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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 국가연구소 연구 현장이 캠퍼스가 되는 대학

13,000여명의 박사급 연구진들 중
1,200여명의 우수 교수진 선발1,200 

명

다학제 융·복합 전공 운영46 
개

202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UST 교원 및 학생 참여 과제17 

건

2020년 박사 졸업생
평균 SCI 논문 게재 편 수4.14 

편

숫자로 보는 2020 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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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의 출발은 변화와 혁신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고등교육모델 창출에 
기여해 왔습니다.

2003년 10월, UST는 현실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학제간 신생 융합기술 분야의 전문연구인력을 연구현장에서 직접 양성하여 
미래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공급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이래 지난 17년간 UST는 교수, 학생, 직원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내 유일 국가연구소대학원으로서 당당한 면모를 갖추어 왔습니다. 

우수한 인재는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UST는 학생들이 전문지식 함양은 물론이고 논리적 사고력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 본연의 소양과 역량, 건전한 가치관과 비전을 가진 
균형 잡힌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대학본부와 설립연구기관 역할 및 의무 확대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 교육의 미래지향적 모델 확립을 경영목표로 수립하였고,
이와 동시에 기관 설립 시 부여된 역할 및 책무를 되새기고 
설립연구기관과 체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립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 과정에, 대학본부와 캠퍼스가 동일한 교육 지향점을 갖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대표교수단회의체 신설 등 협력 활성화를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하였고
공공·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 기반을 확립하고, 대학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스쿨 인증제 확대를 준비하여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체제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UST는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으로서 한 해 한 해 도전적인 노력과 활동들을 정리하고 
그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기록하는 Annual Report(연보)를 제작·발간하여 
미래의 성공적인 이공계 대학원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변화와 혁신을 내세워 
세계 유수한 인재들이 모여들고 배움의 과정을 거쳐 세계로 퍼져나가는 
세계 속의 UST를 만들도록 저와 기관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부단한 변화와 혁신”

  UST는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일궈왔습니다. 

총장 발간사1.

2021. 8. 
UST 5대 총장  김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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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6
2007

2009
2010

2011

2013

2016
2017

2019

2021
2020

2004. 03.
개교 및 제1회 입학식

2004. 0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법 제정

2006. 02.
제1회 학위수여식

2003. 08. 
정부출연(연)법 시행령 개정
- 대학원대학 운영위원회 설치 등 
  대학조직 운영 방안 마련

2003. 10.	
대학 설립 인가(교육인적자원부)
학생입학정원 115명

2003. 11.
초대 총장 정명세 박사 취임

2002. 12.
정부출연(연)법 
개정(의원입법)
- 대학원대학 
  설립근거 마련

2009. 12.
학생입학정원 
230명

2011. 12.
제3대 총장 
이은우 박사 취임

학생입학정원 300명
(석사과정 120명, 
통합 및 박사과정 180명)

2016. 01.
제4대 총장 
문길주 박사 취임

2019. 10.
다기능복합지원시설 
준공식
(유성구 대덕대로)

2021. 04.
32개 캠퍼스 

졸업생 총 2,780명 
재학생 총 1,335명

2017. 07.
정부조직법 개정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소관 이관

2010. 11.
대학본부 신축 이전
(유성구 가정로)

2013. 10.
설립 10주년 
기념 및 비전 선포식

2020. 02.
제5대 총장 
김이환 박사 취임

2007. 11.
제2대 총장 
이세경 박사 취임

HISTORY

2002

UST는 대한민국 국가연구소 60년 역사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미래를 설계하고 개척하며 변화의 시대를 주도하는 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또한, 인류와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세계 최고의 연구소 대학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UST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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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정보공시(3.25.~4.10.)
･ �상반기 고등교육통계조사 실시(4.1.~21.)
･ 해외교류지원사업 선정자 지원(4.17.)

･ �2020년 하계 연구인턴십 원서접수
(5.7.~20.)

･ �2020년도 UST 명품강좌 �
개발 공모 및 접수(5.1.~31.)

･ 2020년 현장연구 교재개발 지원사업 공고

･ �2020학년도 후기 및 2021학년도 전기 우수�
학생 조기선발 최종합격자 선정(6.8.)

･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계획서 확정(6.30.)
･ 2019-2020학년도 교과과정 개정 추진

･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방안」수립(7월)
･ �2020년 MOOC 3개 교과목 제작 완료

(7.13.)
･ 2020년 후기 신입교원 워크숍(7.15.)

･ �2020년 후기 신입생 예비교육 실시 
(7.27.~8.19.)

･ 대표교수단워크숍(8.13.)
･ 제1차 교수법 워크숍(8.27.)
･ �2020년 8월 학위수여대상자 및�

표창자(우수졸업생) 선정(8.5.)

･ �업무매뉴얼 제작 완료(9.1.)  �
대분류(5개)-중분류(22개)-�
소분류(107개)-단위업무(287개)

･ �입학설명회 Youtube 및 언론홍보, �
캠퍼스별 시행(17회)

･ 정보화 중장기발전계획(ISP) 수립(9.7.)
･ 제2차 교수법 워크숍(9.23.)  

한눈에 보는 UST 2020년3.

･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97.7% 완료)
･ �Link U(삼성디스플레이, 비나텍(주)) �

학생 최종 합격자 8명 선발(1.6.)

1 7

･ 「제1회 대표교수단회의」개최(10.7.)
･ 제1차 학습법 워크숍(10.12.)
･ 제2차 학습법 워크숍(10.14.~15.)
･ 제3차 교수법 워크숍(10.27.)
･ 제3차 학습법 워크숍(10.28.~29.)
･ 대학정보공시(9.29.~10.30.)
･ �하반기 고등교육통계조사 실시�

(11.11.~25.)�

･ �2020 전기 신입생 예비교육 시행 
(1.29.~2.23.)

･ �2020년 1학기 UST 기숙사 첫 모집 �
(2.28.~29.)

･ �2020년 2월 학위수여대상자 및 표창자�
(우수졸업생) 선정(2.11.)

･ �교육부 2019년 교육국제화역량 �
인증 취득(2.12.)

･ 2020년 동계 연구인턴십(1.2.~2.20.) 

2 8

･ �UST 국제협력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11.12.)

･ �UST 제1회 산학협력자문위원회 개최
(11.17.)

･ 제4차 학습법 워크숍(11.24.)
･ 제4차 교수법 워크숍(11.25.)
･ UST 홍보 발전방안 수립 및 운영(11.30.)

･  2020년 전기 교원임용(3.1.)
･  �(개강연기) 개강일 연기(3.2.→3.16.)로 �

학사일정 2주 순연 �
(※ 코로나 19로 인한 특수 상황을 �
감안하여 학사일정 조정)

･  �카이룰 후다야 동문, 인도네시아 숨바와
기술대학교 총장 선임(3.10.)

3 9

･ 가족친화인증(12월)
･ �2020년 우수교원, 연구논문상 및 �

우수학사담당자 시상(12.17.)
･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 선발(12.9.)
･ �2020년 연구논문상 수상 확정 및 시상

(12.8.)
･ �과기부 부패방지시책평가 �

중간평가 발표 우수 : (II등급) 88.745
･ �2021년 전기 1~2차 신임교원 워크숍

(12.15.~16.)
･ �Young Scientist 양성 사업 선정 30개 과제

4 105 1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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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2020 Annual Report주요사업 2020 사업 요약표1.

1 5

3 7 8

2 6

4

기관 운영
UST 연구사업계획서 및 기관운영계획서 수립,
학규 체계 개편, 대학본부와 출연(연) 캠퍼스 간 
파트너십 강화, 정보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교육지원 프로그램
해외연수지원사업, 국제학술발표지원사업,
국제학술·연구활동 후기 공모전, 
UST e-learning 사업,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캠퍼스 학사운영지원 

교원
학사참여 확대를 위한 대표교수단 회의 신설,
4개 분야(스쿨, 전공·교과, 학생, 교원) 소위원회 
구성 

교육프로그램 
신입생 예비교육, 기술창업 교육, 
I-CORE 프로그램, Young Scientist 양성 
프로그램, U-LINK 프로그램 

홍보
전략적 언론보도 운영, 뉴미디어 홍보 강화,
해외홍보대사

교육 제도
스쿨인증제 정책 개선

전공·교과과정 
전공 운영 내실화, 교과과정 체계화

학생
신입생 모집전형 확대 운영, 
학생 유치 프로그램 운영, 입학 홍보 활동, 
졸업생 취업경로 조사 

ACHIEVEMENTS2020UST
1514

U-LINK

I-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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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 5대 총장의 경영방향은 본부의 업무에 캠퍼스가 적극 참여함
으로써 설립기관으로서의 오너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정하
였다. 그리하여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협의
과정에 들어갔다. 예를 들면, 캠퍼스의 교수가 본부의 처장 직을 수행
하고, 32개 전체 캠퍼스가 학사정책협의에 참여하는 대표교수단
회의를 설치하며, 설립기관장 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UST는 캠퍼스, 전공 소속 교원 간 학사운영을 위한 협력이나 
소통의 창구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원위원회에 대표 교원 
일부가 참여하고 있으나, 캠퍼스 전체 의사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고 종합교류회가 있으나 대표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먼저 대표교수단회의가 설치되었다. 대표교수단회의는 총장이 
위원장이 되고 32개 캠퍼스의 대표교수가 위원이 되어 대학발전
전략의 수립, 교원임용정책, 학생선발·지도에 관한 사항을 자문
하는 역할을 맡으며, 학기당 1회 개회하기로 하였다. 2020. 8월 �
대표교수단회의요령  을 제정하여 제도화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대표

교수단 내부에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4개 소위원회
를 구성하였다. 스쿨소위원회, 교원소위원회, 전공 및 교과과정
소위원회, 학생소위원회가 그것이다. 각 소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개최하되 4명의 소위원장은 매월 회합을 하면서 월간 
실적과 계획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캠퍼스의 대표교수를 본부의 처장으로 초빙하는 공모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ETRI의 대표교수를 교무처장으로 영입
하게 되었으며 2021. 1월 임용되었다. 

그동안 출연연 기관장협의회에 편승하여 개최되던 설립기관장회의
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순번제로 지명하던 의장선임을 
임기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2020. 12월 대학원대학설립연구
기관장회의 규정  을 개정하였다. 설립기관장회의에 실질적인 ‘주주
총회’와 같은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이로써 본부와 캠퍼스 간의 소통
체계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해졌으며, 본부에서 캠퍼스의 소식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부와 캠퍼스 간
파트너십 강화

2020 핵심 정책 3선2.

STRATEGY & 
ACHIEVEMENTS 설립기관장회의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순번제로 

지명하던 의장선임을 임기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대학원대학설립연구기관장회의 규정」을 개정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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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의 각 캠퍼스를 대학답게 만들기 위한 스쿨인증제도는 2016년에 1차 시행되어 9개 스쿨(KIST, 
생명연, 화학연, 건기연, ETRI, 생기연, 철도연, 해양연, 식품연)이 인증되었다. 이때의 인증기준은 
학사실적, 스쿨표준운영규정, 학사조직, 전공조정에서 본부가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었다. 그 후 �
2차 스쿨인증제도가 2019년도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32개 캠퍼스는 규모와 입장이 너무 다르므로 
어떻게 획일적 기준으로 인증기준을 수립해야 하는지가 어려운 부분이었다. 

스쿨로 인증받지 못한 23개 캠퍼스에서는 아직도 유사전공과 유사교과목이 정비되지 못한 채 전공을 
운영하고 있고 교수회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지도교수가 임의로 학생문제를 처리
하는 사례가 종종 나왔으므로 스쿨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2020년에 와서 스쿨인증의 기준의 설정에는 논란이 많았다. 20개 캠퍼스만 인증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학사운영실적을 평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스쿨인증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과제에서는 구체적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지만 합의과정은 쉽지 않았다. 

UST는 2020. 6. 25일자 운영위원회에서 스쿨 운영·관리를 위한  최소요건  을 규정화하여, 캠퍼스의 
학사운영 및 행정 체계화 도모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최소요건은 학생지도 및 교육운영을 위한 스쿨의 
역할 및 의무를 반영하여 규정으로 제정하여 제시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2020. 12월,  스쿨기본운영
규정  을 개정하면서 최소요건을 필수요건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그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필수요건
을 충족한 스쿨에만 교원·학생 T/O를 배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스쿨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2020. 12월 운영위원회에서 스쿨인증의 필수요건으로 ①학사조직, 교수회의 등 학교운영에 필수적인 
의사결정체계 구축, ②전공 발굴·운영, 교원선발 기준 및 절차 확립, ③학생교육을 위한 기반의 구축
으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전공조정, 교과과정 편성, 교수회의 운영, 우수교원의 임용추천 등 스쿨이 이행할 
내용을  스쿨운영규정  으로 제정하면서 2020학년도가 끝났다. 2021년 5월경 스쿨인증 신청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스쿨인증제도
정책 개선

2020 핵심 정책 3선2

2020년도 UST 교과과정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제5대 총장의 취임 직후 총장의 교육철학이 교과과정에 
반영된 것인데, 그 내용의 핵심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교육, 즉 수요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특히 UST의 교육목표 중에는 “산업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실천적이고 창의적 인력양성”이  학칙  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교육전략이어야 
했다.

UST는 산학연 전문가 38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역량
이란 무엇인가? 산업계는 어떠한 석·박사를 원하는가? 산업계가 UST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11회에 걸쳐서 얻은 자문결과로 현장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 �산업계의 핵심 인력 수요는 우수한 전공기초 역량을 보유한 학생이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응용
할 수 있는 학생을 선호한다.

･ �연구자로서 자세/태도와 같은 기본소양이 매우 중요하므로 문제해결능력, 적극적 자세, 기업가 정신, 
경제/경영 마인드, 기획력, 디자인 사고가 중요하다.

･ �산업계 전문가가 교원으로 참여하여 강의의 질과 학생 견문을 향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CTO 
특강으로 성공 경험과 산업 트렌드를 공유해야 한다.

･ �산업계는 가까운 미래를 보지만, 대학에서는 5～20년을 내다보고 인력을 양성해야 하므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대학원위원회에 산업계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전공기초교육과 전문가 소양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과정 개편이 착수되었다. 전공강좌의 비중이 확대되고 타 대학과의 교류수학과 
온라인 강좌가 확대되며, 수료제도 강화 등 학사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검토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산업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의 교육참여의 기회도 넓혔다. 이러한 정책적 개선은 2021년도에 
가서 완성될 예정이다. 

수요중심
교육시스템 개편

스쿨인증의 필수요건으로 ①학사조직, 교수회의 등 학교운영에 
필수적인 의사결정체계 구축, ②전공 발굴·운영, 교원선발 기준 및 절차 확립,

 ③학생교육을 위한 기반의 구축으로 의결하였다.

전공강좌의 비중이 확대되고 타 대학과의 교류수학과 온라인 강좌가 
확대되며, 수료제도 강화 등 학사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검토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산업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의 교육참여의 기회도 넓혔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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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홍보 활동 
학부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권역별 입시설명회를 통해 입학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신입생 모집요강을 
책자 발행 및 홈페이지 게시용 PDF 혹은 e-book 제작을 통해 정보 접근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 
또한, 홍보 포스터, 영상 및 배너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를 통해서도 
학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인턴십
학부생을 대상으로 UST 캠퍼스 현장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UST 교육시스템을 홍보하는 학생 유치 프로그램이다. 

학생유치 프로그램

연구인턴십 발대식 글로벌 연구인턴십 해단식

운영현황

연간 

200명

1월~2월
(동계 연구인턴십) 

7월~8월
(하계 연구인턴십)

1,208명
(2013~2020년)

약 

20%
약 

9.7%

운영시기 총 수료자 수 총 수료자 중 
입학 지원율(누적) 

총 수료자 중 
입학생 비율(누적) 

운영규모

글로벌 연구인턴십 
해외우수인재를 대상으로 UST 현장연구 기회를 제공함을 통해 UST를 홍보하고 입학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이다.

운영현황

운영규모

연간 

약 20여명

운영시기

7월~8월 
하계 연구인턴십 

진행

경쟁률

51 : 1
(2019년)

만족도

4.5점
(5점 만점)

신입생 예비교육
UST 합격생을 대상으로 입학 직전 4주 동안 집단합숙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유대감과 소속감을 함양
할 뿐 아니라 석·박사 교육에 필요한 기초역량(통계학, 논문작성, 프라우드 프로그램, 한국어 등)을 함양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0년에는�코로나�19로 인해�온라인 교육으로�대체하였다.

프라우드 프로그램 
“UST 박사는 전공과 상관없이 ICT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IoT, Bigdata, AI, 3D 
Printing 등 12개 학습모듈을 hands-on experiment 형식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예비교육
과정(4주)에서 기초과정을 교육하고 입학 후 일반강좌에서 심화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 기초과정은 한국인 박사과정 학생에게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구멘토링 프로그램 
학위논문과 연구지도뿐 아니라 학습지도, 생활지도 및 커리어 지도까지를 포함하여 지도교수, 공동
지도교수, 원로교수 및 전공교수가 교수회의를 통해 학생을 전문인으로 성장하도록 분석적으로 면담
하고 지도하는 체계적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 매학기 교원 워크숍에서 연구멘토링 기법을 신규임용 교원에게 소개하고 있다.

해외연수지원사업 
학생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 선진국의 우수 연구기관에서 공동연구 수행 
또는 인턴십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박사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한 통합과정학생 또는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박사과정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항공권과 여행자보험 및 최대 90일간의 체재비를 지원한다.
- �2018년에는 15명, 2019년에는 12명을 지원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4명 학생만 

지원하기로 하였다. 향후 현 상황이 안정되면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학술발표지원사업 
학생의 국제학술교류와 연구결과의 확산을 촉진하고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박사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한 통합과정 학생 또는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국제학술대회에서 제1저자로 발표가 확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항공권, 여행자보험, 학회등록비 및 최대 15일간의 체재비를 지원한다.
- �2018년에는 67명, 2019년에는 62명을 지원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4명 학생만 

지원하기로 하였다. 향후 현 상황이 안정되면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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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지원 프로그램 
교원을 대상으로 강의전략, 강의기법, 교수법 사례 및 교육매체 제작/활용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임교원 워크숍을 별도로 개최하여 연구 멘토링 기법을 훈련시키고 있다.
- 교원은 임용기간 3년 동안 교원 워크숍에 1회 의무 참석하도록 한다.
- 2020년도에 6회 실시하여 222명이 참석하였다.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및 연구활동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고 있으며, 학습역량강화 워크숍, 학습
공동체 지원, 외부교육지원, 영어역량강화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UST MOOC 3과목 개발

e-learning 사업
분산된 캠퍼스 및 연구학습을 병행하는 교육특성에 맞추어 전공 및 교양강좌 상시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형태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출연연 기반 우수 연구성과를 발굴하여 MOOC 콘텐츠를 개발하고, 
STAR-MOOC* 플랫폼을 통해 전 국민 대상으로 강의를 공개하고 있다. 
*STAR-MOOC�:�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이�모여�과학기술분야�온라인�강좌를�제공하는�플랫폼

- 2020년도에 UST MOOC 3과목을 개발하고 Global MOOC 6과목을 개발 및 운영하였다.

학습공동체 
지원

외부교육
지원

영어역량강화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학습역량강화 
워크숍

산학협력 프로그램 I-CORE 프로그램(I-CORE : Industry Co-operation Research Education)

산업체 수요맞춤형 학위과정으로 학생이 졸업 후에 기업에 취업하기로 약속하고, 학생은 그 기업이 요구
하는 논문주제를 연구하는 형식의 “채용조건형”과 처음부터 기업이 자사의 직원을 UST에 파견하여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하는 “재교육형”이 있다.
- 기업은 학생에게 등록금과 장학금을 지급한다. 
- 졸업생은 총 8명으로 박사 3명, 석사 5명이다.
- 2020년도에 채용조건형 신입생 2명을 선발하였다. 

U-LINK 프로그램(U-LINK : Ustian - Link with Korea) 
외국인 학생이 졸업 후 한국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학기간 중에 채용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에 근무할 직원채용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 채용예정 학생에게 비즈니스 한국어, 한국기업문화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 2020년도에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법인 6명, 비나텍(주) 2명을 합격시켰다.

Young Scientist 양성 프로그램
학생이 자신의 아이디어나 호기심을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구기획, 
프로젝트 관리 및 PI의 능력을 함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원 건수

2017

17건

2018

18건

2019

11건

2020

30건

채용조건형 재교육형

- 학습역량강화 워크숍은 2020년도에 4회 실시하여 134명이 참석하였다.

한의학개론 인공위성궤도 이야기 액체유량 측정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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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과 학점교류 협정체결
UST는 국내 49개 대학과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학점교류를 실시 중이다.
- �학생은 UST 전공강좌에서 제공하지 않는 교과목을 인근 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학점교류 체결

대학 재학생도 UST에서 전공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해외 대학과 협력협정
UST는 19개 국가 33개 대학과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연구, 교원교류 및 학생교류를 추진 중이다. 

UST 해외동문회
UST 외국인 졸업생들은 4개국(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에 동문회를 설치하였으며, 
졸업생의 연구활동에 대해 서로 교류하며 모교(UST)와도 협력하고 있다.

UST 해외홍보대사
UST는 7개 국가(베트남, 몽고,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중국, 필리핀, 태국)에 홍보대사를 두고 있으며, 
홍보대사는 UST 소개, 우수인재 유치, 해외동문회 동정을 UST에 전달하고 국제협력사업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외협력 네트워크

입학홍보 포스터 UST 해외홍보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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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 연구사업계획서(’20~’24) 및 기관운영계획서(’20~’23) 수립
제5대 총장의 취임을 맞이하여 “국가연구소와 함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인재 선도 양성” 
이라는 기관의 미션 달성과 기관장 경영철학 등을 반영한 연구사업계획 및 기관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립 20주년이 도래하는 2023년을 새로운 도약의 출발선으로 삼고 총장의 경영
철학인 “출연연과의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출연연 연구역량을 적극 활용한 ‘수요중심 다학제 관점의 
인재양성’ ”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본부-설립연구기관 역할·의무 확대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 교육의 
미래지향적 모델 확립”을 경영목표로 제시하였다. 

한편, 경영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기관운영 전략목표로서 “설립 연구기관과 UST의 연계성 강화”와 
“책임경영 정립”을 제시하여 대학의 변화와 혁신 기반 마련을 도모하였다.

또한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UST의 특장점인 유연한 교육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의 전주기 관점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배출하는 교육의 수월성 향상과 관련한 
“공공·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 확립”,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인재육성”을 연구사업 전략목표로 
제시하였다.

기관 운영 정책 기관 운영 정책

전략체계도

미션
Mission

비전
Vision

경영목표
Management

Goal

국가연구소와 함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인재 선도 양성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국가연구소대학 실현

대학본부 - 설립연구기관 역할·의무 확대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 교육의 미래지향적 모델 확립

연구사업계획

공공·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 확립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인재육성

기관운영계획

설립연구기관과
UST의

연계성 강화

책임경영
정립

전략목표
Strategic

Goals

기관운영계획 - 연구사업계획 주요과제 간 연계체계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인재 육성

성과･문제점�
종합 및 개선
방향 도출

법정위원회 및 외부자문위 활용해��
의사결정 상호지원

파트너십을�강화해�
출연(연)의�변화유도

경영전략의�
실행지원

대학본부-설립연구기관	

역할ㆍ의무	확대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	교육의	

미래지향적	모델	확립

설립연구기관과
UST의 연계성 강화

책임경영 
정립

융합트랙 활용방안과 연계

전공조정체계운영

장기적으로 직접
소통체계로의 전환 지향

공공･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 확립

연구. 연구.1 2

기관. 기관.1 2

현안･문제점 종합 및 교류체계 운영

외부 자문단을�
활용해 추진방향 정립

Flagship�전공의
브랜드화 추진

연구�1-1 수요지향적 교육 강화

기관�1-2 인력양성체계 재정립

연구�2-1 교육운영-성과�
선순환체계 구축

연구�1-2 교육경쟁력 확보 연구�2-2 경력개발 및��
진로지원 강화

기관�2-2 경영관리 내실화

연구�1-3 교원 지원체계 개선 연구�2-3 우수인재 유치

기관�1-1 파트너십 강화 기관�2-1 전략기획기능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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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 계획서 자율영역(50점) 가이드라인

기관장의 경영철학, 정부의 정책수요·방향, 환경분석 
등을 바탕으로, R&R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3~5개의 
성과목표 수립

· 우수인력 육성·양성*, 연구몰입 환경 조성, 
성과관리·활용·확산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제시

�����*�대학원대학,�학연연구원�등의�양성�계획�포함�가능

개선내용2020년 적용 편람 내용

대학본부와 출연(연) 캠퍼스 간 파트너십 강화
･ 출연(연) 기관평가 편람에 ‘우수인력 육성·양성(대학원대학)’ 반영
� -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하는 출연(연) 기관운영평가 중 자율영역 우수인력 육성·양성 부분에 ‘대학원  

대학’을 반영함에 따라 UST 교육 시스템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설립연구기관의 고유기능으로 
명확화하였다.

･ 설립연구기관장회의 운영 체계 재정립을 통해 기관장의 UST 학사/경영 참여 경로 활성화
� - �▲총괄 규정 제정 ▲회의체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에 명문화 ▲회의 정례화 ▲안건 제출 권한 부여 �

▲선임직 의장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설립연구기관장회의 운영체계 재정립을 추진 완료�
하였다. 

� - �초대 의장(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현민 원장)을 선출하여 새로운 거버넌스 하의 설립연구기관장회의
가 출범하였으며, 향후 출연연 캠퍼스가 주도적으로 UST 주요 학사/정책 사안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설립연구기관장회의�:�UST를�공동설립한�출연연�캠퍼스(설립연구기관)가�참여하여�UST�학사�발전을�심의하는�회의체�

기관평가 편람 개선 내용

기관운영 계획서 자율영역(50점) 가이드라인

기관장의 경영철학, 정부의 정책수요·방향, 환경분석 
등을 바탕으로, R&R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3~5개의 
성과목표 수립

· 우수인력 양성, 연구몰입 환경 조성, 
성과관리·활용·확산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제시

학규 체계 개편
UST는 기관 운영의 제도적 기반인 학규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학규의 위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학규 체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학규 제·개정에 권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하는 것으로 대학 설립·운영의 근간이 되는 주요 학규들을 ‘규정’으로 지정하여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하고 그밖의 학규를 총장이 제·개정할 수 있도록 ‘요령’ 및 ‘지침’으로 지정하였다.

세부 개편결과로 45개에 달하던 규정의 개수를 9개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분야별 최상위 규정을 중심
으로 하위요령 및 지침 간의 관계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요령/강령/규칙/기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
되던 요령 레벨 학규의 명칭에 대한 개편을 통해 임직원행동강령과 취업규칙을 제외한 모든 학규를 
규정-요령-지침 순으로 체계화하였다. 

이번 개편을 통해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 소관 학규에는 설립연구기관장회의운영규정, 직제규정, 인사
규정, 회계규정 등 7개 학규가 추가되며 기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UST는 이번에 추진한 학규의 위계 재정립을 시작으로 각 분야별 학규 조문 개정, 신규 제정이 필요한 
학규 지속 발굴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학규 체계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

학규�위계�재정립�현황

구분 개수

헌장 1

대학원대학운영규정 1

학칙 1

규정 45

요령/�강령/�규칙/�기준 43

지침 27

합계 118

구분 개수

헌장 1

대학원대학운영규정 1

학칙 1

규정 9

요령 63

지침 44

합계 119

주요업무4

기관 운영 정책 기관 운영 정책

기
존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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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운영 정책 스쿨인증제 개편 추진 
스쿨인증제란 UST의 각 캠퍼스가 대학으로서의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최대한 표준화된 절차와 
기준으로 학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6년부터 “스쿨 인증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나, 現 스쿨(9개)과 캠퍼스(23개) 간의 전공운영(교과
과정, 교수회의 정례화, 학생지도) 체계가 미흡하고, 전공책임교수, 캠퍼스대표교수, 기관장의 역할
(전결권)이 모호하여 출연연 캠퍼스 간 학사실적, 학사행정체계 등에 편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스쿨인증제는 32개 캠퍼스의 대표교수들이 모여 기준을 정하고 각 캠퍼스가 준수하게 하는 발전
전략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학사조직, 교수회의 등 학교운영에 필수적인 의사결정체계 구축과 전공 
발굴·운영, 교원선발 기준 및 절차 확립 및 학생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을 핵심으로 UST 학사운영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설정하였다. 

설립연구기관장회의, 대표교수단회의 등을 통해 스쿨인증제도를 합의 및 도출하고, 각 캠퍼스는 필수
요건 충족 인증 후 학사사업에 참여 가능하도록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는 캠퍼스가 학생지도, 교과과정, 
전공 등 학사운영·관리에 대한 필수요건을 준수함으로써 학사사업체계의 상향 표준화를 유도하기 위함
이다.

구분 항목 주요 내용

학
사
체
계

원규
반영

정관 대학원대학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

직제 기관의 직제 관련 규정에�UST�스쿨의 존재를 반영
최소한,�업무분장규정에 특정부서의 업무로�UST�학사업무를 명시

근로계약 UST�학생근로계약 체결 및 관련사항 원규 반영

스쿨
운영
규정

내규화

학사운영 (교수회의)�스쿨교수회의,�전공교수회의의 정기개최 및 회의록 작성
(학사담당자)�학사운영 지원을 위한 학사담당자 배치

스쿨운영
(위임전결)�학사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해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전공책임교수,�
대표교수 및 기관장의 의사결정 사항 명시
(학사운영계획)�전공운영,�우수교원 및 학생 확보,�예산 등 연도별 계획 수립

전공운영 (전공체제)�유사 및 미활성 전공 통폐합 등 전공조정(신설·통합)�명시
(전공워크숍)�캠퍼스 전공별 워크숍 개최 운영 명시

교과과정 및�
수업

(교과과정편성)�「교과과정 편성 기본계획」에 따른,�스쿨별�“전공 교과과정�
편성(개편)안”�제출
(수업)�개설가능 교과목 수(전공별 25개 내외)�내에서 강의개설

교원 (임용추천)�스쿨별 정원의�30%�내에서 스쿨자체기준에 의한 임용추천 가능
(교원역할)�교원의 학사 활동�구분(강의,�보직,�학사 관련 위원회,�교원교육 등)

학생 (학생관리)�전공교수회의에서 입학시험,�종합시험,�논문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학생권익)�학생근로계약 사항 및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명시

스쿨인증�심의기준

교육 제도･정책정보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UST IT환경 및 교육 인프라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정보화 비전 및 목표를 재정립하고 향후 5년간
(2021~2025년) 수행할 정보화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보화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통합 보안/안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정보보안 및 연구
시설 등에 대한 물리적 보안 개선 계획 사항을 명시하였다.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및 개선
전자결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Active-X 모듈 기반의 전자결재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웹 표준을 준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크롬, 엣지 브라우저 등에 대응 가능한 전자결재시스템의 사용이 가능
해졌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의존적인 업무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업무가 가능하게 되어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진되었다.

