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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육연구단의 구성, 비전 및 목표 

1.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성      명 한 글 배종욱 영 문 BAE, JONG WOOK

소 속 기 관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원)        화학공학과  

단 장
역 량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지속가능 화학공학 글로벌 리더양성 교육연구단’은 BK21 FOUR사업기간 동안 화학공학
분야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교육/연구/행정 역량이 우수한 단장을 선임하고 19명의 전임교원을 
참여연구원으로 구성하였음.

년도 소속기관 부서 (직위 및 활동)
2011.03 ~ 현재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
2022.01 ~ 현재 한국공업화학회 촉매분과 (회장)
2019.01 ~ 현재 한국화학공학회 (사업이사/기획이사/평의원)
2019.01 ~ 2020.12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학부장)
2017.01 ~ 2018.12 한국화학공학회 Korean J. Chem. Eng. (Associate Editor)
2018.01 ~ 2018.12 한국공업화학회 석유화학/윤활유분과 (회장)
2018.01 ~ 2018.12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공학인증 PD)
2017.01 ~ 2018.02 U. Toyama(일본), TAMU(미국) 화학공학과 (방문교수)
2009.03 ~ 2010.12 충북대학교 화학공학과 (겸임교수)
2006.06 ~ 2011.02 한국화학연구원 그린화학연구본부 (책임연구원)
2002.11 ~ 2006.05 LG화학기술연구원 유화연구소 (차장)
1999.03 ~ 2003.02 POSTECH 화학공학과 (박사학위)

연 구 
역 량

⦁교육연구단장의 최근 5년(2017년~현재)간의 연구논문 실적은 다음과 같이 매우 우수함.
- SCI 논문 93편(교신저자: 61, 공동저자: 32) 및 FWCI>1 이상 총 30건 
- JCR 상위 10% SCI 저널 논문 13편(주저자: 12편, Adv. Func. Mater., Appl. Catal. B, Adv. Mater. 등)
-국제 논문 학술회의 발표 30편/국제특허등록 7건/국내특허등록 15건

⦁국제 저명학술지 편집위원 : Korean J. Chem. Eng. (Associate Editor (2017~2018)), Catalysis Today (Guest Editor (2022) 
⦁단장의 최근 대형사업의 연구책임자 및 산업체 연구과제 수행 실적은 다음과 같이 우수함. 

- C1가스 리파이너리 사업단 세부 연구과제 및 연구재단 중견연구 수행(2016~현재)
-농촌진흥정 바이오가스 활용기술 및 CCUS 인력양성 사업 (산업통상자원부)(2021-현재) 
- POSCO/RIST 산업체 과제 수행(부생가스 활용 촉매기술 및 공정개발)(2012~2020)
-현대오일뱅크/현대자동차/두산중공업/LG화학 산업체과제 수행(저급원유활용/수소제조/CL 공정개발 등)(2014~현재)
-롯데정밀화학 산업체 과제 수행(신규 공정 개발)(2016~2017)
-기술자문 (LG화학(2021.02~08) 및 NingXia University(2021~2022)) 및 기술이전 ((주)테람스(20201008)) 

교 육 
역 량

⦁교과목 강의 실적: 학부/대학원 교과목(화공열역학(I,II), 반응공학(특론), 촉매공학특론 등) 강의 평가에서 학과 상위 
10%이상의 우수한 강의 평가를 받고 있음(1위: 1회, 4위 이상: 3회).  

⦁신규교과목 개발: 학부/대학원 신규 교과목 개발(공정해석및장치설계, 반응공학특론 등)
: 학부/대학원학생 대상 빅데이터해석/HYSIS/MATLAB 등의 화학공정관련 강의(2019년 참석자: 45명) 

⦁화학공학회/촉매부분위원회 동계촉매강좌 강연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음.(2014년~현재)
: 촉매관련 학생/연구자 대상 촉매개론 및 촉매반응 등 교육(예, 2018년 참석자: ~350명)

⦁희성촉매(주) 및 LG화학 재직자를 위한 ‘촉매및반응공학특론’ 교과목 재교육을 진행함.
: 2019년 희성촉매 촉매전공 재직자 교육(~50명), 2021년 LG화학 재직자 교육 (~60명)

⦁행정고시(기술직) 지원자에게 열역학/반응공학 등의 강의를 통하여 학생 진로를 확대함.
⦁대학원생 교육/연구를 통하여 지난 9년간(2011년~) 총 34명의 학생(포스닥: 1명, 박사학위: 6명, 석사학위: 21명 및 학부
연구참여: 12명)을 배출하였으며, 졸업생들은 박사후 연구원 및 대기업에 취업하여 관련 연구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

행 정 
역 량

⦁BK21 PLUS 화학공학 사업단의 총무(2013년~2016년)를 역임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
-대학원 졸업요건 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예: 박사-SCI(E) 3편 등 내규 강화 등)
-대학원 교과과정 내실화를 위한 교과목 재정비(교과목운영위원회) 및 졸업자격시험 강화
-사업단 내규 개발 및 구축(사업비 집행안, BK 사업단 참여교수 선정안 등)  

⦁화학공학부(과)의 학부장 및 대학원학과장(2019년~현재)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 
-학부/대학원 제도 개선 및 학부/대학원 운영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학부생 졸업요건 개선 및 강화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신규 교과목 개발 진행 등 

⦁한국화학공학회/공업화학회 임원(2017년~현재)을 수행하면서 대외 행정 능력을 인정받음. 
-한국화학공학회 촉매부분위원회 총무간사, 편집간사, 기획간사, 사업이사, 기획이사 등 역임 (2019년~현재)
-한국공업화학회 석유화학/윤활유 및 촉매 분과회장 역임(산학연 공동심포지움 개최 등)

사업
추진의지

⦁교육연구단장은 지속가능성장을 주도하는 통섭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최고의 교육-연구 환경을 구축하여,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단을 운영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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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연구진

<표 1-1>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전임 교수 현황 (단위: 명, %)

대학원 학과(부) 학기 전체교수 수 참여교수 수 참여비율(%) 비고

화학공학과
21년 2학기 24명 17명 71%

22년 1학기 24명 19명 79%

<표 1-2> 최근 1년간(2020.9.1.~2021.8.31.)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 교수 변동 내역

연번 성명 변동 학기 전출/전입 변동 사유 비고

1 해당사항없음

<표 1-3>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대학원생 현황
(단위: 명, %)

대학원 
학과(부)

참여 인력 
구성

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화학
공학과

21년 2학기 75 44 58 30 23 76 85 83 97 190 150 78

22년 1학기 73 36 49 32 32 100 87 82 94 192 150 78

참여교수 대 참여학생 비율 833%

3.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

3.1.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교육, 연구, 국제화 등) 대비 실적

⦁본 교육연구단은‘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기주도적 통섭형 화학공학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학생성공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술창조를 실현하고자 함.

⦁자기주도적 통섭형 인재: 글로벌 사회문제의 현황과 원인을 인지하고, 화학공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빅데이터 

분석기반 문제해결능력 및 자율적 협력을 통해 사회 난제 해결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문적 소양을 겸비한 가치창조형 인재를 의미함.

(교육 비전) 자기주도적 역량 및 창의적 문제해결형 창의･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연구 비전) 자율성 기반 클러스터형 연구 지속가능 지식과 기술창조 및 사회문제 해결

(국제화 비전) 자율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통섭형 글로벌리더 양성

(사회공헌 비전) 전문지식의 사회환원 및 가치창조형 인재양성, 지속가능발전형 신산업 창출 

(교육 비전에 따른 실적)

⦁학생의 자기주도적 역량강화를 통해 화학공학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창의･융합형 전문인력 

(ChEllengers) 양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운영함.

-창의 파이오니어 프로그램 시행: 지속가능 화학공학 입문 교육 진행, 어프렌티스 프로그램 시행, 졸업생 

진로 연계 역량지표 확보 및 공유, 대학원생 자기주도형 ChemE-Tube 제작 및 업로드 (현재 총 231편)

⦁지속가능발전 관련 화학공학 분야 핵심 기반 및 주제별 전문 지식 역량강화를 위한  진로 맞춤 및 융합

주제별 교과목, 융합 및 타학과 교과목, 산학/창업 연계 특별교과목 운영

-학생 중심 교과목 일몰제 시행: 학생 수요 기반의 교과목 일몰 평가 및 3과목 일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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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학기 대학원 역량강화 교과목 운영: 화학공정설계및모사 역량강화 교과목을 2021년 2학기 정규과목 

개설. 기계학습 기반 빅데이터 관련 화학공학고급수치해석을 2022년 1학기 정규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

-주제별 심화교과목 운영 및 진로맞춤형 인재양성 트랙 운영: 에너지, 바이오, 정보소재 화학공정 트랙별 

심화교과목 개설 및 운영, 신입생 대상 인재형 조사 및 진로맞춤형 트랙 시행

⦁학문융합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 역량과 창의성을 지닌 리더형 전문가 배출

-융합과목 및 타 학문 단위 교과목 이수 강화: C/L 교과목 확대, 머신러닝/딥러닝, 인공지능, Python

-산학/창업 연계 특별 교과목 운영: 산업계 연사초청 화학공학세미나1, 창업관련 교과목, 지식재산권 교육

-문제해결형 융합팀연구학점제 운영: 최근 2년간 총8팀 연구 진행, S-HERO 및 URP 대학원생 멘토 참여 

(교육연구단의 인재상 및 관련 실적)

⦁ChEllengers for Sustainability: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관련 화학공학의 에너지, 바이오, 

정보소재 화학공정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형 능력을 갖춘 ̀통섭형 글로벌 리더형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적으로 도전(Challenge)하는 화학공학인(ChE)의 이상적인 모습을 "ChEllengers for Sustainabilityˮ로 

정의함.

⦁본 교육연구단은 바이오, 에너지, 정보소재 분야의 전문 지식의 융합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할 역량을 갖춘 통섭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글로벌 창의형 인재'와 신산업을 창출할 ̀산업선도 

도전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인재상을 스스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제시

학위 / 구분
바이오 전자정보소재 에너지 총합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글로벌 창의형 인재 (교육/연구) 3 12 2 4 9 15 14 31

산업선도 도전형 인재 (산업계) 20 11 11 11 20 16 51 38

-어프랜티스 프로그램으로 주제별 연구주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 제시하여 자기주도적 연구주제 설정방법을 제시 

-교육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과학기술난제 및 사회문제 해결 특별위원회: 에너지·바이오·정보소재 화학공정 분야 참여교수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과학기술 난제 및 사회문제 도출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연구 방향 제시

-과학기술 난제 및 사회문제 해결 관련 교과목 운영: 산업계 인사들로 구성된 화학공학세미나, 화학공학

현장실습연구, 화학공정설계및모사(신규), CCUS기술이론(신규), 팀연구학점제 운영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지역미래인재양성 (경기과고 심화 R&E 프로그램 진행), 에너지·바이오·정보소재 

분야 전문가 초청세미나 진행, 참여 대학원생 특허동향보고서 작성, S-Hero 연구프로그램의 대학원생 멘토 

참여 진행

⦁우수 대학원생 유치 학사제도 개편 (학부생 연구참여, 석박사통합과정 확대 등) 및 우수 외국인학생 유치 

프로그램 운영하여 학문융합을 통한 리더형 전문가 배출

⦁대학원생의 전주기 경력 관리를 위하여 졸업생 역량과 진출 분야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개인 역량지표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학원생의 취/창업 장려

(대학원생 지원 및 신진연구인력 운용)

⦁대학원생 연구활동 및 학술활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 선진형 RA 제도, 자기주도형 연구환경 조성, 창의 파이

오니어 프로그램 운영, 자기주도형 ChemE-Tube 운영 및 산업체 밀착형 Creative Research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신진연구 인력의 확보 실적: BK우수 신진연구인력 Post-ChEllengers 11명 확보 (계획 7명, 신진연구인력 6



4  ▸ 『4단계 BK21사업』미래인재 양성사업(과학기술 분야) 교육연구단 자체평가보고서

명, 연구교수1명)

⦁우수 신진연구인력 지원 실적: 1인당 인건비 3,600만원/년 및 체용주체부담금 690만원/년으로 3단계 BK대비 

12%이상 증가 (3단계 3,530만원/년). 

⦁대학원 혁신지표와의 연계계획 (우수 신진연구인력의 교육 및 강의 기회 제공): 우수신진연구인력을 위주로 

대학원 주제별 cluster meeting을 실시하고, 대학원 생활조언 및 연구지도 기회제공 

⦁연구역량 강화 : 안정적인 재정지원 및 교육/연구 기회제공으로 획기적 연구역량의 증대

(연구 비전 및 목표) 

⦁자기주도적 연구자 (ChEllengers) 양성 및 자율성 기반 클러스터형 연구를 통한 지속가능 지식과 기술창조를 

통하여 세계 10위권 교육/연구기관으로 성장하고자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기주도적 연구자 (ChEllengers)의 도전적인 융합형 연구주제 도출

-사회문제 해결형 클러스터 융합연구 및 기술돌파형 우수성과 도출과 기술사업화 

-장기 미해결 인류 공공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 제시를 통한 글로벌 산학연 협력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연관된 학위주제 도출을 통한 연구성과의 사회환원

-지속가능발전형 신사업 분야 개척 및 사회적 기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자율성 기반 클러스터형 연구 지속가능 지식과 기술창조 및 사회문제 해결

(연구 비전에 따른 실적)

-자기 주도적 클러스터모임으로 새로운 연구분야와의 융합연구를 제시하고 지속가능형 연구주제를 도출하고 

있음. 2021년 3월 이후 14회의 클러스터모임을 가짐.

-분야별 13명의 우수 ChEllengers 장학금 시상으로 대학원 연구력 고취 및 연구력증가 (특허, 논문 평가 )에 

따른 학기말 인센티브 수여

-상기 연구력 고취 프로그램으로 논문의 질적지표인 환산논문 1편당 환산 IF, ES 각각 110%, 117% 증가

(연구역량 성과 요약)

- 4단계 BK 사업의 2차년도 (2021.09 ~ 2022.08) 12개월의 기간 동안, 총 263편의 논문(IF, ES 미발표 논문 5편 

포함)을 게재, 이중 75.2%를 JCR 상위 20% 저널에 발표하여 양적, 질적 성장 달성. 특히 Impact factor 20점 

이상의 저널의 경우, 총 9.3%로 24편(교신저자 논문 19편)을 발표함.

-논문실적 수준을 평가 할 수 있는 IF, ES 데이터의 향상폭과 기울기는 기존 BK플러스 사업기간에 비해서도 

지속적이면서도 확연한 수준의 향상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단순히 논문실적만을 반영할 경우 저명 벤치마킹 

대학의 역량을 뛰어넘는 화학공학분야 세계최고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참여교수 1인당 환산논문편수 (이전 3년 평균): 3.77 ⟶ 3.97, 5.1% 증가

-참여교수 1인당 환산 IF합 (이전 3년 평균): 3.04 ⟶ 3.46, 14.0% 증가

-참여교수 1인당 환산 ES합 (이전 3년 평균): 4.75 ⟶ 5.72, 20.4% 증가

-특히 대표논문 5편의 평균 IF는 39.952이며, 모두 JCR 상위 3% 이내의 최우수 연구실적을 창출

-특허: 국내특허등록은 총 38건으로 전년 24건 대비 158% 크게 증가였고 해외특허등록은 5건으로 전년 6건과 

유사 수준 유지하는 성과를 달성

-기술이전/산업자문: 총 22건 (기술이전 3건, 기술자문 19건)으로 전년 14건 대비 157% 증가. 기술이전료 및 

자문 료 총액은 345,470천원으로 전년 183,622 천원 대비 188%의 비약적 증가 성과를 달성

(국제화 비전) 자율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통섭형 글로벌리더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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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비전에 따른 실적)

⦁글로벌 주요 과제 발굴을 통한 거시적 조감능력 함양: 융합주제별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해외장기연수/

복수학위제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조감능력 강화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통섭형 글로벌 리더 양성을 통한 국제 사회 기여: 다자간 학생국제학술대회 

주도적 참여와 운영을 통한 교류 역량 강화

-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UST 중국)과의 국제워크샾 실시, 7th SKKU-HUST 

Bilateral Graduate Student Workshop and Annual Academic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를 개최, 

에너지, 정보소재, 바이오 분야 총  400여명 참석, 기조강연 2편, 교수연구자 구두발표 10건, 학생 구두발표 

29건, 학생 포스터 발표 39건 달성 

-글로벌 가치창출 혁신공학인재 양성을 추진. 국제협력융합바이오연구소의 Global Talent Fostering 

Program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우수연구기관으로의 파견 및 공동연구를 수행

- UOW to host international Frontier Materials Workshop (정보소재 분야), SKKU-PURDUE Univ. BME Joint 

Workshop (바이오 분야), SKKU-중국난징과학기술대학교 Joint Workshop (에너지 분야)의 추가 국제학술

대회를 개최 및 지원하여 해외 연구자 초청,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 교류를 고취.

-연구단의 연구력 고취를 위해 해외 우수 연구자 초빙: Joshua A. Jackman 교수 (전임교원) 외 5인의 우수 

해외연구자를 객원교원 및 연구교수로 초빙하여 연구력 경쟁력 강화 및 트렌스레이셔널 나노바이오

사이언스 연구센터 유치함. 이에 더해 우수 외국인 학생 31명을 확보하여 목표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둠.

-해외 석학을 활용 학위공동지도를 실시, 교육단 중점분야별 교육 및 연구 자문 실시.

(사회공헌 비전) 전문지식의 사회환원 및 가치창조형 인재양성, 지속가능발전형 신산업 창출

(사회공헌 비전에 따른 실적)

-지역사회 현안 문제 해결형 융합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Inno Biz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성과의 과제화 프로

그램 도출 (바이오분야 BIOSPECTRUM회사 방문 및 Inno Biz관련 프로그램 소개, 화합물 대체 가능한 천연

물을 이용한 바이오소재관련 논의)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학위 논문 비중을 60% 수준까지 향상

-산업체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목표 대비 2배 이상 추가 개발

-산업체 프로젝트를 신청 당시 대비 60% 이상 대폭 확대

3.2.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제시 

⦁창업관련 일자리 창출 실적 미미: 산업체 연계 팀연구프로젝트 학교 차원의 지원 강화,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한 참여율 고취 및 창업리더쉽 교과목 컨텐츠 제공을 통해 관련 실적 향상

⦁COVID19의 장기적 영향에 의한 국제화 실적 미미: HUST-SKKU 심포지움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국제 공동

연구 교류 실적 향상시킴.

⦁국제공동연구논문 수는 45편의 계획 대비 69편의 실적을 초과달성하였으나, COVID19의 영향으로 대학원생 

장기 해외연수 실적 및 국제학회 구두발표 실적은 계획 대비 각각 80%, 75%를 달성함. 향후 COVID19 이후 

해외연수 및 국제학회 구두발표 고취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COVID19 상황 지속으로 대내외 연구사업 축소여파에 따라 연구비 수주액 규모가 감소함. 또한 신진교수 

중심으로 한 참여교수님 규모 확대에 따라 참여교수 1인당 연구비 규모가 다소 감소함. 향후 신진교수들의 

과제수주 및 집단연구과제의 신규수주를 통해 회복 및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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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보고서 요약문>

중심어

지속가능발전 학생성공 자기주도적 통섭형 인재

ChEllengers for Sustainability 가치창조형 인재 클러스터 융합연구

에너지/바이오/정보소재
과학기술난제/
사회문제 해결

사회공헌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교육연구단의 비전] 

⦁본 교육연구단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기주도적 통섭형 화학공학 인재 양성’을 비전

으로 설정하여 학생성공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술창조를 실현하고자 함.

⦁자기주도적 통섭형 인재: 글로벌 사회문제의 현황과 원인을 인지하고, 화학공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빅데이터 분석기반 문제해결능력 및 자율적 협력을 통해 사회 난제 해결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문적 소양을 겸비한 가치창조형 인재를 의미함.

(교육 비전) 자기주도적 역량 및 창의적 문제해결형 창의･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연구 비전) 자율성 기반 클러스터형 연구 지속가능 지식과 기술창조 및 사회문제 해결

(국제화 비전) 자율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통섭형 글로벌리더 양성

(사회공헌 비전) 전문지식의 사회환원 및 가치창조형 인재양성, 지속가능발전형 신산업 창출

[교육연구단의 인재상] 

⦁ChEllengers for Sustainability: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관련 화학공학의 

에너지, 바이오, 정보소재 화학공정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형 능력을 갖춘 `통섭형 

글로벌 리더형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적으로 도전(Challenge)하는 화학

공학인(ChE)의 이상적인 모습을 "ChEllengers for Sustainabilityˮ로 정의함.

⦁본 교육연구단은 바이오, 에너지, 정보소재 분야의 전문 지식의 융합을 통해 공공부문

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할 역량을 갖춘 통섭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글로벌 

창의형 인재'와 신산업을 창출할 `산업선도 도전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교육역량 영역 
성과

[교육부문 핵심과제에 따른 성과] 

⦁학생의 자기주도적 역량강화를 통해 화학공학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창의･
융합형 전문인력 (ChEllengers) 양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운영함.

-창의 파이오니어 프로그램 시행: 지속가능 화학공학 입문 교육 진행, 어프렌티스 프로그램 

시행, 졸업생 진로 연계 역량지표 확보 및 공유, 대학원생 자기주도형 ChemE-Tube 

제작 및 업로드 (현재 총 231편)

⦁지속가능발전 관련 화학공학 분야 핵심 기반 및 주제별 전문 지식 역량강화를 위한  진로 

맞춤 및 융합주제별 교과목, 융합 및 타학과 교과목, 산학/창업 연계 특별교과목 운영

-학생 중심 교과목 일몰제 시행: 학생 수요 기반의 교과목 일몰 평가 및 3과목 일몰 진행

-도전학기 대학원 역량강화 교과목 운영: 화학공정설계및모사 역량강화 교과목을 2021년 

2학기 정규과목 개설. 기계학습 기반 빅데이터 관련 화학공학고급수치해석을 2022년 

1학기 정규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

-주제별 심화교과목 운영 및 진로맞춤형 인재양성 트랙 운영: 에너지, 바이오, 정보소재 

화학공정 트랙별 심화교과목 개설 및 운영, 신입생 대상 인재형 조사 및 진로맞춤형 

트랙 시행

⦁학문융합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 역량과 창의성을 지닌 리더형 전문가 배출

-융합과목 및 타 학문 단위 교과목 이수 강화: C/L 교과목 확대, 머신러닝/딥러닝, 인공

지능, Python

-산학/창업 연계 특별 교과목 운영: 산업계 연사초청 화학공학세미나1, 창업관련 교과목, 

지식재산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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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형 융합팀연구학점제 운영: 최근 2년간 총8팀 연구 진행, S-HERO 및 URP 

대학원생 멘토 참여

-글로벌 주요 과제 발굴을 통한 거시적 조감능력 함양: 융합주제별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해외장기연수/복수학위제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조감능력 강화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통섭형 글로벌 리더 양성을 통한 국제 사회 기여: 다자간 학생

국제학술대회 주도적 참여와 운영을 통한 교류 역량 강화

-사회/산업/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가치창조형 인재양성: 지역 산업체 

대상 주요 산업별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기술의 사회 환원

[교육과정 및 학사과정] 

⦁본 교육연구단은 바이오, 에너지, 정보소재 분야의 전문 지식의 융합을 통해 공공부문

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할 역량을 갖춘 통섭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글로벌 창의형 

인재'와 신산업을 창출할 `산업선도 도전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인재상을 스스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제시

학위 / 구분
바이오 전자정보소재 에너지 총합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글로벌 창의형 인재 
(교육/연구)

3 12 2 4 9 15 14 31

산업선도 도전형 인재 
(산업계)

20 11 11 11 20 16 51 38

-어프랜티스 프로그램으로 주제별 연구주제 탐색 프로그램 제시, 자기주도적 연구주제 

설정방법 제시 

-교육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과학기술난제 및 사회문제 해결 특별위원회: 에너지·바이오·정보소재 화학공정 분야 

참여교수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과학기술 난제 및 사회문제 도출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연구 방향 제시

-과학기술 난제 및 사회문제 해결 관련 교과목 운영: 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화학공학

세미나, 화학공학현장실습연구, 화학공정설계및모사(신규), CCUS기술이론(신규), 팀연구

학점제 운영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지역미래인재양성 (경기과고 심화 R&E 프로그램 진행), 에너지·

바이오·정보소재 분야 전문가 초청세미나 진행, 참여 대학원생 특허동향보고서 작성, 

S-Hero 연구프로그램의 대학원생 멘토 참여 진행

⦁우수 대학원생 유치 학사제도 개편 (학부생 연구참여, 석박사통합과정 확대 등) 및 우수 

외국인학생 유치 프로그램 운영하여 학문융합을 통한 리더형 전문가 배출

⦁대학원생의 전주기 경력 관리를 위하여 졸업생 역량과 진출 분야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개인 역량지표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학원생의 취/창업 증대

[대학원생 지원 및 신진연구인력 운용] 

⦁대학원생 연구활동 및 학술활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 선진형 RA 제도, 자기주도형 연구

환경 조성, 창의 파이오니어 프로그램 운영, 자기주도형 ChemE-Tube 운영 및 산업체 

밀착형 Creative Research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신진연구 인력의 확보 실적: BK우수 신진연구인력 Post-ChEllengers 11명 확보 (계획 7명)

⦁우수 신진연구인력 지원 실적: 1인당 인건비 3,600만원/년 및 체용주체부담금 690만원/

년으로 3단계 BK대비 12%이상 증가 (3단계 3,530만원/년). 

⦁대학원 혁신지표와의 연계계획 (우수 신진연구인력의 교육 및 강의 기회 제공): 우수신진

연구인력을 위주로 대학원 주제별 cluster meeting을 실시하고, 대학원 생활조언 및 연구

지도 기회제공 

⦁연구역량 강화 : 안정적인 재정지원 및 교육/연구 기회제공으로 획기적 연구역량의 증대



8  ▸ 『4단계 BK21사업』미래인재 양성사업(과학기술 분야) 교육연구단 자체평가보고서

연구역량 영역 
성과

[연구부문 비전 및 목표] 

⦁자기주도적 연구자 (ChEllengers) 양성 및 자율성 기반 클러스터형 연구를 통한 지속가능 

지식과 기술창조를 통하여 세계 10위권 교육/연구기관으로 성장하고자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기주도적 연구자 (ChEllengers)의 도전적인 융합형 연구주제 도출

-사회문제 해결형 클러스터 융합연구 및 기술돌파형 우수성과 도출과 기술사업화 

-장기 미해결 인류 공공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 제시를 통한 글로벌 산학연 협력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연관된 학위주제 도출을 통한 연구성과의 사회환원

-지속가능발전형 신사업 분야 개척 및 사회적 기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자율성 기반 클러스터형 연구 지속가능 지식과 기술창조 및 사회문제 해결

[연구역량 성과 요약]

교수 연구논문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 파급력이 향상되었음.

논문수가 약 14.3% 증가한 데 비해서, 논문 1편당 환산보정 IF 및 환산보정 ES는 각각 0.2415와 

0.3988로 증가하여, 지난 3년 평균 대비 각각 7.6%, 13.6% 지속 증가하는 성과를 보임.

4단계 BK 사업의 2차년도 (2021.09 ~ 2022.08) 12개월의 기간 동안, 총 263편의 논문(IF, 

ES 미발표 논문 5편 포함)을 게재, 이중 75.2%를 JCR 상위 20% 저널에 발표하여 양적, 

질적 성장 달성. 특히 Impact factor 20점 이상의 저널의 경우, 총 9.3%로 24편(교신저자 

논문 19편)을 발표함.

논문실적 수준을 평가 할 수 있는 IF, ES 데이터의 향상폭과 기울기는 기존 BK플러스 

사업기간에 비해서도 지속적이면서도 확연한 수준의 향상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단순히 

논문실적만을 반영할 경우 저명 벤치마킹 대학의 역량을 뛰어넘는 화학공학분야 세계

최고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참여교수 1인당 환산논문편수 (이전 3년 평균): 3.77 ⟶ 3.97, 5.1% 증가

참여교수 1인당 환산 IF합 (이전 3년 평균): 3.04 ⟶ 3.46, 14.0% 증가

참여교수 1인당 환산 ES합 (이전 3년 평균): 4.75 ⟶ 5.72, 20.4% 증가

환산편수 환산보정 IF 환산ES
환산논문 1편
당 환산보정IF

환산논문 1편
당 환산보정ES

2018년 57.9732 43.1217 71.5226 0.1875 0.3110

2019년 64.7378 55.6236 100.2805 0.2357 0.4249

2020년 69.2458 56.0803 70.4356 0.2621 0.3291

2021년 71.3814 62.3005 102.9006 0.2415 0.3988

COVID 19 상황 지속에 따른 대내외 연구사업 축소여파로 연구비 수주액 규모가 감소함.

-신진교수를 중심으로 한 참여교수진 규모의 확대에 따라, 참여교수 1인당 연구비 

규모는 직전년도 8.06억/년 6.63억/년 규모로 감소하였음. 이는 향후 신진교수들의 

과제수주 및 집단연구과제의 신규 수주를 통해서 회복 및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특허: 국내특허등록은 총 38건으로 전년 24건 대비 158% 크게 증가였고 해외특허등록은 

5건으로 전년 6건과 유사 수준 유지하는 성과를 달성

기술이전/산업자문: 총 22건 (기술이전 3건, 기술자문 19건)으로 전년 14건 대비 157% 

증가. 기술이전료 및 자문 료 총액은 345,470천원으로 전년 183,622 천원 대비 188%의 

비약적 증가 성과를 달성

달성 성과 요약

[교육과정 달성성과]

-창의 파이오니어 프로그램 시행: 지속가능 화학공학 입문 교육 진행, 어프렌티스 프로

그램 시행, 역량지표확보, 자기주도형 ChemE-Tube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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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중심 교과목 일몰제 시행: 학생 수요 기반의 교과목 일몰 대상 파악 및 일몰 평가 진행

-도전학기 대학원 역량강화 교과목 운영: 화학공정설계및모사 역량강화 교과목을 2021년 

2학기 정규과목 개설

-주제별 심화교과목 운영 및 진로맞춤형 인재양성 트랙 운영: 에너지, 바이오, 정보소재 화학

공정 트랙별 심화교과목 개설 및 운영, 신입생 대상 인재형 조사 및 진로맞춤형 트랙 시행

-융합과목 및 타 학문 단위 교과목 이수 강화: C/L 교과목 확대, 머신러닝/딥러닝, 인공

지능, Python

-산학/창업 연계 특별 교과목 운영: 산업계 연사초청 화학공학세미나1, 창업관련 교과목, 

지식재산권 교육

-문제해결형 융합팀연구학점제 운영: 최근 2년간 총 8팀의 팀연구 진행, S-HERO 및 

URP 대학원생 멘토 참여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지표]

교육지표 기존

단계별 목표

산출방법 (단위)
1단계 

(2020-2022)
2단계 

(2022-2024)
3단계 

(2024-2027)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신규/역량강화 
교과목 개발

- 2 3 3 4 3 신규/역량강화 교과목 수(과목수/년)

우수대학원생 
확보 비율

20 23 36.2 26 31.6 30 (석박통합과정학생수)/(입학생)×100 (%)  

중도 탈락률 3 3 3.3 2 4.2 2 (대학원생 제적인원) /(재학생수)×100 (%)

문제해결형 
팀연구학점제

19 25 15.3 30 42 35 교과목 수강인원(명/년)

창업/리더십 교과목 - 30 9.3 40 53 50 교과목 수강인원(명/년)

[연구 비전에 따른 대학원생 연구 지표의 비약적 상승]

⦁연구실적의 계획 대비 현황: 아래 표에 따라 논문의 질적 지표이며 본 연구단의 핵심

목표인 환산논문 1편당 환산보정 IF 및 ES값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목표치를 

상회함. 

⦁자기주도교육의 계획 대비 현황: 자기주도형 ChEllengers를 운영하고 우수 ChEllenger를 

최대 3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였으며, 자기주도적 연구 클러스터모임을 수행하였음. 

구분
지난 3년 
평균 

(2017~2019)

현재실적
(2021.9~2022.08)

계획

1단계 
(2020년-2022년)

2단계 
(2022년-2024년)

3단계
(2024년-2027년)

총 환산 편수 35.9 32.8 36.7 37.1 37.9

환산 논문 1편당 
환산 보정 IF 

0.7725 0.906 0.8197 0.8529 0.9051

1인당 환산 보정 IF 0.2059 0.219 0.2185 0.2273 0.2413

환산 논문 1편당 
환산보정 ES

1.2924 1.604 1.3715 1.4269 1.5143

1인당 환산보정 ES 0.3445 0.387 0.3656 0.3804 0.4036

[국제화 비전]

⦁자율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통섭형 글로벌리더 양성

[국제화 비전에 따른 실적]

⦁글로벌 주요 과제 발굴을 통한 거시적 조감능력 함양: 융합주제별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해외장기연수/복수학위제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조감능력 강화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통섭형 글로벌 리더 양성을 통한 국제 사회 기여: 다자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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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대회 주도적 참여와 운영을 통한 교류 역량 강화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UST 중국)과의 국제워크샾 실시, 7th 

SKKU-HUST Bilateral Graduate Student Workshop and Annual Academic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를 개최, 에너지, 정보소재, 바이오 분야 총  400여명 참석, 기조강연 

2편, 교수연구자 구두발표 10건, 학생 구두발표 29건, 학생 포스터 발표 39건 달성 

⦁글로벌 가치창출 혁신공학인재 양성을 추진. 국제협력융합바이오연구소의 Global Talent 

Fostering Program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우수연구기관으로의 파견 및 공동연구를 수행

⦁UOW to host international Frontier Materials Workshop (정보소재 분야), SKKU- URDUE 

Univ. BME Joint Workshop (바이오 분야), SKKU-중국난징과학기술대학교 Joint Workshop 

(에너지 분야)의 추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및 지원하여 해외 연구자 초청,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 교류를 고취.

⦁연구단의 연구력 고취를 위해 해외 우수 연구자 초빙: Joshua A. Jackman 교수 (전임교원) 

외 5인의 우수 해외연구자를 객원교원 및 연구교수로 초빙하여 연구력 경쟁력 강화 및 

트렌스레이셔널 나노바이오사이언스 연구센터 유치함. 이에 더해 우수 외국인 학생 31명을 

확보하여 목표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둠.

⦁해외 석학을 활용 학위공동지도를 실시, 교육단 중점분야별 교육 및 연구 자문 실시.

[사회공헌 비전] 

⦁전문지식의 사회환원 및 가치창조형 인재양성, 지속가능발전형 신산업 창출

[사회공헌 비전에 따른 실적]

⦁지역사회 현안 문제 해결형 융합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Inno Biz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성과의 과제화 프로그램 도출 (바이오분야 BIOSPECTRUM회사 방문 및 Inno Biz관련 프로

그램 소개, 화합물 대체 가능한 천연물을 이용한 바이오소재관련 논의)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학위 논문 비중을 60% 수준까지 향상

⦁산업체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목표 대비 2배 이상 추가 개발

⦁산업체 프로젝트를 신청 당시 대비 60% 이상 대폭 확대

미흡한 부분 /
문제점 제시

⦁창업관련 일자리 창출 실적 미미: 산업체 연계 팀연구프로젝트 학교 차원의 지원 강화,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한 참여율 고취 및 창업리더쉽 교과목 컨텐츠 제공을 통해 

관련 실적 향상

⦁COVID19의 장기적 영향에 의한 국제화 실적 미미: HUST-SKKU 심포지움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국제 공동연구 교류 실적 향상시킴.

⦁국제공동연구논문 수는 45편의 계획 대비 69편의 실적을 초과달성하였으나, COVID19의 

영향으로 대학원생 장기 해외연수 실적 및 국제학회 구두발표 실적은 계획 대비 각각 

80%, 75%를 달성함. 향후 COVID19 이후 해외연수 및 국제학회 구두발표 고취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COVID19 상황 지속으로 대내외 연구사업 축소여파에 따라 연구비 수주액 규모가 감소함. 

또한 신진교수 중심으로 한 참여교수님 규모 확대에 따라 참여교수 1인당 연구비 규모가 

다소 감소함. 향후 신진교수들의 과제수주 및 집단연구과제의 신규수주를 통해 회복 및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차년도 
추진계획

⦁단계 최종 연구목표 달성을 위하여 당해연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대안책을 마련하고 

관련 목표 달성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교육연구단에서 제시한 단계별 20개 핵심과제의 목표 달성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육연구단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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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역량 영역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실적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

<교육부분 핵심과제 실적>

-창의 파이오니어 프로그램 시행: 지속가능 화학공학 입문 교육 진행, 어프렌티스 프로그램 시행, 졸업생 진로와 

연계된 역량지표의 확보 및 공유, 대학원생 자기주도형 ChemE-Tube 제작 및 업로드 (현재 총 231편)

-학생 중심 교과목 일몰제 시행: 학생 수요 기반의 교과목 일몰 평가 및 3과목 일몰 진행

-도전학기 대학원 역량강화 교과목 운영: 화학공정설계및모사 역량강화 교과목을 2021년 2학기 정규과목 개설. 

