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단 현황
1 사업단 구성

1.1 사업단장
T_1_1:성명

T_1_2:한글
T_2_1:소속기관

D_1_3:이주열

T_1_4:영문

D_1_5:RHEE, JOOYULL

D_2_3:성균관대학교

D_2_4:-

D_2_5:물리학과

2 / 176

1.2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현황
<표 1-1>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교수 현황

T_1_3:전체 교수 수(임상, 교
육, 분교, 기금 제외)

T_1_2:대
학
T_1_1:기
원
준
학
일
과(
부) T_2_3:전
체

D_4_2:물
D_4_1:201
리
306
학
18
과

D_4_3:20

T_2_4:참여

(단위: 명, %)

T_1_8:기존 교수 수(임상, 교
육, 분교, 기금 제외)

T_2_7:참
여
T_2_8:전
비
체
율
(%)

T_3_4:전
임

T_3_5:겸
임

T_3_6:계

D_4_4:15

D_4_5:0

D_4_6:15 D_4_7:75% D_4_8:16

T_1_13:신임 교수 수(임상, 교 T_1_18:임상, 교육, 분교, 기금
육, 분교, 기금 제외)
교수 수

T_2_12:참
T_2_17:참
T_2_2:참
여
여
여
T_2_9:참여
T_2_14:참여
T_2_19:참여
T_2_13:전
T_2_18:전
비
비
비
체
체
율
율
율
(%)
(%)
(%)
T_3_9:전 T_3_10:겸
T_3_14:전 T_3_15:겸
T_3_19:전 T_3_20:겸
T_3_1:계
T_3_16:계
T_3_21:계
임 임
임 임
임 임

D_4_9:12

D_4_10:0

D_4_1:12 D_4_12:75% D_4_13:4

D_4_14:3

D_4_15:0

D_4_16:3 D_4_17:75% D_4_18:0

D_4_19:0

<표 1-2>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대학원생 현황

D_4_20:0

D_4_21:0

D_4_2:0%

(단위: 명, %)
T_1_3:대학원생 수

T_1_1:기준
일

D_4_1:20130
618

T_1_2:대학
원 학
과(부)

D_4_2:물리
학과

T_2_3:석사
T_3_3:전체

T_3_4:참여

D_4_3:21

D_4_4:19

T_2_6:박사
T_3_5:참여
비율
(%)
D_4_5:90.48
%

T_3_6:전체
D_4_6:20

T_2_9:석·박사 통합

T_3_8:참여비
T_3_7:참여
T_3_9:전체
율(%)
D_4_7:17

D_4_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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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4_9:37

T_2_12:계

T_3_10:참여

T_3_1:참여
비율
(%)

T_3_12:전체

T_3_13:참여

D_4_10:37

D_4_1:100%

D_4_12:78

D_4_13:73

T_3_14:참여
비율
(%)
D_4_14:93.59
%

Ⅱ 부문별
1 사업단의 교육 비전 및 목표

1.1 교육 비전 및 목표
■ 차세대 선도 물리인재양성사업단 현황 및 분석
BK21PLUS 성균관대 물리사업단은 BK21 1단계 사업(1999~2005)와 BK21 2단계 사업(2006~2012)을 거치면서
교육 부문에서 여러가지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여러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 BK21 1단계 사업의 주요사항
1. 학사과정 입학전형의 다양화 및 정원 감축
2. 대학원 문호 개방
3. 연합사업단 간의 대학원 교육 교류
4. 산학협동과정 개설
○ BK21 2단계 사업의 주요사항
1. 벤치마킹을 통한 교육과정 개선
2. 맞춤형 전공교육과정 개설
3. 영어강의 등의 교육의 국제화
4. 석학 초빙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설
○ 성과
1. 대학원 교과과정의 체계화
2. 전공별 로드맵 제공
3. 석박사 통합과정 및 박사 입학생 비율 증가
4. 세미나 및 석학초빙 강연 등의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5. 국제화된 교육 인프라 구축
○ 한계
1. 교과 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사이의 유기적인 연관성 부족
2. 학부-대학원, 대학원-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의 부재
3. 교육의 수월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부족

■ 차세대 선도 물리인재양성사업단의 교육 비전 및 목표
과거 10여년의 교육 성과 및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제도의 개선과
운영에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교육의 전체를 관통하는 실질적인 비전 및 목표의 설정에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국제 심포지움의 개최, 해외학자의 교수진 채용, 우수대학원생 확보
는 별개의 사항이 아니라 교육의 순환구조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부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BK21PLUS
차세대 선도 물리인재양성사업단은 교육 선순환구조를 바탕으로 한 교육 생태계 구축이라는 교육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함으로서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적 인재를 배출하여 국내외 산학연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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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비전 ─────
교육 선순환구조를 바탕으로 한 교육 생태계 구축

───── 교육 목표 ─────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적 인재를 배출하여
국내외 산학연 핵심인력으로 양성
────────────────────────────────────────────────

■ 사업단의 교육 선순환 구조 체계 및 교육생태계 구축
본 사업단은 교육 비전 및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 중고등학생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물리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우수한 중고등학생들로 하여금 대학교 물리학과 및 연관학과로의 진학을 유도한다.
○ 물리학 또는 연관학문을 전공하는 학부생들을 위한 학부-대학원 연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우수한
학부생들을 유치하고 적극 지원한다. 한편 국제협력을 통하여 해외 우수학생을 유치한다.
○ 대학원 교육과정을 수월성과 다양성이라는 기조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원생이 충실한
기초 및 전공교육을 받아 탁월한 학위논문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생이 원하는 다양한 전공을
개설하여 졸업 후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힌다. 또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능동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 졸업 후 국내외 대학, 연구소, 산업체에 진출하여 해당 분야의 핵심인재로 성장한다. 이들의 성과는
본 사업단을 국내외적으로 알릴 것이며 그 결과 본 사업단의 중고등학생 프로그램, 학부-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위와 같은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들이 단편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교육의 선순환 구조의
한 부분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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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선순환 구조 체계도 ────
┌──────────────┒
┌──────────────┒
│
대학교
┃
│
대학원
┃
│──────────────┃
│──────────────┃
│ 학부-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 ━━━→ │ 교육과정의 수월성과 다양성 ┃
│
┃
│
┃
│ 우수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 ┃
│ 교육의 국제화
┃
│
┃
│
┃
┕━━━━━━━━━━━━━━┛
┕━━━━━━━━━━━━━━┛
↑
┃
┃
┃
┃

┌──────────────┒
│
교육 생태계 구축
┃
┕━━━━━━━━━━━━━━┛

┃
┃
┃
┃
↓

┌──────────────┒
┌──────────────┒
│ 일반 대중 및 중고등학교 ┃
│
산학연
┃
│──────────────┃
│──────────────┃
│ 과학 프로그램 운영
┃ ←━━━ │ 졸업 후 핵심인재로 성장
┃
│
┃
│
┃
│ 우수 중고생의 물리학과 진학┃
│성과를 통한 사회적인식 확산 ┃
│
┃
│
┃
┕━━━━━━━━━━━━━━┛
┕━━━━━━━━━━━━━━┛

■ 사업단의 교육비전 실천방안
본 사업단은 교육의 선순환구조를 통한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방안에 중점을 두어
수행할 계획이다.
──────────────────────────────────────────────
○ 대학원 교육의 수월성 확보
○ 전공선택 및 진로선택의 다양성 구축
○ 학부-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우수 대학원생 확보
○ 지역대학과의 교육 교류확대 및 대중 과학 프로그램 운영
○ 국제협력을 비롯한 교육의 글로벌화
──────────────────────────────────────────────
○ 대학원 교육의 수월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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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육의 우선적인 과제는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훌륭한 학위논문을 쓸 수 있는
지원을 하여 대학원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본 사업단은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
1. 기초교육의 강화
- 대학원 기초필수과목을 과정별로 지정
- 석박사 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의 경우 기초필수과목 강화
- 기초필수과목 강의를 강의펑가 우수교수에게 배정
- 성적관리 강화
2. 전공별 track 시스템 운영
- 전공별로 수강과목 로드맵 작성
- 전공별 필수과목의 상시 개설
- 연구에 필요한 전공선택과목의 주기적 개설
3. 논문 제출 및 심사제도의 개선
- 연구에 필요한 준비를 점검해주는 역할을 하는 종합시험제도 구축
- 대학원 차원에서 논문연구의 진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학위기간 장기화 방지
- 졸업에 필요한 SCI논문 요건 강화
- 박사학위 영어논문 제출 및 외국인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 영어논문 작성법 수강 필수화
4. 연구단계 조기진입 장려
- 학부생의 대학원 기초필수과목 수강학점 인정
- 학부생의 연구학점 취득으로 연구 조기참여
- 논문실적이 있는 대학원생에게 종합시험 면제
5.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 개설
- 저작권, 인용, 표절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 정규과목으로 개설하여 대학원생의 수강 필수화

○ 전공선택 및 진로 선택의 다양성 구축
본 사업단은 2단계 BK21사업에서 핵/입자, 응집/통계, 나노 연구팀으로 연구중심핵 다변화를 시행하였고
교육과정도 이에 맞추어 개편하였다. BK21PLUS사업에서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각 연구중심핵 분야별로
미래지향분야를 선정하여 연구팀 및 교육과정을 개편할 계획이다. 핵/입자팀에서는 천체물리를, 나노팀
에서는 바이오물리를 육성할 예정이며 이미 양 분야의 교수진을 충원하고 있다. 이 분야를 세계적수준으로
발전시킴으로서 기존의 핵심분야와 더불어 대학원생들에게 다양한 전공선택의 기회를 주려고 한다. 한편
물리학 전공자의 사회 진출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영국의 Cambridge 대학 물리학과의 박사
학위 취득자 중 30% 정도가 은행 등 금융기관, 경영 자문 회사 또는 정보 통신 계통의 산업체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본 사업단도 산학연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분야에 진출한 물리학과
출신 전문가를 초빙하여 대학원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1.
-

사업단의 핵/입자/천체, 응집/통계, 나노/바이오 팀으로의 개편 및 전공선택과목의 확대
전공선택과목을 핵/입자/천체, 응집/통계, 나노/바이오 과목군으로 분류
나노/바이오군의 경우 성균나노과학기술원(SAINT)과 공동개설과목 운영
에너지과학과 개설과목들을 cross-listing으로 정하여 전공과목 수강을 다양화
나노/바이오군의 경우 생명과학과 개설과목을 cross-listing하여 전공선택과목의 수를 늘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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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각 분야 전문가 초빙강좌 과목 개설 및 운영
첨단기술과 산업과목을 정기적으로 개설
대학, 연구소, 산업체, 금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
각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으로 졸업 후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학부-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우수 대학원생 확보
우수한 학부생을 다양한 학부-대학원 연계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고 입학 이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며 연구단계로의 조기진입을 제도화한다.
1.
-

본교 및 타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Physics Festival & Contest 개최
대학원 연구 활동을 홍보하고 대학원 진학 유도를 목적으로 함
연구동향 소개, 연구실 탐방 및 물리학 경연 시상 등으로 구성
본교뿐만 아니라 타교에 재학 중인 우수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장려

2. 학부생들의 대학원 기초필수과목의 수강 허용
- 대학원 진학예정인 학부생들에게 대학원 기초필수과목 수강을 허용하여 대학원 입학 연계
및 입학 후 연구단계로의 조기진입 유도를 목적으로 함
- 수강 학생들을 석박사 통합 과정 입학하도록 장려하여 대학원을 박사학위과정 위주로 개편
3.
-

성적우수 석박사 연계트랙 장학생 프로그램 실시 및 운영
성적이 우수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함
우수 학부생의 본교 대학원 진학 지원을 목적
대학원 입학금 100% 지원, 대학원 장학금 6회 50% 지원

4.
-

연구 학점제 실시
학부생들이 실제 연구에 실제 참여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
학부 고학년때부터 연구에 참여하게 하여 대학원 진학 유도를 목적으로 함
대학원 진학시 연구단계로의 조기 진입을 가능하게 함

5.
-

과학인재전형 장학생 선발
소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우수한 과학고 졸업생을 대상
계절학기와 연구학점 수강 권장으로 학부 조기졸업 유도
대학원 기초필수과목의 선수강 등 학부-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참여 권장
대학원 입학 시 핵심적 연구인력으로 양성

○ 지역대학과의 교육교류확대 및 대중 과학 프로그램 운영
상호이해 및 호혜의 원칙하에 경기지역 대학과 교육 및 연구부문에서 공동협력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위시한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물리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킨다. 그 결과 우수한 학생들이 물리학을 전공하도록 유도하고 물리학에 대한 대중의 친화성을
높이는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교육의 선순환구조의 확립에 공헌한다.
1.
-

지역대학과의 교육협력 체계 구축
상호간 이익 증진을 위한 연구 및 교육교류 협정 체결 (2개 지역대학과 협정체결. 추후 확대예정)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및 비용의 사업단 부담
1차적으로 석학초빙 세미나 과목의 공동수강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교류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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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
2.
-

일반인 및 중고등학생 대상 대중강연 프로그램 운영
"물리야 놀자" 프로그램 개설
물리학의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며 강연 및 체험으로 구성
지역사회의 호응도가 아주 높은것으로 나타나 (연합뉴스 2013.06.16)
향후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

3.
-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실험 프로그램 운영
방학기간 중 지역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물리실험 프로그램
현재 4개 고등학교가 프로그램에 참여
고등학생들에게 물리학의 연구방법을 체험하게 함
대학원생이 mentor로 프로그램 지도

○ 국제협력을 비롯한 교육의 글로벌화
본 사업단은 교육과정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국제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대학원생들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학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과목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우수 외국학생의 확보, 우수 해외교수진 충원, 해외 연구 및
교육 네트워크 구성은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까지 교육선순환구조를 확장하여 건전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
1.
-

교육과정의 국제화
대학원 강의과목들 중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강의비율 유지
박사학위논문의 영어작성 및 발표 의무화
논문제출자격에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성적 요구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에 외국인 참여 의무화
해외석학을 단기로 초빙하여 강좌 운영

2.
-

In-bound 국제화
해외대학과의 교류협정을 통한 우수대학원생 확보
우수 외국인 교수 채용
외국인 학생과 교수를 위한 국제화 인프라 구축
사업단 자체 국제 심포지움 정기적 개최

3.
-

Out-bound 국제화
해외연구실을 설립해 대학원생을 파견하여 학위논문연구
해외대학과 공동학위제도 구축
해외연수 및 파견을 통해 대학원생의 국제공동연구 참여 강화
국제공동연구, 국제심포지움, 국제교류 대학, 외국인 교수 및 학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교육의 해외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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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2.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2.1.1 교과과정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우수성
본 사업단의 교육과정은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정규 교과목체계와 이를 보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교육의 선순환구조를 형성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강의평가 및
대학원생 대상 설문조사를 포함하는 교육환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교육과정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
─── 교육 과정 운영 체계도 ───
┌──────────────────────┒
│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적 인재의 양성
┃
┕━━━━━━━━━━━━━━━━━━━━━━┛
↑
│
┌─────────────────┒
│
교육의 수월성 및 다양성 확보
┃
┕━━━━━━━━━━━━━━━━━┛
↑
↑
│
│
┌─────────────┒
┌─────────────┒
│
정규교과과정
┃
│
교육 프로그램
┃
├─────────────┨
├─────────────┨
│
기초교육 강화
┃
│
자체 국제심포포지운
┃
│
전공별 맞춤트랙
┃←────────→│ 학부-대학원 연계프로그램 ┃
┌┤
교육의 국제화
┃
│
석학초빙 강좌
┃
││
지역대학과의 연계 강좌 ┃
│
산학실용 강좌
┃
││ 논문작성법/연구윤리 과목 ┃
│
세미나 및 저널클럽
┠┐
││산학／취업을 위한 실용교육┃
│
대중 과학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교육 환류 시스템
┃
│
│
├──────────────────────┨
│
┕───────→│
대학원 교과목 강의평가
┃←───────┛
│
대학원생 설문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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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과정 구성 내용 및 운영 현황
2단계 BK21사업에서 해외 유명 연구중심대학 (Univ. of Cambridge, Columbia Univ., Kyoto Univ., Brown
Univ., Nagoya Univ.)을 벤치마킹하여 교과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교과과정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출증빙자료 2.1 : 벤치마킹 및 외부평가 보고서 ]
──────────────────────────────────────────────
○ 대학원 과목수의 축소개편 및 분류
○ 기초핵심과목 수강필수 지정
○ 각 전공분야별 강의군 개설
○ 산학 및 취업관련 과목 개설
○ 대학원 과목 영어강의 장려
──────────────────────────────────────────────
○ 대학원 과목수의 축소 개편 및 분류
- 2006년 이전의 149개에 달한 대학원 교과목 수를 67과목으로 축소 개편
- 모든 교과목을 네 가지 단계 (일반필수 및 공통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연구과목)로 구분
① 대학원생들의 교양에 필요한 일반필수 및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선택과목
②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대학원생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전공필수과목
③ 세분화된 전공에 따라 각 전공군 별로 분류된 전공선택 과목
④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과목
각 단계별 교과목 개설실적은 다음과 같다
2010~2012학년도 대학원 교과과목 개설 실적
────────────────────────────────────────────
일반필수 전공필수
공통선택
산학과목
전공선택
연구과목
────────────────────────────────────────────
2010학년도
1
4
0
2
15
6
2011학년도
0
4
2
3
16
5
2012학년도
1
4
1
3
18
9
────────────────────────────────────────────
[ 제출증빙자료 2.2 : 2010~2012 대학원 과목 개설 현황 ]
○ 기초핵심과목 필수 수강지정
대학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세부전공과 무관하게 기초핵심과목의 수강을 필수화하였다.
- 4대 기초 전공필수과목 (고전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1, 통계역학) 수강을 대학원 학위
필수요건으로 지정
- 외국인 학생이 없는 경우 기초교육의 강화차원에서 우리말 강의를 원칙으로 함
- 타교에서 석사학위 취득한 박사과정 입학생들의 경우 타교에서 수강한 기초핵심과목을 대학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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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분야별 강의군 개설
대학원생들이 장기적으로 자신이 선택하는 과목을 계획할 수 있도록 모든 전공선택 과목을
과목군으로 나누어서 매 학기마다 번갈아가면서 개설되도록 전공별로 track system을 구성하였다.
- 핵/입자 과목군, 응집/통계 과목군, 나노 과목군으로 구분
- 전공 선택과목 및 공통연구과목은 각 과목군내의 교과과목 중 필요에 따라 2~3년 주기로 개설
- 전공 선택과목 중 핵심공통과목은 매년 개설
- 2010~2012학년도 전공과목군 과목 개설 실적
────────────────────────────────
핵/입자군
응집/통계군
나노군
────────────────────────────────
2010학년도
4
6
2
2011학년도
4
5
1
2012학년도
5
5
2
────────────────────────────────
[ 제출증빙자료 2.2 : 2010~2012 대학원 과목 개설 현황 ]
- 나노 과목군의 경우 성균나노과학기술원(SAINT)과 공동개설
(나노물리, 나노소자물리학, 고체물리 총 3과목: 2012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대학요람)
- 공동개설과목이외에 나노물리전공 대학원생들은 성균나노과학기술원(SAINT)에서
개설한 다수의 과목을 수강함
- 에너지과학과 대학원 과목들을 cross-listing으로 정해 전공과목 수강 다양화
(에너지 나노 분광학, 태양에너지 등 총 11과목: 2012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대학요람)
- 2010~2012학년도 물리학과 대학원생의 SAINT 및 에너지과학과 과목 수강 실적
────────────────────────────────
SAINT 수강과목 수
에너지과학과 수강과목 수
────────────────────────────────
2010학년도
7
8
2011학년도
8
6
2012학년도
7
5
────────────────────────────────
[ 제출증빙자료 2.3 : 2010~2012 SAINT 및 에너지과학과 과목 수강 현황 ]
○ 산학 및 취업관련 과목 개설
대학원생들이 산업계로 진출할 경우, 가능한 빨리 실무를 맡을 수 있는 실무지향적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산학과목을 새로이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 관련 산업체에서 현장경험을 쌓아서 학점을 이수하는 Co-op 과목
-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LabVIEW 교육을 수행하는 시스템컴퓨터제어
- 영어 논문과 특허 작성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는 특허/영어논문작성법
- 연구소와 산업계 전문가를 모셔서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교육을 소개하는
첨단기술과 산업 과목
- 2006년 이후 매년 2~3개의 산학과목을 꾸준히 개설
○ 대학원 과목 영어강의 장려
국제적인 수준으로 준비된 인재의 배출을 위해 대학원 영어강의과목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 2006년도부터 교칙에 대학원 국제어강의학점 이수항목이 추가됨.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학생은 3학점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학생은 6학점 이상 국제어
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4대 기초핵심과목은 영어능력의 구사보다는 물리학의 기초실력 배양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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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강의를 원칙으로 적용함. 단 외국학생의 수강시 영어강의로 전환
- 강의과목 중 영어강좌 비율을 50~60% 수준으로 유지
- 2010~2012학년도 영어강의 비율 (강의과목만 포함. 논문연구과목은 제외)
────────────────────────────────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
총 강의과목 수
22
24
30
영어강의 과목 수
12
13
18
영어강의 비율
55%
54%
60%
────────────────────────────────
* 총 강의과목 수에 SAINT 공동개설과목 및 에너지과학과 cross-listing과목 포함
[ 제출증빙자료 2.4 : 2010~2012년 대학원 영어강의 과목 현황 ]

■ 교과과정 개선의 필요성
2006년도에 대폭적으로 개정된 교과과정은 그 동안 교육여건의 변화 및 전공분야의 다양화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학과는 교육과정에 대한 외부평가를 7인의 저명한 해외전문가에게
의뢰하였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단의 교육비전인 교육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고 교육과정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계획이다.
[ 제출증빙자료 2.1 : 벤치마킹 및 외부평가 보고서 ]
○
-

외부평가 결과
특정 관심 주제 혹은 융합의 성격이 짙은 주제로 단기 강의 형태의 special lecture 확충
물리학 교육과정에 졸업논문 혹은 저널을 쓰는데 필요한 강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
학과 주최 국제 워크샵 등을 자주 개최하여 학생들이 외국 과학자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
박사과정 학생들을 위주로, 전 과정의 학생들이 외국 대학 및 연구소에서 수학과 연구를 할 수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발
- 바이오물리 분야의 과목을 새로 개설하여 생명과학과와의 연계를 추천
- 영어강의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외국인 교원 및 여성교원의 확충
- 온라인 교재를 사용하여 세미나 형식으로 수업과 토론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과목의 개설

○
-

교육환경 변화 및 전공분야의 다양화
본 학과의 집중양성 분야인 천체물리 및 바이오물리 분야의 교수진 확충
석박사 및 박사과정의 대학원 입학생 비율 증가
연구단계로의 진입을 앞당기고 과목선택의 다양성 확대할 필요
연구윤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이 요구됨

■ 교과과정 개선 계획
외부평가 및 교육환경변화, 전공분야의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 교과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융합을 포함한 특정 주제에 대한 단기 강의들로 구성된 세미나과목 개설
○ 경기권 지역대학과의 교육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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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핵심과목의 과정별 필수 수강지정
○ 천체물리 및 바이오물리 강의군의 추가 및 관련 전공교과목 확충
○ 영어논문작성법/연구윤리 과목 개설 및 운영
○ 산학/취업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졸업 후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 제공
○ 대학원 과목 영어강의 강화
──────────────────────────────────────────────
○
-

융합을 포함한 특정 주제에 대한 단기 강의들로 구성된 세미나과목 개설
해당분야의 국내외 석학들을 초빙하여 2~3주 정도 강의를 하는 일련의 단기강좌들로 구성
본학과 소속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경기권 지역대학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함
원격화상강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타대학 대학원생의 수강에 편의를 제공

○ 경기권 지역대학과의 교육교류 확대
- 대학원 과목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대학과 학점교류 등 교육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 이를 위해 본 학과는 현재 2개의 경기권 대학과 교육협력에 대한 MOU 교환
[ 제출증빙자료 2.5 : 경기권 대학 연구 및 교육 협력 MOU ]
- 초기에는 위에서 상술한 석학초빙 세미나과목의 공동수강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교류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
○ 기초핵심과목의 과정별 필수 수강지정
기초핵심과목을 석사, 석박사, 박사과정별로 세분화하여 대학원생의 기초실력의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석사과정의 경우 기존 4대 기초 전공필수과목 (고전역학, 전자기학1, 양자역학1, 통계역학) 수강을
대학원 학위 필수요건으로 지정
- 석박사 및 박사과정의 경우 추가적으로 양자역학2, 전자기학2의 수강을 필수요건으로 지정
- 기존의 전자기학과목을 전자기학1, 전자기학2로 확대개편할 예정
- 타교에서 석사학위 취득한 박사과정 입학생들의 경우 타교에서 수강한 기초핵심과목을 대학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
○ 천체물리 및 바이오물리 강의군의 추가 및 관련 전공교과목 확충
본 사업단의 미래지향분야인 천체물리분야의 교수진이 최근 집중적으로 임용되었고 향후 바이오물리
분야의 교수진을 대폭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전공분야의 다양화에 부응해 전공과목
강의군을 개편 확대할 계획이다.
- 천체과목군과 바이오과목군을 새로이 신설해 전공과목군을 핵/입자/천체 과목군, 응집/통계 과목군,
나노/바이오 과목군으로 새롭게 분류
- 바이오물리의 경우 생명과학과 개설과목을 cross-listing하여 전공과목 수를 늘릴 계획
- 기존의 성균나노과학기술원(SAINT) 공동개설과목 및 에너지과학과 cross-listing 과목을 계속
유지하여 과목선택의 폭을 확대
- 전공 선택과목 및 공통연구과목은 각 과목군내의 교과과목 중 필요에 따라 2~3년 주기로 개설
- 전공 선택과목 중 핵심공통과목은 매년 개설
○ 영어논문작성법/연구윤리 과목 개설 운영
외부평가에서 지적했듯이 논문작성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요즘 이슈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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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특허/영어논문 작성법 과목은 한
학과가 개설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대학차원의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
-

대학차원 제도적 장치
"논문작성법 및 연구윤리과목" 과목 개설
성균관 연구윤리헌장 제정
연구윤리위원회 가동

2. 논문작성법 및 연구윤리과목
- 과목내용:
① 영문 연구논문 작성법: 대학원생의 논문작성 Global Standard 교육
② 연구윤리: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저작권, 인용,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 방지
- 학위과정 대학원생에게 수강의무화
- 논문 작성법, 연구윤리뿐만 아니라 특허 등을 다루도록 과목을 개정하고 학점도 2학점에서
3학점으로 상향 계획
○ 산학/취업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졸업 후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 제공
최근 물리학 전공자의 진출분야는 학교, 연구소, 관련 산업체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경영자문회사
등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추세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첨단기술과 산업과목을 일련의 단기강좌로 재구성하고 정기적으로 개설할 계획
- 산학연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분야에 진출한 물리학과 출신 전문가를 초빙하여 대학원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
- 각 분야의 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
○ 대학원 과목 영어강의 강화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인재의 양성을 위해 영어강의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외국인 교수 및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영어강의에 대한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한편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고르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일괄적인 영어 강의는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 본학과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영어강의를 운영하되
점차적으로 영어강의 비율을 올릴 계획이다.
- 기초핵심과목은 영어능력의 구사보다는 물리학의 기초실력 배양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말 강의를 원칙으로 적용함. 단 외국인 교수가 강의하거나 외국인 학생의 수강시 영어강의로 전환
- 전공분야 영어능력의 향상을 위해 전공선택과목 및 특강, 세미나과목의 영어강의 장려
- 강의과목 중 영어강좌 비율을 최소 60% 이상 유지
개선된 교과과정 구성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15 / 176

──── 교과과정 구성 체계도 ────
┌────────────┒ ┌─────────────┒ ┌────────────┒
│
┃ │
핵/입자/천체군
┃ │
┃
│
┃ │
전공선택과목
┃ │
┃
│
┃→│─────────────┃→│
┃
│
기초필수과목
┃ │
입자물리학 Ⅰ,Ⅱ
┃ │
공통연구과목
┃
│────────────┃ │
핵 물리학 Ⅰ,Ⅱ
┃ │
┃
│
석사/박사
┃ │
천체 물리학
┃ │────────────┃
│
─────
┃ │
외 12과목
┃ │
┃
│
고전역학
┃ │
┃ │ 고급물리학세미나1~6
┃
│
전자기학1
┃ ┕━━━━━━━━━━━━━┛ │ 고급물리학특강1~6
┃
│
양자역학1
┃ ┌─────────────┒ │
┃
│
통계역학
┃ │ 응집/통계군 전공선택과목┃ │
┃
│
┃ │─────────────┃ │
┃
│
박사
┃ │
고체물리학 Ⅰ,Ⅱ
┃ │
┃
│
─────
┃ │
다체계이론
┃ │
┃
│
양자역학2
┃ │
상전이와 임계현상
┃ │
┃
│
전자기학2
┃→│
외 8과목
┃→│
┃
│ 논문작성법 및 연구윤리 ┃ │
┃ │
┃
│
┃ ┕━━━━━━━━━━━━━┛ │
┃
├────────────┨ ┌─────────────┒ ├────────────┨
│
┃ │나노/바이오군 전공선택과목┃ │
┃
│
┃ │─────────────┃ │
┃
│
┃ │
나노소자물리학
┃ │
┃
│
일반필수 및
┃→│
나노과학기술입문
┃→│
논문연구과목
┃
│
공통선택과목
┃ │
나노물리학
┃ │────────────┃
│────────────┃ │
생물물리학
┃ │ 석사논문연구1,2
┃
│
전산물리
┃ ┕━━━━━━━━━━━━━┛ │ 박사논문연구1,2,3
┃
│
고급물리실험
┃ ┌─────────────┒ │
┃
│
고급수리물리
┃ │ 산학 및 실용과목
┃ │
┃
│
┃ │─────────────┃ │
┃
│
┃ │
Co-op (물리현장실습) ┃ │
┃
│
┃→│
시스템컴퓨터제어
┃→│
┃
│
┃ │
특허/영어논문작성법
┃ │
┃
│
┃ │
첨단기술과산업
┃ │
┃
┕━━━━━━━━━━━━┛ ┕━━━━━━━━━━━━━┛ ┕━━━━━━━━━━━━┛

──────────────────────────────────────────────
■ 정규교과과정 이외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계획
──────────────────────────────────────────────
○ 다양한 학부-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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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국제 심포지움의 정기적인 개최를 통하여 국제적인 연구네트워크 구성 및 최신 연구동향 파악
○ 일반대중을 위한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 매년 학과 워크샵을 개최하여 연구결과 발표 및 전공분야의 심층적인 지식 습득
○ 정기적인 연구팀별 세미나 및 저널클럽을 운영하여 교과목 외의 전공 교육 및 토론
○ 석학 초청 강연 및 세미나를 학과차원에서 운영하여 전공분야의 최신 연구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
○ 연구의 실험적 방법에 대해 단기 집중 교육하는 교내/교외 산학강좌 수강 지원
──────────────────────────────────────────────
○ 다양한 학부-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제출증빙자료 2.6: 학부-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현황 ]
1.
-

본교 및 타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Physics Festival & Contest 개최
목적: 대학원 연구 활동 홍보 및 대학원 진학 유도
내용: 본학과의 연구동향 소개, 연구실 탐방 및 물리학 경연 시상
운영 현황:
────────────────────────────────
일시
참여학생수(대학수)
────────────────────────────────
2010학년도
2010.07.20~21
90여명 (15)
2011학년도
2011.07.28~29
50여명 (11)
2012학년도
2012.08.16~17
120여명 (25)
────────────────────────────────
- 이 프로그램은 우수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유도에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

2. 학부생들의 대학원 기초필수과목의 수강 허용
- 목적: 대학원 진학예정인 학부생들에게 대학원 기초필수과목 수강을 허용하여 대학원 입학 연계
및 입학 후 연구단계로의 조기진입 유도
- 운영 현황:
────────────────────────────────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
수강 학부생 수
19명
14명
17명
수강 과목 수
4
4
4
────────────────────────────────
- 대학원 입학시 연구단계 조기진입 등에 큰효과를 거두고 있어 계속 유지 운영할 계획
3.
-

성적우수 석박사 연계트랙 장학생 프로그램 실시
내용: 대학원 입학금 100% 지원, 대학원 장학금 6회 50% 지원
운영 현황: 2011년도부터 실시되어 2011년도에 3명, 2012년도에 2명의 대학원 입학생이 선정됨
우수학부생의 대학원 진학유도에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계속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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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졸업논문 학점제 실시
내용: 학부생 대상으로 졸업연구논문으로 학점 취득 및 졸업 자격시험 면제
목적: 학부-대학원 연계 연구프로그램으로 대학원 진학 유도
운영 현황: 2012년도부터 실시되어 당해년도에 3명의 학부생 참여 (2명 대학원 진학)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학부생들이 참여하도록 권장할 계획

5.
-

연구 학점제 실시
내용: 학부생 대상으로 연구에 실제 참여해 학점을 취득
목적: 학부 고학년때부터 연구에 참여하게 하여 대학원 진학 유도
운영 현황: 2012년도부터 실시되어 당해년도에 4명의 학부3, 4학년생 참여

6.
-

과학인재전형 장학생 선발
우수한 과학고 졸업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
직전학기 학점 3.5이상일 경우 100% 장학금 지급
계절학기와 연구학점 수강 권장으로 학부 조기졸업 유도
다수의 전형 학생들이 대학원 기초필수과목의 선수강 등 학부-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적극 참여
글로벌박사펠로우쉽에 선정된 학생들의 다수를 차지
운영 현황:
───────────────────────────────────────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2013학년도
───────────────────────────────────────
선발 학생 수
5명
4명
4명
10명
───────────────────────────────────────
- 매년 최대 12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확대할 계획

7.
-

다양한 학부-대학원 연계 프로그램의 가시화된 성과
박사 및 석박사 과정 입학생의 글로벌박사펠로우쉽 선정 (5년간 연간 3천만원 지원)
2010년도에 1명, 2011년도에 1명, 2012년도에 1명 선정됨
선정된 입학생은 대학원-학부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대학원 기초필수과목을 수강함
매년 1~2명의 학생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

○ 자체 국제 심포지움의 정기적인 개최를 통하여 국제적인 연구네트워크 구성 및 최신 연구동향 파악
- 국제 워크샵을 개최하여 대학원생들에게 전공분야의 최신 지식 및 연구동향 습득할 기회 제공
- 전공분야에서 발표 및 토론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에 기여
- 운영 현황: 2010~2012년도 실적
[ 제출증빙자료 2.7: 2010~2012 국제 워크샵 개최 실적 ]
1. Summer Workshop on Physics Frontiers 2010
주관기관: 성균관대 물리학과
기간: 2010년 9월 8일
2.

2011 International Forum on Functional Materials (IFFM 2011)
주관기관: 성균관대 물리학과 외
기간: 2011년 7월 28일~31일

3. SKKU-APCTP International Symposium on Heavy Electrons and Novel Quantum Phases
주관기관: 성균관대 물리학과, APC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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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11년 8월 16일~18일
4. 5th Asia-Pacific Conference on Few Body Problems in Physics
주관기관: 성균관대 물리학과, APCTP
기간: 2011년 8월 22일~26일
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vy Electrons and Novel Phase (ICHN 2012)
주관기관: 성균관대 물리학과 외
기간: 2012년 7월 5일~7일
6. SKKU International Symposium on Astrophysics and Cosmology: from Particle to Universe
(SISAC2012)
주관기관: 성균관대 물리학과, APCTP
기간: 2012년 8월 30일~9월 1일
7. 1st International Workshop on Convergence in Nanoscience (IWCN2012)
주관기관: 성균관대 물리학과, SAINT
기간: 2012년 11월 5일~7일
- 외 5건의 국제학회 개최
- 향후 핵/입자/천체분야, 응집/통계분야, 나노/바이오 분야에서 각각 국제심포지움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 SISAC2012 심포지움은 이 계획에 의거해 개최된 워크샵임.
- 2013년 10월에 2건의 국제 심포지움을 계획
* 2013. 10. 3 ~ 5 천체물리학분야 국제 심포지움
(http://astrophysics.skku.edu/SISAC2013/)
* 2013. 10. 7 ~ 9 고체 및 나노바이오분야 국제 심포지움
(http://physics.skku.ac.kr/workshop/iwcn2013)
○ 일반대중을 위한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 중고등학생을 위시한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물리학에 대한 관심 제고
- 우수한 학생들이 물리학을 전공하도록 유도하고 물리학에 대한 대중의 친화성을 높이는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교육의 선순환구조의 확립에 공헌
[ 제출증빙자료 2.8: 대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
1. "물리야 놀자" 대중 강연 프로그램 개설 운영
내용: 물리학의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며 강연 및 체험으로 구성
운영: 2013년 5월~6월의 기간 중 7차례의 대중 강연
매회 200여명이 참여해 호응도가 높음
언론 기사화 (2013.6.16일 연합뉴스)
"성대 물리학과 교수 6명, 중고생 대상 과학원리 쉽게 가르쳐
매주 학생 200명 '북적'…"계속 강의" 요청 쇄도해 추가강좌 검토"
계획: 향후 프로그램의 정기적 개최 및 강연 주제를 다양화할 계획
2.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실험 프로그램 운영
대상: 고등학생 1,2 학년
기간: 여름방학 기간
운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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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
참여 고등학교 수
1
4
4
참여 고등학생 수
18명
103명
117명
────────────────────────────────
계획: 대학원생 mentor지원 및 고등학생을 위한 실험프로그램 개발

○ 매년 학과 워크샵을 개최하여 연구결과 발표 및 전공분야의 심층적인 지식 습득
- 물리학과 대학원은 자체적으로 매년 5월경에 대학원 워크샵 개최
- 대학원생의 연구 발표를 위주로 운영함
- 대학원생에게 연구결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공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
- 운영 현황
────────────────────────────────
일시
발표 대학원생수
────────────────────────────────
2010학년도
2010.05.06~08
35명
2011학년도
2011.05.06~08
26명
2012학년도
2012.05.03~05
47명
────────────────────────────────
[ 제출증빙자료 2.9: 학과 워크샵 운영 실적 ]
○ 정기적인 연구팀별 세미나 및 저널클럽을 운영하여 교과목 외의 전공 교육 및 토론
- 대학원생들에게 연구결과의 발표 기회를 가지게 함
- 최신연구결과 및 동향을 알려줌으로써 전공교육 및 연구를 내실화함
- 운영 현황
* 핵 및 입자물리 연구팀:
입자물리 실험그룹은 자체적으로 내부세미나를 매주 운영. 특히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에
파견된 연구원 및 대학원생과 화상회의를 통하여 대학원생, 연구원, 참여교수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됨. 발표일정과 내용은 웹에 게시됨
( http://indico.cern.ch/categoryDisplay.py?categId=1655 )
* 입자물리 이론 그룹은 연구원들과 박사과정학생들 사이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고급 전공서적 및
연구논문을 강독하고 토론하는 세미나를 운영함
* 나노물리 연구팀: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조교수들의 연구 결과 및 최신 연구논문 발표로 저널 클럽 운영
외국인들이 다수 참여하여 매주 월요일에 영어로 진행

○ 석학 초청 강연 및 세미나를 학과차원에서 운영하여 전공분야의 최신 연구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
- 전공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및 연구자를 초청하여 강연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규 교과목에서
다루지 못했던 전공 분야의 최신연구 동향을 습득하고 연구방향을 제시
- 강연 자료 및 동영상 자료는 웹에 게시됨 ( http://physics.skku.ac.kr/xe/index.php?mid=seminar )
- 운영 현황: 2010~2012년도 10건의 대표적인 실적 (총 70건)
[ 제출증빙자료 2.10: 해외석학 초청강연 실적 ]
1. Klaus Klitzing (198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초빙 기간: 2012. 7. 2 - 2012. 7. 2
소속 기관: 독일, Max-Plank-Institut fur Festkorperfors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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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내용: Quantum Hall Effect and the New Kilogram 특강
2. Albert Fert (200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초빙 기간: 2010. 10. 11 - 2010. 10. 11
소속 기관: 프랑스, UMP CNRS/Thales, Palaiseau and Universite Paris-Sud, Orsay
활용 내용: The World of Spintronics: Electrons, Spins, Computers and Telephones 특강
3. Robert Huber (1998년 노벨 화학상 수상)
초빙 기간: 2010. 8. 27 - 2010. 8. 27
소속 기관: 영국, School of Biosciences, Cardiff University
활용 내용: Proteins and Their Structures at the Interface of Physics, Chemistry and Biology
특강
4. Siegfried
초빙 기간:
소속 기관:
활용 내용:

Hecker (미국 Stanford University 석좌교수, 전 Los Alamos 연구소 소장)
2012. 3. 22 - 2012. 3. 22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6자 회담 교착과 북학 핵개발 가속화 특강

5. Misao Sasaki (Director of Yukawa Institute)
초빙 기간: 2012. 8. 30 - 2012. 9. 1
소속 기관: 일본, Yukawa Institute
활용 내용: Signatures of the string theory landscape from inflation 특강
6. Xiao-Gang
초빙 기간:
소속 기관:
활용 내용:

He (Director of National Center for Theoretical Science, Taiwan)
2012. 8. 30 - 2012. 9. 1
대만, National Taiwan University
Radiative Two Loop Inverse Seesaw and Dark Matter 특강

- 외 64건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총 70건의 석학 초빙 세미나 및 특강
- 본학과가 선정된 교내 특성화 지원금 (글로벌 Top 10사업: 연 5억원 지원)을 활용하여
석학 초빙 세미나 및 특강을 지원할 계획
- 국내외 석학을 초빙하여 2~3주 정도 강의를 하는 단기강좌 세미나과목과 연계운영 계획

○ 연구의 실험적 방법에 대해 단기 집중 교육하는 교내/교외 산학강좌 수강 지원
- 다양한 내/외부의 실용 및 산학 강좌에 학생들의 참가를 지원하여 실험연구를 수행하는
학생들에 교육기회를 제공
- 운영 현황
[ 제출증빙자료 2.11: 산학강좌 참여 실적]
────────────────────────────────
횟수
참가 대학원생수
────────────────────────────────
2010학년도
6
11명
2011학년도
11
29명
2012학년도
3
6명
────────────────────────────────
- 연구 및 교육에 도움이 되는 단기 강좌를 계속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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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환류 시스템 운영
본학과는 대학원생의 교과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교육과정의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원 교과과목에 대한 강의평가와 교육과정에 대한 대학원생 대상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 강의평가 운영 및 환류
성균관대학교는 모든 강의 교과목에 대한 강의 평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본 학과의 경우
교수들의 대학원 강의 평가 결과는 웹을 통해 전면 공개하고 있다.
1.
-

강의평가 기본 방향 및 운영 개요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학생의 수업만족도 점검 및 만족도 환류를 통한 강의 개선 효과
강의평가 신뢰성 제고와 bias 억제를 위해 기말고사전 실시 및‘F’취득자 미반영
강의특성을 고려한 강의 평가 방법 운용 (영어 강의는 별도의 평가문항으로 평가함)

2. 강의평가 공개 범위 및 공개 내용
- 2010년 1학기 부터 매학기 성적 확정후 WEB기반 전면공개 (off-line 공개 병행)
- 공개대상과목:
* 해당학기 수강생이 수강한 교과목 전체
* 다음학기 개설 교과목의 최근 1년간 강의평가 결과
- 강의평가 종합 점수(100분위 환산점) 공개
- 강의평가 항목별(10개 항목)로 평가결과에 대한 학생 분포 공개
- 서술식 건의사항: 수업 운영에 따른 (불)만족 사항 및 의견 공개
- ASIS(교내 인트라넷)를 통한 학부/대학원 과목 강의 평가 결과 교수별 열람:
(홈페이지: www.skku.edu > 학사행정연구 > 수업성적 > 강의평가 )
- 학부장, 대학원학과장, 학부 운영위원회 등은 모든 소속교수의 학부/대학원 전과목 강의평가 결과
열람 가능
3.
-

강의 평가 결과의 환류 흐름 및 활용
교수의 강의 계획서 입력 및 Web게시 → 대학원생 수강 신청 → 강의 진행
학기중 강의 자료 상시 Web게시 → 수강생 학습효과 증진
학기중 중간 강의 평가 실시 및 교수에게 통보 → 학기중 강의질 향상 도모
학기말 강의 평가 실시및 결과 통보 및 공개
취합된 강의 평가 결과에 바탕한 대학원 위원회 개최 → 강의 우수 교수 선정 및 시상, 차기
과목 강의 교수 선정에 반영
- 대학원생들과의 간담회 개최및 설문조사 시행 → 차학기 강의 구성에 반영
- 강의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학과: 개설 강좌의 강의평가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수립
* 강의 교수: 차기 강의의 질 개선에 자료로 활용
* 차기 교강사 배정시 C등급 강좌(59점이하) 교강사는 경고후 차기 동일과목 강의 제외

4.
-

물리학과의 강의평가 환류 실적
강의평가 분석결과를 해당 교수에게 통보하고 강의 만족도의 개선을 요청
강의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강의 개선 및 수강생 만족도 제고
학과 자체적으로 대학원 강의우수교수 선정
* 2010년도에 2명, 2011년도에 2명, 2012년도에 2명의 교수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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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필수 과목인 강의평가 평균점수 상승
77.5 (2007년) → 83.3 (2009년)→ 90.0 (2012년)으로 향상되는 추세임.
5.
-

교수업적평가 및 인센티브 연계 (대학교 차원)
업적평가 항목(수업만족도-강의평가) 배점: 40~50점×(취득 평균점/100)
매학년도 우수 교강사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과 연계
매년 대학교 차원에서 강의 우수 교수를 신품/묘품으로 나누어 인센티브를 지급함
본학과의 경우 2010년도에 4명, 2011년도에 4명, 2012년도에 3명의 교수가 강의우수교수로 선정됨

6. 강의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수법 혁신 및 개선 노력 병행 (대학교육개발센터 연계)
- 전공별 교수법 연구: 독창적이고 수업활용이 실제 가능한 교수법 개발 및 세미나 개최
- PBL (problem based learning) 적용 수업개발지원: 문제중심 학습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선후배 교수 Mentoring 형성
- 워크샵개최: 학부 또는 학과의 특성과 교수자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수역량 향상 프로그램
- 교수법 클리닉: 교수활동 전과정 관찰(강의촬영) 및 평가를 통한 자가진단 및 컨설팅 실시.
모든 신임교수는 교수법 클리닉에 참여하도록 함

○
-

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실시
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환류시스템의 일환으로 매년 연말에 대학원생 대상의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결과는 대학원 위원회에 의해 분석되어 차후 교육과정 개선에 적용
운영 현황
────────────────────────────────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
설문조사 일시
2010.11
2011.12
2012.12
참여 대학원생 수
34명
46명
59명
────────────────────────────────
[ 제출증빙자료 2.12: 2010~2012년 대학원생 설문조사 운영 현황]

- 설문조사 결과의 교육과정 반영사례
* 기초필수과목의 영어강의가 학생들의 교과목 이해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외국인 학생이 없는 경우 기초교육의 강화차원에서 우리말 강의를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래밍 언어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
→ C 언어로 교육하는 전산물리학 강의 개설
* LabView 등의 실험 software 과목 및 수리물리과목 개설 요구
→ 시스템컴퓨터제어 및 고급 수리물리학 강의가 개설
* 대학원 전용 강의실 장비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많음
→ 강의실 장비를 2013년 초에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강의 녹화 및 화상강의를 지원
* 전공별 개설과목수가 졸업학점을 채우기 위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음
→ 성균나노과학기술원(SAINT) 및 에너지과학과 개설과목을 cross-listing하여 실질적인 전공선택
과목수를 늘림
* 취업 관련 정보 및 세미나에 대한 수요
→ 첨단기술과 산업과목을 정기적으로 개설할 계획
- 대학원생 설문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조사 분야 혹은 설문 항목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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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학사관리제도 및 수준의 우수성
■ 1단계 및 2단계 BK사업의 성과 및 한계
○
-

