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05년도 수정)
및 참고자료집

2005. 9

머 리

말

과학기술부는 지난 2002년에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이하 표준분류체계)를 처음 고시한 바 있습니다. 급속히 바뀌는 과학기술의 특성과
환경을 감안하여 이번에 지난 3년간의 과학기술 환경변화가 반영된 2005년 개정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류의 지식 총량이 2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3∼5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보다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학계의 주장에
비춰볼 때, 3년 전에 작성된 표준분류체계를 보완하는 작업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작업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는 표준분류체계가 연구개발의 기획‧
평가 등에 이미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 체계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는 한편, 일부 중분류와 소분류에 해당하는 기술들을
보다 세분화‧전문화하거나 통합을 하고, 기술명칭을 핵심‧요소기술에 널리 쓰이는
전공용어로 바꾸는 등 신생기술과 융합기술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대분류 19개, 중분류 160개, 소분류 1,023개」로 구성되어 있던
분류체계의 대분류는 19개로 그대로 유지되면서, 중분류는 2002년도보다 18개가
늘어난 178개, 소분류는 212개가 늘어난 1,235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분류의 각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함께 정부의 다른
부처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류체계와의 연계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호환표도 작성하여 이번의 표준분류체계가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책자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단히 광범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최신 자료들까지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분류의
기본 틀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와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수정작업에 직접 참여해 주신 총괄위원회와 실무분과 위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공청회와 온라인 사이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통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수정‧보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여
주셨던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9월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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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 - 26호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05년도 수정)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29일
과학기술부 장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05년도 수정)
A. 수학
A1. 대수학
A11. 선형대수
A12. 수리논리학․집합론
A13. 수론
A14. 군․표현
A15. 대수기하․가환환
A16. 결합환
A17. 리대수․비결합환
A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대수학

A5. 확률․통계
A51. 확률론․확률과정론
A52. 통계이론
A53. 비모수통계
A54. 실험계획․선형모형론
A55. 시계열분석
A56. 다변량통계
A57. 응용통계
A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확률․통계

A2. 해석학
A21. 고전․실 해석
A22. 복소․조화 해석
A23. 함수해석
A24. 변분론․비선형해석
A25. 상미분방정식․동력계
A26. 편미분방정식
A27. 다양체위의 해석학
A28. 리 이론
A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석학

A6. 응용수학
A61. 연속체역학
A62. 수치해석
A63. 수리계획법․최적화이론
A64. 수학적 방법론
A65. 금융수학
A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응용수학

A3. 위상수학
A31. 일반위상수학
A32. 대수위상수학
A33. 기하위상수학
A34. 다양체․복합체
A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위상수학

A7. 전산수학
A71. 조합수학
A72. 이산수학․알고리즘
A73. 암호론․부호론
A74. 정보수학
A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산수학
A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학
A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학

A4. 기하학
A41. 고전기하
A42. 미분기하
A43. 복소기하
A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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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물리학
B1. 입자․장물리

B6. 응집물질물리

B11. 소립자․장이론

B61. 고체전자․광특성

B12. 특정반응․입자현상론

B62. 표면․경계면․박막(C15, C43, G85, H64)

B13. 가속기․빔물리(P84)

B63. 반도체(G51, I41～I46)

B14. 입자 데이터

B64. 자성체(I64)

B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입자․장물리

B65. 초유체․강유전체(I64)
B66. 저온물리

B2. 열․통계물리

B67. 상전이

B21. 통계역학(C11)

B68. 초전도(I63)

B22. 열역학(C11)

B69. 나노 물성

B23. 무질서계

B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응집물질물리

B24. 복잡계
B25. 비선형 동력학

B7. 원자․분자물리
B71. 원자물리학

B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열․통계물리

B72. 분자물리학
B3. 원자핵물리

B73. 양자론

B31. 핵구조

B74. 양자정보

B32. 핵반응․산란

B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분자물리

B33. 하드론 물리
B34. 중이온 반응

B8. 천체물리․우주론

B35. 원자핵 데이터(P11)

B81. 상대성․중력

B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핵물리

B82. 천체 물리학
B83. 우주 물리학(R44)

B4. 유체․플라즈마

B8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천체물리․우주론

B41. 플라즈마 물리(I62, I66)
B42. 유체운동․수송론

B9. 복합물리
B91. 생물물리

B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체․플라즈마

B92. 전산물리
B5. 광학

B93. 의학물리

B51. 분광학(C13, C42)

B94. 음향학

B52. 양자광학(I32)

B9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복합물리

B53. 레이저 광학(I32)
B54. 광자학(I32)

B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학
B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학

B55. 의광학
B56. 기하․파동 광학
B57. 디스플레이 광학
B58. 나노 광학
B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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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화학
C1. 물리화학

C4. 분석화학

C11. 열역학․통계열역학(B21, B22)

C41. 분리분석화학

C12. 양자화학․계산화학

C42. 분광분석화학(B51, C13)

C13. 분광학(B51, C42)

C43. 표면분석화학(B62, C15)

C14. 반응 동력학

C44. 구조분석화학

C15. 표면․계면 화학(B62, C43)

C45. 질량분석학

C16. 고체물리화학

C46. 화학기기학

C17. 생물리화학

C47. 생분석화학

C18. 재료물리화학

C48. 마이크로칩 화학분석

C19. 자기공명학

C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석화학

C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화학
C5. 고분자화학
C2. 유기화학

C51. 고분자 합성

C21. 천연물화학(L27)

C52. 고분자 구조 · 물성

C22. 유기합성․전합성

C53. 고분자 물리화학

C23. 유기합성방법론(H51)

C54. 생체 의료용 고분자(G36)

C24. 이론․물리 유기화학

C55. 전기․전자․광특성 고분자(G33, I64)

C25. 유기초분자화학

C56. 기능성 고분자

C26. 유기금속시약화학

C57. 환경친화성 고분자(G35)

C27. 생유기화학

C58. 에너지 고분자(G37)

C28. 의약․조합 화학(H52, M35)

C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고분자화학

C29. 유기재료화학
C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기화학

C6. 생화학
C61. 핵산분자 생화학(D16)

C3. 무기화학

C62. 단백질․효소분자 생화학(D16)

C31. 이론무기화학

C63. 탄수화물 분자 생화학(D16)

C32. 무기초분자화학

C64. 지질분자 생화학(D16)

C33. 유기금속화학

C65. 구조생화학(D16)

C34. 생무기화학

C66. 대사분자 생화학(D16)

C35. 고체무기화학․결정학

C67. 신경계분자 생화학(D16)

C36. 무기소재화학

C68. 화학적 단백질체학(D35)

C37. 촉매화학(H11～H13)

C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화학

C38. 무기의약화학
C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기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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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 광화학
C71. 유기광화학
C72. 무기광화학
C73. 생물광화학
C74. 고분자광화학(G34)
C75. 물리광화학
C76. 광소재화학
C77. 태양에너지화학
C78. 전기광화학
C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화학
C8. 전기화학
C81. 물리전기화학
C82. 분석전기화학
C83. 분자전기화학
C84. 에너지 변환․저장 전기화학
C85. 부식 · 표면 처리
C86. 산업전기화학 · 전기화학공정
C87. 생전기화학
C88. 전기재료화학
C8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화학
C9. 융합화학
C91. 나노화학
C92. 환경화학
C93. 화학생물학
C94. 화학 유전체학(D25)
C95. 화학정보학
C96. 계산화학
C97. 화학적 바이오칩(D62, D71, I83)
C98. 고효율 생리활성 검색
C99. 방사화학
C9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융합화학
C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
C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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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생명과학
D1. 생물학
D11. 계통분류․진화생물학
D12. 분자․세포 생물학
D13. 발생학
D14. 유전학(L11)
D15. 구조생물학
D16. 생리․생화학․생물물리학(C61～67, L13)
D17. 행동생태학(L13)
D18. 면역학
D19. 시스템즈 생물학(D27)
D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물학
D2. 유전공학
D21. 유전자 재조합 기술(L16)
D22. 유전자 발현․조절 기술(L16)
D23. 유전자 도입 기술(L16)
D24. 구조유전체학
D25. 기능유전체학(C94)
D26. 비교유전체학
D27. 유전자 네트워크 분석 기술(D19)
D28. 형질전환 생물 모델
D29 유전자 치료 기술(D44)
D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전공학
D3. 단백질․탄수화물․지(방)질공학
D31. 단백질 구조분석 기술
D32. 단백질 기능분석 기술
D33. 단백질 개량 기술
D34. 펩타이드공학
D35. 단백질체학(C68)
D36. 탄수화물공학
D37. 지(방)질공학
D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단백질․탄수화물․
지(방)질공학
D4. 세포․조직공학
D41. 줄기세포 배양 · 분화 기술
D42. 줄기세포공학
D43. 기능성 생체재료 개발 기술
D44. 세포 치료 기술(D29)
D45. 인공세포 · 장기 개발 기술
D46. 냉동 보존 · Banking 기술
D47. 미세 환경 재현 · 생체 시스템
D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세포․조직공학

D5. 생물공정․대사공학
D51. 발효공학(H71)
D52. 생물 분리정제 기술(H74)
D53. 생물반응기
D54. 효소공학(H73)
D55. 생물청정 기술
D56. 대사전달․조절 기술
D57. 세포대사공학(H72)
D58. 바이오에너지(H76, O53)
D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물공정․대사공학
D6. 생물정보학
D61. 서열분석․검색 기술
D62. 바이오 칩 분석 기술(C97, D71)
D63. 기계학습․마이닝 기술
D64. 패턴인식․시각화 기술
D65. 생물정보 계산․그래픽 기술
D66. 생물정보 DB 구축․관리 기술
D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물정보학
D7. 나노 바이오
D71. 바이오칩(C97, D62, I83)
D72. 바이오 소재(G64)
D73. 생체자기 조립 기술
D74. 유․무기 하이브리드 기술
D75. 생물학적 센서․액추에이터(F51)
D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 바이오
D8. 생물자원 보존․생산․이용 기술
D81. 식물자원(L11)
D82. 동물자원(L31, L34)
D83. 미생물자원
D84. 생물신소재
D85. 유전자원 보존관리 기술(L11, L31)
D86. 유전자원 활용화 기술
D87. 생물 다양성 보존 기술
D8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물자원 보존․생산․
이용 기술
D9. 생물위해성
D91. 위해성평가 기술(L19,L37,L42,M34,M56,M57,N52)
D92. 위해성관리 기술
D93. 환경영향평가 기술(N75)
D94. 생물재해관리 기술
D9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물위해성
D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명과학
D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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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지구과학
E1. 지질과학
E11.
E12.
E13.
E14.
E15.
E16.
E17.
E10.

광물학
암석학
광상․자원지질학(O65, O91)
구조지질학
층서․퇴적․화석․지사학(E86)
화산․제4기지질학(P97)
응용지질학․지질공학(Q45)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질과학

E2. 지구물리학
E21.
E22.
E23.
E24.
E25.
E20.

지열․지구내부물리․지구동력학(O55)
지진학(N82, P97)
중력․지자기․측지학
지전자기학
응용․환경 지구물리학(N41, O61～63)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구물리학

E3. 지구화학
E31.
E32.
E33.
E34.
E35.

희귀원소지구화학
지구연대학
안정동위원소지구화학
수지구화학
유기‧생물 지구화학

E36. 환경지구화학(N41)
E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구화학
E4. 대기과학
E41.
E42.
E43.
E44.
E45.
E46.
E47.
E48.
E49.
E40.

대기 관측․분석 기술
대기물리
대기역학
대기화학
대기 모델링․예보(N83)
응용대기과학(L17)
고층대기
해양기상
기상 원격탐사 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은 대기과학

E5. 기후학
E51. 기후시스템 관측․분석 기술
E52. 기후역학
E53. 기후모델링․예측 기술
E54. 기후변화 과학
E55. 고기후학
E56. 응용․환경 기후학
E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후학
E6. 해양과학
E61. 물리해양학
E62. 화학해양학
E63. 생물해양학
E64. 지질해양학
E65. 고해양학
E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과학
E7. 극지과학
E71. 빙하학
E72. 동토학
E73. 극지환경감시 기술
E74. 극지 유용생물자원 활용 기술
E75. 극지 광물자원 탐사 기술(O66)
E76. 극지 환경변화 모니터링
E77. 극지 우주과학
E78. 극지 인프라구축 및 활용 기술
E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극지과학
E8. 지구시스템과학
E81. 지구정보학(J71, J72, O64)
E82. 지형지구과학
E83. 자연재해학(N81～N88, P97)
E84. 지구환경과학(N41, N42)
E85. 수문학․수리지구과학(O78)
E86. 지구유물․자연사학(E15)
E87. 인공위성 지구과학(J72)
E88. 지구행성학
E89. 지구과학 기술 기반구축․관리 기술
E8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구시스템과학
E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구과학
E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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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미소․극미소 기전시스템 장비
F51. 초소형 센서(D75, I82)
F52. 초소형 구동장치(I82, I84)
F53. 초소형 디바이스(I81, I82, I84)
F54. 가공․조립․측정 기술(I85)
F55. 바이오․미소기전시스템(H77, I83)
F56. 소재 특성 분석․신뢰성 평가 기술(I85)
F57. 시스템화․집적화 기술(I85)
F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미소․극미소 기전시스템 장비

F. 기계
F1. 자동화 기술
F11. 요소부품
F12. 측정․감시․진단 기술(I11, I12)
F13. CAD․CAM․PLM*(I11)
F14. 기계지능화․로봇(F68, I11, I17)
F15. 생산 공정자동화 기술(F98, I11)
F16. 생산정보 기술(I11)
F17. 공장자동화 네트워크(I11)
F18. 시스템통합 기술(F27, I11)
F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동화 기술

F6. 극한․첨단 복합기계 기술
F61. 초소형․극미세 기술(I85)
F62. 초대형 기술
F63. 극저온․초고온 기술
F64. 초고압․극고진공 기술
F65. 초정밀 기술
F66. 초고속 기술
F67. 초청정 기술
F68. 지능형 로봇 기술(F14)
F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극한․첨단 복합기계 기술

F2. 육상수송기계
F21. 엔진․동력전달장치 기술(R85)
F22. 차량동역학 기술
F23. 경량화 기술
F24. 진동․소음 저감 기술(N29, N38, N79)
F25. 전기․전자 장치(I14)
F26. 지능형 차량․제어 기술(I14, I16)
F27. 시스템통합 기술(F18, I14, I16)
F28. 대체에너지 자동차 기술(I14)
F29. 철도차량 추진․제어 기술(I14)
F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육상수송기계
F3. 에너지․환경․의료기계
F31. 공기조화․냉동 기계
F32. 보일러․로설비
F33. 유체기계
F34. 수처리 설비(N31)
F35. 폐기물 처리설비(N25, N33)
F36. 대기오염방지설비(N23, N32)
F37. 건조․농축 설비
F38. 생체공학 해석․설계(M41)
F39. 인공보장구 설계․제작(M46)
F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환경․의료기계
F4. 산업․일반기계
F41. 가공기계(L57)
F42. 정밀기계
F43. 가전기기(I22)
F44. 건설․광산 기계
F45. 섬유․인쇄 기계
F46. 방재․소방기계
F47. 운송․하역 장비
F48. 정보산업장비
F49. 단위기계 요소부품
F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업․일반기계

F7. 복합설계․생산기반 기술
F71. 설계방법 기술(I85)
F72. CAE**
F73. 유지 보전 기술
F74. 가공․성형 기술
F75. 용접․조립 기술
F76. 다분야 최적 설계 기술
F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복합설계․생산기반 기술
F8. 측정표준․시험평가 기술
F81. 물리 · 기계 측정표준 기술
F82. 전자기 측정표준 기술
F83. 광응용 측정표준 기술
F84. 삶의 질 측정표준 기술
F85. 융합 측정표준 기술
F86. 교정․시험평가 기술
F87. 인증 표준물질 기술
F88. 참조표준 기술
F89. 신뢰성․비파괴평가 기술
F8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측정표준․시험평가 기술
F9. 산업공학 기술
F91. 생산관리 기술
F92. 품질관리 기술
F93. 물류시스템(Q86, Q96)
F94. 산업정보화 기술
F95. 인간공학 기술(J38, P34)
F96. 경제성공학 기술
F97. 예측․시뮬레이션 기술
F98. 컴퓨터통합생산시스템(F15)
F99. 최적화 기술
F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산업공학 기술
F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F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 CAD: Computer Aided Design; CAM: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CAE: Computer Aided Engineering
** CAE: Computer Aide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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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재료
G1. 금속재료

G5. 전자재료
G51.
G52.
G53.
G54.
G55.
G50.

G11. 철강재료
G12. 비철재료
G13. 열기능재료
G14. 화학․환경․생체 기능재료(M47)
G15. 전자기 기능재료(I64)
G16. 에너지 저장․전환 재료(O35)
G17. 비정질재료
G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금속재료

G6. 나노재료
G61.
G62.
G63.
G64.
G65.
G66.
G60.

G2. 세라믹재료
G21. 구조재료
G22. 열기능재료
G23. 전자기 기능재료(I64)
G24. 광․화학 기능재료
G25. 생체기능재료(M47)
G26. 환경재료

반도체재료(B63, I44)
디스플레이재료
전지재료
센서재료
광통신재료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자재료

구조재료
전자기 기능재료
광기능재료
바이오재료(D72)
환경재료(N37)
에너지재료(O35)
달리 분류되지 않는 나노재료

G7. 분석․물성평가 기술

G27. 에너지 저장․전환 재료(O35)

G71.
G72.
G73.
G74.
G75.
G76.
G77.
G70.

G28. 복합기능재료
G29. 도자기‧시멘트‧유리‧내화물 재료
G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세라믹재료
G3. 고분자재료
G31. 구조재료
G32. 열기능재료

재료성분 분석 기술
재료조직 분석 기술
물리적 특성평가 기술
화학적 특성평가 기술
기계적 특성평가 기술
손상진단 기술
내구성평가․수명예측 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석․물성평가 기술

G33. 전자기 기능재료(C55, I64)
G34. 광기능재료(C74)

G8. 재료 공정 기술
G81.
G82.
G83.
G84.
G85.
G86.
G87.
G88.
G80.

G35. 분리․환경 재료(C57)
G36. 생체기능재료(C54, M47)
G37. 에너지 저장․전환 재료(C58, O35)
G38. 섬유․고무․페인트․접착 재료
G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고분자재료
G4. 복합재료
G41. 금속기지 복합재료
G42. 세라믹기지 복합재료
G43. 고분자기지 복합재료
G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복합재료

응고․주조 기술
소성가공․반응고성형 기술
분말 제조․소결 기술(H16)
후처리 기술
박막공정 기술(B62, H64, I43)
접합공정 기술
성형․가공 기술
방사 기술(H82)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료 공정 기술

G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료
G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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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화학공정
H1. 촉매․반응 기술
H11. 촉매제조 기술(C37)
H12. 촉매평가 기술(C37)
H13. 조합촉매 기술(C37)
H14. 반응기 설계 기술
H15. 유동층 기술
H16. 분체 기술(G83)
H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촉매․반응 기술

H6. 고분자 공정 기술
H61. 고분자 중합공정 기술
H62. 고분자 입자 제조 기술
H63. 고분자 가공․성형 기술
H64. 고분자 박막․코팅 제조 기술(B62, G85)
H65. 유변공정 기술
H66. 복합재료 제조공정 기술
H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고분자 공정 기술

H2. 분리․정제 기술
H21. 증류 공정 기술
H22. 추출 공정 기술
H23. 흡수 공정 기술
H24. 흡착 공정 기술
H25. 막분리 공정 기술
H26. 초임계유체 공정 기술
H27. 결정화 공정 기술
H28. 고순도 복합 분리정제 기술
H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리․정제 기술

H7. 생물화학 공정 기술
H71. 발효공정 기술(D51)
H72. 대사공학 기술(D57)
H73. 효소생물 공정 기술(D54)
H74. 생물분리정제 공정 기술(D52)
H75. 생물환경 공정 기술
H76. 바이오 에너지 공정 기술(D58, O53)
H77. 나노․생물 융합 공정 기술(F55, I83)
H78. 분자생물 공정 기술
H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물화학 공정 기술

H3. 공정 시스템 기술
H31. 물성 측정․예측 기술
H32. 공정 모사․해석․최적화 기술(N17)
H33. 공정 제어․인식․진단 기술
H34. 공정 설계․Scale-up 기술
H35. 공정 통합․핀치 기술
H36. 비전통적 융합 공정 기술
H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공정 시스템 기술

H8. 섬유․의류 제조 기술
H81. 섬유소재 제조 기술
H82. 섬유방사 공정 기술(G88)
H83. 기능성․나노섬유 제조 기술
H84. 방적․직편물 제조공정 기술
H85. 염색․가공공정 기술
H86. 의복 설계․제조공정 기술
H87. 의류 품질관리 기술
H88. 스마트 섬유 제조공정 기술
H89. 의복환경 제어 기술
H8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섬유․의류 제조 기술

H4. 분자․나노 화학공정 기술
H41. 분자․나노 소재 합성 기술
H42. 분자․나노 소재 가공 기술
H43. 분자․나노 소자 제조 기술(I83, I84)
H44. 분자․나노 복합재 제조 기술
H45. 분자․나노 공정 시스템 기술(I85)
H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자․나노 화학공정 기술
H5. 화학물질․제품 제조 기술
H51. 유기․무기 합성공정 기술(C23)
H52. 의약물질 제조공정 기술(C28, M35)
H53. 향장약물질 제조공정 기술(M38)
H54. 농약물질 제조공정 기술(L23)
H55. 펄프제조 가공공정 기술
H56. 종이제조 가공공정 기술
H57. 피혁․신발 가공공정 기술
H58. 스포츠용품․생활용품 제조공정 기술
H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제품 제조 기술

H9. 화학공정 안전․보건․환경 기술
H91. 관리․정보화 기술
H92. 유해화학물질 물성 해석 기술
H93. 위험성 평가 기술
H94. 위험 설비․시설 진단 기술
H95. 사고원인․인적오류 분석 기술
H96. 피해 예측․손실 방지 기술
H97. 비상 대응 기술
H98. 안전․보건․환경․품질 통합 기술
H9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정 안전․
보건․환경 기술
H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정
H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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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기․전자
I1. 산업용 전기․전자
I11. 제어․자동화시스템(F12～F18)
I12. 계측기기(F12)
I13. 중전기기(I53)
I14. 교통전기(F25～F29)
I15. 회전기기․선형기기(I76)
I16. 텔레매틱스 기술(F26, F27, Q95)
I17. 산업용 로봇 기반 기술(F14)
I18. 산업용 디자인
I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전자

I6. 전기 응용 기술
I61. 전기설비 진단․평가 기술(I53, I57, I58)
I62. 전자기이용 기술(B13, B41)
I63. 초전도응용 기술(B68)
I64. 전기전자재료(B64, B65, C55, G15, G23, G33)
I65. 조명 기술
I66. 플라즈마응용 기술(B41)
I67. 펄스전원 기술
I68. 전력선통신 기술(K61)
I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 응용 기술

I2. 전자제품
I21. 멀티미디어기기(I34, J27)
I22. 생활가전기기(F43, I34)
I23. 사무용 전자기기(I34)
I24. 의료전기전자 기반 기술(I34, M42,43,45,46,48)
I25. 방송통신 전자기기(I33)
I26. 휴먼인터페이스 디자인
I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자제품
I3. 전자요소 기술
I31. 표시소자(I41, I84)
I32. 광전자(B52～B54, I46, K11)
I33. 유무선 통신소자(I25, I81, I91, I92, K42)
I34. 소자응용 기술(I21～I24)
I35. 전자부품(I41, I46)
I36. 전원소자 기술
I37. 대용량 전지
I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자요소 기술
I4. 반도체
I41. 반도체 소자(B63, I31, I35)
I42. 집적회로설계 기술(B63, I78)
I43. 반도체 공정(B63, G85, I85)
I44. 반도체 재료(B63, G51)
I45. 반도체소자 시험측정 기술(B63)
I46. 화합물반도체(B63, I32, I35)
I47. 반도체 설계용 S/W(I78, J31)
I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반도체
I5. 전기시스템
I51. 전력시스템(O23)
I52. 수용가시스템(I77)
I53. 전력설비(I13, I61, I94, Q68)
I54. 전력제어 기술
I55. 전력시장
I56. 전기환경
I57. 전기방재(I61)
I58. 전기시험․평가․신뢰성 기술(I61)
I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시스템

I7. 전력전자 기술
I71. 스위치 구동 기술
I72. 회로 위상해석설계 기술
I73. 전력전자 진단 기술
I74. 고압대용량 전력변환 기술(I75)
I75. 전력변환 기술(I74)
I76. 전동력응용 기술(I15)
I77. 신재생전원 기술(I52, O24, O51～O59)
I78. 전력소자 기술(I42, I47)
I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력전자 기술
I8. 미소․극미소 전자시스템
*
I81. RF 소자(F53, I33, K42)
I82. 센서․액추에이터 소자(F51～F53, I91)
I83. 바이오 미소 전자시스템 소자(C97,D71,F55,H43,H77,I91)
I84. 표시 미소 전자시스템 소자(F52, F53, H43, I31)
I85. 기초공정 기술(F54, F56, F57, F61, F71, H45, I43)
I8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미소․극미소 전자시스템
I9. 융합전기전자 기술 시스템
I91. 센서네트워크(I33, I82, I83, I92, M48)
I92. 전자식별시스템(I33, I91, J37, J47, Q69, Q96)
I93. 텔레메트릭스(Q45, Q62)
I94. 전력IT(I53, O36, O38)
I9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융합전기전자 기술 시스템
I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전자
I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전자

* RF: Radio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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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정보
J1. 컴퓨터
J11.
J12.
J13.
J10.

컴퓨터 본체
컴퓨터 주변기기
컴퓨터 네트워킹 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컴퓨터

J2. 시스템 소프트웨어
J21.
J22.
J23.
J24.
J25.
J26.
J27.
J28.
J20.

오퍼레이팅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실시간 시스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저장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
멀티미디어 시스템(I21)
모바일 시스템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J5. 콘텐츠 제작․유통 기술
J51. 콘텐츠 아카이빙 기술
J52. 콘텐츠 처리․출력 기술
J53. 콘텐츠 유통 기술
J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콘텐츠 제작․유통 기술
J6. 컴퓨터 그래픽스․게임․애니메이션 기술
J61. 실감 오디오․비디오 기술
J62. 온라인 트래픽 처리 기술
J63. 게임․애니메이션 저작 기술
J64.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
J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컴퓨터 그래픽스․
게임․애니메이션 기술
J7. 공간 정보 기술
J71. 지리정보시스템(E81,N64,O64,Q17,Q18,R61,R63,R96)

J3. 소프트웨어
J31.
J32.
J33.
J34.
J35.
J36.
J37.
J38.

응용소프트웨어(I47, N63)
데이터․지식 처리 기술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 인증․시스템 통합 기술
인공지능
전자상거래 시스템
컴퓨터인식 기술(I92, J47)
HCI*(F95, P34)

**

J72. 4S(GIS․RS․GPS․ITS) 통합 기술(E81, E87, Q95)
J73. 위치기반시스템
J74. 리모트센싱정보시스템(O64)
J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공간 정보 기술
J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보
J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보

J39. 알고리즘 · 계산이론
J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J4. 정보보호․보안
J41.
J42.
J43.
J44.
J45.
J46.
J47.
J40.

암호 기술
인증 기술
표준․평가 기술
시스템 보호
네트워크 보안
응용계층 보호
생체인식(I92, J37)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보보호․보안

* HCI: Human Computing Interface
**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RS: Remote Sensing,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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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통신
K1. 전송 기술

K6. 정보통신단말

K11. 광전송 기술(I32)

K61. 유․무선 단말(I68)

K12. 가입자망

K62. 인터넷정보가전 단말

K13. 구내망

K63. 음성․문자․언어 인식처리 기술

K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송 기술

K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보통신단말

K2. 교환 기술

K7. 방송․위성

K21. 회선교환 기술

K71. TV 방송

K22. 패킷교환 기술

K72. 라디오 방송

*

K23. ATM 교환 기술

K73. 위성 방송

K24. 광교환 기술

K74. 데이터 방송

K25. 라우팅 기술

K75. CATV

K26. 소프트 스위치 기술

K76. 위성통신

K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교환 기술

K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방송․위성

K3. 통신망
K31. 통신망 설계․운영 기술

**

방송

K8. 통신응용서비스
***

K81. 패킷음성(VoP
****

)서비스

K32. 통신망 서비스 관리 기술

K82. 데이터․IP

K33. 통신 프로토콜 기술

K83. 유무선 통합서비스

K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통신망

K8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통신응용서비스

K4. 전파 기술
K41. 안테나

서비스제공 기술

K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통신
K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통신

K42. 송수신 모듈(I33, I81)
K43. 전파측정․감시․방지 기술
K44. 전파환경 영향 기술
K45. 전파자원 개발 기술
K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파 기술
K5. 무선․이동통신
K51. 이동통신무선접속 기술
K52. 이동통신시스템
K53. 이동통신네트워크 기술
K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선․이동통신

* ATM: Asynchronous Transfer Mode; ** CATV: Cable television;
*** VoP: Voice over Packet; **** IP: Internet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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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농림․수산
L1. 농․원예작물
L11. 작물 유전․육종 기술(D14, D81, D85, L16, L29)
L12. 재배․생산 기술
L13. 작물 생리․생태(D16, D17)
L14. 시설재배
L15. 품질․수확 후 관리 기술
L16. 작물생명공학(L11, L29, D21～23, D6)
L17. 농업기상(E46)
L18. 잡초․잡초관리(L21)
L19. 농산물 안전성 확보 기술(D91, M56)
L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원예작물
L2. 농생물․화학
L21. 작물보호 기술(L18)
L22. 토양
L23. 농약(H54)
L24. 식물 영양․비료
L25. 식물병리(L62)
L26. 응용곤충(L62)
L27. 천연물화학(C21)
L28. 농업환경화학
L29. 농업생명공학(L11, L16)
L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생물․화학
L3. 축산
L31. 가축 유전․육종 기술(D2, D82, D85)
L32. 가축 번식 기술
L33. 가축 사료영양
L34. 축산 생명공학(D82)
L35. 축산 시설․환경
L36. 축산 경영․유통 기술
L37. 축산물 안전성 확보 기술(D91, L93, M56)
L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축산
L4. 수의학․수의과학
L41. 수의병리학
L42. 수의 약리․독성학(D91)
L43. 수의 생리․생화학(D12, D16)
L44. 수의 미생물․기생생물
L45. 수의전염병
L46. 실험동물학
L47. 수의 해부․조직학(D11, D13, D15)
L48. 수의 공중보건학
L49. 임상수의학(D41, D42, D44)
L4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의학․수의과학

*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L5 농공 기술
L51. 농업수리(관개배수학)
L52. 농지공학
L53. 농촌환경공학
L54. 농촌 계획․관광인프라
L55. 트랙터․생물생산기계
L56. 생물 생산시설․환경관리 기술
L57. 농축산물 가공기계(F41)
L58. 생체공학 응용 기술
L59. 농촌정보․농업시스템 공학
L5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공 기술
L6. 산림관리․조경
L61. 산림 생태․환경관리․자원조사 기술
L62. 산림보호․병리곤충(L25, L26)
L63. 조림․육림․육종 기술
L64. 임산화학
L65. 목재공학
L66. 조경 계획․설계 기술
L67. 조경 시공․관리 기술
L68. 조경생태
*
L69. GIS․CAD 조경
L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림관리․조경
L7. 수산 양식․생산 기술
L71. 양식․양식시설 기술
L72. 종묘생산 기술
L73. 양식 사료․영양 기술
L74. 수산생물 유전․육종 기술
L75. 수산생물 질병진단․관리 기술
L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산 양식․생산 기술
L8. 수산자원 관리․공학 기술
L81. 인공어초 제작․시설․관리 기술
L82. 수산자원관리 기술
L83. 수산자원 생태․평가 기술
L84. 어로기계․장비개발 기술
L85. 어구․어법 기술
L86. 수산환경 기술
L8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산자원 관리․공학 기술
L9. 식품가공 기술
L91. 식품 화학․분석학
L92. 농산가공 기술
L93. 축산가공 기술(L37)
L94. 수산가공 기술
L95. 기능성 식품․신소재(N55)
L96. 식품미생물학
L97. 식품 포장․저장 기술(P72)
L9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품가공 기술
L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림․수산
L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농림․수산

CAD: Computer Aid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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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보건․의료
M1. 기초의과학

M4. 의료공학

M11.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기술

M41. 생체분석․모델링 기술(F38)

M12. 생화학․분자생물학 기술

M42. 생체현상계측 기술(I24)

M13. 미생물학․기생충학․면역학 기술

M43. 의학영상시스템(I24, M65)

M14. 약리학 기술

M44. 인공보조장기․대체장기

M15. 생리학 기술

M45. 수술․치료기기(I24)

M16. 예방의학․사회의학 기술

M46. 재활․복지기기(F39, I24)

M17. 노화․노인학 기술

M47. 의료용 재료․기구(G14, G25, G36)

M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초의과학

M48. 정보․통신응용 의료기기(I24, I91)
M49. 의료기기 안전성․표준화 기술

M2. 임상의과학

M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의료공학

M21. 소화기질환 기술
M22. 정신․신경 질환 기술

M5. 식품안전성․영양

M23. 호흡․혈액순환 질환 기술

M51. 영양소 대사

M24. 신장․비뇨기 질환 기술

M52. 임상영양학

M25. 생식의학질환 기술

M53. 공중보건영양

M26. 감각기관질환 기술

M54. 영양평가

M27. 조형림프계질환 기술

M55. 식품위생

M28. 내분비질환 기술

M56. 식품위해성 평가․관리 기술(D91, L19, L37)

M29. 골격근․골격 질환 기술

M57. 건강기능식품․식품생리활성소재(D91, N55)

M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의과학

M58. 조리과학
M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식품안전성․영양

M3. 약과학․향장과학
M31. 약물작용점 발굴 기술

M6. 의료정보학

M32. 신의약 탐색 기술

M61. 의료데이터 획득․저장 기술

M33. 약물 유효성 평가 기술

M62. 의료정보 시스템화 기술

M34. 약물 위해성 평가․관리 기술(D91)

M63. 의료정보 표준화 기술

M35. 원료의약품 대량제조 기술(C28, H52)

M64. 의료정보검색 기술

M36. 의약품 제제 개발 기술

M65. 의료영상 정보처리 기술(M43)

M37. 의약품 임상시험 기술

M66. 의료 인공지능 기술

M38. 화장품 제조․기능성평가 기술(H53)

M67. 보건 의료정보

M39. 화장품 신소재 발굴 기술

M68. 생명 의료정보

M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약과학․향장과학

M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의료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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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 한의과학
M71. 한의학치료 기술
M72. 한의학적 예방․건강증진 기술
M73. 한의학 진단 기술
M74. 한약․한약제제
M75. 침구관련 진단․치료 기술
M76. 한방 의료기기
M77. 한의학 정보화 기술
M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한의과학
M8. 간호과학
M81. 임상간호중재 기술
M82. 간호학적 예방․건강증진 기술
M83. 만성․재활 간호 기술
M84. 간호관리 기술
M85. 간호기기개발 기술
M86. 간호진단․지표․평가 기술
M87. 간호정보표준화 기술
M80.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호과학
M9. 치의과학
M91. 구강질환 치료 기술
M92. 구강질환 예방 기술
M93. 구강질환 진단 · 평가 기술
M94. 구강악안면 생체재료․기기․생체적합성
개발 기술
M95. 구강악안면 기형 제어 기술
M96. 저작기능향상 기술
M97. 구강-전신건강 관련성 연구 기술
M9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치의과학
M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보건․의료
M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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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환경
N1. 사전오염예방․청정요소 기술
N5. 환경보건 기술
N11. 청정공정 기술
N51. 환경 위해성평가 기술
N12. 청정기기․기계
N52. 환경 독성평가 기술(D91)
N13. 환경친화성 재료
N53. 환경 역학조사 기술
N14. 공정진단․관리 기술
N54. 환경잔류성물질 평가․관리 기술
N15. 환경친화형 설계 기술
N55. 유전자변형물질 평가․관리 기술(L95,M57)
N16. 공정내 재자원화 기술
N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보건 기술
N17. 공정모사․제어 기술(H32)
N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전오염예방․청정요소 기술
N6. 환경정보화 기술
N61. 환경정보관리체계
N2. 환경오염 제어․관리 기술
N62. 환경유해공정진단․관리 기술
N21. 상하수도 제어․관리 기술
N63. 환경관련 소프트웨어(J31)
N22. 수질오염 제어․관리 기술
N64. 환경지리정보체계(J71)
N23. 대기오염 제어․관리 기술(F36, N32)
N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정보화 기술
N24. 토양․지하수 오염제어․관리 기술
N25. 폐기물관리․재활용 기술(F35, N33, O87, Q64)
N7. 환경예측․감시․평가 기술
N26. 물리적 환경요인․생활환경 제어 기술
N71. 환경오염 측정분석 기술
N27. 연안환경․해양오염 제어 기술(N36, R65)
N72.
환경질 감시․예측 기술
N28. 통합환경 관리 기술
N73. 환경응용 기술
N29. 소음․진동 제어․관리 기술(F24, N38, N79, Q67)
N74. 환경오염도 평가 기술
N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오염 제어․관리 기술
N75. 환경영향평가 기술(D93)
N76. 환경 측정 장비
N3. 환경소재․부품․설비
N77. 환경 전 과정 평가 기술
N31. 수처리용 소재․설비(F34, Q61)
N78. 지역․지구환경변화 감시․평가 기술
N32. 대기오염처리용 소재․설비(F36, N23)
N79. 소음․진동 예측․감시․평가 기술(F24,N29,N38)
N33. 폐기물처리․재활용 소재․설비(F35, N25)
N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예측․감시․평가 기술
N34. 생활환경오염처리용 소재․설비
N35. 토양․지하수 오염처리용 소재․설비
N36. 해양오염처리용 소재․설비(N27, R65)
N37. 나노 환경소재(G65)
N38. 소음․진동 저감용 소재․설비(F24, N29, N79, Q67)
N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소재․부품․설비
N4. 환경보전․복원 기술
N41. 지구환경보전 기술(E25, E36, E84)
N42. 자연생태계 보전․복원 기술(E84, Q58)
N43. 수질정화․복원 기술
N44. 토양․지하수 정화․복원 기술(O97)
N45. 해안․해양 보전․복원 기술(R65)
N46. 산업환경 관리․복원 기술
N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보전․복원 기술

N8. 환경․자연재해 예측․저감 기술
N81.
N82.
N83.
N84.
N85.
N86.
N87.
N88.
N80.

수환경․수재해 예측․저감 기술(E83,Q56)
지진․산사태 예측․저감 기술(E22,E83,Q44)
기상재해 예측․저감 기술(E45, E83)
산불재해 예측․저감 기술(E83)
해양재해 예측․저감 기술(E83, Q54)
병해충재해 예측․저감 기술(E83)
환경․자연재해 통합 관리 기술(E83)
해수침투․토사재해 예측․저감 기술(E83, Q56)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자연재해 예측․저감 기술

N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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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

O. 에너지․자원
O1. 에너지 생산 시스템
O11. 석유생산시스템
O12. 석탄생산시스템
O13. 가스생산시스템
O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 생산 시스템

O6. 자원탐사 기술
O61. 시추탐사․검층 기술(E25)
O62. 육상물리탐사 기술(E25)
O63. 해저물리탐사 기술(E25, R63)
*
O64. RS․GIS 활용탐사 기술(E81, J71, J74, Q17)
O65. 지화학탐사 기술(E13)
O66. 극한지 자원탐사 기술(E75)
O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원탐사 기술

O2. 에너지 변환․저장 기술
O21. 에너지 변환 기술
O22. 에너지 저장 기술
O7. 자원개발 기술
O23. 에너지 수송 기술(I51)
O71. 석유․가스 개발 기술
O24. 에너지 회수․이용 기술(I77)
O72. 석탄자원 개발 기술
O73.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기술
O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 변환․저장 기술
O74. 노천․지하 광물자원 개발 기술
O75. 해저광물자원 개발 기술(R73)
O3. 에너지 효율 기술
O76.
골재․석재 자원 개발 기술
O31. 산업에너지 효율 기술
O77.
비재래형 탄화수소자원 개발 기술
O32. 수송에너지 효율 기술
O78. 지하수․지열 자원 개발 기술(E85, Q53)
O33. 건물에너지 효율 기술
O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원개발 기술
O34. 전기에너지 효율 기술
O35. 에너지소재(G16, G27, G37, G66)
O8. 자원활용 기술
O36. 에너지수요관리 기술(I94)
O81. 비금속광물 활용 기술
O37. 효율 진단․분석 기술
O82. 금속광물 활용 기술
O38. 에너지 정보화 기술(I94)
O83. 해양광물 활용 기술
O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 효율 기술
O84. 석탄광물 활용 기술
O85. 미래광물 활용 기술
O4. 에너지 청정 기술
O86. 원료소재 제조 기술
O41. 석탄 청정이용 기술
O87. 자원재활용 기술(N25)
O42. 석유 청정이용 기술
O8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원활용 기술
O43. 연소배가스 처리 기술
O44. 가스정제 기술
O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 청정 기술
O9. 자원기반 기술
O5. 신․재생에너지
O51. 태양(태양열․태양광) 에너지(I77)
O52. 풍력에너지(I77)
O53. 바이오에너지(D58, H76, I77)
O54. 수력 기술(I77)
O55. 지열에너지(E21, I77)
O56. 해양에너지(I77, Q54, R72)
O57. 수소에너지(I77)
O58. 폐기물에너지(I77)
O59. 연료전지(I77)
O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 RS: Remote Sensing,

O91.
O92.
O93.
O94.
O95.
O96.
O97.
O90.

자원지질조사 기술(E13)
자원조사평가 기술
자원정보화 기술
지질자원시험평가표준화 기술
발파․굴착 기술
지하저장 기술
광해방지 기술(N44)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원기반 기술

O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자원
O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자원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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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원자력
P6. 핵연료주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P61. 정련․변환 기술
P62. 농축 기술
P63.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P64.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P65. 원자력시설 제염 · 해체 기술
P66. 방사화학․악티나이드 화학 기술
P67.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
P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핵연료주기․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P1. 원자로 노심 기술
P11. 핵자료 기술(B35)
P12. 노심 핵설계 기술
P13. 노심 열유체 기술
P14. 노물리 실험 기술
P15. 노심 운전 기술
P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로 노심 기술
P2. 원자로 계통 기술
P21. 유체계통 설계 기술
P22. 열유동 전산해석 기술
P23. 주요기기 설계 기술
P24. 원자로계통 구조설계․해석 기술
P25. 건전성 평가․고온 구조해석 기술
P26. 설계검증․성능확인시험 기술
P27. 유지보수․운전기기 연계 기술
P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로 계통 기술
P3. 원자력 계측․제어 기술
P31. 센서․검출기 기술
P32. 계측․감시 기술
P33. 제어시스템 기술
P34. 인간공학 기술(F95, J38)
P35. 원격조작․제어 기술
P36. 원전 시뮬레이션 기술
P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계측․제어 기술
P4. 원자력 안전 기술
P41. 설계기준사고 열수력 안전성 실증․평가 기술
P42. 중대사고 해석․실증 기술
P43. 기기․구조건전성 평가 기술
P44.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기술
P45.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
P46. 운전 안전성 평가 기술
P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안전 기술
P5. 핵연료․원자력소재
P51. 핵연료 제조 기술
P52. 원자력재료 신뢰성 평가 기술
P53. 핵연료 설계․성능평가 기술
P54. 원자력재료 개발․성능개선 기술
P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핵연료․원자력소재

P7. 방사선 기술
P71. 방사성동위원소․화합물 생산 기술
P72. 방사선 농생물․식품공학 이용 기술(L97)
P73. 방사선 공업․환경 이용 기술
P74. 의료 방사선 기술
P75. 방사선 생물 영향 평가 기술
P76. 방사선 계측․선량평가 기술
P77. 방사선방호 기술
P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방사선 기술
P8. 원자력 기반․첨단 기술
P81. 핵융합
P82. 양자공학
P83. 연구용 원자로 이용 기술
P84. 가속기 기술(B13)
P8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기반․첨단 기술
P9. 원자력시설 건설․운영 기술
P91. 건설 기술
P92. 운전 기술
P93. 정비 기술
P94. 수명연장 기술
P95. 제작 기술
P96. 품질보증 기술
P97. 부지안전성 조사․평가 기술(E16, E22, E83)
P9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시설 건설․운영 기술
P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P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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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교통
Q4. 구조물․지반공학 기술

Q1. 건설 계획․설계 기술
Q11. 국토․지적․도시 계획․설계 기술

Q41. 강구조․합성 구조 기술

Q12. 도시설계․재개발 계획 기술

Q42. 철근․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 기술

Q13. 토목시설물 계획․설계 기술

Q43. 신소재․복합재료 구조 기술

Q14. 건축물 계획․설계 기술

Q44. 내진․내풍 구조물 기술(N82)

Q15. 플랜트 계획․설계 기술

Q45. 지반지질 조사 · 정보화 기술(E17, I93)

Q16. 원자력 발전시설 계획․설계 기술

Q46. 연약지반․사면 안정처리 기술

Q17. 원격 탐사․측량 기술(J71, O64)

Q47. 터널․암반공학 기술

Q18. 공간정보 응용 기술(J71)

Q48. 지하구조물․라이프라인 기술

Q19. 엔지니어링 정보화 기술

Q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구조물․지반공학 기술

Q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건설 계획․설계 기술
Q5. 수공 시스템 기술
Q2. 시공․재료․건설 관리 기술

Q51. 수리․수문 조사․해석 기술

Q21. 건설용 신소재․재활용 기술

Q52. 수자원 계획 기술

Q22. 공법 개발․활용계획

Q53. 수자원 통합관리 기술(O78)

Q23. 품질․안전 관리 기술

Q54. 해안․항만․해양개발 기술(N85, O56)

Q24. 공정․비용․자원 관리 기술

Q55. 수리구조물 설계 기술

Q25. 건설관리 정보화 기술

Q56. 홍수 예측․방재 기술((N81, N88)

Q26. 건설 계약․클레임 관리 기술

Q57. 하천 설계 기술

Q27. 첨단시공․건설자동화시스템 기술

Q58. 생태 수리․수문 기술(N42)

Q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공․재료․건설 관리 기술

Q50. 달리 구분되지 않는 수공 시스템 기술

Q3. 유지 관리 기술

Q6. 건설환경․설비 기술

Q31. 시설물 안전 진단 기술

Q61. 상․하수도 시스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N31)

Q32. 건전성 평가․수명 예측 기술

Q62. 건축․도시환경 시스템 정보화 기술(I93)

Q33. 시설물 유지 보수․성능 향상 기술

Q63. 도시․단지 물 순환 기술

Q34. 인위 재해 방재 기술

Q64. 건설 폐기물 관리 기술(N25)

Q35. 재난위해도 평가 기술

Q65. 건축환경 기술

Q36. 생애 주기 비용 평가 기술

Q66. 친환경건축물 기술

Q37. 건물화재안전 기술

Q67. 소음․진동 제어․관리 기술(N29, N38)

Q38. 시설물 수명 연장 기술․리모델링 기술

Q68. 기계․전자․전기 설비 기술(I53)

Q39. 사회간접자본시설 정보 표준화 기술

Q69. 친환경 토목시설물 설계․시공 기술

Q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지 관리 기술

Q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건설환경․설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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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신공간 기술
Q71. 지하공간 기술
Q72. 초대형․초고층 기술
Q73. 극한․극서지 기술
Q74. 해양공간 기술
Q75. 신공간 환경 기술
Q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공간 기술
Q8. 교통시설․수단․환경 기술
Q81. 도로 시설물 설계․최적화 기술
Q82. 철도 시설물 설계․최적화 기술
Q83. 항만․공항 시설물 설계․최적화 기술
Q84. 궤도․역사 설계 기술
Q85. 교통 시스템 계획 기술
Q86. 물류 시스템 계획 기술(F93)
Q87. 신교통수단 설계 기술
Q88. 교통 환경보전․오염방지 기술
Q8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교통시설․수단․환경 기술
Q9. 교통운영․관리․안전 기술
Q91. 도로교통 운영․관리시스템 기술
Q92. 철도교통 운영․관리시스템 기술
Q93. 해상교통 운영․관리시스템 기술(R96)
Q94. 항공교통 관제․항행시스템 기술
Q95. 지능형교통시스템 기술(I16, J72)
Q96. 물류시스템 정보․자동화 기술(F93, I91, I92)
Q97. 교통안전 기술
Q98. 재난․재해 대비 교통 운영․관리 기술
Q9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교통운영․관리․안전 기술
Q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건설․교통
Q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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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우주․항공․천문․해양
R1. 우주발사체
R11. 우주발사체 시스템
R12. 우주발사체 추진기관
R13. 우주발사체 전자탑재체(E87)
R14. 우주발사체 유도․자세제어 기술
R15. 우주발사체 구조체
R16. 우주발사체 관제시설
R17. 우주발사체․위성체 인터페이스 기술
R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주발사체

R6. 해양환경
R61. 물리해양환경 관측 기술(J71)
R62. 해양생태계 관리․보전 기술
R63. 지질해양환경 탐사 기술(J71, O63)
R64. 화학해양환경 관측 기술
R65. 해양오염 대응 기술(N27, N36, N45)
R66. 해양안전 기술
R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환경

R2. 인공위성
R21. 인공위성 시스템
R22. 인공위성 추진기관
R23. 인공위성 전력계
R24. 인공위성 자세제어 기술
R25. 인공위성 원격측정 명령 기술
R26. 인공위성 구조․열제어 기술
R27. 인공위성 탑재체
R28. 인공위성 수신․관제․원격탐사․추적․감시 기술
R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인공위성

R7. 해양자원
R71. 해양 생물․유전자 자원 개발․이용 기술
R72. 해양에너지자원 실용화 기술(O56)
R73.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 기술(O75)
R74. 해양수자원 실용화 기술
R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자원

R3. 항공기
R31. 항공기 시스템
R32. 항공기 추진시스템
R33. 항공기 기계보기
R34. 항공기 전자보기
R35. 항공기 기체시스템
R36. 항공기 유도항법제어시스템
R37. 항공기 탑재체․지상 관제 기술
R38. 항공안전 기술
R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공기

R8. 조선
R81. 선박 시스템 기술
R82. 선박 구조 기술
R83. 선박 유체 기술
R84. 선박 해양 안전 기술
R85. 동력기관‧보조기계(F21)
R86. 신개념 해상 운송시스템 기술
R87. 선박 생산 기술
R88. 선박 의장 기술
R8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조선
R9. 해양공학
R91. 해양구조물 구조․설계 기술
R92. 해양구조물 유체성능해석 기술
R93. 해양 기계․구조 시스템 통합 기술
R94. 해양 탐사․작업 장비
R95. 수중음향 통신망
R96. 해양 정보 기술(J71, Q93)
R97. 해양안전방재 기술
R9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공학

R4. 천문우주과학
R41. 태양계천문학
R42. 성간물질
R43. 항성천문학
R44. 은하․우주론(B83)
R45. 우주과학
R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천문우주과학
R5. 천문우주환경 관측 기술
R51. 태양계 관측 기술
R52. 광학․적외선 관측 기술
R53. 우주전파 관측 기술
R54. 고에너지 관측 기술
R55. 우주환경 측정 기술
R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천문우주환경 관측 기술

R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주ㆍ항공ㆍ천문ㆍ해양
R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우주ㆍ항공․천문․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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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기술혁신․과학기술정책
S5. 과학기술과 정책

S1. 과학기술과 사회․문화
S11. 과학기술과 시민사회․윤리

S51. 국가과학기술정책체제

S12. 과학기술과 교육

S52. 과학기술과 법․행정

S13. 과학기술의 역사 철학

S53. 국가연구개발사업

S14. 과학문화․커뮤니케이션

S54. 과학기술인력

S15. 기술영향평가

S55. 과학기술하부구조

S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과학기술과 사회․문화

S56. 과학기술 국제협력
S50.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과학기술과 정책

S2.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S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술혁신․과학기술정책

S21. 과학기술과 산업

S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술혁신․과학기술정책

S22. 과학기술과 경제
S23. 과학기술과 고용․노사관계
S24.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S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S3. 과학기술과 혁신
S31. 기술혁신이론
S32. 혁신체제이론
S33. 국가혁신체제
S34. 지역혁신체제
S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과학기술과 혁신
S4. 과학기술과 경영
S41. 과학기술예측․모니터링
S42. 연구개발전략․기획
S43. 연구개발조직 관리
S44.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
S45. 기술가치평가
S46. 기술금융
S47. 연구개발성과 이전․확산
S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과학기술과 경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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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표(’05년도 수정)”와 관련 참고자료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step.re.kr)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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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기술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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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명: A. 수학(Mathematics)
중분류명: A1. 대수학(Algebra)

○ 연산이 부여된 집합의 구조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분야
정

의

- 몇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연산을 갖춘 집합으로서 군, 환, 체, 벡터공간, 카테고리
등의 대수계의 구조를 연구하고, 대수적 방법론을 통하여 해석학, 기하학, 이론
물리학, 응용수학 등에 이용됨.

A11. 선형대수(Linear algebra): 행렬 및 행렬식, 행렬대수 및 벡터공간의 이론과
응용연구
A12. 수리논리학 집합론(Mathematical logic and set theory): 수리적 논리의 의미와
형식, 불완전성, 집합의 이론 등을 연구
A13. 수론(Number theory): 정수의 성질을 연구
A14. 군 표현(Group and representation theory): 군의 이론과 표현론의 연구
A15. 대수기하 가환환(Algebraic geometry and commutative ring theory): 대수적
아핀 및 사영다양체, 방정식에 의해 표현되는 도형의 기하학적 특성과 가환인
환의 연구
범

위
A16. 결합환(Associative ring theory): 결합환의 이론과 응용의 연구
A17. 리대수 비결합환(Lie algebra and non-associative ring theory): 리 환과
표현론, 분류문제 및 근의 체계, 비결합환의 성질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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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A2. 해석학(Analysis)

○ 함수의 연구를 통해 수학적 해석을 위한 계산 및 분석방법을 연구 제공하는 분야
정

의

-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엄밀하게 규명하고 다양한 함수들의 성질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다루는 함수의 종류에 따라 실해석학 및 복소해석학, 함수해석학, 비선형
해석학 등으로 구분되고, 미분방정식이나 분방정식을 푸는 데도 응용됨.

A21. 고전 실 해석(Classical and real analysis): 고급미적분이론, 측도론, 급수와
수렴 등을 연구
A22. 복소 조화 해석(Complex and harmonic analysis): 복소함수와 조화함수의 성질,
확률측도론, 초함수론 등을 연구
A23. 함수해석(Functional analysis): 벡터적분, 퓨리에 변환, Banach 대수, 작용소
등을 연구
A24. 변분론 비선형해석(Variation and nonlinear analysis): 변분의 이론과 응용,
방정식과 블록최적화이론, 비선형 수학적 개념의 이론과 응용 등을 연구
A25. 상미분방정식 동력계(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and dynamical systems):
상미분방정식의 성질과 응용, 구조, 안정성, 제어이론 등의 선형 및 비선형 역학
범

위

등을 연구
A26. 편미분방정식(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편미분방정식의 성질과 수치적
방법, 응용 등을 연구
A27. 다양체위의 해석학(Analysis on manifold): 다양체상에서의 해석학과 기하학의
연구
A28. 리 이론(Lie theory): 리 이론과 활용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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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A3. 위상수학(Topology)

○ 연속적인 변형에 의해 불변인 특성을 통하여 수학적 대상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분야
정

의

- 연속적으로 변형을 가할 때 변하지 않는 연결 구조를 연구하고 공간의 분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호모토피 및 호몰로지 이론을 연구하며 기하학, 해석학,
대수학 연구에도 이용됨.