기계학습 기반 빅데이터 관련 화학공학고급수치해석을 2022년 1학기 정규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함.

-주제별 심화교과목 운영 및 진로맞춤형 인재양성 트랙 운영: 에너지, 바이오, 정보소재 화학공정 트랙별 심화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신입생 대상 인재형 조사 및 진로맞춤형 트랙 시행

-융합과목 및 타 학문 단위 교과목 이수 강화: C/L 교과목 확대, 머신러닝/딥러닝, 인공지능, Python

-산학/창업 연계 특별 교과목 운영: 산업계 연사초청 화학공학세미나1, 창업관련 교과목, 지식재산권 교육

-문제해결형 융합팀연구학점제 운영: 최근 2년간 총 8팀의 팀연구 진행, S-HERO 및 URP 대학원생 멘토 참여 

⦁교육목표 달성 성과 

교육지표 기존

1단계
(2020-2022)

2단계
(2022-2024)

3단계
(2024-2027) 산출방법 (단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신규/역량강화 
교과목 개발

- 2 3.3 3 4 3
신규/역량강화 교과목 수 

(과목수/년)

우수대학원생 
확보 비율

20 23 36.2 26 31.6 30
(석박통합과정학생수)/
(입학생)×100 (%)  

중도 탈락률 3 3 3.3 2 4.2 2
(대학원생 제적인원) /
(재학생수)×100 (%)

문제해결형 
팀연구학점제

19 25 15.3 30 42 35 교과목 수강인원(명/년)

창업/리더십 교과목 - 30 9.3 40 53 50 교과목 수강인원(명/년)

⦁교육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과학기술난제 및 사회문제 해결 특별위원회: 에너지·바이오·정보소재 화학공정 분야 참여교수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과학기술 난제 및 사회문제 도출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연구 방향 제시

-과학기술 난제 및 사회문제 해결 관련 교과목 운영: 산업계 인사들로 구성된 화학공학세미나, 화학공학현장

실습연구, 화학공정설계및모사(신규), CCUS기술이론(신규), 팀연구학점제 운영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지역미래인재양성 (경기과고 심화 R&E 프로그램 진행), 에너지·바이오·정보소재 분야 

전문가 초청세미나 진행, 참여 대학원생 특허동향보고서 작성, S-Hero 연구프로그램의 대학원생 멘토 참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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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가. 교육 부문 비전 및 교육과정 운영원칙

교육과정 운영 원칙: 위 교육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교육과정 운영 원칙을 수립하고 

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육의 질 관리를 기반으로 ̀글로벌 10위권 화학공학 교육연구단'을 구현하고자 함.

나. 교육 부문 핵심과제 계획 대비 실적

핵심과제1 창의 파이오니어 (Creative Pioneer) 프로그램 구축

개요: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화학공학 핵심 연구 주제를 선택하고 자기주도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창의적 학생중심 교육을 도입하여 운영 중임.

구분 내용 실적

지속가능 
화학공학 
입문 교육

-입학 후 학생자율주도형 지속가능 목표 및 화학공학 
주제관련 입문 교육 타운홀 미팅을 통한 대학원생 
멘토-멘티 연결

⦁분야별 대학원생 (각 실험실당 1명) + 신입생 전원 
참여한 타운홀 미팅 개최하여 연구실 소개/토의

⦁에너지, 바이오, 정보소재 별 매 학기 1회씩 진행

어프렌티스 
프로그램

-연구주제 탐색을 위한 연구실 탐방 프로그램
- 3주간 트랙별 3개 연구실 탐방을 통해 트랙별 연구 
주제 선정

-참여자별 교육/연구 지원금 지급

⦁신입생들이 연구주제별 클러스트 모임에서 발표 후 
ChemE-Tube에 발표 내용 업로드 및 공유 

⦁연구주제 선정 (트랙, 연구실)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

역량지표 기반 
자율적 인재형 

설정 

-졸업생 역량지표와 진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적 
역량 관리 

-개인 역량지표 관리를 위한 진로 및 연구계획 
제안서 작성

-글로벌 선도형 인재 및 산업선도형 인재 목표상의 
자율적 설정

⦁졸업생 역량지표 확보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 졸
업자 분석)

⦁신입생/재학생에게 졸업생 역량지표 제공
⦁자율적 연구/진로 계획 수립 (본인 현재 역량지표 작성)

자기주도형
ChemE-Tube 
제작/활용

-연구노하우 및 경험, 대학원 생활의 애로사항, 사회
기여, 학술적기여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동영상을 
학과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 탑재 

-연구와 대학원 생활에 관련된 여러 장/단점을 
공유함으로써, 학생/졸업생/예비신입생 간의 소통을 
통해 시행착오 발생 및 해결과정의 단축을 유도

⦁SKKU ChemE-Tube 개설 (https://www.youtube.com/ch
annel/UCIt_6e7i9Qh6PTiAjPRwduw)

⦁신입생 연구주제 탐색, 화학공학 현장실습 내용 
업로드

⦁연구 노하우, 연구 동기부여, 대학원 생활 정보 공유
⦁현재 총 231편의 ChemE-Tube 영상 업로드

핵심과제2 교과목 일몰제 - 학생중심 교육과정 Excellence 시스템 도입

개요: 사회 수요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Transferable Skill 함양 지원을 위한 대학원 공통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이에 기반하여 학생중심 교육과정 Excellence System을 도입함.

운영 방안: 대학원교육인증제 플러스 (GPA+) 제도 실시와 연계하여 대학원 전체 교과목에 일몰 기간(4년)이 

만료된 교과목은 자체평가 대상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육과정혁신위원회에서 평가함. 

일몰 교과목 평가: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의견을 교육과정 평가･운영에 적극 반영, Exit Survey(졸업 시점에 

평가)와 Alumni Survey(졸업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평가)로 구분하고 성과중심교육(Outcome-Based 

Education) 과 수요지향교육의 체계와 성과 진단을 통해 교육연구단의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환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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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교과목: 2022년 3개의 교과목을 삭제하였으며, 관련 전공지식을 제공하는 대체 교과목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교육 수요 및 학업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였음.  

삭제 교과목 교과목 내용 대체 교과목 운영

계면활성제 특론
(최종개설: 2015년 1학기)

-섬유 및 직물에 발수성, 방오성, 유연성, 강연
성, 광택 등 기능성을 부여하는 계면활성제의 
화학적 및 물리적 성질 등을 다루었음.

- 나노복합계면특론 (2022년 1학기)
- 계면화학공학 (2022년 1학기)

고분자구조와물성
(최종개설: 2017년 2학기)

-고분자 물리화학적 구조에 따른 부피, 전이온
도, 점도, 전기적 성질 등의 고분자 물성과의 
상관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물성 예측 및 고분
자 구조 설계의 기본 개념을 다루었음. 

- 고분자물성특론 (2021년 2학기)
- 고분자재료합성특론 (2022년 1학기) 

화공수치해석특론
(최종개설: 2016년 2학기)

-기초 수치해석과 유한요소법, 유한차분법을 이
용한 편미분 방정식의 해법을 다루고, 심화 내
용으로 유한차분법과 유한요소법의 편미분방정
식 해석에 대한 적용을 다루었음.

- 화학공학고급수치해석 (2022년 1학기, 신규)

핵심과제3 도전학기를 통한 대학원 역량강화 교과목 도입/운영

도전학기: 우리 대학은 2020학년도부터 한 학기 수업주수를 16주에서 15주로 줄여 방학기간에 도전학기를 

운영 중임.

대학원생 역량강화 교과목: 본 교육연구단은 대학원생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전학기 

기간 동안 역량강화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함.

계획 실적

수업명 내용 수업명 내용

[신규] 공정해석 
및장치설계

- 2019년 여름학기를 통해 도전학기제를 시범 
운영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확보함.

-공정 최적화 방법 소개 (엑셀/Matlab 이용 
활용), 화학공정 데이터 분석 (AI/Big 
Data/Machine Learning 기법), 빅데이터 분
석 방법 강의 

-단위공정 및 응용 (UniSim/HYSYS), 공정모
사 실습 및 실제공정적용 실습 진행

[신규] 
화학공정
설계및모사

⦁2020년 겨울학기에 교과목명을 화학공정설계및모사로 바꾸
어 신규 개설 후 2021년 2학기에 추가 개설하여 운영함.

- 정유, 석유화학, 에너지 등 화학 공정의 설계, 운전 등에 관한 
다양한 기술적 현황을 학습하고, 해결 방안을 실제로 구현함.

- 특히, 상용공정 모사기를 통하여 실제 화학공정을 모사, 설계 
및 평가하는 실습을 수행함.

- 탄소 포집 공정, 암모니아 합성 공정, 수소 생산 공정 등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대응가능한 다양한 에너
지환경 공정 개발 및 평가를 팀 프로젝트로 수행함.

[신규] 화학및
바이오공정
빅데이터
통계분석

-빅데이터 통계분석 이론 강의를 통해 소속 
대학원생이 수행하는 화학공정 연구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초지식 습득 (2021년 신규 
개설 예정)

[신규] 
화학공학

고급수치해석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도전학기 개설이 어려워진 관
계로 2022년 1학기에 교과목을 신규개설하여 운영함.

- 기계학습 기반 multivariate nonlinear 공정 빅데이터 해석: 묘
사분석형, 진단분석형, 예측분석형 기계학습 및 통계 모델 
생성 및 응용 교육 및 실습

- 빅데이터 기반 공정 파라미터 space 최적화: 공정 조건 및 비
용, 효율, 생산량, 생산속도 등의 다양한 목적함수 최적화 교
육 및 실습

- 빅데이터 기반 확률론적 프로세스 모델링: 생물화학공정에서
의 확률론적 프로세스의 결과 분포 해석을 위한 공정 빅데이
터 기반 학습 모델 생성 및 활용 실습  

[신규] 빅데이
터활용특허
기술동향분석
프로그램

-대학내 설치된 특허교육센터 및 KISTI와 
협력하여 특허기술동향 분석 및 빅데이터 
활용 미래 산업시장 및 기업 분석 방법론 
교육  

-주제별 특허 동향 분석 및 세부 주제별 논
문 동향 분석 조사를 기반으로 논문 연구
주제 도출, 논문 심사 신청시 기술동향 분
석결과 제출 장려

화학공학현장
실습연구1

⦁2021-2022년 화공현장실습 교과목 기간 중 참여 대학
원생의 연구 주제별 특허동향조사보고서 작성을 진
행함.

대학공통 C/L 
교과목

-머신러닝과딥러닝, 인공지능응용, Python
활용인문사회과학논문쓰기

- 2020년 6월 시행 

대학공통 C/L 
교과목

⦁매학기 머신러닝과딥러닝, 인공지능응용, Python활용 
인문사회과학논문쓰기 교과목 C/L 인정하여 운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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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4 융합주제별 교과목 및 진로맞춤형 인재양성트랙 운영 

사업단 학문분야에 따라 교과과정을 △에너지 화학공정, △바이오 화학공정, △정보소재 화학공정 트랙으로 

구분하고 각 트랙 핵심교과목과 심화형 교과목을 개설/운영하였으며, 진로맞춤형 인재양성트랙을 운영함. 

[ 교과목 세부 구성 ] 밑줄: 최근 2년간 개설 교과목 (2021-2022) 

[ 진출분야별 평가기준 ] 

사업단 학문분야에 따라 교과과정을 △에너지 화학공정, △바이오 화학공정, △정보소재 화학공정 트랙으로 

구분하고 각 트랙 핵심교과목과 심화형 교과목을 개설/운영하였으며, 진로맞춤형 인재양성트랙을 운영함.

학위 / 구분 평가 기준

박사

글로벌 창의형 인재
(교육/연구)

⦁해외석학 심사/자문위원 참여⦁해외 방문연구 또는 공동연구⦁국제 학술대회 구두발표 ⦁SCIE 학술지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산업선도 도전형 인재
(산업계)

⦁산업체 전문가 자문위원 참여⦁산업연계 연구주제⦁기업/연구소 공동 연구

석사 ⦁타 학문 분야 전공 2과목 수강⦁국제어 논문작성 (SCIE 주저자 논문 1편 이상)
  

2021-2022년 대학원 신입 대학원생의 희망 트랙 조사 결과, 글로벌 창의형 인재형을 희망하는 신입생의 

비율이 2021년 22%에서 2022년 45%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특히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 증가폭이 컸음. 

이는 근래의 본교 및 본 BK 연구단의 연구력 향상 및 학문후속세대의 해외 우수대학 포스닥 진출 등의 

영향으로 인한 신입생들의 대학원 진학 동기 및 대학원 연구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학위 / 구분
바이오 전자정보소재 에너지 총합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글로벌 창의형 인재 (교육/연구) 3 12 2 4 9 15 14 31

산업선도 도전형 인재 (산업계) 20 11 11 11 20 16 51 38

과목 영역 교 과 목 (*신규교과목)

공통핵심

핵심공통 화학공학특론, 화공열역학특론, 반응공학특론, *미세전달현상, 기기분석특론, 실험설계및해석 (필수 2과목)

연구소양 연구안전관리(온라인), 논문작성법연구윤리1(온라인), 창의융합연구방법론, 빅데이터와통계학 (필수 2과목)

논문연구 석사논문연구1/2, 박사논문연구1/2, 화학공학심층개별연구 IV/V

화공심화
(전문연구 
인력양성)

트랙 핵심 (필수 1과목) 심화

에너지 
화학공정

에너지공학특론 
에너지나노소재특론
촉매공학특론

(기존) 전기화학특론, *에너지변환특론, 유동층공학, 막분리공학특론, 고분자물성특론, 
      다상흐름공학, 에너지저장특론, 고분자분해및개질, 표면기기분석
(융합) *스마트텍스타일융합공학, *차세대전지융합공학특론, *화학공학고급수치해석
(C/L)  고분자구조및물성특론1, 고분자구조및물성특론2, 유기탄성체세미나, 
      나노과학입문

바이오 
화학공정

생물화학공학특론
기능성생체재료특론
나노의약품특론

(기존) 나노생명공학, 약물전달학, 단백질공학, 생물분리공정, 화학및생물공정최적화, 
      계면화학공학, 고분자재료합성특론, 무기바이오재료특론, 현대생명공학응용 
(융합) *생명공학연구동향및응용, 바이오센서공학, 나노바이오공학(C/L)
(C/L)   기능성고분자재료1, 기능성고분자재료2, 생체고분자특론2, 나노입자공학개론

정보소재 
화학공정

반도체화학공정특론
디스플레이화학공정 
나노공정특론 

(기존) 나노화학재료소자, 유기전자소자, 콜로이드공학, 표면기기분석, 고분자유변학, 
      고성능고분자특론, 기능성고분자특론, 기초양자화학, 나노복합계면특론
(융합) *바이오전자소자특론, *CCUS기술이론, *하이브리드계면특론  
(C/L)   플라즈마공정, 디스플레이재료, 플라즈마공정및장비, 유기반도체재료및소자, 
      유기발광소자, 유기전자재료화학, 고급디스플레이공학, 나노전자재료

산학협력 및 융복합교육
(필수 2과목)

화학공학현장실습연구1(화학공학산학연구1), 화학공학세미나1/2, 창의적연구기법, 석유화학산업특론, 
(C/L)창의발상론, 특허와창업1, 인턴십1, 글로벌테크노경영, 심화융합형캡스톤디자인, 팀연구프로젝트3/4

역량강화 교과목 *화학공정설계및모사, *화학공정빅데이터통계분석, *융합화학공정특론(산학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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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5 융합과목 및 타학문단위 교과목 이수 강화

Cross-listing (C/L) 교과목 확대: 타 학문분야 교과목에 대한 수요 반영하여 Cross-listing (C/L) 교과목 확대하여 

운영하였음 (머신러닝과딥러닝, 인공지능응용, Python활용인문사회과학논문쓰기 매학기 C/L운영함)

융합과목 이수 강화: 교육연구단 핵심 연구분야간 융합교과목 지정(스마트텍스타일융합공학(신규), 차세대

전지융합공학특론(신규), 바이오센서공학, 나노바이오공학, 바이오집적소자(신규), 하이브리드계면특론

(신규)) 및 1과목 이상 이수 권장함.

핵심과제6 산학/창업 연계 주제별 특별교과목 개설/운영

산학 연계 교과목 개발: 주제별 산업/창업 연계 교과목을 산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개설함으로써, 현재 

또는 미래의 산업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산업선도형 학위논문 주제 발굴을 유도함.

수업명 내용 실적

석유화학산업특론
-기업체 연구원들이 해당 
산업분야의 문제점 및 해
결방안에 대해 특강

2021, 2022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개설되지 못함.
대신 기존 운영되던 화공세미나1 (2022년 1학기) 교과목의 전체 강사진을 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세미나 운영함 (총 15인 강사 초청) 

(신규) 융합화학
공정특론

-교내 기업 연구소와 공동
으로 에너지/바이오/정보
소재 화학공정 교과목을 
개발하고, 공동 강의와 
함께 실험을 기업체 연구
소와 연계하여 운영함.

글로벌 코스메틱 차세대 리더과정
  (2021년 2학기 운영함) ⦁목적: 사회전반의 대변화 속에서 급변하는 

고객과 시장 트렌드에 최전화된 전랴의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한 코스메틱 산업의 
차세대 리더 육성

⦁운영: 15주 프로그램 (2021.09-2021.12, 매주 
화요일 19:00-21:00)

⦁BK21 Four 지속가능 화학공학 글로벌 리더
양성 사업단 후원, 주임교수: 김진웅 (화공), 
부주임교수: 이동엽 (화공) 

⦁수강인원: 기업인 (12인), 포스닥 (1인), BK 
소속 대학원생 (2인)

⦁프로그램 구성: 리더 인사이트/글로벌 뉴 
트렌드/코스메틱 사업화/코스메틱 상품 
혁신/리스크 관리 및 차별화

CCUS기술이론 
 (2022년 2학기 신규 교과목 운영 예정)

⦁화학공정산업의 ESG 대응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에너지환경 (CCUS) 기술을 심도있게 
학습

⦁실제 공정 모사 및 평가 기술을 이용하여 
현장 적용 문제 해결.

⦁본 교과목은 1) 에너지 및 화학 공정의 
문제점, 2) 탄소 포집 및 재활용 기술의 
현황, 3) 실제 화공 및 에너지 산업에의 
적용 등 3가지 주요 학습 내용 포함

산업계 멘토링 및 글로벌테크노 경영: 화공세미나1 교과목을 활용하여 산업계 연사 강의를 통해 학생들과 

기업 인사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멘토링 유도하였으며, 해당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의 요구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업 경영, 창업, 리더십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학습함.



16  ▸ 『4단계 BK21사업』미래인재 양성사업(과학기술 분야) 교육연구단 자체평가보고서

날짜 연자 연자소속 주제

21.10.21 Dschun Song BASF, Vice President How BASF as chemical company drives towards net zero and circular economy

22.02.22 정성웅 SK 머티리얼즈 부사장 반도체 재료 현황 및 미래 전망

22.03.01 유계형 일진복합소재 연구소장, 상무 수소전기차의 미래

22.03.08 허펄 동진세미켐 연구소장, 상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개발 방향 및 전망

22.03.15 채병근 아모레퍼시픽 연구소장, 상무 혁신을 통한 K-Beauty 

22.03.22 이치완 삼양사 연구소장, 상무 Organic Chemistry at the Intersection

22.03.29 이중규 SKC 연구센터, 상무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추구에 따른 공학도의 사명

22.04.05 조재억 한화솔루션 신사업부문, 상무 석유화학에서의 Bionaphtha 현황 및 전망

22.04.12 한성수 코오롱 인더스트리, CTO Net Zero를 위한 도전

22.04.19 최윤석 마이크로소프트, 전무 COVID-19으로 인한 글로벌 기술 트랜드 변화의 이해 및 전략

22.04.26 김학용 loT 전략연구소, 대표 메타버스와 앰비언트

22.05.03 엄지용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석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산업 및 소재 개발 동향

22.05.10 조원섭 바스프 코리아, Head of R&D Electronic Materials in Semiconductor Industry

22.05.17 이상국 생산기술연구원, 수석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고기능 소재 기술

22.05.24 심재환 듀폰 코리아, 이사 Evaluation of Lithographic Materials Enabling the Semiconductor Industry

22.05.31 김영삼 헥사곤(구 MSC Korea), 이사 빠르고 신뢰성 높은 구조-유동-동역학 연성해석 

창업관련 교과목 수강 의무화: 성균관대학교 창업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창업관련 교육 강좌 (기업가정신, 

특허법률과전략, 특허경영, 특허와창업1)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수강을 장려함. 

2022년 2학기 화학공학세미나2 교과목을 활용하여 산학창업 관련 3개의 특별 세미나를 운영할 계획임.

날짜 연자 주제

2022년 11월 24일 손영욱 / 성균관대 창업의 기본지식 및 기업자 정신 함양

2022년 12월 01일 최기호 / 성균관대 4차 산업혁명 트렌드와 창업 생태계

2022년 12월 08일 임정모 / 성균관대 정부/민간 창업지원 및 시제품 제작

지적재산권 교육: 교육연구단 소속 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 연 1회 실시 및 학과 화

학공학세미나에 지적 재산권의 창출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연사 초청을 배정하여 운영함.

날짜 연자 주제

2022년 05월 20일 이형석 / KLP특허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년 기술사업화 역량강화-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2021년 11월 20일 이형석 / KLP특허사무소 대표변리사 특허동향 보고서 작성 및 지적재산권 확보에 대한 세미나

핵심과제7 문제해결형 융합 팀연구학점제 운영

교과목 주요 내용 실적

문제해결형
팀연구학점제

-실전문제 해결을 주제로 하여 전임교원이 산업체 
자문 연구원 및 5명 이상의 참여학생들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학점(3학점)을 인정

-성장단계별로 팀연구학점제 연구원 및 리더로 참여
하여 문제해결형 융합 연구 리더십 함양

최근 2년간 총 8팀의 팀연구학점제 참여
총 참여 대학원생 25명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 
대학원생 지도 조교

-에너지, 바이오, 정보소재 분야의 미해결 과제를 
대상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부생 2인 이상과 
지도 대학원생 1인이 팀을 이루어 연구 활동 진행

-지도교수, 지도대학원생, 학부생 간 효과적인 의
사소통 및 문제해결형 팀웍 함양

2021년 2학기~2022년 하계 기간 동안 총 81팀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 참여
총 참여 대학원생 81명



성균관대학교  ◂  17

다.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지표

교육지표: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본 교육연구단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운영계획을 

관리하고 환류하여 교육 방향 설정에 반영함. 

사업기간 내 자체 설정한 1단계 기간 동안의 교육지표 목표 달성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목표치를 달

성한 것으로 보임. 특히 신규/역량강화 교과목 개발, 우수대학원생 확보 분야에서는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하였음. 

다만 창업/리더십 교과목의 경우 대학 차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의 수강 인원이 적어, 2022년 2학기부

터는 학과 단위에서 창업관련 세미나 교과목을 운영하여 창업/리더십 교육을 진행할 예정임.

교육지표 기존

1단계 
(2020-2022)

2단계 
(2022-2024)

3단계 
(2024-2027) 산출방법 (단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신규/역량강화 
교과목 개발

- 2 3.3 3 4 3
신규/역량강화 교과목 수 

(과목수/년)

우수대학원생 
확보 비율

20 23 36.2 26 31.6 30
(석박통합과정학생수)/
(입학생)×100 (%)  

중도 탈락률 3 3 3.3 2 4.2 2
(대학원생 제적인원) /
(재학생수)×100 (%)

문제해결형 
팀연구학점제

19 25 15.3 30 42 35 교과목 수강인원(명/년)

창업/리더십 교과목 - 30 9.3 40 53 50 교과목 수강인원(명/년)

라. 전임교수 대학원 강의 실적

전임교원 강의 비율: 우리 교육연구단은 높은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전체 강좌수 28 23 29 38 34 35

5년 평균 
100%

전임교원 담당 강좌수 28 23 29 38 34 35

전임교원 강의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2022년은 2학기까지 개설예정인 강좌까지 포함된 실적임) 

1.2 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가. 과학기술난제 및 사회문제 해결 특별 위원회 운영

특별위원회 운영 개요: 본 교육연구단은 학문단위에서 주로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 차원의 과학난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위원회 구성: 에너지, 바이오, 정보소재 화학공정 분야 참여교수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i)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에 대한 현실문제의 도출 및 제시, (ii)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과학기술난제 및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제언, (iii) 제출된 박사 학위논문 심

사원 서류 중 지속가능발전 연관성 심사를 진행함.

구분 위원/외부소속 전문분야 과학난제 혹은 사회문제 분야

과학기술난제 및 
사회문제 해결 
특별위원회

박남규 (위원장) 태양전지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채희엽 반도체 소자 친환경 디스플레이 소자 생산

김진웅 약물전달 건강하고 행복한 삶

이승진/BP코리아 에너지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최형식/학과 산학교수 디스플레이 친환경 디스플레이 소자 생산

곽철호/삼양사 바이오 건강하고 행복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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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난제 혹은 사회문제 발굴 및 해결 프로세스

나. 과학기술 난제 및 사회문제 해결 관련 교과목 운영 계획 대비 실적

교과목명 지속가능발전목표 대응 운영 계획 실적

석유화학
산업특론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화학공학 기반 산업 현장의 문제점 인식 
및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기회 제공

-매학기 산업체 1곳을 선정하여 기업 핵심 기술 
소개 및 산업체 전문가들의 현장 밀접형 
강의 진행

⦁2020년 1학기 운영하였으나, 
2021-2022년 팬데믹 상황
으로 미개설

⦁대신 화공세미나1 교과목을 
산업계 연사를 초청하여 
진행함.

화학공학
현장실습연구

(화학공학산학연구)

⦁건강하고 행복한 삶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매학기 석사 마지막 학기 이수자를 대상으로 
산업체과 연관된 연구분야에 대한 기업연계형 
현장실습(4주)을 실시함.

-기업과 연계되어 담당 지도교수의 연구 지도를 
받아 현장실습연구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함.

⦁연구 분야 관련 특허동향
조사보고서 작성 및 동영상 
제작, 산업체 진출 선배 
인터뷰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분위기 및 니즈 파악

공정해석및
장치설계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 2021년부터 정규교과목으로 편성: 공정 최적화 
방법, AI/Big Data/Machine Learning 기법,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소개

-산업체 연사를 초청하여 공정모사 실제 공정
적용 예시를 통해 실습을 진행함. 

⦁2020년 겨울학기 및 2021년 
2학기 화학공정설계및모사 
(ECH4013) 개설하여 운영 중임.

화학공학
세미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매년 1학기에는 산업체 연사들을 주로 초청
하여 대학원생들에게 산업체 연구 동향 및 
해당분야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매년 2학기에는 학계 및 연구소 연사를 초청
하여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 

⦁매학기 개설하여 운영
⦁산업체 전문가, CEO, 대학 및 
연구소 연구자 초청

글로벌
테크노경영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구촌 협력 확대

-산업계에서 CEO 출신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당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의 요구사항 및 문제
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함양 

-또한, 특강을 통해 기업 경영, 창업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학습함.

⦁화학공학 세미나 교과목을 
활용하여 CEO급 인사 초청 
세미나를 진행함.

[신규] 
지속가능발전 
화학공학세미나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화학공학분야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및 산업
적용에 관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에너지 화학공정, 바이오 화학공정, 정소소재 
화학공정 분야의 전문가 초청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추가 
세미나교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기존 운영 중인 화공
세미나 교과목을 활용하여 
운영함.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적용된 
연구분야의 전문가 초청
하여 세미나 진행

[신규] 
출연연 연계 기기분석

특론 교과목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과학기술 난제 해결을 위하여 최첨단 분석
기기의 이해와 실제적 응용에 관한 교육은 
필수적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첨단 분석 기기를 활용한 기기분석특론 
교과목 운영

⦁2020년 2학기 기기분석 
특론 개설하여 운영함.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전문가 및 외부 대학 기기 
전문가 초빙 강의 진행

[신규]
문제해결형 
팀연구학점제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학제간 융합 및 대학원/학부 융합 팀 편성
으로 산업체 실전문제 해결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함.

-산업체 실전문제 해결을 위하여 산업체 전문가가 
멘토로 참여하고 대학원생이 팀장으로 참여

⦁최근 2년 8개팀 팀연구
학점제 참여함

⦁총 수강인원 51명 
(대학원생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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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학기술 난제 및 사회문제 해결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실적

계획 대비 운영성과의 한계를 분석: 

-코로나 등으로 사회 활동 및 참여가 제한적이나, 향후 당초 계획에 맞는 활발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

한 다양한 사회 문제 창출 및 전문가와의 교류 확대를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기여함

-지역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경기과학고 심화 R&E 프로그램 진행함.

-산업체 탐방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장 인터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업체현황 파악 및 특허동향보고

서 작성으로 진행함.  

프로그램명 지속가능발전목표 대응 운영 계획 실적

글로벌

석학강좌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건강하고 행복한 삶

- [에너지 분야] 성균솔라포럼(SISF): 태양전지 

분야 세계 석학 초청 강좌 운영

- [바이오 분야] COINS (Colloid and Interface 

Symposium): 콜로이드 분야 세계 석학 초청 강좌 

운영

- [정보소재 분야] CMP-UGM: 전자화학소재 및 

반도체화학소재 분야 세계 석학 초청 강좌 

운영

- [에너지 분야] SKKU-중국난징과학

기술대학교 Joint Workshop 진행

- [바이오 분야] SKKU- PURDUE Univ. 

BME Joint Workshop 진행

- [정보소재 분야] UOW to host 

international Frontier Materials 

Workshop 진행 

지역 미래인재

양성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R&E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우수 고등학교 학생

들이 연구실에서 한 학기 동안 연구프로젝트 

진행

⦁경기과고 심화 R&E 프로그램 진행

[신규]

에너지/바이오/

정보소재 난제 

해결 콜로퀴움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과학난제 및 사회문제 해당 분야 전문가 

초청 콜로퀴움 운영 (맞춤형 의학 및 난치병 

치료,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구현, 스마트 정보생태환경 등)

- K-SDG 중 사업단 교육 비전과 맞는 프로

그램 구성 예정  

⦁화공세미나 교과목을 활용하여 

에너지, 바이오, 정보소재 분야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통해 난제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신규]

출연연 공동 교육/

연구 프로그램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한국화학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

과학기술원 등과의 공동 교육/연구 프로

그램 구성

-사회문제 해결관련 공동과제 도출 및 운영

⦁2023년 운영 예정

[신규] 

지역사회문제 

연계 산업체 탐방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매학기 산업체 화학공정 분야 기업체 

탐방을 통해 대학원생들에게 산업체가 

당면한 난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연구에 

반영하여 졸업 후 진로 확장에 기여

-연구실 연구프로젝트 수행 확장 및 대학

원생 개별 인턴 수행

⦁현장실습 교과목을 활용하여 

산업체 현황 및 니즈 파악

⦁특허동향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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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2.1 최근 1년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표 2-1>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재학생)

2021년 2학기 75 30 85 190

2022년 1학기 73 32 87 192

계 148 62 172 382

배출 
(졸업생) 

2021년 2학기 30 5 16 51

2022년 1학기 9 2 10 21

계 39 7 26 72

2.2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및 실적

계획

실적

⦁대학원생 확보 현황

-확보 현황: 2022년도 1학기 기준 참여대학원생 수는 192명임. 석박통합과정 재학생 비율이 2018년 38.8%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1년도 1학기 기준 58.7%에 도달한 후, 꾸준히 45% 이상의 비율을 유지중임.

[우수 대학원생 유치 학사제도]

학기 제도 계획(명) 실적(명)

2021.2학기~2022.1학기

학석사 연계과정 25 28

팀 연구 프로젝트 25 9

대학원 연계장학금 20 88

⦁대학원생 배출 현황

-배출 현항 : 최근 1년간 화학공학과는 석사 39명 및 박사 33명을 배출하였음. 전체 졸업생 중 박사 인력비중은 

2017년 기준 약 25%에서 최근 1년간 (2021.2학기~2022.1학기) 46%로 상승하였음.

연도 석사(명) 박사(명) 박사학위자 비율 (%)

2021년 2학기~2022년 1학기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39 50 33 30 46%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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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우수 대학원생 확보

확보 현황: 2022년도 1학기 기준 참여대학원생 수는 192명임. 석박통합과정 재학생 비율이 2018년 38.8%

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1년도 1학기 기준 58.7%에 도달한 후, 꾸준히 45% 이상의 비율을 유지중임.

가. 우수 대학원생 유치 학사제도  

▪ 학석사 연계과정

2021년 2학기~2022년 1학기 동안 총 28명의 학생이 본 제도에 참여함.

본 제도를 통해 2022년 1학기 기준 19명의 학생이 입학함.

화학공학과 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융합생명공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지원함. 

참여 학생수를 유지시켜 최종적으로 연간 30명 참여를 목표로 함. 

학기 참여 인원(명)

2021년도 2학기 7

2022년도 1학기 21

[학석사 연계과정 참여 인원]

▪ 학부생 연구체험 제도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도: 학기 평균 172.5명의 학생들이 본 제도를 통하여 연구실 생활을 경험함.

문제해결형 팀연구프로젝트: 2021.2학기~2022.1학기 동안 총 9명의 학부생들이 본 제도에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함. 2021년 총 6명의 학부생 중, 4명이 2022년 본교 대학원 신입생으로 입학함. 향후 

참여 학생수를 단계별로 늘려 최종적으로 연간 30명 참여를 목표로 함.

[학부생 연구체험 제도 참여 인원]

학기 구분 참여 학생(명)

2021년도 2학기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도 168

문제해결형 팀연구프로젝트 6

2022년도 1학기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도 177

문제해결형 팀연구프로젝트 3

[학부생 연구체험 제도 참여 인원]

▪ 대학원 연계장학금 지원

최근 1년간 입학한 대학원 신입생 중 88명의 학생이 해당 장학금을 수여 받음. 

현재 제도를 유지하여 대학원 신입생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대학원 연계장학금 수혜 인원]

학기 수혜 인원

2021년도 2학기 40

2022년도 1학기 48

나. 진학/교류 프로그램

▪ 대학원 Fair 운영 실적

상담방법 : 지도희망 교수별 1:1 매칭 (이메일/유선 상담)

입학/교육과정/진로 등 진학정보 전반에 대한 학과담당자의 1:1 안내

주요 상담내역 : 랩실 연구분야 문의, 화학공학과 입학 관련 문의, 장학제도 문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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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Fair 운영 실적]

학기 상담 일정
분야별 참여 연구실 수

합계
Bio Electric Material Energy

2021년 2학기 2021. 10. 05 ~ 2021. 10. 08 3 - 3 6

2022년 1학기 2022. 04. 04 ~ 2022. 04. 08 4 4 6 14

▪ 교외 권역별 설명회 

교외 권역별 설명회: 참여교수의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 해당 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함. 

기업, 정부기관, 국내대학, 해외대학 등 에서 1년간 총 156회 세미나에 참여하였음.

[ 교외 권역별 설명회 실적 ] 

연도 참여 횟수 (회) 참여 세미나

2021년도 2학기 112 LG디스플레이, 한국화학연구원, KAIST, 차세대융합기술원 등

2022년도 1학기 44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보건복지부, SK 바이오팜 등

다. 우수 외국인학생 유치 프로그램

▪ 재정 지원

이공계 우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향후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임.

[우수 외국인 학생 지원 실적]

학기 장학명 인원(명) 합계

2021년도 2학기
외국인교포(이공계우수)장학금(일반원)특별추천 46

52
신입생외국인학업지원(일반원) 6

2022년도 1학기
외국인교포(이공계우수)장학금(일반원)특별추천 51

58
신입생외국인학업지원(일반원) 7

▪ 유학 박람회 개최: COVID 19 사태로 인해 연기.

▪ 해외 연구 교류

SKKU-HUST Bilateral Workshop: 온라인 발표로 진행(2022.04.18.~2022.04.19.) 각 분야 및 Session별 

평가를 통해 우수 발표자 시상하였음.

[SKKU-HUST bilateral workshop 운영 실적]

프로그램 명 운영 내용

SKKU-HUST 
Bilateral 
Workshop

-일시: 2022.04.18.~2022.04.19
-온라인 발표 진행
Session 및 분야별 평가를 통한 
우수 발표자 시상

-중국 화중과학기술대학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onolgy, 
HUST) 화학/화학공학과 공동 개최

-대학원생의 국제학회 발표 능력 배양 및 국제 학술대회 발표를 통한 
해외 대학과의 연구 교류 활성화

[대학원 연계장학금 수혜 인원]

분야 Session 이름 지도교수

바이오
구두 Thanh Loc NGUYENA 김재윤

포스터 최동혁 이동엽

전자소재

구두 신주환 김태일

포스터
김보람 채희엽

곽장균 김동환

에너지
구두 Vu Dong Thuc 김덕준

포스터 Xu Shiyu 유필진



성균관대학교  ◂  23

NTU Dual Ph.D Degree 제도: 성균관대학교와 NTU에서 각각 최소 2년간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여 두 

기관의 졸업장을 동시에 수여 받는 제도.