학사관리부문의 성과
자체 대학원 학사관리 기구인 대학원 위원회 운영
학사 등 전반에 걸친 자체 내규를 제도화 및 운영
종합시험제도의 개편
교육 국제화를 위한 기반 마련

○
-

한계
전공 교육의 수월성 및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학위기간 장기화 방지 장치 미홉
우수대학원생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
외국인 학생, 교수를 위한 교육 국제화 인프라 확충 필요

───────────────────────────────────────────────
본 사업단은 1단계 및 2단계 BK사업의 성과를 계승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원 학사관리 제도를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기조에 맞추어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교육 선순환구조에 바탕한
교육 생태계 구축이라는 교육비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입학전형 및 우수대학원생 확보와 지원
■ 전공 교육의 내실화 및 성적관리 강화
■ 연구단계 조기진입 등을 통한 학위기간 장기화 방지 및 학위 과정의 수월성 확보
■ 교육 국제화 인프라 및 제도
■ 사업단 자체 학사관리조직 및 내규의 제도화와 대학원생 학사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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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관리제도 체계도 ───

┌────────┒
┌─────────────────────────┒
│
┃
│
교육 국제화 인프라 및 제도
┃
│ 우수 대학원생 ┃←→├─────────────────────────┨
│ 확보 및 지원 ┃
│
해외대학 교류, 영어강의
┃
│
┃
│
영어논문작성, 논문심사 외국학자 참여
┃
┕━━━━━━━━┛
┕━━━━━━━━━━━━━━━━━━━━━━━━━┛
↑
│
│
│
↓
↓
↓
↓
┌────────┒ ┌──────┒
┌──────┒
┌──────┒
│
┃ │
┃
│
┃
│
┃
│ 학부-대학원
┃ →│ 기초/전공 ┃ →│ 연구단계
┃ → │ 학위과정 ┃
│ 연계커리큘럼 ┃ │ 교육 강화 ┃
│ 조기진입
┃
│
수월성
┃
│
┃ │
┃
│ 제도화
┃
│
확보
┃
┕━━━━━━━━┛ ┕━━━━━━┛
┕━━━━━━┛
┕━━━━━━┛
↑
↑
↑
↑
│
│
│
│
┌─────────────────────────────────────┒
│
대학원 위원회
┃
├─────────────────────────────────────┨
│
사업단 자체 학사관리, 자체운영내규
┃
│
대학원생을 위한 학사자료 확보 및 공지
┃
┕━━━━━━━━━━━━━━━━━━━━━━━━━━━━━━━━━━━━━┛

■ 입학전형 및 우수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국내외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우수한 학부생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고 입학 이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
○
-

입학전형제도 (대학차원)
1년에 2회 전기, 후기 전형을 실시하여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
기초핵심과목에 대한 구술시험 및 학부성적, 연구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합격자를 선발
외국인의 경우, 학과에서 우수성을 평가하여 입학허가를 주는 경우 정원외 선발
2013년도에 이런 과정을 거쳐 3명의 외국인 대학원생에게 입학을 허가
교류협정 체결된 대학출신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통해 100% 등록금 면제

○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프로그램
[ 제출증빙자료 2.6: 학부-대학원 연계프로그램 현황 ]
1.
-

본교 및 타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Physics Festival & Contest 개최
대학원 연구 활동을 홍보하고 대학원 진학 유도를 목적으로 함
연구동향 소개, 연구실 탐방 및 물리학 경연 시상 등으로 구성
2010년도부터 매년 여름방학 기간동안 1박2일의 일정으로 진행
2012년도의 경우 25개 대학에서 120여명의 학부생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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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그램은 본교뿐만 아니라 타교에 재학 중인 우수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유도에
효과가 크게 나타남.
2.
-

대학원 Fair 개최 (대학차원)
대학원생 지원자 확대를 위한 대학원 소개
박람회 형태로 상담, 전시, 연구실 투어 등으로 구성
수도권 타교생, 본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행사 홍보
2011년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음

3. 학부생들의 대학원 기초필수과목의 수강 허용
- 대학원 진학예정인 학부생들에게 대학원 기초필수과목 수강을 허용하여 대학원 입학 연계
및 입학 후 연구단계로의 조기진입 유도를 목적으로 함
- 운영 현황: 2010~2012년도의 기간중 매년 15명 내외의 학부생들이 대학원 기초필수과목 수강
- 대학원 기초필수과목을 수강한 학부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대다수 수강 학생들이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하고 있어 대학원이 박사과정위주로 개편되고 있음.
4.
-

성적우수 석박사 연계트랙 장학생 프로그램 실시
학점 3.7 이상의 우수학부생을 대상으로 함
우수 학부생의 본교 대학원 진학 지원을 목적
대학원 입학금 100% 지원, 대학원 장학금 6회 50% 지원
2011년도부터 실시되어 2011년도에 3명, 2012년도에 2명의 대학원 입학생이 선정됨

■ 전공 교육의 내실화 및 성적관리 강화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과정별로 기초필수과목을 지정하였으며 엄정한 학사운영으로 기초실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연구팀별로 특성을 살린 전공선택과목의 track system을 도입하고
성균나노과학 기술원(SAINT) 및 에너지과학과의 관련교과목을 cross-listing하여 과목 선택의
폭을 넓혔다.
○ 기초필수과목 지정 및 성적 관리
- 석사과정의 경우 4대 기초과목(고전역학, 전자기학1, 양자역학1, 통계역학)의 수강을 필수로 지정
- 석박통합, 박사과정의 경우 6개의 기초과목(고전역학, 전자기학1,2, 양자역학1,2, 통계역학)의
수강을 필수로 지정할 계획
- 타교에서 석사학위 취득한 박사과정 입학생들의 경우 타교에서 수강한 핵심과목을 대학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
- 수강학생들의 기초실력 배양을 위해 우리말 강의를 원칙으로 함. 외국인 교수가 강의하거나
외국인 학생이 수강시 영어강의로 전환
- 강의 내실화와 수강학생들의 학습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강의평가 우수교수에게 강의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강의녹화를 원칙으로 할 계획
- 성적은 절대평가로 산출하되 일정 기준이하의 성적은 C이하의 성적을 주도록 함
○ 전공과목의 선택의 폭 확대
- 모든 전공선택과목을 핵/입자/천체군, 응집/통계군, 나노/바이오군으로 분류하고 각 전공분야별
track system을 구성
- 나노/바이오 과목군의 경우 성균나노과학기술원(SAINT)과 공동개설 (3과목)
- 에너지과학과 대학원 과목(11과목)들을 cross-listing으로 정해 전공과목 수강 다양화
- 바이오물리의 경우 생명과학과 개설과목을 cross-listing하여 전공과목 수를 늘릴 계획
- 전공 선택과목 및 공통연구과목은 각 과목군내의 교과과목 중 필요에 따라 2~3년 주기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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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선택과목 중 핵심공통과목은 매년 개설
- 전공 선택과목으로 상시 개설되기 어려우나 연구에 필수적인 주제의 교육을 위해 고급물리학특강
1~6 과목을 개설
- 최신 연구동향에 대해 수업과 토론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과목인 고급물리학세미나 1~6 과목을
개설

■ 연구단계 조기진입 등을 통한 학위기간 장기화 방지 및 학위 과정의 수월성 확보
학부-대학원 연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우수 학부생이 대학원 진학 시 연구단계로의 조기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도교수 선정, 세부전공 선택에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다. 연구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준비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종합시험 제도를
간소화하였으며 학위과정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논문제출자격을 강화하였다. 또한 학위취득기간 장기화
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단계 조기진입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논문제출기한을 축소하였다.
○ 학부-대학원 연계 교육과정
[ 제출증빙자료 2.6: 학부-대학원 연계프로그램 현황 ]
1. 대학원 기초필수과목의 학/석사 과목 지정
- 대학원 기초 필수과목인 고전역학, 양자역학1, 전자기학, 통계역학을 학/석사 과목으로 지정
- 대학원 입학 예정인 학부생들이 대학원 과목을 미리 수강함으로서 학위과정을 조기 수료하여
연구과정에의 진입을 앞당기고 학위취득 소요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함
- 운영 현황:
────────────────────────────────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
양자역학
6
2
9
고전역학
9
6
2
통계역학
2
2
4
전자기학
2
4
2
총 학생 수
19명
14명
17명
────────────────────────────────
2.
-

연구 학점제 실시
학부생들이 실제 연구에 실제 참여해 학점을 취득
학부 고학년때부터 연구에 참여하게 하여 대학원 진학 유도를 목적으로 함
대학원 진학시 연구단계로의 조기 진입을 가능하게 함
2012년도부터 실시되어 당해년도에 4명의 학부3, 4학년생 참여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

○ 세부전공 선택 및 지도교수 선정
- 모든 대학원 신입생은 1학기에 대학원 위원회에서 지정한 일정 시기에 1, 2, 3지망 연구실을 제출
- 대학원 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서 논문 지도 교수 및 세부 전공을 결정
- 박사과정은 연구의 특성상 학생이 직접 교수와 면담을 통해서 지도 교수를 결정
- 산학관련 신입생의 경우 산학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연구자의 위탁교육을 요청하면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의 연구실 배정과 지도 및 심사규정을 정함
○ 대학원 종합시험 제도의 간소화
- 학생을 탈락시키는 목적보다는 학생들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점검하고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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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분을 채워주는 교육적인 목적이 우선
대학원생이 수료이전에 SCI저널에 주저자로 논문을 발표할 경우 종합시험 면제
* 석사과정의 경우 1편, 박사과정의 경우 2편
* 우수한 연구 실적을 내고 있는 대학원생에게 종합시험을 면제함으로서 연구의 단절을 방지하고
학위기간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
석사과정 종합시험 제도
* 1교시: 고전역학
* 2교시: 전자기학
* 3교시: 양자역학
* 4교시: 통계역학
(학부 4학년 상위 10% 수준, 문제은행식 출제방식 채택)
박사과정 종합시험 제도
* 1교시: 전공과목 1과목
(석사과정 상위 20% 수준, 문제은행식 출제방식 채택)
석박통합과정의 경우 석사, 박사 종합시험을 각각 통과해야 함
각 과목은 70%이상의 성적이어야 통과
최대 4번 응시 가능

○ 논문 제출 및 심사
1. 논문 제출자격
- 학칙에 규정된 각 대학원별 수료학점(단, 박사학위과정은 33학점 이상)을 모두 취득하고
(선수과목 포함) 그 평균성적이 B이상이며, 외국어, 종합시험 및 예비심사 합격한 자
-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최소 SCI 논문 2편 이상을 주저자로 발표하고, 그
논문(논문게재증명서도 가능)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논문 1편 발표를 요구한 학교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임
2.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논문심사 절차
- 논문 심사 절차
① 논문연구계획서 및 예비심사원 제출
② 예비심사위원 위촉
③ 예비논문 공개 발표
④ 예비심사 및 판정
⑤ 논문심사위원 위촉
⑥ 논문 공개 발표
⑦ 논문심사 및 판정
⑧ 논문심사결과 보고서 접수
⑨ 학위 등록
- 석사 총 3인, 박사 총 5인 이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
- 박사논문 심사위원회에는 최소 2인이상 외부 심사위원 포함하고 사업단 내규에 의해 그 중 반드시
1인 이상의 외국인 연구자 혹은 산업체 연구자를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박사학위심사는 총 2회의 심사(예비심사 1회, 본심사 1회)와 1회의 영어 공개발표를 의무화
3. 학위논문 영어작성 및 지원
-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영어논문 작성을 장려함. 2010~2012년도의 기간 중 영어논문 작성비율은
96%에 달함. 향후 100% 영어 작성 및 영어 발표를 의무화할 계획
-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영어 작성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 수여
- 석사학위 논문 발표시 영어로 요약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어논문 교열서비스 비용을 학과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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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의 경우 논문 53건에 대한 영어논문 교열서비스 비용 11,118,637원을 지원함
[ 제출증빙자료 2.13: 영어논문 교열서비스 지원 현황 ]
○ 학위 취득 기간 장기화 방지
- 학부-대학원 연계 교과목의 선수강, 연구학점제, 종합시험 면제 등을 활용한 연구단계로의 조기
진입을 제도화
- 대학원 위원회가 학위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의 졸업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학위연구진행
평가(Ph.D. Progress Report)을 도입하여 적정기간내에 졸업 독려
- 논문 제출기한 강화
석사학위청구논문은 과정 수료후 3년이내, 박사학위청구논문은 과정수료후 5년이내 제출
(병역의무기간 제외)을 원칙으로 정할 계획
* 이는 학교 규정 (석사의 경우 수료후 5년 이내, 박사의 경우 수료후 7년 이내)보다 강화된
규정임

■ 교육 국제화 인프라 및 제도
○ 대학원생 학사관리의 국제화
- 전공 강의 중 영어강의 비율을 일정수준이상으로 유지
- 박사학위논문은 100% 영어 작성 및 영어 발표 계획
- 박사과정을 위한 기초필수 과목에 영어논문작성법 과목 포함
- 박사학위 논문 제출에 일정 수준이상의 영어성적 요구
-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에 외국학자 포함
○ 해외기관과 대학원생 등의 교육교류의 제도화
[ 제출증빙자료 2.14: 국제 교육교류 현황 ]
- 우수 해외학생 유치를 위한 교류 협정 체결
( 2013년도에 3명의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
- 해외대학과 복수학위제 추진 계획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와 단과대학간 협약 체결
태국 Chiang Mai University와 협약 체결 진행 중
○
-

교육 국제화를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외국인 학생을 위한 mentor제 실시
모든 외국인 대학원생에게는 50% 등록금 면제, 대학과 협정 체결 대학 출신은 100% 면제
기숙사 배정에 있어서 우선권 부여
외국인 학생 및 교수를 위해 학사관리 및 제반 내규, 교내 학사지원 시스템의 영문판 지원
외국어 가능 행정요원 채용 계획
상세정보를 갖춘 학과 영문 홈페이지 구축

■ 사업단 자체 학사관리 조직 및 내규의 제도화와 대학원생 학사지도
○ 대학원 위원회
1. 역할: 대학원 학사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며 주요 역할은 학사관리, 석박사 졸업관리, 내규관리 등
2. 구성: 학과장을 포함하는 3~5인의 학과교수로 구성. 현재 5명의 교수가 대학원위원회에서 활동
3.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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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교과과정 관리
- 대학원 전반의 학사 점검
* 학생의 학과성적과 자격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학업성취도 점검 및 교육에 필요한 조언
* 학업성취도 점검을 통한 대학원생 평가
- 대학원생들의 졸업기간 적정화 독려
* 해당 학생에게 적기 졸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독려
- 대학원 학생선발 및 연구실 배정 제도 개선
* 대학원 입시 출제 관리
* 논문 지도 학생 배정의 가이드라인 제시
* 산학 관련 신입생 지도 및 심사 관리
- 자격시험 평가
* 적기에 연구과정으로 진입하도록 자격시험제도의 간소화 및 효율화
- 석박사 졸업관리, 내규관리
* 논문심사 위원회 구성
* 지도교수와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합격여부를 결정
* 관련 내규 관리 및 개선
○ 대학원생을 위한 학사지도
1. 입학생들에게 전반적인 대학원 학사 설명회 개최
- 대학원 연구활동 소개
- 대학원 학사일정 및 학위요건
- 대학원 장학금 지원 현황
- 대학원 교육과정 및 전공별 로드맵
[ 제출증빙자료 2.15: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
2.
-

온라인/오프라인을 활용한 학사 공지 및 지도
학과 홈페이지에 주요학사 공지
대학원생 이메일 주소록을 활용하여 주요학사 공지
학교 전산 시스템(ASIS)를 활용하여 긴급상황의 경우 문자 공지
학과 게시판에 학사일정 및 주요학사 공지

3.
-

학사제도 안내 자료집 제작 및 배포
대학원 학사의 세부내용은 성균관대학교 대학편람에 들어 있음
물리학과에 대한 내용과 사업단 자체학사 관리제도를 포함해 안내자료집 제작 계획
내용:
* 당해년도 학사일정
* 등록, 수강신청
* 대학원 교육과정
* 학위논문 제도
* 졸업 요건
-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영문판도 제작 예정

○ 사업단 운영 내규
- 2006년 이래로 2단계 BK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체내규를 제도화하여 운영
[ 제출증빙자료 2.16: 사업단 자체 운영 내규]
- 주요 내용:
* 교과과정 및 졸업요건 등의 대학원 학사관리
* 대학원생 사업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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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협력
* 대학원생 해외 장기파견
* 신진연구인력 선정 및 채용
* 교수 승진 및 참여기준
* 연구 및 교육 인센티브 제도
- 교과과정, 학사관리제도 등의 개선된 사항을 적용하여 BK21PLUS사업에 부합하도록 자체 운영내규를
개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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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방안

3.1 대학원생 인력 확보/배출 및 지원 계획

3.1.1 최근 3년간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표 2> 사업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T_1_1: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명)
T_2_1:실적

T_3_1:확보

T_7_1:배출

T_2_3:석사

T_2_4:박사

T_2_5:석·박사 통합

T_2_6:계

T_3_2:2010년

D_3_3:23

D_3_4:35.5

D_3_5:19

D_3_6:77.5

T_4_2:2011년

D_4_3:19

D_4_4:29.5

D_4_5:27

D_4_6:75.5

T_5_2:2012년

D_5_3:22

D_5_4:23

D_5_5:28

D_5_6:73

T_6_2:계

D_6_3:64

D_6_4:88

D_6_5:74

D_6_6:226

T_7_2:2010년

D_7_3:11

D_7_4:8

D_7_5:X

D_7_6:19

T_8_2:2011년

D_8_3:15

D_8_4:11

D_8_5:X

D_8_6:26

T_9_2:2012년

D_9_3:9

D_9_4:10

D_9_5:X

D_9_6:19

T_10_2:계

D_10_3:35

D_10_4:29

D_10_5:X

D_10_6:64

3.1.2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가. 대학원생 배출 계획
<표 3> 향후 사업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 배출 계획
T_1_1:연도

(단위: 명)
T_1_2:대학원생 배출 계획(명)

T_2_2:석사

T_2_3:박사

T_2_4:계

T_3_1:1차년(2013년)

D_3_2:12

D_3_3:12

D_3_4:24

T_4_1:2차년(2014년)

D_4_2:12

D_4_3:13

D_4_4:25

T_5_1:3차년(2015년)

D_5_2:12

D_5_3:14

D_5_4:26

T_6_1:4차년(2016년)

D_6_2:12

D_6_3:15

D_6_4:27

T_7_1:5차년(2017년)

D_7_2:12

D_7_3:16

D_7_4:28

T_8_1:6차년(2018년)

D_8_2:12

D_8_3:17

D_8_4:29

T_9_1:7차년(2019년)

D_9_2:12

D_9_3:18

D_9_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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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10_1:계

D_10_2:84

D_10_3:105

D_10_4:X

※ 상기 목표 설정에 관한 실현가능성 및 부가설명 기술
■ BK21PLUS 차세대 선도 물리인재양성사업단은 BK21 1단계 사업(1999~2005) 및 2단계 사업(2006~2012)을
거치면서 선도지식을 갖춘 리더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대학원생을 길러 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
고 있다.
■ 본 사업단은 연구분야를 크게 핵/입자/천체, 응집/통계, 그리고 나노/바이오 분야로 나누었으며 교육
과정의 효율적 운영 및 연구분야간의 유기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연구의 질을 향상시
키고, 또한 연구팀들 사이의 협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진작시키려 한다.
■ 국제 심포지움의 개최, 해외학자의 교수진 채용, 우수대학원생 확보 등을 통한 교육의 유기적 순환구
조체계를 바탕으로 한 교육 생태계 구축이라는 교육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함으로서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적 인재를 배출하여 국내외 산학연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 본 사업을 통하여 현재 석사과정 위주의 대학원 운영에서, 고급 기초과학 인재 양성이 가능한 '박사
과정 중심'으로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서, 졸업생들이 졸업후 산학연 현장에 나갈 때, 미래지식기반 사
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장을 제공코자 한다.
■ 2010년~2012년 동안의 대학원생 배출실적을 보면 년 평균 석사 11.7명, 박사 9.7명, 합계 21.4명으로
나타난다. 2011년~2013년동안의 동안의 신입생 입학생수는 년 평균 석사 11.7명, 박사 9명으로 졸업생
배출실적(2010년~2012년동안)과 신입생 입학생수(2011년~2013년동안)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 제출증빙자료 3.1: 2011년~2012년도 대학원생 신입생 등록생수 ]
■ 석사과정생의 배출실적을 유지하면서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 갈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본 사업단은 각 연구팀별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유망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BK21PLUS 사업 최종 년도에는 석사 학위 12명, 박사 학위 18명을 배출하여 참여교수 1인당
평균 석사 및 박사 각 1명씩을 배출하고자 한다. 이렇게 양성된 양질의 기초과학 전문인력들은 학계,
산업계 등 수요가 예측되는 여러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확신한다.
■ 년도별 대학원생 배출 계획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부가 설명
○ 본 사업단의 미래지향분야인 천체물리와 바이오물리를 중심으로 우수 신진교수를 매년 1명씩 증원
하기로 학교당국의 지원약속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수준의 연구팀을 육성할 계획이다.
탁월한 연구성과 및 다양한 연구분야 선택권의 부여는 우수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우수 대학원생 확보 전략을 통한 대학원생 배출 실행가능성 배가
- 석/박 지원자 감소추세의 지속/악화 가능성 대비
- 신입생 점유율개선을 위한 제도적/환경적 방안 마련
- 석박 연계트랙 장학제도 발전적 확대 및 학석연계과정 활성화
- 외국인 대학원생의 증가에 따른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유도
○ 우수 대학원생 지원 전략을 통한 대학원생 배출 실행가능성 배가
- 교육과정의 내실화 및 국제화를 통한 전반적 교육인프라 체계 구축
- 교내 특성화 지원사업(GT10 사업)을 통한 대학원생 글로벌 학술활동 장려
- 대학원생을 위한 해외석학초정 단기강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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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별 대학원생 배출 계획 ▣
인원
30명
30 ├
29명
■
│
28명
■
■
│
27명
■
■
■
│
26명
■
■
■
■
│
25명
■
■
■
■
■
25 ├
24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최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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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 학부-대학원 및 석/박사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우수 대학원생 확보
■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통한 선순환적 생태계 기반 구축
■ 우수한 본 학과 학부생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고 졸업에도 배양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지속적인 지원
■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능동적 리크루팅 전략 수립 및 지원 대책 마련
┌─────────────┒
┌─────────────────┒
│
┃
│
┃
│ 학부-대학원 및 석/박사 ┃
│ 중ㆍ고등학생 물리교육 프로그램을 ┃
│
연계 프로그램
┃
│ 통한 잠재적 우수 물리인재 확보 ┃
│
┃
│
┃
┕━━━━━━━━━━━━━┛
┕━━━━━━━━━━━━━━━━━┛
↘
↙
┌───────────────┒
│
┃
│
우수 대학원생 확보
┃
│
↓
┃
│ 차세대 선도 물리인재 양성
┃
│
↓
┃
│ Network를 통한 전주기 관리 ┃
│
┃
┕━━━━━━━━━━━━━━━┛
↗
↖
┌───────────────┒
┌─────────────────┒
│
┃
│
┃
│대학원생을 위한 맞춤식 교육 및┃
│ 우수외국인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
│
창의적 연구 지원
┃
│
능동적 리크루팅 전략 수립
┃
│
┃
│
┃
┕━━━━━━━━━━━━━━━┛
┕━━━━━━━━━━━━━━━━━┛
───────────────────────────────────────────────
우수 대학원생 확보 프로그램
■ 학부-대학원 및 석/박사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우수 대학원생 확보
■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잠재적 우수 인재 확보 기반 마련
───────────────────────────────────────────────
■ 학부-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우수 대학원생 확보.
우수한 학부생을 다양한 학부-대학원 연계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고 입학 이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며 연구단계로의 조기진입을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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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생들의 대학원 기초필수과목의 수강 허용
- 대학원 진학예정인 학부생들에게 대학원 기초필수과목 수강을 허용하여 대학원 입학 연계
및 입학 후 연구단계로의 조기진입 유도를 목적으로 함
- 수강 학생들을 석박사 통합 과정 입학하도록 장려하여 대학원을 박사학위과정 위주로 개편
○ 학부/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강화
- 박사 및 석박사 과정 입학생의 글로벌박사펠로우쉽 선정 (5년간 연간 3천만원 지원)
2010년도에 1명, 2011년도에 1명, 2012년도에 1명 선정됨
- 선정된 입학생은 대학원-학부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대학원 기초필수과목을 수강함
- 매년 1~2명의 학생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
○ 연구 학점제 실시
- 학부생들이 실제 연구에 실제 참여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
- 학부 고학년때부터 연구에 참여하게 하여 대학원 진학 유도를 목적으로 함
- 대학원 진학시 연구단계로의 조기 진입을 가능하게 함
○ 성적우수 석박사 연계트랙 장학생 프로그램 실시 및 운영
- 성적이 우수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함
- 우수 학부생의 본교 대학원 진학 지원을 목적
- 대학원 입학금 100% 지원, 대학원 장학금 6회 50% 지원
- 2011년도부터 실시되어 2011년도에 3명, 2012년도에 2명의 대학원 입학생이 선정됨
- 우수학부생의 대학원 진학유도에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계속 운영 계획
○ 본교 및 타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Physics Festival & Contest 개최
- 대학원 연구 활동을 홍보하고 대학원 진학 유도를 목적으로 함
- 연구동향 소개, 연구실 탐방 및 물리학 경연 시상 등으로 구성
- 2010년도부터 매년 여름방학 기간동안 1박2일의 일정으로 진행
- 2012년도의 경우 25개 대학에서 120여명의 학부생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룸
- 이 프로그램은 본교뿐만 아니라 타교에 재학 중인 우수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유도에
효과가 크게 나타남.
○ 대학원 Fair 개최 (대학차원)
- 대학원생 지원자 확대를 위한 대학원 소개
- 박람회 형태로 상담, 전시, 연구실 투어 등으로 구성
- 수도권 타교생, 본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행사 홍보
- 2011년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음
■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잠재적 우수 인재 확보 기반 마련.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물리학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우수한 학생들이 물리
학을 전공하도록 유도하고 물리학에 대한 대중의 친화성을 높이도록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교육의
선순환구조의 확립에 공헌. 또한 기초과학 기피 현상에 따른 물리학과 지원 대학생의 감소를 막고,
대학 물리학과 지원자를 증가할 수 있는 밑그름이 될 수 있어 우수 대학원생 학보에서 본 사업단 뿐만
아니라 전국 물리학과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대된다.)
○ "물리야 놀자" 대중 강연 프로그램 개설 운영
- 내용: 물리학의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며 강연 및 체험으로 구성
- 운영: 2013년 5월~6월의 기간 중 7차례의 대중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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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회 200여명이 참여해 호응도가 높음
- 계획: 향후 프로그램의 정기적 개최 및 강연 주제를 다양화할 계획
- 연합뉴스 http://m.yna.co.kr/mob2/kr/contents.jsp?cid=AKR20130615046900004&domain
=2&ctype=A&site=0100000000&mobile (2013.6.16)
- URL: http://physics.skku.ac.kr/public/funphys/index.html
○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실험 프로그램 운영
- 대상: 고등학생 1,2 학년
- 기간: 여름방학 기간
- 운영현황 : 2010학년도에서 2012학년도 3년간 각각 18명, 103명, 그리고 117명의
고등학교 학생이 참여
- 계획: 대학원생 mentor지원 및 고등학생을 위한 실험프로그램 개발
○ 과학인재전형 장학생 선발 및 운영
- 소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우수한 과학고 졸업생을 대상
- 계절학기와 연구학점 수강 권장으로 학부 조기졸업 유도
- 대학원 기초필수과목의 선수강 등 학부-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참여 권장
- 대학원 입학 시 핵심적 연구인력으로 양성
- 다수의 전형 학생들이 대학원 기초필수과목의 선수강 등 학부-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적극 참여
- 글로벌박사펠로우쉽에 선정된 학생들의 다수를 차지
- 운영 현황: 2010년도 부터 2013년도 까지 총 23명이 과학인재전형 장학생으로 선발

───────────────────────────────────────────────
우수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
■ Network 기반 전주기 관리를 통해 우수 박사학위자의 학계 리딩 연구자로의 육성 지원
■ 교내 글로벌 톱 10 사업을 통한 대학원생 글로벌 학술활동 지원
■ 연구활동 경비 지원
■ 연구 논문 우수자에 대한 지원
■ 대학차원의 RA/TA제도 구축
■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 인프라 지원
───────────────────────────────────────────────
국내 우수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으로 재학중 지원 뿐만이 아니라 network를 통한 전주기 관리
■ Network 기반 전주기 관리를 통해 우수 박사학위자의 학계 리딩 연구자로의 육성 지원
○ 우수
원을
○ 우수
○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우수 연구실적에 따른 지원에 그치지 않고, 박사학위 후에도 지속관리 및 지
통하여 학계 리딩 연구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
박사학위자에 대해서 network 관리 시스템 기반 정보 교류 정례화
박사학위자의 CV를 주기적인 update를 통해 맞춤식 학계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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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은 2010년부터 전담행정직원을 고용하여 졸업생 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
○ 수동적 관리를 벋어나 능동적 관리로서 필요 기반 (NEED-BASED) 를 바탕으로 한 맞춤식 정보 지원
및 학회, 국가연구소, 교수임용과 같은 양질의 정보제공 및 지원
○ 연구실력을 겸비한 겸손하고 배려심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키우기 위하여 적극 지원
○ 제일 인재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노력을 기반으로 한 주위의 헌신적인 격려와 지원이 필
요하며, 본 사업단은 "차세대 선도 물리인재양성"에 있어 우수 졸업생이 안정적인 곳에 취업이 성
공적으로 이뤄질 시, 그가 또다시 인재를 키우는 건전한 인재양성 생태계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리
라는 것을 확신하며, 긴 여정, 백년지 대계의 마음,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도록 참여 구성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고자 함
■ 교내 GT10 사업을 통한 대학원생 글로벌 학술활동 지원
○
○
○
○

대학원생 장기 해외연수 지원 계획 : 특성화분야 우수 대학원생 유치방안으로 활용
해외 유수 summer/winter school 지원(매년 5명 내외 선정 예정)
해외여비 및 등록비 지원으로 해외 유수 학회 발표 장려(매년 5명 내외 선정 예정)
대학원생을 위한 해외석학초정 단기강좌 유치(매년 2명 내외 초청 예정)

■ 연구활동 경비 지원
○ 대학원생에게 논문게재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영어논문 작성을 위해 외국인
논문교열서비스를 위한 실경비 지원
○ 대학원생의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국제감각을 배양하고
연구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
○ 국제학술회의 지원기준은 전임교수와 동일(년1회 아시아 40만원, 중동/호주 60만원,
유럽/미주/기타 80만원)
○ 인센티브 제공: 대학원생이 제1저자로 SCI, A&HCI, SSCI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SCI편당 30만원, SSCI/A&HCI편당 60만원
○ 학교의 학문영역별 연구지원 전담직원(Research Staff)의 근접지원을 받아 대학원생
연구자의 행정부담 최소화
■ 연구 논문 우수자에 대한 지원
○ 매년 자체평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학원생 우수논문상을 시상한다.
최우수상(1명) : 해외 단기학회 참가비 1회 보조(300만원)
우 수 상(1명) : 해외 단기학회 참가비 일부 보조(200만원)
○ 장단기 해외 연수 대상 학생을 선발시 SCI 등재 저널에 제 1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학생에게
최고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기타 학생은 그 참여 정도에 따라 합당한 우선권을 부여
○ 조교업무 경감을 통해 연구에 매진 할 수 있게 함
■ RA/TA제도 구축(대학차원)
○
○
○
○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교육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함.
체계적인 RA/TA제도(일반/전문)를 도입
직무성격과 비중에 따라 규격화된 인건비 지급체제(100%∼25% 지원)를 구축함
사업단은 연구과제 수중 등을 통하여 소속 대학원생을 지원함

■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 인프라 지원(대학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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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숙사) 대학원생 전용 기숙사 516실 신축(‘15)
○ (연구지원 인프라) 대학원생 전용 연구실 7,100㎡ 추가 확보(현재 59,000㎡),
제3연구동 신축(26,446㎡), 산학협력센터 증축(19,769㎡), 공동기기원 및 연구장비
클라우딩 시스템 개선, 연구실 안전관리 제도 정착 등
───────────────────────────────────────────────
외국인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프로그램

■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능동적 리크루팅 전략 수립
■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확보 위한 지원 정책 확대
■ 우수 외국인 유치를 위한 대학차원의 인프라 개선 현황
■ 외국인 대학원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영문 브로슈어 및 영문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접근성 확대
───────────────────────────────────────────────
본교는 지구촌 글로벌화와 교육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국제화 비전“Global Challenge
SKKU"를 선포하고 국제화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전략과제로 Global Alliance 확대, 국제화 교육/연구
역량 강화, 국제화 리더십/조직혁신, 인프라 업그레이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글로벌 리더 양성과 세계
적인 연구중심대학 목표달성을 위하여 "Global Challenge SKKU" 국제화 전략의 추진방향을 글로벌 리더
양성, 교육·연구의 균형, Carry-Out중심, In-bound/Out-bound 조화로 설정하고 해외대학과의 글로벌 네
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대학원생의 증가에 따른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에 대한 필요
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사업단의 외국인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에 따른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제시 한다.

■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능동적 리크루팅 전략 수립
○ 능동적 리크루팅
- 우수 외국 학생을 능동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의 물리학과 방문
- 방문 결과, 말레이지아의 Universiti Teknologi Malaysia 및 베트남의 Vietnam National
University에서 각각 2명, 1명의 외국인 학생이 2013년도 1학기에 본 학과에 입학하는
성과를 거둠
○ 단기적으로는 사업단의 연구력에 기여, 장기적으로는 외국 학생의 귀국 후 사업단과의
네트워크를 유지
○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 및 행정 인프라 구축
- 본 사업단 4인의 행정요원 중 영어에 능통한 행정요원 1인 및 일어 능통 행정요원 1인이
있어 외국학자 및 외국인 대학원생의 행정지원
- 대학 차원에서 외국인 학사상담 전담 직원제를 도입하여 국제교류팀에 배치함
■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확보 위한 지원 정책 확대
○ 외국인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 차원의 지원: 기본적으로 등록금 50% 면제의 장학금 혜택을 모든
39 / 176

○
○
○
○
○
○
○
○

외국인 대학원생에게 부여
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 (현재 모두 40개국 187개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중임) 출신의
대학원생에게는 등록금 전액 면제
현재 사업단 소속의 외국인 대학원생에게 전원 장학금 지원 및 지도교수의 연구비 자원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함으로소 국내 생활의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토록 환경조성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강좌이수를 의무화
외국인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안내 가이드북 발간 및 배포
외국인 대학원생은 본인 희망시 기숙사 배정에 있어서 우선권 부여하고 있음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행사 개최
Library Day for International Students 운영
외국인 신입생을 위한 정보교육 오리엔테이션

■ 우수 외국인 유치를 위한 대학차원의 인프라 개선 현황
○ 국제화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급격히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기숙사 입사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존 기숙시설을 통한 수용에 한계가 있어 현재 기숙사 신축 및 Out-Campus
기숙사 신축 등의 인프라 개선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자연과학캠퍼스의 기숙사 중 의관을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로 지정 활용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음
○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100% 기숙사 수용 및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자연과학캠퍼스
삼성학술정보관 및 기숙사 신관을 구축 완료하여 국제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함
○ 기숙사신관을 준공함으로써 자연과학캠퍼스 외국인학생을 포함한 전 학생의 기숙사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 확보
○ 외국인을 위한 guest house를 확보하여 해외 석학 방문 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외국인 대학원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
○
○
○
○
○
○
○
○

한국어 강습 지원이외에 영어 명패, 영어 안내문, 영어로 된 안내 책자 등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서 연구단 및 대학 차원의 지원책 홍보
연구단의 모든 명패를 영어와 한국어 이중표기로 변경
교내 학사지원 시스템인 GLS시스템의 영문판 지원
영문 홈페이지 구축 및 영문 보로슈어 발간 및 배포
물리연구단 자체적인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mentor/tutor 제도를 실시
외국인 대학원생의 의료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긴급한 의료 상황에 대비하게 함
모든 외국인 대학원생에게는 50% 등록금 면제, 대학과 협정 체결 대학 출신은 100% 면제
기숙사 배정에 있어서 우선권 부여
물리연구단내 BK21PLUS 장학금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내국인과의 차별이 없음

■ 영문 브로슈어 및 영문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접근성 확대
○ 사업단의 홍보를 통해서 물리연구단의 연구 성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알리는 영문 브로슈어를
2012년에 새로 제작함. 4개월의 시간과 약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0부의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 및 해외 홍보와 사업단 소속 외국인들의 정보 습득의 효과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영문 홈페이지 개선 진행 중
○ 확보한 선진 각국 물리학 분야 전공별 유수 대학의 주소록을 활용하여 영문 브로슈어 배포
○ 이와는 별도로 성균관대에서는 매 분기 영문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전 세계 유명 석학들과 유망한
신진교수, 그리고 전세계 물리학과에게 보내 학교를 홍보 중임.
○ 늘어가는 외국인 교수와 대학원생을 위해, 학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학과 영문
40 / 176

홈페이지 제작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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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학원생의 취업률 현황 및 진로 개발 계획

3.2.1 취업률

<표 4> 사업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 취업률 실적

(단위: 명, %)
T_1_3:졸업 및 취업현황

T_2_4:비취업자(B)

T_1_1:구분
T_2_3:졸업자 (G)

T_3_4:진학자
T_4_4:국내

T_4_5:국외

T_3_6:입대자

T_2_7:취업대상자
T_2_8:취업자(D)
(C=G-B)

T_1_9:취업률
(%)(D/C)×
100

T_5_1:2012년 2
월 졸업자

T_5_2:석사

D_5_3:7

D_5_4:1

D_5_5:0

D_5_6:0

D_5_7:6

D_5_8:4

T_5_9:석사/박사
합산

T_6_2:박사

D_6_3:7

D_6_4:X

D_6_5:X

D_6_6:0

D_6_7:7

D_6_8:7

D_6_9:84.62

T_7_1:2012년 8
월 졸업자

T_7_2:석사

D_7_3:2

D_7_4:0

D_7_5:0

D_7_6:0

D_7_7:2

D_7_8:2

T_7_9:석사/박사
합산

T_8_2:박사

D_8_3:3

D_8_4:X

D_8_5:X

D_8_6:0

D_8_7:3

D_8_8:3

D_8_9:100

D_9_3:19

D_9_4:1

D_9_5:0

D_9_6:0

D_9_7:18

D_9_8:16

D_9_9:88.89

T_9_1:계

3.2.2 취업의 질적 우수성
본 사업단의 취업률은 BK21 2단계 사업기간 중인 07년도에 100%, 08년도에 95.2%, 09년도에 92.3%, 10년
도에 100%, 11년도에 94.7%, 그리고 2012년도에 91.3%로 각 분야별 대학원생들의 취업이 08년도 한명,
09년도 한명, 11년도 한명, 그리고 2012 년도 전체 취업대상자 중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성공적으로 이
루어 졌다. 2012년도 석사졸업 미취업 학생인 김**(남), 이**(여)학생은 본인들의 계획하에 해외우수 연
구중심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원서지원중에 있으며, 조만간 진학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BK21PLUS 사업기간 중에는 졸업후 진학, 취업에 따른 준비 기간을 고려, 취업률 목표를 매년 95%
이상으로 유지 하고자 한다.
───────────────────────────────────────────────
■ 졸업후 진학, 취업에 따른 준비 기간을 고려, 사업기간 중 취업률 목표를 매년 95% 이상으로 유지
■ 취업의 질적 우수성을 위한 취업의 형태에 따라, 맞춤식 진학 및 취업정보 제공
■ 산업체 취업시 대기업 뿐만 아니라 발전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을 통한 능력발휘의
극대화 뿐만아니라, 건전한 취업문화 및 지역 균형발전의 사회적 소명을 다하도록 지원
■ 물리학의 학문적 실력 뿐만이 아니라 겸손과 배려를 겸비한 리더로서의 소양교육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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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도별 취업률 추이 및 사업기간 중 취업률 목표 ▣
100%
100%
100%├
■
■
│
■
95%
■
95%
95% 이상유지
│
■
■
■
■
■
│
■
■
■
■
■
│
■
■
92%
■
■
89%
■
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
2012년도 졸업생의 취업 형태에 따른 취업의 질적 우수성
───────────────────────────────────────────────
■ 지난 BK21 2단계 사업 중 본 사업단은 인재양성에 있어 핵/입자/천제물리, 응집/통계 및 나노/바이오
물리연구팀 별로 구성되어 있는 트랙별 교육과 연구지원 시스템을 갖추어, 연구중심형 인재와 산업중
심형 인재를 길러내어 최종적으로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는 인재와 산업창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초교육의 강화, 전공별 track 시스템 운영, 논문 제출 및 심사제도의 개선 그리고 연
구단계 조기진입 장려를 통하여 취업의 질적 우수성을 상당부분 성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2012년도에 졸업한 학생들은 세부분야별로 나노물리연구팀 소속이 석사 3명, 박사 6명, 응집 및 통계
물리연구팀 소속이 석사 4명, 박사 5명, 그리고 핵 및 입자물리 연구팀 소속이 석사 1명 박사 3명이다.
결과적으로 진학을 목표로 유학준비중인 2명의 석사졸업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각 연구팀과 유관한
분야로 취업을 하거나 진학을 하였다. 이는 취업의 형태에 따라 분야별 우수 연구자 양성을 위해 국
내외 우수연구기관에 박사후연구원 등으로의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관 분야
산업체 취업률 장려에 따른 결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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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졸업생의 취업 현황

▣

인원
10명
10명 ┤
■
│
■
│
■
7명
│
■
■
│
■
■
5명 ┤
■
■
4명
│
■
■
■
│
■
■
■
│
0명
■
■
■
1명
│
■
■
■
■
└────┬────┬──────┬────┬──────┬─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연구원 및 교수
산업체 취업
박사과정진학

───────────────────────────────────────────────
연구원 및 교수 분야 취업 우수사례
───────────────────────────────────────────────
■ 우수 연구자 양성을 위한 국내외 우수연구기관에 박사후 연구원 등으로의 취업을 지원
○ 관련 학생들은 아래 표와 같이 유관 연구소 또는 학교의 연구원으로 취업
─────────────────────────────────────────
분야
졸업인원
취업의 종류 및 인원
─────────────────────────────────────────
나노물리
박사 5명
박사후연구원4명, 조교수 1명
핵 및 입자물리 박사 3명
박사연구원 2명
응집 및 통계물리 박사 2명
박사연구원 2명
─────────────────────────────────────────
○ Rashid Amin 박사
- BK21 물리연구단 소속 당시 연구팀 : 나노물리
- 졸업년도 : 2012년 2월
- 현재 소속기관 : 파키스탄 COMSATS 국립대학교
- 주요사항: 박사학위동안 DNA 구조물 제작 및 소자소재 등 다양한 바이오물질의
물리적인 특성을 체계적으로 연구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물리소자를 포함한
나노물리분야의 기초연구에 상당부분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Amin 박사는 이러한 연구가 미래 기초기반에 미칠 파급효과의 극대화 측면에서
인식을 함께 하는 파키스탄 COMSATS 국립대학교 조교수로 교육 및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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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다.
○ 한성국 박사
- BK21 물리연구단 소속 당시 연구팀 : 응집 및 통계물리
- 졸업년도 : 2012년 2월
- 현재 소속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주요사항: 박사학위동안 비평행 시스템의 동역학적거동에 관한 양자공명에 관한 물리적인
특성을 체계적으로 연구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평형, 비선형 연구에 있어서
획기적인 기초기반연구로서 현대물리의 기초연구에 상당부분 기여 하고 있다.
한성국박사는 후속 연구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우수신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Chandan Biswas 박사
- BK21 물리연구단 소속 당시 연구팀 : 나노물리
- 졸업년도 : 2012년 8월
- 현재 소속기관 : UCLA
- 주요사항: 박사학위동안 Field emission and electroluminescence of carbon based
nanostructure and organic composite에 관한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이는 탄소 기반 나노물질의 전기적, 광학적인 특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서 후속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에게 있어 상당부분 연구력을
인정받고 있다. Biswas 박사는 이분야를 보다 폭 넓게 연구하기 위하여
현재 UCLA에서 박사후 전문연구원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 류경하 박사
- BK21 물리연구단 소속 당시 연구팀 : 핵 및 입자물리
- 졸업년도 : 2012년 8월
- 현재 소속기관 : 성균관대학교
- 주요사항: 박사학위동안 이론 고에너지 물리학의 근본이론을 연구하였으며, 또한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를 통한 현대물리학의 역사와 경향성에 대하여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물리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객관적인 시작을 보여 줌으로서 가까운 미래 대한민국 노벨상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좋은 연구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며. 기초연구에 있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류경화 박사는 이러한 연구가 미래 기초연구기반에
미칠 기대효과를 위한 후속연구을 위하여 본교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소강표 박사
- BK21 물리연구단 소속 당시 연구팀 : 나노물리
- 졸업년도 : 2012년 8월
- 현재 소속기관 : 성균관대학교
- 주요사항: 박사학위동안 기계적 특성을 위한 알루미뮴/탄소나노튜브 복합체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탄소 기반 나노물질의 전기적, 광학적인 특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서 후속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에게 있어 상당부분 연구력을
인정받고 있다. 소강표 박사는 이분야를 보다 폭 넓게 연구하기 위하여
현재 본교에서 박사후 전문연구원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45 / 176

