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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나노과학기술”중점특별프로젝트 2020년도 추진과제

과기부는 “나노과학기술(이하 나노과기)” 중점프로젝트 2020년도 신청지침서(의견

수렴안)를 발표하였음

l 나노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국제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련 연

구 성과의 사업화 응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기부, 교육부, 중국과학원 등 기관은 공

동으로 「국가 중장기 과기개발계획 요강(2006-2020)」 배치에 따르고 국무원 「중

앙재정 과기계획(특별프로젝트, 기금 등) 관리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방안」에 근거

해 “나노과학기술” 중점특별프로젝트 실시방안을 편성하였다.

l 2020년에 추진되는 연구과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신형 나노제조 및 가공기

술’, ‘나노특성화 및 표준’, ‘나노바이오의약’, ‘나노정보재료 및 장치’, ‘에너지나

노물질 및 기술’, ‘환경나노물질 및 기술’ 등 6개 연구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은 약 7,500만 위안이며, 그중 청년과학자프로그

램 2~3건을 지원하여 약 1,500만 위안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l 2020년에 지원 예정인 ‘나노과학기술’ 중점특별프로젝트의 주요 연구 분야별 핵

심기술의 연구내용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1-1 유기·무기 나노복합열관리재료 제조 및 응용

l 연구내용: 나노재료의 범규모적 정밀 조립 및 유기·무기 나노복합재료 정밀 제조, 

재료 공극도 및 계면구조 조절, 열전도/열용량/엔탈피(enthalpy) 등 열관리 특성 

제어를 통해 다중 레벨 나노복합재료 제어 가능한 제조 신기술 및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다. 예를 들면 매우 큰 비표면(specific surface)과 풍부한 기공(pore) 구

조를 보유한 자가조립 나노복합 다공재료, 강화(enhanced) 방사열전달재료, 나노

공정화 표면얼음제어재료, 무기 각(shell) 상변화 마이크로캡슐의 고효율적 냉원

(cold source) 등이 포함된다. 해당 재료는 단열, 열교환, 방열, 냉동 등 다양한 

응용수요를 충족시키는 거시적 스케일의 복합열관리재료로서 사용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

01 신형 나노제조 및 가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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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금속 나노복합구조 초고속 전자빔 펄스 여기 분광학적 특성화 신규 방법

l 연구내용: 초고 공간분해능, 초고속 시간분해능, 초정밀 운동량 분해능 등을 동시

에 보유한 100kV 전자빔 펄스 여기 귀금속/매질복합 나노구조 분광학적 특성화 

방법을 개발한다. 초고속 전자빔 펄스가 귀금속/매질복합 나노구조 요소에서 여기

하는 계면 전하이동을 이용해 나노스케일의 동적 측정을 달성한다. 귀금속/매질복

합 나노구조의 방사선 발광(radioluminescence), 에너지 전송, 운동량 및 각운동

량 전달 등 물리적 메커니즘을 정량적으로 기술함과 아울러 금속나노구조 광자 국

지상태(localized states) 밀도의 재료 발광효율 조절을 직접적으로 특성화한다.

     3-1 표적화 종양전이 핵심 네트워크 노드 분자의 프로그래머블 나노약물

l 연구내용: 유방암, 결직장암 및 췌장암 등의 전이 재발을 연구대상으로 종양전이 

발생·진행의 동력학, 후성유전학 및 대사체학 등 특성을 결합하여 원위치 조립, 생

리조절 및 미세환경 응답 등 기능을 보유한 나노생체재료를 설계 및 합성한다. 프

로그래머블 나노약물을 구축하고 해당 약물의 종양전이 차단 면역 및 대사 등 다

중 계층 신호경로, 종양세포 침입 및 전이 억제, 휴면 종양줄기세포의 줄기세포 특

성 조절, 종양전이 미세환경 역전 등을 연구한다. 시스템생물학 및 시스템의학의 

관점에서 그 분자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다기능 통합 종양면역치료 및 표적화 치

료 새전략을 고안하며, 관련 나노약물의 안전성 평가 신규 방법 및 신기술을 개발

한다.

  
      4-1 고주파 초음파 시스템 신형 나노구조재료 및 장치

l 연구내용: 주기적 나노구조 및 주파수가 20MHz 보다 큰 고주파 초음파 상호작용

의 물리적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신형 나노구조 고주파 초음파재료를 설계하고 다

양한 재료의 나노구조 기본요소 크기, 형태 및 주기성 그리고 등가 질량밀도, 등가 

계수 등 재료의 음향학적 파라미터의 구조-효과 관계를 연구한다. 마이크로나노구

조에서의 비선형 음향학 효과 및 고조파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가제어 자가

조립 나노구조 고주파 초음파 재료·장치 제조 및 특성화 기술을 개발한다. 고주파 

02 나노 특성화 및 표준

03 나노바이오의약

04 나노정보재료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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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이미징 및 조절시스템에 사용가능한 초박렌즈 및 초음파 절연 코팅층을 개

발한다. 수중음향환경에서의 고주파 초음파 변조 관련 이론 연구 및 실험적 시연

을 추진한다.

     5-1 석유탄화수소 분해 저탄소 올레핀의 고생산성 나노물질 개발 및 공정시범응용

l 연구내용: 석유화학공업 중대 핵심과정인 증기분해 및 촉매분해를 통한 올레핀 제

조에서 에너지절약 소모저감의 절실한 수요를 감안해 석유자원의 고효율적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고온분해활성을 보유한 나노재료의 이론적 설계방법을 개발하

며 활성나노재료 및 대량 생산 신기술을 개발함과 아울러 공정시범응용을 달성한

다. 활성나노재료의 자유기 열분해 및 카르보늄 이온 촉매분해 작용 메커니즘 및 

조절법칙을 규명하고 활성나노재료 협동분해 차세대 에너지절약형 석유에서 올레

핀 생산기술을 개발한다.

    6-1 폐수 고도처리 및 독성 저감에 사용될 나노물질 및 기술

l 연구내용: 화학공업폐수 중 유기오염물 고도제거 및 독성 저감 관련 핵심 과학문

제를 둘러싸고 화학공업폐수 처리·재활용의 요구 및 환경위험 감소 목표를 충족시

키는 나노물질 기반의 고속대량 전기전도분리막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전기전도분

리막을 핵심으로 하는 전기화학 조절형 폐수 고도처리 신공법을 구축함과 아울러 

고도산화 등 기술과 결합하여 막오염 방지 및 독성 유기오염물 고효율적 제거를 

구현하는 등 화학공업폐수 고도처리 자원화 이용에 활용한다.

참고자료

§ 国家重点研发计划“纳米科技”重点专项2020年度项目申报指南
  https://mp.weixin.qq.com/s/xSyx24j3onT2D9ciE44wXQ

05 에너지나노물질 및 기술

06 환경나노물질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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