[NTU Dual Ph.D Degree 제도 운영 실적]

프로그램 명 이름

NTU Dual Ph.D Degree 제도 SUT TUN NAW

2.2.2 우수 대학원생 지원 실적

지원 현황: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대학원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의 제도와 

더불어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한 경제적인 지원과 연구/교육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함.

▪ 재정 지원

RA 재정 지원: 지도교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조교(RA)에게 장학금 지원. 학기 당 4명씩 지원 받음.

TA 재정 지원: 학부 전공수업에 배정된 교육조교(TA)에게 장학금 지원. 1년간 총 108명의 학생이 

지원 받음.

김순문 장학금/추강장학금: 어려운 가정환경 하에서도 우수한 연구역량을 보유한 인재 지원. 1년간 

총 14명의 학생이 본 장학금을 수혜 받음.

[장학금 수혜 명단]

학기 장학금 인원(명) 합계

2021년도 2학기

RA/TA 장학금 56

63김순문 장학금 2

추강 장학금 5

2022년도 1학기

RA/TA 장학금 60

67김순문 장학금 2

추강 장학금 5

S-HERO: 현장 맞춤형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산업현장의 실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2021년도에 화학공학과 소속 16개 팀이 참여하여 동상 8팀, 은상 1팀, 대상 1팀이 수상함. 2022년도

에는 총 8개 팀이 S-HERO에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 중임.

[S-HERO 참여 성과]

학기 수상 수상 팀 참여 팀

2021년도 2학기

대상 1

16은상 1

동상 8

▪ 연구 지원

연구 인프라 확대: 산학협력단 산하 공동기기원 공용장비 보유 및 운영. 대학원생 대상으로 장비 

활용법 교육 운영. 예약 시스템을 통한 공용장비의 원활한 이용 서비스 제공.

학위논문 작성 지원: 대학원생의 수준 높은 학위 논문 작성 지원을 목표. 논문작성법 강의, 세미나 및 

영문 교열서비스 운영. 

논문 작성 인센티브 지원: 대학원생의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력 강화를 목표로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장학금을 지원. 매 학기 평균 17.5명의 학생들이 특허 및 논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혜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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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작성 인센티브 수혜 명단]

학기 구분 인원(명)

2021년도 2학기

국내특허 3

국제특허 1

논문(상위10%) 5

논문(상위50%) 7

논문(하위50%) -

2022년도 1학기

국내특허 7

논문(상위10%) 5

논문(상위50%) 5

논문(하위50%) 2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대학원생의 글로벌 연구역량 제고를 목표,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참가비를 지원.

[국제 학술대회 지원 실적]

연도 발표 구분 인원(명) 합계

2021.2학기
포스터 6

10
구두 발표 4

2022.1학기
포스터 25

29
구두 발표 4

▪ 교육 지원

현장 전문가 참여교육 및 세미나: 산업에서 연구되는 기술 동향 교육을 목표. 실제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의 교육 및 세미나 진행. 기업, 정부기관, 국내대학, 해외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사들을 초청하여 진행하였으며, 1년간 총 51명의 연사들이 세미나를 진행하였음.

Excellence 프로그램: 대학원 전체 교과목에 대하여 일몰 기간을 적용하고 만료된 교과목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장ㆍ단기 해외 연수 지원: 혁신성장 글로벌인재양성 사업(GVIC, BVIC 등)과 연계하여 장기파견 지원. 

2021~2022 동안, 총 8명의 학생에 대해 해외 파견을 지원함.

[해외 연수 지원 명단]

지원 사업 기간 성명 파견 기관

SAIHST 2022.03.01 ~ 2023.03.31 박현진 Nanyang Technological Univeristy (NTU)

BVIC 2021.07.01 ~ 2022.06.30 김슬기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BVIC 2020.12.01 ~ 2021.11.31 성민철 University of Pennsylvania

BVIC 2022.03.01 ~ 2022.11.30 백휘라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GTFP 2021.09.01 ~ 2022.09.30 정민규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GTEP 2022.06.18 ~ 2023.06.17 신강호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GVIC 2021.09.10.~2022.06.02. 최혜수 Carnegie Mellon University (CMU)

KETEP,
산업통상자원부

2021.12.29 ~ 2022.07.02 최연우 É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 (EPFL)

▪ 우수 외국인 학생 지원

외국인 유학생 지원팀 운영: 유학생지원팀을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유학생들을 지원 및 관리. 입학전형 

학사관리, 생활지원, 진로지원 관련 업무 담당.

외국인 학생 정착 지원: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착지원을 목표로 한국어 인증반 무료 강의, 국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보험 단체 가입 서비스 등 제공. 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진로,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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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우수 대학원생 배출

배출 현항 : 최근 1년간 화학공학과는 석사 39명 및 박사 33명을 배출하였음. 전체 졸업생 중 박사 인력 

비중은 2017년 기준 약 25%에서 최근 1년간 (2021.2학기~2022.1학기) 46%로 상승하였음. 

[ 인력 배출 실적 ]

연도
인원(명)

석사 박사 박사학위자 비율 (%)

2021년 2학기~2022년 1학기 39 33 46%

2.3 참여대학원생의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표 2-2> 2022.2월 졸업한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창)업률 실적 (단위: 명,%)      

구 분

졸업 및 취(창)업현황 (단위: 명, %)
취(창)업률

(%)
(D/C)×100

졸업자
(G)

비취업자(B)
취(창)업대상자

(C=G-B)
취(창)업자

(D)
진학자

입대자
국내 국외

2022년 2월 
졸업자

석사 30 5 - - 25 19

87.0%

박사 21 - 21 21

계획

실적

⦁졸업생 취업 현황
- 2022년 취업률 분석: 2022년 2월 졸업생 취업 통계에 따르면 약 87%의 취업률을 기록하였음.
-취업기관: 2022년 2월 취업자 중 산업체 취직 비율이 전체의 65%이고 교육/연구 기관이 35%를 차지하였음.

[ 2022년 졸업생 취업 기관별 현황 ]

졸업 연도 취업기관

2022년 2월

산업체
(26명, 65%)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교육/연구기관
(14명, 3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Northwestern University, IMEC 등

2022년 8월

산업체
(7명, 64%)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KAO 등

교육/연구기관
(4명, 3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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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본 교육연구단은 졸업(예정)자들의 전공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직무역량 강화와 취업 준비를 지원하고자 함. 교육 기회, 실습 기회, 취업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원생들이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로드맵을 제시함.

교육 기회 실습 기회 취업 정보

1. 교과 과정 트랙화
2. 장/단기 해외 연수 
3. 국제학술대회 참석

1.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2. 현장 전문가 참여 프로그램

1. 취업 박람회 활용
2. 취업 지원 프로그램
3. 취업 정보 제공 게시판 운영

▪ 교육지원

교과과정 트랙화: 대학원생들의 연구 분야별 취업 지원을 위해 교과 과정 트랙화를 시행. 바이오/

에너지/정보 소재 분야로 3개의 트랙을 구성 운영. 각 트랙별 핵심/심화 전공과목을 분류하여 체계적

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유도함.

해외연수 및 국제학술대회 참석 지원: 매년 미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 유수연구 기관으로 파견함

으로써 세계적 연구 동향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대학원생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포럼, 학술대회 참석 지원.

▪ 실습기회 

현장 실습 프로그램: 1년간 총 94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각자 연구 분야에 대한 특허 분석 및 산업 

동향을 파악함. 실습을 대체하여, 각 분야의 산업체 및 연구기관 현직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현장 전문가 참여 프로그램: 현장 전문가들의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 해당 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 현장 전문가 참여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연도 초청 연사 (명) 세미나 주관

2021년도 2학기 18 화학공학 세미나, 특허동향 보고서 세미나 등

2022년도 1학기 33 화학공학 세미나, HUST 세미나, Purdue대학교 세미나, NTU 세미나 등

▪취업정보

취업박람회: 박람회를 개최하고 참여 기업들이 채용 상담, 컨설팅 등을 진행.

기업 정보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및 전화 상담으로 진행.

[ 2022년 Job Fair 운영 실적 ]

학기 참여 기업 기간

2021년 2학기

LG 화학 2021.09.01. ~ 2021.09.02

포스코 2021.09.01. ~ 2021.09.02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2021.09.08. ~ 2021.09.09

LG 디스플레이, LG 에너지솔루션, LG 전자 2021.09.14. ~ 2021.09.15

2022년 1학기

포스코 2022.03.07. ~ 2022.03.08

LG 전자, LG 화학, LG 에너지솔루션 2022.03.07. ~ 2022.03.08

현대오일뱅크 2022.03.14. ~ 2022.03.15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전자 2022.03.14. ~ 2022.03.15

취업 지원 프로그램: 서류전형 대비부터 적성검사, 실전 모의 면접까지 입사에 필요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취업정보 게시판: 학과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 공유를 통해 정보 수집에 도움을 주고 있음. 현재까지 

누적 정보 제공량 1100여 건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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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창)업의 우수성

(1) 취업 현황

▪ 졸업생 취업 현황

2022년 취업률 분석: 2022년 2월 졸업생 취업 통계에 따르면 약 87%의 취업률을 기록하였음.

취업기관: 2022년 2월 취업자 중 산업체 취직 비율이 전체의 65%이고 교육/연구 기관이 35%를 차지

하였음.

[ 2022년 졸업생 취업 기관별 현황 ]

졸업 연도 취업기관

2022년 2월

산업체
(26명, 65%)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교육/연구기관
(14명, 3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Northwestern University, IMEC 등

2022년 8월

산업체
(7명, 64%)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KAO 등

교육/연구기관
(4명, 3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2) 졸업생 역량과 진출 분야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개인 역량지표 도구 개발

개요: 본 교육연구단은 개인 역량과 취업기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대학원생 역량 강화의 도구로 

삼고자 교육, 연구, 교류에 관련한 객관적 지표를 선정하고 정량화한 역량 지표를 개발함.

역량지표: 교육, 연구, 교류 역량으로 세분화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표를 수치화하였음.

지표 평가 내용 세부지표 배점

교육 지표 학업 성취도 대학원 학점 학점 기준: 최대 4점

연구 지표
연구 활동 및
연구 성과

논문 게재 10% 이내: 3점, 10~50%: 2점, 50% 이상: 1점

학술대회 발표
(구두, 포스터)

국제학술대회: 구두 1점, 포스터 0.5점
국내학술대회: 구두 0.5점, 포스터 0.2점

특허 등록 국제: 2점, 국내: 1점

교류 지표
산업체 및 

해외 연구기관 교류
산업체과제 참여 과제 수, 기간, 기여도 고려 최대 7점

역량지표 기반 취업 분석: 5가지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이를 펜타곤 도표로 

나타내어 개인 역량을 분석하였음 (오른쪽 예시 참고). 

   -이를 기반으로 2022년 졸업생 중 박사학위자의 역량과 졸업 후 진로

(취업)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음.

(3) 산업체 취업의 우수성 

현황: 2022년도 취업자 중 대다수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으로 진출

하였으며, 이는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에서 제시한 산업선도형 인재양성에 부합하는 결과로 해석됨. 

전공적합성: 각 졸업자의 연구 내용과 취업기관을 비교한 전공 적합성을 따져 보았을 때, 본인의 연구 

내용과 관련된 회사에 취업하는 경향을 보임. 

대표사례: 대학원에서의 연구 경험이 실제 회사 취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산업체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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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취업 대표적 사례 ] 

성명 학위
취업기관
(직위)

사례의 우수성

박용민 박사
LG화학

(연구원)

-학위과정 동안 다양한 메조포러스 촉매 물질 개발 및 

합성가스 전환을 통한 친환경 연료 및 고부가화 

화합물 합성 연구를 수행하여 촉매 기초 분야에 대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도출함.

-학위과정 동안 축적한 촉매 연구 지식을 바탕으로 

LG화학 연구소에 취업함. LG화학에서 메탈로센 기반 

촉매를 이용해 다양한 폴리머 합성 및 플랜트 개발에 

참여해 활발한 연구 활동 및 우수한 실적이 기대됨.

이하림 박사
삼성종합기술원

(연구원)

-학위과정 동안 블루 OLED용 청색 multi-resonance 타입 

발광체 연구를 하여 CIEy 좌표가 0.1 아래인 고효율 

블루 발광체의 개발에 성공함

-이러한 OLED 물질 개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문 

수십편에 주/공동/기타 저자로서 기여함. 또한 삼성 

종합 기술원에 연구원으로 취직하여 현재도 활발한 

OLED 재료 개발을 진행 중임

김준민 박사
LG에너지솔루션

(책임연구원)

-학위과정 동안 무기 입자 표면 개질을 통해 열전도성 

복합체를 합성 연구하며 방열에 필요한 접착제를 개발

하여 정부출연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과제를 

수행함.

-이러한 다양한 입자 합성 및 표면개질 전문성을 바탕

으로 방열이 필요한 배터리 대표 기업인 LG에너지

솔루션에 취업함. 현재 LG에너지솔루션에서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Chemistry 개발 및 소재 개발을 수행

하고 있음.

연정석 박사
SK온

(연구원)

-학위과정 동안 폴리옥소메탈레이트를 이용한 배터리 

전극 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리튬이온전지, 리튬황전지, 

그리고 수계아연전지에 응용함으로서 배터리 전극 

개발에 관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함

-이러한 배터리 전극 설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계 

배터리 시장의 중심인 SK온에 취업함. 현재 SK온의 

Cell Platform 개발 Unit에 속하여 대한민국의 배터리 

시장 경쟁에 기여하고 있음.

역량지표 분석: 산업체 취업 대표사례자의 경우 본인의 연구 내용과 관련된 회사에 취업하는 경향을 

보이며, 많은 논문 저술을 통해 수요기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관련 산업체로 취업이 이루

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성균관대학교  ◂  29

(4) 교육/연구기관 취업의 우수성

현황: 2022년도 졸업생 중 18명은 교육/연구기관에 취업하였음.

전공 적합성: 졸업자의 전공적합성이 높은 기관에 취업하였음.

대표사례: 학위 기간 중의 우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 출연연구소로 등으로 진출하여 전문성을 

발휘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교육/연구기관 취업 대표적 사례 ] 

성명 학위
취업기관
(직위)

사례의 우수성

임광범 박사
하버드 

메디컬 스쿨
(박사 후 연구원)

-학위과정 동안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입자, 3D 지지체 
등을 이용하여 줄기세포의 분비능을 조절하는 연구를 
통해 허혈성 질환 및 창상 치료에 관해 연구하여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함.

-이러한 줄기세포의 신혈관 재생 관련 분비능 향상 
연구를 통해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Juan Melero- 
Martin 교수 연구실의 박사 후 연구원으로 합류하여 
혈관 생물학 및 조직공학에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배건 박사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연구원)

-학위과정 동안 가압 bubble column에서 micro- 
bubble의 발생을 확인하고 DGD분석, optical probe, 
초고속 카메라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
조건에 따른 미세기포 발생 조건을 확인하여 
micro-bubble regime의 기준을 제시, dual distribution 을 
적용하여 열전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정 
특허출원 등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함.

-이러한 유동층 공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취업함. 현재 기체-고체 유동층 
반응기에서 고전도성 전극용 탄소소재 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고품질의 CNT를 생산하는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역량지표 분석 (박사학위자): 상대적으로 우수한 논문 실적을 가진 박사 졸업자들이 교육/연구기관

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5) 교과과정 트랙화를 통한 취업의 전공적합성 향상

교과과정 트랙화: 본 교육연구단은 핵심 연구 분야별 전문가 양성에 목적을 두고 교과목 분류 및 

트랙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에너지, 바이오, 정보 소재 3가지 트랙의 교과과정을 설립하여 분야별 

기업에 필요한 기본 및 응용 지식 습득을 장려하였음.

트랙별 취업현황: 2022년도 졸업자의 에너지, 바이오 및 정보 소재 분야로의 취업 현황은 아래와 같음.

[ 2022년도 에너지/바이오/정보 소재 트랙제도에 따른 취업 현황 ] 

취업 분야 학생 수 (비율 %) 취업 사례

에너지 13명 (26.5%) 삼성전자, SK온,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LG화학 등

바이오 13명 (26.5%)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양KCI 등

정보 소재 23명 (47%)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세메스, 삼성종합기술원 등

전공적합성: 전공 분야로의 취업률은 2022년 88%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어 교과과정 트랙화가 

졸업생 취업처의 전공적합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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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➀ 참여대학원생 저명학술지 논문의 우수성

2021년 9월 ~ 2022년 8월까지의 환산논문 1편당 환산 보정 IF와 ES 수치의 향상을 통하여 논문의 질적 

지표가 향상 되었으며, 1단계 목표 수치를 초과 달성하였음.

Science, Advanced Materials, ACS Energy Letters 등 최상위급 저널과 IF 10~20 구간 대표실적의 논문

편수의 비약적 성장을 통해 전체 논문의 질적 향상을 보여주었음.

교육연구단의 교육 비전과 연구 비전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추진전략을 이행함

으로써 대학원생의 연구 수월성이 증진됨.

구분 2017~2019 평균 2020 2021.09 ~ 2022.08 
1단계 목표

(2020년-2022년)

총 환산 편수 43.4 43.2 32.8 36.7

환산논문 1편당 환산보정 IF 0.676 0.918 0.906 0.8197

환산논문 1편당 환산보정 ES 1.190 1.443 1.604 0.2185

1인당 환산보정 IF 0.221 0.278 0.219 1.3715

1인당 환산보정 ES 0.389 0.437 0.387 0.3656

※참여대학원생 저명학술지 대표실적업적물 우수성 (15건)

가. 에너지 분야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5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이차전지, 연료전지, 에너지 촉매 관련 결과로서 연구단 비전에 부합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사회문제 해결과 에너지 신산업에 기여함.

연번 대표실적 우수성

1

Advanced Energy Materials, 2022, 12, 20 (IF: 29.698, JCR분야별 상위 3%이내)

⦁창의성, 혁신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 모듈의 광 흡수 필름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소수성 꼬리와 설폰산 그룹

(SO-
3)을 친수성 머리로 포함하는 HFSTT(Heptadecafluo rooctanesulfonic acid tetraethylammonium salt)를 도입하여 

대면적 필름을 균일하게 만드는 기술을 보고 함. 

⦁비전 부합성: 본 연구 주제는 에너지 전환 소재 개발의 연구 비전에 부합함. 

⦁학문적, 산업적 우수성: HFSTT로 개질된 필름은 뛰어난 (100) 배향과 낮은 트랩 상태 밀도, 향상된 캐리어 이동성 및 

확산 길이를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 모듈 시스템에서 광 흡수 필름의 대면적화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함.

⦁학문후속세대: 안종복 학생은 현재 성균관대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임.

2

ACS Energy Letters, 2021, 6(10), 3435-3442 (IF: 23.101, JCR분야별 상위 5%이내)

⦁창의성, 혁신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해 표면처리 물질 선정에 있어서 π 결합 

유무가 서로 상이한 pyridinium 및 piperidinium 요오드 기반 소재를 비교함으로써 각기 최적 두께 조건이 달라짐을 

확인하였음. 

⦁비전 부합성: 본 연구 주제는 에너지 변환 소재 개발의 연구 비전에 부합함. 

⦁학문적, 산업적 우수성: ACS Energy Letters 저널지에 게재됨. 높은 효율, 장기 안정성이 확보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에 필요한 표면처리 공정의 소재선정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학문후속세대: 제 1저자인 김정현 학생은 현재 한화솔루션 산학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박사학위 취득 후 (2023.08) 

한화솔루션 자회사인 한화큐셀에서 연구원 생활을 이어나갈 예정임.

3

ACS Energy Letters, 2022, 7(2), 741-748 (IF: 23.101, JCR분야별 상위 5%이내)

⦁창의성, 혁신성: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에 사용되는 고체형 정공 전도체, Spiro-MeOTAD,의 리튬 기반 

첨가제의 불소 이온 양에 따른 광전 변환 특성 변화에 대해 비교 분석 및 최적화를 진행함.

⦁비전 부합성: 본 연구 주제는 에너지 변환 소재 개발의 연구 비전에 부합함. 

⦁학문적, 산업적 우수성: ACS Energy Letters 저널지에 게재됨. 4명의 연구원과 동일 주제를 이용한 공동 연구를 진행함

으로써, 재현성이 있는 실험 결과임을 나타냄.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에 있어서 보편성 있는 정공 

전도체 제작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학문후속세대: 제 1저자인 김슬기 박사는 미국 NREL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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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이오 분야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5건)

-바이오 분야 생체모방, 약물전달, 항암치료, 생체 이미징 등의 결과로서 연구단 비전에 부합하며, 스마트 

진단/치료 바이오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공분야와 미래 신산업에 기여함.

연번 대표실적 우수성

4

Advanced Science, 2022, 9(14), 2200168 (IF: 17.521, JCR분야별 상위 5%이내)

⦁창의성, 혁신성: 비스무스 요오드 기반 상 혼합 멤리스터 디바이스를 제작함으로써 메모리 디바이스 뿐만 아니라 

인공 시냄스 분야에서도 뛰어난 potentiation/depression 특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pA scale의 전류 레벨 및 61.08 aJ의 

소비 전력 등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음.

⦁비전 부합성: 본 주제는 차세대 에너지 및 메모리 소재 개발의 연구 비전에 부합함.  

⦁학문적, 산업적 우수성: Advanced Sicence 저널지에 게재됨.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기반으로 기존 멤리스터 

특성 뿐만 아니라, 인공 시냅스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 차세대 4차 혁명에 AI 기술과 빅데이터 저장 측면에서 

학문적, 산업적 우수성을 보임.

⦁학문후속세대: 제 1저자인 양준모 박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임.

5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2022, 438, 135532 (IF: 13.273, JCR분야별 상위 3%이내)

⦁창의성, 혁신성: 금속산화물 표면 비정질층 도입을 통해 결정성-비결정성 계면 구조가 제어된 텅스텐 삼산화물 

소재를 합성하여, 기존 고결정성의 텅스텐 삼산화물에 비해 2.5배 가량 광전류 밀도가 향상된 전극 소재 및 합성기술 

개발함. 이는 합리적으로 설계된 표면 결함을 도입함으로써 광전극의 전하 분리 효율 및 촉매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극 표면 개질 연구임.

⦁비전 부합성: 본 주제는 차세대 태양광 활용 수전해 소재 제어 기술로 차세대 에너지 저장 및 전환 소재 개발의 연구 

비전에 부합함.  

⦁학문적, 산업적 우수성: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저널지에 게재됨. 결정성, 비결정성 소재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표면 결함을 나노 수준으로 디자인하여 결정-비결정 계면 도입으로 기존 광전극의 성능을 향상하였음.

⦁학문후속세대: 저자인 김재겸 학생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석박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임.

연번 대표실적 우수성

6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022, 32 (20), 2110557 (IF: 19.924, JCR분야별 상위 5%이내)

⦁창의성, 혁신성: 기존의 접착을 유도하는 방식을 벗어나 binding affinity가 뛰어난 항원-항체 상호작용 

(antigen-antibody interaction)을 이용하여 접착 시스템으로서 이용 가능함을 보여주었으며, 이 접착 유도를 통하여 

조직 재생 효과까지 확인함.

⦁비전 부합성: 본 연구는 바이오 소재 개발 및 약물전달 시스템 적용에 부합함.

⦁학문적, 산업적 우수성 : 항원-항체 상호작용이 접착 시스템으로 사용 가능함을 입증함으로써 학술연구에 매우 

유용함. 또한, 스캐폴드, 주입형 하이드로젤, 패치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적용이 가능하여, 약물 담지 및 조직 봉합 등 

다양한 산업으로의 응용이 가능함.

⦁학문후속세대: 저자인 김슬기 학생은 현재 성균관대 석박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임.

7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022, 32 (17), 2110439 (IF: 19.924, JCR분야별 상위 5%이내)

⦁창의성, 혁신성: 넓은 표면적과 높은 흡착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양친성 지르코늄 판형 입자에 금속 촉매를 성장

시킨 후 피커링 에멀젼 내에서 One-step 계면 촉매반응이 가능한 마이크로리액터 시스템을 개발함. 기존의 구형 

입자에 비해 750 % 빠른 반응속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회수 후 재사용이 가능한 그린화학 반응계를 구현함. 

⦁비전 및 목표 부합성: 본 연구는 회수 가능한 유무기 복합 소재를 개발하여 환경공학 및 화학 공학, 나노 바이오 

기술 분야에 응용 가능함.

⦁학문적, 산업적 우수성: 반응물을 유기용제의 사용 없이 회수 할 수 있는 스마트 정제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수한 입자의 재사용할 수 있어 비용의 절감을 통한 시장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음. 그리고 판형입자의 

좋은 지지체를 바탕으로 균일한 촉매 성장에 매우 용이한 장점이 있고, 다양한 금속 입자를 도입하여 여러 분야에 

적용 가능한 그린화학 자기조립형 콜로이드 기술임.

⦁학문후속세대: 저자인 서복기 학생은 현재 성균관대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임.

8

ACS Nano 2022, 16(1), 251-260 (IF: 18.027, JCR분야별 상위 10%이내)

⦁창의성, 혁신성: 히알루론산 기반 하이드로겔은 생체 적합성이 높고 얼굴 윤곽을 매끄럽게 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진피 미세 환경을 복구하는 능력이 제한적임. 본 논문에서는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을 함유하는 진피 미세 환경을 

개선하는 피부 필러를 개발하였음. 기존 필러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줄기세포의 암세포화 등에 대한 부작용을 

억제하면서도 뛰어난 콜라겐 생성 효과를 나타내며, 상기 필러 조성물은 항염증성 대식세포를 활성화함으로써 

섬유아세포의 증식 및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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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소재 분야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5건)

-정보소재 관련 OLED, 유기전자소재, 양자점 디스플레이등의 결과로서 교육연구단 비전에 부합하며, 

전자소재의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지능형 정보생태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

연번 대표실적 우수성

⦁비전 부합성: 차세대 치료 바이오기술에 기초한 지속 가능 바이오 화학공정의 비전과 부합하며, 제 1저자인 유동길 

박사는 현재 하버드대 의과대학원에서 면역세포 유래 엑소좀을 이용한 항암 치료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학문적, 산업적 우수성 : 본 연구에서 서술된 히알루론산 유도체는 국내 특허(KR 1020210190819)가 출원되어 있으며, 

주름 개선을 비롯하여 항노화를 위한 치료 또는 미용 목적의 필러 주사 등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학문후속세대: 저자인 정재민 학생은 현재 성균관대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임.

9

Nature communications, 2022, 13, 3019 (IF: 17.69, JCR분야별 상위 10%이내)

⦁창의성, 혁신성: 해조류 유래 알지네이트 기반 하이드로젤의 부드럽고 약한 기계적 물성을 매우 간단한 공정인 

건조 및 재가교 과정을 통해 높은 기계적 물성으로 구현하였음. 뿐만 아니라 전기 전도성 고분자를 혼합하여 높은 

기계적 물성을 가지는 전도성 복합소재로서 향후,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비전 부합성: 생체 소재 기반의 신소재 개발 연구로 지속가능한 바이오 화학공정 비전과 부합함.

⦁학문적, 산업적 우수성 : 간단한 공정으로 하이드로젤 내부의 재배열을 통해 기계적 물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킴

으로써, 바이오 소재 기반 하이드로젤이 다른 재료들과 유사한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보여줄 수 있음을 입증하였음. 

간단한 제작 공정은 향후, 산업적으로 대량생산에 쉽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기전도성 등 기능성 

부여를 통해 에너지 저장 및 열전달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음.

⦁학문후속세대: 저자인 신현수 학생은 현재 성균관대 석박통합과정으로 재학중임. 

10

Advanced Science 2022, 9(5), 2103245 (IF: 17.521. JCR분야별 상위 10%이내)

⦁창의성, 혁신성: 암 치료를 위한 강력한 전략 중 하나인 면역 관문치료는 세포독성  T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공격하지만, 면역억제성 종양미세환경으로 인해 임상반응률이 낮다는 한계가 있음. 본 논문에서는 엑소좀 PD-L1을 

감소시켜 PD-1 항체 기반 면역 반응을 향상시키는 치료 전략을 고안함. 설피속사졸은 농도에 비례하여 엑소좀 

분비를 유의하게 억제하여 혈액 내 엑소좀 PD-L1을 감소시켰으며, 결과적으로 αPD-1와 결합하였을 때, 세포독성T 

세포를 증가시킴으로서 항종양 반응을 극적으로 개선했음을 확인함.

⦁비전 및 목표 부합성: 차세대 치료 바이오기술에 기초한 지속 가능 바이오 화학공정의 비전과 부합함.

⦁학문적, 산업적 우수성: 본 연구에서 서술된 병용치료요법은 본 논문에서 언급된 설피속사졸에 국한되지 않고 적용할 

수 있으며, 암 엑소좀 분비를 저해함으로서 높은 치료효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면역관문 억제제에 대한 객관적 

반응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

⦁학문후속세대: 저자인 정재민 학생은 현재 성균관대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임.

연번 대표실적 우수성

11

Science, 2022, 376, 624-629 (IF: 63.798, JCR분야별 상위 1%이내)

⦁창의성, 혁신성: 거미의 점탄성 표피 패드를 모사한 젤라틴-키토산 하이드로겔 댐퍼를 최초로 개발함. 표적 진동 신호

로부터 30Hz 미만의 기계적 소음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대역필터로써, 얻고자하는 생체신호가 신체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계적 소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함.

⦁비전 및 목표 부합성: 본 주제는 의료용 정보소재 개발의 연구 비전에 부합함. 

⦁학문적, 산업적 우수성: 환자의 생리학적 신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웨어러블 의료기기에 적용하여 신호 

수집을 방해하는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의료기기분야 산업으로의 응용을 기대할 수 있음.

⦁학문후속세대: 저자인 신주환 학생은 현재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박사과정, 옥제형 학생은 석박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임.

12

Advanced Materials 2022, 34, 5 (IF: 32.09, JCR분야별 상위 3%이내)

⦁창의성, 혁신성: 본 연구에서는 건식 접착 소재를 기반으로 제작된 전자패치를 통해 체액이 항상 존재하는 생체

조직에 안정적인 접착력을 가지면서도 탈착 시 화학적 잔류물 없이 청정 부착이 가능한 메커니즘을 최초로 밝힌 논문.

⦁비전 및 목표 부합성: 본 연구 주제는 정보전자/바이오 융합분야의 생체전자소자 연구 비전에 부합함. 

⦁학문적, 산업적 우수성: 청정 접착 기반 전자패치 소재는 인체의 다양한 표면에 적용되는 생체부착 또는 센싱용 

소자의 장시간 사용을 위해 긴밀하고 청정한 접착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됨. 

⦁학문후속세대: 1저자인 김다완 박사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 중임.

13

Advanced Materials, 2022, 34, 21 (IF: 32.086, JCR분야별 상위 2%이내)

⦁창의성, 혁신성: 고효율/장수명의 청색 적층 OLED 소자를 개발. 다중 공명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코어 구조를 이용

하여 좁은 스펙트럽을 갖고 색순도가 우수한 청색 발광 재료의 설계 및 분자 계산 진행.

⦁최적화된 탬덤 장치는 25% 이상의 외부양자효율과 1000 cd/m2에서 LT95에 대한 소자 수명이 500시간 이상의 매우 긴 

결과로서 문헌에 보고된 청색 OLED 수명 결과 중에서 가장 좋은 데이터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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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연구단 중점 분야인 에너지, 바이오, 정보소재 모두에서 학술대회 수상실적을 거두었고, 관련 연구 결과를 

우수논문게재와 국내외특허 등록 등의 성과와 연계하여 실적의 우수성이 검증되었음

구분
2017~2019년 실적평균

2020~2021년(1단계)
실적합계

2021~2022년(2단계) 
실적합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총 건수 81.7 138 219.7 31 210 241 94 331 425

총 환산 편수 71.6 62.1 133.7 30.3 104 134.3 74.7 159.9 234.6

1인당 환산 편수 0.531 0.460 0.992 0.21 0.722 0.931 0.498 1.066 1.564

참여대학원생 수 134.8 144.5 150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비실적 비교     

연번 대표실적 우수성

1

2021년도 한국고무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 RubberCon2021: Interfacial assembly of hydrophobically modified silica 

nanonecklaces for efffective stabilization of W/O Pickering emulsions (우수포스터상 수상)

⦁창의성, 혁신성: 천연 유래 소재의 셀룰로오스 표면 개질을 통해 나노레이스 구조의 실리카를 합성하고, 이의 우수한 

계면 흡착 능력을 확인함. 기존의 시스템 대비 계면막의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켜 개선된 유화 안정성을 보여주었음.

⦁해당분야 기여: 새로운 형태의 비등방성입자를 도입하여 계면안정화 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함.

⦁비전 부합성: 표면 개질 및 합성을 통한 신규 콜로이드 입자 개발의 확장 연구가 가능함.

2

ALD/ALE (2022): Low-Temperature Plasma Atomic Layer Etching of Titanium Nitride (ALE 2022 Student Poster Awards 수상)

⦁창의성, 혁신성: 플라즈마 산화 및 불화 반응을 이용한 TiN 원자층 식각 공정을 연구함. 플라즈마 내 라디칼의 높은 

반응성을 이용해 기존 원자층 식각 공정 대비 더 낮은 온도인 150℃에서도 식각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해당분야 기여: 본 주제는 3D 구조에 적합한 효과적인 원자층 식각 공정 방법을 제시함.

⦁비전 부합성: 플라즈마를 이용한 낮은 온도에서의 원자층 식각 공정 발전에 기여함.

3
한국공업화학회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 (2022): Triplet-Triplet Fusion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Carrier Trap-Detrap 메커

니즘을 적용한 유기발광 다이오드 (우수논문상 수상)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업적물 우수성 (5건)

연번 대표실적 우수성

⦁비전 및 목표 부합성: 본 연구 주제는 유기전자소재 개발의 연구 비전에 부합함. 

⦁학문적, 산업적 우수성: Advanced Materials지에 게재되었고, 고효율, 장수명의 청색 발광 소재의 개발로 디스플레이 

전자 소재 산업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기술임.

⦁학문후속세대: 저자인 박진호 학생은 현재 성균관대 석박통합 과정으로 재학 중임.

14

Advanced Materials 2022, 2202464 (IF: 32.086, JCR분야별 상위 2%이내)

⦁창의성, 혁신성: 비 보론계열의 Indolo carbazole 분자단위를 결합하여 pure blue한 multi resonance (MR) type의 발광 

물질을 합성 함. 25nm의 반치폭과 100%의 PLQY 물질 특성을 보임. OLED 로서 33.8%의 높은 효율과 23nm의 매우 

좁은 반치폭 performance를 보이는 비 보론계 MR 타입의 pure blue 최초 논문임.

⦁비전 부합성: 본 연구 주제는 차 세대 blue OLED 소자 개발의 연구 비전에 부합함.

⦁학문적, 산업적 우수성: Advanced Materials지에 게재되었고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좁은 반치폭의 고 효율 blue 

emitter를 개발하여 산업적으로 우수한 결과임.

⦁학문후속세대: 저자인 이하림 박사는 현재 삼성 종합 기술원에 연구원으로 재직 중임.

15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022, 32, 27 (IF: 19.924, JCR분야별 상위 5%이내)

⦁창의성, 혁신성: Organic light-emitting diodes의 이리듐 계열 blue phosphorescence 물질 간의 전하 전이 (charge 

transfer)를 통한 white OLEDs를 처음으로 구현한 논문. 발광 물질간의 charge transfer로 13.7%의 외부 양자 효율을 보임.

⦁낮은 펄스 에너지의 optical laser에서는 quenching 되는 특성을 가지며 전류, 전압 구동 소자에서 강한 electroluminescence를 

나타냄.

⦁비전 및 목표 부합성: 본 연구 주제는 OLED 소자 개발의 연구 비전에 부합함. 

⦁학문적, 산업적 우수성: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지에 게재되었고 유기전자 소재 간의 발광 원리를 규명하여 

학문적으로 우수한 연구 결과임.

⦁학문후속세대: 저자인 임준섭 학생은 현재 성균관대 석박통합 과정으로 재학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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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여대학원생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교육연구단 연구 비전에 부합하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스마트 진단/치료 바이오 기술, 지능형 정보생태 

환경 소재 분야의 산업선도형 기술 확보를 통해서 테크비즈 창출 및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였음.

구분
2020~2021 (1단계) 2021~2022( 2단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총 건수 5 23 28 5 32 37

※참여대학원생 특허실적 

연번 대표실적 우수성

1

할로겐화 납 첨가화합물 및 이를 이용한 페로브스카이트 소자 (국제특허 11,192,906)

⦁창의성, 혁신성: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하는 방법의 근간이 되는 요오드화 납과 메틸암모늄요오드

(CH3NH3I) 그리고 유기 용매인 디메틸포름아마이드, 디메틸설폭사이트와 디에틸 이서를 사용하여 안정적이고 균일한 

요오드화 납 첨가화합물 박막 형성 방법을 제시함.