───────────────────────────────────────────────
산업체 취업 우수사례
───────────────────────────────────────────────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관분야 산업체 취업
○ 취업관련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관련 분야로 취업이 이뤄짐
─────────────────────────────────────────
분야
졸업인원
취업의 종류 및 인원
─────────────────────────────────────────
나노물리
석사 3명, 박사 1명
반도체계열 및 전자계열 회사 등 4명
응집 및 통계물리
석사 4명, 박사 3명
반도체계열 및 전자계열 회사 등 7명
─────────────────────────────────────────
○ 민경임 석사
- BK21 물리연구단 소속 당시 연구팀 : 나노물리
- 졸업년도 : 2012년 2월
- 현재 소속기관 : 삼성디스플레이 선임연구원
- 주요사항 : 석사학위동안 저차원계의 물질에서 전자와 포논의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전하 믿로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서 현재
나노물리기반 연구가 산업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민경임 학생은 현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인 나노물리학을 이용한 산업체 응용의 실질적인
예를 이론 및 실험을 바탕으로 연구함으로서, 현재 SmNiC2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의 극복방안 모색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기초, 응용연구의
메카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며, 본 학생의 계속적인 창의적 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 장성원 석사
- BK21 물리연구단 소속 당시 연구팀 : 나노물리
- 졸업년도 : 2012년 2월
- 현재 소속기관 : (주)앨엠에스 선임연구원
- 주요사항 : 석사학위동안 수직 정열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의 합성과 고분자/탄소
나노튜브 복합나노섬유제사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서 현재
카본기반 연구가 산업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탐구하였다.
장성원 학생은 현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물질중의 하나인 CNT와 그래핀을
이용한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 실험결과는 국제저명 학술지에
출판되었다. (주)앨엠에스는 디스플레이 및 광학분야 소재개발을 업무로
하고 있어 기초, 응용연구의 본 학생의 계속적인 자기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 주솔 석사
- BK21 물리연구단 소속 당시 연구팀 : 응집 및 통계물리
- 졸업년도 :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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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소속기관 : SK 하이닉스 선임연구원
- 주요사항 : 석사학위동안 압력 하에서 수은을 도핑한 페르미온 물질의 전기저항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는 물리적인 극저온에서의 근본적인 물리현상규명과
연결되며, 다양한 응용연구로? 활용도 가능하리라 본다.
주솔 학생은 현대에 있어 기초기반이 되는 초전도체를 연구함으로서
실험결과는 국제저명 학술지에 출판되었다.
SK 하이닉스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선두주자 중의 하나로서 주솔학생이
배운 학술적인 연구기반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매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 우봉희 석사
- BK21 물리연구단 소속 당시 연구팀 : 응집 및 통계물리
- 졸업년도 : 2012년 8월
- 현재 소속기관 : SK 하이닉스 선임연구원
- 주요사항 : 석사학위동안 전하밀도파와 강자성이 상충관계에 있는 SmNiC2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물리적 특성연구는
상전이온도에서 특이사항을 보임으로서 기초연구 뿐만 아니라 응용연구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파습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봉희 학생은 이분야를 보다 폭 넓게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국내
반도체산업의 선두주자 중의 하나인 SK 하이닉스에서 업무 및 연구에 매진
하고 있다.
○ 문미란 박사
- BK21 물리연구단 소속 당시 연구팀 : 응집 및 통계물리
- 졸업년도 : 2012년 2월
- 현재 소속기관 :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 주요사항 : 박사학위동안 차세대 전자기디로서 가볍고 구부릴수 있는 특성을 가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서 현재
나노물리기반 연구가 산업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문미란 박사는 현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인 나노물리학을 이용한 산업체 응용의 실질적인
예를 이론 및 실험을 바탕으로 연구함으로서, 현재 ZnO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의 극복방안 모색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미란 박사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부상한 삼성전자에서 기초,
응용, 그리고 사업화연구의 지도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학생의 계속적인 창의적 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박근희 박사
- BK21 물리연구단 소속 당시 연구팀 : 응집 및 통계물리
- 졸업년도 : 2012년 2월
- 현재 소속기관 : 삼성디스플레이 선임연구원
- 주요사항 : 혁신적인 디스플레이 재료로의 유기발광다이오드의 응용,
특히 필드 이미션, 액정, 그리고 편광자에 관한 연구는 현재
나노물리기반 연구가 산업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박근희 박사는 현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인 나노물리학을 이용한 산업체 응용의 실질적인
예를 이론 및 실험을 바탕으로 연구함으로서, 현재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OLEDs)와 organic solar cells (OSCs)가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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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물리적 어려움의 극복방안 모색과 관련한 연구를 학위과정 중
수행하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기초, 응용연구의
메카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며, 본 학생의 계속적인 창의적 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 홍종범 박사
- BK21 물리연구단 소속 당시 연구팀 : 응집 및 통계물리
- 졸업년도 : 2012년 2월
- 현재 소속기관 : 삼성디스플레이 선임연구원
- 주요사항 : 박사학위동안 철을 기반으로 한 초전도체의 광학적인 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철계 초전도체의 초전도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브릿지만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실험적으로 구현하기 힘든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구체물리기반 연구가 산업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홍종범 박사는 현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인 응집물질물리를 이용한 산업체 응용의 실질적인
예를 이론 및 실험을 바탕으로 연구함으로서, 현재 초전도체 연구의
한계에 따른 극복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기초, 응용연구의
메카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며, 본 학생의 계속적인 창의적 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 이경은 박사
- BK21 물리연구단 소속 당시 연구팀 : 나노물리
- 졸업년도 : 2012년 8월
- 현재 소속기관 : 삼성테크윈 선임연구원
- 주요사항 : 박사학위동안 단결정의 열전 효과와 전하밀도파의 차원 변화에 이론 및
실험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단결정은 전하밀도파가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물질로소 파형에 따른 구조물의 물리적 특성 규명은
응집물질물리연구에 있어 중요한 연구분야로 알려져 있다.
삼성테크윈은 삼성전자의 심장 역할을 하는 기초, 응용연구의
메카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며, 본 학생의 계속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
박사과정 진학 우수사례
───────────────────────────────────────────────
■ 박사과정 진학을 통한 우수한 박사 배출
○ 2012년도에 졸업한 석사학생들 중 국내진학자가 본교 박사과정으로 진학을 선택하여 향후
우수한 박사과정 배출이 기대가 된다. 상대적으로 진학인원이 줄어든 원인으로 졸업자
상당수가 박사학위 졸업자들로 나타났으며, 상당수의 석사졸업자는 취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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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졸업인원
취업의 종류 및 인원
─────────────────────────────────────────
핵 및 입자물리
석사 1명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박사과정 1명
─────────────────────────────────────────

3.2.3 취업지도/진로 개발 실적 및 계획
우수 졸업생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졸업후 취업(연구소, 대학, 또는 산업체)을 끝으로 사업단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수졸업생의 연구발전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Network을 통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성장을 전폭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 B21PLUS 차세대 선도 물리인재양성사업단의 취업 비전 ━━━━━━━━━━
━━ 우수 졸업생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통한 학계 리더 육성 ━━
──────────┒
←이전── 2013 ─ 이후─→
┌───────────────
취업률 정량적 관리 ┃────────┼────────▶│ 취업형태에 따른 질적 관리
━━━━━━━━━━┛
│
┕━━━━━━━━━━━━━──
──────────┒
│
┌───────────────
산업체 취업
┃────────┼────────▶│
국립연구소 연구원 및
위주로 관리
┃
│
│
대학교수로 전환 유도
───━━━━━━━┛
│
┕━━━━━━━━━━━━━──
──────────┒
│
┌───────────────
졸업 및 취업완료후 ┃━━━━━━━━┿━━━━━━━━▶│ Network을 통한 우수 졸업자
취업관리 단절
┃
│
│ 전주기 지속 지원 시스템 구축
━━━━━━━━━━┛
│
┕━━━━━━━━━━━━━━─
━━━━━━━━━━━━━━━━━━━━━━━━━━━━━━━━━━━━━━━━━━━━━━
━━ Network 관리 ━━
┌──▶┌─────────┐
┌────┐
┌─────┐
┌────────┐
│
│국립연구소 연구원 │
│우수실적│
│
│
│
│
│
└─────────┘
│대학원생│──▶│ 박사과정 │──▶│ 박사후 연구원 │──┤
│ 선발 │
│
│
│
│
│
┌─────────┐
└────┘
└─────┘
└────────┘
│
│
대학교 교수
│
①CＶ관리
②연구소/학교 정보제공 └──▶└─────────┘
━━━━━━━━━━━━━━━━━━━━━━━━━━━━━━━━━━━━━━━━━━━━━━

──────────────────────────────────────────────
■ 취업 및 진로지도를 위한 글로벌 대학과의 벤치마킹
■ Network을 통한 졸업생의 전주기 지원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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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전공별 현실적이고 면밀한 취업 지도 시스템 구축
■ 학계/연구소 진학지도 및 산업체 취업관련 지원구축
■ 현장실습프로그램(Co-op) 개발
■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 및 진로 탐색
■ 취업관련 지원을 위한 사업단 산학협력 위원회 운영
───────────────────────────────────────────────
■ 취업 및 진로지도를 위한 글로벌 대학과의 벤치마킹:
○ 2006년, 2012년 해외 유명 연구중심 (Univ. of Cambridge, Columbia Univ., Kyoto Univ.,
Brown Univ., Nagoya Univ. 등) 벤치마킹, 그리고 미국 Brown University의 물리학과 학과장인
James Valles 교수, Duke University 물리학과 Gleb Finkelstein 교수, 미국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 Joe D. Thompson 박사, NCSU Thomas LaBean 교수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 일곱 명에게
본 사업단의 평가를 의뢰함
[ 제출증빙자료 3.2 : 벤치마킹 및 외부평가 보고서 ]
○ 취업 및 진로 관련 하여, 본 사업단은 Columbia University와 비교시 학계 및 연구소로의 진출이
조금 미흡함. 하지만 관련 산업계로의 진출은 더 활발한 편임. 벤치마킹 대상 대학과의 비교했을
때 본 사업단의 경우 산업계 진출이 활발하고 학계 및 연구소는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남
- Columbia University 물리학과: 관련 산업계 취업 7%, 학계 및 연구소 취업 72%,
기타 21%(비즈니스등)
- 본 사업단: 관련 산업계 취업 44%, 학계 및 연구소 취업 22%, 기타 5%(관공서등)
○ Cambridge University 물리하과와의 비교시는 산업계 및 학계/연구소 진출 뿐만이 아니라 특이하게
금융권, 컨설팅 업계 등으로의 진출도 활발함
- Cambridge University 물리학과: 관련 산업계 및 학계 50%, 기타 50%(금융권연구소, 컨설팅 등)
○ 이는 벤치마킹 대상 대학 (미국 Columbia Univ. 영국 Univ. of Cambridge, Columbia Univ.)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의 특성이 반영되어있는 결과라고 판단됨.
이는 미국, 영국의 경우 금융권, 컨설팅업계 등의 서비스분야에서 물리학 학위 소지자의
공헌 및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분야에서의
고용창출이 높음. 앞으로 우리나라도 아시아 금융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본 사업단 물리학
박사학위 졸업생들과 같은 이공계 전문인력들의 금융권, 컨설팅업계, 비즈니스분야로의 진출을
장기적으로는 보다 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학계/연구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의 졸업생 취업 유도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요하는 물리학 학위 소지자의 직업군을 장기적으로 늘리도록 유도함
- 본 사업단에서는 정기 콜로키움에서 정통 물리 분야 강연 뿐만 경제, 금융,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을 확대하여 대학원생들에게 여러 방향의 취업 진로 가능성
제시코자 함
- 실행: 물리학과 콜로키움:
* 김병철 대신증권본부장 물리학도가 증권가로 간 까닭은? (2013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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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희 세계지식포럼 여성포럼 집행위원장, 내 안의 파장을 바꿔라! (2013년 4월 3일)
* 정석범 컬럼니스트, 동서양 미술사를 통한 물리 이야기 (2011년 3월 21일) 등

■ Network을 통한 졸업생의 전주기 관리 시스템 구축 (취업 관련 장기적 선순환 구조 구축)
○ 전주기 관리 시스템 구축: 대학원생 확보, 사업단 참여 중 인센티브 지원 등의 단기적으로
단절적인 지원에 머무러지 않고, 졸업후에도 지속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리딩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
○ Network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단 교수-대학원생-석/박사 졸업생들 간의 세분화되고 체계화된
network 관리를 통한 회사-연구소-대학 취업 최신 정보 교류 정례화
(홈페이지-스마트폰 연동 시스템 구축으로 상시적인 정보교류)
○ 사업단의 전담 행정요원 1인이 2010년 부터 졸업생 정보를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학원 졸업생 관리 시스템인 'network 기반 전주기 시스템'
을 완성하고자 함
○ 'network 기반 전주기 관리 시스템'에 아래 사항들을 포함시킬 계획
- 졸업생들의 이력(CV, curriculum vitae)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졸업생들의 현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물리전공자와 관련이 있는 취업(회사-연구소-대학)정보를 상시적으로 취합하여 관련 분야별로
선별하는 시스템 마련
- 취업 유형에 따른 필요 준비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효율적으로 원하는 유형의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지원
- 졸업생들의 CV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단이 능동적으로 맞춤식 일자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 졸업생들의 취업 정보 요청이 있을 시, 해당 분야의 취업 정보를 조사하여 졸업생에게 전달
- 전주기 관리 시스템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들이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등의 후학들에게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취업정보/준비사항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
- 전주기 관리 시스템 성공을 통한 자연스러운 물리 홍보는 교내 우수한 자연과학부 학생들이
물리학을 전공으로 선택 -> 본 사업단의 물리대학원으로 진학 -> 우수한 석/박사학위자 배출 ->
사회에서의 물리학 전공자의 기여도 증가 -> 물리학 관련 일자리 절대 수치 및 질 향상 ->
다시 우수한 자연과학부 학생들의 물리학 선택 증가로 선순환 적인 구조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됨

■ 세부 전공별 현실적이고 면밀한 취업 지도 시스템 구축
○ 개별 대학원생의 희망 취업 형태는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각 학위 기수별로 정기적으로 개별
대학원생의 희망 취업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 함
○ 희망 취업 형태는 회사 연구원, 국립연구소 연구원, 대학 교수, 공무원(특허청 등)으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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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사
○ 대학원생 세부 전공 분야별로 가능한 취업 형태를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각 세부
전공학생들에 제공.
○ 본 사업단은 핵/입자/천체팀, 나노/바이오팀, 응집/통계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취업을 위한
구분은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핵/입자/천체의 실험과 이론전공학생으로 구분
- 실험전공학생들은 국내외 대형실험 시설기반 연구소, 원자력병원의 등 물리박사학위자들을
필요로 한 병원의 취업정보를 제공
- 이론전공학생의 경우 국내외 이론연구소의 취업정보 뿐만 아니라 외국 유명대학들과 같이
금융계열 회사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의 물리전공자의 금융계열에서 기여를
국내 금융회사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 나노/바이오팀은 나노전공학생과 바이오전공학생으로, 추가적으로 이론과 실험전공학생으로 구분
- 나노실험전공학생들은 기 졸업생들이 국내 전자/디스플레이 회사 취업이 잘 이루어져 왔음
- 바이오실험전공학생들의 경우 바이오물질/생리학 전공만으로 취업에 힘들 수 있기때문에
회사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나노/응집 분야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전자/디스플레이 등의
폭넓은 분야로 취업할 수 있게 도움을 줌
- 이론전공학생의 경우 컴퓨터 시물레이션 전공학생들은 전자/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필요가 다른
이론분야에 비해 많이 때문에, 관련 사항을 전공학생들에게 잘 홍보해 주는 것이 필요
순수이론전공학생의 경우 국내외 이론연구센터의 취업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응집/통계팀은 응집전공학생과 통계전공학생으로, 응집의 경우 추가로 이론과 실험으로 구분
- 통계전공학생의 경우 금융계열 회사들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계열 회사들의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응집실험학생들의 경우 나노실험과 같이 국내 전자/디스플레이 등의 회사에 취업이 잘 이루어
지고 있음
- 응집이론학생들의 경우 나노이론학생들과 상황이 유사
○ 사업단의 전담 행정요원 4인 중 대학원 학사 관리 행정원 1인이 본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한 행정을 담당을 하고, 본 시스템 전담 전임교원을 사업단에서 선정하여 다양한 경로의 벤치
마킹을 통해 기본 체계를 설계하도록 함
■ 학계/연구소 진학을 위한 다변화된 교육과정 개편
○ 2단계 BK21사업에서 핵/입자, 응집/통계, 나노 연구팀으로 연구중심핵 다변화를
시행하였고 교육과정도 이에 맞추어 개편하였다. BK21PLUS사업에서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각 연구중심핵 분야별로 미래지향분야를 선정하여 연구팀 및 교육과정을 개편
○ 핵/입자팀에서는 천체물리를, 나노팀에서는 바이오물리를 육성할 예정이며 이미 양 분야의
교수진을 충원 중 (2013.6. 현재 천체물리 4명 충원, 바이오물리 2명 충원 진행중)
○ 이 분야를 세계적수준으로 발전시킴으로서 기존의 핵심분야와 더불어 대학원생들에게 다양한
전공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산학/취업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졸업 후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 제공
○ 최근 물리학 전공자의 진출분야는 학교, 연구소, 관련 산업체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경영자문회사
52 / 176

등 다양해 지고 있음. 그러나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추세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있는 실정임
○ 첨단기술과 산업과목을 일련의 단기강좌로 재구성하고 정기적으로 개설할 계획
○ 산학연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분야에 진출한 물리학과 출신 전문가를 초빙하여 대학원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
○ 각 분야의 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

■ 현장실습프로그램(Co-op)을 통한 산업체 취업 지원
○ 재학생(특히 석사학생의 경우)이 졸업을 1년 정도 앞둔 시기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취업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거나 취업관련 연구활동 및 세미나 교육을 받는 취업지향
현장실습프로그램(Co-op) 참여를 유도 함으로서 산업체의 학생중 참여 증진
○ 대학차원에서 현장실습프로그램 (Co-op) 프로그림을 실시하고 있으며, 물리학과는
이를 대학원까지 확장하여 실시하고 있음.
- 현장실습프로그램 (Co-op)은 2주에서 10주간의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하여 물리학이
산업체에서 어떻게 응용되는가를 체험함으로써 응용물리학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향후 취업에 대비한 준비를 향상시킨다.
- 현재 물리현장실습(Co-op) 과목(I-IV)은 매년 개설되고 있으며, 수업시간을 피해 방학중
진행하고 있음. 또한 본 프로그램은 학점(PASS 또는 FAIL)이 기간에 따라 0.5-3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점 취득에 따른 편의 제공
- 2012년에는 5명의 학생이 참여 하였으며 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시 사업단에서 논의.
- 선순환 취업을 위한 학생들의 Co-op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 추세
○ 현장실습프로그램 (Co-op)의 장점
: 참여기업
- 우수 인재 조기 발굴, 검증
- 신입사원 재교육비용 절감
- 대학 강의에 겸임교수로 참여하여 현장경험 전수
: 참여학생
- 현장 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진로 탐색
- 취업에 유리한 경험 축적
- 학점 취득 + 학비 마련(실습수당)
: 대학
- 현장 감각이 있는 유능한 인재 배출
- 교육프로그램의 사회적 적실성 제고
- 산학을 연계하는 국가적 책무 분담

■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 및 진로 탐색
○ 본 사업단내에서 나노/나노바이오 융합 기술 관련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통한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이의 응용 연구를 통해 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적극 유도하여 고부가의 응용
기술을 확보하고자 함.
○ 이 과정에서 획득되는 원천 기술 및 응용 기술에 관한 특허를 국내 및 주요기술경쟁국에
출원함으로서 산학연협력연구의 시너지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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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 나노/바이오물리 연구팀은 산업체와의 다양한 연구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산업체에서 바라는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어 지적 재산권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응집/통계물리 연구팀은 강상관계 관련 핵심이론을 개발하고 초전도, 반도체, 자성체등
관련 신기술 분야에서 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원천기술 핵심기술을 발굴해 기술 선점을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함
○ 본 사업단은 연구중심사업단으로서 국가가 요구하는 첨단 분야의 연구역량을 창출하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 체제를 세계 정상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한
경쟁력 있는 기술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이는 참여 대학생들에게 산학협력을 통한 협력연구의 기회가 주어지고, 나아가 졸업후 공동연구
산업체로의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쉽게 제공될 것으로 판단됨.
○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기술협력, 교육협력, 창업지원 및 기술지도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산업체 수탁 연구, 산학연 공동 연구, 산업체로부터의 재정지원, 산업체 재교육,
산학연 학술교류, 연구시설 공동 활용 및 산학연 인적 교류를 통하여 원할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

■ 취업관련 지원을 위한 사업단 산학협력 위원회 운영
○ 2차 BK21 사업이 시작된 2005년 부터 산학협력 활성화, 졸업생 취업률 확대 및 특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단 산학협력 위원회 운영중
- 위원: 사업단 참여교수 중 취업 및 산학협력 담당 교수 3인
○ 주요활동
: 산학협력 활성화
- 산업체 수탁 연구 확충
- 산학연 공동 연구 내실화
- 산업체로부터의 재정 지원 확대
- 산업체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재교육 기회 제공
- 산학연이 협동 연구할 수 있는 주제 개발과 공동 워크샵 개최 및 초청 학술 세미나 개최
- 산업체의 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동 프로그램
- 산학 초빙 교수, 겸임 대우 교수제를 신설하여 산업체 전문 인력이 교육 및 대학연구
적극참여
: 특허교육
- 대학 산학협력단내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지원
- 글로벌 특허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변리사 등 특허 전문 인력을 보강→지적재산권
관리시스템 강화
- 대학원 교육 중 취업 지향 교육 효율화
- Co-op 활성화 방안 연구
- 취업정보의 체계화, 공유화
: 졸업생취업률 향상
- 대학원 교육 중 취업 지향 교육 효율화

───────────────────────────────────────────────
대학차원 취업 및 진로지도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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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Job Fair
■ 취업클리닉 캠프
■ 취업동아리 활동 지원
■ 인사담당자 초청 “성균커리어 포럼”
■ Job Cafe 및 Career Zone 운영
■ 취업관련 통합 정보 제공
■ 졸업생 리트레이닝 교육
───────────────────────────────────────────────
대학차원의 상시 전문가를 통한 취업 및 진로지도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적의 취업을 위한 준비를
본 사업단에 참여를 시작하면서 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이는 차세대 선도 물리인재양성에 부합하는 글
로벌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한 맞춤식 교육과 창의적 연구와 더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
있어 활용가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글로벌 Job Fair
○ 개요: 수시로 이뤄지는 리쿠르팅 및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유치,
취업준비생과 기업 인사담당자와의 직접상담을 통해 정확한 채용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 하고자 준비한 행사
○ 내용:
- 기업체 채용관 : 인사 담당자와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함으로써, 기업의 인재상이나,
입사 성공 포인트 등 각 기업에 대한 채용정보를 얻음.
- 취업컨설팅관 : 입사지원컨설팅, 면접 복장 및 이미지 컨설팅, 비지니스맨 정장 클리닉,
메이크업 뷰티 클리닉 등 입사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취업 지원관 : 이력서 사진 무료촬영 및 인화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 서비스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
○ 개최현황 및 장소
- 2010년: 2010.9.1~3
- 2011년: 2011.9.6~8
- 2012년: 2012.9.4~9.6
- 장소: 인사캠?600주년기념관5층조병두국제홀, 자과캠?삼성학술정보관 4층

■ 취업클리닉 캠프
○ 개요: 면접에 대한 직접 참여를 통한 자신감 회복과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취업을 위한
기반을 제공
○ 내용: 기초 취업소양교육, 맞춤 컨설팅, 유형별 실전모의면접, 이미지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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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법, 면접전략

■ 취업동아리 지원
○ 개요: 재학생 중 진로 및 희망기업체가 비슷한 학생들이 취업 및 창업 활동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취업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게끔 지원함.
○ 내용
- 취업 관련 동아리 성격에 따라 관련 선배 직업인들과의 대화 및 교류활동 지원
- 기업의 경영/인사 담당자 초청 취업 워크숍 개최
- 분야별 취업동아리 경연대회 참여, 자격증 교육 지원, 기타 취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 교내 취업동아리 간 취업진행 프로그램 등 취업동아리별 실적 발표를 통해 동아리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 사례 공유

■ 인사담당자 초청 “성균커리어 포럼”
○ 개요: 기업과 대학의 인적자원에 관한 정보 교류를 통한 새로운 인재상 정립, 업무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취업률 제고
○ 내용
- 주요 기업체 인사담당자들과 네트워크 강화
- 산학연계를 통해 인턴십 확대와 기업연계 프로그램 확대
- 우리대학 비전 및 취업지원 홍보로 학교 대외 이미지 강화
- 주요 기업 인사 담당자 200여명 참석
○ 개최현황
- 2010년: 2010.6. 17
- 2011년: 2011. 6. 23
- 2012년: 2012.7.3

■ Job Cafe 및 Career Zone 운영
○ 개요: 교내에서 재학생이 자유롭게 취업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하며, 정보공유를 통한 기업체
취업관련 동향 분석과 공동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내용
- 자과캠(Job Cafe), 인사캠(Career Zone) 운영
- 취업정보 검색과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구비
- 취업관련 정보취득을 위한 인터넷검색과 프리젠테이션 연습공간 제공

■ 취업관련 통합 정보 제공
○ 개요: 취업관련한 각종 정보 및 가이드를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 job.skku.edu )를 통해
학생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종합정보제공
○ 내용
- 취업뉴스, 교내외 채용설명회 및 리크루팅 정보 제공
- 동영상 취업특강 제공 (취업전략 강좌, 직종연구 강좌, 기업설명회, 유학설명회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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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동영상을 통해 제공)
온라인 취업가이득 북 및 면접가이드북 제공
취업후기를 통한 정보 공유의 장
1:1 심층상담 및 온라인 상담, 온라인 검사
개별 맞춤형 경력관리: 이력서 관리, 맞춤 채용정보 등

■ 졸업생 리트레이닝 교육
○ 개요: 졸업생(동문)들의 실무능력,개인역량 강화와 졸업 후 경력관리를 위하여 실무능력
향상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함. 재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리콜 서비스를
완성함
○ 내용
- 교육 대상 : 본교 졸업생(동문)
- 개설강좌: (주)크레듀(jobskku.credu.com)를 통해 200여 강좌 제공
- 개설과목: 리더십 분야, 경영직무 분야, 어학(영어, 중국어, 일어) 분야, 정보기술 분야,
전문직무 분야
- 교육기간: 연 12회(매월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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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력의 연구수월성

4.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4.1.1 최근 3년간 대학원생 1인당 국제저명학술지 (SCI, SCIE, SSCI, A&HCI) 환산 논문 편수

<표 5> 대학원생 논문 환산 편수 실적
T_1_2:최근 3년간 실적

T_1_1:구분

T_1_5:전체기간 실적

T_2_2:2010년

T_2_3:2011년

T_2_4:2012년

T_3_1:논문 총 건수

D_3_2:110

D_3_3:131

D_3_4:156

D_3_5:397

T_4_1:1인당 논문 건수

D_4_2:1.4193

D_4_3:1.735

D_4_4:2.1369

D_4_5:1.7566

T_5_1:논문 총 환산 편수

D_5_2:21.2471

D_5_3:19.37

D_5_4:23.4687

D_5_5:64.0858

D_6_2:0.2741

D_6_3:0.2565

D_6_4:0.3214

D_6_5:0.2835

D_7_2:77.5

D_7_3:75.5

D_7_4:73

D_7_5:226

T_6_1:1인당 논문 환산편
수
T_7_1:소속 학과 대학원생
수

4.1.2 최근 3년간 대학원생 1인당 SCI, SCIE (SSCI 포함) 논문의 환산 보정 IF
<표 6> 대학원생 1인당 SCI(E) (SSCI 포함) 논문의 환산 보정 IF
T_1_2:최근 3년간 실적

T_1_1:구분

T_1_5:전체기간 실적

T_2_2:2010년

T_2_3:2011년

T_2_4:2012년

T_3_1:총 환산 편수

D_3_2:21.2471

D_3_3:19.37

D_3_4:23.4687

D_3_5:64.0858

T_4_1:총 환산 보정 IF

D_4_2:9.96926

D_4_3:9.53673

D_4_4:13.34445

D_4_5:32.85044

T_5_1:환산 논문 1편당 환
산 보정 IF

D_5_2:0.4692

D_5_3:0.49234

D_5_4:0.5686

D_5_5:0.5126

T_6_1:1인당 환산 보정 IF

D_6_2:0.12863

D_6_3:0.12631

D_6_4:0.1828

D_6_5:0.14535

T_7_1:소속 학과 대학원생
수

D_7_2:77.5

D_7_3:75.5

D_7_4:73

D_7_5:226

4.1.3 최근 3년간 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
<표 7> 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
T_1_1:구분

T_1_2:최근 3년간 실적
T_2_2:2010년

T_2_5:2011년

T_2_8: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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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1_1:전체기간 실적

T_1_1:구분

T_3_2:국제

T_3_3:국내

T_3_4:계

T_3_5:국제

T_3_6:국내

T_3_7:계

T_3_8:국제

T_3_9:국내

T_3_10:계

T_3_1:국제

T_3_12:국내

T_3_13:계

T_4_1:총 건
D_4_2:22
D_4_3:95
D_4_4:117
D_4_5:23
D_4_6:75
D_4_7:98
D_4_8:53
D_4_9:60
D_4_10:113
D_4_1:98
D_4_12:230
D_4_13:328
수
T_5_1:총 환 D_5_2:13.737 D_5_3:35.311 D_5_4:49.049
D_5_6:28.468 D_5_7:42.269 D_5_8:34.080 D_5_9:18.652 D_5_10:52.732 D_5_1:61.618 D_5_12:82.433 D_5_13:144.05
D_5_5:13.801
산편수
6
5
1
8
8
1
8
9
7
1
18
T_6_1:1인당
환산편
D_6_2:X
D_6_4:0.6328
D_6_5:X
D_6_7:0.5598
D_6_8:X
D_6_10:0.7223
D_6_1:X
D_6_13:0.6373
수
소
T_7_1: 속학
과 대학
D_7_2:X
D_7_4:77.5
D_7_5:X
D_7_7:75.5
D_7_8:X
D_7_10:73
D_7_1:X
D_7_13:226
원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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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의 우수성

4.2.1 연도별 목표설정의 우수성
<표 8> 대학원생 연도별 목표설정의 우수성
T_1_2:연도별 목표

T_1_1:항목
T_3_1:대학원생
1인당 국제
저명학술지
논문 환산
편수
T_4_1:대학원생
1인당 SCI,
SCIE
(SSCI,
A&HCI 포함
) 논문의
환산 보정
IF
T_5_1:환산 논문
1편 당 환
산 보정 IF
T_6_1:대학원생
1인당 학술
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

T_1_9:연평균 증
가율

T_2_2:1차년도

T_2_3:2차년도

T_2_4:3차년도

T_2_5:4차년도

T_2_6:5차년도

T_2_7:6차년도

T_2_8:7차년도

D_3_2:0.284

D_3_3:0.297

D_3_4:0.31

D_3_5:0.3174

D_3_6:0.3284

D_3_7:0.338

D_3_8:0.345

D_3_9:3.3%

D_4_2:0.145

D_4_3:0.1526

D_4_4:0.1596

D_4_5:0.1656

D_4_6:0.1736

D_4_7:0.1846

D_4_8:0.195

D_4_9:5.06%

D_5_2:0.51

D_5_3:0.514

D_5_4:0.515

D_5_5:0.522

D_5_6:0.5286

D_5_7:0.546

D_5_8:0.565

D_5_9:1.72%

D_6_2:0.6373

D_6_3:0.7313

D_6_4:0.8253

D_6_5:0.9193

D_6_6:1.0133

D_6_7:1.1073

D_6_8:1.2013

D_6_9:11.16%

상기 목표 설정에 관한 실현가능성 및 부가설명 기술
■ 연도별 목표설정의 우수성 및 적절성
본 사업단의 연구 및 교육의 선순환 구조인 차원 높은 연구 및 교육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대학원생의
고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위해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하게 하기위해 우수하고 적절한 연구성과의 목표을 설정하고 실현한다. BK21PLUS 사업을
통해 세계 50위권 아시아 톱 10의 물리학과로 이르는데 적절한 값을 목표값으로 정하였다. 참고로
성균관대학 물리학과는 현재 2013년 세계 101-150 위이다 (2013 QS 세계대학 평가 물리학분야 순위).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설하기 위해 논문 편수인 양적인 성장보다는 IF의 질적인 성장에 중점을 두고 보다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국내외 대학원생 학술대회발표 논문의 목표는 현재의 수준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게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양질의 유수저널 논문발표편수와 할술대회 논문발표편수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졸업요건강화와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한다. 특히 학술대회 발표는 학술및 연구능력
의 증진과 연구결과의 외부로부터 환류를 통해 평가 및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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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목표설정의 우수성 및 적절성
○ 논문의 양적인 우수성 및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 계획
○ 학술대회 발표 논문목표설정의 적절성과 학술대회 발표를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제도적 장치마련
───────────────────────────────────────────────

○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목표설정의 우수성 및 적절성
- 최근 3년간(2010-2012년)의 평균값(표5, 표6, 표7 참조)을 BK21PLUS 사업의 첫 해의 값으로
실현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함.
- 증가율은 점진적인 연평균 3.3 %로 최종적인 목표값에 도달해가는 식으로 하여 최근 3년(2010-2012)
평균 1인당 논문 환산편수 증가율인 3.9%(표 5 참조)와 비교하여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증가율로
판단함.
- 위와 같이 설정한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환산 편수의 7차년도 최종 목표는 0.345로 세계 50위권에 있는
아시아지역 A 대학(2013 QS Physics & Astronomy ranking 38)의 대학원생 1인당 논문 환산 편수 0.28과
비교하여 23% 높은 값이다. 이는 본 사업단이 세계 50위권과 아시아 톱 10의 우수한 목표을 달성하는데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A 대학 최근 3년(2010-2012) 1인당 논문환산편수는 0.2786
* 아시아 대학을 비교 대상으로 택한 이유는 유사한 교육연구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 임
[ 제출증빙자료 4.1 : 아시아지역 A 대학 대학원생 연구실적 ]
- 위의 경우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 할때 대학원생 1인당 SCI, SCIE 논문의 환산 보정 IF는
대략 1인당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환산편수의 1/2이므로(표 5, 표 6 참조) 0.173 정도로 예상되며,
이는 목표치인 0.195보다 적으며, 이는 질적수준 향상의 정책을 반영.
- 환산 논문 1편 당 환산 보정 IF와 1인당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환산편수의 곱이 1인당 SCI, SCIE
논문의 환산 보정 IF이므로 환산 논문 1편 당 환산 보정 IF도 논문의 환산 보정 IF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어, 질적인 수준 향상이라는 우수한 목표달성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계획
- 박사학위 수여를 위한 최소 요구조건 강화을 통해 논문의 질적수준 향상을 추진
1단계 BK21 사업시 SCI 등재 논문 1편에서, 2단계 BK21 사업에서는 SCI 등재 논문 2편으로 했으나
BK21PLUS에서는 요구조건을 더 강화한다
박사 : SCI 논문 공동저자 5편 (대형 국제공동연구)
SCI 논문 주저자로 2편과 공동저자 3편 이상 제출을 원칙
- 인센티브 지급으로 우수논문 발표 권장 및 격려
대학원생이 제1저자로 SCI, A&HCI, SSCI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편당 30만원, SSCI/A&HCI편당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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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발표논문 목표설정의 적절성과 학술대회 발표를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제도적 장치마련
- 학술대회 발표는 학술및 연구능력의 증진과 연구결과의 외부로부터 환류를 통해 평가 및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
- 이러한 계획을 달성하기위해 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편수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연평균 증가율을 11%로 매우 가파르게 잡아 7차년도에 1.2에 이르게 함.
- 이는 세계 50위권에 있는 아시아지역 A 대학(2013 QS Physics & Astronomy ranking 38)의 최근 3년
(2010-2012) 1인당 학술대회 환산 편수인 0.97와 비교해 24% 높은 수치로 적절해 보임.
[ 제출증빙자료 4.1 : 아시아지역 A 대학 대학원생 연구실적 ]
- 국내외 학술대회발표 지원
국제학술회의 지원기준은 전임교수와 동일(년1회 아시아 40만원, 중동/호주 60만원, 유럽/미주/기타
80만원)
해외 유수 summer/winter school 지원(매년 5명 내외 선정 예정: GT10 지원금)
해외여비 및 등록비 지원으로 해외 유수 학회 발표 장려(매년 5명 내외 선정 예정: GT10 지원금)

4.2.2 대학원생 학술활동 지원계획의 우수성
본 사업단의 연구 및 교육의 선순환 구조인 차원 높은 연구 및 교육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대학원생의
고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 대학원생의 연구활동을 참여교수와 사업단과
학교차원에서 지원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게 하여 선순환구조에 중요한 고리로
기여하게 한다. 그래서 본 사업단이 제시한 대학원생의 우수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원생의
학술 및 연구활동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의 지원계획을
수행한다. 또한 상기 목표달성을 위해 우수대학원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해외 우수
대학원생유치 및 확보을 위해 능동적 리크루링을 수행한다.
───────────────────────────────────────────────
■ 대학원생 연구학술활동 지원계획 및 해외 우수대학원생 확보 계획
○
○
○
○

교내 글로벌 톱 10 사업(GT10 사업: 연 5억원)으로 대학원생 글로벌 학술활동 장려계획
학술활동 경비 지원계획
연구 논문 우수자에 대한 지원
해외 우수대학원생 확보계획

■ 우수 대학원생 전주기 진로관리 및 연구환경 조성 지원
○ 우수 대학원생의 네트워크를 통한 전주기 진로관리
○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조성을 통한 연구실적 향상 유도
■ 대학차원 대학원생 지원계획
○ 대학차원의 RA/TA제도 구축
○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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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생의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 계획

체계도 ───

┌-──────--─-────────┐
│
학교차원
│
│
│
│
글로벌 톱 10(GT10) 지원금
│
│
대학원생전용 기숙사 신축
│
│
전문 RA/TA 제도도입
│
│
│
┌┴────────----------------─┴┐
│
우수논문 게제, 확술활동 지원
│
├───────────────────┤
│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
┌──────┤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지원
├────----┐
│
│
우수 논문 인센티브 지원
│
│
│ 학과차원 │
우수 신진연구인력으로 성장
│참여교수차원│
│
└─────────┬─────────┘
│
│
우수 대학원생 확보
│ 저널클럽 및 연구팀 세미나 운영 │
│ 박사학위 취득 논문 요건 강화 │ 우수 대학원생 전주기 진로관리 │
│
학술대회발표 장려
│
인건비 매치펀드로 지원
│
│
│
│
└────────────────┼────────────────┘
│
▼
┏━━━━━━━━━━━━━┓
┃
연차 설정목표 달성
┃
┗━━━━━━━━━━━━━┛

■ 대학원생 연구학술활동 지원계획 및 해외 우수대학원생 확보 계획
○
-

교내 글로벌 톱 10 사업(GT10 사업 : 연 5억원)으로 대학원생 글로벌 학술활동 장려계획
대학원생 장기 해외연수 지원 계획 : 특성화분야 우수 대학원생 유치방안으로 활용
해외 유수 summer/winter school 지원(매년 5명 내외 선정 예정)
해외여비 및 등록비 지원으로 해외 유수 학회 발표 장려(매년 5명 내외 선정 예정)
대학원생을 위한 해외석학초정 단기강좌 유치(매년 2명 내외 초청 예정)

○ 학술활동 경비 지원계획
- 대학원생에게 논문게재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영어논문 작성을 위해 외국인 논문교열서비스를
위한 실경비 지원
- 대학원생의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국제감각을 배양하고 연구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
- 국제학술회의 지원기준은 전임교수와 동일(년1회 아시아 40만원, 중동/호주 60만원,
유럽/미주/기타 80만원)
- 인센티브 제공: 대학원생이 제1저자로 SCI, A&HCI, SSCI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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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편당 30만원, SSCI/A&HCI편당 60만원
- 학교의 학문영역별 연구지원 전담직원(Research Staff)의 근접지원을 받아 대학원생
연구자의 행정부담 최소화
○ 연구 논문 우수자에 대한 지원
- 매년 자체평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학원생 우수논문상을 시상한다.
최우수상(1명) : 해외 단기학회 참가비 1회 보조(300만원)
우 수 상(1명) : 해외 단기학회 참가비 일부 보조(200만원)
- 장단기 해외 연수 대상 학생을 선발시 SCI 등재 저널에 제 1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학생에게
최고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기타 학생은 그 참여 정도에 따라 합당한 우선권을 부여
- 실험조교업무 경감을 통해 연구에 매진 할 수 있게 함
- 박사학위 취득요건 강화(차세대 선도 물리인재양성 사업단)하여 연구실적 향상
엄격한 학위관리
박사 : SCI논문 공동저자 5편(대형 국제공동연구)
SCI논문 주저자로 2편과 공동저자 3편이상 제출을 원칙으로 함
○ 해외 우수대학원생 확보계획
- 능동적 리크루팅 : 아시아지역 물리학과 방문을 통해 능동적으로 우수학생 유치
(2013년도에 박사과정 대학원생 3명 확보)
[ 제출 증빙자료 4.2 : 해외학생 유치 실적 ]
- 현재 사업단의 해외 학생들을 통해 해외 우수대학원생 유치
- 대학원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영어 웹사이트 운용

■ 우수 대학원생 전주기 진로관리 및 연구환경 조성 지원
○ 우수 대학원생의 네트워크를 통한 전주기 진로관리
-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사업단 참여 중 우수 연구실적에 따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졸업 후에도
지속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제일의 글로벌 창의 인재양성지원기반 시스템 마련
- 우수 졸업생의 지속적 CV update를 통한 맞춤식 일자리 제안 및 지원 : 본 사업단은 2010년부터
조교를 물리학과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여 졸업생 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
- 수동적 관리를 벋어나 능동적 관리로서 필요 기반를 바탕으로 한 맞춤식 정보지원 및 학회,
국가연구소, 교수임용과 같은 양질의 정보제공 및 교수 및 연구원 채용에 추천 및 학술대회
강연연사로 추천
- 이를 통하여 우수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키우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 (금전적인 지원 +
정보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 제일 인재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노력을 기반으로 한 주위의 헌신적인 격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사업단은 "차세대 선도 물리인재양성"에 있어 우수 졸업생이
최종적으로 관련 전문직업(전임연구원 및 전임교수)응 얻을수 있도록 전임교원의 학술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지원
- 이러한 인재가 또 다시 새로운 인재를 키우는 건전한 인재양성 생태계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리라는
것을 확신
○
-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조성을 통한 연구실적 향상 지원
최신 발표된 연구논문을 통해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저널클럽 실행(매달 1회 시행 예정)
저널 클럽을 통해 최신 논문을 통해 최신 지식 및 연구 방법을 습득
연구팀 세미나를 통해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 내용을 소개(매달 1회 시행 예정)
연구팀 세미나를 통해 관련분야의 연구에 대해 폭 넓은 지식 습득하여 연구능력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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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차원 대학원생 지원계획
○
-

대학차원의 RA/TA제도 구축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교육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함.
체계적인 RA/TA제도(일반/전문)를 도입
직무성격과 비중에 따라 규격화된 인건비 지급체제(100%∼25% 지원)를 구축함
사업단은 연구과제 수중 등을 통하여 소속 대학원생을 지원함

○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 인프라 지원
- (전용기숙사) 대학원생 전용 기숙사 516실 신축(‘15)
- (연구지원 인프라) 대학원생 전용 연구실 7,100㎡ 추가 확보(현재 59,000㎡),
제3연구동 신축(26,446㎡), 산학협력센터 증축(19,769㎡), 공동기기원 및 연구장비
클라우딩 시스템 개선, 연구실 안전관리 제도 정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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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계획
본 사업단의 연구 및 교육의 선순환 구조인 차원 높은 연구 및 교육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신진연구
인력의 고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우수 신진연구인력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고, 확보된 신진연구인력의 연구활동을 사업단과 학교차원에서 지원하여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게 하여, 선순환구조의 고리로 중요한 기여를 하게 한다.

■ 신진연구인력(박사학위 소지자) 확보 계획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질(전문지식, 목표지향적 문제해결, 세계적 수준의 의사소통능력,
종합적인 관리 능력,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력)을 갖춘 우수 신진연구인력의 확보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환경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우수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해야한다. 또한 확보한 우수 신진연구인력의 연구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하여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한다.
○ 최근 신진연구인력의 현황
------------------------------------------------------------------------------------연도
2010
2011
2012
2013(현재)
------------------------------------------------------------------------------------신진연구인력수(명)
10
13
18
10
------------------------------------------------------------------------------------[ 제출증빙자료 4.3 : 2010~2013 신진 연구진 현황 ]
○ 능동적 리크루팅
- 자체 국제심포지움을 개최를 통한 우수한 해외 신진연구인력확보
* 자체 국제심포지움을 통해 본 사업단의 신임전임교원을 2013년에 채용(Carsten Rott 교수)
-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해외 네트워크을 구축하여 리크루팅에 활용
- 해외 유수 전문인력 채용공고 사이트를 활용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우수인력 유치
○
-

우수 신진연구인력의 확보를 위한 우월한 조건제시
교수의 매칭펀드 (50만~100만원)을 통한 상당 수준의 월급지급(아래 인건비 참조)
Startup Fund 제공 (해외여비, 재료비: 교내 특성화 지원연구비 GT10 활용)
현재는 개인 공간만 활용하고 있으나 단과대별 신진연구인력을 위한 전용 연구공간 확보 예정

○ 우수 신진연구인력 초빙 및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는 각 연구팀별(응집/통계, 핵/입자/천체, 나노/바이오) 참여교수로 구성할 계획
- 신진채용과 계약연장 등을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고 사업단에서 추인
○ 실적심사 기준 강화로 연구실적 관리
- 우수한 연구 인력을 채용해 우수한 연구실적을 쌓게 해 국내외 대학 교수로 취업 독려
-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 결정
○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계획
-----------------------------------------------------------------------------------연도
2013
2014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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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인력수(명)
10(현재)+5(확충)
16~18(유지)
16~18(유지)
-----------------------------------------------------------------------------------* 표의 인력수는 BK21PLUS지원 신진연구인력과 타 기관지원 신진연구인력을 합한 수
- 2013년도 현재는 10명이며 BK21PLUS가 선정된 후에는 심사위원회을 회의를 거쳐 최소 5명의 우수
신진연구인력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신임교수의 충원에 따라서 신진연구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 우수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성과급,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계획
능동적인 리크루팅 전략으로 확보된 우수 신진연구인력을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확보전략이상으로 중요하다. 이는 본 사업단뿐만아니라
연구인력의 커리어에도 매우 중요하므로 본 사업단은 신진연구인력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 인건비 지원
- 상당 수준의 월급지급: 300 만원이상
250 만원(BK21PLUS)+50 만원이상(참여교수의 매칭펀드)
○ 성과급 지원 및 평가
- IF 10.0 이상의 저널에 주저자로 논문 발표 시 세 지원 기관으로부터 특별 인센티브지급:
학교규정에 의한 지원(80 만원)+BK21PLUS 지원(40 만원)+GT10(교내 특성화 연구비) 지원(30 만원)
- Nature나 Science 저널에 주저자로 논문 발표 시 특별 인센티브지급 : 1000 만원(GT10 지원)
- 인센티브 제공: 신진연구인력이 제1저자로 SCI, A&HCI, SSCI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SCI편당
30만원, SSCI/A&HCI편당 60만원
- 연구교수 및 박사 후 연구원의 우수논문 발굴 및 시상
○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 모든 BK21PLUS 신진연구인력에게 연 500 만원씩 교내 특별지원금인 GT10에서 지원
(국내외 여비, 재료비 등)
- 국제학술회의 지원기준(년1회 아시아 40만원, 중동/호주 60만원, 유럽/미주/기타 80만원)
- 신진연구인력에게 논문게재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영어논문 작성을 위해 외국인 논문교
열서비스를 위한 실경비 지원
- 신진연구인력의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국제감각을 배양하고 연구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
- 궁극적으로 교수 및 연구원으로 영구직을 가질때까지 전임교원의 학술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적극 도움: 교수 및 연구원 채용에 추천 및 학술대회 강연연사로 추천 등
○
-

신진연구인력을 위한 연구환경 인프라
전용 사용 공간 - 연구교수실과 post-doc 전용공간: 319 ㎡
공용 사용 공간 - 각 연구실내 신진연구인력 공간: 66 ㎡
신진 연구 인력 전용 공간에 각각 대용량 네트워크 프린터 1대 완비.
신진연구인력에게 각각 desktop PC 한대와 노트북 또는 tablet PC를 제공

■ 우수 신진연구인력과 사업단 참여 구성원과의 연계활동 등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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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신진연구인력은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질(전문지식, 목표지향적 문제해결,
세계적 수준의 의사소통능력, 종합적인 관리 능력,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력)을
갖추고 있는 연구인력으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고 또한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우수 신진연구인력의 네트워크를 통한 전주기 진로관리
-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사업단 참여 중 우수 연구실적에 따른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그 후에도
지속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제일의 글로벌 창의 인재양성지원기반 시스템 마련
- 우수 신진연구인력의 지속적 CV update를 통한 맞춤식 일자리 제안 및 지원
- 수동적 관리를 벋어나 능동적 관리로서 필요기반를 바탕으로 한 맞춤식 정보지원 및 학회,
국가연구소, 교수임용과 같은 최신 정보제공 및 교수 및 연구원 채용에 추천 및 학술대회
강연연사로 추천
- 이를 통하여 우수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키우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 (금전적인 지원 +
정보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 제일 인재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노력을 기반으로 한 주위의 헌신적인 격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사업단은 "차세대 선도 물리인재양성"에 있어 우수 신진연구
인력이 최종적으로 관련 전문직업(전임연구원 및 전임교수)응 얻을수 있도록 전임교원의 학술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지원
- 이러한 인재가 또 다시 새로운 인재를 키우는 건전한 인재양성 생태계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리라는
것을 확신
○
-

저널클럽 및 소연구팀 세미나 운영 예정
주기적(한 달에 한번)으로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최신 연구논문을 신진연구인력과 교수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짐.
박사과정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내용을 소개하는 시간
관련분야 연구분야에 대한 폭 넓은 배경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연구 성과 발표능력 향상 및 학술적 대화능력 개발의 기회
연구 방향과 결과를 점검 및 토의 통해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연구 가능

○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연구에 전념토록 신진연구인력에게는 강의 일체 불허함
- 연구교수의 경우 승진 및 교수직 응모에 도움이 되도록 1년에 최대 1개 전공
관련 대학원강의만 맡길 예정이고, 기타 보강, 대강 등에 일체 투입하지 않음
- 본 사업단의 참여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은 BK21PLUS 보고서 준비 및 작성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
○
-

연구과제 수주 지원
독립적인 연구과제 수주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줌
차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줌
신진연구인력 연구비 과제 실적사례(2010-2012년: 7 건)
1. 권오갑 연구교수 수주실적(단독)
주관: 교과부
과제명: ABJM 이론의 변형과 중력대응
연구기간: 2012.05.01~2013.04.30
연구비: 59,800천원
입금일: 2012.05.11
2. 아프레션타 아드히카리 연구교수 수주실적(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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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교과부
과제명: 그래핀 표면 기능화 및 나노소자로의 응용을 위한 하이브리드 물질의 제조
연구기간: 2012.09.01~2013.08.31
연구비: 51,090천원
입금일: 2012.09.10
3. 권오갑 연구교수 수주실적(단독)
주관: 교과부
과제명: ABJM 이론의 변형과 중력대응
연구기간: 2011.05.01~2012.04.30
연구비: 58,500천원
입금일: 2011.04.29
4. 아뚤쿨르카르니 연구교수 수주실적(단독)
주관: 지자체(경기도기술개발사업)
과제명: 고주파 진동 제트를 이용한 세정시스템 개발
연구기간: 2011.07.01~2012.06.30
연구비: 30,000천원
입금일: 2011.09.23
5. 이현근 박사 수주실적(단독)
주관: 국토부
과제명: SMART Highway 교통류 해석 기술
연구기간: 2009.06.24 ~ 2010.06.10
연구비: 50,000천원 중 약 12,000천원
입금일: 2009.09.17
6. 권오갑 박사 수주실적(단독)
주관: 교과부
과제명: 열린 끈장론에서의 정확해 및 열린끈/닫힌끈의 이중성연구
연구기간: 2010.05.01 ~ 2011.04.30
연구비: 17,732천원
입금일: 2010.05.11
7. 전철호박사 수주실적(단독)
주관: 교과부
과제명: 계면층 제어를 통한 대면적 켜쌓기 그래핀 합성법 개발과 물성제어 연구
연구기간: 2010.09.01 ~ 2011.08.31
연구비: 50,000천원
입금일: 2010.08.04 / 2011.01.28

69 / 176

5 교육의 국제화 전략

5.1 교육 인프라의 국제화 현황
<표 9> 교육 인프라의 국제화 현황
T_1_1:항목

T_3_1:외국어 강의

T_1_2:구

T_1_6:전체기간 실적

T_2_3:2010년

T_2_4:2011년

T_2_5:2012년

T_3_2:개설과목 수

D_3_3:28

D_3_4:30

D_3_5:36

D_3_6:94

T_4_2:외국어강의 수

D_4_3:12

D_4_4:13

D_4_5:18

D_4_6:43

T_5_2:비율 (%)

D_5_3:42.86%

D_5_4:43.33%

D_5_5:50%

D_5_6:45.74%

D_6_3:25

D_6_4:26

D_6_5:27

D_6_6:78

D_7_3:5

D_7_4:5

D_7_5:4

D_7_6:14

D_8_3:20%

D_8_4:19.23%

D_8_5:14.81%

D_8_6:17.95%

D_9_3:77.5

D_9_4:75.5

D_9_5:73

D_9_6:226

D_10_3:3.5

D_10_4:4

D_10_5:2

D_10_6:9.5

D_1_3:4.52%

D_1_4:5.3%

D_1_5:2.74%

D_1_6:4.2%

D_12_3:20

D_12_4:26

D_12_5:16

D_12_6:62

D_13_3:12

D_13_4:15

D_13_5:5

D_13_6:32

D_14_3:60%

D_14_4:57.69%

D_14_5:31.25%

D_14_6:51.61%

T_6_2:사업단 학과(부)
전임교수 수
외
국인 전임교수
T
_
7
_
2
:
T_6_1:외국인 전임교수
수
T_8_2:비율 (%)
T_9_2:사업단 학과(부)
대학원생 수
외국인대학원생
T_9_1:외국인 대학원생 T_10_2:
수
T_1_2:비율 (%)

T_12_1:학위논문

T_1_3:최근 3년간 실적

분

T_12_2:사업단 학과(부)
대학원생 학위논
문 수
T_13_2:대학원생 외국어
작성 학위논문 수
T_14_2: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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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성균관대 차세대 선도 물리인재양성사업단에서는 ‘교육 선순환구조를 바탕으로 한 교육 생태계 구축’
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적 인재를 배출하여 국내외 산학연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1단계 및 2단계 BK 사업 수행 내용의 공과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방향을 설정하였다.

