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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명

관련분야

(1) IT-NT-PT 융합 인쇄전자 분야의 중요성

관련분야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재료공학

복합재료

전자/정보통신공학

반도체

금속공학

표면처리및박막기술

비중(%)

50%

40%

* IT융합/인쇄전자 공학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기에 있는 분야로서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전자 소자들이 포토리쏘 공정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고비용 복잡 공정에서, R2R(Rollto-Roll) 인쇄 방식 등을 이용하여 플렉시블 한 종이, 섬유 및 플라스틱 필름에
초저가 단순 공정으로 생산 가능하도록 하는 학문임.

10%
신설학과
여부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

* IT융합/인쇄전자 분야는 세계시장 규모가 2015년 이후 급격히 성장하여 2020년에는
100조원, 2025년에는 25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IDTechEx, Organic Electronics Forecasts, Players, Opportunities 2005-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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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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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총 사업비
(백만원)

국고지원금

* 남해안의 중심인 광양만권은 POSCO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철강산업과 여천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 산업, 그리고 광양항과 광양경제
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유무기 소재 중심의 인쇄
전자 기반 산업이 미래 지역 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함.

061-750-3638
*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는 2008년 12월 WCU 1유형으로 선정되어 세계적인 ITNT-PT 분야의 해외석학들과 함께 인쇄전자 분야의 글로벌-리딩 대학원으로서 자리
매김하였음.

010-3635-2719
mho@scnu.ac.kr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13.9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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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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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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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537

537

537

537

총 사업기간

2013.9.1. ~ 2020.2.29.(78개월)

1차년도 사업기간

2013.9.1. ~ 2014.2.28.(6개월)

537

지원분야의
중요성
(미래가치)

537

본인은 『BK21 플러스』신규사업 지원을 신청서와 같이 신청하며, 지원이 결정될 경우 관련 법령,
귀 재단과의 협약, 귀 재단이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소정의 사업성
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IT-NT-PT 융합 인쇄전자 분야의 글로벌 창의인재양성 중요성
* 인쇄전자 분야는 나노잉크 개발 등의 NT분야, 인쇄회로설계 등의 IT분야 및 그라비아
인쇄를 이용한 고성능 소자 구현 등의 PT분야의 융합학문으로서, 체계적인 인쇄전자
수렴형 교육 체계와 IT-NT-PT 융합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를 필요로 하는
분야임.

아울러,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 즉, IT와 NT의 융합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PT를 융합하는 IT-NT-PT 융합형 월드리딩 연구중심대학원을 육성하고 세계적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체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 주도할 창의인재를 적극 양성할 필요가 있음.

2013년 06월 19일
작성자

사업단장

표명호 (인)

확인자

산학협력단장

순천대학교 (인)

확인자

총장

순천대학교 (인)

*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는 2008년 세계최초로 100% 인쇄방식의 13.56MHz 1bit
RFID Tag를 개발하였고, 2009년에는 세계최초 100% 인쇄방식의 13.56MHz 4bit RFID
Tag 개발, 2010년에는 세계최초 100% 인쇄방식의 13.56MHz 16bit RFID Tag와 Half
Adder를 발표하였으며, 2011년에는 세계최초 100% 인쇄방식의 13.56MHz 32bit RFID
Tag와 Full Adder를 발표하였고, 2012년에는 세계최초 100% 인쇄방식의 13.56MHz
96bit RFID Tag를 구현하는 등 인쇄전자 분야 연구 및 산업을 선도하는 월드-베스트,
월드-리딩 연구중심 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까지 해외의 인쇄전자 분야와 유사한 전공분야 현황을 보면 독립학과 체제의
인쇄전자 대학원은 없고, 화학, 물리, 전자공학, 기계공학, 고분자, 화학공학, 재료
공학 등의 학과 또는 전공 내에서 실험실 단위로 운영되고 있음.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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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딩 연구역량 확보.
*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는 2008년 세계최초로 인쇄전자 분야 특성화대학원
학과로 설립되어, 향후 2025년까지 막대한 미래 시장을 창출할 융합신산업분야인
인쇄전자 산업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쇄전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IT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과의 효율적 공동연구를 통한 월드-베스트, 월드-리딩
연구역량 확보
- 순천대학교 WCU 1유형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인쇄전자공학과 석좌교수로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해외석학 및 인쇄 전자 분야 국내외 선도기업들과 인쇄전자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추진하여 국제적 산학융합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월드베스트, 월드-리딩 연구역량 확보.
- 인쇄전자 특성화 대학원 설립 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해외석학들과의 국제학회
공동 주최, 인쇄전자 표준화 주도 및 인쇄전자 분야 원천특허 확보 등을 통한 월드베스트, 월드-리딩 연구역량 확보.

(1) 교육부문
# 교육비전 및 목표 : 세계수준의 창의·융합 교육을 통하여 IT융합-인쇄전자 분야를
선도하는 월드-베스트, 월드-리딩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 WCU(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1유형 학과로 설립된 세계 최초의 인쇄
전자특성화대학원에서 기 확보한 연구실적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제적 명성을 지닌
WCU 해외석학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세계수준의 창의·융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차세대 전자산업의 핵심인 인쇄전자 분야를 선도하는 월드-베스트, 월드-리딩 글로벌
인재를 양성함.
* 지역의 성숙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물류 산업의 융합화를 촉진하고 전남 동부권과
광양만권경제자유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세계적 수준의 IT융합-인쇄
전자 분야의 창의인재를 양성함.

사업 목표

* 이를 위하여 기초교과목-응용교과목-인쇄전자특화 융합교과목-현장적용 교과목들이
단계적으로 편성된 인쇄전자 수렴형 교육체계 운영, 교육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시스템의 지속적 운영, 사업단 참여 해외석학들과 학위공동지도 등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교육시스템을 구축함.
* 또한 해외석학 및 관련 산업체와 협력하여 인쇄전자 연구주제로 특화된 Extra Credit
Course교육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인쇄전자 분야에서 독립적 연구 능력을
갖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창의인재를 양성함.
- Extra Credit Course: ITEP(Interactive Training Education Program)
- IOC(Intensive On-site Class)
- REP(Research Enrichment Program), ACD(Advanced Capstone Design)
(2) 연구부문
# 연구비전 및 목표 : 해외석학을 활용한 세계수준의 IT-NT-PT융합 연구로 인쇄전자
분야 월드-베스트, 월드-리딩 연구역량 확보
* 세계수준의 IT-NT-PT 융합연구를 통한 월드-베스트, 월드-리딩 연구역량 확보
-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가 보유한 R2R 그라비아 인쇄공정과 소자제조, 인쇄파워
소자 및 전이인쇄 LED 등의 PT기술과 나노유기/무기소재 제조, 멀티스케일 모델링
등의 NT기술을 바탕으로, IT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기존 WCU 인쇄전자공학과
소속 해외교수와의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인쇄전자 분야에서 월드-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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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역량 영역

* 산학융합형 공동연구와 밀착형 산학연계를 통하여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
- 인쇄전자 분야 기업과 연계한 융합형 산학공동 연구개발 및 C-TRM(ConsortiumTechnology Road Map)을 수행하여 사업단의 연구 성과가 즉시 인쇄전자 산업체에
이전되는 구조를 확립함.
* 글로벌 수준의 IT-NT-PT융합 교육체계 구축
- 인쇄전자 분야가 IT-NT-PT융합 학문분야임을 고려하여 기초교과목-응용교과목-인쇄전
자특화융합교과목-현장적용 교과목들을 적정히 배분하고 단계적으로 편성하여 융합
교육 체계를 구축함.
- 모든 기본교과목은 연구주제인 IT-NT-PT 융합소재 및 소자와 상호 연관성을 갖으며,
단계별 심화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인쇄전자 연구와 직접 관련된 융합교과목으로
수렴되는 인쇄전자수렴형 교육체계를 구축함.
- 해외석학 및 관련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화된 Extra Credit Course 교육 프로그램
(ITEP, IOC, REP, ACD)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인쇄전자 분야에서 독립적 연구능력을
갖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창의인재를 양성함.
- 교육 CQI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관련 산업체의 수요 변화와 신입생의 학력수준 및
재학생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글로벌 수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3단계 체계(문제의식 고취, 연구윤리 가치관
정립 교과목 편성, 논문 유사 검색 시스템 도입)를 구축하고, 자연과학논문 작성법,
연구노트 작성법 및 Technical Writing에 관한 강의 개설 추진.
* 글로벌 수준의 학사관리제도 구축
- 2008년 WCU 1유형으로 선정되어 특성화 대학원 학과로 설립된 인쇄전자공학과는 해외
석학소속 대학인 UC버클리, 동경공대 등의 선진 대학원 학사운영 프로세스를 벤치마
킹하여 입학전형에서 졸업사정까지의 학사운영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게
구축하였음.
- 인쇄전자공학과는 2009년부터 4학기제도(Quater제)를 구축하여 연간 수업일수를 33%
증가시킴으로써, 기초학문-응용공학-인쇄융합공학 분야로 이어지는 인쇄전자수렴형
융합 교과과정을 집중운영하고 있음(순천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 17조의 2).
*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및 지원을 위한 FATI(From Admission To Industry) 시스템구축
- 우수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확보: 사업단의 세계적인 연구 성과와 해외학자와의
우수 공동연구를 국내외 언론과 국제 Conference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우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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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 영역

생과 신진연구인력 확보.
- 교육 및 연구지원: 해외석학 소속 대학에 장,단기간 파견하여 공동연구수행 지원
(ITEP), 국내외 관련 사업체에서 인턴쉽 수행 지원(REP), 산업체 연구소나 해외석학
연구실 현장에서 심화 강의 기회제공(IOC).
- 대학원생 행정 및 재정지원: 대학차원의 RA/TA, 리서치펠로우 및 연구과제 참여
등으로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함. 대학차원의 BK21 PLUS 지원팀
운영, 사업단 내 멘토-멘티제도, 신입생 매뉴얼 제공 등의 행정 지원 제공.
- 취업지원: 참여 대학원생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한 3단계 프로세스 구축. 1단계는
대학원생의 전공, 성향,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진로적성 검사 실시 및 전문 진로
상담사를 통한 정기적 맞춤형 취업상담 실시. 2단계는 맞춤형 취업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분야와 연계된 산업체 발굴 및 공동연구 수행 추진. 3단계는 대학
원생들의 기업 세미나 등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 대학원생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123 글로벌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
- 사업단 참여 대학원생은 졸업까지 1명의 해외석학으로부터 공동논문지도를 받고,
2개의 국제화프로그램(IOC, ITEP 등)을 이수하며, 3번의 국제학회 발표를 의무화
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도록 제도화함.
* 인쇄전자분야 월드-베스트, 월드-리딩 연구역량 확보 추진 전략
- 세계수준의 IT-NT-PT 융합연구 추진: 인쇄전자 분야의 원천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세계적 수준의 R2R 인쇄를 이용한 전자소자 제조 기술(순천대)과 분자 단위에서의
전자 이동현상(동경공대), 계면에서의 전기화학적 현상 이해(순천대)와 동시에 인쇄
IC의 동작 속도를 GHz 단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반도체 나노선(UC Berkeley)을
이용한 GHz 동작 트랜지스터 인쇄 및 이를 인쇄 트랜지스터로 이용한 회로설계 기술
(UC Berkeley)을 서로 융합하는 연구를 추진.
- IT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과의 효율적 공동연구 추진: 인쇄전자공학과 석좌교수로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해외석학 및 인쇄전자 분야 국내외 선도기업들과 인쇄
전자국제공동연구소 설립 추진하여 국제적 산학융합 공동연구를 수행함.
- 인쇄전자 분야 국제표준 주도: 인쇄전자 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화기구인 인쇄
전자기술위원회(IEC/TC119)의 부간사(조규진 교수)로서 영국 3M 호지슨 앨런
의장과 인쇄전자공학과 석좌교수인 해외석학들과 함께 인쇄전자 분야 국제표준
주도하여 원천 특허 확보 등을 추진
- 인쇄전자 특성화 대학원 설립 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해외석학들과의 국제학회
공동 주최 및 상호 초청강연 실시.
* 국제저명학술지 우수논문 게재 향상 전략
- 국내 참여교수간의 융합연구 활성화: PT기술을 근간으로 하여 NT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유연 전자소자, 유연 디스플레이 등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여 우수 연구성과 창출.
유기-무기 소재 제조 기술과 멀티스케일 모델링을 융합하여 새로운 신물질 탐색으로
우수 연구성과 창출.
- 해외석학과의 밀착형 융합공동연구 활성화: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의 상호 파견
프로그램(ITEP)을 활용하여 국제 융합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인쇄전자 분야의 융합
원천기술을 창출하고 우수논문에 게재함.
- 국내 참여교수진과 해외석학간의 정기적인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실시하여 융합기술에
기반한 와해성 기술을 발굴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수논문 게재 실적 향상.

* 인쇄전자 분야 산학협력 활성화 추진 전략
- 산학융합 공동연구 추진: 인쇄전자 분야 기업과 연계한 융합형 산학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사업단의 연구역량과 성과를 즉시 인쇄전자 산업체에 이전 추진함.
- C-TRM기반 학위논문 주제선정으로 산학융합화 추진: 인쇄전자 분야 기업의 C-TRM을
기반으로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주제를 선정하고 산학공동 논문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사업단 참여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결과가 기업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IT-NT-PT융합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 산업체의 미래 IT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IT-NT-PT 융합 지식과 경험을 지닌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
- 기존의 반도체 공정을 대체 가능한 R2R 인쇄전자 관련 전자공학, 소재 및 기계
분야가 융합된 전문인력 양성.
*

IT-NT-PT융·복합을 통한 와해성기술 기반 새로운 학문 영역 창출
- IT와 NT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PT를 융합하는 IT-NT-PT 융합 학문분야 개척.
- 프린팅 인쇄기술은 신공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기술적 break-through를 이룰 수 있는
신기술로서 자리 매김.
- 기존 Si기반 CMOS 소자를 인쇄 공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원천소재 확보 등 새로운
학문 분야를 창출.

기대효과

*

사회경제 발전 기여
- 2025년 250조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쇄전자 시장(IDTechEx)을
선점하고 원천 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학보로 국가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 프린팅 공정 기술을 이용한 인쇄전자소자 기술 개발은 RFID, 초저가 고성능 휴대폰
등 새로운 시장의 창출 효과 기대.
- 프린팅을 이용한 전자소자 기술 중 현재 제품이 나오고 있는 RFID에 국한하여 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하면, 국내 총 생산 유발 효과는 18조 수준에 이르고, 고용 창출
효과는 11만 3천여 명일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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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영문요약문>
Printed Electronics

IT-NT-PT Fusion

R2R Gravure

Keywords

-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center involving
foreign scholars and world-wide leading companies in the field of printed
electronics.
- Co-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conference, Participation in the committee
for printed electronics standardization, and Increase of international
patents in the field of printed electronics.
- Introduction of a new process determining graduate student's thesis theme
based on C-TRM (Consortium-Technology Road Map) with printed
electronics company.
- Introduction of the process that the results of graduate student's thesis can
be transferred directly to the company.

(1) Education
* Vision and Goal : Cultivation of World-best and World-leading Creative
Individuals for Printed Electronics via Fusion Education at the
World-class Level
* Cultivation of world-best globalized graduate students leading the printed
electronics with world-renowned foreign scholars participating in the current
WCU (World Class University) program at th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CNU).
* Cultivation of world-class level creative graduate students in printed
electronics to accelerate the convergence between regional mature-industries
(steel, petrochemical, harbors industry) and to create the future economicgrowth engine at the 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

(1)Education
* Global-standard educating system of IT-NT-PT fused curriculum
- Systematic and step-wise curriculum from fundamental to advanced courses,
covering all IT, NT, and PT-related subjects.
- Establishment for educating system directly converging to printed electronics
research, after step-wise courseworks.
- By operating Extra Credit Course programs (ITEP, IOC, REP, ACD) with
foreign scholars and relevant industries, cultivation of globalized graduate
students with independent research capability and competitiveness.
- Diverse approaches for global-standard research ethics (Realization
of Importance of ethical writing, mandatory course for ethical research,
introduction of plagiarism-surveying system).

* To realize the goal above, accomplishment of globalized education system
via step-by-step education courses (fundamental-applied-specialized-industry
oriented courses), which are ultimately convergent to printed electronics.
Project
Goal

* Continuous operation of the 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and
introduction of a co-advisor system with foreign scholars.
* Together with foreign scholars and relevant world-wide industries, operation
of Extra Credit Courses to increase independent research capability and
global competitiveness of graduate students.
- Extra Credit Course: ITEP(Interactive Training Education Program)
- IOC(Intensive On-site Class)
- REP(Research Enrichment Program), ACD(Advanced Capstone Design)
(2) Research

Project
Contents

* Global-standard academic administration system
- Since the opening of the printed electronics department as a specialized
graduate course of WCU (World Class University) in 2008, the department
has already established a global-standard academic service system by
bench-marking the systems of UC Berkely and Tokyo Tech.

* Vision and Goal : Accomplishment of World-best and World-leading research
capabilities in the field of printed electronics through IT-NT-PT convergence
research with world-renowned foreign scholars.

* Introduction of FATI(From Admission To Industry) System
- Introduction of a comprehensive supporting system from entrance to
job-search, including financial support.

* Accomplishment of World-best, World-leading research capabilities
- Continuous collaborations with world-renowned foreign scholars
participating in the current WCU program.
- Convergence of PT (R2R gravure printing, device manufacture) with NT
(nano organic/inorganic materials and multi-scale modeling) and IT
(device design).

* Operation of ‘123 globalization strategy’ as a part of academic degree
qualifications
1:Selection of one foreign scholar as a research co-advisor.
2:Credit earning from at least two different globalization programs.
3:Presentations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more than 3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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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단 현황
1 사업단 구성

1.1 사업단장

(2) Research

T_1_1:성명
*

World-best, world-leading research activities
- Convergence Research of each party's world-top IT, NT, and PT initiative
:fabrication of electronic devices using R2R printing technology (SCNU),
elucidation of electron transport in a molecular level by STM (Tokyo Tech),
understanding electrochemical phenomena at the interface (SCNU),
fabrication of printed IC operable at GHz based on semiconductor
nanowires (UC Berkeley), and capability to design a printable transistor
circuit (UC Berkeley).
- Efficient collaboration:As a separate route to support an active cooperation,
endeavor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including foreign
scholars and world-wide leading companies.
- Continuous contribution i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printed
electronics technology:maintenance of initiatives in the committee
(IEC/TC119) as a deputy director (Prof. Cho, SCNU).

T_1_2:한글
T_2_1:소속기관

D_1_3:표명호

T_1_4:영문

D_1_5:PYO MYOUNGHO

D_2_3:순천대학교

D_2_4:-

D_2_5:인쇄전자공학과

* Improvement in research outcomes (publications)
- Activation of convergence researches among domestic professors.
- One-on-one collabor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scholars.
* Enhancement of academy-industry cooperation
- Selection of research topics that the industries are interested in and
can apply to the production process (C-TRM).
* Cultivation of globalized and creative graduate students
- Education of students who can lead the future IT industries with knowledge
on IT-NT-PT fusion.
- Cultivation of specialists in printed electronics, who understand the
impotance of the convergence technology.
*

Creation of a new academic field and development of a new technology
- Creation of a new academic field by converging PT with IT and NT.
- Replacement of current Si-based CMOS by low-cost printed devices.
- Development of state-of-the-art technologies which can break-through the
current technological barriers.

*

Contribution to economic development of the nation
- Contribution to the future economic growth by pre-occupying the printed
electronic market, which is expected to reach $250 billion in 2025.
- Limited to RFID, the effects of production inducement and job creation are
expected to be $18 billion and 0.11 million in the nation, respectively.