⦁비전 부합성: 해당 물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합물 형성이 가능한 유무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제작

하는 기술을 확보함.

⦁(지역)산업 기여: 고품질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제작이 가능함으로써, 태양전지 분야뿐만 아니라 해당 물질 기반의 

다양한 광전 변환 소자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임. 

2

다환 화합물 및 이를 포함하는 유기발광소자 (국내특허 10-2312487)

⦁창의성, 혁신성: 인돌로카바졸의 N에 연결된 페닐기에 인돌로카바졸의 N을 기준으로 para, ortho 위치에 어셉터인 

트리아진이 결합된 형태의 유기 발광 소자에 사용되는 신규 열 활성 지연형광 발광 물질의 개발에 대한 특허로 

화합물의 이면각과 삼중항 엑시톤의 수명을 조절하여 유기 발광 소자의 효율과 수명을 높이는 기술로 국내 특허 

등록이 결정되었음.

⦁비전 부합성: 유기 발광 소자의 양자 효율과 수명을 높이는 발광 물질의 개발은 OLED 기술의 비전에 부합함.

⦁(지역)산업 기여: 수명 개선을 통한 유기 발광 소자의 개발 및 제조에 기여 하고 국내 유기 발광 물질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함.

연번 대표실적 우수성

⦁창의성, 혁신성: 신규Blue organic light-emitting diodes의 발광 메커니즘 중 하나인 triplet-triplet fusion을 통한 형광 

발광 물질 시스템에서 보조 물질인 TTF-AM을 도입하여 TTF 발광 ratio를 높임. TTF OLED의 좁은 재결합 존을 해결

하는 새로운 발광 메커니즘을 논문 발표 함.

⦁해당분야 기여: 기고 효율 blue TTF OLED의 필수 요소인 트리플렛 엑시톤의 싱글렛 엑시톤으로의 전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개발함.

⦁비전 부합성: 고 효율 blue TTF OLED 소자의 개발을 통해 정보소재의 OLED분야의 발전에 기여함.

4

한국고분자학회 추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2021): A Subaquatic Electronically Sensory Octopus Sucker (최우수포스터

발표상 수상)

⦁창의성, 혁신성: 문어 빨판 근육의 움직임과 신경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아, 인공 고분자 빨판 내부 돌기의 크기를 

조절하여 손쉽게 높은 점착력과 탈착의 용이함을 갖춰 물속과 물 밖에서 활용 가능한 인공 전자 문어 그리퍼를 제작 

또한 인공 고분자 빨판내부에 카본나노튜브 기반을 둔 신축성 센서 어레이를 삽입하여 물체의 무게 및 무게중심등 

다양한 정보의 센싱이 가능한 고분자 전자 그리퍼를 개발함.

⦁해당분야 기여: 다양한 형태의 물건의 촉감정보를 감지하고 물속과 물 밖에서 안정적으로 잡고 놓을 수 있는 고분자 

전자 그리퍼개발에 기여함.

⦁비전 부합성: 수중 생산․서비스 공정 및 로봇 수술 시 인체장기 내부와 같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소프트 로봇 기술로 관련 분야에 기여함.

5

2021 한국청정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2021): High-performance capacitive energy storage system obtained from 

hierarchically porous

⦁Carbon material made of lignin extracted from biomass (우수논문상 수상)

⦁창의성, 혁신성: 목재폐기물 기반 바이오매스의 일종인 Empty Fruit Bunch에 함유된 자연계 고분자인 리그닌 소재를 

탄소화 및 다공성 구조화하여 높은 비표면적을 가지는 다공성 탄소소재를 구현하였으며, 이를 슈퍼커패시터 전극 

소재에 적용하 결과 기존 탄소소재 기반의 슈퍼커패시터의 성능과 비교하여 더욱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음.

⦁해당분야 기여: 에너지저장 관련 탄소소재 시장에서 바이오매스 기반의 탄소소재가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후보군

임을 입증하였으며, 향후 바이오매스 소재의 에너지저장 소재 관련 고부가가치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

⦁비전 부합성: 바이오매스 재활용 및 탄소소재 기반 에너지저장 소재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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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계획

연번 대표실적 우수성

3

CATALYST FOR SYNTHESIZING DIMETHYL ETHER FROM SYNTHETIC GAS, METHOD FOR MANUFACTURING THE SAME, AND 

METHOD FOR SYNTHESIZING DIMETHYL ETHER USING THE SAME (중국특허 '202111208792.8)

⦁창의성, 혁신성: 균일한 메조포어를 도입한 페리어라이트 제올라이트(m-FER)에 Cu-ZnO-Al2O3 (CZA)를 공침한 하이

브리드 촉매인 CZA/m-FER 촉매에 관한 특허로, 개발한 촉매는 CO/CO2를 포함한 합성가스의 전환을 통해 디메틸에

테르를 효과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우수한 촉매임.

⦁비전 부합성: 화학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CO/CO2를 전환하여 친환경 연료이자 유용한 중간체 화합물인 

디메틸에테르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친환경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임.

⦁(지역)산업 기여: 국내 화학분야 및 촉매관련 분야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며, 화학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전환하여 고부가물질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탄소중립정책에 부합하는 중요한 기술임.

4

화합물 및 이를 포함하는 유기 발광 소자 (국내특허 10-2353985)

⦁창의성, 혁신성: 유기 발광 소자의 높은 양자 효율을 위한 신규 열 활성 지연 형광 물질에 대한 특허로 카바졸류를 

포함하는 열 활성 지연 형광 물질에 벤젠을 링커로 하여 벤젠에 결합 된 어셉터와 도너의 HOMO, LUMO의 조절로 

양자 효율을 높이는 물질 개발 방법으로서 국내 특허로 등록됨.

⦁비전 부합성: 높은 양자 효율을 나타내는 열 활성 지연 형광 물질의 개발을 통한 정보 소재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임.

⦁(지역)산업 기여: 국내 유기 발광 물질의 해외 자원 의존도 해결 및 이를 통한 신규 산업의 창출이 가능함.

5

MXENE NANODOT-SEHLL CATALYST AND THE METHOD OF SYNTHESIZING THEREOF (미국특허 17840984)

⦁창의성, 혁신성: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는 다기능성 촉매개발에 관한 방법으로, 

우수한 소재인 MXene을 기반으로 MXene 나노닷 핵 구조가 탄소 껍질에 감싸져 있는 특수한 구조를 설계하여, 

촉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껍질 간 화학적 상호작용을 통해 촉매 특성이 효과적으로 향상되었음.

⦁비전 부합성: 범용성있는 pH 범위에서 활용 가능하며, 다양한 전기화학 반응에 단일 물질로 적용 가능하여 경제성이 

높고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 가능한 기술임.

⦁(지역)산업 기여: 국내 촉매분야의 핵심 기술로써 신규 산업 창출이 가능하며, 전기화학 반응을 사용하는 화학 산업

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음

계획

실적

⦁연구실적의 계획 대비 현황: 아래 표에 따라 논문의 질적 지표이며 본 연구단의 핵심목표인 환산논문 1편당 환산
보정 IF 및 ES값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목표치를 상회함. 

⦁자기주도교육의 계획 대비 현황: 자기주도형 ChEllengers를 운영하고 우수 ChEllenger를 최대 3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였으며, 자기주도적 연구 클러스터모임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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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단의 교육 비전: 자기주도적 역량강화를 통해 화학공학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창의⋅
융합형 전문인력인 ChEllengers 양성 하고자 함.

-교육연구단의 연구 비전: ChEllengers의 자율성 기반 클러스터형 연구를 통한 지속가능지식과 기술창조 

및 사회문제 해결 하고자 함.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은 위 교육 및 연구 비전을 성공적으로 구현함으로 달성될 수 있음.

-이를 위해서 (교육부문 최종목표 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주요과제 도전성 함양 및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와 (연구부문 최종목표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기주도적 연구자 (ChElleners)의 도전적인 융합형 

연구주제 도출 과정을 다차원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3.2.1 본 교육연구단 대학원생 연구 실적 현황 및 연구 수월성 증진계획

가. 본 교육연구단의 4단계 3차년도 대학원생 연구 활동 실적

- BK 4단계 3차년도의 논문의 대표적인 질적 지표인 환산논문 1편당 환산보정 IF 및 ES값은 꾸준히 성장

하고 있고, 1단계 계획대비 환산논문 1편당 환산보정 IF 및 ES값이 각각 110%, 117% 달성하였음. 

-다만, 양적 실적 지표인 환산편수가 32.8으로 계획대비 89% 정도로 부족한 실정임. 양적, 질적 성과 동시 

성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2, 3단계 목표실적의 조정이 필요함. 또한, 대학원생 논문 및 특허 

인센티브를 통해서 양적, 질적 실적 향상을 독려하고자 함.

구분
지난 3년 평균 
(2017~2019)

현재실적
(2021.9~2022.08)

계획

1단계 
(2020년-2022년)

2단계 
(2022년-2024년)

3단계
(2024년-2027년)

총 환산 편수 35.9 32.8 36.7 37.1 37.9

환산 논문 1편당 
환산 보정 IF 

0.7725 0.906 0.8197 0.8529 0.9051

1인당 환산 보정 IF 0.2059 0.219 0.2185 0.2273 0.2413

환산 논문 1편당 
환산보정 ES

1.2924 1.604 1.3715 1.4269 1.5143

1인당 환산보정 ES 0.3445 0.387 0.3656 0.3804 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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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연구단의 주요 목표인 질적 성장을 통한 BK 4단계 실적을 바탕으로 사업종료 후 화학공학 분야 

세계10위권으로 도약하고자 함.

구분 21~22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총 환산 편수 32.8 36.9 37.1 37.4 37.6 37.9

환산 논문 1편당 환산 보정 IF 0.906 0.8361 0.8529 0.8699 0.8873 0.9051

1인당 환산 보정 IF 0.219 0.2229 0.2273 0.2319 0.2365 0.2413

환산 논문 1편당 환산보정 ES 1.604 1.3989 1.4269 1.4555 1.4846 1.5143

1인당 환산보정 ES 0.387 0.3729 0.3804 0.3880 0.3957 0.4036

[대학원생 국제논문 환산편수, 환산보정 IF, 환산보정 향후 계획]

나. 본 교육연구단의 4단계 3차년도 대학원생 연구 활동 실적 상승을 위한 본 연구단의 노력

-소속 대학원생의 학술 및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ChEllenger장학 프로그램을 개설함. 아래와 

같이 분야별 우수 참여대학원생을 분야별로 장학금을 수여하고 우수ChEllengers로 지정하며, 시상자들을 

아래에 나타내었음.

분야명 지원인원 지원금액 이름 과정

연구몰입

1

300만원

임필선 박사

2 chengang Pei 박사

3 Do Thai Ngan 석박사통합

4 김진형 석박사통합

대학원 장학혁신

1

300만원

김영환 석박사통합

2 서혜민 석박사통합

3 남명균 박사

 교육연구단 장학혁신
1

300만원
정현승 석박사통합

2 장호진 석박사통합

SKKU Stipend 이니셔티브

1 300만원 이주승 석박사통합

2

280만원

김병기 석박사통합

3 김은정 석박사통합

4 김종진 석사



38  ▸ 『4단계 BK21사업』미래인재 양성사업(과학기술 분야) 교육연구단 자체평가보고서

3.2.2. 본 교육연구단 대학원생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 계획

가. 체계적 학술활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

-소속 대학원생의 학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지원분야 세부계획

연구환경
지원

⦁시험분석 및 연구지원을 위한 고가장비 공동기기 활용 및 선진 RA 제도를 통한 대학원생 대상으로 장비 
활용법 교육 운영

⦁연구자의 공동연구 등의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휴게실, 게스트 하우스, 기자재, 학술정보 인프라, 대학원생 
전용 기숙사/전용연구실/열람실/세미나실 등을 제공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환경관리규정 제정 및 안전관리 전문가를 채용하고, 대학원생은 대학원 
공통교과목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였으며, 모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 연구자 
안전을 최우선하는 근무여건을 조성

논문작성
지원

⦁영어논문작성법, 연구데이터 분석실습 교육: 국제 저명 학술지인 Nature지, ACS, Wiley, RSC 등 화학공학 
분야 최고수준 저널 에디터를 초청하여서 저널 게재 노하우, 최신 연구 동향 등에 대한 특강 진행

⦁연구계획서 작성 및 연구노트 작성교육 
⦁Global 네트워크 다양화 및 양방향 교류 활성화
⦁학위논문 자료조사서비스, 웹 DB 전자자료 검색교육 실시
⦁논문 작성법 및 윤리 강의를 통한 올바른 윤리의식과 높은 수준의 논문 작성 역량 강화

재정지원
(인센티브)

⦁교내 논문게재 인센티브 제공: SCI(E)편당 JCR 상위 25% 이내 50만원, JCR 25% 미만 30만원 
⦁사업단 자체 논문게재 인센티브 제공 : SCI(E)편당 JCR 상위 10% 이내 50만원, JCR 10% 미만 20만원
⦁사업단 자체 특허등록 인센티브 제공 : 국내특허 20만원, 국외특허 30만원
⦁사업단 실적평가를 통한 대학원생 Funding Grant 지원(간접경비 등 재원)
⦁우수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학부생 펠로우십사업 (URP사업, 우수학부생 연계 등)
⦁대학원생 최소인건비 지급 Guide-line 제정을 통한 안정적 연구여건확보 
⦁우수대학원생의 연계 지원프로그램

 * 교내 박사후 연수지원 선정 시, 연 3,000만원(월 250만원) (퇴직금 및 4대보험 별도)
 * 해외 박사후 연수지원 선정 시, 연 3,300만원
 * Core Research Fellow지원 (4대보험, 퇴직금, 숙소지원 및 연구지원비 최소 150만원/월)

행정지원
⦁Program manager 배치를 통한 체계적인 행정시스템 
⦁단과대학 연구원체제의 종합행정지원을 통한 연구원의 행정부담 경감 
⦁산학협력단의 근접지원 확대

해외 장단기 
연수 지원

⦁장단기 해외연수를 통해 글로벌, 창의, 융합, 혁신, 협업 역량 강화 지원. 
⦁BK사업과 다양한 해외파견 프로그램(혁신성장글로벌인재양성사업, 바이오메디컬글로벌인재양성사업 등)을 
활용하여 세계 우수 연구자와 공동으로 혁신 성장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여 글로벌 창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산업선도 도전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BASF, KANEKA, SABIC 등)으로의 장단기 파견 
프로그램 운영

나. 선진형 RA 제도

- BKFour 사업과정 동안 선진형 RA 제도를 안정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학생 성공 대학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실제적인 Research Training과 연계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분야 세부계획

RA 양성 체계

⦁Assistant의 역량에 따라 담당하는 역할을 정합하여 부여하고 Training을 통해 RA를 학문후속세대 및 차세대 
전문가 양성

⦁탁월한 역량을 지닌 우수 RA를 학문후속세대 및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Super Assistant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Training을 통해 Super-RA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Assistant로서의 탁월성 확보

⦁Super-RA는 기본적인 연구 지원 역할과 더불어 연구 장비 전문가, 신입학생 연구 Mentor, 실험실 연구관리 
책임자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 개발

재정 지원

⦁RA 제도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등록금 지원 장학금, RA 지원금, 인건비, 연구지원금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재정 지원 체계 구축

⦁적시적소 배분을 원칙으로 재정 지원 전반을 고려하여 전일제 대학원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
으로 경감함으로써 연구 몰입 환경 조성

⦁RA 지원금은 등록금 대비 재정 지원금(인건비, 장학금 포함) 수혜 비율과 기준에 따라 규격화된 지급 
체계에 따라 차등 배정하며, Super-RA는 역할 및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금 배정(추강 장학금, 
총동문회장 장학금, 김순문 장학금)

제도 지원
⦁(RA 제도 지원 체계) RA 제도가 대학원생의 연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Training 제도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환경(Environment), 제도(System), 프로그램(Program), 재정 지원(Financial aid)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도 지원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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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원생 자기주도형 연구환경 조성

- BK Four 사업과정 동안 “창의 파이오니어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서 대학원생이 주도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기주도형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화공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함.

핵심내용 세부계획

창의 파이오니어 
프로그램 구축

⦁자기주도형 지속가능 목표 및 화학공학 주제관련 입문 교육
⦁어프렌티스 프로그램: 연구주제 탐구를 위한 연구실 탐방 프로그램, 3주간 트랙별 3개 연구실 탐방을 통해 
트랙별 연구 주제 선정, 참여자별 교육/연구 지원금 지급

⦁졸업생 역량지표와 진로 데이터 기반의 자율적 역량 관리, 개인 역량지표 관리를 위한 진로 및 연구제안서 
작성, 글로벌 창의형 인재 및 산업선도 도전형 인재상의 자율적 설정

⦁자기주도형 연구를 통해 연구기획부터 발표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단 교수 및 
국내외 자문위원들이 공동 지도를 담당하며 후방에서 지원

자기주도형 
연구주제 
도출역량 
강화교육

⦁주제별 전문가 세미나 10회 이상 수강의무화
⦁졸업생 초청 간담회 
⦁정부출연연구원과 연구교류 프로그램을 추진
⦁산업체연계 교과목개설
⦁연구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연구제안서 작성 (1학기내) ‘과학기술난제 및 사회문제해결 
특별위원회’에서 연구제안서발표 및 보완 

학생자율형 
학습/연구
프로그램

⦁학생주도 세미나를 통한 자율주도형 학습
⦁주제별 연구교류를 통해 자율주도형 융합연구과제 도출
⦁융합연구과제 제안서에 대한 ‘씨앗형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우수 ‘씨앗형 연구과제’를 교육연구단 소속 신진연구자와 연계하여 외부연구과제 도출

연구역량 
확장을 위한 
연구환경 지원

⦁대학원생들의 성과 및 연구 활동 정보 공유를 위한 SKKU 소셜 플랫폼 구축
⦁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공동연구 지원
⦁도전학기제 도입을 통하여 대학원생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교과/비교과 과정을 개설하여 
연구역량 강화. 산업체 현장실습, 기업 문제해결 프로젝트 등 산학 밀착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수행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통한 에너지, 바이오, 정보소재 융합 연구·교육 혁신에 활용하고,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학생 역량 향상 기여

라. 기타 지원 계획

핵심내용 세부계획

빅데이터 기반 
대학원생의 

전주기별 성장 
지원 방안 제시

⦁대학원 성공 로드맵 구축: 대학원생이 학문후속세대로서 성공하기 위해 진로개발 및 추수관리 프로그램을 
강화. 대학원생이 주도하는 학술포럼 기획 및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지원. 대학원생이 주도하는 연구과제 
및 산학협력 참여 지원   

⦁학문후속세대 지원 구축을 통한 학생성공 모델 구축을 위한 개인역량 관리 확대: 학위 전부터 Post Doc, 
Junior Faculty에 이르기까지 全주기 경력 성균 포스트케어 지원 

ICT 기술을 
활용한 Clouding 
Networking 구축

⦁ICT를 활용하여 참여대학원생들의 의사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Clouding Networking을 구축하여 공유의 장 형성 

⦁교육연구단내 화상컨퍼런스 회의룸을 구축하여 국제공동 연구 확대
⦁학내 및 연구단 자체 보유 장비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여 장비사용 접근성 증대 

Global Alliance를 
통한 국제 감각 

Incubation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학기제(도전학기) 도입을 통한 국제적 역량 강화
⦁해외공동연구자를 통해 대학원생의 논문지도 및 공동연구교류 확대
⦁교육연구단의 Alliance를 활용하여 국제기업의 펠로쉽 연계 
⦁국제 감각을 확보하고 연구단 중점 연구분야의 해외현장 직접 체험 지원 

산업체 밀착형 
연계를 통한 
Creative 
Research

⦁산업체 밀착형 연계를 통해, 실험실에서의 연구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실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요기술을 
발굴하여 성과가 특허 및 기술료로 확산하도록 지원

⦁산업체 임직원 초청 세미나를 통한 산업체 동향 및 기술현황 파악 
⦁학교 차원의 특허 및 창업 지원을 통한 대학원생의 동기 유발
⦁경기도내 산업체와 연계를 통한 공동연구 확대

지원분야 세부계획

⦁환경부문 지원: 대학원생 연구시간보장제, RA 직무 가이드라인 제정, Direct 민원 채널 구축 
⦁제도부문 지원: RA Tier제 도입, 상시 Monitering 체제 구축, Entry-Exit Survey
⦁프로그램 지원: 교육개발센터 Teaching Program, RA 온라인 교육 Program
⦁재정 지원: RA 마일리지제, 지원금 산정 기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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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진연구인력 현황 및 실적

계획

실적

신진연구 인력의 확보 실적: BK우수 신진연구인력 Post-ChEllengers 11명 확보 (계획 7명; 신진연구인력 6명, 
연구교수 1명)
우수 신진연구인력 지원 실적: 1인당 인건비 3,600만원/년 및 체용주체부담금 690만원/년으로 3단계 BK대비 
12%이상 증가 (3단계 3,530만원/년). 
대학원 혁신지표와의 연계계획 (우수 신진연구인력의 교육 및 강의 기회 제공): 우수신진연구인력을 위주로 
대학원 주제별 cluster meeting 운영하고, 대학원 생활조언 및 연구지도 기회제공 
연구역량 강화 : 안정적인 재정지원 및 교육/연구 기회제공으로 획기적 연구역량의 증대

환산편수 환산보정 IF 환산ES
환산논문 1편당 

환산보정IF
환산논문 1편당 
환산보정ES

2016년 0.82 0.32 1.09 0.38 1.32

2017년 3.80 2.27 3.74 0.60 0.98

2018년 1.35 1.15 1.05 1.77 2.23

2019년 2.10 2.82 6.53 1.34 3.11

2020년 2.88 4.11 3.09 1.43 1.05

2021년9월-2022년7월 
(11개월)

7.23 4.73 7.83 0.65 1.08

가. 신진연구인력 확보 목표 및 계획

신진연구인력 목표 및 로드맵: 학문후속세대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ˮ에 주도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 연구인력배양 (Post-ChEllengers)을 목표로 함.

 연구원 확보
박사후 연구원 후보인력 확보 

 BK신진연구인력 (Post-ChEllengers)
박사후 연구원/연구 교수

사회 진출

⦁학문후속세대 지원 우수인력 확보
⦁중국 HUST 등 해외인력 리쿠르트
에서의 우수인력 확보 

⦁교내외 연구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우수연구원 인큐베이팅 및 학술논문 
저술

⦁학부/대학원 강의 참여 (자기주도적 강의 연사 초청), 도전학
기제 역량강화 교과목 설계 및 담당

⦁박사후 연구원 풀에서 BK 신진연구인력으로의 확충: 재정적 
안정화 및 연구력상승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연구장비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및 
super-RA지원

⦁재정 지원 확대: 연구디딤돌 제도, Pre-Incentive 제도 도입
⦁경력관리 로드맵운영: 성균 Agency 구축 

⦁국내외 
전임교원

⦁연구원
⦁창업 및 개발
⦁사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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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연구 능력을 갖춘 다수의 박사후 연구원 발굴 및 경쟁을 통한 BK 신진연구자를 확보함. BK 신진

연구인력의 임용은 분기별 BK사업단내의 BK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공정하게 결정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배분하여 11명 (바이오, 에너지, 정보소재 화학공정 부분에서 각각 4명, 4명, 3명)의 신진

연구자를 조기 확보함. (1단계 목표 7명 (박사후 연구원 6명 및 연구교수 1명)) 

2016년도부터 최근까지의 연구실적은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 할 수 있음. 2020년 3월까지의 3단계 4년간

BK실적 대비 현재 실적은 연평균 환산논문 2.19편 (현재 7.23편), 환산보정 IF 2.13 (현재 4.73), 환산논문 

ES 3.10 (현재 7.83)임. 다만, 환산논문의 다소 급격한 증가로 인한 환산논문편당 환산IF, 환산ES은 

0.81, 1.51이었으나, 현재 0.65, 1.08로 소폭하락함. 이는 논문실적의 양적 (환산편수), 질적 (환산 IF, ES) 

증대를 설명하고 있음.

이러한 안정적인 연구력은 BK Post-ChEllengers프로그램을 보조하는 교내박사후 연구원지원사업, 교

내외 연구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개척자형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잠재력을 갖춘 

신진연구자를 조기 발굴하고 지원함으로 얻을 수 있음. 

박사후 인력, BK신진연구인력을 통한 전주기적 경력관리 멘토링 (연구책임자로 과제참여, Job인터뷰

멘토링, 연구과제 제안서작성 및 논문교열서비스지원)으로 탁월한 연구 및 교육 역량을 가진 국내･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함.

본 교육연구단 우수 박사 졸업자의 적극 유치를 통해 연구의 연속성 보장하여 안정적 기회를 보장함.

나. 신진연구인력 현황, 확보실적 및 단계별 확보 계획 및 실적

구  분 (연평균)
3단계

2018~2019 
4-1단계
2020~2022

2020. 9-2021. 8
2021. 9-2022. 8 
(현재 실적)

4-2단계
2022~2024 

4-3단계
2024~2027

연구 교수 1 1 0 0 1 1

Post-Doc 4 5 9 11 8 9

합계 5 6 9 11 9 10

지난 1년 (2021. 9~2022. 8)간 연구능력이 입증된 우수 BK신진연구인력 총 11명을 채용하였음. 

사업단은 우수 BK 신진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현재 연구원/ Post-Doc 

11명을 확보함. 이는 바이오 화학공정, 에너지 화학공정, 그리고 정보소재 화학공정에서 각각 4명, 4명, 

3명으로 분야별 안배된 연구인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당초 계획한 7명의 신진연구 인력을 상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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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ost-ChEllengers 신진연구인력 확보 계획

구분 내용

공정성 확보

⦁연구업적과 개인의 잠재력을 중심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공개채용 절차를 확립함

⦁엄정한 선발기준의 확립과 적용을 통해 사업 기간 내 우수한 신진인력을 현재 수준에서 약 두배 정도 확대하여 

충원할 계획임.

본 사업단

출신 인재

적극 유치 

⦁본 사업단 박사 졸업자를 적극 유치하여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함.

⦁리서치펠로우십 과제 등 다양한 정부과제 수주를 통한 독립적 연구비 운용을 지원함.

⦁임용기간 동안 지속적인 우수 연구/교육 성과자에게 전임교원 임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해외

우수인재

유치

⦁해외대학 출신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해외 대학원 Fair, Alliance 활용을 통한 홍보체계를 구축함.

⦁국내･외 주요 학회에 신진연구인력 채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다양한 배경의 우수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함.

⦁Global Open Lab 기반 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 우수인재를 유치함.

라. 우수 신진연구인력 지원계획 실적

BK21 PLUS 자금을 통한 신진연구인력 일반트랙(국내) 인건비 지원 실적

기 간 구 분 인원 환산명수 (명/년)
환산명수1 인당 인건비

(천원/년)

2017년 3월~ 2020년 2월 
(36개월)

연구교수 2 0.917 35,129

박사후 연구원 8 2.361 35,301

2020년 9월~ 2021년 8월 
연구교수 0 0 0

박사후 연구원 9 5.33 42,900

2021년 9월~ 2022년 7월 
(11개월)

연구교수 0 0 0

박사후 연구원 11 7.41 42,900

채용주체부담금을 포함한 신진연구인력 일반트랙 (국내) 인건비 지원 실적

- BK 우수신진연구인력의 경우 3,600만원/년의 급여 및 국내국적연구자 기준 년 690만원의 채용주체 

부담금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지원하였음. 논문 1편당 50만원의 논문성과급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등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이 적극 이루어졌음. 

이러한 적극적 재정지원 및 연구지원으로 최근 3년간 수혜자 중 엄우람 박사가 2022년 9월부로 부경

대학교 생물공학과에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최승환 박사는 2022년 2월 부로 한국한의학연구소 연구원

으로 임용되는 등 신진연구자의 체계적 지원이 결실을 거두고 있음.

마. Post-ChEllengers 우수 신진연구인력 지원 계획 및 실적

대학원 차원의 혁신지표와의 연계 계획: 우수 신진연구인력 위주의 화공세미나 연사초대 및 오가

나이져의 기회 제공 

-본 교육연구단은 Post-ChEllengers 연구인력에 대한 강의기회 제공을 매년 확대하여, BK21 PLUS 

사업을 통해 양성된 우수 신진연구인력이 독립적인 우수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교육 연구단이 추진하는 에너지, 바이오, 정보소재 화학공학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석연계과목인 

화공세미나 강의를 진행하는 연사를 초청함으로서 교육과 연구에 대한 경험과 성장의 토양을 제공

하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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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 2020~2022 2022년 7월 현재 2단계 : 2022~2024 3단계 : 2024~2027

단계별 
신진연구인력 
담당과목수

핵심/역량강화 : 3과목
분야별: 3과목

대학원 비교과과목
Cluster모임 운영 및 화학공학

세미나2의 강의 개설

핵심/역량강화: 3과목
분야별: 3과목

핵심/역량강화: 3과목
분야별: 3과목

이러한 결과로 21년 3월이후 14회의 대학원생 주도의 주제별 클러스터 모임을 운영하였고, BK우수신진

연구자는 발표자 선정 및 운영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운영함.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실험실의 연구

분야를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 구성원에게 소개하고 BK신진연구자는 토론을 유도함. 

 

우리대학은 우수 Post-ChEllengers 신진연구인력의 우수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제도 및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함.

-재정지원: 교내 우수 리서치 펠로우, Core Research Fellow사업, 강의기회 확대 및 강의료 지원 등

-연구/학술 지원: 학문후속세대 지원 성균 Agency구축, 우수연구 성과급 지원 등

-국제화 지원: 박사후 연구원 해외연수 강화(교비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이슈 탐구 참여 확대 등

- Honorship Program: 교원에 준하는 "연구교원, 연구원ˮ 지위 부여, 경로설정 Vision 제공 등

-인프라 지원: 학과/연구소/특성화사업단 중심의 Global Research Unit 인프라 활용 및 지원 등

-네트워킹 구축: 사업단 참여구성원간 Bridge Program 활용, 사업단내 Incubation System 가동 등

재정 지원 계획: 우수 신진연구인력이 급여 걱정 없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

구분 내용

연봉 지원 ⦁국고에서 신진연구인력의 급여 및 퇴직금을 책정하여 안정적으로 지급  

4대보험 법인부담금 지원 ⦁대학교 대응자금(간접경비) 등을 통한 전액 지원  

논문 게재 인센티브 및 
교열서비스 지원

⦁A&HCI, SSCI에 등록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 편당 100만원 지원
⦁SCI(E)-Core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 편당 50만원 지원
⦁우수 논문교열업체 교열료 본부지원(하리스코, 이월드에디팅, 에디티지) 

특허출원 등록경비지원 ⦁국외특허 및 국내특허 출원 경비 지원 

강의기회 제공 및
강의료 지원 

⦁학문후속세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강의기회 체계적으로 제공
⦁클러스터와 연계된 주제별 강의 (3강좌/연)를 배정(규정학점 이내 강의)하여 강의료 지급

Funding Grant 지급  ⦁Block Funding 방식으로 외부연구비 및 내부재원을 활용하여 연구 활동 소요재원 통합지급

리서치 펠로우 
지원 연계 

⦁연구원의 연구개발 중추로 자리잡기 위해 리서치 펠로우 선정 가능  
⦁연구교수 및 상임연구원으로 3년간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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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술 지원 계획: 연구에 매진하고 활발하게 학술활동을 개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및 환경 제공

구분 내용

성균 Agency구축
⦁성균포스트케어 및 성공로드맵구축: 학위전부터 Post-doc, Junior Faculty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경력지원 및 신진연구인력의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연구를 통해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성균Agency제도를 도입･운영 

연수 프로그램 지원
⦁교내 연수 지원: 선정 시, 1인당 연간 3,000만원(월 250만원) 지원 (퇴직금, 4대보험 지원)
⦁해외 연수 지원: 선정 시, 1인당 연 3,300만원 지원
⦁국제학술대회 참가금지원: 80만원 (유럽/미주), 60만원 (중동/호주), 40만원(아시아)

우수연구 성과급 지원
⦁사업단 내규를 제정하여 성과에 따른 통합 Formula 방식으로 지급   
⦁연구 의욕과 연구 활동 증진을 위해 매학기 우수 연구자상 수상 제도를 시행

학술대회 
개최 경비 지원

⦁발표논문 수에 따른 지원 금액

구분
발표논문 수

5편 이상 10편 이상 16편 이상 20편 이상

국내 학술대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국외 학술대회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해외 석학초청 학술대회 최대 1천만원

연구과제 수주지원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및 산업체 GRANT확보로 외연확대를 통한 신진연구인력의 긍정적 
명예졸업 시스템 구축  

국제화 지원 계획: 신진연구인력의 국제적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Global alliance를 활용한 공동연구

Honorship Program 제공 계획: 신진연구인력의 사업단내의 Royalty를 부여 및 지위를 보장

구분 내용

신진인력 명예 Fellowship ⦁우수신진인력에게 총장명의의 명예 Fellowship 임명 

교원에 준하는 지위부여 ⦁교내 규정에 따라 교원에 준하는 "연구교원, 연구원ˮ 지위 부여

자율적 연구수행 보장을 
내용으로 사업단 내규제정 

⦁전임교원에 준하여 대학원생 활용을 보장하고, 전담행정직원을 배정하여 연구전념환경 제공 

사업단내 운용 권한 부여
⦁학술회의 개최, 연구 및 교육관련 지원요청 
⦁대학의 행･재정 지원 요청 권한 

경로설정 Vision 제공 
⦁연구기간 중 연구업적 기준 통과시 특별채용 심의대상 자격 부여
⦁임용 후 NSC급 학술지 주저자 논문 게재(Nature, Science, Cell 및 저널 IF. 30이상인 학술지)
⦁연구력의 질적평가(논문 피인용도, H-index 등)가 뛰어난 최우수 연구인력

성균 복지 네트워크 
(SKKU Welfare Network) 구축

⦁우수신진인력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유관 부서와 네트워크를 구축
⦁우수신진인력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목표하는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학생성공센터(Student Success Center)를 중심으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함

구분 내용

Co-Advisor 연구 지원제도
⦁해외공동연구자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논문 공동지도 
⦁연구기획부터 발표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공 교수들이 공동 
지도하며 지원

Global 네트워크 다양화
및 양방향 교류 활성화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여 현재 사업단에 15편의 논문이 지원되었음 
⦁글로벌 수준의 학술대회를 정례적으로 유치하여 최근 학술동향 정보교류

Global Switching Program ⦁대학 내 외국인과의 그룹매칭을 통해 동료학습을 지원  

해외 저명학자 초청 강연 및 
해외연수 강화

⦁석학초청 시 최대 1,000만원 실비 지원  
⦁교비 지원을 통한 참여 신진인력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강화

 글로벌 화상 컨퍼런스 개최 ⦁국제 화상 컨퍼런스룸을 활용하여 정례적인 컨퍼런스 개최

글로벌 이슈 탐구 참여 확대
⦁신진연구인력의 On/Off-line 공동 연구 참여 지원을 위해 기존의 HUMINT를 활용하여 해외 
연구진의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본인의 관심 분야와 적성에 적합한 공동 
연구자 및 연구 기관을 선정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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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지원 계획: 연구 활동을 위한 기초 명품 인프라 제공하여 보다 수월한 연구 환경 제공 

구분 내용

Global Research Unit
인프라 활용 

⦁사업단내 신진연구인력의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연구의 수월성을 담보 
⦁사업단 글로벌 화상회의 컨퍼런스 룸확보:글로벌 화상회의를 통한 교류확대 
⦁외국인 맞춤형 학생 시설 지원(무슬림 학생 : 기도실 지원)

교원에 준하는 
인프라 시설 이용

⦁연구교원 관려 규정에 따라 도서관, 스터디룸, 강의실, 세미나 룸, 체육관, 취업정보자료실 등의 
시설을 교원과 동일하게 이용 

시험분석 및 연구지원을 위한 
고가 연구기기 공동 활용 

⦁KOLAS(국제공인시험인증) 기관인 공동기기원 장비 인프라 우선활용 
⦁첨단 고가장비 실시간검색, Clouding 공동활용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지원시스템 운영

국내 최고시설의 
연구실 보안 인프라 확보

⦁신진인력 LAB별 SECOM 설치지원으로 최고의 실험보안유지체제 구축  
⦁패키징 상해보험가입(화재, 기자재, 사람에 대한 상해보험 배상) 

논문작성을 위한 
정보지원 인프라 제공 

⦁학위논문 자료조사 서비스: 논문주제 관련정보 자료를 주제사서가 조사하여 제공 
⦁학술정보검색서비스 및 서지관리시스템(Refworks) 사용지원 

우수연구자 기숙사 배정 ⦁우수 연구자에 대한 기숙사 우선배정을 통한 생활 지원

네트워킹 구축 계획: 참여대학원생 및 참여교원과의 Open Networking을 구축하여 사업단의 성과가 

누수 없이 High Impact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 구축

구분 내용

참여대학원생 Pairing ⦁신진연구인력과 우수 대학원생을 1:1 매칭하여 지도  

사업단 참여구성원간 
Bridge Program 활용 

⦁석사과정, 석-박 학위과정간 공통교육과정에 신진연구인력이 R&E 교육 수행
⦁해당 교육시 팀연구 프로젝트 등을 활용하여 참여대학원생간 네트워크 구성 

사업단내 
Incubation System 가동 

⦁참여연구원, 신진연구인력, 참여교원으로 이루어진 세부 클러스터 구성 
⦁클러스터내 정례 학술워크샵 개최를 통한 클러스터간 경쟁과 협업 체제 향후, 클러스터의 
성장을 통해 ERC, 중점연구소 등으로 분화 

신진연구인력을 통한 
사업단내 연구력 자체평가 

위원회 구성  

⦁연구기간 중 연구업적 기준 통과시 특별채용 심의대상 자격 부여 
⦁임용 후 NSC급 학술지 주저자 논문 게재
⦁연구력(논문 피인용도, H-index 등)이 뛰어난 최우수 연구인력 지원 

Clouding Networking 구축  
⦁ICT 기술을 활용한 사업단 구성원간 Clouding Networking 구축  
⦁사업단내 OCW 활용 증대를 통한 지식 소통 
⦁소셜네트웍을 활용한 인터랙션을 통한 열린 의사소통 교류 



46  ▸ 『4단계 BK21사업』미래인재 양성사업(과학기술 분야) 교육연구단 자체평가보고서

5.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5.1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으로 단행본 저서, 북챕터 및 교육관련 저널 논문(중점 연구분야 리뷰 및 

연구 동향 보고 등)을 포함하여 20편의 교육역량 대표실적을 보고함. 