─── 교육 국제화 부문 체계도 ───
┌────────────────┬────────────────┐
│
│
│
│
│
│
│
국제화 인프라
│
아시아 교육 메카 건설
│
│
│
│
│
│
│
│
┌─────────┴─────────┐
│
│
│
│
│
│
│
차세대 선도 물리인재양성사업단
│
│
│
│
│
│
│
├───────────────────┤
│
│
│
│
│
├──────┤창조경제를 선도할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
│
건전한 교육 생태계 조성
│
│
│
│
│
│
│
│
│
│
│
└─────────┬─────────┘
│
│
│
│
│
In-bound 국제화
│
Out-bound 국제화
│
│
·아시아 교육 메카 건설
│
·대학원생 국제교류
│
│
·외국 우수 연구인력 초빙
│
·해외 연구실
│
│
│
│
└────────────────┼────────────────┘
│
│
▼
┏━━━━━━━━━━━━━┓
┃
사업단의 국제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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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를 선도할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 In-bound 국제화 전략
○ 아시아 교육 메카 건설
○ 자체 국제 심포지움 개최
○ 해외석학 초빙
○ 외국인 전임 교원 초빙
○ 우수 외국 학생 유치
■ Out-bound 국제화 전략
○ 해외 연구실
○ 대학원생 국제교류 (장기, 단기)
○ 외국 대학과의 복수학위제
■ 사업단 차원의 국제화 인프라
○ 영어 논문 작성 및 영어 발표
○ 해외 학자의 박사학위 심사
○ 영어 전용 강의
○ 외국인 학생 지원 방안
○ 영문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
○ 화상 회의 시스템
■ 대학 차원의 국제화 인프라
○ 외국인 학생 선발시스템
○ 영어 습득 프로그램
○ 논문작성지원 -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일련의 분석기법 및 작성법 지원
○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확보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 정책 확대
○ 대학차원의 인프라 개선
────────────────────────────────────────────────

────────────────────────────────────────────────
In-bound 국제화 전략
────────────────────────────────────────────────
■ 아시아 교육 메카 건설
1. 현황:
○ 유럽, 북미지역으로의 우수 신진 연구 인력 유출 현상 심화 - 아시아 지역 대학들의 공통적인 문제.
기초과학인 물리학 분야에서는 이미 심각한 상태.
○ 교육시장의 개방 가능성 - 현재 세계 각국과 맺고 있는 FTA의 결과, 외국 일반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의 형태로 교육시장이 개방될 가능성이 커짐. 고급 인력 유출은 더욱 심화될 것임.
2. 계획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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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지역 유수 물리학과 학과장단 회의 주최 - 각 학교의 인재 유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 물리학과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논의
○ 아시아 지역 물리학과 컨소시엄 설립 - 학문 교류와 인력 교류를 통해 북미나 유럽 지역의 대학들로
진학하는 인재들의 일부분을 컨소시엄 참여 학교로 흡수. 중국 북경대학의 물리학과 학과장인
Xincheng Xie 교수와는 이미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
[ 제출증빙자료 5.1 : 국제 교육교류 현황 ]
○ 궁극적으로는 각 국가의 우수 신진 연구 인력들이 모국의 상급 교육 기관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
○ 본 사업단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향후 이들 우수 신진 연구자들이 모국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돌아간 후에도 사업단과의 관계를 유지
○ 본 사업단 뿐 아니라,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아시아 지역 물리학과의 발전적 교육기반 마련 계기

■ 자체 국제 심포지움 개최
1. 현황 및 실적:
○ 최근 3년간 총 12건의 국제 심포지움 주최
[ 제출증빙자료 5.2 : 국제 심포지움 개최 현황 ]
○ 2012년 주최한 천체물리학 분야 국제 심포지움의 초청연사 Carsten Rott 박사를 본 사업단
전임교원으로 채용 (2013. 3. 1). 임용된 신임교수는 대규모 국제공동연구실험에서 암흑물질
탐색그룹의 리더를 맡고 있으며, 해외석학들의 강력한 추천을 받은 유망한 인재임.
○ 교내 대응자금(GT10)과 2단계 BK 사업 재원을 활용하여 보다 활발한 국제 심포지움 활동
○ 자체 개최한 국제 심포지움 성과 (최근 3년. 총 12건):
(1) 1st International Workshop on Convergence in NanoScience
- 일시: 2012. 11. 5 - 11. 7
- 장소: 성균관대학교
- 초청 연사: 외국 연사 9명, 국내 연사 12명
- 심포지움 홈페이지: http://physics.skku.ac.kr/workshop/IWCN2012/workshop.html
(2)
-

SKKU Symposium on Astrophysics and Cosmology: from Particle to Universe
일시: 2012. 8. 30 - 9. 1
장소: SKKU Samsung Library Auditorium
초청 연사: 외국 연사 15명, 국내 연사 12명
총 60여명 참석
심포지움 홈페이지: http://astrophysics.skku.edu/SISAC2012/

(3)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vy Electrons and Novel Quantum Phases
일시: 2012. 7. 5 - 7. 7
장소: 경주 교육문화회관
초청 연사: 외국 연사 24명, 국내 연사 5명
심포지움 홈페이지: http://physics.skku.ac.kr/symposium/symposium2012.html

(4) The 5th Asia-Pacific Conference on Few-Body Problems in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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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일시: 2011. 8. 22 - 8. 26
장소: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초청 연사: 외국 연사 26명, 국내 연사 34명
총 131명 참석
심포지움 홈페이지: https://www.apctp.org/conferences/2011/APFB2011/
SKKU-APCTP International Symposium on Heavy Electrons and Novel Quantum Phases
일시: 2011. 8. 16 - 8. 18
장소: 성균관대학교 Auditorium
초청 연사: 외국 연사 6명, 국내 연사 9명
심포지움 홈페이지: http://physics.skku.ac.kr/symposium/symposium2011.html

○ 외 7건
2. 계획:
○ ‘건전한 교육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발전적 교육기반 마련’이라는 기조를 따라 향후 주최할 국제
심포지움을 경기지역 대학들에 개방
○ 2013년 10월에도 이미 2건의 국제 심포지움 계획
- 2013. 10. 3 ~ 5 천체물리학분야 국제 심포지움 (http://astrophysics.skku.edu/SISAC2013/)
- 2013. 10. 7 ~ 9 고체 및 나노바이오분야 국제 심포지움
(http://physics.skku.ac.kr/workshop/iwcn2013)
○ 각 팀 별로 국제 학회를 계획하고 추진하되, 사업단에서 적극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을 계획함
○ '아시아 교육 메카 건설' 항목과 연계하여, 국제적인 교육 및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
- 심포지움 초청 연사 및 참석자를 대상으로 신진 연구인력 확보를 꾀함
- 우수 초청 연사에게 본 사업단의 우수 신진 연구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

■ 해외석학 초빙
1. 현황 및 실적:
○ 천체물리 분야 전임교원 확충과 자체 심포지움의 개최로 해당 분야 해외석학 초빙 급증
- 분야별 해외석학 초빙 현황 (최근 3년):
────────────────────────────────
핵/입자/천체군
응집/통계군
나노/바이오군
────────────────────────────────
2010년
1
4
1
2011년
1
12
5
2012년
15
9
11
────────────────────────────────
합계
17
25
17
────────────────────────────────
[ 제출증빙자료 5.3 : 해외석학 초빙 실적 ]
해외석학의 초빙은 주로 본 사업단 소속 교수들의 전공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해외석학을
초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정규교과목에서 다루지 못했던 전공 분야의 최신연구 동향을
습득하고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사업단의 신진 연구인력 및 대학원생들에게 폭넓은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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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다. 강연 자료 및 동영상 자료는 웹에 게시하여 참조할 수 있게 하였다.
(http://physics.skku.ac.kr/xe/index.php?mid=seminar)
○ 최근 3년간의 대표적 해외석학 초빙 실적:
(1)
-

Klaus Klitzing (198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초빙 기간: 2012. 7. 2 - 2012. 7. 2
소속 기관: 독일, Max-Plank-Institut fur Festkorperforschung
활용 내용: Quantum Hall Effect and the New Kilogram 특강

(2)
-

Albert Fert (200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초빙 기간: 2010. 10. 11 - 2010. 10. 11
소속 기관: 프랑스, UMP CNRS/Thales, Palaiseau and Universite Paris-Sud, Orsay
활용 내용: The World of Spintronics: Electrons, Spins, Computers and Telephones 특강

(3)
-

Robert Huber (1998년 노벨 화학상 수상)
초빙 기간: 2010. 8. 27 - 2010. 8. 27
소속 기관: 영국, School of Biosciences, Cardiff University
활용 내용: Proteins and Their Structures at the Interface of Physics, Chemistry and Biology

(4)
-

Siegfried Hecker (미국 Stanford University 석좌교수, 전 Los Alamos 연구소 소장)
초빙 기간: 2012. 3. 22 - 2012. 3. 22
소속 기관: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활용 내용: 6자 회담 교착과 북학 핵개발 가속화 특강

(5)
-

Misao Sasaki (Director of Yukawa Institute)
초빙 기간: 2012. 8. 30 - 2012. 9. 1
소속 기관: 일본, Yukawa Institute
활용 내용: Signatures of the string theory landscape from inflation 특강

(6)
-

Xiao-Gang He (Director of National Center for Theoretical Science, Taiwan)
초빙 기간: 2012. 8. 30 - 2012. 9. 1
소속 기관: 대만, National Taiwan University
활용 내용: Radiative Two Loop Inverse Seesaw and Dark Matter 특강

○ 외 64건
2. 계획:
○ 교내 대응 자금 GT10과 BK21PLUS의 지원금을 이용하여 보다 폭넓은 석학 초빙을 계획
○ 사업단에서 개최하는 국제 심포지움을 적극 활용하여 석학 초빙의 기회를 넓힘
○ 석학초빙 세미나 과목을 개설하여 지역대학과의 학점교류 과목으로 지정
○ 연구년 중인 해외 석학을 장기 초빙하여 단기 특별강좌 및 석학초빙 세미나 과목 개설

■ 우수 외국인 전임교원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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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인 관점에서 in-bound 국제화의 문제를 접근하여 해외 여러 대학에 꾸준히 사업단을 홍보해서
평판도를 증대 시키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외부 진단 평가의 결과
○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교육 네트워크 구성
- 본 사업단에서 주최한 천체물리학 심포지움 초청연사 중 1인을 2013년도 1학기에 tenure track으로
임용 (Carsten Rott 교수). 임용된 신임교수는 대규모 국제 공동 연구 실험에서 암흑물질 탐색그룹의
리더를 맡고 있으며 해외석학들의 강력한 추천을 받은 유망한 차세대 연구자임.
○ 영문 브로슈어 및 홈페이지를 완비하여 물리 연구단의 연구 내용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 외국인 교원을 위한 교육 및 행정 인프라 구축
○ (대학차원) 매 분기 영문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전 세계 유명 석학들과 유망한 신진 교수들에게
배포, 학교를 홍보 중임.

■ 우수 외국 학생 유치
○ 능동적 리크루팅
- 우수 외국 학생을 능동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의 물리학과 방문
- 방문 결과, 말레이지아의 Universiti Teknologi Malaysia 및 베트남의 Vietnam National
University에서 각각 2명, 1명의 외국인 학생이 2013년도 1학기에 본 학과에 입학하는 성과를 거둠
[ 제출증빙자료 5.1 : 국제 교육교류 현황 ]
○ 전주기 네트워크 관리를 통한 취업 및 진로 정보의 체계화
- 우수 외국 학생이 사업단을 떠난 후에도 CV를 꾸준히 관리
- 진로 정보 제공
- 사업단과의 관계를 유지
○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 및 행정 인프라 구축
- 외국인 학생을 위해 내국인 대학원생을 mentor로 지정
- 대학원생 학사 메뉴얼의 영문판 제작
- 외국어 능통한 전문 행정인력 채용 계획
- 영문 홈페이지 개선 계획

────────────────────────────────────────────────
Out-bound 국제화 전략
────────────────────────────────────────────────

* 대학원생 국제교류 현황 (최근 3년, 총 52건)
────────────────────────────────────────
장기
단기(15일 이상)
단기(15일 이하)
학술회의
────────────────────────────────────────
실적(건)
10
15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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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연수: 스웨덴, 미국, 스위스 3개국
단기 연수(15일 이상): 스웨덴, 미국, 스위스, 일본 4개국
단기 연수(15일 이하): 일본
국제학술회의: 미국, 캐나다, 일본, 타이완, 영국 등 11개국
제출증빙자료 5.4 : 대학원생 국제 교류 현황 ]

■ 해외 연구실 현황 및 계획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 필연적이다. 점점 세분화/
전문화 되어가는 연구 환경에 적응하고, 본 사업단 소속의 연구실에서 수행하기 힘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물리적 캠퍼스의 개념을 확장, 해외 유수 대학 및 연구소와 연구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global campus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해외 대학 및 연구소에서의
연구체험과 해외 산학협력 현장체험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
○ 본 사업단 소속의 연구실에서 수행하기 힘든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해외 연구소 및 대학과 연구 클러스터
구성
○ 해외 유명 대학 및 연구소와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global campus 프로그램
○ 대학원생의 장기 해외 파견을 보다 수월하게 기획 가능
○ 창조경제를 선도할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현재 본 사업단에서 협약을 맺고 장기간 학생을 파견한 실적이 있는 해외 연구소는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이다. 이 연구소에서는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을 현지에 파견할 시, 대학원생의 연구실
공간 등을 현지 지원해주고 있다. 현재 사업단과의 협약 체결이 완료되어 대학원생 파견을 앞둔 해외
연구소는 다음과 같다.
○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대학원생의 연구실 공간 현지 지원
○ 일본, Center for Nuclear Study, University of Tokyo: 대학원생의 현지 체재비 지원, 2013년 7월 1일
부터 7월 26일까지 차수미 학생 파견 예정
○ 영국, University of Oxford: 공동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대학원생의 연구실 공간 현지 지원
○ 스위스, 유럽핵입자연구소 (CERN) CMS 실험 RPC 그룹
○ 미국,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본 사업단과 연구소의 단일 연구실이 아닌, 성균관대학교와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간의 협정.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 가능.

■ 대학원생 국제교류 (장기)
1. 현황 및 실적:
본 사업단의 대학원생 장기 해외 연수는 지난 1단계 BK 프로그램 당시, 해외 연수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
으로 중요한 입자물리 실험 분야를 중심으로 out-bound 위주의 장기 파견으로 시작되었다 (CERN, 스위스).
이후, 본 사업단 소속 교수들의 국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원생 장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스웨덴
(Umea 대학교),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등지로 다변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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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6월 현재, 본 사업단이 협력각서를 교환하고 실제로 본 사업단 소속의 대학원생을 파견한
성과가 있는 외국 연구소 및 대학:
- 스웨덴, Umea 대학교
- 스위스, 유럽핵입자연구소 (CERN) CMS 실험 RPC 그룹
-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대학원생의 연구실 공간 현지 지원
○ 파견 경비 지원처의 다변화 - 지도교수의 연구비에서 지원받아 파견되는 대학원생 일변도에서, 점차
해외 기관으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음
○ 석박통합과정 박은성 학생은 2013년 2월부터 초청기관인 미국 Los Alamos 국립 연구소에서 체재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아 미국 현지에서 공동 연구를 수행 중 (2013. 02. 15 ~ 현재). 2011년에는
연구재단의 대학원생 글로벌 인턴쉽 사업에 선정되어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공동 연구를
수행했음.
○ 대학원생의 장기 해외 연수는 희망자에 한해 아래의 과정을 거쳐 선발 및 운영
(1) SCI 등재 논문을 쓰고, 영어성적을 충족시킨 대학원생 대상
(2) 지도교수 추천
(3) 팀장 회의에서 선발
(4) 장기 해외 연수
(5) 연구결과 SCI 등재 논문 발표 및 보고서 제출
○ 최근 3년간 스웨덴 Umea 대학교, 스위스 CERN, 미국 Los Alamos 국립연구소에 총 10명의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 파견:
(1)
-

박은성 (석박통합과정)
연수 기간: 2012. 2. - 2013. 7.
연수국 및 연수기관: 미국, Los Alamos 연구소
경비 지원처: Los Alamos 국립 연구소 및 한국연구재단
연수 내용: 장기 연수 및 공동연구 수행

(2)
-

박혜진 (석박통합과정)
연수 기간: 2012. 1. 23 - 6.15
연수국 및 연수기관: 스웨덴, Umea 대학교
경비 지원처: 한국과학재단 및 스웨덴 Stint
연수 내용: 강의 수강 및 Umea 대학교의 Petter Holme의 지도로 연구 진행

(3)
-

이미진 (석박통합과정)
연수 기간: 2012. 1. 22 - 6.15
연수국 및 연수기관: 스웨덴, Umea 대학교
경비 지원처: 한국과학재단 및 스웨덴 Stint
연수 내용: 강의 수강 및 Umea 대학교의 Petter Holme의 지도로 연구 진행

(4)
-

권은향 (박사과정 수료생)
연수 기간: 2012. 6. - 2013. 4.
연수국 및 연수기관: 스위스, CERN
경비 지원처: 한국 CMS
연수 내용: 공동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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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고정환 (박사과정 수료생)
연수 기간: 2010. 3. 11. - 2011. 3. 29.
연수국 및 연수기관: 스위스, CERN
경비 지원처: 한국 CMS
연수 내용: 공동연구 수행

(6)
-

이병훈 (석박통합과정 수료생)
연수 기간: 2010. 5. - 2012. 8.
연수국 및 연수기관: 스위스, CERN
경비 지원처: 한국 CMS
연수 내용: 공동연구 수행

(7)
-

이성은 (박사과정 수료생)
연수 기간: 2008. - 2014. 4.
연수국 및 연수기관: 스위스, CERN
경비 지원처: 한국 CMS
연수 내용: 공동연구 수행

(8)
-

이종석 (박사과정 수료생)
연수 기간: 2008. - 2013. 5.
연수국 및 연수기관: 스위스, CERN
경비 지원처: 한국 CMS
연수 내용: 공동연구 수행

(9)
-

최영규 (박사과정 수료생)
연수 기간: 2009. 9. 1. - 2012. 7. 1.
연수국 및 연수기관: 스위스, CERN
경비 지원처: 한국 CMS
연수 내용: 공동연구 수행

(10) 김동현 (박사과정 연구등록)
- 연수 기간: 2013. 4. - 현재
- 연수국 및 연수기관: 스위스, CERN
- 경비 지원처: 한국 CMS
- 연수 내용: 공동연구 수행
2. 계획:
○ 최근 (2013년) 협력각서를 교환하여 대학원생 파견 성과는 없지만 향후 활발한 교류가 기대되는 해외
대학 및 연구소:
- 브라질, Universidade de Pernambuco
- 일본, Institute of Particle and Nuclear Studies, High Energy Accelerator Research Organization
(KEK)
- 중국, Zhejiang University
- 베트남, Hoa Sen University
○ 현재 활발한 교류 실적이 있는 기관, 최근 협력각서를 교환한 기관 이외에도 미국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일본 Center for Nuclear Study(CNS) 등의 기관들로 점차 범위를 넓혀 대학원생 장기파견
활성화 유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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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대응자금 GT10을 이용하여 대학원생의 장기 연수 지원 계획

■ 대학원생 단기 해외연수 및 방문 연구 현황 및 실적
대학원생들의 단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다변화되어, 연구실 공간 현지 지원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연수자에 대한 현지 체재비 지원 (일본, Center for Nuclear Study, University of Tokyo)
등으로 프로그램의 종류가 늘고 있다. 참여교수의 모든 국제활동 경비는 내규에 의해 BK21PLUS 사업비에서
지원하지 않고 개인 연구비에서 충당토록 하여 대학원생 및 신진 연구 인력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대학원생에 대한 해외 연수 지원 조건으로 학회의 경우 직접 발표를 요구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소로의
장기 파견을 통해 보다 폭 넓은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권장하고 있다. 국제 학회에 참석하는 형태의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별도의 단기연수자 선발기준을 정해 구두나 포스터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1. 현황 및 실적:
○ 최근 3년간 총 42건의 대학원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 (15일 이상 실적 15건)
- 대학원생의 국제 학회 참석 및 논문 발표
- 1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해외 대학 및 연구소를 방문하여 공동연구를 진행
○ 단기 연수 프로그램의 다변화:
- 일본, Center for Nuclear Study, University of Tokyo: 초청기관에서 대학원생의 현지 체재비
초청기관 부담 (일비: 2,300 Yen/day, 숙박비 지원)
-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초청기관에서 대학원생의 연구실 공간 현지 지원
- 스웨덴, Umea 대학교
- 스위스, 유럽핵입자연구소 (CERN) CMS 실험 RPC 그룹
○ 대표적 성과:
(1)
-

현영환 (박사과정)
연수 기간: 2012. 6. 25 - 6. 30
연수국: 호주
경비 지원처: BK21
연수 내용: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cience and Application of Nanotubes에 참석
"Angle dependence of the Landau level spectrum in twisted bilayer graphene"의
제목으로 구두발표

(2)
-

서지웅 (박사과정)
연수 기간: 2013. 1. 22 - 2013. 2. 20
연수국 및 연수기관: 스위스, CERN
경비 지원처: BK21
연수 내용: CMS 실험에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 뮤온검출기인 RPC 입자검출기의 효율 및 Fake
Rate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함.

(3)
-

곽민식, 차수미 (석박통합과정)
연수 기간: 2013. 5. 3 - 2013. 5. 11
연수국 및 연수기관: 일본, CNS, University of Tokyo
경비 지원처: 한국연구재단
연수 내용: 공동연구 수행 (핵물리 실험 참가 및 관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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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39건 (국제학회 참석 포함)
2. 계획:
○ 향후 보다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보다 많은 해외 연구소 및 대학과 협약을 맺어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
램을 활성화 할 예정. 현재 성균관대학교와 미국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ORNL) 간 협정 내용을
조율 중. 현실화 될 경우,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들이 ORNL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분야에 접근하기
수월해질 전망.
○ 석박통합과정 차수미 학생은 약 4주간 (2013. 7. 1 ~ 7. 26)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Center for Nuclear
Study(CNS)를 방문할 예정. 초청기관인 CNS에서는 학생 방문 기간 동안의 현지 체류비 (일비와 숙박비)
지원.
[ 제출증빙자료 5.4 : 대학원생 국제 교류 현황 ]
○ 교내 대응자금 GT10을 이용하여 대학원생의 단기 연수 지원 계획

■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 2012. 3. 12과 2013. 4. 30 두 번에 걸쳐 각각 학부 및 박사
과정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단과대학간 협약 체결. 단기 연수, 장기 연수, 복수학위 등 폭넓은
분야에 폭넓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
○ 태국, Chiang Mai University - 2013. 5. 20 박사과정 복수학위 프로그램
[ 제출증빙자료 5.4 : 대학원생 국제 교류 현황 ]

────────────────────────────────────────────────
사업단 차원의 국제화 인프라
────────────────────────────────────────────────
■ 영어 논문 작성 및 영어 발표
○ 박사학위논문 100% 영어 작성 계획
- 현재 박사학위논문에 대해서만 영문 작성을 의무화
- 2012년 석사 과정 졸업생 11명 중 1명 영어 논문 작성.
- 향후 대학원생이 국제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제출할 때 보다 완성도가 높은 논문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재 학부생들의 대학원 진학이 석사과정 위주에서 점차 박사과정 혹은 석박통합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학위논문의 영어 작성 비율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
[ 제출증빙자료 5.5 : 대학원생 영어 논문 작성 현황 ]
○ 해당 학생들은 아래의 과정을 거쳐 논문 작성을 완성하도록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1) 학생은 먼저 자신의 논문을 동료 학생들에게 영어 발표하고 토론한 후 결과를 논문에 반영
(2) 첫 단계를 거친 논문은 지도교수 혹은 연구팀 소속 타 교수의 1차 교정을 거침
(3) 전문적인 영어 논문 교열 서비스를 거쳐 논문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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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을 마친 후 진로탐색의 폭을 해외로 넓히고, 국제 경쟁력 및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해
대학원생들의 영어 발표를 지속적으로 권장
○ 박사학위 영어 발표 의무화
- 박사학위 심사의 경우 2009년부터 20분 이상 영어 발표를 의무화. 최근 3년간 박사학위 심사대상자
28명 중 27명이 (국제학술대회 10분 이상 발표로 영어 발표 면제자 10명 포함) 영어 논문작성 및
영어발표를 완수.
- 미발표자 1명의 경우, 논문 지도 교수의 이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음
[ 제출증빙자료 5.6 : 박사학위 심사 영어 발표 현황 ]
○ 석사 과정 영어 학위 발표 적극 권장
- 석사학위 심사의 경우 2009년부터 5분간 영어 요약 발표를 의무화. 최근 3년간 석사학위 심사대상자
중 영어 발표 대상자 32명 전원이 영어 논문작성 및 영어발표를 완수
○ 박사학위 심사 동영상 보관 - 전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발표 및 심사과정을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
이외에도 석사 과정 졸업대상자 중 영어 발표자 및 영어논문 작성자들에게 인센티브 지급으로 영어 발표를
독려하거나, 영어 발표 기회의 확대를 위해 대학원생이 직접 해외 학회에서 발표하는 경우 우선 지원키로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해외 학자의 박사학위 심사
○ 박사학위 심사위원에 해외 학자 혹은 산연 (기업체 또는 공공 연구소) 소속 연구원 1인 이상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
○ 최근 3년간 박사학위 심사대상자 중 5명이 외국인 학자에게 논문 심사를 받음
[ 제출증빙자료 5.7 : 박사학위논문 외국인 심사 현황 ]
○ 사업단과 국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 소속의 저명학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 외국 학자가 직접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화상회의시스템, 서면 심사
등의 방법을 추진
○ 실현화 계획
- 외국 저명학자를 대학원생 논문심사 기간에 초빙하여, 학술 강연, 연구 자문이외에 대학원생의 논문
심사 의뢰. 학위 논문의 초고는 방문 이전에 해외 논문 심사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송부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꾀함.
- 외국인 논문심사위원에 대한 논문 심사료를 현실화
-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한 심사 및 서면 심사를 학위 심사로 인정하기 위한 내규를 마련할 계획

■ 영어 전용 강의
1. 현황:
○ 최근 3년간 개설된 전체 강의과목 (76개: 연구과목 제외) 중 약 57%인 43개 과목을 영어 전용 강좌로
개설 [ 제출증빙자료 5.8 : 대학원 영어 강의 개설 현황 ]
○ 외국인 학생 수강과목 영어 강의 - 영어 강좌 개설을 계획하지 않은 과목도 외국인 학생 수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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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강의.
○ 강의 자료 공개 - 2012년 대학원 개설 과목들에 대해 강의 자료를 공개함.
(강의록은 http://physics.skku.ac.kr/xe/index.php?mid=lec_data 에 공개)
○ 사업단에서는 영어로 진행되는 필수과목을 영어로 녹화하여 물리학과 교육자료 보관용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대학원생들이 상시 접속, 강의 시청 가능. 성균관대 e+ 첨단 강의시설이 구비된
강의실에서는 강의 녹화, 강의 자료 저장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짐
○ 세미나 과목 - 학생들의 발표로 진행되는 세미나 과목은 학생들의 영어 구사 능력을 키우기 위해
영어로 발표하도록 함
2. 개선 계획:
○ 대학원 기초과목인 4개의 전공필수 과목은 영어 강의를 지양하고 세부전공 분야 과목의 영어강의 확대
- 석사 3기 이후에는 해외 학회 및 lab seminar등을 통해서 세부 전공 분야의 용어 등에 익숙하므로
실시해도 좋다는 판단임. 단, 전공필수과목이라도 외국인 학생이 수강할 경우 영어로 강의 진행함이
원칙임.
○ 연구단의 영어권 원어민 연구교수 및 박사 후 연구원 등의 신진 연구 인력을 영어 전용 강의에 적극
활용할 계획

■ 외국인 대학원생 지원 방안
1. 운영:
○ 사업단의 모든 명패를 영어와 한국어 이중표기로 변경
○ 교내 학사지원 시스템인 GLS시스템의 영문판 지원
○ 영문 홈페이지 구축 및 영문 보로슈어 발간 및 배포
[ 제출증빙자료 5.9 : 시업단 영문 홈페이지, 5.10: 영문 브로슈어 ]
○ 외국인 대학원생의 의료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긴급한 의료 상황에 대비하게 함
○ 대학과 교류협정 체결 대학 출신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통해 외국인 대학원생의 등록금 100% 면제
○ 기숙사 배정에 있어서 우선권 부여
2. 개선 계획:
○ 외국인 학생을 위해 내국인 대학원생을 mentor로 지정
○ 대학원생 학사 메뉴얼의 영문판 제작
○ 외국어 능통한 전문 행정인력 채용 계획
○ 영문 홈페이지 개선 계획
- 늘어가는 외국인 교수와 대학원생을 위해, 학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학과 영문 홈페이지
제작의 필요성 대두
- 해외 홍보와 사업단 소속 외국인들의 정보 습득의 효과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영문 홈페이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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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현재 본 사업단이 속한 성균관대 자연과학대학 차원에서 각 학과의 영문 홈페이지 개선을 계획중임

■ 학과 홍보용 영문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
○ 사업단의 홍보를 통해서 물리연구단의 연구 성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알리는 영문 브로슈어를
2012년에 새로 제작함. 4개월의 시간과 약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0부의 브로슈어 제작, 배포.
영문 홈페이지도 함께 운영 중.
[ 제출증빙자료 5.10 : 영문 브로슈어 ]
○ 확보한 선진 각국 물리학 분야 전공별 유수 대학의 주소록을 활용하여 영문 브로슈어 배포
○ 이와는 별도로 성균관대에서는 매 분기 영문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전 세계 유명 석학들과 유망한 신진
교수들에게 배포, 학교를 홍보 중임.

■ 화상 회의 시스템
○ 국제공동연구에서 빠른 정보교환 및 토론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이 필요함
○ 사업단에는 다자간 회의를 할 수 있는 Polycom사의 전문적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비
○ 웹 기반의 VIdyo (http://www.vidyo.com/)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 입자물리분야 참여교수및 연구원은 구비된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해 정기적인 국제화상회의 진행

────────────────────────────────────────────────
대학 차원의 국제화 인프라
────────────────────────────────────────────────
■ 외국인 학생 선발시스템
○ 입학처에 유학생 선발 전담인력 배치 (영어, 일어, 중국어)
○ 단과대학 International Affair Desk 운영
○ 해외입학설명회 (대학원 Fair)
○ 해외 성균백일장
○ 국제하계대학 등 운영

■ 영어 습득 프로그램
○ English Writing Center, 단과대학별 English Help Desk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대학원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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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소통/소양교육, 영어P/T특강, 온라인 녹화 등 지원

■ 논문작성지원 -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일련의 분석기법 및 작성법 지원
○ (기구) 교육개발센터, 수학교육학습센터, 응용통계연구소, KIRD(연구개발인력교육원) 위탁교육,
학술정보관, 산학협력단 중심의 지원시스템 구축
○ (프로그램) 통계프로그램, 연구실험계획, 연구데이터분석, Lab 협업실습, 과학적 글쓰기, 논문작성법,
프리젠테이션, 연구윤리/연구노트 교육 등

■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확보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 정책 확대
○ 외국인 대학원생 등록금 100% 면제; 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 출신의 대학원생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대학원생 등록금 전액 면제
○ 사업단 소속 외국인 대학원생에게는 전원 장학금 지원 및 지도교수의 연구비로부터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국내 대학원생과 같은 수준의 장학금 수혜 - 국내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없음
○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강좌이수를 의무화
○ 외국인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안내 가이드북 발간 및 배포
○ 외국인 대학원생은 본인 희망시 기숙사 배정에 있어서 우선권 부여하고 있음
○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행사 개최
- Library Day for International Students
- 외국인 신입생을 위한 정보교육 오리엔테이션

■ 대학차원의 인프라 개선 현황
○ 국제화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급격히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기숙사 입사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존 기숙시설을 통한 수용에 한계가 있어 현재 기숙사 신축 및 Out-Campus 기숙사 신축 등의
인프라 개선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자연과학캠퍼스의 기숙사 중 의관을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로 지정 활용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음
○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100% 기숙사 수용 및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자연과학캠퍼스
삼성학술정보관 및 기숙사 신관을 구축 완료하여 국제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함
- 기숙사신관을 준공함으로써 자연과학캠퍼스 외국인학생을 포함한 전 학생의 기숙사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 확보
- 대학원생 전용 기숙사 516실 신축('15)
- 기숙사신관 신축완료: 1,956명 수용 / 지하2층 지상15층 / 2009년 2월 준공
- 삼성학술정보관 신축완료: 지하2층 지상7층 / 연면적 23,742㎡ 규모로 동양 최대의 도서관 신축
○ 외국인을 위한 guest house를 확보하여 해외 석학 방문 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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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단의 연구비전 및 달성 전략

6.1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비전
───────────── BK21PLUS 차세대 선도 물리양성사업단의 연구 비전 ──────────
"상생적 연구 생태계 기반 세계적 수준의 연구"
"순환적 BK21PLUS 시스템의 선도적 실현"

┌───────┒
│
│
│ 1단계 BK21 │
│
│
│
씨앗형
├─>
│
│
│
│
│ 선택과 집중 │
┕━━━━━━━┛

┌───────┒
│
│
│ 2단계 BK21 │
│
│
┨
확산형
├─>
│
│
│
│
│ 선택과 집중 │
┕━━━━━━━┛

┌───────┒
│
│
│ 1단계 BK21 │
│
│
본 사업단│ 나노분야 집중├─>
비전
│
│
│
├─>
│
│
│
├─>
│
│
│ 경쟁력 있는 ├─>
│
분야 집중 │
│
│
│
│
┕━━━━━━━┛

┌───────┒
│
│
│ 2단계 BK21 │
│
│
┨ 나노팀
├─>
│
│
┨ 핵/입자팀
├─>
│
│
┨ 응집/통계팀 ├─>
│
│
┨ 집중 분야의 ├─>
│
확산
│
│
│
│
│
┕━━━━━━━┛

BK21
사업의
목표

┌──
본 사업단
│
제안
↓
┌────────────────────┒
│
│
│
3단계 BK21+
│
│
│
┨
+국제화
+상생적
│
│
연구 생태계 기반 │
│
│
│
│
┕━━━━━━━━━━━━━━━━━━━━┛
│
│
↓
┌───────━━━━━────────┒
│
│
│
3단계 BK21+
│
│
│
┨ + 바이오물리
+ 상생적
│
│ (신규분야육성)
연구 생태계 기반 │
┨ + 천체물리
│
│ (신규분야육성)
세계적 수준의
│
┨ + 신양자상물리
│
│ (기존분야강화)
연구
│
┨ + 각 연구팀 별
│
│ 연구/연구분야
│
│ 세계 경쟁력
│
│
강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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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BK21 사업 결과에 대한 고찰
─────────────────────────────────────────────────
■ BK21PLUS 본 사업단은 지난 BK21 1단계(1999-2005년)와 2단계(2006-2012년)의 성과와 한계 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으며, 이를 거울삼아 3단계 BK21인 BK21PLUS의 연구비전을 확립 하였다.
■ 1단계 BK21사업 목표
1. 우수한 교육-연구 집단에 우수한 석-박사 학생 배치(집중화)
2. 고등인력 양성 체계구축
3. 대학교육 정상화와 안정된 교육-연구 여건 조정
4. 대학정원 감축, 문호개방, 연구경쟁 분위기 조성
■ 2단계 BK21사업 목표
1. 우수한 교육-연구 집단에 우수한 석-박사 학생 배치(집중화)
2. 탈락-재진입의 경쟁적 인력 양성 체계 구축
3. 대학원 특성화 촉진과 경쟁적 연구 분위기 조성
4. 평가관리체계 혁신, 선택과 집중 원칙
5. 산학협력, 국제화 및 국가 균형 발전
■ 모든 일에는 밝음과 어둠이 있듯이 BK21 사업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졌다. 선택과 집중
을 기반으로 한 1단계-2단계 BK21 사업을 통해 국내 연구 기반이 확충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드리워지듯이 BK21 사업 또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아
래의 내용은 BK21 사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대표적인 보고서이다.
1. 긍정적인 평가
"1단계 BK2l 사업은 사업목표 가운데 연구와 인력부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 국
제저널 논문편수와 취업자 및 진학자수에 있어 BK2l 참여대학이 BK2l 미참여대학에 비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 출처: 1단계 BK21 사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백일우, 박경호, 2007년 ]
"2단계 BK21 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과학기술분야 SCI(E)급 논문수 : 지난 6년간 참여교수가 15.7%,
신진연구자가 38.1%, 참여대학원생이 62.8% 증가. 과학기술분야의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
구자의 발표논문 1건당 IF(Impact Factor, 인용지수): 지난 6년간 각 각 37.3%, 42.8%, 31% 증가.
참여대학원생의 취업률: 매년 91% 이상"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
2. 부정적인 평가
"이 논문은 BK21 재정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왔던, 그리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략] 마지막으로 BK21 재정지원 정책의 정치학은 불명확한
목표, 지원 원칙으로서의 선택과 집중, 분야선정과 학문의 양극화, 이공분야에 비하여 홀대되는 인
문사회 분야, 과도한 제도 개혁 요구, 수도권에 비해 홀대되는 비수도권 대학, 국립대학 위주의 지
원정책이라는 일곱 가지 주제로 논의하였다."
[ 출처: BK21 사업 재정지원 정책의 정치학 김병주,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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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K21 사업은 결국 "선택과 집중의 철학에 따른 밝음과 어둠"으로 요약될 수 있다. BK21 사업의 선택과
집중은 마치 수없이 많은 경제 이론들이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경제라는 기본 틀에서 벗
어 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경제 이론이 현실화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무한경쟁시스템인 자본주의3.0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제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생/협력/공존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4.0"에서 알 수 있듯
이 보완책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한다.
■ 또한, 20세기 후반에 제기되었고 21세기의 주요 현안인 지속 가능한 발전 또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
한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87년에 발표된 유엔의 보고서 "우리의 미래"(브룬트란트)였으며, 이에선 '미
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
로 정의되었다. 자연에 생태계가 존재하듯이 연구에도 연구 생태계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 본 연구단의 연구 비전은
───────────────────────────────────
"세계적인 수준의 물리 사업단" (BK21PLUS의 취지)
+
"순환가능한 상생적 연구 생태계" (본 사업단의 보완책)
───────────────────────────────────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위한 사업단 연구팀 구성
─────────────────────────────────────────────────
■ 본 사업단은 1단계 BK21 사업과 2단계 BK21 사업을 통해서 재편된 연구분야를 기반으로하여 3단계 BK21
사업인 BK21PLUS 사업의 연구팀을 아래 같이 구성하고, BK21PLUS 사업을 통해 물리학 분야 아시아 지역
10대 대학, 세계 50대 대학으로 진입하고자 한다.
■ 1단계 BK21 사업(1999-2006)
[ 출처: 1단계 BK21 성균관대학교 물리연구단 최종보고서 ]
1. 선택과 집중을 기반으로 12명의 전임교수가 4개의 세부팀(핵-입자물리 실험연구팀, 핵-입자물리 이
론 연구팀, 강상관계-극저온물리 연구팀, 나노-물리음향 연구팀)을 구성하였으며, 그 중 나노 관련
단일분야에 허용된 자원을 집중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물리연구단을 운영하여왔다.
2. 이와 같이 집중에 기반을 둔 특성화 전략을 통해, 국내 및 국제적으로 탁월한 경쟁력이 있는 나노
연구팀 육성 발전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본 사업단의 국내외 평가 위원들 전원의 일관된 평가이다.
더욱이 본 물리연구단의 나노 관련 분야는 본 대학의 거교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을 받고 있다.
■ 2단계 BK21 사업(2006-2013)
[ 출처: 2단계 BK21 성균관대학교 물리연구단 최종보고서 ]
1. 연구인력의 양적인 확대와 연구 주제의 다변화로 인해 기존 전략의 발전적 수정-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소규모 연구단을 위한 단일 세부분야 집중 육성전략을 대규모 사업단에 적절한 연구
중심핵 다변화 (multi-centers) 전략으로 발전시켜, 임계질량을 갖는 세 개의 세부연구팀으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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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단 구성을 대폭 정비하였다.
2. 이러한 나노물리-응집및통계물리-핵및입자물리 구성은 연구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주제의
다변화와 상호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등을 이끌어 내었다. 그 결과로 핵물리-통계물리-나노물리
분야 교수가 참여하여 World Class University (WCU, 성균관대학교 에너지학과) 유치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International Basic Science (IBS, Center for Integrated Nanostructure Physics) 유치에도 핵심적인 기여를 하였다.

