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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인류공동체를 위한 고려대학교의 약속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KU-MAGIC은 고려대학교가 창안하고 이끌어가는 바이오메디

21세기의 인류는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새로운 역사의 변곡

컬 융복합 연구개발 콤플렉스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의과대학, 안

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누구보다 한발 앞서 우리에게 닥

암·구로·안산병원, 보건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약학대학, 이과

쳐오는 역사의 변화와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

대학, 공과대학, 정보대학, 간호대학 등 바이오메디컬 연구 전 분야

체를 넘어서기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될 고부가가

에 걸쳐 풍부한 휴먼 인프라와 내재화된 연구시스템을 이미 갖추

치 산업의 발전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고령사

고 있습니다. 2013년 정부 지정 연구중심병원으로 국내에서는 유

회로의 진입은 건강과 안전에 대해 인류가 풀어야할 새로운 사회

일하게 안암·구로 2개 병원이 동시에 선정되는 등 연구능력의 우

적·경제적 숙제를 안겨주었고 웰빙과 스마트 에이징이라는 새로

수성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운 화두를 만들었습니다. 학문과 학문, 대학과 기업 등 모든 경계

KU-MAGIC은 연구 역량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유전체, 바이러

를 넘나드는 거침없는 융복합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스와 감염병, 줄기세포, 스마트 에이징, 심장질환 등 바이오메디컬

대학은 언제나 앞장서 인류를 위한 답을 만드는 역할을 해왔습니

분야 다학제 융복합 연구와 혁신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국내뿐만

다. 산적한 문제와 과제 앞에서도 대학은 젊음답게, 지성답게 앞장

아니라 영국 런던의 킹스컬리지, 싱가포르의 A*STAR 등 세계적인

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바이오메디컬 분야 연구기관들도 KU-MAGIC과 견고하고 긴밀한

KU-MAGIC은 위에 나열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고대만의, 고
대 식의 해답입니다. 국내의 많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들과 경쟁

파트너십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KU-MAGIC 프로젝트는 단순한 연구개발단지 설치 이상의 의미

하여 2개의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되는 놀라운 쾌거를 이

를 갖습니다. 고대의 미래와 신성장동력을 창조하는 커다란 발걸

루어내며 연구 고대의 저력을 드러낸 고려대학교는 KU-MAGIC을

음입니다. KU-MAGIC을 통해 고려대는 질병극복으로 인류건강과

통해 바이오메디컬의 내일을 제시하겠습니다. 대학의 연구역량이

행복에 기여하는 세계대학으로 도약해 갈 것입니다. KU-MAGIC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며, 대학이 스스로 더욱 성장하고, 국가

은 고려대가 지구촌 인류공동체에 선사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미

의 싱크탱크로서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실제적인 모델을 만들겠

래가 될 것입니다.

습니다.

이 도전을 고대가족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주시고 응원해

KU-MAGIC이 만들어갈 도전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MAGIC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고려대학교 총장

2017.6.13 update

신임 연구원장 인사말

보다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KU-MAGIC!
KU-MAGIC연구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U-MAGIC연구원은 2015년 설립 이래, 고려대학교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발전
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연구원의 발전적 도약을 위한 변
화의 시점에 연구원장을 맡게 된 것에 대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낍니다.
학력사항

KU-MAGIC연구원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해 고려대학교 바이오

• 1973.03~1979.0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메디컬 분야 연구자들이 대한민국의 의과학 발전을 주도 할 수 있도록 착실히 뒷받

• 1980.03~1982.0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침해 나아가겠습니다.