A31. 일반위상수학(General topology): 위상공간의 수학적 특성 등을 연구
A32. 대수위상수학(Algebraic topology): 기본군, 호모토피, 호몰로지 등의 대수적
해법에 의한 위상공간의 연구
A33. 기하위상수학(Geometric topology): 다양체론과 불변량, 다양체상의 미적분과
미분형식등과 기하학적 해법에 의한 위상공간의 연구
A34. 다양체 복합체(Manifolds and cell complexes): 저차원 다양체, 매듭과 고리,
매듭과 고리의 불변량, 기본군(fundamental groups)과 덮개공간(covering
spaces), 위상다양체, PL-위상, 위상군작용, 위상군의 호모로지와 호모토피
등을 연구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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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A4. 기하학(Geometry)

○ 기하학적 대상의 내재적인 특성들을 연구하고 응용하는 분야
정

의

- 직관에 의해 관찰된 대상의 특성들을 수학적 방법을 통해서 밝혀내고 검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많은 양의 정보를 시각적 모델로 바꿔 처리하는 것 등을
통해서 수학이나 과학의 여러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함.

A41. 고전기하(Classical geometry): 유클리드기하와 비유클리드기하를 비롯한
고전적 기하의 연구
A42. 미분기하(Differential geometry): 미적분을 이용한 공간의 기하학적 특성
등을 연구
A43. 복소기하(Complex geometry): 리만면과 무리함수의 적분, 복소다양체의
기하학적 특성 연구 등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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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A5. 확률 통계(Probability and Statistics)

○ 어떤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분야
정

의

- 자연현상, 사회현상, 경제현상 등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추론하는 수학의 분야이며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의학, 통신, 경제 및
사회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활용됨.

A51. 확률론 확률과정론(Probability and stochastic process): 확률이론과 응용, 확률
측도론,

Martingale 이론과 큐잉이론 등 응용에 관해 연구

A52. 통계이론(Statistics theory): 통계이론 및 응용을 연구
A53. 비모수통계(Nonparametric statistics): 검정, 자료의 부호, 순위 등을 이용한
통계적 분석 등을 연구
A54. 실험계획 선형모형론(Experimental design and linear model): 실험과 관측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과 선형모형 등을 연구
A55. 시계열분석(Time series): 시계열자료의 통계적 분석과 활용 등을 연구
A56. 다변량통계(Multivariate statistics): 여러 변수에 대해 동시에 관측된 자료의
범

위

통계적 분석과 응용을 연구
A57. 응용통계(Applied statistics): 정보통신 등의 분야와 관련한 확률 통계의 이론
및 응용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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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A6. 응용수학(Applied Mathematics)

○ 수학적 이론과 방법을 사용하여 공학 및 이학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직 간접적인
응용이 가능한 수학의 분야
정

의

- 순수수학의 여러 결과나 방법들을 다른 자연과학, 공학, 사회과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하거나 또는 자연과학, 공학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수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수학의 한 분야임.

A61. 연속체역학(Deformable mechanics): 연속역학, 비선형동역학, 카오스, 프랙탈
등을 연구
A62.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타원형편미분방정식, 오차분석과 여러가지 수치
해법 등을 연구
A63. 수리계획법 최적화이론(Mathematical programming and optimization theory):
최대, 최소 및 최적화조건 및 수리계획 등을 연구
A64. 수학적 방법론(Theory of mathematical methods): 수학적 사고와 이론, 논리적
체계 등과 활용에 관한 연구 등
A65. 금융수학(Financial mathematics): 주식, 옵션 등 금융파생상품과 관련된 수학적
범

위

문제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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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A7. 전산수학(Combinatorial and Computational Mathematics)

○ 첨단정보 기술 개발을 위해 고전적 의미에서의 연속수학과 대비되는 이산수학의
범주를 벗어나 지난 수십 년간의 초고속 계산 능력을 가진 컴퓨터의 발전 및
이에 따른 과학기술 연구의 변화를 주도하는 소위 computational science의
정

의

발전과 보조를 같이하는 연구하는 분야
- 이 분야는 수리과학에서, 조합론과 이산수학, 모형화, 조합행렬, 부호와 암호론,
이산최적화 등을 포함하며, 전산공학, 통신, 수송, 실험계획, 경영학, 생명과학,
분자화학, 역학 등에서의 응용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

A71. 조합수학(Combinatorics): 계수적 조합론, 디자인론, 확률적 그래프론, 대수적
조합론, 조합행렬이론, 네트워크 알고리즘 등을 연구
A72. 이산수학 알고리즘(Discrete mathematics and algorithm): 알고리즘과 분석,
회귀관계, 그래프 알고리즘, turing 이론, 이산최적화 등을 연구
A73. 암호론·부호론(Cryptology and coding theory): 암호 및 부호의 체계, 인증,
정보보호 등을 연구
A74. 정보수학(Mathematical informatics): 계산수학, 생명수학, 금융수학을 포함하는
자연과학-공학-의학-사회과학적 정보의 수리적 분석과 연구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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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명: B. 물리학(Physics)
중분류명: B1. 입자 장물리(Particle Physics and Field Theory)

○ 모든 물질의 궁극적인 구성원으로 생각되는 소립자의 생성 및 소멸, 소립자 사이의
정

의

상호작용과 같은 특성을 해석하는 이론과 소립자 관측과 같은 실험을 연구하는
분야

B11. 소립자 장이론(Elementary particle and field theory): 양자장론, 중력이론 및
확장, 초끈이론 등을 포함
B12. 특정반응 입자현상론(Specific reaction and particle phenomenology): 소립자에
관련된 여러 현상을 다루는 이론 및 실험을 포함
B13. 가속기 빔물리(Accelerator and beam physics): 입자가속기 장치의 설계, 입자빔의
측정 등과 같은 실험기술 및 실험과 관련된 전산 모사 계산 등
B14. 입자 데이터(Particle data): 알려진 입자의 모든 성질을 DB화 하는 연구 포함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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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B2. 열 통계물리(Thermal and Statistical Physics)

○ 많은 개체로 구성된 다 체계가 보여주는 집단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
- 다체계를 구성하는 개체의 수가 많기 때문에 각 개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정

의

결정론적 방법보다는 전체 계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기술하는 확률적인 방법을
사용함.
- 각 개체 단위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전체 계에서는 나타나는 집단적인 현상들이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됨.

B21. 통계역학(Statistical mechanics): 고전양자 역학 및 확률 통계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다체계의 운동을 해석하는 분야로 운동학 방정식, 고전 및 양자 통계물리, 분자동역학
등을 포함
B22. 열역학(Thermodynamics): 열, 열역학법칙, 엔트로피 및 반응과 관련된 평형계
및 비평형계의 열적 특성을 다룸. 열기관, 상전이, 임계현상 등을 포함
B23. 무질서계(Disordered system): 무질서한 구조를 가진 다체계의 물성을 연구하는
분야로 비정질 물질의 열적, 기계적, 전자기적 특성, 콘도 효과 등을 포함. 쪽거리
분석 포함
B24. 복잡계(Complex system): 생태, 생물, 경제, 사회 등의 복잡계에서 일어나는
집단적인 특성 조사. 네트워크 분석 포함
범

위
B25. 비선형 동력학(Nonlinear dynamics): 비선형계의 쪽거리와 혼돈 현상, 쌍갈림,
동기화, 문양 형성 등에 대한 이론과 실험 등. 비선형 시계열 분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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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B3. 원자핵물리(Nuclear Physics)

○ 핵 력 이 라 는 강 한 상 호 작 용 에 의 하 여 결 합 된 다 체 계 의 구 조 및 동력학을
정

의

연구하는 분야
- 입자빔 가속기 개발, 방사선 계측, 입자빔 수송기술, 전산 모사, 데이터 획득
및 신호처리 기술을 필요로 함.

B31. 핵구조(Nuclear physics): 원자핵 구조, 원자핵 에너지 준위, 핵력, 핵붕괴 등을
포함
B32. 핵반응 산란(Nuclear reaction and scattering): 원자핵 산란에 관련된 실험 및
이론, 다양한 핵반응 모델 등을 포함
B33. 하드론 물리(Hardron physics): 중간 및 고에너지의 핵반응 및 산란을 통한
핵구조 및 하드론 연구 포함
B34. 중이온 반응(Heavy ion reaction): 저, 중, 고 에너지 중이온 산란과 관련된
이론 및 실험을 다루며, 공명 현상, 복합핵, 상전이, quark deconfinement 등
B35. 원자핵 데이터(Nuclear data): 원자핵 응용에 사용되는 핵의 성질을 DB화 하는
연구 포함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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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B4. 유체 플라즈마(Fluid and Plasma)

○ 유체물리는 유체의 운동학적 특성 및 역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
정

의

○ 플라즈마 물리는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이온화된 기체 상태의 물리현상과
기체전자학(gaseous electronics) 및 하전입자빔 물리(beam physics)를 연구하는 분야

B41. 플라즈마 물리(Plasma physics): 이온화된 기체 상태 및 기체 방전 현상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로 기초 플라즈마물리, 플라즈마 핵융합, 천체 및 우주 플라즈마,
플라즈마 전산모사, 플라즈마 응용기술, 가속기 및 빔물리 등
B42. 유체운동 수송론(Fluid kinematics and transport theory): 유체(액체, 기체,
하전입자 등)의 수송 및 난류현상, 유체역학적 불안정성, 유체운동의 전산모사 등
※ 응용분야로서는 플라즈마 핵융합(Plasma thermonuclear fusion), 천체 및 우주플라즈마
(Space plasma), 플라즈마 산업응용기술(Plasma processing technology) 등을
포함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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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B5. 광학(Optics)

정

의

○ 광 자체의 특성과 광과 물질의 상호작용에 관한 분야로 상호작용은 광의 방출, 전송,
흡수, 증폭, 반사, 굴절, 검출, 비선형 작용을 포함

B51. 분광학(Spectroscopy): 광을 이용하여 물질의 물성을 규명하는 학문으로 선형
분광학, 비선형 분광학, 극초단펄스 분광학 등을 포함
B52. 양자광학(Quantum optics): 광과 물질의 양자적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로 원자
광학, 광자통계, squeezed light 등
B53. 레이저 광학(Laser optics): 각종 레이저의 발진 및 증폭, 레이저광의 변조,
레이저 응용 등
B54. 광자학(Photonics): 집적광학, 도파광학, 광변조, 디스플레이 광학, 반도체광원
및 광검출기, 광섬유, 광정보처리, 광정보저장 등
B55. 의광학(Medical optics): 시각, 광화학, 레이저 안전성, 광과 생체의 상호작용 등
B56. 기하 파동 광학(Geometrical and wave optics): 각종 광학기기의 설계, 제작,
범

위

평가에 대한 과학으로 결상광학, 파동광학, 박막광학, 광계측 등을 포함
B57. 디스플레이 광학(Display optics): 유 무기발광소자, 디스플레이 시스템, 3차원
영상, 홀로그램 등을 포함
B58. 나노 광학(Nano optics): 나노미터 수준의 물질 또는 소자를 광학적인 방법으로
제작하거나 특성을

측정하는

기술로

NSOM(Near-field

scanning

optical

microscope), 근접장 리소그라피, 근접장 광기록, 레이저 나노가공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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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B6. 응집물질물리(Condensed Matter Physics)
○ 응집된 상태의 물질, 즉 금속, 반도체, 자성체, 강유전체, 초유체, 초전도체
정

의

등이 가진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각종 실험적 방법이나 이론적 방법을 통하여
연구하는 분야

B61. 고체전자 광특성(Electronic and optical property of solids): 응집물질의 전자기,
광 특성에 대한 이론, 실험을 다루며 에너지 띠, 불순물 및 유사입자 효과, 전자기
수송현상과 광의 흡수, 반사, 산란, 굴절, 증폭, 광전변환 등을 포함
B62. 표면 경계면 박막(Surface, interface and thin film): 덩어리 물질의 표면, 경계면,
박막, 저차원 양자구조의 전자기적 특성, 양자홀 효과, 상전이 등을 다룸
B63. 반도체(Semiconductor): 반도체와 관련된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를 다룸
B64. 자성체(Magnetic materials): 자성체와 관련된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를 다룸
B65. 초유체 강유전체(Superfluidity and ferroelectrics): 초유체의 물성 및 강유전체와
관련된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를 다룸
범

위

B66. 저온물리(Low temperature physics): 극저온 및 진공기술, 저온장치를 이용한
물질의 물성 측정 및 해석을 다룸. 보제-아인슈타인 응축 실험, 양자홀 효과
등을 포함
B67. 상전이(Phase transition): 초전도성, 강유전성, 자성 등 응집물질의 상전이 현상과
관련된 연구를 다룸
B68. 초전도(Superconductivity): 초전도체 제조, 구조, 원리, 물성에 관련된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를 다룸. SQUID(Supercon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vice,
초전도 양자 간섭소자) 등의 응용도 포함
B69. 나노 물성(Physical properties of nano scale solids): 나노미터 수준의 고체가
가지는 물리적 특성에 관한 기술로 역학적,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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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B7. 원자 분자물리(Atomic and Molecular Physics)

정

의

○ 원자 분자계의 전자기적 구조와 동역학, 다른 입자 또는 외부 전자기장과의 상호
작용, 이를 설명하기 위한 기본 이론 및 개념을 연구하고 응용하는 분야

B71. 원자물리학(Atomic physics): 원자 구조 및 동역학, 원자 충돌 및 상호작용,
원자와 고체와의 상호작용, 외부 자기장 내에서의 원자 과정, 원자분광학,
원자광학, Bose-Einstein 응축 등을 다룸
B72. 분자물리학(Molecular physics): 분자 구조 및 동역학, 분자 충돌 및 상호작용,
분자와 고체와의 상호작용, 분자분광학, 분자광학 등을 다룸
B73. 양자론(Quantum theory): 원자 및 분자물리학을 해석하기 위한 양자론의 기본
개념 및 기본 현상을 다룸
B74. 양자정보(Quantum information): 원자나 분자의 양자역학적 특성을 이용한
응용분야로 양자통신, 양자암호, 양자수송, 양자전산 등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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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B8. 천체물리 우주론(Astrophysics and Cosmology)

○ 우주에서 일어나는 제반 물리학적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
정

의

- 상대성 이론, 입자 장물리를 이용한 우주의 기원, 형성 및 진화, 천체관측기술,
태양계 물리, 성간 물질, 우주론 등이 주요 연구분야임.

B81. 상대성 중력(Relativity and gravity): 상대성 중력이론을 이용한 우주의 모델링,
전산모사, 블랙홀, 별과 은하계의 진화 등
B82. 천체 물리학(Astrophysics): 태양계 및 우주에 대한 관측기술, 역학적 특성,
분광학적 특성 등
B83. 우주 물리학(Cosmology): 우주의 기원과 형성, 입자 장물리를 이용한 초기우주의
모델링, 상대론적 우주, 양자 우주 등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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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B9. 복합물리(Interdisciplinary Physics)

○ 고전적인 물리학의 방법을 생물학, 의학 등과 같은 인접 학문 분야에 적용하여
정

의

두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생겨난 분야
- 학문의 통합을 시도하고 학제간 연구를 강조함.

B91. 생물물리(Biophysics): 열 통계물리와 같은 물리학적 기법을 응용하는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야로 단백질 구조 및 접힘, 생체막 구조, 생체신호 측정
및 분석을 포함
B92. 전산물리(Computational physics): 컴퓨터를 사용한 각종 문제의 해결을 연구하는
분야로 분자동역학 계산, 몬테카를로 시늉, 비선형 현상의 계산, 모델링, 자동
계측기술을 포함
B93. 의학물리(Medical physics): 의학에 이용되는 방사성 치료 및 진단, X선 및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핵자기 공명 장치) imaging 기술,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를 포함
B94. 음향학(Acoustics): 음파의 발생, 전파, 감지와 관련된 물리학으로 음파 자체의
특성과, 음파와 물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을 포함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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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명: C. 화학(Chemistry)
중분류명: C1. 물리화학(Physical Chemistry)

○ 화합물의 개체 및 집합체 상태에서의 물리적 특성과 상호작용, 반응성, 구조에 관한
정

의

이해를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서 관찰하고 그 결과를 응용하는 방법을 개발
하는 분야

C11. 열역학 통계열역학(Thermodynamics and statistical thermodynamics): 열, 일,
에너지,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등을 거시적, 미시적으로 파악하는 분야를 포함
C12. 양자화학 계산화학(Quantum chemistry and computational chemistry): 파동
함수를 이용하여 원자 및 분자의 현상을 이론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규명하는
분야를 포함
C13. 분광학(Spectroscopy): 빛을 이용하여 분자의 에너지 상태를 실험적으로 접근하는
분야를 포함
C14. 반응 동력학(Reaction dynamics): 분자의 반응 속도 등 반응의 중간 단계를
규명하고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분야를 포함

범

위

C15. 표면 계면 화학(Surface and interface chemistry): 표면에서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용액내의 입자(콜로이드)의 합성 및 거동을 규명하는 분야를 포함
C16. 고체물리화학(Condensed matter physical chemistry): 고체 무기 화합물 혹은
고체상 고분자 화합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규명하는 분야를 포함
C17. 생물리화학(Bio-physical chemistry): 단백질 등 생화학물질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규명하는 학문 분야를 포함
C18. 재료물리화학(Material physical chemistry): 다양한 재료를 구성하는 물질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물리화학적 이해를 기초로 필요한 기능을 지닌 물질을
만들기 위한 물리화학적 원리와 기술에 관한 분야를 포함
C19. 자기공명학(Nuclear magnetic resonance): 자기공명현상에 대한 물리화학적
이해를 기초로 분자 및 분자계의 구조와 동역학을 규명하는 분야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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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C2.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정

의

○ 유기물질의 합성, 반응성조사, 구조분석, 시약 개발, 반응메커니즘 규명 및 응용을
다루는 분야

C21. 천연물화학(Natural products chemistry): 자연에서 효용성 있는 물질을 분리
하거나 합성하는 분야
C22. 유기합성 전합성(Organic synthesis and total synthesis): 화합물의 기능기를
이용하거나 혹은 전자의 변화를 기초로 하여 목표로 하는 물질을 만들어 가는
분야
C23. 유기합성방법론(Synthetic methodology): 유기화합물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실험방법 및 반응물질을 개발하는 분야
C24. 이론 물리 유기화학(Theoretical and physical organic chemistry): 계산이나
이론에 중점을 두어 유기화합물의 구조, 에너지 및 반응의 특성을 연구하고,
유기화학 반응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거나 모델분자를 통하여 이론을 증명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확립하는 분야
범

위

C25. 유기초분자화학(Organic supramolecular chemistry): 분자들이 이루는 구조물
혹은 화합체의 설계, 합성 및 특성을 다루는 분야
C26. 유기금속시약화학(Organometallic reagents chemistry): 유기금속화합물로
이루어진 시약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합성하는 분야
C27. 생유기화학(Bio-organic chemistry): 생체물질 및 유사한 화학물질을 설계하고
합성하여 분석하는 분야
C28. 의약 조합 화학(Medicinal and combinatorial chemistry): 신약 합성 등 의약용
물질을 설계하고 합성하여 생리 활성물질의 발견이나 의약용 응용성을 추구하는
분야 등
C29. 유기재료화학(Organic materials chemistry): 신기능 소재로서 이용할 수 있는
유기분자의 합성 및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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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C3. 무기화학(Inorganic Chemistry)

정

의

○ 주기율표에 나열된 다양한 원소를 함유하는 화합물의 합성과 구조분석, 물리-화학적
성질 규명, 반응메커니즘 규명 및 응용을 연구하는 분야

C31. 이론무기화학(Theoretical inorganic chemistry): 양자역학 및 동력학을 이용한
무기화합물의 결합, 구조,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연구하는 분야
C32. 무기초분자화학(Inorganic supramolecular chemistry): 배위화합물의 결합이론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무기물질로 구성된 초분자(Supramolecules)의 합성전략,
구조와 물리화학적 특성의 상관관계, 응용을 취급하는 연구 분야로서 기존의
분류체계에 의한 배위화학도 이 분야에 소속
C33. 유기금속화학(Organometallic chemistry): 유기 및 무기 금속화합물로 이루어지는
화합물을 합성하고 이들의 구조 및 물리화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
C34. 생무기화학(Bio-inorganic chemistry): 전이금속과 유기물질로 이루어진 생무기
물질의 합성 및 구조, 물리화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
C35. 고체무기화학 결정학(Solid inorganic chemistry and X-ray structural analysis):
범

위

고체 무기화합물의 합성, 구조, 물리화학적 특성의 연구 및 X-선 단경정학을
이용하여 무기화합물의 결정구조를 구명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분야
C36. 무기소재화학(Inorganic materials chemistry): 무기화합물을 기초로 한 다양한
소재의 합성, 구조, 물성을 연구하는 분야
C37. 촉매화학(Catalysis chemistry): 무기 화합물을 이용한 균일 및 불균일 촉매
반응을 연구하는 분야
C38. 무기의약화학(Inorganic medicinal chemistry): 다양한 전이금속 착물과 유기
금속 화합물의 의약적 활성을 연구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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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C4. 분석화학(Analytical Chemistry)

정

의

○ 물질의 양, 조성 및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빠르게 분석하는 방법 및 장치개발을
연구하는 분야

C41. 분리분석화학(Separation and chromatography):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물질을 정성 및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분야
C42. 분광분석화학(Spectro analytical chemistry): 빛을 이용하여 분자의 구조 및
정량적 분석을 하기 위해 UV(Ultra violet), IR(Infrared ray),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핵자기 공명 장치) 형광 등의 장비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분야
C43. 표면분석화학(Surface analytical chemistry): 고체 표면의 구조 및 조성을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분야
C44. 구조분석화학(Structure analytical chemistry): 분자의 구조를 분석하는 분야
C45. 질량분석학(Mass spectrometry):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유기 및
생화학적 물질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분야 등
범

위
C46. 화학기기학(Instrumentation): 기기분석 전 분야에서 응용되는 분석장비의 개발
및 분석기기 자동화
C47. 생분석화학(Bio-analytical chemistry): 생물질(Biomaterials)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을 위한 분석방법 개발분야
C48. 마이크로칩 화학분석(Chemical analysis on microchips): 화학분석용 마이크로칩
개발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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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C5. 고분자화학(Polymer Chemistry)

정

의

○ 거대분자에 대한 분야
- 거대분자의 합성, 물리적 성질 및 응용성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함.

C51. 고분자 합성(Polymer synthesis): 거대 사슬인 고분자를 합성하는 분야
C52. 고분자 구조 물성(Polymer structure and properties): 고분자의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하는 분야, 나노 구조 고분자 포함
C53. 고분자 물리화학(Polymer physical properties): 용액, 젤, 액상, 용융상 특성 등
고분자 용액상 거동, 액체 및 용융상 흐름의 물리적 특성 등의 특징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분야 및 계산고분자 포함
C54. 생체 의료용 고분자(Biomedical polymers): 치료, 진단, 보건 및 웰빙용 생체
의료용 고분자의 설계 및 합성 분야
C55. 전기 전자 광특성 고분자(Electric, electronic and photonic polymers): 전기 및
전자, 광특성을 갖는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고 특성 파악 및 응용성을 확인하는 분야
범

위
C56. 기능성 고분자(Functional polymers): 고분자 물질에 기능성 부여 및 기능을
갖고 있는 고분자 물질의 합성 및 응용 분야
C57. 환경친화성 고분자(Environmentally benign polymers): biodegradable 고분자,
green chemistry 및 재생 고분자 분야
C58. 에너지 고분자(Polymers for energy): 이차전지, 태양전지, 연료전지용 고분자
소재 분야
C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고분자화학(Polymer chemistry, n.e.s.): 서로 다른 고분자
물질 혹은 유/무기 물질을 조합함으로 물질의 장점이 극대화된 재료의 합성 및
특성을 응용하는 분야인 고분자 복합재료(polymer composite)등을 포함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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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C6. 생화학(Biochemistry)
○ 세포내에서 일어나는 생명과정들의 작용 메카니즘과 이러한 과정들에 관련된
정

의

생체분자들의 구조와 기능, 합성 및 분해과정을 분자 또는 원자수준에서 규명하여
생명과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이들 과정을 산업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분야

C61. 핵산분자 생화학(Nucleic acid molecule biochemistry): DNA, RNA 및 기타
핵산의 구조와 작용, 그리고 이들 사이 또는 이들과 단백질사이에서의 상호작용,
유전자재조합, 이들 분자들의 산업적 응용 등에 관한 연구
C62. 단백질 효소분자 생화학(Protein and enzyme molecule biochemistry): 단백질과
효소의 구조와 작용 메카니즘, 단백질 대사 등에 관한 연구
C63. 탄수화물 분자 생화학(Carbohydrate molecule biochemistry): 탄수화물의
구조와 작용메카니즘, 탄수화물의 대사에 관한 연구
C64. 지질분자 생화학(Lipid molecule biochemistry): lipid분자들의 구조와 기능 및
대사, 세포막의 기능, 그리고 지질분자와 다른 분자들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C65. 구조생화학(Structural biochemistry): 생체물질들의 구조와 기능, 생체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X-ray, NMR, 기타의 분광학적인 방법, 그리고 컴퓨터계산
범

위

및 modeling으로 연구하는 분야
C66. 대사분자 생화학(Metabolic molecule biochemistry): 세포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관련된 연구를 화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분야
C67. 신경계분자 생화학(Neurobiochemistry): 신경계와 관련된 물질들의 구조 및
대사, 작용메카니즘을 화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분야
C68. 화학적 단백질체학(Chemical proteomics): 세포에서 발현되는 모든 단백질들의
발현 및 동적인 기능을 화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분야
C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화학(Biochemistry, n.e.s.): 생체재료화학(biomaterials chemistry),
유전체학(genomics), 대사체학(metabolomics), 독성학(biochemical toxicology),
생물리학(biophysics), 환경생화학(environmental biochemistry), 호르몬 생화학
(hormone biochemistr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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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C7. 광화학(Photochemistry)

정

의

○ 빛에 의해 야기되는 분자의 물리, 화학적 특성조사 및 분자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통해 빛을 발생하는 현상과 소재를 연구하는 분야

C71. 유기광화학(Organic photochemistry): 유기화합물들과 빛의 상호 작용과 그에 의한
새로운 화합물의 합성과 그 반응 메카니즘을 연구하는 분야
C72. 무기광화학(Inorganic photochemistry): 무기화합물과 광양자의 상호 작용,
메카니즘, 광촉매의 합성 및 특성 분석과 응용성을 연구하는 분야
C73. 생물광화학(Biological photochemistry): 식물 및 동물 조직과 광양자의 상호작용과
그 메카니즘을 분자수준에서 이해하고 생체모방 광 수용체의 설계합성과 응용을
연구하는 분야
C74. 고분자광화학(Polymer photochemistry): 유기화합물의 광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고분자합성 및 고분자의 광분해와 그 반응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반도체 및 환경
산업에의 응용성을 연구하는 분야
C75. 물리광화학(Physical photochemistry): 빛에 의해 유기, 무기, 고분자 및 생체
물질들의 광에너지 흡수 및 전달, 전자 이동, 그리고 분자구조 및 전자구조의
범

위

동역학적 변화 등과 같은 물리화학적 성질을 연구하는 분야
C76. 광소재화학(Materials photochemistry): 광감성 물질들의 광유발 전하 발생
및 전달 현상의 메카니즘과 동역학적 성질을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규명하며,
광 전자 기능을 갖는 유기, 무기 및 고분자 물질과 나노 물질을 합성, 설계하고
그 특성 분석과 응용성을 연구하는 분야
C77. 태양에너지화학(Solar energy chemistry): 차세대 대체 에너지원으로의 태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환하고 저장할 수 있는 물질과 시스템을 설계 합성하고
그 메카니즘 규명과 응용성을 연구하는 분야
C78. 전기광화학(Electro photochemistry): 전기적인 에너지를 이용하여 빛을 발생시키는
현상과 장치를 연구하는 화학
C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화학(Photochemistry, n.e.s.): 단일 분자 및 단일 나노
입자들의 광물리 및 광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분야를 포함하여,
소분류 분야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광이용 및 광발생 관련 제반 광화학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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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C8. 전기화학(Electrochemistry)

정

의

○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발생하고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현상 탐구와 장치, 이를 응용하는 분야

C81. 물리전기화학(Physical electrochemistry): 모든 형태의 전해질 및 계면의
열역학적 성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이론과 기술에 관한
분야
C82. 분석전기화학(Analytical electrochemistry): 전기화학 방법을 이용한 물질의
정성, 정량 분석법 및 장치에 관한 이론과 기술에 관한 분야
C83. 분자전기화학(Molecular electrochemistry): 간단한 무기, 유기 화합물 및
거대 화합물을 포함하는 전극반응과정에 대한 메카니즘 및 기술에 관련된 분야
C84. 에너지 변환 저장 전기화학(Energy conversion and storage electrochemistry):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2차전지, 태양전지, 축전지, 초고용량 캐패시터를 포함한
모든 전기화학적 과정을 포함하는 에너지의 저장, 변환, 생성에 관한 분야
C85. 부식 표면 처리(Corrosion and surface treatment): 부식, 전극석출 및 표면처리,
용해과정,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표면 처리에 관한 분야
범

위
C86. 산업전기화학전기화학공정(Industrial electrochemistry and electrochemical processing):
산업과 관련된 전기화학공정의 기술 및 기초 분야를 포함하는 전 분야
C87. 생전기화학(Bioelectrochemistry): 생체계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과정을 포함하여
생물, 의약과 관련된 전기화학 이론 및 기술에 관한 분야
C88. 전기재료화학(Materials for electrochemistry): 금속과 반도체물질 등을 포함한
전자, 전기재료 및 전극물질의 특성과 제조에 관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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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C9. 융합화학(Interdisciplinary Chemistry)

정

의

○ 화학과 인접 학문과의 경계에서 도출된 새로운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분야에
대한 분자과학적인 기초지식과 원천기술을 제공하는 분야

C91. 나노화학(Nanochemistry): 수~수백 개의 원자나 분자가 덩어리를 이루면서
나타내는 양자크기효과에 의한 화학적, 광학적, 전기적, 자기적 특성을 이용하기
위하여 나노물질들을 제조하고 이들을 원하는 위치에 순서대로 배열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 분야
C92. 환경화학(Environmental chemistry): 화합물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미량의 환경오염물질을 검출하는 방법을 개발하며 환경친화적인 화합물을 설계하고
합성하는 것을 추구하는 연구 분야
C93. 화학생물학(Chemical biology): 화학과 생물학의 융합학문으로서 분자레벨에서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생물학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연구 분야
C94. 화학 유전체학(Chemical genetics and genomics): 저분자 화합물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서 gene product인 단백질 기능, 표현형 및 생체기능 조절물질을
도출해 내는 연구 분야
C95. 화학정보학(Cheminformatics): 방대한 화합물로 이루어진 화학공간(chemical space)을
구성하는 분자계의 구조, 분광학적 특성, 화학반응과 반응성 등에 대한
범

위

화학

정보의 저장, 조작, 표현 그리고 응용에 관련된 연구 분야
C96. 계산화학(Computational chemistry): 분자계의 특성과 거동을 기술하는 이론적
개념에 근거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계산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자 및 분자계의
구조와 동역학을 다루며 화학의 여러 분야에서의 응용을 추구하는 연구 분야
C97. 화학적 바이오칩(Chemical biochip): 칩 표면위에 DNA, 단백질, 저분자
화합물들을 고집적화 함으로써 다수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특정/검색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을 통해서 진단 또는 연구에 활용하는 분야
C98. 고효율 생리활성 검색(High throughput screening methods):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구축된 저분자 화합물 라이브러리의 생리 활성도를 고속으로 검색하는
Assay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응용하여 생리활성 물질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
C99. 방사화학(Radiation chemistry): 방사능을 띈 화합물을 이용한 화학 및 방사능을
이용하여 화학변화를 일으키는 화학을 연구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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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명: D. 생명과학(Biological Sciences)
중분류명: D1. 생물학(Biology)

정

의

○ 생물의 구조, 기능, 계통분류, 진화 및 환경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로,
생물을 명명 기재하고 계통을 세워서 종의 분화 기작을 연구하는 계통분류 진화
생물학 분야, 구조(세포학, 조직학 및 형태학을 포함하는 구조생물학)와 기능(분자
세포생물학, 발생학, 유전학, 생리 생화학 생물물리학, 면역학, 시스템 생물학)을
다루는 분야, 그리고 생물과 환경과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생태 환경 생물학분야
- 연구 대상 분야는 미생물학, 원생생물학, 균학, 식물학, 동물학 및 인류학
등으로 나눌 수 있음.
D11. 계통분류 진화생물학(Systematics and evolutionary biology): 생물을 명명,
기재하고 유사의 정도에 따라 상위의 분류군으로 묶어 올라가 계통적으로
배열하며, 분자생물학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종의 형성과 시간에 따른 생물의
변화와 진화기작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
D12. 분자 세포 생물학(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세포생물학은 현미경 및
분자수준에서 세포의 행동, 상호작용 및 환경은 물론 세포의 생리학적 특성을
다루는 연구 분야로서 대상은 박테리아와 같은 단세포에서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의 분화된 세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분자생물학은 분자수준에서 생물학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특히 세포 분열과 유전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의 핵산과
단백질과 같은 생명에 필수적인 거대분자의 형성, 구조 및 기능을 연구함.
유전학 및 생화학과 같은 타 분야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
D13. 발생학(Embryology): 생물의 개체발생을 연구하는 분야
D14. 유전학(Genetics): 생물의 각종 형질이 자손에 전해지는 메커니즘과 그것들이
각 개체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연구하는 분야

범

위

D15. 구조생물학(Structural biology): 세포 내에서 이들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하여
분자생물학, 생물리학 및 생화학 방법을 매개로 단백질이나 다른 분자의 3차원적
구조와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기능하는지 연구하는 협의의 구조생물학을
포함하여 조직학, 해부학 및 형태학을 포함하는 연구 분야
D16. 생리 생화학 생물물리학(Physiology, biochemistry and biophysics): 생명 혹은
생체(세포, 조직, 기관 및 기관계 포함)의 기능과 활성 및 이에 관련된 물리 및
화학적 현상을 연구하는 생명체의 기능을 다루는 연구 분야로서, 생리학을
비롯하여,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는 신경생물학, 생리학에서 기인한 생화학,
생물물리학, 생물역학(Biomechanics) 및 생물약학을 포함
D17. 행동생태학(Behavioral ecology): 생물과 생물,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과
생물의 행동과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
D18. 면역학(Immunology): 생체의 내부환경이 외부 인자에 대하여 방어하는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
D19. 시스템즈 생물학(Systems biology): 게놈을 해석하여 전체생물계의 기능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이해하는 고 처리(high throughput) 생물학적 연구 분야로서,
다양한 생물계의 일부분(물질대사계, 세포내 소기관, 세포, 생리계, 생명체 등)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전체 생명체계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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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D2. 유전공학(Genetic Engineering)

정

의

○ 생물체의 모든 유전정보에 대해 그 구조와 양적 및 질적 변화, 기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생물체의 유전자나 그 발현 조절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학문적으로 또는 산업적으로 유용한 새로운 형질을 창출하는 분야
D21. 유전자 재조합 기술(Recombinant DNA(Deoxyribonucleic acid) technology):
유전자 구조와 염기서열, 조절자 등을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조합하여 새로운
형질의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포함
D22. 유전자 발현 조절 기술(Gene expression and regulation):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조절기구(전사인자 및 이의 결합 염기서열, 스플라이싱, miRNA, 번역조절기구 등)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양적, 시간적, 조직/계열-특이적인
유전자 발현의 특성을 임의로 설계하고 구현하는 기술을 포함
D23. 유전자 도입 기술(Gene transfer method): 외부로부터 세포 내로 유전자 혹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antisense RNA, shRNA, 단백질 등)을
인위적으로 도입하여 세포 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고자 하는 기술을 설계하고 구
현하는 기술을 포함. 이에는 박테리아 형질전환(transformation), 전기천공(electroporation),
형질도입(transduction), 미세주입(microinjection), projectile gun, 리포솜, 단백질도입
(protein transduction) 등이 관계됨
D24. 구조유전체학(Structural genomics): 게놈에 존재하는 모든 유전자의 구조와
특성(염기서열, 변이, 발현형태 등)을 대규모로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기술로서, 모든 알려진 단백질군, 단백질 도메인
혹은 단백질 2차 구조에 대한 정확한 3차 구조 모델의 구현까지 포함

범

위

D25. 기능유전체학(Functional genomics): 구조 유전체 분석에 의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고속 기능 분석 수단(DNA 마이크로어래이, 프로테오믹스, 메타볼로믹스
및 돌연변이 분석 등)을 적용하여 게놈 전체에서 유전자 발현과 상호작용 양상을
연구하는 기술로서, 질환 유전체학, 독성게놈학(toxicogenomics), 화학게놈학
(chemical genomics) 등까지 포함
D26. 비교유전체학(Comparative genomics): 생물 종이 어떻게 진화하였으며 게놈 내
유전자 영역의 설정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고자 종간 혹은 종 내 유전체의 염기서열
및 유전자 산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기술로서, SNP 분석, 염기서열 상동성,
유전자 위치, 유전자의 엑손 길이와 수, 게놈 내 비유전자 영역의 양, 종 사이에서
잘 보존된 게놈 영역 등의 설정 등을 포함
D27. 유전자 네트워크 분석 기술(Gene network analysis): 다양한 생물학적 수준에서
획득한 구조 및 기능 유전체 정보를 기존에 알려진 경로나 네트워크 모델에 적용
하여 가상적인 조절 네트워크의 구조를 설정하는 기술로서 세포분열, 세포분화 및
질환 원인에 이르기까지의 복잡한 생물 공정에 대한 생물분자 활성에 대한 조망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 분야임. 데이터로부터 중요한 기능적 상관관계 유추, 그래프화
기술에 의한 효율적인 묘사 및 데이터의 의미를 추적할 수 있는 컴퓨터 분석 전략의
수립 등을 포함
D28. 형질전환 생물 모델(Transgenic organism model): 특정 생물체에서 임의로
발현될 수 있도록 변형한 재조합 유전자나 상동재조합에 의한 특정 유전자의
도입 혹은 발현 억제가 일어난 줄기세포를 해당 생물체에 도입하여 새로운
유전형질을 나타내는 생물체를 창출하는 기술을 포함
D29. 유전자 치료 기술(Gene therapy technology): 인체세포에서 발현되도록 고안된
재조합유전자 또는 이를 함유하는 세포를 인체에 이식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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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D3.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질공학
(Protein, Carbohydrate and Lipid Engineering)
○ 생체 구성성분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의 생성, 작용, 변화에 의한 생명현상을
정

의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용한 자원 및 소재를 개발 하거나, 질병의 진단 및
의약품을 개발하는 분야

D31. 단백질 구조분석 기술(Protein structural biology): 단백질의 삼차원적 구조를
해석함으로써 원자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의약품의
생산에 대한 아이디어 및 실험법을 도출
D32. 단백질 기능분석 기술(Protein functional analysis): 단백질 활성, 조절, 이동,
생성/소멸 과정의 분석으로 단백질의 생체내 기능 분석을 위하여, 세포 및
개체 수준의 단백질 역할을 규명
D33. 단백질 개량 기술(Protein engineering): 단백질 활성을 인위적으로 고유 활성보다
강하게 또는 약하게 변형시켜 응용성을 최적화하고 단백질 효소를 이용한 촉매
반응의 최적화 기술
D34. 펩타이드공학(Peptide engineering): 생리 활성 물질의 주종을 이루는 펩타이드성
물질의 기능을 연구하고, 이를 변형시켜 수용체에 대한 길항체와 리간드를 개발
범

위

D35. 단백질체학(Proteomics): 고속 대단위 단백질 분석 기술로서 단백질의 발현,
상호작용, 소멸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변화를 관찰함. 질병 및 생명현상의 조절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이해함. 질병의 원인 치료 및 진단에 응용
D36. 탄수화물공학(Carbohydrate engineering): 탄수화물은 핵산, 단백질과 더불어
생체의 구조와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생화합물임. 탄수화물 공학은 이 탄수화물을
화학적, 생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합성, 분해, 부가하여 새로운 소재를
창출하거나 생체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해석을 통해 생명 현상 전 범위를 아우르는
탄수화물 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를 통칭
D37. 지(방)질공학(Lipid engineering): 지질의 생체내 구조와 기능을 해석하여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지질의 합성 및 분해 대사의 조절을 연구하는 분야
※ 단백질의 대 단위체 구성, 단백질의 분해, 단백질의 변성에 관한 특이적 생명현상
분석 및 신규 기능성 인식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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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D4. 세포 조직공학(Cell and Tissue Engineering)

○ 인간 난치성 질환을 극복하기 위하여 치료목적의 세포를 분리 및 배양하고 특정
정

의

기능을 지니는 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하며, 이들 세포를 이용하여 각종 장기나
조직으로의 분화를 연구하는 분야

D41. 줄기세포 배양 분화 기술(Stem cell culture and differentiation): 줄기세포 순수
분리와 특성 규명, 줄기세포 자가재생산과 대용량 배양, 줄기세포 분화인자 탐색
및 응용, 분화유도 및 억제 기술 포함
D42. 줄기세포공학(Stem cell engineering): 전통적인 세포치료 요법을 공학적인 생체
재료, 생물반응기, 유전자 도입, 핵치환 등의 기술과 접목시켜 인간 난치병의
치료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고자 하는 기술을 포함
D43. 기능성 생체재료 개발 기술(Functional bio-material development): 이식편이성
재료합성 기술, 조직유도성 재료합성기술, 체외기질과 유사한 기능재료 발굴
기술, 지지체 재료 가공기술, 지지체 특성 평가기술, 세포와의 점착특성 평가기술을
포함
D44. 세포 치료 기술(Cell therapy): 줄기세포 생착, 면역치료, 생체내 증식유도 및
분화, 유전자치료, 관용유도 이식을 포함
범

위
D45. 인공세포 장기 개발 기술(Artificial cell and organ development): 생물학적인
세포와 유사한 크기의 인공적인 현미경적 구조를 지니며 일부 생물학적인
세포의 기능적 특성을 가져 인간 세포나 조직의 대체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공세포 및 세포조직의 체외 배양, 사람 유전자가 클로닝된 타 종의 동물,
냉동보관 장기, 면역차단 장기 등 인간의 정상 장기를 대체할 인공 장기를
개발하는 기술
D46. 냉동 보존 Banking 기술(Cryopreservation and banking): 차후에 생명현상을
재개할 수 있는 줄기세포 및 이로부터 유래된 분화세포는 물론 생체 조직이나
장기를 온전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간 냉동 보존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하여 장기간 보관이나 이송과 관련된 기술
D47. 미세 환경 재현 생체 시스템(Micro-environment reconstitution and bio-system):
줄기세포의 생착과 분화에 따른 미세 환경의 개선 및 바이오 안전성 평가,
생물활성 측정, 약리독성 평가, 글리코매크로 펩티드 생산 평가, 기준 규격 설정
및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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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D5. 생물공정 대사공학(Bioprocess and Metabolic Engineering)
○ 생물공정은 재조합 세포주나 효소 반응계로부터 목적산물이나 형질의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발효공정, 반응공정, 반응기, 분리정제공정 등을 연구하는 분야
정

의

○ 대사공학은 생물유래 소재로부터 보건의료, 식료품, 화학, 농업, 환경 등의 산업
분야에 이용될 수 있는 생리활성물질, 정밀화학소재, 신물질, 친환경소재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세포의 대사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재조합 유전자 기법을 이용
하여 재설계 하는 분야

D51. 발효공학(Fermentation engineering): 발효 최적화기술, 발효조 설계, 발효과정
모니터링기술, 발효산물 분석기술을 포함
D52. 생물 분리정제 기술(Bioseparation): 추출, 흡착, 한외여과, 침전, 친화성 컬럼
정제, 전기영동, 고분자물질을 이용한 생물물질의 효율적 회수, 분별 결정화에
의한 분리, 정제를 포함
D53. 생물반응기(Bioreactor): 생체촉매 고정화기술, 생물반응기 설계, 생물반응기
변수 측정 및 제어기술, 생체촉매 안정성 향상 기술, 생체 촉매 제조를 포함
D54. 효소공학(Enzyme engineering): 신기능 효소의 발굴, 다단계 효소전환 공정기술,
효소 탐색기술, 효소단백질칩, 효소고속발현 분리정제 기술, 분자진화에 의한
고기능효소개발을 포함
범

위

D55. 생물청정 기술(Clean bioprocess): 난분해성 독성물질의 회수 및 생분해, 공해
절감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한 생물공정의 도입, 폐기물의 회수 및 재순환을 위한
생물공정 개발, 금속제련, 미생물 침출, 바이오 세라믹, 미생물 제제, 폐수처리
제제 및 공정, 대기 탈황 및 탈취제, 응집제를 포함
D56. 대사전달 조절 기술(Metabolic flux and control): 광학이성체 생산, 탄화수소
및 석유화학 제품의 미생물 전환, 스테로이드계 화합물의 생물전환, 방향족
화합물의 생물전환을 포함
D57. 세포대사공학(Metabolic engineering): 대사흐름 분석, 대사경로 발현 분석
(트랜스크립톰, 프로테옴, 메타볼롬), 대사경로 조절기전, 대사회로 재설계를
포함
D58. 바이오에너지(Bioenergy): 연료용 에탄올, 수소, 메탄발효, 이산화탄소 고정화,
인공 광합성시스템, 바이오디젤 생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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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D6.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 전산 학 및 정 보 공 학 , 통 계 학 관 련 분 야 를 접목하여 생명공학 분야 데이터를
정보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응용 분야 등에 필요한 분석 도구를 연구 개발
정

의

하는 분야
- 유전체/단백질체, 대사공학 관련 서열 분석, 유용 유전자 정보 마이닝, 기능
패턴 분석, 시각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생명공학 전 분야에 관련된 융합
분야임.

D61. 서열분석검색 기술(Sequence analysis and DB search): alignment(pair-wise, multiple),
phylogenies, gene prediction 등

D62. 바이오 칩 분석 기술(Bio-chip analysis): 나노 바이오 칩(단백질 칩, DNA 칩,
다당류 칩, 메타볼롬 칩, 케미컬 칩, lab-on-a-chip 등)의 결과를 정보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응용분야에 필요한 분석 도구를 연구/개발하는 분야

D63. 기계학습 마이닝 기술(Machine learning and data min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hidden markov model, bayesian networks, decision trees 등
전산학의 인공 지능 분야

D64. 패턴인식 시각화 기술(Pattern recognition and visualizations): 시각화 부분은
범

위

모든 생물 정보 분석 결과들을 사용자들이 활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 개발과
관련 되는 분야

D65. 생물정보 계산 그래픽 기술(Computational methods and graphics): 방대한
생물정보 중에서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분석 도출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가시화 하는 기술

D66. 생물정보 DB 구축 관리 기술(Biological databases and managements):
Primary DB 구축(단순 IT기술로 가능한 분야로 검색 위주 서비스 기능),
secondary

DB

구축(생물학

분야의

전문

지식

기반의

정보

가공),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개체간 단일 염기변이) DB, promoter
DB, gene expression profile DB, alternative splicing DB, Motif DB 등
※ 대사공학, 신약 타겟 발굴 분야, 독성학 분야, 약리 효능 분야 관련 정보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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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D7. 나노 바이오(Nanobiotechnology)

정

의

○ 1-100nm 이내의 생체분자물질들을 분석하고 작동원리를 분자수준에서 이해하며
이들의 기능을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단분자 수준에서 조절, 응용하는 분야

D71. 바이오칩(Biochip): 단백질칩, DNA 칩, 다당류칩, 메타볼롬칩, Lab-on-a-chip,
나노 패터닝 포함
D72. 바이오 소재(Biomaterials): 생체나노모터, Switch 단백질, 분자 Pump, 나노
입자단백질, 전자기단백질, 생체용 나노입자, 생체분석용 나노입자 포함
D73. 생체자기 조립 기술(Biomaterial self-assembly): 생체막계, 자기 조립단백질,
생체물질 나노와이어, 자기조립 다당류 포함
D74. 유 무기 하이브리드 기술(Hybrid nanobiotechnology): 무기물 형광 나노입자.
인공관절, 인공치아, 지능형 나노약물전달체. 생체모방 기술 포함
D75. 생물학적 센서 액추에이터(Biosensor and actuator): 나노 소자, 나노구조체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나노분석기술, 나노바이오로봇, 생물전자소자, 광수용성 소자
범

위

포함
※ 나노생물분리 공정기술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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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D8. 생물자원 보존 생산 이용 기술(Bioresources Technology)

○ 생물이 지닌 각종 물질, 정보, 에너지 변환의 기능을 직접, 간접으로 이용하여,
인간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
정

의

- 생물의 효과적인 보존 방법을 개발하고, 선택된 생물을 대량생산하며, 외래
유전자 도입 등을 통하여 생물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신 기능을 부여하여
이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술임.

