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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요약문>

중심어

미래 수요 선제적 대응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학생 중심 교육
융복합 신지식 창출 창의적 문제 발굴⦁해결 국제⦁지역사회 리더 

미래 인재 양성 미래 수요 창출 산업⦁사회 연계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교육연구단 비전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분야 신지식⦁신수요 창출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

으로 비전을 설정

- 산업, 고용, 교육 및 연구의 외부 환경 변화와 교육연구단의 자체 분석결과 반영하

여 비전을 설정

 비전달성을 위한 교육연구단 교육 목표

(1)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분야 융복합 신지식 창출능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

(2) 창의적 문제 발굴⦁해결능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

(3) 국제⦁지역사회의 리더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인재 배출

 비전달성을 위한 교육연구단 연구 목표

(1) 레질리언트 기반시설 관련 핵심연구 선도

(2) 미래 수요를 창출하는 핵심기술 개발

(3)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국제⦁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영향력 향상

교육역량 영역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 전공심화⦁융복합 교육 연계, (2) 학생중심⦁수요반영 교육, (3) 리더십⦁인성 교육

 세부 실행방안

- 교육과정 실행방안: 융복합 신지식⦁신수요 창출을 위한 기본-융합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하고, 다층적 지도체계를 활용하여 학생맞춤형 학사운영함. 

- 인력양성 실행방안: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학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미래

성공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산업⦁사회에 기여하는 인력을 양성함. 

- 국제화 실행방안: 국제인지도 및 영향력 향상을 위해 온라인기반 국제공동교육 체

제를 확대하고, 박사과정 장기연수 중심의 국제교류를 확대함. 

- 교육연구단 운영방안: 자체환류체계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추가행정인력을 투입하여 교육연구단의 사업추진 충실성과 지속성을 확보함.

 교육역량의 차별성 및 우수성

- 적응형 (Adaptive) 교과운영체계

· 변화하는 산업⦁사회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적응형 

교과운영 체계를 구축함. 

· 지속가능한 개방형 환류체계 유지를 위해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외부전문가와 학

생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교육과정 개선을 실시함.

- 학생중심의 교육프로그램

· 교육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수와 학생의 관

계를 수직구조에서 수평구조로 전환함.

· 수평적 교수-학생 구조를 바탕으로, 학생 미래성공을 위한 학생중심 교육과 연구

수월성 증진을 위한 학생맞춤형 지원제도를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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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 영역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 연구역량의 질적 향상, (2) 융복합 연구 활성화, (3)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

 세부 실행방안

- 연구역량 강화 실행방안: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관련 핵심기술에 집중투자를 실

시하고, 수요기반 다학제 융복합 연구지원을 통해 연구역량의 질적 향상을 추구함.

- 산업⦁사회 기여 실행방안: 문제해결형 기술개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성과

의 산업체 애로기술해결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함.

- 국제화 실행방안: 국제 인지도 및 영향력 향상을 위해 국제학술활동 네트워크를 다

변화하고 핵심연구분야의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함. 

- 교육연구단 운영방안: 자체환류체계기반 연구지원을 운영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

고 추가행정인력을 투입하여 교육연구단의 지속성을 확보함.

 연구역량의 차별성 및 우수성

- (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 발굴-해결-확산 전과정의 선순환적 연구체계 수립

· 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및 확산의 전과정을 일방 직선형에

서 순환 환류체계로 전환하여 미래 신지식⦁신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함. 

·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산업체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는 선순환적 연구를 중점교류 네트워크 중심으로 지원함.

- 교육연구단의 교육-연구 선순환적 연계

· 기본-융합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통하여 융복합 신지식 창출과 창의적 문제 발굴

⦁해결을 보유한 국제⦁지역사회 리더를 양성하여, 레질리언트 기반시설관련 연

구에 기여함.

· 4대 핵심연구분야 중심으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미래수요창출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지역사회 영향력을 높임. 이를 통해 획득된 신지식을 교육프로그

램에 반영하여 신수요 창출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함.

기대 효과

 신지식⦁신수요 창출 미래인재양성을 통한 산업⦁사회의 지속 성장에 기여

- 교육연구단 사업 추진을 통해서 (1) 고불확실성의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응형 (Adaptive) 교과운영 체계 마련, (2) 학생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 (3) (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 발굴-해결-확산 전과정의 선순환적 체계 

구축 등의 4단계 BK21사업 우수성과 도출을 기대함. 

- 이러한 우수 성과도출은 교육-연구-산업⦁사회 연계의 선순환 구현에 기여하고, 연

구중심 대학원의 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지속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세계수준의 건설환경공학 대학원 교육프로그램 구축

- 산업⦁사회 수요를 반영한 적응형 교육과 융복합 연구를 바탕으로 질적으로 우수

한 연구성과를 도출하여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함. 

- 국제 평판도 및 영향력 향상으로 사업 종료 시 QS 20위권 내 진입을 기대함. 

 건설산업⦁지역사회 발전기여  

-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관련 신지식 및 신기술을 활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

외 건설시장에서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이어나가 국가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함.

- 기후변화, 재난재해, 자원고갈, 초저성장 경제 등의 미래 위기에도 탄력적으로 적

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관련 건설환경공학기술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발전

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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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육연구단 구성, 비전 및 목표

1. 교육연구단 구성

1.1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성      명 한글 박준홍 영문 Joonhong Park

소 속 기 관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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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교육연구단장 최근 5년간 연구실적

연

번
저자

논문제목/저서제목

/book chapter/

설계작품명

저널명/

학술대회명/

출판사/행사명

권(호),

페이지

/ISSN/ISBN

(pp. ** - **)

게재·

출판·

행사 연도

DOI 번호

(해당 시)

1 박준홍

Improved RDX

detoxification with

starch addition using

a novel nitrogen-

fixing aerobic

microbial consortium

from soil

contaminated with

explosives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287(28), pp.

243-251 / 0304-

3894

201504
10.1016/j.jhazmat.201

5.01.058

2 박준홍

Decision tree-based

data mining and rule

induction for

identifying

hydrogeological

parameters that

influence groundwater

pollution sensitivity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22, pp. 277-

286 / 0959-6526
201605

10.1016/j.jclepro.201

6.01.075

3 박준홍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Approach for

Prediction of

Potential Hazards of

Urban Airborne

Bacteria during Asian

Dust Events

Scientific Reports
8, 11823 /

2045-2322
201808

10.1038/s41598-018-

29796-7

4 박준홍

Molecular approaches

for the detection and

monitoring of

microbial communities

in bioaerosols: A

review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s-China

51, pp. 234-247

/ 1001-0742
201701

10.1016/j.jes.2016.07

.002

5 박준홍

Global diversity and

biogeography of

bacterial communities

in wastewater

treatment plants

Nature

Microbiology

4, pp. 1183-

1195 / 2058-

5276

201905
10.1038/s41564-019-

0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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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단

1 / 1 - 1 -

 교육연구단장 소개

- 교육연구단장 후보인 박준홍 교수는 Univ. of Michigan at Ann Arbor에서 토목환경공학 (환경공학 전

공)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5년 3월부터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함. 현재 동일학과의 학부(과)장으로 역임 중임.

- 2단계 BK21 사업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BK21 사업의 취지와 운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4

단계 BK21 사업이 시작되면 학부(과)장을 겸임하여 효율적인 교육연구단 운영에 노력할 것임.

 

 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건설환경 융복합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역량의 우수성

-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 전공의 일반대학원 교육과정의 일부인 환경공학 기본프로그램과 에너지환경 

융합프로그램의 교과과정 개발, 개선 및 개편의 전과정 운영관리를 수행함.

- 과학기술 연구-교육의 연계, 미래 사회 수요반영, 지역문제발굴 등을 위한 신규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실적을 보유함 (환경유전체생태공학, 2009-1학기; 환경에너지공학, 2017-1학기; 통합적 물관리시스템 

모형화, 2019-2학기; 지역문제해결형 Resilient Infrastructure Technology, 2020-1학기).

- 지도한 박사과정 (전일제) 학생 (12명) 및 연구교수와 신진인력 (9명) 모두 대학교수 및 연구직으로 진

출함.