■

BK21PLUS 사업(2013~2019)

○ 연구분야 및 연구팀 구성
1. 연구팀 구성에서도 앞서 기술된 지역대학과의 연구 생태계 구성과 같이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이 미래 지향적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연구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된
다.
2. 다양한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한 이유는 향후 반세기 동안의 많은 문제들이 다양한 분야의 융
합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물리연구단은 2단계 BK21 사업에서 시행된 연구 중심핵 다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형태에서 국제
적인 연구의 흐름을 반영하여 각 연구 중심핵 분야별 미래 지향적인 분야를 육성하는 방안으로 연구
팀을 재편하고자 한다.
4. 미래 지향적인 분야로 핵-입자물리팀에서는 천체물리를, 나노물리팀에서는 바이오물리를 선정하였
다.
5. Farther : 보다 먼 우주를 탐구하여 물리학의 지평을 열 수 있는 천체물리.
6. Wider : 물리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물리학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한 바이오물리.
7. 천체물리와 바이오물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학과-학과 차원에서 관련 분야 교수를 지속적으로 충원하
여왔다. 천체물리 분야에서는 3인의 신임교수를 바이오물리 분야에서는 1인의 신임교수를 충원하여
왔다.
8. 이를 바탕으로 전체 연구팀을 핵/입자/천체팀, 응집/통계팀, 나노/바이오팀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 연구분야 및 연구팀 구성 이유
1. 천체물리와 바이오물리분야가 성균관대학교 물리연구단에서 미래분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아래에 나와 있는 2013년 현재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는 분야별 연구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2. 미해결 문제라는 것은 곧 집중적인 탐구가 필요하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에 기술되어 있는 미래지향적 미해결 분야 살펴보면 현재 물리연구단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잘
나타난다. 기존 핵/입자팀에서는 Cosmology, General relativity, Quantum gravity, Astronomy
and astrophysics 분야의 육성이 필요하며, 기존 나노팀에서는 Biophysics 분야에 대한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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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되어야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구에 대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다는 말은 미래에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에 대한 연구의
경쟁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013년 현체 물리학 분야별 미해결 문제는 아래와 같다.
[ 출처: 위키피디아, 2013 ]
1. Cosmology, and general relativity ─────────────────────────────
Cosmic inflation, Horizon problem, Future of the universe, Gravitational wave, Baryon
asymmetry, Cosmological constant problem, Dark matter, Dark energy, Dark flow, Ecliptic
alignment of CMB anisotropy, Shape of the Universe
2. Quantum gravity ──────────────────────────────────────
Vacuum catastrophe, Quantum gravity, Black holes-black hole information paradox-black hole
radiation, Extra dimensions, The cosmic censorship hypothesis-the chronology protection
conjecture, Locality
3. High energy physics/particle physics ───────────────────────────
Higgs mechanism, Hierarchy problem, Magnetic monopoles, Proton decay-spin crisis,
Supersymmetry, Generations of matter, Electroweak symmetry breaking, Neutrino mass,
Confinement, Strong CP problem-axions
4. Astronomy and astrophysics ────────────────────────────────
Accretion disc jets, Coronal heating problem, Diffuse interstellar bands, Gamma ray bursts,
Supermassive black holes, Observational anomalies, Supernovae, Ultra-high-energy cosmic ray,
Rotation rate of Saturn, Origin of magnetar magnetic field, Space roar
5. Nuclear physics ─────────────────────────────────────
Quantum chromodynamics, Nuclei-Nuclear astrophysics, Island of stability
6. Atomic, molecular and optical physics ──────────────────────────
Hydrogen atom
7. Condensed matter physics ─────────────────────────────────
Amorphous solids, Cryogenic electron emission, High-temperature superconductors,
Sonoluminescence, Turbulence, Topological order, Fractional Hall effect, Bose?Einstein
condensation for general interacting system, Liquid crystals
8. Biophysics ────────────────────────────────────────
Synaptic plasticity, Axon guidance, Stochasticity-robustness to noise in gene expression,
Quantitative study of the immune system
9. Other problems ──────────────────────────────────────
Entropy (arrow of time), Quantum mechanics in the correspondence limit (sometimes called
Quantum chaos), Physical information, Theory of everything ("Grand Unification Theory"),
Yang-Mills theory,Quantum Computation, Dimensionless physical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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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력/공존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4.0"과 같은
"순환적 BK21PLUS 시스템의 선도적 실현"
─────────────────────────────────────────────────

■ 물리학 측면에서 보면 과도한 선택과 집중은 장기적으로 물리학 자체의 저변 확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물리학 전공자들의 사회 진출을 제한하게 된다. 그 예로,

1. 전국 대학교들 중 물리학과 관련된 학과들이 없어지거나 이름을 변경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 물리학을 전공하는 절대 학생들의 인원수가 줄게 되고 순차적으로 물리학 저변이 축소되게 된다.
3. 현실적으로 물리학을 전공할 후학들이 교수로써 본인의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자리가 축소된다.
4. 물리학 전공자들의 축소로 사회전반에 대한 물리학의 기여가 제한되고, 이는 악순환이 되어 학생들
에게 제공되어야 될 물리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를 제한한다.
5. BK21PLUS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물리학 계열의 교수들의 창의적 아이디가가 발산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한다.
■ 이러한 시대상과 물리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건전한 연구 생태계를 기본으로 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육성"을 3단계 BK21 사업인 BK21PLUS 본 사업단의 연구비전으로 선정하였다.
아래와 같은 기본철학을 통해 "건전한 연구 생태계를 기본으로 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육성"을 실현
하고자 한다.
1. 세계적 주순의 연구 육성에 대한 비전을 BK21PLUS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또는 선정되지 않은) 지역
대학들과 공유.
2. 지역대학들과의 상시적 의견 교환을 통한 건전한 연구 생태계 설계.
3. 건전한 연구 생태계 확립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BK21PLUS 본 사업단에서 제공.
4. 확립된 연구 시스템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조건 없이 공유.
■ 위와 같은 건전한 생태계 구현은 아래에 기술될 BK21PLUS 본 사업단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 육성
비전들의 근간이 되며, 아래의 예와 같은 대표적인 형태로 융합적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1. 단순한 창의적 인재를 넘어 - 건전한 연구 생태계에 대한 철학 등의 균형적 사고를 가진 창의적 인
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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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한 연구 경쟁 시스템을 넘어 - 연구의 형평성-다양성-순환가능성을 기본으로 한 연구 생태계를
확보하여 창의적 연구의 태동을 저해하지 않은 건전한 경쟁 시스템 구현.
■ 본 사업단은 BK21PLUS 사업을 통해 건전한 연구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세계적 연구 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며,
───────────────────────────────
"상생/협력/공존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인 자본주의4.0"과 같은
"순환적 BK21PLUS 시스템의 선도적 실현"을
───────────────────────────────
보다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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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 BK21PLUS 의 차세대 선도 물리양성사업단 비전의 실행 전략 ───────────
"상생적 연구 생태계 기반 세계적 수준의 연구"
"순환적 BK21PLUS 시스템의 선도적 실현"
───────────────┬───────────────────────────────
기존
│
본 사업단 실행 전략
───────────────┼───────────────────────────────
│
연구 관련 절대 수치 기반
│
연구의 효율성-다양성-순환시스템 기반
경쟁력 강화
│
경쟁력 강화
│
───────────────┼───────────────────────────────
│
공동 연구시설 기반 연구
│
신임교수의 핵심 역량 실현에 사업단/학교 재원의 집중
│
(예, 신임교수 연구 관련 세계적 경제력 있는 핵심 장비
│
1개를 부임 후 2-3년 내에 설치 완료하도록 지원하여
│
신선한 연구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격려)
│
↓
│
개인 교수별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
연구 분야의 경쟁력 제고
│
↓
│
개별 교수들 간의 다양한 형태의 공동 연구 강화
│
(연구 아이디어의 다양성 확보)
│
↓
│
아이디어 보호 중심의 연구 분위기 확산
│
(예, 연구시설이 없는 신임교수의 아이디어가
│
경쟁력 있는 핵심 연구시설를 보유한 기존
│
교수들의 지원으로 발현되도록 함)
───────────────┼───────────────────────────────
연구비 절대 수치 향상
│
연구비 효율성 부분 보완
│
(예, 연구비 당 우수실적 향상)
───────────────┼───────────────────────────────
│
BK21 선정 대학 중심
│
BK21 선정 대학과 비선정 대학간의 상생적 협력 체계 구축
│
(예, 비선정 대학의 우수 연구 아이디어가 선정 대학의
│
경쟁력 있는 핵심 연구시설을 통해 발현될 수 있도록
│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
제안된 아이디어의 Originality 보호를 최우선으로 함)
───────────────┼───────────────────────────────
│
단절된 집중 시스템
│
상생을 통한 순환적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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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연구팀 별 육성 방안 ────
■ 천체물리학(Astrophysics) 분야 (핵/입자/천체팀)
○ 연구팀 내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신규 분야로 선정
■ 바이오물리(Biophysics) 분야 (나노/바이오팀)
○ 연구팀 내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신규 분야로 선정
■ 극한 물성 물리 분야 중 신양자상(hidden quantum phase) 분야 (응집/통계팀)
○ 연구팀 내 기존 분야 중 집중 육성 분야로 선정
─────────────────────────────────────────────────
연구 비전에서 기술된 봐와 같이 BK21PLUS 물리연구단은 핵/입자/천체팀, 나노/바이오팀, 응집/통계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입자/천체물리팀에서는 신규 분야로 천체물리를, 나노/바이오팀에서는 신규 분야로
바이오물리를, 응집/통계팀에서는 기존 분야 중에서 신양자상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집중 육
성하고자 한다.
■ 천체물리학(Astrophysics) 분야 (핵/입자/천체팀)
- 연구팀 내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신규 분야로 선정
○ 연구의 개요
21세기는 핵 및 입자물리학 그리고 우주론 분야의 획기적인 발견과 함께 시작되었다. 최근 거대강입자
충돌장치(Large Hadron Collider, LHC)에서 힉스 입자를 발견하게 되어, 기본 입자의 질량과 상호작용
에 대한 근원적 이해에 다가가게 되었으며, 인공위성을 이용한 새로운 우주배경복사 (Cosmic Microwave
Background Radiation, CMBR)의 정밀 탐사 실험과 제1a형 초신성 (SupernovType-1a)의 후퇴속도 측정
실험을 통해 우주의 에너지 구성과 진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21세기에 이르러 드디어
핵,입자 물리학과 우주론 및 천체 물리학 분야는 각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분야 간 시너지를 일으키며
우주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그 운명에 대해 정밀한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추진전략
1. 본교 물리학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천체물리학과 핵입자 물리학 분야의 선도적인 위
치를 점하여 아시아 10대 물리학과, 전 세계 50대 물리학과로 발돋음하기 위해 교육 및 연구 프로그
램을 확충 발전시키려 한다.
2. 세계 최대의 중성미자 망원경 실험인 IceCube의 정식 멤버로 참여하여 우주로 부터 날아오는 중성미
자를 통해 암흑물질 이론과 탐색을 연계한다.
3. Cream등 인공위성에 바탕한 우주선 탐색 실험을 통해 천체물리학적 고에너지 입자와 암흑물질의 쌍
소멸 과정을 탐색한다.
4. 초기우주 핵생성 과정과 관련 한국형 중이온가속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우주에서 발견되는 핵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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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성률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탐구를 하고자 한다.
5. 이 모든 과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새로운 현상을 새로운 물리학으로 이해하는 이론적
연구를 수행고자 한다.
6. 단일 물리학과에서 이 처럼 다양한 방법론과 분야에서 최첨단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내 유일을 자랑하며, 나아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 자라날 바탕을
이미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7. 천체물리학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수를 충원하여 현재 3명의 한국인 교수와 1명의 외
국인 교수를 특채 및 공채로 채용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 바이오물리(Biophysics) 분야 (나노/바이오팀)
- 연구팀 내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신규 분야로 선정
○ 연구의 개요
생물물리학은 정량화 가능한 물리학적인 적용방법을 생명을 가진 생물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생명 현상
의 본질을 물리적인 법칙이나 물질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으로서 생물체의 분자, 특히 고
분자의 물리적 구조나 성질을 규명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왓슨과 크릭의 X선을 이용한 DNA 나
선구조 규명과 같은 중요한 업적 등이 있지만 단순한 물질계에 대해 원리의 통일성과 일반성을 기반으
로 하는 정량적 학문의 물리학과 생체계에 대해 다양성과 특수성을 정성적으로 기술하는 생물학의 접근
방법의 상의성에 따른 근본적인 영향으로 생물물리학은 아직 미지의 신세계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 추진전략
1. 본 물리학과에서는 지난 10여년간 핵/입자/천체, 고체/통계, 그리고 나노/바이오 분야를 연구의 중
점분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수반한 결과로서 지난 2차년도 BK21 사업에서 물리분야
최상위권을 유지하였다.
2. 고체/통계와 나노/바이오 연구분야를 기반으로 하는 생물물리학 분야 육성은 앞으로 진행하게 될
BK21 PLUS 사업을 통하여, 차세대 물리학연구 분야의 저변확대 뿐만이 아니라 선도물리 분야 발굴을
통하여 글로벌 리딩 물리학과로써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3. 생명현상의 근본인 핵산, 단백질, 세포, 뉴런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현상의 메커니즘을 정량화 및
모델링이 가능한 물리적인 접근방법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4. 핵산, 단백질의 물리적인 특성연구, 단백질의 안정성 모델링을 통한 분자단위 모드 분석, 핵산
배열에 따른 논리연산, 그리고 electrochemical signal process를 이용한 뇌의 network 연구 등을
바이오물리 분야에 있어 중점 연구분야로 선정하여 미개척분야의 선도 물리 연구를 주도하고자
한다. 이는 신진교수의 전폭적인 지원(학과지원 1억, 학교지원 2억)을 통한 조기정착을 통하여
바이오물리의 가시적인 연구실적을 BK21PLUS 사업 초기에 확보하고자 한다.
5. 물리적 관점에서의 생명현상 연구는 고체/통계/나노 분야와 융합하여 바이오 기반 소자, 센서, 칩
개발 뿐만이 아니라 신약물 개발 등 의학적인 연구에서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2013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유치한 IBS 뇌과학이미지연구단 (Center for Neuroscience Imaging
Research) 단장의 학부 전공이 물리학일 뿐만 아니라, NMR을 기반으로 한 뇌과학이미지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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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접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본 물리사업단은 IBS 뇌과학이미지연구단과 상호 연계
하여 물리기반 생리학분야 교수를 충원과 바이오물리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
다.
6. 바이오물리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수를 충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지난 2008년
나노바이오물질 분야 1명의 교수를 채용하였다. 2013년 6월 현재 물리기반 생화학 및 생리학분야
전공 교수를 특별채용하기 Harvard Medical School의 연구원 2명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다.
■ 극한 물성 물리 분야 중 신양자상(hidden quantum phase) 분야 (응집/통계팀)
- 연구팀 내 기존 분야 중 집중 육성 분야로 선정
○ 연구의 개요
물질이 한 상태 혹은 상에서 다른 상태로 상전이가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무질서한 열
운동이 주요한 원인이 된다. 온도를 올렸을 때 얼음이 녹게 되는 현상 혹은 강자성 물체인 철이 그 자
석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고전 상전이에 대한 연구는 통계학적
접근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잘 이해되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온도가 절대 영도에 접근할 때
새로운 상전이 현상이 관측되었다. 고전 상전이가 열에 의해 일어나는 것과는 달리, 절대 영도에서 발
생하는 상전이는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적 불확정성 원리로 인한 양자요동 혹은 영점요동에 의해 일
어난다. 양자 상전이에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들은 고체를 형성하는데 근간 원리가 되었던 란다우-페
르미 액체 (Landau-Fermi liquids)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며 전혀 새로운 양자 액체(quantum liquids)
가 필요하다는 것이 최근의 실험들을 통하여 밝혀졌다. 일반 금속물질의 보증서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은 i) 온도로 나누어준 비열 값이 일정 하며 ii) 전기저항이 온도의 제곱에 비례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양자 상전이 물질들은 온도로 나누어준 비열이 더 이상 일정치 않고 발산현상을 보이며 또한
전기저항도 온도의 제곱에 비례하지 않는다.
양자 임계점에서 나타나는 양자요동은 물리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학문적 중요성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실제 삶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양자효과는 절대 영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유한 온도에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고온 초전도체의 경우 란다우-페르미 액체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고온에서 절대온도 1000도까지도 나타나며 물질의 성질을 결정한다. 즉, 양자 요동이
인류에 필수적인 물질들을 디자인하며 예측성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청사진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절대 영도 상전이에 나타나는 새로운 양자 액체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들이 경주되어왔다.
그러나 어떤 이론도 실험적 결과들을 완벽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상 물질들은 양자역학적으로
스스로 조직화되어 어떤 특정한 상태를 나타내며 그리고 이 상태는 보편적 저 에너지 행태로 잘
설명이 된다. 조직화 원리로 말미암아 정상 물질은 외부의 건드림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물질의 특성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상 금속물질을 설명하는 란다우-페르미 액체 그리고 초
유체의 보편적 성질 등을 그 일례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연속적 양자 상전이가 나타나는 양자 임계점
에서 물질들은 또 다른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물질들과 달리 약간의 건드림에 대해서도 쉽게
영향을 받으며 그 바닥상태들이 바뀐다. 즉, 양자 임계물질에서 실험적으로 관측되는 바닥상태들은 진
실한 안정된 상태가 아니며 오히려 중간에 위치한 준안정 상태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어미 물질이 반
강자성체인 고온 초전도체는 이러한 성질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근 중성자 실험을
통하여 양자 임계점이 초전도 상태 안에 존재할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그리고 초전(superconducting
dome) 위의 표준 상태가 란다우-페르미 액체로서 설명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거시적 양자상태인
초전도가 광범위한 제어변수 영역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양자 임계점에 나타나는 진실한 바닥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 설령 초전도를 파괴하여 양자 임계점에 도달하였다 할지라 도 외부적 건드림으
로 인하여 이미 양자 임계점의 특성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실한 안정된 상을 조사하는 것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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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불가능하다. 즉, 설령 양자 임계점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만들었을 지라도 이것의 유효성을
가름할 적절한 실험이 불가능한 모순성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성은 양자 임계물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액체를 설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양자
임계점 근방에서 보이는 초전도와 양자요동의 관계성을 조사하는데 이론적, 실험적 첼린지가
되었으며 21세기 미해결 문제의 하나로 남게되는 요인이 되어왔다.
○ 추진전략
1. 응집물리 분야에서 새로운 물리 현상를 탐구할 수 있게 하는 근간 중 하나는 새로운 양자상을
실험적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2.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극저온-고자기장-고압 장비 구축을 통해서 절대 영도 근처에서 다양한
조건에서 존재할 수 있는 신양자상을 실험적으로 추척하고자 한다.
3. 새로운 특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신물질을 자체적으로 성장시켜 신양자상의 실험적 발견을 가속화
하고자 한다.
4. 관련 이론 분야를 강화시켜 신물질 설계와 실험 결과의 물리적 해석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5. 새로운 양상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수 충원에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양자 상 측정 분야 교수
1인, 신물질 성장 교수 1인을 충원하였고, 향후 지속으로 교수 충원에 노력하고자 한다.
6. 새로운 양자 상 측정 분야 교수는 신임교수 채용 시 지원받은 3억원의 Start-Up Fund를 기반으로
2012년 창의연구단에 선정이 되어, 본 연구분야가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7. 2012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유치한 IBS 나노구조물질연구단 (Center for Integrated Nanostructure
Physics)과 연계하여 벌크물질인 3차원 물질에서부터 나노물질인 저차원(2차원-1차원-0차원) 물질에
이르는 다양한 신물질들에서의 새로운 양자상 발견과 원리 규명 연구를 수행하고자하며, 관련 분야
국제적 연구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
──── 국제적인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구축 ────
■ 아시아지역 주요 대학 네트워크(Asian Leading University Network) 구축
■ 연구팀별 정기적인 국제 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개최
■ 국제적 공동연구(International collaboration) 지원
─────────────────────────────────────────────────
국제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술된 우수 교수 충원 및 지원, 연구 인프라 구축 이외에도,
점점 더 빨리지는 연구의 발전을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최신 연구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 아시아지역 주요 대학 네트워크 구축(Asian Leading University Network)
[ 제출증빙자료 6.1: 아시아 주요 대학에 보낸 협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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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후 세계 경재가 유럽/미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과
학과 문화는 경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것 또한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
실이다.
2. 과학 핵심 분야도 장기적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자연스럽게 예상이 된다. 이러한 변화
를 주도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과학 분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4개 국가(한국,
중국, 일본, 싱가폴)의 핵심 대학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
다.
3. 컨소시엄을 통해 국제저널 창간, 인적교류, 물적교류 등 다양한 연구관련 부분들이 구축되어 질 것
으로 생각이 되며, 정기적인 온라인/오프라인 컨소시엄 기반 회의를 통해 각 국가에게 부합이 되며
아시아 지역 전체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4. 구체적인 계획들은 컨소시엄 회의 등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5. 중국 2개 대학, 일본 1개 대학, 싱가폴 1개 대학과 논의 중에 있으며, 중국 북경대학의 물리학과 학
과장인 Xincheng Xie 교수와는 이미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제출증빙자료 6.2: 북경대 학과장인 Xincheng Xie 교수의 회신 ]
6. 컨소시엄 구축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성균관대학교 GT-10(매년 5억, 2012-2020) 프로그램에서 지원
할 계획이다.
■ 연구팀별 정기적인 국제 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개최
1. 최신 연구 분야의 정보를 주도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국제 학회를 사업단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디어, 2011년 부터 개편된
세 개의 물리연구팀인 핵/입자/천체팀, 나노/바이오팀, 응집/통계팀은 팀 별 국제심포지엄을 교내
GT10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개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 핵/입자/천체팀:
SKKU Symposium on Astrophysics and Cosmology: from Particle to Universe
- 일시: 2012. 8. 30 - 9. 1
- 장소: SKKU Samsung Library Auditorium
- 초청 연사: 외국 연사 15명, 국내 연사 12명
- 총 60여명 참석
- 심포지움 홈페이지: http://astrophysics.skku.edu/SISAC201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vy Electrons and Novel Quantum Phases
- 일시: 2012. 7. 5 - 7. 7
- 장소: 경주 교육문화회관
- 초청 연사: 외국 연사 24명, 국내 연사 5명
- 심포지움 홈페이지: http://physics.skku.ac.kr/symposium/symposium2012.html
2. 응집/통계팀:
SKKU-APCTP International Symposium on Heavy Electrons and Novel Quantum P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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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1. 8. 16 - 8. 18
장소: 성균관대학교 Auditorium
초청 연사: 외국 연사 6명, 국내 연사 9명
심포지움 홈페이지: http://physics.skku.ac.kr/symposium/symposium2011.html

The 5th Asia-Pacific Conference on Few-Body Problems in Physics
- 일시: 2011. 8. 22 - 8. 26
- 장소: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 초청 연사: 외국 연사 26명, 국내 연사 34명
- 총 131명 참석
- 심포지움 홈페이지: https://www.apctp.org/conferences/2011/APFB2011/
3. 나노/바이오팀:
1st International Workshop on Convergence in NanoScience
- 일시: 2012. 11. 5 - 11. 7
- 장소: 성균관대학교
- 초청 연사: 외국 연사 9명, 국내 연사 12명
- 심포지움 홈페이지: http://physics.skku.ac.kr/workshop/IWCN2012/workshop.html
4. 2013년 이후에도 매년 관심 연구주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국제학회를 주최할 계획이다.
5. 국제 학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성균관대학교 자체적으로 선정한 GT10(매년 5억, 20122019) 프로그램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2011년부터 개최된 5개의 국제 학회 또한 GT10 프로그램에서
지원하였다.
■ 국제적 공동연구(International collaboration) 지원
1. 해외 현지 연구실을 구축하여 본 사업단 소속 교내 연구실에서 수행하기 힘든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해외 연구소 및 대학과 연구 클러스터 구성구성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이미 4개의 현지 연구실
구축을 통해 실현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 참고: 본 사업단 신청서 8.1.1.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실적 ]
2. 국제 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연구, 장단기 대학원생 파견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
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참고: 본 사업단 신청서 8.1.1.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실적 ]
3. 장기해외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장기 연수의 경우 결과 논문의 학술지 게재 및 연수 보고서 사업단
제출, 단기 연수이 경우 귀국 후 학회 참석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 하고자 하였고, 본 제도를
유지 보완하고자 한다.
4. 상시적 해외석학 장-단기 초빙을 위해 숙소, 연구실, 체재비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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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인력 유치 및 지원 방안 ────
■ 우수 신임교원 확보 전략 및 우수 교수 지원 방안
○ 신임교수의 연구에 필요한 핵심기자재를 단기간에 확보하게 하여 우수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단-학교에서 우선적 재정 지원
○ 정착지원비를 사업단-학교-협력연구센터을 통해 실험 신임교수의 경우 최대 3억원을
지급하고자 한며, 이론 신임교수의 경우 계산클러스터 구촉 지원 및 신진연구인력
우선적 지원
■ 우수 신진연구인력 유치 전략 및 우수 신진연구인력 지원 방안
○ 'Network 기반 전주기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구소 연구원 또는 대학교 교수로써 학계 리딩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
○ BK21PLUS에서 제공하는 기본 인건비 이외에 개별 연구실에서 의무적으로 50만원/월 지급
■ 우수 대학원생 유치 전략 및 우수 대학원생 지원 방안
○ 우수 박사과정생 및 박사학위자를 위해 'Network 기반 전주기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학계 리딩
연구자 육성 방안 마련하고자
○ BK21PLUS 장학금 외에 개별 연구실에서 의무적으로 최소 40만원/월 추가 지급
─────────────────────────────────────────────────
■ 우수 신임교원 확보 전략 및 우수 교수 지원 방안
1. Brain Pool 구성을 통한 우수신임교원의 후보자인 우수연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한다. 본
제도는 2단계 BK21 사업에서 부터 꾸준히 유지하여 왔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2. 신임교수의 연구에 필요한 핵심기자재를 단기간에 확보하게 하여 우수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단-학교에서 우선적 재정 지원하고자 한다.
[ 참고: 본 사업단 신청서 9.2.4 사업단 국제저명학술지 우수 논문 향상 계획 ]
대표적인 사례로서
- 2013년 임용된 Carsten Rott 교수 및 최우석 교수에게 정착지원금 각각 3억 지급
(학교 1억, 학과 2억)
- 2012년 임용된 박일흥 교수에게 정착지원금 3억 지급 (학교 2억, 학과 1억)
- 2008년 임용된 박두선 교수에게 정착지원금 3억 지급 (학교 2억, 학과 1억)
- 2008년 임용된 박두선 교수는 정착지원금을 통해 핵심기자재인 Dilution Fridge를 빨리 확보하여
조기에 정상적인 연구에 돌입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창의연구단에 선정되어 우수한 연구를 수행중이다. 이는 신임
교수에 대한 적극적 재정지원이 우수한 연구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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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연구자들의 연구력을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Start-Up Fund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4. 정착지원비 마련(대학 본부 정착연구비, 성균관대학교 GT-10 프로그램, IBS 뇌과학이미지연구단,
IBS 나노물질구조연구단, 물리연구단 소속 연구소 연구비)을 통해 실험의 경우 최대 3억원을 지급하
고자 한며, 이론의 경우 계산클러스터 구촉 지원 및 신진연구인력 우선적 지원을 하고자 한다.

5. 연구 특성에 따른 승진 및 정년 보장심사 트랙의 다양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예, 논문 편 수는 적으나 IF가 높거나 피인용횟수가 많은 논문이 있는 경우의 트랙을 신설하였음)
[ 참고: 본 사업단 신청서 9.2.4 사업단 국제저명학술지 우수 논문 향상 계획 ]
5. 우수논문 인센티브 제공, 연구공간 우선 제공, 시수감면 등을 통해 연구의욕 고취와 연구환경 개선
하고자 한다. 본 제도는 2단계 BK21 사업에서 부터 꾸준히 유지하여 왔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고자 한다.
6. 창업지원, 특허출원 및 등록 지원 등을 통해 응용연구의 경우 기술의 상업화 및 Initiative 유지 지
원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예: 정동근교수-(주) 티에프바이오 (사업자등록번호: 135-86-13576) 벤쳐 창업]
[ 참고: 본 사업단 신청서 10.4 산학간 인적 및 물적 교류 ]
7. SKKU-Fellowship 선정 및 지원을 통해 국내 최고 또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교수에 대하여 연간
4인 이내 범위에서 SKKU-Fellowship 선정 및 특별연구비 지원과 명예 부여 및 책임 시수 감면 등이
부여되므로 우수 교수 영입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8. 고가 장비 구입 시 다년 상환이 필요한 경우 학교가 보증하거나 대부해 주는 Mortgage-loan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9. 우수 신임교원에게는 학과 차원에서 연구비 관리 등을 위한 행정인원을 지원하고자 한다.
(현재 4명의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확대할 계획)
■ 우수 신진연구인력 유치 전략 및 우수 신진연구인력 지원 방안
(아래 제도의 대부분은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 참고: 본 사업단 신청서 4.3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계획 ]
1. BK21PLUS 성균관대학교 물리연구단에 임용된 신진연구인력에게는 BK21PLUS에서 제공하는 기본 인
건비 이외에 개별 연구실에서 의무적으로 50만원/월 지급할 계획이다.
2. Network 기반 전주기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구소 연구원 또는 대학교 교수로써 학계 리딩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3. 성균관대학교 GT10 프로그램, IBS 뇌과학이미지연구센터, IBS 나노물질구조연구센터와 연계하여,
제한된 BK21PLUS 신진연구인력 충원을 보완하고자 한다.
4. 매년 우수 연구자를 선발하여 인센티브 지급하고자 한다.
5. 독립된 연구를 위한 연구비 수주를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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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원 전용 사용 공간 지원을 지원하고자 한다.
7. 연구에 전념토록 연구원에게 연구외의 강의, BK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일체 불허할 방침이다.
■ 우수 대학원생 유치 전략 및 우수 대학원생 지원 방안
(아래 제도의 대부분은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 참고: 본 사업단 신청서 3.1.2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
1. 인원구성의 기본 방안
- 장기적으로는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대학원생 수의 증가를 꾀하기 보다는, 석사에서 박사과정으로
가는 진학률을 높여갈 것이며, 120명 정도의 대학원생 수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우수한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연구단의 연구 역량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석-박 연계트랙 장학제도 발전적 확대 및 학석연계과정 활성화 하고자 한다.
- 외국인 대학원생의 증가에 따른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하고자 한다.
- 박사과정생 70%에게는 충분한 학비 + 생활비를 제공 하고자 한다.
(BK21PLUS 장학금 외에 개별 연구실에서 의무적으로 최소 40만원/월 추가 지급)
2. 인센티브 제도
- 우수 박사과정생 및 박사학위자를 위해 'Network 기반 전주기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학계 리딩
연구자 육성 방안 마련하고자 한다.
(PRL 등을 출판한 우수 박사과정학생이 박사학위 후 박사후연구원 기간을 지나
국립연구소 연구원 또는 대학교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참고: 본 사업단 신청서 3.1.2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
- 우수논문상 수상자 성과급 지급하고자 한다.
- 최우수 졸업논문상 수상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영구 기록하고자 한다.
- 코어과목 성적 최우수자 성과급 지급하고자 한다.
- 졸업시험 최우수자 성과급 지급하고자 한다.
- 논문업적 및 학술회의 발표실적에 따른 국제학회 참가지원 우선수위 결정하고자 한다.
- 우수대학원생에게 장기해외연수 우선순위 부여하고자 한다.
- 우수논문 출판에 대한 성과급 지급하고자 한다.
- 영어 졸업논문 작성 및 졸업논문 영어 발표에 대한 성과급 지급하고자 한다.
3. 홍보의 입체화 및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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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연구단-자연과학부-자연과학캠퍼스의 단계적, 종합적, 입체적인 홍보르 하고자 한다.
- 온라인(홈페이지)-오프라인(홍보책자, News Letters발간)을 통한 홍보의 다각화하고자 한다.
- 물리학과 졸업생들의 분야별 Network 구성을 통하여 지속적 졸업생 관리 및 재학 중인 대학원생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과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리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물리학 저변확대 및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충원하고자 한다.
- 외국 유명 연구소와 대학에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교수 채용공고와 물리연구단 홍보를 담은
영문책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우수인력 확충 및 물리연구단 홍보 강화에 노력하고자 한다.
- 해외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홍보전략 구축하고자 한다.
─────────────────────────────────────────────────
───── 순환 가능한 상생적 연구 생태계 구현 ─────
■ 신뢰기반 시스템
■ 모델 시스템 구축 (경기-인천지역)
■ "상생적 연구 생태계"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된 BK21 프로그램으로의 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현
─────────────────────────────────────────────────
■ 신뢰기반 시스템
1. 따뜻한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자본주의4.0을 구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정책보다 일
관성 있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일관성 있는 정택을 통해 관련 집단 간 상호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성균관대학교 물리연구단은 신뢰구축을 위해 BK21PLUS 선정과 상관없이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자 한다.
4. BK21PLUS에 선정되는 경우는 BK21PLUS 사업+성균관대학교 GT10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
는 성균관대학교 GT10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하여 건전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모델 시스템 구축
1. 본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생적 연구 생태계 유지의 모범사례를 실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모델시스템의 일환으로 본 연구단은 경기지역 대학인 경기대학교 전자물리학과와 인천지역 대학인
인천대학교 물리학과와 양해각서를 채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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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증빙자료 6.3: 성균관대 물리학과-경기대 전자물리학과 양해각서 ]
[ 제출증빙자료 6.4: 성균관대 물리학과-인천대 물리학과 양해각서 ]
3.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본 연구단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국제수준의 교육-연구-국제네트워크 시스템
에 대한 의견교환, 대학 간 공동연구가 가능한 신진연구인력의 경우 공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
든 경비 및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를 본 물리연구단에서 전액 지원, 구축된 시스템을 온-오프라인으로
조건없이 공유이다.
4. 모델 시스템이 잘 운영되어 상호간의 신뢰가 구축된다면 보다 다양한 형태로 연구-교육 부분의 협력
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 건전한 연구 생태계는 BK21 프로그램이 BK21 프로그램에 선정된 대학/학과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전국의 모든 대학/학과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 자연스럽게
필수적인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된다.
■ 본 연구단에서 추진하는 "상생적 연구 생태계"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된 BK21
프로그램으로의 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현해보고자 한다.

─────────────────────────────────────────────────
───── 대학 차원의 지원 시스템 ─────
■ 교내 Global Top 10 (GT10) 프로그램을 통해 년간 5억원을 2006년~2019년가 지원 받음
■ BK21PLUS 사업단 연구비의 20%에 해당하는 대응자금을 사업기간 동안 지원 받음
■ BK21PLUS 사업동안 년간 최소 1인의 신임교수 충원을 지원 받음
─────────────────────────────────────────────────
■ 1단계 BK21
[ 참고: 1단계 BK21 성균관대학교 물리사업단 최종보고서 ]
- 대학 자체 특성화 전략 (VISION 2010) (1999~2006)
- 물리연구단은 2000년에 교내 특성화사업단으로 선정
- 매년 BK사업비의 30%에 달하는 특별 예산지원을 받았음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신진연구인력 지원,
연구보조인력 지원, 신임교수 start-up 펀드 지원 등)
■ 2단계 BK21
[ 참고: 2단계 BK21 성균관대학교 물리사업단 최종보고서 ]
- 대학 대응자금 20%로 확대 지원
- 경기도 지자체 R&D 대응자금 20%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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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자금을 통한 (국내외 우수학자 유치, 대학원생 생활비, 우수대학원생 유치, Post-doc 제도
대폭 확대)
- 전임교원을 특성화 분야에 우선적으로 신규 T/O 배정.
■ BK21PLUS
- 2012년에 대학 차원의 국제 경쟁력을 가진 10개 분야(Global Top 10, GT10)를 선정하였다.
- 물리연구단은 2012년에 GT10에 선정이 되어 2012부터 9년간 매년 5억원을 지원받아 물리연구단의 국
제화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제출증빙자료 6.5: 성균관대 물리학과 GT10 선정 내역 ]
- GT10 프로그램은 앞서 기술된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국제 학회 개최, 우수 신임교원 충원, 우수 신
진연구인력 충원, 석학 초빙, 초청-기조 강연 등)을 보다 내실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향후에 추친
될 프로그램(아시아 대학 네트워크 구축, 경기-인천지역 대학 연구 생태계 시스템, 고액 실험장비 구
입 지원)에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매년 최소 1인의 신임교수를 서정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 참고: 본 사업단 - 성균관대학교 제도혁신 및 지원 영역 ]
─────────────────────────────────────────────────
───── 산학연 연계시스템 ─────
■ "커넥트 경기도"를 구축하여 경기지역 산학연구의 순환적인 상생적 시스템 구현
─────────────────────────────────────────────────
■ 산학연 공동연구팀 구성
[ 참고: 본 사업단 신청서 10.2 산학협력 연구의 우수성 ]
[ 참고: 본 사업단 신청서 10.3 산학간 인적 물적 교류 ]
1. 경기 지역 및 타 지방 중소규모 연구소/산업체의 우수한 연구 인력들과의 공동 연구팀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과제 아이디어 도출 단계부터 시작하여 경기도 및 중앙 정부 R&D 과제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활발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커넥트 경기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
■ 산학관 협동으로 지역발전의 중요한 성장엔진으로 육성
[ 참고: 본 사업단 신청서 10.2 산학협력 연구의 우수성 ]
[ 참고: 본 사업단 신청서 10.3 산학간 인적 물적 교류 ]
1. 성균관대학교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도내에 각종 국가 중추
산업과 대학이 밀집한 우수한 지역 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이 지역 산업 발전에 있어 그
위상에 걸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
2. 본 연구단은 BK21PLUS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앞으로 성균관대 물리학과를 중심으로 지역 내 산업체 및
연구 기관을 아울러 지역내 연구 개발 기술 역량을 집적하여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기초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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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용화에 주력하여 지적 재산권을 확보, 지역 사회를 첨단 과학 단지로 발전 육성시키고자 한다.
3. 이를 토대로 성균관대의 연구 및 교육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기도-성균관대-지역첨단산업이
하나가 되는 연계조직을 구성 지역 발전의 중요한 성장 엔진으로 커갈 수 있도록 육성시키고자
한다.
─────────────────────────────────────────────────
미참여교수 및 대학원생 지원
─────────────────────────────────────────────────
■ 사업참여 교수 비율은 70%정도한 이유 : 물리연구단의 경우 1-2단계 BK21사업부터 참여교수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다. 따라서 BK21PLUS 사업에서 참여교수 70% 이상 조항도 물리학과 및
물리연구단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결정하였다.
■ 물리연구단에 참여하지 않는 물리학과교수의 대학원 학과에 역할 : 물리연구단은 연구와 대학원 교육이
일치되는 track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참여교수와 미참여교수가 함께 track의 대학원 교육을 운영
하면 교육효과가 극대화된다. 이점이 바로 참여교수와 미참여교수간 경쟁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
학 물리학과 구축이라는 공동목표를 얻기위한 수단으로써 선의의 것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연구력의
면에서도 결국은 물리학과 전체가 극대화되기 위한 방법으로서 경쟁체제가 운영되어야 한다. 만약 물리
연구단에서 향상된 연구실적이 미참여교수의 실적감소로 제로섬이 되거나 네거티브섬이 된다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미참여교수의 연구신장이 다시 대학원 교육에 feedback이 될것이 분명하므로,
충분한 연구실적을 내면 경쟁을 통해 매년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물리연구단은 시행한다.
■ 사업 미참여 교수 지도학생 관리 대책 : 미참여교수 지도학생의 관리는 대학원교육의 정상화, 대학원생
간의 경쟁체제 구축, 학과의 incubation system 구축에 없어서는 안 된다. 또한 참여학생들 간의 경쟁
체제 구축도 교수들 간 경쟁만큼 중요하다. 본 연구단의 사업 미참여 교수 지도학생의 관리 대책과 참
여 학생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계획은 다음과 같다. 미참여 교수가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대학 GT10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미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우수한 70%에게도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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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진의 구성

7.1 참여 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7.1.1 연구 비전에 맞는 연구진 구성
─────────────────────────────────────────────────
사업단장의 역량
─────────────────────────────────────────────────
■ BK21PLUS 성균관대학교 물리사업단의 사업단장은 2010년부터 2단계 BK21 사업 사업단장과 물리학과
학과장을 겸직했던 이주열교수가 맡기로 하였다.
■ 2단계 BK21 사업과 물리학과 학과장을 4년간 맡아 왔기 때문에, BK21PLUS 성균관대학교 물리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써 기존 BK21 사업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BK21PLUS에서 집중 및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잘 이해해야하는 책무를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 적임자다.
■ 학문적 역량
1. 2013년 6월 10일 현재 총 154편의 SCI 논문을 발표 (Physical Review B (IF=3.691) 25편,
Journal of Applied Physics (IF=2.168) 20편, Optics Express (IF=3.587) 8편,
Applied Physics Letters (IF=3.844) 6편 등 포함) 및 20여편의 국내학술지 발표
2. 발표 논문의 SCI 피인용 횟수 합이 현재 1,131번(2013년 6월 기준) 상회.
3. 국내 특허 출원 5, 등록 3, 해외 특허 출원 1건.
4. 사업단장의 가장 큰 연구 역량은 그의 학문적 폭이 매우 넓다는 것이다. 근래에는 대부분의 물리학
자들이 이론 또는 실험을 전공한다. 그러나 사업단장은 국내 실험 연구진과의 협력 교류를 매우 성
공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의 연구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고, 그의 논문은 물리적 깊이와
응용적 면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 사업단장은 순수학문적 업적에 있어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학문의 응용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과학자의 중요한 덕목의 하나라고 굳게 믿고 있다.
■ 주요경력 및 수상경력
1.
2.
3.
4.
5.
6.
7.
8.

2006년 : 한국 물리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
2008년 : 성균관대 ‘Best Faculty’ 선정.
1999년~ : 한국 진공학회 편집운영이사 및 부회장
2009년~ : 한국 물리학회 편집 실무이사 및 기초과학 특별 진흥위원회 위원장
2009년~ : Current applied Physics (SCI 저널)에서 Guest Editorial
2010년~ :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SCI journal)의 편집위원장
2010년~ : IEEE NANO 2010 Publication Committee Member
2010년~ : BK21 물리연구단 단장 겸 물리학과 학과장.

■ 사업단장의 사업단 발전의지 및 향후 사업단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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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은 VISION 2020 계획을 수립한 이래 매우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VISION 2020 계획의 요
체는 본 대학의 연구력이 세계 50 위권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동적인 대학 본부의 발전 계획의
견인차 역할을 우리 차세대 선도 물리인재양성사업단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 사업단은 매년 학과의
연구 경쟁력을 2단계 BK21 사업과 연계하여 자체평가하고 있는데 연구력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세계 100위권의 물리학과라고 자부하고 있고 질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리학과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 2012년도에는 학과의 연구력을 국내외 학과
장, 석학 등 평가위원을 통해 평가받았다. 평가 결과에 의하면 논문게재 수, 피인용 횟수 등에서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의 물리학과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지만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이 되기 위해 지속적 교수
충원, 연구팀별 미래지향적 육성 분야, 대학원생의 질적 향상 등에서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BK21PLUS 사업을 통하여 질적인 측면에서 아시아 10대, 세계 50대 물리
학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이러한 발전 의지는 사업단의 모든 참여 교수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그 실
현을 위해서 지속적인 최고 교수진의 충원, 예산 확보, 우수한 학생 유치, 내실 있는 교과과정 및 교육
시설 구축 등 최고의 학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다.
■ 사업단장의 안정적 사업수행 여부
우리 사업단은 이미 2010년도 1학기부터 2단계 BK21 사업단장을 이주열교수로 선임하여 2단계 BK21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2010학년도 1학기에는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학사 조직의
장인 물리학 전공 주임 교수직을 이주열 교수가 겸직하고 있다. 이주열 사업단장은 BK21PLUS 사업의
종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사업단장 직을 수행할 것이며,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학사 조직 장도 겸임할 것이다.
■ 사업단장의 권한
○ 대학이 내규로 부여한 권한
[ 제출증빙자료 7.1: 사업단장 관련 내규 ]
1. 참여교수의 진-출입 관리, 신임교수 충원요청, 신진연구인력 채용등의 인사권한.
2. 사업단 및 학과의 예산운영 및 조정, 참여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 등의 예산 권한.
3. 학과(학부 및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대학원생 모집인원 증원요청 등의 학사 권한.
4. 참여교수 간 경쟁체제 및 차등 보상 체계 구축, 미참여 교수 및 지도학생 차등 지원체제 구축
등의 권한.
5. 사업단장의 기타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단 내규로 정함.
○ 사업단 내규로 부여한 권한
[ 제출증빙자료 7.1: 사업단장 관련 내규 ]
1. 물리학과 학과장을 겸직.
2. 사업단을 대표하고 BK21 사업을 총괄.
4. 3개 연구팀과 7개 위원회를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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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증빙자료 7.2: 7개 위원회 조직 현황 ]
5. 기획위원회 및 참여교수 회의 소집 및 주재.
6. 팀장, 총무를 임명.

