이금속칼코겐계 반도체 박막소재의 액상전구체를 적용한 저온합성법 개발852,840 (17,6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08-000/[EZ]젖은 헤마토코쿠스 풀루비알리스에서 직접 고농도의 아스타잔틴 회수를 위한 아임계 dimethyl ether 추출 기술 및 생리활성이 뛰어난 고순도 아스타잔틴 입자화를 위한 초임계 이산화탄소~3,917,247 (1,5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07-000/[EZ]초고속 촬영 기법을 응용한 마이크로채널 내 슬러그 유동의 기체-액체 간 물질전달 및 이상유동 특성 연구26,438,106 (147,8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05-000/[EZ]수송부문(자동차) 부품 마찰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 메커니즘 규명과 저감 대책 및 미세먼지의 피부 침투 예방, 제거방안 연구개발(8,000) (7,5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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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04-000/[EZ]신규 다중치환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합성과 기능화 연구(261,650) (6,449,3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03-000/[EZ]복합손상을 고려한 Single Crystal 초내열합금의 내구성능 예측기술 개발83,280 (4,012,30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02-000/[EZ]지방세포 및 근육세포 분화 시 후성유전학 조절 기전 분석을 통한 대사 질환 연구(9,590) (10,203,2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01-000/[EZ]항당뇨 선도물질로서 GPR40/GPR120 이중 효능제 개발387,060 (5,224,0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400-000/[EZ]금속-세라믹 복합재료의 열생성산화물 형상 제어를 통한 내구성능 향상 기술 개발(9,770) (2,913,08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99-000/[EZ]근위축과정에서 헤테로크로마틴 변화의 분자적 기전 연구2,465,263 (9,243,8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98-000/[EZ]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Bi2S3 합성과 열전 및 광전 소자 응용110,690 (2,183,9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97-000/[EZ]항암제의 종양침투 증진을 위한 시너지 다기능성 나노입자의 제조와 평가- (13,805,76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95-000/[EZ]저소득층 임대아파트의 결로발생 문제의 정의 및 결로방지 제어시스템의 개발(9,260) (36,74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94-000/[EZ]영양염류 무방류를 위한 미세조류 공정 및 자원화 기술 개발293,820 (1,158,6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93-000/[EZ]이온강도차 분리막의 비가역적 오염의 레이저 기반 통합모니터링 기법 개발1,950,640 (3,854,6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92-000/[IITP-EZ]고등급(EAL6 이상) 보안 마이크로커널 개발 - (9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91-000/[EZ]인공위성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연재해 저감 복합 가뭄 모니터링기술 개발8,947,415 (187,65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89-000/[EZ]효율적인 교량 유지관리를 위한 CRP 기반 구조물 변형 및 처짐 추정 기법 개발485,760 (828,53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88-000/[EZ]제로에너지빌딩 구현을 위한 국내 지역기후 반영 표준기상데이터 작성645,380 (6,526,59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87-000/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소재의 포트폴리오 구축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24,680) (987,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86-000/[EZ]머신러닝 기반 다국적 기상수문데이터 융합 수문모형 개발(12,920) (78,14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85-000/[EZ]양자점 전계발광소자의 구동 안정성 저해 요소 규명5,166,900 (1,6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84-000/원자 수준 모델링과 저차원 물질 기반 스핀트로닉스 및 밸리트로닉 소재 설계- (11,716,35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83-000/[EZ]단백질 엔지니어링 기술을 이용한 생체 내 리셉터 단백질 모방 마약 표적 인공항체 개발 연구68,9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82-000/[EZ]무인비행체를 이용한 조류 유입 모니터링 기술 개발2,340,380 (162,98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81-000/[EZ]뇌혈관 장벽 투과 단백질을 이용한 다발성 경화증 치료 플랫폼 개발756,17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80-000/[EZ]디지털-물리 모델 상호보완적 프로토타이핑 기반 건축설계 프로세스(50,000) (5,801,70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79-000/[EZ]초박막 2차원 헤테로소재 저전력 오제이 터널링 트랜지스터1,152,690 (12,597,23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78-000/[EZ]Gel 기반의 나노 검지 소자 개발 (13,360) (1,350,2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77-000/[EZ]염증성 장질환 마우스 및 환자 유래 organoid 수립과 이를 이용한 염증성 장질환에서 상피 재생 능력 평가 및 이 경우 pro/anti-inflammatory cytokine의 역할20,777,292 (9,222,10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76-000/[EZ]정상임신 및 조산 태반 및 태아조직에서 일차 섬모의 역할1,158,817 (8,238,55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75-000/[EZ]정밀의학 구현을 위한 암환자 대상 디지털 헬스 임상적용의 다각적 평가 모델 개발15,930,470 (3,377,77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74-000/[EZ]보조항암요법을 받은 삼중음성유방암에서 면역관련 나노스트링 패널을 이용한 예후 바이오마커 탐색 및 치료제 발굴480,120 (20,29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73-000/[EZ]알츠하이머병 뇌척수액에 노출된 중간엽줄기세포의 적응 기전 연구648,860 (1,285,94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72-000/[EZ]섬유아세포 특이적 활성화 마우스모델을 이용한 암진행에 따른 암연관 섬유아세포의 동적 진화 및 in vivo significance 규명2,657,580 (10,776,38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71-000/[EZ]Estrogen 수용체(GPER) 활성화에 의한 췌장 베타세포의 자가포식 및 소포체 스트레스 조절 기전 규명12,383,350 (10,909,1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70-000/[EZ]대장암 치료내성에서 CD133의 역할 규명과 Lu-177 표지 CD133-항체 이용 방사면역치료9,076,857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69-000/[EZ]코호트의 빅데이터 및 심평원 자료를 활용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의 비알코올성 간질환 예방 효과 탐색869,730 (3,06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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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68-000/[EZ]Crispr/Cas9을 이용한 SOCS 발현 제어 줄기세포 구현 및 면역억제능 증진 분석4,878,187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67-000/[EZ]Acinetobacter baumannii에서 colistin 및 tigecycline 이형 내성 제어에 관한 연구1,058,860 (2,3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66-000/[EZ]CXCR4와 PD-1/PD-L1에 의한 종양 미세 환경 조절이 방사선-면역 치료에 미치는 영향 연구572,900 (8,042,70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65-000/[EZ]라이프로그 기반 식도암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 예측 모델 개발 및 적용450,750 (18,327,1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64-000/[EZ]대장암에서 RNA 결합단백질 hnRNPK에 의한 악성화 유전자의 전사 후 조절 연구264,490 (5,001,63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63-000/[EZ]불응성 난소암 치료타겟 발굴을 위한 후보유전자의 분자기전 연구1,479,860 (11,313,55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62-000/[EZ]난치성 뇌전증 치료를 위한 경두개 전기자극 기반 뇌회로 모델링 및 뇌심부자극술 치료효과의 조기 에측 바이오마커 개발25,082,791 (13,246,79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61-000/[EZ]RAD 양성 뇌암의 예후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표적 약물 개발3,885,270 (18,984,88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60-000/[EZ]가상공간을 통한 시각적 자극이 소음 속 말소리 인지에 미치는 영향 규명5,768,890 (15,507,8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59-000/[EZ]딥러닝 분할기술을 이용한 간암 환자의 표준 간 CT 영상모델 개발과 치료 후 재발 확률지도 제작245,000 (8,808,8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58-000/[EZ]심근의 병변 위치를 진단하는 딥러닝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20,570) (12,709,52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57-000/[EZ]EBV 감염에 따른 후성 유전자 변이와 연관된 림프종 발암 기전 및 표적 치료제 발굴137,560 (12,90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56-000/[EZ]다발성 기형 및 이상을 가지는 신생아 중환자의 발병원인 유전자 발굴을 위한 정밀유전체 연구883,850 (463,25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55-000/[EZ-IITP]CCTV 제약점 개선을 통해 범인 검거율 저하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지능형 영상 보안 시스템 기술 개발15,684,000 (3,429,26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54-000/[EZ]탄소 중립적 및 지속가능한 무공해 스마트 건물 레노베이션 시스템 개발 연구80,240 (293,88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53-000/[EZ]수술용 내비게이션의 표면정합 시 병변정합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곡면 기반의 향상된 Iterative closest point(ICP) 알고리즘 개발(12,870) (1,435,59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49-000/수용성이 개선된 단백질의 초고속 분자 진화 선별 기술의 개발- (305,30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48-000/[EZ]인간게놈 내 시공간상의 실시간 Z-DNA의 정량화를 통한 게놈 차원의 Z-DNA 기능 연구177,040 (8,169,07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47-000/[EZ]Hippo 신호전달계 저해를 통한 유방암 세포의 생장 및 증식 억제 펩타이드 개발232,190 (10,213,11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46-000/[EZ]TACC3에 의한 폐암의 종양형성 기전 규명 및 항암 분자 표적으로서의 타당성 평가27,830 (19,953,67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45-000/[EZ]폐암에서 metformin의 항암치료요법 개발: metformin의 세포주기 억제 분자기전 연구176,350 (637,82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44-000/[EZ]고등전사조절인자 조절을 통한 도파민 신경세포의 parthanatos 세포사멸 억제 기술 개발3,000,000 (8,189,97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43-000/[EZ]단백질 아르기닌 메틸화 효소 (PRMT)에 의한 조골세포의 운명 결정 및 분화의 분자적 조절 기전 연구10,595,41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42-000/[EZ]Toll-like Receptors (TLRs) 신호와 자식작용 (Autophagy) 형성 간 상호조절에 있어서 Cereblon (CRBN)의 새로운 분자 세포 기전에 관한 연구10,264,560 (11,4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41-000/[EZ]성체 신경발생에서 아르기닌 메틸화에 의한 Shh 신호조절 기전 연구10,579,44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40-000/[EZ]심혈관 질환 관련 유전자 변이의 분자적 기전연구458,760 (1,967,25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39-000/[EZ]살모넬라의 선택적 ATP 농도 조절 경로와 항생제 저항성 연구2,841,892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38-000/[EZ]인체 생식세포성 POLI 유전변이가 유전독성물질의 세포독성 및 돌연변이 유발에 미치는 영향 연구27,385,59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37-000/[EZ]자가면역성 marginal zone B세포의 항상성 조절 기전 규명16,964,087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36-000/[EZ]루이체 형성 및 병변 전파의 분자 기작 연구 및 진단과 제어 전략 개발9,901,104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35-000/[EZ]오토파지 과정에 필요한 칼슘이온은 어떻게 공급되는가?472,663 (759,89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34-000/[EZ]플라즈마를 이용한 형상별 대면적 2차원 나노소재와 이종구조 합성 및 전기화학적 응용(9,690) (2,668,2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33-000/[EZ]단일세포 유전체 분석을 통한 위암 환자의 HER2 표적치료 반응성에 따른 종양침윤 면역세포와의 관계 규명7,248,140 (23,3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32-000/[EZ]퇴행성 척추 디스크의 변성억제 및 통증조절에 영향을 끼치는 TAK1 억제의 역할에 대한 기전 연구5,514,400 (7,77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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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31-000/[EZ]광범위 약제 내성 폐렴구균의 전장 유전체 분석을 이용한 분자역학과 내성기전 연구(20,850) (5,144,1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29-000/[Cleco-CMS]F-gas 분해용 고효율 마일드연소-촉매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8,874,280 5,51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28-000/[EZ]당뇨성 동물 모델에서 Macrophage Migration Inhibitory Factor가 신경인성 통증과 기억력 장애에 미치는 영향(26,950) (19,037,3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25-000/[RCMS]미래수송기기 경량화를 위한 주조-전신재 겸용 강도연성지수 12GPa%급 친환경 Duplex 알루미늄 소재 개발2,000,000 2,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24-000/[EZ]E3 ligase Trim69의 뇌신경 기능 제어 연구1,605,117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23-000/[EZ][이공/기본]미분방정식 모형의 통계적 추론7,948,165 (8,493,2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22-000/[RCMS]첨단센서 소재부품 설계·소재·공정 기술혁신 전문인력양성4,040,530 4,040,5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13-000/이옥 선집(李鈺選集) 15,567,908 (259,44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12-000/한국 근대 전환기 민족 지도자 연구 3,001,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11-000/재미한인 차세대의 다양성 및 초국가적 관계와 활동에 대한 연구577,000 (48,156,83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09-000/암 진단/치료용 고분자 나노의약품 개발 6,177,398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308-000/[RCMS]제스쳐/포스쳐 인식용 웨어러블 기기 구현을 위한 섬유형 유연 멀티모달 압력센서 및 인식 알고리즘의 개발10,262,000 10,26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99-000/[EZ]금속 표면 산화막의 산화/환원 반응제어를 통한 부식 메커니즘의 실시간 나노크기 연구141,254,385 184,064,38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97-000/[민간투자금]5nm급 이하 차세대 Logic 소자 원천요소 기술개발(Verical GAA 소자향 Early Silicide 및 저접촉저항 소재/공정 개발)977,130 (42,94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95-001/[EZ]항독성제 개발을 위한 마스터-독성인자발현신호 발굴 및 표적 검증58,565,142 (67,169,63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92-000/[EZ]원자수준 제어 2차원소재 및 복합차원형 계면5,245,295 (592,38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91-000/[RCMS]유무기 하이브리드 박막코팅을 이용한 롤러블/폴더블 디스플레이용 고경도(>6H), 내스크래치성(steelwool>1000회) 투명 보호막 형성 기술 개발2,000,000 2,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88-000/[EZ]배리스터 소자 기반 다중피크 부성미분저항 3진법 소자 및 3진법 휘발성 메모리 (SRAM) 회로 개발39,350 (108,6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87-000/[IITP-EZ]매니코어 초대용량 메모리를 위한 확장형 순서보장 운영체제 개발1,19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79-001/[EZ]다차원 아키텍처링 기반 신축성 고전도 섬유 집합체 기술 연구12,647,809 (2,829,57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76-000/[RCMS]웨어러블 디바이스용 무구속 멀티모달 무선에너지공급 기술 개발15,340,000 15,34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75-000/면역 억제 기능강화 줄기세포 개발 4,364,350 (10,6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73-000/[EZ]천리안/Metop-A 위성자료를 이용한 황사 발생 예측 정확도 개선 연구25,857,922 (239,51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71-001/[위드키디]이온통로 타겟 정자활성개선 남성불임치료제 개발(11,092) (11,09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70-000/[신진]교사의 학생 협박과 정당행위의 범위에 관한 연구3,333,33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69-000/[신진]패러디 그림책 읽기가 아동의 자기주도성에 미치는 효과4,638,79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67-000/[신진]외부로부터의 영토위협이 군사정권의 등장에 미치는 영향2,825,53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66-000/[신진]누적 술어 및 대칭 술어를 포함한 한국어 좌절점 인상 구문의 중의성 연구2,164,95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65-001/[EZ][1세부-성균관대]인공지능 기반 재활 빅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 치료 프로토콜 추천기 개발5,457,806 (49,586,56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64-000/[RCMS]다양한 조도환경에서 동작 가능한 웨어러블용 저전력, 초소형 3D 깊이 카메라 기술- (1,0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61-000/[EZ]연속식 바이오디젤 직접생산을 위한 재조합시아노박테리아 활용 원천 기술개발7,293,370 (2,770,5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60-000/[EZ]가변렌즈용 고유연 광전자 나노소자 연구 3,402,516 (69,34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59-001/[EZ]빅데이터 D2D(Device-to-Device), 수집 및 분석5,040,9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51-000/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인문학분야(예술체육분야 포함)12,966,480 (14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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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48-000/5nm급 이하 차세대 Logic 소자 원천요소기술개발(세부핵심기술 과제명:GAA 소자향 CVD SiGe/Ge 채널 형성 및 유전막 소재/공정 개발)1,226,475 (90,54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45-000/[EZ]HSA 클라우드에서 SLA 준수 및 에너지-최적 지능형 시스템 SW 개발34,732,540 (24,201,34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41-000/[RCMS]AI합금 주조재 및 중간재 제조 공정효율 향상과 용탕 청정화를 위한 결함/조직제어 동시처리 기술 개발5,000,000 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37-000/[RCMS]지능정보 CONNECT 융합신기술 CON²ECT 공학인재17,347,302 17,347,30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35-002/[RCMS]지능형반도체 전문인력양성사업 11,561,170 11,561,1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35-001/[RCMS]지능형반도체 전문인력양성사업 22,027,201 1,520,66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28-001/[EZ-본교]의미 분석을 통한 연구내용 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23,417,354 (5,058,53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27-001/[EZ]페로브스카이트 장수명화 및 고신뢰성 기술 공동연구106,212,4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25-000/[EZ]바이트 단위 접근이 가능한 비휘발성 메모미를 통한 데이터 처리 성능 향상 연구2,943,323 (14,649,10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24-000/[RCMS]차세대 가스터빈 고온부품 GET-Future 연구실2,495,000 2,49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23-001/[주관-성균관대]국가 물 관리를 위한 통합형 토양수분량 계측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8,964,528 (3,1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21-000/[IITP-EZ](빅데이터-총괄)빅데이터 처리 고도화 핵심 기술개발 사업 총괄 및 고성능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성능 가속화 기술 개발12,069,996 (11,72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18-000/[RCMS]고품질 마이크로그리드를 위한 Resilent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4,950,000 4,9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10-000/[EZ]Intact 리그닌으로부터 촉매·바이오 화학 융합공정을 이용한 고부가 정밀화학 소재 합성 기술 개발15,851,980 (4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04-003/[EZ]생물학적 활성과 계층적 구조를 지닌 자연모사 인공 골 조직 공정 기술 개발5,367,971 (8,119,17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04-002/[EZ]생무기물화 원리 기반 자기조립 계면 연구 및 인공 바이오 미네랄 기술 개발22,254,654 (2,415,23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01-000/[신진]종업원의 근무 중 가십행동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1,927,08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200-000/[신진]동아시아 에스페란토 문학과 번역의 세계성1,041,502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199-000/[신진]19세기 말 미국 유토피아 서사와 프런티어 담론2,203,98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198-000/[신진]모스크바를 읽는 세 가지 시각문법(視覺文法):경관의 사회학, 풍수지리, 기억의 정치학329,300 (75,88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197-000/[신진]중국 공산당 집권의 내구성:간부, 학습, 교육1,505,362 (1,104,66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196-000/[신진]암묵적 자기 이론을 활용한 소비자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3,522,987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195-000/[EZ]초분극체 기반 고효율 동적전하 에너지 하베스터 기술 및 응용2,542,928 (1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189-001/[EZ-1세부]심근경색 치료용 줄기세포 담지 생분해성 신개념 3D 패치 효능 및 전임상 연구890,300 (82,456,50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185-000/Mechanical-Hydraulic Coupling이 고려된 BIM 기반하의 안정성 자동화 해석 기술13,951,037 (238,84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180-000/[EZ]전기 나노바이오센서 모듈 개발 38,935,500 (11,174,05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178-000/[EZ]질량과 초대칭성을 가지는 비선형 시그마 모델의 진공과 구역벽582,310 (6,133,2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176-001/[EZ-1세부]인공지능(AI)기반 가속기 질량 분석기 개발 및 성능 평가820,150 (9,333,15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174-000/재한 중국인 대학원생 한국 이해 포럼, 한중 Young 저널리스트 다이얼로그, 