 기후변화적응 및 자원순환형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융복합기술분야 연구수월성과 국제리더십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오염정화에 활용할 수 있는 미생물 자원 탐사 및 활용을 

위한 메타지노믹스 융복합 환경기술 개발연구를 수행해 옴. 최근 5년은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환경기

반시설 (상하수도시설, 미세먼지 적응)에 대한 지역사회 및 산업 연계 연구에 집중함. 

- 기후변화 적응 및 자원순환 사회기반시설에 관련한 융복합 기술 분야에서 현재까지 SCIE저널 논문 95

편, 국내 학술지 논문 23편 게재하였고, 한국연구재단의 World Class University 사업 (3유형, 2008.12 

- 2013.08)의 책임연구자 실적 등을 포함하여 총 29건의 정부지원연구사업(과제)들을 수행함.

- 토목공학 학부 전공 배경의 국내 건설환경공학 교수로는 최초로 Nature 자매지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

였고 (Nature Biotechnology, 2011, FWCI = 5.78; Nature Microbiology, 2019, FWCI = 12.78), 환경공학 

분야 최상급 저널들인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Bioresource Technology 등에 다수의 우수 논문

을 게재함.

- 산업 및 (지역) 사회 문제해결 관련하여 산업체연구과제 및 정부, 자자체 연구용역과제를 다수 수행하

였고, 특허 27건 (해외 5건, 국내 22건), 기술이전 5건 등의 산학협력 실적을 보유함.

- 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Water Environmental Federation 등 환경공학 분야 주요 국제학회 

SCIE저널인 Journal of Water and Health와 Water Environment Research의 (부)편집자로 활동하였으

며, 국제학술대회 기조연설⦁초청강연 22건, 논문발표 117건, 다수의 위원회 활동 등 국제적 리더십과 

네트워크를 보유함. 

 대학 및 대외 (관·산·학 연계) 활동 등 풍부한 행정경험 및 역량 보유 

- 2020년 3월 –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학부(과)장 (대학본부 임명)

- 2019년 3월 – 현재,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사회참여센터 센터장 (대학본부 임명) 

- 2016년 3월 – 2018년 2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연구부문 부학장 (대학본부 임명, 공과대학 인사위원)

- 2016년 9월 – 2018년 2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부설 공학연구원 부원장 (공과대학 임명)

- 2009년 3월 – 2011년 2월,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학부/ABEEK 주임교수 (공과대학 임명)

- 국회⦁정부⦁지차제 관련 경력: 서울특별시 물순환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현재),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현재),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 (현재), 국토부 중앙설계심의위원 (2018년, 2020년)

- 학회 및 산업 연계 경력: 대한토목학회 기획이사 (2019년), 대한환경공학회 부회장 (현재), 대한상하수

도학회 기획부회장 (현재), 한국물환경학회 대외협력부문 부회장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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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연구진

<표1-2>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교수 현황

연번
성명

(한글/영문)
직급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신임교수 외국인

사업

참여

1 강호정
Hojeong

Kang
교수 10082947 자연생태 기존 내국인 참여

2 김상현
SANG HYOUN

KIM
부교수 10151663 유기성폐기물처리 기존 내국인 참여

3 김상효
Sang Hyo

KIM
교수 10082876 교량공학 기존 내국인 참여

4 김연주
YEONJOO

KIM
부교수 10176570 수문학 기존 내국인 참여

5 김장호 JANGHO KIM 교수 10314536 구조공학 기존 외국인 참여

6 김정훈
Jung Hoon

Kim
부교수 10180346 로봇공학 기존 내국인 미참여

7 김형관
Hyoungkwan

Kim
교수 10163409 시공학/시공관리 기존 내국인 참여

8 김형일
HYOUNG-IL

KIM
조교수 11096935 환경화학 신임 내국인 참여

9 박경수
Kyoungsoo

Park
부교수 10964834 구조공학 기존 내국인 참여

10 박준홍
Joonhong

Park
교수 10136997 오염토양/지하수복원 기존 내국인 참여

11 손홍규
HONG GYOO

SOHN
교수 10080482 원격탐사 기존 내국인 미참여

12 윤태섭
TAE SUP

YUN
교수 10179548 지반공학 기존 내국인 참여

13 이상호
SANG-HO

LEE
교수 10104405 구조해석/이론 기존 내국인 미참여

14 이준환
Jun Hwan

Lee
교수 10121996 지반공학 기존 내국인 참여

15 임윤묵
YUN MOOK

LIM
교수 10056172 구조해석/이론 기존 내국인 미참여

16 정상섬
Sang Seom

Jeong
교수 10116890 지반공학 기존 내국인 참여

17 최성욱
SUNG-UK

CHOI
교수 10086561 하천환경학 기존 내국인 참여

18 쿠말고팔라
GOPALAKRIS

HNAN KUMAR
부교수 11315391 미생물 신임 외국인 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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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명

(한글/영문)
직급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신임교수 외국인

사업

참여

19 한동석
TONGSEOK

HAN
부교수 10130365 구조해석/이론 기존 내국인 참여

20 한승헌
Seung Heon

Han
교수 10054154 시공학/시공관리 기존 내국인 미참여

21 허준 JOON HEO 교수 10091270 지도/GIS 기존 내국인 참여

22 허준행
JUN-HAENG

HEO
교수 10082674 수문학 기존 내국인 참여

참여율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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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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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대학원 학과(부)

전체 교수 수 기존 교수 수 신임 교수 수

전체 참여
참여비율

(%)
전체 참여

참여비율

(%)
전체 참여

참여비율

(%)

2020.

05.14

건설환경

공학과

임상,건축학

인문사회계열

포함

22 16 72.73 20 15 75.00 2 1 50.00

임상,건축학

인문사회계열

제외

22 16 72.73 20 15 75.00 2 1 50.00

10 / 337



<표 1-4>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 교수 변동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체 교수 수 (명) 22 21 22 22 23 23 22

전입 교수 수 (명) 1 1 1

전출 교수 수 (명)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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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최근 3년간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 교수 변동 내역

연번 성명 변동 학기 전출/전입 변동 사유 비고

1 김형일 2017년 1학기 전입 신규임용 20170301

2 고광백 2017년 1학기 전출 정년퇴임 20170831

3 김상현 2018년 1학기 전입 신규임용 20180301

4 쿠마르 고팔라크리슈난 2019년 1학기 전입 신규임용 20190801

5 김문겸 2019년 2학기 전출 정년퇴임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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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대학원생 현황
                                                                                        (단위 : 명, %)

기준일
대학원

학과(부)

참여

인력

구성

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2020.

05.14

건설환경

공학과

전체 30 24 80.00 33 11 33.33 79 54 68.35 142 89 62.68

자교

학사
10 8 80.00 12 1 8.33 51 36 70.59 73 45 61.64

외국인 5 5 100.00 8 8 100.00 1 0 0.00 14 13 92.86

참여교수 대 참여학생 비율 5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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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외국인 학생 현황

연번 성명 국적 학사출신대학
공인어학성적

비고
국어 영어

1
CAYETANO ROENT

DUNE
필리핀

University of

Santo Tomas

Chemical

Engineering N/A

IELTS(7)

2
ALICE

MUHORAKEYE
루안다

중앙대학교

CIVIL-

ENVIRONMENTAL

ENGINEERING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TOPIK(4급)

3 BOLDOO TUGULDUR 몽골

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ivil

engineering

structural

engineering

TOPIK(4급) IELTS(6.0)

4
SHAH SYED

HAIDER ALI
파키스탄

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Lahore Civil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5
BATBOLD

TUVSHINTUR
몽골

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Structural

Engineering

TOPIK(3급) TOEIC(790)

6
MUHAMMAD

SHAFQAT MEHBOOB
파키스탄

University of

Engineering &

Technology,

Taxila.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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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명 국적 학사출신대학
공인어학성적

비고
국어 영어

7
PANDA MANAS

RANJAN
인도

ODISHA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TECHNOLOGY

COLLEGE OF

AGRICULTURAL

ENGINEERING AND

TECHNOLOGY

AGRICULTURAL

ENGINEERING

8
HASSAN SYED

ZOHAIB
파키스탄

NED 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Transportation,S

tructure,

Hydraulics

IELTS(6.5)

9
DIAMONDRA

FENOSOA TIANA
마다가스카르

Higher Institute

of Technology
TOPIK(3급)

TOEFL iBT(77),

TOEFL ITP(560)

10

GHOLAMI

FARKOUSHI

MOHAMMAD

이란

Tabriz

university Civil

department

Surveying

IELTS(5.5)

11 KHUVILAI ERDENE 몽골

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ivil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IELTS(7)

12 ABBAS QAISAR 파키스탄

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Taxila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IELT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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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명 국적 학사출신대학
공인어학성적

비고
국어 영어

13
Adeba Abera

Deressa
이디오피아

Adama Science

and Technology

Univesity civil

Engineering

TOEFL iBT(62)

14 HIEU NGUYEN 베트남

Hanoi University

of Mining and

Geology Faculty

Of Geomatics And

Land

Administration

Surveying and

Mapping

Engineering

TOEIC(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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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2.1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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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 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1) 비전 및 목표

[그림 1]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와 설정 배경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 설정방향

- 교육연구단의 비전은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분야 신지식⦁신수요 창출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

성』으로 설정함. 