Expected
Project
Outcomes

10 / 345
9 / 345

Ⅱ 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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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명, %)

1 사업단의 교육 비전 및 목표
T_1_3:전체 교수 수(임상, 교
육, 분교, 기금 제외)

T_1_1:기
준
일

T_1_2:대
학
원
학
과(
부) T_2_3:전
체

D_4_2:인
쇄
D_4_1:201 전
306 자
17 공
학
과

D_4_3:5

T_1_8:기존 교수 수(임상, 교
육, 분교, 기금 제외)

T_1_13:신임 교수 수(임상, 교 T_1_18:임상, 교육, 분교, 기금
육, 분교, 기금 제외)
교수 수
1.1 교육 비전 및 목표
1) 사업단의 교육 비전 및 목표 설정 배경

T_2_4:참여

T_3_4:전
임

T_3_5:겸
임

T_3_6:계

D_4_4:5

D_4_5:0

D_4_6:5

T_2_7:참
여
T_2_8:전
비
체
율
(%)

D_4_7:100
%

D_4_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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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_4_9:5

D_4_10:0

D_4_1:5

D_4_12:100
D_4_13:0
%

D_4_14:0

D_4_15:0

D_4_16:0

D_4_17:0%

D_4_18:0

D_4_19:0

<표 1-2>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대학원생 현황

D_4_20:0

D_4_21:0

D_4_2:0%

(단위: 명, %)

○ 인쇄전자 분야는 전자잉크 개발 등의 NT분야, 인쇄회로설계 등의 IT분야 및 그라비아 인쇄를 이용
한 고성능 소자 구현 등의 PT분야의 융합학문으로서, 체계적인 인쇄전자 수렴형 교육체계와 IT-NTPT 융합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를 필요로 하는 분야임
○ 즉, IT와 NT의 융합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PT를 융합하는 IT-NT-PT 융합형 월드-리딩 연구중심대
학원을 육성하고 세계적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체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창의인재를 적
극 양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해외의 인쇄전자 분야와 유사한 전공분야 현황을 보면 독립학과 체제의 인쇄전자대학원은
없고, 화학, 물리, 전자공학, 기계공학, 고분자, 화학공학, 재료공학 등의 학과 또는 전공 내에서
실험실 단위로 운영되고 있음
○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는 2008년 WCU(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1유형으로 선정
되어 세계최초의 인쇄전자 분야 특성화대학원 학과로 설립되었으며, 2025년에는 25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융합신산업분야인 인쇄전자 산업(IDTechEx, Organic
Electronics Forecasts, Players, Opportunities 2005-2025)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쇄전자 전문 인
력을 양성하고 있음

T_1_3:대학원생 수
T_1_1:기준
일

T_1_2:대학
원 학
과(부)

D_4_2:인쇄
D_4_1:20130
전자공
617
학과

T_2_3:석사

T_2_6:박사

T_3_3:전체

T_3_4:참여

T_3_5:참여
비율
(%)

T_3_6:전체

T_3_7:참여

D_4_3:16

D_4_4:13

D_4_5:81.25
%

D_4_6:16

D_4_7:8

T_2_9:석·박사 통합
T_3_8:참여비
T_3_9:전체
율(%)

D_4_8:50%

D_4_9:0

T_2_12:계

T_3_10:참여

T_3_1:참여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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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K21 PLUS 글로벌인재양성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순천대학교 특성화대학원 학과인 인쇄전자공학
과(WCU 1유형)는 지난 5년간의 창의적 인쇄전자 전문인력 양성 경험을 바탕으로 IT-NT-PT 융합 글
로벌 창의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진취적인 교육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였음
2) 교육비전
○ 세계수준의 창의·융합 교육을 통하여 IT융합-인쇄전자 분야를 선도하는 월드-베스트, 월드-리딩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3) 교육목표 (Vision Statement)
○ WCU 1유형 학과로 설립된 세계 최초의 인쇄전자 특성화대학원의 세계적인 인쇄전자분야 연구실적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제적 명성을 지닌 WCU 해외석학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세계수준의 창의·융
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차세대 전자산업의 핵심인 인쇄전자 분야를 선도하는 월드-베스트, 월드리딩 글로벌 인재를 연평균 석사 12명, 박사 8명 양성
○ 지역의 성숙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물류 산업의 융합화를 촉진하고 전남 동부권과 광양만권경제자
유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UC Berkeley를 중심으로 한 실리콘밸리와 기업을 연계하
여 세계적 수준의 IT융합-인쇄전자 분야의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 융합교육 체계
와 학사관리 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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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스탠다드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OCW 연간 10강좌 운영, 100% 영어전공강의 실시, 교육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연간 2회 실시 및 사업단 참여 해외석학들과 학위공동지도
연간 12명을 수행

○ 교육 및 연구지원: 해외석학 소속 대학에 장,단기간 파견하여 공동연구수행 지원(ITEP), 국내외 관
련 사업체에서 인턴쉽 수행 지원(REP), 산업체 연구소나 해외석학 연구실 현장에서 심화강의 기회
제공(IOC)

○ 또한 해외석학 및 관련 산업체와 협력하여 인쇄전자 연구주제로 특화된 Intensive Training Course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인쇄전자 분야에서 독립적 연구 능력을 갖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
닌 창의인재를 양성함. (Intensive Training Course: ITEP(Interactive Training Education
Program), IOC(Intensive On-site Class), REP(Research Enrichment Program), ACD(Advanced
Capstone Design))

○ 대학원생 행정 및 재정지원: 대학차원의 RA/TA 지원, 리서치 펠로우 지원 및 연구과제 참여지원으로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함. 대학차원의 BK21 PLUS 지원팀 운영, 사업단 내 멘토멘티 제도, 신입생 매뉴얼 제공 등의 행정 지원 제공

4)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추진전략

○ 취업지원: 참여 대학원생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3단계 프로세스 구축. 1단계는 대학원생의 전
공, 성향,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진로적성 검사 실시 및 전문 진로상담사를 통한 정기적 맞춤형 취
업상담 실시. 2단계는 맞춤형 취업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분야와 연계된 산업체 발굴 및 공동연
구수행 추진. 3단계는 대학원생 연구결과를 기업 세미나 등을 통하여 취업기회 확대

(1) 글로벌 수준의 IT-NT-PT융합 교육체계 구축
(4) 대학원생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123 글로벌 인재육성’시스템 구축
○ 인쇄전자 분야가 IT-NT-PT융합 학문분야임을 고려하여 기초교과목-응용교과목-인쇄전자특화 융합교
과목-현장적용 교과목들을 적정히 배분하고 단계적으로 편성하여 융합 교육체계를 구축함
○ 모든 기본 교과목은 연구주제인 IT-NT-PT 융합소재 및 소자와 상호 연관성을 갖으며, 단계별 심화과
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인쇄전자 연구와 직접 관련된 융합 교과목으로 수렴되는 인쇄전자 수렴형 교
육체계를 구축함
○ 해외석학 및 관련 산업체와 협력하여 인쇄전자 연구주제로 특화된 Intensive Training Course 교육
프로그램(ITEP, IOC, REP, ACD)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인쇄전자 분야에서 독립적 연구 능력을 갖추
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창의인재를 양성함

○ 사업단 참여 대학원생은 졸업까지 1명의 해외석학으로부터 공동논문지도를 받고, 2개의 국제화 프로
그램(IOC, ITEP 등)을 이수하며, 3번의 국제학회 발표를 의무화 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도록
제도화함
○ 순천대학교 WCU 1유형에 참여한 해외석학들의 OCW(Open Course Ware)를 지속적으로 BK21 PLUS 사업
을 통하여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OCW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대학원생뿐 아니라 IT-NT-PT 분야의 산업
체 재직자 및 사업 미참여 대학원생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함

○ 교육 CQI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관련 산업체의 수요 변화와 신입생의 능력 및 재학생의 요구에 유연
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글로벌 수준의 학사관리제도 구축
○ 본 사업단 소속 인쇄전자공학과는 2008년 WCU 1유형으로 선정되어 인쇄전자 특성화 대학원 학과로
설립된 직후, 해외석학 소속 대학인 UC Berkeley, 동경공대 등의 선진 대학원 학사운영 프로세스
를 벤치마킹하여 입학전형에서 졸업사정까지의 학사운영 시스템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되게 구축
하였음
○ 인쇄전자공학과는 2009년부터 4학기제도(Quarter제)를 구축하여 연간 수업일수를 33% 증가시킴으로
써, 기초학문-응용공학-인쇄융합공학 분야로 이어지는 인쇄전자 수렴형 융합 교과과정을 집중운영
하고 있음(순천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 17조의 2)
○ 글로벌 수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3단계 체계(문제의식 고취, 연구윤리 가치관 정립 교과목 편
성, 논문 유사 검색 시스템 도입)를 구축하고, 자연과학논문 작성법, 연구노트 작성법 및
Technical Writing에 관한 강의 개설 추진
(3)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및 지원을 위한 FATI(From Admission To Industry)지원 시스템 구축
○ 우수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확보: 사업단의 세계적인 연구 성과와 해외학자와의 우수 공동연구를
국내외 언론과 국제 Conference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우수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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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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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과 연구주제의 연관성
(1) 인쇄전자 수렴형 교육과정 운영

2.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 모든 기본 교과목은 인쇄전자 관련 분야와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 IT-NT-PT 연계 심화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연구주제와 직접 관련된 응용 교과목으로 수렴됨
2.1.1 교과과정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우수성
* IT 융합 및 인쇄전자 분야 이해에 필수적인 기초학문 교과목들을 선택적으로 집중교육하고 융복합 공학
교과 및 인쇄전자와 관련된 최신기술을 교육함으로써, 기술 발전 동향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연구능력이 배가된 인재양성을 목표로 인쇄전자 수렴형 융복합 교육과정을 구성
운영

○ 예를 들어, 전자기학(물리), 전자회로(전자), 반도체공학(반도체), 무기화학(화학) 교과목을 기초로
하여 디지털회로특론, LED공정기술, 정보디스플레이재료 과목이 연결되고, 이는 유기화학(화학),
전도성고분자(고분자) 교과목을 기초로 한 나노잉크합성특론, 잉크젯 공학과목으로 연결되어, 최종
적으로는 R2R인쇄특론과 인쇄 RFID 및 인쇄 LED 과목으로 최종 연결되는 인쇄전자 수렴형 교육과정
을 운영함
(2) 연구주제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편성

1) 교과목 구성의 적절성
(1) 학문분야별 합리적 비율에 따른 전공교과목 편성
○ 인쇄전자 분야가 IT-NT-PT융합 학문분야임을 고려하여 기초학문 교과목과 응용공학 교과목 및 인쇄
전자 특화 교과목과 현장적용 교과목을 적정 배분
○ 응용공학 교과목으로 신소재의 합성, 특성 분석 등 engineering 관련 교과목과 에너지, 디스플레
이, 전기전자 관련 교과목을 편성함
○ 인쇄전자특화 교과목으로 인쇄기법, 전자잉크제조, 회로설계 등과 관련된 교과목과 printing을 기계
공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목을 편성함
(2) 학문체계를 고려한 단계별 교과목 편성
○ IT 소재 및 소자의 구동원리 이해에 필수적인 기초학문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하여 편성함
○ 석사과정 1년차에서는 인쇄전자에 적용되는 소재과학 관련 응용공학 교과목을 편성함
○ 석사과정 2년차에서는 응용공학 교과목과 더불어 전기·전자회로의 해석 및 설계에 필요한 교과목
과 printing을 기계공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목을 편성함
○ 박사과정에는 인쇄기법, 잉크제조, 회로설계 등 인쇄전자에 직접 관련된 교과목을 편성함
(3) 융복합 교과목 및 현장적용 교과목 운영

○ 인쇄전자공학과 석사과정생은 2개 교과목의 Intensive Training Course(ITEP, IOC)를 졸업 전까지
이수토록 함으로써, 사업단에 참여하는 해외석학과 인쇄전자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독립적 연구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유도함
※ ITEP(Interactive Training Education Program): 순천대 대학원 인쇄전자공학과 학생들을 세
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석학 소속 대학에 파견하고, 해외석학 소속 Lab의 대
학원생 및 연구원들을 세계적인 전자인쇄 기술과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순천대 대학원 인쇄전
자공학과에 파견하여 상호교육 (Interactive Training)을 실시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
는 교육 프로그램.
※ IOC(Intensive On-site Class): 순천대 대학원 인쇄전자공학과 학생들의 이론 및 실무 심화
를 위하여, 관련 산업체나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심화 강의를 실시하거나 해외석학이 보
유한 최첨단 기자재를 이용하여 해외석학 소속 대학 현장에서 이론 강의를 실시하여 심화현장
교육으로 진행되는 강의.
○ 인쇄전자공학과 박사과정생은 2회에 걸쳐 REP와 ACD를 이수토록 하여 독자적인 연구 설계 능력을 키
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체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산학융합연구를 관련 산업체와 공동으
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REP(Research Enrichment Program): 순천대 대학원 인쇄전자공학과 박사과정생이 해외석학 연
구실 또는 산업체와 직접 연계하여 연구주제를 정하고 방학 중 이를 수행하여 목표 달성 여부
를 평가받는 제도. 수행 중인 연구 project와 별도의 새로운 주제를 설정하며, 실험적 또는 이
론적 연구로 이를 달성.
※ ACD(Advanced Capstone Design, 고등설계특론): 순천대 대학원 인쇄전자공학과 박사과정생이
하나의 기술개발 세부 주제를 산업체 연구원과 함께 하는 고등설계특론 과목을 통하여 수행하
고 도출된 결과를 산학융합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참여기업에 전수하는 교육 프로
그램.

○ 융복합 교과목 수는 22개 교과목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5%에 이름
3)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 융복합 교과목으로는 유기전자개론, 전자잉크공학, 고급 인쇄전자 설계 및 실습, 디지털회로특론
등 22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학생들이 인쇄전자공학에서 필요로 하는 복합적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음

(1) 강의계획의 충실성
○ On-going 강의 개선시스템 운영

○ 학생들의 현장적응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현장적용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음(현장실습
1,2, 인턴쉽 실습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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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전문가, 산업현장전문가, 학습자, 교수자가 참여하여 강의 내용, 방법, 운영 환경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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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된 강의계획 대비 완성도를 추후 평가하여 지속적 강의 내용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

- 강연자: 조성연 교수 (호서대 인문대 부학장, 연구윤리정보센터 총괄분과위원, 한국연구재단 인문
사회과학단 책임전문위원)

(2) Extra Class 실시
○ 선행학습의 미비 등으로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일반적인 supplementary lesson의 개념
을 넘어 심화된 교육내용을 강의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야간을 이용 수시로 강의하는 Extra Class
실시
○ 인쇄전자공학과 석사 신입생들이 해외학자의 높은 수준의 강의를 수월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
어 해외학자가 수시로 인쇄전자 공학기초 교과목을 강의하는 보충 특강을 실시하고 있음
○ 인쇄전자 분야의 통합 공학교과 및 인쇄전자와 관련된 최신기술 교육을 위한 선행학습의 일환으로,
인쇄전자 전공교과목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기초학문 교과목을 집중 보강함
○ 해외학자가 석·박사 재학생을 위한 특강을 실시하여 인쇄전자, 재료 및 기계 장비에 이르는 종합
공학적인 소양을 지닌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
적 연구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함
(3) 교육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지속적 품질 개선)시스템 운영 실적 및 계획
○ 교육 CQI 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련 산업체의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1단계: 관련 산업체 요구, 학생 및 교수의 요구 반영.
- 2단계: 학생 개개인의 능력 발전을 엄정하게 측정.
- 3단계: 산업체와 글로벌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강의 개선 노력의 지속적 수행.
- 4단계: 강의평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단계별 교육수요자의 만족
도를 확인.
- 5단계: 제기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육과정 편제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적용하고 이를 교육과
정개선에 반영.
○ 인쇄전자공학과에서는 2009년에 WCU 1유형으로 선정되어 대학원에 특성화대학원 학과로 설립된 이
후, 해외초빙 석학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매년 교육 CQI를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사례는 다음과
같음
- 해외석학들과 전공교수들이 산업체 및 학생 요구를 청취하는 ‘수요자 니즈청취’ 프로그램 운영
(1단계).
- 신입생 능력분석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입생을 위한 해외석학 특강과 해외석
학 강의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야간 보충 풀이식 강의 실시(2단계).
- 강의 개선 노력의 지속적 수행(3단계).
- 강의평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해외석학들이 함께 참여하는 강
의 개선점 논의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위원회’ 운영(4단계).
- 해외석학들의 강의법 학습 및 ‘교육과정 개선위원회’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파악하여 교육과정
편제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반영(5단계).
4) 논문작성법 강의 개설 계획
(1) 글로벌 수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교육 실적 및 계획
○ 연구윤리문제 인식과 사례공유 특강
- 일 시: 2012년 9월 4일

○ 연구윤리 강화 교육 실시
- 일 시: 2011년 2월
- 강연자: 허재선 교수(순천대학교 前 산학협력단장)
○ 본 사업단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3단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1단계: 연구윤리 문제사례(표절과 중복게재)에 대한 정기적인 특강으로 문제의식 고취.
- 2단계: 연구윤리 가치관 정립 교과목 편성 (연구윤리는 연구의 계획, 수행, 보고 등과 같은 연구
의 전 과정에서 책임있는 태도로 바람직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임을 연구
윤리 가치관으로 정립하기 위한 교육 실시).
- 3단계: 논문투고, 보고서제출 혹은 학위논문 신청 시 표절 방지를 위한 논문 유사 검색 시스템(카
피킬러, 턴잇인 등) 구축 추진.
(2) 논문작성법 교육실적 및 강의개설 계획
○ 자연과학분야 논문 작성법 지도 실적
- 논문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습을 대학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기술적인 논문쓰기 증진방법 10가지’(by Robert W. Bly)에 대한 교육 실시.
○ 논문작성법 강의개설 계획
- 매년 4쿼터에 자연과학논문 작성법, 연구노트 작성법 및 Technical Writing에 관한 강의 개설
추진.

2.1.2 학사관리제도 및 수준의 우수성
1) 인쇄전자 수렴형 융합 교과과정 집중운영을 위한 4학기제(Quarter제) 운영
○ 기초학문 분야와 응용공학 분야 및 인쇄융합기술 분야 교과목을 집중교육하기 위하여 사업단 소속학
과 인 인쇄전자공학과의 학기를 2009년부터 4학기 제도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음(순천대학교 대학
원 학칙 제17조의 2)
○ 학기당 10주 이상으로 수업일수를 규정하여 연간 수업일수를 33% 증가시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순천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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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7조의 2(학년도·학기) ① 각 대학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각 대학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로 한다. 다만, 대학원 인쇄전자공학과는 매 학년
도 3학기 내지 4학기로 한다. (조신설 2009. 4. 3)
제20조(수업일수) 각 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
만, 대학원 인쇄전자공학과는 매 학기 10주 이상으로 하고, 교육대학원은 1학점 당 15시
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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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융복합 교과목 수강지도. 박사과정에는 인쇄기법, 전자잉
크제조, 회로설계 등 인쇄전자에 직접 관련된 융복합 교과목 수강지도.
- Intensive Training Course 지도: 인쇄전자공학과 석사과정생은 Intensive Training Course인
ITEP(Interactive Training Education Program)과 IOC(Intensive On-site Class)를 졸업 전까지
이수하도록 지도하여, 사업단에 참여하는 해외석학과 인쇄전자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독립적 연구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지도함. 박사과정생은 2회에 걸쳐
REP(Research Enrichment Program)과 ACD(Advanced Capstone Design)를 이수하도록 지도하여 독자
적인 연구설계 능력을 키우도록 지도함.

2) 인쇄전자공학과 학사운영 프로세스의 우수성
(5) 학위 자격요건 강화
○ 본 사업단은 2008년 WCU 1유형으로 선정되어 인쇄전자 특수대학원 학과로 설립된 후, 해외석학 소속
대학인 UC Berkeley, 동경공대 등의 선진 대학원 학사운영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여 학사운영 시스
템을 구축하였으며, 입학전형에서 졸업사정까지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1) 입학전형
- 인쇄전자공학과는 WCU 1유형 학과로서 대학원 전체 모집정원과 별도의 석·박사 모집정원을 가지
고 입학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 중임.
- 우수한 입학자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인쇄전자공학과 소개자료를 배포하
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음.
- 본 사업단의 인쇄전자공학과는 4쿼터 운영학과로써 신입생 모집은 1쿼터와 3쿼터에 시행.
- 선발절차는 (1)학부성적 60%, (2)전공평가 40%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외석학들과 함께 면접고사를 실시하여 영어강의에 대한 수학능력을 평가하고 융합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여 선발함.
- 학·석사, 석·박사 연계과정 추진.

- Qualifying Exam: 석사과정은 3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4과목 이상의 전공교과목으로 하며 종합시
험 응시자격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18학점 이상,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
적 평균 등급 B0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함.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
점으로 하고 70점 이상 합격.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과목은 재시험 기회 제공.
- Preliminary Exam: 4과목을 선택해서 각 과목에 대하여 무작위로 5명의 Committee가 일대일 구술
시험 을 실시하고 5점 중에 4점 이상이어야 통과하며, 2회에 걸쳐 응시 가능함. Preliminary Exam
의Committee에는 사업단 참여 해외석학이 포함됨.
- 석사학위 졸업요건: 졸업학점 25학점 이상, 123글로벌 인재육성 과정 Pass, SCI급 주저자 논문
1편 이상 모두 만족해야 함.
- 박사학위 졸업요건: 졸업학점 36학점 이상, 123글로벌 인재육성 과정 Pass, SCI급 주저자 논문
3편 이상 모두 만족해야 함.
(6) Committee 구성 및 학위논문 심사
- 석사학위 심사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업단 전임교원 3인으로 구성 (산학연 관련 전문가 1
인 포함 가능). 박사학위 심사는 사업단 전임교원 3인과 사업단참여 해외석학 1인 및 산학연 전문
가 1인의 5인 위원으로 구성.

(2) 지도교수 선정
- 다양한 출신대학과 전공을 지닌 신입생들을 위하여 년 2회 신입생 선발 완료 후, 신입생을 위한
Lab 소개 워크숍 실시.
- 해외석학이 참여한 지도교수 선정 Committee 운영을 통해서, Lab 소개 워크숍에서 취합된 신입생
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도교수 선정.
(3) 세부전공 선택
- 각 Lab에서 지도교수의 주관하에 세부 전공 선택하고, C-TRM을 기반으로 연구주제 선정하여 산업
체와 연계된 세부 전공 선택.
※ C-TRM(Consortium-Technology Road Map) 기반 논문주제 선정: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주제 선정
시, 학위논문 주제가 관련 산업계의 기술로드맵 또는 제품로드맵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산학융
합을 추진하고,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결과가 기업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산학융
합 학사관리 프로세스.
(4) 논문지도 체계

3)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강화
○ 학위논문 작성·심사시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
- 2010학년도 전기졸업자부터 적용.
- 학위논문 작성 대학원생의 서약과 지도교수의 확인 날인 의무화.
○ 학위논문 연구윤리 위반시 학위취소 규정 제정
- 순천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및 학위수여 규정 제38조의 2. (2011년 1월 15일 공표).
※ 순천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및 학위수여 규정
제38조의2(학위수여 취소) 연구부정행위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및 대
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1. 1. 26)
4) 학사 커리큘럼의 유연성

○ 해외석학이 각 신입생의 Supervisor로 지정되어 공동학위 논문 지도
- 수강지도: 석사과정 1년차에서는 IT 소재 및 소자의 구동원리 이해에 필수적인 기초학문 교과목
과 인쇄전자에 적용되는 소재과학 관련 응용공학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지도. 석사과정 2년차에서
는 응용공학 교과목과 더불어 전기·전자회로의 해석 및 설계에 필요한 교과목과 printing을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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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을 통한 지역 기업에 석사급 우수인력 공급 확대
- 학사와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수업연한을 1년 단축시켜 우수한 학생을 조기에 석사과정에 진학시
킬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원 진학률을 높이고 지역 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석사급 우수인력
양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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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며, 학사학위과정 3.5년(7학기), 석사학위 1.5년(3학기)으로 구성.
- 대학원 석사과정 등록금 중 입학금 면제.
○ 석·박사 연계과정 운영을 통한 독립적인 연구 역량을 갖는 고급인력 양성
-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과 박사과정 입학시험을 거치지 않고 석사와
박사를 연계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학위과정을 설치함으로써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우수
한 학생에게 석사학위 논문작성 및 박사학위 과정 입학시험 준비 등의 부담을 줄여 연구에 매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고,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게 하
며, 재학연한은 8년으로 함.
- 이수학점은 석·박사과정은 60학점으로 하며,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한 학생이 석사
학위 과정 수료기준을 갖춘 경우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

3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방안

3.1 대학원생 인력 확보/배출 및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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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명)

T_1_1: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명)
T_2_1:실적

T_3_1:확보

T_7_1:배출

T_2_3:석사

T_2_4:박사

T_2_5:석·박사 통합

T_3_2:2010년

D_3_3:18

D_3_4:10

D_3_5:0

T_2_6:계
D_3_6:28

T_4_2:2011년

D_4_3:26

D_4_4:12.5

D_4_5:0

D_4_6:38.5

T_5_2:2012년

D_5_3:22.5

D_5_4:14.5

D_5_5:0

D_5_6:37

T_6_2:계

D_6_3:66.5

D_6_4:37

D_6_5:0

D_6_6:103.5
D_7_6:0

T_7_2:2010년

D_7_3:0

D_7_4:0

D_7_5:X

T_8_2:2011년

D_8_3:7

D_8_4:0

D_8_5:X

D_8_6:7

T_9_2:2012년

D_9_3:11

D_9_4:0

D_9_5:X

D_9_6:11

T_10_2:계

D_10_3:18

D_10_4:0

D_10_5:X

D_10_6:18

3.1.2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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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_2_2:석사

T_2_3:박사

T_2_4:계

T_3_1:1차년(2013년)

D_3_2:8

D_3_3:4

D_3_4:12

T_4_1:2차년(2014년)

D_4_2:16

D_4_3:4

D_4_4:20

T_5_1:3차년(2015년)

D_5_2:16

D_5_3:4

D_5_4:20

T_6_1:4차년(2016년)

D_6_2:14

D_6_3:6

D_6_4:20

T_7_1:5차년(2017년)

D_7_2:16

D_7_3:6

D_7_4:22

T_8_1:6차년(2018년)

D_8_2:14

D_8_3:8

D_8_4:22

T_9_1:7차년(2019년)

D_9_2:15

D_9_3:10

D_9_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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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10_1:계

D_10_2:99

(단위: 명)
T_1_2:대학원생 배출 계획(명)

22 / 345

D_10_3:42

※ 상기 목표 설정에 관한 실현가능성 및 부가설명 기술
- 1차년도(~2014년도 2월)는 신입생 모집 기간이 종료로 충원 현황을 기술하였음.
- 2,3차년도는 100% 충원 계획.
- 4차년도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모집인원 확대 및 박사과정생 비율 증가 계획임.