모바일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학생/교원 포탈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스크탑 화면 
사이즈에서만 동작하던 포탈시스템을 반응형 웹기반의 포탈시스템으로 신규 구축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되었으며, 추가적인 학사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
었다.

UST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표 홈페이지에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또한 성과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여 기관의 성과지표 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였다. 이를 통해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경감되었으며, 지표별로 성과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었고,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위한 근태관리 업무 프로세스가 
변경되었다.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태관리 기능 전산화를 통해 변경된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 
하였으며 출퇴근 시간관리 등 각종 근태 관련 업무가 전산화 되었다.

정보화 비전/목표 재정립

2021 정보화 비전/목표 체계 정립

추진과제	도출

정보화 설계
방향 설정

환경 분석
결과 종합

현황 분석
결과 종합

전략과제 정립

정보화 핵심 
키워드 도출

도출된 추진과제의 
연관성 검토

추진과제,
전략과제 대비 

비전/목표
부족 영역 식별

정보화 비전/ 
목표 재정립

新 전략과제 및 
추진과제 핵심 키워드

旣 정보화 비전/목표 
핵심 키워드

고객

UST특성

공유

유연성 확장성

통합

협업

연계 스마트

집합체

첨단

네트워크 융･복합

IT기술

협력

연결

역량

소통

정보화 비전/목표 재정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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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참여 확대를 위한 대표교수단회의 신설 
･ �UST의 분산된 캠퍼스 환경으로  학사운영규정   제3장 제1절에 따라 소속기관 내 대학원대학학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캠퍼스 대표교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설립연구기관
들이 오너십을 가지고 UST 학사운영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로서  대표교수단회의  를 
신설, 대표교수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현장을 운영하면서 UST 학사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 필요했다. 

･ �그리하여 캠퍼스/스쿨의 대표교수로 구성된 회의체를 신설하여 대학원대학의 학사정책 및  각 캠퍼스/
스쿨의 학사활동을 공유하여 발전방안 논의 및 의견을 활발히 게재, 실질적인 학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회의 운영에 주안점을 두었다.

･ ��대표교수단회의에서는 주로 학교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학생 선발, 지도 및 졸업 등에 관한 사항, 
교원 정책에 관한 사항, 전공 운영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기타 학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 - �2020년 10월 7일 제1회 대표교수단회의가 개최되어 대표교수 22명이 참석, 회의의 취지와 상호간
의 소통 그리고 13개 안건별로 심층있는 토의를 진행하여 대표교수단회의 활성화의 시작을 알리
는 계기를 만들었다.

� - �2021년 2월 17일 제2회 대표교수단회의를 개최되어 대표교수 27명이 참석해 4개의 주요 안건 
및 7개의 기타 안건을 제1회 회의 대비 보다 심도 있고 현안 위주로 진행하였다.

･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 - �4개(스쿨, 전공·교과, 학생, 교원)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토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

으며, 각 소위원회는 2020년도에 스쿨분야 4회, 학생분야 4회, 전공교과 2회, 교원 1회 등 개최
하였다.

･ ��소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정례 개최를 통한 분과별 소통 추진 예정 
� - �대표교수단회의의 활성화와 각 소위원회별 논의되는 사안에 대한 공유 그리고 UST 학사행정과의 

보다 밀접한 업무교류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각 분과의 소위원회 위원장과 총장 및 처장 등을 중심
으로 하는 소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주요업무4

교원 참여 확대 신입생 모집전형 확대 운영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선발제도 고도화를 통한 내국인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20학년도 전기 및 
후기(1차, 2차) 입학전형 확대 운영을 통해 우수인재 유치경쟁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19학년도 입학경쟁률이 1.4:1에서 ’20학년도 1.9:1로 높아졌으며, 코로나 19 상황 등을 고려한 영어
성적 제출 유예 등 유연한 입학전형 운영의 결과로 특별전형 외국인 94명(전기 51명, 후기 43명)을 
안정적으로 선발할 수 있었다. 국제협력을 통한 ODA 학생 선발의 결과로 외국인 전문석사(런던의정서 
경영공학) 4명 및 에티오피아 장학생 1명을 선발하였다. I-CORE 신입생은 채용조건형 석사과정 신입생 2명을 
선발하였다. 

학생 유치 프로그램 운영 
2020년 11월에 한국재료학회 및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다양한 학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UST 교육 시스템 홍보를 통한 학생 유치 및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졸업생 우수사례 소개 
및 진학 상담 등을 진행한 학회에는 각각 500명, 800명이 참석하였다. 

입학 홍보 활동
2020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홍보활동은 2020년 2월 10일(월)부터 3월 30일(월) 사이에 진행하였
으며,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홍보활동은 2020년 8월 10일(월)부터 9월 18일(금)까지 진행
하였다. 신입생 모집 홍보활동을 위하여 인터뷰 형식의 사례중심 홍보 콘텐츠를 마련하였다. 이를 활용
하여 홍보대상 타켓팅이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를 중점 활용하여 광고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입학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으며, 모집요강도 E-book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학생유치프로그램 :�학회참석

학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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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책 졸업생 취업경로 조사
본 조사는 UST의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이 ‘현장중심교육과 연구활동을 통한 신생융합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 양성’이라는 UST의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기획되었다. 

기존에는 졸업 시점을 전후로 졸업생들의 첫 진로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져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
경로 파악이 어려웠다. 박사졸업생의 경우 ‘박사후 연구원’ 이후의 취업경로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
웠으며,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졸업생의 경우 미취업으로 분류가 되는 등의 단점이 존재했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을 최근 4년간 졸업생으로 확대하고, 이직을 한 경우 이전 직장에 대한 
조사까지 추가함으로써, 졸업생들의 취업 경로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졸업생들의 근무기관 유형은 민간기업(40.6%)에 진출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연구기관(35.9%), 기타(대학 및 공공기관 등, 23.5%) 순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민간기업 취업자는 
연구/개발 직무에 종사하는 비율이 91.6%로 가장 높았고, 연구기관 취업자는 51.7%가 박사후 연구
원이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UST 졸업생들의 진출 경로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었으며, 대다수(89.8%)가 UST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직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UST�졸업생�진출�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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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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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박사과정

해외연수지원사업
2020년도 해외연수지원사업은 총 7명의 학생이 신청하고 6명이 선정되어 그중 3명의 학생이 연수를 
진행하였다. 나머지 3명 중 2명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연수를 포기하고 1명은 일정을 
차년도로 연기하였다. 당초 연간 2회 공고를 계획하였으나, 감염병 영향 장기화에 따라 8월로 예정되어 
있던 2차 공고를 보류하고 사업을 조기 종료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쿨 건설환경공학 전공 박사과정의 배인혁 학생(지도교수 : 지운)은 핀란드 에스
포에 소재한 Aalto University의 Environmental Hydraulics Lab(AHL)에서 2020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61일 동안 실규모 하천 실험에 기초한 식생 하도 및 홍수터 흐름저항 모델링 기술 개발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쿨 건설환경공학 전공 석사·박사통합과정의 Chengcan Wang 학생(지도교수 : 
한진태·김영석)은 오스트레일리아 퍼스에 소재한 Th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의 Centre 
for Offshore Foundation Systems(COFS)에서 2020년 3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83일 동안 원심
모형실험을 통한 FSRU(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 기초 성능평가 연구에 관한 인턴십을 
진행하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쿨 에너지-환경 융합 전공 박사과정의 Raghwendra Narayan Shandilya 
학생(지도교수 : 이승학)은 미국 미니애폴리스에 소재한 University of Minnesota의 ST. Anthony 
Falls Laboratory에서 2020년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90일 동안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Aquifer storage and recovery(ASR)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육지원 프로그램

신청인원 수혜인원

2020년�해외교류지원사업�현황

신청인원
소계 7

신청인원
소계 40

수혜인원
소계 4

수혜인원
소계 4

박사과정

2

5

통합과정 박사과정

20 20

통합과정박사과정

2 2

통합과정

1

박사과정

3

통합과정

2020년 해외연수지원사업 2020년 국제학술발표지원사업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신청인원 대비 수혜인율 비중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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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프로그램 교육지원 프로그램국제학술발표지원사업
2020년도 국제학술발표지원사업은 총 42명의 학생이 신청하고 34명이 선정되어 그중 3명의 학생이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진행하였다. 나머지 31명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학회가 중단되거나 
연기되어 선정을 포기하였다. 당초 연간 4회 공고를 계획하였으나, 감염병 영향 장기화에 따라 5, 8월로 
예정되어 있던 3, 4차 공고를 보류하고 사업을 조기 종료하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쿨 의공학 전공 박사과정의 김민경 학생(지도교수 : 신현준)은 2020년 1월 31일
부터 2월 7일까지 8일 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SPIE PHOTONICS WEST BiOS 2020에 
참석하여 “Development of fiber-based all-optical system for neurovascular coupling 
mechanism study using optogenetics”를 주제로 구두 발표를 진행하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스쿨 ICT 전공 석사·박사통합과정의 이정웅 학생(지도교수 : 송윤호)은 2020년 2월 
14일부터 2월 21일까지 8일 동안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된 SPIE Medical Imaging 2020에 참석하여 
“Adaptively variable frame-rate fluoroscopy with an ultra-fast digital x-ray tube based on 
carbon nanotube field electron emitters”를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였다.

한국식품연구원 스쿨 식품생명공학 전공 석사·박사통합과정 김효진 학생(지도교수 : 황진택)은 2020년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 동안 캐나다 밴프에서 개최된 Keystone Symposia Conference 
2020 B3에 참석하여 “Tamarixetin supplementation ameliorates obesity and improves 
glucose tolerance in mice fed a high-fat and high-sucrose diet”를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진행
하였다.

학술발표 - 김민경

학술발표 - 김효진

학술발표 - 이정웅

국제학술·연구활동 후기 공모전
2020년 해외교류지원사업 조기종료에 따라 대체사업으로 국제학술·연구활동 후기 공모전을 시행하
였다. 추후 해외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국제교류활동 의욕을 고취하
기 위해 온라인 국제학술대회 발표, 해외연구소 방문 연구, 해외대학 세미나 참석, 해외취업사례 등을 
공모하였다. 총 18명의 학생이 신청하였으며 학생지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 3명, 우수 10명 
총 13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UST e-Learning 사업 운영 성과
･ �MOOC 개발 및 운영
   - UST MOOC 개발 : 3과목

   - Global MOOC 개발 및 운영 : 6과목
   - 기초 외국어 강좌 : 토익, 토플, 텝스 등 148개 강좌 지원 및 3,265건 수강
   - 기초 이공계 강좌 : 수학, 물리, 화학 등 96개 강좌 지원 및 4,906건 수강

캠퍼스 학사운영지원
대학본부는 교원, 학생, 캠퍼스 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학사운영 발전을 위해 캠퍼스에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사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비대면 강의 활성화와 
학사운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캠퍼스 내 입학식, 학위수여식, 스승의 날 행사, 학술제, 
캠퍼스 간 교원협의회, 학생 저널클럽 등을 운영하여 교류를 확대하고 대학 정체성 강화와 학술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첨단 강의실 및 화상강의 환경 구축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캠퍼스 
자체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책자 제작을 통해 대내외에 UST를 홍보하였다. 대학본부는 2021년에도 
교육의 안정적 제공과 캠퍼스의 소통활성화를 위해 캠퍼스 학사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수 캠퍼스 강좌명 강좌내용

김해동 KARI 인공위성궤도 이야기 인공위성 궤도 원리,�궤도요소 등 기초기술 외 우주쓰레기,�
심우주 탐사 등의 주요한 우주 현상 학습

전세종 KRISS 액체유량 측정표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와 그에�따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학지식을 학습하는 강좌

최선미
이상훈 KIOM 한의학개론 경락 및 장부 이론,�한의 진단 및 치료기술을 학습하고,�

내재된 지식자원의 가치를 탐구하는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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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프로그램 교수·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과
교원 대상 신임교원 워크숍 및 교원역량강화 워크숍과 학생대상 학습역량강화 워크숍 및 학습공동체, 
외부교육, 한국어 교육 운영 성과는 아래 표와 같다. 

교육명 시기 주제 참석인원 만족도(점)

신임교원
워크숍

전기 법정교육,�학사안내,�UST�교육정책��및�연구�멘토링,�
Technology�Enhanced�Active�Learning�at�UST�등 51명 3.46/4.00

후기 법정교육,�학사안내,�구글 활용 교수법,�UST�이러닝 체계 등 29명 3.10/4.00

교원역량
강화워크숍

1차 ‘교실혁신은 온에어’,�UST�온라인 교육 등 54명 3.48/4.00

2차 온라인 교육 교수법,�미래학습교육� 17명 3.27/4.00

3차 UST�우수현장수업,�스쿨운영 사례,
신입생예비교육 발전방안 토의등 50명 3.19/4.00

4차 UST�교육의�질�제고전략,
강의영상 제작 및 활용기법 강의 등 21명 3.38/4.00

학습역량
강화워크숍

1차 �대학원생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44명 4.19/5.00

2차 MATLAB�초급(외국인)� 27명 3.95/5.00

3차 MATLAB�초급(외국인)� 26명 4.16/5.00

4차 국제학술지 논문 투고 기초 37명 4.41/5.00

학습공동체 - 박학공(박학다식한 학습공동체),�어둠2020 2개팀 4.43/5.00

외부교육지원 - - 1명 -

교육명 시기 지역 수강인원 수료인원 만족도(%)

한국어�교육

’20
전기

서울 47명 27명 72

부산 6명 9명 92

창원 7명 8명 95

대전 64명 49명

-’20
후기

서울 44명 27명

부산 9명 6명

창원 8명 5명

대전�및�온라인 63명 53명

2021-2-1교원역량강화워크숍 이벤트

전공 운영 내실화 
과학기술현장 및 공공·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공 통폐합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세부전공 신설 및 운영 기준 수립을 통한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아래 표는 전공 통폐합 기준 
변경사항과 신설된 세부전공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과과정 체계화 
교과과정 체계화는 전공·교과과정 소위원회 의견수렴 및 대학원위원회 심의,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 
의결 및 총장 승인을 통해 추진되었다. 정기개편 이외에 매 학기별 전공 수시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2019-2020년 전공별 교과과정(전공, 세미나 과목)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공유하였다. 
또한 전공과목 편성원칙을 수립하여 최근 4년 동안 개설 이력이 없는 교과목은 폐지하고, 전공당 최소 
8개, 세부전공별 최소 4개 과목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변경 전 변경 후

1)�전임�및�겸임교원의�수가�7명�미만인�전공�
2)�최근�2년간�신입생이�없는�전공
3)��최근�4개�학기간(04.01.,�10.01.�기준)�재적생이��

3명�이하인�전공

※�단,�해당�전공이�소속�캠퍼스의�유일�전공이거나
신설된�지�2년�미만인�경우는�배제�
(이�경우에도�1번�기준은�반드시�충족�필요)

1)�전임교원의�수가�7명�미만인�전공�
2)��최근�4개�학기 동안(04.01.,�10.01.�기준)�신입생�합이��

3명�이하인�전공
3)��최근�4개�학기 동안(04.01.,�10.01.�기준)�평균�재적생이��

10명�이하인�전공

�※�단,�해당�전공이�소속�캠퍼스의�유일�전공이거나
신설된�지�2년�미만인�경우는�전공활성화�계획서�제출
(이�경우에도�1번�기준은�반드시�충족�필요)

구분 내용

신설기준
1)�세부전공별 전임교원 수�7명 이상(해당학기 기준)�
2)�세부전공별 재적생�*�4명 이상(스쿨인증 신청학기 기준)
*�지도교수의 세부전공을 기준으로 재적생수 산정

운영기준 1)�세부전공별 전임교원 수�7명 이상(해당학기 기준)�
2)�세부전공별 재적생 평균�4명 이상(최근�4개 학기)

참고

※�위 두 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단,�계약학과(단독운영)�및 외국인전문석사과정은 예외로 함
*�정보공시(04.01.�및�10.01.)를 기준으로 함
*�재적생은�‘내국인,�외국인,�계약학과’�재적생(재학,�휴학,�수료)을 모두 포함함

적용시기 등

-�(신설)�’21년 공고된 스쿨인증을 신청하는 세부전공부터 적용함
-��(운영)�기 운영 중인 세부전공에도 이번 학기(2021.�1학기)부터��
운영기준부합 여부를 파악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세부전공에 안내 후 스쿨 전공조정��
신청 시부터��조치하여 반영하도록 함�

전공･교과과정

전공�통폐합�기준�강화�내용

세부전공�신설�및�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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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예비교육
신입생 예비교육은 신입생을 인문학적 소양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미래형 과학기술인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UST의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가연구소 국책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으로서의 역량과 적응력을 높이는데 목표가 있다.

UST의 차별화된 교육·연구 시스템에 조기 적응하여 캠퍼스의 국책연구프로젝트 수행에 
기여하는 준비된 학생연구원을 양성하고자 매학기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 
약 4주간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

개요

대상 과정명(기간, 4주) 학점배정

내국인 박사
(95h)

PROUD�PROGRAM(51h) 2(일반)

공통과정(44h) -

내국인 
석사·통합
(102h)

인공지능기초(31h) 1(일반)

연구역향기초(27h) 1(일반)

공통과정(44h) -

외국인
(99h)

Korean Culture and Language(31h) 1(일반)

Research Foundation(27h) 1(일반)

Common course(41h) -

신입생 예비교육은 연구 경험이 없는 신입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연구역량을 발휘
하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하도록 하며, 학생들은 토론과 결합, 성찰과 소통 과정을 통해 
지식인으로서의 세계관과 철학을 정립하게 된다.

커리큘럼

※��2020년 전기에는 UST 기숙사에서 집체교육으로 진행하였고, 2020년 후기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전면 온라인 교육(VOD 제작, 협약콘텐츠 
활용, 화상수업)으로 진행하였다. 

교육 프로그램 기술창업 교육
UST는 학생들이 연구기획 단계부터 사업화를 고려한 R&D기획을 할 수 있도록  특허전략(IP-R&D)과 
기술 사업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20학년도 2학기에 일반강좌로 개설하여, 대학본부, IBS 및 한국특
허전략개발원이 참여 및 관리 하에 운영하였다.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 산업, 출연(연) R&D와 기술사업화 현황, 핵심특허 도출 및 대응전략수립, 특허
전략 및 기술사업화에 대한 폭넓은 주제를 강의하여 학생들이 실제 사업화를 고려한 IP 기반 R&D 기획 
역량을 보유한 예비 신진연구자로 성장하는데 기여하였다.

I-CORE 프로그램
2020년도 I-CORE 프로그램 주요성과는 이차전지 분야 직원 재교육을 희망하는 ㈜두산과 재교육형, 
자동차 부품 분야에 우수한 R&D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중견기업인 ㈜경신홀딩스와 채용조건형 설치 
협약을 체결하였다. 신입생은 산업체 임원과 스쿨·캠퍼스의 교원들이 참여하는 선발절차를 통해 채용
조건형 2명을 선발하였다. 졸업생은 총 8명으로 박사 3명, 석사 5명이 학위를 받고 기업으로 복귀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부경호�박사(IBS) 권기섭�본부장(KISTA)

I-CORE 프로그램

신입생 예비교육 사업 운영 성과
･ �2020학년도 전기
   - 입과인원 : 198명 / 수료인원 : 198명
･ �2020학년도 후기
   - 입과인원 : 120명 / 수료인원 : 120명

교육시기

매학기 시작 전 약�4주간

교육대상

매학기 신입생 전체

주요사항

･�신입생 전원 의무참석�
･�교과학점 최대�2학점 부여

･�교육이수자 대상 교육준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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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Scientist 양성 프로그램
UST는 지난 기관평가 시 대형과제 중심 교육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과제 전주기 교육 필요성을 
지적 받았고, 졸업생 직무경쟁력 조사에서도 연구계획서,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능력이 중점 개선사항
으로 지적 받아 왔다. 산업계에서도 현재 대학에서 배출되는 신입 과학기술 인력이 문제해결능력, 
연구기획, 프로젝트 관리 등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학협력팀은 UST 박사과정 학생이 R&D 프로젝트 전주기 과정을 수행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Young Scientist 양성 사업 운영을 통해 연구
기획, 프로젝트 관리, 문제해결능력 등의 함양을 지원하면서 내외부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연구기획, 선정평가, 연구수행,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의 전주기 과정을 본인이 
직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한다. UST는 지원하는 연구비에서 학회참가, 세미나, 전문가 활동 등의 
경비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의 역량과 네트워크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 종료한 ’19년 사업 참여 학생의 만족도가 93.2점, 지도교수의 만족도가 96.6점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사업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년부터는 신진연구자 
6대 핵심역량을 도입 및 제시하여 학생과 지도교수 스스로 신진 연구자로서 갖춰야할 역량을 진단하고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속적인 현장의 의견수렴과 개선을 통해 UST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20년도에는 30건을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지원한 11건의 실적은 평균 논문 1.18

이었는데 해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교육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U-LINK 프로그램
U-LINK 프로그램은 R&D 인력 확보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에 UST 외국인 학생을 매칭하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다. 대학과 공공연구소 취업을 희망하는 박사과정 학생들의 비율이 80%를 
넘고, 산업체로 취업하는 박사급 인력도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분야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게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생산 공정과 주기가 복잡하고 짧아
지면서 대기업의 해외 법인에도 우수한 석박사 인재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UST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기업으로 채용시키는 ‘UST 외국인 유학
생-한국기업 채용 매칭 프로그램(U-LINK, 유링크)’을 운영하였다. 주요 대상은 신기술 분야의 우수한 
R&D 인재를 원하는 기업과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익사업으로 유학생을 유치하는 국내 타 대학과 달리, 국가별 상위권 학생을 선발하여 우수한 R&D 
인재를 양성하는 UST는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법인(6명), 비나텍㈜
(2명)에 UST 박사 유학생을 합격(총 8명, ’20)시켰다. 이들은 외국인 우수 취업활동 비자인 E-3(연구), 
F-2(거주)를 취득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기업 취업과 적응을 위한 맞춤 교육인 비즈니스 한국어, 한국 기업 문화 관련 특강을 
실시(’20)하여 기업 적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학생 선발 단계부터 산업계에서 필요한 분야의 인재를 유치·선발하는 전략을 구축하여 운영
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UST 대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우수�R&D�인력을�확보하고
성공적인�해외�진출을�희망하는�국내기업

졸업�후�한국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UST�외국인�학생

매칭

비즈니스�한국어�특화반�(’20.�11.) U-LINK 언론보도 (’20. 12.)

U-LINK�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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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홍보대사 
총 7개국(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중국, 필리핀, 태국)의 해외홍보대사가 활동을 전개
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홍보 행사 주최의 어려움이 포착되었으며, 본부 활동
보고회가 취소되었다.

주요업무4

전략적 언론 보도 운영
� ･ 성과중심 언론홍보 강화 및 기사 게재 실적 향상
� - �단순 행사 홍보 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기관 핵심 사업 및 우수성과 홍보를 통한 UST의 인지도 

및 호감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20년에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37건의 보도자료를 배포 
하였으며, 주요 언론* 게재율 81%를 달성하였다.

� � *�주요�언론(16개)�:�조선,�동아,�중앙,�매경,�한경,�한겨레,�문화,�전자,�동아사이언스,�연합뉴스,�방송3사,�EBS,�JTBC,�코리아헤럴드��

뉴미디어 홍보 강화
� ･ UST 웹진 발간을 통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강화
� - �UST 구성원의 고유 스토리로만 구성된 웹진을 약 2만 2천명의 구독자에게 월간 배포하였다. 내부

적으로는 스쿨·캠퍼스 간의 소식 공유 채널로, 대외적으로는 UST의 우수성과, 창업소식 등을 
전하는 주요 홍보 매체로써 자리매김 하였다. 

� ･ SNS 채널 운영 및 소통 전략 수립 및 추진
� - �대외 고객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잠재적 수요자인 MZ세대와의 친밀감 형성 및 밀착 홍보를 

위하여 6개 주요 SNS 채널(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톡, 링크드인)을 통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였다. 

� - �특히 MZ세대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SNS매체인 유튜브를 통한 영상 홍보를 강화하고자 6개의 
홍보섹션을 구성하고 섹션별 콘텐츠를 발굴하여 UST 대/내외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였다. 

구분 보도내용

취창업 카이룰�후다야�박사,�인도네시아�숨바와기술대학교�총장�선임�/UST�베트남�학생,�자국�진출�한국기업에�잇단�합격�등

교육 UST�학생�국제학술지�표지논문�잇따라�채택 “연구�전념�성과”

수상 UST�베트남�유학생,�ICCE�국제학술대회�최우수논문상�수상

연구 UST�졸업생,�지반�지지력�높이는�시공법으로�韓·美·日�특허�취득

홍보 홍보

성과�관련�주요�보도자료

UST�구성원의�다재다능한�모습

USTAR

전공�정보에�대한�학생�인터뷰

UST 전공 파헤치기 USTian made / Vlog Challenge

학생제작 콘텐츠

학교 홍보 영상

학교�홍보�영상

UST 소식

UST의�각종�제도�및�지원사업�소개

Walking on the campus

캠퍼스를�배경으로�연구성과�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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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혁신을 주도해 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수 
인력, 연구 지식과 경험, 연구시설 등을 활용해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뜻을 모아 2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03년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창의적인 과학기술인들이 유망한 과학도들과 함께 숨쉬고 성장함으로써 
학술·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현장 중심의 수요지향적 교육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인류의 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선도하여 우리 학생들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지적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세계적인 과학기술인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며, 설립 
역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3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석·박사 학생을 양성한다.
   - 정출연 연구원의 우수한 박사급 연구자가 지도교수가 된다.
   - 연구실 구성원이 팀 지도형식으로 학생을 양성한다.
   - 최첨단 장비사용과 함께 현장중심의 교육을 구현한다.

전공이나 교수가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 최신 첨단기술에 대한 전공신설이 신속하다.
   - 유연한 교수의 임용으로 수요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다.
   - 전공 간의 융합교육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활발하다.

모든 학생이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다. 
   - 교수:학생의 비율이 1:1에 근접하며 멘토링이 강하다.
   - 학생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권익이 보장된다.
   - 모든 학생은 부모의 지원 없이 학습이 가능하다.

국제화가 가장 앞선 대학원대학이다.
   - 해외학회 참석, 해외연수지원 등 선진국을 경험할 기회가 많다.
   - 해외동문회, 글로벌 멘토링 등 해외 네트워크가 강하다. 
   - 외국인학생 비율(30%이상)이 국내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UST는 고민이 많은 대학이다.
   - 캠퍼스가 흩어져서 유대감과 소속감이 약하다.
   - 역사와 전통이 깊지 못해서 지명도가 높지 못하다. 
   - 학생 유치 시 다른 대학들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설립배경 UST의 특징 1.

2.

3.

4.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한다.

학제 간 신생 융합기술 분야의 현장중심 교육과 연구활동을 통하여 핵심·원천기술의 발전과 산업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한다.

설립근거

설립목적

교육목표

핵심가치

미래를 혁신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창의

Creativity

도전

Challenge

융합

Convergence

신뢰

Credibility

UST�다기능복합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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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무
팀

학
생
팀

KRISOKIST KIER

1

2

3

211

1

1

인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부산

대전서울

일반현황1

UST 32개 캠퍼스 현황 조직도 및 현황

전국 32개 국가연구소 연구 현장이 캠퍼스가 되는 대학, UST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전(21)

경상남도(2)

경기도(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극지연구소

서울(2) 인천(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1)전라북도(1)

충청남도(1)

32개

캠퍼스 본원

8개

UST 전국 캠퍼스 

시·도

UST는 전국 8개 시·도의 32개 캠퍼스 본원과 21개 지방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장

대학본부

감사실

32개 캠퍼스
대학평의원회

대표교수단회의

홍
보
협
력
팀

산
학
연
협
력
팀

기
획
예
산
팀

경
영
지
원
팀

인
프
라
운
영
팀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

KITECHKFE ETRI

KFRIKIGAM KINS

KRRIKOPRI KAERI

KIOSTKIMS KINAC

KRICTADD KRIBB

KICT

NIMS

KERI

IPK

IBS KIRAMS

KIT KASI

KIMM KIOM

KISTI KRISS

KBSI KARI

교학처 대외협력처 경영기획처 전략개발실

+ 대학본부

2

정
책
평
가
팀

교
육
혁
신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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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 교육의 특성화 방안(헌장 제3조)
• 국가연구기관의 인력, 연구시설 및 장비, 연구 경험 등을 적극 활용한다.
• 신생·첨단·융합기술에 대한 다학제적 교육을 실시한다.
• 연구과제 참여, 국내외 인턴십, 세미나 등 현장연구 중심 전공교육을 실시한다.
•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영어강의 및 온라인강의를 권장한다.
• 연구개발 기획·관리, 과학기술 정책 참여 및 산업계와의 교류 기회를 제공·지원한다.