- 비전은 산업, 고용, 교육 및 연구의 외부 환경 변화와 교육연구단의 내부 요소들에 대한 자체 분석 결

과를 반영하여 설정하였음. 

- 교육연구단의 비전 달성을 위해 설정한 교육목표 및 연구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비전달성을 위한 교육연구단 교육 목표

 (1)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분야 융복합 신지식 창출능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함

 (2) 창의적 문제 발굴⦁해결능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함

 (3) 국제⦁지역사회의 리더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인재를 배출함

 비전달성을 위한 교육연구단 연구 목표

 (1) 레질리언트 기반시설 관련 핵심연구 선도

 (2) 미래 수요를 창출하는 핵심기술 개발

 (3)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국제⦁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영향력 향상

(2) 비전 및 목표 설정의 배경 및 방향

 건설산업⦁고용의 변화

- 국내 건설 산업은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였지만, 최근 건설산업의 침체기를 맞

고 있음. 세계 건설시장은 연 평균 3.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 건설시장은 15조 5천억 달러

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함. 특히, 인구 밀도가 높고 급속도의 도시화를 보이는 아시아지역 개도국시장

이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건설시장을 놓고 기업 간 무한경쟁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 

- 4차산업혁명 요소기술과 연관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3D프린팅, 증강현실,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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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을 건설 산업에 적용하는 스마트 융복합 건설 기술력이 국가의 건설산업 주요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 (WEF) ‘고용의 미래’ 2018년 보고서의 직업군별 고용변화 전망에 따르면, 극단적 자동화

와 노동력 대체기술로 전체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며, 단순 작업능력 수요도 감소하고 있음.

- 심층분석과 창의적 융복합 능력이 필요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직군은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

며, 4차산업혁명으로 과거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기술발전은 구매력을 증가시켜 새

로운 수요와 시장 창출이 가능함.

 교육의 변화

-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기존 교육뿐만 아니라 타인과 협업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비판적 사고와 함께 창의적으로 융합할 줄 아는 통섭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함. 

- 세계경제포럼 (WEF) ‘교육의 새로운 비전’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학생이 필요로 하는 핵

심 기술로 (1) 일상업무에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능력 (Foundation Literacies), (2) 복잡한 도전사항들

에 대처하는 역량 (Competencies), (3)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인성 (Character Qualities)으로 나누

었음. 또한, 학문의 다양성 (Diversity)과 연결능력 (Collaboration)을 통해 탄력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레

질리언스 (Resilience)를 갖춘 인재가 미래사회에서 요구됨.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확산과 함께 학교 교육의 개방화 및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으

며, 대학원 교육과 연구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됨. 

- 신지식과 신수요 창출을 위해 산업과 사회의 수요를 반영하는 혁신적인 교육 및 연구체계가 필요하

며, 연구성과를 통해 산업⦁사회 문제해결의 기여가 필요함. 

 연구의 변화

-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문제의 복잡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 역시 커지

고 있으며,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학제 및 수요기반 융복합 건설 기술 연구가 필요함. 

- 4차산업혁명 관련 요소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등)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건

설산업 분야의 혁신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스마트 에너지환경)을 기대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성과중심의 연구로 SCIE급 논문 수와 논문의 영향력 지수 (Impact Factor)가 증가하였지만,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연구 성과의 질적 우수성이 강조되고 있음. 

- 세계적 연구중심 대학은 학자적 관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 글로벌 차원의 문제해결 역할을 담

당하고 있음. 

 교육연구단 자체평가

- 교육연구단 평가를 참여교수, 해외자문단, 산업체자문단, 대학원 재학생을 활용하여 매년 실시하였으

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외자문단: 교육연구단의 핵심연구분야의 성과는 우수하지만, 국제적 인지도 확보를 위해서 다학제간 

공동연구를 통한 융복합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우수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확산 전략이 필요함.

- 산업체⦁지역 전문가: 4차산업혁명의 요소기술 (BIM,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실무적 적용방법을 제시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새로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통한 산업 및 사회기여가 필

요함. 또한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매년 산업체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전공심화교육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학관련 실무능력 배양이 중요하였음. 

- 대학원 재학생: 교육연구단의 소속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설문조사 결과 학사운영 지원 및 교수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왔으나, 교과과정, 창업지원, 장

학금, 연구환경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였음.

- 참여교수: 레질리언트 기반시설관련 우수 연구성과는 보유하고 있으나 교육, 연구, 대외협력을 위한 

행정지원인력이 부족하며,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조직 재정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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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세계 저명대학 벤치마킹 

 세계 저명대학 대학원 비전 및 프로그램 현황

 벤치마킹 대학의 2020년 토목공학 분야 QS Ranking 및 세부 항목점수 비교

대학명 QS

Ranking

Overall

Score

Academic 

Reputation
Employer

Reputation

h-index

Citation

Citations

per Paper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4 93.5 99 88.6 89.2 92.6

Stanford Univ. 13 89.9 95.3 94 72.6 84.9

Univ. of Cambridge 3 93.9 94.6 98.8 84.8 91

지역 저명대학 비전 및 프로그램 현황

미주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비전 건설환경공학 전문 분야의 리더쉽을 갖는 학생을 교육시키고, 사회문제의 공학적 
해결방법을 제시함

교육과정 Energy, Infrastructure and Climate; Engineering & Project Management; Environmental 
Engineering; Geosystems Engineering; Structural Engineering, Mechanics and Materials; 
Systems Engineering; Transportation Engineering

인적구성 교수 55명, 직원 21명

Stanford Univ. 비전 지속가능한 건설환경공학분야의 교육과 연구의 발전

교육과정 Atmosphere/Energy; Environmental Engineering; Structural Engineering and 
Geomechanics; Sustainable Design & Construction Programs

핵심연구분야 Cities; Energy; Infrastructure; Public health; Water

인적구성 교수 40명, 직원 21명

유럽 Univ. of 
Cambridge

비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과 지구자원과 환경의 관리를 위한 
토목공학 시스템의 기술발전

핵심연구분야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Technology; Geotechnical and Environmental Group; 
Structures; Sustainable Development

인적구성 교수 29명, 직원 32명

Imperial College 
London

비전 토목공학 핵심의 기초과학 발전; 다학제 교류를 통한 새로운 발견; 세계난제해결을 
통한 미래건설; 연구발전을 위해 산업체, 기관 및 정부와의 전략적 관계 조성; 
다음세대의 저명한 공학자 및 연구자 양성; 과학의 혜택 및 중요성에 관한 
사회와의 소통

교육과정 Environmental and Water Resources; Fluid Mechanics; Geotechnics; Materials; 
Structures; System; Transport

인적구성 교수 50여명, 직원 30여명

아시아 Univ. of Tokyo 비전 다음세대의 환경을 창조할 수 있는 인재양성

교육과정 시반시설 설계 및 기술; 기반시설 정책 및 계획; 기반시설 국제프로젝트

핵심연구분야 도시와 교통; 관리; 디자인과 경관; 물⦁환경; 기반시설-지반; 기반시설-구조; 
국제프로젝트; 공간정보; 도시와 방재

인적구성 교수 39명, 직원 38명

National Univ. of 
Singapore

비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혁신하는 건설환경공학

교육과정 Construction Productivity Enhancement;  Geotechnical Engineering; Offshore Structures; 
Petroleum Engineering and Geoscience; Structural Design Technolog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핵심연구분야 Offshore Engineering; Protective Engineering; Hazards, Risks and Mitigation; Structural 
Engineering; Geotechnical Engineering; Hydrology and Hydraulic Engineering; 
Infrastructure Systems; Environmental Engineering

인적구성 교수 40명,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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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대학의 토목공학 분야 질적 연구성과 분석

1 Scival, 2016 to >2019 (2020.03.21 기준)

 저명대학과 비교 현황 분석

- 벤치마킹 저명대학 대부분 교육 비전, 목표, 미션은 건설환경공학의 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을 바탕으로 

정하였으며, 교육연구단의 사회기반시설 분야 미래인재양성과 일치하고 있음.