D_10_4:X

나. 사업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및 지원을 위한 FATI(From Admission To Industry)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우수
대학원생 확보
- 인쇄전자공학과의 우수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을 확보하기위해 본 사업단에서는 입학시에 학위
연구 분야와 연계된 산업체를 선정한 후 대학(사업단)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에
취업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구지원을 하는 종합적인 FATI지원 시스템을 구축함.
1) 우수 대학원생과 산업체 수요 연계 프로그램
○ 우수 대학원생 확보 실적
- 국내 우수한 입학자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인쇄전자공학과 소개자료를 배
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음. 이를 통하여 한양대학교, 전남대학교, 부경대학교 등의 대학에
서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등의 공대학과 졸업생뿐 아니라 화학과, 물리학과 등
의 기초학문 분야의 졸업생들까지 다양한 출신대학과 전공을 지닌 신입생들을 확보하였음.
○ 우수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확보 계획
- 국내외 Conference와 언론 홍보를 통하여 대학원생 모집 홍보: 사업단의 세계적인 연구 성과와 해
외학자와의 우수 공동연구를 국내외 언론과 국제 Conference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우수 대학원
생과 신진연구인력 확보.
- 사업단 참여 해외학자들로부터 우수 대학원생 자원을 추천받고, 순천대학교 국제교류어학원과 공
동학위제 및 학점인정을 하는 외국대학에서 우수 대학원생 유치.
- 국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외국대학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우수 대학원생 확보 (한중과학기
술협력센터 등).
- 관련 산업체와의 MOU를 통하여 우수 산업체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의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
는 산학융합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우수 대학원생 확보.
2) 행정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
○ 산업체 연계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재정지원
- 산업체의 기술개발 로드맵과 연계된 기술개발을 인쇄전자공학과 대학원생이 공동수행함으로써 해
당 대학원생에 대한 산업체의 재정지원 유도.
- 기업의 요청에 따라 사전채용 약정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대학원생에게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산업체와 연계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대학원생의 수강지도와 학위논문지도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사업단) 차원의 행정프로그램 구축.
○ 연구논문 수행을 위한 산업체 재정지원
- 산업체 기술개발 로드맵과 연계된 기술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비 수주 및 지원.
○ 산업체 파견 지원 실시
- 학기 중 일정한 기간에 산업체에 파견되어 학위논문관련 연구개발과 산업체 기술개발을 연계한 학
위논문 현장실습 학점 인정.
○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본부의 재정지원 확대
- WCU 연구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코자 성적 및 연구능력이 우수한 대학
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
- 국내 대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의 접촉기회 증대로 대학원들의 국제적 감각을 고취하고 면학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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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
- 대학원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어 및 영어에 능통한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등록금을 지원
함으로서 WCU 연구와 학업에 전념하게 함.

3.2 대학원생의 취업률 현황 및 진로 개발 계획

3.2.1 취업률
○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본부 행정지원
- 대학원생의 올바른 연구수행, 연구성과 관리 보호 및 연구노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올바른 연구
노트 작성방법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
-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실 안전점검 지도 실시: 매년 1~2회에 걸쳐 대학원생들을 위한 시설물 안전
점검, 소방훈련, 방사선 안전훈련 등을 실시.
-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을 위한 연구활동 종사자 정기(특수)건강검진 실시: 연구실안전환경조성
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건강검진의 실시)에 따라 인쇄전자공학과 대학
원생과 신진연구인력에 대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
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정기(특수) 건강검진을 실시.

<표 4> 사업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 취업률 실적

T_2_4:비취업자(B)

T_1_1:구분
T_2_3:졸업자 (G)

T_3_4:진학자

3) 교육 및 연구지원 프로그램
○ 교육 및 연구지원: 해외석학 소속 대학에 장·단기간 파견하여 공동연구수행 지원(ITEP), 국내외 관
련 사업체에서 인턴쉽 수행 지원(REP), 산업체 연구소나 해외석학 연구실 현장에서 심화 강의 기
회 제공(IOC)
○ 재학생과 산업체 연구원을 멘토-멘티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관련분야의 최신연구 흐름과 기업현장
에서의 이슈 및 취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빠른 시간 내에 대학원생들에게 제공

T_5_1:2012년 2
월 졸업자

T_7_1:2012년 8
월 졸업자

4) 대학원생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 인쇄전자공학과 대학원생을 위한 정기적 교수/산업체 담당자/학생 면담
- 석·박사 신입생은 입학 당시부터 지도교수와 산업체 담당자의 개별적 지도를 받으며, 교육과정에
서 요구하는 이수기준과 졸업요건에 맞는 road map 및 이의 달성 방법 등을 기술한 학업수행 계획
을 지도교수 및 산업체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계획 대비 진척 상황을 매달 지도교수와 상담.
- 석사과정은 3학기, 박사과정은 4학기 이상부터 논문연구를 수강하여 연구 목표달성을 위한 방향
제시와 잠재된 성취욕이 발현될 수 있도록 유도.
- 석사과정생을 공동연구 중인 산업체에 파견하여, 현장 상황을 경험토록 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석사과정 종료 후 자연스럽게 해당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석·박사과정 학생은 외국인 교수에게 연구지도를 받고, 실험실 내의 공식 연구활동에도 영어 사용
을 의무화(예: Lab. Meeting 발표 등).
○ 참여 대학원생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한 3단계 프로세스 구축
- 1단계는 대학원생의 전공, 성향,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진로적성 검사 실시 및 산업체 담당자를
통한 맞춤형 연구 상담.
- 2단계는 맞춤형 연구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체 눈높이에 맞는 학위논문 추진.
- 3단계는 대학원생 연구결과와 산업체 세미나 등을 통하여 기업체와 연계시켜 취업 추진.

T_4_4:국내

T_4_5:국외

T_3_6:입대자

T_1_9:취업률(%)
(D/C)×100
T_2_7:취업대상자
T_2_8:취업자(D)
(C=G-B)

T_5_9:석사/박사
합산

T_5_2:석사

D_5_3:8

D_5_4:3

D_5_5:0

D_5_6:0

D_5_7:5

D_5_8:5

T_6_2:박사

D_6_3:0

D_6_4:X

D_6_5:X

D_6_6:0

D_6_7:0

D_6_8:0

D_6_9:100

T_7_2:석사

D_7_3:3

D_7_4:0

D_7_5:0

D_7_6:0

D_7_7:3

D_7_8:3

T_7_9:석사/박사
합산

T_8_2:박사

T_9_1:계

○ 대학원생의 국제산업경진대회 참가 지원
○ 대학원생이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여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원생이 글로벌 마인
드를 함양하고 인쇄전자 분야의 연구 및 학문 흐름을 직접 경험하도록 지원

(단위: 명, %)
T_1_3:졸업 및 취업현황

D_8_3:0

D_8_4:X

D_8_5:X

D_8_6:0

D_8_7:0

D_8_8:0

D_8_9:100

D_9_3:11

D_9_4:3

D_9_5:0

D_9_6:0

D_9_7:8

D_9_8:8

D_9_9:100

3.2.2 취업의 질적 우수성
○ 2009년 2쿼터에 인쇄전자공학과 신입생이 입학하였으며 2011년 2월 25일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으
며, 2012년 말까지 박사과정 진학자와 병가 1명을 제외하고 배출된 대학원생 전원 취업하였음
- [2011년 2월] 졸업생 4명 중 4명이 효성등 기업에 100% 취업하였음.
- [2011년 8월] 졸업생 3명 중 1명이 WCU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였으며, 2명이 (주)파루에 취업
하였음.
- [2012년 2월] 졸업생 8명 중 3명이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였으며, 4명은 세미콘라이트 등 기업
에 취업하였음.
- [2012년 8월] 졸업생 3명 전원 취업하였음.
○ 졸업자의 90%이상은 인쇄전자 관련분야 기업체에 취업하여 대학원 전공과 일치하는 기업에 대부분
취업을 함으로써 인쇄전자공학과의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우수성을 담보하
고 있음
○ 인쇄전자공학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C-TRM 기반 연구주제 및 학위논문 주제 선정 프로세스는 관련 기
업들로부터 매우 좋은 산학융합 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위과정 중에 해당기업이 기
업과 연계 된 대학원생을 미리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일진머티리얼스 조기취
업 2012년 1명, 2013년 1명)

3.2.3 취업지도/진로 개발 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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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전자공학과 대학원생을 위한 정기적 교수/학생 면담 실적
- 석·박사 신입생은 입학 당시부터 지도교수의 개별적 지도를 받으며, 대학원생의 전공, 성향, 능력
을 파악하기 위한 진로적성 검사 실시 및 전문 진로상담사를 통한 정기적 맞춤형 취업상담 실시.
- 석사과정생을 공동연구 중인 산업체에 파견하여, 현장 상황을 경험토록 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석사과정 종료 후 자연스럽게 해당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석·박사과정 학생은 해외석학에게 정기적으로 진로지도와 연구지도(외국인 교수 면담록-37회)를
받고 있음.
- 인쇄전자공학과 대학원생을 위한 취업박람회 참가지도: 광역경제권선도사업의 연구인력 채용조건
부 과제에서 지역대학원생과 지역기업과의 매칭을 위한 취업박람회에 소속대학원생들의 참가 지원
(2013년 5월, 광주 김대중센터)을 통하여 소속 대학원생이 지역 중견기업에 취업하였음.
○ 취업률 현황 분석 및 특성파악을 통한 취업의 우수성 향상 계획
- 졸업자의 취업률 현황 분석 결과 90% 이상은 인쇄전자 관련분야 기업체에 취업하여 대학원 전공
과 일치하는 기업 취업을 선호하였음.
- 인쇄전자공학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C-TRM 기반 연구주제 및 학위논문 주제 선정 프로세스는
관련 기업들로부터 매우 좋은 산학융합 사례로 인정받고 사전취업 약정을 하는 등 우수사례로 꼽
히고 있음.
-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취업의 우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업의 C-TRM 기반 공동연구와 논문 주
제를 연계시키는 프로세스를 확대 추진함.
- 인쇄전자분야 대기업과 본 사업단을 연계한 컨소시엄 구축을 통하여 대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우수
신입생 선발을 통한 취업의 질 향상.
- 인쇄전자관련 분야 전 세계대학 네트워크를 통하여 본 사업단의 우수 박사 배출자들이 교수로 임
용될 수 있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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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력의 연구수월성

4.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4.1.1 최근 3년간 대학원생 1인당 국제저명학술지 (SCI(E), SSCI, A&HCI) 논문 게재 환산 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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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_1_1:구분

T_2_2:2010년

T_2_3:2011년

T_2_4:2012년

T_1_5:전체기간 실적

T_3_1:논문 총 건수

D_3_2:11

D_3_3:20

D_3_4:25

D_3_5:56

T_4_1:1인당 논문 건수

D_4_2:0.3928

D_4_3:0.5194

D_4_4:0.6756

D_4_5:0.541

T_5_1:논문 총 환산 편수

D_5_2:2.7593

D_5_3:6.7985

D_5_4:8.5638

D_5_5:18.1216

D_6_2:0.0985

D_6_3:0.1765

D_6_4:0.2314

D_6_5:0.175

D_7_2:28

D_7_3:38.5

D_7_4:37

D_7_5:103.5

T_6_1:1인당 논문 환산편
수
T_7_1:소속 학과 대학원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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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_1_1:구분

T_2_2:2010년

T_2_3:2011년

T_2_4:2012년

T_1_5:전체기간 실적

T_3_1:총 환산 편수

D_3_2:2.7593

D_3_3:6.7985

D_3_4:8.5638

D_3_5:18.1216

T_4_1:총 환산 보정 IF

D_4_2:2.29062

D_4_3:4.40916

D_4_4:5.77548

D_4_5:12.47526

T_5_1:환산 논문 1편당 환
산 보정 IF

D_5_2:0.83014

D_5_3:0.64854

D_5_4:0.6744

D_5_5:0.68841

T_6_1:1인당 환산 보정 IF

D_6_2:0.0818

D_6_3:0.11452

D_6_4:0.15609

D_6_5:0.12053

T_7_1:소속 학과 대학원생
수

D_7_2:28

D_7_3:38.5

D_7_4:37

D_7_5:103.5

4.1.3 최근 3년간 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
<표 7> 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
T_1_1: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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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1_2:최근 3년간 실적
T_2_2:2010년

T_2_5:2011년

T_2_8: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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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1_1:전체기간 실적

T_1_1:구분

T_3_2:국제

T_3_3:국내

T_3_4:계

T_3_5:국제

T_3_6:국내

T_3_7:계

T_3_8:국제

T_3_9:국내

T_3_10:계

T_3_1:국제

T_3_12:국내

T_3_13:계

T_4_1:총 건
D_4_2:26
D_4_3:30
D_4_4:56
D_4_5:21
D_4_6:51
D_4_7:72
D_4_8:26
D_4_9:52
D_4_10:78
D_4_1:73
D_4_12:133
D_4_13:206
수
T_5_1:총 환 D_5_2:22.040 D_5_3:13.184
D_5_5:17.573 D_5_6:21.925 D_5_7:39.499 D_5_8:21.994 D_5_9:23.086 D_5_10:45.080 D_5_1:61.609
D_5_13:119.80
D_5_4:35.225
D_5_12:58.196
산편수
5
5
8
4
2
8
1
9
1
51
T_6_1:1인당
환산편
D_6_2:X
D_6_4:1.258
D_6_5:X
D_6_7:1.0259
D_6_8:X
D_6_10:1.2184
D_6_1:X
D_6_13:1.1575
수
T_7_1:소속학
과 대학
D_7_2:X
D_7_4:28
D_7_5:X
D_7_7:38.5
D_7_8:X
D_7_10:37
D_7_1:X
D_7_13:103.5
원생 수

4.2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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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_1_1:항목
T_3_1:대학원생
1인당 국제
저명 학술
지 논문 게
재 환산편
수
T_4_1:대학원생
1인당
SCI(E) 논
문의 환산
보정 IF
T_5_1:환산 논문
1편 당 보
정 IF
T_6_1:대학원생
1인당 학술
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

T_1_9:연평균 증
가율

T_2_2:1차년도

T_2_3:2차년도

T_2_4:3차년도

T_2_5:4차년도

T_2_6:5차년도

T_2_7:6차년도

T_2_8:7차년도

D_3_2:0.23

D_3_3:0.25

D_3_4:0.26

D_3_5:0.28

D_3_6:0.3

D_3_7:0.4

D_3_8:0.5

D_3_9:14.3%

D_4_2:0.16

D_4_3:0.18

D_4_4:0.2

D_4_5:0.22

D_4_6:0.25

D_4_7:0.28

D_4_8:0.32

D_4_9:12.2%

D_5_2:0.67

D_5_3:0.7

D_5_4:0.73

D_5_5:0.75

D_5_6:0.77

D_5_7:0.8

D_5_8:0.9

D_5_9:5%

D_6_2:2.1

D_6_3:2.3

D_6_4:2.4

D_6_5:2.5

D_6_6:2.6

D_6_7:2.8

D_6_8:3

D_6_9:6.1%

※ 상기 목표 설정에 관한 실현가능성 및 부가설명 기술
1) 대학원생 연도별 목표 설정의 적절성
○ 최근 3년간 대학원생 연도별 실적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목표값을 설정하였음
○ 대학원생 1인당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환산 편수는, BK21 PLUS사업을 통하여 현재 0.24편에서 2배 이
상 증가한 값인 0.5편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이는 대학원생 전원이 매년 본인과 지도교
수만 저자로 참여한 SCI급 논문을 1편씩 게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
평균 목표값 증가율은 14.3%로서 진취적인 목표임
○ 대학원생 1인당 SCI급 논문의 환산 보정 IF는, BK21 PLUS사업을 통하여 현재 0.16에서 2배 증가한
값인 0.32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이는 연평균 12.2% 증가율을 달성해야하는 목표값임
○ 환산 논문 1편 당 환산 보정 IF는 현재 0.67로서 우수한 값을 나타내었고, 이는 현재 순천대학교 인
쇄전자공학과 소속 대학원생의 논문의 질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BK21 PLUS사업을 통하여
0.9로 증가하여 논문의 질적인 측면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음
○ 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는 현재 2.1로서, 이는 대학원생 전원이 매년 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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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만 저자로 참여한 국제학회 논문을 2편 이상씩 발표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 소속 대학원생의 학술대회 발표실적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BK21 PLUS사업을 통하여 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를 3.0편로 증가하여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음
2) 대학원생 연도별 목표의 달성 가능성
○ 대학원생 1인당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환산 편수 목표와 대학원생 1인당 SCI급 논문의 환산 보정 IF
목표는 각각 연평균 14.3% 및 12.2% 증가율을 달성해야하는 목표값으로 진취적인 목표이지만, 최
근 3년간의 대학원생 1인당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환산 편수 증가율과 대학원생 1인당 SCI급 논문
의 환산 보정 IF 증가율을 고려하면, 향후 BK21 PLUS사업을 통하여 해외석학의 공동논문지도,
Intensive Training Course(ITEP, REP, IOC, ACD)운영 강화를 통하여 달성 가능
○ 환산 논문 1편 당 환산 보정 IF 목표와 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 목표는, 국
내 참여교수 연구실간의 융합연구 활성화를 통한 우수논문 게재 및 국제학회 발표 확대와, 해외석
학과의 개별적 융합연구에서 집단간 융합연구로의 패러다임 시프트형 연구를 실시하여 상위 1% 저
널 논문 게재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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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지원 계획
1)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현황
(1) 년도별 신진연구인력(포닥) 확보 현황
- 2010년: 5명 (외국인-1명, 내국인-4명)
- 2011년: 4명 (외국인-2명, 내국인-2명)
- 2012년: 3명 (외국인-3명)
(2) 년도별 신진연구인력(포닥) 지원 실적
- 최근 3년간 신진연구인력(포닥)에 대해 인건비 280,000천원, 성과급 7,630천원, 학회참가 및 교
육, 연구파견은 30건 등을 지원하였음.
2)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계획
(1) 신진연구인력 확보 계획
- 국내외 Conference와 언론 홍보를 통하여 신진연구인력 모집 홍보: 사업단의 세계적인 연구 성과
와 해외학자와의 우수 공동연구를 국내외 언론과 국제 Conference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신진연
구인력 확보.
- 사업단 참여 해외학자들로부터 우수 신진연구인력 자원 추천받고, 순천대학교 국제교류어학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대학에서 우수 신진연구인력 유치.
- 국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외국대학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한중과
학기술협력센터 등).
(2)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 계획
- 신진연구인력 리서치 펠로우(Research Fellow) 지원을 통하여 3년간 안정적인 고용보장.
- 연구과제 참여로 인건비와 성과급 추가 확보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
원(인건비 및 성과급 포함 년간 4,500만원).
- BK21 PLUS 지원팀을 통한 행정지원(BK21 PLUS전담 지원팀을 대학원과 산학협력단에 구성하여 지원
함으로써 사업단 소속 신진연구인력들의 행정적인 업무를 최소화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해외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기숙사를 별도로 관리하고 기숙사 배정을 우선적으로 실시.
- 해외 신진연구인력을 위한 MERGE(Multi-cultural Exchange Room for GraduatE)를 설치하여 연구
와 교육 중에 휴식을 취하거나 국내외 신진연구인력 간의 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
(3)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연구지원 계획
- 해외석학 소속 대학에 장·단기간 파견하여 공동연구수행 지원, 산업체 연구소나 해외석학 연구
실 현장에서 심화연구 기회제공.
- 신진연구인력이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여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 하고 인쇄전자 분야의 연구 및 학문 흐름을 직접 경험하도록 지원.
- 신진연구인력은 해외석학에게 정기적으로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재학생과 신진연구인력을 멘토-멘티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신진연구인력이 지닌 연구역량을 재학
생과 함께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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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의 국제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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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_3_1:외국어 강의

T_1_2:구

T_2_3:2010년

T_2_4:2011년

T_2_5:2012년

T_1_6:전체기간 실적

T_3_2:개설과목 수

D_3_3:24

D_3_4:30

D_3_5:30

D_3_6:84

T_4_2:외국어강의 수

D_4_3:11

D_4_4:9

D_4_5:11

D_4_6:31

T_5_2:비율 (%)

D_5_3:45.83%

D_5_4:30%

D_5_5:36.67%

D_5_6:36.9%

D_6_3:9

D_6_4:9

D_6_5:9

D_6_6:27

D_7_3:5

D_7_4:5

D_7_5:5

D_7_6:15

D_8_3:55.56%

D_8_4:55.56%

D_8_5:55.56%

D_8_6:55.56%

D_9_3:28

D_9_4:38.5

D_9_5:37

D_9_6:103.5

T_6_2:사업단 학과(부)
전임교수 수
외국인 전임교수
T_6_1:외국인 전임교수 T_7_2:
수
T_8_2:비율 (%)
T_9_2:사업단 학과(부)
대학원생 수
외국인대학원생
T_9_1:외국인 대학원생 T_10_2:
수
T_1_2:비율 (%)

T_12_1:학위논문

T_1_3:최근 3년간 실적

분

T_12_2:사업단 학과(부)
대학원생 학위논
문 수
T_13_2:대학원생 외국어
작성 학위논문 수
T_14_2:비율 (%)

D_10_3:1

D_10_4:2

D_10_5:1.5

D_10_6:4.5

D_1_3:3.57%

D_1_4:5.19%

D_1_5:4.05%

D_1_6:4.35%

D_12_3:4

D_12_4:11

D_12_5:14

D_12_6:29

D_13_3:1

D_13_4:1

D_13_5:1

D_13_6:3

D_14_3:25%

D_14_4:9.09%

D_14_5:7.14%

D_14_6: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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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교육의 국제화 현황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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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01 ~ 07.09
- 순천대 WCU 인쇄전자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정경환 학생이 해외참여 교수인 동경공대
Yutaka Majima 교수 연구실에 파견되어 단전자 트랜지스터 모델링 및 회로 설계에 관한 공동연구
를 진행하고 개선 된 실험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았음.