UST의 교육구조(헌장 제5조)
• �교육과정은 일반강좌, 전공강좌, 현장연구, 세미나 등의 교과목을 편성하고, 이수과목은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연구중심 융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각 과정을 수료하는데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학칙 제40조)

UST 교육 특성화 방안 및 
교육구조

학점구분 평가구분 취득학점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교과학점 일반강좌 백분율 또는 성패제(S/U) 6학점 6학점 8학점

전공강좌 백분율 12학점 12학점 24학점

연구학점 현장연구 백분율 12학점 12학점 24학점

세미나 성패제(S/U) 2학점 2학점 4학점

학점 총계 32학점 32학점 60학점

※ S : 성공,  U : 실패

일반현황1

구성원 현황 교원 현황 2021.�04.�01.�기준

총  1,243명

전문교수

4명

초빙교원

3명

명예교수

4명

전임교원

1,038명

재학생 현황 2021.�04.�01.�기준

총  1,335명
외국인	통합과정

136명

외국인	석사과정

51명

외국인	박사과정

263명

내국인	석사과정

139명

내국인	박사과정

303명

내국인	통합과정

443명

본부 교직원 2021.�10.�01.�기준

총  73명

직원

67명

교원

5명
총장

1명

전공강좌

각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는 

교육과정으로 
전공이론 또는 전문역량을 

교육한다.

일반강좌

공통적인�교과목을�수강하는�
교육과정으로

�전문�연구자로서의�기본소양
(인문사회소양,�전공기초소양)을�

교육한다.

각 전공에서 개설하여, 
학생이 수행하게 되는 

연구과제와 관련한 실험, 실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과목으로 

현장역량을 교육한다.

현장연구

겸임교원

1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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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기간 주요일정 담당부서

3 1 2 3 4 5 6 7 03.16.(월) 2020학년도�1학기�개강 교무팀

8 9 10 11 12 13 14 03.16.(월)~03.20.(금) 2020학년도�1학기�수강신청�변경�및�취소 교무팀

15 16 17 18 19 20 21 03.02.(월)~04.22.(수) 2020학년도�1학기�종합시험�응시�및�평가 학생팀

22 23 24 25 26 27 28 03.23.(월)~04.10.(금) 2020학년도�1학기�수강포기원�제출 교무팀

29 30 31 03.30.(월)~04.24.(금) 2020학년도�1학기�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회�구성 학생팀

4 1 2 3 4 04.01.(월)~06.26.(금) 2020학년도�1학기�학위청구논문�심사�응시�및�평가 학생팀

5 6 7 8 9 10 11 04.10.(금) 2020학년도�1학기�수업일수�1/4선 교무팀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1 2 05.08.(금) 2020학년도�1학기�수업일수�2/4선 교무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 1 2 3 4 5 6 06.05.(금) 2020학년도�1학기�수업일수�3/4선 교무팀

7 8 9 10 11 12 13 06.08.(월)~06.26.(금) 2020학년도�2학기�박사과정�자격시험�신청�및�평가 학생팀

14 15 16 17 18 19 20 06.29.(월)~07.03.(금) 2020학년도�1학기�기말고사 교무팀

21 22 23 24 25 26 27 06.29.(월)~07.10.(금) 2020학년도�1학기�현장연구보고서�등록 교무팀

28 29 30 06.22.(월)~07.10.(금) 2020학년도�1학기�수업연한�단축�신청 학생팀

7 1 2 3 4 07.01.(수)~07.31.(금) 2020학년도�2학기�복학�신청 학생팀

5 6 7 8 9 10 11 07.03.(금) 2020학년도�1학기�종강 교무팀

12 13 14 15 16 17 18 07.06.(월)~07.10.(금) 2020학년도�1학기�정기휴일�결손수업�보강기간 교무팀

19 20 21 22 23 24 25 07.07.(화)~07.15.(수) 2020학년도�1학기�성적입력 교무팀

26 27 28 29 30 31 07.08.(수)~07.14.(화) 2020학년도�2학기�재입학�신청 학생팀

07.10.(금) 2020학년도�1학기�학위수여예정자�학위논문�제출�마감 학생팀

07.13.(월)~08.07.(금) 2020학년도�2학기�등록금�분할납부�신청 학생팀

07.16.(목)~07.24.(금) 2020학년도�1학기�강의평가 교무팀

07.16.(목)~07.24.(금) 2020학년도�1학기�성적공고�및�정정�신청 교무팀

07.27.(월)~08.19.(수) 2020학년도�후기�신입생�예비교육 교육혁신팀

07.30.(목)~08.11.(화) 2020학년도�2학기�강의개설 교무팀

8 1 08.07.(금) 2020학년도�2학기�박사과정�자격시험�합격자�발표 학생팀

2 3 4 5 6 7 8 08.07.(금) 2020학년도�2학기�재입학�선발결과�발표 학생팀

9 10 11 12 13 14 15 08.07.(금) 2020년�8월�학위수여예정자�졸업사정�마감 학생팀

16 17 18 19 20 21 22 08.17.(월)~08.26.(수) 2020학년도�2학기�수강신청 교무팀

23 24 25 26 27 28 29 08.17.(월~09.07.(월) 2020학년도�2학기�등록금�납부 학생팀

30 31 08.20.(목) 2020학년도�1학기�수료기준일 학생팀

08.20.(목)~09.04.(금) 2020학년도�2학기�수료등록�신청 학생팀

08.31.(월) 2020학년도�1학기�학위수여기준일 학생팀

2020년 학사력

    일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기간 주요일정 담당부서

9 1 2 3 4 5 09.01.(화) 2020학년도�2학기�개강 교무팀

6 7 8 9 10 11 12 09.01.(화)~09.07.(월) 2020학년도�2학기�수강신청�변경�및�취소 교무팀

13 14 15 16 17 18 19 09.01.(화)~10.08.(목) 2020학년도�2학기�종합시험�응시�및�평가 학생팀

20 21 22 23 24 25 26 09.08.(화)~09.25(금) 2020학년도�2학기�수강포기원�제출 교무팀

27 28 29 30 09.28.(월) 2020학년도�2학기�수업일수�1/4선 교무팀

09.28.(월)~10.16.(금) 2020학년도�2학기�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회�구성 학생팀

10 1 2 3 10.05.(월)~12.11.(금) 2020학년도�2학기�학위청구논문�심사�응시�및�평가 학생팀

4 5 6 7 8 9 10 10.22.(목) UST�설립기념일

11 12 13 14 15 16 17 10.26.(월) 2020학년도�2학기�수업일수�2/4선 교무팀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1 2 3 4 5 6 7 11.23.(월) 2020학년도�2학기�수업일수�3/4선 교무팀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 1 2 3 4 5 12.07.(월)~12.24.(목) 2021학년도�1학기�박사과정�자격시험�신청�및�평가 학생팀

6 7 8 9 10 11 12 12.15.(화)~12.21.(월) 2020학년도�2학기�기말고사 교무팀

13 14 15 16 17 18 19 12.15.(화)~12.29.(화) 2020학년도�2학기�현장연구보고서�등록 교무팀

20 21 22 23 24 25 26 12.21.(월) 2020학년도�2학기�종강 교무팀

27 28 29 30 31 12.21.(월)~01.08.(금) 2020학년도�2학기�수업연한�단축�신청 학생팀

12.22.(화)~12.24.(목) 2020학년도�2학기�정기휴일�결손수업�보강기간 교무팀

12.22.(화)~01.04.(월) 2020학년도�2학기�성적입력 교무팀

2021 1 2 01.04.(월)~01.08.(금) 2021학년도�1학기�재입학�신청 학생팀

1 3 4 5 6 7 8 9 01.04.(월)~01.29.(금) 2021학년도�1학기�복학�신청 학생팀

10 11 12 13 14 15 16 01.05.(화)~01.13.(수) 2020학년도�2학기�강의평가 교무팀

17 18 19 20 21 22 23 01.05.(화)~01.13.(수) 2020학년도�2학기�성적공고�및�정정�신청 교무팀

24 25 26 27 28 29 30 01.08.(금)~02.05.(금) 2021학년도�1학기�등록금�분할납부�신청 학생팀

31 01.10.(일) 2020학년도�2학기�학위수여예정자�학위논문�제출�마감 학생팀

01.22.(금) 2021년�2월�학위수여예정자�졸업사정�마감 학생팀

01.27.(수)~02.08.(월) 2021학년도�1학기�강의개설 교무팀

2 1 2 3 4 5 6 02.08.(월) 2021학년도�1학기�재입학�선발결과�발표 학생팀

7 8 9 10 11 12 13 02.09.(화) 2021학년도�1학기�박사과정�자격시험�합격자�발표 학생팀

14 15 16 17 18 19 20 02.15.(월)~02.24.(수) 2021학년도�1학기�수강신청 교무팀

21 22 23 24 25 26 27 02.15.(월)~03.05.(금) 2021학년도�1학기�등록금�납부 학생팀

28 02.18.(목) 2021년�학위수여식 학생팀

02.18.(목) 2020학년도�2학기�수료기준일 학생팀

02.18.(목)~03.05.(금) 2021학년도�1학기�수료등록�신청� 학생팀

02.28.(일) 2020학년도�2학기�학위수여기준일 학생팀

일반현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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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의 학생복지 근로계약의 체결
UST 학생은 소속 연구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학생은 4대 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
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 대신, 학생은 근로자로서의 의무(복무지침 준수)를 이행해야 한다.

다기능복합지원시설의 운영
UST는 학생들이 교육·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주거환경을 구축하고, 학생·교원 간의 문화교류 및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유대감과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숙사 중심의 다기능복합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총 8개 층에 기숙사, 게스트룸, 회의실, 강의실 및 체력단련실을 두고 있으며 
총 수용인원은 222명이다.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병역대체복무제도)
한국인 남학생은 박사과정 진입시(통합과정의 경우 박사과정 자격시험 합격 이후) 국가(병무청, 한국
연구재단)가 시행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에 합격한 
경우에 재학 중 편입대기를 거쳐 수료 이후 3년간의 대체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 선발된 규모 : 2017(11명), 2018(12명), 2019(13명), 2020(17명)

상담체계 운영
학생의 심리문제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입생 단계에서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3개 심리상담
병원과 협정체결, 상담전문교수의 배치 등 학생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UST는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역별(서울, 부산, 창원, 대전 등) 
수준별 수업 형태로 한국어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 수료생 규모 : 2020 전기(93명), 후기(91명)

2020년 예산

수입 지출
항목 2020년(A) 2021년(B) 증감(B-A) 항목 2020년(A) 2021년(B) 증감(B-A)
정부출연금 15,628 16,674 1,046 인건비 6,108 6,700 592
자체수입 4,044 3,950 △�94 주요사업비* 8,944 12,827 3,883
이월금 3,463 4,407 944 경상비 2,289 2,380 91
- - - - 시설비 290 500 210
- - - - 기타** 5,504 2,624 △�2,880
합계 23,135 25,031 1,896 합계 23,135 25,031 1,896

*�주요사업비 = 기관고유사업(학사사업비) + 일반사업비
**�기타 = 자체사업(학사관리사업) + 외부수탁사업 + 차기이월금

(2021. 04. 01. 기준) / (단위 : 백만원)

2020년 수입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2020년 지출

총 23,135
정부출연금

15,628

이월금

3,463

자체수입

4,044

총 23,135

인건비

6,108

주요사업비*

8,994

기타

5,504

시설비

290

경상비

2,289

일반현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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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인원

222명

B1F-7F

전기 수료생 후기 수료생

93명 9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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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객실 수 수용인원 도면 비고
학생 기숙사 1인실 Type�A 24 24 방1개

화장실1개

Type�B 40
(장애인�

2실)

40 방1개�
화장실1개
샤워실1개

3인실 44 132 독립침실3개
화장실1개
샤워실1개

게스트룸 1인실 Type�A 6 6 방1개�
화장실1개

다인실 5 20 방2개�
화장실1개
샤워실1개

총계 119 222

UST 다기능복합지원시설
(기숙사)

UST는 학생들이 교육·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주거환경을 구축하고, 학생·교원 간 문화교류 및 
소통의 장을 제공하여 UST 소속감 고취 및 교류 공간을 제공하고자 다기능복합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IBS) 내 부지에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총 8개 층에 학생 
기숙사, 게스트룸, 회의실 및 강의실, 체력단련실, 식당 등을 수용하고 있다. 기숙사 수용인원 및 복합
지원공간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주형태 객실 수  총 거주인원 비고
학생 기숙사 1인실 64(장애인�2개실) 132 ※�공용시설�:�

������휴게실,�세탁실3인실 44 132
게스트룸 1인실 6 6

가족실 5 20
총계 119 222

복합지원공간�상세�

구분 수용인원 단위면적(㎡) 프로젝터 화상강의
1층
 

카페테리아 66 190 O�(이동식)
디지털라이브러리(강당) 80 260 O
103호 강의실 40 95 O
메이커스페이스실 46
식당 70 67
휘트니스 20 145

2층 201호 회의실 22 45 O
202호 회의실 26 47 O O
203호 회의실 20 66 O
204호 강의실 32 68 O
205호 강의실 32 60 O
208호�PC�실습실 32 94 O
209호 강의실 24 50 O
210호 강의실 24 50 O O

기숙사�수용인원�:�약�222명

거주형태별�수용인원�세부�현황�

카페테리아

강의실

디지털라이브러리(강당)

PC실습실

일반현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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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캠퍼스 전임교원 겸임교원 기타 합계 성별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총계 남 여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쿨 174 2 31 3 - - 205 5 210 161 49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 103 1 23 1 - - 126 2 128 100 28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스쿨 71 - 8 - - - 79 - 79 67 12
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62 1 8 - - - 70 1 71 65 6
5 한국화학연구원 스쿨 61 2 8 - - - 69 2 71 66 5
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2 - 19 - - - 61 - 61 53 8
7 한국기계연구원 54 - 6 - - - 60 - 60 56 4
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3 1 3 - - - 56 1 57 50 7
9 한국원자력연구원 47 - 4 - - - 51 - 51 49 2
1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스쿨 45 - 6 - - - 51 - 51 45 6
1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쿨 32 - 6 - 1 - 39 - 39 39 -
12 한국천문연구원 15 4 17 - - - 32 4 36 31 5
1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쿨 30 1 4 - - - 34 1 35 32 3
1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 - 14 - - - 34 - 34 28 6
1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스쿨 22 - 8 - - - 30 - 30 29 1
16 극지연구소 18 - 5 - - - 23 - 23 22 1
17 기초과학연구원 13 7 1 - 1 - 15 7 22 20 2
18 한국원자력의학원 16 - 5 - - - 21 - 21 15 6
19 한국전기연구원 19 - 1 - - - 20 - 20 19 1
20 한국식품연구원 스쿨 20 - - - - - 20 - 20 11 9
21 한국한의학연구원 14 - 5 - - - 19 - 19 18 1
22 한국재료연구원 17 - - - - - 17 - 17 16 1
2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4 - 1 - - - 15 - 15 14 1
24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4 - 1 - 9 - 14 - 14 14 -
2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3 - 1 - - - 14 - 14 12 2
26 안전성평가연구소 11 - 1 - - - 12 - 12 9 3
27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0 - - - - - 10 - 10 10 -
28 국방과학연구소 8 - 1 - - - 9 - 9 9 -
29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6 - 1 - - - 7 - 7 6 1
3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 - - - - 4 - 4 4 -
31 한국파스퇴르연구소 1 - - 2 - - 1 2 3 2 1
32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 - - - - - - - - -
3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 - - - - - - - - -
합계 1,019 19 188 6 11 - 1,218 25 1,243 1,072 171

No 캠퍼스 박사과정 통합과정 석사과정 합계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총계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쿨 58 71 80 39 14 27 152 137 289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 29 11 127 9 28 3 184 23 207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스쿨 27 7 28 2 25 - 80 9 89
4 한국화학연구원 스쿨 12 29 7 9 22 2 41 40 81
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6 19 19 11 4 3 39 33 72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스쿨 15 6 30 4 4 9 49 19 68
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 26 7 15 - 2 13 43 56
8 한국기계연구원 10 10 13 10 5 - 28 20 48
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 5 12 3 7 1 29 9 38
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쿨 8 6 13 3 4 2 25 11 36
11 기초과학연구원 5 9 16 3 - - 21 12 33
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쿨 5 14 11 1 - - 16 15 31
13 한국천문연구원 13 2 15 1 - - 28 3 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0 7 5 3 5 - 20 10 30
15 한국원자력연구원 9 11 5 2 - 1 14 14 28
16 한국전기연구원 6 5 11 4 2 - 19 9 28
17 극지연구소 14 2 9 1 - - 23 3 26
1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스쿨 9 6 2 2 3 - 14 8 22
19 한국식품연구원 스쿨 8 - 7 1 3 1 18 2 20
20 한국원자력의학원 9 1 7 1 1 - 17 2 19
21 안전성평가연구소 6 2 6 3 - - 12 5 17
22 한국한의학연구원 5 3 - 6 1 - 6 9 15
2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5 1 - 7 - 10 5 15
24 한국재료연구원 2 5 3 3 - - 5 8 13
2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 5 - 1 - 9 - 9
26 국방과학연구소 1 - 2 - 1 - 4 - 4
27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3 - - - - - 3 - 3
28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 1 - 2 - 3 - 3
29 한국파스퇴르연구소 1 1 - - - - 1 1 2
30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1 - 1 - - - 2 - 2
3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 - - - - - -
32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 - - - - - - -
3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 - - - - - - -
합계 303 263 443 136 139 51 885 450 1,335

교원 현황 재학생 현황

KRRI 스쿨

KIMS

KIRAMS
KIT

UST
KRISO

IP-KOREA
KFE

KBSI
KIGAM

KIER

KITECH 스쿨

KIOST 스쿨

KISTI

IBS
36 17

KIOM33 15

KICT 스쿨
207 31 13

KAERI
81 28 4ADD
72 28 3

KERI
68 26 3

KFRI 스쿨
56 22 2

KARI

48 20 2

KOPRI

38 19
KIMM

289 31 15

KERI
89 30 9

KRICT 스쿨
KRISS

ETRI 스쿨
KRIBB 스쿨
KIST 스쿨

2021. 04. 01. 기준 / 단위 : 명 2021. 04. 01. 기준 / 단위 : 명

정렬기준 : 교원 수 내림차순 / 2021. 04. 01. 기준 / 단위 : 명 2021. 04. 01. 기준 / 단위 : 명

UST 14
KBSI 14

KARI 15

KRISO 10  

ADD 9
KFE 7
KINS 4
IP-KOREA 3

KIT 12

KIOST 스쿨 51
KITECH 스쿨 39

KRISS 71

KRICT 스쿨 71
KIER 61
KIMM 60
KIGAM 57
KAERI 51

ETRI 스쿨 79
KRIBB 스쿨 128
KIST 스쿨 210

KIOM 19
KIMS 17

KICT 스쿨 35

KRRI 스쿨 30

KOPRI 23
IBS 22
KIRAMS 21
KERI 20
KFRI 스쿨 20

KASI 36

KISTI 34

* 명예, 초빙, 전문교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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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학생 현황

■ 특별전형
■ 일반전형

내‧외국인 입학생 현황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전기

박사 내국인 40 17 23 36 34 21 43 33 29 30 44 69 54 59 53 50 76 37
외국인 31 15 11 26 32 32 33 64 42 31 51 62 42 49 76 64 67 19

석사 내국인 33 59 78 81 98 95 153 191 141 122 119 108 102 101 76 78 84 29
외국인 18 12 12 14 23 27 26 52 46 22 28 48 37 25 17 19 24 9

통합 내국인
2011년�통합과정�신입생�선발제도�신설

5 26 86 117 124 131 106 90 70 52 44
외국인 1 4 14 29 28 22 18 34 42 33 15

소계 내국인 73 76 101 117 132 116 196 229 196 238 280 301 287 266 219 198 212 110
외국인 49 27 23 40 55 59 59 117 92 67 108 138 101 92 127 125 124 43

총�계 122 103 124 157 187 175 255 346 288 305 388 439 388 358 346 323 336 153

2021. 04. 01. 기준 / 단위 : 명

단위 : 명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439

’16 ’17 ’18 ’19 ’20 ’21�전기

전체 졸업생 현황 졸업생 현황(역대) 단위 : 명

2020년 후기 졸업생 현황

2021년 전기 졸업생 현황

단위 : 명

단위 : 명

(2021.�04.�01.�기준)

총  2,780명

외국인	석사학위

358명

외국인 박사학위

428명

내국인 박사학위

39명

내국인 박사학위

61명

외국인 박사학위

25명

외국인 박사학위

31명

외국인 석사학위

12명

외국인 석사학위

11명

내국인	석사학위

31명

내국인	석사학위

47명

내국인 석사학위

1,426명

내국인	박사학위

568명

총 107명

총  150명

122 103
124

157
187 175

255

346

288 305

388 388
358

346 323 336

153

49

73

23
101

40
117

43

110

55

132

59

196

92

196

67

238

92

266

127

219

125

198

124

212

108

280

101

287

138

301

117

229

59

11627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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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취업률

’19년

’17년

취업자

214

진학자

34

병역자

2 1

취업불능 기타

36

취업자

192

진학자

44

병역자

0

취업불능

0

기타

48

취업불능

0

기타

39

병역자

1

진학자

46

취업자

201

매년 12.31. / 단위 : 명
* 취업불능 : 사망자 / ** 기타 : 미상자+미취업자

취업자

179

진학자

12

병역자

2

취업불능

0

171

취업자 진학자

26

병역자

1

취업불능

0

기타

51

기타

33

※ 2016년 이후 조사기준 :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 기준 준용

•���진로현황 조사 대상�:�D-1년 후기+D년 전기 졸업생�
(내·외국인 전원)/기준일�:�d년도�12월�31일

-��(예시) ’19년 취업률 조사 대상-’18년 후기+’19년 전기 졸업생 / 
’19년  12월 31일 기준

•���취업률 산출식
-��취업률(A)=취업자/(졸업자-진학자-병역 및 취업불능)X100

취업률

84.4%

취업률

80.0%

취업률

83.7%

취업률

77.0%

취업률

85.6%

287명2020년

287명2019년

284명2018년

249명2017년

226명2016년

총 졸업자

’18년

’16년

’20년

2020년 졸업생 연구실적 현황

No 부문 2020년 2021년 전기

1 박사 졸업생 
1인당 연구성과

특허 1,16건 1,48건
SCI급�논문 4,14편 3,75편
SCI급�논문�편당�I.F 4,39 4,99
SCI급�1저자�논문 1,71편 1,30편
SCI급�논문�편당�I.F 4,14 4,23

2 졸업생 (누적�졸업생�총�2,780명) 277명 150명
박사(996명) 내국인 568명 81명 61명

외국인 428명 56명 31명
석사(1,784명) 내국인 1,426명 106명 47명

외국인 358명 34명 11명
3 취업률* 83.7% (추후산정)

* 취업률 산식 : D-1년 후기 + D년 전기 졸업생(내·외국인 전원)취업률(예 : ’19년 취업률은 ’18년 후기 졸업생 + ’19년 전기 졸업생을 대상으로 ’19년 12월 31일 기준 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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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UST 
공식취업률 및 진로 현황

내국인 졸업생 학위별 취업 현황

학위 진로유형 진로유형 세부내용 인원수(비율) 비고

박사학위
(취업률�95%,
82명 중�78명)

정부/공공
(62%)

정부출연(연) 41명(52.6%) 정규직�10명(21%)
비정규직�2명(4%)

박사후연구원�36명(75%)공공기관 7명(9.0%)

민간기업
(19%)

대기업 4명(5.1%) 정규직�14명(93%)
비정규직�1명(7%)중소/중견기업 11명(14.1%)

교육기관 등
(19%)

교육기관 12명(15.4%) 정규직�3명(20%)
비정규직�2명(13%)

박사후연구원�10명(67%)기타 3명(3.8%)

석사
(취업률�77.7%,
118명 중�70명)

정부/공공
(27%)

정부출연(연) 8명(11.4%) 정규직�10명(53%)
비정규직�9명(47%)공공기관 11명(15.7%)

민간기업
(66%)

대기업 7명(10.0%) 정규직�46명(100%)

중소/중견기업 39명(55.7%)

교육기관 등
(7%)

교육기관 1명(1.4%) 정규직�3명(60%)
비정규직�2명(40%)기타 4명(5.7%)

계
(내국인 취업률�86%)

정규직�86명�(58%)
비정규직�16명�(11%)

박사후연구원�46명�(31%)

주요 통계2

･공식 취업률 : 83.7%(졸업자 287명 중 201명 취업)
･조사대상 : 2019년 후기 졸업생 및 2020년 전기 졸업생 총 287명

취업 현황

비정규직

17명

박사 후 연구원

65명

정규직

119명

총  201명

32%

9%

59%

단위 : 명

구분 인원(비율) 세부내용

정부
출연(연)

62명(30.8%) 국내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 등

국외 �Research�Center�for�Metrology(인도네시아),�Pakistan�Institute�of�Nuclear�Science�&�
Technology(파키스탄),�Vietnam-korea�Institute�of�Science�and�Technology�(베트남)�등

정부･
공공기관

24명(11.9%) 국내 �국립농업과학원,�국립생태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부산환경연구원,�한국도로공사,�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연구원,�한국철도공사,�한전KPS주식회사 등

국외 Badan�Standardisasi�Nasional(인도네시아),�Bangladesh�Atomic�Energy�Commission(방글라데시),�
Jordan�Atomic�Energy�Commission(요르단),�National�Numbering�and�Barcode�Center(베트남),�
Vietnam�Atomic�Energy�Institute(베트남)�등

교육기관 32명(15.9%) 국내 고려대학교,�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산대학교,�서울대학교,�성균관대학교,�전남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국외 Adama�Science�and�Technology�University(에티오피아),�Air�University�Islamabad(파키스탄),�
Duy�Tan�University(베트남),�Ecole�polytechnique�federale�de�Lausanne(스위스),�
Helmholtz-Zentrum�Geesthacht(독일),�Institute�of�Cancer�Research(영국),�
Rutgers�University(미국),��Sher-e-Bangla�Agricultural�University(방글라데시),�
University�of�Toyama(일본),�Zhejiang�University�City�College(중국)�등

기업체 75명(37.3%) 대기업 삼성전자(주),�SK이노베이션,�CJ제일제당,�우리은행,�두산 퓨얼셀 파워,�코웨이,�삼성디스플레이 등

중견ㆍ중소기업 ㈜대상,�엘아이지넥스원,�엔지켐생명과학,�서연전자,�삼진제약,�KOTITI�시험연구원,�JD바이오사이언스,�
CESCO,�NHN�다이퀘스트 등

외국계 기업 써모피셔사이언티픽 코리아(Thermofisher�Scientific�Korea)(미국),�Paragon�Technology�&�
Innovation(인도네시아),�IOTIQ(터키),�Apis�Assay�Technologies�Ltd.(영국)�등

기타 8명(5.6%) 비영리단체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대전테크노파크,�충북연구원,�한국로봇융합연구원,�
충북지역사업평가단 등

스타트업 및 기타 프로메디젠,�자영업 등

주요 취업 기관

국내외 및 기관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중소·중견기업

58명

기타*

8명 대기업
(외국계 포함)
6명

대기업
(외국계 포함)
11명

정부 출연연

59명

공공기관

18명

교육기관

11명

교육기관

21명

공공기관

6명

정부출연연

3명

국내  

165명

국외  

36명

*�기타�:�비영리단체,�스타트업,�개인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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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
체코

이탈리아
터키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에디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지아
몽골

중국
일본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제르바이잔

해외 연수교류 지원 현황 국내 협력대학 및 기관
2020년 해외교류지원사업 현황

해외 협력대학 및 기관
유럽(11)

독일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urope
Saarland University

아제르 바이잔 ADA University
Western Caspian University

조지아 Georgian Technical University
Ivane Javakhishvili Tbilisi State University

프랑스 Polytech Group
Ecole des Mines de Saint-Etienne

러시아 Moscow State University of Printing Arts
이탈리아 UniversityofSienna
체코 University of Hradec Kralove

우즈베키스탄 

Inha University in Tashkent
Tashkent Automobile and Road Construction 
Institute
Tashkent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cademy of Science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카자흐스탄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L.N.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Center for International Programs

터키 Koc University
Yildiz Technical University

몽골 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인도네시아 University of Indonesia

일본 SOKENDAI (The Graduate University for Advanced 
Studies)

중국 Universit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s
태국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필리핀 Mapua University

에티오피아 
Adama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Addis Ababa Institute of Technology
Ministry of Science and Higher Education Ethiopia

남아프리카공화국 University of the Free State

아프리카(4)

아시아(15)

브라질 

Fundacao de Amparo a Pesquisa do Estado de 
Minas Gerais (FAPEMIG)
National Council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CNPq)
Universidade do Vale do Rio dos Sinos (UNISINOS)

남아메리카(3)

국내외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세계와 한걸음 가까워집니다

협력 국가 해외 협력대학

주요 통계2

제주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명지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숙명여자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자대
인천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건양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남대
한밭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동신대
전남대
전북대

경상권

경북대
계명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한의대

동아대
부경대
부산대
영남대

울산과학기술대
울산대
인제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한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한림대

14

8

3
19

4

제주권1

사업구분 신청인원 수혜인원
박사과정 통합과정 소계 박사과정 통합과정 소계

해외연수지원사업 2 5 7 2 2 4
국제학술발표지원사업 20 20 40 1 3 4

8명수혜인원     총 

수도권

33개 49개19개

국내 협력대학

전라권

강원권

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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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中 UST 교원 및 학생 참여 성과 목록

※ 공동연구진 명단은 “202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과기정통부·KISTEP, 2020. 11월)” 참조

순번 분야 연구수행기관 성과명 연구자 공동연구진

이름 직급 UST�교원(재직) UST�학생(졸업,수료�포함)

1 기계·소재 한국기계연구원 Micro/Mini-LED�
디스플레이�제조를�위한�
롤�전사�기술�실용화

김재현 전임 김광섭(전임)
장봉균(전임)
이승모(전임)

윤성욱(박사�수료)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난도�중량물�작업을�위한�
유압로봇�기반기술�개발

박상덕 전임 조정산(전임) 김정영(박사�수료),�전상욱(박사�수료)�
정용환(통합�재학),�서재홍(통합�수료)

3 생명·해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간�대사질환�혁신�치료제�
후보물질�개발

김건화 전임 이민지(통합�수료),�홍신형(박사�수료)�
이동언(통합�재학)

4 에너지·환경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의�운동을�직접�관측할�수��있는
세계에서�가장�빠른�초고속�
전자카메라�개발�<최우수성과 12선>

정영욱 전임 이기태(전임) 김현우(통합 졸업)

5 극지연구소 극지방 얼음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화학현상 규명 및 동결응용기술 기반�
마련

김기태 전임 정현영(박사�수료)
김봄이(박사�재학)

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분리되어�
배출되는 차세대 가스발전기술

류호정 전임

7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깨끗하고�안전한�바다를�위한�
위험유해물질(HNS)사고�관리�
기술의�개발

이문진 전임

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금(NaCI)을�활용한�차세대�
나트륨이온�이차전지�전극�소개�제조�
기술�개발

정경윤 전임 정훈기(전임)
임희대(전임)�
장원영(전임)�

IQRA�MOEEZ(박사�졸업)�
김민곤(박사�재학),�김은성(박사�재학)
MUHAMMAD�AKBAR(박사�수료)�

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 속 환경 호르몬의 효과적 제거를�
위한 친환경 나노 복합 촉매 기반�
수처리제 개발

최재우 전임

10 한국화학연구원 비닐봉투용�고강도�생분해성�
플라스틱�제조기술�개발

황성연 전임 박제영(전임)�
오동엽(전임)

1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온실가스�주범�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전기화학�합성�기술

황윤정 겸임 오형석(전임)�
이웅(전임)�
이동기(전임)�
원다혜(전임)

12 정보ㆍ전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인공지능 및 가시화 기반 사이버공격�
자동분석 상용화 기술개발

송중석 전임 김태용(석사�졸업)

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차원 반도체 대면적 균일제도 기술�
개발 및 이차원 반도체 신기능성�
소자/신소재 개발

윤선진 전임 임정욱(전임) 김태윤(통합�졸업),�정광훈(통합�졸업)�
이성현(통합�졸업),�김가영(통합�수료)

14 융합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인�인증�및�신원�확인을�위한�
인공지능�기반�얼굴�인식�기술�개발�
<최우수성과 12선>

김익재 전임 조정현(겸임)

1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장�생체모사�시스템에�기반한�
장�건강�소재�개발

강경수 전임 판철호(전임)�
이재욱(겸임)�
최기영(전임)

홍성철(박사�졸업)

16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사고�선박의�피해최소화를�위한�세계�
최초�선박용�부력보조시스템�기술�
개발

강희진 전임

17 순수기초·인프라 기초과학연구원 내�머리�속�공포기억,�시각자극으로�
사라진다�<최우수성과 12선>

신희섭 전임

- UST 교원(20년 현재 재직자)이 연구자인 과제 : 12개 출연(연) 17건
- UST 교원이 연구책임자인 과제 17건 중 UST 학생(수료생/졸업생 포함) 참여 과제 : 9건

2020 Annual Report

학생 우수 연구실적 UST 졸업생 지반 지지력 높이는 시공법으로 韓 · 美 · 日 특허 취득
UST 졸업생 장영은 박사가 박사과정 재학 중 출원한 시공법이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에 특허로 등록
되었다. 