-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건설분야 세계 20위권 (QS 평가기준) 달성을 교육프로그

램 비전 및 목표 달성 지표로 결정함. 

- QS 순위 상승필요: 교육연구단의 지표와 세계 저명대학 지표와 비교하였을 때, AR (Academic 

Reputation) 과 ER (Employer Reputation) 분야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논문의 피인용 

수 (Citation per Paper)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 AR을 높이기 위해 국제학술활동 네트워크 다변화가 필요함. 연구성과의 영향력 향상을 위해 논문의 

피인용도 (FWCI, h-index) 지표 상승이 필요함. 

· ER을 높이기 위해 해외연구소, 산업체 및 국제기구와 활발한 인적 기술교류를 통하여 산업⦁사회문

제 해결에 기여하여 인지도 및 영향력 향상이 필요함. 

- 인적구성의 변화필요: 저명대학의 교수 수는 40 - 50여명이었고, 직원 수는 그의 절반인 20 - 30여명

으로 나타났음. Univ. of Cambridge의 경우 직원이 교수 수 보다 많음 (교수 29명, 직원 39명). 반면 

교육연구단은 전임교수 22명과 행정전담직원 4명으로 세계적 수준과 비교하여 직원수가 부족함. 

03 교육연구단의 목표 달성 방안

(1) 교육연구단의 SWOT 분석 및 주요 전략 도출

 SWOT 분석

Imperial College London 5 93.4 95.5 91.5 92 93

Univ. of Tokyo 21 85.1 92.2 88.3 70.5 74.5

National Univ. of Singapore 9 92 90.7 90.4 94.6 96.2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50 - 100 - 71.4 79.1 78 88.4

Strength Weaknesses

- 지속적 BK사업 운영으로 대학원 교육과정 확립
- 교육개선을 위한 자체평가환류시스템
- 세계수준의 전공심화 및 융합프로그램 구축
-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교육 시스템 운영 실적
- 우수 신진인력과 대학원생의 확보 및 배출실적
-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관련 우수 교육 및 연구역량 보유
- 국제네트워크 중점교류대학 구축 및 운영 실적

- 사립대학으로서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금
- 4차산업혁명기술 관련 다학제적인 융복합 건설분야 교육부족
- 산업 수요 반영 노력에 비해서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하는 

연구와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비
- 상대적으로 적은 행정인력
- 공급자 중심의 교육문화
- 연구역량에 비해서 저평가 받고 있는 국제 학술 인지도

QS 

Ranking

Top 10% 저널 

게재 비율 (%)1

FWCI1
h-index 

Citation

Academic 

Reputation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4 56.9 1.89 89.2 99.0

National Univ. of Singapore 9 52.4 1.89 94.6 90.7

Univ. of Tokyo 21 36.8 1.05 70.5 92.2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50 - 100 60.9 1.21 78.0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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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단의 주요 전략 도출 (SWOT 분석 결과와 연계)

-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도출

· 전략1: 전공심화⦁융복합 교육연계를 통한 세계수준의 교육과정 유지 (SO 전략)

· 전략2: 학생중심 및 수요반영 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배양 (WO 전략)

· 전략3: 국제 및 지역사회 교류를 통한 리더십⦁인성 배양 (ST, WO 전략)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도출

· 전략1: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관련 중점 연구분야 선정을 통한 질적 우수성 극대화 (SO 전략)

· 전략2: 4차산업혁명 요소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연구 주도 (WO 전략)

· 전략3: AR 및 ER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국제교류 및 연구 성과확산 (ST, WO 전략)

(2)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그림 2]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융복합 신지식을 창출하고 창의적 문제 발굴⦁해결능력을 갖춘 국제⦁지역사회 리더 양성

- 교육과정 실행방안

· 기본-융합프로그램을 연계 운영을 하고, 적응형 교과운영 체계와 미래지향적 수업방식을 도입함. 

· 다층적 지도체계를 활용한 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창업 및 수요기반 교과목을 활용하여 문제발

굴⦁해결⦁확산의 전과정을 교육함.

· 공통교과목을 운영하고 학생자생력 강화를 위한 비교과 과정과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함. 

- 인력양성 실행방안: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학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미래성공을 위한 지원

을 통하여 산업⦁사회에 기여하는 인력을 양성함. 

- 국제화 실행방안: 국제인지도 및 영향력 향상을 위해 온라인기반 국제공동교육 체제를 확대하고, 박사

과정 장기연수 중심의 국제교류를 확대함. 

- 교육연구단 운영방안: 자체환류체계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전담행정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추가 행

정인력을 투입하여 교육연구단의 교육지원 사업추진 충실성과 지속성을 확보함.

Opportunities Threats

- 아시아 개도국 중심 건설시장 성장세
- 4차산업혁명 요소기술을 활용한 신기술 시장 확대 추세
- 분석능력이 필요한 설계/엔지니어링 일자리 수요 증가
- 기후변화 적응 등의 미래 위기에 선제적 적응하는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기술에 대한 국내외 수요

- 국내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국내 
건설시장 침체

- 극단적 자동화로 건설분야 일자리 감소 및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 국내 건설분야에서 차세대 엔지니어 부족
- 초연결시대에 따른 대학원 교육의 국제화와 무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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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그림 3]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기반시설 핵심연구를 선도하고 미래 수요창출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지역사회 영향력 향상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

·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관련 4대 핵심연구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연구수월성 향상을 위해 지원함. 

· 다학제 및 수요기반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고, 교육-연구 연계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함. 

· 연구성과의 국제연구인지도 향상, 기술 사업화와 및 지역사회로 성과확산을 지원함. 

- 산업⦁사회기여 실행방안: 문제해결형 기술개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성과의 산업체 애로기술

해결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 국제화 실행방안: 국제인지도 및 영향력 향상을 위해 국제학술활동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핵심연구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함. 

- 교육연구단 운영방안: 자체환류체계기반 연구지원을 운영하며, 전담행정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추가행정

인력을 투입하여 교육연구단 연구지원사업의 충실성과 지속성을 확보함.

(4) 교육연구단의 차별성 및 우수성

 적응형 (Adaptive) 교과운영 체계

- 변화하는 산업⦁사회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적응형 교과운영 체계를 구

축함. 

- 지속가능한 개방형 환류체계 유지를 위해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외부전문가와 학생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교육과정 개선을 실시함.

[그림 4] 개방형 환류체계를 이용한 적응형 (Adaptive) 교과운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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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구성

- 교육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수와 학생의 관계를 수직구조에서 수

평구조로 전환함.

- 수평적 교수-학생 구조를 바탕으로, 학생 미래성공을 위한 학생중심 교육과 연구수월성 증진을 위한 

학생맞춤형 지원제도를 수립함.  

[그림 5] 학생중심의 교육으로의 전환

 (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 발굴-해결-확산 전과정의 선순환적 연구체계 수립

- 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및 확산의 전과정을 일방 직선형에서 순환 환류체계로 

전환하여 미래 신지식⦁신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함. 

-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산업체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문제를 발굴

하는 선순환적 연구를 중점교류 네트워크 중심으로 지원함.

[그림 6] 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해결 연구 전과정 선순환 체계

 교육연구단의 교육-연구 선순환적 연계

[그림 7] 교육-연구 연계 선순환을 통한 미래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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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융합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통하여 융복합 신지식 창출과 창의적 문제 발굴⦁해결을 보유한 국제

⦁지역사회 리더를 양성하여, 레질리언트 기반시설관련 연구에 기여함.