특히, 이준엽 교수의 OLED 소재 및 소자의 기초와 응용 저서는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전정하는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으며, 박남규 교수와 박호석 교수는 각각 Science와 Chemical Society Review에 에너지 분야 연구 

동향을 다루는 우수한 교육관련 실적 성과를 보고하여 본 교육연구단의 교육역량 강화를 도모함.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실적물은 전자재료, 에너지, 콜로이드, 반응공학, 나노기술, 바이오, 공정 등 화학공학 

관련 핵심 연구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고 있음. 

연번
참여교수명 연구자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대학원 교육관련 

대표실적물
DOI번호/ISBN/인터넷 주소 등

참여교수의 교육관련 대표실적의 우수성

1

이준엽 10146969 유기전자재료 저서(단행본) 1156008832

⦁저서명: OLED 소재 및 소자의 기초와 응용 홍릉출판사, 2021 

⦁저자: 이준엽 

⦁우수성: 

-본 저서에서는 OLED의 기초부터 응용까지의 모든 내용을 소재와 소자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저서로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 수준에서 학습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저술함. OLED의 기본 구동 원리부터 OLED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OLED 소재 설계의 기초부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재까지 전 부분을 다루고 있어 

OLED 관련 학습서로서 교육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

-본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선정하는 공학 계열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어 우수성을 인정 받았으며, 유기 

전자 소자 관련 기초 저서로서 유용한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2

박남규 10103163 에너지 교육관련 저널 논문 10.1126/science.abj1186

⦁논문명: Rethinking the A cation in halide perovskites (2022, Science (IF=47.728)) 
⦁저자: Jin-Wook Lee, Shaun Tan, Sang Il Seok, Yang Yang, Nam-Gyu Park (교신저자)

⦁우수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유무기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광흡수체에서 유기 양이온들의 역할과 이들의 다이나믹 

특성이 밴드갭과 광전자 특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조사한 내용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재 

설계 관련 이론을 심도있게 다루어 에너지 소재 관련한 유용한 교육 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음.

-본 논문은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에너지환경 전공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에너지 소재 관련 

분야의 강의자료로 활용 가능함.

3

박호석 10193140 에너지 저장 교육관련 저널 논문 10.1039/D0CS00721H

⦁논문명: Emerging trends in anion storage materials for the capacitive and hybrid energy storage and beyond (2021, Chemical 
Society Review, (IF=60.615))

⦁저자: Qingyun Dou, Nanzhong wu, Haocheng Yuan, Kang Ho Shin, Yongbing Tang (교신저자), David Mitlin (교신저자), 

Ho Seok Park (교신저자)

⦁우수성: 

-배터리-커패시터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장치의 성능 및 가능 향상을 위한 음이온 저장 물질의 메커니즘과 전기화학적 

특성에 대한 최신 연구 진행사항을 정리하고 보고함. 유/무기 전해질에서의 음이온 저장 물질의 기본 분석과 메커니즘, 

각각의 음이온에 대한 저장 물질 연구동향 및 이를 이용한 Application의 동향을 제공하여, 관련 분야의 학생 및 연구자로 

하여금 음이온 저장장치에 관한 기본 원리부터, 각각의 물질들의 특징에 따른 메커니즘 분석 및 최종 응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 자료로의 활용이 기대됨.

-본 Review Article 논문은 전기화학적 관점에서의 에너지 저장장치의 메커니즘 분석 및 전기화학적 해석을 다루고 있으며, 

본 교육단의 학부 및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자료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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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창현 10920319 전자/재료공정공학 저서(챕터)  9780815357094

⦁저서명: Bioinspired Adhesives for Wearable Electronics in World Scientific Handbook of Organic Optoelectronic Devices 

: Volume 4-Flexible Bioelectronics, (2022, World Scientific) 

⦁저자: 방창현, 백상열, 이헌준 (Editor: Tae-Woo Lee) 

⦁우수성: 

-본 저서에서는 자연에 존재하는 구조들을 모사한 인공 미세 접착 구조와 웨어러블 기기에의 적용에 대한 기술들을 

다루었음. 구체적으로, 건식 점착을 위한 mushroom 형태의 구조와 수분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적용가능한 문어 

빨판 모사 점착 구조, 높은 피부 접촉력을 위한 microhairly 구조 등이 있음. 또한 이런 미세 접착 구조와 전도성 

소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맥박, 심전도, 움직임 등의 신체활동 의료 정보들을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는 소자들을 

소개함.

-본 저서는 인체 계면 접착에 대한 이해와 생체모사 기반의 청정 접착 연구들을 통해 웨어러블, 피부 부착성 스마트 

장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함. 또한 생체 전자공학 분야의 개발과 응용을 통해 미래 의료 시스템 기술의 기반을 마련함.

5

김태일 10182957 전자/재료공정공학 교육관련 저널 논문 10.1016/j.addr.2022.114339

⦁논문명: Materials and device design for advanced phototherapy systems (2022, Advanced Drug Delivery Reviews 
(IF=17.873))

⦁저자: 이주승, 김지원, 예영신, 김태일 (교신저자)

⦁우수성: 

-광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소재 소자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함. 광열 치료, 광반응 약물치료, 광 역학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이러한 치료가 가능한 생체 삽입소자/피부 집적소자에 대한 특성과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을 기술하여 관련 분야의 학생 및 연구자로 하여금 기본 원리 및 핵심제어인자를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자료로 활용이 기대됨.

- 2020년 JCR랭킹 (2021년 7월발표) 기준으로 2%이내의 저널에 발표되었으며본 리뷰 논문은 전자재료, 광화학, 바이오 

등의 연구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본 교육단의 학부 및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자료로 활용 가능함.

6

김정규 11090021 반응공학/에너지 교육관련 저널 논문 10.1039/D2TA02584A

⦁논문명: Syntheses and Electronic structure Engineering of Transition Metal Nitrides for supercapacitor application (2022,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IF=14.511))

⦁저자: Shivraj Mahadik, Subramani Surendran, Joon Young Kim, Gnanaprakasam Janani, Dong-Kyu Lee, Tae-Hoon Kim (교신저자)  

 Jung Kyu Kim (교신저자), Uk Sim (교신저자)

⦁우수성: 

-에너저 저장 소자인 슈퍼커페시터에 활용되는 전극 소재로 전이금속 나이트라이드계 소재 합성 및 전자구조 엔지니어링에 

대한 원리와 연구 동향을 기술하였으며, 해당 실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저널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됨. 특히, 관련 분야의 

학생 및 연구자로 하여금 기본 원리 및 핵심제어인자를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자료로 활용이 기대됨. 

-본 논문은 촉매공학, 반응공항, 에너지공학, 소재공학, 전기화학등의 연구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본 교육단의 학부 및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자료로 활용 가능함.

7

박호석 10193140 에너지 저장 교육관련 저널 논문 10.1021/accountsmr.0c00070

⦁논문명: Two-Dimensional Pseudocapacitive Nanomaterials for High-Energy and High-Power-Oriented Applications of 
Supercapacitors, Accounts of Materials Research (2021, Accounts of Materials Research (IF=N/A))

⦁저자: Puritut Nakhanivej, Qingyun Dou, Peixun Xiong, Ho Seok Park (교신저자)

⦁우수성: 

-고에너지 및 고출력을 지향하는 슈퍼커패시터의 전극으로 쓰이는 재료들 중 2D 나노 소재로 응용한 최신 연구 동향과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함. 2D 나노소재에 다른 원소를 도핑하는 방법, 두 개의 2D 소재를 합쳐서 만든 컴퍼짓 구조, 2D 

소재에 작용기를 붙이는 기능화 방법 등을 정리하여 2D 나노소재를 응용하여 전기화학 성능을 향상 시키는 기술을 

소개함. 또한 에너지 저장 분야 중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분석을 상세히 설명하였음. 이는 소재 응용 및 차세대 에너지 

저장 메커니즘 분석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아내고 있으므로 교육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큼.

-본 저서는 최근 떠오르는 차세대 이차전지 사업의 가장 중요한 소재 응용과 메커니즘을 다루었으므로 교육단의 교재 및 

교육자료로 활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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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호석 10193140 에너지 저장 교육관련 저널 논문 10.1002/inf2.12268

⦁논문명: Chemical Modification of Ordered/Disordered Carbon Nanostructures for Metal Hosts and Electrocatalysts of 
Lithium-Air Batteries (2021, InfoMat (IF=24.798))

⦁저자: Jeong Yeon Lee, Tae Hyung Lee, Ho Won Jang (교신저자), Ho Seok Park (교신저자) 

⦁우수성: 

-전기화학적 촉매를 기반으로 하는 리튬-공기 전지는 현재 고체 전해질의 계면 문제와 금속표면의 수지상 성장의 문제를 

가져 실제 응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노 구조의 탄소를 응용하게 되는데 본 

Review는 나노 구조 탄소의 금속 호스트 응용, 계면 보호층, 이중기능성 전기화학 촉매로의 활용의 현재 동향을 밝히고 

연구자로 하여금 기본원리 다양한 화학적 개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유용한 교육 자료로서의 활용이 기대됨

-본 Review 논문은 촉매공학, 에너지 저장 및 변환 공학, 전기화학 공학 등의 연구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본 교육단의 

학부 및 대학원 강의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9

박호석 10193140 에너지 저장 교육관련 저널 논문 10.1039/D1TA00652E

⦁논문명: Recent progress in emerging metal and covalent organic frameworks for electrochemical and functional capacitors 
(2021,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IF= 14.511))

⦁저자: Chengang Pei, Min Sung Choi, Xu Yu (교신저자), Huaiguo Xue, Bao Yu Xia (교신저자), Ho Seok Park (교신저자)

⦁우수성: 

-에너지저장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유기-금속 골격체 기반 소재의 적용 원리, 구조적 특성에 의한 활용도, 최신 연구 

보고 결과 등의 지식 및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고함. 화학반응, 소재 구조 및 화학적 특성 등의 소재 

엔지니어링에 대한 원리 및 연구 결과물 예시를 기술하여 유기소재, 에너지저자 등 관련 분야의 학생 및 연구자들이 

기술적 원리 및 핵심제어인자를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교육자로로 활용 가능하며 연구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

로의 활용이 기대됨.

-본 Review 논문은 전기화학, 에너지저장공학, 반응공학, 유기소재공학, 고분자공학, 나노소재공학 등의 연구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본 교육단의 학부 및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자료로 활용 가능함.

10

박호석 10193140 에너지 저장 교육관련 저널 논문 10.1002/adfm.202112509

⦁논문명: A New Era of Integrative Ice Frozen Assembly into Multiscale Architecturing of Energy Materials (2022,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IF=19.924))

⦁저자: Jeong Seok Yeon, Nisha Gupta, Pallab Bhattacharya, Ho Seok Park (교신저자)

⦁우수성: 

-동결 템플레이팅 조립 합성법을 이용한 나노 물질 구조화 기술에 대해서 최신 연구 진행 상황을 정리하여 보고함. 

관련 합성법을 이용해 에너지 전환 또는 저장 시스템에 응용한 사례를 보고함 해당 분야에서의 합성법을 통해서 배터리, 

슈퍼커패시터, 연료 전지, 전기화학 촉매에 쓰일 나노 물질을 합성하려는 연구자에게 기본적인 원리와 연구 동향을 

상세히 소개해 교육 자료로의 활용성이 기대됨.

-본 Review논문은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동결 템플레이팅 조립 합성법의 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노 물질의 합성법, 

전기화학 공학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단의 화학공학 관련 강의 자료로 활용 가능함.

11

박호석 10193140 에너지 저장 교육관련 저널 논문 10.1016/j.enchem.2022.100076

⦁논문명: Recent progress of artificial interfacial layers in aqueous Zn metal batteries (2022, EnergyChem, (IF=N/A))
⦁저자: Peixun Xiong, Ye Zhang, Jingran Zhang, Sang Ha Baek, Lingxing Zeng, Yan Yao, Ho Seok Park (교신저자)

⦁우수성: 

-수계 아연 금속 전지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 계면층에 관련된 최신 연구 진행 상황을 정리하여 보고함. 

수계 아연 금속 음극에서 발생하는 부반응들이 왜 발생하는지 설명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히 표면 

처리를 통한 인공 계면에 대해 ion-guided, ion-coordinated, electron uniformed, zincophilic metal layer로 나누어 소개함. 

해당 분야의 연구를 시작하는 학생 및 연구자에게 기본적인 개념과 연구 동향을 상세히 소개할 수 있기에 교육자료로서 

우수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본 review 논문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고분자, 콜로이드, 반응공학, 촉매 소재 및 나노기술 분야를 넓게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단의 화학공학 관련 교육 자료로 넓게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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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Joshua 

A.Jackman
12566544

나노/바이오 

융합기술
교육관련 저널 논문 10.1016/j.bbamem.2021.183821

⦁논문명: Antiviral peptide engineering for targeting membrane-enveloped viruses: Recent progress and future directions 
(2022, Biochimica et Biophysica Acta (BBA) - Biomembranes, (IF=3.72))

⦁저자: Joshua A.Jackman (교신저자)

⦁우수성: 

-외피보유 바이러스 (enveloped viruses) 억제 및 항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에 활용 될 수 있는 막 표적 항바이러스 펩타

이드의 개발 현황을 소개함. 더 나아가, 막 표적 항바이러스 펩타이드에 대한 메커니즘 이해, 생물물리학적 특성 분석, 

약리학적 특성 개선 관련 연구 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 특히, 최근 각광받는 항바이러스 기술 중 하나인 막 표적 

항바이러스 펩타이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 동향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본 리뷰 논문은 제 1회 “BBA Biomembranes Rising Star Award prize”을 수상하여,  Biochimica et Biophysica Acta 

(BBA)-Biomembranes 편집위원회에 초대되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음. “직관적인 도표를 바탕으로 쓰여진 체계적인 

리뷰이며, 사람들에게 막 표적의 펩타이드를 활용한 치료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였음.”

13

Joshua 

A.Jackman
12566544

나노/바이오 

융합기술
교육관련 저널 논문 10.1016/j.apmt.2021.101183

⦁논문명: Supported lipid bilayer coatings: Fabrication, bioconjugation, and diagnostic applications (2021, Applied Materials 
Today, (IF=10.041))

⦁저자: Tun Naw Sut, Bo Kyeong Yoon, Won-Yong Jeon, Joshua A. Jackman (교신저자), Nam-Joon Cho (교신저자) 

⦁우수성: 

-본 리뷰 논문은 나노 공학, 소재 공학, 생물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제간 접근을 통해 SLB, 생체 접합, 그리고 진단 

응용 분야의 발전 현황 소개 및 포괄적인 개요를 제시함. Supported Lipid Bilayer (SLB)의 합성 조건, 작동 메커니즘 및 

파라미터에 대한 소개, 그리고 구조의 장단점을 분석함. 추가로, SLB 표면에 단백질과 같은 바이오 물질 부착 같은 생체 

접합 기술에 대해 언급함. 더 나아가, 암 진단 응용을 위한 SLB 플랫폼의 설계 원칙과 적용 사례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춤. 이를 바탕으로 소재 혁신 및 미래 적용 기회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함.

-본 리뷰 논문은 광범위한 의료 조건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학제간 나노공학 

분야의 모범적인 강의 소재로 활용 가능함.

14

Joshua 

A.Jackman
12566544

나노/바이오 

융합기술
교육관련 저널 논문 10.1002/adfm.202203669

⦁논문명: Lipid Nanoparticle Technologies for Nucleic Acid Delivery: A Nanoarchitectonics Perspective. (2022,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IF=19.924))

⦁저자: Abdul Rahim Ferhan, Soohyun Park, Hyeonjin Park, Hyunhyuk Tae, Joshua A. Jackman (교신저자), Nam‐Joon Cho (교신저자)

⦁우수성: 

-본 리뷰 논문에서는 나노건축학적인 관점에서 최근 차세대 지질 기반 나노입자 개발 현황을 소개하며, 몇가지 기존 지질 

기반 나노입자 (지질 나노입자, 리포플렉시스, 바이셀)들의 설계, 핵산 캡슐화 방법,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함. 

뿐만 아니라, 각 지질 기반 나노입자의 현재 개발 현황 평가 및 임상 연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극복과 새로운 활용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

-본 리뷰 논문은 지질 기반 나노입자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교육단의 학부 및 대학원 교과목중 나노기술 및 

바이오 물질 관련 강의자료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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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참여교수명 연구자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대학원 교육관련 

대표실적물
DOI번호/ISBN/인터넷 주소 등

참여교수의 교육관련 대표실적의 우수성

15

이동엽 10113842 바이오 공정 교육관련 저널 논문 10.1016/j.coche.2021.100702

⦁논문명: Bioprocess digital twins of mammalian cell culture for advanced biomanufacturing (2021, Current Opinion in 
Chemical Engineering, (IF=6.117))

⦁저자: Seo-Young Park, Cheol-Hwan Park, Dong-Hyuk Choi, Jong Kwang Hong, Dong-Yup Lee (교신저자)

⦁우수성: 

-본 연구는 세포 배양에 대한 디지털 트윈 기반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 4.0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차세대 바이오 

공정의 핵심기술인 라만 분광법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논리 기반 가상세포 모델링, 데이터 

기반 가상공정 모델링 기술들을 각각 모듈화하고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선도적인 기술에 대해 제안함. 본 실적물은 

2021 대한민국 바이오의약품 대상에서 싸이티바(Cytiva) 사장상을 수상하며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음. 

-본 Review 논문은 세포 기반의 생산 공정, 특히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 

모니터링 및 제어,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디지털 가상세포 모델링, 데이터 기반 모델링의 연구 분야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본 교육단의 학부 및 대학원 교과목의 교육자료로 활용 가능함. 

16

김동환 11446883 바이오 공정 교육관련 저널 논문 10.1016/j.ccr.2022.214567

⦁논문명: A comprehensive overview on alkaline phosphatase targeting and reporting assays (2022, Coordination Chemistry 
Reviews (IF=22.06))

⦁저자: Samy M. Shaban, Sae Byeok Jo, Eslam Hafez, Jeong Ho Cho, Dong-Hwan Kim (교신저자)

⦁우수성: 

- Alkaline phosphate(ALP)는 생리/병리학의 많은 현상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임상에서부터 산업적인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본 논문에서는 ALP 기반 분석의 최신 연구들과 대표적인 ALP-표적화, 리포팅 방법을 

비색, 형광, 전기화학, 화학발광 방법 등에 걸쳐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입문서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함.

-본 논문은 바이오 연구/산업 전반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ALP 분석기술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논문으로서 바이오 

중점분야의 강의 소재로 활용 가능함.

17

김재윤 10995156 바이오 재료 교육관련 저널 논문 10.1021/acsami.1c18261

⦁논문명: ROS-Scavenging Therapeutic Hydrogels for Modulation of the Inflammatory Response (2022,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IF=10.383))

⦁저자: Ye Eun Kim, Jaeyun Kim (교신저자) 

⦁우수성: 

-다양한 염증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고 농도의 활성산소종을 소거하는 기능을 지닌 

치료용 하이드로겔 소재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음. 활성산소종을 소거하는 대표적인 기작에 따라 하이드

로겔 소재를 분류하고 핵심적인 염증 치료 적용 분야를 기술하였음.  

-본 리뷰 논문은 바이오재료 및 치료용 소재 개발 분야의 연구자 및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염증 치료용 하이드로겔의 

최신 연구 동향을 제공하는 교육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18

김재윤 10995156 바이오 재료 교육관련 저널 논문 10.1039/D1CC05999H

⦁논문명: Nanoparticle-based non-viral CRISPR delivery for enhanced immunotherapy (2022, Chemical Communications 
(IF=6.065)

⦁저자: Hyunsu Shin, Jaeyun Kim (교신저자) 

⦁우수성: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CRISPR 기술을 활용한 면역치료 증진 기법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한 리뷰 논문임. 

특히 기존의 virus 기반의 CRISPR 전달이 아니라 나노입자 기반의 non-viral CRISPR 전달에 기반한 면역세포 유전자 편

집을 통한 면역반응 제어에 대한 가장 최신 연구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였음.   

-본 문헌은 암면역치료, 자가면역질환치료, 염증질환치료 등 다양한 면역관련 질환의 치료용 소재를 연구하는 참여 대

학원생들에게 나노입자의 활용 원리 및 면역제어 기작을 소개하는 교육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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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박재형 10153719 바이오 재료 교육관련 저널 논문 10.1002/smll.202106569

⦁논문명: Functional Extracellular Vesicles for Regenerative Medicine (2022, Small (IF=15.153))
⦁저자: Han Young Kim, Seunglee Kwon, Wooram Um, Sol Shin, Chan Ho Kim, Jae Hyung Park (교신저자), Byung-Soo Kim 

(교신저자)

⦁우수성: 

-재생의료분야에 사용되는 기능성 세포외 소포체에 대하여 분리/정제, 대량생산, 표면개질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질환별 

응용현황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음. 세포외 소포체는 세포에서 유래한 나노크기의 입자로 모세포의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진단 및 치료제제로 최근 부각되고 있음. 본 리뷰에서는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세포외 소포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조직재생 및 재생의학 분야에 응용되는 줄기세포와 그에 기반한 세포외 소포

체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본 리뷰 논문은 약물전달, 나노의약품, 조직공학등의 바이오관련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본 교육단의 학부 및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자료로 활용 가능함.

20

김진웅 10117810 바이오/콜로이드 교육관련 저널 논문 10.1063/5.0057733

⦁논문명: Microfluidic Production of Monodisperse Emulsions for Cosmetics (2021, Biomicrofluidics, (IF=3.17))
⦁저자: Daehwan Park, Hajeong Kim, Jin Woong Kim (교신저자) 

⦁우수성: 

-최근 화장품 산업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액적 기반 마이크로플루딕스 기술을 디바이스 제작, 유체구동, 대량생산, 

액적 안정화의 관점에서 정리하여 보고함. 계면공학의 관점에서 에멀젼 계면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한 상분리 거동 제어 

접근들을 정리하여 기술코어를 제공하였음. 특히, 물리적인 미세유체 기법만을 이용하여 1 mm 크기의 거대액적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접근들과 현재 화장품 시장에서 성공사례 및 향후 미래 화장품 시장에서 상품화 다양성 전망에 대하여 

공유하였음. 

-본 Perspective Report는 미세유체기술의 시장성 한계를 극복하여 실제 산업에서 성공한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공학적 해결방안을 소개하고 있어 본 사업단에서 추구하는 산업체 지향 연구 비전과 잘 부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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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의 국제화 전략 

➀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과 계획

계획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연구전담 외국인 교원 초빙을 추진.

⦁본 교육연구단의 화학공학분야 QS랭킹 10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우수 외국인 교원 확보 및 교원 구성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 

⦁이를 위해 향후 각 단계별로 Highly Cited Researcher (HCR)급의 우수 외국인 교원을 사업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충원

하여 총 3명 (1단계 1명, 2단계 1명, 3단계 1명)을 확보

실적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외국 연구소 및 대학과의 인적 교류 현황 및 계획,

-싱가폴 NTU와 Dual Ph.D. 과정을 시행. 추후 HUST, ESPCI와 확대 운영함

- HUST, ESPCI 와 확대 운영 계획 중, 중국 Jiaxing University와 연구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음.

-HUST와 Graduate Student Workshop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HUST-SKKU 학생 학술대회프로그램을 진행함. 

- COVID19 상황에 의해 매년 진행하던 국제 학술대회인 에너지분야 성균솔라포럼, 바이오분야 COINS 프로그램을 

잠정적으로 중단. 이를 대신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SKKU-HUST Workshop을 확대하여 HCR급 연구자와 국제교류를 

수행함. 

-글로벌 가치창출 혁신공학인재 양성을 추진. 국제협력융합바이오연구소의 Global Talent Fostering Program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우수연구기관으로의 파견 및 공동연구를 수행함.

⦁해외학자(전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등 포함) 활용 

- Prof. Joshua A. Jackman : 2019.01 전임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다수의 저명 저널에 연구실적을 발표하고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등), 교육활동 (공업유기화학1 등 국제어 전공 3과목, 외국인 학생들 간담회 개최 등) 

및 산학연계 센터유치 (트렌스레이셔널 나노바이오사이언스 연구센터)에 적극 참여함.

- Prof. Wenwu Li (Guangdong University of Technology): 2021.07.~현재. 객원 교원 초빙, 공동연구 수행

- Prof. Xiangfeng Dua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21.06.~현재. 객원 교원 초빙, 공동연구 수행

- Prof. Hui Zhang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Lausanne): 2021.12.~현재. 객원 교원 초빙, 공동연구 수행

- Prof. Yuce Li (Sungkyunkwan University): 2019.06.~현재. 연구 교원 초빙, 공동연구 수행

- Prof. Anuradha Gupta (Sungkyunkwan University): 2019.06.~2022.02. 연구 교원 초빙, 공동연구 수행

- Prof. Hyun-Joong Chung (University of Alberta, Canada): 2021년 2학기부터 6개월간 연구년지원 프로그램 이용하여 객원 

교원 초빙을 추진하고 강의를 진행함.

- COVID19 상황 악화로 인해 해외우수 전임교원 확보를 위한 리크루팅을 Nature publishing group에서 주관하는 nature 

portfolio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홍보를 통해 진행함.

⦁우수 외국인 학생 34인을 확보함 (1차년도 평균 실적: 2021.09 ~ 2022.09). 이를 통해 1단계 목표인 연평균 17인을 약 

두 배가량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함. 

구분
목 표 (연평균) 1차년도 평균 실적

(2021.09 ~ 2022.08)1단계 2단계 3단계

우수 외국인 학생 확보 17 20 2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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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외국 연구소 및 대학과의 인적교류 계획대비 실적 

핵심과제 18 해외 장기연수/복수학위제 확대 운영을 통한 인류사회문제 조감능력 강화

⦁해외 (거점) 대학과의 연구 교육 교류 프로그램 운영: 

-싱가폴 NTU와 Dual Ph.D. 과정을 시행. 추후 HUST, ESPCI 와 확대 운영을 계획함

- 2019년 9월부터 싱가폴 NTU와 Dual Ph.D. 과정을 시행 중임. 

- HUST, ESPCI와 확대 운영을 계획 중에 있으며, 추가로 중국 Jiaxing University와 연구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음.

⦁복수학위 학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 

-대학원 교육과정 및 강의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시행. 외국인 대학원생 대상 영어로 학술적 글쓰기 교육 강화, 외국인 

조교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범 운영함.

-글로벌 가치창출 혁신공학인재 양성을 추진. 국제협력융합바이오연구소의 Global Talent Fostering Program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우수연구기관(UCLA, NTU, UIUC, CMU, Deutsches Institut)으로의 파견 및 공동연구를 수행함.

⦁장학프로그램 운영제도 강화: 

- BK21 FOUR 장단기 연수지원제도를 통한 해외연수 확대함.

- COVID19로 인해 해외연수 기회가 많이 감소하였으나, BK21 FOUR 장단기 연수지원제도를 통해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복수학위 파견 학생에 대한 지원확대 및 장학금 지급으로 복수학위생 파견 장려 및 학생교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핵심과제 19 다자간 학생 국제학술대회 주도적 참여와 운영을 통한 교류역량 강화

⦁국제 학생 심포지엄 개최: 

- HUST와 Graduate Student Workshop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중국-한국 다자간 학생 학술대회프로그램을 진행함.  

- COVID19 상황에 맞추어 실시간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HUST와 Graduate Student Workshop 프로그램을 진행함. 

HUST(중국)-SKKU 다자간 학생 학술대회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프로그램 추진.

⦁중점 분야별 특별 국제학술 대회 개최: 

- COVID19 상황에 의해 매년 진행하던 국제 학술대회인 에너지분야 성균솔라포럼, 바이오분야 COINS 프로그램을 잠정적으로 

중단. 이를 대신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SKKU-HUST Workshop을 확대하여 HCR급 연구자와 국제교류를 수행함. 

-추가로 정보소재분야 Optoelectronics for Advanced Biomaterials을 터키의 Koc대학교와 진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음.

중점분야별 해외 거점대학을 선정하고 연구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학술교류 행사를 운영하며 

복수학위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연번 국가 해외 거점대학/연구소 분야 담당교수

1 독일 Deutsches Institut fur Kautschuktechnologie 고분자 김태일

2 미국 UCLA (Bruce Dunn Group) 에너지 저장 박호석

3 싱가포르 NTU (Cho Nam-Joon Group) 재료과학공학 조슈아잭맨

4 미국 UIUC (Hyungjoon Kong Group) 바이오 소재 김진웅

5 미국 Carnegie Mellon University (Carmal Majidi Group) 전자 소재 김태일

⦁본 교육연구단은 대학본부와 협력하여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우수외국인 교수를 유치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1월에 부임한 미국 국적의 우수 전임교수 (조슈아 잭맨, Joshua Jackman)를 필두로 외국인 

교원 확보 및 교원 구성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 활성화를 위해 해외 객원 교원을 초빙하여 유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초빙 유치를 계획함. 

-해외 기관 외국인 교원 초빙: Prof. Wenwu Li, Guangdong University of Technology, China (2021.07.~현재) 포함 총 5인. 

교육연구단 교육/연구 프로그램 참여 및 공동연구를 통한 대학원생 논문지도를 수행함.

⦁전임교수인 조슈아 잭맨 교수는 융합공학, 융합바이오공학, 화공공정, 화공소재, 생산기술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 및 

연구인력 교육/양성과 산업체 인력 재교육, 산학협력 자문, 교육, 연구를 위한 트렌스레이셔널 나노바이오사이언스 

연구센터를 유치함. (2022.03.01.-현재)

⦁트렌스레이셔널 나노바이오사이언스 연구센터 유치를 통해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였으며, 

국내외 교육·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연구발표회, 학술회의 개최에 이바지하고, 정기 간행물, 출판물의 발간 및 

번역,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 등의 연구 용역에도 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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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대학원 학술/복수학위 운영실적 (5~7년 단위로 자동연장)은 아래와 같으며, 특히 본 교육연구단은 

2019년 9월부터 싱가포르 NTU와 SKKU-NTU Dual Ph.D. 과정을 시행 중에 있음. 

번호 국가 대학* 협정 최초협약일

1 프랑스 N+i (71개대학컨소시엄) [석사] 학술/복수학위 2009. 5

2 미국 Rutgers. The State Univ. of New Jersey 복수학위 2012. 8

3 태국 치앙마이대학 복수학위 2013. 5

4 중국 산동이공대학 복수학위 2015. 6

5 싱가포르 NTU 복수학위 2018.10

*대학원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일정 요건 충족 시 양교의 학위를 수여하는 복수학위제를 확대할 계획임.

해외 기관과 개별적인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교류 확대와 복수학위 추진함.

교류기관 교류 내용

화중과학기술대학(HUST) 

⦁HUST 화학및화학공학과와 `7th SKKU-HUST Bilateral Graduate Student Workshop and Annual 
Academic Conference of Graduate Students' 정기적 교류 및 학술발표를 추진함. 

⦁기조강연, 초청강연 및 대학원생 세션별 구두발표로 구성됨.  

기간 개최지 총참여학생수 (구두발표학생수)

2022.4.18.~4.19 수원, 한국
- 400여명 참여 (기조강연 2편, 교수연구자 구두발표 10편, 
학생 구두발표 29편, 학생 포스터발표 39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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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학자(전임 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등) 활용 계획 대비 실적

해외학자(전임 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등) 활용 계획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해외학자 
활용 계획

[국제 협력 위원회]
⦁교육 연구단 국제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초빙교수를 선정하는 과정 체계화 (중점분야별 전략적 후보 
선정, 초빙대상 풀 구축)

 [외국인 교원 (전임/객원) 초빙 활용] 
⦁사업 단계별로 Highly Cited Researcher (HCR)급의 우수 외국인 교원을 점진적으로 충원하여 화학
공학분야 Global Top 10 진입달성 

⦁주기적으로 국제자문위원회 소속 사업단 참여교수는 해외우수신진교원 확보를 위한 리크루팅 추진 
⦁공과대학과 학과 차원에서 외국어 가능한 행정전담인력 및 연구공간 배정 등 전폭적 지원

 [해외석학 초빙]
⦁해외 석학의 안식년 프로그램 활용하여 고용: 1년 프로그램으로 첫 학기는 본 사업단의 방문 교원으로, 
두 번째 학기는 국내기업체 관련 사업부의 방문연구원/컨설턴트

 [해외 석학 활용]
⦁해외 거점대학 공동지도교수제 및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도전학기제를 활용한 단기 융합강좌 개설 지원
⦁`SKKU ChemE Innovation Lectureship'이라는 명명 아래 저명학자 초청 특별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추진
하여 해외 석학을 활용.

해외학자(전임 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등) 활용 실적은 다음과 같음.

구분 활용 실적

국제 협력 위원회
⦁교육 연구단 국제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초빙교수를 선정하는 과정 체계화 (중점분야별 전략적 후보 
선정, 초빙대상 풀 구축)

외국 교원 초빙 
유치/활용

- Prof. Joshua A. Jackman : 2019.01 전임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다수의 저명 저널에 
연구실적을 발표하고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등), 교육활동 (공업유기화학1 등 국제어 
전공 3과목, 외국인 학생들 간담회 개최 등) 및 산학연계 센터유치 (트렌스레이셔널 나노
바이오사이언스 연구센터)에 적극 참여함.

- Prof. Wenwu Li (Guangdong University of Technology): 2021.07.~현재. 객원 교원 초빙, 공동연구 수행

- Prof. Xiangfeng Dua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21.06.~현재. 객원 교원 초빙, 공동연구 
수행

- Prof. Hui Zhang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Lausanne): 2021.12.~현재. 객원 교원 초빙, 
공동연구 수행

- Prof. Yuce Li (Sungkyunkwan University): 2019.06.~현재. 연구 교원 초빙, 공동연구 수행

- Prof. Anuradha Gupta (Sungkyunkwan University): 2019.06.~2022.02. 연구 교원 초빙, 공동연구 수행

- Prof. Hyun-Joong Chung (University of Alberta, Canada): 2021년 2학기부터 6개월간 연구년지원 프로
그램 이용하여 객원 교원 초빙을 추진하고 강의를 진행함 (Modern physics for chemical engineers).

- COVID19 상황 악화로 인해 해외우수 전임교원 확보를 위한 리크루팅을 Nature publishing group에서 
주관하는 nature portfolio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홍보를 통해 진행함.

해외 석학 초빙
(국제학술대회개최)

⦁정기 국제학술대회 개최: 7 th SKKU-HUST Bilateral Graduate Student Workshop에서 해외 석학 교수 6인 
(Prof. Jingyu Wang, Prof. Young C. Jang, Prof. Noritatsu Tsubaki, Prof. Haiyan Peng, Prof. Xiaofan Ji, Prof. 
Michikazu Hara)을 기조강연의 연사로 초빙함. 