─────────────────────────────────────────────────
───── 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
■ H-index [저자수 1000명 이상 참여하는 초거대과학 참여 논문(입자물리실험)을 제외한]
- 핵/입자/천체팀 참여교수의 평균 : 44.6
- 나노/바이오팀 참여교수의 평균 : 19.4
- 응집/통계팀 참여교수의 평균 : 18.8
■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저자수 1000명 이상 참여하는 초거대과학 참여 논문(입자물리실험)을 제외한]
- 핵/입자/천체팀 참여교수의 평균 : 49.3
- 나노/바이오팀 참여교수의 평균 : 18.1
- 응집/통계팀 참여교수의 평균 : 15.4
─────────────────────────────────────────────────
■ 연구 비전과 추진 전략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BK21PLUS 물리연구단은 핵/입자/천체팀, 나노/바이오팀,
응집/통계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입자/천체팀에서는 천체물리분야를, 나노/바이오팀에서는 바이오
물리를, 응집/통계팀에서는 극한 물성 물리 분야를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 참여교수 수: 총 20명의 전임교원 중 75%인 15명의 전임교원이 참여하고 있다.
■ 교수의 연구 우수성 및 개별 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H-index 이다.
■ 물리분야 H-index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부교수 12, 정교수 18, American
Physical Society (APS) fellow 15-20, 미국 학술원 정회원(USNAS member) 45 정도이다.
[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H-index ]
■ H-index
저자수 1000명 이상 참여하는 초거대과학 참여 논문(입자물리실험)을 제외한
- 핵/입자/천체팀 참여교수의 평균 : 44.6
- 나노/바이오팀 참여교수의 평균 : 19.4
- 응집/통계팀 참여교수의 평균 : 18.8
로 참여교수의 평균적인 연구역량이 H-index 기준으로 APS fellow 수준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매우 우수한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입자/천체 분야는 INSPIRE로 조사하였고, 응집/통계 및 나노/바이오 분야는 SCOPUS로 조사하였다.)
110 / 176

[ 제출증빙자료 7.4: 참여교수의 논문별 피인용횟수 ]
■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 (논문 1편당 파급효과를 의미)
저자수 1000명 이상 참여하는 초거대과학 참여 논문(입자물리실험)을 제외한
- 핵/입자/천체팀 참여교수의 평균 : 49.3
- 나노/바이오팀 참여교수의 평균 : 18.1
- 응집/통계팀 참여교수의 평균 : 15.4
로 세 연구팀 모두 매우 우수한 분야 별 파급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입자/천체 분야는 INSPIRE로 조사하였고, 응집/통계 및 나노/바이오 분야는 SCOPUS로 조사하였다.)
[ 제출증빙자료 7.4: 참여교수의 논문별 피인용횟수 ]
■ 핵/입자/천체팀 (5명)
1. 중점 지원 분야 : 천체물리 분야
2. 참여교수 1인당 평균 환산 논문수 : 3.57
[ 참조: 본 사업단 신청서 9.2.3 사업단 참여 교수 논문의 우수성 ]
3. 참여교수 1인당 평균 환산 Impact Factor : 2.35
[ 참조: 본 사업단 신청서 9.2.3 사업단 참여 교수 논문의 우수성 ]
4. 참여교수 1인당 평균 H-index : 103.0 (입자물리), 49.3 (천체물리)
5. 참여교수 1인당 평균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 : 50.9 (입자물리), 44.0 (천체물리)
6. 참여교수의 연구 지표 및 주요 연구 분야
- 최영일교수
- H-index : 102,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 : 47.6
- 입자물리실험 (CERN의 CMS 연구센터 참여 중)
- 유인태교수
- H-index : 104,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 : 54.3
- 입자물리실험 (CERN의 CMS 연구센터 참여 중)
- 박성찬교수
- H-index : 20,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 : 26.0
- 천체물리이론 (Beyond Standard Model 이론 연구)
- 박일흥교수
- H-index : 73,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 : 49.0
- 천체물리실험 (인공위성 기반 Cosmic Ray 실험 참여 중)
- 카르스텐로트교수
- H-index : 55, 논문당 피인용횟수 : 57.0
- 천체물리실험 (IceCube를 이용한 중성미자 검출)
■ 나노/바이오팀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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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점 지원 분야 : 바이오물리 분야
2. 참여교수 1인당 평균 환산 논문수 : 5.38
[ 참조: 본 사업단 신청서 9.2.3 사업단 참여 교수 논문의 우수성 ]
3. 참여교수 1인당 평균 환산 Impact Factor : 2.99
[ 참조: 본 사업단 신청서 9.2.3 사업단 참여 교수 논문의 우수성 ]
4. 참여교수 1인당 평균 H-index : 19.4
5. 참여교수 1인당 평균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 : 18.1
6. 참여교수의 연구 지표 및 주요 연구 분야
- 강대준교수
- H-index : 28,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 : 14.8
- 나노 및 나노바이오물리실험 (나노와이어 및 나노-DNA 복합구조 응용)
- 박성하교수
- H-index : 12,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 : 44.2
- 나노바이오물리실험 (DNA 인공 구조물)
- 박종윤교수
- H-index : 29,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 : 13.7
- 나노물리실험 (탄소 계열 나노물질)
- 정동근교수
- H-index : 17,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 : 8.8
- 나노물리실험 (반도체소자 및 바이오물질 센서 제작)
- 최우석교수
- H-index : 11,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 : 9.0
- 나노물리 실험 (산화물계열 나노박막)
■ 응집/통계팀 (5명)
1. 중점 지원 분야 : 극한 물성 물리
2. 참여교수 1인당 평균 환산 논문수 : 5.83
[ 참조: 본 사업단 신청서 9.2.3 사업단 참여 교수 논문의 우수성 ]
3. 참여교수 1인당 평균 환산 Impact Factor : 2.57
[ 참조: 본 사업단 신청서 9.2.3 사업단 참여 교수 논문의 우수성 ]
4. 참여교수 1인당 평균 H-index : 19.8
5. 참여교수 1인당 평균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 : 15.4
6. 참여교수의 연구 지표 및 주요 연구 분야
- 박두선교수
- H-index : 16,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 : 21.0
- 고체물리실험 (저온에서의 양자상 연구)
- 강원남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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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ndex : 29,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
- 고체물리실험 (초전도체 박막)
- 김범준교수
- H-index : 24,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
- 통계이론
- 한정훈교수
- H-index : 14,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
- 고체물리이론 (자성체)
- 이주열교수
- H-index : 16,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
- 고체물리이론 (고체의 광특성)

: 16.2

: 18.0

: 14.5

: 7.6

■ 참여교수 선정의 적합성
1. 논문환산편수, 보정 IF, 보정 ES, 연구비, 특허환산 건수, 국제적 확술 활동 실적 등을 기본으로
하여 전체 전임교원 20명 중 75%인 15명을 참여교수로 선정하였다.
[ 제출증빙자료 7.5: 물리학과교수의 연구 관련 수치 비교 ]
2. 국제적 경쟁력을 재고하고 위해서 참여교수수 선정시, 분야별 개인 교수의 국제적 파급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H-index와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도 고려하였다.
3. 세 개의 연구팀별 적절한 인원수 배정을 고려하여 참여교수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핵/입자/천체팀 5명, 나노/바이오팀 5명, 응집/통계팀 5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팀별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연구팀별 참여교수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3. 연구팀별 중점육성분야와 관련된 교수가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4. 신임교원의 경우 참여교수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하였고, 4명의 신임교원 중 3명이 참여교수로 선정
이되었다. 앞으로도 신임교수가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5. 연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정부연구비 당 우수논문(IF)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장기적으로
제한된 정부연구비 뿐만 아니라 학과/학교 지원연구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 시키고자 한다.
[ 제출증빙자료 7.5: 물리학과교수의 연구 관련 수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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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8.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최근 3년)

8.1.1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
■ 국제 학회 수상 : 일본소립자위원회 수여 젊은이론물리학자상
■ 국제 학회 기조강연 (4건) 및 초청강연 (참여교수 1인당 5.93건)
■ 국제 학술회의 활동 (좌장, 조직위원) (42건, 참여교수 1인당 2.8건)
■ 국제 학술지 활동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 10건
─────────────────────────────────────────────────
■ 국제 학회 수상 ───────────────────────────────────────
○ 수상사례
참여교수 : 박성찬
수상내역 : 일본소립자론위원회 젊은이론물리학자상 2011년 3월 수상
The 2010 Young Scientist Award in Theoretical Particle Physics
수상일시 : 2011.03
(http://www.ipmu.jp/node/958)

■ 국제 학회 기조강연 및 초청강연 (Plenary & Invited Talk): 참여교수 1인당 5.93건 ───────
○ 기조강연 (총 4건)
[ 제출증빙자료 8.1: 기조강연 실적 ]
1. 참여교수
강연제목
학회명 :
학회일자

: 박두선
: Unconventional superconductivity and magnetism in strongly correlated CeRhIn5
SCES 201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rongly Correlated Electron Systems)
및 장소 : 2010.06.27 ~ 2010.07.02, 미국

2. 참여교수
강연제목
학회명 :
학회일자

: 박성찬
: What the LHC tells us on Extra Dimension
Japan-Korea Joint Symposium: Physics at LHC
및 장소 : 2012.03.24 ~ 2012.03.16, 일본

3. 참여교수 : 박성하
강연제목 : FABRICATION AND APPLICATION OF DNA NANOSTRUCTURES
학회명 : DNA NANOTECHNOLOGY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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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일자 및 장소 : 2012.12.16 ~ 2012.12.17, 대한민국
4. 참여교수
강연제목
학회명 :
학회일자

: 박성하
: Structural DNA Nanotechnology
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Biomedical Materials: Recent Advances and Challenges
및 장소 : 2012.12.18 ~ 2012.12.20, 파키스탄

○ 초청강연 (대표사례 8회를 포함 총 85건)
1. 참여교수 : 강대준
강연제목 : Surface Stress-Induced Domain Dynamics and Phase Transitions in Epitaxially Grown
VO2 Nanowires
학회명 : The 12th edition of Trends in Nano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
(TNT2011-Trends in NanoTechnology)
학회일자 및 장소 : 2011.11.21 ~ 2011.11.25, 스페인
2. 참여교수 : 강원남
강연제목 : Growth of Fe-based AeFe2As2(Ae=Sr,Ba) Thin Films by Pulsed Laser Deposition
Technique
학회명 : The 9th International Meeting of Pacific Rim Ceramic Societies(PAC RIM 9)
학회일자 및 장소 : 2010.07.10 ~ 2010.07.14, 호주
3. 참여교수 : 김범준
강연제목 : Kuramoto model on interdependent networks발표
학회명 : Applications of Network Theory - the Conference Kuramoto model on interdependent
networks
학회일자 및 장소 : 2011.04.07 ~ 2011.04.09, 스웨덴
4. 참여교수 : 박두선
강연제목 : Field-induced quantum critical point and unconventional superconductivity in
CeRhIn5
학회명 : ICSM201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perconductivity and Magnetism)
학회일자 및 장소 : 2010.04.25 ~ 2010.04.30, 터키
5. 참여교수
강연제목
학회명 :
학회일자

: 박성찬
: Kaluza-Klein Dark matter
Particle Physics and Particle Cosmology 2012 (PPC2012)
및 장소 : 2012.11.05 ~ 2012.11.09, 대한민국

6. 참여교수
강연제목
학회명 :
학회일자

: 박성하
: Study of Structural DNA Nanotechnology
Kyoto-Sungkyunkwan Universities Joint International Seminar
및 장소 : 2010.10.18 ~ 2010.10.18, 일본

7. 참여교수 : 박일흥
강연제목 : Ultra-Fast Flash Observatory for observation of early photons from Gamma Ray Bursts
학회명 : SPIE Astronomical Telescopes and Instrumenta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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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일자 및 장소 : 2012.07.01 ~ 2012.07.06,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8. 참여교수
강연제목
학회명 :
학회일자

: 한정훈
: Skyrmion dynamics in metallic chiral ferromagne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gnetism (ICM 2012)
및 장소 : 2012.07.08 ~ 2012.07.13, 대한민국

9. 참여교수
강연제목
학회명 :
학회일자

: Rott Carsten
: Prospects and Methods for Solar WIMP Searches
Dark Matter, Unification & Neutrino Physics (CETUP2012)
및 장소 : 2012.07.11 ~ 2012.07.21, 미국

외 76건 (총 85건)
[ 제출증빙자료 8.2: 국제학술회의 초청강연 실적 ]

■ 국제 학술회의 활동 (좌장, 조직위원) : 총 42건, 참여교수 1인당 2.8건 ───────────
1. 참여교수 : 이주열
학술회의 활동 : Chair
학회명 : 1st International Workshop on Convergence in NanoScience(IWCN 2012)
학회일자 및 장소 : 2012.11.05 ~ 2012.11.07, 대한민국
(http://physics.skku.ac.kr/workshop/IWCN2012/workshop.html)
2. 참여교수 : 박두선
학술회의 활동 : 조직위원장
학회명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vy Electrons and Novel Quantum Phases (ICHN 2012)
학회일자 및 장소 : 2012.07.05 ~ 2012.07.07, 대한민국
(http://physics.skku.ac.kr/symposium/committee.html)
3. 참여교수
학술회의
학회명 :
학회일자

: 박성하
활동 :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Member
IISC-2010(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Science Conference 2010)
및 장소 : 2010.12.02 ~ 2010.12.04, 인도

4. 참여교수 : 박성하
학술회의 활동 : Workshop Vice-Chair 활동
학회명 : 1st International Workshop on Convergence in NanoScience(IWCN 2012)
학회일자 및 장소 : 2012.11.05 ~ 2012.11.07, 대한민국
(http://physics.skku.ac.kr/workshop/IWCN2012/workshop.html)
5. 참여교수 : 박종윤
학술회의 활동 : Organizing Committee, Co-Chair
학회명 :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Formation of Semiconductor Interfaces
학회일자 및 장소 : 2012.08.01 ~ 2013.07.05, 대한민국
(http://www.icfsi14.org/icfsi14/icf03.php)

116 / 176

6. 참여교수 : 한정훈
학술회의 활동 : 자문위원
학회명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vy Electrons and Novel Quantum Phases (ICHN 2012)
학회일자 및 장소 : 2012.07.05 ~ 2012.07.07, 대한민국
(http://physics.skku.ac.kr/symposium/committee.html)
7. 참여교수
학술회의
학회명 :
학회일자

: Rott Carsten
활동 : Co-organizer
Revealing Deaths of Massive Stars with GeV-TeV Neutrinos Workshop
및 장소 : 2012.08.02 ~ 2012.08.03, 미국

이 외 35건 (총 42건)
[ 제출증빙자료 8.3 : 국제 학술회의 활동 ]

■ 국제 학술지 관련 활동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등 총 10건) ─────────────────
1. 참여교수 : 이주열
학술지명 :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발행처 : 한국물리학회
직책 : 편집위원장
임기 : 2009.01.01 ~ 2010.12.31.
2. 참여교수 : 이주열
학술지명 : CHINESE PHYSICS B
발행처 : IOP Publishing
직책 : 편집위원
임기 : 2009.01.01 ~ 현재
(http://iopscience.iop.org/1674-1056/page/Editorial%20Board)
3. 참여교수 : 강대준
학술지명 : Nanotechnology
발행처 : 출판사: Institute of Physics
직책 : 편집위원
임기 : 2006.01.01 ~ 현재
(http://iopscience.iop.org/0957-4484/page/Editorial%20Board)
4. 참여교수 : 강대준
학술지명 : Nanoscience & nanotechnology-asia
발행처 : 출판사: Bentham Science Publishers Ltd.
ISSN: 2210-6812
직책 : 편집위원
임기 : 2011.01.01 ~ 현재
(http://benthamscience.com/nanoasia/EBM.htm)
5. 참여교수 : 강대준
학술지명 : ISRN Nanotechnology
발행처 : 출판사: International Scholarly Research Network open access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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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편집위원
임기 : 2011.01.01 ~ 현재
(http://www.isrn.com/journals/nanotechnology/editors/)
6. 참여교수 : 강원남
학술지명 :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발행처 : 한국물리학회
직책 : 편집위원
임기 : 2012.11.01 ~ 현재
(http://jkps.kps.or.kr/home/journal/library/contactInformation.asp?globalmenu=3)
7. 참여교수 : 박성찬
학술지명 :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발행처 : 한국물리학회
직책 : 편집위원
임기 : 2012.05.01 ~ 현재
(http://jkps.kps.or.kr/home/journal/library/contactInformation.asp?globalmenu=3
8. 참여교수 : 박성하
학술지명 : NANO
발행처 : World Scientific Nano (SCI(E)저널)
직책 : 편집위원
임기 : 2010.03.01 ~ 2011.02.28
(증빙자료 별도 첨부)
9. 참여교수 : 박종윤
학술지명 : ISRN Nanotechnology
발행처 : International Scholarly Research Network open access
직책 : 편집위원
임기 : 2011.01.01 ~ 현재
(http://www.isrn.com/journals/nanotechnology/editors/)
10. 참여교수 : 박일흥
학술지명 : IAA-CSIC/2012 Gamma Ray Burst Symposium/European Astronomical society
publications series
발행처 : Proceeding Editorial : Gamma-ray Bursts: 15 years of GRBafterglows: progenitors,
environments and host galaxies from the nearby to the early Universe
직책 : 편집위원
임기 : 2012.10.08 ~ 2012.10.12
[ 제출증빙자료 8.4 국제 학술지 활동 ]

8.1.2 국제적 연구활동 참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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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국제공동연구에 바탕한 연구 논문 (총 576편, 1인당 38편)
■ 해외 현지 연구실 (미국, Los Alamos 연구실 외 4건)
■ 아시아 주요 대학 연구 네트워크 건설 (Asian Leading University Network)
■ 해외 대학 및 연구 기관과 MOU 체결 (CERN)
■ 자체 국제 심포지움 개최 (12회 개최), 해외석학 초빙 (노벨상 수상자 3명 포함 70명)
■ 국제 인력풀에서 우수 외국인 전임교원 및 연구인력 초빙
■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해외기관 소속 연구자 방문연구 환경 조성
■ 주요 국제 공동연구 참여 및 기타 우수 국제 활동
────────────────────────────────────────────────
■ 최근 3년간 국제공동연구에 바탕한 연구 논문 ────────────────────────
[ 제출증빙자료 8.5: 국제공동연구실적 ]
○ 본 사업단 참여교수는 최근 3년간 해외공동연구프로젝트 총 활발한 국제적 연구활동을 하였으며,
이러한 공동연구로 국내외 학자 간의 선진 연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CMS (42개
국), IceCube (10개국) 등 대규모 국제 사업에 참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국제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발표한 SCI(E) 논문 718편 중 80.2%에 해당하는 576편
의 논문을 외국기관과 참여교수와의 공동 논문으로 발표함.
○ 실적중 저자 1000명 이상 거대실험관련 논문을 제외한 국제공동연구 논문은 160편이고,
주저자로 58편을 발표하여 우수한 공동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됨.
○ 참여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위스, 벨기에 등 연구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 베트남, 파크스탄 등 아시아권 대학도 포함하고 있다.

■ 해외 현지 연구실 (미, Los Alamos 연구소 소재 현지 연구실 외 4건) ─────────────
[ 제출증빙자료 8.6: 현지 연구실 실적 ]
○ 본 사업단 소속 교내 연구실에서 수행하기 힘든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해외 연구소 및 대학과 연구
클러스터 구성. 지속적이고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
○ 해외 유명 대학 및 연구소와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국제연구캠퍼스 (global research campus) 프로
그램.
○ 참여교수, 연구원, 대학원생의 장기 해외 파견을 보다 수월하게 기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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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등 4개 해외 기관에 성균관대 물리연구단 해외 연구실을 수립
하였음. 체제비 등을 현지 기관에서 직접 조달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연구 기회 극대화를 보다 효과
적으로 이룰 수 있다.
1.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대학원생의 연구실 공간 및 체제비 지원
2. 일본, Center for Nuclear Study, University of Tokyo: 대학원생의 현지 체재비 지원, 2013년
7월 1일부터 3주간 차수미 학생 파견 예정
3. 스위스, 유럽핵입자연구소 (CERN) CMS 실험 RPC 그룹
4. 미국,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본 사업단과 연구소의 단일 연구실이 아닌, 성균관대학
교와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간의 협정 내용을 조율 중
5. 영국, Oxford University, 대학원생 현지 연구실 공간 및 연구 장비 공동 활용

■ 아시아 주요 대학 연구 네트워크 건설 (Asian leading University network) ──────────
- 아시아 각 대학의 우수 신진 연구 인력을 유치하여 국제적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 마련
- 아시아 지역 물리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건전한 연구 생태계 조성
- 컨소시엄 구축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성균관대학교 GT10 (매년 5억, 2012-2020) 프로그램에서 지원
○ 현황
- 아시아 지역 유수의 물리학과에서 우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 북미와 유럽으로 진출하려는 우수 신진 연구 인력을 흡수하여 연구 역량을 강화할 여지가 크다
- 비용의 효율성과 문화적 유사성 등을 고려하면 아시아 내 우수 신진 인력 유치는 성공 가능성이
크다.
- 아시아 지역 물리학과 컨소시엄 설립
- 학문 교류와 인력 교류를 통해 북미나 유럽 지역의 대학들로 진학하는 인재들의 일부분을 컨소시
엄 참여 학교로 흡수. 중국 북경대학의 물리학과 학과장인 Xincheng Xie 교수와는 이미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
- 중국 2개 대학, 일본 1개 대학, 싱가폴 1개 대학과 추가 논의 중에 있다.
[ 제출증빙자료 8.7: 국제 교육교류 현황 ]
○ 계획 및 기대효과
- 아시아 지역 유수 물리학과 학과장단 회의 주최 - 각 학교의 우수 연구 인력 유치와 인재 유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 물리학과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논의.
- 궁극적으로는 각 국가의 우수 신진 연구 인력들이 모국의 상급 교육 기관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
- 본 사업단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향후 이들 우수 신진 연구자들이 모국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돌아간 후에도 사업단과의
관계를 유지.
- 본 사업단 뿐 아니라,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아시아 지역 물리학과의 발전적 교육기반 마련 계기.
- 컨소시엄 구축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성균관대학교 GT10 (매년 5억, 2012-2020) 프로그램에서
지원함으로써 컨소시엄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해외 대학 및 연구 기관과 MOU 체결 ─────────────────────────────
○ 국제 교류를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각 기관과 MOU를 체결.
○ 연구단 소속 졸업자와 연구자의 해외 진출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MOU 체결 대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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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 우메아 대학교
MOU 내용 : 학과교류 - 교환학생파견
MOU 기간 : 2011.09.09 ~ 현재
2.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MOU 내용 : 대학원생 장기 체류 공동연구 수행
MOU 기간 : 2012.02.15 ~ 2013.06.15
3. 일본 교토대학교
MOU 내용 : 일본 교토대학 Kyoto University Critical Assembly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부 상호
연구 교류 협정
MOU 기간 : 2012.06.07 ~ 현재
4. CERN
MOU 내용 : The CMS Collaboration, CERN and High Energy Physics Laboratory, SKKU.
MOU 기간 : 2009.12.01 ~ 2012.11.31
5. Oxford
MOU 내용 : 현지 연구실 구축 및 기자재 공동 활용
MOU 기간 : 2013. 03. 01- 2019. 02.28
6. 일본 유카와 연구소 소장 (Misao Sasaki 교수)를 초대하였고 (2012. 8.30- 2012.9.1 천체물리학
국제 심포지움) 이후 공동연구와 인력 교환 등에 대한 MOU 체결을 위한 논의 진행중
7. 미국 Ohio State University (OSU)와 IceCube 실험 및 입자물리 실험 관련 MOU 체결 계획중
외 22건
[ 제출증빙자료 8.8: MOU 실적 ]

■ 자체 국제 심포지움 개최 ─────────────────────────────────
○ 최근 3년간 총 12건의 국제 심포지움 주최
- 3대 연구중심 팀(핵/입자/천체팀, 나노/바이오팀, 응집/통계팀)별로 국제학회를
주최하여 국제적 연구력 강화와 물리사업단을 국제사회에 내보일 기회 마련
○ 2012년 주최한 천체물리학 분야 국제 심포지움의 초청연사 Carsten Rott 박사를 본 사업단
전임교원으로 채용 (2013. 3. 1). 임용된 신임교수는 세계 최대 중성미자 탐색 국제공동연구실험
인 IceCube 실험에서 암흑물질 탐색그룹의 리더를 맡고 있으며, 해외석학들의 강력한 추천을 받은
유망한 인재임
○ 교내 대응자금(GT10)과 2단계 BK21 사업 재원을 활용하여 보다 활발한 국제 심포지움 활동
○ 사업단 주최의 국제 심포지움 개최를 통해, 현재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들을 본 사업단 소속의 신진 연구인력 및 대학원생들에게 교육하는 효과와 본 사업단을 초청
연사들에게 소개하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었음
○ 최근 3년간 본 사업단에서 개최한 12건의 국제 심포지움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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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st International Workshop on Convergence in NanoScience
일시: 2012. 11. 5 - 11. 7
장소: 성균관대학교
초청 연사: 외국 연사 9명, 국내 연사 12명
심포지움 홈페이지: http://physics.skku.ac.kr/workshop/IWCN2012/workshop.html
2. SKKU Symposium on Astrophysics and Cosmology: from Particle to Universe
일시: 2012. 8. 30 - 9. 1
장소: SKKU Samsung Library Auditorium
초청 연사: 외국 연사 15명, 국내 연사 12명
총 60여명 참석
심포지움 홈페이지: http://astrophysics.skku.edu/SISAC2012/
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vy Electrons and Novel Quantum Phases
일시: 2012. 7. 5 - 7. 7
장소: 경주 교육문화회관
초청 연사: 외국 연사 24명, 국내 연사 5명
심포지움 홈페이지: http://physics.skku.ac.kr/symposium/symposium2012.html
4. The 5th Asia-Pacific Conference on Few-Body Problems in Physics
일시: 2011. 8. 22 - 8. 26
장소: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초청 연사: 외국 연사 26명, 국내 연사 34명
총 131명 참석
심포지움 홈페이지: https://www.apctp.org/conferences/2011/APFB2011/
5. SKKU-APCTP International Symposium on Heavy Electrons and Novel Quantum Phases
일시: 2011. 8. 16 - 8. 18
장소: 성균관대학교 Auditorium
초청 연사: 외국 연사 6명, 국내 연사 9명
심포지움 홈페이지: http://physics.skku.ac.kr/symposium/symposium2011.html
외 7건
[ 제출증빙자료 8.9: 국제 심포지움 개최 현황 ]
○ 2013년 예정된 국제 심포지움
- 2013년 10월, 이미 2건의 국제 심포지움 예정
1. 2013. 10. 3 ~ 5 천체물리학분야 국제 심포지움 (http://astrophysics.skku.edu/SISAC2013/)
2. 2013. 10. 7 ~ 9 바이오분야 국제 심포지움 (http://physics.skku.ac.kr/workshop/iwcn2013)
- 각 팀 별로 국제 학회를 계획하고 추진하되, 사업단에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계획함
- 노벨상 수상자 등 해외석학을 국제심포지움 연사로 초청
-‘상생적 연구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육성’이라는 기조를 따라 향후 주최할
국제 심포지움을 경기지역 대학들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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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석학 초빙 (노벨상 수상자 3명 포함 59명 초빙) ─────────────────────

▣ 분야별 해외석학 초빙 현황 (최근 3년) ▣
──────────────────────────────────
핵/입자/천체팀
응집/통계팀
나노/바이오팀
──────────────────────────────────
2010년
1
4
1
2011년
1
12
5
2012년
15
9
11
──────────────────────────────────
합계
17
25
17
──────────────────────────────────
○ 해외석학의 초빙은 주로 본 사업단 소속 교수들의 연구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해외석학을
초대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핵/입자/천체팀 신임교수 임용에 따른 해외석학 초빙 급증 (2012)
○ 새로운 연구 주제 발굴하여 공동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강연 자료 및 동영상 자료는 웹에 게시 (http://physics.skku.ac.kr/xe/index.php?mid=seminar)
○ 최근 3년간의 대표적 해외석학 초빙 실적은 다음과 같다. (노벨상 수상자 3명 포함 총 70건)
1. Klaus Klitzing (198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초빙 기간: 2012. 7. 2 - 2012. 7. 2
소속 기관: 독일, Max-Plank-Institut fur Festkorperforschung
활용 내용: Quantum Hall Effect and the New Kilogram 특강
2. Albert Fert (200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초빙 기간: 2010. 10. 11 - 2010. 10. 11
소속 기관: 프랑스, UMP CNRS/Thales, Palaiseau and Universite Paris-Sud, Orsay
활용 내용: The World of Spintronics: Electrons, Spins, Computers and Telephones 특강
3. Robert Huber (1998년 노벨 화학상 수상)
초빙 기간: 2010. 8. 27 - 2010. 8. 27
소속 기관: 영국, School of Biosciences, Cardiff University
활용 내용: Proteins and Their Structures at the Interface of Physics, Chemistry and Biology
특강
4. Siegfried
초빙 기간:
소속 기관:
활용 내용:

Hecker (미국 Stanford University 석좌교수, 전 Los Alamos 연구소 소장)
2012. 3. 22 - 2012. 3. 22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6자 회담 교착과 북학 핵개발 가속화 특강

5. Misao Sasaki (Director of Yukawa Institute)
초빙 기간: 2012. 8. 30 - 2012. 9. 1
소속 기관: 일본, Yukawa Institute
활용 내용: Signatures of the string theory landscape from inflation 특강
6. Xiao-Gang He (Director of National Center for Theoretical Science,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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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 기간: 2012. 8. 30 - 2012. 9. 1
소속 기관: 대만, National Taiwan University
활용 내용: Radiative Two Loop Inverse Seesaw and Dark Matter 특강
외 64건
[ 제출증빙자료 8.10 : 해회석학초청 현황 ]
- 본 사업단에서 2013년 10월 주최할 두 건의 국제 심포지움에서 강연을 맡을 해외 연사를 섭외중
1. 2013. 10. 3 ~ 5 천체물리학분야 국제 심포지움 (http://astrophysics.skku.edu/SISAC2013/)
2. 2013. 10. 7 ~ 9 바이오분야 국제 심포지움 (http://physics.skku.ac.kr/workshop/iwcn2013)
-‘상생적 연구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세계수준의 연구 육성’이라는 기조를 따라 향후 주최할 국제
심포지움을 경기지역 대학들에 개방하고 공동연구의 기회를 제공하려 함

■ 국제 인력풀에서 우수 외국인 전임교원 및 연구인력 초빙 ──────────────────
○ 국제적 연구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임교원과 박사후 연구원 등 연구인력을 국제 인력풀에서
적극적으로 초빙.
○ 국제적 저널과 학술망을 통해 인력 구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들이 성공적 학문적 커리어
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
○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해외 연구자 방문을 유도하고, 국제 공동연구 기회를 넓히며,
궁극적으로 사업단내 새로운 전임교원과 연구인력으로 포함 할 기회를 넓힘.
○ 본 사업단에서 주최한 천체물리학 심포지움 초청연사 중 1인을 2013년도 1학기에 tenure track으로
임용(Carsten Rott 교수). 임용된 신임교수는 대규모 국제 공동 연구 실험에서 암흑물질 탐색그룹의
리더를 맡고 있으며 해외석학들의 강력한 추천을 받은 유망한 차세대 연구자임.
○ 영문 브로슈어 및 홈페이지를 완비하여 물리 연구단의 연구 내용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참조)
○ 외국인 교원을 위한 연구 및 연구비 관련 행정 인프라 구축

■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해외기관 소속 연구자 방문연구 환경 조성 ──────────────
○
○
○
○
○

해외 기관 소속 연구자의 사업단 방문을 적극적으로 유치
국내 체류와 원활한 공동연구를 위한 행정 지원
교내 기숙사 활용 (이후 대대적인 확장 계획을 대학 차원에서 수립)
성균관대학교 GT10 (매년 5억, 2012-2020) 프로그램에서 방문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파키스탄 정부 장학금을 통해 6개월간 본 사업단 강대준 교수 연구실에서 공동연구 수행 계획
[ 제출증빙자료 8.11 : MOU ]

■ 주요 국제 공동연구 참여 ────────────────────────────────
○ 세계최대 공동 연구인 유럽 LHC실험의 CMS 연구팀에 최영일, 유인태 교수가 참여하여
2012년 힉스입자 발견에 공헌
-Science 338 (2012) 1569-1575, CMS collaboration
-Phys.Lett. B716 (2012) 30-61, CMS collaboration (2013.6.15 현재 SCOPUS 기준 365회 인용)
○ 신임 외국인 전임교원 Carsten Rott교수는 남극에서 이루어지는 IceCube 실험에서 암흑물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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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균관대 사업단이 정식 멤버로 참여 예정.
-Nature 484, 7394, p351- (2012) IceCube collaboration
○ 강대준 교수: 글로벌 파트너쉽 프로그램 (캠브리지 대학 Cavendish 연구소)
"단위 생물체의 조작 및 응용" (2007.12.01- 2010.11.30)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vol. 20, PP 1-7 (2010) ***표지 논문으로 선정***
○ 박두선 교수: 글로벌 리서치 네트워크 프로그램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반강자성 양자임계점 연구" (2011.09.01- 2014.08.30)
- Physical Review B, vol. 85, 205145 (2012)
○ 박성하 교수: (일본, 도호쿠 대학교, Prof. Satoshi Murata), 국제협력연구사업 (2009.7~현재)
- Small 8, 3, 374-377 (2012)
- Scientific Reports (Nature 자매지) Accepted (2013)
○ 박일흥 교수:
1. 일본, 도쿄대학교, 우주선연구소, Prof. Masaki Fukushima
A. 미국 유타사막에 건설된Telescope Array국제협력연구, 초고에너지우주선 연구 (2009.7~현재)
Astrophysical Journal 756 1 (2012) 외 다수
2.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Dr. Toshi Ebisuzaki
A. 2017년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재되는 JEM-EUSO 국제협력연구, 초고에너지우주선 연구 (2007.7
~현재)
New Journal of Physics 11 065009 (2009) 외 다수
3. 러시아, 모스코바국립대학교, Prof. Mikhail Panasyuk
A. 2009년 발사된 Tatiana-2 러시아 인공위성 국제협력연구, 메가번개 연구 (2006~2011)
J. Geophysical Res. 115 A00E33 23 (2010)
B. 2014년 Lomonosov 러시아 인공위성으로 발사될 UFFO국제협력연구, 감마선폭발 연구
(2009~현재)
New Journal of Physics 15 23031 (2013), Opt. Express 21 2263 (2013) 외 다수
C. 2013년 발사될 Relec 인공위성 국제협력연구, 메가번개 연구 (2010~현재)
4. 미국, 매릴랜드대학교, Prof. Eun-Suk Seo
A. NASA 남극벌룬 CREAM 국제협력연구, 고에너지우주선 연구 (2004년~현재)
Astrophysical Journal 714 89 (2010) 외 다수
B. 2014년 발사될 국제우주정거장 탑재, ISS-CREAM 국제협력연구, 고에너지 우주선 연구
(2012~현재)
5. 대만, 대만국립대학교, Prof. Pisin Chen,
A. 2014년 Lomonosov 러시아 인공위성으로 발사될 UFFO국제협력연구, 감마선폭발 연구 (2009
~현재)
New Journal of Physics 15 23031 (2013), Opt. Express 21 2263 (2013)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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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페인, 발렌시아대학교 (Prof. Victor Reglero), 그라나다대학교 (Prof. Alberto Castro-Tirado)
A. 2014년 Lomonosov 러시아 인공위성으로 발사될 UFFO국제협력연구, 감마선폭발 연구 (2009
~현재)
New Journal of Physics 15 23031 (2013), Opt. Express 21 2263 (2013) 외 다수
7. 덴마크, DTU (덴마크 우주국), Dr. Carl Budtz-Jørgensen
A. 2014년 Lomonosov 러시아 인공위성으로 발사될 UFFO국제협력연구, 감마선폭발 연구 (2009
~현재)
New Journal of Physics 15 23031 (2013), Opt. Express 21 2263 (2013) 외 다수
8. 프랑스, 파리 11대학교, LAL 연구소, Dr. Silvie Dagoret
A. 2017년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재되는 JEM-EUSO 국제협력연구, 초고에너지우주선 연구
(2007.7~현재)
New Journal of Physics 11 065009 (2009) 외 다수
B. 차세대 선형가속기 검출기 개발 국제협력연구 (2002~현재)
Journal of Instrumentation 5 P05007 (2010) 외 다수

■ 기타 우수 국제활동 사례 ──────────────────────────────────
참여 교수의 해외 유수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학위 수여, 우수 논문 선정, 국제학술연맹 회장 선임 등.
1. 참여교수 : 김범준
활동내역 : 스웨덴 우메아대학(Umea University) 명예박사학위 수여 Honorary Doctor
우메아대학 연구진들과 복잡계 및 통계물리학 연구그룹의 형성에 기여하고 120여편의 과학논문을
각종 학술저널에 발표
수여일시 : 2010.10.23
2. 참여교수 : 박두선
활동내역 : Top 25 papers - Choosen from the centenary collection
논문"Pressure-Induced superconductivity in CaFe2As2"이 초전도연구 100주년을
기념하며 영국 IOP (Institute of Physics)에서 선정한 주요논문 25편 중의 한편으로
선정
선정년도 : 2010
3. 참여교수 : 박종윤
활동내역 : 한국진공학회 제11대 차기 회장 선임 (IUVSTA(국제진공과학기술응용연맹) 한국대표)
활동기간 : 2011.09.01 ~ 2013.02.28
4. 참여 교수 2명 (강대준, 박종윤) World Class University (WCU) 사업 참여
-WCU 제1유형 사업의 결실인 에너지과학과에 주도적 참여를 통한 국제화
-물리연구단과 에너지과학과의 cross listing 과목 등을 통해서 교육 및 공동 연구 수행
5. 사업단 해외 홍보
-선진국에서는 우수 연구 인력 유치를 위해 꾸준히 홍보 그리고 해외 우수 대학원생 유치를 위해
개발도상국 및 제3세계 국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영문 브로셔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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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대학원 진입 증가
-말레이지아 (Univ. Technology of Malaysia), 베트남 (Univ. of Science Hanoi, University of
Engineering Technology Hanoi 등 2개 대학) 등 현지 방문을 통한 학과 소개 및 대학원 연구
과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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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업단 비전에 맞는 국제화 전략 및 계획의 우수성
─────────────────────────────────────────────────
■ 사업단 비전과 국제화 전략
■ 국제 공동연구를 위해 찾고 싶은 사업단 만들기 (In-bound 국제화 전략)
○ 아시아 주요 대학 연구 네트워크 건설 (Asian Leading University Network)
○ 국제 인력풀에서 우수 외국인 전임교원 및 연구인력 초빙
○ 국제 심포지움 개최 및 해외석학 초빙
○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해외기관 소속 연구자 방문연구 환경 조성
■ 해외 공동연구를 수행할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단 만들기 (Out-bound 국제화 전략)
○ 해외 연구실 (Los Alamos 연구소 등)
○ 해외 대학 및 연구 기관과 MOU 체결
○ 참여 연구인력의 공동연구를 위한 해외 체류 지원 (장기, 단기)
■ 국제화 인프라 강화
○ 학위 논문 국제화 : 영어 작성 및 발표
○ 외국인 대학원생 및 전임 교원 지원
○ 국제화된 행정 및 시설 인프라
○ 국제화 위원회 운영
○ 대학 차원의 국제화 인프라 강화 (외국인 학생 수용, 기숙사 신축 등)
─────────────────────────────────────────────────
<연구 국제화 부문 체계도>
┌────────────────────┒
┌─────────────────┒
│ ● 국제연구 네트워크 (In-bound)
┃
│ ● 글로벌 연구 캠퍼스(Out-bound) ┃
│ ㆍ아시안 리딩 대학 네트워크 구축 주도 ┃
│ ㆍ해외 현지 연구실 구축
┃
│ ㆍ연구팀별 국제 심포지움 개최
┃
│ ㆍ장단기 연수 지원
┃
┕━━━━━━━━━━━━━━━━━━━━┛
┕━━━━━━━━━━━━━━━━━┛
│
│
▼
│
┌────────────────────┒
│
│ ● 성균관대 ＢＫ２１ ＰＬＵＳ 사업단 ┃
│
┌──┒
│
ㆍ핵/입자/천체팀
┃
│
│대학┣━━━━━━━━▶│
ㆍ나노/바이오팀
┃◀─┘
┕━━┛ ㆍGT10 (5억)
│
ㆍ응집/통계팀
┃
ㆍ대응자금 20％ ┕━━━━━━━━━━━━━━━━━━━━┛
│
▲
│
├─ 타 대학 상호 협조
│
│
▼
▼
┌────────────────────┒
┌─────────────────┒
│ ㆍ세계 50대, 아시아 10대 물리학과
┃
│ ㆍ국제화 인프라 지역 대학과 공유 ┃
│ ㆍ연구 국제화 확립
┃
│ ㆍ상생적 연구 생태계 구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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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단 비전과 국제화 전략
○ '세계적 수준의 물리 연구단', '상생적 연구 생태계 기반'이라는 사업단의 기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본 사업단은 '연구를 위해 찾고 싶은 연구단'과 '공동 연구를 수행할 기반을 마련해주는
연구단'을 모토로 in-bound 국제화 전략과 out-bound 국제화 전략을 각각 세우고 실천하려 함.
○ 2013년 QS world university 물리분야 101-150위 권인 현재 수준에서 사업기간 내에 세계 50위 이내,
아시아 10위 이내로 진입함으로써 명실 공히 물리 교육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함.
○ 계획을 현실화 하기 위해 사업단과 대학이 함께 국제화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대학 및
BK21PLUS 미참여 대학까지 아우르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 연구 생태계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함.

■ 국제 공동연구를 위해 찾고 싶은 물리연구단 만들기 (in-bound 국제화 전략)
○ 아시아 주요 대학 연구 네트워크 건설 (Asian Leading University network)
- 아시아 지역의 유수 대학들이 각국내 최우수 인력을 교육, 배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
- 국제적 연구력 강화의 입장에서 이들 우수 신진 연구 인력을 흡수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연구력 강화의 인력 기반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아시아 지역 유수 물리학과 학과장단 회의를 주최하여 컨소시엄 조직 진행중.
- 이미 중국 북경대학의 물리학과 학과장인 Xincheng Xie 교수와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보다 구체적인 협조 방안을 협의함.
- 중국 2개 대학, 일본 1개 대학, 싱가폴 1개 대학과 추가 논의 중.
- 컨소시엄의 주최를 통해, 본 사업단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유망한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증대.
- 향후 이들 우수 신진 연구자들이 모국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돌아간 후에도 사업단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궁극적으로는 본 사업단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컨소시엄 구축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성균관대학교 GT10 (매년 5억, 2012-2020) 프로그램에서
지원함으로써 컨소시엄의 리더 역할을 하며, 아시아 10대 대학, 세계 50대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
○ 국제 인력풀에서 우수 외국인 전임교원 및 연구인력 초빙
- 본 사업단에서 주최한 천체물리학 심포지움 초청연사인 외국인 교수 1인을 2013년도 1학기에
tenure track으로 임용 (Carsten Rott 교수). 임용된 신임교수는 대규모 국제 공동 연구 실험에서
암흑물질 탐색그룹의 리더를 맡고 있으며 해외석학들의 강력한 추천을 받은 유망한 차세대 연구
자임.
- 국제적 연구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임교원과 박사후 연구원 등 연구인력을 국제 인력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초빙하려 함.
- 국제적 저널과 학술망을 통해 인력 구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들이 성공적 학문적 커리
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
-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해외 연구자 방문을 유도하고, 국제 공동연구 기회를 넓히며,
궁극적으로 사업단내 새로운 전임교원과 연구인력으로 포함 할 기회를 넓힘.
- 영문 브로슈어 및 홈페이지를 완비하여 물리 연구단의 연구 내용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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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증빙자료 8.12: 사업단 영문 홈페이지]
[ 제출증빙자료 8.13: 영문 브로슈어 ]
- 외국인 교원을 위한 연구 및 연구비 관련 행정 인프라 구축
○ 국제 심포지움 개최 및 해외석학 초빙
- 지난 3년간 12건의 국제 심포지움을 자체 조직하여 주최하였고, 노벨상 수상자 3인을 포함한
70건의 해외석학 초빙 실적. 2013년 국제 심포지움 계획중.
[ 제출증빙자료 8.14: 참여 교수의 국제화 현황 ]
[ 제출증빙자료 8.15: 국제 심포지움 ]
- 교내 대응 자금 GT10 (연간 5억, 2012-2020)과 BK21PLUS 사업 재원 및 행정 지원 활용.
- 연구팀(핵/입자/천체팀, 나노/바이오팀, 응집/통계팀)별로 매 해 국제학회를 주최하고,
해외 석학을 초빙하여 각 팀의 실질적 공동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국제 연구 코뮤니티에 성균관대 연구팀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우수 신진 인력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실제 본 사업단에서 주최한 천체물리학 심포지움 초청연사 중 1인을 2013년도 1학기에
tenure track으로 임용(Carsten Rott 교수). 임용된 신임교수는 대규모 국제 공동 연구 실험에서
암흑물질 탐색그룹의 리더를 맡고 있으며 해외석학들의 강력한 추천을 받은 유망한 차세대 연구자
임. 향후 Science, Nature 등 최우수 저널에 다수 논문 발표 기대.
- 강연 자료 및 동영상 자료는 웹에 게시하여 참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할 것.
(http://physics.skku.ac.kr/xe/index.php?mid=seminar)
- 해외석학 초청강연과 국제심포지움등을 지역 대학에 오픈하고 보다 넓은 범위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대학의 국제화에도 기여한다.
○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해외기관 소속 연구자 방문연구 환경 조성
-

해외 연구 인력의 국내 체류와 원활한 공동연구를 위한 행정적 지원
교내 기숙사 활용하여 체류를 도움 (이후 대대적인 확장 계획을 대학 차원에서 수립)
성균관대학교 GT10 (매년 5억, 2012-2020) 프로그램에서 방문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43.6㎡의 공간을 초빙 석학 및 해외 초청 연구원 전용 공간으로 사용
해외 석학 방문시 연구년을 맞아 외국으로 나간 교수의 연구실을 사용토록 함

■ 해외 공동연구를 수행할 기반을 마련해주는 물리연구단 만들기 (out-bound 국제화 전략)
○ 해외 연구실 수립
- 본 사업단 소속 교내 연구실에서 수행하기 힘든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해외 연구소 및 대학과
연구 클러스터 구성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성과를 내기 시작하였음.
- 참여교수, 연구원, 대학원생의 장기 해외 파견을 보다 수월하게 기획 가능
- 이미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등 4개 해외 기관에 성균관대 물리연구단 해외 연구실을
수립하였음. 체제비 등을 현지 기관에서 직접 조달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연구 기회 극대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
- 사례 : [ 제출증빙자료 8.16 해외 연구실 실적 ]
1.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대학원생의 연구실 공간 및 체제비 지원
2. 일본, Center for Nuclear Study, University of Tokyo: 대학원생의 현지 체재비 지원, 2013년
7월 1일부터 3주간 차수미 학생 파견 예정
3. 스위스, 유럽핵입자연구소 (CERN) CMS 실험 RPC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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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본 사업단과 연구소의 단일 연구실이 아닌, 성균관대학
교와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간의 협정 내용을 조율 중
5. 영국, University of Oxford: 공동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대학원생의 연구실 공간 현지 지원
[ 제출증빙자료 8.17: 해외 연구실 현황 ]
- BK21PLUS와 GT10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해외 연구실 설립을 추진.
- IceCube의 멤버쉽 참여와 함께 남극 기지에 해외 연구실 설립 추진.
- 팀별로 핵심 해외 연구실 수립을 추진.
○ 해외 대학 및 연구 기관과 MOU 체결
- 국제 교류를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각 기관과 MOU를 체결.
- 연구단 소속 졸업자와 연구자의 해외 진출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MOU 체결 대표 실적
1. 스웨덴 우메아 대학교
MOU 내용 : 학과교류 - 교환학생파견
MOU 기간 : 2011.09.09 ~ 현재
2.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MOU 내용 : 교환학생 프로그램
MOU 기간 : 2012.02.15 ~ 2013.06.15
3. 일본 교토대학교
MOU 내용 : 일본 교토대학 Kyoto University Critical Assembly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부 상
호 연구 교류 협정
MOU 기간 : 2012.06.07 ~ 현재
4. CERN
MOU 내용 : The CMS Collaboration, CERN and High Energy Physics Laboratory, SKKU.
MOU 기간 : 2009.12.01 ~ 2012.11.31
외 22건
[ 제출증빙자료 8.18: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 MOU 체결 현황 ]
- 미국 Ohio State University (OSU)와 IceCube 실험 및 입자물리 실험 관련 MOU 체결 계획중
- 일본 유카와 연구소 소장 (Misao Sasaki 교수)를 초대하였고 (2012. 8.30- 2012.9.1 천체물리학
국제 심포지움) 이후 공동연구와 인력 교환 등에 대한 MOU 체결을 위한 논의 진행 중
[ 제출증빙자료 8.19: MOU ]
○ 참여 연구인력 및 대학원생의 공동연구를 위한 해외 체류 지원 (장기)
- 1차,2차 BK21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원생의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 대학원생 해외 연수 현황 (최근 3년) ▣
────────────────────────────────────────────
장기
단기(15일 이상)
단기(15일 이하)
학술회의
────────────────────────────────────────────
실적
10
15
1
26
────────────────────────────────────────────
- 장기 연수: 스웨덴, 미국, 스위스 3개국
- 단기 연수(15일 이상): 스웨덴, 미국, 스위스, 일본 4개국
- 단기 연수(15일 이하): 일본
- 국제학술회의: 미국, 캐나다, 일본, 타이완, 영국 등 11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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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현재, 본 사업단이 협력각서를 교환하고 실제로 본 사업단 소속의 대학원생을 파견한
성과가 있는 외국 연구소 및 대학은 아래와 같다.
1. 스웨덴, Umea 대학교
2. 스위스, 유럽핵입자연구소 (CERN) CMS 실험 RPC 그룹
3.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대학원생의 연구실 공간 및 체제비 현지 지원

-

석박통합과정 박은성 학생은 2013년 2월부터 미국 Los Alamos 국립 연구소에서 체재비 및 연구활
동비를 지원 받아 미국 현지에서 공동 연구를 수행 중(2013. 02. 15 ~ 현재). 2011년에는 연구재
단의 대학원생
글로벌 인턴쉽 사업에 선정되어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공동 연구를 수행했음

-

최근 (2013년) 협력각서를 교환하여 대학원생 파견 성과는 없지만 향후 활발한 교류를 계획중인
해외 대학 및 연구소는 아래와 같다.
1. 브라질 Universidade de Pernambuco
2. 일본 Institute of Particle and Nuclear Studies, High Energy Accelerator Research
Organization (KEK)
3. 중국 Zhejiang University
4. 베트남 Hoa Sen University
5. 미국 Ohio State University (IceCube 관련)
6. 일본 유카와 연구소 (천체물리-우주론 공동 연구)
- 대학원생의 장기 해외 연수는 희망자에 한해 아래의 과정을 거쳐 선발 및 운영한다.
1. SCI 등재 논문을 쓰고, 영어성적을 충족시킨 대학원생 대상
2. 지도교수 추천
3. 팀장 회의에서 선발
4. 장기 해외 연수
5. 연구결과 SCI 등재 논문 발표 및 보고서 제출

○ 대학원생 및 참여 연구인력의 공동연구를 위한 해외 체류 지원 (단기)
- 대학원생의 국제 학회 참석 및 논문 발표를 위한 해외 단기 체류 지원
- 1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해외 대학 및 연구소를 방문하여 공동연구를 진행
- 단기 연수 프로그램의 다변화:
1. 일본, Center for Nuclear Study, University of Tokyo: 대학원생의 현지 체재비 초청기관
부담
(일비: 2,300 Yen/day, 숙박비 지원)
2.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대학원생의 연구실 공간 현지 지원
3. 스웨덴, Umea 대학교
4. 스위스, 유럽핵입자연구소 (CERN) CMS 실험 RPC 그룹
- 해외 연수 비용은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 인력에만 지원하고 있다.
- 참여 교수의 연수비용은 내규에 의해 사업비에서 지원하지 않고 개인 연구비에서 충당토록 하여
대학원생 및 신진 연구 인력에 더 많은 혜택을 주려함.
-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소로의 장기 파견을 통해 보다 폭 넓은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권장하고
있다.
- 국제 학회에 참석하는 형태의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별도의 단기연수자 선발기준을
정해 구두나 포스터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총 42건의 대학원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 (15일 이상 실적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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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수미(석박통합과정) 학생은 약 4주간 (2013. 7. 1 ~ 7. 26)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Center
for Nuclear Study(CNS)를 방문할 예정. CNS에서는 학생 방문 기간 동안의 현지 체류비
(일비와 숙박비) 지원.
2. 현영환(박사과정) 학생은 호주에서 열린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cience and
Application of Nanotubes에서 "angle dependence of the Landau level spectrum in twisted
bilayer graphene"의 제목으로 구두발표 함.
3. 서지웅(박사과정) 학생은 스위스 CERN 연구소에 파견되어 CMS 실험에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
뮤온검출기인 RPC 입자검출기의 효율 및 Fake Rate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함.
4. 김진수(석박통합), 김종국(석사), 강동우(석박통합), 이승학(석박통합) 학생들은
일본, 동경대학교 Kavili-IPMU 2013.7.16-19 "School on the future collider physics"참여
및 포스터 발표. (http://member.ipmu.jp/rie.ujita/school.htm)
국제항공료와 체재비 Kavli-IPMU 전액 부담
- 향후 보다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보다 많은 해외 연구소 및 대학과 협약을 맺어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예정.
- 현재 성균관대학교와 미국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간 협정.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들이
ORNL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분야에 접근하기 수월해질 전망.