- 4대 핵심연구분야 중심으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미래수요창출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지역

사회 영향력을 높임. 이를 통해 획득된 신지식을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신수요 창출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함.

(5) 교육연구단 운영의 지속성

 교육연구단 운영방안

- 교육, 연구, 산업⦁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대학, 산업체, 지역이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공

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교수, 학생, 산업체,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 효율적 교육연구단 운영을 위해 전담행정지원조직을 구성하여, 대학원생과 교수가 교육과 연구에 집

중할 수 있는 몰입환경을 조성함. 

 교육연구단 전담행정지원조직 구성 및 적극적 지원

- 전담행정지원조직을 구성하여 교육연구단에서 제시하는 세부실행방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함.

- 조직구성: 4개의 위원회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연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를 교육연구단에서 운

영하고, 학생위원회와 외부전문가위원회를 두어 교육연구단의 평가와 개선방향 의견을 수렴함. 

- 운영위원회 (사업단장, 교육위원회위원장, 연구위원회위원장,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미참여교수 1인): 

교육연구단의 대학원교육 및 연구지원을 위한 주요업무를 결정함.

- 교육위원회 (대학원주임교수, 학사지도교수 6인):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 관리 및 개선 (교

과과정, 비교과과정, 학사관리, 대학원생 및 졸업생 관리)

- 연구위원회 (위원장외 참여교수 4인):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과 참여교수의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수

월성 향상을 위한 지원, 교수의 성과평가 및 기술사업화 지원

-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외 참여교수 3인): 국제기관-산업체-지역 교류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학생⦁연

구자 지원, 우수 인재의 선제적 발굴, 연구성과 홍보와 확산지원

- 학생위원회 (대학원생): 대학원생의 권익보장과 교육선택권 강화를 위한 학생의견 수렴 및 자치활동

-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관련 대학 내 연구조직 (기후변화적응 사회기반시설 대학중점연구소, 미래와

사회연구원, 미래융합연구원, 공학연구원)을 활용한 대학 간 융복합 공동연구지원

[그림 8] 효율적 교육연구단 운영을 위한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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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대 효과

 미래인재 양성을 통한 산업⦁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

- 4단계 BK21사업을 통하여 교육, 연구, 산업⦁사회 연계의 선순환 구현에 기여하고, 연구중심 대학원의 

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지속하는데 기여함.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관련 세계수준의 교육프로그램 구축

- 산업⦁사회 수요를 반영한 적응형 교육과 융복합 연구를 바탕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

하여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함. 

 건설산업⦁지역사회 발전기여  

-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관련 신지식 및 신기술을 활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 건설시장에서 지

역 맞춤형 전략으로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이어나가 국가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함.

- 기후변화, 재난재해, 자원고갈, 초저성장 경제 등의 미래 위기에도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사회기

반시설 관련 건설환경공학기술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그림 9]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분야 교육-연구-사회(산업⦁지역) 간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 비전

05 본부 대학원 혁신방향과 정합성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비전 및 목표와의 부합성

- 대학원 비전은 『세계 수준의 융합형 혁신인재 육성』으로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일치함.

- 대학원 목표와, 교육연구단의 교육목표 및 연구목표와의 부합성을 아래 표에 요약하였음. 

연세대학교 대학원 목표 교육연구단 목표

교육목표 연계성 연구목표 연계성

⓵ 모든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학생중심의 교육공동체를 만든다 EO1, EO2

⓶ 모든 학생이 미래 직업에서 탁월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EO1, E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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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O (Educational Objective), RO (Research Objective)

 대학원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과제와의 정합성 

- 전략1: 학생중심 교육-연구 환경조성

- 전략2: 학생 맞춤형 역량기반 교육체제 구축

- 전략3: 융합형 혁신인재 양성

- 전략4: 생애전주기 맞춤형 연구자 지원체계 확립

⓷ 한국 사회와 산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방법을 찾는데 기여하는 융합형 
혁신인재를 양성한다

EO1, EO2 RO2

⓸ 세계적으로 도전적인 이슈에 해답을 제시하는 글로벌 임팩트가 있는 연구역량을 갖춘다 RO1, RO3

중점분야 추진과제 교육연구단의 실행방안 반영부분

장학제도 세계 톱클래스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장학제도 구축 학생 미래성공을 위한 맞춤형 연구수월성 증진 II-3.2

행정지원 자율적 연구 및 학습시간 극대화 전담조직 구성 및 추가 행정인력 투입 I-2.1

교육과정 학생주도 교육 프로그램 제도화 학생자생력 강화를 위한 비교과 과정 II-1.1

학생복지 대학원생의 인격과 삶이 보장되는 대학원 제도 구축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장치마련 II-1.1

중점분야 추진과제 교육연구단의 실행방안 반영부분

학사제도 초연결시대 대학원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강화

기본-융합프로그램 연계, 적응형 교과운영 체계 II-1.1

교육과정 대학원생 핵심역량 증신을 위한 교육과정 강화 공통 교과목 운영 II-1.1

교육인프라 학생중심 미래형 학사지도 시스템 구축 학생의 교육권 강화 II-1.1

교수학습 선도적 교육모델 개발과 공유 미래지향적 수업방식 도입 II-1.1

중점분야 추진과제 교육연구단의 실행방안 반영부분

학사구조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인재육성 시스템 유연화 창업 및 수요기반 교육 II-1.1

교육과정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 교육과정 설계 문제발굴ㆍ해결ㆍ확산의 전과정 교육 II-1.2

연구지원 융복합 연구 활성화 다학제 융복합 연구지원, 수요기반 융복합 
연구지원

II-1.3

산학협력 산학협력 교육연구 생태계 구축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 II-1.3

중점분야 추진과제 교육연구단의 실행방안 반영부분

대학원생 학생중심 연구지원 학생 미래성공을 위한 맞춤형 연구수월성 증진 II-3.2

학문후속
세대

우수 학문후속세대 연구인력 확보-지원 생애전주기 맞춤형 신진연구인력 지원 II-4.1

교원 우수 교원 확보-유지 연구수월성 향상 지원, 질적성과기반 평가 및 
인사제도

III-1.3

국제공동
연구

세계수준 융합연구 지원 국제학술활동 네트워크 다변화 및 확대, 4대 
핵심연구분야의 국제적 리더십 확보

III-3.1

연구환경 연구몰입도 향상 전담조직 구성 및 추가 행정인력 투입 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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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교육역량 영역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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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육연구단 교육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실행 방안

01 현 교육과정 개선 사항 및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교육과정

l 3단계 BK21 사업 성과 및 현 교육과정의 장점

- 교육연구단은 국내 최고의 학생, 교수, 학교 자원을 기반으로 2006년부터 BK21사업에 참여하여 국제

수준의 연구력을 확보한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음.

- 특히, 건설 분야 전반에 걸쳐 고루 분포한 최고의 교수진을 바탕으로 기반시설시스템, 수자원환경시스

템, 정보경영시스템의 3개 전공 분야 기반의 선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선진화된 교과 체계 

구성 및 학생 중심의 예측 가능한 학위취득절차 수립 등의 교육과정을 확립하여 운영 중임.

- 강의평가 실시 및 결과 반영,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해외 평가단 운영 등 지속적 자체평가 환류체계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결과 기반 교과목 개발 등의 성과가 있음.

- 또한 국제화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국제적 활동능력을 갖춘 리더, 산업체 수요기반 교과목 개발 

및 개선의 노력 등을 통해 산업체 적합 인재를 배출함.

l 현 교육과정의 단점 및 개선 방향 도출

- 3단계 BK21사업 사업단 자체 종합평가를 통해 교수, 학생, 외부 (해외석학, 산업⦁사회 전문가, 졸업

생) 자문, 설문, 평가를 종합하여 현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의 단점 및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음 (2019년 12월 학과 워크숍).