• 1982.03~1990.0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주요경력사항
• 2003.10~2005.10 고려대학교 의료원 기조실장
• 2005.11~2007.10 고대려대학교 안암병원 원장
• 2008.08~2009.08 미국 UNC Chapel hill

수면센터 방문교수
• 2011.10~2013.10 고대대학교 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 2015.03 ~
정신건강의학과 주임교수
고려대학교 KU-MAGIC
• 2017.02~
연구원 연구원장

첫째, KU-MAGIC연구원의 연구단을 중심으로 전략 수립을 통한 정부부처의 과
학기술개발사업 수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중·대형 국책과제
의 연구개발비 수주를 기반으로 글로벌 협력사업 기획과 공동 연구개발을 모색하겠
습니다.
둘째,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체계적인 유망기술 발굴 기반 조성을 위해 융·복합연
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구기술 간의 융합과 연계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슈와 현안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연구과제 도출이 이루어
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한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인 SPARK KU-MAGIC 프
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내 바이오메디컬 분야 연구
자들의 효과적인 기술사업화 및 창업 기반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투
자 기업과 외부 기술사업 관련 기관에 교내 연구진의 바이오메디컬 관련 연구결과를
소개할 수 있는 KU-MAGIC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속적인 공동연구 및 투자
유치, 기술이전 등을 위한 교류 활성화의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KU-MAGIC 연구마을에 우수한 중소기업 부설 연구원을 유치하여
R&D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연구마을 내 시설 지원과 사업비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KU-MAGIC연구원은 연구자들의 다양한 수요 충족과 미래를 향한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역량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와 행
동하는 열정으로 고려대학교의 위상에 걸맞은 미래 가치 창조의 주역이 되도록 더
욱 노력하겠습니다.

KU-MAGIC 연구원장,

김 린

What

is

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
인류의 행복을 위협하는 질병을 극복하고 더 큰 전진을 이루기 위해
고려대학교가 이끌어가는 바이오메디컬 융복합 연구개발 콤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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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KU-MAGIC is

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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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for PEOPLE
질병에서 자유로운 더 건강한 삶을 누리는 꿈의 실현

MAGIC for SOCIETY
융복합 연구개발을 통한 바이오메디컬 산업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MAGIC for the WORLD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연구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의학 연구를
선도하고 세계적으로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실현

MAGIC for the FUTURE
미래 의료기술의 핵심을 관통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실현

History

국민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예술종합학교
KIST

한국외대

성신여대

경희대
KIDA

국립산림과학원
고등과학원
KAIST
KISTI

성균관대

수림문화재단
한성대
녹색기술센터

국립의료원

Opportunity
Capability

Why Korea University for Magic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늘 앞장서 사회가 요구하는 의학의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또 다시, 세계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으는 고대.
KU-MAGIC과 함께 바이오메디컬의 새로운 내일을 개척합니다.

서울시립대

한양대

⦁
1928년 여성을 위한 최초의 의학교육기관 조선여자의학강습소 개소
1941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 개원(현 안암병원)
1971년 한국 최초의 법의학 연구소 설립
1983/85년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을 위한 최초의 종합병원 개원(구로병원, 안산병원)

고려대학교는 우리 민족 스스로의 자본과 힘으로 세운 최초의 대학입니다. 고려
대학교 의과대학은 소외계층이었던 여성에 대한 의학교육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산업화의 주역인 근로자들을 위한 구로병원과 안산병원 설립, 한국 최초 법의학

Why Korea University for Magic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발전해 온 고대 의과학

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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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연구소 설립 등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의
학의 사회적 책임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실천해왔습니다.
⦁
1976년 이호왕 교수 한탄바이러스(Hantaan Virus) 발견
1982년 도시형 신증후출혈열 병원체(Seoul Virus) 발견
1990년 신증후출혈열 백신 개발
1999년 한국형 인공심장의 개발 및 이식

유행성출혈열의 원인 바이러스인 한탄바이러스의 세계 최초 발견, 예방 백신 개발
과 한국형 인공심장 개발 등 한국 의학의 역사가 중요한 도약을 이루는 순간마다 그
중심에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있었습니다.
⦁
2012년 KU-KIST융합대학원 설립
2013년 정부 지정 연구중심병원에 국내 유일 2개 병원 동시 선정(안암병원 및 구로병원)
2014년 국내 최초 의료기술지주회사 신설
2015년 세계수준의 바이러스, 뇌공학 및 인공심장 연구 수준 달성