5.2.1 대학원생 국제교류
1) 해외석학과의 국제교류 실적
○ 해외석학석좌교수의 대학원생 학위논문 심사 Committee 참여
- 이광용 석사학위 논문의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UC Berkeley의 Vivek Subramanian 교수가 참여.
○ 인쇄전자공학과(WCU 1유형)참여 해외석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대학원생 공동논문 실적
- 장환웅 대학원생이 UC Berkeley의 Ali Javey 교수의 지도를 받아 R2R Al Anodization 연구를 수행
하여 우수저명학술지에 논문게재(Nano Letters, Vol11, 3425, 2011) 등 총 8건의 WCU참여 해외석
학 석좌교수와 대학원생들 12명의 국제교류를 통한 공동논문 게재.
○ 세계 우수 해외석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대학원생 공동논문 실적
- 박민주 대학원생이 Nanjing Univ.의 Chunfeng Zhang교수의 지도를 받아 Nanorod와 Nanodot 간의
계면전하이동 연구를 수행하여 유수 저명학술지에 논문게재(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Vol.22, 3146, 2012) 등 총 5건의 해외석학과 대학원생들의 국제교류를 통한 공동논문 게재.
5.2.2 외국 대학과의 교육 컨텐츠 교류
○ 순천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초빙된 해외학자의 전체 강의를 동영상으로 만들
어 OCW 체제를 구축함(홈페이지 OCW 참조 [http://wcu.sunchon.ac.kr/wcu /ocw/index.asp])
- 해외학자의 수업내용인 OCW 강의를 검토하여 보완점을 피드백 받음.
-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해외학자와 인쇄전자 관련 전문가가 서로 협의하고 이를
반영.
- 학습자 설문조사를 학기마다 1강좌 당 2회씩 실시하여 강의내용을 보완함.
○ 인쇄전자공학과(WCU 1유형) 참여 해외석학 석좌교수의 OCW 강좌 개설 실적
- UC Berkeley, Vivek Subramanian 교수: Solid State Electronics Devices 18강좌.
- UC Berkeley, Ali Javey 교수: 고체전자소자 23강좌.
- 동경공대, Yutaka Majima 교수: Physics of Semiconductor 27강좌.
- 기타: 탄소나노튜브 10강좌.
5.2.3 기타 교육의 국제화 현황 및 실적
1) ITEP (Interactive Training Education Program) 운영
○ UC Berkeley 박사과정생 순천대 WCU 파견 공동교육
- 2010.04.19 ~ 24: Shong Yin
- 2010.05.05 ~ 11: Daniel J. Ruebusch
- 미국 UC Berkeley대학의 Vivek Subramanian 교수와 Ali Javey 교수 Lab의 박사과정생인 Shong과
Daniel J. Ruebusch가 파견되어 Ag잉크 제조 최적화(Shong) 및 옥사이드 기판에서의 광전자변환
소자(Daniel) 등에 관한 연구 발표 및 공동연구 진행.

○ 순천대 WCU 인쇄전자공학과 박사과정생의 미국 UC Berkeley 파견 교육훈련
- 2012.01.07 ~ 03.29
- 박사과정생에 재학중인 김준석 학생이 해외참여교수인 UC Berkeley의 Ali Javey 교수 연구실에 파
견되어 CNT를 이용한 인쇄 트랜지스터의 성능 개선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며 교육훈련을 받았음.
○ 순천대 WCU 인쇄전자공학과 박사과정생의 동경공대 파견 교육훈련
- 2011.10.24 ~ 11.15
- 순천대 WCU 인쇄전자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구현모 학생이 해외 참여교수인 동경공대
Yutaka Majima 교수 연구실에 파견되어 Au Substrate 제작, Double-barrier Tunneling 구조를 형
성하는 OPE(Oligophenyl Ethynylene) 분자 저항 측정 등에 관한 교육훈련 및 연구를 진행하였음.
○ 순천대 WCU 인쇄전자공학과 석사과정생의 호주울릉공대 파견 교육훈련
- 2012.07.19 ~ 08.20
- 호주 울릉공대의 Prof. Gordon Wallace 연구팀인 Intelligent Polymer Research Institute 연구실
에 파견되어 Electrochromic과 무선전력 전송시스템에 대한 기초실험 훈련 및 선진 연구력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았음.
○ 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박사과정생 순천대 WCU 파견 공동교육
- 2011.05.20 ~ 08.13
- 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대학의 박사과정생인 Stephen E. Swiontek가 미국의 NSF
Fund 지원으로 순천대 WCU 연구팀에 파견되어 인쇄전자와 관련한 Top-down etching 방법의 FRET
LED 등에 관한 연구를 하였음.
○ 중국 상해대학교 박사과정생 순천대 WCU 파견 공동교육
- 2011.02.26 ~ 05.04
- 중국 상해대학의 박사과정생인 Lee Dong이 상해대학교 재원으로 순천대 WCU 연구팀에 파견되어 나
노막대 LED구조의 엑시톤, 크기조절이 가능한 InGaN/GaN 나노막대 LED구조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연구를 하였음.
○ 순천대 WCU 인쇄전자공학과 석사과정생의 UC Berkeley 파견 교육훈련
- 2012.09.06 ~ 12.28
- 석사과정생에 재학중이었던 주연경 학생이 해외참여교수인 UC Berkeley의 Ali Javey 교수 연구실
에 파견되어 100% 인쇄 트랜지스터의 제작 및 성능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교육훈
련을 받았음.
2) REP (Research Enrichment Program)
○ 미국 VSEA(Varian Semiconductor Equipment Associates) 해외인턴쉽 파견
- 2010년 4월 11일, VSEA사와의 MOU체결을 통해 2010년 3학기에 2명의 인쇄전자공학과 학생에게 해
외인턴쉽 실시(박민주, 김용덕).
- 계속적으로 해외인턴을 파견하여 이온주입 장치 제작, 운영, 공정 등에 관한 실무경험 축적.
- 2010년 4학기 1명 해외인턴쉽 실시(인쇄전자공학과 김용덕).

○ 순천대 WCU 인쇄전자공학과 석사과정생의 동경공대 파견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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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SNNC 산학협력 체결에 따른 인쇄전자공학과 졸업생의 명예사원 위촉
- 2010년 3월 5일
- 페로니켈 생산 전문업체인 (주)SNNC와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인쇄전자공학과 대학원생을 명예사원
으로 위촉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LG전자기술원 인턴쉽 파견
- 순천대 WCU 인쇄전자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오승규를 LG전자기술원에 파견하여 GaN based
전력소자 효율 행상을 위해 MOCVD 장비운영, fabrication process 개발 등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
한 실무경험 축적.

5.3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계획
1) 교육 인프라의 국제화 강화
(1) 모든 전공교과목의 외국어 강의 및 해외석학의 OCW 확대
○ 본 사업단 소속 인쇄전자공학과는 WCU 1유형 학과로써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어 왔으며 향후에
도 모든 전공 교과목은 영어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임(논문 작성법, 연구윤리, 진로지도 등의 비전
공교과목은 과목에 따라 영어로 진행될 예정임)
○ WCU 1유형 학과인 인쇄전자공학과 해외석학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어 강의 실시

3) IOC (Intensive On-Site Class)
○ 일본 동경공대 Yutaka Majima 교수 현장심화강의
- 2012.08.06 ~ 08.11
- 소속 대학원생들 9명이 해외석학 소속대학인 동경공대를 방문하여 해외석학이 보유한 최첨단 기자
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이론 강의를 실시하여 심화현장교육을 실시하였음.
○ Ali Javey 교수, Yutaka Majima 교수 및 조규진 교수의 ㈜파루FE 현장심화강의
- 2012.06 ~ 08
- 인쇄전자에 대한 실무경험을 위해 ㈜파루FE에 파견되어 있는 소속대학원생들과 기타 대학원생들
의 이론 및 실무 심화를 위해 직접 ㈜파루FE를 방문하여 현장심화 강의 실시.
- Roll-to-Roll Gravure 장비 운영 및 이론에 대한 현장심화 강의.
- 반도체물리특론 심화강의 및 Gravure 장비에 사용되는 전자잉크의 유기물 저항 및 커패시턴스 특
성 규명, 등에 관한 현장심화강의.
- 트랜지스터 시뮬레이션 및 잉크제조에 관한 이론 심화강의.

○ 국내참여교수와 해외석학강좌 OCW 탑재 확대
- 국내참여교수와 해외석학이 인쇄전자, 재료 및 기계 장비에 이르는 종합 공학적인 소양을 지닌 글
로벌 석·박사 대학원생 양성을 위한 강의를 실시하고 이를 OCW 탑재함으로써 교육 인프라의 국제
화 강화.
(2) 해외석학을 활용한 교육인프라의 국제화 강화
○ 학문 체계를 고려하여 해외석학 전공교과목 편성
- 인쇄전자분야가 IT-NT-PT 융합 학문분야임을 고려하여 기초학문 교과목과 응용 공학 교과목 및 인
쇄전자 특화 교과목에 해외석학 강의를 적절히 배분.
○ 해외석학 소속 대학인 UC Berkeley, 동경공대 등의 선진대학원 학사운영 프로세스를 해외석학으로부
터 도입하여 입학전형에서 졸업사정까지의 학사운영시스템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시킴
○ 대학원생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123글로벌 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하고 해외
석학은 사업단 참여 대학원생의 공동 논문지도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진로지도와 연구 지도를
실시
(3) 대학원생 구성의 국제화
○ 국내외 Conference와 해외 언론 홍보를 통하여 해외 대학원생 모집 홍보: 사업단의 세계적인 연구
성과와 해외학자와의 우수 공동연구를 해외 언론과 국제 Conference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우수
해외 대학원생 확보
○ 사업단 참여 해외학자들로부터 우수 해외대학원생 자원 추천받고, 순천대학교 국제교류어학원과 공
동학위제 및 학점인정을 하는 외국대학에서 우수 해외 대학원생 유치
○ 국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외국대학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우수 해외 대학원생 확보(인쇄전
자 국제공동연구소,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등)
(4) 대학원생 학위논문의 국제화
○ 박사학위 논문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도록 제도화하며, 박사학위 논문의 Committee 구성 시 해외학
자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제도화하여 대학원생 학위논문의 국제화 추구
○ 석사학위 논문은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업의 C-TRM 기반 학위 논문주제의 경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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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적으로 영어로 작성하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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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의 REP 국제화 프로그램 강화

○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SCI급 논문을 반드시 1편이상 주저자로 게재하도록 지도하고, 박사학위 과정에
서는 SCI급 논문을 반드시 3편이상 주저자로 게재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영어 학위논문 작성을 체계
화 함

○ 순천대 대학원 인쇄전자공학과 박사과정생 및 신진연구인력이 해외석학 연구실과 직접 연계하여 연
구주제를 정하고 방학 중 이를 수행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받는 제도를 통하여 수행 중인 연
구 project와 별도의 새로운 주제를 설정하고, 실험적 또는 이론적 연구로 이를 달성함으로써 대학
원생의 국제교류 활성화

○ 석·박사 학위 과정에서 해외석학이 공동논문지도 교수로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진로지도와 연구 지
도를 실시함으로써 영어 학위논문 작성을 체계화 함
2)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국제교류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 컨텐츠 교류 계획
(1)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해외연구실 장기 연수 추진 계획
○ WCU 1유형 인쇄전자공학과 해외석학 Lab과의 상호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BK21 PLUS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을 해외석학 Lab에 장기 연수 실시
○ 해외석학 Lab의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이 미국 NSF에서 실시하는 아시아태평양 연수 프로그램에
서 Fund 지원을 받아 본 사업단의 인쇄전자 분야 세계적 연구실적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장기 연수
를 수행함으로써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과의 교류를 확대
○ 인쇄전자관련 해외 선도 Lab과의 밀접한 교류를 통하여,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을
해외 선도 Lab에 장기연수 실시
(2)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해외공동연구수행 계획
○ 인쇄전자국제공동연구소 설립, 국제협력사업(한중과학기술협력센타사업 등)을 통하여 인쇄전자 관련
분야의 세계적 선도대학, 연구소, 기업과의 해외공동연구 수행 기회 확대
○ 사업단 참여 해외석학으로부터 정기적 연구지도 및 교류를 통하여 해외공동연구 수행 확대
○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우수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국제 Conference에서의 발표를 통한 해외
공동 연구 기회 확대
3) 연구주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추진
(1) 대학원생의 ITEP 국제화 프로그램 강화
○ 순천대 대학원 인쇄전자공학과 학생들을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석학 소속 대학
에 파견하고, 해외석학 소속 Lab의 대학원생 및 연구원들을 세계적인 인쇄전자기술과 설비를 보유
하고 있는 순천대 대학원 인쇄전자공학과에 파견하여 상호교육(Interactive Training)을 실시함으
로써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원생의 국제교류 활성화
(2) 대학원생의 IOC 국제화 프로그램 강화
○ 순천대 대학원 인쇄전자공학과 학생들의 이론 및 실무 심화를 위하여, 해외석학이 보유한 최첨단 기
자재를 이용하여 해외석학 소속대학 현장에서 이론 및 실무 강의를 실시하여 해외현장에서의 심화
교육을 통하여 대학원생의 국제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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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단의 연구비전 및 달성 전략
○ 사업기간내 국제학회 대학원생 발표 100회 이상
6.1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비전
1) 연구비전 및 달성 전략 설정 배경
○ IT융합/인쇄전자 공학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기에 있는 분야로서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전자 소자들
이 포토리쏘 공정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고비용 복잡 공정에서, R2R (Roll-to-Roll) 인쇄 방식 등
을 이용하여 플렉시블 한 종이, 섬유 및 플라스틱 필름에 초저가 단순 공정으로 생산가능하도록 하
는 학문임
○ IT융합/인쇄전자 분야는 세계시장 규모가 2015년 이후 급격히 성장하여 2020년에는 100조원, 2025년
에는 25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IDTechEx, Organic
Electronics Forecasts, Players, Opportunities 2005-2025)
○ 남해안의 중심인 광양만권은 POSCO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철강산업과 여천 석유화학국가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 산업, 그리고 광양항과 광양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 산
업이 발달되어 있어, 유무기 소재 중심의 인쇄전자 기반산업이 미래 지역 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함
○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는 2008년 12월 WCU 1유형으로 선정되었으며 BK21 PLUS 사업을 통해 인쇄
전자 분야의 글로벌-리딩 대학원으로서 위상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는 2008년 세계최초로 100% 인쇄방식의 13.56MHz 1bit RFID Tag를 개발하
였고, 2009년에는 세계최초 100% 인쇄방식의 13.56MHz 4bit RFID Tag 개발, 2010년에는 세계최초
100% 인쇄방식의 13.56MHz 16bit RFID Tag와 Half Adder를 발표하였으며, 2011년에는 세계최초
100% 인쇄방식의 13.56MHz 32bit RFID Tag와 Full Adder를 발표하였고, 2012년에는 세계최초 100%
인쇄방식의 13.56MHz 96bit RFID Tag를 구현하는 등 인쇄전자 분야 연구 및 산업을 선도하는 월드베스트, 월드-리딩 연구중심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시대적으로 IT-NT-PT융합 인쇄전자 연구의 중요성과 함께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WCU 1유형)가
수행한 인쇄전자 분야 연구 및 산업을 선도하는 성과, 연구인프라 및 WCU참여 해외석학을 포함한
세계적인 인쇄전자 교육시스템 및 연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BK21 PLUS 글로벌인재양성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창조적인 연구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였음
2) 연구비전
○ 해외석학을 활용한 세계수준의 IT-NT-PT융합연구로 인쇄전자 분야 월드-베스트, 월드-리딩 연구역
량 확보
3) 연구목표 (Vision Statement)
○ 대학원생 1인당 상위 10%급 논문 석사과정 1편, 박사과정 2편
○ 사업기간내 인쇄전자 관련 산업체 기술 이전 금액 10억원 이상
○ 사업기간내 국제학회 기조연설 및 초청강연 30회 이상
41 / 345

6.2 연구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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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참여교수진과 해외석학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활성화하여 융합기술에 기반한 와해성 기술을
발굴

1)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추진전략
○ 인쇄전자분야 월드-베스트, 월드-리딩 연구역량 확보 추진 전략
- 세계수준의 IT-NT-PT 융합연구 추진.
- IT-NT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과 효율적 공동연구 추진.
- 인쇄전자 분야 국제표준 주도.
- 인쇄전자 특성화 대학원 설립 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해외석학들과의 국제학회 공동 주최 및 상
호 초청강연 실시.

○ 인쇄전자 분야 중 시장 파급효과가 막대한 새로운 제품을 산학공동 연구를 통하여 개발하여 사업단
의 연구역량과 성과가 즉시 인쇄전자 산업체에 이전되도록 함

○ 국제저명학술지 우수논문 게재 향상 전략
- 국내 참여교수간의 융합연구 활성화.
- 해외석학과의 밀착형 융합공동연구 활성화.
- 와해성 기술을 발굴.
○ 인쇄전자 분야 산학협력 활성화 추진 전략
- 산학융합 공동연구 추진.
- C-TRM 기반 학위논문 주제선정으로 산학융합화 추진.
2)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방법
○ 대학원생 연구 환경 세계 최첨단화: 해외석학 및 인쇄전자 분야 국내외 선도기업들과 인쇄전자 국제
공동연구소 설립을 통한 인쇄전자분야 세계 최고의 연구환경 조성
○ 대학원생 상위 논문 작성 장려 프로그램 운영: 상위 10% 논문에 주저자로 논문 발표시 인센티브로
지급 (편당 100만원)
○ 대학원생 논문 주제 선정시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연구 개발 완료시 기술이전 극대화(C-TRM)
○ 대학원생의 국제학회 구두발표를 장려하기 위해 산업체 연계한 경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구 성과를 세계적으로 홍보하여 관련 분야 국제학회에서 초청 및 기조강연 기회 증가
○ 플렉시블 초저가 IT 소자 관련 첨단 기술 개발을 주도하여 기업체와의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 추진
○ 세계적 수준의 R2R 인쇄를 이용한 전자소자 및 공정기술(순천대), 전자잉크물질 제조기술(순천대,
QMUL), 반도체 나노선 기술(UC Berkeley, 동경공대) 및 인쇄전자 회로설계 기술(UC Berkeley)의
융합연구로 부터 인쇄전자 분야 원천기술 선점
○ 인쇄전자 국제표준화기구인 인쇄전자기술위원회(IEC/TC119)의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인쇄전
자 분야 국제표준을 주도함으로써 원천특허 확보 등을 추진
○ 유기-무기 소재 제조기술과 멀티스케일 모델링을 융합하여 새로운 신물질 탐색으로 우수 연구성과
창출
○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의 상호 파견 프로그램(ITEP, REP)을 활용하여 국제 융합공동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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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진의 구성

7.1 참여 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7.1.1 연구 비전에 맞는 연구진 구성
1) 사업단장의 연구, 행정역량 및 수행의지
○ 사업단장인 표명호 교수는 2008년 WCU 사업 1유형으로 선정되어 순천대학교 특성화대학원 인쇄전자
공학과 설립 이후 현재까지 학과장으로서 해외석학 운영, 해외협력 행정 및 국제 학사 관련 임무
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설 특성화대학원 학과가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연구 인프라 및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연구, 행정역량을 발휘하였음(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는 글로벌 학사운
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학과장은 Department Head로서 학과의 행정, 연구, 교육 시스템의 수
장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종신 학과장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
○ 학과장으로서 순천대학교 WCU 사업단 인쇄전자공학과를 책임 운영하여 2011년, 2012년 2년 연속
WCU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결과를 WCU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우수 성과 사례로 발표함
○ WCU 학과장으로서 참여교수와 해외석학들 간의 융합연구를 주도하여 Advanced Materials,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등의 세계적 권위지에 교신저자로서 우수논문을 게재하여 사업단장으로서의
연구역량을 입증하였음
○ 순천대학교 WCU 사업단 인쇄전자공학과의 성공적인 WCU 사업 수행경험, 해외석학과의 융합연구
성과 및 글로벌스탠다드 교육시스템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수준의 IT융합-인쇄전자 글
로벌 창의인재양성 사업단(BK21 PLUS 글로벌인재양성형 사업단)의 단장으로서 성공적인 BK21 PLUS
사업단의 운영 및 이를 통한 지속적인 인쇄전자공학과의 발전을 주도하는데 최고의 역량을 갖춤
2) 사업단장 이력 및 대표업적
○ 인적사항
- 성명: 표명호
- 소속기관: 순천대학교
○ 학력사항 및 최종학위
- 1978.3 ~ 1982.2 (B.S) Dept. of Chem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1982.3 ~ 1984.2 (M.S) Dept. of Chem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1989.9 ~ 1994.6 (Ph.D) Dept. of Chemistry, University of Florida, USA
○ 주요경력
- 2009.3 ~ Present Professor, Dept. of Printed Electronics Engineering, Sunchon National
University, Korea
- 1995.3 ~ Present Dept. of Chemistry, Sunchon National University, Korea
- 2000.9 ~ 2001.8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Florida, USA
- 1994.7 ~ 1995.1 Post-Doctorat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SA
- 1984.3 ~ 1989.8 Research Scientist, LG Chem. C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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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소속: 인쇄전자공학과
전공: 광전자재료
최종학위 취득기관: 연세대학교
최종학위 취득년도: 1997년
주요경력: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수석연구원, RIC 센터장