- 인공지능, IC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요소기술의 건설산업 적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융합 

교과목 (AI, ICT 등)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수요가 있음을 확인함 (공과대학 재학생 설문, 2019년 10

월). 기존의 핵심⦁융합 교과목 체계,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위와 같은 신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지식 및 산업⦁사회의 미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 발굴 및 해결 역량 강화

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성을 도출함. 또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적응형 (adaptive) 교과목 체계, 

미래지향적 수업제도 도입 등을 통해 다양한 수요기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대응을 계획함.

- 기존 SCIE 논문 중심 졸업요건은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한 바 크

나, 최근 창업에 대한 수요 증가 (최근 5년 학생 기술창업 2건) 등에 따라 산업체 적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트랙별 (학술연구 트랙, 기술창업 트랙) 교육과정 구성 및 학사운영의 필요성이 커짐. 

- 대학원생의 학사지도가 논문지도교수 중심으로 진행되어 학생의 지도교수 선택권 및 교육권 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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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고, 향후 다층적 지도교수 체계 (학사지도교수, 논문지도교수) 운영의 강화가 필요함.

- 교육연구단은 2⦁3단계 BK21사업을 통해 자체평가 환류체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나, 환류체계 내 

학생의 수요 반영이 제한적임. 개방형 환류체계 운영을 위한 노력, 특히 학생위원회 운영을 통한 적극

적 학생 권익 보호, 학생 교육 수요반영이 요구됨. 

-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 독려를 통한 학생 역량 강화가 요구됨. 학생주

도 학습 운영 및 각종 시상 (예, Yonsei CEE Paper of the Year 및 Yonsei CEE Technology of the 

Year 선정) 등의 도입이 필요함.

02 신지식⦁신수요 창출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현황과 계획

(1) 교과 및 비교과 과정 구성 및 체계

l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분야 전공심화⦁융복합 연계 프로그램

- 건설환경 분야 전공 심화 및 융복합 교육을 위해 기반시설시스템, 수자원환경시스템, 정보경영시스템

의 전공에 따른 기본 프로그램과 4대 핵심 연구분야 기반의 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 기본 프로그램: 구조공학, 지반공학, 수공학, 환경공학, 지형공간정보공학, 건설경영

- 융합 프로그램: [기존] 원전내진안전, 생태공학, 건설자동화, 에너지환경, [신설] 기후변화적응기반시설, 

스마트건설안전

l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유기적 교과목 체계 수립

- 교육연구단 비전과 목표에 따른 전략에 따라 기존의 핵심, 응용 교과목군 구분을 대폭 개편하여, 핵심

⦁응용 교과목군에 더해 수요기반⦁창업⦁공통 교과목군을 포함하여 전공 심화, 융복합 교육, 수요반

영 교육을 강화함. 2020-1학기부터 개편된 교과목 체계로 운영 중임.

[표 1]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에 따른 교과목 구성

- 핵심⦁응용⦁수요기반⦁창업⦁공통 교과목군별 정의와 평가, 개선, 개편 주기 등의 운영 계획 수립함. 

[표 2] 전공심화·융복합·수요반영 교과목군 정의 및 운영 계획

전공심화·융복합 교육 연계 학생중심·수요반영 교육 리더십·인성 교육

- 프로그램별 핵심 교과목군
- 프로그램별 응용 교과목군
- 다학제 교과목군
- 공통 교과목군 (과학기술 Communication 등)

- 수요반영 교과목군
- 창업 교과목군
- 공통 교과목군 
  (RIT 세미나, 영어기술논문작성법 등)

- 공통 교과목군
  (공학윤리와연구방법론,    
  인권과연구윤리 등)

교과목군 내용

핵심 - 석사 및 박사 학생 대상의 전공 기초 교과목으로 기본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하며 전임교수가 개설 
- 전체 교과목 중 30-40%, 평가 및 개선 주기: 1년, 개편 주기: 7년

응용 (공통사항) - 박사 학생 위주로 연구 내용 및 문제 해결과 밀접하게 특화된 전공 교과목
- 건설환경공학과 교과목 및 타학과 개설 Cross-Listing* 다학제 교과목 포함
- 전체 교과목 중 30-50%, 평가 및 개선 주기 1년, 개편 주기: 3년

건설 - 프로그램별 제공되는 응용 교과목으로 학과 전임교수 개설 전공 분야 연구 관련 특론 교과목

다학제 - 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교내 타 학과 교과목 수강 독려함. 2019-2학기부터 학과간 교과목 공유 
(Cross-Listing)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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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단의 교육 전략에 따라 프로그램별, 교과목군별 교과목을 아래와 같이 구성함 (지난 5년간 학

기별, 프로그램별 개설과목은 별첨 참고). 

[그림 1] 교육연구단 교육전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별, 교과목군별 교과목 구성

수요기반 - 전공 분야의 과학 난제 및 산업·사회 문제 관련한 신수요에 빠르게 대응하는 교과목
- 전임교수가 기획하고 필요에 따라 산업체 전문가, 신진연구인력 등과 공동 및 모듈화 강의로 운영
- 전체 교과목 중 20% 이내, 평가 및 개편 주기: 1년

창업 - 대학원 및 공과대학의 교과목과 학과 신설 창업 교과목 (개별창업지도, 허준 교수)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강의 뿐 아니라 현장견학, 창업실습 등의 실제적인 경험 제공

공통 - 학과에서 개설하는 교육연구단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에 부합하는 교과목 (RIT 세미나, 개별지도연구 
등)과 공과대학 및 학교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학생 미래 커리어에 맞는 역량 개발을 위한 교과목 
(융합적 사고, 연구윤리, 글쓰기, 발표능력 등)

31 / 337

civil
사각형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단

4 / 15

l 미래 수요 대응 적응형 (Adaptive) 교과목 운영체계

- 급변하는 미래 교육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과목 군에 따라 다양한 주기로 교과목을 신설, 

운영, 개선, 개편하는 유연적이고 개방적인 적응형 체계를 운영함.

[그림 2] 교과목군별 교과목 개편 주기에 따른 교과목군 운영체계

- 교육과정 사전 예고제: 학위과정 및 전공 프로그램별로 향후 2년간 개설 예정인 핵심⦁응용 교과목 (1

년 개편주기의 수요기반 교과목 제외)을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학과목 개설 예측 가능성을 향상하여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종합시험 (학위과정에 따라 프로그램별 핵심⦁응용 교과목 중 

2-3과목 선택 필요)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 (2019-1학기 시작).

l 학생 자생력 강화를 위한 비교과 과정

- 학생주도 연구역량, 산업⦁사회 수요 대응능력, 기초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학과, 대학원, 학교 차원의 

다양한 비교과 과정을 제공하여 학생 자생력 강화를 도모함.

[표 4] 주요 역량 분야별 비교과 과정의 개요 

주요 역량 비교과 내용

학생주도 

연구역량

학생주도 

세미나 및 

저널클럽

- 4단계 BK21사업을 통해 교육연구단에서 도입 예정인 학생 자치 세미나 및 저널클럽 활동 
- 과학기술⦁산업체⦁사회 수요 등 학생 관심에 따른 그룹을 구성, 운영하도록 활동비 지원 계획 
- 교육연구단 학생위원회 주도로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운영, 결과 보고 및 평가 등의 과정 운영

VIP - VIP (Vertical Integration Program): 선정된 연구주제에 관심있는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 학부생 
팀을 구성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학과의 비교과 활동 (최근 4년간 총 41개 연구팀)

PCDI 

프로그램

- PCDI (Professional Career Development Initiative)는 2단계 BK21사업 영어캠프로 2010년 시작되어 
확대 발전된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연 1회 실시하였으며, 2018년부터 매학기 
1회 개최 중

- 이력서 작성법, 영어 논문 작성법, 회화, 영어 프리젠테이션 방법 등에 대한 강의와 실습 

GYL 포럼 - GYL (Global Young Leader Forum for Green Construction) 포럼은 교육연구단의 학생과 세계 유수 
대학 학생간의 교류 활성화 목적으로 진행하는 국외 대학과의 포럼

- 프로그램별로 연 1회 개최 장려 계획 

연세 Junior 

융합연구그룹

- 대학원-미래융합연구원은 융복합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초 이해 및 전문 훈련과정을 제공 
(융합아카데미)하고, 연세 Junior 융합연구그룹 (3인이상, 최소 2개 이상 전공분야)을 선발하여 
학술활동 지원금, 교류 공간 등 제공하고, 워크숍을 통해 성과 공유 및 시상을 진행