D81. 식물자원(Plant resources): 현재 개발되어 이용하고 있는 작물, 재배작물을
생겨나게 한 야생종 및 근연식물, 앞으로 유전자원으로 이용가능성이 있고 인간
생활에 유익하게 이용될 수 있는 식물

D82. 동물자원(Animal resources): 유전공학적인 기법을 통해 생산성의 증가 및
새로운 기능성 물질의 창출을 위한 소, 돼지, 닭 등의 주요 축종서부터 각종
야생 동물, 어류, 실험동물 및 애완동물을 포함

D83. 미생물자원(Microbial resources): 인류의 발전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세균
(bacteria), 균류(fungi), 조류(algae), 원생동물(protozoa), 바이러스(virus) 등의
미생물을 포함
범

위

D84. 생물신소재(Smart biomaterials):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신소재를 함유하고
있는 생물을 발굴하여 그 물질을 추출하고 과학적으로 특성을 규명하여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야

D85. 유전자원 보존관리 기술(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genetic resources):
유전자원을 현지내 혹은 현지외에서 보존하기 위한 제반 기술

D86. 유전자원 활용화 기술(Genetic resources use): 유전자원으로부터 특정 유전자
산물이나 유용유전자 자체를 분리하여 이용하는 기술

D87. 생물 다양성 보존 기술(Biodiversity conservation):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현지내 혹은 현지외 보존 기술 등

- 64 -

중분류명: D9. 생물위해성(Biological Safety)

정

의

○ 생명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산물이 인체, 동물 및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분야

D91. 위해성평가 기술(Risk assessment): 일반독성, 생식독성, 항원성, 발암성, 변이
원성, 유전자체내이동, 알레르기성, 항생제내성, 병원성 등의 인체건강영향
평가를 포함
D92. 위해성관리 기술(Risk management): 위해성평가 결과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을 고려한 종합적 평가와 위해의 최적 규제방안 도출
D93. 환경영향평가 기술(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비표적생물체에 대한 영향,
타 생물체로의 유전자 이동, 잡초화, 병원성 등의 환경생태계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포함
D94. 생물재해관리 기술(Biological disaster management): 환경 영향 평가 결과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을 고려한 종합적 평가와 위해의 최적 규제
범

위

방안 도출 및 전염성 등의 위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는 비상 대책 도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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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명: E. 지구과학(Earth Sciences)
중분류명: E1. 지질과학(Geological Science)
○ 지각, 맨틀 및 핵 그리고 이와 연계된 지구 구성 물질의 특징과 생성,
정

의

소멸 및 순

환을 연구하며,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제 현상을 지구 작용의 원리로 이해하려는
분야로, 이는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행성 지구의 특성을 간파하며, 나아가서는 지구의
탄생과 진화를 이해하여 미래의 지구와 인류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분야

E11. 광물학(Mineralogy): 지각의 최소 구성단위인 광물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화학
조성에 따른 물리화학적 성질을 규명하고, 이의 산업적 응용 등에 관해 광범위하게
다룸
E12. 암석학(Petrology): 광물이 모여 이루어진 암석의 기원, 산출 양상, 구조 및 조직,
순환, 그리고 산업적 응용 등에 관해 연구
E13. 광상 자원지질학(Economic geology): 경제적 또는 산업적으로 가치 있는 지구
구성 물질과 이와 관계된 각종 현상 및 작용 등을 다루는 분야. 경제적 산업적
가치가 있는 지구구성 물질에는 금속, 비금속, 건축자재 및 골재, 화석 연료 및
물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음
E14. 구조지질학(Structural geology): 지구구성 물질 내 구조를 기술하고 해석하는
분야. 특히, 이들 물질의 변형과 이로 인한 조직 및 구조의 변화 등을 관찰하고,
이 변형의 원인인 응력의 발생원인과 기작을 해석
E15. 층서퇴적화석지사학(Stratigraphy, sedimentology, fossils and historical geology)
층서학: 지층의 생성원인, 분포, 조성, 그리고 선후 및 상관관계를 다룸
범

위

퇴적학: 퇴적물의 조성, 생성원인, 운반, 퇴적 기작 등을 기재하고 해석
화석학: 지층 내 화석을 살펴 과거 지구상의 생물들에 대한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과거 지구 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현재의 지구환경과 비교하여 미래의
지구 진화를 해석
지사학: 지질 작용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지구의 자연과학적 역사를 밝힌다.
E16. 화산 제4기지질학(Volcanology and quaternary geology)
화산학: 화산, 용암, 마그마 및 이와 관련된 현상들에 대해 다루는 분야
제4기지질학: 가장 최근의 지질시대인 제4기의 모든 지질 작용에 대해 다루는 분야
E17. 응용지질학 지질공학(Applied geology and engineering geology)
응용지질학: 지질학적인 지식을 실생활이나 산업적인 측면으로 응용하는 분야
지질공학: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학에 있어서 지질재해, 기타 지질관련 문제점을
공학적으로 해결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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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E2. 지구물리학(Geophysics)
○ 물리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유형이나 과정을 정량적
으로 표현하여 지구과학 전 분야에 방법론을 제시하며, 현상학적인 측면에서는
정

의

지구내부현상의 물리적 반응 또는 이에 따른 이상(anomaly)을 측정하여 분석 및
해석함으로써 지구의 내부구조와 현재 일어나는 물리학적 현상을 이해하여, 지구의
형성 및 진화과정을 밝히고 나아가서 지구의 미래를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분야

E21. 지열지구내부물리지구동력학(Geothermics, physics of earth interior and geodynamics):
지구의 역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원동력인 중력과 지구내부의 열에 의하여 지구
구성물질이 이동하고 상호반응을 하며 지구의 형태 및 내부구조를 결정함. 이를
취급하는 분야가 지구내부물리학으로 지열학을 포함하며, 지구동력학은 지구구성물질의
이동 등 역학적 관계를 다루는 분야로 리올로지(rheology)를 포함
E22. 지진학(Seismology): 지각물질에 축적된 응력에너지의 비선형적인 급격한 발산인
단층운동에 의하여 주로 발생하는 지진(earthquake)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지진의
발생기작, 지진파의 전달현상, 전달매질의 구조와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등을
포함되며, 시공간(space-time)에 있어서 정량적인 지진예측(earthquake prediction)이
목표이며, 많은 응용분야를 포함
E23. 중력 지자기 측지학(Gravity, geomagnetism and geodesy): 지자기분야는 우주선
(cosmic ray)과 태양풍(solar wind)을 차단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지자기장을
연구하는 분야. 측량에 기본인 수평면은 중력방향에 수직이며 중력은 인공위성
궤도를 결정함. 중력 및 측지학은 이들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분야
범

위

E24. 지전자기학(Geoelectromagnetism): 지구구성물질의 전자기적 반응이 대상으로,
전자기학적 반응을 관측하여 분석 및 해석함으로써 지구내부구조 또는 환경변화를
밝히는 분야임. 지전류(Magnetotelluric), 전기비저항(Resistivity), 전자기(EM),
지반투과레이더(GPR)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응용지구물리학 분야에 많이 이용
E25. 응용 환경 지구물리학(Applied geophysics and environmental geophysics):
응용지구물리학은 위에 기술한 지구물리학적 방법을 자원탐사, 국토개발 및
자연재해(natural hazard)예측에 이용하는 분야이며, 탄성파탐사(seismic exploration)가
대표적인 것임. 최근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구관측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공위성
지구물리학(satellite geophysics)과 원격탐사(remote sensing)가 포함되며,
우주자원탐사space resource exploration)까지 포함됨. 응용지구물리학 중 지하수의
이동을 연구하는 분야가 지하수물리학(Physical hydrogeology)이며, 환경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환경지구물리학으로 분류함. 환경지구물리학 분야는 전통적인
지구물리학적 방법을 환경문제에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물리적
성질과 반응을 이용하여 지하수물리학과 더불어 지하에서 오염물질의 이동 및
확산을 추적하는 기술과 이를 격리시키고 제거하는 기술개발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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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E3. 지구화학(Geochemistry)
○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자연적 및 인위적인 현상들을 화학적인 수단을 통하여
정

의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 작용의 이해를 넓히며, 인류의 번영과

함께 자연과의

조화를 연구하는 분야

E31. 희귀원소지구화학(Rare earth elements geochemistry): 희토류원소 및 전이원소
등과 같은 희귀원소를 이용하여 지구 구성물질의 기원과 순환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 작용을 해석
E32. 지구연대학(Geochronology): 절대연령 및 상대연령 측정을 통해 지구 작용의
역사를 해석
E33. 안정동위원소지구화학(Stable isotope geochemistry): 안정 동위원소를 통해
지구상에서의 물질의 기원, 생성환경, 이동 및 혼합 등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지구작용을 해석
E34. 수지구화학(Hydrogeochemistry): 지구 환경에서의 수용액 내 다양한 현상을
화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해석
E35. 유기 생물 지구화학(Organic geochemistry and biogeochemistry): 유기지구화학은
범

위

지권내 유기물(특히 화석 연료)의 조성과 특징을 밝히며, 이를 통해 이들 물질의
기원과 진화에 대해 밝힌다. 생물지구화학은 지질작용에 있어서의 생물의 역할을
밝히고, 이를 통해 생물권과 지권의 상호 작용을 해석
E36. 환경지구화학(Environmental geochemistry): 다양한 지구 환경 문제를 지구화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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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E4. 대기과학(Atmospheric Science)

○ 지구 및 행성의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 화학적 현상(기상현상)에
관하여 연구하는 분야
정

의

- 대기의 관측, 원격탐사, 자료 분석, 모델링 및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 대기의
상태를 이해하고, 변화의 원인, 지구시스템과의 상호작용 및 메커니즘을 규명
- 대기과학의 주요 분야는 대기관측 및 분석, 대기 물리, 대기역학, 대기화학, 대기
모델링 및 예보, 응용대기과학, 고층대기, 해양기상 등을 포함

E41. 대기 관측 분석 기술(Atmospheric measurement and analysis): 공기의 공간적
시간적 현황 파악을 포함
E42. 대기물리(Atmospheric physics): 공기의 물리적인 특성의 조사 연구를 포함
E43. 대기역학(Atmospheric dynamics): 공기의 역학적인 운동 및 특성 연구를 포함
E44. 대기화학(Atmospheric chemistry): 대기 성분과 오염의 관측, 분석, 평가를 포함
E45. 대기 모델링 예보(Atmospheric modeling and forecasting): 날씨와 대기환경의
수치적 분석 및 예측을 포함
E46. 응용대기과학(Applied atmospheric sciences): 대기과학의 결과를 자연시스템,
범

위

일상생활 및 산업적인 응용 등
E47. 고층대기(Upper atmosphere): 고층대기의 물리 화학적 특성의 관측, 분석, 평가를
포함
E48. 해양기상(Marine meteorology): 해양상의 기상현상과 해양-대기의 상호작용의
관측, 분석, 모델링, 평가를 포함
E49. 기상 원격탐사 기술(Meteorological remote sensing): 원격탐측장비를 이용하여
기상현상의 관측, 특성 및 정보 분석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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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E5. 기후학(Climatology and Climate Research)

○ 기후현상의 통계적 특성, 장기변동 및 인위적인 변화를 연구하는 분야
- 공간적으로 지구 기후의 미세에서 행성 규모, 시간적으로 초단주기에서 수 십억년
주기를 포함함.
- 에너지 및 물 순환, 각종 물질 순환, 구름 및 복사과정, 권역간 상호작용, 기후
정

의

변화의 메커니즘 및 원인 규명, 기후역학을 연구함.
- 대기과학을 비롯한 생태학, 물리학, 화학, 자연지리학 및 지구과학의 다른 분야
등 관련학문과 연계됨.
- 주요 분야는 기후시스템의 관측 및 분석, 기후역학, 기후모델링 및 예측, 기후
변화과학, 고기후학, 응용기후학, 환경기후학 등을 포함

E51. 기후시스템 관측 분석 기술(Observation and analysis of the climate system):
기후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권역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분석
E52. 기후역학(Climate dynamics): 기후시스템 및 기후 변동성에 대한 역학적 기초를
토대로, 기후 및 그 변동성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분야
E53. 기후모델링 예측 기술(Climate modeling and prediction): 기후시스템의 실험적
및 이론적 모델을 사용하여, 각 권역의 물리과정 및 권역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서 수개월 또는 수년 이상의 기후를 예측하는 분야
E54. 기후변화 과학(Climate change science): 인위적인 기후변화 시그널을 탐지하고,
기후변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장기 기후변화를 예측을 포함
범

위

E55. 고기후학(Paleoclimotology): 기온, 강수량, 그 밖의 요소의 계기 관측 이전 과거의
지구상의 기후상태를 대리(proxy)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분야
E56. 응용 환경 기후학(Applied and environmental climatology): 응용기후학은 기후학
지식을 인간생활에 활용할 목적으로 교통

산업

방재 등 실용목적에 따라 기후

자료를 처리하는 기후학의 응용분야이며, 환경기후학은 어느 지역의 생물 공동체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무기적 환경에 있어서의 기후의 기능을 조사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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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E6. 해양과학(Ocean Science)

정

의

○ 해양의 물리 화학 생물 및 지질학적 요소들과 이들 각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

E61. 물리해양학(Physical oceanography): 해류, 파랑, 조석 등과 같은 바닷물 자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현상을 연구하고, 지구물리 유체역학, 해류의 이동, 조석 및 파랑
현상, 해양의 난류 현상 포함
E62. 화학해양학(Chemical oceanography): 해양 생물체 내의 유기물 또는 바닷물 속에
녹아있거나 혹은 작은 입자의 형태로 존재하는 다양한 유기, 무기 물질의 성분과
특성, 그리고 이들 물질의 기원 등을 연구하고, 화학물질을 이용한 생태적 적응
및 이를 이용한 신약개발 등을 연구하는 해양화학 분야 포함
E63. 생물해양학(Biological oceanography):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아주 작은 미생물
에서부터 덩치가 큰 포유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바다생물을 연구하고 플랑크톤
군집 동태 및 일차생산, 해양환경 및 생태계 포함
E64. 지질해양학(Geological oceanography): 바다의 밑바닥을 구성하는 해저의 지형과
구성물질, 그리고 해저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적 기록 등을 연구하고 조간대 및
천해 퇴적작용, 바다의 기원 및 발달 과정, 해저의 각종 자원개발 등을 포함
E65. 고해양학(Palaeoceanography): 빙하, 퇴적암, 산호, 해저층 퇴적물에 기록된
화학조성과 동위원소 등을 분석하여 고해양의 해양학적 환경과 고기후 현상
범

위

등 고해양 역사를 파악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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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E7. 극지과학(Polar Science)
○ 지구규모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남북극의 독특한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대상으로
정

의

빙하, 대기, 지질, 해양, 생물학적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이나 과정을 연구하고
미래의 극지자원 및 공간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분야

E71. 빙하학(Glaciology): 남극과 북극의 극지 지역과 고산지대에 분포하는 모든 형태의
얼음을 대상으로 기후학적, 대기화학적, 지질학적, 기상학적, 지구물리학적, 결정학적
특성을 규명하는 다학제적 분야
E72. 동토학(Permafrost): 극지역 동토의 역학적 특성 규명과 지구 기후변화와 관련된
동토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변동을 추적하는 분야
E73. 극지환경감시 기술(Polar systematic environmental monitering and climate
change research): 극지기후변화와 관련한 대기특성, 온난화 및 극진동과의 영향,
고기후/고해양, 대기-해양간의 물질순환의 감시 및 응용, 극대기순환의 모델링 등을
포함하는 다학제적 기술
E74. 극지 유용생물자원 활용 기술(Application of biomedically available organism
in polar region): 극한 유용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신소재 및 신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극지적응생물의 생태연구, 대량배양기술연구, 결빙방지물질의 분리정제 및
구조결정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
범

위

E75. 극지 광물자원 탐사 기술(Polar mineral resources exploration): 극한지를 대상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가스수화물 등 에너지자원의 분포를 파악하고 고부가가치
희유금속광물의 성인을 연구하고, 극한지에서의 대체에너지(빙하, 태양열, 풍력 등)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
E76. 극지 환경변화 모니터링(Polar environmental change monitering):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지구적 환경변화(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와 극지에서의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진단 예측하는 분야
E77. 극지 우주과학(Polar space science): 오로라 등의 극권에서 독특하게 일어나는
물리현상을 이해하고 열권과 중간권의 물리적 특성 및 온도분포, 우주기상을 관측하고
해석하는 분야
E78. 극지 인프라구축 및 활용 기술(Polar technically advanced foundation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극한지 토목지반/구조물설계, 운영/내구성 재료 확보 기술 습득과
극권 항로개발의 기술지도 작성/항로개척 및 특수공학 기법개발을 수행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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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E8. 지구시스템과학(Earth System Science)
○ 특정한 지구과학적 현상과 과정을 규명하기 위하여 지구과학 내 단일 학문분야에
정

의

의한 분석보다는 다중 학문 간의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분석방법과 해석이 요구
되거나, 혹은 여러 학문분야에 광역적으로 적용 가능한 복합적 성격을 띠는 지구
과학적 분야를 포함

E81. 지구정보학(Earth information sciences): 지각, 맨틀 및 핵 그리고 이와 연계된
지구내부 구성물질 및 수권, 기권의 특징과 생성, 소멸 및 순환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얻어진 지구과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보화하는 분야를 포함
E82. 지형지구과학(Geomorphological earth sciences): 지형의 생성과 변천, 특수지형,
지형 변화, 지형 분류를 포함
E83. 자연재해학(Natural hazard science): 홍수, 기상재해, 지진, 화산, 지질 재해, 해일,
해수면 변동, 산사태, 지형 재해 등 다양한 지구과학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
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정량적으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를 포함
E84. 지구환경과학(Environmental geoscience): 지구환경의 전 지구적 및 지역적 변화의
특성,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을 관측하고 그 원인을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분야
E85. 수문학 수리지구과학(Earth hydrology and hydrogeology): 물의 순환과 지구시스템
각 영역에서의 저장과 이동 및 화학반응에 대하여 다루는 분야
범

위
E86. 지구유물 자연사학(Geo-relics): 지질학, 지형학, 해양학, 전자공학, 보존과학, 고고학
등 각 분야의 복합적인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질조사, 지구물리탐사, 다이버 조사
등의 최첨단 장비를 통한 육상 및 수중 유적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분야
E87. 인공위성 지구과학(Satellite geoscience):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고체지구, 대기,
해양 및 행성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측하고 분석 및 해석하는 분야
E88. 지구행성학(Planet earth science): 지구를 우주의 일원인 행성학적인 측면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며, 태양계 행성들의 지구과학적 연구와 운석탐사 기술, 운석의
분류와 광물 조성, 태양계 행성물질의 성인을 연구하는 학문분야인 운석학
(meteoritics)을 포함
E89. 지구과학기술 기반구축관리 기술(Earth science technology infrastructure management):
복합적이고 고도화된 첨단 대형지구과학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미래 및 생활
과학으로서 지구과학기반구축과 이를 통한 공공기술창출 및 지구과학기술 대중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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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명: F. 기계(Machinery)
중분류명: F1. 자동화 기술(Automation Technology)
○ 최신의 컴퓨터, 전자, 정보화 기술을 기계기술에 접목하여 단위기계나 생산시스템에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기술로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기능,
지식과 경험, 의사결정기능, 대화기능과 같은 지적기능을 기계에 부여함으로써
정

의

기계의 전체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기술
- 기계 하드웨어에서의 운동기능의 자동화, 컴퓨터를 응용하여 인간의 지적기능을
대체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자동화를 모두 포함하며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를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계자동화기술에서는
단위기계의 자동화 및 생산시스템의 자동화로 그 범위를 제한함.

F11. 요소부품(Parts for automation): 기계자동화에 사용되는 부품
F12. 측정 감시 진단 기술(Measuring, monitoring and diagnosis): 기계상태나 공정상태를
측정하고, 이 신호를 해석하여 기계나 공정의 상태를 인식, 판단하는 기술
F13. CAD CAMPLM(Computer aided design,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and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컴퓨터에 의한 설계, 가공, 제품데이터 관리 기술을
광범하게 포함
F14. 기계지능화 로봇(Intelligent machine and robot): 기계자체에 여러 가지 센서를
갖추어 여러 가지 상태를 측정, 인식, 판단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춘 기계와 로봇
F15. 생산 공정자동화 기술(Manufacturing process automation): 가공, 조립 등 제반
범

위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화 기술
F16. 생산정보 기술(Manufacturing information technology): 생산자동화(주로 정보화)에
필요로 하는 프로세스 정보, 기술정보, 관리정보 등 제반 데이터나 자료를 정보
처리(생성, 저장, 변환, 전송 등)하는 기술
F17. 공장자동화 네트워크(Networking for factory automation): 공장자동화를 위한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F18. 시스템통합 기술(System integration): 개별, 독립적인 자동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화, 집적화, 최적화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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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F2. 육상수송기계(Ground Transportation Machinery)

정

의

○ 동력기관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자력으로 움직이는 수송기계인 자동차, 오토바이,
철도차량 등을 개발하기 위한 제반 기계기술

F21. 엔진 동력전달장치 기술(Engine and transmission): 자동차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하는 관련 제반 기술
F22. 차량동역학 기술(Vehicle dynamics): 차량거동 예측 및 힘의 전달과정 규명과
관련한 제반 기술

F23. 경량화 기술(Lightweight): 차량 경량화 및 최적화 관련 제반 기술
F24. 진동 소음 저감 기술(Vibration and noise reduction): 쾌적한 승차감을 위한
저진동 저소음 차량개발 관련 제반 기술
F25. 전기 전자 장치(Electric and electronic devices): 차량에 장착되는 전기 및
전자장치 관련 제반 기술

범

위

F26. 지능형 차량 제어 기술(Intelligent vehicle and control systems): 컴퓨터, 정보
기술을 결합하여 차량 지능화, 안전성, 편의성 및 주행 신뢰성 향상 관련 연구를
위한 제반 기술
F27. 시스템통합 기술(System integration): 차량 전체를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하여
위에서 언급한 단위기술간 인터페이스 등 시스템 최적화 연구를 위한 제반 기술
F28. 대체에너지 자동차 기술(Alternative powerplant vehicle):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관련 제반 기술
F29. 철도차량 추진 제어 기술(Rolling stock traction and control): 철도차량 관련
추진장치의 설계, 제작, 시험 평가 기술과 에너지 저감 및 승차감 향상을 위한
관련 제어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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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F3. 에너지환경의료기계(Energy, Environment and Medical Machinery)
○ 인간의 활동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에너지 변환과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문제 해결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장치, 설비, 공정과
해당요소기계 관련기술을 포함
정

의

○ 의학, 전자정보, 생명공학, 재료 및 기계분야가 통합되어 보건의료 서비스에 사용되는
소비재 및 내구재적인 기계를 포함
- 생체공학을 이용한 질환의 진단, 예방, 치료, 재활 등 보건과 관련된 기술과
노인과 장애자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기술, 스포츠 및 산업재해와 관련된 기술과
생명체 거동분석과 응용기술을 총칭함.

F31. 공기조화 냉동 기계(Air conditioning and freezing machines): 빌딩이나 사무실의
냉 난방기계와 관련된 제반 기술
F32. 보일러 로설비(Boiler and energy machinery): 에너지저장, 생산 설비와 관련된
제반 기술
F33. 유체기계(Fluid machines): 펌프, 터빈 등 공기나 액체의 이동 및 제어와 관련된
제반 기술
F34. 수처리 설비(Water handling machinery): 댐이나 하천 등 수처리 기계와 관련된
제반 기술
F35. 폐기물 처리설비(Waste disposal machinery): 인간의 생산활동에 부가적으로
범

위

생산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제반 기술
F36. 대기오염방지설비(Air pollution prevention machinery): 쓰레기 소각, 매연 등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와 관련된 제반 기술
F37. 건조 농축 설비(Dryness and concentration machinery): 물질의 건조나 농축과
관련된 기술
F38. 생체공학 해석 설계(Bioengineering analysis and design): 신체, 안구, 뼈 등
인간의 생체와 관련된 운동해석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계요소설계와 관련된
제반 기술
F39. 인공보장구 설계 제작(Prosthetic device design and manufacturing): 노인 및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의용기기 등 인공보장구 설계 및 제작과 관련된 제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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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F4. 산업 일반기계(Industrial and General Machinery)
○ 각종 산업의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를 말하며 이러한 기계들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요소부품을 포함
- 생산 활동이란 가공이나 조립과 같이 특정 목적의 생산 공정에 직접 관련되는
정

의

활동만이 아니라, 운반, 포장 등과 같이 직접적 생산 활동을 보조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 것으로 산업용기계와 아울러 가전이나 정밀기계와 같은 일반기계도 포함함.
단, 별도로 분류된 에너지 변환 관련 기계와 산업 활동 후의 환경처리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함.

F41. 가공기계(Machine tools): 금속, 비금속 소재의 형상 재질을 제조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
F42. 정밀기계(Precision machines): 계측기, 광학기기, 시계 등과 같은 정밀
기계제품
F43. 가전기기(Home appliances):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전기 기계제품
F44. 건설 광산 기계(Construction and mining machines): 건설용 및 광산용 기계장비
F45. 섬유 인쇄 기계(Textile and printing machines): 섬유산업 및 인쇄산업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F46. 방재 소방기계(Machines for preventing disasters and fire fighting): 재난이나
범

위

화재의 소화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F47. 운송 하역 장비(Transportation and loading-unloading machines): 화물의 운송
및 하역에 사용되는 장비
F48. 정보산업장비(Manufacturing machines for information industry): 반도체나
LCD(liquid crystal diode) 등 정보산업용 기기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F49. 단위기계 요소부품(Common parts for machinery): 일반적인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요소부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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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F5. 미소극미소 기전시스템 장비(Micro and Nano Electro-Mechanical System)

○ 기계 전기 전자 광학 원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초소형으로 제작되는 다양한 기능의
센서 구동 시스템의 설계, 생산 및 응용기술을 포함
정

의

- 마이크로 및 나노급 부품, 집적화된 복합기능의 시스템을 제작하는 기술과 특성
분석, 신뢰성 평가기술 등을 포함함.

F51. 초소형 센서(Subminiature sensor): 초소형 센서개발과 관련된 제반 기술
F52. 초소형 구동장치(Subminiature driving gear): 마이크로 및 나노급에서의 구동
장치개발과 관련한 제반 기술
F53. 초소형 디바이스(Subminiature device): 마이크로 및 나노급에서의 초소형
기계요소개발과 관련된 제반 기술
F54. 가공조립측정 기술(Processing, assembling and measuring): 마이크로 및 나노급에서의
가공, 조립, 측정기술
F55. 바이오 미소기전시스템(Bio-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생체내에서
작동되는 초소형 기계기술개발과 관련한 제반 기술
F56. 소재 특성 분석 신뢰성 평가 기술(Material characteristic analysis and reliability
범

위

evaluation): 마이크로 및 나노급에서 적용되는 소재 특성분석 및 개발된 제품의
신뢰성 평가기술
F57. 시스템화 집적화 기술(Systematization and integration): 개별, 독립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화, 집적화, 최적화 하는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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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F6. 극한 첨단 복합기계 기술(Ultra and Advanced Complex Machinery)

○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하는 환경과는 매우 다른 환경(초고온, 극저온, 초고압,
극고진공, 초청정, 초고자기장, 초대형, 극미세 등)을 발생, 제어, 측정, 극복하거나
정

의

그 상태나 환경에서 생기는 특별한 현상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기술
- 기존 방법과는 차별화되고, 초고속, 초소형 극미세, 복잡구조 복합재료, 특수 물성,
특수환경 등 첨단기술과 산업 발전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가공 측정제어 응용기술임.

F61. 초소형극미세 기술(Subminiature and ultramicroscope): 마이크로미터 이하 규모에서의
가공, 측정 제어, 물성/현상 이해 및 응용 기술
F62. 초대형 기술(Extra-large): 기존 방법 적용이 어려운 거대 규모 물리량(길이, 힘,
질량, 유량 등)에 대한 가공, 측정 제어, 물성이해 및 이의 응용 기술
F63. 극저온 초고온 기술(Cryogenic and ultra-high temperature): 극저온 초고온 환경
발생, 측정 제어, 극복기술, 극저온 초고온 환경에서 발생하는 특수현상 이해
및 응용 기술
F64. 초고압극고진공 기술(Super-high pressure and ultra-high vacuum): 고압 극고진공
환경 발생, 측정 제어, 극복기술, 현상 이해 및 응용 기술
F65. 초정밀 기술(Super precision): 고품위 생산품을 위한 초정밀 가공과 측정제어 기술
범

위

-9

F66. 초고속 기술(Super-high speed): 수ns(nano seconds, 10

초) 보다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변화 측정 감지 기술, 10,000rpm 이상 고속 가공기술, 급속 조형기술,
기타 초고속 가공, 측정제어, 응용 기술
F67. 초청정 기술(Super purity): 프로세스중 불순물 유입이나 발생을 고도로 제어
혹은 제거하는 기술과 작업 환경을 초청정 상태로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기술 등
F68. 지능형 로봇 기술(Intelligent service robot): 인간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간의
명령 및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하며, 인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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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F7. 복합설계생산기반 기술(Design and Manufacturing Basic Technology)

○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설계 및 생산을 위한 공학 원천 기술
정

의

- 제품의 기능과 성능 등 제품의 속성을 결정하기 위한 설계 원천 기술
- 제품의 기능과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생산 및 제작에 필요한 생산 원천 기술

F71. 설계방법 기술(Design methodology): 제품 속성을 결정하고 이러한 속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정, 구조, 형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기술
F72.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제품의 설계 및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컴퓨터에 의한 해석 및 설계 관련 제반 공학적 기술
F73. 유지 보전 기술(Maintenance technology): 제품의 고장을 예방하고, 고장을 감지,
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술
F74. 가공 성형 기술(Machining and forming): 소재에 기계적 변형을 가하여, 목적하는
형태로 만드는 수단으로서의 제반 기술
F75. 용접 조립 기술(Welding and assembly): 소재나 부품을 서로 결합시켜 목적하는
형태 또는 복합된 부품으로 만드는 수단으로서의 제반 기술 등
범

위
F76. 다분야 최적 설계 기술(Multidisciplinary design optimization): 제품설계에 관련된
다양한 공학해석분야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최적의 설계를 결정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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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F8. 측정표준시험평가 기술(Measurement Standards and Test Evaluation)
○ 국제단위계(SI)를 현시하는 측정표준기술과 산업체 등 수요자에 대한 측정표준기술의
정

의

보급에 관련되는 교정 시험평가기술 및 표준물질의 제조 분석 평가기술을 총칭
- 생산제품 및 기술에 대한 신뢰도평가 관련 기술과 인간중심의 환경조성 및
제품개발의 감성공학기술 포함함.

F81. 물리 기계 측정표준 기술(Physical and mechanical measurement standards):
질량, 힘, 압력, 밀도, 부피, 온도, 습도, 열물성, 음향, 진동, 초음파, 유량, 유속,
점도, 진공 분야의 측정표준기술
F82. 전자기 측정표준 기술(Electromagnetic measurement standards): 전기, 자기,
전자파 분야의 측정표준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기술 및 초정밀 전자소자나 초전도체
등을 응용한 측정기술
F83. 광응용 측정표준 기술(Measurement standards using optical technology):
길이표준, 시간주파수 표준, 광도복사도 표준, 광고온 표준, 광부품 및 광학기기
평가 등과 같이 광기술을 응용하는 측정표준기술
F84. 삶의 질 측정표준 기술(Measurement standards for quality of life):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측정표준기술
범

위

F85. 융합 측정표준 기술(Measurement standards for fusion technology): 다학제
(NT, BT, IT 등)간 융합이 필요한 각종 기술 분야의 측정표준기술
F86. 교정 시험평가 기술(Calibration and test evaluation): 측정표준기술을 현장의
수요자까지 보급하는데 관련된 측정기기 교정기술과 각종 시험분석 평가기술
F87. 인증 표준물질 기술(Certified reference material): 시험 방법의 유효화 및 측정
장비의 교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물질과 관련된 기술
F88. 참조표준 기술(Standard reference data): 각종 데이터나 통계 등을 과학 기술,
산업 및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술
F89. 신뢰성 비파괴평가 기술(Reliability and nondestructive evaluation): 산업제품의
신뢰성과 관련된 제반 평가기술 및 비파괴적으로 소재, 부품, 설비 등을 평가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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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F9. 산업공학 기술(Industrial Engineering)

정

의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의 분석과 설계를 통해 시스템 전체의 효율적
통제와 개별 프로세스의 개선을 강구하는 기술

F91. 생산관리기술(Production control): 생산계획 및 통제, 작업관리, 설비관리, 자재
재고관리 등 생산관련 제반 기술
F92. 품질관리기술(Quality control): 품질공정관리, 품질공정설계, 품질경영, 실험 계획,
설비보전, 신뢰성 등과 관련된 제반 기술
F93. 물류시스템(Logistic system): 물류관리, 물류정보관리, 수배송 체계, 공급체인관리
등을 위한 제반 기술
F94. 산업정보화 기술(Industrial information): 전자 상거래 시스템, 인공지능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산업공학의 정보화 기술

F95. 인간공학 기술(Ergonomics): 인공-기계시스템,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 인지공학,
산업심리, 안전공학, 감성공학 등과 관련된 기술
F96. 경제성공학 기술(Engineering economy): 경제성 평가, 사업성 평가, 원가관리,
범

위

가치공학 등과 관련된 제반 기술
F97. 예측 시뮬레이션 기술(Forecasting and simulation): 확률적 모델링, 대기행렬모형,
예측 및 시계열분석, 시스템 시뮬레이션 등과 관련된 제반 기술
F98. 컴퓨터통합생산시스템(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생산시스템의 각
프로세스를 컴퓨터기술을 활용하여 통합 최적화 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술
F99. 최적화 기술(Optimization): 수리계획법, 조합최적화, 휴리스틱 알고리즘 등 시스템의
설계 및 통제와 관련하여 시스템을 최적화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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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명: G. 재료(Materials)
중분류명: G1. 금속재료(Metals)

○ 주된 구성 원자가 자유 전자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으며 전성 및 연성이 우수하고
정

의

전기 전도도, 열전도도 및 화학적 반응성이 높은 금속의 특성을 이용하는 재료 기술
- 구조, 기계, 장비 및 그에 속하는 부품을 제조하는 구조용 금속 재료 기술과
화학적, 전자기적,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는 기능성 금속재료 기술을 포함함.

G11. 철강재료(Ferrous metal):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재료
G12. 비철재료(Nonferrous metal):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주성분이 철이 아닌 금속재료
G13. 열기능재료(Heat resistant metal): 용융점의 30% 이상의 온도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금속재료
G14. 화학 환경 생체 기능재료(Chemical, environmental and bio metal): 기계적 특성과
전기화학적 반응 속도가 재료 선정의 주요 인자인 화학 및 환경 분야 적용 금속
재료와 생명체의 조직과 접하여 기계적/화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속재료
G15. 전자기 기능재료(Electromagnetic metal): 금속내의 전자의 이동 및 자구 특성이
재료 선정의 주요 인자인 경우에 사용되는 금속재료
범

위
G16. 에너지 저장 전환 재료(Energy storage and conversion metal): 열, 전기 등의
직접 이용 가능한 에너지 또는 이러한 에너지로 손쉽게 변환이 가능한 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재료와 에너지-연료의 상호 변환에 사용되는 금속재료
G17. 비정질재료(Amorphous metal): 결정구조를 비결정화함으로써 고강도, 고내식
등의 특수한 성질을 발현하는 금속재료

- 83 -

중분류명: G2. 세라믹재료(Ceramics)
○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산화물, 질화물, 규화물 등의 결정질 및 비정질
무기 비금속 재료
정

의

- 용도에 따라 분말, 벌크, 후막, 박막, 단결정, 파이버, 나노 와이어 등의 다양한
형태로 합성되어 기계적, 열적, 전자기적, 광학적, 생체 화학적 및 복합적 기능
등을 구현하는 재료임.

G21. 구조재료(Structural ceramics): 절삭 공구, 터빈 블레이드, 세라믹스 엔진 부품 재료,
제철, 제강 필터 재료, 반도체 공정 부품 등의 구조 기능재료, 고강도 고인성의
세라믹 복합재료
G22. 열기능재료(Refractory ceramics): 내열 및 단열 재료, 고열전도재료 등의 열적
기능재료
G23. 전자기 기능재료(Electromagnetic ceramics): 전기적 절연재료, 유전재료, 압전재료,
초전재료, 초이온전도체재료, 자성재료, 반도성재료, 초전도재료, 센서재료 등
G24. 광 화학 기능재료(Optical and chemical ceramics): 광전변환재료, 형광재료,
발광재료, 광 통신 재료, 촉매, 화학센서, 다공질 재료 등
G25. 생체기능재료(Biological ceramics): 인공 치아 재료, 인공 관절, 골 재료, 인공 망막,
인공 청각, 인공 후각 재료 등
범

위
G26. 환경재료(Environmental ceramics): 환경 복원 세라믹스 담체, 화력 발전소
분진 필터 재료, 이산화탄소 감지 재료
G27. 에너지 저장 전환 재료(Energy storage and conversion ceramics): 수소 에너지
저장 재료, 압전, 열전 재료 , 고체 연료전지 재료, 태양 에너지 변화 재료
G28. 복합기능재료(Multifunctional ceramics): 자기진단 구조재료로 대표되는 전자기적
기능과 구조적 기능을 복합화한 재료, 여러 기능을 동시에 발현하는 재료
G29. 도자기 시멘트 유리 내화물 재료(Porcelain, cement, glass and refractory):
생활 도자기, 건축용 시멘트, 건축용 유리, 디스플레이용 평판 유리, 세라믹스
소성 및 열처리용 내화물 재료, 제철 제강용 내화물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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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G3. 고분자재료(Polymeric Materials)

○ 분자량이 1만 이상이며 하나 또는 두 종류 이상의 원자들, 혹은 원자들의 집합체들이
주로 공유결합인 1차 결합에 의해 서로 연결된 긴 순서를 갖는 분자들로 구성된
정

의

재료
- 주로 플라스틱, 합성섬유, 도료, 접착제 등 석유화학공업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합성고분자와 셀룰로오스 등과 같은 천연고분자를 포함함.

G31. 구조재료(Structural polymeric materials): 고탄성, 고강도를 지닌 고분자재료
G32. 열기능재료(Thermally functional polymeric materials): 열적 성질이 우수한
고분자재료
G33. 전자기 기능재료(Electromagnetic polymeric materials): 광전기능을 가지는
고분자 재료의 합성 및 이들의 성능 평가와 소자 적용
G34. 광기능재료(Optical polymeric materials) 형광 또는 발광 기능을 갖거나, 광 투과성
또는 광흡수성을 이용하여 기능을 발휘하는 재료
G35. 분리 환경 재료(polymeric materials for separation and environments):
대기중의 유해성분인 미세먼지 제거, 휘발성 유기물 제거, 유해기체 제거와 같은
범

위

기체 분리막, 물에 함유하고 있는 유해성분을 제거하는 수처리막, 물 속에 녹아 있는
유해 이온성분을 제거하는 이온교환수지 등을 망라하는 재료
G36. 생체기능재료(Bio polymeric materials): 인체와 반응하지 않거나(bio-inert),
인체와 적합하거나(bio-compatible) 인체와 반응하여 인체의 일부로 변화하는
(bio-active) 재료로서 인체의 내 외부에 적용할 수 있는 재료
G37. 에너지 저장 전환 재료(Energy storage and transformation materials): 대량의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에너지를 전기 및 다른 형태로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고안된 고분자재료
G38. 섬유 고무 페인트 접착 재료(Fibers, elastomer and coating materials): 기능성
및 고도기술력 섬유재료, 신 열가소성 탄성체 및 기능성 코팅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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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G4.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s)

○ 두 가지 이상의 이종 재료를 조합하여 화학적인 수단에 의하지 않고 합성한 재료로서
정

의

구성물간의 계면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구성물인 어느 재료에도 없는 새로운 성능의
재료 특성을 얻을 수 있는 재료

G41. 금속기지 복합재료(Metal matrix composites): 금속기지에 세라믹 강화상을 첨가하여
제조한 재료로서 고탄성, 고강도를 나타내며 주로 구조재료에 사용
G42. 세라믹기지 복합재료(Ceramic matrix composites): 기지 재료가 세라믹이며 제2상을
분산 또는 in-situ 방법으로 석출시켜 세라믹 재료의 단점인 인성을 부여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고온/부식환경에 응용되기도 함
G43. 고분자기지 복합재료(Polymer matrix composites): 고분자 기지조직에 탄소섬유
(graphite fiber) 또는 유리섬유 등과 같은 섬유를 첨가하여 강화시킨 재료로서
탄성 및 열팽창 특성이 매우 우수함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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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G5. 전자재료(Electronic Materials)

○ 전자 산업분야에서 이용되는 부품 소재를 구성하는 결정질 및 비정질 형태의 금속,
세라믹 그리고 고분자 재료의 총칭. 용도에 따라 분말, 벌크, 후막, 박막, 파이버
정

의

등 다양한 형태로 합성되며 반도성, 전도성, 절연성, 자성, 광기능성, 에너지 저장
및 전환 그리고 물성전환을 구현하는 재료

G51. 반도체재료(Semiconductor materials):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인 반도전성을 가지는
일체의 물질로 재료 개발 및 전기적적, 광학적 물성 연구, 소자 제작 및 개발 등을
포함하는 분야
- Si 계열 반도체 : Si, Ge, SiC, SiGe 등의 4족 원소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재료
- 화합물 반도체 : III-V 족 화합물 및 질화물,

II-VI족 산화물, chalcogenide

(selenide, sulfide, telluride)등을 포함한 반도체 재료
- IV-VI(TiO2), VI-VI(WO3), VIII-VI(NiO), I-VI(CuO), I-III-VI(CuInSe) 등의 화합물
반도체재료
- 반도체재료를 이용한 전기소자(다이오드, 트랜지스터, FET, HEMT) 및 광소자
(광발광다이오드, 광다이오드, 수광소자)들의 제작 및 개발을 포함하는 연구 분야
범

위

G52. 디스플레이재료(Display materials):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소재로서 사용되는
고분자/금속/세라믹 및 하이브리드 재료
G53. 전지재료(Battery materials): 일차전지 및 2차전지, 연료전지 등의 원료재료 및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재료
G54. 센서재료(Sensor materials): 각종 에너지 변환을 통한 지능형 센서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재료
G55. 광통신재료(Optical communication materials): 광의 전송에 이용되는 물리적
매체(광전송 통로)를 비롯한 광통신용 능동 수동 소자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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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G6. 나노재료(Nano Materials)

○ 금속, 세라믹, 고분자 및 이들의 복합재료 중 재료를 구성하는 요소(결정, 결정립,
정

의

분말 등)의 최소 크기(길이)가 나노크기 영역(100 나노미터 이하(1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 미터))에 속하면서 동일 재료가 나노크기 영역 밖에서는 나타내지 않는
물성을 나타내거나 현저하게 달라진 물성을 나타내는 나노구조의 소재

G61. 구조재료(Structural nano-materials): 강도, 경도, 소성, 내마모특성, 내열특성
등 나노구조에 바탕을 둔 특이한 기계적 성질을 나타내는 나노구조의 재료
G62. 전자기 기능재료(Electromagnetic nano-materials): 재료 미세조직의 나노구조화에
따른 전자의 구속효과에 기인한 특이적 전기, 자기, 전자적 특성을 나타내는
나노구조의 재료
G63. 광기능재료(Optical nano-materials): 재료 미세조직의 나노구조화에 따른 전자
또는 광자의 구속으로 변화된 광흡수, 광방출, 광변조 등 광학물성을 나타내는
나노구조의 재료
G64. 바이오재료(Bio nano-materials): 나노구조의 소재가 나타내는 구조적, 전자기적,
광학적, 화학적 특이한 성질을 의약, 진단, 치료 등 의학적 용도 및 인공근육,
인조피부, 생체대체재 등 바이오기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나노구조의 소재
범

위
G65. 환경재료(Enviromental nano-materials): 나노구조의 소재가 나타내는 구조적,
전자기적, 광학적, 화학적 특이한 성질을 환경오염 억제 및 개선(정화), 환경감시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나노구조의 소재
G66. 에너지재료(Energy nano-materials): 나노구조의 소재가 나타내는 전자기적,
광학적, 화학적 특이한 성질을 에너지의 발생, 전환, 저장, 절약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나노구조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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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G7. 분석 물성평가 기술(Analysis and Characteristics Evaluation)

정

의

○ 재료분석과 물성평가를 통하여 재료가 발현하는 특성의 원인을 이해하고 재료가 가진
특성 한계를 측정하여 기존 재료의 특성 향상 또는 신재료의 개발에 기여하는 기술

G71. 재료성분 분석 기술(Compositional analysis): 재료를 구성하는 원소, 성분, 화합물의
분리 및 정성, 정량 분석으로 구성 성분의 분리분석, 정성 및 정량 분석, 분포 분석
G72. 재료조직 분석 기술(Microstructural analysis): 재료를 구성하는 미세조직의
현미경 및 분광학적 조직분석으로 광학 및 전자현미경, 레이저 현미경 등의 현미경에 의한
조직의 분석 및 분광학적 장비를 이용한 조직 분석
G73. 물리적 특성평가 기술(Physical property characterization): 기계적 특성을 제외한
재료의 열적, 광학적, 전기적 특성 등에 대한 특성 평가로 열적, 전기적, 광학적,
유변학적, 마찰마모학적 특성 등에 대한 평가
G74. 화학적 특성평가 기술(Chemical property characterization): 리소그라피성, 에칭성,
부식성, 내약품성, 용해도, 가수분해성 등의 화학적 특성 평가 기술
범

위
G75. 기계적 특성평가 기술(Mechanical property characterization): 재료의 기계적
강도와 관련된 강도, 탄성율, 강성도 등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평가로 인장 및
압축강도, 피로강도, 충격강도, 크립강도, 탄성율, 강성도 등의 역학적 평가
G76. 손상진단 기술((Damage diagnostic technique): 재료에 가해진 손상 부위에 대한
손상의 원인분석 및 정의, 손상에 의한 영향의 예측 평가로 손상 부위의 물리화학적
진단, 비파괴 분석, 미세조직 분석 등을 이용한 손상의 진단 기술
G77. 내구성평가 수명예측 기술(Endurance evaluation and lifetime prediction): 소재의
특정 특성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내구 연한의 예측 평가 기술로 고장 열화시험과
그에 기초한 가속수명시험 등의 기대 수명에 대한 예측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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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G8. 재료 공정 기술(Material Processing)

정

의

○ 금속, 세라믹, 고분자 및 이들 복합재료의 원료 제조 기술과 이들 소재를 이용해
부품을 만드는데 적용되는 성형, 가공 및 후처리 공정기술

G81. 응고 주조 기술(Solidification and casting): 액상재료를 고상재료로 전환시키는
기술. 형태 및 상 제어기술, 조직 및 결함제어기술, 물성평가기술, 핵생성 및
성장제어기술 및 이의 복합화기술
G82. 소성가공 반응고성형 기술(Plastic deformation and semi-solid forming): 재료를
소성변형영역 또는 고상/액상 공존 영역에서 가공 및 성형하는 기술
G83. 분말 제조 소결 기술((Powder making and sintering): 물리 화학적 방법에 의한
금속, 세라믹, 고분자 및 복합재료 분말의 제조 및 이의 혼합, 성형, 소결기술
G84. 후처리 기술(Heat treatment and surface modification):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재료의 상변태와 결함 정도를 제어하거나 재료의 표면 개질 및 이종재료 피복을
통해 재료의 기계적, 화학적, 전자기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범

위

G85. 박막공정 기술(Thin film process): 물리적, 화학적,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한
금속, 세라믹, 고분자 및 복합재료 박막의 형성 및 이의 응용기술
G86. 접합공정 기술(Joining): 2개 이상의 동종 또는 이종 소재를 물리적, 화학적 방법에
의해 서로 결합하는 기술
G87. 성형가공 기술(Forming and machining): 기계 공구/장비를 이용한 소재 가공 기술,
소정의 형틀을 이용한 소재 성형 기술 및 무형틀 소재 조형 기술
G88. 방사 기술(Spinning): 용액 또는 용융 상태의 재료를 물리적, 전기적 방법에 의해
섬유상으로 제조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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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명: H. 화학공정(Chemical Processes)
중분류명: H1. 촉매 반응 기술(Catalyst and Reaction)

○ 촉매의 개발 및 응용을 포함한 각종 화학 반응의 해석, 반응 장치의 설계,
정

의

제작 및 조작에 관한 제반 기술
- 석유 정제, 석유화학 산업, 정밀화학 산업 등 제반 화학제품 제조 기술뿐만
아니라 환경 보존 기술과 에너지 전환 기술의 핵심으로 주요한 기반기술임.

H11. 촉매제조 기술(Catalyst preparation): 촉매의 제조와 관련된 제반 기술
H12. 촉매평가 기술(Catalyst evaluation): 촉매의 물리화학적 특성분석과 활성
시험기술
H13. 조합촉매 기술(Combinatorial catalysis): 조합기술을 이용한 신촉매의 개발
기술
H14. 반응기 설계 기술(Reactor design):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응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화학 물질의 반응 및 접촉 특성에 대한 화학적, 물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반응기 설계 기술
H15. 유동층 기술(Fluidization): 용기 내에서 미분상의 고체를 유체의 흐름에 의하여
범

위

부유, 현탁 상태로 분산시켜 각종 촉매 반응, 연소, 소성, 건조, 코팅 등을
행하는 조작 기술
H16. 분체 기술(Powder technology): 고체 입자와 그 집합체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분석, 제조 방법, 취급 장치, 응용 등에 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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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H2. 분리 정제 기술(Separation and Purification)
○ 조성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혼합물로 나누어 좀 더 순수한 물질로 만드는
기술
정

의

- 제품의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로서 화학공업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반기술이며 특정제품 생산을 위한 특수 공정 기술로서 종류가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음.

H21. 증류 공정 기술(Distillation process): 비등점 차이를 이용하는 증류 공정의
이론과 설계, 운전, 제어 및 최적화에 관한 기술
H22. 추출 공정 기술(Extraction process): 용매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추출
공정의 이론과 설계, 운전, 제어 및 최적화에 관한 기술
H23. 흡수 공정 기술(Absorption process): 주로 물을 이용하는 흡수 공정의
이론과 설계, 운전, 제어 및 최적화에 관한 기술
H24. 흡착 공정 기술(Adsorption process): 활성탄, 활성알루미나 등을 이용하는
흡착 공정의 이론과 설계, 운전, 제어 및 최적화에 관한 기술
H25. 막분리 공정 기술(Membrane separation process): 반투과성 분리막을
범

위

이용하는 막분리 공정의 이론과 설계, 운전, 제어 및 최적화에 관한 기술
H26. 초임계유체 공정 기술(Supercritical fluid process): 주로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사용하는 초임계 유체 공정의 이론과 설계, 운전, 제어 및 최적화에
관한 기술
H27. 결정화 공정 기술(Crystallization process technology): 액체 또는 비결정
상태의 고체를 결정상태로 바꾸는 결정화 공정의 이론과 설계, 운전, 제어
및 최적화에 관한 기술 등
H28. 고순도 복합 분리정제 기술(High-purity hybrid separation and purification):
반도체나 첨단 전자제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고순도 소재 생산을 위한
복합적인 분리 및 정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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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H3. 공정 시스템 기술(Process System)
○ 컴퓨터와 수학의 원리를 화학공정에 응용하여 최적의 설계 및 공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 다양한 화학공정을 모델링하고, 이를 근거로 공정을 설계하며, 모사를 통하여
타당성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공정운영 조건을 제시하는 기술임.
정

의

- 또한 이에 필요한 각종 물성의 해석, 공정의 제어 및 진단, 복잡한 화학공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해석기술과 이들 요소기술 혹은 통합된 영역에 대한
최적화 기술을 포함함.
- 이외에도 화학공정의 안전과 보건 및 특수한 화학공정 시스템에 대하여
발전된 컴퓨터의 기술과 수학적 원리를 활용하는 기술이 해당됨.

H31. 물성 측정 예측 기술(Physical property measurement and prediction):
각종 화학물질의 물성을 직, 간접적으로 측정, 예측하는 이론을 개발하는
기술
H32. 공정 모사 해석 최적화 기술(Process simulation, analysis and optimization):
화학공정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를 구해 해석하고,
설계 및 조업의 최적 조건을 찾는 기술
H33. 공정 제어 인식 진단 기술(Process control, identification and diagnosis):
화학공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공정을 제어하고, 공정의 변수를 인식하고,
공정의 상태 및 이상조업의 원인을 규명하는 기술
범

위

H34. 공정 설계 Scale-up 기술(Process design and scale-up): 화학공정의 개념
설계 및 기초설계 등을 포함한 설계기술과 Pilot plant의 운용과 Scale-up에
관련된 기술
H35. 공정 통합 핀치 기술(Process integration and pinch): 화학공정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DB 관련 및 데이터 마이닝 기술과 열 및 물질 핀치 기법을 이용한
공정 효율화 기술
H36. 비전통적 융합 공정 기술(Non-conventional process): 전통적인 화학공정의
개념을 넘어서 마이크로 반응기 등, 분자 나노 생물 등을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공정을 개발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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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H4. 분자 나노 화학공정 기술(Molecular and Nano Chemical Process)

○ 원자 및 분자를 조작 또는 가공하여 기능성 나노소재와 나노구조를 제조하고,
정

의

나아가 이들 재료를 사용하여 나노소자 및 나노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화학과 화학공학을 바탕으로 하는 화학공정 기술

H41. 분자 나노 소재 합성 기술(Molecular and nano-scale materials synthesis):
전구체 합성, 자기조립, 나노점 나노입자 나노외이어 제조공정 기술, Sol-Gel,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PVD(Physical vapor deposition) 등을
포함하는 기술
H42. 분자 나노 소재 가공 기술(Molecular and nano-scale materials process):
Sputtering, Coating, Etching, CMP(Chemical mechanical planization),
Lithography, 패터닝, 나노구조 제어 등을 포함하는 기술
H43. 분자 나노 소자 제조 기술(Molecular and nano-scale devices manufacture):
나노재료의 소자 제조 및 응용을 위한 공정 및 극미소 기전 시스템 기술
H44. 분자 나노 복합재 제조 기술(Molecular and nano-composites preparation):
나노복합재료 제조를 위한 화학공정 기술
범

위
H45. 분자나노 공정 시스템 기술(Molecular and nano-scale materials process systems):
분자, 나노 수준의 물성 예측, 공정 모사, 공정 scale-up 및 양산 설비 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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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H5. 화학물질 제품 제조 기술(Fine Chemical Materials and Chemical
Products Manufacturing Technology)
○ 부가가치가 높고 다용도의 특수기능을 가지며, 관련산업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능성의 향상과 용도의 다양화를 특징으로 하는 정밀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데
정

의

필요한 화학공정 기술
- 제지 가공, 전지 제조, 피혁 가공, 신발 가공, 스포츠 용품 제조, 생활용품
제조 등에 화학공학 원리를 적용하는 일체의 공정기술을 총칭함.

H51. 유기 무기 합성공정 기술(Organic and inorganic synthesis process):
고부가가치의 유기 무기물질 제조와 관련된 제반 기술
H52. 의약물질 제조공정 기술(Pharmaceutical materials manufacturing process):
의약물질의 제조와 관련된 제반 기술
H53. 향장약물질 제조공정 기술(Cosmetic materials manufacturing process):
피부과학에 기초한 화장품 및 향수의 제조와 관련된 제반 기술
H54. 농약물질 제조공정 기술(Agricultural chemical materials manufacturing process):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농약성분의 제조와 관련된 제반
기술
범

위

H55. 펄프제조 가공공정 기술(Pulp manufacturing process): 고급제지 생산을
위한 약품처리 및 일체의 공정 기술
H56. 종이제조 가공공정 기술(Paper manufacturing process): 판형에 따른 종이결을
고려하는 다양한 규격별 제지 생산을 위한 일체의 전지 기술
H57. 피혁 신발 가공공정 기술(Leather and footwear manufacturing process):
고급 피혁제품 생산 및 기능성 신발 제조를 위한 일체의 가공 기술
H58. 스포츠용품생활용품 제조공정 기술(Sports wear and daily goods manufacturing process):
기능성 고급 스포츠용품 및 기능성과 편의성을 갖춘 고급 생활용품 제조를
위한 일체의 제조 공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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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H6. 고분자 공정 기술(Polymeric Materials and Process)

정

의

○ 서로 연결된 사슬 거대분자가 단위 분자와는 다른 거동이 보이는 특성을 갖는
고분자를 산업적으로 응용하는 제반 기술

H61. 고분자 중합공정 기술(Polymerization process): 다양한 화학구조를 지닌
고분자를 생산할 수 있는 제반 중합공정 기술
H62. 고분자 입자 제조 기술(Polymeric particle synthesis): 고분자 입자 크기
및 형상을 제어할 수 있는 제반 기술
H63. 고분자 가공 성형 기술(Polymer processing and molding): 고분자 수지에
열 및 압력을 가하거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용도에 따라 특정한 형태로
변형하여 최종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
H64. 고분자 박막 코팅 제조 기술(Polymer thin-film and coating process):
고분자 수지를 이용한 박막이나 코팅의 특성 분석, 가공, 용도 개발 등에 대한
기술
H65. 유변공정 기술(Rheological process): 재료의 유변학적 특성의 응용과 관련된
범

위

제반 기술
H66. 복합재료 제조공정 기술(Polymer composites process): 고분자와 무기물질의
복합화에 관련된 제반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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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H7. 생물화학 공정 기술(Biochemical Process)

○ 생물체 혹은 그 일부를 이용하여 생산물 제조, 서비스 및 지식 창출을 위한
정

의

공정 기술
- 생물체는 미생물, 동물세포, 식물세포 등을 포함하며, 생물체의 일부는 단백질,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등을 포함함.

H71. 발효공정 기술(Fermentation process): 미생물 배양 및 생산을 위한 공정 기술
H72. 대사공학 기술(Metabolic engineering): 대사경로를 효율적으로 변환하는 기술
H73. 효소생물 공정 기술(Enzyme process): 효소 반응에 의한 물질 생산을 위한
공정 기술
H74. 생물분리정제 공정 기술(Bioseparation and purification process): 생화학
반응 결과 생산된 물질의 분리 및 정제 공정 기술
H75. 생물환경 공정 기술(Bio environmental process): 생물공학을 환경처리에
응용하는 기술
H76. 바이오 에너지 공정 기술(Bioenergy process): 바이오 시스템을 이용하여
범

위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공정 기술
H77. 나노 생물 융합 공정 기술(Nano- and biochemical process): 생체 또는
비생체 나노소재 및 나노기법을 융합한 생물화학적 생산 공정 기술
H78. 분자생물 공정 기술(Molecular bioprocess): 세포 내외에서 생체물질을
합성/생산, 변환, 분리/정제하기 위한 공정을 분자 수준에서 분석, 제어,
조절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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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H8. 섬유 의류 제조 기술(Textile and Garment Production)
○ 천연 및 합성고분자를 이용한 섬유소재 공정과 이들을 이용한 실 제조 공정
및 최종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제직, 편성, 부직포, 염색, 가공, 봉제
정

의

공정 등의 모든 섬유 제조 공정기술
○ 의류를 포함하는 각종 섬유제품의 설계, 생산, 기계장치, 품질관리, 환경개선과
생산성향상, 약제, 염료, 가공제, 재료 개발 등의 제반 기술

H81. 섬유소재 제조기술(Fiber material production): 천연 및 합성 섬유고분자의
제조에 관련된 소재 제조 기술과 성능 향상 기술
H82. 섬유방사 공정 기술(Fiber spinning): 섬유고분자로부터 섬유를 생산하는데
관련된 제조공정 기술
H83. 기능성 나노섬유 제조 기술(Functional fiber and nanofiber production):
기능성 섬유, 섬유복합화, 복합섬유 및 나노 크기 수준의 섬유 생산에 관련되는
제조 공정 기술
H84. 방적 직편물 제조공정 기술(Yarn and fabric production): 방적, 제직, 편성
등 직편물과 부직포의 제조에 관련된 공정기술
H85. 염색 가공공정 기술(Dyeing and finishing process): 섬유 및 직물의 염색과
범

위

가공에 관련된 공정 기술
H86. 의복 설계 제조공정 기술(Garment design and manufacturing): 의류 제품의
설계 및 생산 기술
H87. 의류 품질관리 기술(Garment quality control): 의류 제품의 품질관리 기술
H88. 스마트 섬유 제조공정 기술(Smart fiber production process): 외부 환경변화에
스스로 응답할 수 있는 지능형 섬유의 생산에 관련되는 섬유 제조공정 기술
H89. 의복환경 제어 기술(Clothing environment control): 의복내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기술과 의복 내 쾌적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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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H9. 화학공정 안전 보건 환경 기술(Safety, Health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for Chemical Process)
○ 화학공장의 안전한 조업 및 관리, 피해예측, 사고조사, 위험성 감소 및 인적오류를
파악하여 안전 보건 환경을 향상 시키는 기술
- 화학공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위험성 평가를 위한 모델링, 모사 및 S/W를
정

의

개발하여 피해규모를 예측/저감 하는 기술과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기술임.
- 또한, 사고의 원인해석, 사고조사, 잠재위험 확인 및 인적오류를 분석하여 화학공장의
안전한 조업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포함하며, 정보 관리 및 안전
보건 환경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 하는 기술임.

H91. 관리 정보화 기술(Management and information): 효율적으로 화학공장의 안전
보건 환경 관리 및 정보화를 하기 위한 기술
H92. 유해화학물질 물성 해석 기술(Hazardous material property analysis): 유해
화학물질의 반응성, 화재 폭발 특성 등을 평가 하고 분석하는 기술
H93. 위험성 평가 기술(Risk assessment): 사고시나리오 선정, 잠재위험 확인, 발생빈도
분석 및 사고 피해규모 산정을 포함한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반 기술
H94. 위험 설비 시설 진단 기술(Hazardous facilities and equipments diagnosis):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설비 시설의 위험 진단 및 검사 기술
H95. 사고원인인적오류 분석 기술(Root cause and human error analysis): 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작업 위험성평가 및 조업자의 실수
범

위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기술
H96. 피해 예측 손실 방지 기술(Consequence prediction and loss prevention):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의 모델링을 통한 피해 결과의 예측 및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최소화 및 방지하는 기술
H97. 비상 대응 기술(Emergency response): 사고발생에 대한 예방, 준비, 조치, 복구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기술
H98. 안전보건환경품질 통합 기술(Safety, health, environmental and quality integration):
화학공장의 안전 보건 환경 관리 체계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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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명: I. 전기 전자(Electricity and Electronics)
중분류명: I1. 산업용 전기 전자(Electricity and Electronics for Industry)

정

의

○ 제조생산, 전기에너지 수송, 물류이송, 교통, 계측 등에 사용되는 전기 전자기술로서
성능과 함께 신뢰도, 안전도, 가용성, 그리고 유지보수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분야
- 전력산업에서의 중전기기와 제어설비, 공장에서의 생산, 조립, 공정제어설비에
사용되는 자동화 및 제어기기, 물류 이송 및 교통, 그리고 계측에 적용되는
전기 전자 기술로서 신뢰도, 안전도, 가용도, 유지보수성 등을 확보하기위한
설계, 제작, 디지털화, 운용 등과 관련된 기술을 포함함.