4) 국내 참여교수 연구 역량의 우수성

○ 연구업적
- “SnO2/Graphene Composites with Self-Assembled Alternating Oxide and Amine Layers for High
Li-Storage and Excellent Stability”, Advanced Materials, 2013, Early View
- “Graphene Oxide as a Corrosion Inhibitor for The Aluminum Current Collector in Lithium
Ion Batteries”, Carbon, Vol52, 128~136, 2013
- “SnO2 Nanoparticles Confined in a Graphene Framework for Advanced Anode Materials”,
Journal of Power Sources, Vol240, 683~690, 2013
- “A New Paradigm for Materials Discovery: Heuristics-Assisted Combinatorial Chemistry
Involving Parameterization of Material Novelty”,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Vol22,
2258~2266, 2012
- “Suppression of Phase Transition in LiTb0.01Mn1.99O4 Cathodes with Fast Li+ Diffusion”,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Vol4, 6842~6848, 2012
- “Genetic Algorithm-assisted Optimization of Partially Dyed-TiO2 for Room-temperature
Printable Photoanodes of Dye-sensitized Solar Cells", J. Mater. Chem, Vol22, 551~556,
2012
3) 국내참여교수 인적사항
○ 표명호 교수
- 현재소속: 인쇄전자공학과
- 전공: 에너지소재, 전기화학
- 최종학위 취득기관: University of Florida
- 최종학위 취득년도: 1994
- 주요경력: LG 화학
○ 조규진 교수
- 현재소속: 인쇄전자공학과
- 전공: 인쇄전자
- 최종학위 취득기관: University of Oklahoma
- 최종학위 취득년도: 1995
- 주요경력: RRC센터장, 중기거점사업 총괄책임자(2007~2011)
○ 이지면 교수
- 현재소속: 인쇄전자공학과
- 전공: 나노전자재료
- 최종학위 취득기관: GIST
- 최종학위 취득년도: 2002년
- 주요경력: ETRI선임연구원,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단장
○ 최시훈 교수
- 현재소속: 인쇄전자공학과
- 전공: 수치해석 및 모델링
- 최종학위 취득기관: 서울대학교
- 최종학위 취득년도: 1998년
- 주요경력: 미국 Alcoa 기술연구소 연구원, POSCO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 곽준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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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IT, NT, PT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능력을 보유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본
학과 및 사업단 교수진이 구성되어 있음
○ 국립순천대학교 교수진이 보유한 NT, PT 분야의 세계적인 기술과 IT 분야의 세계적인 해외석학과 함
께 IT-NT-PT 융합형 인쇄전자 특성화대학원(WCU 1유형 사업단)을 운영하여 단기간 내에 인쇄전자
분야 세계선도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한 성과를 바탕으로, WCU 사업단의 IT 분야 대부분의 해외석
학을 BK21 PLUS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세계적인 IT-NT-PT융합연구를 수행하여 월드-베스
트, 월드-리딩 연구 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한 역량의 연구자들로 사업단을 구성하였음

○ 21세기 IT 산업의 와해기술로 현재 도입기에 있는 인쇄전자의 한계기술을 IT-NT-PT 융합기술로 극복
할 수 있도록 IT-NT-PT 각 분야 세계수준의 연구능력을 보유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본 대학원 학과
교수진을 구성하였고, 학과 구성원 전원이 BK21 PLUS 글로벌인재양성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음
○ 순천대 표명호 교수는 최근 에너지소재와 전기분석화학의 전문가로서 WCU 사업 시작과 함께 해외학
자와 공동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여 수편의 공동논문을 발표하였고, 최근에는 이차전지용 음극소재로
서 기존의 전기화학적 성능을 능가하는 연구결과를 우수 학술지에 게재하였음 (Advanced
Materials 2013, Early View,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012, 2258)
○ 순천대 조규진 교수는 2005년 국내 최초로 인쇄 링오실레이터, 인쇄 공진칩 등을 발표하는 등 국내
최고의 인쇄전자 연구팀을 이끌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2007년 10월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서 개최된 Plastic Electronics Symposium에서 인쇄 RFID Tag 제조기술과 관련하여 기조강연을 하
였으며, 2008년 6월에는 세계 최초로 100% 인쇄공정에 의한 13.56 ㎒구동 1bit RFID Tag를 시연하
였음. 또한 WCU 사업 선정 및 수행 과정에서 인쇄전자분야 해외석학과의 IT-NT-PT융합연구를 본격
적으로 수행함으로써, 2009년에는 세계최초 100% 인쇄방식의 13.56MHz 4bit RFID Tag 개발, 2010년
에는 세계최초 100% 인쇄방식의 13.56MHz 16bit RFID Tag와 Half Adder를 발표하였으며, 2011년에
는 세계최초 100% 인쇄방식의 13.56MHz 32bit RFID Tag와 Full Adder를 발표하였고, 2012년에는 세
계최초 100% 인쇄방식의 13.56MHz 96bit RFID Tag를 구현하는 등 인쇄전자 분야 연구 및 산업을 선
도하고 있음
○ 순천대 이지면 교수는 국내 최초의 LED 공정 전문 박사학위자로 인쇄공정을 이용한 디스플레이의 구
현에 반드시 필요한 투명전극 및 표면처리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반도체 조
명 LED 공정분야에서 국제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50여 편의 특허를 국내 및 해외 출
원/등록하였고, 50여 편의 LED 관련 SCI 교신저자 논문을 게재하였음
○ 순천대 최시훈 교수는 재료·공정 수치해석 및 모델링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IT융합
및 인쇄공정의 최적화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공정 수치해석 및 모델링 분야의 선도적인 위치를 확
보하고 있음 (JCR Metallurgy & Metallurgical Engineering 카테고리 75개 SCI논문 중 1위인 Acta
Materialia 논문에 최근 3년동안 2편 게재 및 JCR Mechanics 카테고리 132개 SCI논문 중 3위인
International Journal of Plasticity 논문에 최근 3년동안 5편 게재)
○ 순천대 곽준섭 교수는 인쇄조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반도체 LD/LED조명 소자기술의 전문가로, 다
년간 대기업에서 반도체 LD/LED 소자기술개발을 수행하였고 60여 건의 국내 등록 특허와 50여 건
의 해외 등록 특허 및 110여 편의 반도체 소자제조 관련 SCI 논문을 게재하였음 (H-Index 18, 2012
년에는 중국 난징대학교와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반도체 조명의 발광미케니즘을 규명하여 유명
해외학술지에 게재(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012, 3146))
5) 구성인력의 전공 적합성
○ 21세기 IT 산업의 와해기술로 현재 도입기에 있는 인쇄전자의 한계기술을 IT-NT-PT 융합기술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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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체 장비제조 회사인 미국 Applied Materials사가 Varian Semiconductor사를 1조원 이상의 규모로
인수하는데 기여하였음.
○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는 스웨덴의 Thin Film사와 공동으로 RF 스마트 태그 기술 개발 관련
MOU 체결을 통해서, 관련 인쇄전자소자 시제품 공급 추진

8.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최근 3년)

○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는 미국 NanoIntegris사와 공동으로 카본나노튜브 기반의 그라비아 반도
체잉크 개발 추진

8.1.1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1) 국제학회 및 학술대회 활동 실적
○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가 보유한 세계최고수준의 100% R2R 그라비아 인쇄기반 인쇄전자 소자 제
조기술을 바탕으로 MRS, ICFPE 등 인쇄전자 분야 세계적인 국제학회에서 기조연설과 튜토리얼 강의

○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는 영국 IDTech와의 협약을 통하여 인쇄 RF소자 샘플 제공을 통한 국제
적 연구활동 수행
2) 국제표준 위원회 활동

○ 인쇄전자 관련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과 수치해석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료물성 분야에서 세계적인
국제학회인 ISPICA에서 3년 연속 기조연설 수행
○ 사업단 참여 국내교수들의 인쇄전자 관련 우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PE Europe, PE Asia, PE Usa 등
의 인쇄전자 분야 세계적 국제학회에서 최근 3년간 초청강연 33회 실시(국내 교수 1인당 연간 2.2
회의 세계적 국제학회 초청강연 실시)
○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는 인쇄전자 관련 세계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ICNST2011,
ME&D2010 등 IT-NT 분야 국제학회를 주최하였음.
○ 사업단 참여 국내교수들의 국제적 명성을 바탕으로 ICNST2011, PEK2012 국제학회에서 조직위원장 역
할을 수행하였고 다수의 국제학회에서 조직위원으로 활동하였음
2) 국제 학술지 및 국제 저술 활동 실적
○ 인쇄전자 분야 세계적 명성을 바탕으로 Journal of Applied Physics, Japanese Journal of Applied
Physics,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등의 우수 해외저널의 편집위원으로 활동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인쇄전자기술위원회 (TC119) 부간사 선임을 통한 국제 활동
- 100여년 역사를 가진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95개 TC(기술위원회) 중 우리나라가
처음 주도해 설립한 위원회인 TC119(인쇄전자기술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임원을 지명하는 간
사국을 맡아 부간사로 순천대 조규진 교수를 선임, 국내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의 국제 위상을 크
게 높였으며 이를 통한 활발한 국제활동.
3) 해외대학 및 연구소와의 국제적 연구활동 실적
○ 중국 난징대학교와 MOU 체결을 통한 연구협력
- 2011년 11월 10일, 2012년 6월 28일에 중국 난징대학교와 순천대 WCU 인쇄전자공학과의 MOU 체결
을 통해 학생파견을 통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행 및 국제 공동연구 교류 활성화.
○ 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와의 공동연구 교류
- 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위해 2011.05.20 ~ 8.13에 미국의 NSF
Fund 지원으로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대학의 박사과정생인 Stephen E. Swiontek가 순천
대 WCU 연구팀에 파견되어 인쇄전자와 관련한 Top-down etching 방법의 FRET LED 등에 관한 연구
진행.

○ 인쇄기반 광소자기술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Invited Book Chapter 저술
○ 호주 울릉공대와의 공동연구 협력
- 호주 울릉공대의 Prof. Gordon Wallace 연구팀인 Intelligent Polymer Research Institute와의 공
동연구 협력을 통해 상호간 대학원생 교육훈련 프로그램 진행 및 Electrochromic과 무선 전력전송
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 진행.

8.1.2 국제적 연구활동 참여 실적
1) 해외 기업과의 공동연구

○ 미국 UC San Diego 전자공학과의 Yu-Hwa Lo 교수와 인쇄 RF 마이크로 유체센서 공동개발을 통해 공
동논문 1편 및 미국특허와 PCT 출원

○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는 미국 VSEA(Varian Semiconductor Equipment Associates)와 MOU 체결
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 실시
-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장비 회사인 VSEA사와 순천대 WCU 인쇄전자공학과는 광반도체 분야의 공동연
구를 위한 MOU체결(2010.04)을 통해 국제 공동연구 수행 및 소속 대학원생들의 해외인턴쉽 파견
(대학원생 2명 2010.3Q,4Q 파견).
- 미국 Varian Semiconductor사와의 산학융합연구과제(이온주입 기술을 이용한 나노 발광소자 제조
공정개발) 수행을 통하여 최근 3년간 나노 발광소자 관련 특허를 10건 이상 출원하였고 이를 바탕
으로 Varian Semiconductor사가 이온주입 장비를 나노 광소자 제조 전문기업에 공급함으로써
Varian Semiconductor사의 매출 및 미래가치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세계 최대 반도

○ 벨기에 IMEC, 네덜란드 Holst Center의 Paul 교수와 인쇄전자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추진
○ 핀란드 VTT와 인쇄 OLED 관련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추진
○ 미국 Palo Alto의 PARC와 인쇄전자관련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추진 및 학생 파견
○ 프랑스 LITEN과 국제협력
- 2012년 11월 14일, 프랑스 CEA(원자력 및 대체에너지청) 산하 연구기관인 LITEN의 전자인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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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매니저인 Isaballe Chartier과의 공동연구 협의.
4) 인쇄전자 분야 해외석학 석좌교수와 선도 해외석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우수논문 게재
○ 최근 3년간 인쇄전자공학과 해외석학 석좌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Nano Letters (UC Berkeley
Ali Javey 교수와 조규진 교수 공동연구) 등의 우수 저널에 8편 논문 게재
○ 최근 3년간 인쇄전자분야 선도 해외학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Nanjing Univ. Chunfeng Zhang 교수와 곽준섭 교수 공동연구) 등의 우수 저널에 11편 논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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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업단 비전에 맞는 국제화 전략 및 계획의 우수성
1) 사업단의 연구국제화 전략
(1) IT-NT-PT 기반 구축 WCU 1유형을 바탕으로 해외학자와 융합연구를 통한 독보적 연구성과 도출
○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WCU)에서 지난 5년간 추진한 세계수준의 IT-NT-PT융합연구 기반 구축
완료
- 세계적 수준의 R2R 인쇄를 이용한 전자소자 및 공정 기술(순천대), 전자잉크 물질 제조기술(순천
대, QMUL), 인쇄 IC의 동작 속도를 GHz 단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반도체 나노선 기술(UC
Berkeley, 동경공대) 및 인쇄전자 회로설계기술(UC Berkeley)의 융합연구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IT-NT-PT 성과 도출.
○ 인쇄전자분야 해외석학과의 융합연구 강화로 독보적 연구 성과 도출
- WCU 1유형 사업에서 구축한 IT-NT-PT융합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개별적 융합연구에서 집단간 융합
연구로의 패러다임 시프트형 융합연구를 실시하여 독보적 연구 도출.
(2) 개별 해외석학 및 연구실과의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WCU 1유형)를 토대로 인쇄전자분야 해외석학과
세계적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인쇄전자 국제공동연구소 설립을 통한 국제화 추진
○ WCU 인쇄전자공학과의 IT-NT분야 세계적인 석학들과 인쇄전자 분야 국내외 다양한 선도기업들이 참
여하는 인쇄전자 국제공동연구소를 설립하여, 광양만권 중심의 플라스틱 기반 인쇄전자소자 연구집
단과 스웨덴 기업 중심의 종이기반 플렉시블 인쇄전자소자 연구집단(ACREO 연구소 외 5개 기업)과
의 국제적 산학융합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사업단 연구 결과의 국제적 상용화 추진
※ 광양만권은 여천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으로 지역 성숙산업인 화학 플랜트 산업
을 바탕으로 미래첨단 산업인 플라스틱 기반 인쇄전자 산업의 최적지이며, 스웨덴은 세계적인
종이 산업 중심지로 미래첨단 종이기반 인쇄전자 산업의 메카임. 따라서 광양만권에 플라스틱
기반 인쇄전자 국제공동연구소를 설립하여, 스웨덴의 종이기반 인쇄전자 기업들을 연계한 세계
적인 연구집단 간 융합연구를 추진할 예정임.
- 위치: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
- 센터규모: 부지 10천㎡, 건축면적 5,300㎡
- 총사업비: 430억원
(3) 인쇄전자 분야 국제표준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성과(WCU 1유형)를 바탕으로 인쇄전자 국제표준 주도
권확보 및 인쇄전자 분야 유력 국제학회의 정기적 주최를 통한 사업단 연구 국제화 도약
○ 인쇄전자 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화기구인 인쇄전자기술위원회(IEC/TC119)에서 국제표준을 주도
한 성과를 바탕으로 인쇄전자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
○ 인쇄전자 분야 국제표준을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쇄전자 분야 유력 국제학회를 유치하여 정기적
으로 주최
2) 자체 준거 집단 비교를 통한 세계적 수준 달성 계획
○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WCU 1유형)은 2008년 12월 이후 WCU 사업을 수행하면서 유사 해외 선도
학과를 준거집단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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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BK21 PLUS 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에서는 사업 참여 국내교수진의 역량을 해외 선도그룹과 비교하
여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7년 동안의 세계적 수준 달성목표를 설정하고자, WCU 1유형 및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해외석학을 제외한 순수한 국내참여 교수진의 역량을 준거집단과 비교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가 WCU 사업에 선정되어 2009년에 설립된 것을 고려해
볼 때 인쇄전자공학과의 박사과정생의 수가 아직은 적기 때문이나, 향후 BK21 PLUS사업을 통하여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박사과정생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교수 1인당 SCI급 논문 게재건수 비교
- 1인당 SCI급 평균 논문 게재건수의 경우, Yale University는 2.0건, University of Pennsylvania
는 3.4건, University of Washington은 1.2건이었고,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 소속 국내교수
는 5.2건임.
- 해외 유명대학 준거집단과 순천대학교 BK21 PLUS사업 참여 국내교수의 교수 1인당 SCI급 논문 게
재건수를 비교한 결과, SCI 논문 건수는 해외유명대학 학과에 비하여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
었음.
- 준거집단 교수수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 사업단 참여교수들의 연
구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월드-베스트, 월드-리딩 연구역량 확보 계획
-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가 BK21 PLUS 사업을 통하여 월드-베스트, 월드-리딩 연구역량을 보유
한 연구집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계획을 진취적으로 수립하였음.
- 교수 1인당 SCI급 논문 게재 건수는 해외 유수대학 학과에 비하여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므
로 5.2건에서 6건으로 상향하여 목표를 계획하였음.
- 교수 1인당 SCI급 논문 Impact Factor는 해외 유수대학 학과 보다는 앞서 있지만 해외 선도대학
학과에 비교할 때 아직 월드-베스트 실적에는 미치지 못하였음으로, BK21 PLUS사업을 통하여 월
드-베스트, 월드-리딩 연구역량을 보유한 연구집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SCI 상위 1%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교수 1인당 SCI급 논문 Impact Factor를 현재 17.5에서 25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음.
- 교수 1인당 SCI 상위 10% 논문 수는 해외 선도대학 학과와 유사하여 연구성과의 우수성을 담보하
고 있지만, 국제적인 선도그룹으로 발돋움하고자 현재 2.4에서 3.5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음.
-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현재 5.8에서 6.0으로 계획하였음.

○ 교수 1인당 SCI급 논문 Impact Factor 비교
- 교수 1인당 SCI급 논문 Impact Factor의 경우, Yale University는 14.0, University of
Pennsylvania는 24.2, University of Washington은 3.8 이었고,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는
17.5임.
- 해외 유명대학 준거집단과 순천대학교 BK21 PLUS사업 참여 국내교수의 교수 1인당 SCI급 논문
Impact Factor를 비교한 결과, SCI 논문의 Impact Factor는 Yale대학교 전기공학과와 University
of Washington 전기공학과 보다는 높았지만 University of Pennsylvania 전기시스템공학과의
24.2 보다는 아직 낮았음.
- 이러한 결과는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 국내교수의 SCI급 논문의 질이 해외 유수대학 학과 보
다는 앞서 있지만 해외 선도대학 학과에 비교할 때 아직 월드-베스트 실적에는 미치지 못하였음
을 의미함.
- 따라서 BK21 PLUS사업을 통하여 월드-베스트, 월드-리딩 연구역량을 보유한 연구집단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사업단 참여 국내교수의 SCI급 논문의 질을 우선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
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임.
○ 교수 1인당 SCI 상위 10% 논문 비교
- 교수 1인당 SCI 상위 10% 논문 수의 경우, Yale University는 1.1편, University of Pennsylvania
는 2.3편, University of Washington은 0.5편 이었고,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는 2.4편임.
- 해외 유명대학 준거집단과 순천대학교 BK21 PLUS사업 참여 국내교수의 교수 1인당 SCI 상위 10%
논문 수를 비교한 결과, 사업단 참여교수의 SCI 상위 10% 논문 수는 Yale University 전기공학과
와 University of Washington 전기공학과 보다 높았고 University of Pennsylvania 전기시스템공
학과와는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음.
- 이러한 결과는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 국내교수의 SCI 우수논문의 수준이 해외 선도대학 학과
와 유사함을 의미.
- 따라서 BK21 PLUS사업을 통하여 월드-베스트, 월드-리딩 연구역량을 보유한 연구집단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 SCI 상위 10% 논문 수를 지속적으로 높여감과 동시에 SCI 상위 1% 논문을 게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교수 1인당 학생 수
- 교수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Yale University는 5.1명, University of Pennsylvania는 1.7명,
University of Washington은 9,6명,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는 5.8명임.
-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 전기시스템공학
과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Yale University 전기공학과와는 유사한 수준이며, University of
Washington 전기공학과와 비교했을 때는 훨씬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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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여교수 연구역량

9.2 논문 (최근 3년)

9.1 연구비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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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최근 3년간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표 11> 참여교수 1인당 논문 환산 편수 실적

T_1_1:항목
T_3_1:정부연구비 수주총
액
T_4_1:산업체 연구비 수주
총액
T_5_1:해외기관 연구비 수
주 환산총액
T_6_1:1인당 총 연구비 수
주액

T_1_2:수주액(천원)
T_2_2:2010년

T_2_3:2011년

T_2_4:2012년

T_2_5:전체기간 실적

D_3_2:3,153,495

D_3_3:4,032,758

D_3_4:5,697,348

D_3_5:12,883,601

D_4_2:240,000

D_4_3:423,774

D_4_4:120,900

D_4_5:784,674

D_5_2:70,834

D_5_3:73,912

D_5_4:-

D_5_5:144,746

D_6_2:692,865

D_6_3:906,088

D_6_4:1,163,649

D_6_5:2,762,604

T_7_1:참여교수 수

환산 논문 편수

T_1_2:최근 3년간 실적

T_1_1:구 분

T_2_2:2010년

T_2_3:2011년

T_2_4:2012년

T_1_5:전체기간 실적

T_3_1:논문 총 건수

D_3_2:23

D_3_3:22

D_3_4:26

D_3_5:71

T_4_1:1인당 논문 건수

D_4_2:4.6

D_4_3:4.4

D_4_4:5.2

D_4_5:14.2

T_5_1:논문 총 환산 편수

D_5_2:6.9917

D_5_3:7.6356

D_5_4:7.7866

D_5_5:22.4139

T_6_1:1인당 논문 환산편
수

D_6_2:1.3983

D_6_3:1.5271

D_6_4:1.5573

D_6_5:4.4827

T_7_1:참여교수 수

D_7_5:5

D_7_5:5
9.2.2 참여교수 1인당 SCI(E) (SSCI 포함) 논문의 환산 보정 IF
<표 12> 최근 3년간 참여교수 1인당 SCI, SCIE (SSCI 포함) 논문의 환산 보정 IF
T_1_2:최근 3년간 실적

T_1_1:구 분

T_2_2:2010년

T_2_3:2011년

T_2_4:2012년

T_1_5:전체기간 실적

T_3_1:총 환산편수

D_3_2:6.9917

D_3_3:7.6356

D_3_4:7.7866

D_3_5:22.4139

T_4_1:총 환산보정IF

D_4_2:4.67808

D_4_3:5.0508

D_4_4:5.80897

D_4_5:15.53785

T_5_1:환산 논문 1편당 환
산보정 IF

D_5_2:0.66909

D_5_3:0.66148

D_5_4:0.74602

D_5_5:0.69322

T_6_1:1인당 환산 보정 IF

D_6_2:0.93561

D_6_3:1.01016

D_6_4:1.16179

D_6_5:3.10757

T_7_1:참여교수 수

D_7_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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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_3_1:Eigenfactor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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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1_3:최근 3년간 실적
T_2_3:2010년

T_2_4:2011년

T_2_5:2012년

T_1_6:전체기간 실적

T_3_2:총 환산편수

D_3_3:6.9917

D_3_4:7.6356

D_3_5:7.7866

D_3_6:22.4139

T_4_2:총 환산보정ES

D_4_3:5.71519

D_4_4:5.26105

D_4_5:9.38873

D_4_6:20.36497

T_5_2:환산 논문 1편당
환산보정 ES

D_5_3:0.81742

D_5_4:0.68901

D_5_5:1.20575

D_5_6:0.9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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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3_1:Eigenfactor
Score

T_7_1:Impact Factor

T_6_2:1인당 환산보정
ES

D_6_3:1.14303

D_6_4:1.05221

D_6_5:1.87774

D_6_6:4.07299

T_7_2:총 환산편수

D_7_3:6.9917

D_7_4:7.6356

D_7_5:7.7866

D_7_6:22.4139

T_8_2:총 환산보정IF

D_8_3:4.67808

D_8_4:5.0508

D_8_5:5.80897

D_8_6:15.53785

D_9_3:0.66909

D_9_4:0.66148

D_9_5:0.74602

D_9_6:0.69322

D_10_3:0.93561

D_10_4:1.01016

D_10_5:1.16179

D_10_6:3.1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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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_1_1:참여교수 수

plastic foils, Transactions on Electron Devices, Vol57, No3, 571, 2010"는 81회 인용, ”
Simulation of stress concetration in Mg alloys, Acta Materialia, Vol58, 320 2010"은 24회 인
용, "Dye-sensitized solar cell of TiO2 nanoparticle/nanorod composites, Thin Solid Films,
Vol518, 6542, 2010"은 22회 인용되는 등 2010년도 출판된 논문 1편당 평균 8.3회의 인용횟수를
기록하고 있음.