한중인문교류포럼, 중국의 한국 연구자(기관) DB 구축, 한중 정책연구시리즈14,738,287 (333,16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142-000/[RCMS]200인치 UHD급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한 타일링 액티브 매트릭스 패널 핵심 기술 개발7,000,000 7,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139-000/엔지니어링 및 설계를 위한 지능형(AI기반) 검증 및 통합 업무 시스템 개발- (343,20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138-000/[정부지원금]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8) 245,646,971 (15,900,95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136-000/[EZ]줄기세포 유래 엑소좀 기반 신생혈관 촉진 뇌졸중 치료제 개발(152,870) (324,04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116-000/[EZ]신규 펩타이드 약물의 이중기작에 의한 난치성 전립선 암 치료제 개발7,453,680 (28,92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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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95-001/[주관-성균관대]InSAR영상을 이용한 고속철도의 연약지반침하 분석 및 리스크평가39,797,860 (1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90-000/[EZ]선택적 자극감응 증폭형 나노하이브리드 소재 기반 고기능성-다기능성 전계효과트랜지스터 검지소자25,192,550 (3,032,45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86-002/[EZ][공동-DGIST]열화현상의 전기화학적/구조적 진단법 개발 및 내구성 확보연구(319) (31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86-001/[EZ][5세부-성균관대]멀티스케일 연료전지 내구성 확보 기술2,398,83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84-000/[e나라도움]EPUB3 기반 대용량 전자책의 실시간 이용을 지원하는 DRM 기술 개발 및 표준화100,424 100,42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83-000/[EZ]국제우주정거장 우주실험을 통한 우주선의 기원 규명 연구869,180 (4,506,64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82-000/[EZ]탈유비퀴틴화 효소 PSMD14에 의한 암줄기세포능 유도 기전 연구9,082,618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81-001/[협동-성균관대]대심도(30m이상) 및 도심지 수직굴착시 지반변위 최소화를 위한 굴착공법개발13,279,410 (740,9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74-000/[RCMS]에너지저장용 고효율 50Wh/US$급 이차전지 양극소재 개발27,45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70-001/[EZ]재구성로직 소자 기술개발 (333,040) (97,447,30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67-000/[RCMS]IoT 디바이스용 고효율 Energy Hub 시스템 기술 개발8,000,000 8,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62-000/[EZ]금속 물질에서 광-스핀 변환 726,623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61-000/[EZ]임상시료 병원체 농축, 핵산 정제 및 미세유체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 개발20,772,13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59-000/[EZ]고집적 신경세포 모방 소자 인터커넥션을 위한 초정밀 나노 공정기술 개발16,176,378 (164,36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56-000/[EZ]양자계산 기반 고성능 유기 분자자석 설계54,192,540 (1,872,60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33-000/[정경수]폐 선암종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Anti-TM4SF 단일클론 항체 개발(11,920) (11,9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32-000/microRNA 양적 조절의 분자적 메커니즘과 이를 이용한 암 치료법으로의 가능성으로의 연구69,620 (10,3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31-000/microRNA를 기반으로 하는 대장암 악성화에 관한 진단 및 치료용 바이오마커 개발(9,660) (9,6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30-000/Myeloid Derived Suppressor Cell (MDSC) 억제를 통한 DNA 암 백신의 효능 증진 연구(8,290) (8,2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28-000/Smart Vehicle 분야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단1,095,160 (21,362,85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26-000/[EZ]키랄 사차 탄소의 입체선택적인 촉매 합성 연구66,218,135 (5,396,80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10-000/3차원 계층구조를 이용한 높은 민감도 및 선택성을 가지는 실시간 신경 전달물질 모니터링 소자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신경생물학 및 광유전학 응용8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05-000/에너지 플렌트에서 사용을 위한 스테인리스강의 수소취화 보호성 그래핀 코팅 개발- (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1001-000/[EZ]탄소나노튜브 템플릿 초전도 나노섬유 시트 및 실의 중시계 특성 및 응용성 연구623,130 (11,787,7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92-000/[EZ]유연 2차원 칼코겐 화합물 태양전지 개발 20,506,395 (208,7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90-000/[RCMS]1200V급 고효율 Super Junction Trench Si IGBT 기술 개발3,000,000 3,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89-000/[EZ]자가발전용 알루미늄-공기전지 시스템 개발3,383,540 (10,317,33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88-000/[EZ]친환경에너지 발전용 내열합금의 표면처리 기술 개발1,854,788 (4,401,98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87-000/[EZ]3차원 세포배양 및 3차원 이미징 기반 형광 센서가 집적된 미세유체 기반 약물 스크리닝 플랫폼 개발411,890 (1,455,55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86-000/[EZ]산화적 탈호몰로겐화 반응을 통한 리그닌 (모델) 화합물의 탈중합 기술 개발26,925,597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84-000/[EZ]초음파 화학을 이용한 다양한 코어-쉘 나노 입자의 합성, 물성 분석 및 활용성 연구8,439,280 (1,23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77-000/자기배열 나노 2D colloid를 이용한 기능성 소재 및 소자 원천 기술 개발- (193,13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76-000/[EZ]한반도 전역 광역 자연재해 예보 및 분석을 위한 다국적/다분광 위성 토양수분 데이터 준실시간 융합 기술 개발15,738,431 (21,257,86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75-000/[EZ]헤테로다인 레이저 간섭계 기반의 조기 지진 분석 및 정밀 진앙 위치 측정 시스템 개발917,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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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74-000/[RCMS]0.8mS/cm급 고이온전도체막 및 대면적 셀 구현을 위한 고안전성 에너지저장 소자용 무기계 고체전해질 소재 기술 개발- (7,535,1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73-000/[EZ]초불균형 데이터의 분석 및 예측을 위한 기계학습 원천기술 개발- (361,57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72-000/[EZ]대용량 클라우드 서버를 위한 SSD 기반 스토리지 시스템23,885,455 (52,846,66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71-000/[EZ]수지형 나노전극소재를 활용한 신개념 에너지 저장 소자에 관한 연구440,310 (19,3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69-000/[EZ]원자 단위 오비탈 제어를 통한 고효율 스핀 변환 유기 소재 기술 개발31,660,160 (5,8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68-000/[EZ]LSPR 커플링을 활용한 상향변환 나노입자의 변환효율 향상 원리 연구12,093,900 (235,4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67-000/[EZ]3D 프린팅용 전자파 차폐/형상유지 잉크 소재 개발40,450 (165,27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66-000/[EZ]딥러닝 기반 새로운 디노이징 및 추정 방법론 연구45,675,847 (16,911,80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65-000/[EZ]자가 수혈의 위험 대비 이익 비율의 평가를 위한 연구8,729,413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64-000/[EZ]암세포 사멸 프로그램 (네크롭토시스) 조절 핵심 단백질 연구를 통한 유방암의 항암제 내성 극복 기술 개발(14,030) (14,0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63-000/[EZ]당 부하시 도파민 전달체의 역할 – 성별/비만도에 따른 비교3,942,280 (1,193,4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61-000/[EZ]유전자 분석기반 비결핵항산균 폐질환의 항생제 내성기전 연구18,674,155 (17,883,13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59-000/[EZ]염색체 구조연구를 통한 암유전자의 전위 기전의 이해965,650 (9,796,36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58-000/[EZ]기능적 MR영상지표를 이용한 다양한 폐질환의 정량분석7,467,367 (22,162,2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57-000/[EZ]뇌손상 동물모델에서 BOLD와 resting state-functional MRI (fMRI)를 이용한 회복기전 및 가소성 평가기술 개발7,408,351 (15,232,20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56-000/[EZ]한국인의 말단부 흑색종 조기 진단을 위한 진단적 키트의 개발(33,150) (2,423,4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55-000/[EZ]히스톤 H3K4 아세틸화 코드 해독과 핵심 조절자 발굴 기반 후성유전학적 전사조절 기전 및 암 진행 기전 연구12,907,441 (22,194,8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54-000/[EZ]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수면 변화가 인지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 연구2,707,104 (22,784,69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53-000/[RCMS]IEEE 802.15.4g/4k/4m/4u 표준 규격의 IoT 센싱 및 제어용 Four-in-One FSK 무선통신 SoC 개발5,000,000 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50-000/[EZ]새로운 이온저장 및 kinetic이 발현된 수퍼하이브리드 제조를 위한 초임계유체공정 연구48,079,422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49-000/[EZ]탄소 저배출 그린연료로서 암모니아-메탄 혼합연료의 연소특성 및 실용화 연구886,985 (32,6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48-000/[EZ]1-주기 전이금속을 이용한 신규 촉매반응 개발 및 비대칭 합성9,767,830 (36,981,1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47-000/[EZ]Soft Robot 요소 기술을 응용한 유연 전장부품 조립 자동화용 Hybrid Gripper 기반기술 연구23,567,220 (353,6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46-000/[EZ]초미세 기포 분석에 의한 코로나 방전 응용 수질 정화 장치 개발 및 적용(21,870) (1,205,95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42-000/[EZ]다공성 산화물/그래핀 신구조 하이브리드 물질을 이용한 플렉시블 에너지저장 핵심소재 개발322,410 (41,4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40-000/[EZ]중증 건선의 고위험 분자표적 선택적 피라졸리넌 옥심계 화합물의 치료효능 검증9,394,580 (94,302,43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38-000/[EZ]Sirtuins 기반 암세포 대사 Reprogramming 표적분자 발굴 및 기전연구20,703,190 (3,438,10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36-000/[EZ]산업적 미래가치를 지닌 연속공정에 적용 가능한 과립형성 예측모델 개발13,936,62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35-000/[EZ]한국인 CYP450약물대사효소의 약물유전체적 특성 연구12,675,020 (51,119,2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34-000/[EZ]PEGylated TRAIL를 이용한 간섬유화 질환 치료 개발(34,350) (8,053,91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33-000/[EZ]미토콘드리아 quality control 조절을 통한 폐혈증 손상 제어 연구1,515,630 (16,047,44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32-000/[EZ]난자 성숙과정동안 Aurora kinase의 새로운 조절 기전 연구24,918,850 (1,692,16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31-000/[EZ]무릎 의료영상 분석기술 개발과 이에 근거한 골관절염 영상 바이오마커 개발26,202,867 (7,986,45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30-000/[EZ]항생제 내성 출현의 유전적 경로 추적을 통해 항생제 내성 메카니즘 규명21,813,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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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29-000/[EZ]외광/간섭 제거 기능 및 고밀도/고감도 SPAD 픽셀 어레이를 가지는 CMOS LiDAR 센서 SoC의 개발2,343,500 (2,379,34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27-000/[EZ]사물인터넷 보안을 위한 누설전류기반 물리적 복제 방지 기술 연구4,834,980 (2,486,27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26-000/[EZ]Stochastic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분석 방법론의 개발 및 응용에 대한 연구1,635,659 (6,441,87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23-000/실전문제 해결형 S-Hero 공학인재 양성 사업단 - (6,767,33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21-000/BIM 기반 스마트 유지보수 핵심기술 개발 4,383,203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20-000/[EZ]Dual function widegap 물질 개발 및 고효율 이종접합 태양전지 소자구현184,950 (1,588,47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19-000/[EZ]신개념 칼코겐/산화물 다층구조 박막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초고감도 센서 제작2,759,915 (108,73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17-000/[AROMI]차세대 미니항체의 기내 생산기술 확립 및 대량 생산15,732,478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15-000/[EZ]Ty-1 기능분석을 통한 TYLCV 저항성 연구 2,924,596 (17,814,11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14-000/[EZ]외과용(이비인후과 및 신경외과) 초정밀 수술을 위한 영상 유도 수술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핵심 요소기술 고도화 연구22,886,820 (16,87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12-000/[EZ]비선형 에르고딕이론 연구단 15,039,040 (17,328,98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11-000/[EZ]토에프리츠 작용소의 구조연구 5,070,603 (1,894,77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10-000/[EZ]리오단 군론을 이용한 리만가설의 새로운 접근방법 연구34,288,447 (14,431,24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09-000/[EZ]Toll-like receptor 4 매개 염증반응에서의 phospholipase Cγ-1의 기능 연구13,117,730 (1,864,50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08-000/[EZ]약한 상호작용 입자의 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19,855,440 (3,508,07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07-000/[EZ]FREE FUNCTIONS AND GRADIENT FLOWS IN METRIC SPACES2,771,290 (17,787,26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06-000/[EZ]3차원 심초음파 임상데이터와 심장판막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승모판막질환 진단법과 가상 승모판막 성형술 개발35,044,430 (953,92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902-000/[RCMS]소방 정찰로봇용 비가시 인명 탐지 레이더센서 기술6,712,000 6,772,6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898-000/[RCMS]13GHz 대역폭 디지털 신호계측기 및 40GHz 대역폭 Track and hold 칩 부품 개발61,579,642 61,563,92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889-000/[EZ][이공/신진]영상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위조 검출 시스템 개발2,243,835 (1,215,0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888-000/[EZ][이공/중견]일반화된 이차거리함수를 통한 통계적 추론33,629,020 (14,612,58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885-000/[EZ]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연성재료 내의 분자 이동 현상과 구조 관계 연구10,481,711 (888,85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879-000/[EZ]방사선을 이용한 초고용량 슈퍼커패시터용 목재폐기물 유래 다공성 탄소나노소재 개발24,533,840 (1,127,12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877-000/[EZ]근육 대사/기능 조절 기전을 통한 대사성 질환 제어 연구52,332,69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876-000/[EZ]HCMV tegument 단백질의 유비퀴틴화 기능 및 이를 조절하는 바이러스 기능19,523,962 (1,226,1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874-000/우주실험을 통한 근본적인 물리 법칙 연구 2,991,320 (419,0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872-000/[EZ]복합구조 계면 기능층 개발을 통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성능 향상6,472,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871-000/[EZ]Personal Mobility용 비희토류형 구동모터의 Machine Learning 기반 최대효율 정합형 최적설계 플랫폼 개발1,899,540 (39,6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870-000/[RCMS]작업자 공간공유 및 스마트공장 적용을 위한 차세대 제조용 로봇기술 개발26,795,070 26,795,0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869-000/[위드키디]기능성 카테터의 실시간, 고감도 시술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광섬유 센서, 항법 및 영상 가이드 기술개발841,617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838-000/[EZ]전기생리학적 신호와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과의 상관관계 in vitro 연구2,142,290 (4,365,07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837-000/[RCMS] 고효율 농작업을 위한 100kW급 트랙터용 듀얼클러치 변속시스템 개발3,194,200 3,194,2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551-000/[EZ]근육세포 발생 및 기능 제어에서 ADSSL1 의존적 원발성 섬모의 역할 규명9,656,997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550-000/[EZ]대규모 유전체 분석 기반의 비콜레스테롤성 심혈관 질환 약물 표적의 발굴26,875,128 (1,06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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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549-000/[EZ]면역적격 간암동물모델에서 PD-1 및 CD47 표면단백 조절을 이용한 간암의 새로운 면역치료법 개발(87,730) (3,927,48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548-000/[EZ]컴비너터리얼 방법을 이용한 금속 할로겐화 광전자 소재 엔지니어링466,97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546-000/[EZ]당뇨병성신경병증 치료를 위한 환자맞춤형 슈반세포치료제 개발8,746,420 (11,228,93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545-000/[EZ]금속이온의 층간삽입을 통한 2차원 반데르발스 이종접합 계면저항 개선 및 고성능 수직-트랜지스터 개발15,530,710 (5,89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542-000/[EZ]미세환경 인식형 영상 유도 초음파역동 기반 암 치료용 멀티플랫폼 소재 개발43,096,502 (3,774,72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541-000/항체 Fc-부위 선택적 결합 펩타이드를 활용한 항체-약물 복합체의 개발- (7,171,7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539-000/[EZ]웨어러블 디바이스 적용을 위한 전자파 차폐 및 방열 그래핀 복합체 개발388,760 (277,1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537-000/[EZ]TiO2 mesocrystal 기반의 3-D 헤테로 나노구조체 개발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청정기술 응용 연구(33,900) (676,2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536-000/[EZ]미숙아 뇌실내 출혈에서 중간엽 줄기세포 유래 extracellular vesicles의 치료기전 탐색(1,054,429) (21,623,20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535-000/자주식 무 수확기의 부하에 따른 동력 시스템 시뮬레이션 및 검증3,810,880 (1,177,71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514-000/[EZ][이공/신진]고차원자료 분석을 위한 비모수 커널평활방법론의 개발5,385,780 (1,371,31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513-000/[EZ]조직 특이적 전사유도 탈 인산화 효소 Ssu72의 분자적 기능 분석과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질병 연관성 연구6,352,050 (1,770,60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512-000/[EZ]유전자 변이에 의한 근위축성 측색경화증의 발병기전 연구2,584,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508-001/[정부지원금]스마트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단 39,000 (5,990,7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507-001/[IITP-EZ][본교 1세부]자율 제어 네트워킹 및 자율 관리 핵심 기술 개발23,044,435 (227,62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504-000/[위드키디]인간유래 폐암 전주기 유전자 바이오마커의 초고속 실시간 다중 진단 기술 개발 연구13,861,418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503-000/[EZ]기저핵 장애 관련 뇌병변 표현 신규 동물 모델 개발3,352,836 (67,207,7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502-000/[EZ]방사선에 의한 DNA 손상 및 복구를 제어하는 PDSR 기술 연구14,026,097 (25,623,1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500-000/[EZ]대규모 안테나 어레이 기반의 초저전력 셀룰러 IoT 네트워크 연구11,010,800 (94,48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99-000/[AROMI미집행]ABA 핵심 신호전달체계의 인터액톰 연구를 통한 가뭄저항성 유전자 분자 특성 연구24,754,57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98-000/[AROMI]ICT 기반의 작업부담 자동 평가 시스템 개발2,135,83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97-001/[RCMS]디스플레이 장비부품 전문인력양성 11,848,706 12,132,66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96-000/[EZ]실시간 바이오에어로졸 샘플링 및 무필터 전처리 기술 개발58,18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94-000/[EZ]5G와 그 진화를 위한 극부호 및 응용 기술 연구11,116,820 (6,624,15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93-000/[EZ]고가용성, 초장거리 Beyond-Backscatter 통신을 위한 다기능 통합 네트워크 연구7,656,710 (2,948,87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92-000/[EZ]대량 송수신 배열을 위한 초고속 서플라이 변조기 IC 및 고효율 Front-end 배열 IC 개발(151,780) (151,7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90-000/[RCMS]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서브마이크론 두께 봉지를 위한 유기박막 증착 기술과 봉지 장비 기술 개발39,296,440 39,296,4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86-000/[EZ]다중 인공감각을 센싱하기 위한 뉴런신호 다중화기법 및 감각인지 하드웨어 구조에 대한 연구133,520 (15,464,48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83-000/[EZ]저전력 IoT 기기용 이중대역 적응형 RF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개발11,781,540 (9,184,3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74-000/[EZ]단결정 그래핀 성장기술 개발 및 그래핀 응용소자 개발733,050 (2,295,97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68-000/[EZ]도시 옥외공간 품질 평가 기준 및 품질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연구676,047 (72,20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67-000/[EZ]삼투기반 분리막 공정에서의 비가역성 오염물질 저감 및 형태학적 모니터링 연구14,778,110 (9,977,2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66-000/[EZ]상호 층간 쿨롱 힘으로 연결된 이중층계의 물성과 수송특성 연구8,715,030 (33,733,26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64-000/[EZ]건설공정과 연계된 위험구역 및 중점 점검사항 관리를 위한 BIM기반 건설 안전관리 체계 개발4,741,620 (14,0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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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63-000/[EZ]전기화학적 전환반응을 이용한 Post-LIB용 혁신 전극 소재 기술15,564,760 (8,608,95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61-000/[EZ]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GIS 기반의 도심지 지하건설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예측 및 위험도 평가 시스템 개발26,361,192 (76,538,93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59-000/[EZ]다마센 공정을 이용한 고성능 게르마늄 채널 실리콘 모스에프이티 개발758,800 (3,096,7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57-000/[EZ]단원자층 그래핀의 구조결함 제어 및 응용소자 연구8,749,870 (11,23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56-000/[EZ]곰팡이 및 곰팡이 유래 독소 모니터링용 나노센서 개발23,732,66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53-001/[EZ]청색 인광용 호스트 및 전하수송층 개발 15,347,96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52-000/[EZ]다차원 다공성탄소 기반 리튬황 전지 양극 활물질 개발21,789,010 (73,28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44-000/[IITP-EZ]맞춤형 보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보안 기술 개발7,200,6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43-000/[EZ]암 진단용 스마트 나노 방사성 동위원소 개발 기술 연구7,276,490 (97,356,13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42-000/[IITP-EZ]암호화된 데이터상의 기계학습 라이브러리 설계 및 활용기법 연구- (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41-000/[EZ]위암 주변 점막의 유전체 및 후성유전체 연구를 이용한 암화환경 연구1,731,760 (49,681,13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40-000/[EZ]기능성 음극 코팅방법에 의한 리튬이온 전지 안전성 향상에 관한 연구(24,590) (929,27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38-000/[EZ]인체 혈관 모사형 유무기 하이브리드 투명 스트레처블 전극 개발5,287,070 (72,4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37-000/[EZ]초저전력 인공지능 회로 구현을 위한 포토닉 인공지능 소자 및 네트워크 기술 개발28,061,340 (78,645,89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34-000/[EZ]금속 표면 산화막의 산화/환원 반응제어를 통한 부식 메커니즘의 실시간 나노크기 연구9,205,740 (58,829,38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32-000/[EZ]프리스트레스트 TRM (Textile Reinforced Mortar)을 활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강 기술 개발18,234,404 (42,278,36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30-000/[EZ]자연재해저감 데이터베이스 구축 1,719,160 (108,49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28-000/[EZ]코르크 수베린 활용 차세대 친환경 탄성복합체  합성 및 구조체 응용 연구2,349,627 (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25-000/[EZ]레이저 흡수와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발광 분광분석 복합을 통한 연소장 내 국부 연소 효율의 tomographic 이미징 기법 개발24,362,252 (2,815,27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24-000/[EZ]진공압 경량 소프트 리니어 액추에이터와 로봇 관절의 개발12,239,508 (48,9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23-000/[EZ]Geminivirus의 종자전염에 관여하는 host factor (seed transmission determinant, STD) 분리 및 특성 구명36,236,701 (11,460,8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21-000/[EZ]엑스선 나노영상 통한 연성물질 물성 해석 및 차세대 인쇄 기술 개발3,380,510 (1,340,1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20-000/[EZ]허혈성 뇌졸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혈관계 및 대사정보 기반 새로운 자기공명영상기술 연구41,401,310 (2,648,69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19-000/[EZ]초파리 소장 내분비세포의 분화 기전 및 기능 연구1,991,052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18-000/[EZ]해마 혈관 구조 및 세포 분포의 3차원적 분석을 통한 측두엽 뇌전증 중증도 예측7,674,010 (5,597,47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17-000/[EZ]특이한 양자물질과 위상물질의 분광학적 특성연구3,221,308 (20,634,4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16-000/[EZ]자기공명영상 기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기법 연구16,213,180 (61,237,35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15-000/[EZ]유전체분석을 통한 극한홍조식물의 환경적응 진화 연구2,238,96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14-000/[EZ]아이스큐브 중성미자 망원경을 통한 천체입자물리학과 물리학의 표준모형 그 너머에 대한 연구34,319,671 (4,554,15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13-000/[EZ]아미노산 수송단백질에 의한 영양 항상성과 암세포 특이적 대사 적응 연구(88,390) (88,3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12-000/[EZ]시간에 의존하는 비열적 섭동이 빅뱅 핵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24,406,500 (24,638,82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11-000/[EZ]사회 복잡계의 창발현상 연구 8,376,492 (26,680,05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10-000/[EZ]기능성 나노소재 임베디드 DNA 나노박막 개발 연구14,877,580 (19,354,25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09-000/[EZ]강한 상호작용을 갖는 전자계의 에너지 기능30,18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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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08-000/[EZ]T2HKK 물리측정감도 연구 및 스테라일 중성미자 탐색16,785,070 (14,172,32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07-000/[EZ]Riccati 방정식과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의 해에 관한 연구308,120 (13,52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06-000/[RCMS]이식환경 맞춤형 바이오세라믹 3D 프린팅 소재 및 저온(40°C 이하) 공정기술 개발(300,000) (3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05-000/[EZ]높은 처리량 제일원리계산법을 활용한 위상 물질 연구10,099,920 (36,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04-000/[EZ]가변 계수를 이용한 비선형 슈뢰딩거 방정식의 솔리 톤 진화와 상호 작용336,820 (19,294,53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03-000/[EZ]이계 편미분연산자에 대한 고른 쏘볼레프 부등식과 응용9,749,000 (1,491,0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02-000/[EZ]Schur대수 표현이론 연구 27,190 (24,326,13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01-000/[EZ]미세유체역학 세포배양소자로 유도된 독소루비신 저항성 삼중음성유방암 다핵거대세포 형성기전 규명4,335,64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400-000/[EZ]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적용 확산을 위한 IoT 최적 시스템 개발95,270 (25,444,4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96-001/[EZ-성대]디지털 이미징 기반 시소 형광센서 및 식품유해물질 고정확성 다중검출 센서집적 IoT 시스템 개발13,512,430 (17,777,5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95-000/[EZ]신호전달-후성유전 네트워크 조절을 통한 질환치료 기술 개발21,028,242 (81,185,55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94-000/[EZ]깊은공융융매 기반 유효 저분자 및 거대분자의 친환경 고효율 활용 원리 및 응용 연구40,135,750 (21,458,20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93-000/[EZ]단백질-극소 금막대 하이브리드 나노입자를 활용한 생체적합성 내성암 이중 치료 플랫폼 연구7,420,4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92-000/[EZ]단일단계 탄소-수소 변환을 통한 신규 아미노산의 합성 및 기능화 연구2,937,33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91-000/[EZ]CYFIP2 신경 기능조절 기반 약물의존 중독 제어 연구1,165,614 (1,799,91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89-001/[주관-성균관대]균열 자기치유 콘크리트의 성능 평가 표준화 기술 개발13,291,674 (98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85-000/[EZ]분산형 진화인공지능 기반의 Fog Computing 핵심기술 연구1,397,990 (284,2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84-000/[EZ]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차량 네트워킹 연구 4,319,135 (1,810,1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83-000/[EZ]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negative-charged 패시베이션 박막 형성 기술 개발을 통한 p-type (Boron) doped 표면 패시베이션 최적화 기술 개발 및 이를 적용한 23% 이상 저가~139,920 (22,7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82-000/[EZ]심층 생성 모델을 이용한 새로운 추천 알고리즘 개발35,032,868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79-000/[EZ]텐덤 질량분석법 기반 분자네트워킹을 활용한 흰개미 유래 병원성 진균으로부터 신규 생리활성 천연물 연구17,535,64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78-000/[EZ]혈중농도와 약효 최적화를 위한 신개념의 방출제어 제형설계 기법 연구949,660 (16,234,7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77-000/[EZ]G protein 활성 원리의 구조적/분자적 연구17,789,030 (23,075,28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76-000/[EZ]컨버젼스연구소(첨단 인터랙션을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 융합기술 연구)54,032,530 (23,338,39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75-000/[EZ](SO2, H2S)-가스에서의 고온 내열성 (철, 니켈)-계 합금 개발(20,960) (885,54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74-000/[EZ]초박형 System-On-Skin 소자용 저차원 무기물 전자소재 및 공정 연구82,469,985 (186,3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62-000/[EZ]TRBP 단백질의 뇌암줄기세포 특성조절 연구27,547,880 (1,770,45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60-000/[EZ]Built-in non-contact 비파괴 검사 기능 탑재 무인체를 이용한 사물 인터넷 기반 구조 건전도 모니터링 기술 개발8,663,660 (1,598,18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59-000/[BK21+]빅데이터 기반 소비자분석 전문가 양성 사업단(76,940) (21,024,99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58-000/[BK21+]UI/UX 중심의 글로벌 휴먼 인포메틱스 리더 양성을 위한 인터랙션 사이언스 사업단(1,471,830) (54,340,47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57-000/[BK21+]공감형 미래인재 양성사업팀 (70,490) (19,106,22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56-000/[BK21+]사회통합 기반구축 조사연구 전문가 양성사업팀(51,570) (15,776,78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55-000/[BK21+]미래 사회적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연구팀(51,810) (21,592,8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54-000/[BK21+]교육 인포매틱스(Informatics) 기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42,370) (6,6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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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53-000/[BK21+]공감정부 구현을 위한 통섭적 공공리더 양성단(135,220) (71,158,91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52-000/[BK21+]ICT Global Legal Standard 선도 법전문가 양성사업팀(62,050) (15,647,53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51-000/[BK21+]프런티어 경영 창의인재 육성사업단 (5,083,770) (63,112,04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50-000/[BK21+]창의적 갈등관리를 위한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양성 사업단(125,530) (1,537,17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49-000/[BK21+]유학 교육·연구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통합 랩(LAB)(149,680) (17,087,94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48-000/[BK21+]글로벌 시대 횡단적 역사학 교육 연구 사업단(115,970) (25,639,3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47-000/[AROMI]지역특화버섯자원의 기능성탐색에 의한 이용기술 개발462,15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45-000/[EZ]수소/산소 이원추진제의 초임계 조건 연소특성 연구(16,247) (16,24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43-000/[EZ]비디오의 의미론적 흐름 분석 기반 장면 이해 및 행동 인식 기술 연구6,419,040 (9,427,4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40-000/[EZ]VR/AR 콘텐츠 및 하지 입력 장치를 이용한 노인 및 환자의 단기신체수행검사(SSPPB)의 신뢰도 사용성 중진 연구8,357,708 (2,946,05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39-000/[EZ]레이저생성 집속초음파를 이용한 소동물 혈약뇌관문 개방 및 정밀 약물전달 기술 개발14,215,578 (5,208,4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38-000/[EZ]고차원 데이터의 간략화와 대규모 이미지 검색으로의 응용23,394,099 (4,054,8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36-000/[EZ]사용자 기반 3D-Touch 인터페이스를 위한 UI/UX에 관한 연구2,291,923 (181,49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35-000/[EZ]EMC를 고려한 System in Package (SiP) 설계에 관한 연구6,298,210 (21,811,3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34-000/[EZ]실시간 시스템의 보안성 통합을 위한 실시간 스케줄링 플랫폼 설계52,821,578 (16,74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33-000/[EZ]소프트웨어 기반 확장형 고성능 가상화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16,311,930 (979,7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32-000/[EZ]세포프린팅/동결보존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한 동물대체시험용 gut/skin-on-a-chip 제작436,735 (11,692,71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31-000/[EZ]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 및 Multi-connectivity를 지원하는 SDN 기반 WSN 핵심 기술 연구11,476,150 (563,8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30-000/[EZ]NVDIMM 기반 고성능 트랜잭션 지원 10,685,963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29-000/[EZ]가상현실 사용자경험(VRUX)과 성과 평가 모델 개발: 가상현실스포츠 경험을 중심으로(700,000) (709,3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28-000/[EZ]저차원 소재 기반 트라이보 트로닉스를 활용한 고감도 촉각센서 구현- (8,321,83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27-000/[EZ]비임파성 장기 면역 연구센터 170,410,578 (181,529,5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26-000/[EZ]산화스트레스에 대한 면역세포와 종양세포의 차별성을 이용한 항암치료 전략 연구8,871,127 (23,397,7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25-000/[EZ]비선형 부성저항 특성 기반 한계극복 ICT정보처리 소자 개발5,276,764 (7,096,07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23-000/오일샌드 플랜트 모듈화를 위한 공정유닛의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6,310) (1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20-000/[EZ]튀니지 올리브 유래 성분들을 활용한 항관절염 소재 개발5,933,71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17-000/[EZ]광자의 정지질량과 우주 상수와의 근본적인 관계 탐구352,650 (6,126,59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16-000/[국가수리과학연구소 인건비]양자컴퓨터 대응 전자서명 알고리즘 연구253,87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15-000/[BK21+]창조형 방재안전인력양성사업단 (34,060) (5,543,73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14-000/[EZ]연구장비 전문교육기관 지원 - (309,0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13-000/[BK21+]인간중심 서비스 융합디자인 2,144,420 (35,406,33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12-000/[BK21+]산업 데이터애널리틱스 기반 스마트공장 설계/운영/최적화 연구 및 인력 양성팀(1,030,910) (48,085,73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11-000/[BK21+]에코-스마트 Water NEXUS 창의인재양성사업팀1,035,000 (1,622,50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10-000/[EZ]계면반응기구 규명을 통한 티타늄 주조용 세라믹 주형 연구918,260 (66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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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09-000/[BK21+]미래 나노기반 융복합 인재양성 사업단(2,664,420) (92,875,23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08-000/[BK21+]ICT 융합 시설물 통합관리 창의인재양성사업팀(59,510) (17,692,6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06-000/[BK21+]창의적 컨버전스 화학공학 인재양성 사업단(377,980) (73,863,67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05-000/[BK21+]미래가치 창조형 ICT인력 양성사업단 (12,267,517) (323,451,69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04-000/[EZ-IITP]초고실감 미디어 서비스 실현을 위해 HEVC/3DA 대비 2배 압축을 제공하는 5세대 비디오/오디오 표준 핵심 기술 개발 및 표준화1,430,662 (5,6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03-000/[BK21+]인간친화형 융합시스템 창의인재양성 사업단(5,031,090) (95,021,33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02-000/[BK21+]융복합소재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 (428,440) (185,270,62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300-000/[EZ]유아 뇌 MRI 영상의 입체분할을 위한 새로운 3D Confidence map을 이용한 Adversarial Network 구조 개발1,186,160 (1,024,39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99-000/[BK21+]라이프케어 식품소재 창의 인재양성 사업팀(45,710) (7,140,7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98-000/[BK21+]통합 생명과학 창의인재양성사업단 (2,054,950) (72,443,93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97-000/[BK21+]창의적 글로벌 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 육성 사업팀2,388,790 (20,146,34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96-000/[BK21+]융합에너지 글로벌 창조인재 양성사업단 (865,320) (350,193,79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95-000/[BK21+]창의적 수리과학 인재양성 사업단 (80,720) (10,955,17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94-000/[BK21+]화학기반창조융합교육·연구사업단 1,350,190 (110,875,19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93-000/[BK21+]차세대 선도 물리인재양성사업단 (266,780) (31,558,82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92-000/[EZ]선택적 형질전환 마우스 모델에 기반한 원발성 혈관 육종의 유전적 병인과 병태생리 규명22,256,997 (428,22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91-000/[BK21+]미래형 의과학 창의 리더 양성 사업단 (249,140) (148,743,5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89-000/[BK21+]신약개발 글로벌 창의 인재양성 사업단 (414,160) (152,934,45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88-000/[EZ]진화 컴퓨팅과 딥러닝 기반의 음악 작곡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1,112,370 (31,276,28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87-000/[EZ]반금속 나노 구조 기반 광열전 에너지 및 스핀 소자 연구32,976,220 (24,791,90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86-000/[EZ]차세대 초고속 저장장치를 위한 경량 커널 입출력 스택 연구14,244,880 (18,184,66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85-000/[EZ]다다넬스해협의 해류시스템 모델링 910,510 (8,063,4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84-000/[EZ]다중수심관측 자료를 활용한 정밀연안지형자료 개발에 관한 연구- (40,445,04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83-000/[EZ]생체분자제어연구소-생체분자 제어 및 효능의 멀티스케일 연구18,456,954 (954,6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82-000/[EZ]2차원 다성분계 금속 수산화물 나노다층박막 합성 및 응용연구4,409,538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81-000/[EZ]PET필름기판과 은나노와이어전극을 사용한 롤투롤 OLED 조명 제조공법의 불량 연구5,142,880 (1,144,7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80-000/[EZ]보강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내진보강기법의 최적화4,400,570 (3,056,47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79-000/[EZ]정수슬러지와 유동층 석탄회를 이용한 경량골재 제조기술 개발71,800 (1,315,7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78-000/[EZ]드론영상을 이용한 하천환경 정보의 수집 및 자료화(24,160) (24,4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77-000/[EZ]케이블 휨강성을 고려한 3차원 케이블교량의 비선형 좌굴안정성 및 진동특성10,252,990 (4,562,26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76-000/[EZ]알츠하이머 발병 기전연구를 위한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의 염기서열에 따른 물리적 특성과 생리학적 기능간의 연관성 고찰(21,830) (1,761,5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75-000/[EZ]건설현장 음향신호 수집 및 분석을 통한 가시설 붕괴사고 징후 감지 체계 및 방법 연구3,273,511 (7,928,0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74-000/[EZ]Total Flux 및 MFL융합을 통한 AI기반의 대형 케이블 건전도 평가용 익스퍼트 진단 시스템 개발15,353,770 (22,839,69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72-000/[EZ]다기능영상정보의 표현 및 압축 결합기술 5,707,750 (24,58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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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70-000/[EZ]DC 차단시스템 아크의 다물리 해석기법 및 최적설계기술 개발5,978,150 (28,402,14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69-000/[RCMS]에너지절감 20%이상 절감이 가능한 산업용 MV(Medium Voltage)수 MW급 고효율 인버터 기술 개발4,060,000 4,06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68-000/[EZ]자율주행 환경에서 고 난이도 상황중심의 딥러닝 기반과 희소성 표현 기반의 영상처리 기술4,416,671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67-000/[EZ]단백질의 활성 비의존적 초고속 대용량 분자 진화 탐색/선별 기술 개발개발21,392,000 (5,829,69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66-000/[EZ]도파민 D2 수용체 결손으로 인한 비만과 대사 합병증에 대한 운동 트레이닝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작 연구215,610 (3,278,10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63-000/[EZ]고령자를 위한 UI 사용성 평가 지수 개발 및 적용: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중심으로7,968,630 (360,0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62-000/[RCMS]줄기세포유래 엑소좀을 이용한 간섬유화 치료제 개발27,100,000 27,1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61-000/[EZ]외부 자기장 조절 가능한 능동형 자성 나노자이로터의 디자인: 세포 점도 측정을 통한 세포 내 생리학적 기초 연구 및 암 세포의 치료 응용연구14,954,6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60-000/[EZ]다차원 결함에 의한 초고성능 열전소재 개발 및 원자단위 결함 관찰에 따른 성능 향상 원인 규명 연구19,725,122 (74,199,66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59-000/[EZ]해조류의 유체-구조 상호작용 모사를 통한 해양 무인이동체의 조류-마찰전기 원리 연구33,699,324 (2,571,0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58-000/[EZ]차세대 소재 개발용 조합 실험을 통한 빅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 원천기술 개발1,854,020 (7,42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57-000/[EZ]다기능성 나노카본 하이브리드 소재의 전달현상 연구32,389,757 (3,176,98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56-000/[EZ]저온 에어로졸 코팅 및 표도 제어 기술에 관한 연구34,267,948 (184,12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55-000/[EZ]약인성 간손상 메커니즘 규명 및 바이오마커 발굴 연구1,052,300 (27,102,00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54-000/[EZ]국내 다시마목 해조류로부터 소포체 스트레스 조절 물질에 관한 연구3,336,930 (10,897,03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53-000/[EZ]현장에 설치된 태양전지 패널의 유지보수를 위한 ICT 기반의 자율세척 및 검사 기능의 드론 로봇 개발1,355,400 (162,5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51-000/[EZ]폐렴구균 숙주세포 침투 시 협막 합성을 조절하고 혈청형에 특이하게 독성을 조절하는 VncR/S two component 시스템에 대한 연구1,180,650 (1,017,19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50-000/[EZ]Supramolecular 환경 조절을 통한 벌크유지계에서 산화방지제 극성 파라독스 수정 및 검증 연구31,219,910 (8,312,15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49-000/[EZ]근관세포 특이적인 Long non-coding RNA의 proteome 분석 및 분자적 기전 연구(15,310) (52,2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48-000/[EZ]P-gp overexpressing 내성암세포를 타겟하는 FDA승인 약물의 탐색 및 분류4,359,240 (4,430,88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46-000/[EZ]초전도도 나노 TCO 박막 개발 7,138,61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45-000/[EZ]고성능 축전식 탈염전극용 계층구조 탄소나노소재 개발 및 시스템 운전기술 최적화102,450 (22,5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44-000/[EZ]대식세포 염증반응에서 TBK1에 의한 Syk 활성 조절연구1,484,020 (1,393,2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43-000/[EZ]광학 막오염 센싱기술을 이용한 조류와 미생물오염 통합제어을 위한 차세대 해수담수화공정 전처리 기술 개발(70,340) (392,0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42-000/[EZ]고하중 다목적 산업용 유압구동 로봇 머니퓰레이터 직접교시 연구1,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40-000/[EZ]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이용한 협력 학습 효과 분석8,000,000 (11,520,6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39-000/[EZ]모듈형 전기수력 미세유체칩을 이용한 다기능성 콜로이도좀 마이크로캡슐 제작17,892,443 (49,607,2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38-000/[EZ]특수교육을 위한 10가지 장애영역에 대한 기계학습 기반 아동장애 선별517,180 (18,973,21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37-000/[EZ]음향 메타물질을 이용한 초음파 집속 최적화 기법 연구(29,510) (27,985,8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36-000/[EZ]복합-다종재료 구조 제조를 위한 메소 스케일 레이저 적층/소결 및 기계가공 융합 생산 기술/시스템 개발- (11,545,16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35-000/[EZ]구아니딘계 살생물제의 Exosome 기반 폐섬유화 신호전달 기전 연구880,94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34-000/[EZ]나노플라즈모닉 집적회로용 플라즈모닉 신호 복사기 연구8,102,580 (9,160,96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33-000/[EZ]클러스터 기반 이온 저장 거동 연구 49,133,073 (25,364,72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32-000/[EZ]계면 현상이 얼음 부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32,550) (9,05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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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31-000/[EZ]심부전 치료를 위한 천연물 기반 강심제 개발1,657,10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30-000/[EZ]Liquid biopsy를 이용한 intractranial vessel pathology의 theranostics 구현(70,070) (517,4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29-000/[EZ]방사선치료 한계극복을 위한 나노-면역 융합기술 개발연구(380,610) (65,351,43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28-000/[EZ]임신과 출산 자궁 평활근수축과 면역반응에서 CHI3L1의 작용기전1,782,931 (28,507,01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27-000/[EZ]후성유전 기반 지방세포 미세환경 조절을 통한 대사질환 치료 연구(66,790) (29,214,8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25-000/[EZ]유방암 환자 전 치료 과정 중 개인 맞춤형 재활 치료를 위한 smart aftercare 플랫폼 개발20,930 (68,921,12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24-000/[EZ]항암제 내성 극복을 위한 난소암 기존 항암제와 새로운 약물의 Combination Therapy 연구540,820 (29,378,82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23-000/[EZ]간세포암에서 정밀의료를 위한 임상-병리적 표현형, 영상 표현형과 유전형 관련성 연구1,016,370 (255,38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22-000/[EZ]생체모방 3D 신경근육접합부 제작 및 기능장애 치료약물 검색시스템 개발903,530 (9,006,91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21-000/[EZ]산업 4.0시대의 품질코스트(COQ)에 근거한 품질성과지표 개발 연구19,186,515 (6,74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20-000/[EZ]저주파 초음파를 이용한 미세기포 파괴를 통한 식도암조직 내로의 항암제 전달 증강에 대한 연구106,630 (924,24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19-000/[EZ]한국 전립선암 환자에서 cell free circulating tumor DNA 측정의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통한 전립선암 정밀의료 플랫폼 구축31,371,160 (85,096,96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18-000/[EZ]동적 다중소스 데이터 환경을 고려한 지능형 공정 계측 시스템 개발549,260 (5,818,8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17-000/[EZ]빠른 반응을 갖는 마이크로/나노 구조의 유연 써모크로믹 스트레인 센서2,394,420 (31,4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16-000/[EZ]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에서 간섬유화 진행의 유전/환경 위험인자 규명 및 예측 모델 개발(188,440) (99,714,4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15-000/[EZ]내시경초음파에서 유래한 췌장암의 3-D Organoid 배양기법 확립과 환자 맞춤형 항암전략 연구3,173,550 (89,721,14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14-000/[EZ]쥐 모델에서 retinaldehyde dehydrogenase 1의 결핍이 대동맥 석회화 및 동맥경화증에 미치는 영향944,820 (280,1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13-000/[EZ]Wnt 신호경로의 세포막 수용체인 Frizzled 수용체의 역할 규명을 통한 새로운 두경부암 특이 치료 타겟 개발(53,620) (12,514,99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12-000/[EZ]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혈장 검체를 이용한 EGFR 돌연변이 검출 분자유전 검사법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11,431,000 (8,395,25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10-000/[EZ]노화/비만에 의한 T세포 서브타입이 퇴행성관절염 병리 기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81,910) (47,529,98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09-000/[EZ]환자 유래 세포의 약물 스크리닝에 근거한 전이성 신장암의 맞춤형 치료1,961,560 (25,485,71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08-000/[EZ]간섬유화 바탕에서 발생하는 간암의 발암 및 진행 과정에서 NADPH Oxidase 1 및 4 상동체가 종양미세환경에 미치는 차별적 역할과 분자기전 규명(52,270) (52,2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07-000/[EZ]폐암 수술 환자의 심폐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술  전·후 통합적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중재 효과 평가3,286,540 (33,773,54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06-000/[EZ]외상성 뇌손상 흰쥐 모델에서 조기 운동치료의 안정성과 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3,028,510 (104,883,9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05-000/[EZ]대장암 단계별 조직의 통합 유전체 분석을 통한 조기진단 후보인자 발굴(48,700) (144,4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04-000/[EZ]유전적 인자와 환경적 인자의 통합 분석을 통한 크론병 발생 및 진행 기전 규명(111,920) (46,935,92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03-000/[EZ]액체생검 분석을 통한 소세포암 환자의 진행 예측 플랫폼 개발481,700 (19,100,91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02-000/[EZ]세포자식작용이 태반 영양막세포의 분화에서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407,410 (30,250,22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01-000/[EZ]임신중독증 임산부에서 수면무호흡증후군 치료의 효과 및 기전 연구7,412,037 (50,982,40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200-000/[EZ]RNA regulon-USER 분석을 통한 전이 억제유전자 발굴122,360 (1,571,8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99-000/[EZ]딥러닝에 기반한 CT영상과 임상정보를 통합한 신장암 환자의 예후 예측 시스템 개발3,460,000 (69,168,61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98-000/[EZ]미토콘드리아 돌연변이와 인간 암의 유전체적 인과 관계 분석 연구2,839,360 (100,87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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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97-000/[EZ]Genetic biomarker를 이용한 염증성장질환 환자의 anti-TNFα 치료 반응 예측 모델 개발16,615,010 (18,074,75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96-000/[EZ]뇌신경재활을 위한 뇌영상 기반 고해상 맞춤형 비침습 신경조절 기술 개발14,367,898 (4,920,94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95-000/[EZ]악성 림프종 세포 유래 엑소좀 분석을 통한 림프종의 치료 실패 위험도를 예측하는 엑소좀 기반 바이오마커 개발4,705,540 (8,947,1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94-000/[EZ]재활승마가 뇌성마비 환아들에서 신체 활동, 심폐 적합성 향상과 집중력 증강에 미치는 영향8,103,950 (3,170,41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93-000/[EZ]기능 강화 중간엽 줄기세포 기반 면역질환 세포치료제 구축 기술 개발50,980 (36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92-000/[EZ]임상표현형 및 단백체 데이터를 활용한 자궁경부암 예후 예측기술개발8,647,580 (20,171,13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91-000/[EZ]환자 진료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룰 기반 진료 행위 표준 모듈 개발1,024,750 (12,187,46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90-000/[EZ]장내세균에서 기원한 세균 유래 세포밖소포체 분석을 통한 장내세균조성과 대장암 발생 및 예후 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67,520) (58,534,38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89-000/[EZ]신생아 세균성 뇌수막염에서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을 통한 뇌손상 감소 기전 규명14,950 (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88-000/[EZ]종양이질성 기반 다발성골수종 약물저항성 경로 발굴(38,440) (39,7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87-000/[EZ]미세먼지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38,250) (7,340,8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86-000/[EZ]뇌졸중 환자의 개인맞춤재활을 위한 뇌신경망 분석 기반 운동 기능 회복 예측 모델 개발(29,210) (5,684,34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85-000/[EZ]사람의 병태생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마우스 천식 모델 개발10,813,076 (3,449,17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82-000/[EZ]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마우스 모델 제작 및 인간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제에 관한 연구(17,350) (123,50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81-000/[EZ]췌장암 전이 유전자 예측 모델 및 전이 기전에 대한 연구(54,340) (43,690,6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80-000/[EZ]운동은 삼킴 기능의 노화 예방 효과가 있을까?(16,810) (2,679,10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79-000/[EZ]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을 통한 한국인 림프종의 분자유전학적 분류3,841,785 (10,383,02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78-000/[EZ]영장류에서 부분 췌장절제술 후 베타세포의 재생에 관한 연구138,960 (2,234,82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77-000/[EZ]자궁선근증 임신부를 대상으로 조산 예방을 위한 프로게스테론 사용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공개, 연구자주도 임상시험6,676,650 (54,399,6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76-000/[EZ]전기방사 나노섬유와 표면 마이크로 패터닝을 통해 만든 지지체와 음압 상처드레싱을 이용한 자가진피 엔지니어링(30,170) (16,187,82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75-000/[EZ]마비/고정사시 치료를 위한 새로운 수술적 치료의 정량화11,490 (9,738,4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74-000/[EZ]캐시를 이용한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무선 통신망을 위한 멀티 타임스케일 최적화 기법 연구37,992,585 (28,960,78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73-000/[EZ]생 분해형 스텐트 시술을 위한 혈관 초음파 카테터 헤드 개발9,317,424 (280,98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72-000/[EZ]맥도날드 다항식과 관련된 조합적 공식에 관한 연구374,140 (12,058,17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71-000/[EZ]반직선 유체 불변량의 갈루아 대각합의 보형성685,170 (6,809,19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70-000/[EZ]세타급수의 푸리에 계수가 갖는 모듈러성 2,381,050 (1,631,5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69-000/[EZ]대수다양체 위의 인스탄톤 다발에 대한 연구 (26,130) (13,961,85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68-000/[EZ]7nm이하 트랜지스터용 고유전물질 개발 및 규명 기술(34,790) (99,6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67-000/[EZ]새로운 중합체 상태를 갖는 ClpL의 분자 구조 및 작용 기전 규명을 통한 샤페론의 패러다임 혁신1,75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65-000/[EZ]DNA 기반 기능성 신소재 개발 및 소자응용 가능 물리적 특성 연구18,636,254 (7,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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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63-000/[EZ]3DMajorLine: 강인한 실시간 3D Salient Line 검출 및 3D Wire-frame 모델 생성733,780 (12,361,9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61-000/[EZ]정상상태에서 폐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호중구 연구34,527,500 (22,945,12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59-000/[EZ]금속 표면에너지 제어를 통한 단결정 그래핀 합성과 성장메카니즘 연구981,490 (495,97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58-000/[EZ]그래프의 정규화된 라플라스 고윳값과 에너지180,920 (601,5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57-000/[EZ]무선 에너지 하비스팅 통신 융합 연구센터113,841,440 (193,139,4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56-000/[EZ]비선형 경계 조건을 가지는 전변동 플로우의 연구181,900 (3,584,6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55-000/[EZ]상업용 수학 계산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초연구376,250 (87,98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54-000/[EZ]미세플라스틱의 흡착 효과에 의한 해양 동물플랑크톤의 유기오염 독성 평가248,000 (6,827,06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53-000/[EZ]방사성 빔 가속기를 이용한 불안정 핵종 연구573,170 (21,447,18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52-000/[EZ]RAD-seq을 이용한 바다송사리 Oryzias melastigma의 유전자 연관 지도 작성 및 일본송사리와 속내 비교292,290 (3,610,31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51-000/[EZ]참새목 조류 면역 유전체 및 일본뇌염 · 웨스트나일바이러스의 면역유전학 및 역학 특성 연구42,983 (3,679,68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49-000/[EZ]게이지이론의 정확한 중력대응을 이용한 분수양자홀 효과의 연구8,215,550 (140,71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47-000/[EZ]등각대칭이 없는 계에서의 얽힌 엔트로피 연구 및 응용1,151,440 (139,0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46-000/[EZ]중추신경계 손상시 아그마틴을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법의 전략적 개발2,887,480 (612,59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45-000/[EZ]반데르발스 에피탁시를 이용한 고품질 이차원 칼코게나이드 박막성장 및 전하이동 특성평가 연구1,561,760 (5,353,93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44-000/[EZ]스마트 건물외피 설계를 위한 데이터 드리븐 프로토타이핑 프로세스 모델 개발2,288,153 (1,549,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43-000/[EZ]새로운 크리스퍼-카스9 시스템 개발과 그의 작용기작에 대한 분자구조 규명 연구390,3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39-000/[EZ]종양에 부분적으로 조사한 저 분할 고 선량 방사선이 종양 반응에 미치는 방사선-면역자극 효과에 관한 연구1,055,717 (48,173,15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37-000/[EZ]저농도의 HDAC inhibitor를 통해 liposarcoma cell을 non-cancerous cell로 분화유도 시키는 새로운 암 치료법의 연구2,646,100 (1,468,13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35-000/[EZ]위식도 역류질환의 실시간 진단을 위한 pH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955,430 (745,91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34-000/[EZ]발전된 T세포를 생성하는 인간화 마우스 제작 및 질환 맞춤형 세포 치료제로서의 효능 검증 연구(25,510) (1,980,94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33-000/[EZ]항뮬러관호르몬과 골표지자들의 참고치 설정과 폐경 이행기 여성에서의 폐경 나이 예측 및 골 감소 평가(26,650) (3,145,27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32-000/[EZ]유방암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영구탈모의 발생양상 및 요인 파악1,289,610 (25,418,57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31-000/[EZ]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유발한 장내세균 변화가 인체 내 대사질환 예방에 기여하는 상관성 분석 연구1,210,830 (32,09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30-000/[EZ]DDR 유전자 변이와 염색체 전위 종양 발생의 연관성 분석 및 검증11,196,140 (26,563,81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29-000/[EZ]단일세포유전체 분석을 이용한 조직 상처 수복과정 중 극적인 동적 변화에 등장하는 섬유아세포의 복잡성 분석 및 섬유아세포의 새로운 하위 유형의 발굴(78,750) (39,509,05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28-000/[EZ]Aldhyde를 이용한 새로운 암줄기세포 영상 및 치료 기술 개발715,270 (103,53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27-000/[EZ]In silico 분석을 통해 발굴한 ZMYND8 유전자의 발현이 간세포암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28,590) (14,192,27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26-000/[EZ]체성분과 