현재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신경과학, 종양학, 유전체, 바이러스, 줄기세포기반의
재생의학연구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 코호트 연구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구 스펙
트럼 전반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KU-KIST융합대학원
설립 등 도전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류를 위한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무궁한 가
능성을 실현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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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y
정부 정책을 견인하는 연구혁신 네트워크의 중심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국책우선과제 선정
21세기 인류는 물질적 풍요를 넘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바이오메디컬
부문의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KU-MAGIC은 정부정책 방향
과 조화를 이루며 최적의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서울시가 구상 중인 홍릉 바이오밸리의 중심에 위치
서울특별시가 바이오밸리로 구상 중인 홍릉 지역에 위치한 고려대학교는 이 지역의 수많은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의 협력적 네트워킹을 주도할 수 있는 공간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KU-MAGIC을 통해 더욱
극대화되어 산업 성장은 물론 새로운 차원의 연구혁신 네트워크로의 발전을 견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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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다학제 연구 시스템
고려대학교는 다학제 연구 시스템을 내재화하여 창조적으로 융복합 지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KUKIST융합대학원,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 보건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약학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정
보대학, 간호대학, 과학기술대학 등은 활발한 공동연구를 통해 내부 네트워킹을 활성화시켜왔습니다. 1,680명의
교수와 10,208명의 석박사급 대학원생을 보유한 고대의 휴먼인프라와 내재화된 시스템이 KU-MAGIC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KU-MAGIC Project One
고려대학교는 글로벌 네트워킹과 연구혁신(R&I)의 활성화를 담당하는 KU-MAGIC Project One(정릉캠퍼스)

Wh
W
Y y K KUo r e a U n i v e r s i t y f o r M a g i c

최고의 연구인력과 융복합 지식창조 시스템

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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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bility

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첨단융복합의료연구센터를 건립하여 진정한 리빙랩(living lab)으로 운용하고, 융합의
학원을 설립하여 혁신과 사업화의 기반을 굳게 다지게 됩니다. 2개의 국가 지정 연구중심병원을 포함한 산하 3개
병원은 1,534명의 교수와 의사를 포함한 4,827명의 전문 의료인,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SL-3)을 비롯한 최
신 시설 및 장비 등 첨단 연구에 최적화된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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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Key R&I Themes
Theme 1 Virus and Infectious Diseases
Theme 2 Medical Devices
Theme 3 Personalized Medicine
Theme 4 Smart-Aging

will do

and
바이러스 및 감염병 Virus
Infectious Diseases

유행성출혈열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지켜낸 이호왕 교수처럼
MERS 등 신종 감염병을 정복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바이러스 및 감염병 관련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만들어 왔으며, 지금도 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의 위상을 확고
히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및 감염병과 관련된 백신, 기초/기
전, 임상역학 및 임상정책 분야의 우수한 연구시설과 인력을 보
유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What KU-MAGIC will do

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

Theme 1

최근에도 김우주 교수를 중심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범부처 사
업을 수행하였고, 새로운 세포배양 백신, 인플루엔자 항체치료
제 및 다중진단 현장용 진단 검사법 등을 개발하였으며, 생물안
전 3등급 연구시설(BSL-3)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내 최정상의 순수 의·약학 학자 및 임상진료 연구 인력 등은

연구혁신 인력
김경현(과학기술대학, 생명정보공학과)
김우주(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정기(약학대학, 약품미생물학)
노지윤(구로병원, 감염내과)

SARS와 MERS를 비롯한 바이러스 및 감염병의 극복을 위한

박만성(의과대학, 미생물학)

원인-예방-진단-치료의 연구혁신 체계를 정립할 것입니다. 미

손장욱(안암병원, 감염내과)