D_1_6:5
9.2.4 사업단 국제저명학술지

<표13>의 1인당 환산 보정 ES(환산 논문 1편당 환산 보정 ES 포함) 또는 1인당 환산 보정
IF(환산 논문 1편당 환산 보정 IF 포함)를 활용하여 사업단 논문의 질적 우수성을 기술
○ 사업단 논문의 질적 우수성
- IF 10.0 이상 논문은 Nano Letters 1편,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3편의 총 4편으로, 인쇄
전자공학 분야를 감안하면 연간 1편 이상의 IF 10.0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우수한 실적을 나타
내었음.
- 보정 IF 1.0 이상의 논문은 16편으로 참여교수 1인당 3.2편이었음. 이는 참여교수 전원이 1년에
1편 이상씩 상위 20% 이상의 SCI논문을 게재하고 있음을 의미하여, 지방대학의 상대적으로 열악
한 연구여건의 고려할 때 사업단 참여교수 논문의 질적 우수성을 담보하고 있음.
- 최근 3년 동안 JCR의 Metallurgy & Metallurgical Engineering 카테고리 75개 SCI논문 중 1위인
Acta Materialia에 2편 게재, Mechanics 카테고리 132개 SCI논문 중 3위인 International
Journal of Plasticity에 5편 게재, Chemistry, Physical 카테고리 134개 논문 중 4위인 Nano
Letters에 1편 게재 및 Physics, Applied 카테고리 125개 논문 중 6위인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3편 게재함으로써 사업단 논문의 질적 우수성을 보여줌.
- 또한, 2012년 1인당 환산보정 IF와 환산 논문 1편당 환산보정IF는 2011년에 비하여 각각 15% 및
13% 증가율을 나타내어, BK21 PLUS 사업 수행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1인당 환산보정 IF와 환산
논문 1편당 환산보정IF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줌.

사업단 특성에 따라 <표13> 이외에 공신력 있는 논문 평가방법(예: SCOPUS의 SJR, SNIP,
Google Scholar 등)을 활용하여 사업단 논문의 질적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기술

우수 논문 향상 계획

○ 국내 참여교수간의 융합연구 활성화를 통한 우수논문 게재 확대
- 순천대학교 특성화대학원 인쇄전자공학과는 2008년 WCU 1유형 선정과 학과설립 시 화학과, 화학공
학과, 재료금속공학과에 소속된 NT, PT 분야의 우수 교수진을 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지난 5년
간 국내 참여교수 간의 융합연구로 국제저명학술지에 우수논문을 다수 게재한 성과를 도출하였음.
※ 예 - 표명호 손기선 Advanced Materials, Vol25, DOI:10.1002/adma.201301264
표명호 손기선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Vol22, 2258~2266, 2012
조규진 표명호 Electrochimica Acta, Vol56, 9476~9481, 2011
-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 BK21 PLUS 글로벌인재양성형 사업단에서도 WCU 1유형 사업수행 성과
를 바탕으로 국내 참여교수간의 융합연구를 가속화하여 국제저명학술지에 우수논문 게재를 강화
하고자함.
- PT 분야 세계적 수준의 학자인 조규진 교수와 NT 분야인 전자잉크 제조 기술을 보유한 표명호 교
수 간의 융합연구를 통하여 신기능 나노 Ag잉크, 나노 Cu잉크 연구 개발을 추진하여 우수연구 성
과를 창출함으로써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
- NT 분야의 유기-무기 소재 제조기술(표명호 교수)과 멀티스케일 모델링(최시훈 교수)을 융합하여
신기능 소재를 탐색 발견하여 SCI 상위 1% 국제저명학술지에 우수논문 게재.
- IT 분야인 반도체 조명 제조기술(곽준섭 교수)과 PT 분야인 전이인쇄 기술을 융합하여 유연 무기
조명을 연구함으로써 국제저명학술지에 우수논문 게재.
- NT 분야인 Graphene CVD 제조기술(이지면 교수), Graphene-Oxide 제조기술(표명호 교수)과 인쇄전
자 트랜지스터 제조기술(조규진 교수)을 융합하여 고성능 인쇄 트랜지스터를 개발함으로써 연구성
과를 SCI 상위 1%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 추진.

○ 사업단 연구 성과의 파급력
- 사업단 연구결과들은 그 우수성 및 독창성을 인정받아 권위있는 각종 학술지 및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음. 특히 IEEE Transactions on Electron Devices에 게제된 “All-Printed and Rollto-Roll Printable 13.56-MH-Operated 1 bit RF Tag on Plastic Foils Vol57, No3, 571-580,
2010” 는 Nature Research Highlights, MIT's Technology Review, Science News 등의 유력
학술지에 소개되었으며, KBS뉴스(2010.03.15), myFox New York(2010.03.25) 등의 언론 매체에도
연구 성과가 소개되었음.
- 이외에도 조규진 교수의 “Fully roll-to-roll gravure printed rectenna on plastic foils for
wireless power transmission at 13.56 MHz, Nanotechnology, Vol23, 344006, 2012”은 인쇄전자
연구 성과의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논문으로 BBC NEWS(2013.08.13), MIT Technology
(2012.08.10) 등에 소개되었음.
- 사업단 소속 국내참여교수의 연구결과의 파급력은 발표 논문들의 인용횟수로부터 확인 가능함.
- 2010년도 논문의 경우, “All-printed and R2R printable 13.56 MHz-operated 1-bit RF tag on

○ 해외석학과의 개별적 융합연구에서 집단간 융합연구로의 패러다임 시프트형 연구를 실시하여 상위
1% 저널 논문 게재
- 순천대학교 WCU 인쇄전자공학과의 해외석학과 국내참여교수 간에 지난 5년간 수행한 밀착형 융합
연구로 국제저명학술지에 우수논문을 다수 게재한 성과를 도출하였음.
※ 예 - 조규진 Ali Javey, Nano Letters, Vol11, 3425-3430, 2011
조규진 Yutaka Majima, Applied Physics Letters, Vol101, 083115, 2012
표명호 Ali Javey,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Vol158, A237-A240, 2011
-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 BK21 PLUS 글로벌인재양성형 사업단에서도 WCU 1유형 사업수행 성과
를 바탕으로 해외석학과 국내참여교수들의 IT-NT-PT 분야의 융합을 가속화하여 국제저명학술지에
우수논문 게재를 강화하고자 함.
- PT 분야 세계적 수준의 연구 집단인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와 NT 분야 세계적 선두그룹인
UC Berkeley 전자공학과 Ali Javey 교수 및 Vivek Subramanian 교수간의 집단 융합연구를 통하여
신기능 인쇄전자 소자 제조기술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우수 연구성과 창출 및 상위 1% 저널 논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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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분야인 분자단위 전자이동 연구(동경공대 Majima 교수)와 NT 분야인 2차전지 나노음극 소재
연구(표명호 교수) 및 나노 금속 잉크의 특성 분석 연구(QMUL Michael Reece교수)와 전자상태
계산 연구(최시훈 교수)를 융합하여 새로운 신물질 탐색으로 우수 연구 성과 창출 및 상위 1%
저널 논문 게재.

10 산학협력

10.1 특허 및 기술이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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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_1_1:구 분

T_3_1:국내 특허

T_5_1:국제 특허

T_2_3:2010년

T_2_4:2011년

T_2_5:2012년

T_1_6:전체기간 실적

T_3_2:등록건수

D_3_3:3

D_3_4:6

D_3_5:20

D_3_6:29

T_4_2:등록 환산건수

D_4_3:0.7916

D_4_4:1.6582

D_4_5:7.6832

D_4_6:10.133

T_5_2:등록건수

D_5_3:4

D_5_4:7

D_5_5:4

D_5_6:15

T_6_2:등록 환산건수

D_6_3:4.2666

D_6_4:4.0665

D_6_5:3.4666

D_6_6:11.7997

T_7_1:등록건수 합계

D_7_3:7

D_7_4:13

D_7_5:24

D_7_6:44

T_8_1:등록환산건수 합계

D_8_3:5.0582

D_8_4:5.7247

D_8_5:11.1498

D_8_6:21.9327

D_9_3:1.0116

D_9_4:1.1449

D_9_5:2.2299

D_9_6:4.3865

T_9_1:참여교수 1인당 등록환산건수

T_10_1:참여교수 수

D_10_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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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_3_1:특허 관련

T_5_1:특허 이외 산업
재산권 관련

T_7_1:지적재산권 관련

T_9_1:Know-how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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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T_1_3:최근 3년간 실적(천원)
T_2_3:2010년

T_2_4:2011년

T_2_5:2012년

T_1_6:전체기간 실적

T_3_2:기술료 수입액

D_3_3:-

D_3_4:90,000

D_3_5:15,000

D_3_6:105,000

T_4_2:참여교수 1인당
수입액

D_4_3:0

D_4_4:18,000

D_4_5:3,000

D_4_6:21,000

T_5_2:기술료 수입액

D_5_3:-

D_5_4:-

D_5_5:-

D_5_6:-

T_6_2:참여교수 1인당
수입액

D_6_3:0

D_6_4:0

D_6_5:0

D_6_6:0

T_7_2:기술료 수입액

D_7_3:-

D_7_4:-

D_7_5:30,000

D_7_6:30,000

T_8_2:참여교수 1인당
수입액

D_8_3:0

D_8_4:0

D_8_5:6,000

D_8_6:6,000

T_9_2:기술료 수입액

D_9_3:11,000

D_9_4:45,120

D_9_5:37,260

D_9_6:93,380

T_10_2:참여교수 1인당
수입액

D_10_3:2,200

D_10_4:9,024

D_10_5:7,452

D_10_6:1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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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1_2:전체 기술료 수
입액
T_1_1:기술이전 전체실
적 수입액
T_12_2:참여교수 1인당
수입액

D_1_3:11,000

D_1_4:135,120

D_1_5:82,260

D_1_6:228,380

D_12_3:2,200

D_12_4:27,024

D_12_5:16,452

D_12_6:45,676

T_13_1:참여교수 수

D_13_6:5

10.2 산학협력 연구의 우수성
1)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의 우수 실적
(1) 산학협력 연구의 우수 실적
○ 인쇄전자공학과 참여 해외석학들과 국내참여교수들이 함께 지역 산업체의 미래선도 기술 개발 차원
에서 2008년부터 인쇄전자 연계 신기술인 인쇄 RFID 제조기술 전반에 걸친(전자잉크, 인쇄시스템,
인쇄전자소자설계) 종합적인 산학협력을 추진하여 지역의 기업이 인쇄 RFID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고용 창출 20명을 달성하였
으며, 향 후 2020년까지 연간 매출 2,000억원을 일으킬 수 있는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함
- UC Bekeley, UC San Diego와 지역산업체 공동연구 개발 수행 2건.
- 인쇄전자 관련 특허 30건 출원 및 등록.
- 인쇄전자 관련 세계적 우수논문 12편 게재.
- 미국 NBC(2010년), 영국 BBC(2012년), 일본 NHK(2012년)에서 인쇄전자 관련 우수 산학협력 사례로
소개.
○ 인쇄전자 관련 산학협력을 통해 개발된 전자잉크를 2013년부터 중국 최대 투명전극 제조사에 수출함
○ 인쇄전자 관련 산업체의 기술 재교육을 위해 매년 2회 인쇄전자 기술 교육강좌를 산업체 대상으로
실시하여, 연간 12명의 연구원을 재교육함으로써 이들을 통한 인쇄전자 관련 산학협력 연결 시스
템 확보
○ 인쇄전자 관련 산업체의 초기 투자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단기간에 인쇄전자 관련 시작품 제작
및 산학협력을 연간 2개 기업과 실시
○ 미국 Varian Semiconductor사와의 산학융합연구과제(이온주입 기술을 이용한 나노 발광소자 제조
공정 개발) 수행을 통하여 최근 3년간 나노 발광소자 관련 특허를 15건 출원 및 등록하였고, 참여
대학원생이 인쇄전자공학과 Intensive Training Course인 REP를 통하여 보스턴 소재 Varian
Semiconductor사에서 해외인턴쉽을 수행하였음
※ 산학융합연구과제 결과를 바탕으로, 반도체 이온주입 장비를 나노 발광소자 제조 전문기업에
공급함으로써 Varian Semiconductor사의 매출 및 미래가치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세계 최대 반도체장비제조 회사인 미국 Applied Materials사가 Varian Semiconductor사를 1조원
이상의 규모로 인수하는데 기여하였음.
○ 세계적인 신소재 회사인 POSCO와 산학협력을 통해 금속소재 제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 레벨에서 나노스케일을 거쳐 벌크스케일에 이르는 멀티스케일 모델링 기법을 개발하
였으며, 이를 통하여 고기능성 재료의 미세조직 설계와 공정개선을 통해 송도 POSCO팀에서 인쇄
전자 관련 금속기판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됨
○ 세계적인 본딩와이어 제조회사인 Heraeus사와 산학협력을 실시하여 본딩와이어 공정에 대한 모델링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낮은 일함수 합금 설계 기술을 이용한 인쇄 OLED
Cathode 전극을 상온에서 인쇄할 수 있는 공정 확립에 큰 기여를 하였음
(2) 산학협력 교육의 우수 실적
○ 미국 Varian Semiconductor사와의 산학융합연구과제(이온주입 기술을 이용한 나노 발광소자 제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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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개발)를 수행하면서 미국 Varian Semiconductor사와 순천대학교 WCU 인쇄전자공학과 간의 MOU
체결을 통하여 인쇄전자공학과의 Intensive Training Course인 REP 연계로 사업단 참여 대학원생
(김용덕, 박민주)을 해외인턴쉽 파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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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년도에는 참여교수 1인당 등록환산건수는 2.0건 기술이전료는 10,000천원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함

○ 지역의 인쇄전자 전문기업인 ㈜파루FE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인쇄전자공학과의 Intensive
Training Course인 IOC를 연계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밀착형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IOC 참여
대학원생(이광용, 박용수)이 ㈜파루FE에 석사학위 후 취업하였음
○ LG전자 산학협력과제를 수행하면서, 인쇄전자공학과의 Intensive Training Course인 REP 연계로
사업단 참여 대학원생(오승규)을 인턴쉽 파견하였음
2)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의 우수 성과 창출 계획
(1) 산학협력 연구의 우수 성과 창출 계획
○ 인쇄전자 기반 중소기업-대기업 연계 산학융합연구 추진
- 인쇄전자분야 부품소자 생산 중소기업체들과 IT분야 대기업을 연계하여 기술 개발에서 최종 생산
품까지 고려한 산학 공동개발과제를 도출함으로써 기술개발 내용이 사업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국내외 대기업 연계 산학협력 연구 추진.
- 중소기업에서 도출된 핵심 인쇄전자 관련 필요 기술들을 사업단 참여교수진이 보유한 핵심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산학공동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산학공동연구가 사업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인쇄전자 분야 기업들과 사업단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국 인쇄전자산업협회와 긴밀
한 산업체 수요 조사를 매년 추진함으로써 사업단 참여 국내외 교수들의 핵심 연구 분야가 인쇄
전자 관련 기업들의 필요 기술과 일치된 실질적 산학융합연구 추진.
(2) 산학협력 교육의 우수 성과 창출 계획
○ 인쇄전자공학과의 인쇄전자 관련 기업 C-TRM 기반 연구주제 및 학위논문 주제 선정 프로세스를
통하여 산학공동연구와 사업단의 교육·연구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밀착형 산학융합 교육·연구
및 사전 취업 약정 등의 우수 성과 창출 추진
○ 산학융합연구와 인쇄전자공학과의 Intensive Training Course인 REP, IOC를 연계하여 교육과정에서
인쇄전자 관련 산업체와의 밀착형 산학협력을 수행함으로써 산학융합 우수사례 창출
○ 인쇄전자공학과의 ACD(Advanced Capstone Design, 고등설계특론)프로그램을 통하여 순천대 대학원
인쇄전자공학과 박사과정생이 하나의 기술개발 세부 주제를 산업체 연구원과 동시에 수행하고
도출된 결과를 산학융합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참여기업에 전수함으로써 산학융합 우수
사례 창출
3)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 강화를 통한 산학협력 실적 창출 계획
○ 인쇄전자공학과의 산학협력 특화프로그램인 C-TRM을 기반으로 하여 창출된 결과들은 특허출원을
원칙으로 함
○ 따라서, 산학협력 실적은 출원 및 등록특허 건수로 정량적 목표치를 제시하고자 하며,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기술이전료 또한 등록특허 건수에 비례적으로 증가되도록 설정하고자 함
○ 이에 따라, 현재의 실적을 참고하여 BK21 PLUS 사업 1차년도에는 참여교수 1인당 등록환산건수는
1.55건 기술이전료는 7,500천원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사업이 종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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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산학간 인적 및 물적 교류
1) 산학간 인적 및 물적 교류 실적의 우수성
○ 인쇄전자 관련 지역기업인 ㈜파루FE의 기업부설연구소와 WCU 인쇄전자공학과 간의 산학융합연구
체계 구축으로 연간 평균 10여명의 인쇄전자공학과 대학원생이 ㈜파루FE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장비, 재료를 이용한 산학연구를 수행하고 대다수의 졸업생이 ㈜파루FE에 연구원으로 취업함

-

-

○ ㈜파루FE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은 WCU 인쇄전자공학과에서 보유한 세계적인 수준의 인쇄
전자 연구장비를 이용하여 전자잉크 연구, 인쇄전자기술연구를 해외석학들과 공동으로 수행함
○ ㈜파루FE에서 WCU 인쇄전자공학과에 고가의 인쇄장비 및 클린룸 설치 지원
○ POSCO에서 산학협력을 위해 9년간 총 7억원 지원
○ WCU 인쇄전자공학과 Intensive Training Course인 REP, IOC 프로그램을 통한 산학간 인적 교류 실시
- 인쇄전자공학과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파루FE 연구소에서 UC Berkeley의 Ali Javey 교수와 동경
공대 Yutake Majima 교수의 현장 심화연구 지도를 받고, Open Course Ware (OCW)에 연구지도 내용
을 업로드 함.
- ㈜파루FE 현장에서 인쇄전자장비(그라비아 인쇄장치)를 이용한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
- REP 프로그램을 통한 산학간 인적 교류.
· VSEA사와의 MOU 체결을 통해 2010년 3학기에 2명, 2010년 4학기에 1명의 인쇄전자공학과 학생
들을 해외인턴으로 파견하여 이온주입 장치 제작, 운영, 공정 등에 관한 실무경험을 축적하는
등 상호 인적교류를 활성화(인쇄전자공학과 2010년 4학기 김용덕, 인턴쉽 지도담당 연구원
Dr.Evans, Certificate of Completion: WCU 김용덕 학생의 인턴쉽 완료).
· 순천대 WCU 인쇄전자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오승규를 LG전자기술원에 파견하여 GaN 기반
의 전력소자 효율 향상을 위해 MOCVD 장비운영, fabrication process 개발 등에 직접 참여시
켜 다양한 실무경험을 축적하는 등 산학간 인적 교류 수행.
- IOC 프로그램을 통한 산학간 인적 및 물적교류
· 인쇄전자공학과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해외석학 Yutaka Majima 교수 소속대학인 동경공대를
방문하여 동경공대에서 보유한 최첨단기자재를 이용한 연구지도를 받고, 직접 Yutaka Majima
교수 실험실에서 연구분야별 집중적인 심화 현장교육을 수강하였고 이를 OCW에 업로드하여
산학 간 연구정보교류 창으로 활용함으로써 산학간 인적 및 물적교류 활성화.