장영은 박사는 기존의 마이크로파일을 구성하는 그라우트체 부분을 전단키(shear key)를 갖는 파형
(waveform) 마이크로파일로 시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계획된 깊이까지 굴착이 끝나면 압력 
분사 및 인발 작업을 통해 파형을 만들고 강봉을 삽입해 굳은 그라우트체와 강봉을 일체화한 것이다. 
그 결과 강봉이 그라우트체를 통해 주변 지반으로 하중을 보다 많이 전달하여 기존 마이크로파일 대비 
지지력과 안정성이 증가하고 말뚝길이도 짧아져 경제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암석층 보다 낮은 
강도를 갖는 지반에서도 지지력 확보가 가능해 시공성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장영은 박사는 UST 박사과정 재학 중 지도교수와 함께 출원한 본 기술을 지난 2018년 5월 국내 특허 
등록하였다. 특허명은 ‘마이크로파일의 파형 그라우팅 구근 및 이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또한 2019년 
12월에는 미국, 2020년 3월에는 일본에 연이어 등록에 성공하였다. 

장영은 박사는 “박사과정 5년 동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요사업의 첫 단계부터 끝까지 참여하면서 
연구수행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편향되지 않은 연구이력을 쌓을 수 있었다”며 “이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캠퍼스로 두고 있는 UST 소속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진태 
지도교수는 “본 기술은 중소기업 ㈜대련건설에 기술 이전되어 건설 현장에도 실제로 적용되는 등 
상용화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나 노후 구조물 보수 
보강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ST�졸업생 장영은 박사� 파형 마이크로파일 시공순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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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우수 연구실적 UST 학생 국제학술지 표지논문 채택
UST 학생들의 연구논문이 국제학술지에 표지논문으로 채택되었다. 베트남 국적의 떤 하오 람(Tan 
Hao Lam) 학생과 인도 국적의 프라빈 판다리나스 우파레(Pravin Pandharinath Upare) 졸업생이 
그 주인공이다. 

떤 하오 람 학생은 현재 UST-한국화학연구원 스쿨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생으로 전공은 화학소재 및 
공정이다. 그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논문이 나노물질 분야 대표 국제학술지 ‘나노스케일
(Nanoscale)’ 1월 28일자 표지논문으로 채택되었다. 게재된 논문명은 ‘친환경적인 나노입자로 기계적 
강도가 업그레이드된 나일론 소재(Rediscovery of nylon upgraded by interactive biorenewable 
nano-fillers)’이다.

프라빈 판다리나스 우파레 박사는 UST-한국화학연구원 스쿨 청정화학 및 생물학 전공 졸업생(’13)으로, 
현재 한국화학연구원 그린탄소촉매연구센터 소속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그가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논문이 화학 분야 국제학술지 ‘ACS 카탈리시스(ACS Catalysis)’ 1월호 표지논문으로 게재되었다. 
게재된 논문명은 ‘글루코스를 프럭토스 결정으로 전환하는 고효율의 하이드로탈사이트·부탄올 촉매 
시스템(Highly Efficient Hydrotalcite/1-Butanol Catalytic System for the Production of the 
High-Yield Fructose Crystal from Glucose’이다.

프라빈 판다리나스 우파레

떤 하오 람�

ACS�카탈리시스(ACS�Catalysis)�표지

나노스케일(Nanoscale)�표지

교원·학생 연구 및 교육성과3

학생 우수 연구실적 UST 베트남 유학생 ICCE 국제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UST 응웬 마우 둥(Nguyen Mau Dung, 베트남) 학생이 최근 미국 전기전자통신학회(IEEE)가 개최한 
“ICCE(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umer Electronics) 2020”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Best paper award)을 수상했다. 응웬 학생은 하노이과학기술대학교(Hano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뒤 UST-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스쿨에서 석사
과정을 거쳐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응웬 학생이 이번 학술대회에서 수상한 논문은 “IMU 스펙트로그램과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보행 분류
(IMU-based Spectrogram Approach with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or Gait 
Classification)”에 대한 연구이다. 본 논문은 신체에 부착한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관성측정장치) 센서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걸음걸이 신호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정상(normal), 
비정상(abnormal), 운동선수(athlete) 그룹으로 범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걸음걸이를 관찰하는 것은 건강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로 병원에서도 환자들의 걷기 테스
트를 통해 건강상태를 판단한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걸음걸이의 특성을 분류하는 기술을 새롭게 제시
함으로써 건강상태를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 �“ICCE 2020”는 ICT분야 학술단체인 IEEE(미국 전기전자통신학회)가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인 CES와 동시에 개최하는 학술행사이다. 
올해에는 약 220여 편의 논문과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응웬 마우 둥 박사과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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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연구실적 2020년 학생 연구실적은 UST 학생이 대표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수록하였다.

캠퍼스 게재일 논문명 서명(저널명) 서지분류 구분 대표저자
국방과학연구소 2020.02.01. Measurement�of�laminar�burning�velocity�

of�high�performance�alternative�aviation�fuels
FUEL SCIE 국외 BO�JO�HO

2020.07. Robust�immune�particle�filter�design�for�terrain-
referenced�navigation�with�interferometric�radar�
altimeter

SCIE 국외 국외 강OO,
유OO

2020.09. Deformation�and�Microstructural�Evolution�of�
Ultrafine-�and�Fine-grained�OFHC�Cu�during�Dynamic�
Tensile�Extrusion

Journal�of�Materials�
Research�and�Technology

SCI 국외 우OO

2020.09.15. Direction�of�Arrival�Estimation�of�GNSS�Signal�
using�Dual�Antenna

Journal�OF�Positioning,�
Navigation,�and�Timing

저널 국내 소OO

극지연구소 2020.02.19. Chemical�weathering�of�granite�in�ice�and�its�
implication�for�weathering�in�polar�regions

MINERALS SCIE 국외 정OO

2020.02.28. Co-production�of�biodiesel�and�bioethanol�using�
psychrophilic�microalga�Chlamydomonas�sp.�
KNM0029C�isolated�from�Arctic�sea�ice

BIOTECHNOLOGY�FOR�
BIOFUELS

SCIE 국외 김OO

2020.06.04. Integrative�description�of�a�new�Dactylobiotus�
(Eutardigrada:�Parachela)�from�Antarctica�that�
reveals�an�intraspecific�variation�in�tardigrade�egg�
morphology

SCIENTIFIC�REPORTS SCI 국외 김OO

2020.07.01. Structural�and�sequence�comparisons�of�bacterial�
enoyl-CoA�isomerase�and�enoyl-CoA�hydratase

JOURNAL�OF�
MICROBIOLOGY

SCIE 국내 황OO

2020.08.01. Structural�analysis�of�a�novel�substrate-free�form�
of�the�aminoglycoside�6′-N-acetyltransferase�from�
Enterococcus�faecium

ACTA�CRYSTALLOGRAPHICA�
SECTION�F-STRUCTURAL�
BIOLOGY�COMMUNICATIONS

SCIE 국외 정OO

2020.10.23. Crystallization�and�Preliminary�X-ray�Diffraction�
Study�of�a�Novel�Bacterial�Homologue��of�Mammalian�
Hormone-Sensitive�Lipase�(halip1)�from�
Halocynthiibacter�arcticus

CRYSTALS SCIE 국외 황OO

2020.11.01. Effects�of�Nitrogen�Limitation�on�Phytoplankton�
Physiology�in�the�Western�Arctic�Ocean�in�Summer

JOURNAL�OF�GEOPHYSICAL�
RESEARCH-OCEANS

SCI 국외 고OO

2020.11.15. Enhanced�reduction�of�hexavalent�chromium�
by�hydrogen�sulfide�in�frozen�solution

SEPARATION�AND�
PURIFICATION�
TECHNOLOGY

SCIE 국외 QO�AO�NO

2020.12.09. Structural�and�biochemical�analyses�of�an�
aminoglycoside�2′-N-acetyltransferase�from�
Mycolicibacterium�smegmatis

SCIENTIFIC�REPORTS SCI 국외 정OO

기초과학연구원 2020.03.13. Partial�quantum�revivals�of�localized�condensates�in�
distorted�lattices

OPTICS�LETTERS SCIE 국외 고OO,
MO�SO

2020.04.08. Floquet�Anderson�localization�of�two�interacting�
discrete�time�quantum�walks

PHYSICAL�REVIEW�B SCIE 국외 MO�MO

2020.05.18. PyrPeg,�a�Blood−Brain-Barrier-Penetrating�Two-
Photon�Imaging�Probe,�Selectively�Detects�Neuritic�
Plaques,�Not�Tau�Aggregates

ACS�chemical
Neuroscience

SCI 국내 최OO,�주OO,�
이OO,�조OO

2020.09.28. Disorder-protected�quantum�state�transmission�
through�helical�coupled-resonator�waveguides

Photonics�Research SCIE 국외 한OO

2020.10.08. Density�resolved�wave�packet�spreading�in�
disordered�Gross-Pitaevskii�lattices

SCIEPOST�PHYSICS�CORE SCIE 국외 Y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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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 2020.12.03. Acoustoelectric�effect�in�two-dimensional�Dirac�
materials�exposed�to�Rayleigh�surface�acoustic�waves

PHYSICAL�REVIEW�B SCIE 국외 KO�SO

2020.12.04. Microwave�photonic�crystals�as�an�experimental�
realization�of�a�combined�honeycomb-kagome�lattice

Physical�Review�b SCIE 국외 WO�MO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020.06.01. Comparative�Study�on�the�Effect�of�Buoys�for�Floating�
Sunlight�Generation�System�with�Numerous�Buoys�
and�Connection�Beams

International�Journal�
of�Offshore�and�Polar�
Engineering

SCIE 국외 김OO

안전성평가연구소 2020.05.02. A�Phenotypic�and�Genotypic�Evaluation�of�
Developmental�Toxicity�of�Polyhexamethylene�
Guanidine�Phosphate�Using�Zebrafish�Embryo/
Larvae.

TOXICS SCIE 국외 KO�EO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0.02.10. Optimum�Design�of�Hybrid�Renewable�Energy�
System�for�Sustainable�Energy�Supply�to�a�
Remote�Island

SUSTAINABILITY SCIE 국외 SOO

2020.06.03. Study�on�SHGC�Calculation�and�Measurement�
of�Window�Installed�with�Shading�Device

INTERNATIONAL�JOURNAL�
OF�THERMOPHYSICS

SCIE 국외 이OO

2020.07.06. Performance�Evaluation�of�Hybrid�Air�Purification�
System�with�Vegetation�Soil�and�Electrostatic�
Precipitator�Filters

SUSTAINABILITY SCIE 국외 AOO

2020.09.21. 영상데이터 전송 및 통신채널 자가복구형�
무선모뎀 개발

전기학회논문지�P권 저널 국내 고OO

2020.11.18. 로이코팅 위치에 따른 이중창의 결로방지성능 평가 연구 설비공학 논문집 저널 국내 이OO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20.01.15. Self-assembled�N-doped�MoS2/carbon�spheres�

by�naturally�occurring�acid-catalyzed�reaction�for�
improved�sodium-ion�batteries

CHEMICAL�ENGINEERING�
JOURNAL

SCI 국외 임OO

2020.01.17. The�crystal�structure�of�a�natural�DNA�polymerase�
complexed�with�mirror�DNA

Chemical�communications SCIE 국외 안OO

2020.02.10. Thermodynamic�analysis�of�high�energy�density�
conversion�type�cathode�materials�for�Na

INTERNATIONAL�JOURNAL�
OF�ENERGY�RESEARCH

SCI 국외 이OO

2020.02.24. Synthesis�and�biological�evaluation�of�isoliquiritigenin�
derivatives�as�a�neuroprotective�agent�against�
glutamate�mediated�neurotoxicity�in�HT22�cells

BIOORGANIC�&�MEDICINAL�
CHEMISTRY�LETTERS

SCI 국외 BO�SO

2020.03. Automated�maxillofacial�reconstruction�software:�
development�and�evaluation

Computer�Methods�
in�Biomechanics�and�
Biomedical�Engineering:�
Imaging�&�Visualization

기타 국외 김OO

2020.03.25. FingerTouch:�Touch�Interaction�Using�a�Fingernail-
Mounted�Sensor�on�a�Head-Mounted�Display�for�
Augmented�Reality

IEEE�Access SCI 국외 오OO

2020.03.29. Reference-frame-independent,�measurement-device-
independent�quantum�key�distribution�using�fewer�
quantum�states

OPTICS�LETTERS SCI 국외 이OO

2020.04.18. Web-based�fully�automated�cephalometric�analysis�
by�deep�learning

COMPUTER�METHODS�AND�
PROGRAMS�IN�BIOMEDICINE

SCI 국외 김OO

2020.05.20. Biophysical�Parameters�of�GEVIs:�Considerations�for�
Imaging�Voltage

Biophysical�Journal SCIE 국외 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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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2020.06.30. The�Intellectual�Structure�of�Women's�Studies:�
A�Bibliometric�Study�of�Its�Research�Topics�and�
influential�publications

Asian�Women SCIE 국내 윤OOO

2020.07.01. AUTOMATED�FAULT�PREDICTION�SYSTEM�FOR�POWER�
PLANTS�USING�DEEP�LEARNING�MODEL

ICIC�express�letters�:�an�
international�Journal�of�
research�and�surveys

SCIE 국외 유OO

2020.08.28. 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텍스트 감성분석에 따른 지역�
산업생태계 위기 예측�-�광주 지역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등재 국내 김OO

2020.10.27. Delayed�Combination�of�Feature�Embedding�in�
Bidirectional�LSTM�CRF�for�NER

Applied�Sciences SCIE 국외 RO�MO�CO

2020.12.02. Finding�the�Best�k�for�the�Dimension�of�the�Latent�
Space�in�Autoencoders

Lecture�notes�in�computer�
Science

저널 국외 KO�NO�MO

한국기계연구원 2020.01.21. Development�of�a�Piezo-Driven�Liquid�Jet�Dispenser�
with�Hinge-Lever�Amplification�Mechanism

Micromachines SCIE 국외 MO�AO�TO

2020.02.29. A�Review�on�Transfer�Process�of�Two-dimensional�
Materials

한국트라이볼로지학회지 저널 국내 김OO

2020.03.13. The�development�of�a�micro-pattern�manufacturing�
method�using�rotating�active�tools�with�compensation�
of�estimated�errors�and�an�LMS�algorithm

Journal�of�Intelligent�
Manufacturing

SCIE 국외 조OO

2020.03.31. A�Study�on�size�variation�of�micro-pattern�according�
to�turning�radius�of�workpiece�in�diamond�turning�
with�controlled�random�cutting�depth

한국금형공학회지 저널 국내 정OO

2020.04.01. Particle�Removal�Characteristics�of�a�High-velocity�
Electrostatic�Mist�Eliminator

Aerosol�and�Air�Quality�
Research

저널 국외 김OO

2020.04.13. Development�of�integrated�effect�plate�for�
performance�improvement�of
multi-effect�diffusion�solar�still

Desalination�and�Water�
Treatment

SCIE 국외 이OO

2020.05.01. Study�on�the�thermal�decomposition�rate�of�
ammonium�carbamate�for�a�diesel�NOx�reducing�
agent-generating�system

Fuel SCIE 국외 김OO

2020.06.01. Continuous�measurement�of�PM10�and�PM2.5�
concentration�in�coal-fired�power�plant�stacks�
using�a�newly�developed�diluter�and�optical�particle�
counter

FUEL SCIE 국외 신OO

2020.07.01. A�novel�approach�to�Fabry-Perot-resonance-based�
lens�and�demonstrating�deep-subwavelength�
imaging

Scientific�Reports SCIE 국외 MO�AO-ZO

2020.09.29. Actuating�Voltage�Waveform�Optimization�of�
Piezoelectric�Inkjet�Printhead�for�Suppression�of�
Residual�Vibrations

Micromachines SCIE 국외 MO�AO�SO

2020.09.30. Enhanced�Mechanical�Stability�and�Biodegradability�
of�Ti-Infiltrated�Polylactide

ACS�Applied�Materials�and�
Interfaces

SCIE 국외 PO�VO NO

2020.10.01. A�Study�on�the�Machinability�of�Tungsten�Carbide�
Using�Ultrafast�Laser

한국정밀공학회지 저널 국내 신OO

2020.10.22. Selective�Transfer�of�Light-Emitting�Diodes�onto�a�
Flexible�Substrate�via�Laser�Lissajous�Scanning

ACS�Omega SCIE 국외 정OO

2020.11.01. Dilution�Ratio�and�Particle�Loss�Performance�of�
a�Newly�Developed�Ejector�Porous�Tube�Diluter�
Compared�to�a�Commercial�Diluter

Aerosol�and�Air�Quality�
Research

저널 국외 신OO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20.06.08. Demonstration�of�simultaneous�quantum�steering�
by�multiple�observers�via�sequential�weak�
measurements

Optica SCI 국외 최OO

2020.08.06. Novel�approach�for�controlling�free-carbon�domain�
in�silicone�oil-derived�silicon�oxycarbide�(SiOC)�as�an�
anode�material�in�secondary�batteries

CHEMICAL�ENGINEERING�
JOURNAL

SCIE 국외 임OO

2020.08.06. Optimizing�the�performance�of�meta-
polybenzimidazole�membranes�in�vanadium�redox�
flow�batteries�by�adding�an�alkaline�pre-swelling�step

Chemical�Engineering�
Journal

SCI 국외 MO�NO

2020.08.24. Sustainable�Encapsulation�Strategy�of�Silicon�
Nanoparticles�in�Microcarbon�Sphere�for�High-
Performance�Lithium-ion�Battery�Anode

ACS�Sustainable�Chemistry�
&�Engineering

SCIE 국외 신OO

2020.08.24. Overview:�State-of-the�Art�Commercial�Membranes�
for�Anion�Exchange�Membrane�Water�Electrolysis

Journal�of�Electrochemical�
Energy�Conversion�and�
Storage

저널 국외 MO�NO

2020.10.03. Synthesis�and�biological�evaluation�of�chalcone�
derivatives�as�neuroprotective�agents�against�
glutamate-induced�HT22�mouse�hippocampal�
neuronal�cell�death�

BIOORGANIC�&�MEDICINAL�
CHEMISTRY�LETTERS

SCI 국외 BO�SO

2020.10.23. Anomalous�absorption�of�electromagnetic�waves�by�
2D�transition�metal�carbonitride�Ti3CNTx�(MXene)

Science SCI 국외 AO�IO

2020.10.23. Electromagnetic�shielding�of�monolayer�MXene�
assemblies

ADVANCED�MATERIALS SCI 국외 AO�IO

2020.10.23. 2D�MXenes�for�Electromagnetic�Shielding�:�A�Review ADVANCED�FUNCTIONAL�
MATERIALS

SCI 국외 AO�IO

2020.11.04. 2D�Transition�Metal�Carbides�(MXenes)�:�Applications�
as�an�Electrically�Conducting�Material

ADVANCED�MATERIALS SCI 국외 AO�IO

2020.11.25. 전고체�전지용�고성능�고체�전해질�소재�기술�개발�동향 재료마당(일반) 저널 국내 신OO

2020.12.01. Equitable�Multiparty�Quantum�Communication�
Without�a�Trusted�Third�Party

Physical�Review�Applied SCI 국외 이OO

2020.12.02. Spirally�Wrapped�Carbon�Nanotube�Microelectrodes�
for�Fiber�Optoelectronic�Devices�beyond�Geometrical�
Limitations�toward�Smart�Wearable�E-Textile�
Applications

ACS�Nano SCI 국외 김OO

2020.12.06. Understanding�the�Charge�Transport�Mechanism�in�
MoS2�Transistors�with�Graphene�Electrodes

JOURNAL�OF�THE�KOREAN�
PHYSICAL�SOCIETY

SCI 국외 장OO

2020.12.07. Superionic�Si-Substituted�Lithium�Argyrodite�Sulfide�
Electrolyte�Li6+xSb1？xSixS5I�for�All-Solid-State�
Batteries

ACS�Sustainable�Chemistry�
&�Engineering

SCI 국외 이OO

2020.12.14. Developing�a�Motor�Imagery-Based�Real-Time�
Asynchronous�Hybrid�BCI�Controller�for�a�Lower-Limb�
Exoskeleton

SENSORS SCI 국외 최OO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2020.02.21. An�Efficient�Approach�to�Consolidating�Job�
Schedulers�in�Traditional�Independent�Scientific�
Workflows

Applied�Sciences SCIE 국외 공OO

2020.03.31. 토픽모델링 활용 마이스터고 정책이슈 분석�:�교육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등재 국내 윤OOO

2020.06.08. Kick�:�Shift-N-Overlap�Cascades�of�Transposed�
Convolutional�Layer�for�Better�Autoencoding�
Reconstruction�on�Remote�Sensing�Imagery

IEEE�Access SCIE 국외 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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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20 Two-stage�cultivation�strategy�for�the�improvement�of�
pigment�productivity�from�high-density�heterotrophic�
algal�cultures

Bioresource�Technology SCIE 국외 김OO

2020 IDH1-dependent�α-KG�regulates�brown�fat�
differentiation�and�function�by�modulating�histone�
methylation

Metabolism-Clinical�and�
Experimental

SCIE 국외 강OO

2020 Using�bioengineered�fluorescence�for�selective�in�vivo�
and�ex�vivo�tracking�of�intestinal�organoids�derived�
from�human�pluripotent�stem�cells

Methods�in�Molecular�
Biology

저널 국외 이OO

2020 Roles�of�protein�histidine�phosphatase�1�(PHPT1)�in�
brown�adipocyte�differentiation

Journal�of�Microbiology�and�
Biotechnology

SCIE 국내 강OO

2020 Roles�of�protein�histidine�phosphatase�1�(PHPT1)�in�
brown�adipocyte�differentiation

Journal�of�Microbiology�and�
Biotechnology

SCIE 국내 강OO

2020 Kushenol�E�inhibits�autophagy�and�impairs�lysosomal�
positioning�via�VCP/p97�inhibition

Biochemical�Pharmacology SCIE 국외 권OO

2020 Sicyos�angulatus�prevents�high-fat�diet-induced�
obesity�and�insulin�resistance�in�mice

International�Journal�of�
Medical�Sciences

SCIE 국외 최OO

2020 Transcriptional�profiling�of�advanced�urothelial�
cancer�predicts�prognosis�and�response�to�
immunotherapy

International�Journal�of�
Molecular�Sciences

SCIE 국외 백OO

2020 Transcriptional�profiling�of�advanced�urothelial�
cancer�predicts�prognosis�and�response�to�
immunotherapy

International�Journal�of�
Molecular�Sciences

SCIE 국외 장OO

2020 Ethacrynic�acid�inhibits�STAT3�activity�through�
the�modulation�of�SHP2�and�PTP1B�tyrosine�
phosphatases�in�DU145�prostate�carcinoma�cells

Biochemical�Pharmacology SCIE 국외 송OO

2020 Simple,�rapid,�and�accurate�malaria�diagnostic�
platform�using�microfluidic-based�immunoassay�of�
Plasmodium�falciparum�lactate�dehydrogenase

Nano�Convergence SCIE 국외 이OO

2020 Low-dose�interleukin-2�alleviates�dextran�sodium�
sulfate-induced�colitis�in�mice�by�recovering�intestinal�
integrity�and�inhibiting�AKT-dependent�pathways

Theranostics SCIE 국외 손OO

2020 Low-dose�interleukin-2�alleviates�dextran�sodium�
sulfate-induced�colitis�in�mice�by�recovering�intestinal�
integrity�and�inhibiting�AKT-dependent�pathways

Theranostics SCIE 국외 이OO

2020 1-palmitoyl-2-linoleoyl-3-acetyl-rac-glycerol�(PLAG)�
mitigates�monosodium�urate�(MSU)-induced�acute�
gouty�inflammation�in�BALB/c�mice

Frontiers�in�Immunology SCIE 국외 신OO

2020 ONECUT2�upregulation�is�associated�with�CpG�
hypomethylation�at�promoter-proximal�DNA�in�
gastric�cancer�and�triggers�ACSL5

International�Journal�of�
Cancer

SCIE 국외 서OO

2020 Functional�expression�of�polyethylene�
terephthalate-degrading�enzyme�(PETase)�in�green�
microalgae

Microbial�Cell�Factories SCIE 국외 김OO

2020 Functional�expression�of�polyethylene�
terephthalate-degrading�enzyme�(PETase)�in�green�
microalgae

Microbial�Cell�Factories SCIE 국외 박OO

한국기계연구원 2020.12.01. A�Study�of�Femtosecond�Laser�Ablation�Threshold�
on�Several�Materials�Using�Fiber�Optic�Beam�Delivery�
System

한국정밀공학회지 저널 국내 최OO

2020.12.07. A�Review�of�Rear�Axle�Steering�System�Technology�for�
Commercial�Vehicles

드라이브·컨트롤 저널 국내 HO�AO�KO

2020.12.18. Improved�Self-Calibration�of�a�Multilateration�System�
Based�on�Absolute�Distance�Measurement

SENSORS SCIE 국외 NO�QO�KO

2020.12.23. Particle�collection�performance�of�a�separated�
two-stage�electrostatic�precipitator�for�subway�air�
purification

PARTICLE�AND�AEROSOL�
RESEARCH

저널 국내 김OO

2020.12.31. Investigation�on�the�Effect�of�the�Burner�Outlet�
Configuration�on�the�Combustion�Characteristics�of�a�
Swirl-premixed�Burner

한국연소학회지 저널 국내 주OO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20.12.10. Development�of�a�Polo�Like�Kinase�1�Polo�–Box�
Domain�inhibitor�as�a�tumor�growth�suppressor�in�
mice�model

Journal�of�Medicinal�
Chemistry

SCIE 국외 임OO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20 Nanopore�analysis�on�the�drug-induced�conformation�
change�of�a�p53-linker-mouse�double�minute�2�
protein�complex

Journal�of�NanoScience�and�
Nanotechnology

SCIE 국외 곽OO

2020 Comparative�transcriptome�profiling�of�tuberous�
roots�of�two�sweetpotato�lines�with�contrasting�low�
temperature�tolerance�during�storage

Gene SCIE 국외 이OO

2020 Comparative�transcriptome�profiling�of�tuberous�
roots�of�two�sweetpotato�lines�with�contrasting�low�
temperature�tolerance�during�storage

Gene SCIE 국외 지OO

2020 1-Palmitoyl-2-linoleoyl-3-acetyl-rac-glycerol�
ameliorates�chemoradiation-induced�oral�mucositis

Oral�Diseases SCIE 국외 최OO

2020 Ischemia-induced�Netrin-4�promotes�
neovascularization�through�endothelial�progenitor�
cell�activation�via�Unc-5�Netrin�receptor�B