생물학, 감영학, 방역학, 약학, 내과학, 단검사의학 및 의료공학
분야의 인력으로 다학제 시스템이 구현됩니다.
연구혁신 부문
•

원인 및 유전체

•

백신

•

진단 키트

•

치료제

송기준(의과대학, 미생물학)
송대섭(약학대학, 전임상학)
송문정(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송준영(구로병원, 감염내과)
송진원(의과대학, 미생물학)
신 옥(대학원, 의과학과)
안병윤(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임채승(구로병원, 진단검사의학)
정희진(구로병원, 감염내과)
하운환(과학기술대학, 생명정보공학과)
*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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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2

미래형 의료기기 Medical Devices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IT·BT융합을 통해
혁신적 의료기기를 개발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정부가 지정한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 의료수요에 대응하는
의료기기 개발과 글로벌화를 위한 개방형 연구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특히 기업과 병원 간 소통 가속화를 위한 허브로서 의
료기기 개발용 오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KU-MAGIC은 다양한 질병을 타깃으로 하는 진단 및 치료용
의료기기를 개발·사업화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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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이디어 발굴 → 지적재산권 및 암묵지를 통한 기술 사업

연구혁신 인력

화 → 수익창출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지속적으

김민기(과학기술대학, 전자및정보공학과)

로 자립하는 플랫폼을 실현할 것입니다. 특히 다학제 연구혁신
시스템을 통해 진단정보의 획득과 그에 근거한 치료용 의료기

•

진단 키트 및 마커

•

인공장기

•

의료용 로봇 및 텔레메디신

•

이동형 모듈라 병원

박건우(안암병원, 신경과)
박종태(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백승필(과학기술대학, 생명정보공학과)

연구혁신 부문
IT·BT융합 진단·치료기기

김현구(구로병원, 흉부외과)
박종웅(안암병원, 정형외과)

기의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

김법민(보건과학대학, 바이오의공학부)

서성규(과학기술대학, 전자및정보공학과)
손호성(안암병원, 흉부외과)
송용남(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송태진(안암병원, 간담췌외과)
신세현(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오창현(과학기술대학, 전자및정보공학과)
이 윤(과학기술대학, 전자및정보공학과)
이상헌(안암병원, 재활의학과)
이흥만(구로병원, 이비인후과)
전훈재(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정 석(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지성욱(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최영운(보건과학대학, 바이오의공학부)
한창수(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플라즈마 디스크 치료기

›› 혈액펌프 구동기 사시도

홍정화(과학기술대학, 제어계측공학과)
* 가나다순

맞춤형 의료 Personalized Medicine
차세대 암치료기술을 제시하는
유전체/단백질체 연구와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의
눈부신 진보를 이루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맞춤형 의료를 위해 유전체, IT융합 및 줄기세포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왔으며, 앞으로 지원 규
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맞춤형 의약, 진단 및 의료
서비스를 통합하여 인류의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개척자
가 될 것입니다.

What KU-MAGIC will do

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

Theme 3

맞춤형 의료의 연구혁신은 우수한 인력의 확충과 산학연 및 고
려대학교 내부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추진합니다. 맞춤형 의료

연구혁신 인력

의 핵심인 유전체/단백질 연구부문, IT/NT/BT 융합연구부문

김병수(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및 줄기세포 연구부문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열린 혁신의 장을

김열홍(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김태우(대학원, 의과학과)

구현할 것입니다.