항암화학치료의 상대적 용량 강도와의 관계에 대한 다기관 코호트 연구(33,980) (24,154,72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25-000/[EZ]유전체 분석을 통한 조기 폐 샘암종에서의 암전이 예측표지자 발견13,889,490 (1,07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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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24-000/[EZ]혈액투석 환자에서 초여과율과 사망률과의 연관성에 관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체성분측정기에 근거한 과수분 상태에 따른 효과 크기 차이302,590 (31,508,19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22-000/[EZ]요도협착 질환 백서에서 지방유래 줄기세포 치료의 효과(23,600) (20,159,8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21-000/[EZ]노화 쥐에서 추위노출에 의한 갑상선 활성화에 대한 연구(25,120) (16,553,71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20-000/[EZ]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CT 영상 기반 자동 간 세그먼트 체적 측정 기법 연구(19,910) (4,174,59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19-000/[EZ]췌장암이 불확실한 췌장결절에서 세침흡입 검사 방법에 따른 정확도 비교 및  KRAS gene mutation에 관한 연구(17,280) (1,465,32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18-000/[EZ]한국인 원발성 유방암의 발암 변이 및 면역회피기전 관련 변이에 관한 연구3,262,600 (7,809,69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17-000/[EZ]TNF-αR-Fc and HO-1 유전자를 발현하는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돼지 췌도세포 이종이식 효과에 관한 연구849,810 (17,587,37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16-000/[EZ]폐암에서 EGFR-TKI 내성환자종양유래세포에서 특이적 항원 발굴 및 면역반응 평가(53,820) (47,477,65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15-000/[EZ]C3dg단백질의 피부 각질세포에서의 기능 연구: OMICS기반 연구377,4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14-000/[EZ]단일 세포 전사체 기반 시스템 수준의 종양 내 이질성 및 미세환경 특성 연구(32,870) (32,8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12-000/[EZ]전기선 폭발법으로 제조된 구리 나노 분말의 분산제에 의한 공정 최적화 및 유기물 첨가에 의한 산화 개선에 관한 연구(16,310) (697,45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11-000/[EZ]전자패키지 Interconnection Materials 용 금속기반 Nanocomposite 개발과 저온 IPL 에너지의 전자패키징기술 적용 연구(18,420) (62,64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10-000/[EZ]C1 화합물 전환반응을 위한 나노프레임웍 기반 메조포러스 촉매 소재 개발43,191,37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09-000/[EZ]계산과학 기반 융복합 Energy Harvester 디자인 및 구현493,770 (1,171,5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07-000/[HK+/2유형]열린 동아시아, 인문한국의 비전 6,897,039 (77,152,06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06-000/[EZ]점탄성 유동에서 melt fracture의 모델링 및 비선형 동역학적 해석657,648 (35,627,0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05-000/[EZ]밀도와 간격이 제어된 펩타이드 결정핵을 함유하는 디자이너 생물분자주형을 이용한 가시광 감응형 금속산화물나노복합(MONC) 광촉매 생광물화 및 소재 특성 제어27,876,530 (86,89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04-000/[EZ]멀티스케일 고분자 구조체 기반 다기능성 멤브레인 기술 개발20,400,272 (322,73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03-000/[EZ]고 이온전도성 및 저 바나듐 이온 투과성을 지닌 폴리(아릴렌 에테르 케톤) 기반의 VRFB용 음 이온교환 막16,550,222 (2,195,08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02-000/[EZ]Dielectric passive의 3D-프린팅 패턴화를 통한 Electroadhesion 연구3,515,400 (148,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01-000/[EZ]레이트스테이지 약물 최적화 연구실 4,247,100 (11,15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100-000/[EZ]면역바이오공학기반 아주번트 의약소재를 활용한 면역세포 맞춤형 활성화 기술 개발14,732,172 (1,189,3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99-000/[EZ]계면 제어 기술을 이용한 탄화규소 기반 세라믹스의 제조 및 접합 연구9,104,760 (109,9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98-002/[운영비]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공동기기원)- (32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97-000/[EZ]차세대 플렉서블 리튬이차전지용 3차원 나노탄소기반 코어-셀 나노복합 음극개발2,367,150 (7,941,96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96-000/[EZ]금속 할라이드 전자소재 및 다기능성 ReRAM 소자 개발 연구851,30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95-000/[EZ]바이오센서, 항암제, 촉매반응에 활용가능한 그래핀-DNA-금속나노입자(금,은,플레티늄,팔라듐) 복합체 물질의 무용매, 원 포트 메카노케이칼 합성4,014,6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94-000/[EZ]키랄 유기 분자소재 연구실 9,983,777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93-000/[EZ]차세대 키랄 유기촉매 반응의 개발 21,359,490 (2,375,6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92-000/[EZ]주사형 하이드로젤을 이용한 장기 서방형 단백질 전달체(18,860) (2,87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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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91-000/[EZ]진단/치료용 고분자소재 연구센터 32,768,838 (98,920,51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89-000/[EZ]2차원 이종나노시트 기반 초고용량 하이브리드 슈퍼커패시터 개발531,07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88-000/[EZ]종양살상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암 치료용 서방성 전달체964,940 (581,82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87-000/[EZ]DEHP(가소제)의 독성 배제 가능형 혈액백에 적용되는 무독성 및 혈액친화성677,002 (188,84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85-000/[EZ]주사 가능 자극 감응성 하이브리드 하이드로젤을 이용한 장기 서방형 인간성장 호르몬 전달체 개발 연구964,810 (907,85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84-000/[EZ]유해 화학물질 선택적 감응형 변색 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4,357,77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83-000/[EZ]규칙적인 메조세공 촉매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유래 중간체의 고부가화 기술 개발(20,750) (49,53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82-000/[EZ]합성가스로부터 석유화학 원료의 직접 합성을 위한 이원 활성점 촉매 반응시스템 개발1,269,280 (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81-000/[EZ]암세포 특이적 Micro RNA 네트워크 인지 가능한 인공 세포소기관 제작 및 인위적 세포사멸 기전 유도 연구486,53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80-000/[EZ]피에조 구동기로 작동되는 고성능 마이크로 펌프 개발2,167,950 (6,706,80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78-000/[EZ]기계학습을 이용한 방사선치료 오류 예측 기술 개발(66,180) (1,467,92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77-000/[EZ]인지부하와 청취노력에 대한 중개연구와 객관적인 임상검사법 개발212,550 (3,718,13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73-000/[EZ]대면적 성장한 고결정성 MoSe2 박막을 이용한 유연 센서 시스템의 연구개발1,372,370 (120,8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71-000/[EZ]흑질 특이 K-ZNF 전사 인자 제어를 통한 도파민 신경세포 생존능 증강 리프로그래밍 기술 개발39,376,837 (1,844,20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70-000/[EZ]Ssu72 의존적 역분화에 의한 암 발생 및 종양면역 제어기술 연구5,380,670 (76,608,26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69-000/[EZ]중뇌 도파민 페이스메이커뉴런의 내재성 및 유도성 발화기전 연구26,996,250 (40,520,77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68-000/[EZ]방사선 유래 치매에서 혈관내피세포의 역할3,503,662 (71,3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67-000/[EZ]단백질 메틸화를 통한 이온채널 및 뇌신경기능 제어 연구(36,630) (1,232,94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66-000/[EZ]세포증식인자 Ebp1에 의한 뇌발생과 뇌손상/회복 조절기전 연구28,139,384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65-000/[EZ]자성나노유체의 열자기대류 특성을 활용한 소형 방열 시스템 개발(20,400) (6,849,7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64-000/[EZ]초파리 광회피 행동반응의 분자/세포적 기전 및 응용 연구14,394,565 (17,468,27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60-000/[EZ]도심형 소형 스마트팜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탄산시비 시스템 및 에너지 절약형 환수 시스템 개발542,854 (21,3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59-000/[EZ]비선형 광학효과 증대를 통한 고효율 집적형 파장변환 나노 광소자의 개발8,059,973 (7,335,68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57-000/[EZ]전자와 격자진동간의 상호작용 및 에너지 변환제어율 (빛⇄열⇄전기) 제어6,231,675 (776,42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55-000/[EZ]황색포도상구균의 병독성 조절 신호전달 시스템의 신규 분자 메커니즘 규명에 관한 연구205,090 (3,350,7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54-000/[EZ]독성과 항생제 내성 모두를 조절하는 새로운 전사 인자의 역할과 조절 기작의 규명(27,320) (9,432,8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53-000/[EZ]생물정보학, 구조유전체학, 기능유전체학이 결합된 다차원 유전체학적 연구를 통한 요로감염균의 신규 독성인자 규명(25,870) (5,918,2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52-000/[EZ]폐 질환연구를 위한 마우스 폐 3D organoid 배양 시스템 구축663,772 (21,8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51-000/[EZ]종양의 진행과정에서 혈관 내피세포 유래 Thrombospondin-1 (TSP-1) 의 역할 및 그 분자기전 규명 연구3,170,208 (25,0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48-000/[EZ]비만 및 대사질환에서 Abeta의 기능 연구 227,660 (2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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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47-000/[EZ]이차원 물질의 계면 자기 치유 특성 연구 및 복합재료 응용16,993,150 (3,509,84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46-000/[EZ]사람 성체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한 척수 신경 및 혈관세포 재생기전 연구(22,610) (8,354,96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45-000/[EZ]아르기닌 메틸화 효소의 활성 조절을 통한 근 위축증 제어 연구15,313,49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44-000/[EZ]아르기닌 메틸화 조절 기전 기반 심부전 제어 연구14,343,84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43-000/[EZ]염증체 활성화에서 Mitochondrial Ubiquitin E3 ligase (MUL1)의 생리적 역할 규명14,560,308 (4,228,4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42-000/[EZ]중뇌 도파민뉴런에서의 시냅스가소성 기전과 역할 연구107,280 (4,819,58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41-000/[EZ]Mitochondrial ubiquitin E3 ligase (MUL1)에 의해 조절되는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단백의 동정과 미토콘드리아 기능변화 조사1,146,633 (21,716,86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40-000/[EZ]항생제 내성균 내 플라스미드에 존재하는 파지의 기능 연구99,060 (18,716,75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39-000/[EZ]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유도되는 단백질 응집체 형성에 대한 p62 단백질 내 산화 민감성 cysteine 잔기의 역할673,050 (4,896,31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38-000/[EZ][이공/전략과제]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대학 수학 교과목 개발20,500 (4,021,8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37-000/[EZ][이공/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명성(reputation)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21,351,590 (5,709,80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36-000/[EZ][이공/중견]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범죄: 사회적 학습 이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소비자 행동1,145,350 (420,97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35-000/[EZ][이공/중견]감정이 문제해결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뉴로사이언스 방법을 중심으로30,818,29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34-000/[EZ]전기화학적 산화/환원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갖는 산화니켈 박막제작 및 내구성 향상 원인 규명 연구173,045 (1,348,7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33-002/[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바이오의약 트랙 - (3,031,61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33-001/[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초미세소자생산장비 트랙 - (34,051,21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32-000/[EZ]자연모사 인공포린 기반 약물전달 시스템 및 바이오전자 시냅스6,194,088 (924,31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30-000/[EZ]강유전체 분극 도핑기술을 이용한 이차원 소재 p-n 균질접합 구현115,660 (3,983,67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28-000/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2차년도)(5,602,157) (72,725,07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27-000/[EZ][이공/신진]고차원 시계열 모형 및 응용 738,468 (1,272,25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26-000/[EZ][이공/신진]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사용자경험 분석을 위한 자기 정보화 네트워크 모델의 개발6,550,230 (1,775,47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25-000/[EZ]대사공학을 위한 시아노박테리아 일주기리듬의 공명화 연구3,893,640 (33,8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24-000/[EZ]Ceramic nanoparticles and plastic deformation for optimizing properties of magnesium alloys(11,590) (2,524,34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23-000/[EZ][이공/신진]공학전공자의 진로선택 과정 탐색 및 진로역량강화 모델 개발 : 새로운 과학기술과 양성평등한 공학교육(59,820) (8,850,5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22-000/[EZ]비만과 대사 질환에서 PI3K alpha의 역할과 기전 연구6,783,160 (28,08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21-000/[EZ]케이블 교량 및 PSC 교량의 장력/긴장력 관리를 위한 저전력 EM 센싱 기반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53,430 (64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20-000/[EZ][이공/생애첫연구사업]플래그 다양체 상의 사교기하학(14,190) (10,671,15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19-000/[EZ][이공/생애첫연구사업]코호몰로지 이론을 이용한 보형 형식의 구조와 산술에 관한 연구29,000 (20,967,94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18-000/[EZ][이공/생애첫연구사업]기준점을 바탕으로 무의식적 개입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발전 방향 제시2,989,860 (1,910,1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17-000/[EZ][이공/생애첫연구사업]공간분석을 이용한 이주민과 근린변화에 관한 연구46,610 (1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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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16-000/[EZ][이공/생애첫연구사업]대규모 복잡 물리 시스템 관리를 위한 통계적 방법론 연구33,570 (1,361,82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15-000/[EZ][이공/중견]뇌생체정보기반 사용자 감성 신원 인식과 감성 정보코드 생성: 인간친화 공감형 인공지능 휴먼 케어 서비스 응용2,324,110 (14,155,36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12-000/[EZ]비만에 의한 멜라노사이트 생리활성 변화에 대한 연구5,115,960 (5,803,39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11-000/[EZ]골 대사 촉진과 지방 분화 억제의 효능을 갖는 천연물에서 유래된 신규화합물의 작용기전 연구2,419,835 (1,339,33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10-000/[AROMI]국내 지형 및 과수농가에 최적화된 자두곰보바이러스 예찰 및 방제 매뉴얼 작성333,583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09-000/[EZ][이공/기본]머신러닝 기반 영화흥행예측 시스템과 온톨로지 기반15,509,000 (19,455,7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08-000/[EZ][이공/기본]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융합형 사용자경험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24,840) (4,729,00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8-0003-000/[EZ]능동형 물성 제어를 이용한 고품위 복합금속산화물 광전극층 성막 및 자발구동형 전기화학셀 제작20,279,397 (8,684,88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806-000/경상도 대구부 호적대장 전산화 사업(3단계) 15,229,152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804-000/지능형 라이브 서비스를 위한 게임 운영 시나리오 최적화 플랫폼 기술 개발6 (81,07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803-001/[IITP-EZ]초연결 IoT 노드의 군집 지능화를 통한 edge computing 핵심 기술 연구(82,500) (112,65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800-000/[AROMI]항바이러스 단백질을 생산하는 락토바실러스 발현 시스템 개량 및 안정성 평가5,436,763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97-000/모유올리고당 푸코실락토스 생산 균주 개발 - (8,536,0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96-000/[퇴직금]실전문제 해결형 S-Hero 공학인재 양성 사업단(2,366,4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95-001/[주관-성균관대]스마트 도시공간 및 시설물 통합운영관리 모델 개발11,651,320 (77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89-001/[EZ]결정화학엔지니어링 기반 분자운동성 이온결정 소재 개발84,453,384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80-001/[1-1협동:성균관대]정삼투-역삼투 메카니즘 규명 및 수질제어 운영엔지니어링 고도화기술60,923,525 (30,4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75-000/[EZ-IITP]스마트 디바이스용 지능형 반도체 공통 플랫폼 기술 개발(4,576) (340,10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73-000/욕실,주방의 습기 및 냄새 확산방지 능동형 배기시스템 개발23,278,822 (15,66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72-000/개폐상태를 고려한 친환경설계기술 개발 924,509 (51,5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69-000/[EZ]윤충류 2종의 최적 대량배양을 위한 분자기작 비교 연구(143,288) (2,161,89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65-000/실시간 변이 모델(RTTM)을 이용한 동토 자원이송망 원격 진단 기술 개발4 (5,6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58-000/[RCMS]클린룸의 인체 유해성 물질 관리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1,000,000 1,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57-003/[EZ]차원 제어된 기능성 전자화물의 특성 평가 기술 개발9,897,100 (464,2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57-002/[EZ]전자화물 안정화 및 기능특성 극대화를 위한 소재 인자 제어능 한계 극복 공정 기술 개발46,664,968 (175,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46-000/[EZ-IITP]차세대 신기능 스마트디바이스 플랫폼을 위한 대면적 이차원소재 및 소자 원천기술 개발810,360 (129,32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42-000/[EZ]우주선 공동연구 센터의 설립과 초고에너지 우주선 연구(137,461) (34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41-000/[IITP-EZ]산업분석정보 적시 제공을 위한 정형·비정형 빅데이터 융합 기반 산업 평가분석 SW개발4,858,751 (54,2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40-000/[IITP-EZ]지능형 IoT 장치용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131,940) (1,504,74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39-000/[IITP-EZ](SW 스타랩)비휘발성 메모리 기반 개방형 고성능 DBMS 개발(124,050) (76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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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38-000/[IITP-EZ](SW 스타랩)중대형 디스플레이 기반 동시 다중 사용자 지원 UX 플랫폼 SW 개발(5) (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36-000/[EZ]크리프 단속 시험법을 적용한 차세대 크리프-피로 손상 평가기술 개발57,712,655 (21,680,0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35-001/[EZ][1세부]JSNS2 실험을 이용한 비활성 중성미자 탐색154,470 (69,901,21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34-008/[8세부][EZ]중이온 핵반응을 이용한 핵자료 연구 및 총괄 관리20,515,428 (21,6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34-004/[4세부][EZ]방사성 핵종 22Mg α-cluster 구조 연구3,153,48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33-000/[EZ]의료용 다공성 나노 입자 소재 은행 (377,490) (15,968,94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31-000/[EZ]합성가스로부터 DME/MA를 경유한 에탄올 및 초산제조용 촉매공정 개발2,399,75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30-000/와전류 결함탐상 모델링 및 기법 개발 - (1,207,6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22-000/[EZ]FcRn 기반 개인 맞춤형 차세대 ADC 항암파이프라인 개발45,500,600 (190,152,77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18-000/[IITP-EZ]SW중심대학(성균관대) (80,223) (39,65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17-000/양자중력 구축을 향한 열역학, 휘어진 공간의 양자장론, 중력대응- (3,728,24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09-001/[신한RND]삼중음성유방암 특이적 혈중분비 