■ 국제화 인프라 강화
○ 학위 논문 국제화
-

-

-

-

최근 3년간 박사학위 심사대상자 중 5명이 외국인 학자에게 논문 심사를 받음
박사학위논문 100% 영어 작성
박사학위 심사의 경우 영어 발표를 의무화. (국제학술대회 10분 이상 발표 실적이 있을 시 면제)
석사학위 심사의 경우 2009년부터 5분간 영어 요약 발표를 의무화. 최근 3년간 박사학위 심사대
상자
34명 중 32명이 영어 논문작성 및 영어발표를 완수
외국인 전임 교원 임용 (C. Rott 교수)과 국제 연구 참여에 따라 해외 학자의 심사 기회 확대될
것임
박사학위 심사위원에 해외 학자 혹은 산연 (기업체 또는 공공 연구소) 소속 연구원 1인 이상 포함
하는 것을 적극 장려
사업단과 국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 소속의 저명학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외국 저명학자를 대학원생 논문심사 기간에 초빙하여, 학술 강연, 연구 자문이외에 대학원생의 논
문 심사 의뢰. 학위 논문의 초고는 방문 이전에 해외 논문 심사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송
부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꾀함.
외국 학자가 직접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화상회의시스템, 서면 심사
등의 방법을 추진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한 심사 및 서면 심사를 학위 심사로 인정하기 위한 내규를 마련
해당 학생들은 아래의 과정을 거쳐 논문 작성을 완성하도록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1. 학생은 먼저 자신의 논문을 동료 학생들에게 영어 발표하고 토론한 후 결과를 논문에 반영
(peer review)
2. 첫 단계를 거친 논문은 지도교수 혹은 연구팀 소속 타 교수의 1차 교정을 거친다.
전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발표 및 심사과정을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
영어 발표 기회의 확대를 위해 대학원생이 직접 해외 학회에서 발표하는 경우 우선 지원

○ 외국인 대학원생 및 전임 교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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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강습 지원이외에 영어 명패, 영어 안내문, 영어로 된 안내 책자 등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서 연구단 및 대학 차원의 지원책 홍보
외국인 전임 교원과 연구원 초빙을 위한 홍보
연구단의 모든 명패를 영어와 한국어 이중표기로 변경
교내 학사지원 시스템인 GLS시스템의 영문판 지원
영문 홈페이지 구축 및 영문 보로슈어 발간 및 배포
물리연구단 자체적인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mentor/tutor 제도를 실시
외국인 대학원생의 의료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긴급한 의료 상황에 대비하게 함
대학과 협정 체결을 맺은 대학 출신의 외국인 대학원행은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 배정에 있어서 우선권 부여
외국인 학생을 위한 mentor제도 실시 확대 (외국인 전임 교원인 C. Rott 교수)

○ 국제화된 행정 및 시설 인프라
- 물리연구단 3인의 행정요원 외국어에 능통한 행정요원이 있어 외국학자 방문 시 또는 외국인
대학원생 및 신진 연구 인력의 각종 서류 작업 및 안내를 맡음
- 대학 차원에서 외국인 학사상담 전담 직원제를 도입하여 국제교류팀에 배치함
- 43.6㎡의 공간을 초빙 석학 및 해외 초청 연구원 전용 공간으로 사용
- 해외 석학 방문시 연구년을 맞아 외국으로 나간 교수의 연구실을 사용토록 함
- 국제공동연구에서 빠른 정보교환 및 토론이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이 필요함
- 물리연구단에는 다자간 회의를 할 수 있는 Polycom사의 전문적인 화상회의 시스템 구비
- 웹 기반의 VIdyo (http://www.vidyo.com/)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 본 사업단에서는 영어로 진행되는 과목을 영어로 녹화하여 물리학과 교육자료 보관용 서버에 저장,
대학원생들이 상시 접속, 강의 시청. 성균관대 e+ 첨단 강의시설이 구비된 강의실에서는 강의
녹화, 강의 자료 저장 등이 자동으로 이뤄짐
○ 연구 국제화 위원회
- 아시아 연구 네트워크 건설 - 아시아 지역 물리학과 학과장단 회의 기획
[ 제출증빙자료 8.20: 아시아 연구 네트워크 건설 계획 ]
- 연구 프로그램의 해외 석학 평가 의뢰 및 세계 수준 대학 물리학과 벤치마킹
- 국제 심포지움 개최 현황 분석 및 계획 수립
- 대학원생 국제교류 (장기, 단기, 방문 연구 등) 가능 기관 다변화
- 해외 연구실 협약 기관 확대
- 외국 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적극 추진
UT-Dallas (미국), 우메아 대학 (스웨덴)과는이미 협정체결되었으며 태국 치앙마이 대학과는
추진중
- 단기 및 장기 해외 연수 - 파견 대상 학생, 신진 연구 인력의 해외 파견 및 석학 초빙 계획을
각 교수로부터 받아 그 필요성 및 적절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액 반영
- 참여교수 본인의 국제화 지원은 배제 - 대학원생 및 신진 연구 인력의 국제 학회 참석 및 발표의
기회확대를 통한 의미 있는 국제화를 위해서 참여 교수 본인의 국제화 경비 지원은 하지 않고,
참여 대학원생 및 참여 신진 연구 인력만을 지원
- 국제화 지원금 차등 지급 - 연차별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해 참여교수의 연구업적에 따라 대학원
생 및 참여 신진 연구 인력의 국제화 지원을 차등 지급
- 해외 홍보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 - 적극적인 해외 홍보를 통해서 성균관대학교 물리연구단의 인
지도를 높이고 해외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함
[ 제출증빙자료 8.21: BK21 물리연구단 영문 홈페이지 ]
- 영문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 - 대학원생 유치를 위해서 교육 과정, 장학금 혜택 등 실질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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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담은 새로운 영문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교내외에 배포함
[ 제출증빙자료 8.22: 영문 브로슈어 ]
○ 대학 차원의 국제화 인프라 개선
- 외국인 학생 선발시스템
1. 입학처에 유학생 선발 전담인력 배치 (영어, 일어, 중국어)
2. 단과대학 International Affair Desk 운영
3. 해외입학설명회 (대학원 Fair)
4. 해외 성균백일장
5. 국제하계대학 등 운영
- 외국인 유학생 관리센터 : 해외 우수학생 선발 및 전형제도 개선,
Global 대학원 Fair(입학설명회) 기획 및 운영, 외국인 지원프로그램 운영
- (행정지원 체제 구축) 외국인유학생관리센터를 신설하여 외국인 학생 지원 총괄기관으로 운영하
면서 국제처-성균어학원-단과대학-기숙사 등의 유기적 Student service, 외국인 전용 기숙사,
외국인학생 장학제도 등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 학생의 학업몰입도를 제고함
- 영어 습득 프로그램
1. English Writing Center, 단과대학별 English Help Desk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대학원
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
2. 영어소통/소양교육, 영어P/T특강, 온라인 녹화 등 지원
- 논문작성지원 -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일련의 분석기법 및 작성법 지원
1. (기구) 교육개발센터, 수학교육학습센터, 응용통계연구소, KIRD(연구개발인력교육원) 위탁
교육, 학술정보관, 산학협력단 중심의 지원시스템 구축
2. (프로그램) 통계프로그램, 연구실험계획, 연구데이터분석, Lab 협업실습, 과학적 글쓰기,
논문작성법, 프리젠테이션, 연구윤리/연구노트 교육 등
-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확보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 정책 확대
1. 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 출신의 대학원생에게는 등록금 전액 면제
2. 사업단 소속 외국인 대학원생에게는 전원 장학금 지원 및 지도교수의 연구비로부터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국내 대학원생과 같은 수준의 장학금 수혜 - 국내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없음
3.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강좌이수를 독려
4. 외국인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안내 가이드북 발간 및 배포
5. 외국인 대학원생은 본인 희망시 기숙사 배정에 있어서 우선권 부여하고 있음
6.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행사 개최
- Library Day for International Students: 외국인 신입생을 위한 정보교육 오리엔테이션
- 국제화 강화를 통해 급격히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기숙사 입사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존 기숙시설을 통한 수용에 한계가 있어 현재 기숙사 신축 및 Out-Campus 기숙사 신축 등의
인프라 개선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1. 자연과학캠퍼스의 기숙사 중 의관을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로 지정 활용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음
2.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100% 기숙사 수용 및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자연과학캠
퍼스 삼성학술정보관 및 기숙사 신관을 구축 완료하여 국제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함
- 기숙사신관을 준공함으로써 자연과학캠퍼스 외국인학생을 포함한 전 학생의 기숙사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 확보
- 기숙사신관 신축완료: 1,956명 수용 / 지하2층 지상15층 / 2009년 2월 준공
- 삼성학술정보관 신축완료: 지하2층 지상7층 / 연면적 23,742㎡ 규모로 동양 최대의 도서관 신축
- 대학원생 전용 기숙사 516실 신축(‘15)
- 외국인을 위한 guest house를 확보하여 해외 석학 방문 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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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여교수 연구역량

9.1 연구비(최근3년)
<표 10> 최근 3년간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T_1_1:항목
T_3_1: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산
업체(국내)
연구
T_4_1:
비 수주 총 입금액
해
T_5_1: 외기관 연구비 수
주 총 환산입금액
T_6_1:1인당 총 연구비 수
주액

T_1_2:수주액(천원)
T_2_2:2010년

T_2_3:2011년

T_2_4:2012년

T_2_5:전체기간 실적

D_3_2:2,556,700

D_3_3:3,426,443

D_3_4:4,825,103

D_3_5:10,808,246

D_4_2:48,000

D_4_3:32,000

D_4_4:162,000

D_4_5:242,000

D_5_2:-

D_5_3:-

D_5_4:-

D_5_5:-

D_6_2:217,058

D_6_3:288,203

D_6_4:415,591

D_6_5:920,853

T_7_1:참여교수 수

D_7_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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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논문 (최근 3년)

9.2.1 참여교수 1인당 국제저명학술지(SCI, SCIE, SSCI, A&HCI)

환산 논문 편수

<표 11> 참여교수 1인당 논문 환산 편수 실적
T_1_2:최근 3년간 실적

T_1_1:구 분

T_1_5:전체기간 실적

T_2_2:2010년

T_2_3:2011년

T_2_4:2012년

T_3_1:논문 총 건수

D_3_2:200

D_3_3:236

D_3_4:282

D_3_5:718

T_4_1:1인당 논문 건수

D_4_2:13.3333

D_4_3:15.7333

D_4_4:18.8

D_4_5:47.8666

T_5_1:논문 총 환산 편수

D_5_2:19.4358

D_5_3:23.7592

D_5_4:30.8098

D_5_5:74.0048

T_6_1:1인당 논문 환산 편
수

D_6_2:1.2957

D_6_3:1.5839

D_6_4:2.0539

D_6_5:4.9336

T_7_1:참여교수 수

D_7_5:15

9.2.2 참여교수 1인당 SCI, SCIE (SSCI 포함) 논문의 환산 보정 IF
<표 12> 최근 3년간 참여교수 1인당 SCI, SCIE (SSCI 포함) 논문의 환산 보정 IF
T_1_2:최근 3년간 실적

T_1_1:구 분

T_1_5:전체기간 실적

T_2_2:2010년

T_2_3:2011년

T_2_4:2012년

T_3_1:총 환산편수

D_3_2:19.4358

D_3_3:23.7592

D_3_4:30.8098

D_3_5:74.0048

T_4_1:총 환산보정IF

D_4_2:9.5463

D_4_3:11.25845

D_4_4:18.71123

D_4_5:39.51598

T_5_1:환산 논문 1편당 환
산보정IF

D_5_2:0.49117

D_5_3:0.47385

D_5_4:0.60731

D_5_5:0.53396

T_6_1:1인당 환산 보정IF

D_6_2:0.63642

D_6_3:0.75056

D_6_4:1.24741

D_6_5:2.63439

T_7_1:참여교수 수

D_7_5:15

9.2.3 사업단 참여 교수 논문의 우수성
<표 13> 참여교수 1인당 논문의 환산 보정 Eigenfactor Score와 환산 보정 IF
T_1_1:구 분

T_3_1:Eigenfactor
Score

T_1_3:최근 3년간 실적

T_1_6:전체기간 실적

T_2_3:2010년

T_2_4:2011년

T_2_5:2012년

T_3_2:총 환산편수

D_3_3:19.4358

D_3_4:23.7592

D_3_5:30.8098

D_3_6:74.0048

T_4_2:총 환산보정 ES

D_4_3:39.04065

D_4_4:47.59192

D_4_5:74.4862

D_4_6:161.11877

T_5_2:환산 논문 1편당
환산보정 ES

D_5_3:2.00869

D_5_4:2.00309

D_5_5:2.41761

D_5_6:2.1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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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3_1:Eigenfactor
Score

T_7_1:Impact Factor

T_6_2:1인당 환산보정
ES

D_6_3:2.60271

D_6_4:3.17279

D_6_5:4.96574

D_6_6:10.74125

T_7_2:총 환산편수

D_7_3:19.4358

D_7_4:23.7592

D_7_5:30.8098

D_7_6:74.0048

T_8_2:총 환산보정IF

D_8_3:9.5463

D_8_4:11.25845

D_8_5:18.71123

D_8_6:39.51598

D_9_3:0.49117

D_9_4:0.47385

D_9_5:0.60731

D_9_6:0.53396

D_10_3:0.63642

D_10_4:0.75056

D_10_5:1.24741

D_10_6:2.63439

T_9_2:환산 논문 1편당
환산보정IF
1
인당
환산보정
T_10_2:
IF

T_1_1:참여교수 수

D_1_6:15

1인당 환산 보정 ES(환산 논문 1편당 환산 보정 ES 포함) 또는 1인당 환산 보정 IF(환산 논
문 1편당 환산 보정 IF 포함)를 활용하여 사업단 논문의 질적 우수성을 기술
────────────────────────────────────────────────
■ 1인당 환산 보정 ES가 2012년 4.97로서 2010년 2.60에 비해 191%의 급격한 증가를 보임
■ 1인당 환산 보정 IF는 2012년 1.25로서 2010년 0.64에 비해 195%의 급격한 증가를 보임
■ 1인당 환산 보정 IF는 연평균 0.88로서 매우 우수. 이는 물리학 우수 저널인
Physical Review Letters급 저널에 매년 1편 이상 1인논문으로 출판하는 실적에 해당됨.
────────────────────────────────────────────────
■ 1인당 환산 보정 ES의 우수성
○ 1인당 환산 보정 ES는 2010년 2.60, 2011년 3.17, 2012년 4.97로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임
- 우수신진교수의 영입과 학내 GT10 프로그램(연 5억, 2012-2020)을 통한 연구환경의 체질 개선 및
국제화 역량 강화가 논문의 질적개선으로 이어진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가고 있음을 반영함.
○ 1인당 평균 환산 보정 ES는 연간 3.58로 매우 우수함.
- 이는 피인용횟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논문에 피인용되는 우수한 논문을 출판하고
있음을 반영.
○ 분야별 1인당 환산 보정 ES 분석
─────────────────────────────────────────
1인당
응집/통계팀
나노/바이오팀
핵/입자/천체팀
환산 보정 ES
(참여교수 5명)
(참여교수 5명)
(참여교수 5명)
─────────────────────────────────────────
2010년
3.42
1.95
2.44
2011년
4.44
1.83
3.25
2012년
7.94
3.85
3.11
─────────────────────────────────────────
1인당 연평균
5.27
2.54
2.93
─────────────────────────────────────────
- 응집/통계팀
: 1인당 환산 보정 ES가 연평균 5.27로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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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94는 2010년 3.42에 비해 232%의 급격한 증가.
- 나노/바이오팀 : 1인당 환산보정 ES가 연평균 2.54로 우수.
2012년 3.85는 2010년 1.95에 비해 197%의 급격한 증가.
- 핵/입자/천체팀: 1인당 환산보정 ES가 연평균 2.93로 우수.
2012년 3.11은 2010년 2.44에 비해 127%의 증가를 보임.
■ 1인당 환산 보정 IF의 우수성
○ 1인당 환산 보정 IF가 2010년 0.64, 2011년 0.75, 2012년 1.25로 급격히 증가.
우수신진교수의 영입과 학내 GT10 프로그램(연 5억, 2012-2020)을 통한 연구환경의 체질 개선 및
국제화 역량 강화가 논문의 질적개선으로 이어진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가고 있음을 반영.
○ 1인당 평균 환산 보정 IF는 연간 0.88로서 매우 우수함.
이는 물리학 우수저널인 Physical Review Letters(=보정 IF 0.83)에 매년 1인논문인 경우 주저자로
1편 이상, 또는 2인 논문일 경우 주저자로 2편 이상을 출판한 실적에 해당됨.
○ 분야별 1인당 환산 보정 IF 분석
─────────────────────────────────────────
1인당
응집/통계팀
나노/바이오팀
핵/입자/천체팀
환산 보정 IF
(참여교수 5명)
(참여교수 5명)
(참여교수 5명)
─────────────────────────────────────────
2010년
0.54
0.77
0.59
2011년
0.77
0.69
0.80
2012년
1.26
1.53
0.96
─────────────────────────────────────────
1인당 연평균
0.86
1.00
0.78
─────────────────────────────────────────
- 응집/통계팀
: 2012년 실적인 환산 보정 IF 1.26은
(1) PRL급 논문에 2인논문 3편을 주저자로 출판한 실적에 해당.
(2) 2010년 0.54에 비해 233%의 급격한 증가를 보임.
- 나노/바이오팀 : 2012년 실적인 환산 보정 IF 1.53은
(1) PRL급 논문에 2인논문 3편 이상을 주저자로 출판한 실적에 해당.
(2) 2010년 0.77에 비해 198%의 급격한 증가를 보임.
- 핵/입자/천체팀: 2012년 실적인 환산 보정 IF 0.96은
(1) PRL급 논문에 2인논문 2편 이상을 주저자로 출판한 실적에 해당.
(2) 2010년 0.59에 비해 163%의 급격한 증가를 보임.

사업단 특성에 따라 <표13> 이외에 공신력 있는 논문 평가방법(예: SCOPUS의 SJR, SNIP,
Google Scholar 등)을 활용하여 사업단 논문의 질적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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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교수 1인당 연평균 피인용횟수는 116.4회로 매우 우수
■ 참여교수 1인당 주저자 JCR 2011 기준 최상위 10%논문 건수는 연평균 1.08건임
■ 최근 3년 연구논문 업적 718편 중에 대표논문으로 17편을 선정하여 우수성 기술
────────────────────────────────────────────────
■ 발표논문의 우수한 피인용횟수
○ 최근 3년간 참여교수 1인당 연평균 피인용횟수는 116.4회로 매우 우수.
- 3년 이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16.4회의 피인용횟수는 연구논문들의 높은 영향력을
반영.
- 피인용횟수 조사는 SCOPUS를 사용한 결과임
- Google Scholar Citations은 출판되지 않은 논문(preprint) 등도 피인용횟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통계자료가 과장될 소지가 있음으로 조사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 제출증빙자료 9.1: 참여교수논문-분야별 연도별 피인용횟수 ]

○ 분야별 참여교수 1인당 피인용횟수
────────────────────────────────────────────
1인당
응집/통계팀
나노/바이오팀
핵/입자/천체팀
피인용횟수
(참여교수 5명)
(참여교수 5명)
(참여교수 5명)
────────────────────────────────────────────
2010년
62.8
49
300.0
2011년
30.2
17.4
259.4
2012년
13.2
10.6
304.8
────────────────────────────────────────────
1인당 연평균
35.4
25.7
288.1
────────────────────────────────────────────
- 응집/통계팀
: 참여교수 1인당 연평균 피인용횟수는 35.4회로서 매우 우수.
이는 IF가 7.37인 PRL급의 논문 4.8편에 해당하는 실적에 해당.
- 나노/바이오팀 : 참여교수 1인당 연평균 피인용횟수는 25.7회로서 매우 우수.
이는 IF가 7.37인 PRL급의 논문 3.4편에 해당하는 실적에 해당.
- 핵/입자/천체팀: 참여교수 1인당 연평균 피인용횟수는 288.1회로서 매우 우수.
입자실험 참여교수 2명의 논문 중 1000명 이상의 거대과학으로
분류되는 건수가 많아서 PRL과 직접적 비교를 통한 수치비교는 어려움.

■ 대표적 우수논문 현황
[ 제출증빙자료 9.2: 참여교수논문-분야별 상위 10퍼센트 ]
○ 총 718편의 SCI(E) 논문 업적 중 JCR 2011 기준 최상위 10% 논문은 337편
이는 참여교수 1인당 연평균 22.5편의 최상위 10% 논문을 출판하고있는 사업단 논문의 우수성을 반영
○ 분야별 1인당 최상위 10%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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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응집/통계팀
나노/바이오팀
핵/입자/천체팀
상위 10% 논문수
(참여교수 5명)
(참여교수 5명)
(참여교수 5명)
────────────────────────────────────────────
2010년
1.4
1.6
9.6
2011년
2.4
1.0
21.8
2012년
2.8
2.4
24.4
────────────────────────────────────────────
1인당 연평균
2.2건
1.8건
18.6건
────────────────────────────────────────────
- 응집/통계팀
: 1인당 상위 10% 논문수는 연평균 2.2건으로 매우 우수.
2012년 2.8건은 2010년 1.4건에 비해 200%의 가파른 증가를 보임.
- 나노/바이오팀 : 1인당 상위 10% 논문수는 연평균 1.8건으로 매우 우수.
2012년 2.4건은 2010년 1.6건에 비해 150%의 큰 증가를 보임.
- 핵/입자/천체팀: 1인당 상위 10% 논문수는 18.6건으로 매우 우수.
2012년 24.4건은 2010년 9.6건에 비해 254%의 매우 큰 증가세를 보임.
○ 분야별 1인당 주저자 최상위 10% 논문 수
────────────────────────────────────────────
1인당 주저자
응집/통계팀
나노/바이오팀
핵/입자/천체팀
상위 10% 논문수
(참여교수 5명)
(참여교수 5명)
(참여교수 5명)
────────────────────────────────────────────
2010년
0.6
1.0
0.8
2011년
1.2
0.8
0.8
2012년
1.8
2.2
0.6
────────────────────────────────────────────
1인당 연평균
1.2건
1.33건
0.73건
────────────────────────────────────────────
- 응집/통계팀
: 1인당 주저자 상위 10% 논문수는 연평균 1.2건으로 매우 우수.
2012년 1.8건은 2010년 0.6건에 비해 300%의 빼어난 증가를 보임.
- 나노/바이오팀 : 1인당 주저자 상위 10% 논문수는 연평균 1.33건으로 매우 우수.
2012년 2.2건은 2010년 1.0건에 비해 220%의 큰 증가를 보임.
- 핵/입자/천체팀: 1인당 주저자 상위 10% 논문수는 연평균 0.73건으로 우수.
입자실험은 거대과학분야로 주저자의 개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저자 건수가 부족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우수한 편임.
○ JCR 2011 기준 최상위 10% 논문 337편을 포함한 전체 연구논문 업적 718편 중에 대표우수논문으로
17편을 선정.
- 대표우수논문에는 Nature 3편, Science 1편 외 13편의 논문이 응집/통계팀, 나노/바이오팀,
핵/입자/천체팀이 고르게 선정됨
- 피인용횟수의 우수성, 임팩트 팩터의 우수성 등 연구의 우수성을 보일수 있는 논문을
대표우수논문에 선정함
1. ○ 제목

: Observation of a new boson at a mass of 125 GeV with the CMS experiment at the
LHC
○ 저널 : Physics Letters B 716, 30-61 (2012. 09)
○ 우수성: - 유인태, 최영일, C. Rott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CMS 실험을 통해 Higgs boson
142 / 176

발견의 유력한 증거를 보고함
- 2012년 9월에 출판후 1년도 안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피인용횟수가 이미 365회임
2. ○ 제목

: A New Boson with a Mass of 125 GeV Observed with the CMS Experiment at the
Large Hadron Collider
○ 저널 : Science 338, 1569-1575 (2012. 12)
○ 우수성: - 유인태, 최영일, C. Rott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CMS 실험을 통해 Higgs boson
발견의 유력한 증거를 보고함
- IF 31.2, ES 3.17의 최우수 저널

3. ○ 제목 : Real-space observation of a two-dimensional skyrmion crystal
○ 저널 : Nature 465, 901-904 (2010. 06)
○ 우수성: - 한정훈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2차원 Skyrmion 격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이론을 제공함
- 피인용횟수 141회
- IF 36.28, ES 3.72의 최우수 저널
4. ○ 제목 : An absence of neutrinos associated with cosmic-ray acceleration in γ-ray bursts
○ 저널 : Nature 484, 351-353 (2012. 04)
○ 우수성: - C. Rott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GRBs 관련 뉴트리노의 플럭스에 대한 상한 값을
재확립하여 뉴트리노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획기적 결과
- 피인용횟수 44회
- IF 36.28, ES 3.72의 최우수 저널
5. ○ 제목 : Patterning by controlled cracking
○ 저널 : Nature 484, 221-224 (2012. 05)
○ 우수성:- 박일흥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박막에서 나타나는 깨짐현상을 조절한 획기적
논문으로 nanofabrication에 새로운 장을 열것으로 기대.
- IF 36.28, ES 3.72의 최우수 저널
6. ○ 제목 : Spin-Orbit Coupled Bose-Einstein Condensate Under Rotation
○ 저널 : Physical Review Letters 107, 200401 (2011. 11)
○ 우수성: - 한정훈 교수가 주저자로 참여하여 소용돌이 격자가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 스핀-궤도
결합의 크기를 증가시켰을 때 격자구조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밝힘.
- 연구의 우수성과 긴박성이 입증되어 Editor's Suggestion에 선택됨
- 피인용횟수 22회
- IF 7.37, ES 1.14의 JCR 상위 10% 저널
7. ○ 제목 : Textured Superconducting Phase in the Heavy Fermion CeRhIn5
○ 저널 : Physical Review Letters 108, 077003 (2012. 02)
○ 우수성: - 박두선 교수가 주저자로 참여하여 양자상태가 고체의 경쟁상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새로운 양자역학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획기적 논문.
- 피인용횟수 7회
- IF 7.37, ES 1.14의 JCR 상위 10% 저널
8. ○ 제목
○ 저널

: Emergence of Chiral Magnetism in Spinor Bose-Einstein Condensates with Rashba
Coupling
: Physical Review Letters 108, 185301 (20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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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성: - 한정훈 교수가 주저자로 참여하여 보즈-아인쉬타인 응집체(Bose-Einstein
Condensate, BEC)중 스핀-궤도 결합이 존재하는 물질계의 물성을 이론적으로
탐색함.
- 피인용횟수 8회
- IF 7.37, ES 1.14의 JCR 상위 10% 저널
9. ○ 제목

: Atomic Layer Engineering of Perovskite Oxides for Chemically Sharp
Heterointerfaces
○ 저널 : Advanced Materials 24, 6423-6428 (2012. 12)
○ 우수성: - 최우석 교수가 주저자로 참여하여 단층의 LAO를 삽입함으로서 물질간 계면의
atomic-sharpness를 조절할 수 있음을 보고함.
- 피인용횟수 1회
- IF 13.87, ES 0.26의 JCR 상위 10% 저널

10.○ 제목 : Coverage Control of DNA Crystals Grown by Silica Assistance
○ 저널 : Angewandte Chemie 50, 9145-9149 (2011. 09)
○ 우수성: - 박성하 교수가 주저자로 참여하여 단일분자층의 DNA 인공구조물을 정확한 위치에
다양한 나노입자 및 나노선 등을 배치시킴으로서 DNA 분자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을 보고.
- 피인용횟수 3회
- IF 13.45, ES 0.29의 JCR 상위 10% 저널
11.○ 제목 : Fractionally δ?Doped Oxide Superlattices for Higher Carrier Mobilities
○ 저널 : Nano Letters 12, 4590-4594 (2012. 09)
○ 우수성: - 최우석 교수가 주저자로 참여하여 LSO/STO artificial oxide superlattice를
만들었다. delta-도핑을 통해 산화다구조체에 있는 2차원 전자의 모빌리티를
증가할 수 있음을 획기적인 보고이다.
- 피인용횟수 2회
- IF 13.20, ES 0.35의 JCR 상위 10% 저널
12.○ 제목 : Strain-Induced Spin States in Atomically Ordered Cobaltites
○ 저널 : Nano Letters 12, 4966-4970 (2012. 09)
○ 우수성: - 최우석 교수가 주저자로 참여하여 에피탁시 LaCoO3 박막엣 나타나는 자성현상에
대한 원인을 밝힌 연구로서 다기능 산화다구조체의 전기 및 자성 특성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
- 피인용횟수 1회
- IF 13.20, ES 0.35의 JCR 상위 10% 저널
13.○ 제목 : Synthesis of Bandgap-Controlled Semiconducting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 저널 : ACS Nano 4, 1012-1019 (2010. 02)
○ 우수성: - 박종윤 교수가 주저자로 참여하여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합성과정에서 촉매의
크기를 변화시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의 기하학적 조를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전기적 특성이 제어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를 합성을 보고. 이는 기존방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전자소자분야로의 응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획기적 결과이다
- 피인용횟수 17회
- IF 11.42, ES 0.12의 JCR 상위 10% 저널
14.○ 제목

: Controlled Assembly for Well-Defined 3D Bioarchitecture Using Two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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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zymes
○ 저널 : ACS Nano 4, 1580-1586 (2010. 03)
○ 우수성: - 강대준 교수가 주저자로 참여하여 두개의 다른 active enzymes을 갖는
bioarchitecture가 LBL(layer-by-layer)방법에 의해 손쉽게 합성될 수 있음을
보고.
- 피인용횟수 9회
- IF 11.42, ES 0.12의 JCR 상위 10% 저널
15.○ 제목

: Artificial DNA Lattice Fabrication by Noncomplementarity and Geometrical
Incompatibility
○ 저널 : ACS Nano 5, 5175-5179 (2011. 06)
○ 우수성: - 박성하 교수가 주저자로 참여하여 기존의 DNA 나노구조물을 만드는 데에 있어
고려되어 왔던 왓슨-크릭 상보성 및 구조적 적합성에서 벗어난 조건(기존의
DNA알고리즘을 이용한 자기조립 연구에 있어 에러가 나는 환경)에서도 DNA
나노구조물을 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연구팀은 이러한 DNA구조물의 물리적인
특성 및 형성 메커니즘을 설명함으로써, DNA 나노구조물의 새로운 제작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DNA 나노기술 및 DNA 알고리즘 연구분야에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을 제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대면적 및
에러율 제어가 필요한 바이오나노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선구적인 기초연구로
자리 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피인용횟수 2회
- IF 11.42, ES 0.12의 JCR 상위 10% 저널

16.○ 제목

: Reversibly Light-Modulated Dirac Point of Graphene Functionalized with
Spiropyran
○ 저널 : ACS Nano 6, 9207-9213 (2012. 10)
○ 우수성: 강대준 교수가 주저자로 참여하여 비공유결합에 의한 spiropyran(SP)
functionalization를 이용하여 결함이 없는 N-doping 그래핀을 입증한 획기적인 결과.
- 피인용횟수 0회
- IF 11.42, ES 0.12의 JCR 상위 10% 저널

17.○ 제목

: Fabrication of Sub-10 nm Metallic Lines of Low Line-Width Roughness by Hydrogen
Reduction of Patterned Metal-Organic Materials
○ 저널 :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0, 2317-2323 (2010. 07)
○ 우수성: - 강대준교수가 주저자로 참여하여 전자빔에 초 민감한 전이금속 유기물 기반 무기
리지스트를 개발하여 수소 분위기에서 환원을 시켜 전기 전도도가 아주 우수한
10 nm 미만의 가장 얇고 금속선을 세계 최초로 제작한 이 연구 결과는 고배율 전자
현미경을 사용해서 단지 볼 수 있는 매우 얇고 평탄한 금속선(metal line)을
만들었다.
- 동 저널의 표지논문으로 선정
- 피인용횟수 10회
- IF 10.18, ES 0.11의 JCR 상위 10% 저널

9.2.4 사업단 국제저명학술지 우수 논문 향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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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우수대학 연구논문 벤치 마킹을 통한 연구목표를 전략적으로 설정
■ 국제저명학술지 논문게재를 위한 구체적 계획
○ 신진교수가 연구에 필요한 핵심기자재를 빨리 확보하여 우수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적 재정 지원
○ 기자재 중심의 공동연구에서 아이디어 중심의 연구로 패러다임 전환
○ Citations이 100회 이상된 논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승진 및 정년 보장심사 반영
○ IF 30 이상의 저명 논문에 주저자로 출판시 각 단계 승진 및 정년 보장심사 반영
○ 인프라의 세계화 및 융합연구를 통한 우수논문 향상
────────────────────────────────────────────────■ 벤치마킹 대학과의 비교 및 분석
우수 논문 향상 계획을 위해 외국의 3개 연구중심대학[Columbia Univ. (16, 미국), Nagoya Univ.
(37, 일본), Brown Univ. (51-100, 미국)]을 벤치마킹하였다.
괄호안의 숫자는 2013년 영국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사가 매긴 물리천문분야
QS세계대학랭킹(QS World University Rankings)이다. 성균관대 물리학과의 2013년 순위는 101-150위
이며 이번 BK21PLUS 사업을 통한 연구력 증진을 통해 아시아 10위권, 세계 랭킹 50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제출증빙자료 9.3 : 세계우수대학 연구논문 벤치마킹 ]
○ 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피인용횟수는 153회로서 나고야대(37위)의 92회, 브라운대(51-100위)의 137회
보다는 우수하나 콜롬비아대(16위)의 222회 에 비해 약 69% 수준임.
○ 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환산 보정 IF는 2.61로서 콜롬비아대(16위)의 2.09, 나고야대(37위)의
1.48, 브라운대(51-100위)의 1.11 등보다 매우 우수함
○ 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환산 논문수는 약 5.04건으로서 콜롬비아대(16위)의 2.67, 나고야대(37위)의
3.07, 브라운대(51-100위)의 1.88건보다 매우 우수함.
○ 최근 3년간 교수 연구역량 관련 평균적인 수치들은 벤치마킹한 세계우수대학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매우 우수하다. 그러나 Nature/Science급의 최상위 저널의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편이다
(성균관대- 4편, 콜롬비아-14편, 교토대- 17편, 나고야대- 9편, 브라운대- 2편).
따라서 세계랭킹 50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연구논문의 질적인 강화와 더불어서 최상위저널에 출판하는
임팩트있는 논문수의 증가가 매우 필요하다.
○ 아래 그래프에 보이는 연구력 비교는 각 대학 물리학과 홈페이지에 공지된 교수를 기준으로 SCOPUS
를 통해 조사한 것이며 거대과학실험 분야인 입자물리실험은 비교에서 제외했다.
성균관대는 입자실험분야(2명)를 제외한 BK21PLUS 참여교수 13명을 모수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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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출판된 논문의 교수 1인당 피인용횟수(입자실험 제외) ▣
│
250├
│
222
│
■
200├
■
│
■
│
153
■
150├
■
■
137
│
■
■
■
│
■
■
92
■
100├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0├────┼────┼────┼────┼───→
성균관대 콜롬비아대 나고야대 브라운대

▣ 최근 3년간 출판된 논문의 교수 1인당 환산 보정 IF(입자실험 제외) ▣

│
│
3.0├
│
2.61
│
■
│
■
2.09
2.0├
■
■
│
■
■
│
■
■
1.48
│
■
■
■
1.11
1.0├
■
■
■
■
│
■
■
■
■
│
■
■
■
■
│
■
■
■
■
0├────┼────┼────┼────┼───→
성균관대 콜롬비아대 나고야대 브라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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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출판된 논문의 교수 1인당 환산건수(입자실험 제외) ▣
│
│
5.04
5.0├
■
│
■
│
■
│
■
4.0├
■
│
■
│
■
│
■
3.07
3.0├
■
■
│
■
2.67
■
│
■
■
■
│
■
■
■
1.88
2.0├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0├────┼────┼────┼────┼───→
성균관대 콜롬비아대 나고야대 브라운대

■ 전략적인 연구목표
○ 벤치마킹한 우수연구대학과의 분석비교에서 보여주듯이 사업단의 환산 논문건수 및
상위 20%논문의 평균IF로 나누어준 교수 1인당 환산 보정 IF도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 양적인 면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 BK21PLUS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연구의 양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집단
집중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반감된다.
○ 본 사업단의 목표인 아시아 10위권, 세계 50위권의 연구중심 물리학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양적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이라는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 질적인 성장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결과를 양산하는 것보다는 개별 및 융합연구를 통해
각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향상시켜 그 분야를 선도해가는 창조적 연구집단으로 성장해야 한다.

■ 국제저명학술지 논문게재를 위한 구체적 향상 계획
○ 1인당 환산 보정 IF/ES/논문수 연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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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최종)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
1인당 환산 보정 IF
0.90
0.95
1.00
1.10
1.20
1.30
1.40
1인당 환산 보정 ES
3.60
3.70
3.80
4.00
4.30
4.80
5.50
1인당 환산 논문수
1.70
1.75
1.80
1.90
2.00
2.20
2.50
──────────────────────────────────────────────
환산 보정 IF, 환산 보정 ES 및 환산 편수는 최근 3년간 결과의 표준편차 범위에서 지속적 성장을
추구함.
- 현재 교수 1인당 SCI(E) 환산편수 결과: 1.65 (연평균) +- 0.38편 (표준편차)
- 현재 교수 1인당 환산 보정 IF 결과: 0.88 (연평균) +- 0.33 (표준편차)
- 현재 교수 1인당 환산 보정 ES 결과: 3.60 (연평균) +- 1.23 (표준편차)
○ 누적 피인용 횟수 연차 계획(핵/입자/천체팀 제외)
─────────────────────────────────────────────
누적 피인용횟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최종)
(사업참여 전체교수)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
50 이상 100 미만
51
53
55
58
61
64
70
100 이상 500 미만
21
23
25
25
27
27
30
500 이상
1
1
1
2
2
3
3
─────────────────────────────────────────────
현재 BK21PLUS에서 객관적 지표로 제시하는 환산보정 IF 및 환산보정 ES에 대한 정량적 계획의
수립과 더불어서 의미있는 보완지표로서 누적 피인용횟수를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향상계획을
작성함.
- 저자수 1000명 이상의 거대과학으로 분류되는 논문이 있는 핵/입자/천체팀은 누적 피인용횟수
목표치에서 제외했다.
- 현재 누적 피인용횟수가 50 이상 100 미만인 논문수: 51
- 현재 누적 피인용횟수가 100 이상 500 미만인 논문수: 21
- 현재 누적 피인용횟수가 500 이상인 논문수: 1
[ 제출증빙자료 9.4 : 참여교수-누적 피인용횟수 ]

○ 개인 교수별 핵심기자재 구축을 통한 아이디어 중심의 공동연구 활성화:
1. 신진교수가 연구에 필요한 핵심기자재를 빨리 확보하여 우수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과에서 적극적 재정 지원함. 대표적인 사례로서
- 2013년 임용된 Carsten Rott 교수 및 최우석 교수에게 정착지원금 각각 3억 지급 (학교 1억,
학과 2억)
- 2012년 임용된 박일흥 교수에게 정착지원금 3억 지급(학교 2억, 학과 1억)
- 2008년 임용된 박두선 교수에게 정착지원금 3억 지급 (학교 2억, 학과 1억)
- 2008년 임용된 박두선 교수는 정착지원금을 통해 핵심기자재인 Dilution Fridge를 빨리 확보하여
조기에 정상적인 연구에 돌입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창의연구단에
선정되어 우수한 연구를 수행중이다. 이는 신임교수에 대한 적극적 재정지원이 우수한
연구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반영한 것이다.
[ 제출증빙자료 9.5 : 신진교수-조기정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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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자재 중심의 공동연구에서 아이디어 중심의 연구로 패러다임 전환
- 본 사업단의 공동연구는 그동안 공동기자재를 충원하는 것을 위주로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장비의 국제경쟁력 뿐만아니라 연구의 경쟁력도 빼어난 효과를 주지는 않았었다.
-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본 사업단에서는 2006년 부임한 신임교수부터 개인 교수별 핵심기자재
구축을 위해 학교와 학과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 재정지원을 하였다.
- 새로운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이미 확립된 핵심기자재를 십분 활용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우수논문 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3. 아이디어 중심 연구는 외부대학과도 밀접히 연결하여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보호
- 장비를 중심으로한 연구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제안한
연구자를 중심으로 공동연구가 진행됨.
- 본 사업단에 구축된 핵심기자재는 사업단내에서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지역의 대학들과도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핵심기자재의 활용을 통한 공동연구는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제도 정비 및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우수논문 향상
위의 우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및 인센티브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제출증빙자료 9.6 : 승진 및 재임용 관련 내규]
1. 피인용횟수 100회 이상된 논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승진 및 정년 보장심사 때 연구평가 반영
E-트랙: 승진 또는 재임용 기간 내 출판된 논문의 피인용횟수가 다음과 같을 시 승진 및 재임용
연구 업적 요건 만족
조교수: 부교수 승진시 평가기간내에 출판한 논문에서 피인용횟수 100회 이상 논문 1편
또는 피인용횟수 30회 이상의 논문 2편을 주저자로 발표했을 때.
부교수: 정교수 승진(정년보장 포함)시 평가기간내에 출판한 논문에서 피인용횟수 150회
이상 논문 1편 또는 피인용회수 50회 이상의 논문 2편을 주저자로 발표했을 때.
2. IF 30 이상의
C-트랙: 승진
연구
D-트랙: 승진

저명
또는
업적
또는

저널에 주저자로 출판시 각 단계 승진 및 정년 보장심사 때 연구평가 반영
재임용 기간 내 출판된 논문의 IF 총합이 30 이상 / 정년 보장시 50 이상이면
요건 만족
재임용기간 내 Nature/Science 급 1편을 주저자로 출판시 연구업적 요건 만족

3. 각 분야별 JCR 기준 IF 10% 이내 우수논문 출판시 특별 인센티브 지급
[ 제출증빙자료 9.7 : 인센티브제 관련 내규 ]
○ 세계화 및 융합연구를 통한 우수논문 향상
1. 연구 인프라의 세계화
- 현대의 연구 결과는 얻어지는 데이터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과학적 결과가 명확할 수록
국제저명 학술지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본 사업단은 과감한 투자를
연구 인프라 시설의 선진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
- 사업단 연구수행에 필요한 고가의 연구 장비를 대학본부에 지속적으로 구입요청.
- 연구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과감히 용도변경.
[ 제출증빙자료 9.8 : 연구공간 추가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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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공동연구의 활성화에 의한 시너지 효과 확대
- 논문의 결과와 더불어 연구 그룹의 인지도는 국제저명학술지 발표를 위해 중요한 요소.
- 인지도 높은 해외 연구 그룹과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여 논문결과에 대한 차별성의 간격을 줄임.
- 실시간 화상통화 장비를 구비하여 해외 연구 그룹과 원활한 의견교화 가능하게 함.
- 우수참여교수에 대해 해외 현지 연구실 설립에 필요한 재정 및 행정지원.
[ 제출증빙자료 9.9 : 해외현지 연구실 설립 지원 ]
3. 융합연구 활성화
- 최근 발표되는 연구논문들을 분석해 보면, IF가 높은 저널일수록 단독논문보다는 2팀 이상의
공동연구에 의한 논문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음.
- 공동연구 논문의 피인용횟수가 높은 경향이 있음.
- 글로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연구분야가 융합연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사업단 내에서 연구팀간 융합연구 과제를 제안 받아 평가를 통해 1~2팀을 선정하여
참여대학원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공동 융합연구를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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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학협력

10.1 특허 및 기술이전 실적

10.1.1 최근 3년간 참여교수 1인당 특허 등록 환산 건수
<표 14> 참여교수 특허 등록 실적
T_1_3:최근 3년간 실적

T_1_1:구 분

T_1_6:전체기간 실적

T_2_3:2010년

T_2_4:2011년

T_2_5:2012년

T_3_2:등록건수

D_3_3:3

D_3_4:3

D_3_5:4

D_3_6:10

T_4_2:등록 환산건수

D_4_3:0.9166

D_4_4:1

D_4_5:1.0666

D_4_6:2.9832

T_5_2:등록건수

D_5_3:3

D_5_4:2

D_5_5:3

D_5_6:8

T_6_2:등록 환산건수

D_6_3:2.7332

D_6_4:1.1666

D_6_5:0.8332

D_6_6:4.733

T_7_1:등록건수 합계

D_7_3:6

D_7_4:5

D_7_5:7

D_7_6:18

T_8_1:등록환산건수 합계

D_8_3:3.6498

D_8_4:2.1666

D_8_5:1.8998

D_8_6:7.7162

T_9_1:참여교수 1인당 등록환산건수

D_9_3:0.2433

D_9_4:0.1444

D_9_5:0.1266

D_9_6:0.5144

T_3_1:국내 특허

T_5_1:국제 특허

T_10_1:참여교수 수

D_10_6:15

10.1.2 최근 3년간 참여교수 1인당 기술이전 실적
<표 15> 참여교수 기술이전 실적
T_1_1:항목

T_3_1:특허 관련

T_5_1:특허 이외 산업
재산권 관련

T_7_1:지적재산권 관련

T_9_1:Know-how 관련

(단위 : 천원)
T_1_3:최근 3년간 실적(천원)

T_1_6:전체기간 실적

T_2_3:2010년

T_2_4:2011년

T_2_5:2012년

T_3_2:기술료 수입액

D_3_3:-

D_3_4:-

D_3_5:-

D_3_6:-

T_4_2:참여교수 1인당
수입액

D_4_3:0

D_4_4:0

D_4_5:0

D_4_6:0

T_5_2:기술료 수입액

D_5_3:-

D_5_4:-

D_5_5:-

D_5_6:-

T_6_2:참여교수 1인당
수입액

D_6_3:0

D_6_4:0

D_6_5:0

D_6_6:0

T_7_2:기술료 수입액

D_7_3:-

D_7_4:-

D_7_5:-

D_7_6:-

T_8_2:참여교수 1인당
수입액

D_8_3:0

D_8_4:0

D_8_5:0

D_8_6:0

T_9_2:기술료 수입액

D_9_3:-

D_9_4:-

D_9_5:-

D_9_6:-

T_10_2:참여교수 1인당
수입액

D_10_3:0

D_10_4:0

D_10_5:0

D_10_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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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1_2:기술료 수입액
T_1_1:기술이전 전체실
적
T_12_2:참여교수 1인당
수입액

D_1_3:0

D_1_4:0

D_1_5:0

D_1_6:0

D_12_3:0

D_12_4:0

D_12_5:0

D_12_6:0

T_13_1:참여교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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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13_6:12

10.2 산학협력 연구의 우수성 (전국단위)
────────────────────────────────────────────────
■ 산학 협력 연구 우수 실적
○
○
○
○
○

산학 협력 수행을 통한 다수의 국내/해외 특허 창출
연구실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한 벤처 창업
기업체와의 기술 이전을 위한 2건의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산업화 우수 업적 교수 책임시수 감면 시행중
사업화에 염두를 둔 다양한 연구 사업 수행중

■ 산학 협력 강화 추진 계획
○ "커넥트 경기도" 기반 산학 협력 선순환 구조의 선도적 모델 확립
- 지역내 R & D 및 특허 정보의 공유
- 지역내 산학간 공동 활용 체제 구축
- 지역내 산학간 특허가 제약받지 않는 연구 환경 제공
○ 지역의 혁신 역량 강화
- 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 산학 협력 선순환 구조의 선도적 모델 확립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창의적 선도 인재 양성과 지식 가치를 창출
────────────────────────────────────────────────
■ 산학 협력 연구 우수 사례
본 사업단은 학교의 VISION 2020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지난 7년간 삼성 종합 기술원등 지역
대기업 사업체 뿐만 아니라 지역내 중소 기업 및 학내 벤처 업체등과의 산학 협력을 수행하여 다수의
우수한 국내/해외 특허를 창출해내었으며 특히 본 사업단에 참여중인 정동근 교수의 경우 개발된 기술
특허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대학원생들과 함께 연구벤처 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산학 관련 연구 업적이 탁월한 교수에 대해 책임 시수를 감면하는 환류
정책 또한 시행하고 있다.
○ 산학 협력 수행을 통한 다수의 국내/해외 특허 창출
1. 강대준 교수- 삼성기술원과 이차전지 전극구조체 및 에너지 저장장치와 관련 공동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대표적인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음.
- 전극 구조체, 이의 제조방법 및 전극 구조체를 구비한 에너지 저장 장치
- 그래핀-나노입자 구조체 및 이의 제조방법
- 도핑된 메조다공성 이산화티타늄 마이크로스피어 입자 제조 방법 등
- 전극 구조체, 이의 제조방법 및 전극 구조체를 구비한 에너지 저장 장치 외 3개의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과 함께 SCI 논문 다수가 발표되었음.
[ 제출증빙자료 10.1: 특허증빙자료 참조 ]
2. 강대준 교수- (주) 바이오메카와 VO2 나노화합물등 전이금속 산화물 나노 입자 합성을 위한
마이크로 웨이브 합성 장치의 제조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 및 기술 자금의
수주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 제휴 협약서 및 기술 개발에 대한 비밀 유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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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 제출증빙자료 10.2: 비밀 유지 계약서 및 업무 제휴 협약서]
3. 정동근 교수- (주) 엘아이지 에이디피와 유기 혹은 유무기 박막 증착 기술 개발에 대한 비밀
유지 계약서 체결하여 기술이전 진행중
[ 제출증빙자료 10.3: 비밀 유지 계약서 ]
4. 정동근 교수- (주) 티에프바이오 (사업자등록번호: 135-86-13576) 벤쳐 창업하였으며 종목
및 주 생산품은 다음과 같음.
- 바이오 칩 기판 제작, 및 판매
- 플라즈마 기술 카운셀링
[ 제출증빙자료 10.4: 사업자 등록증 참조 ]
○ 우수업적 교수 책임시수 감면
- 연구 실적 및 산학협력 실적 우수한 강대준 교수에게 년 3학점 감면
○ 사업화에 염두를 둔 다양한 연구 사업
1. 주제 : 금속나노입자가 산화물 나노와이어에 임베드된 착복용 초경량, 초소형 고에너지 및
고출력밀도 에너지 저장 소자 개발
참여교수: 강대준
연구기간: 2011.09.29.~2012.08.31
사업명: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
사업과의 연계성: 기존 Pseudocapacitor의 일반적 한계점인 낮은 에너지 밀도를 급격히
향상시키기 위해 금속 나노 입자를 금속 산화물 나노와이어 표면에
임베딩함으로써 고속 전자 전송및 고속 이온 확산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는 신개념 supercapacitor를 개발 중임. 현재 개발중인 제품
은 기판의 휨이나 플랫폼의 수축/팽창에 따른 스트레인 변화에 부서짐없이 효
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 착복용 에너지 저장 소자의 전극으로써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짐. 본 연구진에서는 그래핀, SWCNT 및 다양한
전도성 폴리머와 적절히 혼합하여 에너지 저장 소자의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다수의 특허를 확보함.
.
2. 주제: 일차원 나노 구조체 연구
참여교수: 강대준
연구기간: 2010.12.01.~2011.11.30
사업명: 나노 중점 연구소 사업
사업과의 연계성: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산화물 전구체를 이용 다양한 wet chemistry
기반 합성법을 개발하고, 이 합성법을 바탕으로 고품질 단결정 PZT, TeO2,
LiNbO3 나노와이어 합성에 성공을 했다. 또한 금 촉매를 이용한 TeO2 나노
와이어의 성장 특성 제어 연구와 수열합성법을 이용한 LiNbO3 나노와이어의
합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한 특허를 확보하였음.
3. 주제: 새로운 전기수력학 기반 기능성 무기 재료 나노 패턴 전이 기술 개발 및 응용 연구
참여교수: 강대준
연구기간: 2011.05.01~2012.04.30
사업명: 일반 연구 사업
사업과의 연계성: 신개념의 나노 패터닝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대면적 패터닝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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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개발될 다양한 형태의 다기능
패터닝 공정기술, 비구면 패터닝 공정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개발
되는 장비기술은 향후 나노 패터닝 응용나노소자, 센서, DNA칩 등의 대량
생산기술을 확보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봄.
4. 주제: 빠른 반응속도의 소형 이온화 상자 개발
참여교수: 채경육
연구기간 : 2012.06.12.-2013.05.31.
사업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
사업과의 연계성: 본 연구는 초당 106개의 하전입자를 검출할 수 있을 정도의 빠른
반응속도를 가진 소형 이온화 상자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원자력의학원의 사이클로트론 시설에서 양성자 빔을 사용하여 새로 제작한
이온화 상자를 테스트할 예정임.
5. 주제: 중이온 빔을 이용한 핵천체물리학 및 핵구조 연구
참여교수: 채경육
연구기간: 2012.09.01.-2013.08.31.
사업명: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신진연구
사업과의 연계성: 본 연구는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내의 시설 CRIB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중이온 빔을 사용하여 핵천체물리학에서 중요시 다루어지는 21Na(a,p) 핵
반응의 반응 속도 측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과제의 수행을 통해 흥미로운
천체 물리학적 현상을 규명함은 물론, 대학원생들의 학위 과정에 필요한 실험
데이터의 획득 및 학생 교육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임.
6. 주제: 핵물리.물성.의생명 활용연구시설 요소 기술 및 sub-system 상세설계 연구
연구기간: 2012.10.01.-2013.04.30.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
사업과의 연계성: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사업단에서 위탁받은 과제로, 저에너지 핵물리실험
시설인 KOBRA에 설치할‘창 없는 가스 표적’의 상세 설계를 수행했다. 향후
중이온가속기가 완공되면 저에너지 핵물리학 실험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전망임.