⦁해외석학 초빙 세미나 개최: 
- 2021.09.29. Prof. Hyun-Ji Park (Emory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미국)
- 2021.11.03. Prof. Zijian Zheng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중국)
- 2021.11.10. Prof. Sang-Hoon Bae (Washington U. St. Louis, 미국)
- 2022.04.11./05.09./06.23. Prof. Nam-Joon Cho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싱가포르)
- 2022.07.28. Prof. Kan Zhang (Nanji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중국)
- 2022.08.19. Prof. Daeyeon Lee (University of Pennsylvania, 미국)

⦁국제학술워크샵 개최: 미국, 중국, 호주의 우수한 기관의 석학과의 교류를 위해 3건의 국제학술
워크샵을 개최함. (1) SKKU-PURDUE Univ. BME Joint Workshop을 개최하여 Purdue University의 교수 
3인 (Prof. Young L. Kim, Prof. Hyowon Lee, Prof. Chihwan Lee)을 초빙하여 학술 워크샵을 진행함 
(2022.6.30). (2) UOW to host international Frontier Materials Workshop을 개최하여 호주 울런공 대학
교의 화공 소재 관련 분야 학술발표회를 추진하여 상호 기조강연, 초청강연 및 세션별 구두발표를 
진행함 (2022.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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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외국인 학생 유치 계획대비 실적

우수 대학원 학생 유치 계획은 다음과 같음.

-우수 대학원 학생의 경우 입학 후 졸업까지 재정/연구/생활/진로 분야에 걸친 광범위하고 전주기적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우수외국인 학생의 유치를 단계별 10% 증가시키고자 함. 

우수 대학원 학생 유치 실적은 다음과 같음.

-외국인 재학생 비율은 최근 3년 동안 매해 약 20%의 외국인 대학원 신입생을 확보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스웨덴, 중국,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에콰도르, 이집트,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 스리랑카, 이란 등 다양한 국적의 우수외국인 대학원생을 석사, 박사, 석박통합

과정으로 유치하고 있음. 

- 2021년 2학기 외국인 재학생 수는 46명, 2022년 1학기 외국인 재학생 수는 51명임. 그 중, 외국인 

이공계 우수장학금 특별추천 대상자인 우수 외국인 학생 확보 실적은 2021년 2학기 27명, 2022년 1학기 

36명으로 연평균 31명의 확보 실적을 달성함. 

구분
목 표 (연평균) 2차년도 평균 실적

(2021.09 ~ 2022.08)1단계 2단계 3단계

우수 외국인 학생 확보 17 20 24 31

구분 활용 실적

해외 석학 활용 및 
SKKU ChemE 
Innovation 

Lectureship 활용

⦁학위 공동지도: 2022년 2월 김종욱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지도에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의 John 
Rogers 교수, 2022년 8월 조영진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지도에 미국 Univ of Alberta의 Hyun-Joong Chung 
교수, 2022년 8월 권기윤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지도에 미국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의 Michael D 
Dickey 교수, 2022년 8월 이주승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지도에 터키 Koc University의 Sedat Nizamoglu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해외 석학을 활용한 학위공동지도를 진행하였음.

⦁교육연구단 중점분야별 해외 석학 교수를 활용.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을 받음.
- Samy Mohamed Ahmed Ibrahim Shaban 기관: Egyptian Petroleum Research Institute(2021.10.11.~현재)
- Nasser Mohamed Ali Elbasuny 기관: Egyptian Petroleum Research Institute (2022.7.1.~현재)
-Wenwu Li 기관: Guangdong  University of Technology (2021.7.1.~현재)
- Yanhong Li 기관: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21.9.1.~현재)

구분 내용

유치
프로그램

⦁단기 연구 교류 프로그램 확대: 우수외국인 인재 유치 및 선점을 위해 동남아 교류대학 및 기존 연구네트
워크 활용, 졸업 동문/ 재학생 네트워크 활용, 교류 프로그램 확대

⦁전략 국가 우수 대학 방문 Recruiting 및 현장 설명회 인터뷰를 통한 유치 확대 
⦁교육연구단 교원의 아시아국가 단기교육/연구 참여: 아시아지역 중심으로 해외 파트너대학에 교원이 단기 
교육/연구 협력을 하여 장기공동연구 및 학생 유치의 기반 마련 

재정 지원

⦁외국인 신입생 대학원 입학장학금 확대 개편: 25% 장학금 신설, 입학성적에 따라 100%, 70%, 50%, 25%, 
10% 장학금 지급

⦁이공계 우수외국인 장학금 (STEM) 지원: 입학금 및 등록금 100%, 생활비, 초기 정착금
⦁이공계 우수외국인 장학금 외 본 교육연구단은 최소 6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매칭

연구 지원

⦁학위논문 국제 공동 심사 커미티 제도 (국제화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분야 해외 석학을 박사 논문심사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지도, 심사 경비 지원, 영문 온라인 심사 시스템 구축

⦁밀착형 네트워크 제도 운영: 신진 연구인력과 학위과정 대학원생 간 네트워크 구축 
⦁학과 공식 문서 및 기록 영어 병기
⦁자기 주도적 연구클러스터 기반 융합과제 제안서 작성으로 `씨앗형 연구비'지원 및 과제도출

생활 지원

⦁외국인유학생 카운슬링 센터, 건강센터 등 유관부서와 연계하여 학생 상담 및 통역 지원
⦁외국인유학생 단체보험 지원: 단체보험 협정을 체결하여 △단체 자동가입, △보험료 부담 경감, △다국어 
안내, △보상청구 간소화 등의 편의 제공

⦁체류 및 대학생활 업무 지원: 체류 관련 업무 상담 및 지원

진로 지원

⦁글로벌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유학생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 산업별 취업정보 및 인재상 소개, 
취업전략 교육, 글로벌 기업체 연구소 취업 제도적 보장 및 협약 추진

⦁전문취업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경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진로프로그램, 적성검사프로그램, 자기계발프로
그램, 심리상담 프로그램,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SKKU Visit 프로그램 운영: 사회진출 외국인 동문을 초청하여 진로 및 비전 멘토링 제공
⦁국가별 SKKU 홍보대사 운영: 해외대학을 방문하여 학교 홍보 및 학생 간 교류, 연구자 네트워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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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여대학원생 국제공동연구 현황과 계획

계획

⦁참여대학원생 해외공동연구 계획: 해외 거점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 진행으로 참여대학원생의 활발한 공동연구 
추진 및 기 선정된 혁신성장글로벌인재양성사업과 바이오-글로벌 가치창출 혁신인재 사업 등을 통해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해외 우수기관으로 파견 기회 확대 계획

⦁참여대학원생 해외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 해외 거점 대학 활용, 국제연구 
클러스터화 추진, 국제자문위원회 활용, 국제연구교류 프로그램 운영

⦁대학원생 장단기 해외연수 계획 (해외 장기 연수 확대 운영을 통한 인류 사회문제 조감능력 강화)
-에너지, 바이오, 정보소재의 중점분야별 거점대학을 활용하여 대학원생의 지속적인 교류프로그램 확충 및 
장단기 연수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조감능력 강화

-해외 선도연구실 구축, 연구재단 국제협력사업 MOU기반 해외교류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술교류 행사 활성화 
추진 및 자율적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단기집중 캠프, 맨토링 제도 운영을 통한 국제적 소양 함양

⦁교육단의 산학협력 분야 강점을 살린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의 확대
-글로벌 창의형 인재 및 산업선도 도전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소속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실적

⦁해외 연구실 공동연구 수행에 대한 실적: 
-교육연구단 국제공동연구논문 편수 실적 69편 중, 대학원생의 국제공동연구 실적은 21편으로서, 국제공동연구의 
30%가 대학원생의 참여로 수행되었음. 

⦁분야별 해외 선도그룹과 우수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바이오, 정보소재), Advanced Science (에너지) 를 포함한 SCIE 논문 27건을 달성함. 

⦁미국 Carnegie Mellon University (Carmal Majidi교수)와의 연구 MOU를 체결하고 21년 9월 10일 – 22년 6월 2일, 
9개월간 대학원학생 1인 (최혜수 학생)이 방문하여 첨단 액체 금속 전극 기술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함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

⦁대학원생 장기 해외연수/인턴파견 인원 실적은 8명/년을 달성. 1단계 (2020-2022) 목표 10명/년 대비 2차년도 
(2021 2학기-2022 1학기) 실적은 80% 수준을 달성함. 

⦁국제학회 구두 발표 실적은 15건/년을 달성. 1단계 목표 (2020-2022) 20건/년 대비 2차년도 (2021 2학기-2022 
1학기) 실적은 75% 수준을 달성함.

구분
1단계 목표
(2020-2022)

2단계 목표
(2022~2024)

3단계 목표 
(2024~2027)

2차년도 실적
(2021.09 ~ 2022.09)

교육연구단 국제공동연구논문 (편/년) 45 50 60 69

장기해외연수/인턴 인원 (명/년) 10 15 20 8

국제학회 구두발표 (건/년) 20 25 30 15

(1)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재학생 및 졸업생) 국제공동연구 실적 

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소속기관 연구주제
연구기간

(YYYYMM-YYYYMM)
교육연구단 국외 

공동연구자대학원생 지도교수

1

ABOUZEID 

ESLAM 

MOHAMED 

AHMED 

HAFEZ

김동환
Samy M. 

Shaban

이집트/Egyptian Petr 

Res Inst

(바이오) 알칼리성 인산가수분해효소 

타겟팅

Coordination Chemistry Reviews, 

2022, 465, 21457

202201-202208

2

엘발라위아

흐메드유세

프모하메드

유세프

김동환
Samy M. 

Shaban

이집트/Egyptian Petr 

Res Inst

(바이오) 상처 드레싱 활성 탄소 섬유 

기능성 코어-쉘 은 나노 입자

Journal of Molecular Liquids, 2022, 

360, 119561

202201-202208

3

ABOUZEID 

ESLAM 

MOHAMED 

AHMED 

HAFEZ

김동환
Samy M. 

Shaban

이집트/Egyptian Petr 

Res Inst

(바이오) 은도금 나노비피라미드에 

의해 유발되는 침알칼리인산가수

분해효소

Microchimica Acta, 2021, 188, 12, 423

202107-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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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소속기관 연구주제
연구기간

(YYYYMM-YYYYMM)
교육연구단 국외 

공동연구자대학원생 지도교수

4

XIA 

CHENGKAI, 

김재겸

김정규 Heechae Choi 독일/Univ Cologne

(에너지/촉매) 동백꽃을 이용한 

수소 생산 바이오 숯 촉매 및 슈퍼 

커패시터

Carbon Energy, 2022, 4, 4, 491-505

202201-202207

5

XIA 

CHENGKAI, 

김재겸, 소

원, 이연개

김정규 Heechae Choi 독일/Univ Cologne

(에너지/촉매) 물 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결정성 텅스텐 산화물 상의 

동질 비정질상의 합리적인 나노 

위치 결정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2022, 

438, 135532

202201-202206

6 김하정 김정규 Ying Wei
중국/BASF Adv Chem 

Co Ltd

(에너지/촉매) 연상성 나노플레이

트렛과 고분자 전해질의 현장 계면 

코아케이션을 통한 미세유체 

매크로에멀션 안정화

Journal of Colloid and Interface 

Science, 2022, 614, 15, 574

202110-202205

7

김소연, 

김정현, 

박동암

박남규 Aron Walsh
영국/ Imperial Coll 

London

(에너지) 컨볼루션 신경망을 위한 

type-1 밴드 구조 특징의 멀티 

디멘션 포르마미디늄 비스무트 

요오드화물 

Advanced Science, 2022, 9, 14 

2200168

202105-202203

8

김소연,

김정현,

정세용,

박동암

박남규 Aron Walsh
영국/Imperial Coll 

London

(에너지) 유연한 인터페이스형 멤리

스터의 비대칭 캐리어 전송을 이용한 

서브 펨토줄 에너지 소비 인공 시냅스

Nanoscale Horizons, 2021 6, 12, 987

202011-202111

9 백상하 박호석 Ye Zhang 미국/Univ Houston

(에너지) 수성 Zn 금속전지의 인공 

계면층 개발 현황

Energychem, 2022, 4, 4, 100076

202102-202206

10 이동현 방석호
Young Charles 

Jang

미국/Georgia Inst 

Technol

(바이오) 피부 상처 부위의 유지율이 

높은 줄기세포 스페로이드 패치 개발

Bioengineering & Translational 

Medicine, 2022, 7, 2, e10279

202105-202205

11 Xu Wang 배종욱 Jianli Zhang
중국/Ningxia 

University

(에너지/촉매) 저온 CO2 메탄화를 

위한 매우 안정적이고 선택적인 층상 

Co-Al-O 촉매,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 

2022, 310, 121303

202003-202208

12 최동혁 이동엽
Takashi 

Kayahara
일본/Ajinomoto Co.

(바이오) CHO 세포 배양에서 배지 

개발을 위한 데이터 기반 및 모델 

기반 체계적인 프레임워크,

Metabolic Engineering, 2022, 73, 

114-123

202001-202209



성균관대학교  ◂  59

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소속기관 연구주제
연구기간

(YYYYMM-YYYYMM)
교육연구단 국외 

공동연구자대학원생 지도교수

13 Kaiwei Yang 이영관 Soochan Kim
영국/University of 

Oxford

(정보소재) 장수명 Zn-이온 배터리를 

위한 Zn 애노드의 강력한 아연친화성 

채널 구축,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2022,

440, 135822

201803-202207

14 Kaiwei Yang 이영관 Soochan Kim
영국/University of 

Oxford

(정보소재) Sb 양극의 나노 엔지니

어링으로 구현되는 매우 안정적인 

칼륨 이온 배터리, ACS Appl. Mater. 

Interfaces 2022, 14, 15, 17175–17184
201803-202204

15 Kaiwei Yang 이영관 Xin Yang
중국/Nanjing Tech 

University

(정보소재) 마스크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 코로나19 예방 

및 고효율 배터리 분리막,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2022, 430, 132723

202010-202202

(정보소재) "고온 엑시톤"의 분자 

전략을 통한 고효율 용액 처리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위한 CIEy < 0.08인 

트리스(트리아졸로)트리아진 모이

어티 기반 딥 블루 이미터, Advl. 

Func. Mat. 2022, 32, 2113183

202001-202202
중국/Changzhou 

University
Yafei Wang이준엽임준섭16

17
Tan Sue 

Woon
조슈아잭맨 Cho Nam-Joon

싱가포르/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바이오) 티타늄 산화물 표면에서 하

이브리드 지질 이중층 멤브레인의 

간소화된 제작: 1-테일 및 2-테일 

SAM 분자의 비교, Nanomaterials 

(Basel). 2022, 12, 7, 1153

202005-202203

싱가포르/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바이오) 무기 표면에서 역포스포

콜린 지질 자가 조립을 제어하기 

위한 비공유 및 공유력 조절, Int. 

J. Biol. Macromol. 2021, 182, 

1906-1914

Cho Nam-Joon조슈아잭맨구동준18 202009-202203

싱가포르/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바이오) 고감도 굴절계 바이오센싱 

응용을 위한 플라즈몬 금 나노섬 

플랫폼의 표면 공학, Applied 

Materials Today, 2022,  26, 101280

202101-202203Cho Nam-Joon조슈아잭맨구동준19

(바이오) 나노규모 지질 소포의 다가 

유도 형태 변형: 크기 의존적 막 굽힘 

효과, J. Phys. Chem. Lett. 2022, 13, 

6, 1480–1488
202004-202202

싱가포르/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Cho Nam-Joon조슈아잭맨박현진20

21 박현진 조슈아잭맨 Cho Nam-Joon

싱가포르/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바이오) 핵산 전달을 위한 지질 

나노입자 기술: 나노구조론적 관점, 

Advl. Func. Mat. 2022, 2203669

202005-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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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원생 해외 연구실 공동연구 수행 실적 및 계획 

(1) 대학원생 해외 연구실 공동연구 수행 실적

아래 표에 요약된 해외 연구실 공동연구 수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음

년도 해외 연구실 국적/기관명 연구 실적

바이오
(10건)

이집트/Egyptian Petr Res Inst Coordination Chemistry Reviews, 2022, 465, 21457

이집트/Egyptian Petr Res Inst Journal of Molecular Liquids, 2022, 360, 119561

이집트/Egyptian Petr Res Inst Microchimica Acta, 2021, 188, 12, 423

미국/Georgia Inst Technol Bioengineering & Translational Medicine, 2022, 7, 2, e10279

일본/Ajinomoto Co. Metabolic Engineering 2022, 73, 114-123

싱가포르/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anomaterials (Basel). 2022, 12, 7, 1153

싱가포르/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Int. J. Biol. Macromol. 2021, 182, 1906-1914

싱가포르/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Applied Materials Today, 2022,  26, 101280

싱가포르/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J. Phys. Chem. Lett. 2022, 13, 6, 1480–1488
싱가포르/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Advl. Func. Mat. 2022, 2203669

정보소재
(4건)

영국/University of Oxford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2022, 440, 135822

영국/University of Oxford ACS Appl. Mater. Interfaces 2022, 14, 15, 17175–17184
중국/Nanjing Tech University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2022, 430, 132723

중국/Changzhou University Advl. Func. Mat. 2022, 32, 2113183

에너지
(7건)

독일/Univ Cologne Carbon Energy, 2022, 4, 4, 491-505

독일/Univ Cologne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2022, 438, 135532

중국/BASF Adv Chem Co Ltd Journal of Colloid and Interface Science, 2022, 614, 15, 574

영국/Imperial Coll London Advanced Science, 2022, 9, 14 2200168

영국/Imperial Coll London Nanoscale Horizons, 2021 6, 12, 987

미국/Univ Houston Energychem, 2022, 4, 4, 100076

중국/Ningxia University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 2022, 310, 121303

해외 연구실 공동연구 수행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 교육단의 중점분야별로 대학원생의 공동연구 주제가 

바이오: 9건, 정보소재: 7건, 에너지: 11건으로 수행 되었으며, 분야별 해외 선도그룹과 우수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 (Nature Electronics를 포함한 SCIE 논문 27건을 달성함. 성공적인 공동연구 

활동으로 향후 잠정적인 해외연구실, 해외거점대학으로의 확대 진행을 계획할 수 있게 됨.

해외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추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의 Bruce Dunn 

교수는 UCLA 재료공학과 학과장이고 California NanoSystems Institute 멤버로 에너지저장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로 Bruce Dunn 연구실은 에너지 저장 소자/소재, 특히 의사커패시터 및 리튬이온배터리 

연구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아 현재 논문인용 횟수 5만회 이상에 달하고 있음. Bruce 

Dunn 연구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고용량 저장 소재를 소자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심도있는 

매커니즘 분석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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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arnegie Mellon University (Carmal Majidi교수)와의 연구 MOU를 체결하고 21년 9월 10일 – 22년 

6월 2일, 9개월간 대학원학생 1인 (최혜수 학생)이 방문하여 첨단 액체 금속 전극 기술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함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Champaign (Hyunjoon Kong 교수)와의 연구 MOU를 체결하고 21년 

7월 1일 – 22년 6월 30일, 12개월간 대학원학생 1인 (김슬기 학생)이 방문하여 첨단 생체재료 소재 

프린팅 관련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함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 사업).

(2) 대학원생 해외 연구실 공동연구 수행 계획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A (Xiangfeng Duan 교수)와의 연구 MOU를 체결하고 22년 6월 18일 – 23년 

6월 17일, 12개월간 대학원학생 1인 (신강호 학생)이 방문하여 공동연구 수행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 사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Seungpyo Hong 교수)와의 연구 MOU를 체결하고 22년 3월 1일 

- 22년 11월 30일, 9개월간 대학원학생 1인 (백휘라 학생)이 방문하여 공동연구 수행 (보건의료인재양성

지원 사업).

미국 Harvard University (Jia Liu 교수)와의 연구 MOU를 체결하고 22년 3월 1일 – 22년 11월 30일, 9개

월간 대학원학생 1인 (조영진 학생)이 방문하여 공동연구 수행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A (Bruce Dunn 교수)와의 연구 MOU를 체결하고 21년 10월 1일 – 22년 

9월 30일, 12개월간 대학원학생 1인 (정민규 학생)이 방문하여 공동연구 수행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

참여대학원생 해외공동연구 계획: 현재 (혹은 잠정적인) 해외 거점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 진행으로 

참여대학원생의 활발한 공동연구 추진 및 기 선정된 혁신성장글로벌인재양성사업 (총사업비 28억원) 과 

바이오-글로벌 가치창출 혁신인재 사업 (총사업비 14.9억원) 등을 통해서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해외 

우수기관으로 파견 기회 확대

참여대학원생 해외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내용

국제교류 네트
워크를 통한 협업

⦁국제공동연구 체계화를 통하여 해외 연구네트워크 및 연구・개발의 활성화 
⦁글로벌 연구실 선정을 통하여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 마련을 통한 Lab 기반의 학생/교수 교류를 활성화
하고, 박사후 연구원 해외연수 적극 지원

해외 거점 
대학 활용

⦁Faculty-Led 프로그램(교수/학생 동반연수) 확대: 분야별 연구(Field Study)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
하여 해외 거점 대학(기관)과의 상호 파견을 추진

⦁연구재단 국제협력사업 MOU기반 해외교류프로그램을 활용한 해외 우수 해외거점 대학과의 대학원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  

국제연구 
클러스터화 추진 

⦁거점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연구단의 중점 연구분야별 클러스터화 추진
⦁과제 중심의 클러스터 연구 운영: 클러스터 간의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 (국제 융합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국제자문위원회 
활용

⦁국제자문위원회를 통한 교육의 활성화: 공동지도교수제 및 옴부즈맨제도 추진
⦁외국 거점대학 소속 전임교원의 공동지도 및 심사위원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해외 공동연구 활성화 추진

국제연구교류 
프로그램 운영

⦁연구 분야별 단기집중 캠프(예, 소프트웨어 캠프, 글로벌 에너지 캠프, 바이오 캠프 등) 운영을 통한 
국제적 소양 함양

⦁대학원생, 연구원 주도 해외 우수 대학(기관)과 세미나/포럼 및 학생 심포지움 개최
⦁교육연구단 공식 문서의 영어 병기를 추진하고, 연구전담 주니어 외국인 교원을 활용한 멘토링 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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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원생 장단기 해외연수 및 국제학회 구두발표 실적

(1) 대학원생 장단기 해외연수 계획

핵심과제14 해외 장기 연수 확대 운영을 통한 인류 사회문제 조감능력 강화

해외 기관 장단기 파견 프로그램 운영 확대

-에너지, 바이오, 정보소재의 중점분야별 거점대학을 활용(美UPenn, 프랑스 ESPCI 등 9개 기관)하여 

대학원생의 지속적인 교류프로그램 확충 및 장단기 연수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조감능력 강화

-해외 선도연구실 구축, 연구재단 국제협력사업 MOU기반 해외교류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술교류 행사 

활성화 추진 및 자율적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단기집중 캠프, 맨토링 제도 운영을 통한 국제적 

소양 함양

교육단의 산학협력 분야 강점을 살린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의 확대

-글로벌 창의형 인재 및 산업선도 도전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소속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인턴십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여 항공료 및 체재비 전액 지원

(2) 대학원생 장단기 해외연수 및 국제학회 구두발표 실적

대학원생 해외 공동연구 및 장기 해외연수/인턴파견 실적

대학원생 교수 국가 기간 기관 / 해외파견 내용 지원

정민규 박호석 미국 2021.09.01.~2022.03.31 UCLA/공동연구 GTFP

신강호 박호석 미국 2022.06.18.~2023.06.17. UCLA/논문공동연구 GTFP

성민철 김진웅 미국 2020.11.01.-2021.10.30 University of Pennsylvania/공동연구 국고

김슬기 김진웅 미국 2021.06.01.-2022.05.31 UIUC/공동연구 국고

백휘라 김진웅 미국 2022.03.01.~2022.11.30. UW-Madison/공동연구 BVIC

박현진 조슈아잭맨 싱가포르 2022.03.01~2023.03.31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논문공동연구 SAIHST

최연우 박남규 스위스 2021.12.29~2022.07.02 EPFL/논문 공동연구 국고

최혜수 김태일 미국 2021.09.10~2022.06.02 Carnegie Mellon University/논문공동연구 GVIC

대학원생 국제학회 구두발표 실적

대학원생 교수 국가 발표일 학술대회명 발표논문명

신주환 김태일 미국 20211206
2021 MRS Fall Meeting 

& Exhibit

Wireless Human-AI Collaborative System for 
Enhancing Machine Decision-Making Using 
Tattoo-Like Electronics

알리 모하
마드 가랍 
엘사이드

김동환 대한민국 20220807
NANO KOREA 2022 

Symposium
luorogenic and Chromogenic Dual Sensor for Urine 
Monitoring with Hybrid Carbon-Dot Nanosensor

박현진 조슈아잭맨 싱가포르 20211122

1st Annual 
Korea-Croatia 

Conference on Lipid 
Membrane 

Biotechnology and Drug 
Delivery Applications

Biosensing Technologies for Studying Membrane 
Interactions



성균관대학교  ◂  63

대학원생 교수 국가 발표일 학술대회명 발표논문명

dessie 
abebual 
molla

조슈아잭맨 싱가포르 20211028

9th Asia-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global 

sustainability by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Actions and optimization practices to be taken 
for improving energy efficiency in soft drink 
industries

탄수운 조슈아잭맨 싱가포르 20211028

9th  Asia-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global 

sustainability by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tudy  Experience in Korea amid Pandemic

박철환, 
최동혁

이동엽 포르투갈 20220627 27th ESACT 2022
BIOPROCESS DIGITAL TWINS FOR BIOMANUFACTURING 
4.0

Eslam 
Hafez

김동환
대한민국, 

중국
20220418

7th HUST & SKKU 
Bilateral Graduate 

Student Workshop and 
Annual Academic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

Multicolor Diagnosis of Salivary Alkaline 
Phosphatase Triggered by Silver-Coated Gold 
Nanobipyramids

Sue Woon 
Tan

조슈아잭맨
대한민국, 

중국
20220418

7th HUST & SKKU 
Bilateral Graduate 

Student Workshop and 
Annual Academic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

On/Off Switching of Lipid 

신주환 김태일
대한민국, 

중국
20220418

7th HUST & SKKU 
Bilateral Graduate 

Student Workshop and 
Annual Academic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

Wearable EEG Electronics for A Brain-AI 
Closed-Loop System to Enhance Autonomous 
Machine Decision Making

이연개 김정규
대한민국, 

중국
20220418

7th HUST & SKKU 
Bilateral Graduate 

Student Workshop and 
Annual Academic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

Rational Nanopositioning of Homogeneous 
Amorphous Phase on Crystalline Tungsten Oxide 
for Boosting Solar Water Oxidation

성우창 이동현
대한민국, 

중국
20220418

7th HUST & SKKU 
Bilateral Graduate 

Student Workshop and 
Annual Academic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

Segregation Phenomena of Binary Solids in A 
Pulsed Fluidized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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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동연구, 장기 해외연수/인턴파견, 국제학회 구두발표 목표 대비 실적

구분
1단계 목표
(2020-2022)

2단계 목표
(2022~2024)

3단계 목표 
(2024~2027)

2차년도 실적
(2021.09 ~ 2022.08)

교육연구단 국제공동연구논문 (편/년) 45 50 60 69

장기해외연수/인턴 인원 (명/년) 10 15 20 8

국제학회 구두발표 (건/년) 20 25 30 15

- 2차년도 (2021년 2학기-2022년 1학기) 교육연구단 국제공동연구논문 편수 실적 69편 중, 대학원생의 

국제공동연구 실적은 21편으로, 국제공동연구의 31%가 대학원생의 참여로 수행되었음.

-대학원생 장기 해외연수/인턴파견 인원 실적의 경우, 1단계 (2020-2022) 목표 10명/년 대비 2차년도 

(2021 2학기-2022 1학기) 실적은 8명/년으로 80% 수준을 달성함. COVID19 여파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온라인을 통한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목표 대비 80% 수준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2단계 기간 동안

에는 온라인 화상을 통한 국제교류 뿐만 아니라 장기 해외연수 및 파견을 적극 활성화 할 계획임. 

-국제학회 구두 발표 실적의 경우, 1단계 목표 (2020-2022) 20건/년 대비 2차년도 (2021 2학기-2022 1학기) 

실적은 15건/년으로 목표 75% 달성함. 온라인 국제학회 참석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국제학회 구두 

발표 실적 목표를 달성할 계획임.  

대학원생 교수 국가 발표일 학술대회명 발표논문명

백상하 박호석
대한민국, 

중국
20220418

7th HUST & SKKU 
Bilateral Graduate 

Student Workshop and 
Annual Academic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

Electrospun Conductive Carbon Nanofiber Hosts 
for Stable Zinc Metal Anode

이지현 방창현
대한민국, 

중국
20220418

7th HUST & SKKU 
Bilateral Graduate 

Student Workshop and 
Annual Academic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

Diving BeetleLike Miniaturized Plungers with 
Reversible, Rapid Biofluid Capturing for
Machine Learning-Based Care of Skin Disease

박진호 이준엽
대한민국, 

중국
20220418

7th HUST & SKKU 
Bilateral Graduate 

Student Workshop and 
Annual Academic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

High Efficiency of Over 25% and Long Device 
Lifetime of Over 500 H At 1,000 Nit in Blue 
Fluorescent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Wang Xu 배종욱
대한민국, 

중국
20220418

7th HUST & SKKU 
Bilateral Graduate 

Student Workshop and 
Annual Academic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

Stabilizing Cu-ZnO-Al2O3 and Ferrierite 
Bifunctional Catalyst for DME Synthesis from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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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인 교수 현황과 역할

가.  외국인 전임교수 현황 및 실적

(1) 교육단의 외국인 전임교수 현황

성명 
(국적)

최종학위 취득
기관 (취득연도)

임용 형태

임용 기간

연구실명(웹사이트)

Joshua
Jackman 
(미국)

NTU 
(2015)

조교수(전임교수)

2019.01~현재

Translational Nanobioscience Lab 
https://www.researchgate.net/lab/Translational-Nanobioscience-Lab-Joshua-Jackman) 

본 교육연구단은 대학본부와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우수외국인 교수를 유치하고 있으며, 연구뿐만 

아니라 양질의 영어강의를 제공하고 대학원생들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있음. 

본 사업단에서는 교육/연구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외국인 교수 1명당 연구인력 4~5명을 배정하여 

팀 단위 활동을 적극 장려함. 

외국인 전임교원으로 Joshua A. Jackman 교수(미국)를 2019년 1월에 조교수로 채용함.

Jackman 교수는 플로리다 대학에서 학부, 난양공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였음. 대표연구실적으로 Translational Nanomedicine에 관한 연구를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022)에 게재함.

2차년도(2021.09-2022.07) 기간 동안 17편의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대표 논문실적 3편은 다음과 같음.

발표일 학술지 구분 학술지명 논문제목 역할 DOI

2022.06.16 SCI(E)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IF: 19.924)

Lipid Nanoparticle Technologies for Nucleic Acid 

Delivery: A Nanoarchitectonics Perspective
교신저자

https://doi.org/10.

1002/adfm.20220

3669

2022.03.15 SCI(E)

Applied 

Materials 

Today 

(IF: 10.041)

On/Off Switching of Lipid Bicelle Adsorption on Titanium 

Oxide Controlled by Sub-Monolayer Molecular Surface 

Functionalization

교신저자

https://doi.org/10.

1016/j.apmt.2022.

101444

2022.11.25 SCI(E)

Applied 

Materials 

Today 

(IF: 10.041)

Surface Engineering of Plasmonic Gold Nanoisland 

Platforms for High-Sensitivity Refractometric 

Biosensing Applications

교신저자

https://doi.org/10.

1016/j.apmt.2021.

101280

(2) 교육단의 외국인 전임교수의 교육 관련 역할

교육 국제화 전담 사업 수행: 사업단 내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외국인 교원을 필수 구성하여 교육 

및 연구역량 국제화 강화를 위한 자문 및 해외 네트워크 연계 역할 담당

대학원생들의 국제화 역량 함양: 한국인 대학원생들의 영어 논문 작성법 지도,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사업단 소프트웨어의 국제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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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어 수업 개발 및 전담 교육

교과목 학점 학수번호 교과목 핵심내용 담당교수

공업유기화학1 3 ECH2019
유기화학반응에 (결합, 반응, 합성, 구조 등) 대한 전반적인 
기본개념 이해

조슈아잭맨

생명공학연구동향및
응용

3 ECH7006
지속적인 산업 활동을 포함하여 최첨단 생명 공학 연구 
동향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과정 숙지

조슈아잭맨

공업물리화학2 3 ECH2018
액체 운동 및 확산, 평형, 반응메카니즘, 분자충돌 현상 등의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과 변화를 이해

조슈아잭맨  

비교과 프로그램 진행 목록

프로그램 개최시기 주요내용 담당교수

외국인 학생들과 
간담회 개최

분기별 1회
교과목 이해가 어려운 외국인 학생들과 주기적인 대화의 장을 
열어 전공 이해의 어려움 극복을 논의할 뿐 아니라 생활 정보와 
연구 내용을 공유 

조슈아잭맨

나. 외국인 초빙 교수 확보 실적

(1) 교육연구단의 외국인 초빙 교수 확보 실적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연구전담 외국인 교원 초빙을 적극 추진함.

연번 성명 (국적) 소속 임용형태 (임용기간) 비고

1
리웬우 
(중국)

Guangdong University of 
Technology

객원교원 초빙교수
(2021.06.~현재)

-교육연구단 교육 프로그램 참여
-공동연구를 통한 대학원생 논문지도

2
샹펑두안
(중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객원교원 초빙교수
(2021.06.~현재)

-교육연구단 교육 프로그램 참여
-공동연구를 통한 대학원생 논문지도

3
후이장
(중국)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Lausanne (EPFL)

객원교원 초빙교수
(2021.12.~현재)

-교육연구단 교육 프로그램 참여
-공동연구를 통한 대학원생 논문지도

4
리위체 
(중국)

Sungkyunkwan University
연구교수

(2021.12.~현재)
-교육연구단 연구 프로그램 참여
-공동연구를 통한 대학원생 논문지도

5
아누라 굽타 

(인도)
Sungkyunkwan University

연구교수
(2019.06.~2022.02)

-교육연구단 연구 프로그램 참여
-공동연구를 통한 대학원생 논문지도

-주기적으로 국제자문위원회 소속 사업단 참여교수는 해외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리크루팅 추진 

(MRS, AIChE 등 채용부스 활용)

-공과대학과 학과 차원에서 외국어 가능한 행정전담인력 및 연구공간 배정 등 전폭적 지원함

(2) 교육연구단 외국인 초빙교수 역할

국제 공동연구 과제 수행, 글로벌 첨단 연구 동향 파악, 연구소/대학기관과 국제교류 주도

국제어 전공수업을 진행하여 대학원생의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습득 및 이해도 증진

다국적기업으로 대학원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현장실습과목을 개설하여 진행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 함양: 한국인 대학원생뿐 아니라 외국인 대학원생들의 영어 논문 작성법 및 

발표능력 함양을 통한 대학원생의 국제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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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외국인 교수 확대 및 글로벌 인프라 확충

(3) 외국인 교수 확대 계획

외국인 전임교원 충원 계획

본 교육연구단의 화학공학분야 QS랭킹 10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우수 외국인 교원 확보 및 교원 구성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 

이를 위해 향후 각 단계별로 Highly Cited Researcher (HCR) 급 우수 외국인 교원을 사업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충원하여 샹펑두안, 리웬우, 후이장 교수 등을 확보

외국인 교수의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해서 공과대학과 학과 차원에서 외국어 가능한 행정전담인력 및 

연구공간 배정 등의 전폭적으로 지원 

외국인 전임교원 지원책 수립 

지원 기간 : 최초 4년 지원 및 점검 후 2년 연장 

대상 : 순수 외국인 교원 (최초 입국자 한정, 타 대학 재직 이직 교원은 해당 없음) 

지원 내용 : 주거 지원비 년 2,400만 원, 항공료 및 이사비 1,200만 원, 급여 호봉급 +최대 1억 원(4년 후 

2년마다 평가하며 유지), 학자금 지원 년 2만불을 2명의 학생들에게 지원 유지.

외국인 교수 채용방법 다각화 

교원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능력/잠재력이 검증된 교원 영입

특별채용제도를 도입하여 연구역량이 검증된 중견 교수 및 연구전담 교원 수시채용 

해외대학연구자콘퍼런스 개최 신임교원 임용 확대 및 DB 구축

본교 출신 우수외국인 유학생의 교원 임용 확대: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공사례 제시 및 우수외국인 

유학생 유치-배출의 선순환 구조 확립

기대효과

외국인 교원 확대를 통한 우리 대학 글로벌 교육 및 연구역량의 내실화 가속 

성장잠재력 높은 우수 인재 선점과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과 기반 마련 

우수 외국인 교원 선발확대 및 처우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한 Retention 강화

(4) 글로벌 인프라 확충 계획

외국인 교수, 학생, 연구인력을 위한 정주 여건(주거 및 기타복지) 개선 

Global Campus Culture 조성: 학내구성원의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포용력과 이해력 제고

학과 공식 문서 및 기록 영어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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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역량 영역

□ 연구역량 대표 우수성과

*성균관대 화학공학과의 지속가능화학공학 글로벌리더양성 교육연구단에서는 4단계 BK 사업의 2차년도 

(2021.09 ~ 2022.08) 12개월의 기간 동안, 총 260편의 논문(IF, ES 미발표 논문 5편 포함)을 게재하고, 

이중 74.9%를  JCR 상위 20% 저널에 발표하여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 지고 있음. 특히 Impact factor 

20점 이상의 저널의 경우, 총 9.4%로 24편(교신저자 논문 19편)을 발표하였음.