김형기(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박해철(대학원, 의과학과)

연구혁신 부문
•

유전체/단백질

•

IT·BT융합 및 빅데이터 분석

•

줄기세포

서재홍(구로병원, 종양혈액내과)
신 철(안산병원, 호흡기내과)
안형식(의과대학, 예방의학)
오준서(대학원, 의과학과)
임도선(안암병원, 순환기내과)
정낙철(이과대학, 화학과),
지성길(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최연호(보건과학대학, 바이오의공학부)
한승규(구로병원, 성형외과)
황선욱(대학원, 의과학과)
* 가나다순

›› 유전체 기반 맞춤의료 연구혁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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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4

스마트 에이징 Smart-Aging
미래형 의료기술의 R&I로
스마트 에이징 사회를 구현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세계수준의 식의약품을 개발하겠습니다
KU-MAGIC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
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형 의료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퇴행성 뇌질환, 만성질환, 신체
및 인지기능 저하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를 연구개발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식품공학과, 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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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과 등 우수한 식품관련 연구 시설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 식품과 의과학이 융합을 통해 스마트 에이징을 위

연구혁신 인력
강윤규(안암병원, 재활의학과)
김병조(안암병원, 신경과)
김상호(국제스포츠학부, 운동생리학)

한 미래형 기능성 식품을 개발합니다.

김신곤(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영준(과학기술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연구혁신 부문
•

뇌·신경·인지기능질환

•

만성질환

•

기능성 식의약품

김원기(대학원, 의과학과)
김 현(의과대학, 신경해부학)
명노해(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부)
서윤호(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부)
선 웅(의과대학, 해부학)
성재영(대학원, 의과학과)
송현규(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이광원(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부)
이민석(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부)
이성준(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부)
정의승(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부)
조홍연(과학기술대학, 식품생명공학과)
천 준(안암병원, 비뇨기과)
편성범(안암병원, 재활의학과)
홍정호(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 가나다순

›› 고려대학교 CJ식품안전관

What KU-MAGIC will do

Theme 5

AI 및 빅데이터 AI and Big Data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얻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건강 관리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요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예측하며,
맞춤형 생활 패턴을 제안합니다.
고려대학교는 미국 NIST가 주관한 국제 빅데이터 경연대회
에서 비디오 빅데이터 분야 세계 5위를 차지하고 빅데이터
서치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는 등 이미 빅데이터
관련 세계 수준의 기술과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의료 빅데이터와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 이

연구혁신 인력
•강재우 교수 (정보대학, 컴퓨터공학과)
•강필성 교수 (공과대학, 산업경영 공학부)

를 활용한 공공의료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

•고한석 교수 (공과대학, 전기전자 공학부)

니다.

•김성범 교수 (공과대학, 산업경영 공학부)
•김종국 교수 (공과대학, 전기전자 공학부)

빅데이터로부터 발굴된 새로운 의학 정보는 세계의 다른 연

•류홍서 교수 (공과대학, 산업경영 공학부)

구진들과 빠르게 공유되어 인류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지식

•백준걸 교수 (공과대학, 산업경영 공학부)

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건강

•석준희 교수 (공과대학, 전기전자 공학부)
•정태수 교수 (공과대학, 산업경영 공학부)

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산간 도서 지방 등 의료사각지

•황인준 교수 (공과대학, 전기전자 공학부)

대에 있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

* 가나다순

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의
학지식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연구혁신 부문
•공공 서비스 연구
•데이터 분석 연구
•중개의학 연구
•빅데이터 플랫폼 연구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온 인류는
지금 새로운 역사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을 넘어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상상력과 탁월한 연구, 뜨거운 실천이 필요합니다.
인류의 내일을 개척하는 매직이 필요한 시대,
고려대학교가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새로운 매직을 시작합니다.

How

will Develop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연구자들을 배출하는 요람
KU-MAGIC은 세계적 수준의 융복합 연구를 실현하기 위
해 우수한 기초과학 인력을 확충하여 연구혁신에 집중합니
다. 세계적인 의과학자들을 연구진으로 하는 융합의학원을
설립하여 연구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최고의 연구자들을 길
러내는 수원지가 되겠습니다.
정릉과 안암에 첨단 캠퍼스 설립
고려대학교 정릉캠퍼스를 첨단 의과학센터 구축한 KUMAGIC Project One에 이어, 2016년 자연계 캠퍼스, 인문
사회 캠퍼스,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및 안암병원을 잇는
KU-MAGIC Project Zero(최첨단융복합의료센터)를 착공
합니다. 이를 통해 KU-MAGIC은 바이오메디컬 연구혁신

Expanding

과 사업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콤플렉스가 될 것입니다.