I11. 제어 자동화시스템(Control and automation system): 공정제어 및 생산조립
라인의 자동화 등에 적용하기 위한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 제어용 센서/부품 및 기기 등을 포함하는
제어 및 자동화 시스템 분야
I12. 계측기기(Measuring instrument): 센싱, 프로세싱(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표시기(디스플레이 또는 기록계)로 구성되어 기술분야를 막론하고 물리적,
생화학적 양을 직접 측정하는 기기를 총칭
I13. 중전기기(Heavy electric machine): 전력수송, 변전, 배전에 관련된 기기류들로서,
GIS(Gas-insulated switchgear)를 포함한 각종 차단기, 개폐기 등 전력망
보호기기들과 변압기, 케이블 등과 관련된 설계, 제작, 적용기술 분야
I14. 교통전기(Electric machine for transportation): 전철, 전기자동차, 조선, 항공
등 교통수단과 관련된 전기적 추진장치 및 이와 관련된 전동기, 전력변환장치
및 제어기기 분야

범

위

I15. 회전기기 선형기기(Rotating machinery and linear machinery): 전동기로
구동되는 동력전달을 위한 산업용 기기를 총칭
I16. 텔레매틱스 기술(Telematics): 차량·항공·선박 등 운송장비에 사용되는 제어
및 정보통신 융합기술관련 기기
I17. 산업용 로봇 기반 기술(Industrial robot): 다음과 관련된 로봇의 전기전자
모듈/부품, 제어기 및 시스템 기술
- 정밀계측이 주 기능인 탐사용 또는 검사용 로봇(예: 제품검사용 로봇, 해저
탐사로봇, 극지탐사로봇, 관로탐사로봇 등)
- 유독가스, 진공, 고압력, 고전압 등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위험지역에서 제작,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원격제어형 산업용 로봇(예: 고소작업로봇, 관로
작업로봇 등)
I18. 산업용 디자인(Industrial design): 전기전자 제품의 전공정 즉, 기획, 설계,
제조, 포장, 광고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인간의 감성과 관련된 기술.
인간과 공산품, 인간과 기계, 인간과 작업공간,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로부터
발생되는 이질적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감성 디자인 기술
※ 기타 제조생산 산업에 사용되는 전기전자 기술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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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I2. 전자제품(Electric Appliances)

○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전기전자제품을 설계, 제작하는 기술
정

의

- 사무실, 가정,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전자제품은 집적화 복합화하는 추세이고
인간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특성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많은 경우 미적
감각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I21. 멀티미디어기기(Multimedia device): 영상, 음향, 방송을 이용한 게임, 오락,
교육용 단말기관련 고정형 또는 휴대형 기기의 설계 및 제작기술과 이와 관련된
통신복합 기술
I22. 생활가전기기(Home electric appliances): 냉장고, 에어컨, 진공청소기, 오븐
렌지 등 주방, 거실 등 주거용 전기전자 기기의 설계 및 제작 기술
I23. 사무용 전자기기(Office electric appliances): 복사기, 프린터, FAX기, 보안
장치, 데스크탑 컴퓨터, 화상대화시스템, 네트워크장비 등 업무용으로 사용
되는 전자기기 관련 설계 및 제작기술
I24. 의료전기전자 기반 기술(Medical electronics):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CT(Computerized tomography), X-Ray 등 영상진단용 의료기기나
전자기적 의료기기, 생체계측용 전기전자기기, 환자관리, 원격진료 등 의료장비의
부품 및 시스템 설계 제작 기술
- 저주파, 초고주파, 테라파 등 전자기파를 이용한 진단장치 및 치료장치

범

위

- 환자관리시스템 등과 같이 디지털계측에 의한 병원 또는 재택 의료 관련
임베디드시스템
- 원격진료기기 등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생체계측기술이지만 전기
전자기술에 의해 구현된 시스템 기술
I25. 방송통신 전자기기(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device): 방송 수신 및
통신 송수신용 기기관련 설계 및 제작 기술(예: 위성 Set-top Box, DMB
단말기, 휴대폰, ADSL/VDSL/XDSL, Smart Phone, Wrist Phone/Computer, IPTV 등).
I26. 휴먼인터페이스 디자인(Human interface design):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영역으로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기술가치가 물리적 또는 개념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기술. 특히 자동화나 엔터테인먼트 영역의 단말기,
시스템 및 콘텐츠가 여기에 속하며, 디지털 또는 물리적 공간, 영상, 이벤트,
테마환경 등, 다양한 환경에서 예측되는 물리적인 디자인 스타일과 인체의
기능과 특성, 인체에 관한 Data의 측정 및 응용방법 등을 포함
※ 기타 각종 정보통신 단말기, 휴먼인터페이스기기, 스마트홈 관련 기기 및
사무자동화 기기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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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I3. 전자요소 기술(Electronic Element)

○ 산업용, 가정용, 사무용 전기전자 제품 관련 기술과 사회 기간망 관련 전자기술의
정

의

근간을 이루는 전기전자 및 광부품 기술, 반도체 회로 응용기술, 신호전송 기술,
통신 기술 등이 조합된 장치 및 시스템 기술.

I31. 표시소자(Display device): 전자기적 신호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소자기술 분야
I32. 광전자(Opto-electronics): 레이저 및 LED 광을 이용하는 광학(optoelectronics)
분야와 전자공학(electonics)과의 융합 영역으로서, 광섬유를 이용한 통신 또는
공간통신(예:irDA)용 소자에 대한 분야이며, 이에 대한 광전변환(O/E), 전광변환(E/O),
광전송기, 광수신기를 비롯한 광통신 모듈관련 부품을 포함
I33. 유무선 통신소자(Communication component): 단말기 하드웨어, 변복조 칩셋,
베이스밴드 신호, 인터넷 플랫폼(internet platform), RF(radio frequency)
및 광기술을 적용하는 유무선 통신과 관련된 소자 기술분야
I34. 소자응용 기술(Devices application): 수동 및 능동소자를 이용한 전자기기
및 제품에 적용하는 기술분야
I35. 전자부품(Electronic component): 로직부품, 리니어부품, 변환부품(adc, dac, ccd 등),
범

위

수동부품(L, R, C) 및 세라믹 소자, 기록재생 소자 등의 개별소자 및 집적소자
관련 분야 등을 포함
I36. 전원소자 기술(Power source component): 모바일용 전원 소자 기술 등
I37. 대용량 전지(Large capacity battery): 무정전전원장치용, 산업용, 우주항공용,
군수용 및 신재생에너지용 전지관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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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I4. 반도체(Semiconductor)

○ 부도체이나 불순물의 첨가에 의하여 빛, 열 또는 전기적 신호에 의하여 전기를
정

의

통할 수 있는 물질
- 정류작용, 증폭작용 및 신호의 변환작용을 통하여 수치정보의 연산, 정보의
저장, 정보의 변환 및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함.

I41. 반도체 소자(Discrete semiconductor): 개별소자와 관련된 제반 기술
I42. 집적회로설계 기술(Integrated circuit design): IC 설계관련 기술
I43. 반도체 공정(Semiconductor processing): 반도체의 제조공정기술
I44. 반도체 재료(Semiconductor materials):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기술
I45. 반도체소자 시험측정 기술(Semiconductor testing): 반도체 특성의 시험과
평가에 관련된 기술
I46. 화합물반도체(Compound semiconductor): 모재를 구성하는 주요원소가 2개
이상인 반도체재료와 그 관련기술
범

위
I47. 반도체 설계용 S/W(Semiconductor design S/W): 반도체의 구조, 기능 또는
공정기술을 최적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관련기술
※ 반도체의 제조를 위한 장비나 시설 등의 개발에 관련된 기술인 반도체 제조
장비 및 시설(semiconductor fabrication equipments and facilities)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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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I5. 전기시스템(Electric System)
○ 전기의 생산 및 흐름, 전기에너지의 물리적 속성의 변화 및 통제에 관련된
정

의

기술을 통칭하며, 전기의 경제적 생산, 안정적 수송 및 배분,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설비와, 이들 설비로 구성된 시스템 혹은 서브시스템(Sub-system)을
계획, 설계, 운영, 제어, 보호하는데 관련된 기술

I51. 전력시스템(Electric power system): 발전, 송전, 변전, 배전으로 구성된 대규모
시스템으로 이와 관련된 해석, 계획 및 운용 기술
I52. 수용가시스템(Customer power device and system): 합리적 전기이용 및
전기품질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술
I53. 전력설비(Electric power facility): 전력계통에 포함되는 전력설비와 관련된
기술
I54. 전력제어 기술(Electric power control): 전기시스템의 효율성, 경제성 제고를
목적으로 시스템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에너지의 속성을 변화 및
통제하는데 필요한 기술
I55. 전력시장(Electricity market): 전력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전자파를
포함한 제반 전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기술.

범위로는 전력시장

설계/계획 기술, 전력시장 운영기술, 전력거래기술, 계통운영 및 시장운영
범

위

결합기술 등이 있음
I56. 전기환경(Electric environment): 미래 신에너지 기술인 분산전원의 전력시스템
적용기술 및 합리적 전기이용과 전기품질 개선을 위한 전기수용가 내부설비와
시스템기술. 범위로는 전기환경 설계기술, 전기환경 대책기술, 전기환경 설비
기술 등이 있음
I57. 전기방재(Electric hazard protection): 전기부식, 전기화재 등 전기와 관련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계획, 설비, 운영기술. 범위로는 전기방재 설계
기술, 전기방재 대책기술, 전기방재 설비기술 등이 있음
I58. 전기시험 평가 신뢰성 기술(Electric test, evaluation and reliability): 전력설비
및 전기시스템과 관련된 기기 및 시스템의 성능시험, 표준화된 코드에 의한
평가, 소급성에 의한 신뢰성 평가 기술 등을 포함
※ 기타 전력정보, 전력통신, 전력저장 기술을 포함

- 104 -

중분류명: I6. 전기 응용 기술(Electric Application)
○ 전기에너지, 전력선, 및 전자장을 이용한 각종 응용기기, 소재, 시스템의 설계,
제조, 해석 및 응용에 관한 기술
정

의

- 조명, 플라즈마발생, 펄스전원 등과 같은 전기에너지 이용 기술, 전자기적
소재 기술, 전력선응용 통신기술, 대출력 방사 전자파 발생 및 이용기술,
대출력 레이저의 발생 및 이용기술 등이 포함됨.

I61. 전기설비 진단 평가 기술(Diagnosis and evaluation of electric apparatus):
사고에 대비하고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설비를
on-line 또는 off-line에서 비파괴적인 방법의 입력신호에 대한 응답을 측정하여
설비의 열화정도, 잔존수명 또는 고장부위를 진단 및 평가하는 기술
I62. 전자기이용 기술(Electromagnetic field application): 저주파 또는 펄스형태의
강전계, 강자장을 이용한 마이크로파, 적외선, 자외선, X선, THz파와 같은
대출력 방사 전자파 발생 및 이용기술과 대출력 레이저의 발생 및 이용기술
등이 포함됨
I63. 초전도응용 기술(Superconductor application):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소재의
개발 및 그를 이용한 장치 및 설비의 설계 제조, 평가에 관한 제반 기술
I64. 전기전자재료(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s): 전기전자적 특성을 나타내는
범

위

재료 및 소자의 설계, 제조, 평가와 관련된 제반 기술
I65. 조명 기술(Illumination): 대출력 방사 전자파 중 특별히 일반조명 및 특수조명을
위한 광원(light source), 구동장치 제조기술의 이용 및 평가기술 등
I66. 플라즈마응용 기술(Plasma application): 환경정화, 신소재공정, 반도체공정
등에 응용되는 열플라즈마 또는 저온플라즈마와 관련된 제반 기술
I67. 펄스전원 기술(Pulse power): 광대역 전자파 발생, 대출력 방사 전자파 발생
또는 고에너지 저온플라즈마를 발생하기 위한 기술로서, 매우 짧은 시간대
(마이크로)에 전력에너지를 압축, 방출하는 제반 기술인 펄스 파워 전원장치기술
(Pulse power supply technology) 등을 포함
I68. 전력선통신 기술(Power line communication): 전기배선 및 전력선을 이용한
전력선 통신기술(예: PLC 관련기기, Power Line Modem 등) 등

- 105 -

중분류명: I7. 전력전자 기술(Power Electronics)

○ 산업현장 혹은 전력설비 등 고전력을 다루는 분야에서 고 전력을 다루는 전기
정

의

전자회로를 설계, 생산, 운용하는 기술로서 전력기술과 전자기술 및 제어기술이
융합된 기술

I71. 스위치 구동 기술(Switch driving): 전력용반도체가 스위칭시 발생되는 과도
노이즈 등을 저감시키는 제반 기술
I72. 회로 위상해석설계 기술(Topology circuit design): 전력변환 주회로의 해석,
설계, 제작기술
I73. 전력전자 진단 기술(Power electronics fault analysis): 전력전자기기 사고,
이상, 열화진단 관련 제반 기술
I74. 고압대용량 전력변환 기술(High-voltage large-capacity power conversion):
고압 대용량 전력의 변환시 필요한 제반 기술
I75. 전력변환 기술(Power conversion): 전력변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동원되는
신호처리 및 구현기술
범

위

I76. 전동력응용 기술(Electromotive force application): 이송 및 수송을 위한
메카트로닉스 기술 중 구동제어관련 제반 기술
I77. 신재생전원 기술(New and Renewal power): 대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한 제반 기술
I78. 전력소자 기술(Power semiconductor): 전력용 반도체 소자관련 제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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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I8. 미소 극미소 전자시스템(Micro and Nano Electro-System)
○ 단위 요소의 크기가 수백 마이크로미터 이하 수준이고 전기 전자적인 구동 특성을
가지며, 기계적 움직임을 갖는 소자 또는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으로서 기계적,
전기 자기적, 광학적, 열적, 유체역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기능이나 이들의 부분적
정

의

및 복합적 기능을 갖는 초소형 시스템
- 기능 구현을 위해 감지 또는 구동용 마이크로 구조체의 설계, 재료 개발,
제작공정, 패키징, 집적화 모듈기술, 제어 및 신호처리를 위한 전자소자 기술,
시스템 내외부와의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 기술, 구동체 및 감지체의 구동을
위한 에너지 공급 기술, 성능 및 신뢰성 평가를 위한 측정 기술 등을 포함함.

I81. RF 소자(Radio frequency-MEMS device): 초소형 휴대형 및 착용형 통신
단말기 구현을 위한 단말기 부품의 소형화, 집적화, 광대역화 및 저전력화의
핵심기술
I82. 센서 액추에이터 소자(MEMS sensor and actuator): 시스템의 지능화를 위한
필수 기술이며, 감지 및 구동 시스템의 일체화를 통한 소형화의 핵심기술로서
센서와 액추에이터 자체의 지능화 기술도 포함
I83. 바이오 미소 전자시스템 소자(Bio-MEMS device): μ-fluidics/미소 유체 구동 Actuator
기술, 단분자 검출, HTS(high throughput screening)용 LOC(lab on a chip) 기술,
implantable micro device 등을 포함
범

위
I84. 표시 미소 전자시스템 소자(MEMS display device): 고품위의 방송을 데이터의
손실없이 시청하기 위한 고해상도의 수신기 및 가상영상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제반 기술
I85. 기초공정 기술(MEMS fabrication technology): 균일성, 재현성, 고형상비,
선폭의 미세화, IC 제조 공정과의 호환성을 갖는 마이크로 구조물 제조와
관련된 제반 기술
※ 기타 DLP(digital light processing)구동 mems mirror, 광통신망과 연계된
스위치 및 filter 구동용 mems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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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I9. 융합전기전자 기술 시스템 (Electro-Fusion System)

○ 전기전자 기술을 포함하는 융합기술로서, 방송/통신, 방송/통신/인터넷,
정

의

디지털융합, 복합기기, 센서/통신/네트워크, 제어기/통신/컴퓨터, 통신/헬스케어,
통신/설비진단, 센서/통신/설비관리, 센서/통신/에너지관리 등과 관련된 센서,
부품, 기기, 시스템, 통신 기술

I91. 센서네트워크(Sensor network): 유무선통신 및 집적소자형 센서들로 구성된
네트워크관련 기술, 통신네트워크와 센서가 일체화된 스마트 센서 네트워크,
집적화된 초소형 센서들이 사물 속으로 내장되어 사물의 정보 및 주변
상황정보를 감지하는 센서들 간의 네트워크인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등과 관련된 센서, 부품, 기기, 시스템, 네트워킹 기술
범위: 센서노드, 센서스테이션, 미들웨어, 네트워킹, 응용서비스, 코드체계,
Directory 서비스 체계, 정보보호 등
I92. 전자식별시스템(Electronic identification system): 자원탐사, 보안검색,
물류 등에 적용되는 융합기술로서, 전기전자기술이 핵심인 식별 또는 인식
시스템
- 원격탐사관련 기술(지반탐사레이더(GPR: ground penetration radar) 등)
범

위

- 개체인식관련 시스템 및 솔루션 기술(생체인식, 음성인식, 멀티모달 등)
- 무선식별관련 시스템 및 솔루션 기술(RFID, 스마트태그 등)
- 전자기파 또는 고에너지 입자빔을 이용한 식별시스템(엑스레이투시기, 감마
레이투시기 등)
I93. 텔레메트릭스(Telemetrics)
- 산업용 시설 및 공공시설의 원격관리, 원격진단
- 환경관련 원격측정, 에너지관련 원격검침 등을 칩셋, 단말장치, 통신네트워크,
저장시스템, 서비스 등에 관련된 기술
I94. 전력IT(Intelligent electric power technology): 전기에너지시스템의 소스
및 분배를 지능화하여, 언제어디서나 사용가능하도록 해 주는 기술로서,
마이크로그리드형 전기계통, 표준화된 전기정보체계 등과 관련된 전기시스템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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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명: J. 정보(Information)
중분류명: J1. 컴퓨터(Computer)

○ 주 장치인 본체와 주변기기, 네트워크 장치 및 기타 장치들로 구성되어 Data
(전기적 정보)와 명령어를 입력 받아 저장하며, 이를 처리하여 출력하는 전자
정

의

장치
- 전기적 데이터 처리장치(EDPS: Electric data proccessing system) 또는
자동데이터 처리장치(ADPS: automatic data processing system)라고도 함.

J11. 컴퓨터 본체(Computer main frame): 중앙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를 중심으로
메인 보드 및 착용형 시스템에 기타 보조 매체인 비디오, 사운드, 하드디스크
등을 장착한 하드웨어
J12. 컴퓨터 주변기기(Computer peripheral device): 주로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본체 이외의 입출력 기기로서, 입력 장치에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OMR(optical mark reader), 바코드 등이 있고, 출력 장치로서
모니터, 프린터, 플로터, 스피커 등의 하드웨어
J13. 컴퓨터 네트워킹 기술(Computer networking): 컴퓨터와 컴퓨터간 또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등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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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J2. 시스템 소프트웨어(System Software)

○ 응용 소프트웨어의 실행이나 개발을 지원하지만, 응용 소프트웨어에 의존적이지
정

의

않으며(독립적이며),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로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
- 오퍼레이팅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실시간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저장시스템 등이 해당됨.

J21. 오퍼레이팅 시스템(Operating system): 운영체계는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에 의해
컴퓨터 내에 최초로 적재된 후에, 컴퓨터 내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MS-Windows, Linux, VMS(virtual memory system) 등
J22.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ata base management system): 다수의 컴퓨터
사용자들이 저장매체나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도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J23. 실시간 시스템(Real time system): 지정된 제한 시간 내에 확실한 출력을
보장하는 시스템
J24. 임베디드 소프트웨어(Imbeded software): 대형 운영체계의 일부가 되거나,
또는 다양한 하드웨어 장치의 일부로서 포함될 수 있는 마아크로프로세서에
병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J25. 저장시스템(Storage system): 대용량의 문서를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하고
범

위

검색하는 방법들을 제공하는 시스템 등
J26. 프로그래밍 언어(Programming language): 프로그래밍 언어와 이를 실행기가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하고, 구문 및 타입이 적절한 지를 검사하고, 코드의
시간/공간/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컴파일러를 포함하는 시스템
J27. 멀티미디어 시스템(Multimedia system): 텍스트, 음성, 영상 등 2개 이상의
미디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J28. 모바일 시스템(Mobile system): 이동중에 데이터의 저장, 처리, 검색이 가능한
컴퓨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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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J3. 소프트웨어(Software)
○ 컴퓨터를 움직이고 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기술
정

의

- 사용자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업을 처리하는 응용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포함함.

J31. 응용소프트웨어(Application software): 특정한 기능을 직접 수행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
J32. 데이터 지식 처리 기술(Data and knowledge processing): 주어진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얻기 위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J33. 소프트웨어공학(Software engineering): 소프트웨어의 분석, 설계, 구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방법
J34. 소프트웨어 인증시스템 통합 기술(Software certification and system integration):
프로그램이 제3자의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실행되는 제도로서 네트워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IT와 관련된 수많은 요소들을 결합시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범

위

J35.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J36. 전자상거래 시스템(Electronic commerce system): 인터넷상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구매와 판매뿐 아니라, 고객지원과 사업 파트너들과의
공동작업을 포함함
J37. 컴퓨터인식 기술(Computer recognition technology):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 음성, 사진 그래픽 등을 인식하는 기술
J38. HCI(Human computing interface): 인간과 컴퓨터간의 상호작용 및 인터페이스에
관한 기술로 컴퓨터와 인간과의 물리적 인터페이스와 인지적 인터페이스를
고려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을 총괄
J39. 알고리즘 계산이론(Algorithm and theory of computation): 컴퓨터에서 수행이
가능한 알고리즘과 형식언어와 같이 계산에 필요한 각종 이론을 응용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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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J4. 정보보호 보안(Information Security)

○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과정에서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정

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으로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에서
저장 및 유통되는 정보의 기밀성(정보 누출 방지)과 무결성(데이터 위·변조 방지)을
보장하고, 시스템의 가용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J41. 암호 기술(Cryptographic technology):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암호문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변환하고 이를 해독하는 기술
J42. 인증 기술(Authentication technology): 주로 암호를 사용하여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실제로 신고된 바로 그 사람(또는 바로 그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술
J43. 표준 평가 기술(Standards and evaluation): 공공기관에서 정보통신망 침입
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침서를 고시하여 이를
기준으로 보안 시스템의 성능평가에 관련된 기술
J44. 시스템 보호(System security): 시스템의 운영체제 및 서버 등에 해커들의
침입을 방지하는 기술
J45. 네트워크 보안(Network security):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를 전달할 때 중간에
범

위

가로채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정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전달하는 기술
J46. 응용계층 보호(Application layer security): 원문 변조, 우회경로에 의한
불법접근, spoofing 등에 의한 공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술
J47. 생체인식(Biometrics): 개인의 독특한 생체정보를 추출하여 정보화시키는
인증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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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J5. 콘텐츠 제작 유통 기술(Contents Technology)

○ Text, Image, Graphic, Audio, Video 등의 데이터를 컴퓨터내에서 통합하고
컴퓨터를 통해 인간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 및 편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

의

요구되는 관련된 모든 기술
- 인터넷이나 PC통신 등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정보 내용물,
CD-ROM 등에 담긴 영화나 음악, 게임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됨.

J51. 콘텐츠 아카이빙 기술(Contents archiving): 대규모의 콘텐츠를 활용 빈도에
따라 구분,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는 하드디스크나 디스크 어레이 등에 보관하고,
활용 빈도가 떨어지는 데이터는 테이프나 광자기 등 비교적 저렴한 저장장치에
저장함으로써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가능케 하는 기술
J52. 콘텐츠 처리 출력 기술(Contents processing): 콘텐츠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콘텐츠를 해석, 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시간적, 내용적인
제약 안에서 처리하여 출력하기 위한 기술
J53. 콘텐츠 유통 기술(Contents interface technology): 콘텐츠가 일방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선택적으로
제공(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처리하는 기술 등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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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J6. 컴퓨터 그래픽스 게임 애니메이션 기술
(Computer Graphics, Game and Animation)

○ 게임 및 애니메이션 소재의 다양성과 영화와 만화영화와의 접목, 애니메이션,
일상생활과의 접목 등 다양성을 가진 상품 창출을 위해 문자, 실감 오디오 및
비디오 기술, 온라인 트래픽 처리 기술, 제작 기술 외 기타 게임 및 애니메이션의
정

의

효과적인 개발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
- 게임의 제작에 필요한 그래픽, 사운드, 프로그래밍 등의 멀티미디어 기술,
다중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창작
기법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의
광범위한 분야의 기술을 포함함.

J61. 실감 오디오 비디오 기술(Audio and video): 오디오, 비디오를 통해 주어지는
환경이나 물체에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이 직접 접촉 내지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감각과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은 실감의 구현기술로서 기본
핵심기술로는 3차원 영상 표시기술, 공간 공유기술 등이 포함
J62. 온라인 트래픽 처리 기술(On-line traffic processing): 네트워크 상의 트래픽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한
기술
J63. 게임 애니메이션 저작 기술(Game and animation): 그래픽, 사운드, 프로그래밍
등의 멀티미디어 기술, 다중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 시나리오
범

위

작성을 위한 창작 기법 및 소프웨어 개발 및 제작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의 광범위한 분야의 기술을 포함 등
J64.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Computer graphics): 가상공간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모델링기술과 캐릭터의 동적을 제어하는 컴퓨터 애니메이션, 가상세계를
실감있게 표현하는 렌더링 기술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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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J7. 공간 정보 기술(Spatial Information)

○ 지리적 자료의 수집, 저장, 분석 출력을 위해 자연 및 사회, 경제적 정보를 지리적
공간 위치에 맞추어 입력, 저장해서 각 응용 목적에 맞게 활용, 분석하는 기술
- 일반측량기술(surveying), 측지기술(geodesy), 사진측량기술(photogrammetry),
정

의

응용측량 기술(applied surveying), 범 지구 위치결정 시스템 기술(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치지도 제작 기술(digital mapping), 리모트센싱정보
시스템(remote

sensing

information

system),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반 공간정보 기술 등이 포함됨.

J71.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데이터의 지리학적 형상을
질의나 분석을 통해 어떤 종류의 지도의 형태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임.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중요한 지리적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IS는 일기예보, 판매분석, 인구예측 및 토지이용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
최근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의 통합을 실현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출현으로
위치기반 USN 정보와 실시간 공간정보 처리 및 관리기술
J72. 4S(GIS RS GPS ITS) 통합 기술(4S Integration technology): 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능형교통 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위성측위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영상(RS: remote sensing)
등으로 구성된 공간정보(4S) 기술의 효율적인 상호연계와 공동활용을 위한
기술로 무선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실시간 위치정보 응용기술(GIS +GPS),
차량항법용 정보제공 및 교통주제도 구축기술(GIS +ITS), 속성정보와 연계된
범

위

영상지도 제작기술(GIS +RS), 3차원 형상추출 교통시설물 관리기술(RS +GPS
+ITS), IT기반 재난방재기술(GIS +RS +GPS +ITS) 등의 통합 기술들이 해당됨
J73. 위치기반시스템(Location based system): 어떤 정보 기기 사용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임. 무선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그 사람이 있는
지역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GPS 시스템에 의한 위치 제공 기술 등
J74. 리모트센싱정보시스템(Remote sensing information system): 항공기, 위성,
지상 카메라 등 원격에 탑재된 센서로부터 취득된 영상 및 신호를 처리하여
대상물에 대한 공간정보 및 특징 정보 등을 추출하는 기술, 멀티센서 융합
처리기술 및 새로운 in-situ 센서와 기존 멀티센서 정보와 통합처리 하는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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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명: K. 통신(Telecommunications)
중분류명: K1. 전송 기술(Transmission)
○ 신호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정보의 왜곡 없이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기술
정

의

- 모르스(Morse)의 전신부호가 최초의 전자적인 형태임.
- 급격하게 증가하는 정보량을 감당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것이 광전송
기술로 마이크로웨이브 보다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높은 광파의 특성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신호를 광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함.

K11. 광전송 기술(Optical transmission): 빛의 켜짐/꺼짐(on/off)을 이용한 디지털
전송기술로 여러 가입자의 신호를 하나의 광선로 상에서 하나의 파장을 이용하는
다중화(optical time division multiplexing)기술, 복수개의 광파장을 동시에
이용하는 파장분할다중화(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기술 등이 해당
K12. 가입자망(Subscriber network): 가입자와 전화국간의 비교적 단거리 전송망으로
동선 기반의 전화 분배망,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는 아날로그 케이블 TV
분배망 등 아날로그 가입자망과 전화 동선을 이용하여 고속의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는

디지털

가입자회선과

광선로가

부분

또는

전부에

적용되는

FTTx(free topology transceiver, x는 home, curb, building, office)방식이
있으며, 디지털 케이블 TV 신호 분배를 위한 광동축 혼성망(HFC: hybrid
fiber coaxial) 등이 해당
범

위

K13. 구내망(Private network): 사무실내 또는 학교나 공장 등 서로 인접한 건물간
비교적 근거리에 설치 운용되는 통신망으로 사무실 컴퓨터간 또는 구내전화기를
상호 연결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통신망, 가정내의 각종 정보
가전 기기들을 상호 연결하기 위한 가정망(home network)과 사무실, 회사,
학교 캠퍼스 등에 설치되는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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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K2. 교환 기술(Switching)

○ 의사 및 데이터 정보를 주고받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대상자 사이의 전송
정

의

경로를 형성하기 위하여 스위치 회로망의 입선에서 오는 접속 요구를 검출하고
출선을 선택하고 입선-출선 간의 경로를 설정한 다음 입선-출선 상태의 감시,
절단, 요금 부과 등을 하는 일련의 기술

K21. 회선교환 기술(Circuit switching): 음성전화와 같이 등시성을 갖는 통신
트래픽에 적합한 기술
K22. 패킷교환 기술(Packet switching): 신호가 있을 때만 데이터 패킷을 발생시켜
송신하는 방식으로 비등시성 또는 다발성 통신 트래픽에 적합한 기술로서
패킷 단위로 교환연결하여 자원의 공유를 통한 통신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여
인터넷 등 데이터 통신에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
K23. ATM교환 기술(Asynchronous transfer mode switching): 셀(cell)이라고 하는
작은 패킷을 기반으로 하는 패킷 교환기술의 일종으로 음성과 데이터 통합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
K24. 광교환 기술(Optical switching): 광전 또는 전광 변환과정 없이 광 신호를
직접 교환하여 초고속, 초대용량의 통신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
K25. 라우팅 기술(Routing): 교환기와 유사한 기능의 라우터에 적용되는 기술로
범

위

사전 연결설정 절차 없이 데이터 패킷에 포함된 주소 정보를 해석하여
순차적으로 목적지에 전달하는 방식
K26. 소프트 스위치 기술(Soft switch): 통신 서비스 별로 개별적, 수직적으로 구축
및 운용되던 통신망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
구축하되, 표준화된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하여 서비스
플랫폼과 연결 구동하여 신규 서비스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며, 신호 교환 및
전달망 제어 등을 소프트웨어 적으로 통합 처리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도입
및 폐기할 수 있게 하는 교환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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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K3. 통신망(Telecommunications Network)
○ 지역적으로 분산된 다수의 통신원 중 둘 이상의 통신원 또는 단말(전화기, 팩
스, 컴퓨터 등) 사이를 결합시켜 상호간의 정보 전달을 가능케 하는 전달 매체
로서 교환기, 라우터 등 노드(node)와 이들을 상호 연결하는 동선 케이블, 광
섬유, 마이크로파 링크, 통신 위성 등 전송 링크(link)와 접합되는 분야
정

의

- 이용자에 따라 공중망과 사설망으로, 용도에 따라 전화망, 데이터망, 이동망,
케이블TV망 등으로 구분하며, 포설 지역 및 적용범위에 따라 가입자망,
백본망 등으로 구분하고, 특히 컴퓨터 상호 간의 정보 교환과 정보 처리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은 적용범위에 따라 구내 통신망, 대도시권 통신망, 광역
통신망, 세계적 통신망 등으로 분류됨.

K31.

통신망

설계 운영

기술(Telecommunications

network

design

and

operation): 통신망을 설계하고 이를 서비스 중단 없이 운용하는 기술
K32.

통신망

서비스

관리

기술(Telecommunications

network

service

management): 통신 서비스 분배, 서비스 도입, 폐기 등과 같은 통신망 인
프라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합적인 유지 보수 관리 기능을 통칭
함
K33. 통신 프로토콜 기술(Telecommunications protocol): 서로 다른 통신 객체
간에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사전 약속으로, 통신 방식에 따라 다
범

위

양한 프로토콜이 이용되고 있으며, 통신망의 고도화, 지능화 및 제공 서비
스에 따라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 MPLS(multi protocol label
switching), SIP(session innitiation protocol), MEGACO(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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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K4. 전파 기술(Propagation)

정

의

○ 3,000GHz 이하 주파수의 전자파의 전달특성(특히 자유공간)에 관한 기술
- 무선 통신, 라디오 방송, TV방송, 무선 항행, 레이더 등이 포함됨.

K41. 안테나(Antenna): 전파 전달 매질로 전파가 효과적으로 방사되거나 수신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임피던스 변환 장치
K42. 송수신 모듈(Transceiver module): 안테나와 연결되어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자 회로 모듈로서, 일반적으로 안테나와 기저대역 회로 사이에 위치하여
정보 신호를 변조하여 주파수를 상향 변환한 후 증폭하여 안테나로 보내거나,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전파를 증폭하고 하향 변화하여 복조하는 기능
K43. 전파측정감시방지 기술(Propagation measurement, monitoring and protection):
전파 측정은 전파의 전달 특성, 반사특성을 측정하는 기술이며, 전파감시는
전파사용 기준의 준수 여부 판단을 위한 기술적 특성 측정, 내용을 감청하는
기술이며, 전파 방지는 타인에 의한 불법 전파 도청을 방지하거나 전파 시스템에
대한 전파방해를 방지하는 기술
범

위

K44. 전파환경 영향 기술(Propagation environment effect): 전자파에 의한 해로운
영향을 방지하거나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게
전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K45. 전파자원 개발 기술(Propagation resources development): 통상 300GHz까지에
해당하는 전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파 이용 증대
기술로서, 주파수 이용 효율 증대 기술, 미이용 주파수대 개척기술, 전파 관리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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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K5. 무선 이동통신(Wireless and Mobile Communication)

○ 선박, 항공기, 자동차, 보행자 등의 이동국과 고정 또는 이동 기지국간의 상호
무선 접속을 통하여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선 및
이동통신 기술
- 이동국의 실제 운용에 따라 육상 이동 무선, 해상 이동 무선, 항공 이동 무선
정

의

등으로 분류되며, 통신 유효 거리와 이동국의 이동 속도,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무선 및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세분화됨.
- 통신 범위가 좁은 경우는 초단파대나 극초단파대가 사용되며, 원거리 통신인
경우는 장파, 중파, 단파가 사용됨. 주파수 대역은 60MHz, 150MHz,
400MHz, 800MHz, 2GHz, 5GHz, 20GHz 등이 할당되어 있음.

K51. 이동통신무선접속 기술(Mobile wireless air interface): 다수의 이동체와
기지국간 무선접속을 위한 단말기의 랜덤 억세스 기술, 기지국에서의 방송
및 페이징 기술, 트래픽 데이터 송수신 기술, 무선자원 할당 및 관리 기술 등의
기본 기능을 제공
K52. 이동통신시스템(Mobile communication system): 이동국이 이동함에 따라
이동국의 위치 등록과 갱신 기술, 셀간 핸드 오버 및 이종 주파수간 핸드오버 기술,
이동국과 기지국간 거리에 따른 간섭 및 전력 제어 기술 등이 포함됨
K53. 이동통신네트워크(Mobile communication network): 이동국의 정보는 통신망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전달되며, 트래픽 스위칭 기능, 신호 정보 전송 처리기능,
범

위

사용자 위치 정보 관리 기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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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K6. 정보통신단말(Telecommunications Terminal)

○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정

의

용도별로 특화된 단말과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
- 종전의 PC가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에 집약시킨 중앙집중형이라면, 정보
통신단말은 여러 기능들을 따로 떼어낸 분산형으로 볼 수 있음.

K61. 유ㆍ무선 단말(Wired and wireless terminal): 음성은 물론이고 압축 동영상과
부수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호통화 및 회의를 가능하게 하는 영상전화
단말, 방송 서비스를 수신하기 위한 방송 수신용 셋탑박스,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으며, 이동 중에 손에 들고 입력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휴대
정보 단말, 간단한 정보에서부터 전자우편, 텍스트 기반의 뉴스 정보,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까지 스크린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도록 만들어진 스크린 폰,
보험 유지보수 병원업무 등의 실시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에 특화된
정보단말 등을 포함
K62. 인터넷정보가전 단말(Internet information consumer electronics terminal):
인터넷에 연결되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차세대 가전제품으로 휴대정보
단말기, 웹 패드, 멀티미디어 기반의 에듀테인먼트 기기, 홈서버 등을 포함
K63. 음성문자언어 인식처리 기술(Aural, text and language recognition): 정보단말에
범

위

부착된 카메라에 의해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문자나 제스쳐를 인식하는
기술, 음성 명령어 인식 및 음성합성 기술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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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K7. 방송 위성(Broadcasting and Satellite)

○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전파에 실어서 정보를 전송하는 기술
- 보통 AM 방송이라고 하는 표준 방송은 526.5~1,606.5kHz대에서, 단파
방송은 5,905~26,100kHz대에서, FM 방송은 88~108MHz대에서, TV 방송은
정

의

54~88MHz대 및 174~216MHz대에서 채널을 할당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성통신방송의 경우는 L, S, C, Ku, Ka 대역을 할당하여 사용함.
- 방송의 새로운 서비스로는 텔레비전 문자 다중 방송, 팩스 방송, 데이터 방송,
정지 화상 방송, 고선명 텔레비전 방송, 펄스 부호 변조 음성 방송,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및 위성을 이용한 직접 방송기술이 포함됨.

K71. TV 방송(Television broadcasting): 영상, 음성, 데이터를 다중화하여 지상파를
통해 전송하는 방송
K72. 라디오 방송(Radio broadcasting): 음성, 음향, 데이터 신호를 지상파나 위성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전송하는 방송
K73. 위성 방송(Satellite broadcasting): 위성방송 주파수를 사용하여 음성, 영상,
데이터 등을 전송하는 방송
K74. 데이터 방송(Data broadcasting):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을 통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송
범

위

K75. CATV 방송(Cable TV broadcasting): 케이블을 통해 영상, 음성,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K76. 위성통신(Satellite telecommunication): 위성을 사용하여 중계전송, 양방향
전송을 제공하는 통신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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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K8. 통신응용서비스(Telecommunication Application Services)

○ 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정보전달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서비스를 개별적 또는 종합적으로 처리하여 제공하는 기술
정

의

- 통신망의 하부 전달계층이 제공하는 데이터 전송, 오류처리, 호(call) 연결
처리, 미디어 표현 및 처리기능을 활용하여 통신하고자 하는 장치간의
서비스 처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와 절차를 포함함.

K81. 패킷음성(VoP)서비스(Voice over packet services): 기존의 전화서비스를
인터넷상에서 패킷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웹 메일 등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으며 가용한 대역폭을 활용하여 고품질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차세대 음성 서비스
K82. 데이터IP 서비스제공 기술(Data and IP service provisioning): IP(Internet protocol)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일련의 통신응용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며,
원격 검침 및 감시, 주문형 비디오, 주문형 오디오, 영상전화 및 영상 회의,
파일 다운로드 및 업로드, 파일전송, 인터넷 공동작업, 사이버 뱅킹 및 주식,
사용자 보안 및 인증, 인터넷 문자/음성/영상방송 등을 포함
K83. 유무선 통합서비스(Wire and wireless integration services): 다양한
단말장치와 정보제공자사이의 미디어 형식 및 표현능력이 서로 다른 경우
가장 고품질로 원래의 콘텐츠를 변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범

위
※ 통신망을 통해 통신망 사업자가 사용자들과 일정 수준의 품질 수준 계약
(Service level agreement)을 맺고 일정 품질 이상의 서비스 제공(예: 최소
서비스 대역폭, 평균 비트 오류율 등)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청구하는 사용자
품질인증 서비스 및 사용자들의 시간, 장소, 위치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항상
사용자가 요구하는 음성통신, 메일송수신, 자료검색 및 작성 등의 종합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 넘버 서비스 등의 유무선 통합서비스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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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명: L. 농림 수산(Agriculture and Fishery)
중분류명: L1. 농 원예작물(Agronomy and Horticulture)

○ 식량, 사료, 약용, 공예, 녹비, 채소, 과수 및 화훼 작물들의 토지 및 노동생산성
정

의

향상, 품질개량, 새로운 기능성 창출 등 생명공학의 응용, 오염을 경감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며 경제적인 생산, 품질 유지 및 안전한 저장, 유통 등에 관한
기술과 1차 농업생산품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기술

L11. 작물 유전 육종 기술(Plant genetics and breeding): 작물의 유전학과 그를
이용한

유용 품종의 개발

L12. 재배 생산 기술(Crop production): 작물의 대규모 재배 및 생산성 향상 기술
L13. 작물 생리 생태(Crop physiology and ecology): 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배 생리와 농업 환경에서의 생태 영향
L14. 시설재배(Protected cultivation): 온실 등 인공 시설내에서 작물 재배 및
생산성 향상 기술
L15. 품질수확 후 관리 기술(Quality and postharvest technology of agricultural products):
농산물의 품질 평가, 이용 및 수확 후 유통 단계에서의 변화와 상품 가치
유지 향상 기술
L16. 작물생명공학(Crop biotechnology):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작물의 생산성
범

위

향상 기술
L17. 농업기상(Agricultural meteorology): 농작물의 안정성, 품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상 기술
L18. 잡초 잡초관리(Weed science and control): 잡초의 생리생태, 잡초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잡초 방제 기술
L19. 농산물 안전성 확보 기술(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작물의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유해물질(항생제, 농약, 중금속 등), 유해미생물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 기술(HACCP, GAP, 생산이력제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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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L2. 농생물 화학(Agricultural Biology and Chemistry)

○ 생명현상의 기본 원리를 화학적 생물학적 측면에서 분석 이해하고 첨단 생명
공학 기술을 개발 활용하여 자연 환경 재해의 극복 및 병해충의 효과적인
정

의

방제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농업환경 개선, 생물자원 보호, 환경 및 생태계 보전 기술 전반, 그리고 농업
생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새로운 천연 생리활성 물질 탐색 기술

L21. 작물보호 기술(Plant protection): 생물, 비생물적 환경 스트레스 극복 기술
L22. 토양(Soil science): 농업 생산의 기반이 되는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규명
및 효과적인 활용 및 개선 방안 강구
L23. 농약(Pesticides): 농약의 환경 영향을 규명하고 환경 보전적인 생물농약을
포함한 효과적인 활용 기술의 개발
L24. 식물 영양 비료(Plant nutrition and fertilizer):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물의 영양 효율 개선 및 강화 방안 연구
L25. 식물병리(Plant pathology): 식물병 발생 원리 규명 및 효과적인 방제 기술

범

위

L26. 응용곤충(Applied entomology): 곤충 자원 개발 이용 및 해충 방제 기술
L27. 천연물화학(Natural product chemistry): 기능성 천연물의 탐색 및 활용 기술
L28. 농업환경화학(Environmental chemistry): 농업 환경의 화학적인 실태 분석
및 환경 보전 개선 기술
L29. 농업생명공학(Agricultural biotechnology): 농업 생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축, 작물 및 농업 미생물을 대상으로 생명공학 기술의 개발 응용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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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L3. 축산(Animal Husbandry)

정

의

○ 육류, 우유, 달걀 등과 같은 축산물의 효율적 생산과 경영, 가공 및 이용 기술,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미생물, 사료 및 환경 정화 기술

L31. 가축 유전 육종 기술(Animal breeding): 가축의 유전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육종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 품종을 육성하는 기술
L32. 가축 번식 기술(Animal reproduction): 우량 특성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번식 기술의 개발
L33. 가축 사료영양(Animal feed and nutrition): 축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양 효율 개선 및 강화 방안 개발
L34. 축산 생명공학(Animal biotechnology): 가축 유전자 기능분석 및 이용,
형질전환 및 복제 가축의 개발 등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축산 생산성 향상
기술
L35. 축산 시설 환경(Animal facility and environment): 환경 친화적인 축산 시설
범

위

및 환경의 개선 기술
L36. 축산 경영 유통 기술(Animal management and marketing):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한 축산물의 가치 향상 및 경쟁력 강화 기술 등
L37. 축산물 안전성 확보 기술(Safety of animal products): 축산물의 유해물질
(항생제, 농약, 중금속 등), 유해미생물 등의 억제 및 검출 관리기술(HACCP,
GAP, 생산이력제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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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L4. 수의학 수의과학(Veterinary Medicine and Sciences)
○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진료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가축의 생산성을
정

의

향상시키며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축산식품의 안정성, 기초의학 및 공중보건
측면에서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보전함에 공헌하는 기술
L41. 수의병리학(Veterinary pathology): 동물의 질병 발생기전과 질병 진단에
관한 연구
L42. 수의 약리 독성학(Veterinary pharmacology and toxicology): 동물용 의약품
등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의 작용기전 연구, 잔류물질의 규명과 효능, 독성물질의
작용기전 및 독성평가에 관한 연구
L43. 수의 생리 생화학(Veterinary physiology and biochemistry): 생명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의 구조와 기능, 세포내의 분자들의 형성, 변환 및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와 에너지 생성, 분자생물학적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 동물 세포내
소기관의 통합적 기능 및 생리적 특성을 연구
L44. 수의 미생물 기생생물(Veterinary microorganisms and parasites): 동물을
감염시키는 미생물 및 기생충의 감염 기전 및 생활사를 연구
L45. 수의전염병(Veterinary infectious diseases): 동물의 감염성 질환 즉 세균성,
진균성, 바이러스성 및 기생충성 질환의 발병기전과 치료법 연구

범

위

L46. 실험동물학(Laboratory animal medicine): 동물을 이용한 의학, 수의학적
실험방법과 이론 연구, 비교의학 및 동물복지에 관한 연구 등
L47. 수의 해부 조직학(Veterinary anatomy and histology): 동물의 신체를 구성하는
조직이나 기관의 형태, 위치 및 그 구조에 관한 연구, 동물체를 구성하는 각종
장기, 조직의 미세한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기본 조직과 계통별 연구
L48. 수의 공중보건학(Veterinary public health): 축산물을 포함한 식품위생,
인류와 동물의 질병예방, 방역 등 공중위생학적 측면의 연구, 동물 질병의
위해성 평가 및 인수공통전염병 연구
L49. 임상수의학(Clinical veterinary medicine): 환자(축)의 진료, 질병의 진단,
개체에 대한 치료계획의 수립, 입원환축에 대한 관리 등 내과학적 치료연구
및 동물에 발생하는 질환 중 외과학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질환, 마취 및
수술학의 연구, 체세포복제(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체외수정, 불임
진단 및 처치, 번식관리, 인공수정, 산과질환의 처치, 동물 유전체학 연구
및 산업동물 배아발생유전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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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L5. 농공 기술(Agricultural Engineering)

정

의

○ 농촌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농업생산공간,주민정주공간,자연환경공간의 효율적
계획 및 설계시공기술은 물론이고 어메니티 지향적인 통합시스템의 적정 운용
기술, 농업 및 생물자원의 생산을 위한 기계, 시설, 시스템과 관련 기술, 농축
산물 및 식품의 생산 가공을 위한 기계, 설비, 시스템과 관련 기술, 농업 및
생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업정보공학과 생체공학 응용 기술

L51. 농업수리(관개배수학)(Irrigation and drainage): 포장에서 작물에게 최적의
토양수분조건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및 관련 세부기술
L52. 농지공학(Soil and water conservation engineering): 작물재배의 기반인
농경지의 조성, 보전, 개량, 복원과 관련된 시스템 계획 및 설계와 관련
세부기술
L53. 농촌환경공학(Rural environmental engineering): 비점원 오염추적 및 유역
환경관리 및 경감대책, 농업유역의 통합 환경시스템구축, 농촌마을의 상하수도
처리 시스템 및 처리기술
L54. 농촌 계획 관광인프라(Rural planning and tourism infra): 농촌공간의 적정
기능 유지를 위한 산업, 정주시스템 계획, 설계, 시행 기술과 어메니티 증진기술,
농촌마을 환경정비와 관련된 제반 계획 설계기술, 농촌관광개발의 적지분석에서
시설물 계획 및 설계, 건설, 도농교류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기술

범

위

L55. 트랙터 생물생산기계(Tractors and bio-production machinery engineering):
트랙터, 농작업기계, 축산 및 임업기계, 농용 로봇, 정밀농업기계의 설계 개발과
관련 기술, 농업기계화 기술, 트랙터 및 생물생산기계에 관련된 인간공학 및
안전에 대한 기술
L56. 생물 생산시설환경관리 기술(Bio-production facility and environment management engineering):
원예시설, 축산시설, 식물공장 등 농업 및 생물생산시설의 설계 개발과 관련
기술, 농업 및 생물 생산시설 환경조절 및 생물환경반응 관련 기술
L57. 농축산물 가공기계(Agricultural processing machinery engineering): 농축산물의
수확 후 기술, 농축산물 및 식품의 물성 관련 기술, 농축산물 및 식품 기계,
시설, 시스템의 설계 개발과 관련 기술, 농축산물 및 식품의 품질 및 안정성
판정 시스템 설계 개발과 관련 기술
L58. 생체공학 응용 기술(Biological engineering application): 농업 및 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센서, 생물재료공학, 생체역학, 생물정보공학, Bio-MEMS 관련
기술
L59. 농촌정보농업시스템 공학(Rural information and agricultural system engineering):
영농 및 영농지원정보시스템, 농업생산 및 농업관측지원 정보시스템, 농촌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원격 및 지리정보시시템 구축 및 운용기술, 농업생산은
물론이고 생산에서 가공 및 유통에 이르는 농산물 연쇄 전체과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시스템공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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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L6. 산림관리 조경(Forestry Sciences and Landscape Architecture)
○ 산림자원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기술과 예술과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인간 생활의 기본 토대인 도시 및
자연환경을 미적이고 기능적으로 계획, 설계, 보존 및 복원하기 위한 기술
정

의

- 생물자원, 무생물자원, 환경 자원과 문화자원 등 산림과 관계있는 유형
무형의 자원을 대상으로 목재 및 산림 부산물을 생산하는 경제적인 기능,
수원함량과 국토를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환경공익적 기능,
자연 학습과 휴양,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문화적인 기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기술이 포함됨.

L61. 산림 생태 환경관리 자원조사 기술(Forest ecology, environment management
and inventory): 산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한 생태학적 이론을 근거로 한
산림의 생태계 보전과 관리 및 산림자원조사 기술
L62. 산림보호 병리곤충(Forest protection, pathology and entomology): 기상,
산불 등 자연과 인위적인 피해 및 병과 곤충 등 생물학적인 피해로부터 산림
보호 기술
L63. 조림 육림 육종 기술(Silviculture and forest tree breeding): 산림생산성
향상을 위한 식재, 관리 및 품종 개량 기술
L64. 임산화학(Wood chemistry): 임산물의 화학적 성질과 펄프, 제지 관련 기술
L65. 목재공학(Wood engineering): 목재의 이화학적 성질 및 가공
범

위

이용에 관한

기술
L66. 조경 계획 설계 기술(Landscape architectural planning and design): 토지의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성격, 기능, 규모의 부지에 대한 조경
계획과 설계와 관련된 기술
L67. 조경 시공 관리 기술(Landscape architectural construction and management):
조경계획 및 설계를 바탕으로 미적, 구조적, 경제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는
기술
L68. 조경생태(Landscape ecology): 자연환경의 보존, 훼손된 환경의 복원 등
친환경적 공간조성과 유지와 관련된 기술
L69. GISCAD 조경(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computer-aided landscape design):
조경계획, 설계, 시공 등과 관련된 전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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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L7. 수산 양식 생산 기술(Aquaculture)

○ 수산자원의 생산, 자원 육성 및 국민 생활 복지 개선을 위해 수 해양 생물자원을
개발, 생산 그리고 이용에 관한 기술
정

의

- 신품종 개발, 종묘생산 기술 개발, 유전육종 및 유전공학, 사료개발, 수질
환경 제어 기술 개발 및 생물 생산 시스템 개발 등을 포함함.
- 양식 수산생물의 다양한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 방지 내용 포함함.

L71. 양식 양식시설 기술(Aquaculture and aquacultural facility): 종묘로부터
고효율의 생물생산을 위한 기술 및 시설에 관한 기술
L72. 종묘생산 기술(Larval rearing): 양식생산의 원료물인 배우자, 수정란, 자 치어
등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기술
L73. 양식 사료 영양 기술(Fish feed and nutrition): 양식생물 생산에 요구되는
친환경 및 고효율 사료 개발 기술
L74. 수산생물 유전 육종 기술(Genetic breeding and manipulation of fishes):
수산생물의 유전자(체) 조작 등을 이용하여 고기능 품종 개발 기술
L75. 수산생물 질병진단 관리 기술(Diagnostics and treatment of fishery disease):
범

위

양식 수산생물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환경성, 영양성 및 유전성 질병 등에 대한
진단, 치료, 예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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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L8. 수산자원 관리 공학 기술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and Fishing)

○ 어업 대상생물의 자원관리, 어구 어법 및 어로장비에 관한 기술
- 수산자원이 가지고 있는 재생능력을 이용하여 자원을 관리함으로써
정

의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함.
- 어업기술의 개발 및 개량을 위하여 어구어법 뿐만 아니라 관련 어로장비의
성능분석 및 개발을 포함.

L81. 인공어초 제작시설관리 기술(Artificial fish shelter manufacturing and management):
수산 생물의 생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인공 시설물의 구축 및 관리 기술
L82. 수산자원관리 기술(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수산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보전 기술
L83. 수산자원 생태

평가 기술(Fisheries resource ecology and evaluation):

수산자원의 생태계 평가 및 보전 기술
L84. 어로기계 장비개발 기술(Fishing machinery): 어로기계 및 장비 개발 기술
L85. 어구 어법 기술(Fishing gears and fishing method): 어구와 어법의 개발
및 개량 기술
범

위
L86. 수산환경 기술(Aquatic environment): 수산 환경의 개량 및 관리 기술
※ 수산자원의 유효이용을 위한 지리정보기술의 이용을 포함하는 수산지리정보기술
(fisherie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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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L9. 식품가공 기술(Food Processing)

○ 인간생활에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에너지, 영양소, 각종 생리활성 성분을
정

의

공급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물리 화학적 성질, 가공과 저장, 건강에 대한 영향
등을 연구하고 개량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관련된 기술.