*논문실적 수준을 평가 할 수 있는 IF, ES 데이터의 향상폭과 기울기는 기존 BK플러스 사업기간에 

비해서도 지속적이면서도 확연한 수준의 향상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단순히 논문실적만을 반영할 경우 

저명 벤치마킹 대학의 역량을 뛰어넘는 화학공학분야 세계 최고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참여교수 1인당 환산논문편수 (이전 3년 평균): 3.77 ⟶ 3.94, 4.5% 증가

  - 참여교수 1인당 환산 IF합 (이전 3년 평균): 3.04 ⟶  3.43, 12.8% 증가

  - 참여교수 1인당 환산 ES합 (이전 3년 평균): 4.75 ⟶  5.67, 19.4% 증가

* 전체 논문실적 및 환산논문 1편당 실적은 다음과 같음.  

환산편수 환산보정 IF 환산ES
논문 1편당 
환산보정IF

논문 1편당 
환산보정ES

2018년 57.9732 43.1217 71.5226 0.1875 0.3110

2019년 64.7378 55.6236 100.2805 0.2357 0.4249

2020년 69.2458 56.0803 70.4356 0.2621 0.3291

2021년 70.8592 61.7672 101.9712 0.2422 0.3999

*성균관대 화학공학과의 지속가능화학공학 글로벌리더양성 교육연구단에서는 4단계 BK 사업의 2차년도

(2021.09 ~ 2022.08)에 있어 다음과 같은 대표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였음 (우수논문성과 5편, 우수 기술자문실적 

1건). 특히 대표논문 5편의 평균 IF는 39.952이며, 모두 JCR 상위 3% 이내의 최우수 연구실적을 창출하였음.

1. 김태일 ① 저자명: 박병학, 신주환, 옥제형, 박수빈, 정우진, 정찬호, 최승환, 조영진, 

김태일 (교신저자)

② 논문제목: Cuticular pad–inspired selective frequency damper for nearly dynamic noise–
free bioelectronics

③ 학술지명: Science

④ 권(호), 페이지: 376 (6593), 624-629

⑤ 게재 연도: 2022

⑥ DOI 번호: 10.1126/science.abj991

저널 논문

⦁창의성·혁신성: 기존의 웨어러블 센서는 상시 측정에 적합하지만 대상자의 움직임에 의한 노이즈에 

의해 측정된 데이터의 신호대잡음비가 낮고 잡음신호를 제거하는 추가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거미의 진동필터 소재를 모방한 고분자 하이드로젤을 이용하여 낮은 진동수의 노이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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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여 뇌파 등의 신호를 움직임이 있을 때도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임. 본 연구는 세계적인 

저널인 Science에 2022년 5월 게재되었음.

⦁전공분야 및 산업분야 기여도: 본 연구는 웨어러블 소자의 새로운 연구분야를 제시한 연구로 국내

특허 "젤라틴 및 키토산 하이드로젤을 포함하는 주파수 선택적 신호 댐퍼 및 이를 이용한 신호 측정 

장치" 10-2020-0061065로 출원됨. 연구를 주도한 박병학 박사는 BK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22년 1월 Stanford University에 박사후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우수한 인재로 성장

중에 있음.  

⦁논문의 우수성: IF = 63.789, ES = 0.898, JCR 상위 2.5% (Web of Science 기준)

2. 김지용 ① 저자: Do Thai Ngan, 유찬희, 김지용 (교신저자)

② 논문제목: A CO2 utilization framework for liquid fuels and chemical production: 

techno-economic and environmental analysis

③ 발표저널: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④ 권 (호), 페이지: 15(1), 169

⑤ 게재 연도: 2022

⑥ DOI 번호: 10.1039/D1EE01444G

저널 논문

⦁창의성·혁신성: 탄소 자원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각 기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다양한 국가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기술을 규명하는 연구는 진행된 바 없음. 본 

연구는 탄소 자원화 관련 72가지의 기술을 공정을 개발하고 최적화함으로 탄소 자원화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전사적 연구를 수행함.

⦁전공분야 및 산업분야 기여도: CCUS관련 촉매 및 공정 개발 연구 성과는 다양한 에너지 소재 관련 

연구의 정량적 목표 설정은 물론, 탄소 자원화 관련 에너지 사업의 사업 모델 개발 및 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필요한 정량적 지표로 활용 가능하며, 본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인천시 및 경기도 

등 지역 기관 정책 수립은 물론 정유 회사 등 주요 에너지 회사와의 협력 연구를 기획하고 있음.

⦁논문의 우수성: IF = 39.714, ES = 0.115, JCR 상위 0.22%, 피인용 13회 (Web of Science 기준)

3. 방창현 ① 저자명: 김다완, 송강일, 성두환, 이연수, 백상열, 송진호, 이헌준, 손동희, 

방창현 (교신저자)

② 논문제목: Electrostatic-mechanical synergistic in situ multiscale tissue adhesion for 

sustainable residue-free bioelectronics interface

③ 학술지명: Advanced Materials

④ 권(호), 페이지: 34(5), 1-11

⑤ 게재 연도: 2022

⑥ DOI 번호: 10.1002/adma.202105338

저널 논문

⦁창의성·혁신성: 본 연구에서는 건식 접착 소재를 기반으로 제작된 전자패치를 통해 체액이 항상 존재

하는 생체조직에 안정적인 접착력을 가지면서도 탈착 시 화학적 잔류물 없이 청정 부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짐 또한, 생체표면의 점막과 근육 및 신경 표면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움직임과 탄성 특성 

등의 가혹한 생체환경에도 개발된 전자패치가 장기간의 안정적인 접착 능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함. 

나아가, 높은 조직 접착 능력을 기반으로 신축성 전극과 결합한 청정 접착 바이오소자는 설치류 좌골 



70  ▸ 『4단계 BK21사업』미래인재 양성사업(과학기술 분야) 교육연구단 자체평가보고서

신경, 근육, 뇌 및 인간 피부에 이르는 다양한 조직에서 생성되는 전기 생리학적 신호들(심전도, 근전도, 

뇌전도 등)에 대해 장기간 신뢰할 수 있는 측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함.

⦁전공분야 및 산업분야 기여도: 개발된 청정 고성능 접착 전자패치 계면 소재는 다양한 장기 표면에서의 

안정적으로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음을 검증됨. 뿐만 아니라, 신경과 소자 간 기계적 물성 격차를 

극복하며 안정적, 그리고 장기간 센싱이 가능한 다중감각 인터페이스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청정 접착 기반 전자패치 소재는 인체의 다양한 표면에 적용되는 생체부착 또는 센싱용 소자의 

장시간 사용을 위해 긴밀하고 청정한 접착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됨. 

⦁논문의 우수성: IF = 32.086, ES = 0.410, JCR 상위 2.15%, 피인용 2회 (Web of Science 기준), 저널 커버 선정 

4. 유필진 ① 저자명: 신동인, 유성수, 박성훈, 이계행, 배완기, 권석준, 유필진 (교신저자), 이기라

② 논문제목: Percolated Plasmonic Superlattices of Nanospheres with 1-nm-level Gap as 

High-Index Metamaterials

③ 학술지명: Advanced Materials

④ 권(호), 페이지: 2203942

⑤ 게재 연도: 2022

⑥ DOI 번호: 10.1002/adma.202203942

저널 논문

⦁창의성·혁신성: 나노 포토닉스는 메타물질로 설계할 수 있는 굴절률의 정밀한 제어를 통해 정교한 

시스템을 디자인 할 수 있음. 이종 리간드 골드 나노입자를 활용하여 기름-물 경계면에서 적응형 야누스 

입자를 도입함으로써 2차원 조립 구조를 구현 함. 특히 골드 나노 입자간의 거리를 1nm 수준까지 

조절함으로써 7.8 수준의 높은 굴절률 수준을 달성 하였음. 

⦁전공분야 및 산업분야 기여도: 골드 나노 입자의 거리를 1nm 수준까지 조절함으로써 7.8 수준의 높은 

굴절률을 달성 함. 이를 기반으로 설계 된 2차원 조립 구조체는 반도체 노광 장비의 레이저 빔의 반사 

영역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높은 에너지 효율의 장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논문의 우수성: IF = 32.086, ES = 0.410, JCR 상위 2.15% (Web of Science 기준)

5. 이준엽 ① 저자명: 박진호, 김기주, 임준섭, 김태경, 이준엽 (교신저자)

② 논문제목: High Efficiency of over 25% and Long Device Lifetime of over 500 h at 1000 

nit in Blue Fluorescent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③ 학술지명: Advanced Materials

④ 권(호), 페이지: 34, 2108581

⑤ 게재 연도: 2022

⑥ DOI 번호: 10.1002/adma.202108581

저널 논문

⦁창의성·혁신성: OLED 발광 소자 개발에 있어서 고효율 및 장수명 구현을 위해서는 발광 재료 및 소자 

구조의 개발이 중요하며, 신규 소재 개발을 위해서 보론 계열의 발광 재료의 화학 구조를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고효율 발광 소자를 개발함. 소자 측면에서는 탠덤 소자 구조를 개발하여 소자의 

수명을 대폭 향상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 및 수명을 갖는 청색 소자를 개발함, 이를 통하여 최고 

효율 및 장수명 OLED 발광 소자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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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및 산업분야 기여도: 본 연구는 OLED 발광 소자의 발광 효율 및 수명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로서 

좁은 발광 스펙트럼의 장점을 통하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제품화하고자 하는 청색 발광 소자의 제품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논문의 정량적 우수성: IF = 32.086, ES = 0.410, JCR 상위 2.15% (Web of Science 기준)

6. 김진웅 ① 자문자: 김진웅

② 자문 기술명: 화장품 제형 특성 해석을 통한 상품성 향상 자문

③ 자문회사: ㈜선진뷰티사이언스

④ 자문비: 150,000 천원 

⑤ 자문기간:　2022.05 - 2025.04 (총 3년)

기술 자문

⦁자문기술의 배경: ㈜선진뷰티사이언스는 무기자외선 차단제 생산, 유기자외선 차단제 복합체 

개발, 세라마이드 제제화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화장품 콜로이드 소재를 개발하여 국내외 

화장품 완제사와 원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고급 소재의 원천기술확보 및 기술마케팅 

강화를 위한 콜로이드 계면공학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였음. 

⦁중요성 및 파급효과: ㈜선진뷰티사이언스에서 개발되는 화장품 제형의 계면특성 및 유변특성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최종 제품의 상품성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기술 자문.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강한 상품성을 갖는 화장품 신소재의 개발과정은 피부안정성을 확보하며 고유의 

피부효능 강화 또는 피부보호 성능 개선이 기대됨. 또한, 기술을 기술자문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고급

기술배경을 갖는 화장품소재를 개발하여면 적용 화장품의 제품성과 소비자 신뢰성을 동시에 고취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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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교수 연구역량 

계획

실적

⦁교수 연구논문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 파급력의 향상

-논문수가 약 13.0% 증가하였으며, 논문 1편당 환산보정 IF 및 환산보정 ES는 각각 0.2422와 0.3999로 향상되어, 

지난 3년 평균대비 각각 7.9%, 13.9% 증가하는 지속적이면서도 괄목한 성과를 보여주었음.

- 2차년도 사업기간(12개월) 중 총 260편의 논문(IF, ES 미발표 논문 5편 포함)을 게재하였으며, 이중 74.9%에 

이르는 191편의 논문을 JCR 상위 20%에 해당하는 우수저널에 발표하였음. 이는 연구의 질적수준 제고 및 대학

원생의 연구역량강화의 성과로 판단될 수 있음.

환산편수 환산보정 IF 환산ES
논문 1편당 
환산보정IF

논문 1편당 
환산보정ES

2018년 57.9732 43.1217 71.5226 0.1875 0.3110

2019년 64.7378 55.6236 100.2805 0.2357 0.4249

2020년 69.2458 56.0803 70.4356 0.2621 0.3291

2021년 70.8592 61.7672 101.9712 0.2422 0.3999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에 따른 대내외 연구사업의 축소여파에 따라 연구비 수주액 규모가 감소함.

-신진교수를 중심으로 한 참여교수진 규모의 확대에 따라, 참여교수 1인당 연구비 규모는 직전년도 8.06억/년 

6.63억/년 규모로 감소하였음. 이는 향후 신진교수들의 과제수주 및 집단연구과제의 신규 수주를 통해서 회복 및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특허실적: 국내특허등록은 총 38건으로 전년 24건 대비 158% 수준의 큰 향상이 있었으며, 해외특허등록은 5건

으로 전년 6건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성과를 달성함.

⦁기술이전/산업자문: 총 22건 (기술이전 3건, 기술자문 19건)으로 전년 14건 대비 157% 증가하였음. 기술이전료 및 

자문료 총액은 345,470천원으로 전년 183,622 천원 대비 188%의 비약적 증가 성과를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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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비 수주 실적 

항 목

수주액(천원) 

선정평가시 반영 3년간의 
년간 평균실적

(2017.1.1.-2019.12.31.)

1차년도
(2020.9.1.~2021.8.31.) 실적

2차년도
(2021.9.1.~2022.8.31.) 실적

비고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9,397,870 10,517,393 9,668,953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2,111,633 3,137,637 2,222,455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 입금액

922,146 47,491 37,668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731,273 806,030 662,726

참여교수 수 17 17 18

<표 3-1> 최근 1년간(2021.9.1.-2022.8.31.)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연구비 수주의 특징: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인한 대내외 연구사업의 축소에 따라, 직전년도 대비 연구비 

규모가 감소하였음. 더불어 2차년도에 참여교수의 수를 기존의 17명에서 신진교수를 주로 포함한 19명으로 

증원하면서, 연구비 수주의 규모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축소가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연구비 및 

산업체 연구비 공히, BK4 사업의 신청 당시 이전연도 3년(2017-2019) 기간 동안의 연간 평균치보다는 높은 

실적을 달성하였음. 다만, 참여교수진의 변화에 따라서 교수 1인당 연구비로 집계된 6.63억/년은 직전년도의 

8.06억/년 대비 18%의 감소를, 신청당시 3년치동안 연간 평균인 7.31억/년 대비 9.4% 감소한 수준으로, 

향후 사업단에서는 신진교수인력을 대거 포함하는 대규모 집단과제의 수주를 통해서 연구비 규모를 확장을 

하고자 함. 더불어 국제교류의 정체로 인해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해외기관 연구비의 수주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해외기업과의 협업활동을 통해 연구비 수주 실적을 보충할 계획임. 

1.2 연구업적물

구 분

최근 3년간 실적
2021년

(2021.09-2022.08)

증감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3년간 

합계 평균

논문 
편수

논문 총 편수 230 236 224 690 230 260 + 13.0

논문의 환산 편수의 합 57.9732 64.7378 69.2458 191.9568 63.9856 70.8592 + 10.7

1. 참여교수 1인당 논문 환산 편수 11.3159 3.7720 3.9366 + 4.4

Impact 
Factor (IF)

IF=0이 아닌 논문 총 편수 230 236 214 680 226.7 255

IF의 합 1619.487 1929.225 1674.789 5223.501 1741.167 2699.261 + 55.0

환산보정 IF의 합 43.1217 55.6236 56.0803 154.8256 51.6085 61.7672 + 19.7

논문 1편당 환산보정 IF 0.2244 0.2422 + 7.9

2. 참여교수 1인당 환산보정 IF 합 9.1074 3.0358 3.4315 + 13.0

Eigenfactor 
Score (ES)

ES=0이 아닌 논문 총 편수 230 236 214 680 226.7 255

ES의 합 24.5225 33.5253 20.9419 78.9897 26.3299 27.0728 + 2.8

환산 보정 ES의 합 71.5226 100.2805 70.4356 242.2387 80.7462 101.9712 + 26.3

논문 1편당 환산보정 ES 0.3511 0.3999 + 13.9

3. 참여교수 1인당 환산보정 ES 합 14.2487 4.7496 5.6651 + 19.3

참여교수 수 17 18

<표 3-2> 최근 12개월간 (2021.9.1.-2022.8.31.) 참여교수들의 연구논문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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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참여교수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성균관대 화학공학과의 지속가능화학공학 글로벌리더양성 교육연구단에서는 4단계 BK 사업의 2차년도 

(2021.09 ~ 2022.08) 12개월의 기간 동안, 총 260편의 논문(IF, ES 미발표 논문 5편 포함)을 게재하였으며, 이중 

74.9%에 이르는 191편의 논문을 JCR 상위 20%에 해당하는 높은 영향력의 저널에 발표하였음. 특히 Impact 

factor 20점 이상의 저널의 경우, 총 24편(교신저자 논문 19편)을 발표하였음.

*특히 논문실적에 있어, 양적/질적 수준의 동반 향상이 괄목할 수준으로 이루어졌음. 특히 IF, ES 데이터의 

향상폭과 기울기는 기존 BK플러스 사업기간에 비해서도 확연한 수준의 향상도를 보여주었으며, 단순히 

논문실적만을 반영할 경우 화학공학분야 세계최고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1인당 환산논문편수 (이전 3년 평균): 3.77 ⟶ 3.94, 4.5% 증가

- 1인당 환산 IF합 (이전 3년 평균): 3.04 ⟶  3.43, 12.8% 증가

- 1인당 환산 ES합 (이전 3년 평균): 4.75 ⟶  5.67, 19.4% 증가

* (1) 에너지화학공정 분야: 

-총 101편의 연구논문 중 78편의 논문이 JCR 상위 20%에 속함. 

-우수연구실적 논문 추가소개: 박남규 교수,“Quasi-Two-Dimensional Perovskite Solar Cells with Efficiency 

Exceeding 22%”, ACS Energy Letters, 7, 757 (2022) (10.1021/acsenergylett.1c02645).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는 유무기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광흡수체를 사용하여 매우 25% 이상의 높은 광전변환 효율을 

갖는 차세대 유망 태양광발전 기술임. 하지만 수분 안정성이 취약하여 수분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준2차원 결정을 갖는 페로브스카이트를 합성하여 효율 저하가 수반되지 

않으면서 장기안정성을 향상시킨 기술을 제안함. 본 연구를 통해 준2차원 결정구조에 대한 구조연구와 

광전자 전하거동 연구를 통해 효율 및 안정성에 대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음. 이는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에너지환경 전공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화 

기술에 기여할 수 있음. 이러한 우수성과로 인해 에너지소재 분야의 최우수 저널인 ACS Energy Letters 

(IF = 23.991, ES = 0.085, JCR 상위 3.21%)에 게재되었음.

* (2) 바이오화학공정 분야: 

-총 83편의 연구논문 중 55편의 논문이 JCR 상위 20%에 속함.  

-우수연구실적 논문 추가소개: 김재윤 교수,“Superstrong, superstiff, and conductive alginate hydrogels”, 

Nature Communications, 13, 3019 (2022) (doi.org/10.1038/s41467-022-30691-z). 본약하고 부드러운 하이드

로겔을 변형하여 기계적 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하이드로겔 제조공정을 제안함. 제작된 하이드로겔은 

8−57 MPa의 인장강도와 94−1,290 MPa의 강성을 나타냄. 특히 고농도(1M)의 리튬 이온 용액에서도 외형과 

기계적 물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흡수된 리튬 이온으로 높은 이온 전도성을 가지기에 겔전해질로서의 적용 

가능성까지 검증하였음. 또한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1건씩을 출원(Republic of Korea, 

Application No. 10-2021-0111416.; U.S. Application No. 17/700,758.)하였음. 이러한 우수성과로 인해 융합 

바이오 및 다학제간 연구분야의 최우수 저널인 Nature Communications (IF = 17.694, ES = 1.239)에 게재됨.

* (3) 정보소재화학공정 분야: 

-총 76편의 연구논문 중 58편의 논문이 JCR 상위 20%에 속함. 

-우수연구실적 논문 추가소개: 방창현 교수,“Conformably Skin-adherent Piezoelectric Patch with 

Bioinspired Hierarchically-arrayed Microsuckers enables Physical Energy Amplification”, ACS Energy 

Letters, 7(5), 1820-1827 (2022) (10.1021/acsenergylett.2c00259). 압전 복합소재는 웨어러블 형태, 헬스케어 

전자소자에 적용하기 위해서 최근 센서나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음. 그러나 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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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소재 필름을 몸에 붙였을 때 쉽게 떨어지고, 수분에 젖은 상황에서는 붙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하였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어 빨판 구조를 에너지 소자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개발함. 문어 빨판 구조 

내부에 존재하는 돔형 구조가 액체 분자 사이의 응집력을 생성하여 강력한 계면 점착을 달성함. 강화된 

점착력은 몸의 움직임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것을 확인함. 특히, 문어 빨판 구조가 접목된 

에너지 소자는 90도의 손목 굽힘 동작에서 패턴이 없는 에너지 소자에 비해 3배 이상의 에너지 생성을 

보임. 개발된 에너지 전자 패치는 피부 계면에서 강력한 점착력을 유지하여 신체의 움직임에 맞춰 잘 변형

되는 것을 확인함. 피부 계면에 부착된 상황에서도 우수한 변형력을 갖는 것을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생성이 가능함. 추후 헬스케어, 웨어러블 전자소자로써 생체의 움직임 측정 및 에너지 생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우수성과로 인해 정보전자소재 및 미래에너지 연구분야의 최우수 저널인 ACS 

Energy Letters (IF = 23.991, ES = 0.085, JCR 상위 3.21%, 저널 커버 선정)에 게재됨.

② 교육연구단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최근 1년(2021.9.1.-2022.8.31.))

연번 대표연구업적물 설명

1
김태일(교신저자 외), "Cuticular pad–inspired selective frequency damper for nearly dynamic noise–free bioelectronics", Science, 
376 (6593), 624-629 (2022), doi.org/10.1126/science.abj991 (IF = 63.789, ES = 0.898, JCR 상위 2.5%)

2

김지용(교신저자 외), "A CO2 utilization framework for liquid fuels and chemical production: techno-economic and environmental 

analysis", Energy and Environmental Science, 15(1), 169 (2022), doi.org/10.1039/D1EE01444G (IF = 39.714, ES = 0.115, JCR 

상위 0.22%)

3

방창현(교신저자 외), "Electrostatic-mechanical synergistic in situ multiscale tissue adhesion for sustainable residue-free 

bioelectronics interface", Advanced Materials, 34(5), 1-11 (2022), doi.org/10.1002/adma.202105338 (IF = 32.086, ES = 0.410, 

JCR 상위 2.15%)

4
유필진(교신저자 외), "Percolated Plasmonic Superlattices of Nanospheres with 1-nm-level Gap as High-Index Metamaterials", 

Advanced Materials, 2203942 (2022), doi.org/10.1002/adma.202203942 (IF = 32.086, ES = 0.410, JCR 상위 2.15%)

5

이준엽(교신저자 외), "High Efficiency of over 25% and Long Device Lifetime of over 500 h at 1000 nit in Blue Fluorescent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Advanced Materials, 34, 2108581 (2022), doi.org/10.1002/adma.202108581  (IF = 32.086, ES 

= 0.410, JCR 상위 2.15%)

③ 참여교수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성균관대 화학공학과의 지속가능화학공학 글로벌리더양성 교육연구단에서는 4단계 BK 사업의 2차년도 

(2021.09 ~ 2022.08) 12개월의 기간 동안, 38건의 국내특허와 5건 해외특허의 등록 성과를 달성하였음 (총 43건 

등록).

*기술이전 및 기술자문 실적에 있어서는, 기술이전 3건과 기술자문 19건으로 총 22건의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389,670 천원의 실적료를 취득하였음. 특히, 기술자문료가 345,470천원으로 전체 실적료의 

89%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코로나19의 상황 하에 인력파견 및 대면 기반의 산학협업 

활동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기반 기술교류가 가능한 기술자문 형태로 기업들의 화학공학 전문가 

활용 전략이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됨. 

*특허 및 기술이전의 우수성과는 연구역량 우수연구성과 파트에서 소개된 1건 외에 추가 3건을 소개함.

방석호 ① 발명자: 방석호, 현지유

② 이전 기술명: “CARON solution”전달용 lipid nanocarrier 개발 및 in vitro 전달효과 검증

③ 기술이전회사: 카론바이오(주)

④ 기술이전액수(천원): 60,000

⑤ 기술이전연도: 2021.09

기술자문 

(노하우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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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기존 연구를 통해 뽕나무 뿌리 추출물이 telogen to anagen 전환의 유도를 해낼 수 있는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실제 피부에서는 두꺼운 피부 장벽으로 인해 모유두세포까지의 도달이 어려움. 따라서 모유

두세포까지 뽕나무 뿌리 추출물의 전달을 위해 효과적인 전달체 개발함.

⦁중요성: 본 산업협동과제계약에서는 개발한 리포좀을 통해 효과적으로 피부장벽을 투과하고, 리포좀에 

담지된 뽕나무 뿌리 추출물이 모유두세포에서 효과적으로 telogen to anagen을 유도함을 통해 모발의 성장을 

유도 해낼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임.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카론바이오(주)에서는 개발된 리포좀의 피부 투과 효능과 리포좀에 담지된 추출물의 

탈모 개선 효능을 이용한 상품을 개발 및 출시할 예정임.

김태일 ① 발명자: 황동수, 차형준, 김태일, 조정기
② 이전 기술명: 시한성 소자의 분해시간 제어 구조체
③ 기술이전회사: ㈜에이엔폴리

④ 기술이전액수(천원): 50,000

⑤ 기술이전연도: 2021.11

기술이전

⦁연구배경: 생본 기술이전은 바이오소자의 분해시간 제어가 가능한 봉지기술에 대한 내용임. 생체흡수형 

소자의 작동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임. 

⦁중요성: 생체흡수소자의 경우 원하는 시간에 흡수되도록 하는 기술은 전무함. 본 기술은 분해시간의 제어가 

가능한 봉지기술로 바이오소자의 분해시간 제어 구조체의 특성 제어를 통해 분해시간을 늦추고 원하는 

기간에 흡수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함.

⦁파급효과: 본 기술은 바이오소자의 표면 처리 기술로 수술후 소자의 집적시 소자와 주변조직과의 유착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위치한 바이오소자에 활용가능하여 ㈜에이엔폴리 회사에 PCT 및 국내특허를 기술

이전함. ㈜에이엔폴리는 본 기술을 확보하여 차후 새로운 바이오 접착제로 사업화 하고자 함. 

이준엽 ① 자문자: 이준엽

② 자문 기술명: 청백 발광 소재

③ 자문회사: ㈜삼성전자

④ 자문비(천원): 54,600

⑤ 자문기간: 2022.01-2022.06

기술자문 

(노하우 기술이전)

⦁자문배경: OLED 소자에서는 적색, 녹색 및 청색 발광 소자를 필요로 하며, 이중 청색 발광 소자의 효율 특성이 

다른 색에 비하여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소재 및 소자 기술이 요구되고 있음. 삼성전자에서는 고효율 

청색 발광 소자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효율 및 수명 수준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중요성: 본 자문활동에서는 고효율 청색 발광 소자 구현을 위해서 청색 발광 소재에 요구되는 특성을 파악

하고, 신규 청색 발광 소재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골격 구조에 대하여 제시하여 신개념의 발광 재료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본 자문을 통하여 새로운 발광 재료 개발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신규 청색 재료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향후 상용화 가능한 

청색 발광 재료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성균관대학교  ◂  77

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계획

실적

⦁산업/사회 문제 학위 논문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둠

⦁산업체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49건 개발하는 성과 달성

⦁창업관련 일자리 창출 실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임

⦁산업체 프로젝트 확대를 통하여 45건의 산업체 프로젝트를 진행함

지표 신청 당시 2단계 목표 달성 현황

산업/사회 문제 학위 논문 비중 - 60% 60%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적 - 22건/년 49건/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15명/년 20명/년 -/년

산업체 프로젝트 실적 25건/년 35건/년 45건/년

본 교육연구단의 사회공헌 비전은 “전문지식의 사회환원에 공헌할 수 있는 ‘가치창조형 인재’양성 및 지속

가능발전형 신산업 창출”이며, 교육연구단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3가지 사회공헌 목표를 

설정하였음.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사회공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음.

“산업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활동 강화”

(1)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연관된 학위주제 도출을 통한 연구성과의 사회환원

(2) 사회/산업/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가치창조형 인재'양성

(3) 지속가능발전형 신사업 분야 개척 및 사회적 기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요 계획 대비 실적

(1)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연관된 학위주제 도출을 통한 연구성과의 사회환원

주요 항목 계 획 실 적

사회문제해결형 
융합 연구 과제 확대

⦁교육연구단의 사회 문제 관련 연구 비율을 
50% 이상으로 비중을 높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확대

⦁에너지 화학공정, 바이오 화학공정, 정보소재 
화학공정 분야의 연구 역량을 사회 문제 해결형 
과제에 집중하여 연구 과제의 50%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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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산업/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가치창조형 인재' 양성

주요 항목 계 획 실 적

⦁연구분야인 에너지 화학공정, 바이오 화학공정, 
정보소재 화학공정 분야의 연구 역량을 사회 
문제 해결형 과제에 집중함으로서 과학 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

사회 문제 해결형 과제에 집중함

사회문제해결형 
학위 논문 비율 확대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중 사회 문제 해결형 
학위 논문 비율을 확대하여 졸업 논문의 
60% 이상의 학위 논문을 사회 문제 해결형 
논문으로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70% 수준까지 
논문 비율 확대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에 연구 역량을 집중
하여 사회 문제 해결형 학위 논문의 비중을 
에너지빈곤문제 해결, 난치병 진단 및 연구, 
진단 및 약물 시스템 연구 등에 집중하여 
60% 수준으로 달성함. 

고교생 체험/
공동 연구 프로그램 확대 

⦁과학 대중화를 위한 활동으로 고등학교 학생
들이 화학 공학을 직접 접해볼 수 있는 체험/
공동 연구 프로그램 확대로 우수 학생 유치 및 
화학 공학 산업 분야 우수 인재 양성

⦁과학 대중화 활동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연구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진로 가이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함

과학 대중화 활동 참여 

⦁과학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연구단으로서 
일반인들을 위한 금요일의 과학 터치/저서 
집필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과학 대중화 활동 선도 

⦁과학 대중화를 위한 활동으로 금요일의 과학 
터치를 통하여 생체 집적 소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사용예를 일반일들과 공유하는 활동 및 
화장품 관련에 대한 강연을 실시함

사회문제 해결형
ChemE-Tube

⦁연구의 사회기여, 학술적기여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동영상을 ChemE-Tube라는 이름으로 
제작하여, 학과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 
탑재함. 

⦁사업단 관련 ChemE-Tube를 구축하고 활성
화함

주요 항목 계 획 실 적

산업체 인력의 

직무 능력 향상

⦁체계적인 산업체 인력 교육을 위하여 기존 

LINC+ 사업의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산업체 인력의 직무 

능력 향상

⦁산업 인력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여 다양한 기업체에서 산업 인력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함

지속가능형 

교육 시스템 구축

⦁지속적으로 교육 수요가 있는 산업체를 발굴

하고 산업체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산업체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20건 이상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신규 인력 및 재직자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체계화되고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

⦁산업체 교육 담당자와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

으로 개발

⦁엘지디스플레이, 삼성종합기술원, 롯데케미털, 

엘지화학 등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체 인력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49건 

개설하여 산업체 인력의 직무 능력 향상에 

기여함. 

⦁바이오, 에너지 및 정보소재의 핵심 연구 분야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체계

화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함

사전 직무 능력을 갖춘 리

더형 인재 양성

⦁산업체 인력양성과 함께 산업체로 우수한 

인력을 진출시키기 위하여 산업체에서 개설

하는 산학협력 기반의 교과 과정을 제공하고 

리더형 인재 양성

⦁산업체 주도 개설 교과목을 다양화하여 여러 

산업 분야의 요구를 파악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을 사전에 구비한 리더형 

인재 양성 

⦁화공 세미나 교과목을 통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 주도의 교과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함

⦁산업체의 대표 이사 및 연구소장 등을 초빙

하여 학생들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전에 직무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함

⦁현장 실습을 통하여 산업체의 직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하여 사전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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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발전형 신사업 분야 개척 및 사회적 기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요 항목 계 획 실 적

산업선도 인재 양성

⦁산업 현장 기반의 Capstone Design 및 화공 
세미나 등의 교과목들을 활용하여 산업체에서 
인력 교육비용을 절감하고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산업선도 우수 인재 육성을 지원

⦁산업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전 문제 해
결형 S-hero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업체의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산업 선도 인재 양성 적극 지원 

⦁산업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전 문제 해결형
S-hero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으며,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이 참여하여 산업체 문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

주요 항목 계 획 실 적

지역 산학협력 모델 구축

⦁산학협력이 가능한 기업체를 발굴하며, 특히 

경기 지역의 중소 및 벤처 기업을 신규로 발굴

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 산학협력 모델 구축 

⦁지역 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 사업 참여

⦁경기 지역의 신규 중소 기업으로서 솔루스 

첨단소재, 미뉴타텍, 아이엠지티 등의 기업들과 

지연 협력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기 지역 

특화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함

⦁에너지 및 기능성 소재와 관련된 지역 협력을 

활성화하여 지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연구 분야 특화 기업 발굴

⦁사업단의 세 연구 분야별로 산학협력위원회 

위원을 선정하여 각 연구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 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

⦁산학협력체계 구축 시 애로 사항 및 정보들을 

공유하여 산학협력 활성화 도모 

⦁에너지 화학공정, 바이오 화학공정, 정보소재 

화학공정 분야별로 연구 중점 지역 산업체를 

발굴하고 산업체와의 산학 협력 과제를 통하여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 

지속적인 협력 산업체 확대

⦁기존의 LINC+ 사업단과 정보 플랫폼을 공유

하며, 협력 산업체를 기존 대비 20% 이상 확대

하고 매년 10건 이상의 산업체 과제 수행

⦁지역 산업체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산학협력 체계 구축

⦁산학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체의 50% 

이상이 경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효율적

으로 진행함

지속가능 산업문제 해결 확대

⦁각 연구 분야별로 향후 사업 기간 동안의 연구 

계획을 설립하여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시스템 

모델을 정립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있는 

산학 협력 진행을 유도

⦁지역산업체를 중심으로 지속가능 사회문제 및 

산업문제에 대한 요구 파악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활동 활성화

⦁단기간의 협력 과제보다는 장기적인 공동 

연구를 위한 산학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기반으로 산업 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함

신규 벤처 기업 창업 확대

⦁기존 창업 기업들을 벤치마킹하여 제품화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개발 기술의 직접 제품화를 지속적

으로 확대 

⦁기존 창업 사례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창업을 

탐색중임. 

산업체 기술 이전 활성화

⦁개발 기술에 대해 연구단에서 구축하는 산학

협력위원회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기술 이전이 가능한 기업체를 발굴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과제 확대 및 특허

출원을 통하여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 확대

⦁기업체와의 산학 과제 발굴 및 제품화 추진을 

통하여 산업체로의 기술 이전 활성화 및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도출된 기술의 테크비즈화 실현

⦁산업체 기술 이전 실적으로서 4건의 기술 

이전을 달성하여 기존에 비하여 기술 이전 

성과가 확대됨

⦁기술 자문의 경우 지역 산업체를 중심으로 

대기업 및 중소 기업 자문으로 16건의 기술 

자문을 통하여 산학 협력 시스템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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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지표 및 달성 현황

지표 신청 당시 2단계 목표 달성 현황

산업/사회 문제 학위 논문 비중 - 60% 60%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적 - 22건/년 49건/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15명/년 20명/년 -/년

산업체 프로젝트 실적 25건/년 30건/년 45건/년

산업/사회 문제 해결 관련 주요 연구 성과

(1)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학위 논문 비중을 60% 수준까지 향상

(2) 산업체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목표 대비 2배 이상 추가 개발

(3) 산업체 프로젝트를 신청 당시 대비 60% 이상 대폭 확대 

(4) Inno Biz프로젝트로 사회문제 및 산업사회문제 해결

바이오분야 BIOSPECTRUM회사 방문 및 Inno Biz관련 프로그램 소개

화합물 대체 가능한 천연물을 이용한 바이오소재관련 논의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

(1)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학휘 논문 비중을 확대

(2) 산업체와의 교류 확대를 통하여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재직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신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3) 신규 창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4) 지역 산업체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하여 산업체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지역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주요 항목 계 획 실 적

산업체와의 공동 특허 확대 

⦁산학협력 초기부터 개발 기술의 지적 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산업체와 공동 전략 수립

⦁특허 전략에 기반한 신기술 및 응용 기술 

개발을 통하여 원천 특허 및 개량 특허 확보

⦁산학협력 및 공동특허 출원을 통한 연구 성과 

창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기업체와 협력을 통하여 공동 특허 출원 및 

등록 확대

⦁산학 협력 초기부터 공동 특허 출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산학 협력 모델 구축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를 통한 공동 특허 

출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연구 결과 우수성 홍보

⦁개발 기술에 대해서 학회 발표 및 논문 게재 

등을 홍보

⦁높은 영향 지수를 갖는 저널에 논문을 게재

하여 연구 결과의 우수성 홍보

⦁우수 연구 성과에 대하여 언론 및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성과를 거둠 



3. 참여교수의 연구의 국제화 현황 

계획

실적

⦁지난 1년동안 펜데믹 상황으로 학회가 취소/연기가 되어 강연 및 좌장 실적이 예상보다 부족하였으나, 최근 온·오
프라인 하이브리드 학회로 변형됨에 따라 강연 및 좌장 실적이 점차 증가하였음.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거점대학과 연구 교류를 통하여 국제 융합공동연구(에너지, 정보소재, 바이오 분야)를 
진행하였고, 세계적인 수준의 저명 학술지에 45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음. 이중 IF 15 이상 우수한 논문이 17편
(목표대비 ~378% 달성)이고, IF 30 이상의 최우수한 논문이 5편(목표대비 ~200% 달성)임. 