산업⦁사회 Eagle 포럼 - 교육연구단의 산학 연계 비즈니스 포럼으로 교육연구단과 산업체의 유대관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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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위과정 구성

l 석사⦁박사⦁통합과정 

- 본교는 석사학위과정 (이하 석사과정), 박사학위과정 (이하 박사과정), 석사학위를 거치지 않고 박사학

위를 취득하기 위한 석박사통합과정 (이하 통합과정)을 제공함.

l 박사과정 기술창업 트랙 신설

- 해외 주요 대학의 경우, 전통적인 석사, 박사학위에 더해 다양한 산업⦁공학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학

위과정을 제공함.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의 학위과정은 Master of Engineering, Ph.D., 

Engineering Doctorate (Eng.D.)를 포함하여, 전통적인 학술기반 Ph.D. 프로그램 뿐 아니라 산업 R&D

에 초점을 맞춘 Eng.D.를 배출하고 있으며, 본 교육연구단도 기술창업 역량을 갖춘 박사 양성수요 대

응을 위해 박사학위 학생을 위한 기술창업 트랙 도입을 계획함 (2020-2학기).

- 학술인재 양성에 초점을 둔 기존 박사 및 통합과정을 두 개의 트랙, 즉, 학술연구 트랙과 기술창업 트

랙으로 나누어서 학생 맞춤형 역량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기술창업 트랙진입은 학점 이수 후 창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창업지원단 (단장: 건설환경공학과 손홍규 

교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창업실무위원회의 (창업트랙 논문심사위원회) 심사 통과가 필요함.

[표 5] 트랙별 주요 역량

l 복수⦁공동학위 지원

- 학교는 국제 협력프로그램을 통한 복수학위제 (Dual Degree Program)와 공동학위제 (Joint Degree 

Program)를 지원함 (복수학위제: 19개교, 공동학위제: 1개교). 

- 건설환경공학과는 국제 중점교류 대학을 중심으로 복수 및 공동학위 활성화를 위해 Inbound, 

Outbound에 따른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임.

(3) 학위과정별 교과목 이수체계

l 수요 대응형 교과목 이수체계 개선 계획

 - 본 교육연구단은 아래와 같이 학위 과정별 교과목 이수학점 및 전공 프로그램별 핵심 및 응용 교과

학술연구 트랙 기술창업  트랙

교수 역량, 과학기술 문제 발굴과 연구과제 기회 및 추진,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멘토링

산업⦁사회 시장 파악 및 동향 예측 능력, 
특허⦁지식이전⦁산업화, 리스크 관리

수요 

대응능력

- 매 학기 2회 이상 개최 계획

KICT-연세대 

공동연구

- KICT-연세대 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건설기술 연구원에 학생을 1학기 동안 파견
- 2019년 공동연구 실적 3건(지진해석, 스마트시티, 미세먼지 관련) 등 지속적 운영 강화 예정

창업 지원 - 본교 창업지원단은 해외실전 창업 교육, 실험실 창업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기술사업화 
멘토링 등 참여 지원

기초

연구역량

강화

Y-ABC - 학교는 핵심역량 (Core Skill)에 따른 대학원 비교과 프로그램 가이드맵 및 이수내역 확인 가능한  
비교과 통합 시스템인 Y-ABC (Yonsei Activities Beyond the Classroom) 도입 예정

- 소통과 협업, 리더십, 경력개발, ICT 교육, 논문작성지원교육, 학술정보활용 교육 등 포함

MOOC 수업 

제공 

- 세계 최대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플랫폼 중 하나인 Coursera는 Coursera for 
Campus Coronavirus Initiative (C4CV) 프로그램 시행: 본교는 2020-1학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C4CV의 3,800개 우수 강좌 및 400개 전문강좌 무료 수강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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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이수 기반 종합시험 요건을 규정함.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UC Berkeley),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학위 요건 중 교과목 이수 요건을 아래와 같이 비교 분석함.

[표 6] 학과와 UC Berkeley의 교과목 이수 요건 비교

- 필수 이수학점 경감

· 석사과정: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UC Berkeley의 석사과정 Plan 1과 비교 가능, 통합과정: UCB는 석사

학위 없이 박사과정 진학이 가능하므로 UC Berkeley 박사과정과 비교 가능하며, 본교의 이수학점이 

UC Berkeley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함. 

· 3단계 BK21사업 중 본교 필수 이수학점에 대하여 지속 논의하였고 (2016-1학기, 2017-1학기, 2019-1

학기 학과 워크숍), 교실 강의중심 학점 이수에서 벗어나 학생의 연구활동 등의 학습경험을 학점으

로 인정하여 교육-연구 선순환을 이루도록 개선하였음. 개별지도연구 과목 (2016-2학기), RIT 세미나 

(2017-2학기), 석사⦁박사논문연구 (2019-2학기)를 교과화하여 실질적 이수학점을 경감함. 추후, 박사

학생의 경우, 프로젝트 기반 수업 등의 각종 연구 활동에 따라 유연한 학점 부여를 계획함.

- 전공 프로그램별 차별화

· UC Berkeley는 학점 이수 요건을 전공 프로그램별로 차별화하였음.

· 교육연구단은 졸업 최소성과기준 (학과 내규)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별로 차별화할 수 있

도록 허용하여 (2020-1학기), 프로그램별 수요 및 특징에 따라 학교 제도 내 유연적 운영을 도모함.

- 전공심화⦁융복합 교육 연계 관련 교육 강화

· UC Berkeley는 박사과정 주전공과 2개 부전공을 필수화하여 융합기반 전공심화 교육을 제공함.

· 박사⦁통합과정 대학원생들에게 전공 프로그램의 핵심⦁응용 교과목에 더해 타 프로그램에서 제공

하는 교과목, 수요기반 교과목 등의 수강을 권장하여 융복합 교육 기반 연구 활성화를 계획함.

03 학생 맞춤형 학사관리 현황과 계획

(1) 학위 취득 과정

l 다면적 입학 전형

- 일반전형 (일반, 학연산협동과정, 군위탁 및 정부위탁, 새터민), 외국인전형, 조기입학전형, 학부-대학

원 연계과정의 4개 전형을 실시하여 다양한 경로로 우수 학생을 확보함. 

- 서류 평가 및 면접 평가를 통한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서류평가와 면접 결과에 따라 대학원생을 선

발함. 서류평가와 면접은 교육위원회와 학생이 원서 제출 전 연락한 교수를 중심으로 실시함. 해외 지

원자를 위해 원격 화상 구두시험을 가능하도록 하여 세밀한 입학 전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학과 UC Berkeley

석사

과정

- 30학점 이상 이수, GPA 3.0 이상 
- 공학윤리와 연구방법론 수업 이수
- 전공프로그램 내 핵심⦁응용 2과목 수강 

[Plan 1 - 학위논문]
- 20학점 이상 이수, GPA 3.0 이상
- 전공분야 8-10학점 이상* 
- 개별연구 0-4학점 이내*

[Plan 2 - 프로젝트 보고서]
- 24학점 이상 이수, GPA 3.0 이상
- 개별연구 0-4학점 이내*
- 전공분야 12학점 이상
- 개별연구 4학점 이내 수강

박사

과정

- 30학점 이상 이수, GPA 3.0 이상 
- 공학윤리와 연구방법론 수업 이수
- 전공프로그램 내 핵심⦁응용 3과목 수강 

- 전공: 1 Major + 2 Minors (학과 내부와 외부 각 1개)
- 32학점 이상 이수
- Major: 12-21학점 이상*, 평균 GPA 3.5 이상
- Minors (내부, 외부): 각 3-6학점 이상*, 평균 GPA 3.0 이상

*전공프로그램 별 상이한 필수 이수학점 및 필수 교과목

통합

과정

- 54학점 이상 이수,  GPA 3.0 이상
- 공학윤리와 연구방법론 수업 이수
- 전공프로그램 내 핵심⦁응용 3과목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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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엄정한 학위 취득절차 및 소요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확립

- 학위과정별 학위 취득절차

· 본교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을 위해 학점이수, 종합시험, 연구계획서 심사, 학위논문 심사

를 포함한 학위 취득절차를 규정함.