L91. 식품 화학 분석학(Food chemistry and analysis): 식품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규명하는 기술
L92. 농산가공 기술(Agricultural food processing): 농산물의 식품가공 기술
L93. 축산가공 기술(Animal food processing): 축산물의 식품가공 기술
L94. 수산가공 기술(Marine food processing) 수산물의 가공에 관한 기술
L95. 기능성 식품 신소재(Functional food science): 천연물이 강화된 기능성 식품의
개발, 평가 및 신소재를 도입한 식품의 기능 개선 기술
L96. 식품미생물학(Food microbiology): 식품 미생물의 분류 및 특성을 규명하고
그를 이용한 식품 개발 기술
범

위

L97. 식품 포장 저장 기술(Food packaging and storage): 식품의 상품성 향상,
성능 유지 및 유통 기간 연장에 필요한 포장 및 저장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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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명: M. 보건 의료(Health Sciences)
중분류명: M1. 기초의과학(Basic Medical Science)
○ 인간 생명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인류가 직면한 난치병
정

의

또는 불치병의 정복을 당면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로서 실험동물을 비롯한 생명체를
대상으로 생물학 및 생화학, 분자생물학, 역학 등을 통해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학
기술

M11.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기술(Anatomy, pathology and legal medicine): 형태학적
기법과 각종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통해서 인체 각 장기의 구조와 기능을 규명하고
인체 질병의 원인과 발생기전,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기술, 그리고 감식에 관한 기술
M12. 생화학 분자생물학 기술(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생명과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서 인체의 본질과 각종 질병을 생화학적 및 유전자-분자생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
M13. 미생물학 기생충학 면역학 기술(Microbiology, parasitology and immunology):
사람에 기생하는 병원성 미생물과 감염성질환에 관한 연구개발과 감염의 제어에
관한 기술
M14. 약리학 기술(Pharmacology): 약물작용기전의 규명과 관련된 기술과 신약개발과
관련된 기술. 특히 postgenomics(proteomics)를 이용하는 신약개발 기술 및
범

위

임상시험 관련 기술
M15. 생리학 기술(Physiology): 인체의 항상성에 관한 연구개발과 장기별 기능연구를
통하여 사람에 발생하는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는 기술
M16. 예방의학 사회의학 기술(Preventive medicine and medicosocial science):
국민 건강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질병발생의 환경적 요인을 밝혀내고
그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
M17. 노화 노인학 기술(Aging and geriatric medicine): 노화의 규명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의 치료 및 예방과 관련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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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M2. 임상의과학(Clinical Medical Science)
○ 생명의 연장과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연구개발로서 인간 건강의 개선과 인류가
정

의

직면한 난치병 도는 불치병의 정복을 목표로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예방수단을 연구
개발하는 생명과학기술

M21. 소화기질환 기술(Digestive system diseases): 위장관, 간, 담도, 췌장 등의 인체
소화기에 발생하는 각종질환의 원인 및 발생기전 규명에 관한 기술, 그리고 그 진단,
치료 및 예방과 관련된 기술
M22. 정신 신경 질환 기술(Diseases of psychiatry and neuroscience): 뇌와 신경의
기능적 또는 기질적 질환의 원인 및 발생기전 규명에 관한 기술, 그리고 그 진단,
치료 및 예방과 관련된 기술
M23. 호흡 혈액순환 질환 기술(Diseases of respiration and circulation): 호흡기와
심장 및 혈관에 발생하는 각종 질환의 원인 및 발생기전 규명에 관한 기술, 그리고
그 진단, 치료 및 예방과 관련된 기술
M24. 신장 비뇨기 질환 기술(Diseases of kidney, urinary tract and male genitalia):
신장과 방광을 비롯한 비뇨기에 발생하는 각종 질환의 원인 및 발생기전 규명에
관한 기술, 그리고 그 진단, 치료 및 예방과 관련된 기술
M25. 생식의학질환 기술(Diseases of human sexuality and reproduction): 남녀
범

위

생식기에 발생하는 각종 질환과 불임의 원인 및 발생기전 규명과 진단, 치료 및
예방에 관한 기술
M26. 감각기관질환 기술(Sensory organs diseases): 시각과 청각 관련 기관 및 피부에
발생하는 각종 질환의 원인 및 발생기전 규명에 관한 기술, 그리고 그 진단,
치료 및 예방과 관련된 기술
M27. 조혈림프계질환 기술(Diseases of lymphoreticular system and blood): 림프구
질환과 혈액질환의 원인 및 발생기전 규명에 관한 기술, 그리고 그 진단, 치료
및 예방과 관련된 기술
M28. 내분비질환 기술(Endocrinologic Diseases): 갑상선, 부신 등의 내분비기관에
발생하는 각종 질환의 원인 및 발생기전 규명에 관한 기술, 그리고 그 진단,
치료 및 예방과 관련된 기술
M29. 골격근 골격 질환 기술(Musculoskeletal Diseases): 근육과 골격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환의 원인 및 발생기전 규명에 관한 기술, 그리고 그 진단, 치료 및
예방과 관련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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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M3. 약과학 향장과학(Pharmaceutical Science and Cosmetic Science)
○ 약과학(Pharmaceutical Science): 화학, 생화학, 생약학, 의약화학, 약제학,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생물정보학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 제품화, 평가하는
정

의

기술
○ 향장과학(Cosmetic Science): 화학, 천연물과학, 생화학, 제제학, 피부과학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개발 제품화 평가하는 기술

M31. 약물작용점 발굴 기술(Drug target discovery): 새로운 치료제 탐색의 단초가
되며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진단시약 등의 개발
M32. 신의약 탐색 기술(New drug discovery): 약물 유용성이 우수한 신약후보물질의
도출
M33. 약물 유효성 평가 기술(Efficacy evaluation): 각 질환별 동물모델에서 효능 및
체내 동태를 평가
M34. 약물 위해성 평가 관리 기술(Safety evaluation and management): 신약 후보
물질의 위해성을 평가 및 관리
M35. 원료의약품 대량제조 기술(Process development technology for mass production
범

위

of pharmaceutical ingredients): 원료 의약품(원약)을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는 기술
M36. 의약품 제제 개발 기술(Formulation development): 신약 후보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규명
M37. 의약품 임상시험 기술(Clinical trial): 신약의 제품화 및 기존 의약품의 유용성
및 효과성 향상에 대한 다양한 임상시험에 관한 기술
M38. 화장품 제조 기능성평가 기술(Cosmetic formulation and efficacy evaluation
of functional cosmetics): 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의 제조와 기능성을 평가하는
기술
M39. 화장품 신소재 발굴 기술(Cosmetic ingredient discovery): 피부 미백 효과,
주름살 제거 및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성분을 개발하는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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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M4. 의료공학(Biomedical Engineering)
○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의학 분야에 적용하여, 인체의 특성과 상태의 변화를
정

의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발전시켜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분야

M41. 생체분석 모델링 기술(Biological system analysis and modeling): 인체의 특성을
공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모델링하는 기술
M42. 생체현상계측 기술(Physiological instrumentation): 생체의 구조적, 기능적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계측하는 기술
M43. 의학영상시스템(Medical imaging system): 영상을 이용하여 인체의 구조적
기능적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
M44. 인공보조장기 대체장기(Artificial organ and assisted device): 공학적 방법으로
인체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기술
M45. 수술 치료기기(Surgical and therapeutic device): 치료과정에 이용될 수 있는
수술 및 각종 치료기기 기술
범

위
M46. 재활 복지기기(Rehabilitation instrumentation): 장애자의 재활 능력을 개선시켜
주고 사회적 활동성을 증진 시켜주는 기술
M47. 의료용 재료 기구(Biomaterial and device):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이용되는 각종
의료용 소재 및 기구 기술
M48. 정보 통신응용 의료기기(IT-based medical device): 바이오칩 등에서 대량의
정보처리 기술이나 유비쿼터스 의료시스템 등에서 무선통신기술을 의학적 진료에
활용하는 기술
M49. 의료기기 안전성 표준화 기술(Medical device safety and standardization):
의료기기 및 방사선에 대한 표준화, 유효성 및 안전성의 분석 및 평가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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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M5. 식품안전성 영양(Food Safety and Nutrition)

정

의

○ 식품섭취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영양학적 및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연구하는
분야

M51. 영양소 대사(Nutrient metabolism): 영양소의 체내 대사에 관한 생화학적 연구
M52. 임상영양학(Clinical nutrition): 영양이 질병의 발생, 진행, 치료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
M53. 공중보건영양(Public health nutrition): 식생활을 통한 국민건강과 보건증진 방향
M54. 영양평가(Nutritional assessment): 사람의 영양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
M55. 식품위생(Food hygiene): 식품의 생산 가공 취급과정에 생기는 건강장애인자 및
위해성분의 저감 및 제어 기술에 관련된 연구
M56. 식품위해성 평가 관리 기술(Safety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food):
식품의 첨가물, 오염물질, 위해미생물 등 독성 성분들에 대한 인체 위해성 평가
범

위

및 관리
M57. 건강기능성식품식품생리활성소재(Functional food and food bioactive components):
새로이 개발되는 건강기능성식품과 식품생리활성소재의 안전성과 유효성 연구
및 평가
M58. 조리과학(Food preparation): 식품의 조리로 인한 성분변화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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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M6. 의료정보학(Medical Informatics)

정

의

○ 의료와 생명과학분야에서 정보, 데이터, 지식의 저장, 검색과 함께 해당 자료들을
이용한 문제해결기술 또는 의사결정 방법

M61. 의료데이터 획득 저장 기술(Medical data acquisition and storage): 의료 정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획득하고 저장하는 기술
M62. 의료정보 시스템화 기술(System design and engineering): 의료정보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H/W 및 S/W 시스템화 기술
M63. 의료정보 표준화 기술(medical information standardization): 각종 의료정보의
호환성을 위한 표준화 기술
M64. 의료정보검색 기술(Medical image processing): 저장된 의료정보에서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기술
M65. 의료영상 정보처리 기술(Medical image processing): 의료 영상 데이터에서
진료 정보 추출을 위한 분석 및 처리 기술
범

위

M66. 의료 인공지능 기술(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cine): 판독자의 진료에 대한
결정을 대신하거나 보완해 주는 인공지능 기술
M67. 보건 의료정보(Health informatics): 개인적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한 의료정보
기술 등
M68. 생명 의료정보(Biomedical informatics): 생명과학 의료정보와 임상의학 의료정보의
융합을 통한 질병의 예측, 진단, 예후 추정, 최적 치료법 제시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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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M7. 한의과학(Oriental Medical Science)

○ 한의과학은 동양의 자연과학인 음양오행론과 장부경락학설에 기반하여 오랜 경험의
축적을 통해 형성된 의학체계로서 인체의 상태를 사진법 등을 통해 진단하고,
정

의

병증을 변별하며, 침, 구, 한약, 수기 등의 치료도구와 방법을 사용하여 병소를 제거,
인체의 생리적 균형상태를 회복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실증적인 지식과
기술

M71. 한의학치료 기술(Oriental medicine treatment): 한의학의 이론, 방법과 치료도구를
사용하여 급·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기술
M72. 한의학적 예방 건강증진 기술(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using
oriental medicine): 한의학의 양생법을 활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상태를
증진시키는 기술
M73. 한의학 진단 기술(Oriental medicine diagnosis): 한의학의 표준화된 진단을 위해
지표를 객관화하는 진단 기술
M74. 한약 한약제제(Herbal medicines and preparations): 한약, 한약제제의 생산,
유통, 포제, 투약의 기술 및 한약을 이용한 신의약품 개발 기술

범

위

M75. 침구관련 진단 치료 기술(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rapy): 침구치료를
위한 진단 및 침구를 활용한 치료 기술
M76. 한방 의료기기(Oriental medical instruments): 한의 진단과 치료 관련 의료기기의
개발 기술
M77. 한의학 정보화 기술(Oriental medicine information): 한약 관련 정보의 집적,
표준화, 저장, 검색을 위한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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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M8. 간호과학(Nursing Science)

정

의

○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도와주는 간호에 필요한 실증적인 지식과 기술

M81. 임상간호중재 기술(Clinical nursing intervention):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가
최적의 기능수준을 되찾아 최상의 안녕상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장애예방 및
기능향상에 관련된 간호 중재 기술
M82. 간호학적 예방 건강증진 기술(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using nursing):
대상자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현재의 건강상태를 더
높은 수준의 건강상태로 증진할 수 있도록 자기건강관리 및 생활양식 조절,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간호기술
M83. 만성재활 간호 기술(Nursing care for the chronic health problem and rehabilitation):
노화와 더불어 인체의 조직기능의 약화와 잘못된 생활습관 및 환경적 요인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과 효과적인 관리, 만성질환의 합병증 및 손상으로
인한 기능장애의 회복 및 재활과 관련된 간호기술
범

위

M84. 간호관리 기술(Nursing management):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 및 보건관련
환경내에서 간호관리자로서의 역할수행과 간호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업무 분석,
평가를 위한 기술과 간호실무와 법적, 윤리적 관계를 규명하고 전문직으로서의
간호 윤리관 정립에 관련된 기술
M85. 간호기기개발 기술(Nursing instrumentation): 안위 증진 과 간호측정 등 간호
과정에 이용될 수 있는 기기개발과 평가에 관련된 기술
M86. 간호진단 지표 평가 기술 (Nursing diagnostic standards and evaluation):
간호진단의 표준화 및 용어의 통일화를 위한 진단 지표의 개발과 평가에 관련된
기술
M87. 간호정보표준화 기술(Nursing information standardization): 간호정보의 근간이
되는 간호중재 및 간호결과의 표준화, 간호정보의 관리 및 운영, 호환성을 위한
표준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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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M9. 치의과학(Dental Science)
○ 구강악안면 영역 질병의 진단, 치료, 예후 평가 및 예방 방법을 개선, 개발하여
정

의

저작, 심미, 발음, 인접 조직의 보호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치의학 및 이와 관련된 물리, 화학, 생물학, 재료학 등 관련
기초과학과 응용기술 분야

M91. 구 강질 환 치료 기 술(Treatment of disorders and diseases in oral and
maxillofacial area): 악구강계에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구강질환에서
기존 치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치료 술식을 개발 평가하는 기술
M92. 구강질환 예방 기술(Prevention of disorders and diseases in oral and
maxillofacial area):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등 양대 구강질환과 구강암 등의
효과적인 예방법을 보건환경유전자 분자역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개발하는 기술
M93. 구 강 질 환 진 단 평 가 기 술 (Diagnosis and evaluation of disorders and
diseases in oral and maxillofacial area): 구강악안면영역의 구조적, 기능적
상태를 진단 및 평가하는 진단영상기술이나 임상병리적 기술
M94. 구강악안면 생체재료 기기 생체적합성 개발 기술(Development of biomaterials,
devices and biocompatibility in oral and maxillofacial area): 구강 및
악안면에서 저작 기능뿐 아니라 심미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생체 재료,
범

위

기기 및 생체적합성 개발 기술
M95. 구강악안면 기형 제어 기술(Malformity control of disorders and diseases
in oral and maxillofacial area): 구강악안면 영역의 기형을 유발하는 유전적,
환경적 원인을 규명하고, 기형을 유전학적으로 치료, 예방하며, 임상과 접목하는
기술
M96. 저작기능향상 기술(Promotion of masticatory function): 구강악안면 영역
질환으로 상실된 저작 기능을 회복,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M97. 구강-전신건강 관련성 연구 기술(Relationship between oral and general health):
구강악안면 영역 질환과 전신 질환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한 기술
M9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치의과학(Dental science, n.e.s): 인접 학문과 연계되어 질병의
원인과 진단 및 예방과 치료법의 개발과 관련된 치의과학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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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명: N. 환경(Environment)
중분류명: N1. 사전오염예방청정요소 기술(Pollution Prevention and Clean Elements)

○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동시에 배출오염물질의
정

의

안정화 자원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로서 오염물질의 저감, 재활용, 재이용을 추구
하거나, 리엔지니어링을 포함한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공정이해를 바탕으로 한
목표대상 물질의 무배출 공정을 확립하는 기술

N11. 청정공정 기술(Clean process): 사전오염 예방적 기존 공정 개선 및 대체 공정기술
N12. 청정기기 기계(Clean instruments and equipments): 청정공정에 활용되는 고효율
고성능 장치
N13. 환경친화성 재료(Eco-materials): 고순도, 무독성 내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및 원료
N14. 공정진단 관리 기술(Process evaluation and management): 공정평가에 의한
개선목적으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및 전문관리기술
N15. 환경친화형 설계 기술(Eco-design): 전과정에서 효율성, 저오염성, 재활용성을
고려한 장치 및 공정설계기술
범

위

N16. 공정내 재자원화 기술(In-process resource recovery): 공정내 폐기물과 부산물로
배출되는 유용물질의 회수분리 및 재이용기술
N17. 공정모사 제어 기술(Process simulation and control): 인공지능, 첨단센서 등을
포함 신기술 접목에 의한 공정의 전산모사 및 자동제어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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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N2. 환경오염 제어 관리 기술 (Pollution Control and Management)

정

의

○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연안 및 해양 등의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방지
기술 및 수질, 대기질 등 매체별 환경질 또는 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술

N21. 상하수도 제어관리 기술(Control and management of water supply and drainage system):
상수 및 하수관리 관련 기술
N22. 수질오염 제어 관리 기술(Control and management of water pollution): 수계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저감, 평가, 관리 관련기술
N23. 대기오염 제어 관리 기술(Control and management of air pollution): 대기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저감, 평가, 관리 관련기술
N24. 토양지하수 오염제어관리 기술(Control and management of soil and underground
water pollution): 토양 및 지하수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저감, 평가, 관리 관련기술
N25. 폐기물관리 재활용 기술(Recycling and management for waste): 산업체 및
생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저감 및 재활용 관련기술

범

위

N26. 물리적 환경요인 생활환경 제어 기술(Physical and living environments control):
소음, 진동, 전자파 등 생활환경 등에서 발생되는 유해요인 관리, 평가 관련기술
N27. 연안환경 해양오염 제어 기술(Coastal and marine pollution control): 연안 및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저감, 평가, 관리 관련기술
N28. 통합환경 관리 기술(Integrated environment management): 매체별(대기, 토양,
수질 등) 통합된 저감, 평가, 관리 등의 환경 관리기술
N29. 소음 진동 제어 관리 기술(Control and management of noise and vibration):
도로교통, 철도, 항공기, 공사장, 공장, 기계류 등에서 발생하는
저감시키고 관리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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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을

중분류명: N3. 환경소재 부품 설비
(Environmentally Friendly Materials, Parts and Facilities)
○ 환경비용의 감소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 가능한 친환경 공정에 의해 생산된 소재
정

의

혹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고효율의 처리기능을 갖춘 오염물질 처리용
소재, 환경산업 전반에 사용될 수 있는 고효율, 고 내구성을 지닌 부품, 사전오염
예방 등의 환경 친화적 공정기술에 활용 가능한 설비

N31. 수처리용 소재 설비(Materials and facilities for wastewater treatment): 수처리용
환경 소재 및 설비와 관련된 제반 기술
N32. 대기오염처리용 소재 설비(Materials and facilities for air pollution control):
대기오염처리용 환경 소재 및 설비와 관련된 제반 기술
N33. 폐기물처리재활용 소재설비(Materials and facilities for waste treatment recycling):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목적의 환경 소재 및 설비와 관련된 제반 기술
N34. 생활환경오염처리용 소재 설비(Materials and facilities for living environment
pollution control): 생활오염 처리용 환경 소재 및 설비와 관련된 제반 기술
N35. 토양지하수 오염처리용 소재설비(Materials and facilities for soil and groundwater
pollution control): 토양 지하수오염 처리용 환경 소재 및 설비와 관련된 제반 기술
범

위
N36. 해양오염처리용 소재 설비(Materials and facilities for marine pollution control):
해양오염처리용 환경 소재 및 설비와 관련된 제반 기술
N37. 나노 환경소재(Nano environmental materials): 나노기술에 의한 첨단 고기능
친환경소재 등
N38. 소음진동 저감용 소재설비(Materials and facilities for noise and vibration control):
도로교통, 철도, 항공기, 공사장, 공장, 기계류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저감시키는 소재 설비 개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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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N4. 환경보전 복원 기술(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Remediation)
○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으로 인한 지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산업 지역,
정

의

불량매립 지역, 폐광산 지역, 농촌지역 등의 수질, 토양 및 지하수 오염과 해안 및
해양 등의 자연환경을 보전 예방 관리 복원하는 기술

N41. 지구환경보전 기술(Earth's environment preservation):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으로 인한 지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환경보전 기술

N42. 자연생태계 보전 복원 기술(Ecological system preservation):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자연과의 공생을 구현하기 위하여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복원된
생태계를 관리하는 기술

N43. 수질정화 복원 기술(Water treatment and remediation): 믿을 수 있는 먹는 물
생산과 오 폐수처리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수질정화 복원 기술

N44. 토양 지하수 정화 복원 기술(Soil and groundwater remediation):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터전이 되는 토양 지하수환경이 유해화학물질, 유기물, 유류, 중금속 등의
위해성 있는 물질로 오염된 것을 정화 복원시키는 기술
범

위
N45. 해안 해양 보전 복원 기술(Marine and costal environment preservation):
해안 및 해양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기술

N46. 산업환경 관리 복원 기술(Industrial environment improvement): 산업환경을
관리하고 훼손된 산업환경을 복원하는 기술
※ 토양, 지하수 및 수질 저하에 원인을 제공하는 물질인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관리하여 이의 훼손으로 인한 환경 재해를 예방하는 기술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기술
(operation and management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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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N5. 환경보건 기술(Environmental Health)

○ 생명과학, 신물질 개발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새로운 패턴의 환경문제로
정

의

인한 국민의 공중보건 향상 기술과 환경 리스크평가 및 리스크관리 역량제고를
위하여 과학기반의 환경위해성평가기법 개발, 환경리스크 관리체제 구축 등 수용체
중심의 환경관리 정책을 구축하여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

N51. 환경 위해성평가 기술(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독성 및 노출평가를 통한
인체, 생태 위해성 평가 관련기술
N52. 환경 독성평가 기술(Environmental toxicology evaluation): 인체 및 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영향 평가 관련기술
N53. 환경 역학조사 기술(Environmental pathology): 오염물질 등에 의한 인체 영향
규명 및 예방을 위한 관련 조사 기술
N54. 환경잔류성물질 평가관리 기술(Evaluation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ersistent pollutants):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되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평가,
관리 관련기술
N55. 유전자변형물질 평가관리 기술(Evaluation and management of genetic modified organisms):
유전자 재조합 등의 기술을 통해 생산된 식품이나 관련 제품의 위해성 평가,
범

위

관리 관련기술
※ 인체 및 생태에 노출되는 오염물질 평가 관련기술인 환경노출평가기술(Environmental
exposure assessment), 환경 중에 유입되어 생태계 및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미지 오염물질 규명, 평가, 관리 관련기술인 미지 오염물질 규명
관리 기술(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unknown pollutants), 환경으로
유입되는 극미량 오염물질 분석 기술인 극미량 환경오염물질 분석기술
(trace environmental pollutants analysis) 등을 포함

- 146 -

중분류명: N6. 환경정보화 기술(Environmental Information)

○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생태계 관련 데이터, 온실가스 및 유해 화학물질 관련
정

의

데이터 등 각종 환경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기반 구축 기술과 환경관련 software,
환경유해공정 진단 관리 등 기반 구축기술

N61. 환경정보관리체계(Environmental information management):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지속적 보완 관련기술
N62. 환경유해공정진단관리 기술(Diagnosis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hazard process):
환경 중에 유출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공정 분야 진단, 평가 관리 관련
기술
N63. 환경관련 소프트웨어(Computer software related environment): 환경분야의
유해성 예측 및 노출 예측 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관련기술
N64. 환경지리정보체계(Geological information system of environment): 환경관련
정보 활용의 효율화 및 극대화를 위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체제 구축 및 유지 관련 기술

범

위

※ 환경오염물질의 독성, 물리화학적 특성 등의 DB 구축 및 유지 관리기술인 환경
오염물질 이화학적 특성 및 독성 DB 관리기술(management for physicochemical
property and toxicity database of environmental pollutants),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예측 및 비교를 위한 model 개발 관련기술인 인체노출 및 환경거동 model
개발 기술(development of human exposure and environmental fate models),
화학물질 등 환경오염 가능 물질의 유해성 예측 및 관리 우선순위 선정 관련기술인
유해성 예측 및 우선순위 선정기술(estimation of environmental risk and priority setting)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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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N7. 환경예측 감시 평가 기술
(Environmental Predic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 환경오염 측정을 통한 현재의 환경 감시는 물론 잠재적인 미래 환경문제 예측,
정

의

환경오염 측정장비 기술, 측정 분석기술 및 나노환경문제 측정표준 및 평가기술,
신환경 오염측정 표준기술 등을 포함

N71. 환경오염 측정분석 기술(Measurement and analysis of environmental pollutants):
환경오염도 측정을 위한 분석기술 개발 및 적용 관련기술
N72. 환경질 감시 예측 기술(Supervision and prediction of environmental quality):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 질저하 방지 관련기술
N73. 환경응용 기술(Environmental applications): 개발된 환경분야의 기술 및 장비의
현장적용 관련 기술
N74. 환경오염도 평가 기술(Environmental pollution level evaluation): 지역별, 매체별
환경오염정도 평가 관련 기술
N75. 환경영향평가 기술(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오염에 의한 인체
및 생태계 미치는 영향 평가 관련 기술
N76. 환경 측정 장비(Equipment for environmental measurement): 오염물질 분석
범

위

등의 환경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장비 개발 관련 기술
N77. 환경 전 과정 평가 기술(Environmental life cycle assessment): 유해 가능성이
큰 물질의 초기 생산단계부터 소멸까지의 전 단계에서의 위해성 평가 관련 기술
N78. 지역 지구환경변화 감시 평가 기술(Supervision and evaluation of local and
global environment changes): 환경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인한 환경변화 예측,
감시, 평가 관련 기술 등
N79. 소음진동 예측감시평가 기술(Prediction, monitoring and rating of noise and vibration):
도로교통, 철도, 항공기, 공사장, 공장, 기계류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예측하고 감시하고 평가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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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N8. 환경 자연재해 예측 저감 기술
(Prediction and Mitigation of Environmental and Natural Hazards)
○ 수권 지권 대기권을 망라한 지구환경과 관련된 자연적 인위적 재해를 예측하고 재해로
인한 손실을 저감하며 궁극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기술
정

의

- 기술의 대상은 수권 재해, 지권 재해, 대기권 재해 등이며, 기술의 성격은 재해
위험도 평가 및 사전 감시, 발생재해복구 및 피해저감, 재해 예측 및 예방
등으로서 궁극적으로 재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임.
N81. 수환경수재해 예측저감 기술(Prediction and mitigation of water environmental hazard):
지표수와 지하수의 환경오염으로부터 발생되는 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환경 예측 저감 기술, 홍수, 가뭄, 폭풍해일 등으로 인한 토사 하천
홍수 도시침수 해안선변화 등의 재해를 예측하고 피해를 저감하는 수재해 예측
저감 기술
N82. 지진산사태 예측저감 기술(Prediction and mitigation of land slide and earthquake hazard):
지진 및 산사태를 예측하고 이로 인한 제반 피해를 저감하는 기술
N83. 기상재해 예측 저감 기술(Prediction and mitigation of meteorological hazard):
태풍 홍수 폭풍 해일 폭설 가뭄과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감소시키고 재해원인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기술
N84. 산불재해 예측 저감 기술(Prediction and mitigation of forest fire hazard):
산불위험을 장기예측하고 산불진화 및 산불재해관리를 통합운영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
N85. 해양재해 예측 저감 기술(Prediction and mitigation of marine hazard): 해양

범

위

안전과 오염을 감시하고 해양 오염 및 사고시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
N86. 병해충재해 예측저감 기술(Prediction and mitigation of blight and harmful insect hazard):
병해충으로 인한 재해를 예측하고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들을 사용하여 피해를
저감하는 기술
N87. 환경자연재해 통합 관리 기술(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and natural hazard):
환경오염, 자연재해에 대한 자료의 DB 구축과 통합방재 시스템 구축 기술 등
N88. 해수침투토사재해 예측저감 기술(Prediction and mitigation of sea water and earth and
sand hazards): 해일에 의한 해수침투 및 토사재해를 예측하여 저감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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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명: O. 에너지 자원(Energy and Resources)
중분류명: O1. 에너지 생산 시스템(Energy Production System)

정

의

○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에너지원의 생산과 관련된 에너지기술, 설비, 고효율
에너지 소재 관련 기술

O11. 석유생산시스템(Oil production): 석유의 생산과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제반
에너지기술
O12. 석탄생산시스템(Coal production): 석탄의 생산과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제반
에너지기술
O13. 가스생산시스템(Gas production): 가스의 생산과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제반
에너지기술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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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O2. 에너지 변환 저장 기술(Energy Conversion and Storage)

○ 석탄의 전력전환과 같은 물질변환 등에 의한 에너지변환,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정

의

공급의 다양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에 해당되는 기술, 에너지 생산과 전환부문으로부터
최종 수요처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수송기술, 미활용에너지 등의 회수 및
이용 기술

O21. 에너지 변환 기술(Energy conversion): 가연성 물질 등에 화학적, 물리화학적
또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수요처에서 활용 가능한 에너지 전환, 원유의 정제,
도시가스 생산과 같은 에너지가공에 관련된 제반기술
O22. 에너지 저장 기술(Energy storage): 물질에 물리화학적 방법에 의해 변환된
형태의 에너지를 물리적, 화학적, 물리화학적 방법에 의한 저장기술에 관련된
제반기술
O23. 에너지 수송 기술(Energy distribution): 석유제품과 가스의 파이프라인 수송
및 분배, 전력 송배전 등 에너지 수송 및 분배에 관련된 제반기술
O24. 에너지 회수 이용 기술(Energy recovery and utilization): 산업공정 및
생산활동에서 이용되지 않고 배출되는 열, 미활용에너지 등의 회수 및 효율적인
이용에 관련된 제반기술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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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O3. 에너지 효율 기술(Energy Efficiency)

정

의

○ 산업, 수송, 건물 등 에너지소비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의 향상과 절약기술, 에너
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수요관리, 진단 및 분석, 정보화에 관한 제반 기술

O31. 산업에너지 효율 기술(Industrial energy efficiency):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절약에 관한 제반기술
O32. 수송에너지 효율 기술(Transportation energy efficiency): 수송기계 및 수송
동력시스템 부문의 효율 향상을 위한 연비개선과 저공해 대체연료 엔진기술 등
수송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제반기술
O33. 건물에너지 효율 기술(Building energy efficiency): 건물에너지 관련기준, 건물
부하저감, 건물외피시스템, 건축설비 효율개선, 그린빌딩 등 건물분야 에너지효율
향상과 관련된 제반기술
O34. 전기에너지 효율 기술(Electricity efficiency): 고효율 조명기기, 조명제어 등
전기의 이용과 관련된 에너지효율 향상과 절약에 관한 제반기술
O35. 에너지소재(Energy materials): 에너지 사용 효율 증대를 위한 고효율 에너지
범

위

소재 관련기술
O36. 에너지수요관리 기술(Demand side management): 수요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에너지이용을 통하여 국가, 지역, 또는 사용부문별로 전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에너지이용의 최적화에 관련된 제반 기법 및 기술
O37. 효율 진단 분석 기술(Energy efficiency auditing and analysis): 산업, 수송,
가정, 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에너지사용 실태에 대한 진단 및 효율적
에너지사용 방안 제시를 위한 분석에 관련된 제반기술
O38. 에너지 정보화 기술(Energy information): 에너지 사용기기 및 생산설비, 이용
기술에 대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제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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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O4. 에너지 청정 기술(Clean Utilization of Energy)

정

의

○ 화석연료 사용에서 발생하는 CO2,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 등을
제거하여 에너지를 청정하게 이용하기 위한 생산 변환에 관련된 기술

O41. 석탄 청정이용 기술(Clean utilization of coal): 석탄으로부터 청정 에너지를
생산 또는 변환하는 기술로서 액화, 가스화 등과 관련된 기술
O42. 석유 청정이용 기술(Clean utilization of petroleum): 석유로부터 청정에너지를
생산 또는 변환하는 기술로서 원유탈황, 탈질 등과 관련된 기술
O43. 연소배가스 처리 기술(Flue gas clean-up): 연소배가스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 중금속물질, CO2, 다이옥신 등의 제거와
관련된 제반기술
O44. 가스정제 기술(Synthetic gas clean-up): 합성연료가스, 고온고압배기가스 등에
함유된 황화합물 및 입자상물질의 제거와 관련된 기술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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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O5. 신 재생에너지(New and Renewable Energy)

정

의

○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에너지원 이외의 새로운 신에너지, 자연에너지 또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O51. 태양(태양열 태양광) 에너지(Solar thermal(photovoltaics) energy): 태양열(광)을
이용하여 유용한 에너지로의 변환에 관련된 제반기술
O52. 풍력에너지(Wind power): 풍차 등 바람을 이용하여 유용한 에너지로의 변환에
관련된 제반기술
O53. 바이오에너지(Bioenergy/biomass energy): 농산물 등 유기물을 이용하여 유용한
에너지로의 변환에 관련된 제반기술
O54. 수력 기술(Hydro power): 강 또는 하천 등의 물 힘을 활용한 에너지로의 변환에
관련된 제반기술
O55. 지열에너지(Geothermal energy): 지중에 존재하는 열을 유용한 에너지로의
변환에 관련된 제반기술
범

위

O56. 해양에너지(Ocean energy): 바다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를 유용한 에너지로의
변환에 관련된 제반기술
O57. 수소에너지(Hydrogen energy): 화학적, 생물학적, 전기화학적, 물리화학적 방법
등에 의해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에 관련된 제반기술
O58. 폐기물에너지(Waste energy): 산업폐기물 및 일반폐기물로부터 얻어지는 연료유,
합성가스, 에너지회수에 관련된 제반기술
O59. 연료전지(Fuel cell): 복합발전, 전지기기, 이동전원 등에 활용될 인산형, 용융
탄산염형, 고체산화물형, 하이브리형 등에 관련된 제반기술 등

- 154 -

중분류명: O6. 자원탐사 기술(Resources Exploration)

○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 등의 유용한 지하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
정

의

하기 위하여 대상 자원의 부존과 관련한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지구화학적
특성을 조사ㆍ분석함으로써, 자원의 부존 여부 및 부존 형상을 파악하기 위한 육상,
해상 및 공중에서의 제반 탐사 기술

O61. 시추탐사 검층 기술(Drilling and well logging): 조사위치의 지층상태 등을
육안으로 직접 관찰하기 위하여 대상구간에서 채취되는 시추코어, 순환수, 굴진
속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상세 지질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제반 기술
O62. 육상물리탐사 기술(Land geophysical exploration): 육지 지하 및 노천 자원의
물리적인 성질 차이를 이용해 그 부존 여부, 위치 및 형상 등을 탐사하는 제반
기술
O63. 해저물리탐사 기술(Submarine geophysical exploration): 해저에 부존하는
유용 지하자원의 물리적인 성질 차이를 이용해 그 부존 여부, 위치 및 형상 등을
탐사하는 제반 기술
O64. RS GIS활용탐사 기술(RS and GIS exploration): 인공위성이나 항공영상 자
료를 판독하여 지형/지질분석 등을 통한 지하자원의 광역적인 분포 상황을 규
범

위

명하는 제반 기술
O65. 지화학탐사 기술(Geochemical exploration): 물, 토양, 암석 등에 포함되어 있는
미량성분의 지화학적 성질 분석을 통하여 자원의 부존 여부 및 분포범위 등을
탐사하는 제반 기술
O66. 극한지 자원탐사 기술(Arctic, antarctic and extraterrestrial exploration):
각종 탐사기술을 이용하여 극지, 심해저, 달 및 행성자원을 탐사하는 제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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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O7. 자원개발 기술(Resources Development)
○ 자원탐사 기술에 의해 발견된 석유(가스포함), 수자원, 지하광물자원 및 해저광물
정

의

자원의 부존 특성을 규명하여 자원의 부존 특성에 적합한 요소기술을 적용하여
경제적으로 개발하는 기술

O71. 석유

가스 개발 기술(Petroleum resources development): 육지 및 해저

지각에 부존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의 조사 확보 및 개발하는 제반 기술
O72. 석탄자원 개발 기술(Coal resources development): 재래형 석탄자원 및
비재래형 석탄층 메탄가스자원(CBM) 등의 조사 확보 및 개발하는 제반 기술
O73.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기술(Gas-hydrate resources development): 해저
지각내에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자원인 가스하이드레이트의 개발을 위한 부존조사,
시추, 채굴 및 에너지화에 이르는 제반 기술
O74. 노천지하 광물자원 개발 기술(Open pit and undergroun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육지 및 노천에 부존하는 금속 및 비금속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광상개발설계,
채광 및 안전 관리에 이르는 제반 기술
범

위

O75. 해저광물자원 개발 기술(Submarine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심해저에
산재되어 있는 망간단괴 등과 같은 미개발 천연자원의 채광을 위한 제반 기술
O76. 골재 석재 자원 개발 기술(Aggregate and stone resources development):
하천, 삼림, 공유수면 등에 부존되어 있는 모래, 자갈, 암석 등의 자원 개발과
관련된 제반 기술
O77. 비재래형 탄화수소자원 개발 기술(Non-conventional hydrocarbon resources development):
미래 본격적인 개발이 기대되는 에너지자원인 오일샌드(oil sand), 오일셰일(oil shale),
치밀가스 등의 부존조사, 시추, 채굴 및 에너지화에 이르는 제반 기술
O78. 지하수지열 자원 개발 기술(Groundwater and geothermal resources development):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량 확보, 수질의 지속적 관리 및 개발과 지하 열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개발을 위한 제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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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O8. 자원활용 기술(Resources Utilization)
○ 광물자원 및 폐자원으로부터 유용물질을 선별 추출 분리 고순도화하여 산업용 원료
소재로 제조하고, 제조된 원료소재에 기능성을 부여함으로써 고부가 금속 비금속
정

의

소재를 창출하는 기술
-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폐자원 재활용 기술, 청정 자원처리 및 제련기술,
자원 고기능화 기술을 포함함.

O81. 비금속광물 활용 기술(Non-metallic mineral utilization): 비금속 광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파쇄 분쇄, 단체분리, 분급, 물리/화학/생물학적 선별, (초)미립화,
광물입자 표면개질, 광물분체 제조 및 특성평가에 관련된 기술
O82. 금속광물 활용 기술(Metallic mineral utilization): 금속 광물자원으로부터 유용
금속을 활용하기 위한 선별, 추출, 분리정제, 고온용융, 환원, 전해채취 및 정련,
고순도화, 등과 같은 제련기술을 통칭하며 이로부터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금속
기초 원료소재 및 금속 화합물 제조에 관련된 기술
O83. 해양광물 활용 기술(Marine mineral utilization): 심해저 망간단괴, 코발트 함유
망간각으로부터 유용금속을 활용하기 위한 유용금속의 추출, 분리, 회수기술을
통칭하며, 해수 해사로부터 유용금속의 농축 및 회수기술 포함
범

위

O84. 석탄광물 활용 기술(Coal resources utilization): 무연탄 유연탄을 에너지원
또는 무기소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선별기술, 탄화기술, 성형기술
O85. 미래광물 활용 기술(Future mineral resources utilization): 미개척 분야인
남극광물, 헬륨, 망간 등의 우주자원 등 미래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새로운 광물자원의 이용 및 활용과 관련된 제반 기술
O86. 원료소재 제조 기술(Raw materials manufacture): (초)미립화, 나노화, 고순도화,
기능성 부여 기술 등 기계, 열, 화학, 생체, 전자 등 기능성 산업 원료소재 제조와
관련된 기술
O87. 자원재활용 기술(Resources recycling): 무기계 폐기물로부터 유가금속의 회수
또는 원료소재로 재활용하는 자원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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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O9. 자원기반 기술(Basic Technology on Geo-resources)

○ 자원개발 및 활용을 목적으로 자원 탐사 이전의 국토의 기본 정보 제공을 위한
정

의

육상 해저의 기본조사, 광물자원 조사, 정보화, 시험평가표준화 기술과 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로서 자원개발 상의 안전 및 환경 관련 기술

O91. 자원지질조사 기술(Geological survey and mapping): 국토의 지질자원정보 및
효율적 활용 및 지질도 및 주제도 작성을 위한 제반 기술
O92. 자원조사평가 기술(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 국가 산업수요에 필요한
국내외 금속 및 비금속 광물자원 탐사에 기반이 되는 광물자원 부존평가 및
조사기술
O93. 자원정보화 기술(Geo-resources information): 지질자원 데이터시스템 개발
및 지질자원정보의 표준화, 공간분석 기술
O94. 지질자원시험평가표준화 기술(Geochemical analysis and standardization):
지질자료 표준화 기술 및 광물, 암석, 화석 감정 및 평가를 위한 제반 기술
O95. 발파 굴착 기술(Blasting and excavation): 자원개발을 위한 화약발파와 발파설계,
범

위

발파에 필요한 천공장비, 굴진작업과 노천채굴에서의 대발파 등의 갱도굴착과
채광을 위한 제반 기술
O96. 지하저장 기술(Underground storage and disposal): 폐광산을 포함한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생성된 지하공간의 안정적 활용과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하공간 개발, 지하저장 및 처분기술과 관련된 제반 기술
O97. 광해방지 기술(Mining hazards prevention): 자원개발과 관련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 처리 및 사전 방지, 자원개발 시의 지반의 안전 진단 및 평가, 지반침하
및 사면안정성 평가 및 대책 등의 자원개발과 관련한 환경 및 안전과 관련한
제반 기술

- 158 -

대분류명: P. 원자력(Nuclear Power)
중분류명: P1. 원자로 노심 기술(Nuclear Reactor Core)

○ 원자로 노심(Reactor core)을 설계하고 운전하며, 노심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제반 설계, 해석, 평가, 실험기술 및 전산해석코드 개발 기술
정

의

- 핵자료 기술, 노심 핵설계 기술, 노심 열유체 기술, 노물리 실험 기술, 노심
운전기술, 노심 안전성 분석기술과 노심설계/해석/노심모사용 컴퓨터 코드 패키지,
모델 및 상관식개발 기술 등을 포함함.

P11. 핵자료 기술(Nuclear data): 핵자료 생산, 마스터 라이브러리 생산 및 보정,
소수군 단면적 생산 기술 등을 포함
P12. 노심 핵설계 기술(Nuclear design): 노심 정특성 분석, 노심 동특성 분석, 노심
반응도 제어 기술, 노심 최적화 기술, 노심 안전성 분석 및 사고해석 기술,
차폐해석, 중성자 및 감마선 조사해석, 노심 추적계산, 노내외 계측기 거동 예측
기술, 노심보호 및 감시계통 설계기술, 실시간 노심해석 기술, 코드통합 기술
등을 포함
P13. 노심 열유체 기술(Core thermal-hydraulics): 노심 집합체내 연료봉 및 피복관
온도계산 기술, 노심 압력강하 계산 기술, 부수로간 열전달 및 열혼합 증대 기술,
종합 검증 및 실험 기술, 노심 열유체 유동 분석 기술, 노심 열적 여유도 평가 기술,
불확실도 평가 기술, 전산유체해석 기술 등을 포함
범

위
P14. 노물리 실험 기술(Reactor physics test): 미임계 실험, 노심모의 임계실험 및
분석 평가 기술, 기타 제어봉가 측정 실험 등 전반적인 노물리 관련 실험 기술
등을 포함
P15. 노심 운전 기술(Core operation): 노심 운전 절차 및 운전 지원 기술, 운전 이력
해석 기술, 노심 시운전 기술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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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P2. 원자로 계통 기술(Nuclear Power System)
○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하기 위한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부속계통의 열 유체
설계 및 기계 구조설계 기술
- 원자로냉각재계통 설계 및 열유체 특성 분석, 펌프 밸브 등 주요기기 요건 및
정

의

사양설정, 열교환기 설계 및 성능분석, 증기발생기 및 관련 계통의 성능분석
기술을 포함함.
- 원자로 용기, 내부구조물, 주기기, 배관계통, 재장전계통 등의 구조설계 및 해석,
기기 건전성 평가, 내진 면진설계, 성능검증시험 및 유지보수 관련 기술을
포함함.
P21. 유체계통 설계 기술(Fluid system design): 원자로를 구성하는 주요 계통의
개념 설정, 관련 주요기기 선정 및 작동요건 설정, 운전인자의 계측 및 제어개념
설정 및 계통 운전 지침 설정 등 계통설계 전반을 수행하는 기술
P22. 열유동 전산해석 기술(Fluid system thermal-hydraulic analysis): 계통 및
기기의 정상 및 과도특성을 분석하는 기술과 원자로 내부에서 원자로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다차원 정밀 열유동 특성 분석기술
P23. 주요기기 설계 기술(Major component design): 원자로 계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기 설계개념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기의 설계특성을 분석하여 기기 설계
및 제작에 필요한 설계자료를 생산하는 기술
P24. 원자로계통 구조설계 해석 기술(Reactor system structural design and analysis):
원자로계통 기기의 최적 배치, 구조설계, 3-D CAD 및 전산 구조해석, 진동 및

범

위

내진해석, 정상상태 및 각종 과도상태 하에서의 응력해석 등의 기술
P25. 건전성 평가고온 구조해석 기술(Integrity evaluation and high-temperature structural analysis):
균열 및 결함 평가, 파괴역학적 건전성 평가, 용접부 손상평가, LBB 해석을
포함하는 원자로구조물의 건전성 평가관련 기술과 비탄성 고온영역에서의 구조물
설계, 소성 붕괴 및 좌굴해석, 크립-피로 평가 등의 기술
P26. 설계검증성능확인시험 기술(Design verification and performance confirmation test):
상온, 고온에서의 설계검증 및 구조건전성 평가시험, 원자로내부구조물 진동평가시험,
좌굴검증시험 및 노심지진응답시험 기술
P27. 유지보수운전기기 연계 기술(Maintenance-repair and operational equipment interface):
연료재장전계통 설계, 설치 및 교체 방안, 가동중검사, 원자로계통의 각종 운전기기
(handling and maintenance equipments)를 포함하는 유지보수 연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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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P3. 원자력 계측제어 기술(Nuclear Instrument and Control)

○ 원자력발전시스템의 운전과 제어(컨트롤)를 위하여 설치되는 각종 센서와 계측기,
계측신호 전달 및 신호처리 및 해석, 그리고 핵반응과 구성기기 및 장치 등의 상태
정

의

측정 감시장치와 제어장치 관련 기술
-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터빈발전기, 복수기, 수질화학분석장치, 각종 펌프 및
밸브의 작동 상태와 감시 그리고 원격제어를 포함하는 기술임.

P31. 센서 검출기 기술(Sensors and instruments): 기체형, 섬광체, 반도체 센서를
비롯하여 노 내외 중성자속 검출기, 다채널 배열형 검출기, 계측제어용 센서,
스마트센서 등 원자력 관련 센서 및 검출기 개발, 검출 및 신호 처리에 필요한 기술
P32. 계측 감시 기술(Instrumentation and monitoring): 원자력 핵계측 및 공정계측 처리,
기기진단 및 플랜트 공정 감시, 방사선 감시, 건전성 감시 등을 수행하는 감시
및 진단(monitoring and diagnostics) 기술
P33. 제어시스템 기술(Control system): 원전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사고시 원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
P34. 인간공학 기술(Human factors engineering): MMI(man machine interface) 기기
및 운전제어반의 인간공학적 설계와 원전 운전 및 유지보수 관련 인적요소의
최적화를 위한 인간공학 기술
P35. 원격조작 제어 기술(Remote manipulation and control): 극한 작업구역의 기기
범

위

제어 기술, 웹 기반의 플랜트 감시 및 제어기술
P36. 원전 시뮬레이션 기술(Nuclear power plant simulation): 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 및 운전제어반 개발
※ 기타 원전 계측제어 통합을 위한 통신망 기술, 원전정보의 중앙집중관리, security
확보기술, wireless 기술인 통신망기술(communication network technology),
디지털계통의 신뢰도평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기검증을 수행하는 디지털
기기검증(digital equipment qualification)기술, 정보기술을 활용한 시스템통합기술
(ubiquitous 등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측면의 통합)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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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P4. 원자력 안전 기술(Nuclear Safety)
○ 원자로의 정상운영 및 사고 시의 안전 설계 및 운전을 위해, 재료/기기/구조물의
정

의

물리적 건전성의 평가/실증, 설계기준사고에서 중대사고까지의 열수력 안전성 실증
및 사고해석,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이와 관련된 안전규제 및 운영 등을 포함한
기술

P41. 설계기준사고 열수력 안전성 실증평가 기술(Thermal-hydraulic safety verification
and evaluation of design-based accident): 원자로 냉각계통과 안전계통이
정상운전, 과도상태 및 사고상태에서 필수적인 안전요건과 심층방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열수력 안전 성능(노심 냉각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기술
P42. 중대사고 해석 실증 기술(Severe accident analysis and verification):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원자로 사고의 진행에 따른 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과 해석 기술
P43. 기기 구조건전성 평가 기술(Component and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원자로 등 주요기기의 건전성을 감시/평가하는 기술 및 구조물의 열화 등 건전성
평가하는 기술
P44.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기술(PSA: probability safety analysis): NSSS(nuclear steam
supply system) 및 보조기기 계통에서의 안전성을 주로 평가하는 Level-1
PSA, 격납건물내에서의 방사선 물질 누출을 평가하는 Level-2 PSA, 추출된
범

위

방사선 물질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Level-3 PSA 기술을 포함하여
원전의 모든 발생 가능한 사건으로부터 원자로의 손상 또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종합적으로 모델, 평가하는 기술 등
P45.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Nuclear safety regulation): 운영자가 원자력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규제 지침을 개발/적용하는 기술
P46. 운전 안전성 평가 기술(Safe operation evaluation): 원자력 시설의 운전시
위험도 지표, 안전여유도, 성능지표 등의 안전성을 평가, 확인, 관리하는 제반기술
P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안전 기술(Nuclear safety, n.e.s.): 기타 연료와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integrity) 평가, 노심용융(core melt)을 고려한 노심 해석,
원자로 격납용기의 건전성 분석, 발전소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방출량 및 확산 분석,
방사선의 환경 및 인체영향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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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P5. 핵연료 원자력소재(Nuclear Fuel and Material)

○ 핵반응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한 핵연료설계, 핵연료제작과 가공을 위한
핵연료 재료의 기술
- 핵연료재료는 원자로의 정상 운전은 물론 중대사고시의 경우에도 핵연료의
정

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핵연료 피복재와 집합체 소재개발을 포함함.
○ 원자력 시스템의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재료의 내환경 신뢰성 평가
기술, 경년열화 예측기술 및 원자력 구조재의 성능개선 기술
- 원자력 재료는 압력용기, 배관, 노내구조물, 전열관, 터빈 등 핵연료 및 피복관을
제외한 모든 안전등급 부품의 소재를 포함함.

P51. 핵연료 제조 기술(Nuclear fuel fabrication): PWR(pressurized water reactor),
PHWR(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 FBR(fast breeder reactor), 고온
가스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핵연료 제조 기술
P52. 원자력재료 신뢰성 평가 기술(Nuclear material reliability evaluation): 원자로,
연구로 및 다양한 원자력 이용 시스템에서 원자력환경에 의한 경년열화 및
소재의 신뢰성 평가 및 예측기술
P53. 핵연료 설계 성능평가 기술(Nuclear fuel design and performance evaluation):
핵연료의 설계 및 조사전후의 핵연료 성능분석 평가기술

범

위

P54. 원자력재료 개발성능개선 기술(Nuclear material development and performance improvement):
한국표준원전의 성능 개선 및 고온가스로(VHTR), 핵융합로 등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구현에 필요한 원자력용 구조재료 개발 기술
※ 기타 원자력 발전소 및 기타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구조재 및 소재 개발기술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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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P6. 핵연료주기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Nuclear Fuel Cycle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 우라늄원광의 채광에서 변환, 농축공정을 거쳐 핵연료를 제조하기까지의 선행핵
연료주기와 원자로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의 취급, 수송, 저장, 처리 및 처분,
정

의

재활용 등과 관련된 후행핵연료주기 전체를 포함하며, 아울러 원자력시설의 운영
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수집, 운반, 저장, 처리 및 처분과 함께 노후화된
원자력 시설의 제염 및 해체 등을 포함하는 기술

P61. 정련 변환 기술(Uranium ore processing and conversion): 우라늄광 등으로부터의
채광, 정련에 의한 Yellow cake의 생산, 추가 정제 및 천연우라늄 핵연료 제조를
위한 이산화우라늄으로의 변환 혹은 농축에 적합한 화학적 형태로의 변환기술 등
P62. 농축 기술(Uranium enrichment): 원자로 핵연료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우라늄-235 등 특정 동위원소비를 높이는데 필요한 일련의 기술
P63.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Radioactive waste management): 원자로나 핵연료주기
시설에서 발생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수송, 저장, 취급 및 처분을
위한 고정화 처리기술과 함께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적 관리에 필요한 수송,
저장, 취급기술 등
P64.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Spent fuel reprocessing):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유효자원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고 나머지 폐기물을 처분에 적합한 형태로 고정화하기 위한
범

위

일련의 처리기술
P65.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기술(Nuclear facility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하여 노후화된 원자력시설이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시설로부터
방사능의 제염, 시설의 해체, 해체 폐기물의 최소화를 위한 분류 및 처리기술,
그리고 오염지역의 환경복원을 위한 기술 등
P66. 방사화학 악티나이드 화학 기술(Nuclear chemistry and actinide chemistry):
핵연료주기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핵종의 특성 및 정량분석, 동위원소 정량,
핵분열생성물 및 악티나이드 원소의 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조절하기 위한
일련의 화학기술
P67. 핵물질 안전조치 기술(Nuclear material control and accounting): 핵연료주기
공정의 각 단계에서 핵물질을 정량하고 격납, 감시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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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P7. 방사선 기술(Radiation Technology)
○ 의료 생명공학 공업 자원 농수산 식품 환경 우주항공 원자력발전 등의 분야에서 방사선이
가지고 있는 투과력, 물질과의 반응 특성, 방사선 조사효과 등의 특성을 이용하는
정

의

신기술 및 고부가가치 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방사선 또는 원자력시설에서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기술인 방사선차폐, 방사선 피폭량 계측 및
판독, 방사선의 인체영향 분석 기술

P71. 방사성동위원소화합물 생산 기술(Radioisotope (RI) and RI compound production):
연구로나 가속기를 이용한 동위원소 생산 기술, 방사성동위원소표지화합물 제조 기술,
선원 제조 기술 등
P72. 방사선 농생물 식품공학 이용 기술(Agriculture and food engineering application):
농수산물 식품 공중보건제품의 방사선 멸균 및 위생 처리, 방사선을 이용한 식물
및 미생물 자원의 육종 기술, 관련 신소재 및 제품 생산 기술 등
P73. 방사선 공업 환경 이용 기술(Industrial and environmental application):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소재 및 반도체 제조 기술. 방사성 추적자 활용 기술, 비파괴 검사 기술,
환경 평가 및 환경 유해 물질 제거 기술, 폐자원의 재활용 기술 등
P74. 의료 방사선 기술(Medical application): 의료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한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기술, 방사선 조사 장치 설계 및 제작 기술, 방사성
약물 또는 방사성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기술, 방사선 조사 및 방사성
범

위

의약품 처방 기술 등
P75. 방사선 생물 영향 평가 기술(Biological effects of radiation): 생물상에 대한
방사선 및 자연 방사능 물질의 영향평가, 생물 보호기술 등
P76. 방사선 계측 선량평가 기술(Radiation measurement and dosimetry): 방사능,
방사선 종류, 에너지, 분포 등의 측정 및 분석 기술, 혼합 방사선장의 실시간
분리 측정, 방사선 계측기 설계 및 제작 기술, 방사선량 평가 기술 등
P77. 방사선방호 기술(Radiation protection): 원자력 시설 및 방사선 이용 시설에서
방사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사선 방호 조치, 방사선 차폐, 방사선 피폭량 계측
및 판독, 방사선 안전관리, 환경 방사성 물질의 거동 분석, 방사선 인체 위해도
관련 평가 등의 기술
※ 기타 방사성동위원소 특성 조사, 방사선과 물질과의 반응 특성 연구 및 방사선
이용과 방사선 방호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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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P8. 원자력 기반 첨단 기술
(Nuclear Basic Science and Engineering and Advanced Technology)
○ 핵자료의 분석을 위한 방사선 발생 장치의 개발과 이용 기술은 물론 시설의 설계 및
정

의

운전, 핵연료 및 원자로 구조재료, 핵분열생성물의 분리 이용 등을 포함하는 기술
- 원자력이용개발은 다양한 분야의 기초과학 및 기반공학기술의 개발과 연계가
필수적임

P81. 핵융합(Nuclear fusion):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하여 훨씬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창출하는데, 이와 관련된 제반 기술
P82. 양자공학(Quantum engineering): 핵자, 원자, 분자, 광자 등에 의해 발생되는
미시세계의 양자현상을 공학적으로 이용하는 기술로서, 레이저, X선, 감마선 등
광양자빔과 양성자, 전자 중성자, 이온 등 입자빔의 발생 그리고 이들 빔을
이용하는 기술
P83. 연구용 원자로 이용 기술(Research reactor utilization): 연구로에서 공급하는
중성자를 이용하는 기술로서 중성자 빔 이용 장치 개발 및 이용, 핵연료 연소 시험
및 원자로 재료 조사시험을 위한 조사장치 설계 제작 활용 기술, 중성자 방사화
분석기술, 동위원소 표적 설계 조사 기술, 중성자 포획 암 치료 기술, 중성자투과
비파괴검사기술, 보석 착색 기술
범

위

P84. 가속기 기술(Accelerator): 가속기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운영기술과 이를 이용
활용하는 제반기술
※ 기타 고전압, 고진공, 고전자장발생, 방사선차폐, 방사광 발생기술, 산업용 내방사선
로봇 기술, 그리고 방사선 관련 물리 및 화학, 생물학 기술, RI(Radioisotope) 전지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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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P9. 원자력시설 건설운영 기술(Nuclear System Construction and Operation)

정

의

○ 원전 등 원자력 시설의 건설과 운전, 보수 그리고 기기의 성능보증 등을 포함하는
기술

P91. 건설 기술(Construction): 원자력시설의 토목, 시공 기술
P92. 운전 기술(Operation): 원자로를 지침이나 절차서에 따라 안전하게 운영하는
기술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기/주기 점검과 검사를 수행하는 기술
등 제반기술 포함
P93. 정비 기술(Maintenance): 기기의 예방 정비 및 유지 보수 기술
P94. 수명연장 기술(Life extension): 원자력 주요 기기의 수명 재평가 등 설계수명
이후의 계속운전에 필요한 제반기술
P95. 제작 기술(Manufacturing): 기기 및 계통의 제작과 성능평가, 시험 기술
P96. 품질보증 기술(Quality assurance): 원자력시스템엔지니어링의 설계 제작 설치
성능시험 운영 정비 등 각 단계에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제반 기술
범

위

P97. 부지안전성 조사 평가 기술(Site safety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원자력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특성관련 분야(지질, 지진, 수문, 기상, 인문, 지리 등
자연현상 및 인위적 사고)에 대한 조사 및 평가 기술
※ 기타 기기 교체 기술, 원자력시설 유지 보수, 방사선피폭 저감기술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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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명: Q. 건설 교통(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중분류명: Q1. 건설 계획 설계 기술(Construction Planning and Design)
○ 인간이 생활하거나 활동하는데 있어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인간이 공유하는
공간 및 시설물 등과 주변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한 계획기술,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
정

의

필요한 여러 가기 요구조건을 조정하고 구체화하는 설계기술
- 사업 전단계(기획, 계획, 시공, 유지관리)중 기획단계를 구체화하고, 전 사업단계
중 그 중요성이 가장 강조되는 기술임.