FASEB�Journal SCIE 국외 이OO

2020 Genome-wide�association�and�epistatic�interactions�
of�flowering�time�in�soybean�cultivar

PLoS�One SCIE 국외 김OO

2020 Genome-wide�association�and�epistatic�interactions�
of�flowering�time�in�soybean�cultivar

PLoS�One SCIE 국외 김OO

2020 Enhancing�biosensing�sensitivity�of�metal�
nanostructures�through�site-selective�binding

Scientific�Reports SCIE 국외 조OO

2020 A�novel�X-linked�variant�of�IQSEC2�is�associated�with�
Lennox-gastaut�syndrome�and�mild�intellectual�
disability�in�three�generations�of�a�korean�family

Genetic�Testing�and�
Molecular�Biomarkers

SCIE 국외 최OO

2020 A�pilot�study�on�assessment�of�locomotor�behavior�
using�a�video�tracking�system�in�minipigs

Experimental�Animals SCIE 국외 여OO

2020 Golgi-localized�cyclophilin�21�proteins�negatively�
regulate�ABA�signalling�via�the�peptidyl�prolyl�
isomerase�activity�during�early�seedling�
development

Plant�Molecular�Biology SCIE 국외 정OO

2020 Wnt3a�stimulation�promotes�primary�ciliogenesis�
through�beta-catenin�phosphorylation-induced�
reorganization�of�centriolar�satellites

Cell�Reports SCIE 국외 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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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20 Fast-track�production�of�astaxanthin�by�reduced�
cultivation�time�with�the�“red�cell�inoculation�system”�
(RCIS)�and�various�chemical�cues�in�Haematococcus�
lacustris

Journal�of�Applied�
Phycology

SCIE 국외 이OO

2020 Gibberellin�promotes�bolting�and�flowering�via�the�
floral�integrators�RsFT�and�RsSOC1-1�under�narginal�
vernalization�in�radish�

Plants-Basel SCIE 국외 정OO

2020 1-Palmitoyl-2-linoleoyl-3-acetyl-rac-glycerol�
ameliorates�EGF-induced�MMP-9�expression�by�
promoting�receptor�desensitization�in�MDA-MB-231�
cells

Oncology�Reports SCIE 국외 양OO

2020 Iroquois�homeobox�protein�2�identified�as�a�potential�
Biomarker�for�Parkinson’s�disease�

International�Journal�of�
Molecular�Sciences

SCIE 국외 심OO

2020 D-Lactic�acid�secreted�by�Chlorella�fusca�primes�
pattern-triggered�immunity�against�Pseudomonas�
syringae�in�Arabidopsis

Plant�Journal SCIE 국외 이OO

2020 Plant�anti-aging:�delayed�flower�and�leaf�senescence�
in�Erinus�alpinus�treated�with�cell-free�Chlorella�
cultivation�medium

Plant�Signaling�&�Behavior SCIE 국외 이OO

2020 miR-3074-3p�promotes�myoblast�differentiation�by�
targeting�Cav1

BMB�Reports SCIE 국내 이OO

2020 A�single�mutation�in�the�ACTR8�gene�associated�with�
lineage-specific�expression�in�primates

BMC�Evolutionary�Biology SCIE 국외 조OO

2020 A�single�mutation�in�the�ACTR8�gene�associated�with�
lineage-specific�expression�in�primates

BMC�Evolutionary�Biology SCIE 국외 최OO

2020 A�novel�de�novo�heterozygous�DYRK1A�mutation�
causes�complete�loss�of�DYRK1A�function�and�
developmental�delay�=�DYRK1A�신규 돌연변이 기능연구

Scientific�Reports SCIE 국외 권OO

2020 Synaptic�loss�and�amyloid�beta�alterations�in�the�
rodent�hippocampus�induced�by�streptozotocin�
injection�into�the�cisterna�magna

Laboratory�Animal�Research 저널 국내 안OO

2020 Directly�induced�human�Schwann�cell�precursors�as�a�
valuable�source�of�Schwann�cells

Stem�Cell�Research�&�
Therapy

SCIE 국외 김OO

2020 Genome-wide�high-throughput�screening�of�
interactive�bacterial�metabolite�in�the�algal�
population�using�Escherichia�coli�K-12�Keio�collection

Scientific�Reports SCIE 국외 허OO

2020 The�nitrite�transporter�facilitates�biofilm�formation�
via�suppression�of�nitrite�reductase�and�is�a�new�
antibiofilm�target�in�Pseudomonas�aeruginosa

Mbio SCIE 국외 박OO

2020 The�nitrite�transporter�facilitates�biofilm�formation�
via�suppression�of�nitrite�reductase�and�is�a�new�
antibiofilm�target�in�Pseudomonas�aeruginosa

Mbio SCIE 국외 최OO

2020 CPPF,�a�novel�microtubule�targeting�anticancer�agent,�
inhibits�the�growth�of�a�wide�variety�of�cancers

International�Journal�of�
Molecular�Sciences

SCIE 국외 한OO

2020 Serine�389�phosphorylation�of�3-phosphoinositide-
dependent�kinase�1�by�UNC-51-like�kinase�1�affects�
its�ability�to�regulate�Akt�and�p70�S6kinase

BMB�Reports SCIE 국내 김OO

2020 Miconazole�inhibits�signal�transducer�and�activator�of�
transcription�3�signaling�by�preventing�its�interaction�
with�DNA�damage-induced�apoptosis�suppressor

Cancer�Science SCIE 국외 윤OO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20 Bacteria-derived�metabolite,�methylglyoxal,�
modulates�the�longevity�of�C.�elegans�through�
TORC2/SGK-1/DAF-16�signaling

Proceedings�of�National�
Academy�of�Sciences�of�
United�States�of�America

SCIE 국외 이OO

2020 Bacteria-derived�metabolite,�methylglyoxal,�
modulates�the�longevity�of�C.�elegans�through�
TORC2/SGK-1/DAF-16�signaling

Proceedings�of�National�
Academy�of�Sciences�of�
United�States�of�America

SCIE 국외 한OO

2020 Selection�of�flooding�stress�tolerant�sweetpotato�
cultivars�based�on�biochemical�and�phenotypic�
characterization

Plant�Physiology�and�
Biochemistry

SCIE 국외 박OO

2020 Neuroprotective�effects�of�cryptotanshinone�in�a�
direct�reprogramming�model�of�Parkinson's�disease

Molecules SCIE 국외 심OO

2020 BRM270�targets�cancer�stem�cells�and�augments�
chemo-sensitivity�in�cance

Oncology�Letters SCIE 국외 고OO

2020 BRM270�targets�cancer�stem�cells�and�augments�
chemo-sensitivity�in�cancer

Oncology�Letters SCIE 국외 샨OOO

2020 Ablation�of�Gadd45β�ameliorates�the�inflammation�
and�renal�fibrosis�caused�by�unilateral�ureteral�
obstruction

Journal�of�Cellular�and�
Molecular�Medicine

SCIE 국외 문OO

2020 DNA�data�storage�in�Perl Biotechnology�and�
Bioprocess�Engineering

SCIE 국내 황OO

2020 A�designed�whole-cell�biosensor�for�live�diagnosis�of�
gut�inflammation�through�nitrate�sensing�=�질산염�
감지를 통한 장내 염증을 진단할 수 있는 디자인 미생물 개발

Biosensors�&�Bioelectronics SCIE 국외 우OO

2020 Antibody-secreting�macrophages�generated�using�
CpG-free�plasmid�eliminate�tumor�cells�through�
antibody-dependent�cellular�phagocytosis

BMB�Reports SCIE 국내 차OO

2020 Combination�treatment�with�GSK126�and�
pomalidomide�induces�B-cell�differentiation�in�
EZH2�gain-of-function�mutant�diffuse�large�B-cell�
lymphoma

Cancers SCIE 국외 박OO

2020 Combination�treatment�with�GSK126�and�
pomalidomide�induces�B-cell�differentiation�in�EZH2�
gain-of-function�mutant�diffuse�large�B-cell�lymphoma

Cancers SCIE 국외 조OO

2020 Epigenetic�regulation�of�miR-29a/miR-30c/DNMT3A�
axis�controls�SOD2�and�mitochondrial�oxidative�stress�
in�human�mesenchymal�stem�cells

Redox�Biology SCIE 국외 박OO

2020 Design�and�characterization�of�cereblon-mediated�
androgen�receptor�proteolysis-targeting�chimeras

European�Journal�of�
Medicinal�Chemistry

SCIE 국외 조OO

2020 Maturation�of�human�intestinal�organoids�in�vitro�
facilitates�colonization�by�commensal�lactobacilli�by�
reinforcing�the�mucus�layer

FASEB�Journal SCIE 국외 손OO

2020 Adaptive�laboratory�evolution�of�Escherichia�coli�
lacking�cellular�byproduct�formation�for�enhanced�
acetate�utilization�through�compensatory�ATP�
consumption

Metabolic�Engineering SCIE 국외 성OO

2020 Exosomes�released�from�Shiga�toxin�2a-treated�
human�macrophages�modulate�inflammatory�
responses�and�induce�cell�death�in�toxin�receptor�
expressing�human�cells

Cellular�Microbiology SCIE 국외 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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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20 Dsg2-mediated�c-Met�activation�in�anaplastic�thyroid�
cancer�motility�and�invasion

Endocrine-Related�Cancer SCIE 국외 이OO

2020 Long-term�expansion�of�functional�human�
pluripotent�stem�cell-derived�hepatic�organoids

International�Journal�of�
Stem�Cells

SCIE 국내 문OO

2020 A�deep�learning�and�similarity-based�hierarchical�
clustering�approach�for�pathological�stage�prediction�
of�papillary�renal�cell�carcinoma

Computational�and�
Structural�Biotechnology�
Journal

SCIE 국외 이OO

2020 The�potential�roles�of�NAD(P)H�:�quinone�
oxidoreductase�1�in�the�development�of�diabetic�
nephropathy�and�actin�polymerization

Scientific�Reports SCIE 국외 문OO

2020 Exome�sequencing�reveals�novel�candidate�gene�
variants�associated�with�clinical�characteristics�in�
alopecia�areata�patients

Journal�of�Dermatological�
Science

SCIE 국외 김OO

2020 Unbiased�investigation�of�specificities�of�prime�
editing�systems�in�human�cells

Nucleic�Acids�Research SCIE 국외 김OO

2020 Unbiased�investigation�of�specificities�of�prime�
editing�systems�in�human�cells

Nucleic�Acids�Research SCIE 국외 문OO

2020 Inhibitory�effect�of�α-ketoglutaric�acid�on�
α-glucosidase�:�integrating�molecular�dynamics�
simulation�and�inhibition�kinetics

Journal�of�Biomolecular�
Structure�&�Dynamics

SCIE 국외 임OO

2020 Aglycosylated�antibody-producing�mice�for�
aglycosylated�antibody-lectin�coupled�immunoassay�
for�the�quantification�of�tumor�markers(ALIQUAT)

Communications�Biology SCIE 국외 이OO

2020 Probing�the�neuraminidase�activity�of�influenza�virus�
using�a�cytolysin�A�protein�nanopore

Analytical�Chemistry SCIE 국외 곽OO

2020 Simplified�brain�organoids�for�rapid�and�robust�
modeling�of�brain�disease

Frontiers�in�Cell�and�
Developmental�Biology

SCIE 국외 하OO

2020 Selective�identification�of�α-galactosyl�epitopes�in�
N-glycoproteins�using�characteristic�fragment�ions�
from�higher-energy�collisional�dissociation

Analytical�Chemistry SCIE 국외 하OO

2020 Highly�Oxygenated�Angucycline�From�Streptomyces�
Sp.�KCB15JA014

Journal�of�Antibiotics SCIE 국외 김OO

2020 GMStool�:�GWAS-based�marker�selection�tool�for�
genomic�prediction�from�genomic�data

Scientific�Reports SCIE 국외 김OO

2020 Gene�expression�profile�in�similar�tissues�using�
transcriptome�sequencing�data�of�whole-body�horse�
skeletal�muscle

Genes SCIE 국외 이OO

2020 Genetically�encoded�biosensor-based�screening�
for�directed�bacteriophage�T4�lysozyme�evolution�
=�박테리오파지�T4�유래 라이소자임의 유도진화를 위한�
유전자회로 기반 탐색

International�Journal�of�
Molecular�Sciences

SCIE 국외 우OO

2020 EZH2�as�a�potential�target�for�NAFLD�therapy International�Journal�of�
Molecular�Sciences

SCIE 국외 임OO

2020 A�synthetic�CPP33-conjugated�HOXA9�active�domain�
peptide�inhibits�invasion�ability�of�non-small�lung�
cancer�cells

Biomolecules SCIE 국외 구OO

2020 LAD1�expression�is�associated�with�the�metastatic�
potential�of�colorectal�cancer�cells

BMC�Cancer SCIE 국외 문OO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20 Aryl�sulfonamides�induce�degradation�of�aryl�
hydrocarbon�receptor�nuclear�translocator�through�
crl4dcaf15�e3�ligase

Molecules�and�Cells SCIE 국내 김OO

2020 Comparative�transcriptome�profiling�of�two�
sweetpotato�cultivars�with�contrasting�flooding�stress�
tolerance�levels

Plant�Biotechnology�Reports SCIE 국내 박OO

2020 Quantitative�proteomic�analysis�of�primitive�neural�
stem�cells�from�LRRK2�G2019S-associated�Parkinson's�
disease�patient-derived�iPSCs

Life-Basel SCIE 국외 심OO

2020 Circulating�plasma�factors�involved�in�rejuvenation Aging-US SCIE 국외 강OO
2020 Tabrizicola�algicola�sp.�nov.�isolated�from�culture�of�

microalga�Ettlia�sp.
International�Journal�of�
Systematic�and�Evolutionary�
Microbiology

SCIE 국외 박OO

2020 Ent-peniciherqueinone�suppresses�acetaldehyde-
induced�cytotoxicity�and�oxidative�stress�by�inducing�
ALDH�and�suppressing�MAPK�signaling

Pharmaceutics SCIE 국외 권OO

2020 Highly�efficient�and�safe�genome�editing�by�CRISPR-
Cas12a�using�CRISPR�RNA�with�a�ribosyl-2'-O-
methylated�uridinylate-rich�3'-overhang�in�mouse�
zygotes

Experimental�and�Molecular�
Medicine

SCIE 국내 하OO

2020 The�disubstituted�adamantyl�derivative�LW1564�
inhibits�the�growth�of�cancer�cells�by�targeting�
mitochondrial�respiration�and�reducing�hypoxia-
inducible�factor�(HIF)-1α�accumulation

Experimental�and�Molecular�
Medicine

SCIE 국내 김OO

2020 BaSDAS�:�a�web-based�pooled�CRISPR-Cas9�knockout�
screening�data�analysis�system

Genomics�&�Informatics 저널 국내 박OO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0.03.15. Powder�interface�modification�for�synthesis�of�core-
shell�structured�CoCrFeNiTi�high�entropy�alloy�
composite

APPLIED�SURFACE�SCIENCE SCIE 국외 HO�MO�AO

2020.04.03. Numerical�study�on�the�cavitation�phenomenon�for�
the�head�drop�and�unsteady�bubble�patterns�with�a�
difference�in�the�incidence�angle�of�a�mixed-flow�pump

ADVANCES�IN�MECHANICAL�
ENGINEERING

SCIE 국외 김OO

2020.05.01. Microwave�hybrid�sintering�of�Al2O3�and�Al2O3–ZrO2�
composites,�and�effects�of�ZrO2�crystal�structure�
on�mechanical�properties,�thermal�properties,�and�
sintering�kinetics

CERAMICS�INTERNATIONAL SCIE 국외 KO�MO�WO

2020.05.01. Investigation�on�Unstable�Pressure�Distribution�of�an�
Axial�Fan�Blade�with�Difference�of�Setting�Angle�and�
Chord�Length

INTERNATIONAL�JOURNAL�
OF�FLUID�MACHINERY�AND�
SYSTEMS

저널� 국내 김OO

2020.09.10. EFFECT�OF�Mg�RATIO�ON�THE�EXTRACTION�OF�Dy�
FROM�(Nd,Dy)-Fe-B�PERMANENT�MAGNET�USING�
LIQUID�Mg

ARCHIVES�OF�METALLURGY�
AND�MATERIALS

SCIE 국외 박OO

2020.11.01. Synthesis�of�New�Semi-fluorinated�Polysilazanes�and�
Their�Amphiphobic�Coating�Applications

PROGRESS�IN�ORGANIC�
COATINGS

SCIE 국외 로OOOOO

2020.11.01. Development�of�a�Shared�Controller�for�Obstacle�
Avoidance�in�a�Teleoperation�System

INTERNATIONAL�JOURNAL�
OF�CONTROL�AUTOMATION�
AND�SYSTEMS

SCIE 국내 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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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0.11.08. Numerical�Investigation�of�Performance�and�Flow�
Characteristics�of�a�Tunnel�Ventilation�Axial�Fan�with�
Thickness�Profile�Treatments�of�NACA�Airfoil

ENERGIES SCIE 국외 김OO

2020.12.01. Unsteady�multi-phase�cavitation�analysis�on�the�
effect�of�anti-cavity�fin�installed�on�a�Kaplan�turbine�
runner

RENEWABLE�ENERGY SCIE 국외 삼O�모O�무O

2020.12.01. Effect�of�Si�addition�on�flow�behavior�in�Al-Mg�and�
Al-Mg-Si�Molten�Alloys

METALLURGICAL�AND�
MATERIALS�TRANSACTIONS�
A-PHYSICAL�METALLURGY�
AND�MATERIALS�SCIENCE

SCIE 국외 SO�AO�WO

한국식품연구원 2020.01. The�Bactericidal�Effect�of�a�Combination�of�
Food-Grade�Compounds�and�their�Application�as�
Alternative�Antibacterial�Agents�for�Food�Contact�
Surfaces

Foods� SCIE 국외 박OO

2020.01. Influence�of�aflatoxin�in�Nuruk�on�the�safety�of�starch-
based�alcoholic�beverage

Journal�of�Food�Science SCIE 국외 윤OO

2020.01. Degradation�of�different�pesticides�in�water�by�
microplasma�:�the�roles�of�individual�radicals�and�
degradation�pathways

Environmental�Science�and�
Pollution�Research�(0944-
1344)

SCIE 국외 무OOOOO

2020.01. Mir214-3p�and�Hnf4a/Hnf4α�reciprocally�regulate�
Ulk1�expression�and�autophagy�in�non-alcoholic�
hepatic�steatosis

Autophagy SCIE 국외 이OO

2020.01. Imipramine�inhibits�migration�and�invasion�in�
metastatic�castration-resistant�prostate�cancer�PC3�
cells�via�Akt-mediated�NF-κB�signaling�pathway

molecules SCIE 국외 임OO

2020.01. Dicaffeoylquinic�acids�alleviate�memory�loss�via�
reduction�of�oxidative�stress�in�stress-hormone-
induced�depressive�mice

PHARMACOLOGICAL�
RESEARCH

SCIE 국외 박OO

2020.02. Enterotoxin�Genes,�Antibiotic�Susceptibility,�and�
Biofilm�Formation�of�Low-Temperature-Tolerant�
Bacillus�cereus�Isolated�from�Green�Leaf�Lettuce�in�
the�Cold�Chain

Foods� SCIE 국외 박OO

2020.02. Withania�somnifera�extract�enhances�energy�
expenditure�via�improving�mitochondrial�function�in�
adipose�tissue�and�skeletal�muscle

Nutrients SCIE 국외 이OO

2020.02. Power�of�scanning�electron�microscopy�and�energy�
dispersive�X-ray�analysis�in�rapid�microbial�detection�
and�identification�at�the�single�cell�level

Scientific�Reports�(2045-
2322)

SCIE 국외 무OOOOO

2020.04. Nutrikinetic�study�of�fermented�soybean�paste�
(Cheonggukjang)�isoflavones�according�to�the�sasang�
typology.

Nutrition�Research�and�
Practice

SCIE 국내 이OO

2020.04. A�mechanistic�and�kinetic�study�of�diazinone�
degradation�under�the�influence�of�microplasma�
discharge�water

J.�of�Water�Process�
Engineering�(2214-7144)

SCIE 국외 무OOOOO

2020.05. Piperine�Ameliorates�Trimellitic�Anhydride-Induced�
Atopic�Dermatitis-Like�Symptoms�by�Suppressing�
Th2-Mediated�Immune�Responses�via�Inhibition�of�
STAT6�Phosphorylation

molecules SCIE 국외 최OO

한국식품연구원 2020.05. Iridoids�of�Valeriana�fauriei�contribute�to�alleviating�
hepatic�steatosis�in�obese�mice�by�lipophagy

Biomedicine�&
Pharmacotherapy

SCIE 국외 이OO

2020.06. Autophagy�functions�to�prevent�methylglyoxal-
induced�apoptosis�in�HK-2�cells.�

Oxidative�Medicine�and�
Cellular�Longevity

SCIE 국외 박OO

2020.07. Erythronium�japonicum�Alleviates�Inflammatory�Pain�
by�Inhibiting�MAPK�Activation�and�by�Suppressing�NF-
κB�Activation�via�ERK/Nrf2/HO-1�Signaling�Pathway

Antioxidants SCIE 국외 박OO

2020.07. The�Effect�of�Lactobacillus�acidophilus�YT1�
(MENOLACTO)�on�Improving�Menopausal�Symptoms:�
A�Randomized,�Double-Blinded,�Placebo-Controlled�
Clinical�Trial

Journal�of�Clinical�Medicine SCIE 국외 임OO

2020.08. Selective�Binding�and�Elution�of�Aptamers�for�
Pesticides�Based�on�Sol-Gel-Coated�Nanoporous�
Anodized�Aluminum�Oxide�Membrane

Nanomaterials SCIE 국외 임OO

2020.08. Circulating�microRNA�expression�profiling�in�young�
obese�Korean�women

Nutrition�Research�and�
Practice

SCIE 국내 최OO

2020.09. Synergistic�lipid-lowering�effects�of�Zingiber�mioga�
and�Hippophae�rhamnoides�extracts.

Experimental�and�
Therapeutic�Medicine

SCIE 국외 박OO

2020.09. Piceatannol�reduces�resistance�to�statins�in�
hypercholesterolemia�by�reducing�PCSK9�expression�
through�p300�acetyltransferase�inhibition

PHARMACOLOGICAL�
RESEARCH

SCIE 국외 김OO

2020.11. Anti-Inflammatory�Effects�of�Asian�Fawn�
Lily�(Erythronium�japonicum)�Extract�on�
Lipopolysaccharide-Induced�Depressive-Like�
Behavior�in�Mice

Nutrients� SCIE 국외 박OO

2020.11. Rosae�multiflorae�Fructus�Extract�Improves�
Trimellitic�Anhydride-Induced�Atopic�Dermatitis-Like�
Symptoms

journal�of�medicinal�food SCIE 국외 최OO

2020.12. TRANSCRIPTOME�CHANGES�AND�POLYMYXIN�
RESISTANCE�OF�ACID-ADAPTED�ESCHERICHIA�COLI�
O157�:�H7�ATCC�43889

Gut�Pathogens SCIE 국외 황OO

2020.12. 톳(Hizikia�fusiformis)의 최종당화산물 저해 효능 및 신장�
보호 효과

Journal�of�Chitin�and�
Chitosan

저널 국내 김OO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2020.01.01. Analyzing�different�planar�biogas-fueled�SOFC�stack�
designs�and�their�effects�on�the�flow�uniformity

Energy SCIE 국외 AOO

2020.01.20. Use�of�response�surface�methodology�to�optimize�
NOx�emissions�and�efficiency�of�W-type�regenerative�
radiant�tube�burner�under�plasma�assisted�
combustion

Journal�of�Cleaner�
Production

SCIE 국외 IOO

2020.02.01. Multi-Year�and�Typical�Year�Data�for�Solar�Energy�
System�in�South�Korea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등재 국내 LOO

2020.02.01. Feasibility�study�of�integrating�the�renewable�energy�
system�in�Popova�Island�using�the�Monte�Carlo�model�
and�HOMER

Energy�Strategy�Reviews SCIE 국외 LOO

2020.02.15. A�comprehensive�thermodynamic�performance�
assessment�of�CO2�liquefaction�and�pressurization�
system�using�a�heat�pump�for�carbon�capture�and�
storage(CCS)�process

ENERGY�CONVERSION�AND�
MANAGEMENT

SCIE 국외 HO�A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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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2020.03.09. Scalable�photoelectrochromic�glass�of�high�
performance�powered�by�ligand�attached�TiO2�
photoactive�layer

Solar�Energy�Materials�and�
Solar�Cells

SCIE 국외 SO�SO

2020.04. Effect�of�applied�current�density�on�the�degradation�
behavior�of�anode-supported�flat-tubular�solid�oxide�
fuel�cells

Journal�of�the�European�
Ceramic�Society

SCIE 국외 MO�ZO�KO

2020.06.30. Transformation�of�a�liquid�electrolyte�to�a�gel�inside�
dye�sensitized�solar�cells�for�better�stability�and�
performance

Thin�Solid�Films SCIE 국외 SO�SO

2020.07.01. Energy�minimization�of�carbon�capture�and�
storage�by�means�of�a�novel�process�configuration

ENERGY�CONVERSION�AND�
MANAGEMENT

SCIE 국외 HO�AO�MO

2020.07.27. SNO2/ZnO�composite�hollow�nanofiber�
electrocatalyst�for�efficient�CO2�reduction�to�
formate

ACS�Sustainable�Chemistry�
&�engineering

SCIE 국외 DO�TO

2020.09.01. Role�of�polymeric�calcium-alginate�particles�to�
enhance�the�performance�capabilities�of�composite�
membranes�for�water�vapor�separation�

Journal�of�Environmental�
Chemical�Engineering

SCIE 국외 YO�M.�SO

2020.09.02. Laser�Synthesis�of�MOF-Derived�Ni@Carbon�for�
High-Performance�Pseudocapacitors

ACS�Applied�Materials�and�
Interfaces

SCIE 국외 김OO

2020.11.03. Synergistic�effects�of�Ti-doping�induced�porous�
networks�on�electrochromic�performance�of�WO3�
films

Journal�of�Materials�
Chemistry�C

SCIE 국외 박OO

2020.11.09. Numerical�Modeling�of�Ejector�and�Development�of�
Improved�Methods�for�the�Design�of�Ejector-Assisted�
Refrigeration�System

ENERGIES SCIE 국외 HO�AO�MO

2020.12.07. Molecular�profiling�and�optimization�studies�
for�growth�and�PHB�production�conditions�in�
Rhodobacter�sphaeroides

ENERGIES SCIE 국외 이OO
HO�NO�FO�
이OO
이OO

2020.12.15. Preparation�of�boron-carbide-supported�iridium�
nanoclusters�for�the�oxygen�evolution�reaction�

Electrochem.�Comm. SCIE 국외 JO�IO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2020.01.01. Vessel�failure�sensitivities�of�an�advanced�reactor�for�
SBLOCA

Nuclear�Engineering�and�
Technology

SCIE 국외 정OO

2020.08.01. Round�robin�analysis�of�vessel�failure�probabilities�
for�PTS�events�in�Korea

Nuclear�Engineering�and�
Technology

SCIE 국외 정OO

한국원자력연구원 2020.04.21. Analysis�of�Helium�Stratification�Erosion�by�a�Vertical�
Steam�Jet�Using�CUPID

Trans.�Korean�Soc.�Mech.�
Eng.�B

저널 국내 손OO

2020.09.15. Irradiated�Ch/GG/PVP-based�stimuli-responsive�
hydrogels�for�controlled�drug�release

Journal�of�Apllied�Polymer�
Science

SCIE 국외 MO�AO�RO

2020.09.15. Rapid�tritium�accounting�method�based�on�the�
temperature�gradient�for�a�tritium�storage�and�
delivery�system:�an�interpretation�with�experiments

Nuclear�Fusion SCIE 국외 박OOO

2020.10.04. Novel�Maleic�Acid,�Crosslinked,�Nanofibrous�
Chitosan/Poly(Vinylpyrrolidone)Membranes�for�
Reverse�Osmosis�Desalination

International�Journal�of�
Molecular�Sciences

SCIE 국외 IO�AO��
MO�AO�RO

2020.12.01. Development�of�a�Femtosecond�High-Power�
Ytterbium-doped�Fiber�Laser�System�and�Study�
on�Spiky�Spectral�Modulation�in�Highly�Nonlinear�
Chirped-Pulse�Fiber�Amplifiers

Journal�of�the�Korean�
Physical�Society

SCIE 국내 SO�KO

2020.12.01. Investigating�the�Leaching�Rate�of�TiTe3O8�Towards�a�
Potential�Ceramic�Solid�Waste�Form

JNFCWT 저널 국내 노OO

한국원자력의학원 2020.01.20. Predicting�Radiation�Resistance�in�Breast�Cancer�with�
Expression�Status�of�Phosphorylated�S6K1

Scientific�reports SCIE 국외 윤OO

2020.02.13. Barium�Titanate�Nanoparticles�Sensitise�Treatment-
Resistant�Breast�Cancer�Cells�to�the�Antitumor�Action�
of�Tumour-Treating�Fields

Scientific�reports SCIE 국외 윤OO

2020.09.29. MKI-1,�a�Novel�Small-Molecule�Inhibitor�of�MASTL,�
Exerts�Antitumor�and�Radiosensitizer�Activities�
Through�PP2A�Activation�in�Breast�Cancer

Frontiers�in�Oncology 국외 국외 윤OO

2020.12. The�Applications�of�Radiomics�for�Predicting�Survival�
Rate�of�Patients�with�Head�and�Neck�Squamous�Cell�
Carcinoma(HNSCC)

Journal�of�Magnetics SCIE 국내 박OO

한국재료연구원 2020.02.26. Optimization�of�laser-patterning�process�and�module�
design�for�transparent�amorphous�silicon�thin-film�
module�using�thin�OMO�back�electrode