-

-

○ WCU 인쇄전자공학과 소속 해외학자들과 국내참여교수들이 수행한 기술지도
- ㈜파루 100건 이상, 동우화인켐 20회 이상, 한솔제지 4회 이상, 삼성전기 2회 이상, 삼성전자
2회 이상, 삼성디스플레이 2회 이상, LG전자 2회 이상, LG이노텍 3회 이상, POSCO 50회 이상,
유니젯 10회 이상, 아이펜 20회 이상, 일본 다이닛뽄프린팅 2회 이상, 일본 토판프린팅 2회 이
상, 한국조폐공사 6회 이상, 한화나노텍 6회 이상, SKC기술연구소 2회 이상, 한화중앙기술연구소
2회 이상, 무림페이퍼 10회 이상, Heraeus 10회 이상, 미래나노텍 10회 이상, 한국원자력연구소
20회 이상, 한국재료연구소 20회 이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회 이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회
이상, 와이즈파워 10회 이상,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0회 이상, 전남테크노파크 20회 이상.
- 해외석학의 자치단체 자문 사례.
· 전남도청 정책자문: WCU 인쇄전자공학과 소속 해외학자인 Vivek Subramanian교수가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경제산업국 국장과 함께 지역 대학을 축으로 한 지역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가 가능
한 인쇄전자 정책자문 실시.
· 경제자유구역청 정책자문: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팀장이 WCU 사업단을 방문하여 Vivek
Subramanian 교수와 Ali Javey 교수로부터 인쇄전자국제공동연구소 설립에 대한 정책자문을

받음.
·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과 기술지도 및 협력 회의: 2012.07.20, Vivek Subramanian 교수
가 전남테크노파크를 방문하여 기업지원단장과 함께 나노신소재 분야 기업 육성에 대한 기술
지도 및 협력 회의 수행.
해외석학의 중앙정부 자문 사례.
· UC Berkeley의 Vivek Subramanian 교수가 국내 인쇄전자 산업육성 관련 지식경제부 담당 사무
관 및 과장과 자문함.
산업체 기술지도 사례.
· ㈜파루FE 연구원 자문
: 2010.11.27, Ali Javey 교수가 ㈜파루FE 임남수 연구원에게 Printed Electronics Circuits
에 대한 기술자문 수행.
: 2011.03.21, Vivek Subramanian 교수가 ㈜파루FE 노진수 연구원에게 Printed ICs 인쇄를
위한 기본 블록 회로 정리에 관한 기술자문 실시.
: 2012.07.19, Vivek Subramanian 교수가 ㈜파루FE의 정민훈, 이광용 연구원에게 인쇄 RFID
에 대한 기술자문 수행.
· 프라운호퍼 한국 지사장과의 기술지도: 2012.03.30, Ali Javey 교수가 프라운호퍼 한국 지사
장과 함께 플렉시블 전자소자 관련 기술지도 수행.
· NCL코리아 기술지도: 2012.07.20, Vivek Subramanian 교수가 NCL코리아를 방문하여 플렉시블
전자 소자용 희소금속 소재분석에 대한 기술지도 수행.
워크숍 및 포럼 개최를 통한 인쇄전자 관련 재직자 교육 실시.
· Printed Flexible Electronics Workshop 2011 : 2011.01.17 ~ 18, 디스플레이·태양전지·RFID
(무선을 통해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인식 기술) 등의 전자 디바이스
를 만들어내는 R2R 인쇄전자 기술에 대한 Workshop을 개최, Vivek Subramanian 교수와 Deli
Wang 교수가 연사자로 참여하는 등 인쇄전자 관련 산업체 재직자들과의 정보교류의 장 활성화.
· Flexible Electronics Symposium 2012: 2012.08.10, 순천대 및 광주·전남 나노기술연합회와
함께 Flexible Electronics Summer Symposium 2012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인쇄전자 및 나노바
이오 분야에 대한 연구발표 및 Master Class를 통해 재직자 교육 실시.
다양한 교육강좌 참여를 통한 재직자 교육 활성화.
· 미래사회의 플렉시블 전자소자 교육강좌: 2011.08.05, 차세대전략산업용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에서 개최하였던 미래사회의 플렉시블 전자소자용 희소금속(In, Ga) 소재 활용 개발 동향 교육
강좌에 WCU인쇄전자공학과 소속 해외학자인 Ali Javey 교수가 초청되어 대학원생 및 희소금속
부품소재 산업체 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
· 인쇄전자관련 산업체인력양성 교육강좌: 2011.08.18, 차세대소재퓨전그린테크놀로지지역혁신센
터에서 개최하였던 인쇄전자관련 산업체인력 양성 교육강좌에 Vivek Subramanian 교수가 초청
되어 국외 연구기관인 Chanwanich Security Printing Co. Ltd를 비롯하여 인쇄전자관련 산업
체 연구원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
· LED 및 전자소재 분야 교육강좌: 2012.01.12, 차세대소재퓨전그린테크놀로지지역혁신센터에서
개최하였던 LED 및 전자소재 분야 교육강좌에 Vivek Subramanian 교수를 초청하여 인쇄전자관
련 산업체 연구원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인쇄전자분야 산학연계 계약학과 운영
- 학부: 인쇄전자공학전공(2008~2010년).
· ㈜파루FE 임직원 9명 졸업(공학사).
· 일반편입, 야간과정 운영.
- 계약학과 운영으로 대학취업률이 향상되었으며, 산업체 맞춤형 주문식 교육을 통한 기업의 직무
능력 향상.
- 계약형학과 설치를 위한 학칙 개정 및 운영규정 제정.
· 순천대학교 학칙 7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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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대학교 계약학과 등 설치·운영 규정 (2006.2.28.).
2) 산학간 인적 및 물적 교류 우수 성과 창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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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외학자 유치·활용 계획
11.1 해외학자를 활용한 교육·연구 계획

(1) 산학융합연구 활성화를 통한 산학간 인적 및 물적 교류 극대화를 위한 인쇄전자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2013-2014년) 및 운영 확대 (2015-2019년)
○ WCU 인쇄전자공학과의 IT-NT분야 세계적인 석학들과 인쇄전자 분야 국내외 선도기업들이 참여하는
인쇄전자 국제공동연구소를 광양만권에 설립 추진하여 국제적 산학융합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산학 간 인적 및 물적 교류 확대
- 전세계 인쇄전자 관련 기업이 본 사업단의 인쇄전자 국제공동연구소에 참여하여 본 사업단에서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인쇄전자 연구인프라를 이용하여 전자잉크 연구, 인쇄공정기술 연구, 인쇄
소자기술 연구를 공동수행하고, 본 사업단 소속 해외석학과 국내참여교수들이 국제공동연구소내
에 입주한 인쇄 전자관련 기업들을 위한 기술자문 등을 수행하며, 산학간 융합연구 활성화로 인
적·물적 교류 확대.
- C-TRM기반 산학융합연구 주제 및 학위논문 주제 선정 프로세스에 국제공동연구소내 입주 인쇄전
자 관련 기업들의 임직원 참여 확대를 통하여 산학간 인적교류를 강화.
- 인쇄전자 국제공동연구소 연도별 입주 예정 기업.
· 2014년-(주)파루, 삼성전기, 동우화인켐, 스웨덴 Thin Films.
· 2015-2016년- 삼성전자, LG전자, POSCO, 일본 DNP, 미국 P&G.
· 2017-2019년- SONY, Toshiba, 코롱, Intel.

11.1.1 유치·활용 해외학자
<표 16> 1차년도 유치 활용 해외학자
T_1_1:해외학자
T_1_2:소속기관
성명

(단위: 명)
T_1_5:나이

T_1_6:국내초빙
여부

T_1_7:국가

T_1_8:국적

T_1_9:초빙기간 T_1_10:활용내역

D_2_1:비빅

D_2_3:전자공학
D_2_4:전자공학
과

D_2_5:43

D_2_6:Y

D_2_7:미국

D_2_8:미국

D_2_9:15일

D_3_1:알리

D_3_2:UC
Berkeley

D_3_3:전자공학
D_3_4:전자공학
과

D_3_5:34

D_3_6:Y

D_3_7:미국

D_3_8:미국

D_3_9:15일

D_4_1:마지마

D_4_2:동경공대

D_4_3:신소재공
D_4_4:전자물리
학과

D_4_5:50

D_4_6:Y

D_4_7:일본

D_4_8:일본

D_4_9:15일

D_5_1:리스

D_5_2:QMUL

D_5_3:전기공학
D_5_4:강유전체
과

D_5_5:54

D_5_6:Y

D_5_7:영국

D_5_8:영국

D_5_9:30일

T_1_5:나이

T_1_6:국내초빙
여부

T_1_7:국가

T_1_8:국적

○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들의 이론 및 실무 심화를 위하여, 인쇄전자 관련 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산학 전문가의 현장 심화강의를 통한 IOC 교육프로그램으로 산학간 인적 및 물적 교류 강화
(2013-2015년)
○ 산학융합연구를 관련 산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REP 교육과정을 통하
여 산업체와 직접 연계된 연구주제를 정하고 방학중에 사업체 연구소에서 실험적 또는 이론적 연
구를 수행함으로써 산학간 인적 및 물적 교류 강화 (2016-2019년)

○ 인쇄전자공학과의 ACD(Advanced Capstone Design, 고등설계특론)프로그램을 통하여 순천대 대학원
인쇄전자공학과 박사과정생이 하나의 기술개발 세부 주제를 산업체 연구원과 동시에 수행하고
도출된 결과를 산학융합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참여기업에 전수함으로써 산학융합 우수
사례 창출
- 2013-2014년 ACD 10개 프로그램 운영.
- 2015-2017년 ACD 20개 프로그램 운영.
- 2018-2019년 ACD 30개 프로그램 운영.

T_1_4:전공분야

D_2_2:UC
Berkeley

(2) 사업단의 Intensive Training Course인 REP, IOC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산학간 인적 및
물적 교류 강화 (2013-2019년)

(3) 사업단 산학교육프로그램인 ACD(Advanced Capstone Design)를 통하여 산학간 인적 및 물적 교류
강화 (2013-2019년)

T_1_3:부서

<표 17> 2차년도 유치 활용 해외학자
T_1_1:해외학자
T_1_2:소속기관
성명

T_1_3:부서

T_1_4:전공분야

(단위: 명)
T_1_9:초빙기간 T_1_10:활용내역

D_2_1:비빅

D_2_2:UC
Berkeley

D_2_3:전자공학
D_2_4:전자공학
과

D_2_5:43

D_2_6:Y

D_2_7:미국

D_2_8:미국

D_2_9:15일

D_3_1:알리

D_3_2:UC
Berkeley

D_3_3:전자공학
D_3_4:전자공학
과

D_3_5:34

D_3_6:Y

D_3_7:미국

D_3_8:미국

D_3_9: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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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2_10:정규강
의, 특강,
세미나,
공동연구,
학생지도,
산학협력
D_3_10:정규강
의, 특강,
세미나,
공동연구,
학생지도,
산학협력
D_4_10:정규강
의, 특강,
세미나,
공동연구,
학생지도,
산학협력
D_5_10:정규강
의, 특강,
세미나,
공동연구,
학생지도,
산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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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2_10:정규강
의, 특강,
세미나,
공동연구,
학생지도,
산학협력
D_3_10:정규강
의, 특강,
세미나,

D_3_2:UC
Berkeley

D_3_1:알리

D_3_3:전자공학
D_3_4:전자공학
과

D_3_5:34

D_3_6:Y

D_3_7:미국

D_3_8:미국

D_3_9:15일

D_4_1:마지마

D_4_2:동경공대

D_4_3:신소재공
D_4_4:전자물리
학과

D_4_5:50

D_4_6:Y

D_4_7:일본

D_4_8:일본

D_4_9:15일

D_5_1:리스

D_5_2:QMUL

D_5_3:전기공학
D_5_4:강유전체
과

D_5_5:54

D_5_6:Y

D_5_7:영국

D_5_8:영국

D_5_9:30일

T_1_5:나이

T_1_6:국내초빙
여부

T_1_7:국가

T_1_8:국적

공동연구,
학생지도,
산학협력
D_4_10:정규강
의, 특강,
세미나,
공동연구,
학생지도,
산학협력
D_5_10:정규강
의, 특강,
세미나,
공동연구,
학생지도,
산학협력

<표 18> 3차년도 유치 활용 해외학자
T_1_1:해외학자
T_1_2:소속기관
성명

T_1_3:부서

T_1_4:전공분야

D_2_1:비빅

D_2_2:UC
Berkeley

D_2_3:전자공학
D_2_4:전자공학
과

D_3_1:알리

D_3_2:UC
Berkeley

D_3_3:전자공학
D_3_4:전자공학
과

D_4_1:마지마

D_5_1:리스

(단위: 명)

D_2_5:43

D_3_5:34

D_2_6:Y

D_3_6:Y

D_2_7:미국

D_3_7:미국

D_2_8:미국

D_3_8:미국

T_1_9:초빙기간 T_1_10:활용내역

D_2_9:15일

D_3_9:15일

D_4_3:신소재공
D_4_2:동경공대
D_4_4:전자물리
학과

D_4_5:50

D_4_6:Y

D_4_7:일본

D_4_8:일본

D_4_9:15일

D_5_3:전기공학
D_5_4:강유전체
과

D_5_5:54

D_5_6:Y

D_5_7:영국

D_5_8:영국

D_5_9:30일

D_5_2:QMUL

D_2_10:정규강
의, 특강,
세미나,
공동연구,
학생지도,
산학협력
D_3_10:정규강
의, 특강,
세미나,
공동연구,
학생지도,
산학협력
D_4_10:정규강
의, 특강,
세미나,
공동연구,
학생지도,
산학협력
D_5_10:정규강
의, 특강,
세미나,
공동연구,
학생지도,
산학협력

11.1.2 해외학자를 활용한 교육·연구 계획

1) 해외학자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계획
(1) 인쇄전자수렴형 교육과정 교과목 강의 실적 및 계획
○ 최근 3년간 사업단 참여 해외석학의 교과목 강의 실적
- UC Berkeley Vivek Subramanian 교수: 2010년 1쿼터 유기전자개론 등 12강의 단독 및 팀티칭.
- UC Berkeley Ali Javey 교수: 2010년 1쿼터 고체전자소자 등 10강의 단독 및 팀티칭.
- 동경공대 Yutaka Majima 교수: 2010년 1쿼터 전자잉크공학 등 13강의 단독 및 팀티칭.
- QMUL Michael Reece 교수: 2013년 2쿼터 탄소나노튜브 강의.
○ 해외석학을 활용한 인쇄전자수렴형 교육과정 교과목 강의 계획
- BK21 PLUS 글로벌인재양성형 사업이 WCU 1유형 사업에 비하여 해외학자 체류일정이 단축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교과과정 개편 및 단기강좌(Keynote Lecture)와 팀티칭 교과목 개설.
- 인쇄전자공학과 쿼터 학사 시스템을 고려하여 2, 3쿼터에 해외석학을 활용한 팀티칭 교과목 개설.
- 해외석학간의 팀티칭 과목 개설과 국내 참여교수와 해외석학간의 팀티칭 교과목 운영을 활성화함
으로써 체류일정이 단축됨에 따른 해외석학 담당 교과목수 감소를 완충하고자 함.
- 정규교과목 강의담당 시수는 축소되지만 Keynote Lecture 단기강좌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인쇄전자
공학과 소속 대학원생의 해외석학 강좌 수강 기회를 확대하도록 교과목 개편.
(2) 해외석학 강의의 OCW 탑재 실적 및 계획
○ 해외석학 강의의 OCW 탑재 실적
- 순천대학교 WCU 인쇄전자공학과에서는 초빙된 해외학자를 활용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학자의 전체 강의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OCW 체제를 구축하였음.
[http://wcu.sunchon.ac.kr/wcu/ocw/index.asp].
○ 인쇄전자공학과(WCU 1유형) 참여 해외석학 석좌교수의 OCW 강좌 개설 실적
- UC Berkeley, Vivek Subramanian 교수: Solid State Electronics Devices 18강좌.
- UC Berkeley, Ali Javey 교수: 고체전자소자 23강좌.
- 동경공대, Yutaka Majima 교수: Physics of Semiconductor 27강좌.
- 기타: 탄소나노튜브 10강좌.
○ 해외석학 강의의 OCW 탑재 계획
- 해외석학간의 팀티칭 교과목인 고체전자소자, 반도체물리특론 강의 전체 강좌를 OCW 탑재 추진.
- 해외석학과 국내참여교수간의 팀티칭 교과목인 인쇄전자공학, 물리화학특론, 고체물리해석, 전자
잉크공학 강의를 OCW 탑재 추진.
- 해외석학의 Keynote Lecture 단기강좌인 Critical Issue on Printed Electronics 전체 강좌를
OCW탑재 추진.
- 연간 총 25강의 이상 OCW 탑재 예상.
(3) 학위논문 공동지도 실적 및 계획
○ 해외석학 석좌교수의 대학원생 학위논문 심사 Committee 참여
- 인쇄전자공학과 대학원생인 이광용 석사학위 논문의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UC Berkeley의 Vivek
Subramanian 교수 참여하여 학위논문 공동지도 수행.
○ 학위논문 공동지도 계획
- 사업단 참여 해외석학은 지도교수 선정 Committee에 참여하고 대학원생의 Supervisor로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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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학위논문 공동지도를 수행하고 학위논문 심사시 담당 학생의 학위논문 심사에 참여하는 전
주기 학위 논문 공동지도도 수행.
- 사업단 참여 해외석학 1인당 연간 2명의 학위논문 공동지도 수행.
(4) Intensive Training Course 실적 및 계획
○ 해외석학을 활용한 Intensive Training Course 실적
- 해외석학을 활용한 ITEP 운영 실적.
· 순천대 WCU 인쇄전자공학과 박사과정생의 미국 UC Berkeley 파견 교육 훈련(김준석 박사과정생)
등 연간 3건 이상의 ITEP 운영.
- 해외석학을 활용한 IOC 운영 실적.
· 순천대 WCU 인쇄전자공학과 석사과정생 15명의 일본 동경공대 IOC 현장 심화교육 실시.
· 석사과정생 10명의 ㈜파루FE 연구소 IOC 산업체 현장 연구지도 운영(UC Berkeley Ali Javey
교수, 동경공대 Yutaka Majima 교수).
○ 해외석학을 활용한 Intensive Training Course 확대 계획
- 해외석학을 활용한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의 ITEP 국제화 프로그램 강화.
· BK21 PLUS 사업단 소속 인쇄전자공학과 학생들을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석학 소속 대학에 파견하고, 해외석학 소속 Lab의 대학원생 및 연구원들을 세계적인 인쇄전자
기술과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순천대 대학원 인쇄전자공학과에 파견하여 상호교육(Interactive
Training)을 실시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석학 활용
교육프로그램 강화.
- 해외석학을 활용한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의 IOC 국제화 프로그램 강화.
· BK21 PLUS 사업단 소속 인쇄전자공학과 학생들의 이론 및 실무 심화를 위하여, 해외석학이
보유한 최첨단 기자재를 이용하여 해외석학 소속 대학 현장에서 이론 및 실무 강의를 실시하여
해외현장에서의 심화교육을 통하여 해외석학 활용 프로그램 강화.
- 연간 총 5회 이상 해외학자를 활용한 Intensive Training Course 운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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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대학교 WCU 인쇄전자공학과의 해외석학과 국내참여교수 간에 지난 5년간 수행한 밀착형 융합
연구로 국제저명학술지에 우수논문을 다수 게재한 성과를 바탕으로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
BK21 PLUS 글로벌인재양성형 사업단에서도 해외석학과 국내참여교수들의 IT-NT-PT 분야의 융합을
가속화하는데 해외학자를 활용
○ 최근 3년간 인쇄전자공학과 해외석학 석좌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Nano Letters (UC Berkeley
Ali Javey 교수와 조규진 교수 공동연구) 등의 우수 저널에 8편 논문 게재
- 해외석학 석좌교수와의 공동연구 주요결과 예.
· 조규진 Ali Javey, Nano Letters, Vol11, 3425-3430, 2011.
· 조규진 Yutaka Majima, Applied Physics Letters, Vol101, 083115, 2012.
· 표명호 Ali Javey,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Vol158, A237-A240, 2011.
· 조규진 Vivek Subramanian, IEEE Electron Device Letters, Vol32, 638-643, 2011.
· 표명호 Yutaka Majima,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 Vol158(2), B106-B111, 2010.
(2)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실적
○ 최근 3년간 인쇄전자분야 선도 해외학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등의 우수 저널에 11편 논문 게재
-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주요결과 예.
· 멀티스케일 기법을 활용한 복합조직 재료의 변형거동에 대한 이론적 연구 수행(미국 UMBC
Akhtar Khan 교수, 호주 Sweanburne 대학 J.W. Yoon 교수).
· 미국 Rice대학 James Tour 교수와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전자소자 인쇄 기술 공동연구
수행.
· 멀티스케일 기법을 활용한 3차원 마그네슘 합금의 변형거동에 대한 이론적 연구 수행(미국
Carnegie Mellon 대학 Anthony Rollett 교수).
(3) 사업단 참여 해외석학 활용 공동연구 계획

(5) 기타 교육 프로그램(교육 CQI, 학생면담 등) 활용 실적 및 계획
○ 해외석학을 활용한 기타 교육프로그램(교육 CQI, 학생면담 등) 운영 실적
- 교육 CQI 운영 실적.
· 해외석학들과 국내참여교수들의 산업체 및 대학원생의 요구를 성취하는 수요자 니즈 성취 프로
그램에 연간 2회 참여.
· 석사 신입생들이 해외석학의 높은 수준의 강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재학생들을 위한
특강 실시(UC Berkeley Ali Javey 교수, 동경공대 Yutaka Majima 교수, 2011년 석사과정 13명
연간 7회 운영, 2012년 석·박사과정 24명 연간 10회 운영).
- 학생면담 실적.
· 해외석학의 정기적 진로지도와 연구지도 실시(UC Berkeley Vivek Subramanian 교수, UC
Berkeley Ali Javey 교수, 2011~2012년 외국인 교수 면담 37회 실시).
○ 해외석학을 활용한 기타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 교육 CQI 운영 연간 2회 실시.
- 학생면담 연간 15회 실시.

○ 해외석학과의 개별적 융합연구에서 집단간 융합연구로의 패러다임 시프트형 연구를 실시하여 상위
1% 저널 논문 게재
- 해외석학과 국내참여교수들의 IT-NT-PT 분야의 융합을 가속화하여 국제저명학술지에 우수논문
게재를 강화.
- PT 분야 세계적 수준의 연구 집단인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와 NT 분야 세계적 선두그룹인 UC
Berkeley 전자공학과 Ali Javey 교수 및 Vivek Subramanian 교수간의 집단 융합연구를 통하여 신
기능 인쇄전자 소자 제조기술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우수 연구 성과 창출 및 상위 1% 저널 논문
게재.
- IT 분야인 분자단위 전자이동 연구(동경공대 Majima 교수)와 NT 분야인 2차전지 나노음극 소재
연구(표명호 교수) 및 나노 금속 잉크의 특성 분석 연구(QMUL Reece교수)와 전자상태 계산 연구
(최시훈 교수)를 융합하여 새로운 신물질 탐색으로 우수 연구 성과 창출 및 상위 1% 저널 논문
게재.
3) 해외학자를 활용한 산관학협력 프로그램
(1) 사업단 참여 해외석학을 활용한 지자체 협력 실적 및 계획

2) 해외학자를 활용한 연구 프로그램
○ WCU 인쇄전자공학과의 해외석학이 수행한 자치단체 정책자문 실적
- 전남도청 정책자문: WCU 인쇄전자공학과 소속 해외학자인 Vivek Subramanian 교수가 전남도청을

(1) WCU 참여 해외석학 활용 공동연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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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여 경제산업국 국장과 함께 지역대학을 축으로 한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쇄전자 정책 자문 실시.
- 경제자유구역청 정책자문: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팀장이 WCU 사업단을 방문하여 Vivek
Subramanian 교수와 Ali Javey 교수로부터 인쇄전자 국제공동연구소 설립에 대한 정책자문을
받음.
-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과의 관학협력 회의: Vivek Subramanian 교수가 전남테크노파크를
방문하여 기업지원단장과 함께 나노신소재 분야 기업 육성에 대한 정책자문 및 협력회의 수행.