Q11. 국토 지적 도시 계획 설계 기술(Land register, urban planning and design):
국토 및 도시공간을 인간의 주거와 활동기능에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계획 설계
관련 기술
Q12. 도시설계 재개발 계획 기술(Urban design and redevelopment planning):
도시공간의 입체적인 조화, 기능의 능률화, 미적 특성 등을 설계하고 기존도시
공간을 재배치하는 계획기술
Q13. 토목시설물 계획 설계 기술(Construction planning and design for civil facilities):
도로 댐 교량 등의 토목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구조 및 설비 등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기술
Q14. 건축물 계획 설계 기술(Building construction planning and design): 건축물
생산을 위한 대지조건, 구조, 형태 등을 계획하고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설계기술
범

위

Q15. 플랜트 계획 설계 기술(Plant planning and design): 대형기계설비 등을 포함하는
공장 및 시설의 설치 시공을 위한 계획 및 설계기술
Q16. 원자력 발전시설 계획 설계 기술 (Nuclear power-plant planing and design):
일반 플랜트와는 다른 원자력 발전소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다양한 계획 설계기술
Q17. 원격 탐사 측량 기술(Remote sensing and measurement):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
Q18. 공간정보 응용 기술(GIS application technology): 지상, 지하, 공간에 이르는
정보화 체계를 이용하여 건설 교통 분야에 응용하는 기술
Q19. 엔지니어링 정보화 기술(Engineering and consulting information): 건축, 토목
관련 용역, 설계 등 엔지니어링 업무의 전산 정보화 시스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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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Q2. 시공 재료 건설 관리 기술
(Construction Engineering, Material and Management)

○ 건설사업의 수익성 증대를 위한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기술로 시공성 향상,
생산성 향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신공법개발, 자동화, 정보화, 관리 기술 등을
정

의

이용하는 기술
- 시공성 향상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요소기술임.
- 건설사업 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과 원활한 진행을 위한 종합적 관리기술
등을 포함함.

Q21. 건설용 신소재 재활용 기술(New construction materials and material reuse):
건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속 무기(無機), 유기 원료 및 이들을 조합한 원료를
활용해 새로운 성능 용도로 이용하는 기술
Q22. 공법 개발 활용계획(Development of construction techniques and utilization
planning): 건설공사의 효율성, 안전성, 생산성 등의 향상을 위해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 및 응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기술
Q23. 품질 안전 관리 기술(Construction quality and safety management): 과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건설과정 또는 그 생산물에 있어 품질 및 안정성을 유지 향상
시키는 관리적 측면의 기술
Q24. 공정비용자원 관리 기술(Construction scheduling, cost management and resource management):
건설생산성을 일정한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공사과정 및
범

위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원에 관련하여 모든 활동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Q25. 건설관리 정보화 기술(Construction management information): 건설사업에 응용
되는 다양한 형태의 전산 정보화 시스템 기술
Q26. 건설 계약 클레임 관리 기술(Construction contract and claim management):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비하고, 새로운 클레임 분야 개척을 위한 품질, 안전, 성능, 생산성 분석 등을
활용하는 계약 및 분쟁 관리 기술
Q27. 첨단시공건설자동화시스템 기술(Up-to-date and automation system in construction):
시공 현장이나 사업 관리에 응용되는 첨단 시공, 자동화 및 로봇 관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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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Q3. 유지 관리 기술(Maintena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 완성된 토목 건축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 또는 발전시키기 위한 관리기술
정

의

-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과는 구별되는, 인위적 재해 및 시설물 안전에 관한
관리기술임.
- 시설물 자체 안전을 대상으로 한 기술로서 시설물 유지관리단계를 대상

Q31. 시설물 안전 진단 기술(Infra-structures safety evaluation): 기존의 시설물
및 생산 과정중인 시설물의 안전성 상태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판단하는 기술
Q32. 건전성 평가 수명 예측 기술(Condition and life-cycle evaluation): 건설물의
구조적, 형태적 실태 등을 평가하여 건전성 정도를 판단하고, 잔여수명을 예측하는
기술
Q33. 시설물 유지 보수성능 향상 기술(Maintenance and structural performance enhancement):
기존의 시설물에 기능을 추가 삭제보완하여 수명을 연장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Q34. 인위 재해 방재 기술(Human-induced disaster prevention):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및 방지하기 위한 기술
Q35. 재난위해도 평가 기술(Disaster risk evaluation): 건축 및 토목 시설물의 재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제반 기술
범

위
Q36. 생애 주기 비용 평가 기술(Life-cycle cost analysis): 건축물의 생산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요소를 분석 평가하는 기술
Q37. 건물화재안전 기술(Safety technology for buildings against fire): 시설물의
화재예방 및 내화성능 향상 기술개발관련 제반기술
Q38. 시설물 수명 연장 기술리모델링 기술(Life-cycle extension of infrastructure and remodeling):
기존 시설물의 지반, 구조, 형태 등의 보완을 위한 수명향상과 관련된 기술 및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수명 및 사용성 연장 기술
Q39. 사회간접자본시설 정보 표준화 기술(Infrastructure information standardization):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유지관리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전산화 및 정보 표준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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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Q4. 구조물 지반공학 기술(Structure and Geotechnics)
○ 구조물기술은 강재, 콘크리트재료, 신소재 등을 이용하여 주요 인프라시설의
정

의

핵심이 되는 구조물을 설계 시공하는 기술
○ 지반공학기술은 지상, 해양, 지하에 건설되는 모든 인프라시설의 기반이 되는 흙,
암석에 대한 공학적 자료를 취득하여 구조물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는 기술
Q41. 강구조 합성 구조 기술(Steel and composite structures): 강구조 또는 합성구조의
해석 및 설계기술
Q42. 철근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 기술(reinforced concrete(RC) and pre-stress concrete(PSC)
structures): 콘크리트 구조의 해석 및 설계기술
Q43. 신소재 복합재료 구조 기술(Structures with new and composite materials):
신소재 및 복합재료를 이용한 구조의 해석 및 설계기술
Q44. 내진 내풍 구조물 기술(Earthquake and wind resistance structures): 지진과
바람에 대한 구조거동의 해석 및 내진 내풍 설계기술
Q45. 지반지질 조사 정보화 기술(Site investig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건설 부지의 토층, 암반의 구성과 특성에 관한 조사 및 지반정보의 처리, 공학
지질도 작성 및 활용 기술
Q46. 연약지반 사면 안정처리 기술(Soft ground excavation and slope stabilization):

범

위

구조물 설치에 부적절한 연약한 지반을 개량하거나 보강하는 기술 및 자연사면과
인공사면의 안정에 관한 처리 기술
Q47. 터널 암반공학 기술(Tunnelling and rock floor): 도로터널 및 대단면 터널굴착과
관련한 설계 시공 기술
Q48. 지하구조물 라이프라인 기술(Underground structures and lifeline): 지하구조물과
라이프라인의 건설에 관련된 구조공학 및 지반공학 기술
※ 구조물 자동설계(automated design of structures) 기술, 지반진동 내진 기술
(soil dynamics and earthquake resistance), 지반환경준설매립 기술(geoenvironment and
dredging and reclamation), 신 지반재료 개발 및 활용 기술(development and
utilization for new geotechnical materials), 초고층 및 장대교량 기초설계 기술
(foundations for super high rise buildings and long-span bridges)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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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Q5. 수공 시스템 기술(Water Engineering System)
○ 다양한 물공급원 및 물의 순환 시스템을 관리함으로써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고, 물이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며, 지역간 물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정

의

하여 미래 세대에게 수자원 개발과 이용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
- 하천, 해안, 해양에서의 다양한 수리현상을 규명하고 각종 수리구조물을 설계
하며, 가뭄, 홍수, 파랑, 해일 등에 의한 재해를 최소화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케 하기 위한 기술임.

Q51. 수리 수문 조사 해석 기술(Hydrology data investigation and analysis): 수리 수문
자료를 조사하여 물 순환 현상을 해석하는 기술
Q52. 수자원 계획 기술(Water resources planning): 사회경제적 여건과 자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 관리 등을 계획하는 기술
Q53. 수자원 통합관리 기술(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지표수, 지하수,
대체수자원의 관리를 최적화하는 기술
Q54. 해안 항만 해양개발 기술(Coastal, harbor and ocean development): 해안과
해양에서의 수리현상을 규명하고 파랑과 해일 등으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Q55. 수리구조물 설계 기술(Hydraulic structure design):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인간에게
범

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각종 수리구조물의 설계 기술
Q56. 홍수 예측 방재 기술(Flood forecasting and disaster prevention): 홍수를
예측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 및 비구조물적 기술 등
Q57. 하천 설계 기술(River design technology): 하천사업의 기술 기준인 '하천설계
기준에 제시된 다양한 하천기술의 검정, 검증, 개량 등을 포함한 하천 및 유역의
보전, 이용, 개발을 위한 조사, 계획, 설계 기술
Q58. 생태 수리 수문 기술(Eco-hydraulic and -hydrologic technologies): 하천, 호소,
유역에서의 생태 서식처의 보전, 복원, 조성을 위한 수리, 수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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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Q6. 건설환경 설비 기술(Construction Environment and Equipment)
○ 도시의 친환경 건설시스템의 정보화,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사회
정

의

간접자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기반기술과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등 기계 전자 전기 설비기술을 포함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

Q61. 상하수도 시스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Tap water and sewage systems construction):
도시 기반시설로서의 상하수도 시스템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는
제반 기술
Q62. 건축 도시환경 시스템 정보화 기술(Architecture and urban environment system information):

건축물의 운영 및 관리, 도시내의 수환경, 대기환경 등 환경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정보화하여 계획과 관리 능력을 극대화하는 기술
Q63. 도시 단지 물 순환 기술(Urban water recycling system): 작게는 단지, 크게는
도시 내에서 물의 순환 사용을 위한 빗물 이용, 물 관리, 중수도 등에 관한 기술
Q64. 건설 폐기물 관리 기술(Recycle and management of construction wastes):
건설폐기물의 발생장소와 발생량에 대한 정보화, 적극적인 재활용, 적절한 처분
등에 관한 기술
Q65. 건축환경 기술(Architectural environment): 건축물의 열, 빛, 음, 공기 환경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관련되는 제반기술
범

위

Q66. 친환경건축물 기술(Sustainable architecture): 토지의 이용,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유익한 생태환경 및 쾌적한 실내환경을 구현하고 유지하여 환경부하의
저감과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물에 관련되는 제반기술
Q67. 소음 진동 제어 관리 기술(Control and management of sound and vibration):
건축물 내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예측을
통하여 건설 교통 및 건축물 내

외부의 소음진동을 제어하고 관리하여 최적

상태의 도시 및 건축물 환경을 구현 할 수 있는 친환경적 기술
Q68. 기계 전자 전기 설비 기술(Mechanical, electronic and electric equipments):
건설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전자 전기 설비 기술
Q69. 친환경 토목시설물 설계시공 기술(Design and construction for environment-friendly civil facilities):
토목 시설물의 환경친화적 설계, 시공 관련 기술

- 173 -

중분류명: Q7. 신공간 기술(New Space)

○ 일반적인 개념에서 사람의 주거 및 경제활동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공간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으로 만들어 내는 기술과 기존의 공간을
정

의

입체적 효율적인 방법 등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공간적 범위는 도시지역의 지하, 지상, 옥상, 공중과 인공섬 등임.
- 내용적 범위는 새로운 공간의 창조 및 기존의 비이용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새로운 개념의 효율적 활용임.

Q71. 지하공간 기술(Underground space): 지하를 활용한 공간 개발 기술
Q72. 초대형 초고층 기술(Extra large and super highrise building): 초대형 초고층
빌딩의 건축기술
Q73. 극한 극서지 기술(Construction for severe weather region): 극한 극서지 공간
개발 기술
Q74. 해양공간 기술(Ocean space): 환경친화적 해양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해중 및
해상공간 이용의 제반 기술
Q75. 신공간 환경 기술(New space environment): 신공간의 환경을 인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기술 등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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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Q8. 교통시설 수단 환경 기술
(Transportation Planning and Design for Facilities, Modes and Environments)
○ 교통혼잡, 교통사고, 대기오염 등 교통문제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및 장래의 교통여건과 교통수요를 조사, 예측, 분석하여 경제, 사회, 문화활동을
정

의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교통환경 서비스의 적정수준을
계량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계하는 기술
- 고속도로 상의 진입 및 진출차량의 상충완화를 위한 인터체인지 설계, 도심네트워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위한 교차로 설계 등을 포함함.

Q81. 도로 시설물 설계 최적화 기술(Highway facilities design and optimization):
자동차도로 시설물의 설계 및 시스템 최적화에 관련된 제반 기술
Q82. 철도 시설물 설계 최적화 기술(Railway facilities design and optimization):
철도 시설물의 설계 및 시스템 최적화에 관련된 제반 기술
Q83. 항만공항 시설물 설계최적화 기술(Design and optimization of harbor and airport facilities):
해운 항만 시설 및 공항 시설물의 설계 및 시스템 최적화와 관련된 제반 기술
Q84. 궤도 역사 설계 기술(Rail track and station design): 철도 궤도 시설물과 역사
시설물의 설계에 관련된 제반 기술
Q85. 교통 시스템 계획 기술(Transportation system planning): 교통 시스템의 거시적
관점에서의 전반적인 분석 및 모델링으로부터 교통체계 구축 계획에 이르는 제반
범

위

기술
Q86. 물류 시스템 계획 기술(Logistics system planning and automation): 수송 물류
시스템의 거시적 관점에서의 전반적인 분석 및 모델링으로부터 물류체계 구축
계획에 이르는 제반 기술
Q87. 신교통수단 설계 기술(Advanced transportation modes design): 현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개념전환을 통한 미래의 첨단교통수단의 설계에 관한 제반 기술 등
Q88. 교통 환경보전오염방지 기술(Transportation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pollution prevention):
환경친화적인 교통시설구축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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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Q9. 교통운영 관리 안전 기술
(Transportation Operations, Management and Safety)
○ 기 구축된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하에서 교통수요 및 교통흐름에 대응하고 공학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교통효율성과 안전을 극대화하도록 관리하는 기술
정

의

- 신호사거리에서의 교통신호 연동화를 통한 용량의 극대화, 교통안전 및 안내
표지판의 설치위치 및 활자크기 최적 설계, 전자 통신 제어 등을 이용하여 교통
흐름을 실시간 관리 제어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을 포함함.

Q91. 도로교통 운영관리시스템 기술(Highway transportation operations and management):
자동차 도로에서의 교통시스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차량의 흐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제반 기술
Q92. 철도교통 운영관리시스템 기술(Railway transportation operations and management):
철도 교통에 있어서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 철도를 통한 사람과 재화의
흐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제반 기술
Q93. 해상교통 운영관리시스템 기술(Maritime transportation operations and management):
해상 교통에 있어서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 해운을 통한 사람과 재화의
흐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제반 기술
Q94. 항공교통 관제항행시스템 기술(Air transportation control and navigation system):
항공 교통에 있어서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 항공교통 흐름을 관제하고 항행
범

위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 기술
Q95. 지능형교통시스템 기술(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전자 정보통신 제어 등을
이용하여 교통흐름을 실시간 관리 제어하기 위해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처리
가공하여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제반 기술
Q96. 물류시스템 정보 자동화 기술(Logistics systems information and automation):
물류시스템의 계획, 정보체계구축 및 자동화를 위한 제반 기술
Q97. 교통안전 기술(Transportation safety):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시설 상의
충돌 및 추돌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반 기술
Q98. 재난재해 대비 교통 운영관리 기술(Transportation security operation and management):
대형안전사고, 테러, 홍수 등 국가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재난으로 인한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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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명: R. 우주항공천문해양(Aerospace, Astronomy and Ocean)
중분류명: R1. 우주발사체(Space Launch Vehicle)

정

의

○ 인공위성 등 우주물체를 원하는 궤도에 올려주는 로켓시스템
- 로켓은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 비행할 수 있는 운반체임.

R11. 우주발사체 시스템(Space launch vehicle(S.L.V.) system): 발사체의 임무 수행을
위한 기술과 부분체, 탑재체, 수신 및 관제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통합 조정하는
기술
R12. 우주발사체 추진기관(S.L.V. propulsion): 발사체의 임무수행을 위한 궤도진입
및 자세제어에 필요한 추력을 발생하여 공급하는 기술
R13. 우주발사체 전자탑재체(S.L.V. electronic payload system technology): 발사체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탑재체를 개발하고 발사체 임무 수행시 필요한 측정자료
및 명령자료를 송수신하는 기술
R14. 우주발사체 유도 자세제어 기술(S.L.V. guidance and control): 발사체의 임무
수행을 위해 궤도 및 자세를 결정하고 지향하는 기술

범

위

R15. 우주발사체 구조체(S.L.V. structure): 발사체의 임무 수행을 위해 부분체 및
탑재체의 구조를 구성하고 제반 환경하에서 안전하게 지지하고 보호하는 기술
R16. 우주발사체 관제시설(S.L.V. command and control): 발사체의 임무 수행을
위해 획득한 자료를 수신하기 위한 지상국 및 발사체의 임무제어를 위한 관제
시스템 기술
R17. 우주발사체 위성체 인터페이스 기술(S.L.V. satellite interface): 위성체를 발사체에
안전하게 탑재시키고 연계시키는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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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R2. 인공위성(Satellite System)

정

의

○ 지구궤도를 운행하는 모든 우주물체를 총칭하며, 인공위성 및 우주정거장 등을
포함

R21. 인공위성 시스템(Satellite system): 인공위성의 임무 수행을 위한 기술과 부분체,
탑재체, 수신 및 관제 시스템을 통합 조정하는 기술
R22. 인공위성 추진기관(Satellite propulsion system): 인공위성의 임무 수행을 위해
궤도 및 자세제어에 필요한 추력을 발생하고 공급하는 기술
R23. 인공위성 전력계(Satellite power system): 인공위성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력을 발생, 공급, 분배하고 조절하는 기술
R24. 인공위성 자세제어 기술(Satellite attitude and orbit control): 인공위성의 임무
수행을 위해 궤도 및 자세를 결정하고 지향하는 기술
R25. 인공위성 원격측정 명령 기술(Satellite telemetry, command and ranging system):
인공위성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측정자료 및 명령자료를 송수신하는 기술
R26. 인공위성 구조 열제어 기술(Satellite structure and thermal control system):
범

위

인공위성의 임무 수행을 위해 부분체 및 탑재체를 제반 환경하에서 안전하게
지지하고 보호하는 기술
R27. 인공위성 탑재체(Satellite payload): 인공위성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탑재체를 개발하는 기술
R28. 인공위성 수신관제원격탐사추적감시 기술 (Satellite data receiving, TT&C (telemetry
tracking

and

commanding),

remote

sensing,

satellite

tracking

and

surveillance): 인공위성의 임무 수행을 위해 획득한 자료를 수신하기 위한 지상국,
인공위성의 임무제어를 위한 관제 시스템과 획득된 자료 처리하기 위한 원격탐사,
인공위성의 상태 및 타국의 스파이위성을 추적, 감시하기 위한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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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R3. 항공기(Aircraft)

○ 안전하게 상공을 운항하는 장치를 총칭하며, 비행기, 글라이더, 헬리콥터, 비행선,
정

의

기구(氣球), 무인기, 미사일 등을 포함
- 가장 대표적인 항공기로는 날개의 형태에 따라 고정익 비행기와 회전익
헬리콥터가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라 민간항공기, 군용항공기로 구분함.

R31. 항공기 시스템(Aircraft system): 항공기의 임무 수행을 위한 기술과 기체,
엔진, 기계/전자보기, 제어 및 통신 시스템을 통합 조정하는 기술
R32. 항공기 추진시스템(Aircraft engine system): 항공기의 추진력을 생성하는 장치의
설계 및 제작 기술
R33. 항공기 기계보기(Aircraft mechanical system): 항공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계장치의 설계 및 제작 기술
R34. 항공기 전자보기(Avionics system): 항공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기장치 및
통신기기의 설계 및 제작 기술
R35. 항공기 기체시스템(Aircraft structure system): 항공기 기체 구조의 설계, 제작
및 시험 기술
범

위
R36. 항공기 유도항법제어시스템(Aircraft guidance, navigation and control System):
항공기의 유도, 항법, 제어 장치의 설계 및 제작 기술
R37. 항공기 탑재체 지상 관제 기술(Aircraft payload and ground control system):
임무수행을 위해 항공기에 탑재하는 장치의 설계 제작 기술 및 항공기를 관제하는
지상 시스템 설계 및 제작 기술
R38. 항공안전 기술(Aircraft safety and operation): 항공기 및 관련부품의 설계
제작 운용과 관련된 안전성 인증(법적기준에 따른 설계 신뢰성 인증, 생산증명 및
품질보증)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운항, 항행시설, 항공기 감항 및 안전성 평가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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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R4. 천문우주과학(Astronomy and Space Science)

○ 우리 지구를 포함하는 태양계와 은하를 구성하는 별, 성운, 성단, 성간물질, 외부은하
정

의

및 대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아갈 것인지를 규명하는 분야

R41. 태양계천문학(Solar system): 태양계에 있는 행성, 위성, 소행성, 혜성, 행성간
물질 등의 성질과 이들의 생성과 진화 등을 규명하는 학문
R42. 성간물질(Interstellar matter): 은하 내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먼지와 가스로
구성된 성간물질의 성질과 생성 및 진화 등을 규명하는 학문
R43. 항성천문학(Stellar astronomy): 별의 생성과 진화, 별의 구조 및 변광특성 등을
규명하는 학문
R44. 은하 우주론(Extragalaxy and cosmology): 우주의 기본 구성인 은하의 구조와
생성 및 진화를 규명함은 물론 대우주의 구조와 생성 및 진화를 규명하는 학문
R45. 우주과학(Space science): 지구상층대기에 있는 인공위성 등을 이용해 우주의
성질을 연구하고, 지구상층대기의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 등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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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R5. 천문우주환경 관측 기술(Astro-Space Observation)

○ 인간의 활동 영역을 지구 밖으로 확장하고, 인류의 우주에 대한 의문을 규명하기
위한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로, 전파, 적외선, 광학, 자외선, X-선,
정

의

감마선 등 전 파장대의 우주에서 오는 전자기파와 입자를 검출하기 위한 관련
기술과 행성, 소행성 및 혜성 등의 태양계 천체와 외계 행성계와 같은 태양계 밖
우주의 탐사를 위한 관련 기술

R51. 태양계 관측 기술(Solar system observation): 태양계 천체를 탐사하고 관측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자료처리 S/W 개발기술
R52. 광학 적외선 관측 기술(Visual and infrared observation): 우주에서 오는 가시광선
및 적외선을 관측하기 위한 광학계, 측광기, 분광기 등의 하드웨어 개발기술 및
자료처리 S/W 개발기술
R53. 우주전파 관측 기술(Radio observation): 우주전파를 관측하기 위한 광학계,
측광기, 분광기 등의 하드웨어와 자료처리 S/W 개발기술
R54. 고에너지 관측 기술(High energy observation): 우주에서 오는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의 고에너지를 관측하기 위한 광학계, 측광기, 분광기 등의 하드웨어
개발기술 및 자료처리 S/W 개발기술

범

위

R55. 우주환경 측정 기술(Space environment measurement): 태양, 소행성, 혜성
등의 원인으로 인공위성이 떠 있는 상층 대기의 환경 변화를 측정하고 예보함으로써
인공위성의 피폭, 지상의 전파방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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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R6. 해양환경(Marine Environment)

○ 수권(Hydrosphere), 지권(Geosphere), 생권(Biosphere)으로 구성되는 해양(Ocean)을
정

의

보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해양환경 변화를 감시(monitoring)하고 예측
(prediction)하며, 오염된 해양을 복원 정화(remediation)하고, 해양재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기술

R61. 물리해양환경 관측 기술(Physical oceanographic environment monitoring):
선박, 고정 관측시설, 잠수정, 인공위성 등을 이용하여 연안 및 심해의 물리해양
환경을 모니터링 하는데 소요되는 첨단 관측 기법 및 시스템 기술
R62. 해양생태계 관리 보전 기술(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marine ecosystem):
수서 및 저서 환경부터 어류까지 다양한 인자로 구성된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개발, 생물 다양성 보전, 서식지 보전 복원 등을 위해 소요되는 기술
R63. 지질해양환경 탐사 기술(Geological oceanographic environment exploration):
전자기, 중력, 음향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저 지질 지형 및 해저 지구조 등을
탐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술
R64. 화학해양환경 관측 기술(Chemical oceanographic environment monitoring):
선박, 고정 관측시설, 잠수정, 인공위성 등을 이용하여 연안 및 심해의 화학해양
범

위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첨단 관측기법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술
R65. 해양오염 대응 기술(Marine pollution treatment): 해양오염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오염 추세와 오염원을 파악하고, 오염물질을 처리하며 오염환경을 복원
정화하기 위한 기술
R66. 해양안전 기술(Marine safety): 자연 및 인위 해양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양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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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R7. 해양자원(Marine Resources)

○ 해양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 무기 천연 자연자원을 인간의 지혜와 첨단과학기술을
정

의

동원해 탐사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며, 나아가 인간에게 유용한 자원으로 변환
및 가공하는 기술

R71. 해양 생물유전자 자원 개발이용 기술(Development and exploitation of marine life and genes):
해양의 다양한 생물과 그 다양한 생물의 유전자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술
R72. 해양에너지자원 실용화 기술(Ocean energy utilization): 조력, 조류력, 파력,
온도차, 풍력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해양의 천연 대안에너지를 실용화
시키기 위한 기술
R73.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 기술(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marine mineral resources):
리튬/마그네슘/우라늄 및 다금속광물/메탄수화물 등 해수 및 해저에 존재하는
다양한 광물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기 위한 기술
R74. 해양수자원 실용화 기술(Marine water resources utilization): 바닷물을 냉각수로
활용하는 기술을 포함하여 해수 담수화 기술, 심층수 활용기술 등 바다의 무한한
범

위

해수자원을 실용화하기 위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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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R8. 조선(Ship Technology)

○ 선박 등 해양운송시스템을 개발하는 종합기술 분야로서 해양의 열악한 환경조건을
정

의

극복하고 선박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정밀성, 신뢰성 및 경제성이 요구되는 기술
- 선박 설계, 개발 및 생산, 해양 안전 및 해난 사고 예방, 선박시스템 및 장비에
필요한 핵심기술 기반기술 및 관련 주변기술로서 요소기술과 통합기술을 포함함.

R81. 선박 시스템 기술(Ship system integration): 선박설계와 관련되는 시스템 설계,
시스템 환경 분석, 임무 분석, 운항 경제성 분석 및 선박해양 정보화 등의 제반
기술로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을 포함
R82. 선박 구조 기술(Ship structure): 선박의 구조설계, 구조 피로 평가, 안전성 평가,
충돌 충격 안전성 평가, 구조진동 소음 제어기술
R83. 선박 유체 기술(Marine hydrodynamics): 저항추진, 추진장치, 내항성, 운동성,
조종성, 추진기 및 선체의 유동소음 기술 및 선형 최적화 기술
R84. 선박 해양 안전 기술(Maritime safety): 해양에서 인명과 재산, 해양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사고(충돌, 좌초, 전복 등) 예방기술 및 해양사고
범

위

발생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제반 기술
R85. 동력기관 보조기계(Marine engine and auxiliary equipments): 선박의 주기관,
보조기계 및 동력전달장치 관련된 엔지니어링 기술
R86. 신개념 해상 운송시스템 기술(New marine transportation system): 전문화 및
특수성능이 요구되는 신개념 해상 운송시스템(WIG선, 초고속선, 함정 등)의
설계,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요소기술, 통합기술 및 관련 주변기술
R87. 선박 생산 기술(Ship production): 선박의 용접 가공 조립 건조기술,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기술
R88. 선박 의장 기술(Ship outfitting): 선체의장, 전기설비, 통신 항해장비, 조선기자재
등의 설계, 제작, 표준화 및 활용에 관한 기술 및 관련 제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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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R9. 해양공학(Ocean Engineering)
○ 해양공간의 개발 이용, 해저 석유자원, 해양광물자원 및 해양에너지지원의 탐사 개발
등에 필수적인 각종 해양구조물 및 장비의 설계 해석 제작 운송 및 설치와 관련된
종합 엔지니어링기술로서 해양 특유의 열악한 자연적 환경과 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정

의

고도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기술
- 해양 구조물 및 해양작업 장비에 필요한 핵심기술 기반기술 및 관련 주변기술로서
요소기술 및 통합기술과 아울러 해양작업 안전 및 해난재해 예방관련기술을
포함함.

R91. 해양구조물 구조 설계 기술(Design and structural integrity of marine structures):
해양구조물의 설계 생산 및 구조안전성 해석 관련 제반기술
R92. 해양구조물 유체성능해석 기술(Seakeeping performance of marine structures):
해상환경에서의 해양구조물에 작용하는 해양환경외력 추정 및 구조물 응답해석
관련 제반기술
R93. 해양 기계구조 시스템 통합 기술(Marine machinery and structure system integration):
해양에너지, 심해자원 등 해양자원 개발에 필요한 각종 기계장치의 개발과 기계
장치와 구조체의 시스템 통합설계, 심해계류, 해상 구조물과 해저 기계장치구조를
잇는 전체시스템의 통합거동 시뮬레이션, 통합운용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각종
요소기술 및 관련된 제반기술
R94. 해양 탐사 작업 장비(Ocean survey and working equipment): 수중에서 조사
관측 탐사 및 작업 장비인 극한 심해용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장기체류 조사 관측이 가능한 AUV(Multiple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범

위

및 해양 기기 장비의 설계, 제작 및 활용기술
R95. 수중음향 통신망(Acoustic-based underwater communication network): 수중 에서
수중음향을 이용하여 이동통신이 가능한 수중음향 통신모뎀, 중계기, 라우터 및
W-CDMA 와 유비쿼터스 통신망 기술이 도입된 수중음향 통신 시스템의 설계,
제작 및 활용기술
R96. 해양 정보 기술(Marine information establishment): 해양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기술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융합한 해양 정보체계의
설계 운용기술 및 센서네트웍 기술, 텔레매틱스 연계기술 및 정보통신망 통합기술을
활용한 해양물류 정보망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R97. 해양안전방재 기술(Ocean safety and disaster prevention): 해양현상에 의한
인명과 재산,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해양재해 예방 및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요소기술 및 장비개발에 관련된 제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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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명: S. 기술혁신 과학기술정책(Technology Innovation and S&T Policy)
중분류명: S1. 과학기술과 사회·문화(S&T and Society and Culture)

○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사회와의 관계, 과학기술활동의 결과물인 과학기술
지식 문화의 전파와 사회문화적 특성, 과학기술사 철학 등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정

의

인문학적 탐구하며, 연구윤리를 비롯한 과학기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고찰 등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분야
-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학·심리학·정치학·역사·교육학·윤리학·문화·예술·철학적 분석
등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문학적 연구들 대부분을 포괄하는 분야임.

S11. 과학기술과 시민사회 윤리(S&T and society and ethics):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 과학기술에의 시민참여,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 등
S12. 과학기술과 교육(S&T and education): 초 중 고 교과과정과 과학기술, 과학대중화를
위한 교육 등
S13. 과학기술의 역사 철학(History and philosophy of S&T):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적
철학적 의미, 서양과학기술사, 동양과학기술사, 한국과학기술사, 과학철학, 지식
철학 등
S14. 과학문화 커뮤니케이션(Science culture and communication): 과학기술을
범

위

소재로 한 문화활동 및 과학기술이 이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이해
증진 및 소통을 위한 전문지식/관련 활동
S15.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과학기술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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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S2.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S&T and Industry and Economy)

정

의

○ 과학기술 발전과 미시적 거시적 경제활동 사이의 제반 연계관계분석을 연구하는
분야

S21. 과학기술과 산업(S&T and Industry): 과학기술에 의한 산업 창출 및 산업구조의 변화
S22. 과학기술과 경제(S&T and economy): 과학기술로부터 경제 성장의 원동력 확인
및 요인 분석
S23. 과학기술과 고용 노사관계(S&T and employment and labor relations):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고용창출과 새로운 노사관계에 결부되는 제반 문제 연구
S24. 과학기술과 지적재산(S&T and knowledge assets): 무형 재화로서의 과학기술
지식 소유와 활용에 대한 연구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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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S3. 과학기술과 혁신(S&T and Innovation)

○ 신기술의 창출과 더불어 창출된 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파급되는 체계에 대한
정

의

연구분야. 특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개선방안 및 새로운 정책방향제시를
연구하는 분야

S31. 기술혁신이론(Technology innovation theory): 기술 자체의 발전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도입되고 파급되는 과정과 관련 요소를 연구
S32. 혁신체제이론(Innovation system theory): 과학기술이 사회

경제에 도입됨에

있어 관련되는 주요 요소들의 관계를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체계화
S33.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과학기술이 국가의 산업발전 목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그 요소들 간의 관계를 시스템적으로
분석
S34.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과학기술이 특정 지역의 산업발전
목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그 요소들 간의 관계를
시스템적으로 분석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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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S4. 과학기술과 경영(S&T and Management)

○ 기술혁신을 통해 조직의 경제 및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R&D 프로젝트
정

의

수준에서 사업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전주기적 관리 기법과
지식 체계

S41. 과학기술예측 모니터링(S&T forecasting and monitoring): 조직의 전략 목표와
보유능력에 따른 적정기술 선택을 위한 미래 과학기술의 예측, 국내외 연구개발
주체들의 기술혁신 동향 파악 및 분석
S42. 연구개발전략 기획(R&D strategy and planning):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 과학기술의 선택과 확보, 그리고 활용 전략 및 구체화 방법
S43. 연구개발조직 관리(Management of R&D organization): 효율적인 연구개발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관리, 조직문화형성, 인력관리, 리더십개발, 연구자원 및 회계
관리 등
S44.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R&D project management): 과제기획 및 과제선정,
과제진도관리 및 성과관리 등

범

위

S45. 기술가치평가(Technology valuation): 기술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모형의 개발 및 적용
S46. 기술금융(Technology financing): 연구개발 성과를 상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지원과 운영
S47. 연구개발성과 이전 확산(Transfer and diffusion of R&D performance): 조직간
및 조직내 기술이전 및 확산 메카니즘 분석 및 촉진 방안, 전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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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명: S5. 과학기술과 정책(S&T and Policy)

정

의

○ 국가가 정책적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정책 내용과 수단 및 방법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S51. 국가과학기술정책체제(National S&T policy system): 과학기술 관련 국가의
정책구조, 시스템 및 정책결정 체제
S52. 과학기술과 법.행정(S&T and law and administration): 과학기술 관련법, 제도,
과학기술 행정시스템, 과학기술정책 집행 구조 등
S53. 국가연구개발사업(National R&D program): 연구개발투자 배분, 연구개발사업
기획, 연구개발 사업평가 및 조사 분석 평가
S54. 과학기술인력(S&T human resources):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과 경력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지원
S55. 과학기술하부구조(S&T infrastructure): 대형연구시설, 공공연구기관, 시험평가
기관, 실험실습기관, 과학관, 과학문화, 과학문화시설, 정보통신망, 과학기술정보
유통, 지적소유권보호제도 등
범

위
S56. 과학기술 국제협력(S&T international cooperation): 다자간 협력, 국제기구협력,
외국인직접투자, 국제기술이전, 기술무역제도, 해외 연구센터, 기술외교 등
※ 기타 기술위험평가, 기술안전, 기술보안, 위험통제, 재난, 재해 등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각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분류와의
호환표(Matching Table)

200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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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학술진흥재단(KRF)
한국학술진흥재단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한국학술진흥재단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C000000 자연과학
D180000 원자력공학

P

C010000 자연과학일반

A0~E0

D190000 조선공학

R8

C020000 수학

A

D200000 해양공학

R6, R7, R9

C030000 통계학

A5

D210000 섬유공학

G38, H8

C040000 물리학

B

D220000 자원공학

O

C050000 천문학

R4, R5

D230000 금속공학

G1, G8

C060000 화학

C

D240000 교통공학

Q8, Q9

C070000 생물학

D1, D6~D0

D250000 의공학

M4

C080000 지구과학

E

D260000 농공학

L5

C090000 지질학

E1

D270000 산림공학

L6

C100000 대기과학
C110000 해양학
C120000 생활과학
C990000 기타자연과학

D990000 기타공학

E4, E5
E6

E000000 의약학

A0~E0

D000000 공학
D010000 공학일반
D020000 기계공학
D030000 자동차공학
D040000 항공우주공학
D050000 화학공학
D060000 고분자공학
D070000 생물공학
D080000 제어계측공학
D090000 전기공학
D100000 재료공학
D110000 환경공학
D120000 전자/정보통신공학
D130000 컴퓨터학
D140000 토목공학
D150000 건축공학
D160000 산업공학
D170000 안전공학

F0~S0
F
F2
R1~R3
H
G3, H6, D2~D9
D5, F1, F5, F6
F1
I1, I5~I9
G
N
I2~I4, J, K
J1~J3
Q0, Q1~Q7
Q0, Q1~Q7
F9
H9, N8

E010000 의학일반

M1, M2

E020000 해부학

M11

E030000 생리학

M15

E040000 생화학

M12

E050000 병리학

M11

E060000 약리학

M14

E070000 미생물학

M13

E080000 기생충학

M13

E090000 예방의학

M16

E100000 면역학

M13

E110000 내과학

M2

E120000 일반외과학

M2

E130000 소아과학

M2

E140000 산부인과학

M2

E150000 정신과학

M22

E160000 정형외과학

M2

E170000 신경외과학

M2

E180000 흉부외과학

M2

E190000 성형외과학

M2

* KRF : Korea Research Foundation
** 인문학(A,B), 예술 체육(G)분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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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분류체계 코드

E200000 안과학

M26

E210000 임상안광학

M2

E220000 이비인후과학

M26

F010000 농학

L1, L2

E230000 피부과학

M26

F020000 임학

L61~L65

E240000 비뇨기과학

M24

F030000 조경학

L66~L69

E250000 방사선과학

M6

F040000 축산학

L3

E260000 마취과학

M2

F050000 수산학

L7, L8

E270000 재활의학

M2

F060000 해상운송학

Q83, Q93

E280000 물리치료학

M2

F070000 식품과학

L9, M4

E290000 작업치료학

M2

E300000 신경과학

M22

E310000 임상병리학

M2

E320000 가정의학

M2

E330000 응급의학

M2

H010000 과학기술학

S1~S5

E340000 치의학

M9

H020000 기술정책

S5

E350000 수의학

L4

H030000 문헌정보학

J0

E360000 간호학

M8

H040000 심리과학

E370000 한의학

M7

H050000 여성학

E380000 약학

M3

H060000 인지과학

J35, J38

E990000 기타 의약학

M3

H070000 뇌과학

M22

H080000 감성과학

D0, J35, F95

F000000 농수해양

H000000 복합학

H990000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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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학재단(KOSEF)-기초과학연구사업
한국과학재단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자연과학>
10100 수학Ⅰ

한국과학재단 분류체계
10306 전산학의 수학적 방법

A

10307 자연과학의 수학적 방법

A

10308 공학의 수학적 방법

A
A

10101 고전 및 실해석

A21

10309 사회과학의 수학적 방법

10102 복소 및 조화 해석

A22

10399 기타

10103 함수해석

A23

10104 변분론 및 비선형해석 A24
10105 상미분방정식 및 동력계 A25

표준분류체계 코드

10400 통계 및 확률

A5

10401 확률론 및 확률과정론

A51

10402 통계이론

A52

10106 편미분방정식

A26

10107 다양체위의 해석학

A27

10403 비모수통계

A53

10108 리이론

A28

10404 실험계획/선형모형론

A54

10109 일반위상수학

A31

10405 시계열분석

A55

10110 대수위상수학

A32

10406 다변량통계

A56

10111 기하위상수학

A33

10407 통계조사

A57

10408 전산통계

A57

10409 정보통계

A57

10410 사회과학통계

A57

10199 기타
10200 수학Ⅱ
10201 고전기하

A41

10411 생명의학통계

A57

10202 미분기하

A42

10412 공업통계

A57

10203 복소기하

A43

10499 기타

10204 선형대수

A11

10205 수리논리학과 집합론

A12

10206 수론

A13

11101 원자 및 분자물리

B7

10207 조합수학

A71

11102 핵물리

B3

10208 군과 표현

A14

11103 핵반응 및 산란

B32

10209 대수기하 및 가환환

A15

11104 입자물리

B1

10210 결합환

A16

11105 중간에너지반응

10211 리대수 및 비결합환

A17

11106 약한상호작용

10299 기타
10300 응용수학

11100 물리학

11107 플라스마물리

B41

11108 실험 방법론 및 장치

B0

11109 음향학

B94

10301 연속체역학

A61

11110 광학

B5

10302 수치해석

A62

11111 레이저

B53

10303 수리계획법 및 최적화이론

A63

11112 광자학

B54

11113 생물물리

B91

11114 가속기 및 빔 물리

B13

10304 이산수학 및 알고리즘 A72
10305 암호론

A73

11199 기타

* KOSEF :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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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분류체계 코드

한국과학재단 분류체계

12100 물리화학

11200 이론물리 및 전산물리

표준분류체계 코드

C1

11201 유체운동 및 수송론

B42

12101 화학열역학 및 통계열역학

C11

11202 소립자 및 장 이론

B11

12102 양자화학 및 계산화학

C12

12103 분광학

C13

11204 상대성 및 중력

B81

12104 반응 속도론 및 반응 동력학

C14

11205 통계역학 및 열역학

B21, B22

12105 표면 및 계면화학

C15

11206 전산물리

B92

12106 전기화학

C8

11207 수리물리

B92

12107 광화학 및 광물리학

C7, B5

12108 고체물리화학

C16

12109 생물리화학

C17

11203 고전물리 및 양자물리 B73

11299 기타

12199 기타

11300 천문학 및 천체물리
11301 행성계 및 태양계

B82, R41

11302 항성

R43

11303 은하계

R44

12201 비금속화학

C31

11304 외은하계 및 우주론

B83, R44

12202 전이금속화학

C32

11305 관측

R5

12203 유기금속화학

C33

11306 천체대기

R54

12204 생무기화학

C34

11307 우주플라스마

R54

12205 고체무기화학

C35

11308 우주과학

R45

12206 무기광화학

C72

11309 고에너지 천체물리

B82, R54

12207 무기반응속도론 및 반응메카니즘 C71

11310 전파관측

R53

12208 촉매

11311 성간물질

R42

12299 기타

12200 무기화학

C3

C37

11399 기타
12300 유기화학

C2

B6

12301 천연물화학

C21

11401 초전도

B68

12302 유기합성화학

C22

11402 고체전자성

B61

12303 유기합성방법론

C23

11403 표면, 경계면 및 박막

B62

12304 물리유기화학

C24

11404 반도체

B63

12305 유기광화학

C71

11405 자성 및 자성체

B64

12306 유기금속화학

C26

11406 광학성

B61

12307 생유기화학

C27

11407 수송성

B60

12308 의약화학

C28

11408 초유체

B65

12399 기타

11409 저온물리

B66

11410 상전이

B67

11411 무른 응집물질

B60

11412 중시물리

B60

11413 강유전체

B65

11414 무질서계

B23

11400 응집물질물리

1149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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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0 분석화학

한국과학재단 분류체계

13300 지구물리학

12401 습식분석

표준분류체계 코드

E2

13301 지구 내부구조 및 동역학 E21

12402 전기분석

C82

13302 지진학

E22

12403 분리분석

C41

13303 지자기학

E23

12404 분광분석

C42

13304 응용지구물리

E25

12405 표면분석

C43

13305 중력 및 측지학

E23

13306 광물물리

E20

13307 환경지구물리

E25

12499 기타
13100 지질과학

E1

13399 기타

13101 광물학

E11

13102 암석학

E12

13103 자원지질학

E13

13401 대기물리

E42

13104 구조지질학

E14

13402 대기화학

E44

13105 화산학

E16

13403 대기환경

E41

13106 층서학

E15

13404 대기전산

E43

13107 퇴적학

E15

13405 기후학

E5

13108 고생물학

E15

13406 응용기상학

E46

13109 환경지질학

E84

13499 기타

13110 행성지질학

E2

13111 응용지질학

E17

13112 지하수학

E20

13400 대기과학

E4

13500 해양학
13501 물리해양

E61

13502 생물해양

E62

13503 화학해양

E64

E3

13504 지질해양

E63

13201 환경지구화학

E36

13505 환경해양

E62, R65

13202 희귀원소지구화학

E31

13599 기타

13203 유기지구화학

E35

13204 지구연대학

E32

13205 동위원소지구화학

E33

13601 지도학

E00

13206 지하유체지구화학

E30

13602 지리정보

E00

13603 지형학

E00

13604 기후지리

E00

13605 토양지리

E00

13606 수문지리

E00

13607 생물지리

E00

13608 환경지리

E00

13199 기타
13200 지구화학

13299 기타

13600 자연지리학

1369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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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0 임상의과학

< 생명과학 >
20100 생태 및 진화학

20501 감염 및 면역

M2

20502 생식 및 발달

M25

20101 고생태

D11

20503 퇴행성질환

M2

20102 생물생태

D11

20504 내분비

M28

20505 감각 및 운동

M26, M29
M22

20103 담수
20104 사회생물 및 행태

D17

20506 정신의학

20105 진화

D11

20507 치아, 치주 및 구강점막 M9

20106 분자진화

D11

20508 한방체질

20107 생물분류

D11

20599 기타

20108 자연생태 관리

D17

M6

20600 임상기술 및 방법론

20199 기타
20200 미생물 및 기생생물

20601 진단병리과학 및 맥학

M2

20602 수술적 치료

M2

20201 세균

D1, M13

20603 경락 및 침구

M65

20202 효모와 곰팡이

D1, M13

20604 생의 주기 및 간호

M7

20203 바이러스

D1, M13

20605 간호이론 및 과정

M7

20204 기생충

D1, M13

20606 진료결과 및 간호평가

M7

20205 조류

D1, M13

20699 기타

20299 기타
20700 해부 및 세포생물학
20300 식물학

20701 발생

D12

20301 식물형태

D11

20702 세포구조 및 조직

D12

20302 식물생리

D16

20703 체질인류학

D12

20704 생체막

D12

20304 식물조직배양

D13

20705 세포소기관

D12

20305 식물병리

D1

20706 수송, 소통 및 신호전달

D12

20707 세포분열 및 분화

D12

20708 세포사멸

D12

20709 세포운동

D12

20303 식물번식, 육종 및 생산 D12,L11,L12

20399 기타
20400 동물학

20799 기타

20401 형태, 운동 및 행동

D17

20402 동물생리 및 대사

D16

20403 동물육종 및 번식

L31

20404 동물영양

L33

20801 발암

M11

20405 곤충학

D1

20802 발암예방 및 치료

M16, M2

20406 실험동물

L46

20803 노화

M17

20804 노화방지

M17

20499 기타

20800 노화 및 종양학

2089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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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0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한국과학재단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21300 신경과학

20901 생체물질의 구조 및 기능 D16, D12

21301 뇌신경과학

D16

20902 생합성

D16, D12

21302 신경생리

D16

20903 생분해

D16, D12

21303 발생신경

D16

20904 효소

D16, D12

21304 세포 및 분자신경생물학

D12, D16

20905 생리활성물질 작용기작 D16, D12

21305 신경병리

D16,M11,M22

20906 유전체

21399 기타

D24, D25

20907 유전자 복제, 전사 및 번역 D22
20908 유전자 발현 및 조절

D22

20909 유전자 재조합

D21

21401 일반생리

D16, M15

20910 구조생물

D16, D12

21402 전기생리

D16, M15

21403 약물약력

M14

21404 약물동력

M14

21405 독성

D16

20999 기타
21000 유전학

21400 생리 및 약리학

21001 분자유전학

D14

21406 약물유전

M14

21002 발생유전학

D14

21407 임상약리

M2

21003 세포유전학

D14

21499 기타

21004 집단유전학

D14

21099 기타

21500 약품화학
21501 약물분자설계

M31~M37

D5

21502 생물전환합성

M31~M37

21101 효소공학 및 생물전환

D54

21503 의약화학

C28

21102 산업미생물 및 발효공학

D51

21504 조합화학

C28

21103 분리 및 정제

D52

21599 기타

21104 세포 및 조직 배양

D4

21100 생물공학

21199 기타

21600 생약학

21200 면역학

21601 생약

M31~M37

21602 약용식물 및 본초

M31~M37

21201 면역화학

D18

21603 방제

M31~M37

21202 세포면역

D18

21604 천연물화학

C21

21203 분자면역

D18

21605 생물학적 검정

M31~M37

21204 면역유전

D18

21699 기타

21205 이식면역

D18

21206 종양면역

D18

21299 기타

21700 약제학
21701 제제

M33~M27

21702 조제

M33~M27

21703 생물약제

M33~M27

2179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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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분류체계 코드

21800 위생약학

한국과학재단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22200 축산 및 수의과학

21801 산업독성

M30

22201 반추가축사양 및 영양

L33

21802 식품위생

M45

22202 단위가축사양 및 영양

L33

21803 약역학

M30

22203 가금사양 및 영양

L33

21804 환경분석

M30

22204 가축생산 및 관리

L31,L35,L36

21805 환경위생

M30

22205 수의병리

L41

21806 환경질환

M30

22206 수의약리

L42

22207 수의생리

L43

21899 기타

22208 수의미생물 및 기생생물 L44
21900 공중보건 및 안전

22209 수의전염병

L45

21901 환경 및 산업보건

M10

21902 산업안전

M10

21903 재난통제관리

M10

21904 역학

M16

22301 어류유전육종

L74

21905 예방치의학

M92

22302 해양양식

L71

21906 의료정보체계

M67

22303 어구어법

L85

21999 기타

22299 기타
22300 수산학

22399 기타

22000 식품과학

< 공학(Engineering) >

22001 식품화학

L91

22002 식품공학

L92-L94

22003 영양과학

M51, M54

30101 재료구조, 특성 및 시험

G7

22004 질병영양학

M52

30102 용해, 주조, 응고 및 열처리

G81, G84

22005 기능성식품

L95

30103 성형, 가공 및 접합

G86, G87

30104 분말합성

G83

22099 기타

30100 재료공학

30105 결정성장
22100 농학 및 임학

30106 표면처리 및 박막증착

G84

22101 작물학

L21

30107 금속재료

G1

22102 병해충방제

L25

30108 세라믹재료

G2

22103 농약

L23

30109 고분자재료

G3

22104 토양학

L22

30110 반도체재료

G51, I44

22105 비료

L24

30111 복합재료

G4

22106 원예 및 조경식물

L14, L68

30199 기타

22107 산림조림 및 육종

L63

2219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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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재단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30200 전기 및 전자공학

한국과학재단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30406 생산 및 초정밀공학

F15~F18,F65

30201 전력시스템

I51

30407 기계설계 및 CAD

F13,F71,F76

30202 방전 및 고전압

I7

30408 열공학 및 열전달

F32

30203 발전 및 저장

I53

30409 열기관, 환경 및 공해

F32

30204 전자기 및 무선통신

K4, K5

30410 냉동 및 공기조화

F31

30205 회로이론

I42, I72

30411 유체공학

F33

30206 집적회로 및 CAD설계 자동화

I42

30412 난류

F0

30207 광자소자

I3

30413 전산역학 및 수치해석

F0

30208 전자소자

I3

30414 기계시스템, 계측 및 제어 F18,F27,I11

30209 생체전자소자

I3

30415 메카트로닉스 및 자동화시스템

F1

30210 통신이론

K1, K2

30416 MEMS

F5

30211 통신시스템

K3

30499 기타

30212 제어시스템

I11, I54

30213 신호처리

I75,K4,K8

30214 이동 및 위성통신

K5, K7

30299 기타
30300 컴퓨터학

30500 항공우주 및 선박해양공학
30501 공기역학

R1~R3

30502 유도 및 제어

R14,R26,R36

30503 항공우주 추진 및 동력

R12,R22,R32

30504 항공우주 구조 및 설계

R1-R3

30301 컴퓨터 하드웨어

J1

30505 선박해양 유체역학

R83, R92

30302 컴퓨터시스템 소프트웨어

J2

30506 선박해양 구조역학

R82, R93

30303 응용 소프트웨어

J31

30507 선박해양 설계 및 생산

R8, R9

30304 소프트웨어공학

J33

30508 선박해양 장비공학

R91~R94

30305 그래픽스

J64

30599 기타

30306 영상처리

J6

30307 알고리즘

J39

30308 인공지능

J35

30601 원자로 물리 및 설계

P1, P2

30309 가상현실

J61

30602 원자로 운전 및 제어

P1, P2

30310 모델링/시뮬레이션

J30

30603 원자로 열수력

P1, P2

30311 컴퓨터네트워크 및 인터넷

J13

30604 원자로 안전 및 수명관리

P4

30605 원자로 재료 및 핵연료

P5

30606 방사선 방어, 이용 및

P6, P7

30399 기타

30600 원자력공학

30400 기계공학

방사성 폐기물

30401 피로, 파괴 및 강도평가

F86

30607 핵융합 및 원자력 기반기술

30402 압력용기 및 배관

F0

30699 기타

30403 고체 및 구조 역학

F0

30404 동역학 및 진동

F24

30405 음향 및 소음

F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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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

한국과학재단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30700 화학공학

한국과학재단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31000 건축공학

30701 반응공학 및 반응기 설계

H1, H14

31001 건축계획 및 설계

Q1

30702 열역학 및 열전달

H2, H3

31002 도시계획 및 설계

Q12

30703 이동현상

H0

31003 건축사

Q0

30704 분리공정

H2

31004 구조공학

Q4

30705 연소 및 에너지 변환공학

O21

31005 건축재료

Q21

30706 유기화학 공정

H51

31006 일반구조

Q4

30707 무기화학 공정

H51

31007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 Q2

30708 생물화학 공정

H7

31008 건축설비 및 환경

30709 표면/계면/촉매 화학 공정

H1

31099 기타

30710 전자재료 공정

G8

30711 전기화학 공정

H0

30712 청정화학 공정

H0

Q6

31100 토목공학

30799 기타
30800 고분자과학

31101 구조공학

Q41~Q44

31102 지반공학

Q45~Q48

31103 수공학

Q5

31104 측량/측지

Q17

30801 중합반응 및 고분자 합성

H6

31105 교통/도로공학

Q8, Q9

30802 고분자 분석

G7

31106 해안/해양공학

Q83, Q93

30803 고분자 물성

G7

31107 건설관리/시공학

Q2

30804 고분자 재료

G3

31199 기타

30805 유변학 및 고분자 가공 H63, H65
30806 생체 고분자

G36

31200 자원공학

30899 기타
30900 환경공학

31201 탐사

O6

31202 채광

O7

31203 광물처리

O8
O70, E12

30901 상수도 및 수질관리

N21, N22, N31

31204 암석역학

30902 하수도 및 폐수처리

N21, N22, N31

31299 기타

30903 대기오염 및 관리

N23, N32

30904 소음공해 및 관리

N29, N38, N79

30905 토양오염

N24, N35, N44

31301 교통계획 및 체계

Q8, Q9

30906 폐기물 관리

N25, N33

31302 교통관제 및 운영

Q9

30907 환경복원

N4

31303 교통시설

Q8

30908 자원재활용

N25, N33

31304 교통경제 및 물류

Q86, Q96

31305 교통장비

Q8

31306 대중교통

Q8, Q9

31300 교통공학

30999 기타

3139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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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분류체계 코드