바이오마커 및 암전이 단백질로서 BAG2 및 A20 단백질의 기능 규명 및 응용23,978,238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08-000/[EZ]지진하중 하 OPR-1000 원전 냉각재 계통에 대한 대규모 해석 및 인공지능 기반 건전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97,080) (8,901,06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05-000/[신한RND]암 생존자 맞춤형 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55,210) (55,40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703-000/[위드키디]수지상세포를 이용한 B형간염 면역치료제 개발 및 효능 시험25,812,31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696-001/[주관-성균관대]스마트워터그리드 기반 수운영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현장 맞춤형 패키지 기술 개발- (568,8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695-000/고결정성 MoSe2의 대량합성 기술개발을 통한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소재 및 윤활유 첨가제의 응용- (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677-000/2018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 (1,314,901) (1,314,90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673-000/[위드키디][질환극복]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유발인자 AR-V7의 전사활성 조절기전 규명 및 활성 억제제 개발(50) (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668-001/[위드키디][질환극복-1세부]줄기세포 유래 세포외 소포의 뇌졸중 치료 효능 연구(7,869) (131,78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665-000/[위드키디]심장 리모델링 신호전달 기반 심방세동의 분자타겟 개발(10,410) (479,3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664-000/[위드키디]신규발굴한 PI3K/Akt 신호전달계 조절인자 기반 뇌발달장애 제어기전 연구8,613,413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663-000/[EZ]응용대수 및 최적화 연구센터 13,034,142 (304,496,09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661-000/비전통원료로부터 연료 및 고부가 화학소재제조를 위한 초임계·촉매 융합공정 개발- (3,599,87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660-001/[주관-성균관대]자가복원력을 가진 고효율 저비용 내진보강시스템 개발25,929,520 (62,9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653-000/융합나노전사조절체를 이용한 세포 분화법 개발 - (4,274,63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651-002/[IITP-EZ](타기관)라이프 컴패니온쉽 경험을 위한 지능형 인터랙션 융합 연구(70,066) (70,06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651-001/[IITP-EZ](본교 1세부)라이프 컴패니온쉽 경험을 위한 지능형 인터렉션 융합 연구1,320,691 (60,308,30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648-001/[위드키디]줄기세포 미세환경 조절이 가능한 창상 치료용 생체모사 기반 고점착 패치 개발818,514 (78,02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647-000/[RCMS]Stainless steel 봉지 roll-to-roll OLED 조명 생산기술 개발5,000,000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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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638-000/[EZ]DSCR1 신호전달 제어를 통한 당뇨병 신약 표적 발굴 및 검증66,647,151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624-000/DRONE과 SOFTWARE PROGRAM을 이용한 3D mapping 작업과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구축- (2,791,67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623-000/지중해 지역 발생 제미니바이러스의 종자전염을 통한 확산 가능성 확인(6,570) (209,2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620-000/예측가능한 실시간 시스템을 위한 비선점형 설계 (2,515) (2,5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599-001/[주관-성균관대]가상/증강현실 기반 공동주택 건설관리 선진화 기술 개발 기획(7,030) (21,6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598-000/[EZ]전산재료학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센터 1,160,2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585-000/[EZ]생체신호 진단용 인공피부센서 개발 98,300 (29,9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583-000/[EZ]적층된 이차원 물질의 이방성 전자전도 양자 현상 규명 및 전자 소자 응용4,889,23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582-000/[RCMS]유전체-임상 정보 기반의 맞춤의료 산업화 모델 개발7,000,000 7,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580-000/[RCMS]100MW급 이상의 n형 이종접합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핵심 공정장비 기술개발1,000,000 1,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577-000/[EZ]3차원 배양 및 분화기술을 이용한 두경부암 치료 저항성 연관 표적 발굴(28,510) (1,828,5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542-000/벤조다이아제핀 장기사용과 치매 발생간의 관련성 파악을 위한 약물역학연구(164,965) (3,987,62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532-000/개별 분산공조시스템의 건물의 관리 및 에너지 절감 제어알고리즘 개발18,585,401 (147,1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523-000/층상 압전 반도체 소재기반 고효율 압전 에너지 하베스터 개발 연구190,58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519-000/[EZ]초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위한 고효율 고신뢰 운영체제 기술 개발31,534,84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515-000/[EZ]흑질 특이 K-ZNF 전사 인자 제어를 통한 도파민 신경세포 생존능 증강 리프로그래밍 기술 개발(7,480) (9,014,5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514-000/[EZ]크리프 단속 시험법을 적용한 차세대 크리프-피로 손상 평가기술 개발(39,990) (39,9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506-000/차세대 저전력 Always-On 이미지센서의 개발 - (9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492-000/Multiplex IHC 이미지 분석방법 구축 및 데이터 관리(8,590) (8,5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491-000/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위한 20%이상 신축성을 갖는 백플레인, 발광화소용 유기전자소재 개발4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488-000/천연 산화방지제 cocktail 활용 올레오젤 함유 식품의 물리화학적 안정성 특성 개선20,607,960 (8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459-000/[EZ]피부영상의 시/청/촉각 변환 기반의 심혈관 건강 및 운동능력 향상 기술 개발7,497,70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438-000/인간화마우스 제작 및 이식세포 면역원성 검증기술 구축(25,530) (26,0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437-000/[일반공동]패션이미지의 시각과 촉각 햅틱 커뮤니케이션23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428-000/[일반공동]신자유주의 시대에서 공공성 담론 톺아보기: 제자백가(諸子百家)사상의 인간관(人間觀)과 공사관(公私觀)을 중심으로(21,940) (10,535,2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410-000/혈액뇌장벽을 투과하는 표적지향성 리간드를 이용한 뇌종양 치료제 개발4,629,1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400-000/[EZ]분산전원이 연계된 배전계통의 영향 분석 및 보호 알고리즘 개발39,465,832 (8,669,30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98-000/고 연마율/ 선택비용 세리아 슬러리 기술개발 - (9,544,1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90-000/[대응자금]2017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32,154,878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81-000/[EZ]계층형 Mobile P2P 네트워크를 이용한 개인용 무선랜 자동접속 시스템 개발 및 응용(22,230) (6,3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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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75-000/[EZ]사물인터넷 기반의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연구(16,070) (1,400,74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74-000/[EZ]3D 프린터기반 스마트팩토리 최적 스케줄링 및 이상상황 대응 사전 리스케줄링 알고리즘 개발(25,720) (2,965,37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73-000/[EZ]영상-문서 통합분석을 통한 혁신경로 예측기법 개발(16,490) (16,4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72-000/[EZ]불균형 데이터 분류를 위한 parameter-free 분류 기법의 개발(25,640) (6,036,35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71-000/[EZ]A형 손잡이 수공구들의 평가를 위한 측정 시스템 개발 및 연구(20,100) (2,006,03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70-000/[EZ]변방에서 중심으로:P2M Innovation에 관한 연구(16,890) (222,50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68-000/[EZ]스마트공장 환경에서 실시간 프로세스 마이닝을 위한 사이버-물리 시스템 개발(17,850) (413,67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62-000/[EZ]생의학 영상 시스템을 위한 시분해 픽셀 CMOS 이미지 센서 연구(21,620) (1,518,33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59-000/[EZ]거대 소셜 네트워크의 클러스터링 구조를 활용한 정보 전파 매커니즘 모델링7,069,6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58-000/[EZ]정보검색기반 결함추적 효율화를 위한 버그리포트 자동재구성 기술2,178,93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57-000/[2차년도][EZ]실시간 방사선 조사 연구를 위한 마이크로/나노스케일 3차원 입체구조 리액터 구현3,293,364 (3,353,1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49-000/[EZ]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분산 시뮬레이션 환경7,140,14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48-000/[EZ]사물인터넷 환경을 위한 저전력 고성능 3차원 적층 메모리 시스템의 안정적 동작 연구19,539,34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45-000/[EZ]이음새 없는 모바일-클라우드 컴퓨테이션 오프로딩 기술 연구8,464,02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44-000/[EZ]금속-리간드 상호작용을 이용한 자가-수리 광활성 고분자 하이브리드 시스템 연구14,928,01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43-000/[EZ]IoT 기반 데이터센터의 실시간 CPS 동작을 위한 신뢰성 인지형 관리 기술 연구(679) (67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37-000/[EZ]곡선구간을 주행하는 자기부상열차- 교량-바람 시스템의 동적상호작용 해석(3,470) (38,041,26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34-000/[EZ]대각철근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최적설계기법 개발 - (1,090,81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32-000/[EZ]효율적 붕괴해석 및 심층신경망 기반 구조물 손상평가/보강 기법의 개발4,380 (119,89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31-000/[EZ]ACR 기반의 플랜트 시공/유지관리를 위한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시스템 개발(22,610) (22,6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25-000/[EZ]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이동성과 트래픽 특성을 고려한 통합 자원관리 기술(19,030) (19,0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18-000/[EZ]2차원 나노소재 기반 고효율 에너지 하베스터 개발(15,000) (1,473,72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16-000/[EZ]초음파 Cavitation 생성에 의한 고온 액체내 용해가스 제거 Mechanism 규명 및 Modeling에 관한 연구(18,860) (11,425,95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14-000/[EZ]Organic 유전체층과 Unique 제조기술이 적용된 수평 Array 일체형 구조를 갖는 고체 커패시터의 제작 및 전기적 특성 연구366,45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10-000/[EZ]3D 잉크젯 프린팅에 의한 플렉시블 무유기 하이브리드 소재 및 소자 기초 연구(19,530) (8,569,7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07-000/[EZ]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나노파티클 생성 및 개질(17,800) (26,8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01-000/[EZ]칩상 도파관 구조를 이용한 저손실 테라헤르츠 집적회로3,8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300-000/[EZ]양자 터널링층 및 탄소점을 이용한 이차원물질 기반 소자의 오믹 접촉저항 향상 연구1,829,96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97-000/[EZ]광소결을 이용한 저가형 Cu2ZnSnS4 유연 박막 태양전지 저온 제조기술 개발602,438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92-000/[EZ]위성항법 기반 초정밀 해상 측위를 위한 고효율 복합 이진 옵셋 반송파 신호추적기술7,47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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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91-001/[EZ][1세부-성균관대]인공지능 기반 재활 빅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 치료 프로토콜 추천기 개발14,207,43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80-000/[EZ]신축성 유기발광 다이오드 개발 (291,722) (291,72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79-000/[EZ]금-전이금속 복합체 나노입자를 이용한 인간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ex vivo 혈관 생성 능력 조절을 통한 허혈성 질환 및 항암 치료법 개발(3,600) (1,872,78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78-000/[EZ]육안으로 검지가 가능한 무채색에서 유채색으로 변하는 나노입자 기반 색변환 센서 개발(11,910) (152,00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77-000/[EZ]TEM과 APT를 활용한 저차원 구조의 비평형 확산 거동 정량화 연구18,261,360 (3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75-000/[EZ]폐렴구균 패혈증-밴코아미신 내성 축에 대한 연구1,751,757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73-000/[EZ]자가포식 (Autophagy) 조절인자의 췌장 베타세포 보호 및 항당뇨병 효능 규명(20,220) (2,076,2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52-000/[EZ]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한 환자유래 전이암 특이 개인 맞춤형 표적 항암치료제 개발- (17,458,88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38-000/[EZ]GAS7 발현저하를 통한 Cancer associated fibroblast의 과도한 비정상 활성화 기전 규명과 이를 이용한 새로운 항암치료 방법 모색14,189,460 139,79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37-000/[EZ]CT 영상을 이용한 치료 후 간암의 잔류종양 진단 및 검출 시스템 개발322,91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32-000/[EZ]담도암에서 개인맞춤표적치료를 위한 유전체학적 기반구축(30,420) (30,967,31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31-000/[EZ]폐쇄를 동반한 식도암 치료를 위한 마이크로니들 시스템 기반의 서방형 항암제 국소주입법의 개발(14,650) (1,135,98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30-000/[EZ]폐암의 조기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자기공명영상의 정량화 기술 및 영상 바이오마커 개발1,750,82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27-000/[EZ]국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측정불가시간 비뚤림 국제 표준 솔루션 개발6,433,09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26-000/[EZ]GPCR의 C-말단 연구를 통한 신호전달 선택성의 규명15,440,557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21-000/[EZ]5차원 등각 중력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연구 (22,500) (1,037,76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20-000/[EZ]자성이 공존하는 초전도 물질들에 대한 초전도임계 상 도표 및 이들의 임계특성 향상 연구2,996,49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17-000/[EZ]우주 배경 중력파에 의한 초기 우주의 탐구1,090,16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15-000/[EZ]위치 민감형 이온화 상자를 이용한 핵천체물리 연구11,809,14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14-000/[EZ]목모듈러형식의 산술성과 그 응용 2,870,02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11-000/[EZ]공개키 암호프리미티브에서 나타나는 다항식관련 알고리즘 연구11,330,67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05-000/[EZ]불변론과 그의 응용 4,294,16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04-000/[EZ]중간에너지 중성자에 의한 핵분열 단면적과 핵분열 각도 분포 측정을 통한 핵분열 동역학 연구6,942,297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202-000/[EZ]논리연산기반 DNA 구조 및 패턴 형성 연구 55,69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198-000/[EZ]가스터빈용 Ni기 초내열 Singel Crystal 부품의 내구수명 예측기술 개발(18,690) (141,3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190-000/[EZ][이공/신진]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심볼릭 데이터 방법 연구5,650,68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189-000/[EZ]2차원 전이금속 칼코겐화합물 트랜지스터의 수직형 다중 채널 제어 및 응용(19,240) (370,79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183-000/[EZ]중적외선 레이저 조사를 통한 고감도 hybrid 2차원 나노 소자 개발(13,230) (48,0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182-000/[EZ]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용 SnO2 음극소재를 위한 부분 산화반응 제어에 따른 복합산화물 및 전극구조 디자인과 그의 반응기구에 대한 연구(17,830) (833,51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176-000/[EZ]단백질 아르기닌 메틸화 효소에 의한 지방세포 분화의 분자적 조절 기전 연구2,27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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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174-000/[EZ]인체 POLH의 유전적 변이가 발암원에 대한 개인적 돌연변이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1,111,75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171-000/[EZ]친핵체 반응성 화합물 수용체 및 수용 기전 연구724,55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170-000/[EZ]산화 스트레스 환경에서 간흡충 생식 기능 보호에 관여하는 omega-type glutathione transferase의 새로운 세포 생물학적 기능6,378,220 (2,091,69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161-000/[EZ]자가발광하는 빛-열 연쇄반응으로 구동하는 새로운 나노복합신약 디자인 제작 및 이의 전립선암 치료 연구(709) (70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157-000/[EZ][이공/기본]경시적 자료분석을 위한 고차원 공분산행렬의 모형화2,423,01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154-000/[EZ]목질계 바이오매스로터 수소를 이용하지 않고 초임계유체 내 다중기능을 갖는 촉매를 활용한 one-pot 고부가 화학소재 제조1,185,77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151-000/[EZ]암세포에서 탈유비퀴틴 효소활성 조절 화합물의 효능 연구(15,720) (15,7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145-000/[EZ]생체 내 calcineurin 저해단백질 Down syndrome critical region 1 (DSCR1)의 새로운 혈관신생 조절기능 규명 및 혈관신생 저해제 후보로서의 응용가능성 연구(14,810) (18,06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144-000/[EZ]LKB1에 비의존적인 표적치료제에 의한 폐암의 성장 제어 기전 연구(16,390) (19,89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143-000/[EZ]심방근 T-세관의 발달도와 리모델링이 심방부정맥 발병에 미치는 영향(22,190) (31,352,1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142-000/[EZ]호중구 아형 연구를 통한 패혈증 진단 및 치료기술2,7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141-000/[EZ]디스플레이 표면의 촉각 감성 해석 및 입력 필기감 모사를 위한 정량적 평가 모델 개발(9,350) (521,2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138-001/[피토스]크림제형에서 안정한 고형지질나노입자를 이용한 SR크림제품의 개량- (5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137-000/[EZ]소형유로 내부 환상유동의 액막 파형에 관한 연구1,769,250 (820,56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135-000/[EZ]무전극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를 이용한 기상, 액상, 고상 탄화수소의 건식 및 습식 개질에 관한 연구6,674,15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133-000/[EZ]초고온 부품용 보호코팅의 극한가동환경 대응 설계기술 개발(18,347) (18,34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122-001/[EZ][1세부-성균관대]생체모사 근육형 구동기 기술 개발17,755,771 (8,158,72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2113-000/[IITP-EZ](안정성 연구 2세부)운영체제 안전성 연구9,123,36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924-000/[EZ]자가구성 기반 자율 기계학습 프레임워크 기초 원천 기술 개발64,339,607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921-000/[Cleco-CMS]F-gas 분해용 고효율 마일드연소-촉매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6,11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918-001/[EZ]글로벌 감염성 해양바이러스의 현장 적용형 검출 기술 개발392,92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914-001/[엘엠에스]사파이어 기판용 1-Step CMP를 위한 지르코니아 기반 연마슬러리 개발- (55,9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909-002/[EZ]지능형 CPS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용을 위한 플랫폼 개발4,064,32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908-001/[EZ]항독성제 개발을 위한 마스터-독성인자발현신호 발굴 및 표적 검증7,208,84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907-000/모바일 부품의 수평냉각을 통한 에너지 저감 기술 개발(6,582) (230,82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900-000/[EZ-IITP]자율지능 동반자를 위한 적응형 기계학습기술 연구개발21,835,863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889-001/[EZ]무표지검출시스템 개발을 통한 단백질 인산화 조절 전통천연물의 표적검증21,507,258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875-000/[EZ]광폭 X-선 선량의 실시간·국소부위 정밀 측정용 섬광 검출기 개발36,875,85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865-000/저온 공정용 고밀도 다중 플라즈마 원 및 공정 기술 개발(4,827) (4,82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802-000/[정신건강]성폭력 피해자 현황과 성폭력 피해특성 연구(16,880) (16,994) 