SOLAR�ENERGY SCIE 국외 박OO
권OO

2020.11.20. Facile�Approach�for�Improving�Synaptic�Modulation�
of�Analog�Resistive�Characteristics�by�Embedding�
Oxygen�Vacancies-rich�sub-TaOx�in�Pt/Ta2O5/Ti�
Device�Stacks

PHYSICA�STATUS�SOLIDI�
A-APPLICATIONS�AND�
MATERIALS�SCIENCE

SCIE 국외 진OO
권OO

한국전기연구원 2020.03.01. Electromagnetic�and�thermal�analysis�of�permanent-
magnet�synchronous�motors�for�cooperative�robot�
applications

IEEE�Trans.�On�Magnetics SCIE 국외 PO�TO�LO�

2020.06.11. 3D�printing�of�Fe3O4�functionalized�graphene-
polymer(FGP)

Carbon SCIE 국외 무OOOOOO�
(주저자)/�

설OO(교신
저자)

2020.06.23. Electromagnetic�and�Thermal�Analysis�of�a�
Permanent�Magnet�Motor�Considering�the�Effect�of�
Articulated�Robot�Link

Energies SCIE 국외 PO�TO�LO

2020.07.01. Fractal-structured�Solar�Cell�Array�for�25%�
Enhancement�of�Energy�Production:�Applying�the�
Mechanisms�Underlying�Tree�Shape�to�Photovoltaics

Proceedings�of�the�Royal�
Society�A:�Mathematical,�
Physical�and�Engineering�
Sciences

SCIE 국외 차OO

2020.09.07. 3D-printed�Cu2O�photoelectrodes�for�
photoelectrochemical�water�splitting

Nanoscale�advances SCIE 국외 안OO(주저자)/�
설OO(교신
저자)

2020.12. Performance�analysis�of�magnetic�gear�with�Halbach�
array�for�high�power�and�high�speed

International�Journal�of
Applied�Electromagnetics
and�Mechanics

SCIE 국외 주OO
(이OO)

2020.12.01. Preparation�8.5%-efficient�submodule�using�
5%-efficient�DSSCs�via�three-dimensional�angle�array�
and�light-trapping�layer

NPG�Asia�Materials SCIE 국외 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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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0.01.08. Photo-Carrier-Guiding�Behavior�of�Vertically�Grown�
MoS2�and�MoSe2�in�Highly�Efficient�Low-Light�
Transparent�Photovoltaic�Devices�on�Large-Area�
Rough�Substrates�

ACS�Applied�Materials�&�
Interaces�2020,�12,�1368-
1377

SCIE 국외 정OO

2020.01.20. Bistable�mirror/transparent�reversibly�
electrodeposited�devices�with�TiO2�as�the�
mediator

Solar�Energy�Materials�&�
Solar�Cells

SCIE 국외 한OO

2020.01.23. Stabilized�and�equalized�field-emission�currents�from�
carbon�nanotube�emitters�by�cascade�active-current-
control

IEEE�Transactions�on�
electron�devices

SCIE 국외 이OO

2020.01.29. Clean�Interface�Contact�Using�a�ZnO�Interlayer�for�
Low-Contact-Resistance�MoS2�Transistors

ACS�Applied�Materials�&�
Interaces�2020,�12,�5031-
5039

SCIE 국외 장OO

2020.01.29. Multi-Level�Long-Term�Memory�Resembling�Human�
Memory�Based�on�Photosensitive�Field-Effect�
Transistors�with�Stable�Interfacial�Deep�Traps

Advanced�Electronic�
Materials�2020,�6,�1901044

SCIE 국외 김OO

2020.02.28. MXene(Ti3C2TX)/graphene/PDMS�composites�
for�multifunctional�broadband�electromagnetic�
interference�shielding�skins

Chemical�Engineering�
Journal

SCIE 국외 VO�TO

2020.05.07. Transparent�Thin-Film�Silicon�Solar�Cells�for�Indoor�
Light�Harvesting�with�Conversion�Efficiencies�of�36%�
without�Photodegradation

ACS�Appl.�Mater.�Interfaces SCIE 국외 김OO

2020.06.30. 사용자 상호작용 기반의 시선 검출을 위한 비강압식�
캘리브레이션�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저널 국내 이OO

2020.08.20. Minimizing�Protection�Switching�Time�in�Transport�
Networks�with�Shared�Mesh�Protection

International�Journal�of�
Network�Management

SCIE 국외 조OO

2020.08.23. Reflective-Type�Transparent/Colored�Mirror�
Switchable�Device�Using�Reversible�Electrodeposition�
with�Fabry-Perot�Interferometer

Advanced�materials�
technologies

SCIE 국외 성OO

2020.09.23. A�self-reasoning�framework�for�anomaly�detection�
using�video-level�labels

IEEE�SIGNAL�PROCESSING��
LETTERS

SCIE 국외 MO�ZO�ZO

2020.10.30. Multi-wafer-scale�growth�of�WSe2�films�using�a�
traveling�flow-type�reactor�with�a�remote�thermal�
Se�cracker

Applied�Surface�Science�
2020,�528,�146951

SCIE 국외 강OO

2020.12.20. Design�and�Implementation�of�Personalized�
Integrated�Broadcast-Broadband�Service�in�Terrestrial�
Networks

IEICE SCIE 국외 김OO

2020.12.20. 딥러닝 및 참고 이미지를 이용한 한공사진 누락오류탐지 및�
영역 복원

대한공간정보학회지 저널 국내 위OO

2020.12.31. RGB�영상에서 딥러닝 기반 동공 중심점을 이용한�
홍채 검출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저널 국내 이OO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20.02.06. Sorption�of�Cd2+�and�Pb2+�on�Aragonite�
Synthesizedfrom�Eggshell

SUSTAINABILITY SCIE 국외 LO�HO�EO

2020.05.13. Environmentally�friendly�approach�to�recover�
vanadium�and�tungsten�from�spent�SCR�catalyst�
leach�liquors�by�Aliquat�336

RSC�advances SCIE 국외 AO�BO�CO�SO

2020.05.23. Removal�of�Cd(II)�and�Pb(II)�from�wastewater�via�
carbonation�of�aqueous�Ca(OH)2�derived�from�
eggshell

PROCESS�SAFETY�AND�
ENVIRONMENTAL�
PROTECTION

SCIE 국외 LO�HO�EO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20.05.31. Evaluating�the�impacts�of�intense�seasonal�
groundwater�pumping�on�stream-aquifer�interactions�
in�agricultural�riparian�zones�using�a�multi-parameter�
approach

JOURNAL�OF�HYDROLOGY SCIE 국외 권OO

2020.06.17. Seismic�Stratigraphy�and�Depositional�History�of�
Late�Pleistocene-Holocene�deposits�in�the�Jeju�Strait,�
Korea

JOURNAL�OF�COASTAL�
RESEARCH

SCIE 국외 이OO

2020.10.31. <Short�Note>현생화분을 이용한 화석화분기반의 정량적�
고기후 복원�:�연구방법 소개 및 사례연구

지질학회지(대한지질학회) 저널 국내 이OO

2020.11.05. Evaluation�of�the�past�and�future�droughts�using�
Standardized�Precipitation�Index(SPI)�and�Effective�
Drought�Index(EDI)�in�the�western�region�of�
Chungnam�Province

지하수토양환경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저널 국내 안OO

2020.11.19. 단계양수시험 해석 방법에 따른 우물 및 수리 상수 변동�
분석

지하수토양환경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저널 국내 안OO

2020.12.01. SYNTHESIS�AND�CHARACTERIZATION�OF�
MONTMORILLONITE-SUPPORTED�TiO2�COMPOSITES�
FOR�ENHANCED�UV�ABSORPTION

CLAYS�AND�CLAY�MINERALS SCIE 국외 김OO

한국천문연구원 2020.02.28. KMTNet�Nearby�Galaxy�Survey�II.�Searching�for�Dwarf�
Galaxies�in�Deep�and�Wide-field�Images�of�the�NGC�
1291�System

ASTROPHYSICAL�JOURNAL SCIE 국외 변OO

2020.03.17. CS�Depletion�in�Prestellar�Cores ASTROPHYSICAL�JOURNAL SCIE 국외 김OO

2020.03.31. Analysis�of�Space�Debris�Orbit�Prediction�Using�
Angle�and�Laser�Ranging�Data�from�Two�
Tracking�Sites�under�Limited�Observation�
Environment

SENSORS SCIE 국외 김OO

2020.08.06. Model-independent�Constraints�on�Type�Ia�
Supernova�Light-curve�Hyperparameters�and�
Reconstructions�of�the�Expansion�History�of�the�
Universe

ASTROPHYSICAL�JOURNAL SCIE 국외 구OO

2020.08.31. A�STUDY�OF�ARTICLES�RELATED�ON�ASTRONOMY�
PUBLISHED�IN�NORTH�KOREA�MEDIA

Publications�of�The�Korean�
Astronomical�Society

저널 국내 김OO

2020.12.31. OGLE-2017-BLG-1049�:��ANOTHER�GIANT�PLANET�
MICROLENSING�EVENT

Journal�of�the�Korean�
Astronomical�Society

SCIE 국내 김OO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20.02.03. Single-shot�freeform�surface�profiler Optics�Express SCIE 국외 서OO
2020.03.01. Moment�actuator�for�correcting�low-order�aberrations�

of�deformable�mirrors
Optics�and�Lasers�in�
Engineering

SCIE 국외 안OO

2020.04.13. Interface�charge�transfer�between�
metal�phthalocyanine�and�fluorinated�
hexaazatrinaphthylene�molecules

Curr.�Appl.�Phys. SCIE 국외 황OO�
양OO�
김OO

2020.07.14. Landscape�of�Charge�Puddles�in�Graphene�
Nanoribbons�on�Hexagonal�Boron�Nitride

Physica�status�solidi�(b)�-�
basic�solid�state�physics

SCIE 국외 마O�야O�
배OO

2020.08.03. Electrical�tuning�for�sensitivity�enhancement�of�a�
piezo-electric�ultrasonic�transducer

Journal�of�Mechanical�
Science�and�Technology

SCIE 국외 김OO

2020.08.15. Development�of�phased�array�ultrasonic�system�for�
detecting�rail�cracks

Sensors�and�Actuators�
A-Physical

SCIE 국외 김OO

2020.09.15. Ionic�Current�Rectification�of�Porous�Anodic�
Aluminum�Oxide�(AAO)�with�a�Barrier�Oxide�Layer

ACS�Nano SCIE 국외 이OO

2020.11.09. Feasibility�Study�for�the�Evaluation�of�Chicken�Meat�
Storage�Time�Using�Surface�Acoustic�Wave�Sensor

Journal�of�Biosystems�
Engineering

SCIE 국외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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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학연구원 2020.04.08. Yeast�metabolic�engineering�for�the�production�of�
pharmaceutically�important�secondary�metabolites

APPLIED�MICROBIOLOGY�
AND�BIOTECHNOLOGY

SCIE 국외 라OOO

2020.04.12. Herbal�medicine�for�treatment�of�children�diagnosed�
with�COVID-19:�A�review�of�guidelines

Complementary�Therapies�
in�Clinical�Practice

SCIE 국외 홍OO

2020.05.23. Herbal�Medicine�for�the�Treatment�of�Coronavirus�
Disease�2019�(COVID-19)�:�A�Systematic�
Review�and�Meta-Analysis�of�Randomized�
Controlled�Trials

Journal�of�Clinical�Medicine SCIE 국외 홍OO

2020.06.18. Acupuncture�for�treating�diabetic�retinopathy:�a�
systematic�review�and�meta-analysis�of�randomized�
controlled�trials

COMPLEMENTARY�
THERAPIES�IN�MEDICINE

SCIE 국외 홍OO

2020.06.19. Ethnopharmacological�potential�of�Aspilia�africana�
for�the�treatment�of�inflammatory�diseases

Evidence-based�
Complementary�and�
Alternative�Medicine

SCIE 국외 데OO

2020.06.30. Herbal�medicine�and�pattern�identification�for�
treating�COVID-19:�a�rapid�review�of�guidelines

Integrative�Medicine�
Research

SCIE 국외 홍OO

2020.07.01. Herbal�medicine�for�managing�medical�observation�
period�of�COVID-19�:�a�review�of�guidelines

Integrative�Medicine�
Research

SCIE 국외 홍OO

2020.09.04. Efficacy�and�safety�of�thread�embedding�acupuncture�
on�knee�osteoarthritis�:�A�study�protocol�for�a�
randomized,�controlled�pilot�trial

MEDICINE SCIE 국외 전OOO

2020.09.24. In�Vitro�Antiosteoporosis�Activity�and�Hepatotoxicity�
Evaluation�in�Zebrafish�Larvae�of�Bark�Extracts�of�
Prunus�jamasakura�Medicinal�Plant

Evidence-based�
Complementary�and�
Alternative�Medicine

SCIE 국외 리OO

2020.11.26. A�Micropropagation�Protocol�for�the�Endangered�
Medicinal�Tree�Prunus�africana�(Hook�f.)�Kalkman�
:�Genetic�Fidelity�and�Physiological�Parameter�
Assessment

Frontiers�in�Plant�Science SCIE 국외 리OO

2020.11.27. Histological�assessment�of�different�developmental�
stages�of�In�vitro�micro-propagation�of�Asparagus�
cochinchinensis

PLANT�CELL�TISSUE�AND�
ORGAN�CULTURE

SCIE 국외 데OO

2020.12.31. Analysis�of�research�trends�of�RCT�clinical�
research�on�improving��pruritus�at�Xiaofeng�powder�
in�China�

한방산업연구 저널 국내 전OOO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0.06.01. 멀티 탑재체를 가진�6U�초소형위성의 열설계 검증을 위한�
궤도 열해석

한국항공우주학회지 저널 국내 김OO

2020.06.15. 위성 통신 링크버짓 분석 툴 개발 한국우주과학회지 저널 국내 SO�EO�AO

2020.08.01. SPR(Stereo�Pattern�Recognition)�기법을 이용한 동축�
로터 블레이드의 변형 측정 실험 연구

한국항공우주학회지 저널 국내 유OO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20.01.02. Development�of�a�Nuclease�Protection�Assay�
With�Sandwich�Hybridization�(NPA-SH)�to�Monitor�
Heterosigma�akashiwo

Journal�of�Life�Science 저널 국내 강OO

2020.02.28. Sea�Fog�Identification�From�GOCI�Images�Using�CNN�
Transfer�Learning�Models

ELECTRONICS SCIE 국외 전OOO

2020.03.31. Scalarane-type�Sesterterpenes�from�the�Philippines�
Sponge�Hyrtios�sp.

Ocean�and�Polar�Research 저널 국내 최OO

2020.04.01. 항공 및 드론 영상을 이용한 테트라포드 연안활동장소에�
대한 공극률 계산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연안방재학회 저널 국내 전OO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20.04.23. 다중 원격탐사 플랫폼 기반 곰소만 갯벌 정밀 지형변화 연구 Korean�Journal�of�Remote�
Sensing

저널 국내 황OO

2020.04.24. UAV�자료와 객체기반영상분석을 활용한 대축척 갯벌 표층�
퇴적상 분류도 작성

Korean�Journal�of�Remote�
Sensing

저널 국내 김OO

한국화학연구원 2020.01.28. 폴리에테르이미드 용융중합 공정개선을 위한 신규 디아민�
합성 및 중합

POLYMER-KOREA SCI 국외 정OO

2020.02.11. Origin�of�Fluoropolymer�Affinity�toward�Water�and�Its�
Impact�on�Membrane�Performance

ACS�Applied�Polymer�
Materials

기타 국외 허OO

2020.02.26. High�Performance�Thin-Film�Nanocomposite�Forward�
Osmosis�Membrane�based�on�PVDF/bentonite�
Nanofiber�Support

JOURNAL�OF�INDUSTRIAL�
AND�ENGINEERING�
CHEMISTRY

SCI 국외 AO�AO�SO

2020.03.03. 15�%�이상의 효율로 고성능 소분자 기반 직렬 태양 전지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할로겐 대체

Advanced�Energy�Materials SCI 국외 ZO�AO

2020.03.25. Discovery�of�4-hydroxy-2-oxo-1,2-dihydroquinolines�
as�potential�inhibitors�of�Streptococcus�pneumoniae,�
including�drug-resistant�strains

Bioorganic�&�Medicinal�
Chemistry�Letters

SCI 국외 SO�MO�HO

2020.04.30. Simultaneous�etching�of�underlying�metal�oxide�and�
sulfide�thin�films�during�Cu2S�atomic�layer�deposition

APPLIED�SURFACE�SCIENCE SCI 국외 RO�EO�AO

2020.08.07. Enhanced�Hydrolytic�and�Electrical�Stability�of�Eco-
Friendly-Processed�Polyimide�Gate�Dielectric�for�
Organic�Transistors

Journal�of�Materials�
Chemistry�C

SCI 국외 정OO

2020.08.25. Renewable�malic�acid-based�plasticizers�for�both�PVC�
and�PLA�polymers

JOURNAL�OF�INDUSTRIAL�
AND�ENGINEERING�
CHEMISTRY

저널 국외 박OO

2020.08.26. Design�and�characterization�of�cereblon-mediated�
androgen�receptor�proteolysis-targeting�chimeras

EUROPEAN�JOURNAL�OF�
MEDICINAL�CHEMISTRY

SCI 국외 TO�AO�DO

2020.09.09. Form-Factor�Free�3D�Copper�Circuits�by�Surface-
Conformal�Direct�Printing�and�Laser�Writing

ADVANCED�FUNCTIONAL�
MATERIALS

SCIE 국외 조OO

2020.10.26. Origin�of�Fluoropolymer�Affinity�toward�Water�and�Its�
Impact�on�Membrane�Performance

ACS�Applied�Polymer�
Materials

기타 국외 AO�AO�SO

2020.11.01. Low-energy�catalytic�methanolysis�of�
poly(ethyleneterephthalate)

GREEN�CHEMISTRY SCIE 국외 DO�DO�PO

2020.11.02. 새로운 설폰아미드 계열의�B형 간염바이러스 캡시드�
저해제에 대한 연구

ACS�Medicinal�Chemistry�
Letters

SCI 국외 나OO

2020.11.05. Unique�design�of�superior�metal-organic�framework�
for�removal�of�toxic�chemicals�in�humid�environment�
via�direct�functionalization�of�the�metal�nodes

JOURNAL�OF�HAZARDOUS�
MATERIALS

SCI 국외 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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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UST 수상내역 우수교원 포상
UST는 학생 지도 및 강의 운영에 있어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교육성과를 달성한 교원들을 대상
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 및 논문 지도를 통해 지도학생이 우수 학술지 및 각종 학술대회 
등에서 성과를 달성하거나, 새로운 강의법의 도입, 현장연구의 활성화 등 UST 교육의 질을 제고에 
기여한 교원들을 선정하여 표창과 부상을 수여하였다.

2020년 우수교원 포상은 총 85명을 선정하여 표창하였다. 지도학생이 재학기간 동안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상, 총장상, 설립연구기관장상 및 
대전광역시장상 등을 수상한 경우 지도교수에게 수여하는 우수교수상은 28명, 지도학생이 연구 및 
논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지도한 교수에게 수여하는 연구논문지도상은 16명, 전공강의 및 
현장연구 강좌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교수에게 수여하는 우수강의상 및 우수현장연구상은 41명을 각
각 표창하였다. 향후 우수교원에 대한 포상 규모는 100명 내외로, 교원들의 교육 참여도 및 소속감 
등의 제고를 위해 향후 포상규모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교원·학생 연구 및 교육성과3

구분 성명 캠퍼스 전공 성명 캠퍼스 전공
우수교수상�
(최우수상)

장희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나노-정보융합 동상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에너지 및 시스템공학
이상규 한국화학연구원 스쿨 화학소재 및 공정 장원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쿨 에너지환경융합공학
이관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쿨 바이오-메디컬융합 한중탁 한국전기연구원 전기기능소재공학

우수교수상
(우수상)

김광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쿨 건설환경공학 류충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 생명공학
정주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 생명공학 최영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쿨 생산기술
김택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쿨 생산기술 남영도 한국식품연구원 스쿨 식품생명공학
구민선 한국식품연구원 스쿨 식품생명공학 이의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공학
김현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에너지 및 시스템공학 김재성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종양의과학
송윤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스쿨 차세대소자공학 이준협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과학
임운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스쿨 해양환경과학 김경중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나노계측과학
안범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쿨 생산기술 한요한 한국화학연구원 스쿨 화학소재및공정
장성록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변환공학 권정대 한국재료연구원 신소재 공학
이상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의학물리학 문희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지하수자원학
신용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 생명공학 김재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 생명과학

연구지도상
(최우수/
우수)

손명진(최우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 생명과학 백영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공학
Sergej�Flach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과학 장희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나노-정보융합
정경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쿨 에너지-환경융합 심원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스쿨 해양환경과학
황주호 한국기계연구원 나노메카트로닉스 신원석 한국화학연구원 스쿨 화학소재 및 공정

논문지도상
(최우수/
우수)

김건화(최우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물분석과학 백일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에너지 및 시스템공학
송수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쿨 의공학 김계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스쿨 ICT
김재현 한국기계연구원 나노메카트로닉스 이혁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측정과학
김진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쿨 생산기술 이상규 한국화학연구원 스쿨 화학소재 및 공정

우수강의상 장연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스쿨 해양과학 김선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 생명과학
조홍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스쿨 해양과학 김용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 생명과학
임상호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화학 및 핵비확산 김남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 생명과학
박태홍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화학 및 핵비확산 조현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 생명과학
김병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경영정책 안지윤 한국식품연구원 스쿨 식품생명공학
정일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쿨 건설환경공학 김명선 한국식품연구원 스쿨 식품생명공학
김영덕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과학 김윤태 한국식품연구원 스쿨 식품생명공학
황인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자원공학 이의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공학
진종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측정과학 안세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공학
이승모 한국기계연구원 나노메카트로닉스 김현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공학
서승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스쿨 교통시스템공학 조부승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데이터�및�HPC�과학
선광일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과학 이상민 한국전기연구원 전기기능소재공학
이규양 한국화학연구원 스쿨 의약화학 및 약리생물학 하정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쿨 에너지-환경융합
임채조 한국화학연구원 스쿨 의약화학 및 약리생물학 브랜들리베니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쿨 바이오-메디컬융합
송창은 한국화학연구원 스쿨 화학소재 및 공정 김민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쿨 바이오-메디컬융합
신원석 한국화학연구원 스쿨 화학소재 및 공정 최지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쿨 바이오-메디컬융합
이상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 생명과학 세바스쳔로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쿨 바이오-메디컬융합

우수현장
연구상

김해동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시스템공학 김석기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 및 공정
이현수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과학 이승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
김광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환경공학 이준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바이오-메디컬융합
송용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노-정보융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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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UST 수상내역 교원 수상내역(캠퍼스/스쿨 대내외 수상)우수학생 포상
UST는 매 학기 졸업자 중 연구실적이 뛰어난 학생을 추천하여 표창자로 선정하고 있다. 2020년 8월 
졸업자 107명 중 13명의 학생이 선정되었으며, 2021년 2월 졸업자 150명 중 23명의 학생이 표창자로 
선정되었다. 자세한 표창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구분 표창명 캠퍼스 학위 성명(국적)
2020년
후기

총장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쿨 박사 조은미
한국전기연구원 석사 양혜진

설립연구기관장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 박사 이상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쿨 박사 김승준
한국식품연구원 스쿨 박사 송은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이광섭
한국원자력의학원 박사 윤이나
한국천문연구원 박사 박민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사 곽계영
한국화학연구원 스쿨 박사 LE�THI�HONG�NGAN
한국재료연구원 석사 박재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사 한지연

대전광역시장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 박사 신수현
2021년
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쿨 박사 이시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Umair�Hassan�Bhatti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 박사 김도연
총장상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Richard�Komakech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석사 김연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스쿨 박사 한지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상 한국화학연구원 스쿨 박사 조예진
대전광역시장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 박사 하대인
설립연구기관장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쿨 박사 김수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사 홍승균
국방과학연구소 박사 우상현
극지연구소 박사 정창숙
한국기계연구원 박사 김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쿨 박사 Arihant�Sonawat
한국식품연구원 스쿨 박사 박경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석사 Haider�Sultan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 Zhi�Yong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스쿨 석사 홍석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Mohd�Danish�Khan
한국천문연구원 박사 조일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사 서용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스쿨 박사 서재환
한국화학연구원 스쿨 석사 Duong�Dinh�Pham

캠퍼스 일자 포상구분 소속 직급 성명
국방과학
연구소

2020.08.06. 국방과학상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박이주
2020.08.06. 의범학술상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원준

극지연구소 2020.12.31. 이달의�KOPRI�과학자상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성중
2020.12.31. 올해의�KOPRI�과학자상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성중
2020.04.21. 과학기술훈장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성중
2020.12.31. 이달의�KOPRI�과학자상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성한
2020.04.16. 공로상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양은진
2020.12.31. 도전상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원영
2020.12.31. 이달의�KOPRI�과학자상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이형석
2020.04.16. 이달의�KOPRI�과학자상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한세종
2020.04.16. 공로상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홍종국

기초과학
연구원

2020.12.31. 원장 포상 복잡계 이론물리 연구단 연구위원 Ivan�
Savenko

선박해양
플랜트연구소

2020.01.02. 2019년 우수업적상(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심해공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김영식
2020.01.02. 2019년 우수특허상(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심해공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김영식
2020.10.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해양안전환경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문진
2020.11.30. 해군참모총장상 해양안전환경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문진
2020.12.30. 전라남도도지사 표창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김영식�

안전성평가연구소 2020.12.31. 과기정통부 장관상 바이오시스템연구그룹 책임연구원 김우근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2020.04.24. 대한건축학회상(기술상) 건축정보기술연구센터 연구위원 최경석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2020.10.29. 2020�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100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천연물인포매틱스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강경수
2018.05.30. 이달의�KIST인상(KIST) 천연물인포매틱스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강경수
2017.06.15. ABCH�우수심사위원상�(한국응용생명화학회) 천연물인포매틱스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강경수
2020.11.04. 한국물리학회 논문상 극한소재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김상훈
2020.06.24. 제55회 발명의 날 포상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표창 생체재료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김유찬
2017.10.26.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상 스핀융합연구단 책임연구원 김형준
2019.12.17.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우수 전문위원 스핀융합연구단 책임연구원 김형준
2019.12.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스핀융합연구단 책임연구원 김형준
2020.10.06. 한국고분자학회 중견학술상 소프트융합소재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김희숙
2020.04.21. 대통령 표창 KIST�School 책임연구원 이종호
2020.09.2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표창 에너지저장연구단 책임연구원 정경윤
2020.10.29.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100선 에너지저장연구단 책임연구원 정경윤
2020.12.0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디어소통상 에너지저장연구단 책임연구원 정경윤
2020.12.17. UST�연구논문지도상 논문부문 우수상 에너지저장연구단 책임연구원 정경윤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2020.12.30. ICCC2020�우수논문상 연구데이터공유센터 책임연구원 이용

한국기계
연구원

2020.12.10. 2020�기계의 날 포상(한국기계산업진흥회) 나노공정장비연구실 책임연구원 장원석
2020.06.24. 제55회 발명의 날 국무총리 표창(국무총리) 나노역학장비연구실 책임연구원 김재현
2020.10.29. 2020�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100선

(기계·소재부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역학장비연구실 책임연구원 김재현

2020.04.21. 제53회 과학의 날 기념 장관표창�(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역학장비연구실 책임연구원 현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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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
연구원

2020.11.19. 2020년도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장관표창\(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그린동력연구실 책임연구원 최영
2020.04.21. 제53회 과학의 날 기념 장관표창�(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라즈마연구실 책임연구원 이대훈
2020.04.10. 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한국정밀공학회) 초정밀장비연구실 책임연구원 오정석
2020.12.03. 논문 우수발표상(한국생산제조학회) 초정밀장비연구실 책임연구원 오정석
2020.04.10. 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한국정밀공학회) 초정밀장비연구실 책임연구원 노승국
2020.12.03. Best�Paper�상(한국생산제조학회) 나노공정장비연구실 책임연구원 최기봉
2020.07.13. 논문 우수발표상(사단법인 한국생산제조학회) 나노공정장비연구실 책임연구원 최기봉
2020.12.03. Best�Paper�상(한국생산제조학회) 나노공정장비연구실 책임연구원 최기봉
2020.12.17. 우수논문상(대한기계학회) 열시스템연구실 책임연구원 함영복
2020.12.17. 우수논문상(대한기계학회) 열시스템연구실 책임연구원 윤소남
2020.12.10. 2020�올해의�10대 기계기술�(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 전략조정본부 책임연구원 정준호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2020.02.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표창 질환표적구조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우의전
2020.02.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표창 감염병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권오석
2020.04. 대통령표창 연구전략본부 책임연구원 오두병
2020.04. 장관표창 대사제어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배광희
2020.04. 국무총리표창 바이오신약중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민정기
2020.04. 장관표창 미래형동물자원센터 책임연구원 김선욱
2020.04. 장관표창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손명진
2020.04. 훈장 부원장 책임연구원 김승준
2020.06. 장관표창 바이오경제혁신사업부 책임연구원 이홍원
2020.09.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표창 바이오상용화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이은교
2020.11. 장관표창 환경질환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정진영
2020.12. 장관표창 바이오상용화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이은교
2020.12. 장관표창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윤선우
2020.12. 장관표창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규선
2020.12. 대전광역시장상 세포공장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김희식
2020.12. 전라남도 도지사표창 질환표적구조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박병철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2020.12.31. 생산기술연구원표창 로봇응용연구부문 선임연구원 이동혁
2020.12.31. 생산기술연구원표창 친환경융합소재연구부문 수석연구원 김용진
2020.12.31. 생산기술연구원표창 공정지능연구부문 수석연구원 곽시영
2020.12.31. 생산기술연구원표창 로봇응용연구부문 수석연구원 박재한