한국과학재단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50200 과학기술학

31400 의공학
31401 의공학기술

M4

50201 과학사

S13

31402 의공학재료

M47

50202 기술사

S13

31403 생체역학

M41

50203 과학기술철학

S13

50204 과학 및 생명 윤리학

S11

50205 과학사회학

S11

31499 기타

50299 기타

31500 산업공학
31501 생산관리

F91

31502 운용과학

F9

31503 제조시스템공학

F98

50301 혁신이론

S31

31504 인간-기계시스템

F95

50302 기술분류 및 표준화

S50

31505 품질 및 신뢰성공학

F92

50303 기술평가 및 예측

S41, S44

50304 기술경제

S22

50305 기술가치평가

S45

50306 기술기획 및 전략

S42

50300 기술혁신

31599 기타
31600 농공학
31601 농업토목

L51, L52

50307 연구개발 및 기술관리

S43, S44

31602 농업기계

L55

50308 과학기술 법과 정책

S52

31603 농수산가공기계

L57

50309 지적재산권

S24

50399 기타

31699 기타
31703 목재과학 및 공학

51100 정보학

L64, L65

51101 기호

J4

51102 정보이론

J4

H8

51103 정보 및 지식생산

J0

31799 기타
31800 섬유 및 의류학
31801

섬유공학

H84

51104 정보분류 및 목록

J5

31802

섬유 및 의복재료

G38, H81, H82

51105 색인초록

J5

31803

의복생리

H86

51106 지식정보센터경영

J0

31804

의복설계 및 계획

H86

51107 정보서비스

J7

31805

의류상품과학

H87

51108 서지

J0

31806

의류관리

H87

51109 서적제도사

J0

31807

봉제과학

H80

51110 기록관리 및 보존

J0

31899

기타

51199 기타

< 복합학 >
50100 과학공학정보교육
50101 수학교육

S12

50102 과학교육

S12

50103 공학 및 기술교육

S12

50104 정보학 교육

S12

5019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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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분류체계 코드

51500 전자상거래

51200 정보기술
51201 정보처리

J32

51501 CALS/EC 일반론

J36, J4

51202 데이터커뮤니케이션

J32

51502 전자문서교환

J36, J4

51203 정보유통

J3

51503 물류관리

J36, J4

51204 정보관리

J4

51504 전자화폐

J36, J4

51205 데이터베이스

J3

51505 전자결재 및 인증

J36, J4

51206 디지털도서관

J3

51506 전자상거래 법과 제도

J36, J4

51207 정보검색

J4

51507 전자상거래 정책

J36, J4

51208 정보보안

J4

51508 전자에이전트기술

J36, J4

51599 기타

51299 기타

52100 심리과학

51300 정보시스템
51301 정보시스템 이론

J5

52101 심리학 이론 및 역사

51302 시스템 개발

J5

52102 실험 및 인지심리학

51303 시스템 평가감리

J5

52103 생물 및 생리심리학

51304 시스템 통합

J5

52104 발달심리학

51305 거래시스템

J7

52105 사회 및 성격심리학

51306 관리시스템

J5

52106 산업 및 조직심리학

51307 의사결정지원시스템

J5

52107 임상 및 신경심리학

51308 전문가시스템

J5

52108 상담심리학

51309 지식관리시스템

J5

52109 심리측정 및 계량심리학

51310 금융정보시스템

J5

52110 응용심리학

51311 통상정보시스템

J5

52199 기타

51312 의료정보시스템

J5

51313 지리정보시스템

J71

51314 교통정보시스템

J5, J7, Q95

52201 인지과학 이론

51315 행정정보시스템

J5

52202 감각 및 감각-운동 협응

51316 문헌정보시스템

J5

52203 주의, 학습 및 기억 과정

52200 인지과학

52204 지식표상 및 추론

51399 기타

52205 언어 처리
52206 인지 발달 및 병리

51400 멀티미디어 콘텐츠
51401 애니메이션

J5, J6

52207 사회 인지 및 인지생태학

51402 입체모형

J5, J6

52208 인지신경과학

51403 일러스트레이션

J5, J6

52209 인지공학

51404 그래픽디자인

J5, J6

52299 기타

51405 멀티미디어 영상

J5, J6

51406 콘텐츠 개발

J5, J6

51407 컴퓨터게임

J5, J6

5149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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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과학재단(KOSEF)-특정연구개발사업
한국과학재단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한국과학재단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150. 요소기술

100. 정보산업
110. 컴퓨터기술

151. 표시장치 기술

I31

152. 광기술

I32

111. 컴퓨터 본체기술

J11

153. 센서기술

I91

112. 주변기기 기술

J12

154. 신호처리기술

I30

113.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J2

159. 기타

114. 소프트웨어 생산 기술

J34

115.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

J31

199. 기타

119. 기타
200. 기계설비
120. 통신기술
121. 전송기술

K1

122. 교환기술

K2

123. 통신망기술
124. 이동/위성통신

210.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211. 전산이용 최적설계 기술

F13

K2

212.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F14, H17

K5,K76

213. 강도설계/피로파괴 기술

F12

125. 고주파/레이다 기술

K4

214. 유체 해석 기술

F33

126. 단말/통신부품 기술

K6,134

215. 열전달 해석 기술

F31

216. 동역학 해석 기술

F22

217. 소음/진동 해석 기술

F24

129. 기타

219. 기타

130. 반도체기술
131. 집적회로 기술

I42

132. 개별소자/신소자 기술

I41

133. 반도체 공정/장비/재료

I43,I44

기술

220. 단체기계 핵심부품 기술
221. 열 유체기기 기술

F3

222. 내연기관 기술

F21

134. 화합물 반도체기술

I46

223. 산업기계 기술

F4

135. 주문형 반도체기술

I40

224. 환경보전 설비가동

F3

225. 수송기계 기술

F2

226. 정밀기계 기술

F42

227. 전기기계 기술

I13

139. 기타
140. 산업전자기술
141. 전자제품기술

I2

142. 계측제어/자동화 기술

I11,I12

143. 전력계통/기기/전자 기술

I5

144. 전기전자 응용기술

I5~I9

149. 기타

229. 기타
230. 기계자동화 기술
231. CAD/CAM 기술

F13

232. 감시/진단/제어 기술

F12

233. FA Network 기술

F17

234. 생산제어소프트제어 기술

F15

235. 생산공정자동화시스템 기술

F15

239. 기타
* KOSEF :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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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정보전자소재 기술

240. 생산기반기술
241. 금형 기술

F74

341. 정보처리 기능재료 기술

G33

242. 가공 기술

F41, F74

342. 정보저장 기능재료 기술

G33

243. 주물 기술

F74

343. 정보표시 기능재료 기술

G33

244. 용접 기술

F75

344. 정보통신 기능재료 기술

G33

245. 열처리 기술

F74

349. 기타

246. 표면 처리 기술

F74
350. 정밀화학 기술

249. 기타
250. 표준 측정 시험평가 기술

351. 생리활성 의약소재 기술

H5

352. 생리활성 농약소재 기술

H5

251. 측정표준 기술

F8

353. 생리활설 향장소재 기술

H5

252. 분석 및 시험평가 기술

F86

354. 기능성 무기재료 기술

H5

253. 산업안전 기술

F9

355. 특수 기능소재 기술

H5

259. 기타
360. 공정화공정 기술
299. 기타
300. 소재 물질 공정

361. 석유 석탄산업 공정 기술

H1, H2, H3, H5

362. 기초산업공정 기술

H1~H7

363. 소비산업공정 기술

H8, H9

364. 산업화 공정 기술

H8, H9

365. 기타

310. 금속소재 기술
311. 기계 기능재료 기술

G11, G12

312. 열 기능재료 기술

G13

313. 화학 기능재료 기술

G14

371. 소재특성평가분석 기술

G7

314. 전자기 기능재료 기술

G15

372. 정밀화학 특성평가 분석 기술

G74

370. 특성평가분석 기술

319. 기타
399. 기타
320. 세라믹소재 기술
400. 생명과학

321. 기계 및 열 기능재료 기술

G21, G22

322. 광기능재료 기술

G24

323. 생화학 기능재료 기술

G25

324. 전자기 기능재료 기술

G23

411. 분자 세포공학 기술

D4, D57

325. 복합 기능재료 기술

G28

412. 단백질 및 탄수화물 공학

D3

410. 생명공학 기술

기술

329. 기타
330. 고분자소재 기술
331. 기계 기능재료 기술

G31

332 광전자 기능재료 기술

G34

333. 복합 기능재료 기술

G4

334. 분리 기능재료 기술

G35

413. 미생물 이용기술

D83

414. 생물공정 기술

D52, D53

419. 기타

33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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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대형 복합기술

420. 생물자원 생산이용 기술
421. 식물자원 생산 이용 기술

D81

422. 동물자원 생산 이용 기술

D82

423. 식품 생명공학 기술

D51

429. 기타
430. 안전성 평가 관리 기술
431. 안전성 평가 관리 기술

한국과학재단 분류체계

D91,D92

439. 기타

610. 항공 기술

R3

611. 시스템 기술

R31

612. 구조 및 재료기술

R35

613. 공력 설계기술

R30

614. 비행제어 기술

R34

615. 항공전자 기술

R34

616. 엔진 기술

R32

619. 기타
499. 기타
620. 우주 천문 기술
500. 원자력 자원 에너지
510. 원자력 기술

621. 시스템 엔지니어링

R1, R2

622. 위성체 기술

R2

623. 발사체 기술

R1

511.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P2

624. 위성탑재체 기술

R2

512. 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술

P1, P5

625. 지상관제 기술

R3

513. 방사선 이용 기술

P7

626. 지상설비 기술

R3

514. 원자력 안전관리기술

P4

628. 천문

R4

519. 기타

P0

629. 기타
630. 해양 기술

520. 자원기술

E6

521. 지질조사 기술

O9

631. 해양 기초기반 기술

R7

522. 자원탐사 기술

O7

632. 해양 환경 보전 기술

N4, R6

523. 자원개발 기술

O7

633. 해양자원 이용 기술

R7

524. 자원이용 기술

O8

634. 해양공간 활용 기술

R9, Q74

525. 환경/방재 기술

N4, N8

639. 기타
640. 선박 해양장비 기술

530. 에너지 기술

R8

641. 시스템 통합 설계 기술

R93

642. 유체성능 해석 기술

R92

O5

643. 설계 및 생산자동화

R91, R93

533. 화석에너지 이용 기술

O1, O4, O7

644. 운항 안전 및 자동화

534. 폐자원 활용 기술

N5

531. 에너지 수송 절약 저장

O2

공정기술
532. 신 재생 에너지 이용

기술

기술

539. 기타

R6, R97, R96, R94

기술
645. 해양장비 기술

59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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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건설(주택) 기술

650. 로봇 및 메카트로닉스

741. 건설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

표준분류체계 코드

Q1
Q1

기술

651. 시스템 기술

F14

652. 구조설계 기술

F14

742. 건설시공 기술

Q2

653. 인식 기술

F14,J37

743.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

Q3

654. 인터페이스 기술

F14

744. 건설관리 기술

Q2

655. 인공지능 기술

F14, J35

749. 기타

656. MEMS 및 재료 기술

F6
750. 기상 기술

659. 기타
699. 기타

E4, E5

751. 기상관측예보기술

E45, E53

752. 기후역학 기술

E52

753. 기상정보 이용기술

E4

759. 기타

700. 공공복지

799. 기타

710. 환경복지
711. 환경보전관리기술

N4, N6

712. 환경오염방지기술

N1, N2

713. 폐기물 처리기술

N25, N33

714. 환경보전 생태

N5, N42

관리기술
719. 기타

800. 원천요소 기술
810. 기반 기술
811. 극한기술

F6

812. 측정 및 계측기술

F8

813. 파동 및 입자 빔 기술

B5

819. 기타

720. 보건의료 기술
721. 의과학 기술

M1, M2

722. 의료용 생체공학 기술

M4

820. 미래원천 기술

723. 의료정보시스템 기술

M6

821. 핵융합 기술

P81

724. 안전성 평가 관리 기술

M5

822. 초전도 기술

B68

829. 기타

729. 기타
730. 교통 기술

Q8

731. 교통설계시스템 기술

Q8

732. 교통계획 기술

Q8

733. 교통운영 기술

Q9

734. 물류 기술

Q96

899. 기타
900. 연구개발생산성
1000. 기타

73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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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분류체계 코드

<가공>
1. 식품 가공기술
가. 단위 조작 기술
나. 소재 변형 기술
다. 장치 제작 기술
라. 기타
2. 제품화 기술
가. 신제품 개발
나. 제품품질 개선 기술
다. 기타

L92, L93
L92, L93
L57

L91~L93, L95~L97
L91~L93, L95~L97

3. 기능성 식품 개발
L95
가. 생리학적 기능성 연구
나. 생리학적 기능성 식품개발 L95
다. 기타
4. 식품 신소재 개발
가. 신소재 개발
나. 식품 첨가물 소재 개발
다. 기타

L95
L95

5. 발효 식품 및 효소 이용 기술
가. 식품미생물 및 발효식품 제조 기술 L96
L96
나. 효소이용 기술
다. 기타
6. 기타 가공기술

L90

<경영 정보 >
1. 경영
가. 기술, 생산관리
나. 농장계획, 자금관리
다. 산림경영 계획
라. 판매관리
마. 기타

L36, L0
L36, L0
L61
L0

농림기술관리센터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2. 통계정보
가. 농림업 통계
나. 관측 및 예측
다. 전산 시스템 개발
라. 기타

A57, L0
A57, L0
L59, J23, J36

3. 기술정보
가. 농업 기술 정보
나. 임업 기술 정보
다. 기타

L10, J23
L60, J23

4. 생산, 유통정보
가. 생산, 환경관리
나. 경영관리
다. 시장정보
라. 기타

L0, L53
L0, L36, J36
L0, L36, J36

5. 기타 경영 정보기술

L0, J0

<기계화>
1. 농업동력 및 에너지
가. 농용기관 및 전동기
나. 농용트랙터
다. 농용차량
라. 농업작업 차량
마. 농용 냉, 난방기계
바. 에너지
사. 기타

L55
L55
L50
L50
L55
L50, O31, O53

2. 농작업 기계
가. 경운, 정지 기계
나. 파종 전 준비 기계
다. 시비, 파종, 이식기계
라. 중경제초기계
마. 약제살포 기계
바. 수확기계
사. 기타

L55
L55
L55
L55
L55
L55

* ARPC :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mo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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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가공기계
가. 정선 선별 기계
나. 품질판정 장치
다. 건조기, 저장설비
라. 조제 기계
마. 이송, 운반기계
바. 결속, 포장기계
사. 농산폐기물 처리 설비
아. 식품기계
자. 기타
4. 농용자재 및 설비
가. 농용자재 개발
나. 축산설비
다. 시설원예용 설비
라. 환경계측용 센서 및
제어 시스템
마. 농업자동화용 컴퓨터
시스템
바. 기타
5. 기타 기계화기술

표준분류체계 코드

L57,
L57,
F37,
L57
L55
L55
F35,
L57

L58, J35
L58, J35
L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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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전체(게놈) 분석
마. 기타

D2,D6,L16,L29,L34
D2,D6,L16,L29,L34

4. 기타 생명공학기술

D, L16, L29, L34

<경종작물>
L53

L10
L35
L14
L53, L59, J35
L58, L59, J3

1. 식량작물
가. 유전자원 개발, 평가, 이용
나. 품종육성
다. 육종방법 및 검정기술
라. 생산비 절감기술
마. 수확 후 처리 및 부가가치 증대
바. 환경보존형 재배 기술
사. 기타

L1
L1
L1
L1, L55
L1, L55
L1, L28, L53

2. 특용작물
가. 생력 기계화 일관체계 기술
나. 품종육성
다. 가공 이용 기술
라. 기타

L1
L1
L1, L9

3. 기타 경종작물기술

L1

L50, F0

<생명공학>
<유통>
1. 신기능 신물질
가. 탐색
나. 개량
다. 생산체계
라. 기타

D84, L27, L29
D84, L27, L29
D84, L27, L29

2. 유전자 조작에 의한 개량
가. 식물
나. 동물
다. 곤충
라. 미생물
마. 기타

D2,
D2,
D2,
D2,

3. 분자육종 기술
가. 유전자원관리
나. 육종표지인자 개발
다. 유전자 분리 조작

D4,
D4,
D4,
D4,

D5,
D5,
D5,
D5,

L16
L34
L26, L29
L29

D2,D6,L16,L29,L34
D2,D6,L16,L29,L34
D2,D6,L16,L29,L34

1. 저장
가. 전처리
나. 저장
다. 기타

L15, L97
L15, L97

2. 포장
가. 포장재 개발
나. 포장재 이용
다. 기타

L15, L97
L15, L97

3. 유통
가. 물류관리
나. 유통기능
다. 기타

L36, L59, L97
L36, L59, L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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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

4. 품질개선
가. 품질평가

L15, L36, L97

나. 선별 및 등급

L15, L36, L97

다. 표준화

L15, L36, L97

라. 기타
5. 기타 유통기술

농림기술관리센터 분류체계

1. 품종육성 및 종자품질 향상
가. 품종 육성

L11

나. 종자품질 향상

L11

다. 유전자원 개발 및 관리

L11

라. 기타

L0

2. 대량 급속 번식

<임업 임산>

가. 무병주 대량 생산 기술

L11, L13

나. 식물 조직 배양기술의 산업화 L11, L13

1. 생산기술

다. 기타

가. 육종 및 양묘시업시설

L61~L64

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L61~L64

다. 임업기계화기술

L55, L64, L65

라. 임산자원 소재 개발

L61, L63-L65

마. 기타
2. 산림환경 및 공익기능
가. 산림생태계 관리

L54, L61

나. 산림입지 환경 관리

L54, L61

다. 환경임업기술

L54, L61

라. 산림토목기술

L52, L61

3. 생산체계
가. 공정육묘

L13, L56

나. 재배, 수확 생력화

L13, L56

다. 환경친화적 재배

L13, L53

라. 생산 관리

L13, L15

마. 기타
4. 시설원예

마. 기타
3. 임산물 활용

가. 재배기술 개선

L14

나. 환경개선 및 제어

L14, L53

다. 시설원예용 신자재 이용

L14, L50

라. 시설내 병충해 방제

L14, L2

마. 기타

가. 생화학적 활용 기술 개발

L64, L65

나. 물리적 활용 기술 개발

L64, L65

다. 산림부산물 및 단기 임산소득

L64, L65, L97

5. 기타 원예기술

L10

라. 기타
<축산 수의>
4. 산림보호 및 산림 생물관리
가. 산림병해충 방제

L61, L62

나. 야생동물관리

L61, L62

가. 내분비(호르몬) 분야

L31, L32, L34

다. 산림곤충관리

L61, L62

나. 핵이식

L31, L32, L34

라. 산림미생물관리

L61, L62

다. 인공수정

L31, L32, L34

마. 산불재해 방지 및 관리

L61, L62, L63

바. 기타
5. 기타 임업 임산기술

L60

1. 번식생리

라. 수정란이식 및 동결보존

L31, L32, L34

마. 형질전환 동물

L31, L32, L34, D2

바. 비유생리

L31, L32, L34

사. 성판결

L31, L32, L34

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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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제품 및 유제품 품질

L93, L95~L97
L93, L95~L97

2. 수의
가. 축산물 안전성

L37, L48, D91, M56

마. 발효유제품

나. 전염성 질병 진단

L45, M2

바. 기타

다. 질환모델 동물 개발

L34, L46, D2

라. 번식장애진단 및 처치술 개발

L32, L41, L49

마. 가축 면역기능 증강

L33, L44, L45, D18

7. 기타 축산 수의기술

바. 기타

L30

<자원>

3. 유전, 육종

1. 농촌생활환경

가. 육종 체계 및 계획

L31

가. 농촌 생활환경 정비 및 구조 개선

L53, L54

나. 분석모델링 분야 및 모수 추정

L31

나. 농촌관광자원 개발 및 계획 기법

L53, L54

다. 분자 육종

L31, L34

다. 기타

라. 분자유전분야

L31, L34

마. 생화학적 유전 육종

L31, L34

바. 유전공학기법에의한새로운가축육종

L31, L34

가. 농지확대기술

L51~L53

사. 게놈 분석 및 유전자원 개발

L31, L34

나. 농지개량기술

L51~L53

2. 토지자원

다. 대규모 농업시설 기본계획과 설치 L51~L53

아. 기타

라. 기타
4. 영양, 사료
가. 가금영양 및 사양시스템

L33, L34

나. 양돈영양 및 사양시스템

L33, L34

가. 농업용수개발

L51

다. 반추영양 및 사양시스템

L33, L34

나. 안전관리 및 수리시설

L51

라. 특수동물영양 및 사양시스템

L33, L34

다. 자동화 관리 및 운영지원 시스템 L51

3. 수자원 및 수리시설

마. 사료가공 기술 및 사료 가치 평가 L33, L34

라. 기타

바. 사료 저장 및 위생

L33, L34, L48

사. 각종 사료첨가제의 개발

L33, L34

4. 기타 자원기술

L50

아. 기타
<환경>
5. 육가공
가. 신선육

L93, L95~L97

나. 부산물

L93, L95~L97

가. 환경조화형 농업자재개발

L28, L53

다. 육가공 제품 제조

L93, L95~L97

나. 병충해 방제 시스템

L28, L53

라. 육가공 제품 저장

L93, L95~L97

다. 적정시비 및 토양관리

L28, L53

마. 위생

L37, L48, L93, L97

라. 오염규제기준 설정

L28, L53

마. 권역별 환경농업 모형개발

L28, L53, L54

1. 환경조화형 농업기술

바. 기타

바. 기타
6. 유가공
가. 낙농화학

L93, L95~L97

2. 생태계보호 및 오염경감

나. 낙농미생물

L93, L95~L97

가. 생태계 종합관리 및

다. 낙농공학

L93, L95~L97

모니터링 기법 개발
나. 생태계 종합평가 및 복원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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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오염경감기술

L28, N2

농림기술관리센터 분류체계

라. 환경정화용 생물 및 소재 개발 N3, N43, N44
마. 기타
3. 폐기물의 자원화
가. 가축분뇨의 이용 및 처리기술 L35, N25
나.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처리 기술 L28, L35, N25
다. 유기성 폐기물의 재활용

L35, N25

및 처리 기술
라. 기타
4. 기타 환경기술

L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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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1. 기계소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분류체계
ㅇ 표면처리(1004)

표준분류체계 코드
G84

G1

열처리기술

G84

구조재료

G11, G12

도금기술

G84

기능재료

G13-G16

박막제조기술

G84

복합재료

G41

용사기술

G84

재료공정기술

G8

에칭기술

G84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G15

부/방식기술

G84

에너지소재기술

G16

침탄/질화기술

G84

생체재료기술

G14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G84

금속정제/회수기술

G87

표면물성 개질기술

G84

재료분석/평가기술

G7

기타 표면처리기술

G84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G10

ㅇ 금속재료(1001)

ㅇ 정밀생산기계(1005)

F42

F75, G81

절삭 가공기계

F42

사형주조

G81

연삭/연마 가공기계

F42

금형주조

G81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F42

특수주조

G81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F42

다이케스팅

G81

주조/용접재료

F75, G81

수치제어장치

F42

Brazing/Soldering

F75

프레스 기계

F42

아크용접

F75

사출 기계

F42

특수용접/접합기술

F75

CAD/CAM 관련 S/W

F42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F75

기타 정밀생산기계 관련기술

주조/용접 관련 S/W

F70, G80

기타 주조/용접 관련기술

F70, G80

ㅇ 주조/용접(1002)

가공기계

ㅇ 자동차/철도차량(1006)

F42

F2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F21

F74, G82, G83

전기장치

F25

단조기술

F74, G82

경량화 기술

F23

압출기술

F74, G82

공조기술

F20

인발기술

F74, G82

진동/소음저감기술

F24

압연기술

F74

안전도 향상기술

F26

판재성형기술

F74

차량 지능화 기술

F26

분말제조기술

G83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F29

분말가공기술

G83

시스템 통합기술

F27

소성가공 관련 S/W

F70, G80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 F20

ㅇ 소성가공/분말/용접(1003)

기타 소성가공/분말 관련기술 F70, G80
* ITEP :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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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일반기계(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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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공기조화/냉동기계

F31

농업기계

L55

보일러/로설비

F32

인쇄/섬유기계

F45

유체기계

F33

식품포장기계

F57

수처리 설비

F34

건설/광산기계

F44

폐기물 처리설비

F35

일반가공기계

F41

대기오염 방지 설비

F36

방재소방기계

F46

건조/농축 설비

F37

운송하역기계

F47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F30

정보산업장비

F48

IBS/HA 시스템 기술

F30

산업/일반기계 관련 S/W

F40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F30

기타 산업/일반기계 관련기술

F40

S/W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F30

관련기술

ㅇ 조선/해양 시스템(1011)

R7, R8, R9

선박소재/구조기술

R82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R83, R92

ㅇ 요소부품(1008)

F49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R83, R85

체결용 요소부품

F49

갑판설비 및 항해통신장치

R83

전동용 요소부품

F49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R87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F49

해양구조물/설비기술

R91

회전축용 요소부품

F49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R94

배관용 요소부품

F49

해양 환경/안전설비

R84

유공압 부품

F49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S/W

R80, R90

액츄에이터

F49

기타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기술 R80, R90

절삭/연삭공구

F49

치공구

F49

금형

F49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요소부품 관련 S/W

F49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R32

기타 요소부품

F49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시스템 R33

ㅇ 항공/우주 시스템(1012)

R3, R4
R35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 R34
ㅇ 로봇/자동화기계(1009)

시스템

F1

로봇 설계기술

F14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R27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F14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R11, R12

로봇 비젼 및 생산자동화 기술

F15

고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R11, R12

기계 자동화 기술

F14

항공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R28, R37

조립/정밀 이송기술

F10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R10, R20, R30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 기술

F11, F12

기타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기술 R10, R20, R30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F15, F17

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기술

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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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나노 마이크로 기계 시스템(1013)

표준분류체계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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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도체장비(2002)

F5

나노마이크로 센서

F51

열처리장비

I40, I43

초소형 구동장치

F52

노광 트랙장비

I40, I43

초소형 디바이스

F53

에칭 장비

I40, I43

초소형 가공 조립 측정기술

F54

폴리싱(CMP) 장비

I40, I43

소재 특성분석 신뢰성 평가기술

F56

증착장비

I40, I43

시스템 집적화 기술

F57

이온주입장비

I40, I43

시스템 통합화 기술

F57

세정장비

I40, I43

나노 마이크로 기계 시스템 관련

F50

패키징장비

I40, I43

측정/검사 장비

I40, I43

F59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I40

S/W
기타 나노 마이크로 기계 시스템

제조장비

I40

기타 반도체장비

I40

ㅇ 중전기기(2003)

I13

관련기술
ㅇ 보건/의료 기계 시스템(1014)

F3

생체공학 해석/설계기술

F38, M41

인공보장구 해석/설계기술

F39, M46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I11, I14

인공보장구 제작기술

F39, M46

전력변환기기

I13

의료기구부 해석/설계기술

F30, M46

전력용 재료

I64

의료기구부 제작기술

F30, M46

변압기류

I13

보건/의료 기계 시스템 관련

F30, M40

개폐기류

I13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I51

S/W
시스템 통합기술

F30, M40

자동화제어기기

I11

기타 보건/의료 기계 시스템

F30, M40

전기로

I60

전선

I60

초전도 기술/제품

I63

2. 전기전자

전기용접 및 가열

I60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B53, I62

전원장치

I70, I36

레이저 가공기

B53, I62

에너지저장기기

I70, I37

결상기기

B56, B57

기타 중전기기

I13

광계측 제어기기

B50, B56

광원

I35

광소재

G24, G34, G63

광부품

I35

광소자

I32

기타 광응용 기기

I40

ㅇ 광응용 기기(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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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료기기(2004)
생체신호기기
의료영상기기
생체재료/기기
재활 및 복지의료기기
인공장기
시험분석기기
한방의료기기
치과재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시스템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기타 의료기기

표준분류체계 코드

I24, M42
I24,M43,M65
I24, M47
I24, M46
M44
M41
I24, M76
I24, M94
M00
M61, M62,
M66, M67
M48, I24
M40

ㅇ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2005)
Si 소자
화합물 소자
MEMS 소자
Sensor용 소자
반도체 재료
통신용 SoC
산업용 SoC
설계 Tool
기타 반도체 소자

I4
I41
I41
I41
I41
I44
I91, I93
I40, I42
I47
I40

ㅇ 전기전자부품(2006)
휴대정보 통신 부품
센서 부품
PCB 부품
커패시터 부품
자성재료 부품

I35
I33
I12
I35
I35
G15, G23,
G33, I35
I35
I35
I35

기록매체 부품
복합 부품
기타 전기전자부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ㅇ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2007)
홈 네트워크기기
정보가전기기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조명기기
소형가전
백색가전
가정용 가스기기
냉 난방기기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I22
I22
I21
I65
I22
I22
I22
I20
I20
I20
I22

ㅇ 계측기기(2008)
계측센서 및 부품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환경계측기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유체 제어계측기
전자 계측기(일반)
전자 계측기(통신)
광계측기
기타 계측기기

I12
I12
I12
I12
I12
I12
I12
I12
I12
I12

ㅇ 영상/음향기기(2009)
TV수상기
방송수신기
3차원 영상기기
AV재생 및 기록기기
화상통신
카메라 및 캠코더
전광판
휴대용 AV기기
카 오디오
방송 AV기기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스피커
마이크로폰
기타 영상/음향기기

I21
I21
I25
I21
I21
I21
I21
I31
I21
I21
I21
I21
I21
I21
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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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지(2010)
전지재료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응용 및 활용기술(HEV등)
일차전지
이차전지
초고용량 커패시터
기타 전지
ㅇ 디스플레이(2011)
LCD
PDP
FED
EL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E-Paper
3D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기타 디스플레이
3. 정보통신
ㅇ 시스템 H/W(3001)
중대형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초소형 컴퓨터
정보입출력기기
개인정보단말기(PDA등)
저장장치
기타 시스템 H/W
ㅇ 시스템 응용 H/W(3002)
텔레메틱스기기
지능형 홈 기기
인증기기
게임기기
학습기기
기타 시스템응용 H/W

표준분류체계 코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ㅇ 응용 S/W(3003)
C58, G27, G53
멀티미디어/전자게임 S/W
G16, G37
저작도구
H5, G7
음성정보기술(SIT)
F28, O59
자동화용 응용 S/W
C80, G53
보안관련 S/W
C58, G53, I37
시뮬레이션 S/W
C84
기타 응용 소프트웨어
C84
C80
ㅇ 정보 기술 S/W(3004)
데이타베이스 S/W
Internet/Intranet
I31
전자상거래
I31
디지털컨텐츠
I31
SCM/ERP/PDM
I31
텔레메틱스 S/W
G29, G52
기타 정보기술 S/W
I31
I31
ㅇ 시스템 S/W(3005)
F48
시스템 소프트웨어
I31
실시간 소프트웨어
B57, I31
내장형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Middleware
J11
기타 시스템 소프트웨어
J11
J11
ㅇ 통신 기기(3006)
J11
전송/교환 기기
J12
가입자 엑세스망
J10
가입자 구내망
J10
인터넷망 및 응용
J10
유선통신 단말기
J10
무선통신 단말기
위성통신/방송통신 기기
광통신 기기
I16
기지국 및 제어 기기
I21, I22
기타 통신 기기
J34, J42
J1, J31
J10, J31
J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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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31, J61-J64
J63
J30, K63,
J30
J34, J41-J47
J30
J30

J22, J32
J20,J30,J40,J50
J36
J5
J30
J31, J72
J30
J2
J20
J23
J24
J13
J30
J20

K1, K2
K12
K13
K10
K61
K61
K7
K11, K24
K4, K5
K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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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섬유제품(4003)

K5, K6, K8

네트워크 부품

I91, I93

부직포제조

H81

무선통신 부품

I81,I33,I41,I40,I80,I34,I44

부직포가공기술

H82

유선통신 부품

I35,I41,I46,I40

봉제기술

H86

의류패션

H86

편직기술

H84

섬유제품설비

F45

산업용섬유제품

H83, H88

4. 섬유화학

나노섬유제품기술

H83

ㅇ 섬유제조(4001)

융합섬유제품

H80

기타 섬유제품기술

H80

위성/방송통신 관련 부품 I81,I32,I33,I34,I36,I41,I44,I46,I40
I32, I33, I35, I30
광통신 부품
기타 통신 부품

I80, I90

중합개질

H81

섬유방사

H82

천연섬유방적

H84

ㅇ 정밀화학(4004)

사가공기술

H82

의약 중간체/원제

H52, M35

제직기술

H84

의약제제

H52, M36

방사설비

F45

농약 중간체/원제

H54

사가공설비

F45

농약제제

H54

산업용 섬유제조기술

H83, H88

염/안료 및 중간체

H50

나노섬유제조기술

H83

계면활성제

H50

제직설비

F45

윤활유

H50

기타(유제, 첨가제 등)

H80

첨가제

H50

도료/코팅제

G38, H50

접착제/실란트

H50

ㅇ 염색가공(4002)
침염기술

H85

유 무기재료 및 촉매

H10

날염기술

H85

감광재료

H50

사염기술

H85

화장품/소재

M38, M39, H53

가먼트염색기술

H85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H50

물리 화학적 가공기술

H85

나노응용기술

H41, H50

염색설비

F45

기타 합성응용제품

H50

가공설비

F45

염료/조제

H85

가공제/약제

H85

기타

H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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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기/폐기물(4008)

ㅇ 고분자 재료(4005)
중합반응/공정기술

H6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N25, N33

개질기술

H63

대기오염 방지기술

N23, N32

복합재료제조기술

H66

에너지절감/대체에너지 기술

O58

전기 전자정보용 소재기술

G33

환경설비기술

N32, N33

의료용 소재기술

G36

환경산업 부품 소재기술

N32, N33

에너지 환경산업용 소재기술

G35, G37

기타 환경산업기술

N0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G30

고분자 재활용기술

H60

ㅇ 수질/토양(4009)

고분자가공기술

H61

수질오염 방지기술

N22, N31

나노소재기술

G6

토양오염 방지기술

N24, N35

기타 고분자 재료

G30

해양오염 방지기술

N27, N36

에너지절감/대체에너지 기술

O54, O56

환경설비 기술

N31, N35

ㅇ 화학공정(4006)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 기술

H00

환경산업부품 소재기술

N31, N35

촉매 제조기술

H11

기타 환경산업기술

N40

공정시스템기술

H3

공정설비기술

H00

기초유기소재공정기술

H51

생물의약품/소재

M32

기초무기소재공정기술

H51

생물화장품/소재

M39

기타 화학공정

H00

바이오식품/소재

L95

생물농약/소재

L23

생물화학소재

L27

ㅇ 생물소재/제품(4010)

ㅇ 화학제품(4007)
제지

H55

생물환경소재

N30

연료전지

G27, G53, O59

시약/진단제

M14

인조피혁

H57

기타 생물소재/제품

D84

천연피혁

H57

문구,완구,악기,가구 등

H50

전통고유기술

H50

생물공정기술

D5

스포츠용품

H58

생물전자/정보

I83

고무(타이어포함)

H50

생물엔지니어링기술

D5

산업디자인

I18

기타 생물공정/기기

D50

기타 화학제품

H50

ㅇ 생물공정/기기(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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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시멘트,콘크리트,내화물

G29

원료 및 나노세라믹 분말

G20

유리, 유약, 법랑

G29

도자기, 타일등

G29

단결정
세라믹제조공정기술
화학 생체 기능재료

G24, G25

광 전자세라믹스

G23, G24

고강도 열 기능재료

G22

나노세라믹 복합재료기술

G42, G6

기타 세라믹재료

G20

ㅇ 경영 경제 기타(90000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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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분류체계
2. 무선통신

0. 투자 및 법률분야

2100. 무선접속기술

0100. 투자분야
0200. 법률분야

2110. 이동통신접속기술

K51

2120. 무선단말기술

K60, K61, K62

2130. 근거리무선통신기술

K50, I91, I92,
J73, K52, K53

0300. 회계분야
2140. 무선통신변복조기술

K51-K53

2100. 기타

0900. 기타

2200. 위성통신기술

1. 유선통신
1100. 교환기술
1110. 스위칭기술

K2

1120. 라우팅기술

K25

2210. 위성통신시스템기술

K76

2220. 위성관제기술

K76

2200. 기타
2300. 무선응용기술

1130. LAN기술
1140. 통신프로토콜기술

표준분류체계 코드

K33

1100. 기타

2310. 위치표시기술/ITS기술

K61, I91, I92

2320. 무선인터넷기술

K61, K62,
K81, K82

2300. 기타

1200. 전송기술
1210. 기간전송기술

K1

1220. 가입자전송기술

K12

1230. 광전송기술

K11

1200. 기타

2400. 전파기술
2410. 전파전파기술

K43, K44, K45

2420. 안테나기술

K41

2400. 기타
1300. 망응용기술
1310. 네트워크(망)관리기술

K31

1320. 서비스관리기술

K32

1330. 통신접속처리기술

K33

1340. 지능망기술

K30

1300. 기타
1000. 기타

2000. 기타
3. 디지털방송
3100. 방송전송기술
3110. 지상파방송기술

K71

3120. 위성방송기술

K73

3130. DAB기술

K72

3140. 방송프로토콜기술

K70

3100. 기타

* IITA :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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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방송장비기술
3210. 방송장비기술

K70

표준분류체계 코드

5150. EC 및 인터넷응용기술

J31, J36

5160. MIS 및 ERP, CRM

J34

5100. 기타

3200. 기타

5200. 영상처리/게임

3000. 기타
4. 컴퓨터 및 시스템 S/W

5210. 영상처리 및 애니메이션기술

J61-J64

5220. 유무선 게임제작기술

J63

5200. 기타
4100. 컴퓨터 H/W
4110. 서버 및 단말기술

J11

4120. 컴퓨터 주변기기기술

J12

5000. 기타
6. 정보보호

4100. 기타

6100. 정보보호기술

4200. 시스템 S/W
4210. 운영체제

J21

6110. 정보보호기반기술

J41, J42

4220. 미들웨어

J22, J23, J24

6120. 정보보호응용기술

J44-J46

4230. 스토리지 시스템

J25

6130. 생체인식기술

J40, J43, J47

4240. 데이터 베이스

J22

6000. 기타

4200. 기타
7. 응용부품
4300. 지능형 로봇
7100. 무선통신 부품 기술

4310. 감지 및 인지기술

F68, J35, J37

4320. 인간 로봇 상호작용

F68, J38

7110. 능동부품

4330. 제어

F68,F14, I11

7120. 수동부품

4340. 로봇 지능

F68, J35

7130. 원천부품

4350. 로봇 S/W 아키텍쳐

F68, J33

7100. 기타

4360. 네트워크 기반

F68, J13, J33,

로봇 S/W 기술
4370. H/W플랫폼 및 부품

7200. 광통신 부품 기술

I91

7210. 능동부품

F68, I82

7220. 기능부품
7230. 수동부품

4000. 기타

7240. 원천부품
7200. 기타

5.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5100. 응용 S/W
5110. 컴포넌트소프트웨어기술

J31, J33, J34

5120. 디지털 컨텐츠 기술

J51, J52, J53

5130. 음성인식 및 합성기술

J37

5140. 언어처리 및 번역기술

J35, J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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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반부품
8100. SOC 기술
8110. 디지털 설계기술

I42

8120. 아날로그 및 고주파회로 설계기술

I42

8130. 설계 및 검증 S/W

I47

8140. 반도체 제조 공정

I43

8100. 기타
8200. 공통기반 부품 기술
8210. 디스플레이

I31, G52

8220. 2차전지

I37, G53

8230. 정보저장

J25

8240. 센서

I82, I91, G54

8250. MEMS

J83, I84

8260. 신소재

G60

8270. 나노기술

I85

8200. 기타
8000. 기타
9. 정책분야
9100. 산업정책
9110. 산업정책

S21

9200. 기술정책
9210. 기술정책

S51

9300. 정보화정책
9310. 정보화정책

S51

9400. 기술경영, 전략
9410. 기술경영, 전략

S4

9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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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11. 기초 및 임상의학
1101. 분자유전체학
110101. 유전체 처리 및

M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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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3. 생정통계 기술

M60, D66

110304. 수학적 모델링 기술

M41

110305. 영상기술

M43, M65

110399. 기타 생체공학

M40

관련기술

조절기술
110102. 염색체 연구기술

M12

110103. 유전체 구조 및

M12

1104. 세포학
110401. 이온통로 및 운반체의

기능 관련기술
110104. 유전체 역학 관련기술

M12

110105. 유전자치료기술

M12

110199. 기타 분자유전체학

M12

M15

기능과 질환 관련기술
110402. 세포의 구조 및

M15

역동학 관련기술
110403. 세포 분열 및 운동

관련기술

M10, D12

관련기술
1102. 기능유전체학 및 단백체학
110201. 기능성 유전자부위

M12

110404. 세포공학기술

M10

110405. 세포내 및 세포간

M15

신호전달 관련기술

발굴기술
110202. 유전자의 발현양상에

M12

기초한 기능분석기술
110203. 단백질상호작용에

110406. 세포 배양 기술

M10, D12

110499. 기타 세포학

M10, D12

관련기술

M12

기초한 기능분석기술
110204. 형질전환기술

M12

110205. 단백체의 구조

M12

1105. 생화학

관련기술
110206. 단백체의 표현

M12

110501. 화합물합성기술

M12

110502. 핵산 관련기술

M12, C16

110503. 올리고당 및

M12,C63,D36

다당류 관련기술

관련기술
110207. 단백체의 세포지도

M12

관련기술
110208. 단백체의 화학적 반응

M12

110504. 지방질 화학 관련기술

M12,C64,D37

110505. 단백질 관련기술

M12,C16,D35

110599. 기타 생화학 관련기술

M12

관련기술
110209. 생물정보학 관련 기술

M10

110299. 기타 기능유전체학 및

M12

1106. 발달 및 노화
110601. 세포의 발생과 분화
연구기술

단백체학 관련기술

110602. 간세포의 분화
M40

기반기술
110302. 전산학적 방법과

M10, D41

연구기술

1103. 생체공학
110301. 생체의학의 공학적

M10, D12

M42,M61,M62

110603. 기관형성 연구기술

M10, D13

110604. 노화 연구기술

M17

110699. 기타 발달 및 노화

M17

관련기술

정보처리기술
* KHIDI :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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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심혈관학

1107. 면역학
110701. 백신 관련기술

M13

110702. 자가면역질환

M13

111101. 전기생리학 및 부정맥
질환 관련 기술
111102. 혈관생물학 및

관련기술
110703. 종양면역학적 기술

M13

110704. 장기이식 기반 기술

M13

110705. 과민질환

M13

110799. 기타 면역학 관련기술

M13

M23
M23

재건 관련 기술
111103. 심혈관 생물리적

M23

기술
111104. 죽상동맥경화 및

M23

지질대사 관련 기술
111105. 심부전 및 심장이식

1108. 감염 및 미생물학
110801. 세균성 질환 관련기술

M13

110802. 바이러스성 질환

M13

관련 기술
111199. 기타 심혈관학

M13

110804. 기생충 질환 관련기술

M13

1112. 내분비, 대사, 생식과학

110805. 항생제 내성기전

M13

111201. 태아, 모성, 신생아
기술

M13

관련기술

111202. 내분비 세포 이식 기술

M28

111203. 내분비계의 기능 및

M28

질환 관련 기술

1109. 종양학
M20

111204. 생식 및 피임 관련

M25

기술

종양세포생물학 및

111205. 대사 및 대사성질환

전이 관련 기술
110902. 종양발생 및 발암

M25

관련 생물리학적

관련기술

110901. 종양유전학,

M23

관련기술

관련기술
110803. 진균성 질환 관련기술

110899. 기타 감염 및 미생물학

M23

관련 기술

M20

111206. 임상영양학 및 비만

관련기술

M28

110903. 종양역학 관련기술

M20

관련 기술

110904. 종양치료기술

M20

111299. 기타 내분비, 대사,

110999. 기타 종양학 관련기술

M20

생식과학 관련기술

M28, M52
M28, M25

1113. 근골격 및 피부 부속기

1110. 혈액학
111001. 적혈구 관련기술

M27

111301. 골 질환 관련기술

M29

111002. 백혈구 관련기술

M27

111302. 관절 질환 관련기술

M29

111003. 혈소판 관련기술

M27

111303. 근육 질환 관련기술

M29

111004. 골수이식 및 수혈기술

M27

111304. 피부 및 부속기

M29

111005. 혈액응고 관련기술

M27

111099. 기타 혈액학 관련기술

M27

관련기술
111305. 운동생리 및

M29

스포츠의학 관련기술
111399. 기타 근골격 및
피부부속기 관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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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01. 마취기술

M20

111702. 수술 기법 관련기술

M20

M21

111703. 수술 연관 감염

M20

M21

111704. 화상 및 외상

M21

관련기술
111402. 간·담도 질환

방지 관련기술

관련기술
111403. 소화, 흡수 및

M20

관련기술

영양분 전달기술
111499. 기타 소화기

표준분류체계 코드

1117. 외과학

1114. 소화기
111401. 소화기 질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분류체계

M21

111799. 기타 외과학 관련기술

M20

관련기술
1118. 신경과학
111801. 신경세포의 구조 및

1115. 호흡기학
111501. 호흡기의 구조 및

111802. 신경계 구조와 기능
111803. 시냅스 가소성 및
111804. 신경세포 배양 및

111504. 폐장 이식기술

M23

111505. 호흡부전 관련기술

M23

111506. 간질성 폐질환

M23

111805. 중추신경계 질환

M22

관련기술
111806. 말초신경계 질환

M22

관련기술

관련기술
M23

111807. 인식 및 지각과정

M22

연구기술

관련기술

111808. 정상 및 비정상적

M22

행동 관련기술

1116. 신장 및 비뇨기과학
111601. 신장의 구조 및

M22, D24

이식기술

관련기술

111599. 기타 호흡기학

M22

질환 관련기술

M23

호흡기질환

M22

관련기술

M23

관련기술
111503. 환경 및 직업성

기능 관련기술

M23

기능 관련기술
111502. 폐색성 폐질환

M22

M24

111809. 통증 및 진통

M22

관련기술

기능 관련기술
111602. 신장 이식기술

M24

111603. 신장 질환

M24

111810. 시각, 청각, 기타
111811. 기억력 형성 기전

관련기술
111604. 신기능 보조기술

M24

111605. 비뇨기 질환

M24

M26

감각 관련기술
M22

연구기술
111899. 기타 신경과학 관련기술

M22

관련기술
111699. 기타 신장 및

M24

1119.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

비뇨기과학

111901. 역학

M16

관련기술

111902. 환경오염 및 분석

M16

111903. 공중보건

M16

111904. 예방의학

M16

111905. 산업의학

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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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1. 한방건강예측모형
120202. 한의학적

인지장애 관련기술
M22

112004. 식사장애 관련기술

M22

112005. 수면장애 관련기술

M22

112006. 술 및 물질중독

M22

112099. 기타 정신과학

120203. 기공 및 식이섭생을
건강증진기술

M72

태교 기술
120299. 기타 한의학적 예방

M72

및 건강증진

M22

관련기술

관련기술

1203. 한의학 진단· 치료 및

1199. 기타 기초 및 임상의학

평가 기술

관련기술
119999. 기타 기초 및

M72

이용한

M22

치료관련기술

M72

정신건강증진기술

120204. 한의학을 이용한

관련기술

M72

구축기술

M22

112003. 불안장애 관련기술

112007. 정신과적

건강증진 기술

M22

정신질환 관련기술
112002. 치매 및 다른

표준분류체계 코드

1202. 한의학적 예방 및

1120. 정신과학
112001. 정신분열병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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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0, M20

임상의학 관련기술

120301. 한의학적 임상시험기술

M71,73

120302. 한약을 이용한

M74

뇌질환의 진단,
치료 및 평가기술

12. 한의학

120303. 한약을 이용한 암의
진단, 치료 및

1201. 한의학적 기반기술
120101. 한의학

평가기술

M77

120304. 한약을 이용한

정보표준화기술
120102. 통합한방의료정보망

치료 및 평가기술
M77

120305. 한약을 이용한

mining 및 맞춤형

면역계질환의 진단,

정보제공 기술

치료 및 평가기술

120104. 한의학적 연구모형

M70

120306. 한약을 이용한

120105. 한약표준화 관련 기술

M74

진단, 치료 및

120106. 한약 약효평가 및

M74

평가기술
120307. 한약을 이용한 기타

작용기전 구명 기술

M74

M74

질환의 진단, 치료

M71,73

및 평가기술

구명 기술
120199. 기타 한의학적

M74

내분비계질환의

개발기술

120107. 경락·경혈 작용기전

M74

골관절질환의 진단,

M77

구축기술
120103. 한방의료정보

M74

M70

120308. 침을 이용한 진단,
치료 및 평가기술

기반기술 관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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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치의학

진단, 치료 및
1301. 구강악구강계 기능 및 노화

평가기술
120310. 뜸을 이용한 진단,

M75

130101. 구강악안면의 체질

M75

130102. 악관절 및 근육기능

인류학 관련기술

치료 및 평가기술
120311. 부항을 이용한
평가기술
M70

130103. 교합 관련기술

M95

130104. 구강악안면 감각

M90

관련기술

진단, 치료 및

130105. 타액 및 타액선 기능

평가기술
120313. 체질 진단 및

M77

진단기기

130106. 구강악안면의 노화

M90

130107. 구취 관련기술

M90

130199. 기타 구강악구강계 기능

M90

및 노화 관련기술

활용기술
120399. 기타 한의학적

M71,73
1302. 구강악안면 발생, 성장

진단·치료 및 평가

및 기형학

관련기술

130201. 구강악안면 발생 및
M70

130202. 구강악안면 성장

M70

130203. 구강악안면발생 관련
관련기술

M70

개발기술
120404. 한방진단기기 개발

M76

130204. 부정교합 관련기술

M95

130299. 기타 구강악안면 발생,

M95

성장 및 기형학 관련

기술
120405. 한의학의 생활환경

M90

유전체 구조 및 기능

적용기술
120403. 한방치료용 신소재

M90

관련기술

및 모형개발기술
120402. 생명과학 응용 및

M95

기형 관련기술

1204. 다학제간 협력기술
120401. 동서의학 협력진료

M90

관련기술

M71,73

치료기술
120314. 한의학적

M96

관련기술

진단, 치료 및
120312. 추나를 이용한

M90

M70

기술

M70

1303. 구강감염 및 면역학

적용 기술
120499. 기타 다학제간 협력

130301. 구강감염 병인론 관련

관련기술

M90

기술
1205. 기타 한의학 관련기술
120599. 기타 한의학 관련
기술

M70

130302. 치아우식증 관련기술

M91, M92, M93

130303. 치주질환 관련기술

M91, M92, M93

130304. 점막질환 관련기술

M91, M92, M93

130305. 면역질환 관련기술

M91, M92, M93

130399. 기타 구강감염 및

M90

면역학 관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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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치과경조직 생물공학
130401. 경조직세포 분화

M90

130702. 예방적 수복 재료

M94

관련기술
130703. 기능성 치과용

M90

생물공학 관련기술

M94

관련기술

M90

관련기술
130499. 기타 치과경조직

의용기자재 기술
130701. 심미수복용 재료

조절 관련기술
130403. 경조직기질 기능

표준분류체계 코드

1307. 치과생체 재료학 및
M90

및 기능 관련기술
130402. 경조직 파괴 및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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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94

수복재료 관련기술
130704. 인조 골대체물질

M94

관련기술
1305. 구강역학 및 건강증진 기술
130501. 우식발생 예측모형
관련기술
130502. 구강건강증진
관련기술
130503. 치아우식예방
관련기술
130504. 치주질환예방
관련기술
130505. 구강환경관리용품
개발 관련기술
130506. 구강병 역학
관련기술
130507. 행동치과학
관련기술
130599. 기타 구강역학 및
건장증진 관련기술
1306. 구강진단 및 치료학
130601. 구강병 진단 관련기술
130602. 영상진단 관련기술
130603. 구강병 약물치료술
및 약제 송달체계
관련기술
130604. 두개악안면 진통
관련기술
130605. 구강암 발암 및
치료 관련기술
130606. 치수 및 치근단 질환
치료 관련기술
130607. 법치의학 관련기술
130699. 기타 구강진단 및
치료기술 관련기술

130705. 기능성 및 생체적합성
M92

교정재료 관련기술
130706. 치과 치료용 기구 및

M92
M92
M92
M92

M94
M94

기기 개발 관련기술
130707. 생체적합성 치과용

M94

진료의자 개발 관련기술
130708. 절삭 연마 기구

M94

개발기술
130799. 기타 치과생체재료학

M94

및 의용기자재
관련기술

M92
M97

1308. 구강악안면 회복학
130801. 치아 및 인공치아

M92

M93
M93
M91

수복 관련기술
130802. 악안면 회복 관련기술

M96

130803. 구강악안면 기형

M95

치료 관련기술
130804. 부정교합치료 관련기술

M95

130805. 치과 임프란트

M94

관련기술
130806. 악안면 회복의 기능성

M96

평가 관련기술

M90

130807. 악관절 질환

M96

기능회복 관련기술

M91, M93

130899. 기타 구강악안면

M96

수복학 관련기술

M91
M11
M91, M93

M91

1309. 기타 치의학 관련기술
130999. 기타 치의학 관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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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기타 보건학 관련기술

14. 보건학
1401. 질병역학 관련기술
140101. 국민건강양상

M16

140401. 의료윤리

M16

140402. 의학교육 관련기술

M16

140403. 사회적 취약 및

M16

소외계층

측정기술
140102. 질병요인 탐색 및

건강보호기술

M16

정복기술

140404. 약물 오남용 예방기술

M16

140103. 국민건강 증진기술

M16

140405. 사고와 폭력 예방기술

M16

140104. 임상시험 개발기술

M37, M49

140499. 기타 보건학 관련기술

M16

140199. 기타 질병역학

M16
21. 신물질탐색 기술

관련기술

2101. 합성관련기술

1402. 환경관련 질환평가 및
관리기술

210101. 약물분자설계

M32

140201. 환경평가기술

M16

210102. 유기합성방법론

M32

140202. 직업성 질환평가

M16

210103. 의약화학

M32, H52

210104. 조합화학

M32

210105. 비대칭합성화학

M32

210106. 촉매관련 기술

M32, H10

210199. 기타 합성관련기술

M32

및 관리기술
140203. 환경성 질환평가

M16

및 관리기술
140204. 생명과학 위해성

M16

평가기술
140205. 환경 및 산업역학

M16

210201. 천연물 자원 분류

개발기술
140299. 기타 환경관련

2102. 천연물관련기술
및 보존기술

M16

210202. 천연물 정보

질환평가 및 관리

1403. 보건의료체계관리기술
M16

210203. 천연물화학

M32, C21

210204. 생물학적 검정

M32

210299. 기타 천연물

M32

관련기술

관련기술
140302. 보건의료 행정(인력,

M16
2103. 생명공학 관련기술

조직, 재정)관련기술
140303. 보건의료 기획

M16

평가 관련기술

210301. 조직 및 세포공학기술

D42

210302. 단백질 및

D3

140304. 보건의료 정보 관련기술

M67

탄수화물공학

140305. 보건의료 질관리

M16

관련기술
210303. 유전자 치료 및

관련기술
140399. 기타
보건의료체계관리

M32

관련기술

관련기술

140301. 보건의료 정책개발

M32, D81

D29, D44

DNA백신 관련기술

M16

210304. 재조합 생물의약품
관련기술

관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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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5. 유전체학 관련기술