Human and R&I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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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 확충과 융합의학원 설립
KU-MAGIC Project Zero 착수

Project One

Project Zero

정릉캠퍼스

안암 최첨단융복함의료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소재
대지 36,611㎡ / 건평 28,4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소재
대지 23,410㎡ / 연면적 94,876㎡

* 예정

재난응급의학/
재해 트라우마
뇌/신경질환

암

Building

바이러스/
감염병

How KU-MAGIC will Develop

척추근골격
질환

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

심장질환

Disease-targeted Multi-co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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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중심의 다핵시스템 구축
원인-예방-진단-치료 융복합 연구
질병의 원인부터 치료까지를 체계적으로 연구
인류의 질병 극복을 위한 혁신적 해답 제시
KU-MAGIC은 질병 중심의 연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인에방-진단-치료의 일관된 연구혁신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존의 분과 또는 의학교실 중심의 연구개발 시스템을 넘
어 특정 질병을 극복하는 연구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
니다. 이에 따라 다수 질병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다학제 융
복합 연구혁신 시스템을 형성하여 진정한 융복합 연구혁신
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고려대학교가 강점을 확보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다핵시스템을 완성하고, 바이러스 및 감염병, 암,
뇌와 신경질환, 심장질환, 재난응급의학, 재해 트라우마,
척추근골격 등과 같은 질병의 극복을 핵심 타깃으로 설정
하고 집중적 연구혁신을 주도해 나갑니다.

Karolinska Institute
Health Science Univ.
of Mongolia

King s College London

Guangzhou University of
Chinese Medical
University of Juba
College of Medicine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okyo Metropolitan Institute
of Medical Science

Texas Medical Center

A*STAR
Universitas Gadjah Mada
Universidad Tecnica De Oruro
Griffith University

Initiating

Global 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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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킹
전 지구적 보편적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긴밀한 협력의 다차원 글로벌 네트워킹
세계 명문대학들의 네트워크 U21, APRU 등에 가입하여 활발한 국제적 연구
교류를 펼쳐온 고려대학교는 KU-MAGIC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연구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다차원 글로벌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글로벌 시대를 주도합니다.
인류 모두를 위한 의학의 발전
싱가포르 A*STAR, 영국 King’s College London, 스웨덴 Karolinska
Institute, 미국 Stanford University와 Texas Medical Center 등 세계적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실질적 협력으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창출하여
인류 건강과 전 지구적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며, 연구 결과의 사업
화와 공익적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견인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의료시장의 바이오메디컬 기업과 투자 및 연구 협력을 실행하여 대한민국의
핵심 경쟁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대학의 혁신적 연구를 성공적인 사업화까지

하여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는 연구-혁신-사업화-재투자
의 선순환 고리를 정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것입
니다. 단순히 기업의 위탁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기업
이나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연구와 혁신을 추구하고, 적
극적 사업화와 수익 재투자의 전략적 고리를 형성할 것입
니다.
이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KU-MAGIC(주)를 발족, 운영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관리는 물론 적극적 사업화

Establishing
New R&I Ecosystem

와 스타트업(start-ups)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원할 것입
니다. 이를 통해 KU-MAGIC은 새로운 차원의 고용창출,

How KU-MAGIC will Develop

KU-MAGIC은 뛰어난 연구 성과가 탁월한 사업화에 성공

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의 새로운 역할로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의 놀라운 매직을 실현해 나갈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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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혁신-사업화-재투자 선순환 고리 정립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과 경제발전의 전형 제시