한국식품
연구원

2020.04. 자랑스러운�KFRI인상 식품기능연구본부 책임연구원 김윤태
2020.04. 자랑스러운�KFRI인상 식품기능연구본부 책임연구원 하상근
2020.04. 자랑스러운�KFRI인상 식품기능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이소영
2020.10. 자랑스러운�KFRI인상 식품기능연구본부 책임연구원 김윤태
2020.12. 자랑스러운�KFRI인상 식품기능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엄민영
2020.12. 한국식품연구원장상(우수직원상) 식품기능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이소영
2020.12. 한국식품연구원장상(연구기술사업화상) 식품기능연구본부 책임연구원 김윤태
2020.12. 우수 교원상 전략기술연구본부 책임연구원 김현정
2020.12. 우수 교원상 식품기능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상훈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2020.05.28. 2019�출연연 우수 연구성과�10선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료전지연구실 책임연구원 김민진

2020.05.28. 2019�출연연 우수 연구성과�10선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료전지연구실 책임연구원 김민진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2020.10.29.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100선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후변화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류호정

2020.07.18. 우수포스터발표상 연료전지연구실 책임연구원 박구곤
2020.12.31. 연말포상 우수부서상 원장표창 청정연료연구실 책임연구원 박지찬
2020.12.07. 우수상(협업상 아이디어 공모전) 청정연료연구실 책임연구원 박지찬
2020.09.28. 출연(연)�맞춤형 인력양성사업

�2020년도 연수성과교류회 공모전 우수사례 선정�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표창

청정연료연구실 책임연구원 박지찬

2020.11.13. 대한기계학회 회장 우수논문상 KIER�재생에너지공학 책임연구원 백영진
2020.12.17. 대한기계학회 회장�2019년 대한기계학회 논문상

(대한기계힉회논문집B�우수논문)
KIER�재생에너지공학 책임연구원 백영진

2020.04.21. 대통령 표창장 수소에너지연구본부/연료전지 책임연구원 송락현
2020.09.04. 30년 근속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에너지연구본부/연료전지 책임연구원 송락현
2020.04.21. 2020년도 과학의 날 기념 과학기술훈장웅비장 FEP융합연구단 책임연구원 이재구
2020.04.21. 2020년도 과학의 날 기념 과기부장관표창 EMS연구실 책임연구원 김성일
2020.11.1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대상 신재생자원지도실 책임연구원 김현구
2020.12.31.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우수강의상 신재생자원지도실 책임연구원 김현구
2020.10.23.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우수논문상 신재생자원지도실 책임연구원 김현구
2020.09.25. 연구회 이사장상 온실가스연구실� 책임연구원 남성찬
2020.11.25. 대한민국 환경에너지 대상 온실가스연구실 책임연구원 남성찬

한국원자력의학원 2020.12.31. 우수연구자상 방사성의약품개발팀 선임연구원 김진수
한국재료
연구원

2020.02. 미국세라믹학회�ECD�Jubilee�Global�Diversity�Award 바이오닉스재료연구실 책임연구원� 윤희숙
2020.04.24. 연구회 이사장상 알루미늄연구실 책임연구원 어광준
2020.04.21. 과학의날 대통령 표창� 엔지니어링세라믹 책임연구원 송인혁
2020.04.21.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대통령훈장 부원장실 책임연구원 이규환

한국전기
연구원

2020.09.07. 대한전기학회 논문상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지영
2020.12.11. 대한전기학회�Excel�Award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지영
2020.01.02.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고밀도 펄스전원 기술 개발팀 선임연구원 장성록
2020.01.02.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고밀도 펄스전원 기술 개발팀 선임연구원 김형석
2020.11.12. 우수논문상 전동력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홍도관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2020.12.02. 국가�SW�R&D�과제 우수성과 창출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상�(IITP) 사이버브레인연구실 책임연구원 원희선
2020.05. 제33회 정보문화의 달 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방준성
2020.11.11.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표창장 인간로봇상호작용연구실 책임연구원 김계경
2020.12.04.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인간로봇상호작용연구실 책임연구원 김계경
2020.12.17. UST�총장/연구논문지도상 인간로봇상호작용연구실 책임연구원 김계경
2020.01.02. ETRI�표창장 네트워크시스템연구실 책임연구원 김정녀
2020.12.31.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장관 표창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강신각
2020.10.29. 2020�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100선 나노신소재응용연구실 책임연구원 윤선진
2020.04.03. ETRI�올해의 연구자상 소재부품원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송윤호
2020.12.17. UST�우수교수상 우수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윤호
2020.01.02. 2019년도�ETRI�대표성과 산업육성 성과분야 우수상 소재부품원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송윤호

한국천문
연구원

2020.04.27. 2019�출연연 우수 연구성과 장관상�(EHT�한국연구팀) 전파천문본부 책임연구원 정태현
2020.04.27. 2019�출연연 우수 연구성과 장관상�(EHT�한국연구팀) 전파천문본부 책임연구원 변도영
2020.04.27. 2019�출연연 우수 연구성과 장관상�(EHT�한국연구팀) 전파천문본부 책임연구원 이상성
2020.04.27. 2019�출연연 우수 연구성과 장관상�(EHT�한국연구팀) 전파천문본부 책임연구원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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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기술
연구원

2020.12.2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형철
2020.12.10. 올해의기계인 차량핵심기술연구팀 수석연구원 서승일
2020.12.04. 한국도시철도학회�2020�Best�Paper�Award 중대사고대응기술연구팀 책임연구원 강동훈
2020.12.04. 한국비파괴검사학회 우수논문발표상 중대사고대응기술연구팀 책임연구원 강동훈
2020.11.20. 한국철도학회 우수논문발표상 중대사고대응기술연구팀 책임연구원 강동훈
2020.11.06. 한국복합재료학회 우수발표논문상 중대사고대응기술연구팀 책임연구원 강동훈
2020.11.06. 한국비파괴검사학회 학술상 중대사고대응기술연구팀 책임연구원 강동훈
2020.06.26. 대통령 산업포장 전철전력팀 수석연구원 조용현
2020.04.21. 과기부장관상 궤도토목연구본부 수석연구원 김대상
2020.03.0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철도구조연구팀 수석연구원 강윤석
2020.02.28.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형철
2020.02.28. KRRI�Top�Researcher 차량핵심기술연구팀 수석연구원 서승일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202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미생물분석표준팀 책임연구원 김세일
2020.12.15. 2020년 과학기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IOT�광센터팀 책임연구원 이상준
2020.06.16. 백암논문상 멀티스케일길이측정팀 책임연구원 진종한
2020.10.17. KRISS�창립기념일 기술상 멀티스케일길이측정팀 책임연구원 진종한
2020.12.17. UST�우수강의상 멀티스케일길이측정팀 책임연구원 진종한
2020.04.21. 국무총리표창 광영상측정표준팀 책임연구원 김영식
2020.12.18. 특허기술상 지석영상 광영상측정표준팀 책임연구원 김영식
2020.11.06.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상 안전측정연구소 책임연구원 김기복
2020.11. Asia�Pacific�Metrology�Programme’s�Technical�Activity�

Award�(Lead�Technical�Committee�Chair)
길이형상표준팀 책임연구원 강주식

한국한의학
연구원

2020.11.20. 2020년 국가표준 개발운영유공 식품의약안전처장상 미래의학부 책임연구원 최선미
2020.04.21. 2020�과학의 날 기념 정부포상 국무총리상 한약연구부 책임연구원 채성욱
2020.10.07. 2020�개원기념 포상 내부공로상 한국한의학연구원장상 임상의학부 책임연구원 이명수
2020.04.06. 2020년�1/4분기 홍보인상 한국한의학연구원장상 임상의학부 책임연구원 이명수
2020.10.07. 2020�개원기념 포상 장기근속상(10년)�한국한의학연구원장상 미래의학부 책임연구원 전영주
2020.06.24. 2020�제55회 발명의 날 한국한의학연구원장상 미래의학부 책임연구원 전영주
2020.10.07. 2020�개원기념 포상 장기근속상(10년)�한국한의학연구원장상 비임상연구협력팀 책임연구원 김동선
2020.10.07. 2020�개원기념 포상 장기근속상(10년)�한국한의학연구원장상 한약자원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0.12.28. 국방부장관표창 최전익기담당 책임연구원 김덕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20.12.31. 장관표창 해양생명공학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권개경
한국핵융합
에너지연구원

2020.12.14. Winner�of�the�awards�for�innovative�presentations KSTAR�연구본부 책임연구원 고진석

한국화학
연구원

2020.1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표창 에너지소재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신원석
2020.10.14. 젊은식물병리학자상(한국식물병리학회) 친환경신물질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김헌
2020.12.21. 2020년 바이오분야발전 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표창
환경자원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신지훈

2020.10.30. 산업부 장관상 바이오고분자팀 선임연구원 오동엽
2020.09.01. 2020년 창립제44주년 기념 포상

공로상 한국화학연구원장상
정보융합신약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광호

2020.12.01.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정보융합신약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오광석
2020.04.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에너지소재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송창은
2020.09.01.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에너지소재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송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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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상내역(캠퍼스/스쿨 대내외 수상)

캠퍼스 일자 포상구분 소속 성명
국방과학연구소 2020.04.29. 국방과학연구소장 표창장 무기체제공학전공 우상현
극지연구소 2020.12.31. 기여상 극지과학전공 손우주
기초과학연구원 2020.12.12. 우수 포스터 발표상(KSND)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주연하

2020.12.17. UST�표창장(2020년�UST�연구논문상 논문부문 우수상) 복잡계 이론물리 연구단 Ihor�VAKULCHYK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0.02.29. 설립연구기관장상 건설환경공학전공 이예은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2020.12.1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우수발표상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최익제
2020.12.30. ICCC2020�우수논문상 슈퍼컴퓨팅응용센터 박기홍

한국기계연구원 2020.12.17. 우수논문상(대한기계학회) 열시스템연구실 안병철
2020.12.17. 우수논문상(대한기계학회) 열시스템연구실 MOJIZ�ABBAS�TRIMZI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20.12. UST�최우수논문상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문선주
2020.8.24. 스쿨 우수연구상 항암물질연구센터 견미랑
2020.8.24. 스쿨 우수연구상 노화제어전문연구단 한준석
2020.8.24. 스쿨 우수논문상 바이오신약중개연구센터 이나금
2020.8.24. 스쿨 우수논문상 감염병연구센터 Nguyen�Thi�Quyen
2020.8.24. 스쿨 우수논문상 유전자교정연구센터 서은혜
2020.8.24. 스쿨 우수논문상 환경질환연구센터 차은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0.12.31. 생산기술연구원표창 융합소재공정연구부문 최권훈
2020.12.31. 생산기술연구원표창 로봇응용연구부문 김정영

한국식품연구원 2020.12. 학생우수연구논문상 한국식품연구원스쿨 임은영
2020.12. 학생우수연구논문상 한국식품연구원스쿨 박경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20.12.31. KIER�외국인학생 표창 신연소발전연구실 Iman
2021.02.25.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상(UST) 온실가스연구실� Umair�Hassan�Bhatti

한국원자력의학원 2020.09.18. 우수논문상 방사성의약품개발팀 자히르 자베리아
한국전기연구원 2020.01.02.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고밀도 펄스전원 기술 개발팀 배정수

2020.01.02.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고밀도 펄스전원 기술 개발팀 김태현
2020.04.10. 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전동력연구센터 김세영
2020.07.17. 장려상 전동력연구센터 이태우
2020.10.30. 논문상 전동력연구센터 박준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0.07.17. 한국탄소학회 춘계학술대회�Best�Poster�Awards 차세대소자공학 안유정
2020.10.19. UST연구논문우수상 인간로봇상호작용연구실 조재민
2020.12.03. K-사이버 시큐리티 챌린지�

2020�AI기반 취약점 자동탐지 트랙-장려상
네트워크시스템보안연구실 송지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20.12.31. 우수연구 표창상/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철전력연구팀 나경민
2020.11.20. 우수논문발표상/(사)한국철도학회� 교통환경연구팀 Michael�Versoza
2020.10.16. Most�Downloaded�Article�Award,�2018�to�2019�(Analysis�

of�Wheel�Squeal�and�Flanging�on�Curved�Railway�Tracks)
교통환경연구팀 윤양수

2020.07.20. 논문발표상/한국철도학술대회 추계학술대회 전철전력연구팀 나경민
한국파스퇴르연구소 2020.10.07. KSMCB�우수포스터 상 첨단바이오의학팀 이민지

2020.12.01. 2020�UST�Young�Scientist�Program 기술개발플랫폼팀 Maylis�Boitet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20.10.1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우수 연구학생 표창장 광영상측정표준팀 서용범
한국화학연구원 2018.08.01. American�Vacuum�Society 박막재료연구센터 Raphael�Edem�Agbenyeke

2019.02.15. Korean�Conference�on�Semiconductors 박막재료연구센터 Raphael�Edem�Agbenye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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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및 세부전공 분야

주관 캠퍼스(스쿨) 전공 세부전공 분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쿨 건설환경공학 건설환경공학 공학

도시 및 교통시스템공학 공학
지반신공간공학� 공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쿨 나노-정보 융합 HCI�및 로봇공학 공학
나노재료공학 공학

바이오-메디컬 융합 생물화학 이학
생체신경과학 이학
의공학 공학

에너지-환경 융합 에너지공학 공학
환경공학 공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 생명공학 나노바이오공학 공학
생물공정공학 공학
시스템생명공학 이학
환경바이오공학 이학

생명과학 기능유전체학 이학
단백체구조생물학 이학
생명정보학 이학
생체분자과학 이학

한국화학연구원 스쿨 의약화학 및 약리생물학 의약화학 이학
약리생물학 이학

화학소재 및 공정 그린화학공정 공학
화학융합소재 공학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스쿨 ICT 네트워크공학 공학
정보보호공학 공학
차세대소자공학 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 공학
통신미디어공학 공학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쿨 생산기술 로봇공학 공학
산업소재·스마트제조공학 공학
청정공정·에너지시스템공학 공학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스쿨 교통시스템공학 - 공학
한국식품연구원 스쿨 식품생명공학 - 공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스쿨 해양과학 해양학 이학

응용해양과학 이학
런던의정서 경영공학 공학

주관 캠퍼스(스쿨) 전공 세부전공 분과
연합대학원 과학기술경영정책 - 공학
한국재료연구원 신소재 공학 - 공학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데이터 및�HPC�과학 - 공학
한국기계연구원 나노메카트로닉스 - 공학

플랜트기계공학 - 공학
환경에너지기계공학 - 공학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물분석과학 - 이학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에너지 및 시스템공학 - 공학

재생에너지공학 - 공학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 공학
한국원자력연구원 가속기 및 핵융합 물리공학 - 공학

방사선 과학기술 - 이학
방사화학 및 핵비확산 - 이학
신형원자력시스템공학 - 공학
양자에너지화학공학 - 공학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종양의과학 - 이학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변환공학 - 공학

전기기능소재공학 - 공학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지하수자원학 - 이학

물리탐사공학 - 공학
석유자원공학 - 공학
자원순환공학 - 공학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과학 - 이학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나노계측과학 - 이학

의학물리학 - 이학
측정과학 - 이학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융합의학 - 공학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시스템공학 - 공학
국방과학연구소 무기체계공학 - 공학
극지연구소 극지과학 - 이학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과학 - 이학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선박해양공학 - 공학
안전성평가연구소 인체 및 환경 독성학 -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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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개
극지과학은 남극과 북극의 자연 현상과 환경변화를 다학제적 관측을 통해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극지역의 자원개발과 공학적 활용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극지연구소는 극지과학 분야 글로벌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UST-극지연구소 캠퍼스에서 석ㆍ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기연구본부, 지권연구본부, 빙하환경연구본부, 해양연구본부, 생명과학연구
본부의 5개 연구부서와 저온신소재연구단, 원격탐사빙권정보센터 소속의 교원들이 본 과정에 참여 
중이다. 본 캠퍼스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북극 다산기지, 쇄빙연구선 아라온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극지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극지과학 전공 학생들은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한 극지역 현장연구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되고, 다학제 융합연구라는 극지과학 전공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의 수업과 현장연구 참여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본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는 연구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내 최고 수준의 학생인건비와 등록금, 기숙사 등이 제공
되고 전 세계 유명 대학 및 연구소에서의 연수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참여기회가 제공된다.

전공 소개     
극지과학
극지과학은 남극과 북극을 중심으로 극지역의 자연 현상을 관측하여 전 지구적 환경의 장기변화를 
이해하고 극지의 다양한 자원개발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 극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건조하며 바람이 센 극한환경을 가지기 때문에 기후변화, 지구과학, 해양과학, 생물진화, 고환경, 빙하
연구, 공학 분야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지역이다. 특히, 극지역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변화
하는 지역이면서 지구의 과도한 열을 흡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극지과학은 극지역을 
대상으로 자연과학 및 공학의 전 분야를 포함하는 다학제 융합학문이기에 모든 전공 학부 졸업생의 
지원이 가능하다. 입학 후에는 극지과학 세부 연구 분야들(기후과학, 지구시스템, 생명과학, 해양과학, 
고환경 등) 중의 하나를 선택해 심층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아라온과 남북극 기지 중심의 현장 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극한 환경에서의 실험과 협업,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취적인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공분야이다.

극지연구소캠퍼스 소개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주국방의 초석’이라는 가치 아래 1970년 8월에 창설된 이후, 국가적 사명감과 
목표 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국내 산업기반이 전무한 상황에서 기본화기 개발을 성공하였다. 
또한 현재는 유도무기 등 각종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전력증강과 
함께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수준의 무기체계 국외 수출에 기여하는 등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매진
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4년 UST-국방과학
연구소 캠퍼스를 신설,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유도/비행체, 통신/전자전, 탄두/에너지 분야 등 
무기체계 개발에 소요되는 기반기술을 연구하는 무기체계공학 전공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본 캠퍼스는 연구소 특성상 국내 학생만을 선발하여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현장 중심형 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특히 실제 무기체계 개발에 이용되는 국내 최고의 다양한 첨단 연구개발 인프라를 직접 
활용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학위과정 후에 바로 연구소 및 관련 방위산업체
에서 활용이 가능하여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전공 소개      
무기체계공학
무기체계공학은 무기 체계(Weapon Systems)를 연구, 개발 및 시험하는데 필요한 관련 지식을 총 
망라한 종합 학문이다. 국방과학연구소 무기체계공학은 유도/비행체, 통신/전자전, 탄두/신소재/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과 최첨단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차세대 국방 분야 
최고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전공은 전자, 전기, 전산, 기계, 화학 및 화공,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특화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방과학연구소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488번길 160

연락처
042-822-4271

홈페이지
www.add.re.kr

캠퍼스 정보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연락처
032-770-8400

홈페이지
www.kopri.re.kr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9

4

13

교원

학생

졸업생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23

26

16

교원

학생

졸업생

ADD KOPRI

캠퍼스 전공 소개4.

민성기 대표교수
msk0401@add.re.kr

강성호 대표교수
shkang@kop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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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개
2011년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은 기초과학 분야 핵심연구기관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와 인프
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선도연구를 수행한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생명과학 및 물리학 분야 인재를 육성
하기 위해 2014년 UST-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를 신설,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에 위치한 연구단들을 중심으로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뇌과학), 지하실험 연구단
(입자물리), 복잡계 이론물리 연구단(통계물리), 희귀핵연구단(핵물리)등 4개 연구단이 본 과정에 참여 
중이다.
본 캠퍼스는 전 세계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생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중심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석학급 연구자가 교원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본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생인건비가 제공되며, 세계적 대학 및 연수 프로
그램, 국제학술대회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전공 소개      
기초과학
기초과학 전공은 세계 수준의 교수진과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선도연구를 통한 기초과학분야의 
차세대 연구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전공은 뇌과학 분야의 인지 및 사회성 연구, 물리분야에는 
지하시설을 이용한 새로운 입자 탐색 연구, 복잡계현상 이론물리 연구, 중이온 가속기 등을 이용한 
희귀핵반응 연구 등 IBS 본원연구단의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전공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기초과학 
분야의 보다 심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연락처
042-878-8114

홈페이지
www.ibs.re.kr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22

33

15

교원

학생

졸업생

IBS

캠퍼스 소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2014년 1월 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차세대
선박 및 해양구조물 분야의 해양산업 선도 기술과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을 위한 미래 지향적 공공복지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고효율 선박기술을 개발하는 ‘친환경 운송선박 분야’, 해양공간
에서의 미래자원개발을 위한 ‘해양플랜트 및 에너지 분야’, 빠르고 안전한 바다를 책임지는 ‘해양사고
대응 및 해상교통체계분야’, 생활범위를 바다까지 넓히는 ‘수중로봇 및 장비시스템 분야’, 산업계 근접 
지원을 위한 ‘선박해양플랜트 기술 실용화 및 산업계지원 분야’를 통해 해양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개발
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선박해양 플랜트 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계 근접지원을 
위해 해양플랜트연구센터 건립 추진 등 산학연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첨단연구시설인 
선형시험수조, 대형캐비테이션터널, 빙해수조, 해양공학수조, 선박운항시뮬레이터, 토양수조, 수중
음향수조, 심해용 ROV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조선 산업 1위의 국가가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공 소개      
선박해양공학 
선박해양공학 전공은 세계적인 수준의 국내 조선 산업계 및 연구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연구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2013년 신설되었다. 선박해양 분야는 범위가 매우 넓어 다양한 선박의 설계 및 성능 
해석, 각종 해양자원의 발굴을 위한 설비 및 장비 개발, 해양 공간과 에너지 자원의 이용, 해상안전 관련 
정보처리 기술, 해양오염과 재난 대응기술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첨단연구시설인 선형시험
수조, 대형공동수조, 해양공학수조, 선박운항시뮬레이터, 토양수조, 수중음향수조, 심해용 ROV 등을 
보유하고 있다. 본 전공에서는 다양한 연구 경험과 대형 설비를 바탕으로 이론 및 응용기술과 연구 현장의 
실무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전문 연구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연락처
042-866-3114

홈페이지
www.kriso.re.kr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10

3

4

교원

학생

졸업생

KRISO

이창준 대표교수
cjl@ibs.re.kr

김병완 대표교수
kimbw@kriso.re.kr



107106

통계 및 현황part. 3 2020 Annual Report캠퍼스 전공 소개4

캠퍼스 소개
2002년 설립된 안전성평가연구소는 국민건강과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글로벌 독성연구기관으로서 
최고수준의 연구자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독성연구를 수행한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각종 화학 및 바이오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연구 및 지원을 통한 국가산업발전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UST-안전성평가연구소 캠퍼스를 신설, 석·
박사·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캠퍼스는 독성학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전 본소에서는 첨단독성, 예측
독성, 대체독성, 약물중독성연구를 수행하고 전북 분소에서는 영장류모델, 미니픽모델, 흡입독성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남 분소에서는 환경 독성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각 지역별 특화된 연구 
분야를 통해 독성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전공 소개     
인체 및 환경독성학
• �인체독성 : 새로운 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위해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표준화된 독성시험을 
수행하며 새로운 독성평가법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또한 첨단 바이오기술 기반의 줄기세포분화, 독성
기전, 분자영상, 오가노이드, 뇌질환, 대체독성모델연구 등 예측·대체독성 연구 분야에 매진하고 있다.

• �환경독성 : 다양한 종류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매체 내 거동연구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신 
연구기법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평가·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연락처
042-610-8250

홈페이지
www.kitox.re.kr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12

17

21

교원

학생

졸업생

KIT

캠퍼스 소개
1983년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건설기술 분야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우수한 전문 
인력과 실물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 건설산업과 국가 경제·사회발전을 선도할 연구를 수행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 융복합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04년 UST 설립부터 석·박사 및 통합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캠퍼스는 건설환경공학 전공을 운영, 3개의 세부전공별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이 국가 R&D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연구 중심형 교육과 현장 실습을 실시한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가 교원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본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는 학생인건비와 복지혜택 등이 제공되며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외부 교육(온라인/오프라인)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지원된다.

전공 소개     
건설환경공학
건설환경공학 전공은 세계 수준의 교수진과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토 건설에 필요한 첨단기술과 
환경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를 수행하고, 국토 및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으로 융복합 할 수 있는 
건설환경분야의 미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전공은 건설환경공학, 도시 및 교통시스템공학, 
지반신공간공학 등의 세부전공분야에서 심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캠퍼스 정보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연락처
031-910-0114

홈페이지
www.kict.re.kr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35

31

69

교원

학생

졸업생

KICT

윤석주 대표교수
sjyoon@kitox.re.kr

김현준 대표교수
hjkim@kict.re.kr



109108

통계 및 현황part. 3 2020 Annual Report

캠퍼스 소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슈퍼컴퓨터, 과학기술연구망, 과학기술데이터 및 정보분석 등의 과학기술 
R&D 인프라를 체계적 구축 및 선도하는 연구기관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계산과학 연구 및 슈퍼컴퓨터개발, 과학기술연구망 및 
정보보호 등에 전문성 있고, 융합형의 T자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UST-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캠퍼스는 국내 유일의 데이터 및 HPC 과학의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세계 수준의 연구자가 교원으로 참여하여 깊이 있는 연구
를 지도하고 있다. 학생들은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여 실무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 뿐 아니라 매년 
학생과 교원 및 졸업생이 참여하는 학술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해외연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국제 학술대회 참가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공 소개     
데이터 및 HPC 과학
4차 산업혁명 선도, 과학적 난제 및 국가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데이터 및 슈퍼컴퓨팅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전공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이 정보를 생성, 전달, 처리, 저장하는 전 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한다. 데이터 과학 세부전공에서는 데이터마이닝, 시각화,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 등 대용량 데이터
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도출하거나 변화를 예측하는 정보화 기술·인프라 
기술을 연구한다. HPC 과학 세부전공에서는 나노, 바이오, 입자물리 등 분야의 계산과학, 슈퍼컴퓨터
개발 및 클라우드 기술, 엑사스케일 컴퓨팅 개발 및 운영 기술, 초고성능 연구망 기반 페타스케일 
대용량 전송 기술,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 차세대 보안관제 기술, 양자암호통신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연락처
042-869-1004

홈페이지
www.kisti.re.kr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34

38

62

교원

학생

졸업생

KISTI

캠퍼스 소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에 필요한 창의적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특히 에너지, 환경, 
국방, 재료, 건강 등의 분야에서 요구되는 국가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민국 종합연구기관
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융복합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산업계와 대학의 연계역할을 하며 
서로의 강점을 제고하는 산학연 협력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U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캠퍼스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프런티어 캠퍼스로서 바이오-메디컬, 나노-
정보, 에너지-환경 학문간 융합으로 긴밀하고 다양한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창의적인 
융합형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전공 소개     
바이오-메디컬 융합
본 전공은 인간의 생명과 뇌기능 현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질환들의 기전 연구, 혁신적인 치료제 및 진단, 
그리고 환자 맞춤형 기술을 연구하는 다학제 융합전공으로 생물화학, 의공학, 생체신경과학 3개의 세부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에너지-환경 융합
본 전공은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과 깨끗한 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이라는 보편
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에너지 생산, 저장, 활용 전반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며, 물 자원 및 대기 환경 제어/관리 기술 개발로 깨끗한 환경에 대한 전세계적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나노-정보 융합
본 전공은 나노재료 또는 나노구조체의 신물성 창출 및 공학적 응용에 대해 교육하며 이러한 나노기술을 
IT(정보처리, 저장, 표시, 감지기술 등), ET(에너지 변환, 저장, 환경기술 등), BT(생체기술) 등의 기술에 
접목하여 활용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소양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캠퍼스 정보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4길 5

연락처
02-958-5114

홈페이지
www.kist.re.kr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210

289

656

교원

학생

졸업생

KIST

캠퍼스 전공 소개4

이현주 대표교수
hjlee@kist.re.kr

조금원 대표교수
ckw@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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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개
한국기계연구원은 기계분야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신뢰성 평가 등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1976년 설립되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현장경험 교육과 연구활동을 통해 핵심·원천기술의 발전과 사업기술 혁신을 선도하
는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UST-한국기계연구원 캠퍼스를 설립하여 3개의 전공을 석·
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캠퍼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가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연구현장을 직
접 경험하고 있으며 50여명의 우수 교수진이 국제적인 첨단연구장비와 시설을 바탕으로 한국기계연
구원의 40년 이상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전공 소개     
나노메카트로닉스
본 전공은 나노임프린트기반 나노패터닝 공정/장비 원천기술 및 나노부품조립, 나노측정기술이 복합적
으로 요구되는 나노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기초과목과 심화교육을 중점적
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응용기술을 교육함으로써 국내의 나노공정/장비/
측정 기술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환경에너지기계공학
본 전공은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기계 기술, 연료전지, 가스터빈 기술 등의 재생 에너지 및 
청정 연료 기반 기계기술, 미래 친환경/고효율 엔진 및 자동차 기술, 플라즈마 활용 에너지/환경 기계기술, 
폐수 및 정수 처리 등 환경 기계기술 등에 대해서 교육 연구를 수행하고 졸업 후 환경과 에너지 기계분야 
전문가가 되어 기업, 연구소 등으로 취업하게 된다.
플랜트기계공학
본 전공은 에너지 생산, 변환 및 이용과 관련한 에너지 플랜트의 공정 설계기술, 안전신뢰성기술, 핵심
기자재기술에 대하여 열유체 기계기술 기반으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한다. 플랜트와 관련된 실제 
엔지니어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플랜트 공정 설계 등의 심화과정을 선택하여 공부하게 되며 플랜트 
공정 및 핵심기계에 대한 설계 및 운용 전문가가 되어 다양한 기계산업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한국기계연구원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연락처
042-868-7114

홈페이지
www.kimm.re.kr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60

48

107

교원

학생

졸업생

KIMM

캠퍼스 소개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행복을 창출하는 분석과학 개방 연구원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1988년에 
설립되었으며 첨단 연구장비와 관련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가 기초과학 발전을 지원한다. 한국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생물분석과학 주관 기관으로 MRI, NMR, EM 등의 대형장비를 활용하는 연구와 
펩티드과학, 신약분석과학, 미생물과학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UST-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캠퍼스는 개방형 연구원으로서 국가적 연구역량이 집적된 다양한 연구 
경험을 얻을 수 있고 세계적 대형장치를 활용하는 국책 프로젝트인 융합·협력 연구도 수행할 수 있다. 
입학생은 매월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고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거나 외부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전공 소개     
생물분석과학
생·의·약학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신업에서 필요한 분석기술을 교육하며 다학제적 융합 연구 환경에서 
첨단 과학과 기술을 경험한 능력있는 과학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세계 일류의 EM, NMR, MS, MRI 등의 
연구 장비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펩티드과학, 생체모사기술, 신약 발굴 및 분석 등 융복합적 신기술
개발과 응용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사회가 원하는 인재들이 성장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연락처
042-865-3500

홈페이지
www.kbsi.re.kr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14

9

21

교원

학생

졸업생

KBSI

송영훈 대표교수
yhsong@kimm.re.kr

이철현 대표교수
chulhyun@kb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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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1985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바이오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바이오의약 
원천기술 개발, 바이오 융합·소재 개발, 바이오핵심기술 개발, 바이오 인프라 선진화 등을 통해 건강한 
삶과 바이오경제를 구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ST-한국생명공학연구원 캠퍼스는 2004년 캠퍼스를 시작으로 2017년 스쿨로 인증, 발전하고 있으며 
‘글로벌 바이오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KRIBB School’을 비전으로 삼고 바이오분야 특화 캠퍼스 성장, 
핵심원천기술 발전 및 산업기술 혁신 선도 인재 양성, 우수 교원 기반 현장중심 교육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본 캠퍼스는 우수한 교원 기반의 현장중심 교육을 통해 Nature Communications 논문 등 매년 탁월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 창출을 인정받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졸업생 약 90%가 
국내외 국가연구소 및 대학,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또한 본 캠퍼스는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을 위한 4대 보험 가입 및 학생인건비 지급, 학생회 운영을 통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저널클럽 및 산·학·연 전문가 세미나운영을 학생 역량 강화, 우수학생에 
대한 포상 실시 등 학생들이 우리나라 핵심 바이오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전공 소개     
생명과학
기능유전체학, 단백체 구조생물학, 생명정보학, 생체분자과학 등 4개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믹스 기반 생명현상 이해 및 생체 내 신호전달 기술 습득 등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명공학
나노바이오공학, 생물공정공학, 시스템생명공학, 환경바이오공학 등 4개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식량·질병·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응용연구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
대를 견인할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연락처
042-860-4114

홈페이지
www.kribb.re.kr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128

207

381

교원

학생

졸업생

KRIBB

캠퍼스 소개
1989년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실용화 중심 종합연구기관으로서 3대 
중점 연구 영역인 뿌리기술, 청정기술, 융복합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및 3개 연구소와 7개 지역
본부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UST-한국생산기술연구원 캠퍼스는 산업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로봇, 산업소재, 스마트제조, 청정공정, 에너지시스템 분야 
등 산업계 수요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본 캠퍼스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가 교원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선발된 학생은 
연구에 직접 참여하며 연구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된다.
본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는 학생인건비 외 각종 복지혜택이 제공되며 국제학술대회 등에 참가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전공 소개     
생산기술
생산기술 전공은 우리나라 주력산업 및 4차산업과 관련된 로봇, 산업소재, 스마트제조, 청정공정, 
에너지시스템 산업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하여 3개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안산) 로봇공학은 기계, 전기, 전자, IT 등 다학제적 융복합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로봇 
기술을 학습한다.