- 228 -



당기현금수령액 비     고과   목 교부처 내역 금액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791-001/[세부주관-성대]Direct Self Assembly를 이용한 재료연구 및 반도체 patterning 응용 기술(11,950) (24,60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784-000/[퇴직금/복지부]심리부검체계구축사업 13,38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772-000/[EZ]양자물질 초전도연구 13,570,36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764-000/[EZ]천리안/Metop-A 위성자료를 이용한 황사 발생 예측 정확도 개선 연구(531,08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763-000/가스터빈 부품에 적용되는 열차폐코팅의 수명 개선 연구- (37,32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702-000/[EZ]GPCR 신호전달 선택성 기전의 구조적 연구 5,439,622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697-000/[EZ]전기 나노바이오센서 모듈 개발 49,312,12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654-001/[Cleco-CMS][주관-성균관대]유지관리 고도화를 위한 막기반 융.복합 기술1,144,017 1,205,85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642-001/[서울정광]적외선 센서의 Wafer Levbel Package용 광학필터 소자 개발 및 양산화- (8,862,38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641-000/[EZ]TP53 돌연변이 관련 난소암 치료 타겟 발굴 - (37,5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635-001/[협동-성균관대]CIP-SCW 복합 연직 지지벽체의 대심도 굴착 현장 적용을 위한 AI 기반의 핵심 설계 요소기술개발9,695,74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634-000/[EZ]당뇨병성신경병증 치료를 위한 환자맞춤형 슈반세포치료제 개발2,215,84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603-002/[본교]온라인 교육의 활성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전문 1인 미디어 콘텐츠 인큐베이팅 시스(1,960) (1,32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603-001/[포인블랙]온라인 교육의 활성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전문 1인 미디어 콘텐츠 인큐베이팅 시스6 (1,290,29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599-000/Mechanical-Hydraulic Coupling이 고려된 BIM 기반하의 안정성 자동화 해석 기술22,766,534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598-001/[EZ]의미 분석을 통한 연구내용 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17,420,39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593-002/[본교]스마트폰과 연동 가능한 과일산 함량 측정용 간편키트 개발(19,588) (19,58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593-001/[해아림]스마트폰과 연동 가능한 과일산 함량 측정용 간편키트 개발- (3,86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574-000/[IITP-EZ]oneM2M Conformance 테스트 툴 및 QoS 기술 개발(15,1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572-000/[KAIST/이현근]세포내 상전이 현상에서 상호작용과 기하적 특성의 역할24,205,000 24,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544-002/[본교]Neutral 입자 에너지를 이용한 저온 Nano Crystalline Si 증착(1,660) (390,9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544-001/[쌤빛]Neutral 입자 에너지를 이용한 저온 Nano Crystalline Si 증착8 (362,44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529-000/외수위 변화를 고려한 침수예측 기술개발 11,955,92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506-000/[EZ]Kontorovich-Lebedev 변환 기반의 3차원 도체 웨지 전자파 산란 이론 개발2,214,29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505-001/[아르케]고효율 박막 태양전지 제작용 다결정 탄화규소 성장기술 개발27 (2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501-002/[본교]활성화된 재조합 프로티나아제 K 효소 생산공정 구축1,947,61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501-001/[진올바이오]활성화된 재조합 프로티나아제 K 효소 생산공정 구축- (3,428,3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99-002/[본교]엔터프라이즈 SSD 개발 1,700,000 (1,364,59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99-001/[엣센클라우드]엔터프라이즈 SSD 개발 4 (43,089,51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85-000/[EZ]계층적 자기조립 방법을 이용한 펩타이드-기반 힘줄 모방 소재 개발220,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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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79-000/[EZ]재조합 시아노박테리아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아세톤 전환 기술개발(56,400) (2,976,2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77-000/[EZ]M1/M2 대식세포의 활성조절을 표적으로 하는 방사선의 항암효과 평가326,661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76-000/[EZ-IITP]이종 다수의 개인화 제품 제조를 위한 동적 계획 및 제조 실행 기술 개발1,038 (10,918,79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66-000/[RCMS]청정연료 Test Bed 구축 및 활용사업 (1,000,000) (1,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9-025/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아이템사업화2017)-이준상 (7) (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9-024/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아이템사업화2017)-이민정 (4) (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9-023/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아이템사업화2017)-박민영 (2) (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9-022/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아이템사업화2017)-최희수 (5) (65,65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9-021/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아이템사업화2017)-최현철 (2) (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9-020/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아이템사업화2017)-최재균 (7) (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9-018/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아이템사업화2017)-이종현 (8) (1,20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9-017/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아이템사업화2017)-오유라 - (56,9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9-016/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아이템사업화2017)-박영봉 (1) (5,400,00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9-015/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아이템사업화2017)-최재영 - (76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9-014/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아이템사업화2017)-조한민 (3) (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9-013/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아이템사업화2017)-조춘자 (3) (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9-012/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아이템사업화2017)-조길완 (9) (9,4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9-011/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아이템사업화2017)-이주원 (4) (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9-009/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아이템사업화2017)-이상혁 (5) (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9-008/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아이템사업화2017)-이도준 (8) (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9-007/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아이템사업화2017)-유재용 (4) (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9-006/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아이템사업화2017)-박혜준 (5) (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9-005/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아이템사업화2017)-박재우 - (22,1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9-004/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아이템사업화2017)-김형래 (7) (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9-003/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아이템사업화2017)-김재순 (4) (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9-002/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아이템사업화2017)-김자영 - (24,02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9-001/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아이템사업화2017)-김용원 (9) (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4-000/「숙향전.숙영낭자전」 번역 12,522,99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32-000/[EZ]Pan-cancer에서  DNA double strand breaks를 이용한 ALK fusion partner 유전자의 발굴- (18,500,01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414-000/LNG 플랜트 기화열을 활용한 냉동해수담수화 공정 연구1,22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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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399-000/[EZ]드론영상을 이용한 하천환경 정보의 수집 및 자료화(11,660) (56,50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380-000/[EZ]다양한 RNA 구조체의 선천성 면역 유도 기작 이해를 통한 차세대 핵산 치료제 원천 기술 개발942,48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361-000/[EZ]유전 알고리즘 기반 GV/m급 초소형 nano-DLA 설계 연구12,803,45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320-000/다중신호 멀티플렉싱 기반 초고속 자기공명영상기술 개발15,550,99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319-000/[EZ]동특성 개선 및 스위칭 손실 저감이 가능한 모델 예측 전류제어 기반 전기자동차용 IPMSM 벡터제어2,88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310-000/[EZ]에피텍시 스트레인을 이용한 상온에서 열역학적으로 안정적인 VO2 박막의 M2 상 구현 및 이의 상전이 기작에서의 역할 규명8,294,171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262-000/[EZ]폐암에서 EGFR-TKI 내성환자종양유래세포에서 특이적 항원 발굴 및 면역반응 평가(15,080) (7,014,0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259-001/[RCMS]기술경영 전문대학원 지원사업 - 1,992,468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257-000/[EZ]빠른 반응을 갖는 마이크로/나노 구조의 유연 써모크로믹 스트레인 센서93,8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244-000/[EZ]2차원 집적소자를 이용한 전기화학 이미징 연구(148,666) (15,677,437)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224-000/[EZ]NVDIMM 기반 데이터베이스 로깅 성능 향상에 대한 기초 연구2,538,213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221-000/[EZ]고성능 축전식 탈염전극용 계층구조 탄소나노소재 개발 및 시스템 운전기술 최적화(11,610) (31,724)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218-000/[EZ]장년층 만성질환자의 모바일 헬스케어 임상적용의 장애요인 발굴3,297,93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168-000/[EZ]강유전체 분극 도핑기술을 이용한 이차원 소재 p-n 균질접합 구현(16,330) (216,925)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146-000/[EZ][이공/기본]머신러닝 기반 영화흥행예측 시스템과 온톨로지 기반 대본 평가 및 스토리 작성 지원시스템 개발4,0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131-000/[정부지원금]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2017) 97 (21,807,43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121-000/[EZ]화면-카메라 간 통신을 위한 속도 및 신뢰도 향상 기법1,943,94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114-000/[EZ]면역적격 간암동물모델에서 PD-1 및 CD47 표면단백 조절을 이용한 간암의 새로운 면역치료법 개발(187,350) (228,06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099-000/[EZ]사람 성체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한 척수 신경 및 혈관세포 재생기전 연구(18,200) (18,2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085-000/[EZ]Toll-like receptor 4 매개 염증반응에서의 phospholipase Cγ-1의 기능 연구6,687,96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053-000/[EZ]초불균형 데이터의 분석 및 예측을 위한 기계학습 원천기술 개발27,800,84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050-000/[EZ]대용량 클라우드 서버를 위한 SSD 기반 스토리지 시스템38,236,04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044-000/[EZ]선택적 자극감응 증폭형 나노하이브리드 소재 기반 고기능성-다기능성 전계효과트랜지스터 검지소자3,566,88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042-000/[EZ]스마트 건물외피 설계를 위한 데이터 드리븐 프로토타이핑 프로세스 모델 개발(11,950) (34,42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041-000/[EZ]엑스선 나노영상 통한 연성물질 물성 해석 및 차세대 인쇄 기술 개발(15,130) (39,223)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039-000/[EZ]초박형 System-On-Skin 소자용 저차원 무기물 전자소재 및 공정 연구1,562,2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026-000/[EZ]자가조립 나노입자 방출형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기반 패치형 백신 기술 개발3,580,04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020-000/[EZ]한반도 전역 광역 자연재해 예보 및 분석을 위한 다국적/다분광 위성 토양수분 데이터 준실시간 융합 기술 개발(277,26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017-000/SRA 관측정보 융합을 통한 수문인자 산출 기술 (18,78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1001-000/[EZ]실감교류확장공간을 위한 초고속 전역조명 기술 개발26,861,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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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0994-000/[EZ]PARIS의 도파민 신경세포 선택적 사멸 기전 연구12,9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0935-000/[EZ]DSCR1 신호전달 제어를 통한 당뇨병 신약 표적 발굴 및 검증1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0883-000/[EZ]β-secretase의 통합적 조절 네트워크에 기반한 Alzheimer 치매 제어 연구611,734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0869-000/[EZ]반도체성 유기고분자의 산화 거동 및 전자구조의 표면 물리 화학적 연구5,202,5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0867-000/[EZ]간극없는 GPU 컴퓨팅을 위한 소프트웨어 분석/향상 기법27,965,026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0850-000/[EZ]초전도도 나노 TCO 박막 개발 3,623,46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0802-000/[EZ]다차원 결함에 의한 초고성능 열전소재 개발 및 원자단위 결함 관찰에 따른 성능 향상 원인 규명 연구(239,25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0775-000/[EZ]해마 혈관 구조 및 세포 분포의 3차원적 분석을 통한 측두엽 뇌전증 중증도 예측18,384,01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0771-000/[EZ]기능성 나노소재 임베디드 DNA 나노박막 개발 연구139,18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0749-000/[EZ]차세대 초고속 저장장치를 위한 경량 커널 입출력 스택 연구8,219,43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0736-002/[EZ]전자화물 안정화 및 기능특성 극대화를 위한 소재 인자 제어능 한계 극복 공정 기술 개발(275,65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0678-000/[EZ]소프트웨어 기반 확장형 고성능 가상화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8,894,9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0231-000/[RCMS]자율주행자동차용 멤스핀홀기반 단일셀 송수신방식의 75m, 450g, 전방위 실시간 이미징 라이다 센서 개발(2,304,000) (2,30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0216-002/[EZ]초고속 단분자 검지능 능동형 트랜스듀서 기술 개발(2세부)42,563,462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0192-000/지능형 라이브 서비스를 위한 게임 운영 시나리오 최적화 플랫폼 기술 개발37,188,643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0076-000/수요자 맞춤형 조립식 주택 기술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1,355,572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7-0032-000/[BK21+]인간중심 서비스 융합디자인 (73,690) (75,59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2491-001/[1-1협동:성균관대]정삼투-역삼투 메카니즘 규명 및 수질제어 운영엔지니어링 고도화기술(500) (130,56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2488-000/원격제어 및 자율주행 기반 배전 관로 검사 로봇 기술 개발- (252,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2480-000/해양 플랜트 및 구조물 안전 진단을 위한 군집 해양 로봇 통합플랫폼 설계 및 운용기술 개발(5,000,000) (5,000,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2457-000/[퇴직금/BK21+]빅데이터 기반 소비자분석 전문가 양성 사업단4,316,667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2452-000/[퇴직금/BK21+]공감정부 구현을 위한 통섭적 공공리더 양성단(3,266,667)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2451-000/[AROMI]왕지네 유전체 기반 유용 유전자 탐색 7,205,49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2437-000/[퇴직금/WE-UP]스마트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단13,481,77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2436-000/와전류 결함탐상 모델링 및 기법 개발 1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2432-000/[퇴직금/BK21+]에코-스마트 Water NEXUS 창의인재양성사업팀3,415,2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2431-000/[퇴직금/BK21+]산업 데이터애널리틱스 기반 스마트공장 설계/운영/최적화 연구 및 인력 양성팀5,0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2417-000/[퇴직금/BK21+]라이프케어 식품소재 창의 인재양성사업팀3,3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2416-000/[퇴직금/BK21+]통합 생명과학 창의인재양성사업단(538,482)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2400-000/[EZ]응용대수 및 최적화 연구센터 50,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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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2266-006/[EZ][1총괄2세부-본교]초고성능 컴퓨팅환경 및 스토리지시스템 개발67,577,124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2153-000/[EZ]이기종 저장장치를 위한 소프트에어 정의 스토리지 기술 연구52,971,38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2084-000/[EZ]중간에너지 중성자에 의한 핵분열 단면적과 핵분열 각도 분포 측정을 통한 핵분열 동역학 연구69,63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2026-000/[EZ]생체역학 바이오마커 기반 유전성 말초신경병의 예후 예측 모델 개발(38,240) (38,404,72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2005-000/[EZ]공개키 암호프리미티브에서 나타나는 다항식관련 알고리즘 연구597,194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1984-000/[EZ]곡선구간을 주행하는 자기부상열차- 교량-바람 시스템의 동적상호작용 해석(27,450) (27,45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1968-000/[EZ]환자유래-지방육종암 세포 및 동물모델을 통한 기능강화 엔지니어링- 중간엽줄기세포와 c-MET억제제의  항암효과 분석- 208,001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1966-000/[EZ]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한 환자유래 전이암 특이 개인 맞춤형 표적 항암치료제 개발(20,560) (5,030,91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1960-000/[EZ]암-관련 뇌졸중을 조절하는 miRNA의 발굴 및 기전 연구(25,220) (15,180,18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1920-000/[EZ]동적 데이터 분석과 정칙화 9,402,65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1914-000/[EZ]양자터널링층 및 탄소점을 이용한 이차원물질 기반 소자의 오믹 접촉저항 향상 연구559,95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1855-000/[EZ]GAS7 발현저하를 통한 Cancer associated fibroblast의 과도한 비정상 활성화 기전 규명과 이를 이용한 새로운 항암치료 방법 모색(33,490) (139,79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1800-001/[EZ]나노스케일 광흡수체 기반 장기안정적 15% 박막태양전지 소자 기술개발(13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1431-000/[EZ]차세대 플라즈마 나노 융합 그린에너지 및 플렉시블 전자신소재 공정기술 개발11,396,73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1187-000/[EZ]대용량 클라우드 서버를 위한 SSD 기반 스토리지 시스템251,09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1161-000/[EZ]리오단 군론을 이용한 리만가설의 새로운 접근방법 연구2,485,82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1106-000/[EZ]한반도 전역 광역 자연재해 예보 및 분석을 위한 다국적/다분광 위성 토양수분 데이터 준실시간 융합 기술 개발(6,26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0946-000/[EZ]근육세포 발생 및 기능 제어에서 ADSSL1 의존적 원발성 섬모의 역할 규명- (74,906)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0919-000/[EZ]응용대수 및 최적화 연구센터 76,301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0872-000/[EZ]생활환경에서의 어음인지능력을 반영하기 위한 스마트 기기용 어음명료도 검사도구 개발 및 유효성 검증(35,900) (37,306,74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0691-000/[중견]번역(문학)과‘젠더/섹슈얼리티'(1945~1979)390,19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0633-000/[EZ]초박형 System-On-Skin 소자용 저차원 무기물 전자소재 및 공정 연구5,946,76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0550-000/[EZ]유전운동감각신경병에서 유전체기반 세포/동물모델을 활용한 발병기전 및 치료제 탐색(51,000) (225,69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6-0482-000/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 (23,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5-2299-000/해양 플랜트 및 구조물 안전 진단을 위한 군집 해양 로봇 통합플랫폼 설계 및 운용기술 개발(3,750) (298,012)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5-0907-000/[IBS 퇴직금]뇌과학이미징연구단 (2,484,36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5-0906-000/[IBS 퇴직금]나노구조물리연구단 51,416,41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5-0500-000/나노 포토닉스 및 플라즈모닉스 응용을 위한 저차원 나노물질의 플라즈몬 연구7,444,73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5-0497-000/초박형 System-On-Skin 소자용 저차원 무기물 전자소재 및 공정 연구1,152,84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4-2098-000/[퇴직금/BK21+]융복합소재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992,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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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4-2092-000/[퇴직금/BK21+]융합 에너지 글로벌 창조인재 양성 사업단(282,19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4-2090-000/[퇴직금/BK21+]미래 나노기반 융복합 인재양성 사업단187,5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4-2089-000/[퇴직금/BK21+]창의적 글로벌 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 육성 사업팀(3,75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4-2088-000/[퇴직금/BK21+]창의적 수리과학 인재양성 사업단(2,683,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4-2087-000/[퇴직금/BK21+]화학기반창조융합교육·연구사업단(5,35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4-2086-000/[퇴직금/BK21+]미래가치 창조형 ICT인력 양성사업단1,499,973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4-2083-000/[퇴직금/BK21+]ICT 융합 시설물 통합관리 창의인재양성사업팀6,25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4-2082-000/[퇴직금/BK21+]인간친화형 융합시스템 창의인재양성 사업단986,661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4-2080-000/[퇴직금/BK21+]신약개발 글로벌 창의 인재양성 사업단(6,808,334)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4-2075-000/[퇴직금/BK21+]ICT Global Legal Standard 선도 법전문가 양성사업팀(2,5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4-2071-000/[퇴직금/BK21+]창의적 갈등관리를 위한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양성 사업단4,007,333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4-2070-000/[퇴직금/BK21+]프런티어 경영 창의인재 육성사업단(11,4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4-2069-000/[퇴직금/BK21+]글로벌 시대 횡단적 역사학 교육 연구 사업단(6,25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4-2068-000/[퇴직금/BK21+]유학 교육.연구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통합 랩(LAB)(1,4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4-2067-000/[RCMS]개방형 수술로봇 플랫폼에 기반한 차세대 미세수술로봇 개발 및 실용화(20,034,000) (20,034,000)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4-1918-000/적층된 이차원 물질의 이방성 전자전도 양자 현상 규명 및 전자 소자 응용198,599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4-1081-000/모듈러교량 효과 정량화 (1,646,069) (1,646,069)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3-1373-001/나노스케일 광흡수체 기반 장기안정적 15% 박막태양전지 소자 기술개발583,435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3-1074-000/DNA손상 과정에서 작용하는 다중 유비퀴틴 사슬 인식에 대한 분자기작 연구8,100,000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3-0225-000/X밴드 고주파 전자가속기 설계 10,142,817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2-1076-000/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을 이용한 나노구조에서의 단일전자 및 광자 기반의 휴대 단말기용 소자 응용연구5,550,994 - 