■ 산학 협력 강화 추진 체계 및 전략
○ "커넥트 경기도" 추진
- 가칭 “커넥트경기도”라는 지역 중소 기업체와 대학간의 상생 구조를 형성
- 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지역내 경쟁구도를 지양하고 지역별 R & D 정보의 공유와
공동 활용 체제를 구축
- 특허가 제약받지 않는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특허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원으로, 특허의 활용
촉진 및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
- 지역 기업체들의 기술 수요 및 기술 수준을 파악하여 기술거래(중개)에 초점을 두고 교내 기술
이전 센터와 협력 연계의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아래 개요도 참조)
[ 제출증빙자료 10.5: 산학협력단 지자체 협력하 창업 보육 및 기술 이전 지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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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용화단계에서는 유상으로 실시계약
│
│
┌──────────────────────────────────────────-┐ │
│
│
│ │
│
│
│ │
│
▼
포괄계약 (특허제공, 연구
포괄계약(연구 단계에서
│ │
│
← 단지에서 자유롭게 이용)
특허 이용을 희망할 경우)
│ │
│
제공자 ◀───────────────▶ 성균관대 ◀─--────────────── 이용자 │
│
제공 데이터 등을 통지 →
│
│ ┌────-┐
┌────-┐│
│ │기업,대학│
│기업,대학││
│ └────-┘
┌────────────────────────-─----┐ └────-┘│
│
│* 규약, 특허권 정책 책정 * 제공자, 이용자와 계약
│
│
│
│
│* 웹사이트의 구축
* 특허 맵 작성, 포트폴리오화 │
▲
│
│
│
│* 특정 분야 설정
* 시험비 지원
│
│
│
│
│
│* 논문 등의 정보 제공
* 관리 운영
│
│
│
│
│
└──────────────────────────---┘
│
│
│
│
│
│
│
│
『웹 사이트에서 특허 정보
│
│
│
│
열람과 연구 이용은 무료!』│
│
│
│
┌─────--┬─--───--┬──-┘
│
│
│
특허 제공
│
│
│
│
│
│
(관리자는 제공자)
│
│
│
└─────────────────-▶ 시험비 지원으로
│
시험비 지원으로
│
│
새로운 권리 출원
│
새로운 권리 출원
│
│
│
│
│
▲
│
▲
│
│ ┌───────────────────-┐
│
│
│
│
│ │* 특허 집단의 형성
│
│
│
│
│
│ │ 대학 등의 특허: 대학 등의 협력을 얻어│
│
│
│
│
│ │ 특허 제공을 받음
│
특허군 형성
│
특허 분야 설정
│
│ │
│
│
│
│ │* 사업단의 특허: 미 활용 특허에 대하여 │
│
│
│ │ 발명자 승인을 얻고 제공함
│
기존 특허군 강화
│
│ │
│
│
│ │* 포트폴리오화, 패키지화, 본사업단의
│
┌──────────────────---─-┐ │
│ │ 특허를 엄선하여 포트폴리오 형성이나 │
│* 포트폴리오화, 패키지화
│ │
│ │ 패키지화를 진행
│
│대학 전체 및 본사업단 특허 전체를 조감하고│ │
│ │ 비용지원 - 특허강화, 기술강화를 위한 │
│포트폴리오 형성과 패키지화를 실행함.
│ │
│ │ 비용지원
│
└──────────────────----─┘ │
│ └───────────────────-┘
│
└─────────────────────────────────────────────-──-┘
○ 지역의 산학 협력 클러스터 강화
지역 산업 기술 개발 사업 등 연관 사업과의 동일 목적 또는 유사 분야에 관한 정보 공유등 협력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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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차세대 물리 선도 인재 양성단에서는 지역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본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학원생들을 참여시켜
차세대 물리 선도 인재로 양성하고자 한다.
산학 협력 선순환 구조의 선도적 모델을 확립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창의적 선도 인재 양성과
지식 가치를 창출이는 지역 기업 및 본 연구단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한다.
┌----------------------┐
│
기 업
│
└----------------------┘
│
┌----------------------┐
│ 수요기술 개발을 통한 │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

┌---------------------------┐
▼
산학협력
│

│
기술개발
▲
└---------------------------┘

┌----------------------┐
│
차세대 물리선도
│
│
인재양성단
│
└----------------------┘
│
┌----------------------┐
│ 기술개발 참여를 통한 │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
└----------------------┘

-----------------↘
↙
↘
↙
↘
↙
↘↙
┌------------------------------------┐
│
지역의 산학 혁신역량 강화
│
└------------------------------------┘

○ 산학 연구 추진 체계

┌--------------------------┐
│
산학 연구 추진 체계
│
└--------------------------┘
┌--------------------------------------------------┐
│
│
│
│
┌--------------------┐│┌----------------------------------------------┐│┌----------------┐
│산업체
│││
│││해외 기업 연구소│
│기업 needs 제공
│→│
┌------------------┐
│→│연구비 제공,
│
│장비활용
│←│
│산학연 연구 추진단│
│←│연구소 설립,
│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
└------------------┘
│││공동 연구
│
└--------------------┘││
▒
││└----------------┘
┌----------┐ ┌------------------┐
││
│행정지원팀│=> │
추진단장
│
││
│
총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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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학협력위원회 │ <=│국제 공동│
││
└------------------┘
│산학 연구│
┌-----------------┐││
▲
└---------┘
│지방정부(경기도) │││
▒
││
│
│→│
┌------------------┐
││
│경기 나노기술원 │←│
│
연구총괄
│
││
│ 지역연구사업
│││
└------------------┘
││
└-----------------┘││
││
│└----------------------------------------------┘│
│┌----------------------------------------------┐│
││
││
││
┌------------------┐
││
││
│산학연 공동 연구단│
││┌-----------------┐
││
└------------------┘
│││교내 관련 연구소 │
││
▒
│││
│
┌----------------┐││
▼
│││기초 과학 연구소 │
│교육부
│││
┌-------------------┐
│←│SAINT
│
│
│→│
│과학기술Coordinator│
│││IBS
│
│한국연구재단
│←│
└-------------------┘
│││나노 중점 연구소 │
│BK21플러스사업단│││
│
│││
│
└----------------┘││
┌-------------┼--------------┐
│││학제간 연구, 교육│
││┌------------┐┌-----------┐┌-----------┐││└-----------------┘
│││핵/입자/천체││응집/통계 ││나노/바이오│││
│││ 교수/학생 ││ 교수/학생 ││교수/학생 │││
││└------------┘└-----------┘└-----------┘││
││
││
│└----------------------------------------------┘│
└--------------------------------------------------┘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산학협력을 하기에 더할나위 없는 이상적인 지역이라 판단
된다.
[ 제출증빙자료 10.6: 경기도 지역 산업체 지도 ]
지역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본 사업단은 다양한 산학 강화 추진 계획을 세웠다.
대학의 연구와 산학 협력은 연구를 통한 인재 양성, 논문 및 지식 재산권 창출과 기업 이전, 기업
발전을 이루어 내고, 기업 발전에 의한 대학 연구 지원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된다.
본 사업단에서도 이와 같은 산학 협력 선순환 구조의 선도적 모델을 확립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과 지식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 산학협력 성과 제고를 위한 시사점으로 공동기술개발에서는 기술 수요자인 산업체의 주도적 공동
연구개발수행, 연구 지원 기간의 유연성, 기술 자문 및 연구 성과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네트워킹
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전략적 관리, 공동 연구를 위한 별도의 조직체 지원,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산업체의 다양한 참여를 (글로벌화) 장려하고자 함.
- 우선 본 연구단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R & D 성과의 창출에 더해 개발된 기술의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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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와 효과적 이전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 연구단내에 신기술의 발굴과정과 기술 가치평가, 산학 연계 및 사업화를 원스톱 추진이 가능하도록
현재 국가 기관인 KISTI가 가동중인 '대학기술 가치평가 지원 평가 시스템을 적극 활용.
- 본 연구단에서 개발, 보유하고 있는 R & D 성과 중 사업화가 가능한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해당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사업화를 이루는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대학 내의
자체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자 함.
- 이 계획을 통해 기초·원천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 분석 및 평가 시스템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내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기술 이전을 체계적으로 활성화 하고자 함.
────────────────────────────────────────────────
■ 산학 연구 추진 내용
○
○
○
○
○
○
○
○

기업 중심의 연구 개발 강화
산학 공동 연구
산업체로부터의 재정 지원 및 기금 조성 계획
산업체 재교육 계획
산학 학술 교류 계획
연구 시설 공동 활용
창업 보육 지원 및 기술지도
창업 공간 마련

────────────────────────────────────────────────
■ 산학 연구 추진 내용
○ 기업 중심의 연구 개발 강화
- 기업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주도하는 연구 개발을 강화해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대학과 기업간의 공동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으로부터 기업으로 기술이전이 어려운 점은 기업
중심의 연구 개발보다는 대학 중심의 연구 개발에 기인하다 생각함.
- 공동 연구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중심의 R & D를 강화해 나아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기업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과의 공동 연구 성과, 즉 공동 논문 및 공동 특허, 기술
이전 실적 등의 성과에 가점을 주고자 함.
○ 산학 공동 연구
- 산학 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제를 개발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 센터의
창립을 적극 권장하고 우수연구센터를 연구소에 유치함.
- 센터당 대규모의 연구비를 확충하여 센터연구의 내실화를 꾀할 예정임.
○ 산업체로부터의 재정 지원 및 기금 조성 계획
- 산학 연구의 활성화와 우수연구센터의 창립을 통하여 산업체를 지원하는 동시에 적극적 모금활동
을 통하여 산업체로부터의 재정 지원를 확대하고자 함.
- 국내외 지적재산권을 획득 관련 벤처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후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수익은 관련분야의 연구비로 활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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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 학술 교류 계획
- 산업체 겸임교수와 참여교수의 산업체 파견 및 산업체로부터 재교육 과정에 대한 요구를 수용
하는 과정을 통하여 재교육에 대한 산업체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재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산업체연계교육을 강화하기위해 단순한 단기강좌를 탈피하여, 원격정규교육제도, 산학연계
논문 석박사제도, 단기 집중식 교육, 결합식 종합 재교육, 적응 교육 등 학점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산학 연계 교육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임.
- 산학연 협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협동 연구할 수 있는 주제를 개발하고 이와 같은 주제에
관한 산학연 공동 워크샵 개최 및 초청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학술정보의 발간을
확대할 예정임.
- 이를 통하여 산학이 동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함.
- 연구 시설 공동 활용을 위해 장비 공동 활용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산업체에 배포하여 장비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함. 또한 산업체 및 대학내 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동 프로그램의 제도를
마련할 예정임.
○ 창업 보육 지원 및 기술지도
유망 기술을 가진 대학 인력의 창업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추진한다.
- 경기도 창업 보육센터/성균관대 공동의 창업지원센터등과 연계하여 창업시 기술 지원
-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지도, 자문 등 수행.
- 특허 등 지적 재산권 무상 사용권 제공.
- 석·박사 졸업생의 창업시 Seed Money 지원을 위한 기금 확보.
- 산학 협력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미 산학협력단건물동에
경기도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산학 공동연구동 건립등 연구시설을 확충하였는데
이를 이용한 체계적인 산학 협력을 추진함.
[ 제출증빙자료 10.7: 산학협력단 창업 공간 학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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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지역 특화 산학협력 연구의 우수성 (지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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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산학간 인적 및 물적 교류
────────────────────────────────────────────────
■ 산학간 인적 및 물적 교류 실적
○
○
○
○
○
○
○
○
○

1년 이상 장기간 산업체 파견 상호 공동 연구 수행
연구실 특허 사업화를 통한 참여 대학원생과 지도 교수로 이루어진 벤처 창업
글로벌 Job Fair
취업클리닉 캠프
취업동아리 지원
인사담당자 초청 “성균커리어 포럼”
Job Cafe 및 Career Zone 운영
Internship제도 활용을 통한 대학원생의 적극적 취업 도모
Co-op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산업체로와의 인적 교류

■ 인적 교류 계획
○
○
○
○
○
○
○

성균관대형 가족회사 제도를 통한 산학간 인적 교류 활성화
커넥트 경기도 프로그램을 통한 산업체와의 인적 교류 및 기술혁신 지원 및 자문
교육 지원
Internship 지속적 추진
Co-op 활성화
산업체 공동 연구
취업 지향 전환 프로그램 운영

■ 물적 교류 계획
○ 산학교류 인프라 확충 계획
○ 산학 협력 연구센터 설립
○ 아이디어 기반의 공동 연구를 통해 연구 인프라를 공유하여 산업화의 필수인 핵심기반기술 구축
────────────────────────────────────────────────
■ 산학간 인적 및 물적 교류 실적
- 본 연구단의 나노/바이오팀과 응집/통계팀은 연구진의 구성과 연구의 특성상 그동안 관련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공동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왔음.
- 이런 장기적인 산학협력 강화전략은 지난 1,2단계 BK21 프로그램 수행중 진행된 교과목 개편을
통하여 강조된 산학관련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첫 번째 단추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Co-op 강좌’와‘첨단기술과 산업’과목을 통하여 산업계와의 인적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적극적인 면을 담고자 함.
- 이와 더불어 산업체와의 긴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산업체에 대학원생을 상주시켜 그 협력
연구의 시너지 질을 높이는 인적 및 물적 교류를 추진하였음.
○ 1년 이상 장기간 대학원생 산업체 파견 상호 공동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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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대준 교수-(주)삼성기술원에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3명의 대학원생을 파견하여 산학 협력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중 한 명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상주 파견 형태로
1년간 삼성 기술원에서 제공된 기숙사에서 지내며 아래와 같은 상호 관심 연구
분야에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있음. 이차 전지 및 슈퍼커페시터 전극 구조체,
이의 제조방법 및 전극 구조체를 구비한 에너지 저장 장치외 3개의 특허가 출원되었음
[ 제출증빙자료 10.8: 삼성기술원 파견증명서 ]
[ 제출증빙자료 10.9: 특허건 10.1 참조 ]
2. 강대준 교수-안식년 기간을 활용하여 (주)삼성종기원에서 1년간 산업체 파견근무
3. 정동근 교수-(주) 티에프바이오 (사업자등록번호: 135-86-13576) 연구실 특허를 바탕으로 참여
대학원생들과 더불어 벤쳐 창업, 연구벤쳐로서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였음.
[ 제출증빙자료 10.10: 사업자 등록증 10.4 참조 ]
○ 글로벌 Job Fair
수시로 이뤄지는 리쿠르팅 및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유치, 취업준비생과
기업 인사담당자와의 직접상담을 통해 정확한 채용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 하고자
다양한 글로벌 Job Fair 행사 실시
- 기업체 채용관 : 인사 담당자와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함으로써, 기업의 인재상이나,
입사 성공 포인트 등 각 기업에 대한 채용정보를 얻음.
- 취업컨설팅관 : 입사지원컨설팅, 면접 복장 및 이미지 컨설팅, 비지니스맨 정장 클리닉,
메이크업 뷰티 클리닉 등 입사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취업 지원관
: 이력서 사진 무료촬영 및 인화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 서비스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
- 개최현황 및 장소
1. 2010년: 2010.9.1~3
2. 2011년: 2011.9.6~8
3. 2012년: 2012.9.4~9.6
장소: 인사캠 600주년기념관5층조병두국제홀, 자과캠 삼성학술정보관 4층
○ 취업클리닉 캠프
- 면접에 대한 직접 참여를 통한 자신감 회복과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취업을 위한 기반을 제공
- 기초 취업소양교육, 맞춤 컨설팅, 유형별 실전모의면접, 이미지메이킹, 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법,
면접 전략 교육
○ 취업동아리 지원
재학생 중 진로 및 희망기업체가 비슷한 학생들이 취업 및 창업 활동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취업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게끔 지원함.
- 취업 관련 동아리 성격에 따라 관련 선배 직업인들과의 대화 및 교류활동 지원
- 기업의 경영/인사 담당자 초청 취업 워크숍 개최
- 분야별 취업동아리 경연대회 참여, 자격증 교육 지원, 기타 취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 교내 취업동아리 간 취업진행 프로그램 등 취업동아리별 실적 발표를 통해 동아리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 사례 공유
[ 증빙 첨부 자료 10.11: 취업동아리 활동 현황 ]
○ 인사담당자 초청 “성균커리어 포럼”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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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대학의 인적자원에 관한 정보 교류를 통한 새로운 인재상 정립, 업무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취업률 제고
- 주요 기업체 인사담당자들과 네트워크 강화
- 산학연계를 통해 인턴십 확대와 기업연계 프로그램 확대
- 우리대학 비전 및 취업지원 홍보로 학교 대외 이미지 강화
- 주요 기업 인사 담당자 200여명 참석
- 개최현황 (2010.6. 17, 2011. 6. 23, 2012.7.3)
○ Job Cafe 및 Career Zone 운영
교내에서 재학생이 자유롭게 취업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하며, 정보공유를 통한 기업체 취업관련
동향 분석과 공동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자과캠(Job Cafe), 인사캠(Career Zone) 운영
- 취업정보 검색과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구비
- 취업관련 정보취득을 위한 인터넷검색과 프리젠테이션 연습공간 제공
○ Co-op 프로그램을 통한 산업체 현장 기술 습득 및 경험
Co-op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산업체와의 인적 교류
[ 제출증빙자료 10.12: 증빙자료:산업체 인턴쉽 ]
━━━━┯━━━━━┯━━━━━━┯━━━━━━━━━┯━━━━━━━━━┯━━━━━━━━━━
년도 │
성명 │
기간
│
근무처
│
보관서류
│
현재상황
━━━━┿━━━━━┿━━━━━━┿━━━━━━━━━┿━━━━━━━━━┿━━━━━━━━━━
│
│2010.03.29~ │
│ 현장실습교육생
│
│ 김훈배 │2010.04.09 │ 이지특허사무소 │ 주별 근무 점검표 │ 박사과정 재학중
│
│
(2주)
│
│ , 종합평가표
│
├─────┼──────┼─────────┼─────────┼──────────
│
│2010.08.30~ │
│ Co-op(현장실습
│
│ 이정현 │2010.12.17 │ 삼성전자(주) │ 프로그램)평가표 │
삼성전자(주)
│
│ (16주)
│
│ 및 종합 보고서 외│
├─────┼──────┼─────────┼─────────┼──────────
2010 │
│2010.12.27~ │
│ Co-op(현장실습
│
│
황준 │2011.02.25 │ 삼성전자(주) │ 프로그램)평가표 │
삼성전자(주)
│
│
(9주)
│
│ 및 종합 보고서 외│
├─────┼──────┼─────────┼─────────┼──────────
│
│2010.12.27~ │
│ Co-op(현장실습
│
│ 조현진 │2011.02.25 │ 삼성전자(주) │ 프로그램)평가표 │
삼성전자(주)
│
│
(9주)
│
│ 및 종합 보고서 외│
━━━━┿━━━━━┿━━━━━━┿━━━━━━━━━┿━━━━━━━━━┿━━━━━━━━━━
│
│2011.06.28~ │
│ Co-op(현장실습
│
│ 김민우 │2011.08.26 │ 삼성전자(주) │ 프로그램)평가표 │
삼성전자(주)
│
│
(9주)
│
│ 및 종합 보고서 외│
2011 ├─────┼──────┼─────────┼─────────┼──────────
│
│2011.12.26~ │
│ Co-op(현장실습
│
│ 신충섭 │2012.02.24 │ 삼성전자(주) │ 프로그램)평가표 │
삼성전자(주)
│
│
(9주)
│
│ 및 종합 보고서 외│
━━━━┿━━━━━┿━━━━━━┿━━━━━━━━━┿━━━━━━━━━┿━━━━━━━━━━
│
│2012.06.18~ │
│ Co-op(현장실습
│
2012 │ 허성수 │2011.08.24 │삼성디스플레이(주)│ 프로그램)종합보고│ 삼성디스플레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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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주)
│
│ 및 참가증명서 외 │
━━━━┿━━━━━┿━━━━━━┿━━━━━━━━━┿━━━━━━━━━┿━━━━━━━━━━
│
│2013.01.02~ │ 서울대학교
│
│
│ 윤홍주 │2013.02.27 │ 융합과학기술원 │ 인턴채용확인서 │
학부재학중
│
│
(8주)
│
│
│
2013 ├─────┼──────┼─────────┼─────────┼──────────
│
│2013.01.07~ │
│
│
│ 우성민 │2012.02.15 │ 삼성전자(주) │
추천자명단
│
학부재학중
│
│
(6주)
│
│
│
━━━━┷━━━━━┷━━━━━━┷━━━━━━━━━┷━━━━━━━━━┷━━━━━━━━━━
○ Internship을 통한 취업사례
Internship제도 활용을 통한 대학원생의 취업 도모
[ 제출증빙자료 10.13: Internship 취업사례 증빙자료 참조]
━━━━━┯━━━━━━┯━━━━━━━┯━━━━━━━━━━━━━━┯━━━━━━━━━
성명 │
기간
│
근무처
│
보관서류
│
현재 상황
━━━━━┿━━━━━━┿━━━━━━━┿━━━━━━━━━━━━━━┿━━━━━━━━━
│2010.08.30 -│
│Co-op(현장실습프로그램) 평가│ 삼성전자(주)
이정현 │2010.12.17 │ 삼성전자(주) │표 및 종합보고서 외
│ Defect 분석그룹
│ (16주)
│
│
│
─────┼──────┼───────┼──────────────┼─────────
│2010.12.27 -│
│Co-op(현장실습프로그램) 평가│ 삼성전자(주)
황준 │2011.02.25 │ 삼성전자(주) │표 및 종합보고서 외
│ 반도체사업부
│
(9주)
│
│
│
(공정개발)
─────┼──────┼───────┼──────────────┼─────────
│2010.12.27 -│
│Co-op(현장실습프로그램) 평가│ 삼성전자(주)
조현진 │2011.02.25 │ 삼성전자(주) │표 및 종합보고서 외
│ 반도체사업부
│
(9주)
│
│
│
(METAL)
─────┼──────┼───────┼──────────────┼─────────
│2011.12.26 -│
│Co-op(현장실습프로그램) 평가│ 삼성전자(주)
신충섭 │2012.02.24 │ 삼성전자(주) │표 및 종합보고서 외
│ 반도체사업부
│
(9주)
│
│
│
(공정개발)
─────┼──────┼───────┼──────────────┼─────────
│2012.06.18 -│
│Co-op(현장실습프로그램) 평가│
삼성
허성수 │2012.08.24 │
삼성
│표 및 종합보고서 외
│ 디스플레이(주)
│
(9주)
│디스플레이(주)│
│
(OLED)
━━━━━┷━━━━━━┷━━━━━━━┷━━━━━━━━━━━━━━┷━━━━━━━━━

■ 산학간 인적 교류 계획
○ 성균관대형 가족회사 제도를 통한 산학간 인적 교류 활성화
- 성균관대형 가족회사 제도는 기업과 대학이 지속적인 연계를 맺고 대학원생들이 직접 기업에
연구인력으로 투입되는 등 서로의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맞춤형 산학 협력
체제로 이를 통한 기업과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함.
- 대학은 고급 연구 인력과 시설ㆍ장비를 제공하고, 가족회사의 수요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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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졸업생을 가족회사 취업과 연계할 수 있게 함.
- 기업은 대학과의 공동기술 개발을 통해 부족한 R & D 역량을 확충하고, 우수한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대학-기업의 동반자적 프로그램으로 상호 윈-윈(Win-Win)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제출증빙자료 10.14: 학교측 가족회사 제도 프로그램 ]
○ 커넥트 경기도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연구 분야에서 기술정보, 인적자원 등의 개방적 연계
- 기술혁신 지원 및 자문,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교수:기업의 1:1 맞춤형 현장 기술지도 및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기술/경영/마케팅 등 Total Solution 제공, 개발
기술에 대한 기술료를 확보함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창출과 연계).
- 산학 초빙 교수, 겸임 대우 교수제를 신설하여 산업체 전문인력이 교육 및 대학연구에 적극
참여 유도
- 교수의 현장 연구 기회를 부여하여 현장의 기술동향을 파악하여 교육 및 연구에 반영
-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 및 원천 기술을 개발 및 특허 획득을 적극적으로 추진.
- 학기 중 혹은 방학을 이용하여 대학원생들을 산업체로 파견해 연구에 참여하게 함.
- 산업체 소속 실무 인력을 위한 강좌를 개발하고, 학기 혹은 방학 기간을 이용한 특강 실시.
- 관련된 산업체, 연구소 및 사회 각 분야에서에서 활동하는 여러 인사들을 초청하여 대학원 과정
세미나를 진행함.
○ 교육 지원
- 대학은 산학협력 기반 맞춤교육 시행(교육과정, 교수평가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
- 기업 참여 교육프로그램 구축, 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기업체에서는 대학의 교육과정 자문,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도, 장학금 기탁 등 대학 인력 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함.
○ Co-op 프로그램 활성화
- 재학생들에게 Co-op 관련 과목을 수강하게 함으로써 산업체와 접촉을 늘이고 산업체에 대한 이해도
를 증진하고 산업체의 본교학생에 대한 인식 재고를 유도함.
○ Internship 지속적 추진
- Co-op 과목과는 별도로 학점획득의 부담이 없는 internship 제도를 시행하여 왔음.
- 주로 고용창출 능력이 큰 대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왔으므로 학생들의 취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BK21PLUS 사업 기간중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산업체 공동 연구
- 해당 산업체와 협의하여 산업체 소속 실무 인력이 일정기간 학교를 방문하여 관련 교수의 지도
하에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산업체 현장에 내재하는 문제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현장 관리자 스스로 당면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대학원생 및 참여 교수의 안식년을 이용한 산업체 장기 파견, 현장 실습의 강화 등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임.
○ 취업 지향 전환 프로그램 운영
- 재학생(특히 석사학생의 경우)이 졸업을 1년 정도 앞둔 시기에 취업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경우는
연구실의 연구 활동을 조금 축소하고 취업에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거나 취업관련 연구 활동 및
세미나 교육을 받는 소위 “취업 지향 전환 프로그램” 실시함.
- "취업 지향 전환 프로그램”에서는 상술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과목인 “물리현장실습(Co-op
과목) Ⅰ,Ⅱ, Ⅲ, Ⅳ, 시스템 컴퓨터 제어, 특허/영어논문 작성법, 첨단기술과 산업, 전산 물리"
등을 집중적으로 수강하게하고 필요시 다른 연구실 교수와의 공동지도교수제를 통한 취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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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하여 기술을 획득하게함.
[ 제츨증빙자료 10.15: 취업 관련 과목 개설 리스트 ]
취업 관련 과목 개설 리스트
━━━━━━━━━━━━━━━━━━━━━━━━━━━━━━━━━━━━━━━━━━━━━━━
과목명
│
과목의 개요
━━━━━━━━━━━━━━━━━━━━━━━━━━━━━━━━━━━━━━━━━━━━━━━
물리현장실습(Co-op과목) I │ 약2주간의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하여 물리학이 산업체에서 어떻게
│ 응용되는가를 체험함으로써 물리학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 향후 취업에 대비한 준비를 향상시킨다.
───────────────────────────────────────────────
물리현장실습(Co-op과목) II │ 약4주간의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하여 물리학이 산업체에서 어떻게
│ 응용되는가를 체험함으로써 물리학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 향후 취업에 대비한 준비를 향상시킨다.
───────────────────────────────────────────────
물리현장실습(Co-op과목) III│ 약6주간의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하여 물리학이 산업체에서 어떻게
│ 응용되는가를 체험함으로써 물리학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 향후 취업에 대비한 준비를 향상시킨다.
───────────────────────────────────────────────
물리현장실습(Co-op과목) IV │ 약8주간의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하여 물리학이 산업체에서 어떻게
│ 응용되는가를 체험함으로써 물리학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 향후 취업에 대비한 준비를 향상시킨다.
───────────────────────────────────────────────
물리현장실습(Co-op과목) V │ 약10주간의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하여 물리학이 산업체에서 어떻게
│ 응용되는가를 체험함으로써 물리학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 향후 취업에 대비한 준비를 향상시킨다.
───────────────────────────────────────────────
│ 본 강좌에서는 제어 계측 시스템, 데이터 수집과 분석, 계측장비
│ 제어, 보고서 생성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LabVIEW
│ 환경과 특징, Data Flow프로그래밍 등을 다루며, Data수집, 수집된
시스템 컴퓨터제어
│ 데이터 저장 처리, 표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 하고자 한다.
│ 학생들은 LabVIEW 개발 환경을 이용 공통의 공학 디자인 문제들을
│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습득, 산업체 현장에서 실제
│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술을 익힌다.
───────────────────────────────────────────────
특허/영어논문작성/연구윤리│ 특허와 영어논문작성, 연구윤리의 필요한 기본 교육을 받는다.
───────────────────────────────────────────────
첨단기술과 산업
│ 대학, 연구소, 산업체, 금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초빙
│ 졸업 후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인적 네트워크 구성
───────────────────────────────────────────────
│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해석을 배우기 위하여 C++, Mathematica,
전산물리
│ Matlab 등의 언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수치해석법과
│ 물리 예제의 수치적 해결을 다룬다.
━━━━━━━━━━━━━━━━━━━━━━━━━━━━━━━━━━━━━━━━━━━━━━━

■ 산학간 물적 교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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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교류 인프라 확충 계획: 가족회사제도 및 산학협력협의회 운영 활성화
- 현재 산학협력단내 기 등록된 1,500여개 가족회사를 산학협력 활동 정도에 따라 일반관리,
중점관리, 기업역량맞춤 등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기업지원 혜택부여.
- 기술지도 및 기술사업화, 애로기술개발, 기업경영지원, 재직자교육, 공용장비 할인 등 참여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학과의 산학협력 활동 참여 동기 유발.
- 산학협력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단순 동종업계 협의체가 아닌 비즈니스 측면에서 상호
보완작용을 할 수 있는 이종 또는 융합분야협의체 구성을 통해 보다 활발한 기업 간 교류환경
제공 계획.
- 본 사업단 내 산학자문위원회 구성 계획.
:위원장, 간사, 협력 산업체 임직원으로 구성된 산학자문위원회 구성
:최소 연 2회 산학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단 운영 및 산학교류 전반에 대한 평가
[ 제출증빙자료 10.16: 가족회사제도 현황 - 10.11 참조 ]
○ 본 사업단 주축의 산학 협력 연구센터 설립
- 본 사업단은 학교 차원에서 해외 우수 연구 기관이나 기업 연구소를 교내에 유치하여 산학 공동
연구 과제 개발, 기술 정보 교류, 기술 이전들을 적극 도모하고자 함.
○ 아이디어 기반의 공동 연구를 통해 관심 있는 산업체 및 대학간의 창의적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화의
필수인 핵심 기반 기술 구축
- 아이디어 기반의 공동 연구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산학 연구에 필요한 인프라를 관련 산업체와의
협의 하에 공유하여 산업화의 필수인 핵심기반 기술 구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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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비 집행 계획
1 사업비 집행 계획(1~7차년도)
T_1_1:항목

(단위 : 천원)

T_1_2:1년차

T_1_3:2년차

T_1_4:3년차

T_1_5:4년차

T_1_6:5년차

T_1_7:6년차

T_1_8:7년차

T_1_9:계

D_2_2:495,600

D_2_3:495,600

D_2_4:495,600

D_2_5:495,600

D_2_6:495,600

D_2_7:495,600

D_2_8:495,600

D_2_9:3,469,200

D_3_2:180,000

D_3_3:180,000

D_3_4:180,000

D_3_5:180,000

D_3_6:180,000

D_3_7:180,000

D_3_8:180,000

D_3_9:1,260,000

D_4_2:92,480

D_4_3:92,480

D_4_4:92,480

D_4_5:92,480

D_4_6:92,480

D_4_7:92,480

D_4_8:92,480

D_4_9:647,360

D_5_2:41,400

D_5_3:41,400

D_5_4:41,400

D_5_5:41,400

D_5_6:41,400

D_5_7:41,400

D_5_8:41,400

D_5_9:289,800

T_6_1:간접비

D_6_2:16,520

D_6_3:16,520

D_6_4:16,520

D_6_5:16,520

D_6_6:16,520

D_6_7:16,520

D_6_8:16,520

D_6_9:115,640

T_7_1:합계

D_7_2:826,000

D_7_3:826,000

D_7_4:826,000

D_7_5:826,000

D_7_6:826,000

D_7_7:826,000

D_7_8:826,000

D_7_9:5,782,000

T_2_1:대학원생
연구장학금
T_3_1:신진연구
인력 인건
비
T_4_1:국제화 경
비
T_5_1:사업단 운
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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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비 집행 세부 내역(1~3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이후 동일 양식으로 기재)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원)

T_1_1:구분

T_1_2:지원대상인원(A)

T_1_3:1인당 월지급액
(B)

T_1_4:지급개월수(C)

T_1_5:산출액(A*B*C)

T_1_6:비고

T_2_1:석사과정생

D_2_2:24.5

D_2_3:600,000

D_2_4:12

D_2_5:176,400,000

D_2_6:

T_3_1:박사과정생

D_3_2:26.6

D_3_3:1,000,000

D_3_4:12

D_3_5:319,200,000

D_3_6:

T_4_1:합계

D_4_2:51.1

D_4_3:X

D_4_4:X

D_4_5:495,600,000

D_4_6:X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원)

T_1_1:구분

T_1_2:지원대상인원(A)

T_1_3:1인당 월지급액(B)

T_1_4:지급개월수(C)

T_1_5:산출액(A*B*C)

T_2_1:박사후 과정생

D_2_2:3

D_2_3:2,500,000

D_2_4:12

D_2_5:90,000,000

T_3_1:계약교수

D_3_2:3

D_3_3:2,500,000

D_3_4:12

D_3_5:90,000,000

T_4_1:합계

D_4_2:6

D_4_3:X

D_4_4:X

D_4_5:180,000,000

3) 국제화 경비
T_1_1:구분

(단위 : 원)
T_1_2:산출근거

T_1_3:금액

D_2_2:▣ 대학원생 단기 해외연수 및 학술
대회 참석경비(20명) ▣

T_2_1:단기연수

-미주/유럽지역 10일 기준
────────────────
세 목│예산액(천원)│산출근거
────────────────
항공료│1,500│왕복항공요금
숙박비│1,820│$175*9박=$1,575
일 비│380│$33*10일=$330
식 비│1,300│$113*10일=$1,130
────────────────
합 계│5,000*10명=50,000천원
────────────────

- 아시아지역 5일 기준
────────────────
세 목│예산액(천원)│산출근거
────────────────
항공료│500│왕복항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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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2_3:67,480,000

T_2_1:단기연수

T_3_1:장기연수

T_4_1:해외석학초빙

숙박비│580│$126*4박=$504
일 비│190│$33*5일=$165
식 비│478│$83*5일=$415
────────────────
합 계│1,748*10명=17,480천원
────────────────
(본교 해외여비기준에 따름,
$1=1,150원적용)
▣
대학원생
장기 해외연수(2명) ▣
D_3_2:
- 유럽 1개월 기준
────────────────
세 목│예산액(천원)│산출근거
────────────────
항공료│1,810│왕복항공요금
숙박비│4,200│$126*29박=$3,654
일 비│1,130│$33*30일=$990
식 비│2,860│$83*30일=$2,490
────────────────
합 계│10,000*2명=20,000천원
────────────────
(본교 해외여비기준에 따름,
$1=1,150원적용)
▣
해외
석학 초빙(2명) ▣
D_4_2:
- 국내 5일 기준
────────────────
세 목│예산액(천원)│산출근거
────────────────
항공료│1,888│왕복항공요금
숙박비│432│108천원*4박=432천원
식 비│180│36천원*5일=180천원
────────────────
합 계│2,500*2명=5,000천원
────────────────
(본교 국내여비기준에 따름)

T_5_1:기타국제화활동

D_5_2:T_6_1:합계

D_2_3:67,480,000

D_3_3:20,000,000

D_4_3:5,000,000

D_5_3:0
D_6_3:92,480,000

4) 사업단 운영비

(단위 : 원)

T_1_1:구분

T_1_2:산출근거

T_1_3:금액

T_2_1:사업단 전담직원 인건비

D_2_2:▣ 사업단 행정인력 인건비 ▣
────────────────
세 목│예산액(천원)│산출근거
────────────────
인건비│41,400│13,800/년*3명

D_2_3:41,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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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2_1:사업단 전담직원 인건비

────────────────

D_2_3:41,400,000

T_3_1:성과급

D_3_2:-

D_3_3:0

T_4_1:국내여비

D_4_2:-

D_4_3:0

T_5_1:학술활동지원비

D_5_2:-

D_5_3:0

T_6_1: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D_6_2:-

D_6_3:0

T_7_1:일반수용비

D_7_2:-

D_7_3:0

T_8_1:회의비

D_8_2:-

D_8_3:0

T_9_1:각종 행사경비

D_9_2:-

D_9_3:0

T_10_1:기타

D_10_2:-

D_10_3:0

T_1_1:합계

D_1_3:41,400,000

5) 간접비

(단위 : 원)

[2차년도]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원)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원)

3) 국제화 경비

(단위 : 원)

4) 사업단 운영비

(단위 : 원)

5) 간접비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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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원)

T_1_1:구분

T_1_2:지원대상인원(A)

T_1_3:1인당 월지급액
(B)

T_1_4:지급개월수(C)

T_1_5:산출액(A*B*C)

T_1_6:비고

T_2_1:석사과정생

D_2_2:24.5

D_2_3:600,000

D_2_4:12

D_2_5:176,400,000

D_2_6:

T_3_1:박사과정생

D_3_2:26.6

D_3_3:1,000,000

D_3_4:12

D_3_5:319,200,000

D_3_6:

T_4_1:합계

D_4_2:51.1

D_4_3:X

D_4_4:X

D_4_5:495,600,000

D_4_6:X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단위 : 원)

T_1_1:구분

T_1_2:지원대상인원(A)

T_1_3:1인당 월지급액(B)

T_1_4:지급개월수(C)

T_1_5:산출액(A*B*C)

T_2_1:박사후 과정생

D_2_2:3

D_2_3:2,500,000

D_2_4:12

D_2_5:90,000,000

T_3_1:계약교수

D_3_2:3

D_3_3:2,500,000

D_3_4:12

D_3_5:90,000,000

T_4_1:합계

D_4_2:6

D_4_3:X

D_4_4:X

D_4_5:180,000,000

3) 국제화 경비
T_1_1:구분

(단위 : 원)
T_1_2:산출근거

T_1_3:금액

D_2_2:▣ 대학원생 단기 해외연수 및 학술
대회 참석경비(20명) ▣

T_2_1:단기연수

-미주/유럽지역 10일 기준
────────────────
세 목│예산액(천원)│산출근거
────────────────
항공료│1,500│왕복항공요금
숙박비│1,820│$175*9박=$1,575
일 비│380│$33*10일=$330
식 비│1,300│$113*10일=$1,130
────────────────
합 계│5,000*10명=50,000천원
────────────────

- 아시아지역 5일 기준
────────────────
세 목│예산액(천원)│산출근거
────────────────
항공료│500│왕복항공요금
숙박비│580│$126*4박=$504
일 비│190│$33*5일=$165
식 비│478│$83*5일=$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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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2_3:67,480,000

T_2_1:단기연수

T_3_1:장기연수

T_4_1:해외석학초빙

────────────────
합 계│1,748*10명=17,480천원
────────────────
(본교 해외여비기준에 따름,
$1=1,150원적용)
D_3_2:▣ 대학원생 장기 해외연수(2명) ▣
- 유럽 1개월 기준
────────────────
세 목│예산액(천원)│산출근거
────────────────
항공료│1,810│왕복항공요금
숙박비│4,200│$126*29박=$3,654
일 비│1,130│$33*30일=$990
식 비│2,860│$83*30일=$2,490
────────────────
합 계│10,000*2명=20,000천원
────────────────
(본교 해외여비기준에 따름,
$1=1,150원적용)
D_4_2:▣ 해외 석학 초빙(2명) ▣
- 국내 5일 기준
────────────────
세 목│예산액(천원)│산출근거
────────────────
항공료│1,888│왕복항공요금
숙박비│432│108천원*4박=432천원
식 비│180│36천원*5일=180천원
────────────────
합 계│2,500*2명=5,000천원
────────────────
(본교 국내여비기준에 따름)

T_5_1:기타국제화활동

D_5_2:T_6_1:합계

D_2_3:67,480,000

D_3_3:20,000,000

D_4_3:5,000,000

D_5_3:0
D_6_3:92,480,000

4) 사업단 운영비

(단위 : 원)

T_1_1:구분

T_1_2:산출근거

T_1_3:금액

T_2_1:사업단 전담직원 인건비

D_2_2:▣ 사업단 행정인력 인건비 ▣
────────────────
세 목│예산액(천원)│산출근거
────────────────
인건비│41,400│13,800/년*3명
────────────────

D_2_3:41,400,000

T_3_1:성과급

D_3_2:-

D_3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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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4_1:국내여비

D_4_2:-

D_4_3:0

T_5_1:학술활동지원비

D_5_2:-

D_5_3:0

T_6_1: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D_6_2:-

D_6_3:0

T_7_1:일반수용비

D_7_2:-

D_7_3:0

T_8_1:회의비

D_8_2:-

D_8_3:0

T_9_1:각종 행사경비

D_9_2:-

D_9_3:0

T_10_1:기타

D_10_2:-

D_10_3:0

T_1_1:합계

D_1_3:41,400,000

5) 간접비

(단위 : 원)
D_1_1:16,5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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