· 미래사회의 플렉시블 전자소자 교육강좌 : 2011.08.05,「미래사회의 플렉시블 전자소자용 희소
금속(In, Ga) 소재 활용 개발 동향」 교육강좌에 WCU 인쇄전자공학과 소속 해외학자인 Ali
Javey 교수가 초청되어 대학원생 및 희소금속 부품소재 산업체 연구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인쇄전자 관련 산업체인력양성 교육강좌: 2011.08.18, 인쇄전자관련 산업체인력 양성 교육강좌
에 Vivek Subramanian 교수가 초청 되어 국외연구기관인 Chanwanich Security Printing Co.
Ltd를 비롯하여 인쇄전자 관련 산업체 연구원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LED 및 전자소재 분야 교육강좌 : 2012.01.12,「LED 및 전자소재 분야」 교육 강좌에 Vivek
Subramanian 교수가 초청되어 인쇄전자관련 산업체 연구원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사업단 참여 해외석학을 활용한 자치단체 정책자문 계획
- 전라남도 미래전략 산업으로 인쇄전자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해외연구소 및 관련 기업 유치
정책자문 추진.
- 사업단 참여 해외석학들과 인쇄전자 분야 국내외 선도기업들이 참여하는 인쇄전자 국제공동연구
소를 광양만권에 설립하기 위한 지자체 정책자문 실시.
- 전남테크노파크를 축으로 한 인쇄전자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문.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인쇄전자 관련 해외 우수기업 유치 정책자문.

○ 사업단 참여 해외석학을 활용한 인쇄전자 관련 기업 재직자 교육 계획
- 기존 WCU 참여 해외석학과 일회성 기업 재직자 교육 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BK21 PLUS 사업에서
는 사업단 참여의 해외석학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사업단과 인쇄전자산업협회(KOPEA)
와의 MOU를 통해 수요 기업의 재직자 교육 니즈를 취합 한 후, 사업단 참여 해외석학과 연계한
인쇄전자 기업 재직자 교육 실시.
- 한국포장산업협회와의 MOU를 통해 관련 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연속 생산 공정시 정밀제어
계측 재교육을 포함한 R2R 그라비아 인쇄 교육 실시.

(2) 사업단 참여 해외석학을 활용한 인쇄전자 관련 기업자문 실적 및 계획
○ WCU 인쇄전자공학과 참여 해외석학을 활용한 기업자문 실적 예
- ㈜파루FE 연구원 자문.
· UC Berkeley Ali Javey 교수와 Vivek Subramanian 교수가 ㈜파루FE기술연구소 연구원들에게
Printed Electronics Circuits에 대한 기술자문, Printed ICs 인쇄를 위한 기본 블록 회로
정리에 관한 기술자문 및 인쇄 RFID에 대한 기술자문 수행.
- UC Berkeley Ali Javey 교수가 프라운호퍼 한국 지사장과 함께 플렉시블 전자소자 관련 기술 및
정책 자문 수행.
- UC Berkeley Vivek Subramanian 교수가 NCL코리아를 방문하여 플렉시블 전자소자용 희소금속
소재 분석에 대한 기술지도 수행.

-

○ 사업단 참여 해외석학을 활용한 기업자문 계획
- 사업단 참여 해외석학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전 입국 전에 지역내 인쇄전자관련 기업
들로부터 자문 수요조사 실시.
- 자문 수요조사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 요청분야를 선별하여 해외석학의 국내 체류일정과 연계
하여 기업자문 효율성 제고 추진.
- 해외석학 자문 결과에 따른 후속 산학공동연구, 재직자 교육 등의 추가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척.
(3) 사업단 참여 해외석학을 활용한 인쇄전자 관련 기업 재직자 교육 실적 및 계획
○ WCU 인쇄전자공학과 참여 해외석학을 활용한 인쇄전자관련 기업 재직자 교육 실적
- 워크숍 및 포럼 개최를 통한 인쇄전자 관련 재직자 교육 실시 예.
·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가 주최한 인쇄전자 관련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Printed Flexible
Electronics Workshop 2011: 2011.01.17 ~ 18, 디스플레이·태양전지·RFID 등의 전자 디바이스
를 만들어내는 R2R 인쇄전자기술에 대한 Workshop을 개최, Vivek Subramanian 교수와 Deli
Wang교수가 연사자로 참여하는 인쇄전자 관련 산업체 재직자 교육 실시.
·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가 주최한 인쇄전자 관련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Flexible
Electronics Symposium 2012: 2012.08.10, 순천대 및 광주·전남 나노기술연합회와 함께
Flexible Electronics Summer Symposium 2012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인쇄전자 및 나노바이오
분야에 대한 연구발표 및 Master Class를 통해 재직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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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해외학자의 적합성 및 우수성
○ UC Berkeley 전자공학과 Ali Javey 교수
- Ali Javey 교수는 플렉시블 전자소자 분야의 세계적 리더로서 플렉시블 전자소자 분야에 Nature,
Nature Materials 등 세계 최고수준의 논문들을 발표하였으며 H-Index가 39임.
- 2011년 APEC Science Prize for Innovation, Research and Education의 수상자로 선정되었음(Ali
Javey 교수는 1980년생으로 현재 34살이며, 반도체 나노선을 이용한 artificial skin 개발로 노벨상
수상자로 현재부터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또한 노벨상으로 가는 중요한 상인 APEC Science
Prize for Innovation, Research and Education상을 2011년에 수상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매우 높였
음. 이러한 결과는 Ali Javey교수가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 WCU사업단에 참여한 기간중에 나온
성과임. Ali Javey의 대표논문인 Nature 424, p.654 (2003)은 인용횟수가 1600회에 이르고 있음).
- ACS Nano 학술지의 현재 Associate Editor이며 Impact Factor가 13인 Nano Letters에 매년 10편
이상 게재함.
-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의 태양에너지 연구팀에 총괄 Director로 활동 중.
- 최근 3년 SCI 논문: 60편.
- 최근 3년 SCI 대표논문: Nature 472(7343) p.304 (2011), Nature 468(7321) p.286 (2010), Nature
Materials 9(10) p.821 (2010).
- 인용횟수 300회 이상 논문 수: 8편 (Nature 424, p.654 (2003) 인용횟수 1600회).
○ UC Berkeley 전자공학과 Vivek Subramanian 교수
- Vivek Subramanian 교수는 인쇄전자 분야의 세계적 리더로서 인쇄전자의 토대를 세운 교수이며,
인쇄 전자분야에서 세계적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였으며 H-index가 27이며 인쇄전자 분야의 선도
논문(인쇄 RFID)은 인용횟수가 300회 이상임.
- 최근 3년 SCI 논문: 40편.
- 최근 3년 SCI 대표논문: Advanced Materials 25(7) p.1042 (2013), Advanced Materials 24(26).
p.3573 (2012), Advanced Materials 24(22) p.3065 (2012).
- 인용횟수 100회 이상 논문 수: JACS 126(6) p.1596 (2004)외 7편.
○ 동경공대 전자물리과 Yutaka Majima 교수
- Yutaka Majima 교수는 단전자 소자 구현의 세계 최고 권위자로서 최근 상온에서 단전자 트랜지스터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하였음(ACS Nano). H-index는 14이며 유기박막트랜지스터 특성 분석을
위한 Displacement Current Method를 개발함.
- Displacement Current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Nature에 발표하였음.
- 최근 3년 SCI 논문: 23편.
- 최근 3년 SCI 대표논문: ACS Nano 6(11), p.9972 (2012), JACS 134(2) p.816(2012).
○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의 Michael Reece 교수
- Michael Reece 교수는 H-index가 17로서 강유전체 이론을 바탕으로 한 강유전 나노세라믹 잉크의
유전 특성 메카니즘 규명과 새로운 강유전체, ferroelastic, 나노세라믹 분야를 연구하고 있음.
- 최근 영국에서 최초의 스파크 플라즈마 소결로 (Spark Plasma Sintering)를 이용하여 새롭고 독창
적인 구조-기능적 나노세라믹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음. 또한 SCI저널인 Advances in Applied
Ceramics의 Chief Editor 외 여러 저널의 Editor로 활동하고 있음.
-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의 스핀-아웃 회사인 Nanoforce Technology Ltd의 CEO로 활동
하여 유럽 전역에 걸쳐 많은 산업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 이를 통해 인쇄전자 분야의 상용화
에 최대 걸림돌인 인쇄 유전막 개발 연구 진행 및 국제적인 산학간 연구 협력 추진에 매우 적합함.
- 최근 3년 SCI 논문: 52편.
- 최근 3년 SCI 대표논문: Acta Materialia 60(3), p.1079 (2012), Acta Biomaterialia 7(2) p.79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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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비 집행 계획

2 사업비 집행 세부 내역(1~3차년도)

1 사업비 집행 계획(1~7차년도)
T_1_1:항목
T_2_1:대학원생
연구장학금
T_3_1:신진연구
인력 지원
비
T_4_1:국제화지
원비
T_5_1:사업단 운
영비

T_1_3:2년차

T_1_4:3년차

T_1_5:4년차

T_1_6:5년차

T_1_7:6년차

T_1_8:7년차

T_1_9:계

D_2_2:107,520

D_2_3:215,040

D_2_4:215,040

D_2_5:215,040

D_2_6:215,040

D_2_7:215,040

D_2_8:215,040

D_2_9:1,397,760

D_3_2:45,000

D_3_3:90,000

D_3_4:90,000

D_3_5:90,000

D_3_6:90,000

D_3_7:90,000

D_3_8:90,000

D_3_9:585,000

D_4_2:84,025

D_4_3:168,050

D_4_4:168,050

D_4_5:168,050

D_4_6:168,050

D_4_7:168,050

D_4_8:168,050

D_4_9:1,092,325

D_5_2:26,880

D_5_3:53,760

D_5_4:53,760

D_5_5:53,760

D_5_6:53,760

D_5_7:53,760

D_5_8:53,760

D_5_9:349,440

T_6_1:간접비
T_7_1:합

계

(단위 : 천원)

T_1_2:1년차

D_6_2:5,375

D_6_3:10,750

D_6_4:10,750

D_6_5:10,750

D_6_6:10,750

D_6_7:10,750

D_6_8:10,750

D_6_9:69,875

D_7_2:268,800

D_7_3:537,600

D_7_4:537,600

D_7_5:537,600

D_7_6:537,600

D_7_7:537,600

D_7_8:537,600

D_7_9:3,4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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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T_1_1:구분

T_1_2:지원대상인원(A)

T_1_3:1인당 월지급액
(B)

T_1_4:지급개월수(C)

T_1_5:산출액(A*B*C)

T_2_1:석사과정생

D_2_2:13

D_2_3:600,000

D_2_4:6

D_2_5:46,800,000

D_2_6:

T_1_6:비고

T_3_1:박사과정생

D_3_2:8

D_3_3:1,265,000

D_3_4:6

D_3_5:60,720,000

D_3_6:

T_4_1:합계

D_4_2:21

D_4_3:X

D_4_4:X

D_4_5:107,520,000

D_4_6:X

2) 신진연구인력지원비

(단위 : 원)

T_1_1:구분

T_1_2:지원대상인원(A)

T_1_3:1인당 월지급액(B)

T_1_4:지급개월수(C)

T_1_5:산출액(A*B*C)

T_2_1:박사후 과정생

D_2_2:3

D_2_3:2,500,000

D_2_4:6

D_2_5:45,000,000

T_3_1:계약교수

D_3_2:0

D_3_3:0

D_3_4:0

D_3_5:0

T_4_1:합계

D_4_2:3

D_4_3:X

D_4_4:X

D_4_5:45,000,000

3) 국제화 경비

(단위 : 원)

T_1_1:구분

T_1_2:산출근거
D_2_2:* 초빙학자 Ali Javey
- 초빙수당 (583만원), 항공료
(550만원), 체제비 (30만원)
* 초빙학자 Vivek Subramanian
- 초빙수당 (450만원), 항공료
(550만원), 체제비 (30만원)
* 초빙학자 Yutaka Majima
- 초빙수당 (270만원), 항공료
(100만원), 체제비 (30만원)
* 초빙학자 Michael Reece
- 초빙수당 (625만원), 항공료
(600만원), 체제비 (70만원)
D_3_2:* UC Berkely 단기연수 (REP)
- 대학원생 1인 x 900만원/인 =
900만원
* Tokyo Tech 단기연수 (REP)
- 대학원생 1인 x 514.5만원/인 =
514.5만원

T_2_1:해외석학초빙

T_3_1:단기연수

T_4_1:장기연수

D_4_2:-

D_4_3:0

D_5_2:* 미주 및 유럽 지역 국제학회 발표

D_5_3:31,000,000

T_6_1:합계

T_4_1:합계

T_1_1:구분

4) 사업단 운영비

(단위 : 원)
T_1_2:산출근거

T_3_1:성과급
T_4_1:국내여비

T_1_3:금액

D_5_3:0

D_6_2:-

D_6_3:0

(단위 : 원)
T_1_3:1인당 월지급액(B)

T_1_4:지급개월수(C)

T_1_5:산출액(A*B*C)

T_2_1:박사후 과정생

D_2_2:3

D_2_3:2,500,000

D_2_4:12

D_2_5:90,000,000

T_3_1:계약교수

D_3_2:0

D_3_3:0

D_3_4:0

D_3_5:0

T_4_1:합계

D_4_2:3

D_4_3:X

D_4_4:X

D_4_5:90,000,000

T_2_1:해외석학초빙

D_8_3:2,000,000

D_9_2:-

D_9_3:0

T_10_1:기타

D_10_2:-

D_10_3:0

T_3_1:단기연수

D_1_3:26,880,000

5) 간접비

T_1_3:1인당 월지급액
(B)

T_5_1:기타국제화활동

D_5_3:31,000,000

T_6_1:합계
T_1_4:지급개월수(C)

T_1_5:산출액(A*B*C)

D_6_3:168,050,000

T_1_6:비고

T_2_1:석사과정생

D_2_2:13

D_2_3:600,000

D_2_4:12

D_2_5:93,600,000

D_2_6:

T_3_1:박사과정생

D_3_2:8

D_3_3:1,265,000

D_3_4:12

D_3_5:121,440,000

D_3_6:

79 / 345

D_3_3:17,750,000

D_4_3:0

(단위 : 원)

T_1_2:지원대상인원(A)

D_2_3:119,300,000

D_4_2:-

[2차년도]

T_1_1:구분

D_2_2:* 초빙학자 Vivek Subramanian
- 초빙수당 (2100만원), 항공료
(1000만원), 체제비 (140만원)
* 초빙학자 Ali Javey
- 초빙수당 (2720만원), 항공료
(550만원), 체제비 (140만원)
* 초빙학자 Yutaka Majima
- 초빙수당 (1260만원), 항공료
(100만원), 체제비 (140만원)
* 초빙학자 Michael Reece
- 초빙수당 (2500만원), 항공료
(1000만원), 체제비 (280만원)
D_3_2:* UC Berkely 단기연수 (REP)
- 대학원생 1인 x 900만원/인 = 900
만원
* Tokyo Tech 단기연수 (REP)
- 대학원생 2인 x 4375만원/인 =
875만원

T_1_3:금액

D_5_2:* 미주 및 유럽 지역 국제학회 발표
및 참여
- 대학원생 7인 x 300만원/인 =
2100만원
* 아주지역 국제학회 발표 및 참여
- 대학원생 10인 x 100만원/인 =
1000만원

D_1_1:5,375,000원
-

T_1_2:산출근거

T_4_1:장기연수
(단위 : 원)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원)

T_1_1:구분

D_7_3:4,580,000

T_9_1:각종 행사경비

T_1_1:합계

D_4_6:X

T_1_2:지원대상인원(A)

D_4_3:1,500,000

D_5_2:-

T_8_1:회의비

D_4_5:215,040,000

3) 국제화 경비

D_3_3:5,000,000

T_5_1:학술활동지원비

T_7_1:일반수용비

D_4_4:X

-

D_2_3:13,800,000

T_6_1: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D_7_2:* 사무용품비
- 70만원/월 x 6월 = 420만원
* 인쇄비
- 38만원
D_8_2:* 회의비
- 10만원/회 x 20회 = 200만원

D_4_3:X

2) 신진연구인력지원비

D_6_3:84,025,000

D_2_2:* 전담직원 1인 인건비
- 230만원/월 x 6월 = 1380만원
D_3_2:* 참여교수, 전담직원, 대학원생 성
과급
- 5인 x 100만원/인 = 1000만원
D_4_2:* 전담직원 국내 출장비
- 5회 x 30만원/회 = 150만원

D_4_2:21

-

D_5_3:31,000,000

-

T_1_1:구분

D_3_3:14,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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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참여
- 대학원생 7인 x 300만원/인 =
2100만원
* 아주지역 국제학회 발표 및 참여
- 대학원생 10인 x 100만원/인 =
1000만원

T_2_1:사업단 전담직원 인건비

D_2_3:38,880,000

T_5_1:기타국제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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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5_1:기타국제화활동

T_1_3:금액

4) 사업단 운영비
T_1_1:구분

(단위 : 원)
T_1_2:산출근거
80 / 345

T_1_3:금액

D_2_2:* 전담직원 1인 인건비
- 230만원/월 x 12월 = 2760만원
- 퇴직금 = 230만원
D_3_2:* 참여교수, 전담직원, 대학원생 성
과급
- 5인 x 100만원/인 = 1000만원
D_4_2:* 국내 출장비
- 5회 x 30만원/회 = 150만원
D_5_2:* 전문가활용비
- 10회 x 40만원 = 400만원

T_2_1:사업단 전담직원 인건비

T_3_1:성과급
T_4_1:국내여비
T_5_1:학술활동지원비

D_2_3:29,900,000
3) 국제화 경비
D_3_3:5,000,000
D_4_3:1,500,000
D_5_3:4,000,000

D_6_2:-

T_6_1: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T_7_1:일반수용비

T_8_1:회의비

T_2_1:해외석학초빙

D_6_3:0

D_7_2:* 사무용품비
- 70만원/월 x 12월 = 840만원
* 인쇄비
- 76만원
D_8_2:* 회의비
- 10만원/회 x 42회 = 420만원

D_7_3:9,160,000

D_8_3:4,200,000

T_9_1:각종 행사경비

D_9_2:-

D_9_3:0

T_10_1:기타

D_10_2:-

D_10_3:0

T_1_1:합계

T_3_1:단기연수

D_1_3:53,760,000

5) 간접비

T_1_4:지급개월수(C)

D_2_2:13

D_2_3:600,000

D_2_4:12

D_2_5:93,600,000

D_2_6:

D_3_2:8

D_3_3:1,265,000

D_3_4:12

D_3_5:121,440,000

D_3_6:

D_4_2:21

D_4_3:X

D_4_4:X

D_4_5:215,040,000

D_4_6:X

T_2_1:석사과정생
T_3_1:박사과정생
T_4_1:합계

T_1_5:산출액(A*B*C)

T_1_6:비고

T_5_1:기타국제화활동

D_5_3:31,000,000

T_6_1:합계

2) 신진연구인력지원비
T_1_1:구분

(단위 : 원)
T_1_2:지원대상인원(A)

T_1_3:1인당 월지급액(B)

T_1_4:지급개월수(C)

T_1_5:산출액(A*B*C)

T_2_1:박사후 과정생

D_2_2:3

D_2_3:2,500,000

D_2_4:12

D_2_5:90,000,000

T_3_1:계약교수

D_3_2:0

D_3_3:0

D_3_4:0

D_3_5:0

T_4_1:합계

D_4_2:3

D_4_3:X

D_4_4:X

D_4_5:9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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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7_2:* 사무용품비
- 70만원/월 x 12월 = 840만원
* 인쇄비
- 76만원
D_8_2:* 회의비
- 10만원/회 x 42회 = 420만원

T_7_1:일반수용비

T_8_1:회의비

4) 사업단 운영비
T_1_1:구분

D_7_3:9,160,000

D_8_3:4,200,000

D_9_2:-

D_9_3:0

T_10_1:기타

D_10_2:-

D_10_3:0
D_1_3:53,760,000

5) 간접비

(단위 : 원)
D_1_1:10,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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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3_1:성과급
T_4_1:국내여비
T_5_1:학술활동지원비
T_6_1: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단위 : 원)
T_1_2:산출근거
D_2_2:* 전담직원 1인 인건비
- 230만원/월 x 12월 = 2760만원
- 퇴직금 = 230만원
D_3_2:* 참여교수, 전담직원, 대학원생 성
과급
- 5인 x 100만원/인 = 1000만원
D_4_2:* 국내 출장비
- 5회 x 30만원/회 = 150만원
D_5_2:* 전문가활용비
- 10회 x 40만원 = 400만원
D_6_2:82 / 345

T_9_1:각종 행사경비

T_1_1:합계

D_6_3:168,050,000

-

T_2_1:사업단 전담직원 인건비

-

D_3_3:17,750,000

D_4_3:0

(단위 : 원)
T_1_3:1인당 월지급액
(B)

T_1_2:지원대상인원(A)

D_2_3:119,300,000

D_4_2:-

[3차년도]

T_1_1:구분

D_2_2:* 초빙학자 Vivek Subramanian
- 초빙수당 (2100만원), 항공료
(1000만원), 체제비 (140만원)
* 초빙학자 Ali Javey
- 초빙수당 (2720만원), 항공료
(550만원), 체제비 (140만원)
* 초빙학자 Yutaka Majima
- 초빙수당 (1260만원), 항공료
(100만원), 체제비 (140만원)
* 초빙학자 Michael Reece
- 초빙수당 (2500만원), 항공료
(1000만원), 체제비 (280만원
D_3_2:* UC Berkely 단기연수 (REP)
- 대학원생 1인 x 900만원/인 = 900
만원
* Tokyo Tech 단기연수 (REP)
- 대학원생 2인 x 4375만원/인 =
875만원

T_1_3:금액

D_5_2:* 미주 및 유럽 지역 국제학회 발표
및 참여
- 대학원생 7인 x 300만원/인 =
2100만원
* 아주지역 국제학회 발표 및 참여
- 대학원생 10인 x 100만원/인 =
1000만원

D_1_1:10,750,000원
-

T_1_2:산출근거

T_4_1:장기연수
(단위 : 원)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위 : 원)

T_1_1:구분

T_1_3:금액
D_2_3:29,900,000

D_3_3:5,000,000
D_4_3:1,500,000
D_5_3:4,000,000
D_6_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