정부연구수익 국가 S-2012-1074-000/인터랙션 사이언스 : 인간,로봇,컴퓨터,디지털미디어의 창조적 융합을 위한 과학 사업단14,981,059 - 

정부연구수익 기타 선수수익 조정 - (29,963,18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3021-000/경기도 창업보육지원사업 - 15,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3020-000/수원시 창업보육지원사업 - 35,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963-000/열전달 매개 방식에 따른 유지 산패 억제 기법개발 및 실용화 연구- 59,5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733-000/Fan-out 패키지 핵심소재 및 요소기술 연구 - 7,828,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652-000/인공엑소좀을 활용한 안티폴루션 화장품 개발 52,367,918 85,47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258-000/[명지대이관][용역/선금]소아청소년 암 통합지원센터 성과지표 개발3,106,100 3,211,901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126-000/종양 수술 후 종양 재발 및 전이 억제를 위한 체내 주입형 다기능성 하이드로젤 개발7,828,000 7,8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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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2043-000/노화성 말초신경계 퇴화를 억제하는 비침습형 광유전학 기반 신경증강 소자 개발17,855,480 18,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819-000/경기도 창업보육지원사업 15,000,000 15,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803-000/수원시 창업보육지원사업 35,000,000 35,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9-1697-000/심혈관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화합물 라이브러리 개발90,196,410 90,91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722-000/열전달 매개 방식에 따른 유지 산패 억제 기법개발 및 실용화 연구58,668,000 -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669-000/참기름을 이용한 지방대사 촉진 연구 86,427,955 (15,000,000) 

정부연구수익 기타 S-2018-2490-000/Non-Condon propagator for energy and charge transfer in molecular aggregates and in classical and quantum22,770,538 16,625,000 

산업체연구수익 산업체 S-2018-2732-000/탄소섬유 외장/차폐재를 적용한 0.6/1kV급 선박용 경량화 전선 개발66,339,184 -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870-000/주차면 관리 자동화를 위한 K-band fmcw 레이다와 HD급 GLOBAL SHUTTER 방식 카메라의 복합센서를 활용한 주차면 정보 수집 기초 기술 개발- 8,696,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818-000/역사·예술·문화×기술혁신=창업으로 사람이 모이는 서울16,083,646 72,00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078-017/[응용6-민간부담금]유연소재기반 나노 바이오 센서 개발- 3,50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078-016/[응용6-경기도]유연소재기반 나노 바이오 센서 개발46,368,733 65,00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078-015/[응용5-민간부담금]압전 나노소재 기반 음향 센서 개발 - 3,50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078-014/[응용5-경기도]압전 나노소재 기반 음향 센서 개발55,690,866 65,00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078-013/[응용4-민간부담금]웨어러블 화학 센서 개발 - 3,50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078-012/[응용4-경기도]웨어러블 화학 센서 개발 39,832,831 65,00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078-011/[응용3-민간부담금]메탈옥사이드 기반 화학센서 소재 기술 개발1,859,000 10,00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078-010/[응용3-경기도]메탈옥사이드 기반 화학센서 소재 기술 개발34,409,110 70,00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078-009/[응용2-민간부담금]MEMS 기반의 초소형 초박형 온도/습도/압력 융복합 환경 센서 개발- 4,00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078-008/[응용2-경기도]MEMS 기반의 초소형 초박형 온도/습도/압력 융복합 환경 센서 개발62,256,878 90,00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078-007/[응용1-민간부담금]광/가스 센서용 소재 공정 개발 - 10,10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078-006/[응용1-경기도]광/가스 센서용 소재 공정 개발61,529,284 115,00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078-005/[기초과제-수원시]기업지원형 센서용 핵심 소재/공정 개발 및 플랫폼 구축- 50,00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078-003/[기초과제-경기도]기업지원형 센서용 핵심 소재/공정 개발 및 플랫폼 구축63,862,800 99,56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2078-001/[공통경비-경기도]융복합 센서 소재 공정 플랫폼23,885,900 40,44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9-1802-000/전력전자모듈용 고열전도 절연 복합소재 및 부품 개발36,550,700 50,10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694-000/2019년 캠퍼스타운 1단계 대학제안사업 838,054,147 897,70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600-001/[서울RCMS-1세부]고기구이 음식점의 유분 미세먼지 처리를 위한 유전영동방식 전기집진기 개발89,511,100 89,511,1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171-003/[공통경비-경기도]친환경·에너지 자동차 부품소재 연구2,686,140 -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171-001/[응용과제-경기도]저탄소 녹색성장 부품소재 개발14,326,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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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037-017/[응용6-민간부담금]유연소재기반 나노 바이오 센서 개발3,038,700 -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037-016/[응용6-경기도]유연소재기반 나노 바이오 센서 개발16,343,080 (2,846)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037-015/[응용5-민간부담금]압전 나노소재 기반 음향 센서 개발4,848,660 (49,46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037-014/[응용5-경기도]압전 나노소재 기반 음향 센서 개발34,330,320 (36,297)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037-013/[응용4-민간부담금]웨어러블 화학 센서 개발 5,000,000 -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037-012/[응용4-경기도]웨어러블 화학 센서 개발 23,638,580 -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037-011/[응용3-민간부담금]메탈옥사이드 기반 화학센서 소재 기술 개발6,147,174 -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037-010/[응용3-경기도]메탈옥사이드 기반 화학센서 소재 기술 개발26,168,645 -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037-009/[응용2-민간부담금]MEMS 기반의 초소형 초박형 온도/습도/압력 융복합 환경 센서 개발3,000,000 -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037-008/[응용2-경기도]MEMS 기반의 초소형 초박형 온도/습도/압력 융복합 환경 센서 개발12,335,131 -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037-007/[응용1-민간부담금]광/가스 센서용 소재 공정 개발7,800,000 -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037-006/[응용1-경기도]광/가스 센서용 소재 공정 개발35,879,895 (62,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037-005/[기초과제-수원시]기업지원형 센서용 핵심 소재/공정 개발 및 플랫폼 구축50,000,000 50,000,00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037-003/[기초과제-경기도]기업지원형 센서용 핵심 소재/공정 개발 및 플랫폼 구축20,653,920 -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037-001/[공통경비-경기도]융복합 센서 소재 공정 플랫폼17,050,750 -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2017-000/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예측 시뮬레이션 기반 CPS 모듈형 기술 개발6,580,000 (5,220,450)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1616-003/[공동-UCLA]미래첨단도시 활용을 위한 멀티모달 보행로봇 기술개발474,999,706 (294)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1616-002/[대응자금]미래첨단도시 활용을 위한 멀티모달 보행로봇 기술개발59,659,874 -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8-1616-001/[주관-성균관대]미래첨단도시 활용을 위한 멀티모달 보행로봇 기술개발170,152,015 -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7-2721-000/2018년 캠퍼스타운 1단계 대학제안사업 - (42,301,233)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7-1412-000/2017년 캠퍼스타운 1단계 대학제안사업(성균관대 청년창업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사업)(2) (2) 

정부연구수익 지자체 S-2013-1060-000/인문사회 중심의 휴메노 인포메틱스 융합 아카데미(116,323) (2,425,000) 

총합계 161,624,689,220 134,310,52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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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Asian Office of Aerospace R&D(AOARD) Far-Field Electromagnetic Interference(EMI) Shielding Using Aperture-Controlled Skin-Core Beads Composite 58,500,000             

Asian Office of Aerospace R&D(AOARD) Lightweight, Energy Absorbing Sandwich Composite Structures with Bamboo Fiber Reinforced Plastic(BFRP) Core~ 103,510,000            

Asian Office of Aerospace R&D(AOARD) Sustainable Soda Lignin-PLA 3D Printable Biocomposite Materials 102,367,197            

현물기부금 ㈜아임뉴런 등 창업보육센터 및 교원창업 기업 기부 주식 23,298,000             

287,675,197            

기부금수익명세서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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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수익 산업체/국가 산학협력단 간접비 6,316,239,931             

산업체/국가 연구자마일리지 700,442,585               

산업체/국가 LAB마일리지 776,887,415               

산업체/국가 과학문화활동비 350,000                   

산업체/국가 기타간접비수익 1,325,212,808             

지원금수익 국가 산학협력단 간접비 28,059,101,607            

국가 연구자마일리지 1,888,091,750             

국가 LAB마일리지 1,504,295,335             

국가 과학문화활동비 21,655,900                

국가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118,553,784               

국가 기타간접비수입 4,324,607,035             

45,035,438,150            

간접비수익명세서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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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금액

기계기구 60,887,076,346      34,906,737,260   7,883,383,032    -                42,790,120,292   18,096,956,054   

집기비품 1,067,156,732       665,407,943      83,230,158       -                748,638,101      318,518,631      

차량운반구 133,233,737         60,419,356       17,184,431       -                77,603,787       55,629,950       

소계 62,087,466,815      35,632,564,559   7,983,797,621    -                43,616,362,180   18,471,104,635   

62,087,466,815      35,632,564,559   7,983,797,621    -                43,616,362,180   18,471,104,635   합         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유·무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구  분 과  목 취득원가 장부가액 비     고

(감가)상각 누계액

해 당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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