구분 목표 (연평균치) 실적 비고

국제학술대회 강연 (참여/초청/기조) 36 28 펜데믹 상황으로 
학회가 취소/연기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진행)국제학술대회 좌장 7.5 13

국제학술지 편집위원 9.5 36 목표대비 ~380 % 

국제공동연구 논문수 47.5 45 목표대비 ~95 % 

우수논문 수 (IF>15) 4.5 17 목표대비 ~378 % 

최우수논문 수 (IF>30) 2.5 5 목표대비 ~200 % 

⦁펜데믹 상황으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외 연구기관 MOU 체결 실적, 해외 석학 및 우수연구자 초
청 세미나 실적은 목표를 달성하였고, 공동연구 실적과 해외 거점 대학 교류실적은 크게 증가하였음.

구 분 목표 (연평균치) 1단계 실적

해외대학/기관 온·오프라인 공동 연구 실적 (장단기 인터 대체) 8.5 28

 온·오프라인 해외 거점 대학 운영 15 33

해외 연구기관 MOU 체결 실적 4,5 7

해외 석학 및 우수연구자 초청 세미나 실적 10 12

해외 연구자의 본교 방문연구 수행 실적 4 5

⦁본 교육연구단 에너지, 정보소재, 바이오 분야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및 지원하여 해외 연구자 초청을 통해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음.

⦁글로벌 산학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 CEO, CTO, 및 현장 전문가의 산학협력 강의를 진행하고, 글로
벌 기업들(LG화학 테크센터, CEA-Liten 등)과 산학 연계 석사 학위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였음.

연번 학술대회명 개최일시 개0최장소 분야

1 7th SKKU-HUST Bilateral Graduate Student Workshop 2022.04.18~19 Online Conference 에너지, 정보소재, 바이오 분야

2 UOW to host international Frontier Materials Workshop 2022.07.17~18 The University of Wollongong 정보소재 분야

3 SKKU-PURDUE Univ. BME Joint Workshop 2022.06.30. 성균관대학교 바이오 분야

4 SKKU-중국난징과학기술대학교 Joint Workshop 2022.07.28. 성균관대학교 에너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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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핵심과제17 융합주제별 국제학술대회 참여 및 개최

참여교수의 국제학술대회 참여/초청/기조강연은 지난 1년 (2021년 9년 1월 ~ 2022년 8월 31일) 간 총 28건으로 

그중 3건의 기조강연 (Plenary, keynote)과 25건의 초청강연 (invited) 및 강연을 수행함.

본 교육연구단의 핵심분야 (에너지, 바이오, 정보소재)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지원으로 지난 1년간 국제학술대회 

강연을 팬데믹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및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특히, 에너지, 바이오, 정보소재 각분야 별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국제학술대회에서 다수의 강연 

실적은 본 교육연구단 참여 교수진의 연구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잘 보여줌.

가. 국제학술대회 강연 및 수상

[ 최근 1년간 국제학술대회 참여, 기조강연 및 초청강연 실적]

번호 발표자 학술대회명 개최기간 개최장소 발표유형

1 이준엽 ICDT  2022 2022.07.18. ~ 07.20 중국/온라인 Invited

2 방창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rontier Materials 2022 2022.05.28. ~ 05.30 중국/온라인 Invited

3 배종욱
18th Japan-Korea Symposium on Catalysis

(18th JKSC)
2021.11.23. ~ 11.25 일본 Invited

4 배종욱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atalysis

(ICEC2022)
2022.07.30. ~ 08.02 일본 Invited

5 김진웅 2021 RubberCon 2021.11.17. ~ 11.18 한국 Plenary

(중략)

26 박호석 Organic Battery Days 2021 2021.11.25. ~ 11.27. 일본 Invited

27 박호석
MXenes: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with Innovation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at Drexel University
2022.08.01. ~ 08.03. 미국 Invited

28 박재형 The 40th Frontier Scientists Workshop 2021.12.15 한국 Invited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실적(총 2건)은 참여 교수진의 연구 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잘 보

여줌. 

박남규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탄생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2년 영국의 랭크재단의 

광전자공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음.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나카무라 슈지(17년 수상)와 아서 애쉬

킨(18년 수상) 등도 각각 98년과 93년에 랭크 광전자공학상을 수상한 바 있음. 또한, 채희엽 교수는 

국제 학술대회 ALD/ALE 2021에서 우수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1st Place ALE Award를 수상하였음. 

[ 최근 1년간 국제학술대회 수상 실적 ]

연번 교수명 학술대회/국제기관명 수상 내용 개최기간 개최장소

1 박남규 랭크 재단
2022년 랭크 광전자공학상

(Rank Prize in Optoelectronics)
2021.09.29 영국

2 채희엽 ALD/ALE 2021 1st Place ALE Award 2021.06.26.~06.29 벨기에  

나. 국제학술회의 좌장 및 위원회 활동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화공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연구단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다수의 국제학술회의에서 좌장을 맡거나 위원회에 참가하였음 (총 13건).

대표적으로 본 교육연구단 이준엽 교수는 세계적 권위를 가지는 IMID 2022에서 Organizer로 활동하였

으며, 방창현 교수는 화학소재 분야 국제학회인 IUMRS-ICA 2021에서 Chair Person으로 활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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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간 국제 학회 좌장 및 위원회 참석 실적 ] 

연번 참여자 역 할 학술대회명 개최기간 개최장소

1 이준엽 Organizer IMID 2022 2022.8.23~26 한 국

2 방창현 Organizer/Chair IUMRS-ICA 2021 2021.10.03~08 한 국

3 방창현 Organizer/Chair NISE 2022 2022.08.17~18 한 국

4 배종욱 Session Chair 18th Japan-Korea Symposium on Catalysis (18th JKSC) 2021.11.23~25 일 본

5 배종욱 Session Chair 7th HUST & SKKU Bilateral Graduate Student Work shop 2022.04.18~19 온라인

6 배종욱 Session Chair 12th ICEC2022 2022.07.30~08.02 일 본

7 김진웅 National Representative ASCASS for ACCIS 2022.07.27 온라인

8 김정규 Session Chair Nano Korea 2022 2022.07.06~08 한 국

9 김동환 Board Member 2021 Biochips for New Pandemic Challenges 2021.11.17~19 한 국

10 박호석  organizing committee
The 2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cience 

& Applications of Nanotubes and Low-Dimensional Materials
2022.06.19~24 한 국

11 박호석  organizing committee SEECap2022  2022.07.11~22 이탈리아

12 이동엽 Session Chair Metabolic Engineering 2021.07.11~15 온라인

13 김태일 Session Organizer MCARE 2022 2022.08.22.~26 한 국

다. 국제학술지 편집위원(장)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들은 최근 1년간 국제학술지의 편집장 1건, 부편집장 6건, 편집위원 28건, 

초청편집장 1건 등 총 36건의 국제학술지 편집 관련 활동을 수행하였음.

대표적으로 이준엽 교수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Journal of Information Display (IF 4.237)의 편잡장으로 활동 중이며, 

박호석 교수는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InfoMat (IF 25.405)의 편집위원으로 활약 중임.

[ 최근 1년간 국제 학술지 편집위원(장) 실적 ]

번호 참여자 역할 학술지명 활동기간 IF ISSN

1 이준엽 Editor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2008~현재 6.760 1226-086X

2 이준엽 Chief Editor Journal of Information Display 2017~현재 4.237 1598-0316

3 이준엽 Editorial Advisory Board Advacned Optical Materials 2021-현재 10.050 2195-1071

4 방창현 Associate Editor  Droplet 2022-현재 NA 2731-4375

5 배종욱 Guest Editor Catalysts 2021~현재 4.501 2073-4344

(중략)

32 박호석 Editorial Board InfoMat 2021~현재 24.798 2567-3165

33 유필진 Subject Editor Korean  J. of Chem. Eng. 2019~현재 3.309 0256-1115

34 유필진 Editorial  Board Materials Today Chemistry 2021~현재 7.613 2468-5194

35 박재형 Editorial Board Pharmaceutics 2018~현재 6.525 1999-4923

36 박재형 Editorial Board Biomaterials Research 2022~현재 15.863 2055-7124

라. 국제 저술 (전문학술도서) 활동

본 교육연구단 소속 방창현 교수와 김동환 교수는 각각 세계적인 출판 회사인 World Scientific와 

Springer에 바이오소재 분야의 연구 결과물과 연구 노하우를 공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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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저자 학술도서명 소제목 출판사명

1 방창현
World Scientific Handbook of 

Organic Optoelectronic Devices
Bioinspired Adhesives for Wearable Electronics World Scientific

2 김동환 Advances in Material Research & Technology Surfactants and inorganic nanotechnology Springer 

[ 최근 1년간 국제 저술 (전문학술도서) 활동 실적 ]

마. 국제학술활동 및 국제공동연구 실적

에너지 분야, 정보소재 분야, 바이오 분야에 융합 주제별 국제 학술대회 참여를 지원하였음. 팬데믹 상황에 따라 

침체하였던 국제학회가 최근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및 오프라인 방식으로 변형됨에 따라 강연 및 좌장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 

구분
목 표 실적

1단계 및 2단계 연평균치 1단계 및 2단계 연평균치

국제학술대회 강연 (참여/초청/기조) 36 28

국제학술대회 좌장 7.5 13

국제학술지 편집위원 9.5 36

[ 국제학술활동 실적과 향후 목표 ] 

본 교육연구단 참여진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세계적인 수준의 저명 학술지에 지난 1년 (2021년 9년 1월 ~ 

2022년 8월 31일) 간 45편의 논문들을 발표하였고, 이중 IF 15 이상 우수한 논문이 17편(목표대비 ~378% 달성)이고, 

IF 30 이상의 최우수한 논문이 5편임. 

구 분
목 표 실적

비고
1단계 및 2단계 연평균치 1단계 및 2단계 연평균치

국제공동연구 논문수 47.5 45 목표대비 ~95 % 

우수논문 수 (IF>15) 4.5 17 목표대비 ~378 % 

최우수논문 수 (IF>30) 2.5 5 목표대비 ~200 % 

[ 국제 공동연구 논문 출판 현황]

② 국제 공동연구 실적 

 <표 3-6> 최근 1년간 국제 공동연구 실적

연
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

교육
연구단
참여
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1 이준엽 Wang, Yafei
중국

/Changzhou 
Univ.

Highly Efficient and Solution-Processed Single-Emissive-Layer Hybrid 
White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with Tris(triazolo)triazine-Based 
Blue Thermally Activated Delayed Fluorescence Emitter Adv. Opt. 
Mater. 9, 202101518, 2021.12, (IF:10.050)

10.1002/adom.202101518

2 이준엽 Wang, Yafei
중국

/Changzhou 
Univ.

Molecular design strategy for orange-red thermally activated delayed 
fluorescence emitters via intramolecular energy transfer and their 
application in solution processable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Chem. Eng. J. 428, 131691, 2022.01 (IF:16.744)

10.1016/j.cej.2021.131691

3 이준엽 Wang,Yafei 
중국

/Changzhou 
Univ.

Deep Blue Emitter Based on Tris(triazolo)triazine Moiety with CIEy 
< 0.08 for Highly Efficient Solution-Processed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Via Molecular Strategy of "Hot Excitons" Adv. Funct. Mater. 
32, 202113183, 2022.05 (IF:19.924)

10.1002/adfm.20211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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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

교육
연구단
참여
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4 방창현 Bo-yong Park
캐나다
/McGill 

University

Diving beetle-like miniaturized plungers with reversible, rapid biofluid 
capturing for machine learning-based care of skin disease, Sci. Adv., 
7(25), eabf5695, 2021.06 (IF:14.972)

DOI: 10.1126/sciadv.abf5695

5 배종욱 Xinhua Gao 중국/
Highly stable and selective layered Co-Al-O catalysts for 
low-temperature CO2 methanation, Appl. Catal. B, 310, 121303, 
2022.08 (IF: 24.319)

10.1016/j.apcatb.2022.121303

6 배종욱 Xinhua Gao 중국/
Nanosized seed-derived ferrierite zeolite for a gas-phase 
carbonylation of dimethyl ether to methyl acetate, Catal. Today, 
2022.07 (IF: 6.562)

10.1016/j.cattod.2022.06.37

7 배종욱 Xinhua Gao 중국/
Unprecedented contributions of In2O3 promoter on orderd 
mesoporous Cu/Al2O3 for CO2 hydrogenation to oxygenated, Chem. 
Eng. J, 439, 135649, 2022.07 (IF: 16.744)

10.1016/j.cej.2022.135649

8 김진웅 Di Shen
중국
/BASF

Hydrophobically Modified Cellulose Nanofibers-Enveloped Solid Lipid 
Microparticles for Improved Antioxidant Cargo Retention, Macromol 
Rapid Commun, (7), 2100917, 2022.04 (IF 5.006)

10.1002/marc.202100917

9 김진웅 Ying Wei
중국
/BASF

Microfluidic Macroemulsion Stabilization through In Situ Interfacial 
Coacervation of Associative Nanoplatelets and Polyelectrolytes”,J. 
Colloid Interface Sci., 614, 574-582. 2022.05 (IF 9.965)

10.1016/j.jcis.2022.01.082

10
조슈아
잭맨

Nam-Joon Cho
싱가포르/

NTU

Supported Lipid Bilayer Coatings: Fabrication, Bioconjugation, and 
Diagnostic Applications, Appl. Mater. Today, 25, 101183, 2021.12 
(IF: 8.663)

10.1016/j.apmt.2021.101183

11
조슈아
잭맨

Nam-Joon Cho
싱가포르/

NTU

Surface Engineering of Plasmonic Gold Nanoisland Platforms for 
High-Sensitivity Refractometric Biosensing Applications, Appl. Mater. 
Today 26, 101280, 2022.03 (IF: 8.663)

10.1016/j.apmt.2021.101280

12
조슈아
잭맨

Hovakim 
Zakaryan, 

아르메니아/
Inst Mol Biol NAS

Flavonoid Library Screening Reveals Kaempferol as a Potential Antiviral 
Agent against African Swine Fever Virus,Front. Microbiol. 12, 736780, 
2021.10 (IF: 6.064)

10.3389/fmicb.2021.736780

13
조슈아
잭맨

Nam-Joon Cho
싱가포르/

NTU

Lipid Coating Technology: A Potential Solution to Address the Problem 
of Sticky Containers and Vanishing Drugs,view, 3(3), 20200078, 
2022.05 (IF: N/A)

10.1002/VIW.20200078

14
조슈아
잭맨

 Jia Ying 
Brenda Tan,
Mario Jug

싱가포르/
NTU, 크로아티
아/Univ. Zagreb

Lipid Nanoparticle Technology for Delivering Biologically Active Fatty 
Acids and Monoglycerides, Int. J. Mol. Sci. 22(18), 9664, 2021.09 
(IF: 6.208)

10.3390/ijms22189664

15
조슈아
잭맨

Nam-Joon Cho
싱가포르/

NTU
Lipid Bilayer Coatings for Rapid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Appl. Mater. Today, 24, 101128. 2021.09 (IF: 8.663)

10.1016/j.apmt.2021.101128

16
조슈아
잭맨

Nam-Joon Cho
싱가포르/

NTU

Dynamic remodeling of giant unilamellar vesicles induced by 
monoglyceride nano-micelles: Insights into supramolecular 
organization. Appl. Mater. Today, 24, 101099. 2021.09 (IF: 8.663)

10.1016/j.apmt.2021.101099

17
조슈아
잭맨

Tetsuro Majima 중국/HUST
Chemical Design Principles of Next-Generation Antiviral Surface 
Coatings, Chem. Soc. Rev. 50(17), 9741-9765. 2021.07 (IF: 60.615)

10.1039/d1cs00317h

18
조슈아
잭맨

Mario Jug
크로아티아
/Univ. Zagreb

Cyclodextrin-based Pickering emulsions: Functional properties and 
drug delivery applications. J Incl Phenom Macrocycl Chem, 101(1), 
31-50. 2021.08 (IF: 1.925)

10.1007/s10847-021-01097-z

19
조슈아
잭맨

Nam-Joon Cho
싱가포르/

NTU

Multivalency-Induced Shape Deformation of Nanoscale Lipid Vesicles: 
Size-Dependent Membrane Bending Effects. J. Phys. Chem. Lett. 
13(6), 1480-1488. 2022,02 (IF: 6.888)

10.1021/acs.jpclett.2c00090

20
조슈아
잭맨

Nam-Joon Cho
싱가포르/

NTU

Surface engineering of plasmonic gold nanoisland platforms for 
high-sensitivity refractometric biosensing applications. Appl. Mater. 
Today. 26, 101280. 2022.03 (IF: 8.663)

10.1016/j.apmt.2021.10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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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

교육
연구단
참여
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21
조슈아
잭맨

Nam-Joon Cho
싱가포르/

NTU

Streamlined Fabrication of Hybrid Lipid Bilayer Membranes on Titanium 
Oxide Surfaces: A Comparison of One-and Two-Tail SAM Molecules. 
Nanomaterials, 12(7), 1153. 2022.03 (IF: 5.719)

10.3390/nano12071153

22
조슈아
잭맨

Nam-Joon Cho
싱가포르/

NTU

Modulating noncovalent and covalent forces to control inverse 
phosphocholine lipid self-assembly on inorganic surfaces. ChemRxiv. 
2022.03 (IF: 8.663)

10.26434/chemrxiv-2022-dr88n

23
조슈아
잭맨

Nam-Joon Cho
싱가포르/

NTU

Inkjet-Printed Phospholipid Bilayers on Titanium Oxide Surfaces: 
Towards Functional Membrane Biointerfaces. Membranes, 12(4), 361. 
2022.03(IF: 4.562)

10.3390/membranes12040361

24
조슈아
잭맨

Nam-Joon Cho
싱가포르/

NTU

Lipid Nanoparticle Technologies for Nucleic Acid Delivery: A 
Nanoarchitectonics Perspective. Adv. Funct. Mat. 2203669. 2022.06 
(IF: 19.924)

10.1002/adfm.202203669

25 김정규 Heechae Choi
독일

/Univ. of Cologne 

Enhanced Electrocatalytic Full Water-splitting Reaction by Interfacial 
Electric Field in 2D/2D Heterojunction, Chem. Eng. J. 450, 137789. 
2022.07 (IF: 16.744)

10.1016/j.cej.2022.137789

26 김정규 Heechae Choi
독일

/Univ. of Cologne 

A Sulfur Self-doped Multifunctional Biochar Catalyst for Overall Water 
Splitting and Supercapacitor from Camellia Japonica Flowers, Carbon 
Energy, 4, 491. 2022.07 (IF: 21.556)

10.1002/cey2.207

27 김정규 Heechae Choi
독일

/Univ. of Cologne 

Rational Nanopositioning of Homogeneous Amorphous Phase on 
Crystalline Tungsten Oxide for Boosting Solar Water Oxidation, Chem. 
Eng. J. 438, 135532. 2022.06 (IF: 16.744)

10.1016/j.cej.2022.135532

28 김덕준 Prem P. Sharma
인도 / Shoolini 

University
A Facile and Sustainable Enhancement of Anti-Oxidation Stability 
of Nafion Membrane. Membranes, 12(5), 521. 2022.05 (IF=4.562)

10.3390/membranes12050521

29 김동환 Hai-lan Chen
중국

/Guangxi 
University

Fabrication of vertically aligned PEDOT nanotube arrays on 
microelectrodes to interface neurons, Electrochim. Acta, 404, 139583. 
2022.02 (IF: 6.901)

10.1016/j.electacta.2021.139583

30 김동환 Hai-lan Chen
중국

/Guangxi 
University

In situ polymerization of conducting polymers around living neural 
cells: Cellular effect study, Colloids Surf. B, 213, 112410. 2022.05 
(IF: 5.79)

10.1016/j.colsurfb.2022.112410

31 김동환

Samy 
Mohamed 

Ahmed Ibrahim 
Shaban

이집트/Egyptian 
Petroleum 
Research 
Institute

A colorimetric alkaline phosphatase biosensor based on 
p-aminophenol-mediated growth of silver nanoparticles, 
Colloids Surf. B, 205, 111835. 2021.09 (IF: 5.79)

10.1016/j.colsurfb.2021.111835

32 김동환

Samy 
Mohamed 

Ahmed Ibrahim 
Shaban

이집트/Egyptian 
Petroleum 
Research 
Institute

A Comprehensive Overview on Alkaline Phosphatase Targeting and 
Reporting Assays, Coord Chem Rev, 465, 214567. 2022.08 (IF: 22.06)

10.1016/j.ccr.2022.214567

33 김동환

Samy 
Mohamed 

Ahmed Ibrahim 
Shaban

이집트/Egyptian 
Petroleum 
Research 
Institute

Fabrication of activated carbon fiber functionalized core–shell silver 
nanoparticles based in situ and low-cost technology for wound 
dressings with an enhanced antimicrobial activity and cell viability, 
J. Mol. Liq. 360, 119561. 2022.08 (IF: 6.17)

10.1016/j.molliq.2022.119561

34 김동환
Reginald M. 
Penner

미국/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A Nanojunction pH Sensor within a Nanowire Anal. Chem., online 
publish. 2022.08 (IF: 6.986)

10.1021/acs.analchem.2c02606

35 방석호 Gun-Jae Jeong
미국

/Georgia  Tech.
Phototoxicity-free blue light for enhancing therapeutic angiogenic 
efficacy of stem cells. Cell Biol. Toxicol. 1-20. 2021.09 (IF:6.691)

10.1007/s10565-021-09656-3

36 방석호 Gun-Jae Jeong
미국

/Georgia  Tech.

Delivery of extracellular matrix-enriched stem cells encapsulated 
with enzyme-free pH-sensitive polymer for enhancing therapeutic 
angiogenesis. J. Ind. Eng. Chem. 104, 381-389. 2021.12  (IF:6.760)

10.1016/j.jiec.2021.0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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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Outbound 연구자 교류 실적

해외 거점 대학 운영 및 참여교수의 외국기관과 온∙오프 하이브리드 공동연구 실적: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28건의 해외 대학 및 연구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거점 마련하여 

국제 공동연구들을 진행하였음. 참여교수 방문 및 온라인 국제 연구를 통해서 Science Advances,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등 다수의 우수 공동논문을 발표하였음.

[참여교수의 외국대학 및 외국기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동연구 실적]

연
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

교육
연구단
참여
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37 방석호 Gun-Jae Jeong
미국

/Georgia  Tech.
Development of a stem cell spheroid‐laden patch with high retention 
at skin wound site. Bioeng. transl. med., 7(2), e10279. 2022.05 (IF:10.711)

10.1002/btm2.10279

38 박호석
 Pallab 

Bhattacharya

India/CSIR-Natio
nal Metallurgical 

Laboratory

 A New Era of Integrative Ice Frozen Assembly into Multiscale 
Architecturing of Energy Materials. Adv. Funct. Mat. 32(19), 2112509. 
2022.05 (IF:19.924)

10.1002/adfm.202112509

39 박호석 Ye Zhang
United 

States/Universit
y of Houston

Recent Progress of Artificial Interfacial Layers in Aqueous Zn Metal 
Batteries. EnergyChem, 100076. 2022.07 (IF: 31.79)

10.1016/j.enchem.2022.100076

40 박호석 Jeongyeon Le
China/Hong 
Kong SAR

Chemical modification of ordered/disordered carbon nanostructures 
for metal hosts and electrocatalysts of lithium‐air batteries. InfoMat, 
4(1), e12268. 2022.01 (IF: 24.798)

10.1002/inf2.12268

41 김태일

Michael Dickey
United State/NC 
State University A liquid metal mediated-metal coating for antimicrobial and antiviral 

fabrics, Adv. Mater33 (45) 2104298. 2021.11 (IF:30.809)
10.1002/adma.202104298

Vi Khanh 
Truong

호주/RMIT

42 김태일 Michael Dickey
United State/NC 
State University

A Soft Variable-Area Electrical-Double-Layer Energy Harvester, Adv. 
Mater. 33 (43) 2103142, 2021. 10 (IF:30.809)

10.1002/adma.202103142

43 김태일
Sedat 

Nizamoglu
Turkey/Koc 
University

Silk fibroin nanocracks facilitate directional random lasers, Adv. Funct. 
Mater. 31 (45) 2104914, 2021, 11 (IF:18.808)

10.1002/adfm.202104914

44 김태일

Michael Dickey
United State/NC 
State University Skin-inspired Capacitive Stress Sensor with Large Dynamic Range 

via Bilayer Liquid Metal Elastomers, Adv. Mater. Technol. 7 (5) 2101074 
2022.04 (IF:5.969)

10.1002/admt.202101074
Vi Khanh 
Truong

호주/RMIT

45 김태일 John A. Rogers
United 

State/Northwest
ern  University

A wireless haptic interface for programmable patterns of touch across 
large areas of the skin, Nature Electron. 5, 374-485, 2022. 4 (IF 
33.255)

10.1038/s41928-022-00765-3

연번
공동 연구 교류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해외연구자 국내교수 연구주제 교류기간 교류방식

1 Changzhou University Prof. Yafei Wang 이준엽 OLED 소재 2021.09.01.~2022.8.31 온라인 공동연구

2 Univer. of Texas Dallas Prof. Jin Ryong Kim 방창현 VR 메타버스 2021.09.01.~2022.8.31 온라인 공동연구

(중략)

27 UCLA Prof. Bruce Dunn 박호석 에너지저장 2021.08.01.-2022.02.28 오프라인 방문연구

28 NUS Prof. Matthew Chang 이동엽 합성생물학 2022.07.06.-2022.07.24 오프라인 공동연구



학생 해외파견 지원사업 운영: 본 사업단은 혁신성장글로벌인재양성 사업 (2019~2020, 총사업비 28억원)과 

바이오-글로벌가치창출혁신인재 사업 (2019~2022, 총사업비 14.9억원) 등과 연계하여 지난 1년동안 8명의 석/

박사 과정 학생들을 전 세계 우수연구팀으로 파견하여 혁신 성장 분야의 연구를 수행 기회를 제공하였음. 

[해외 공동연구 및 장기 해외연수/인턴파견 실적]

나. Inbound 연구자 교류 실적

해외기업과 공동연구과제 추진: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해외기업 (ABITEC Corporation)및 연구

기관(국제협력융합바이오연구소)과 공동연구과제(Biophysical Measurement Strategies for Characterizing 

Membrane-Interaction)를 수행함으로써 해외기관으로부터 공동연구비를 수주하고 실질적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음.

해외 석학 및 우수연구자 초청 세미나: 세계적인 석학, 우수 저널 에디터 등의 초청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본 교육연구단의 연구력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최근 1년간 12건의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연번 일시 초청연구자 소속 국가 세미나 제목

1 2021.11.03 Prof. Zijian Zheng HK Polytechnic Univ.
중국

(홍콩)
Porous Conductive Textiles for Wearable Electronics

2 2022.05.09 Prof. Nam-Joon Cho NTU 싱가포르
Pollen as A Fascinating Materials 

and Current Research Fields/Applications

(중략)

11 2022.06.30. Prof. Hyowon Lee Purdue University 미국 BioMEMS-enabled novel implantable medical devices

12 2022.06.30. Prof. Chihwan Lee Purdue University 미국 Clinical Needs-Driven Wearable Biomedical Devices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펜데믹 상황으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외 연구기관 MOU 체결 실적, 해외 석학 및 우수연구자 

초청 세미나 실적은 목표를 달성하였고, 공동연구 실적과 해외 거점 대학 교류실적은 크게 증가하였음.

구 분
목 표 실적

1단계 및 2단계 연평균치 1단계 및 2단계 연평균치

참여교수의 해외대학/기관 온·오프라인 공동 연구 실적 8.5 28

해외 석학 및 우수연구자 초청 세미나 실적 10 12

해외 연구자의 본교 방문연구 수행 실적 4 5

해외 거점 대학 운영 15 33

해외 연구기관 MOU 체결 실적 4.5 7

연번 교수 국가 기간 기관 / 해외파견 내용 지원 대학원생 

1 박호석 미국 2021.09.01~2022.03.31 UCLA / 공동연구 GTFP 정민규

2 박호석 미국 2022.06.18.2023.06.17. UCLA/논문공동연구 GTFP 신강호

(중략)

8 김태일 미국 2021.09.10~2022.06.02 Carnegie Mellon University/논문공동연구 GVIC 최혜수



본 교육연구단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에너지, 바이오, 정보소재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해외 연구자

가 방문해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음 (총 5건).

연번 방문기간 소속 대학/연구기관 국가 해외연구자 참여교수 연구주제

1 2021.10.~현재 Egyptian Petroleum Research Institute 이집트
Samy Mohamed Ahmed 

Ibrahim Shaban
김동환

바이오 

나노소재 개발

2 2022.07.~현재 Egyptian Petroleum Research Institute 이집트
Nasser Mohamed Ali 

Elbasuny
김동환 바이오센서 개발

3 2021.07.~현재 Guangdong  University of Technology 중 국 Wenwu Li 박호석 에너지저장소재

4 2021.09.~현재 HUST 중 국 Yanhong Li 박호석 에너지저장소재

5 2021. 08~ 11 University of Alberta 캐나다 Hyun-Joong Chung 김태일 바이오전자소자개발

본 교육연구단은 아래와 같이 에너지, 바이오, 정보소재 화학공정 분야 연구를 위해 아래와 같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향후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연번 국 가 연구 기관 내 용 협약일

1 스웨덴 Lund University 국제 공동연구, 학술교류 2022.04

2 스웨덴 Lund University EU 과제수주 2022.05

(중략)

7 미국 MIT 국제 협력 연구 추진 및 학생학술교류 2022.02

국제학술회의 및 국제워크숍 개최 운영: 본 교육연구단 에너지 분야와 바이오 분야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및 지원하여 해외 연구자 초청을 통해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과 활발히 교류하고 점차 확대 계획임.

연번 학술대회명 개최일시 개최장소

1

[에너지, 정보소재, 바이오 분야] 
‘7th SKKU-HUST Bilateral Graduate Student Workshop 
and Annual Academic Conference of Graduate Students’
- HUST 화학및화학공학과와  정기적 교류 및 학술발표를 
추진함. 기조강연, 초청강연 및 대학원생 세션별 구두
발표로 구성됨.

2022.04.
18~19

Online
Conference

2

[정보소재, 바이오 분야] 
‘UOW to host international Frontier Materials Workshop’
at the University of Wollongong
- The University of Wollongong의 화공 소재 관련 분야의 
학술발표를 추진함. 기조강연, 초청강연 및 대학원생 
세션별 구두발표로 구성됨.

2022.07.
17~18

(호주)
The University 
of Wollongong

3

[바이오분야]
‘SKKU-PURDUE Univ. BME Joint Workshop’
- Purdue University 교수님들이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바이오 소자 분야 학술발표를 추진함.

2022.06.30.

(한국)
성균관대 
2공학관
25314

4

[에너지분야]
‘SKKU-중국난징과학기술대학교 Joint Workshop’
-중국난징과학기술대학교와 온라인으로 에너지 저장소재 
분야 학술발표를 추진함.

2022.07.28.

(한국)
성균관대 
2공학관
25314

[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운영 실적 ]



90  ▸ 『4단계 BK21사업』미래인재 양성사업(과학기술 분야) 교육연구단 자체평가보고서

다.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실적 

핵심과제20 창의 파이오니어 (Creative Pioneer) 프로그램 구축

아래와 같이 글로벌 산학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바이오, 정보소재 분야 교과목에 글로벌 기업 

CEO, CTO, 및 현장 전문가의 산학협력 이론-실습 강의를 진행하고, 글로벌 기업들(롯데케미칼, 

CEA-Liten 등)과 산학 연계 석사 학위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및 구체화 

프로그램 세부내용

산학협력 
이론-실습 
하이브리드 
교육프로그램

실적

학수번호 과목명 내 용 및 진행 실적

ECH4006-41

화학공학

세미나

[에너지, 

정보소재, 

바이오 분야] 

⦁아래와 같이 글로벌 기업 고분자가공 관련 강의를 15회 진행하였음

- SK 머티리얼즈 부사장: 반도체 재료 현황 및 미래 전망(22년 2/22일)

- 일진복합소재 연구소장: 수소전기차의 미래(22년 3/1일)

- 동진세미켐 연구소장: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개발 방향 및 전망(22년 3/8일)

- 아모레퍼시픽 연구소장: 혁신을 통한 K-Beauty(22년 3/15일)

- 삼양사 연구소장: Organic Chemistry at the Intersection(22년 3/22일)

- SKC 연구센터: ESG추구에 따른 공학도의 사명(22년 3/29일)

- 한화솔루션 임원: 석유화학에서의 Bionaphtha 현황 및 전망(22년 4/5일)

- 코오롱 인더스트리 CTO: Net Zero를 위한 도전(22년 4/12일)

- 마이크로소프트 전무: COVID-19으로 인한 글로벌 기술 트랜드 변화의 이해(22년 4/19일)

- IoT 전략연구소 대표: 메타버스와 앰비언트(22년 4/26일)

-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석: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산업 및 소재 개발 동향(22년 

5/3일)

- 바스프 코리아 Head of R&D: Electronic Materials in Semiconductor Industry(22년 

5/10일)

- 생산기술연구원 수석: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고기능 소재 기술(22년 5/17일)

- 듀폰코리아 이사: Evaluation of Lithographic Materials Enabling the Semiconductor

Industry(22년 5/24일)

- 헥사곤 이사: 빠르고 신뢰성 높은 구조-유동-동역학 연성해석(22년 5/31일)

글로벌 산학 
연계 석사 학위 

프로그램

구분 내     용

진행 
실적

롯데케미칼

⦁탄소 고분자 연구분야와 관련된 세미나를 통한 연구교류회 진행 (2021년 9/9-16일)
⦁내용: 산학장학생선발/파견, 산학연구과제 등과 연계를 통한 글로벌 글로벌 산학 
연계 학위 프로그램 개발 협의

차수 강연자 세미나 주제

1 권석준 교수 차세대 모빌리티 센서용 근적외선 광학소재 설계 및 제작

2 김진웅 교수 2차원 콜로이드 마이크로 패터닝 기반 기능성 필름 개발

3 김태일 교수 microLED및 유연 방열기판 연구

4 박호석 교수
유기 에너지저장 소재:유연 고분자 전해질&바이오고분자 전극/

전해질

5 방창현 교수 Electric nanocomposite소재 및 응용 기술

6 배종욱 교수 CO2고부가화 촉매공정 기술동향

7 이동현 교수 Fluidization:Basic Principle and Application

8 유필진 교수 방열/방수/내화학성/전자파 차폐를 위한 나노탄소 코팅소재 개발

9 정찬화 교수 전기화학적 해수 담수화 및 염수 자원화(CO2전환/수소 생산)기술

CEA-Liten
(France)

⦁프랑스의 배터리 연구업체인 CEA-Liten과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협의 및 연구원
/대학원생의 상호 교류프로그램 논의

⦁2022년 6월 23일 개최: CEA-Liten의 Yohan Souteyrand, Thomas Houlie 박사, 유필진 
교수 및 대학원생 8명

LG화학
테크센터

⦁LG화학 오산테크센터에서 진행중인 고분자 프로세싱 및 에너지 소재 개발과 관련된 
대학원생 참여 연구협의회 개최, 정기적인 교류 세미나 개최를 통한 대학원생 장학 
프로그램의 운영을 협의

⦁2022년 7월 28일 개최: LG화학 정병준 연구위원 및 성균관대 참여 대학원생 19명

LGD

⦁OLED 소재 및 소자 관련한 파트너랩 지정을 통한 산학 교류
⦁내용: 학과 내에 파트너랩을 지정하여 산학장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기업체 
인력을 학위과정으로 파견하여 산학연구과제 등과 연계를 통한 글로벌 산학 연계 
학위 프로그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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