• �(인천(송도), 시흥) 산업소재·스마트제조공학은 희소금속, 세라믹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희소소재의 
선순환 구조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조공정 설계 및 최적화 방법에 대하여 학습
한다.

• �(천안) 청정공정·에너지시스템공학은 청정재료공정과 고효율 에너지 기술에 관해 학습한다. 정보 분야의 
전문적 소양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캠퍼스 정보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양대기로길 89

연락처
041-589-8114

홈페이지
www.kitech.re.kr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39

36

103

교원

학생

졸업생

KITECH

김승준 대표교수
ksj@kribb.re.kr

손웅희 대표교수
shon@kitech.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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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개
1988년에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은 국내유일의 식품분야 정부출연기관으로 선도적 식품과학 기술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식품산업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고령사회 대응 식품의 영양 기능성 및 개인맞춤 건강식이 연구와 국민에게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한 
차세대 식품안전유통기술 개발, 신산업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바이오신소재 및 신공정개발 등을 중점
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UST-한국식품연구원 캠퍼스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중점 특화연구 분야, 최첨단연구시설, 우수한 연구
인력 및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으로 식품분야 미래성장 동력창출 및 식품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최고 식품생명공학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학생전원에게 기숙사가 제공되고 해외연수 및 국제
학술대회 참가기회가 주어진다.

전공 소개     
식품생명공학
식품생명공학 전공은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분자생물학, 식품미생물학, ICT 등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식품분야 미래 핵심원천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세부 전공영역
• 식품기능성 : 오믹스기술 적용 식품의 건강기능성 및 분자기전 구명, 건강기능식품소재 연구
• 식품미생물 : 식품 안전성 평가 및 관리 기술 개발, 발효식품 및 유용미생물 대사체 연구
• 식품융복합 : ICT 활용 식품의 품질관리 및 예측기술, 식품가공 및 분석기술

장점
• 첨단연구장비/시설 + 대형 국책연구프로젝트 참여 + 우수한 교수진 →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 실시 

한국식품연구원

캠퍼스 정보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연락처
063-219-9065

홈페이지
www.kfri.re.kr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20

20

28

교원

학생

졸업생

KFRI

캠퍼스 소개
1978년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에너지 분야의 핵심연구기관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선도연구를 수행한다.
UST-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캠퍼스는 신에너지 및 시스템공학과 재생에너지 공학의 38명의 교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에너지기술전문연구기관으로 
캠퍼스의 모든 교원들이 다양한 에너지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처리 및 이용, 화석에너지 청청이용 및 에너지기술 간의 융복합 연구를 주로 수행하며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다양한 청정에너지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본 캠퍼스
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과 정부연구과제는 모두 에너지기술에 특화되어 있으며 대학원생들에게 
다양한 에너지기술에 대한 현장연구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전공 소개     
신에너지 및 시스템 공학
에너지 및 시스템 공학 전공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에너지재료, 청정연료 및 온실가스,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등 5개의 연구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전공에서는 수소 및 연료전지 핵심 기술, 새로운 에너지 
재료, 화석연료 전환, 온실가스 포집, 이용, 저장,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시스템 운영 관련 핵심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에너지 분야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을 다루고 있다.
재생에너지공학
청정 재생에너지원(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및 폐열 등 미활용 청정 에너지)의 
종류와 특성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재생에너지
원을 이용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 및 평가가 모두 가능한 첨단 실무형 글로벌 녹색 재생
에너지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연락처
042-860-3114

홈페이지
www.kier.re.kr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61

56

103

교원

학생

졸업생

KIER

하태열 대표교수
tyhap@kfri.re.kr

송락현 대표교수
rhsong@kier.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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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4교원

캠퍼스 전공 소개4 캠퍼스 전공 소개4

캠퍼스 소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1990년 
설립된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규제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소통,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기준 개발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전공 소개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원자력 및 방사선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다. 원자력과 방사선의 생산 및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및 방사선 
생산 및 이용 시설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여야 한다. 
본 전공은 원자력 및 방사선공학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에 
따른 안전문제를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는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에 
대한 안전규제 및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함으로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식을 함양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연락처
042-868-0801

홈페이지
www.kins.re.kr

캠퍼스 현황

명14졸업생

KINS

캠퍼스 소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4년 UST-한국원자력연구원 캠퍼스를 신설하여 5개 전공의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캠퍼스는 학생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중심형 교육을 실시하며 세계 수준의
석학급 연구자가 교원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전공 소개     
가속기 및 핵융합물리공학
본 전공은 첨단 가속기 및 초고출력 레이저 개발과 이의 응용 기술, 그리고 핵융합 장치 개발에 필요한 
첨단 지식과 함께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방사선 과학기술
본 전공은 방사선 생물반응을 체계화하여 새로운 방사선 융합 생명공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생물체의 방사선 반응을 분석하는 기초연구 과정과 생물 산업용 신소재를 개발하는 응용연구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방사화학 및 핵비확산
본 전공은 방사성 물질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적 거동에 대한 방사화학 기초 이론을 교육하고, 사용후
핵연료, 제염해체, 방사성폐기물 처분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방사화학 지식과 실습을 제공한다. 
신형원자력시스템공학
본 전공은 기존의 원자력 시스템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신형 원자력 시스
템에 대한 고급기술 및 미래지향적 기술개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생생한 첨단현장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양자에너지화학공학
본 전공은 원자력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재료열화 관리기술, 사용후 핵연료의 건식처리 
등의 핵연료주기기술,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연락처
042-868-2000

홈페이지
www.kaeri.re.kr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51

28

99

교원

학생

졸업생

KAERI

윤주용 대표교수
k153yjy@kins.re.kr

최기용 대표교수
kychoi@ka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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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개
한국원자력의학원은 1963년 방사선의학연구소로 출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속 연구 기관으로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 연구를 수행한다. 2005년 UST-한국원자력의학원 캠퍼스를 신설,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2015년 방사선종양의과학으로 전공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캠퍼스는 전 세계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여 우수한 교수진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연구 중심형 교육을 수행한다. 특히 40여 년간 난치병인 암 정복을 위해 
노력해 온 원자력병원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교원들과 물리, 화학, 생물, 기계전자공학 등 다양한 
전공 교원들의 다양한 융합 강의와 중개협력연구를 기반으로 원자력의 의학적 이용을 통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할 전문 연구자 배출을 위해 노력한다.

전공 소개     
방사선종양의과학
암의 진단, 치료 및 예방에 응용될 수 있는 방사선물리학, 방사선생물학 및 기초핵의학을 바탕으로 
세포생물학, 분자종양학, 면역학 등의 지식을 포괄하는 방사선종양의과학은 실제 암 진료의 현장으로
부터 피드백 되는 연구수요를 반영, 중개협력, 나아가서는 임상이행 연구에 필요한 전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캠퍼스 정보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연락처
02-970-2114

홈페이지
www.kirams.re.kr

KIRAMS

캠퍼스 소개
2007년 설립된 한국재료연구원은 소재 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소재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한국재료연구원은 소재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UST-한국재료연구원 캠퍼스에서 석ㆍ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금속재료연구본부, 분말재료연구본부, 세라믹재료연구본부, 표면재료연구본부, 복합
재료연구본부, 재료디지털플랫폼연구본부 등 6개 연구본부가 본 과정에 참여 중이다.
본 캠퍼스는 전 세계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생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중심형 
교육을 실시한다. 소재개발 관련 실무적 능력을 갖는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자 세계적 수준의 석학급 
연구자가 교원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본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는 학생인건비가 제공되며, 세계적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수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전공 소개     
신소재공학
신소재공학은 첨단산업분야 발전의 근간으로 금속, 세라믹, 복합재료 등을 포함하는 신소재의 특성 
향상 및 신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소재의 특성 향상 및 새로운 혁신 신소재를 개발하는 학문 분야
이다. 본 전공에서는 신금속 재료분야, 세라믹 재료분야, 표면재료분야, 복합재료분야, 나노분말소재
분야에서 재료의 설계, 공정, 특성평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부 과목을 통하여 소재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신소재 관련 공학적 실용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한국재료연구원

캠퍼스 정보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97

연락처
055-280-3000

홈페이지
www.kims.re.kr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17

13

22

교원

학생

졸업생

KIMS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21

19

18

교원

학생

졸업생

이규환 대표교수
lgh1636@kims.re.kr

김미숙 대표교수
mskim@kcch.re.kr



121120

통계 및 현황part. 3 2020 Annual Report캠퍼스 전공 소개4 캠퍼스 전공 소개4

캠퍼스 소개
1976년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은 창원에 본원, 의왕, 안산 및 광주에 분원을 두고 있는 전기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전력산업, 전기공업, 전기이용 및 전기재료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기관이다. 
UST-한국전기연구원 캠퍼스는 전기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2004년부터 에너지변환 석·박사 
과정을 개설한 이후로 현재는 2개 전공을 운영 중이다. 본 캠퍼스는 한국전기연구원의 우수한 연구원
들이 교수가 되어 전 세계에서 선발된 우수한 소수정예 학생을 직접 연구지도하고 있으며 본 캠퍼스가 
보유한 최첨단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현장실습 중심의 전일제 학위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 학생인건비, 등록금 및 과제참여에 따른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기숙사, 건강검진 및 4대 보험 
가입해택을 부여한다. 또한 재학생 전원에게는 세계적 대학의 연수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등에 참가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전공 소개     
전기기능소재공학
본 전공은 전기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안정성 확보, 미래 녹색전력원 확보 등을 위한 재료와 소자, 
모듈기술을 다룬다. 전력기기의 박형화, 고효율화, 고밀도화, 저렴화 관련 핵심소재 및 소자기술과 
친환경·고기능 전기전자 디바이스 기술을 다루는 나노기반 전기부품소재기술, 고효율 에너지 변환 및 
저장을 위한 리튬전지와 리튬이온커패시터, 친환경 녹색 에너지원 등 다양한 기술을 포함한다. 본 전공을 
통하여 고부가가치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시킴으로써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에너지변환공학
본 전공은 전기, 기계, 화학 등 다양한 에너지를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상호 변환 하는 기술, 
이들 각각의 에너지를 다양한 형태로 저장하는 기술 그리고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수요자에게 전달
하는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관련 참여 전공은 전자기 에너지 변환, 전력변환 및 신재생에너지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전공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기본지식을 축적하여 첨단과학기술과 고도의 
산업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현장 지향적인 핵심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한국전기연구원

캠퍼스 정보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10번길 12

연락처
055-280-1114

홈페이지
www.keri.re.kr

KERI

캠퍼스 소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 
혁신성장을 지원함은 물론이고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제조, 국방, 의료,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산업의 구조를 지능화시키고 국가 경제개발의 혁신적 리더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UST-한국전자통신연구원 캠퍼스에서는 ETRI 연구 전 분야의 우수 연구자들이 교원으로 활동하여 
축적된 노하우와 역량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첨단 국책과제에 참여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과정을 체험하며 고급 연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ETRI 캠퍼스에서 습득한 연구개발 능력을 
인정받아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과 연구소에 취업하고 있으며 졸업생의 10% 정도는 ETRI의 연구원
으로 취업하여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전공 소개 
ICT
ICT 전공은 컴퓨터소프트웨어, 차세대소자공학, 정보보호공학, 통신미디어공학, 네트워크공학의 5개 
세부전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ETRI의 모든 연구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전공강의는 미래지향적인 
심화과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 과목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주변 대학원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장연구를 통해 첨단 국책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연락처
042-860-6114

홈페이지
www.etri.re.kr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79

89

270

교원

학생

졸업생

ETRI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20

28

45

교원

학생

졸업생

엄승욱 대표교수
sweom@keri.re.kr

마평수 대표교수
pmah@e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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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개
1948년 창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질자원 분야의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국토의 안심
개발과 자원 확보 연구를 선도한다. UST-한국지질자원연구원 캠퍼스는 2004년부터 석·박사 및 통합과
정을 운영하고 있다. 입학생 전원에게는 학생인건비와 등록금이 제공되며, 세계적인 연구기관 연수 또
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전공 소개     
자원순환공학
자원순환공학전공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되는 각종 산업폐자원을 새로운 
자원으로 순환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창의적인 과학기술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광물·지하수자원학
광물·지하수자원은 국민생활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특히 전략 광물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하수 확보는 산업의 원료 및 에너지 확보, 지구 환경보전에 있어 중요하다. 본 전공은 국내외 
조사·탐사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광물 및 수자원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
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리탐사공학
본 전공은 광물자원, 지하수, 고고학적 매장 유물 등을 탐지 영상화하고 각종 지하문제의 비파괴적 지하
구조 규명 방법을 연구한다. 또한 심도 있는 현장기술의 응용을 위해 최신 기술과의 융합으로 신개념 
탐측장비 개발을 제시하며 헬기를 통해 넓은 지역을 신속히 계측하는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석유자원공학
본 전공은 석유가스의 생성과 부존조건을 연구하는 석유지질, 석유가스가 부존되어있는 유망구조를 
찾아내는 지구물리, 유망구조를 시추하는 시추기술을 비롯하여 최적의 개발과 생산기술을 연구하는 
석유공학, 유전의 가치를 평가하는 석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을 연구하고 전문가를 양성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연락처
042-868-3114

홈페이지
www.kigam.re.kr

KIGAM

캠퍼스 소개
1974년 국립 천문대로 시작한 한국천문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천문학과 우주 과학을 연구하는 국립 
연구소이다.
2004년부터 시작한 UST-한국천문연구원 캠퍼스는 천문학과 우주과학 분야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석·박사 통합과정과 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캠퍼스에서는 광학 천문학, 전파 천
문학, 우주 천문학, 이론천체물리학 등 현대천문학의 각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고조선 시대부
터 시작되어 온 우리나라의 천문학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주에 대한 탐
구라는 순수 과학적 측면뿐 아니라 우주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21세기 우주과학 시대를 주도해 가고 있
다. 최근에는 달 탐사 및 소행성 탐사 등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 캠퍼스는 전 세계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생이 대형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중심형 
교육을 실시한다.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는 학생인건비와 등록금, 기숙사 등이 제공되며, 해외 연수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전공 소개 
천문우주과학
천문우주과학 전공은 최첨단 천문학 연구시설과 풍부한 교수진을 이용한 공동 지도나 팀 지도를 통하여 
석박사 통합과정과 박사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 2회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주 1회 정기적
으로 저널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캠퍼스 내 학술대회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학업
적인 성취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천문학 관련 국책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며 현장에서 최첨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학위를 취득하고 다양한 분야의 리더급 연구자들과 일찍부터 호흡을 맞추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한국천문연구원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

연락처
042-865-3332

홈페이지
www.kasi.re.kr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36

31

28

교원

학생

졸업생

KASI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57

30

94

교원

학생

졸업생

이수정 대표교수
crystal2@kigam.re.kr

황정아 대표교수
jahwang@ka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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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분야의 기술개발 및 정책연구를 통해 철도교통의 발달과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철도종합연구기관이다. 미래 첨단 기술과 철도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철도기술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철도교통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철도물류의 표준화 및 철도의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리나라의 철도와 대중교통 및 
물류 기술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철도산업발전을 선도할 철도교통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중점·특화 분야 대학원인 UST-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본 캠퍼스는 철도교통에 적합한 전공체계를 구축하고 학사
운영을 내실화 하였으며 교육시스템을 체계화 했다.
UST-한국철도기술연구원 캠퍼스는 최첨단 연구시설, 우수한 교수진, 차별화된 교육과정, 학생인건비 
지원, 학생복지제도 등 탁월하고 안정적인 교육·연구환경을 제공하여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전공 소개     
교통시스템공학
교통시스템공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선도자로서 기술개발 전략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하이퍼튜브와 같은 혁신적인 미래 첨단 철도 및 대중교통기술을 연구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전
하게 철도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 기술과 교통 편의성 향상 기술, 재난 대비 기술, 
노후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기술 등도 배우게 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캠퍼스 정보

주소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연락처
031-460-5000

홈페이지
www.krri.re.kr

KRRI

캠퍼스 소개
1975년 설립 이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산업 혁신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4년 UST-한국표준과학연구원 캠퍼스를 
신설,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캠퍼스는 학생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중심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가 교원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본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는 국책과제의 수행 및 산학 공동연구 기회가 제공되며 학생인건비와 
등록금, 우수연구학생 포상, 기숙사 등이 제공되고 국제학술대회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전공 소개 
측정과학
측정과학 전공은 각 분야 전문 교수진과 최첨단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정밀측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전공은 정밀측정관련 기초 연구 및 데이터 분석 분야, 첨단센서 및 검사계측 
기술을 다루는 계측공학 및 응용광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나노계측과학
나노계측과학과에서는 실험과 이론의 양면에서 나노계측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폭넓은 이해를 갖추고,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리, 화학, 재료, 생물학의 다양한 
융합과학의 특성을 살려 소재, 안전, 장비, 나노바이오, 양자기술 분야에 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의학물리학
의학물리학 전공은 의료현장과 의료기기산업 분야에서 초고감도 센서, 신개념 의료기기, 방사선 등 
첨단의료측정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실무를 담당할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함을 목적
으로 한다. 물리학과 다양한 분야의 공학이 연계된 측정과학과 의공학의 다학제적 교과목이 개설되며 
연구개발 현장 중심의 교육이 제공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연락처
042-868-5114

홈페이지
www.kriss.re.kr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71

72

146

교원

학생

졸업생

KRISS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30

22

64

교원

학생

졸업생

서승일 대표교수
siseo@krri.re.kr

이우 대표교수
woolee@kris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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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개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을 IT, BT의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한의학 
기술의 효능과 안전성 규명,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융합·미래의학기술 개발이 기관의 주요 미션이다.
한국한의학연구소 캠퍼스 한의융합의학전공에서는 IT-BT-한의학 미래융합인재를 육성한다. 학생들은 
한의학 이론과 함께 생명과학, 의약학, 의공학 등 기초학문을 배우며, IT·BT와 한의학의 융합연구 전
문가가 될 수 있다.
입학 후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서비스 분야의 연구에 참여하게 되고 시험기기 측정 및 분석, 생체신호
분석, 비임상 실험, 임상연구 설계 및 진행, 결과분석, 의학통계, 식약처 승인절차 등을 배우며 실용적인 
융합의학 연구자로서 성장하게 된다. 또한 KAIST, 충남대학교 등과 연계한 교류수학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강화 학습도 진행할 수 있다.

전공 소개     
한의융합의학
한의융합의학은 한의학의 발전에 필요한 다학제적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한의학, 물리학, (의)공학, 생명
과학, (의)약학 등의 학문 간 융합할 수 있는 미래인재 육성한다.
졸업 후에는 한의학/보건의료 연구자, 한의약산업, 의료기술/기기 산업 종사자 등의 인력을 양성한다.
한의융합의학은 다학제 융합 학과의 특성으로 진학 학생의 기본 전공을 고려한 맞춤 지도교수를 선정
하며 교육&연구 지원하여 입학 학생의 전공에 대한 제한이 없다.((한)의학, (한)약학, 수의학, 공학, 통계, 
물리, 생명, 심리학 등) 모든 학생은 관심분야의 연구과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 논문
지도, 연구수행 등을 통해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연락처
042-861-1994

홈페이지
www.kiom.re.kr

KIOM

캠퍼스 소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89년 항공우주과학기술영역의 새로운 탐구, 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된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선도연구를 수행한다.
2004년 UST-한국항공우주연구원 캠퍼스를 신설,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2학기
부터 항공기, 위성, 발사체 분야를 항공우주시스템공학 전공으로 통합하였다. 본 캠퍼스는 세계수준
의 기술(세계 8위, 2012년 Futron사 평가)을 보유한 전문가와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학생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중심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개발사업에서 우주항공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는 연구자가 교원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생에게는 학생인건비와 등록금, 기숙사 등이 제공되며 세계적 대학 및 연수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전공 소개     
항공우주시스템공학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과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항공우주
분야의 차세대 연구리더를 키우기 위해 항공기, 위성체, 위성발사체 등의 기술을 포함하여 항공우주 
비행체시스템 및 하부 계통들의 설계, 해석, 시험 및 평가에 관한 기술을 연구하는 전공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연락처
042-860-2114

홈페이지
www.kari.re.kr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15

15

64

교원

학생

졸업생

KARI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19

15

18

교원

학생

졸업생

최선미 대표교수
smchoi@kiom.re.kr

양수석 대표교수
ssyang@ka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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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73년 설립 이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연구기관으로 발전해왔다. 2017년 
부산 이전 이후에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한국해양과학 기술원은 글로벌 해양연구의 구심점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UST 설립 초기부터 해양과학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UST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양환경·기후연구본부, 해양자원연구본부, 해양공학연구본부, 생태위해성연구부, 
해양위성센터 등 우수한 해양연구 그룹이 본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캠퍼스는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중심형 교육을 실시한다.
본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는 학생인건비와 등록금, 기숙사 등이 제공되며 해외 연수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전공 소개     
해양과학
해양과학 전공은 해양을 연구하고 보전, 개발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물리해양학, 화학
해양학, 생물해양학, 지질해양학을 포함하는 해양학 세부전공과 해양생명공학, 해양환경학, 위성해양학 
등을 포함하는 응용해양과학 세부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석사과정으로 운영되는 런던의정서 
경영공학 세부전공은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양환경복원과 연안공학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캠퍼스 정보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연락처
051-664-3000

홈페이지
www.kiost.ac.kr

KIOST

캠퍼스 소개
1976년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은 화학 및 관련 융복합 분야 기술개발과 화학기술의 산업계 이전, 
화학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화학 인프라 지원을 통해 국가 화학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UST-KRICT 스쿨은 기후환경변화 대응, 탄소자원화,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의약 및 바이오
화학 분야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강소기업 육성·기술사업화 촉진으로 국가·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첨단 산업발전을 선도할 화학 전문인력 인재양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UST-KRICT 스쿨은 우수한 교수진, 최첨단 연구시설, 차별화된 교육과정, 학생 복지 제도, 연수장려금 
지원,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 우수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여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창의융합형 연구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공 소개     
의약화학 및 약리생물학
의약화학 및 약리생물학 전공은 신약 후보물질(암, 감염증, 당뇨 등) 도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이론 및 핵심기술을 습득하여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경험을 갖춘 창조적인 신약
개발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유기화학을 기반으로 화합물의 분자설계, 유기합성, 구조-활성 
상관관계 분석에 의한 최적화 연구와 약리생물학을 기반으로 합성 화합물의 약효검색, 작용기전, 약동력, 
약물성 등의 연구를 통한 후보물질 도출 연구를 수행합니다.
화학소재 및 공정
화학소재 및 공정 전공은 화학반응을 기반으로 인류와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소재 및 프로
세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화학기반의 전반적인 소재 설계, 합성, 분석과 기초 물리, 
공정, 소자 등에 대한 교육과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화학, 물리, 생물 등의 기초학문의 원리를 응용하여 
온실가스 자원화 및 저감, 국가전통산업으로서의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 등의 환경친화형 청정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한국화학연구원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연락처
042-860-7114

홈페이지
www.krict.re.kr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71

81

216

교원

학생

졸업생

KRICT

캠퍼스 현황

명

명

명

51

68

65

교원

학생

졸업생

이희승 대표교수
hslee@kiost.ac.kr

정영식 대표교수
ysjung@kr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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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개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세계적 수준의 해외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국내 신약개발 및 R&D 관리 분야의 
국가적 역량 선진화를 목적으로 2004년 4월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국내 산-학-연과 신약개발 연구협력을 활성화 하기 위해 2014년 UST-한국
파스퇴르연구소 캠퍼스를 신설하여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융합전공에 참여하여 생물화학 연구 교육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본 캠퍼스는 전 세계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구축된 국제 네트워크 안에서 감염병 핵심 연구 시설, 
신약개발 스크리닝 플랫폼 운영으로 고위험 감염병 신약 개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질 높은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서의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캠퍼스 정보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16

연락처
031-8018-8000

홈페이지
www.ip-korea.org

류왕식 대표교수
wangshick.ryu@ip-korea.org

IPK

캠퍼스 현황

명3교원

명2졸업생

명2학생

캠퍼스 소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분야 핵심연구기관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핵융합
연구장치인 KSTAR 토카막과 우수한 연구진을 기반으로 미래 핵융합 에너지 선도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핵융합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4년 UST-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캠퍼스를 신설하여 석·박사 및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KSTAR 연구센터가 주축이 되어 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본 캠퍼스는 성장 가능성이 있고 연구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KSTAR 장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중심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석학급 연구자가 교원으로 
참여해 학생들을 지도하여 졸업 후 연구현장에 즉시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제 교육을 실시한다. 
본 캠퍼스에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는 학생인건비와 등록금 등이 제공되며, 다양한 국제 학술대회 등에
참가할 기회도 주어진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연락처
042-879-6000

홈페이지
www.kfe.re.kr

KFE

캠퍼스 현황

명7교원

명12졸업생

명2학생

캠퍼스 소개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2005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2012년 기초
과학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이관되어 수학이 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통로가 되어 가고 있다. 국가
수리과학연구소는 궁극적으로 수학과 산업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수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다른 과학, 공학 분야 연구소와 
교류하며 수학의 경계를 넓히고 다양한 연구소들, 전국에 산재하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들과도 협력하며 
사회와 산업계에 필요한 수리과학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에 수리과학 분야의 기여를 늘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

연락처
042-864-5700

홈페이지
www.nims.re.kr

NIMS

캠퍼스 소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한국의 핵투명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수준으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원자력법에 근거하여 2006년 설립됐다.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은 통합안전조치 체계에 
적합하도록 독자적인 사찰 역량 제고에 노력 중이며 핵물질의 수출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핵물질계량 
관리 활동 등 주요 핵물질 거래에 관한 자료를 분석, 평가한 종합적인 DB를 구축하여 국제원자력기구 등 
유관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 중이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캠퍼스 정보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34

연락처
042-860-9700

홈페이지
www.kinac.re.kr

KINAC

이상곤 대표교수
sglee@kf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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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소개     
과학기술경영정책
과학기술정책전공에서는 과학기술의 창출과 활용, 확산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방법론과 
현장경험을 갖춘 인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둔다. 경영, 경제, 행정, 법학, 사회학 등 인문사회과학적 
이론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의 경영관리로부터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습득
하고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현안 과제들에 대한 해결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특히, 압축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종합함으로써 후발 개도국에게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국가 기초역량을 파악하게 한다. 과학, 공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등 모든 
분야의 학사학위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본 전공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스쿨, 한국화학연구원 스쿨(2020년 1학기
까지 참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캠퍼스, 한국천문연구원 캠퍼스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합대학원
UST headquarters

캠퍼스 현황

명4졸업생

2020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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