투자금/
자체재원

재투자/
신사업

수익 창출/
배분

자체/공동
연구개발

스핀오프/
사업화

라이센싱/
마케팅

Network &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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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Biotechnology Park

종근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Luckenwlade

진원생명과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테크노파크

Brandwood Biomedical

질병관리본부

한국원자력연구원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참케어㈜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국가슈퍼컴퓨팅연구소

셀트리온㈜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국립의료원

소프트넷㈜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나노바이오시스㈜

시브이바이오㈜

청우메디칼㈜

한국전기연구원

녹십자MS㈜

안국약품㈜

코스모21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플라즈마바이오연구센터

한국 파스퇴르 연구소

디지털살루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마크로젠㈜

오스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의공학연구소

현주인테크㈜

메가메디칼

우영메디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휴마시스㈜

바디텍메드㈜

인피니트 헬스케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바이오써포트

일양약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Network & Partnership

Medical Applied R&D Global Initiativ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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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gency of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A*STAR)(싱가포르)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카자흐스탄)
Aviation General Hospital of China Medical
University(중국)
Biotechnology Park Luckenwalde(독일)
Brandwood Biomedical Pty Ltd(오스트레일리아)
Caldwell College(미국)
Central Taiw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타이완)
Changi General Hospital(싱가포르)
Dalhousie University, Faculty of Medicine(캐나다)
German Cancer Research Center(독일)
Governor Office of Omnogovi Province(몽고)
Griffith University(오스트레일리아)
Guangdong Hospital of TCM(중국)
Gunma Prefectural College of Health Sciences(일본)
Health Management of the South Kazakhstan
(카자흐스탄)

Health Science University of Mongolia(몽고)
International Medical Center(IMC)(몽고)
International Medical Center(IMC)(사우디아라비아)
ITM Corporation(미국)

Jixi Mining Group's General Hospital(중국)
Karolinska Institute(스웨덴)
Kazakhstan National Medical University(카자흐스탄)
Kings College London(영국)
Kumamoto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일본)
Kurum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일본)
Massimov Health Center(카자흐스탄)
Texas Medical Center(미국)
Medical University–Sofia(불가리아)
National Cancer Center of Mongolia(몽고)
National Medical Holding(카자흐스탄)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Yong Loo Lin
School of Medicine(싱가포르)
Neuro SKY(미국)
Northern Jiangsu People's Hospital(중국)
Ortho-Trauma Limited(영국)
Republican Research Center for Emergency
Care(카자흐스탄)
Shastin Central Hospital(몽고)
Southeast University(중국)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미국)
The Medical Center of the President's Affairs
Administration(카자흐스탄)

The National Institute for Physiological Sciences(일본)
The Second People's Hospital of XinXiang Henan(중국)
Tokyo Metropolitan Institute of Medical Science
(TMIMS)(일본)
Universidad Tecnica De Oruro(볼리비아)
Universitas 21(국제기구)
Universitas Gadjah Mada, Faculty of Medicine
(인도네시아)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Medicine(미국)
University of Gondar College of Medicine and Health
Sciences(에티오피아)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미국)
University of Juba College of Medicine(남수단)
University of Jyväskylä(핀란드)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Public Health(미국)
University of Medicine and Dentistry of New Jersey(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College of Engineering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and Radiological
Sciences(미국)
University of St. Augustine for Health Sciences(미국)

KU-MAGIC Project One
북악산 기슭에 위치한 KU-MAGIC Project One은
본래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캠퍼스로 쓰이던 곳으로
보건과학 연구와 네트워킹에 최적화된 건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에 인접한 뛰어난 접근성과
자연에 맞닿은 빼어난 경치를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며,
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천혜의 환경 아래
첨단 시설을 갖춘 비즈니스 센터, 연구실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소재
대지 36,611㎡ / 건평 28,421㎡ / 5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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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소재
대지 36,611㎡ / 건평 28,421㎡

인류의 내일을 개척하는

의학,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하여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t. 02.3290.1114 www.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