M31,D24,D25,D26

2203. 체내동태 및 약물 대사연구

210306. 생물정보학관련기술

M31, D6

220301. 약력학관련기술

M33

210307. 기능유전체학

M32, D25

220302. 약동학 관련기술

M33

220303. 약물대사 규명 기술

M33

220304. 약물상호작용 규명

M33, M34

관련기술
210308. 단백질학 관련기술

M31, D35

210309. 약물타겟 탐색기술

M31

210399. 기타 생명공학

M31, M32

표준분류체계 코드

기술
220399. 기타 체내동태 및

M33

약물대상연구

관련기술

관련기술
2104. 기타 신물질탐색
2204. 임상약리기술

관련기술
210499. 기타 신물질탐색

M32

220401. 초기임상시험기술

M37

(1상, 2상)

관련기술

220402. 후기임상시험기술

M37

(3상, 4상)

22.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기술
2201. 약효검색 기술
220101. 생화학적 검정

M32, M33

220102. 약리학적 검정

M32, M33

220103. 고효율약효검색

M32

220403. 약물유전학

M37, M30

220404. 노인임상약리학

M37, M17, M20

220405. 임상단계

M30, M37

약물상호작용
220406. 생물학적동등성

M33, M37

M33

평가기술

220104. 정상동물 효력검색

M33

220407. 약물역학 관련기술

M30, M37

220105. 병태동물 효력검색

M33

220499. 기타 임상약리

M37, M10

시스템

관련기술

220106. 형질전환동물 관련
기술

M33
2205. 기타 안전성 및 유효성

220199. 기타 약효검색

평가 관련기술

관련기술

220599. 기타 안전성 및
2202. 안전성시험 기술

M33, M34, M37

유효성 평가 관련기술

M34

220201. 안전성시험 및
GLP 관리기술

M34

220202. 일반독성시험기술

M34

220203. 특수독성시험기술

M34

23. 제조기술
2301. 제형개발
230101. 물성연구 관련기술

M36

M33

230102. 제제관련기술

M36

220205. 안전성약리시험기술

M34

230103. DDS 관련기술

M36

220206. 대체독성시험기술

M34

230104. 제형평가 기술

M36

220207. 독성기전 탐색기술

M34

230105. 생물약제

M36

230199. 기타 제형개발

M36

220204. 독성동태시험 및
대사독성시험기술

220299. 기타 안전성시험

관련기술

관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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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04. 호흡가스분석

2302. 생산기술
230201. 완제품 생산기술

M36

230202. 의약품 원료 대량

M35, C28

310399. 기타 생체성분 분석
관련기술

M41
M41

합성 기술
230203. 생약제제 생산기술

M30

230204. 재조합 생물의약품

M30

대량생산기술

3104. 무구속 생체계측
310401. 원격계측

M42

310402. 레이저생체측정

M42

230205. GMP 관리기술

M30

310403. 적외선생체측정

M42

310499. 기타 무구속

M42

230206. BGMP 관리기술

M30

230207. 품질관리기술

M30

230208. 기준 및 시험방법

M30

생체계측 관련기술
3105. 기타 생체현상계측

설정 기술
230299. 기타 생산 관련기술

M30

230399. 기타 제조 관련기술

M30

관련기술
310599. 기타 생체현상계측

M42

관련기술
31. 생체현상 계측기술
32. 재활 및 복지기술
3101. 생체전기계측
3201. 운동기능회복·대체

310101. 신경전도계측

M42

310102. 심전도계측

M42

320101. 의지

M46

310103. 뇌전도계측

M42

320102. 보조기

M46

310104. 유발전위계측

M42

320103. 이송기기

M46

310105. 근전도계측

M42

320104.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M46

310199. 기타 생체전기계측

M42

320105. 인체 운동분석 장치

M46

320199. 기타 운동기능

M46

관련기술

회복·대체 관련기술
3102. 생체역학계측
310201. 혈류계측

M42

310202. 호흡기능계측

M42

310203. 심음도계측

M42

310204. 압력계측

M42

310205. 근력계측

M42

310299. 기타 생체역학계측

M42

3202. 감각·표현 기능 회복
320201. 시각기능

M46

대체·보조장치
320202. 청각기능

M46

대체·보조장치
320203. 인공

M46

의사표현·발성기능

관련기술

320204. 장애인용

M46

정보·통신기기

3103. 생체성분 분석
310301. 혈액성분측정

M41

310302. 체성분측정

M41

310303. 골밀도측정

M41

320299. 기타 감각·표현 기능
회복 관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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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5

보조기
320302. 기능성 전기자극

M45

320303. 물리치료기기

M45

320399. 기타 재활

M45

치료·훈련
관련기술
3204. 기타 재활 및 복지
관련기술
320499. 기타 재활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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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의료용 재료기술

3203. 재활 치료·훈련
320301. 근골격계 치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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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5

관련기술
33. 의료영상 기기기술
3301. 의료영상시스템
330101. X선 영상기기

M43

330102. 초음파 영상기기

M43

330103. 자기공명 영상기기

M43

330104. 핵의학 영상기기

M43

330105. 광학 영상기기

M43

330106. 의료영상 신기술

M43

330199. 기타

M43

의료영상시스템
관련기술
3302. 의료영상신호처리
330201. 해부학적 영상처리

M43

330202. 기능적 영상처리

M43

330203. 가상현실

M43

330299. 기타 의료영상

M65

3401. 인체이식 재료
340101. 고분자 재료
340102. 금속 재료
340103. 세라믹 재료
340104. 하이브리드재료
340199. 기타 인체이식 재료
관련기술
3402. 진단·치료용 재료
340201. 의약제제 재료
340202. 창상 피복재 재료
340203. 의료용 접착제 및
충진재 재료
340204. 생체흡수성 재료
340205. 일회용 의료재료
340299. 기타 진단·치료용
재료 관련기술
3403. 미래 원천재료
340301. 생체하이브리드형
인공장기용 재료
340302. 바이오센서 재료
340303. 생체 친화성 재료
340399. 기타 미래 원천재료
관련기술
3404. 기타 의료용 재료 관련기술
340499. 기타 의료용 재료
관련기술

M47
M47
M47
M47
M47

M47
M47
M47
M47
M47
M47

M47
M47
M47
M47

M47

35. 장기대체 기술

신호처리 관련기술
3303. 기타 의료영상기기
관련기술
330399. 기타 의료영상기기
관련기술

M43

3501. 생물학적 인공장기
350101. 조직공학 이용 기술
350102. 생체세포 이용 기술
350103. 장기이식 관련기술
350104. 줄기세포 활용 기술
350105. 이종장기 생산기술
350199. 기타 생물학적
인공장기 관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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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2. 비방사선 치료기

3502. 생체재료형 인공장기
350201. 근골격계

D43

350202. 심폐순환계

D45

350203. 내분비대사계

D45

350204. 감각발성계

D45

350205. 미용·성형

D45

350299. 기타 생체재료형

D40

360201. 전자기적
에너지이용 치료
360202. 음향·초음파

M45

에너지이용 치료
360203. 냉·온열 에너지이용

M45

치료
360204. 광에너지 이용

인공장기 관련기술

M45

M45

치료기기
360299. 기타 비방사선

3503. 전자기기형 인공장기

M45

치료기 관련기술

350301. 근골격계

M44

350302. 심폐순환계

M44

350303. 내분비대사계

M44

350304. 감각·발성계

M44

360301. 대체의학

M45

350305. 생식계

M44

360302. 에너지이용 수술기기

M45

350306. 신경계

M44

360303. 체내 삽입형 기기

M45, M47

350399. 기타 전자기기형

M44

360304. 체외 고정형 기기

M45, M47

360305. 원격수술

M45

360306. 수술 편의 보조기구

M45, M47

360399. 기타 수술기기 및

M45, M47

인공장기 관련기술
3504. 기타 장기대체

3603. 수술기기 및 기구

기구 관련기술

관련기술
350499. 기타 장기대체

M44
3604. 기타 치료·수술기기

관련기술

관련기술
360499. 기타 치료·수술기기

36. 치료·수술 기기 기술

M45

관련기술
3601. 방사선 치료기
360101. 외부 방사선

M45

37. 보건의료 정보기술

치료기기
360102. 외부 방사선

M45

치료계획
360103. 외부 방사선

M45, M47

보조기구
360199. 기타 방사선
치료기 관련기술

3701. 병원정보 시스템
370101. 처방전달시스템

M62

370102. 병원정보시스템

M62

370103. 디지털의료영상저장

M65

전송시스템

M45

370104. 전자의무기록

M61

370199. 기타

M62

병원정보시스템
관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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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식품생화학반응이용기술

3702. 의료정보공유

410201. 동물성식품의

370201. 의료정보 표준화

M63

370202. 시스템인터페이스

M62

생화학적 반응 이용

370203. 정보보안 및 전자서명

M61, M65

기술

370204. 의료용 전자카드

M60

370205. 원격의료

M60

생화학적 반응 이용

370299. 기타 의료정보공유

M61

기술

관련기술

410202. 식물성식품의

L91

L91

410203. 효소반응 이용 기술

L91

410299. 기타 생화학반응

L91

이용 관련기술

3703. 의료지식 표현기술
370301. 지식 모델링

M63

370302. 의학용어서버

M63

370303. 의료정보검색기술

M64

370304. 임상의사결정

M62

4103. 식품품질 평가기술
410301. 식품의 물리·화학적

M56

평가 기술

M63

410303. 식품 품질 및

관련기술

M56

특성 평가 기술
410302. 식품의 관능적 특성

지원시스템
370399. 기타 의료지식표현

표준분류체계 코드

M56

저장성 향상 기술
410399. 기타 식품품질 평가

3704. 보건의료정보신기술
370401. 유전자정보처리

M68

370499. 기타 보건의료정보

M60

관련기술
4104. 식품성분 분석기술

관련신기술

410401. 탄수화물·당류
M60

410402. 단백질·아미노산

41. 식품화학·독성학 기술

410403. 유지 분석기술

L91

410404. 풍미성분 분석기술

L91

410405. 비타민·미네랄

L91

분석기술

4101. 식품화학반응 이용기술
L91

410406. 식품 특수성분

L91

410499. 기타 식품성분 분석
관련기술

이용 기술
410103. 유지 화학반응

L91

이용 기술
410104. 식품성분의 구조

L91

및 기작규명 기술
410199. 기타 식품화학반응

L91

분석기술

이용 기술
410102. 단백질 화학반응

L91

분석기술

관련기술

410101. 탄수화물 화학반응

L91

분석기술

3705. 기타 보건의료정보 관련기술
370599. 기타 보건의료정보

M56

L91

이용 관련기술

- 238 -

L9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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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 식품 단위조작 기술

4105. 식품독성물질 평가기술
410501. 식품중 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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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01. 식품 원료 처리기술

L90

420202. 가열 및 냉각

L90

처리기술

M56

독성물질 위해

420203. 농축 및 건조기술

L90

평가기술

420204. 추출 및 정제기술

H22

420205. 성형 및 조립기술

L90

420206. 막분리 공정 응용기술

H25

420207. 생물반응기 이용기술

D53

420208. 극한조작 및 혁신기술

L90

420299. 기타 식품 단위조작

L90

410599. 기타 식품중 독성물질

M56

평가 관련기술
4106. 식품독성물질 제어기술
410601. 식품중 화학적

M55

관련기술

독성물질 불활성화
기술
410602. 식품중 화학적

M56

4203. 식품공정·생산 기술

독성물질 저감화

420301. 식품공정 설계기술

L90

기술

420302. 계측·제어기술

L90

420303. 식품 생산공정

L90

410603. 식품중 화학적

M56

자동화기술

독성물질

420304. 발효공정 관리 및

관리시스템 기술
410699. 기타 식품독성물질

발효식품 생산기술

M56

420305. 식품 산업 폐자원

제어 관련기술

L90
L90

이용기술
420306. 식품 및 급식산업

4107. 기타 식품화학·독성학

설비 관련기술

관련기술
410799. 기타 식품화학·독성학

M55

420399. 기타 식품공정·생산

4204. 식품저장기술

42. 식품공학기술
4201. 식품가공·개발 기술
L92

가공·개발기술
420102. 축산 식품

L93

420401. 냉장 및 냉동기술

L97

420402. 가열 살균기술

L90

420403. 비가열 살균기술

L90

420404. 수분활성도 변환기술

L97

420405. 발효 및 식품첨가물

L97

이용기술

가공·개발기술
420102. 수산 식품

L94

420406. 기체 조절(CA)

L90

420407. 신선/생체 식품

L97

품질유지기술

가공·개발기술
420199. 기타 식품 가공·개발

L97

저장기술

가공·개발기술
420103. 임산 식품

L90

관련기술

관련기술

420101. 농산 식품

L90

L90

420499. 기타 식품저장
관련기술

관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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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501. 식품포장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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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03. 식품 신소재 발효기술

L96

430204. 식품 발효균

L96

제어기술

개발기술
L97

430205. 유산균 장내

420503. MA 포장 관련기술

L97

430299. 기타 식품발효

420504. 기능성 포장기술

L97

420505. 무균 포장기술

L97

420506. 포장용기 관련기술

L97

4303. 미생물 유래물질

420507. 포장재 성능

L97

이용기술

420502. 환경친화형 포장재

430302. 발효 대체식량자원

L96

개발기술

L97

430303. 박테리오신 등

관련기술

L96

생산기술

L97

예측기술

L96

관련기술

430301. 식품 발효정밀 물질

시험기술

420599. 기타 식품포장

L96

전달기술

개발기술

420508. 포장식품 품질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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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6

천연식품보존제
분리 및

4206. 기타 식품공학 관련기술
420699. 기타 식품공학

대량생산기술

L97

430399. 기타 미생물

관련기술

L96

유래물질 이용
관련기술

43. 식품미생물학·안전성 기술

4304. 미생물학적 식품위해인자

4301. 식품관련 균주개발기술
430101. 식품미생물 동정

430401. 생화학적, 생물리학적

및 보존기술
430102. 식품유용종균

검출기술

L96

및 추적 기술

배양기술
430103. 식품유용균주

L96

430402. 분자생물학적,
식품위해인자 검출

L96

및 추적기술

균주개발 관련기술

430403. 복합기술을 이용한
식품위해인자 검출

L96

및 추적기술

제어 기술
430202. 전통발효식품의

L96

430404. 식중독균의 유전체

M56, D91

기능 분석기술

공업화, 규격화,
국제화 기술

M56, D91

미생물학적

4302. 식품발효기술
430201. 발효기작 해석 및

M56, D91

면역학적

개량기술
430199. 기타 식품관련

M56, D91

식품위해인자 검출

L96

430499. 기타 미생물학적
식품위해인자 검출
관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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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능성 식품·신소재 기술

4305. 미생물학적 식품위해인자
제어기술
430501. 미생물 독소 정제

M56, D91

및 제어기술
430502. 병원성인자 조절

M56, D91

및 제어기술
430503. 병원성 유전자

M56, D91

동정 및 제어기술
430504. 식중독균 불활성화

M56, D91

및 제어기술
430505. 운영 및

M56, D91

관리시스템을 통한
식품위해인자
제어기술
4306. 식품안전성 평가·향상 기술
430601. 미생물학적

M56

위해요소 평가기술
430602. 물리, 화학적

M56

위해요소 평가기술
430603. 통계적 방법을

M56

통한 안전성
평가기술
430604. 실시간 모니터링을
평가기술
M56

소비과정의 통합적
안전성 평가 기술
430606. 식품원료의 안전성

M56

확보 및 향상기술
430699. 기타 식품안전성

M56

평가·향상
관련기술
4307. 기타식품미생물학·안전성
기술 관련기술
430799. 기타식품미생물학·
안전성 기술 관련
기술

4402. 식품 기능성 규명 및
평가기술
440201. 기능성 소재 동정
및 정량기술
440202. In vitro 기능성
평가기술
440203. In vivo 기능성
평가기술
440204. 식품 기능성 규명
임상평가 관련기술
440299. 기타 식품 기능성
규명 및 평가
관련기술

M57
M57
M57
M57

M57
M57
M57
M57
M57

M56

통한 안전성
430605. 가공, 유통,

4401. 기능성 및 식품 신소재
탐색기술
440101. 미생물 소재 탐색기술
440102. 동물소재 탐색기술
440103. 식물소재 탐색기술
440199. 기타 기능성 및
식품신소재 탐색
관련기술

M56

4403.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기술
440301. 전통식품 유래
기능성 소재
개발기술
440302. 기능성 탄수화물소재
개발기술
440303. 기능성 단백질 및
펩타이드소재
개발기술
440304. 기능성 지질소재
개발기술
440305. 식물성분소재
개발이용기술
440399. 기타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관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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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내 이용률 증진 기술

M57

450201. 영양물질과

개발기술
440402. 식품 색소소재

상호작용 확인 및
조절기술

M57

450202. 영양물질과 약물간의

개발기술
440499. 기타 식품신소재

조절기술
450203. 영양물질의 흡수율

M51

및 생체 내 이용률

4405. 기능성 및 식품 신소재

증진기술

생산공정 기술
M57

450204. 영양물질의 필요량

M51

판정기술

신소재 분리 및

450299. 기타 영양·비영양

정제기술
440502. 기능성 및 식품

M51

상호작용 확인 및

M57

개발 관련기술

440501. 기능성 및 식품

M51

비영양물질간의

M57

개발기술
440403. 식품 물성소재

표준분류체계 코드

4502. 영양·비영양 물질의

4404. 식품 신소재 개발 기술
440401. 식품 풍미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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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1

물질의 생체내

M57

이용률 증진 관련기술

신소재
대량생산기술
440503. 기능성 및 식품

M57

4503. 대상별 영양상태 관리
및 증진 기술

신소재 제품화기술
440599. 기타 기능성 및

M57

450301. 대상별 영양상태

생산공정 관련기술

450302. 식품섭취량 조사기술

M54

450303. 집단의 영양

M53

응급사태 관리기술

45. 영양·조리과학기술

450304. 취약집단의 영양증진
450399. 기타 대상별

발현 조절 기술

증진 관련기술
M51
4504. 영양교육 및 영양중재 기술

관련 유전자 발현
조절기술
450103. 생애 주기별

M51

450401. 대상별 영양교육 기술

M53

450402. 대상집단별

M53

영양중재 기술

유전자 발현
조절기술
450199. 기타 영양소에

M51

450403. 영양정보 제공기술

M53

450404. 영양정책 및 프로그램의

M53

평가·개선 기술

의한 유전자발현
조절 관련기술

M53

영양상태 관리 및

M51

유전자 탐색기술
450102. 비만 및 만성질환

M53

대책 수립기술

4501. 영양소에 의한 유전자
450101. 영양소별 발현조절

M54

판정기술

식품 신소재

450499. 기타 영양교육 및
영양중재 관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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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 기타 영양·조리과학

4505. 조리의 표준화 및

관련기술

평가 기술
450501. 상용식품의 조리법

M58

450899. 기타 영양·조리과학

M58
46. 임상영양학

식품특성 평가기술
450503. 조리식품의

M58
4601. 특정 영양소의 질환

잔류영양소 평가기술
450504. 새로운 조리방법

관련성 판정기술

M58

460101. 심혈관 질환과

개발 및 적용기술
450599. 기타 조리의

460102. 당뇨병과 영양관련

M52

판정기술

관련기술

460103. 간질환과 영양관련

M52

판정기술

4506. 전통음식산업활성화

460104. 신장질환과

기술

M52

영양관련 판정기술

M58

460199. 기타 특정 영양소의

건강지향 효과

M52

질환 관련성 판정

분석기술
450602. 전통음식의 조리법

M52

영양관련 판정기술

M58

표준화 및 평가

450601. 전통음식의

M58

관련기술

표준화기술
450502. 조리방법에 따른

표준분류체계 코드

M58

관련기술

M58

4602. 영양관련 질환 예방 및

간편화기술
450603. 전통음식의 국제화

질환별 영양관리 기술

(경쟁력 강화) 기술
450699. 기타 전통음식산업

M58

460201. 영양취약·과다 집단
탐색기술

활성화 관련기술

460202. 식사관련 만성질환
460203. 질환별 식사처방

기술

460204. 질환관련 주요
변이형에 따른
임상영양관리기술

M53

460205. 인터넷을 이용한

대한 효율적
M53

460299. 기타 영양관련 질환
예방 및 질환별

및 위생관리기술
450799. 기타 급식산업

M52

영양상담·관리기술

급식기술
450704. 학교급식의 영양

M52

인자의 유전자

M50

절감기술
450703. 노인 및 소외계층에

M52

기술

M50

절감기술
450702. 음식물 쓰레기

M52

예방기술

4507. 급식산업 효율성 제고
450701. 식재료 사용량

M52

영양관리 관련기술

L90

효율성 제고
관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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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01. 식품 재조합 단백질

임상영양효과 검증 기술

470202. 식품 재조합 단백질
기능조절 기술

M52

470203. 식품 재조합 단백질

식품 효능 검증기술

L90

생산 기술

M52

470204. 식품 펩타이드

식사대체 효과

L90

합성·이용 기술

검증기술
460399. 기타 특수 영양식품

L90

구조분석 및

검증기술

460303. 식사대용식품의

L90

분리정제 기술

M52

임상영양효과
460302. 질환별 환자용

표준분류체계 코드

4702. 식품단백질공학기술

4603. 특수영양식품
460301. 영양보충용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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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99. 기타 식품 단백질

L90

공학 관련기술

임상영양효과 검증
관련기술

4703. 식품효소공학기술
470301. 식품효소탐색

4604. 기능성식품의 임상영양

생물공학기술

이용 기술
460401. 기능성 인자의

M52

470302. 식품효소 대량생산

M52

470303. 식품효소의 산업적
470304. 식품효소 반응공학

이용기술

470399. 기타 식품효소공학

4704. 식품생물 공정기술

4605. 기타 임상영양학 관련기술
M52

470401. 식품 동물세포
470402. 식품 식물세포
470499. 기타 식품생물공정

L90

관련기술

4701. 식품유전자 이용기술
L90

4705. 기타 식품생물공학기술

기술

관련기술

L90

470599. 기타 식품생물공학

및 조절 기술

기술 관련기술

L90

분석 기술
470199. 기타 식품유전자

L90

배양공학 기술

47. 식품생물 공학기술

470103. 식품 유전체 기능

L90

배양공학 기술

관련기술

470102. 식품 유전자 발현

L90

관련기술

이용기술 관련기술

470101. 식품유전자 재조합

L90

기술

M52

식품의 임상영양

460599. 기타 임상영양학

L90

이용 기술

식품의 임상영양
460499. 기타 기능성

L90

및 제제화 기술

질환 관련성 규명
460402. 대상별 기능성

L90

L90

이용 관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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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 보습

51. 신소재

510401. 유연화제 물질
개발기술

5101. 미백
510101. Depigmentation

M39

510402. 자유수 및 결합수를

M39

510403. Muco 다당류

M39

갖는 물질 개발기술

기술
510102. Cytokine

M39

M39

개발기술

regulation 기술
510103. 멜라닌 생성 억제기술

M39

510104. Tyrosinase 및

M39

510404. 피부장벽 강화 물질
개발기술
510499. 기타 보습 관련기술

관련효소 활성

M39
M39

억제기술
510105. Melanozome

M39

510501. 항 androgen 물질

단백질 조절기술
510199. 기타 미백 관련기술

5105. 피지조절 및 여드름

510502. 항균, 항염 물질
M39

510503. 지질 합성 및 분해

M39

조절기술

개발기술
510202. 피부

M39

개발기술

5102. 주름방지 및 개선
510201. 각화조절 물질

M39

개발기술

M39

M39

510599. 기타 피지조절 및

M39

여드름 관련기술

glycosaminoglycans
(GAGs) 생성 촉진기술
510203. Elastin 생성 및

M39

510601. 항 염증제 개발

분해 촉진기술
510204. Collagen 생성

510602. 프로스타글란딘
생성 억제제

억제기술

개발기술
M39

510603. Cytokine

M39

510604. 피부장벽 강화 물질
510605. 기능성 물질의

M39

510606. 서방형 기제

M39

개발기술

흡수제 개발기술
M39

510699. 기타 자극완화
관련기술

차단제 개발기술
510399. 기타 자외선차단

M39

자극완화 기술

5103. 자외선차단

510302. 무기계 자외선

M39

개발기술

개선 관련기술

510301. 유기계 자외선

M39

regulation 기술

junction 강화기술
510299. 기타 주름방지 및

M39

(prostaglandin)

M39

proteinase(MMP)
510206. Dermo epidermal

M39

기술

M39

촉진기술
510205. Matrix metallo

5106. 자극완화

M39

관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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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9

억제기술
510702. Radical

M39

scavenging 기술
510703. 항 산화 관련 효소

M39

활성화 기술
510799. 기타 항산화

511101. 표면처리기술

M39

511102. 개질 기술

M39

511103. 미립자화 기술

M39

511104. 복합화 기술

M39

511105. 다공화 기술

M39

511199. 기타 분체 관련기술

M39

M39
5112. 계면활성제

관련기술

511201. 천연소재의
개발기술

M39

511202. 바이오 계면활성제

hormone제
M39

511203. 불소계 및 실리콘계

510803. 항 염증제 개발기술

M39

510804. 세포 부활제

M39

개발기술
511299. 기타 계면활성제

M39

관련기술

개발기술
M39

5113. 고분자 화합물

개발기술
510899. 기타 육모 관련기술

M39

계면활성제

개발기술

510805. 피지선 억제제

M39

개발기술

개발기술
510802. 혈행 촉진제

M39

계면활성제

5108. 육모
510801. 항 남성

표준분류체계 코드

5111. 분체

5107. 항산화
510701. Free radical 생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분류체계

M39

511301. 유용성 폴리머

M39

개발기술
511302. 수용성 폴리머

5109. 비듬
510901. 항진균제 개발기술

M39

510902. 항 비듬제 개발기술

M39

510903. 항 가려움증

M39

510999. 기타 비듬 관련기술

개발기술
511303. 실리콘계 폴리머

M39

개발기술
511304. 기능성 폴리

개발기술

M39

M39

펩타이드 개발기술

M39

511399. 기타 고분자 화합물

M39

관련기술

5110. 피부흡수
511001. 경피 흡수 촉진기술

M39

511002. 경피 흡수 억제기술

M39

5114. 기타 신소재 관련기술

511099. 기타 피부흡수

M39

511401. 향 성분 합성 기술

M39

511402. 천연소재의 방부제

M39

관련기술

개발 기술
511403. 방충성 물질 개발

M39

기술
511499. 기타 신소재
관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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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4. 패치

52. 제형기술
5201. 유화
520101. O/W 유화기술

M38

520102. W/O 유화기술

M38

520103. 다중유화기술

M38

520104. Microemulsion

M38

520401. 유성패치

M38

520402. 하이드로젤 패치

M38

520499. 기타 패치 관련기술

M38

5205. 분산
520501. Solid-Solid

M38

분산기술

개발기술
520105. Nanoemulsion

표준분류체계 코드

M38

개발기술

520502. 水분산기술

M38

520503. 油분산기술

M38

520106. 액정 유화기술

M38

520504. Foam 형성기술

M38

520107. 전상 유화기술

M38

520505. Gel Network

M38

520108. D상 유화기술

M38

구조를 이용 안정한

520109. HLB법 유화기술

M38

액-액, 고-액체

520110. PIT법 유화기술

M38

520506. 분산기술

M38

520111. 상온 유화기술

M38

520507. 재결정 방지기술

M38

520112. 초임계 유화기술

M38

520508. 발한, 발분 방지기술

M38

520113. 고압 유화기술

M38

520509. 기계적 분산기술

M38

520199. 기타 유화 관련기술

M38

520510. 표면 개질기술

M38

520599. 기타 분산 관련기술

M38

5202. 가용화
520201. 마이셀화 기술

M38

5206. 피부흡수 및 안정화

520202. 현탁가용화 기술

M38

520601. Partition 기술

M38

520203. Microemulsion

M38

520602. Diffusion 기술

M38

520603. Microencapsulation

M38

개발기술
520299. 기타 가용화 관련기술
5203. 리포좀
520301. Multilamellar vesicle

기술

M38

M38

520604. Multiphase 기술

M38

520605. 서방화 기술

M38

520699. 기타 피부흡수 및

M38

안정화 관련기술

(MLV) 제조기술
520302. Small unilamellar

M38
5207. 웨팅

vesicle (SUV)

520701. 페이스트화 기술

M38

520702. 착염기술

M38

vesicle (LUV)

520703. 성애방지 기술

M38

제조기술

520799. 기타 wetting

M38

제조기술
520303. Large unilamellar

520304. Giant lamellar

M38

관련기술

M38

vesicle 제조기술
520399. 기타 리포좀
관련기술

M38

5208. 기타 제형 관련기술
520899. 기타 제형 관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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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5. 기타 평가 관련기술

53. 평가기술

530599. 기타 평가 관련기술
5301. 효능평가
530101. 보습평가 기술

M38

530102. 미백 평가 기술

M38

530103. 주름 평가 기술

M38

530104. 자외선 차단 평가

M38

기술
530105. 피지조절/여드름

M38

평가 기술
530106. 육모/비듬/가려움

표준분류체계 코드

M38

평가 기술
530107. 자극완화 평가 기술

M38

530108. 항 산화 평가 기술

M38

530109. 차원 세포 배양 기술

M38

530199. 기타 효능평가

M38

관련기술
5302. 안전성평가
530201. In vitro 평가 기술

M38

530202. In vivo 평가 기술

M38

530203. Clinical 평가 기술

M38

530204. 동물대체 시험법

M38

530299. 기타 안정성평가

M38

관련기술
5303. 관능평가
530301. 사용감 평가 기술

M38

530302. 색평가 기술

M38

530303. 향 평가 기술

M38

530399. 기타 관능평가

M38

관련기술
5304. 방부력평가
530401. 항균력 시험

M38

530402. 방부력 시험

M38

530403. 미생물 오염도 시험

M38

530499. 기타 방부력평가

M38

관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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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 폐수처리 고도화

1. 맑고 안전한 공기
1-1. 미세먼지오염 개선기술

N23, N32

1-2. 오존 및 스모그오염 개선 기술

N23, N32, N41

1-3.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기술

N23, N32, N61,

7-1. 하 폐수 고도처리 및 핵심
요소기술
7-2. 친환경 방류수 처리관리기술

N21, N22,
N31, N43
N22

N62
8.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2. 친환경 소재 제품
2-1. 환경오염 유발물질 대체
물질(소재) 개발
2-2. 오염물질 제거효율향상
소재 제품 개발

8-1. 폐기물 감량재활용관리기술

N25, N33, N77

N3, N13, G26,

8-2. 폐기물 자원화기술

N16, N25, N33

G35, G65

8-3. 유해폐기물 처리 처분기술

N25, N33

N3, N13, G26,
G35, G65

9. 위해성 평가 관리

3. 친환경 공정

9-1. 위해성평가 관리 요소기술

N51, N52, N53,
N54, N74

3-1. 배출량 저감 최적화기술

N2, N11, N15

3-2. 유해물질 제거 및 유용물질

N2

회수 공정기술

9-2. 환경관리기술의 평가기술

N62, N77

10. 측정분석장비 장치

4. 토양 지하수 복원 관리

10-1. 고정밀 센서기술

N3, N71, N76

10-2. 환경오염 측정분석 장비기술

N3, N71, N76

10-3. 원격 모니터링기술

N71, N76

4-1. 도시산업지역 복원관리기술

N24, N35, N44

4-2. 불량매립지 복원 관리기술

N24, N35, N44

4-3. 폐광산 주변지역 복원관리기술

N24, N35, N44 11.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11-1. 소음 진동 배출특성 및

5. 생태계 복원 관리

N29, N38, N79

음질평가관리기술
5-1.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기술

N42, N45, N46

11-2. 소음진동 방지 및 저감기술

N29, N38, N79

5-2. 생태환경 이용 및 관리기술

N42, N75

11-3. 차음 방진성능 향상기술

N29, N38, N79

6. 만족도 높은 먹는 물

12. 환경시책 효율성제고

6-1. 정수장 효율향상고도처리기술

N22, N31, N43

12-1. 국제환경현안 대응해결기술

N41, N7, N8

6-2. 상하수도관망 최적 관리기술

N21

12-2. 환경교육 홍보기술

N0

6-3.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 및

N22, N31, N43

유지관리기술

* KIEST : Korea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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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기술>
ㅇ 산업

열교환기기술

O21

고효율 건조기술

O31

보일러기술

O31

정밀화학 공정기술

O31

고효율 공업로 기술

O31

공정자동화 및 지능화 기술

O31

연소기(버너)

O31

초임계유체공정기술

O31

전동기기술

O34

증발 및 증류공정기술

O31

조명기술

O34

흡착 분리기술

O31

유체기기

O30

막분리공정기술

O31

결정화 분리공정

O31

에너지변환기술

O21

미활용에너지기술

O24

에너지소재

O35,G16,G27,G37

건물 복합이용

O51

고효율염색기술

O31

산업용 시스템

O51

ㅇ 건물

<신 재생에너지기술>
ㅇ 태양열에너지

ㅇ 태양광에너지

그린빌딩

O33

태양전지 제조

O51

리노베이션기술

O33

시스템 이용

O51,I77

고효율공조기술

O33

소형열병합발전기술

O33

ㅇ 바이오에너지

ㅇ 수송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

O23

연료용 에탄올 상용화

O53,D58,H76

메탄가스 전환이용

O53,D58,H76

미래 바이오에너지

O53,D58,H76

ㅇ 폐기물에너지

ㅇ 전기
초전도기술

O34

산업폐기물 소각 폐열이용

O58

전력변환기술

O34

폐기물 재생연료

O58

고효율 전열기술

O34

에너지 저장

O22

대기전력 절감기술

O34

ㅇ 정책

ㅇ 석탄이용기술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O50,I77

ㅇ 수력에너지

에너지정책

O30

수요관리(DSM) 기술

O36

수력발전

O54,I77

ㅇ 풍력에너지
ㅇ 공통기기
히트펌프기술

풍력발전
O21

* KEMCO :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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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2,I77

에너지관리공단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표준분류체계 코드

<자원기술>

ㅇ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이용

에너지관리공단 분류체계

O57
ㅇ 자원조사 탐사

ㅇ 연료전지기술

지질조사

O91,E25

인산형 연료전지

O59,I77

육상물리탐사

O62,E25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O59,I77

해저물리탐사

O63,E25,R63

산화물형 연료전지

O59,I77

지화학탐사

O65,E13

고분자형 연료전지

O59,I77

극한지탐사

O66,E75

원격탐사 GIS

O64,E81

광상 자원소재평가

O92

ㅇ 해양에너지
해양에너지 발전

O56,I77,R72
ㅇ 석유사스 에너지자원 확보

ㅇ 지열에너지
지열이용

O55

<청정에너지기술>
ㅇ 온실가스처리
CO2 분리이용기술

O43

non-CO2 처리기술

O43

O43

연소후처리

O43

O71

가스하이드레이트개발

O73

CBM(석탄층가스) 개발

O72

오일샌드및셰일개발

O71

치밀저류층가스개발

O71

지하열자원개발

O78

에너지지하저장

O96

ㅇ 광물자원 개발

ㅇ 연소처리기술
연소과정처리

석유 가스개발

육상광물자원개발

O74

해저광물자원개발

O75,R73

ㅇ 자원활용

ㅇ 청정화 기술

비금속광물활용

O81

금속광물활용

O82

연소처리기술

O43

자원고기능화

O80

석탄청정 및 전환기술

O41

원료소재화

O86

석유청정 및 전환기술

O42

순환자원활용

O87,N25

DME기술

O42

GTL기술

O44

ㅇ 정책
자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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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90

1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KICTTEP)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C04. 유지관리

A. 기술정책
A01. 기술정책

C0401. 건축물 리모델링

Q38

C0402. 건축물 보수, 보강

Q33
Q33

A0101. 기술경제/경영

S22, S4

C0403. 토목구조물 보수, 보강

A0102. 기술컨설팅

S40

C0404. 기타

A0103. 국토계획

Q11

A0104. 도시계획

Q12

C05. 기타
C0501. 기타

A0105. 기타

D. 건설환경

B. 건설사업관리

D01. 건설환경

B01. 사업관리(CM)
B0101. 토목

Q23-Q27

D0103. 중수도 및 관리

Q61

B0102. 건축

Q23-Q27

D0104. 소음/진동 및 관리

Q67

B0103. 산업설비

Q23-Q27

D0105. 대기오염 및 관리

Q62

D0106. 토양오염 및 관리

Q62

D0107. 폐기물 처리 및 관리

Q64

D0108. 환경생태 및 지구환경

Q66

D0109. 청정기술

Q60

B0104. 기타
C. 건설안전

D0110. 기타

C01. 안전진단
C0101. 시설물 안전진단

Q31

C0102. 시설물 안전성평가

Q32

E. 토목

C0103. 기타
E01. 측량
C02. 품질관리
C0201. 품질관리

Q23

E0101. 항공사진측량

Q17

E0102. 원격(RS)탐측

Q17

E0103. GIS/GPS/LBS

Q18

E0104. 기타

C03. 방재관리
C0301. 토목구조 내진설계기술

Q44

C0302. 건축구조 내진설계기술

Q44

C0303. 방화 및 방연기술

Q37

C0304. 소방설비

Q37

C0305. 기타

* KICTTEP :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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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E06. 공항

E02. 토목구조 및 재료
E0201. 교량 해석 및 설계

Q40

E0601. 계획 및 설계

Q83, Q94

E0202. 토목재료(콘크리트)

Q42

E0602. 토목시설

Q83, Q94

E0203. 토목재료

Q43

E0603. 기계설비

Q83, Q94

E0604. 전기설비

Q83, Q94
Q83, Q94

(신소재/복합재료)
E0204. 토목재료(재활용재료)

Q43

E0605. 통신및관제

E0205. 특수구조물 해석 및 설계

Q71, Q74

E0606. 기타

(지하공간/해양공간)
E07. 해양 및 항만

E0206. 기타
E03. 토질 및 기초
E0301. 조사 및 실험

Q45

E0302. 기초 및 지반개량

Q45

E0303. 사면안정

Q46

E0304. 내진

Q44

E0701. 수중 구조물

Q74

E0702. 해안 및 항만 시설물

Q83

E0703. 기타
E08. 수공

E0305. 기타
E04. 도로

E0801. 수자원

Q52, Q53

E0802. 수리 및 관로

Q51, Q55

E0803. 수문

Q5, Q58

E0804. 지하수

Q53
Q55

E0401. 계획 및 설계

Q13

E0805. 기전설비

E0402. 포장

Q20

E0806. 기타

E0403. 유지관리

Q31, Q33
E09. 토목시공

E0404. 안전시설
E0405. 기타

E0901. 토목시공

Q22

E0902. 자동 및 기계화

Q22

시공기술

E05. 철도 및 도시철도

E0903. 기타

E0501. 철도시스템운영

Q82, Q92

E0502. 철도차량

F29

E0503. 궤도

Q84

E0504. 신호 및 제어

Q82, Q92

E1001. 해석 및 설계

Q47

E0505. 유지관리

Q92

E1002. 터널계측 및 분석

Q47

E1003. 환기 및 방재기술

Q34, Q47

E10. 터널

E0506. 기타

E1004. 기타
E11. 화약 및 발파
E1101. 화약 및 발파
E12. 기타
E120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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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F. 건축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분류체계
F06. 건축물 해체
F0601. 건축물 해체

F01. 건축계획 및 설계
F0101. 단지계획 및 설계
F0102. 일반건축물 계획 및 설계
F0103. 아파트 계획 및 설계
F0104. 특수구조건축물 계획
및 설계
(셀구조,초대형/초고층 등)
F0105. 기타

Q14
Q14
Q14
Q14, Q71-Q74

F07. 기타
F0701. 기타
G. 조경

G0101. 조경

H01. 발전/에너지설비
H0101. 발전설비

Q15, Q16

H0102. 에너지설비

Q15

H0103. 기타
H02. 환경설비

Q21
Q21
Q21
Q21

H0201. 수처리설비

N31, Q61

H0202. 폐기물처리설비

N33, Q64

H0203. 기타
H03. 신산업설비
Q15

(바이오산업, 해저시설 등)
H0302. 복합플랜트

Q22
Q22

H0303. 기타
H04. 기타

F05. 건축환경 및 설비
F0501. 공기조화/냉난방 설비
F0502. 조명 및 전기설비
F0503. 건축기계설비
F0504. 소방설비
F0505. 통신설비
F0506. 건축환경
F0507. 생태건축
F0508. 인텔리전트 빌딩
F0509. 기타

L66-L69

H. 산업설비

H0301. 신산업플랜트
F04. 건축시공
F0401. 건축시공
F0402. 자동 및 기계화 시공기술
F0403. 기타

Q20, Q30

G01. 조경

F02. 건축구조
Q41-Q43
F0201. 일반건축물 구조설계
및 평가
Q44, Q71-Q74
F0202. 특수구조 건축물 설계
및 평가
(셀구조,초대형/초고층 등)
F0203. 기타
F03. 건축재료
F0301. 구조재료
F0302. 비구조재료
F0303. 내화재료
F0304. 신소재/복합소재
F0305. 기타

표준분류체계 코드

H0401. 기타
Q65, Q68
Q68
Q68
Q68
Q68
Q65
Q66
Q14, Q62-Q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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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J07. 폐기물처리 및 관리

I. 교통

J0701. 폐기물처리 및 관리

N25

I01. 교통계획
I0101. 교통계획

Q8

J08. 환경복원
J0801. 환경복원

N4

I02. 교통운영
I0201. 교통운영

Q9

J09. 자원재활용
J0901. 자원재활용

N16, N25, Q21

I03. 물류
I0301. 물류

Q69, Q86, Q96

J10. 환경생태 및 지구환경
J1001. 환경생태 및 지구환경

N41, N42

I04. 교통시스템
I0401. 교통시스템

J11. 청정기술

Q85, Q9

J1101. 청정기술

N11

I05. ITS
I0501. ITS

J12. 기타

Q95

J1201. 기타
I06. 기타
K. 지질학

I0601. 기타

K01. 광물학

J. 환경공학

K0101. 광물학

E11

J01. 상수도 및 수질관리
J0101. 상수도 및 수질관리

N21, N22, N31,

K02. 암석학
K0201. 암석학

N43, Q61

E12

J02. 하수도 및 폐수처리
J0201. 하수도 및 폐수처리

N21, N22, Q61

K03. 자원지질학
K0301. 자원지질학

E13

J03. 중수도 및 관리
J0301. 중수도 및 관리

N21

K04. 구조지질학
K0401. 구조지질학

E14

J04. 대기오염 및 관리
J0401. 대기오염 및 관리

N23

K05. 환경지질학
K0501. 환경지질학

E84

J05. 소음/진동 및 관리
J0501. 소음/진동 및 관리

N29

K06. 지하수학
K0601. 지하수학

J06. 토양오염 및 관리
J0601. 토양오염 및 관리

N24

K07. 기타
K070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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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5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L02. 지리정보
L0201. 지리정보
L03. 수문지리
L0301. 수문지리

J70

O01. 회로이론
O0101. 회로이론

I42, I72

J71

O02. 통신시스템
O0201. 통신시스템

K52

E85

O03. 제어시스템
O0301. 제어시스템

I11

O04. 신호처리
O0401. 신호처리

I75

O05. 이동 및 위성통신
O0501. 이동 및 위성통신

K5

L04. 기타
L0401. 기타
M. 농학 및 임학
M01. 토양학
M0101. 토양학

L22

M02. 조경식물
M0201. 조경식물

L68

M03. 산림조림
M0301. 산림조림

P01. 하드웨어
P0101. 하드웨어

J11, J12

P02. 소프트웨어
P0201. 소프트웨어

J31, J33

P03. 그래픽
P0301. 그래픽

J64

C52

P04. 영상처리
P0401. 영상처리

J61

G3

P05. 알고리즘
P0501. 알고리즘

J39

P06. 인공지능
P0601. 인공지능

J35

P07. 가상현실
P0701. 가상현실

J61

P08. 모델링/시뮬레이션
P0801. 모델링/시뮬레이션

J33

L61-L63

N. 고분자공학

N02. 고분자 재료
N0201. 고분자 재료
N03. 유변학 및 고분자 가공
N0301. 유변학 및 고분자 가공
N04. 기타
N0401. 기타

O06. 기타
O0601. 기타
P. 컴퓨터학

M04. 기타
M0401. 기타

N01. 고분자 물성
N0101. 고분자 물성

표준분류체계 코드

O. 전기 및 전자공학

L. 자연지리학
L01. 지도학
L0101. 지도학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분류체계

H61-H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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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분류체계 코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분류체계

P09. 네트워크 및 인터넷
P0901. 네트워크 및 인터넷

J13, J45

R. 재료공학

P10. 기타
P1001. 기타
Q. 기계공학
Q01. 압력용기 및 배관
Q0101. 압력용기 및 배관
Q02. 고체 및 구조역학
Q0201. 고체 및 구조역학

F41

C52, F0

표준분류체계 코드

R01. 금속재료
R0101. 금속재료

G1

R02. 세라믹재료
R0201. 세라믹재료

G2

R03. 고분자재료
R0301. 고분자재료

G3

R04. 복합재료
R0401. 복합재료

G4

Q03. 동역학 및 진동
Q0301. 동역학 및 진동

F21

Q04. 음향 및 소음
Q0401. 음향 및 소음

F24

Q05. 열공학 및 열전달
Q0501. 열공학 및 열전달

C11

S01. 유기화학공정
S0101. 유기화학공정

H51

Q06. 냉동 및 공기조화
Q0601. 냉동 및 공기조화

F31

S02. 무기화학공정
S0201. 무기화학공정

H51

Q07. 유체공학
Q0701. 유체공학

F33

S03. 생물화학공정
S0301. 생물화학공정

H7

Q08. 계측 및 제어
Q0801. 계측 및 제어

I12

S04. 표면/계면/촉매 화학공정
S0401. 표면/계면/촉매 화학공정 C15, H1

Q09. 자동화시스템
Q0901. 자동화시스템

F1

S05. 전자재료공정
S0501. 전자재료공정

C88, G5, G8

Q10. 환경기계
Q1001. 환경기계

F34-F36

S06. 전기화학공정
S0601. 전기화학공정

C86

F44

S07. 청정화학공정
S0701. 청정화학공정

N11

Q11. 건설기계
Q1101. 건설기계
Q12. 기타
Q1201. 기타

R05. 기타
R0501. 기타
S. 화학공학

S08. 기타
S080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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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전전력연구원(ETEP)
한전전력연구원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A. 수화력 발전기술
A1. 신전원 발전기술
A1010 신에너지발전
A1020 재생에너지발전
A1030 석탄의 신이용발전
A1040 연료전지/MHD발전
A1050 신연료발전
A1990 기타 신전원발전기술

O1
O44, O57, O59,
O5
O44
O59
O4, O50
O10

A2. 발전설비 구축기술
A2010 입지환경기술플랜트
A2020 플랜트적용 평가기술
A2030 플랜트 설계/제작기술
A2040 플랜트 시공/관리기술
A2990 기타발전설비구축기술

O1
F30,
F30,
F30,
F30,
F30,

A3. 설비 운용기술
A3010 설비진단
A3020 연소관리
A3030 효율향상
A3040 전기설비개선
A3050 제어설비개선
A3060 기계설비개선
A3070 수 화학설비개선
A3990 기타기존설비운용기술

O37
O37
O37
O37
O37
O37
O37
O37
O20

F71
F72
F72
F73
F80

A9. 기타
A9000기타수 화력발전기술
B. 원자력 발전기술
B1. 신원전 이용기술
B1010 신형 중수로
B1020 신형 경수로
B1030 신형 중수로 핵연료
B1040 신형 경수로 핵연료
B1990 기타 신원전 이용기술

P92
P90
P90
P61, P62
P61, P62
P60

B2. 발전설비 구축기술
B2010 입지환경

P9
P90

한전전력연구원 분류체계
B2020
B2030
B2040
B2050
B2060
B2990

플랜트 종합설계
원자로 계통설계
노심 및 핵연료설계
기자재 설계/제작
설비시공/관리기술
기타발전설비구축기술

표준분류체계 코드
P91
P91
P91
P95
P96
P90

B3. 기존원전운용기술
B3010 안전성 향상
B3020 운전성 향상
B3030 진단/검사/평가
B3040 정비
B3050 설비개선
B3060 방사선관리 및
폐기물처리
B3070 원전수명관리 및 폐로
B3080 원전정보관리
B3990 기타 원자력 운용기술

P92
P4, P92
P92
P92, P93
P93
P93
P6, P77

B9. 기타
B9000 원자력발전기술

P90
P90

P65, P96
P90
P90

C. 전기환경 친화기술
C1. 발전환경 개선기술
C1010 지구환경
C1020 대기환경
C1030 수질환경
C1040 해양환경
C1050 감시 및 평가
C1060 폐기물처리
C1070 유해물처리
C1990 기타 발전환경기술

N2
O43, N41
O43, N23
N22
N45
N72
N33
N54
N20

C2. 전기환경개선기술
C2010 코로나및이온류장해저감
C2020 전자계대책및저감기술
C2030 전자계안정성평가기술
C2990 기타전기환경친화기술

I53,
I53,
I53,
I53,
I53,

C9. 기타
C9000 기타 전기환경기술

I53, N20
I53, N20

* ETEP : Electric Power Industr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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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N51
N51
N51
N50

한전전력연구원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D. 전력계통 수송기술

한전전력연구원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E. 전기이용기술

D1. 계통계획 및 운용기술
D1010 계통계획및연계기술
D1020 계통 안정화 제어
D1030 유연송전(FACTS)
D1040 광역보호계전 및
지능화기술
D1050 전력시장 운용기술
D1060 모델링 및 해석 기술
D1070 경제적전력수급 계획
D1990 기타 계통계획 및
운용기술

I51,
I51,
I51,
I51,
I51,

I54
I54
I54
I54
I54

I51,
I51,
I51,
I51,

I52
I50
I54
I54

D2. 송변전기술
D2010 가공송전
D2020 지중송전
D2030 직류송전기술
D2040 송변전기기개발
D2050 송변전기자재소재개발
D2060 송변전설비 성능개선
D2070 고전압절연기술
D2990 기타 송변전기술

I51
I51
I51
I51
I51
I51
I51
I51
I50

D3. 배전기술
D3010 배전 신기술공법개발
D3020 계통신뢰도향상
D3030 설비고장예지/수명예측
D3040 신소재배전기자재개발
D3050 전기재해예방/환경관리
기술
D3060 종합 배전자동화 및
보호협조
D3070 배전부하예측 및 설비
투자계획
D3080 분산전원 및 배전계통
구성기술
D3090 배전계통 뇌해대책
및 접지기술
D3990 기타 배전 기술

I52
I52
I52
I52
I52
I52

D9. 기타
D9000 기타 전력수송기술

I50
I50

I52
I52
I52
I53
I50

E1 전기품질향상기술
E1010 전기품질진단기술
E1020 전기품질개선장치
E1030 전기품질관리네트워크
E1040 배전설비표준시공기술
E1990 기타전기품질향상기술

I52,
I52,
I52,
I52,
I52,
I52,

E2. 수요관리 기술
E2010 수요관리 평가기술
E2020 축열 축냉시스템운용
기술
E2030 고효율축열 축냉기기
개발
E2040 히트펌프 응용기술
E2050 수용가 부하제어 및
관리기술
E2990 기타 수요관리기술

I61, O34
I61, O34
I61, O34

E3. 전기저장/응용기술
E3010 전기전력저장
E3020 초전도 플라이휠에너지
저장
E3030 기계식 에너지저장
E3040 초전도 재료개발
E3050 방전 고전압기술
E3060 레이저기술
E3070 초전도 자석응용기술
E3990.기타전기저장/응용기술

O20, I63
O20, I63
O20, I63

E4. 수용가 시스템기술
E4010 전기안전기술
E4020 요금제도관리기술
E4030 전력시장/거래시스템개발
E4990 기타수용가시스템기술

I52
I50
I50
I50
I50

E5. 전기사용 합리화기술
E5010 고효율 전동기개발
E5020 고효율전력변환장치개발
E5030 고효율조명기기개발
E5040 고효율중전기기개발
E5990 기타전기사용합리화기술

I6
I13,
I13,
I13,
I13,
I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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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1
I61
I61
I61
I61
I60

I61, O34
I61, O34
I61, O34
I61, O30

O20,
O20,
O20,
O20,
O20,
O20,

I60
I63
I62
I60
I63
I60

I64
I62
I65
I62

한전전력연구원 분류체계
E9. 기타
E9000 기타 전기이용기술
F. 전력설비 기초기술

표준분류체계 코드
I60
I60
I53

F1. 발전설비
F1010 금속/재료기술
F1020 전기/제어기술
F1030 기계기술
F1990 기타발전설비기초기술

I53
I53
I54
I53
I50

F2. 송변전설비
F2010 금속/재료기술
F2020 전기/제어기술
F2990 기타송변전설비기초기술

I53
I53, I60
I53, I70
I50

F3. 배전설비
F3010 금속/재료기술
F3020 전기/기계기술
F3990 기타배전설비기초기술

I51
I51, I60
I51, I70
I50

F9. 기타
F9000 기타 전력기초기술

I50
I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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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전력연구원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12.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과학연구소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국방과학연구소 분류체계

표준분류체계 코드

SE. 체계공학
SE1. 체계분석
SE2. 체계설계
SE3. 체계관리
SE4. M&S
SE5. 종합군수지원
SE6. 인간공학
SE7. 전문분야 종합
SE8. 체계시험평가
SE9. 기타

F7, F8, F9
F99
F7
F91, F92
F97
F92, F93
F95
F91
F8

BE. 생명 환경
BE1. 생명공학
BE2. 대기환경
BE3. 우주환경
BE4. 해양환경
BE5. 전자파환경
BE6. 화학
BE7. 생물학
BE8. 방사능
BE9. 기타

C, D, E, P, R
D
E4, E5
R1, R2
E6, R6, R7
B5, I, K
C
D1
P7

IT. 정보기술
IT1. 통신망
IT2. 정보융합
IT3. 정보전송
IT4. 교환 중계
IT5. 정보처리
IT6. 정보전(보호)
IT7. 정보전(마비)
IT8. 통신전자전
IT9. 레이더전자전
IT10. 통신대전자전
IT11. HCI
IT12. 정보체계S/W
IT13. 컴퓨팅core
IT14. 기타

J, K
K3
J5, K4, K7
J5, K1
K2
J5
J4
J4
K4
K4
K4
J38
J3
J1

EM. 에너지
EM1. 고폭화약
EM2. 파이로테크닉
EM3. 추진제
EM4. 전지 전원
EM5. 고에너지 레이저
EM6. 기타

B, C, G, O
C3
C3
C3
C58, G53, O5
B5

CT. 제어
CT1. 유도제어
CT2. 항공제어
CT3. 수상 수중제어
CT4. 기동 사격제어

F, R
R14,
R3
R91,
F14,
F26,

MS. 소재 공정
MS1. 장갑 대장갑
MS2. 전자재료
MS3. 금속재료
MS4. 복합재료
MS5. Stealth
MS6. 세라믹
MS7. 특수기능소재
MS8. 공정
MS9. 소자

G, H
G1, G2
G5
G1
G4
F, G, R36, R81
G2
G
G8
H4

SS. 센서 신호처리
SS1. 음향센서
SS2. 관성센서 항법
SS3. 전자파 환경
SS4. 전자파센서
SS5. 신호처리
SS6. 자동표적인식
SS7. 전자광학센서
SS8. 계측센서
SS9. 기타

B, I, K, P, R
R9
R3
B5, I, K
B5, I, K
I75, K4, K8
B5, I9
B5
I1, P3

CT5.

R26, R36
R92, R93
F15, F18,
F27

기타

SM. 구조 기기
SM1. 구조역학
SM2. 동력학
SM3. 유공압
SM4. 메커트로닉스
SM5. MEMS
SM6. 자동화
SM7. 기타

B, F, Q
Q4
F1, F2
F3
F1
F5, F6
F1

FM. 유체역학
FM1. 수력학
FM2. 공기역학
FM3. 가스역학
FM4. 기타

B, O, R
O52, O54, R8, R9
R1, R2, R3
B22, O13, O57

PP. 추진
PP1. 로켓추진
PP2. 가스터빈 엔진
PP3. 램제트 엔진
PP4. 내연기관
PP5. 특수추진
PP6. 기타

R1, R2, R3, 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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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보과
http://www.most.go.kr
Tel: (02)2110-3772

Fax: (02)2110-377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기획팀
http://www.kistep.re.kr
Tel: (02)589-2193

Fax: (02)589-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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