· 건설환경공학과는 학사지도교수 역할 강화, 학사 단계별 심층면접 과정 도입, 논문심사위원회 조기 

구성 및 운영 등을 학위 취득 과정의 엄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화 방지를 도모함.

[그림 3] 학위과정별 학위 취득 절차 (*통합과정 중단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3 - 7학기에 중단신청을 하여 석사학위 취득 가능)

- 학위취득 소요기간 현황

· 지난 5년간 평균 학위취득 소요기간 변화는 아래와 같음. 박사과정은 2017년 7년에서 최근 5.2년으

로 감소추세이고, 통합과정의 최근 2년 박사학위 취득 소요기간 평균은 6.7년임. 학교 규정에 따른 

정규학기는 박사과정 8학기 (4년), 통합과정 12학기 (6년)으로 학위취득 소요기간 단축이 필요함.

· 교육연구단은 박사과정은 4년, 통합과정은 5년으로 평균 학위취득 소요기간 단축을 목표로함. 4단계 

BK21 사업 종료시점까지 해마다 0.2년씩 단계적 단축하여 7년 후 목표 달성을 계획함.

[표 7] 최근 5년 평균 (최소, 최대) 학위 기간 [단위: 년]

- 학위취득 소요기간 단축 방안

· 학부-대학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부에서 대학원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원 진학 

시 조기 수강 과목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는 긍정적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

· 학부-석박사 연계과정: 학부 졸업 학기를 최대 2학기까지 석⦁박사 수료 학기를 1학기 단축 가능함.

· 석박사 통합과정: 정규등록 학기가 6학기로 석사와 박사를 각각 진행할 경우 정규등록 학기가 총 8

학기가 요구되는 것에 비하여 학위취득 기간 단축이 가능함. 

· 우수한 업적의 박사과정생은 학칙에 규정된 한도 내 (박사 6학기, 통합 8학기) 학위 수여가 가능함.

· 정규학기 기간 내 학위를 취득한 박사를 교육연구단의 박사후과정으로 선발하는 등 학위 취득을 기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박사 6.5 (4, 9) 5.4 (4.5, 6) 7.2 (4.5. 9) 6.6 (4, 8.5) 5.2 (4, 7)

박사(통합) 7.0 (6. 8) 7.8 (7. 8.5) 5.2 (4, 7) 6.6 (5, 10) 6.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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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안에 완료하였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함.

- 학위취득 소요기간 장기화 방지 방안

· 본교의 규정에 따라 석사 4학기 (2년), 박사 8학기 (4년), 석박사 통합 12학기 (6년) 초과 시 매 학기 

지도교수 사유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교육연구단 차원에서 초과학기 학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논문지도교수의 승봉 심사 시 

교육부문 평가에 반영함 (2020-2학기부터 시행).

l 학위 과정 중 학생의 교육 선택권 강화

- 다층적 학생 지도 체계

· 논문지도교수: 대학원 지원 시 연구 관심에 따라 연락한 교수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입학 전형 시 심층 면접을 통해 논문지도교수를 입학 전에 배정함. 대학원생의 개별지도연구 

학점 및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 지도 등을 주도함.

· 학사지도교수: 본교는 2017-1학기부터 학생별 학사지도교수 배정을 필수로 함. 입학 직후 학사지도

교수를 배정하고 매 학기 1회 이상 면담을 의무화함. 대학원생의 교과목 이수, 대학원 생활 전반을 

포함한 입학에서 졸업까지 밀착 지도함. 학과는 2020-1학기부터 학사지도교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

해 3개 분야별 2명, 총 6명을 임명함.

- 학생의 지도교수 선택권 강화

· 입학 후 학생 연구 관심분야 및 진로 변화, 교수 인사변동 (이직, 휴직 등)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사지도교수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체계적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심층면담을 통한 학생의 교육 선택권 강화

· 학업계획:　입학 직후 수강신청 전 학사지도교수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개별 대학원생의 배경에 적합

한 학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함 (예, 타학과 출신 학생의 학부보충과목 수강 관련 지도). 

· 통합과정은 필요에 따라 석사과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면담을 진행함. 

· 박사⦁통합과정 수료 전 심층면담을 통해 학술연구 및 기술창업 트랙을 선택하도록 하며, 학생들의 

진로 결정과 이에 따른 교과 수강 및 비교과 활동 등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함.

(2) 논문 심사 과정

l 학위 과정별⦁프로그램별 논문 제출 자격 규정

- 본교에서 규정하는 교과이수, 학기등록 및 공통 요건에 더해 건설환경공학과는 전공별, 학위과정별 요

건을 교과목과 연계한 종합시험 규정 및 최소성과 기준을 포함한 논문 제출 자격을 규정함.

- 2020-1학기부터 최소성과 기준을 프로그램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그램별 교육과정 차별화 

수요를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함 (환경공학 프로그램 별도 규정 시행 실적 보유).

[표 8] 학위 과정별 논문 제출 자격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이수학점 30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학기등록 4학기 이상 정규 등록, 1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은 자

4학기 이상 정규 등록, 2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은 자

6학기 이상 정규 등록, 2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은 자

공통 GPA 3.0 이상, 공학윤리와 연구방법론 수업 이수, 외국어(영어) 시험 통과

종합시험 교과 이수 후 프로그램 기준에 따라 치루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에 응시 후 통과

전공프로그램 내 핵심⦁융합 2과목 전공프로그램 내 핵심⦁융합 3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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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논문 심사 과정의 충실성

- 연구계획서 작성 시부터 논문심사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연구계획서 (Preliminary Exam) 및 학위논문

을 심사⦁검토하여 예측 가능하고 완성도 높은 학위논문 작성을 유도하고, 3단계 BK21사업부터 학위

논문 영문 작성, 연구윤리 검토, 영어 공개발표 의무화하여 해당 기간 내 학위 취득자 전원이 절차를 

수행함.

- 박사학위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논문심사위원회에 국외 1인 (학술연구 트랙) 혹은 산업계 1인 (기

술창업 트랙)을 포함함. 모든 심사 발표는 영어로 진행을 계획함 (2022년 이후).

[표 9] 학위과정별 논문 심사 과정

(3) 학사관리 규정 및 시스템

l 학교, 공과대학, 학과 규정

- 학교, 공과대학, 학과는 대학원 학위 수여 및 운영 등에 대한 과정을 문서화하여 체계화적으로 운영함

[표 10] 관리 주체별 학사관리 규정  

l 학과 학생 매뉴얼 제공

-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규정 및 정보를 요약한 국문 및 영문 매뉴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함. 프로그램별 교과목 구성 및 이수체계, 조교 장학제도, 졸업요건, 종합시험, 

최소성과 

기준

전문학술지 또는 학술발표대회 1회 
이상 발표

[학술연구 트랙]: SCIE 학술지 3편에 준하는 연구성과 및 국제학술발표대회 
1회 이상 발표

[기술창업 트랙]: 국제특허 등록 1건에 준하는 특허성과 및 공인된 창업 
관련 국제발표대회 1회 이상 발표

*전공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소성과 기준 변경 가능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논문심사위원회 교내 3인 (심사위원장, 지도교수 
및 교내 교수)

[학술연구 트랙] 교내 3인 (심사위원장, 지도교수 및 교내 교수)과 국외 
1인을 포함한 교외 2인

[기술창업 트랙] 교내 3인 (심사위원장, 지도교수 및 교내 교수)과 
산업계 1인을 포함한 교외 2인

연구계획서 학위논문 시행 학기 제출 학위논문 시행 1학기 (최소) 이전 제출

학위논문 심사

(Defense)

예비심사 → 본심사 → 연구윤리 예비심사 → 공개발표 → 본심사 → 연구윤리

공개발표: 학위논문 본심사 수주 전, 대학원생과 교수진 대상 영어발표 
후 녹화본 국외 논문심사위원 송부

연구윤리: Turn-it-in 프로그램 활용 표절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학위심사 항소 (Appeal)

주체 내용

학교 학교 규정은 학위과정 별 학위수여규정, 학위논문 및 수여에 관한 지침 등을 포함

공과대학 공과대학 규정은 논문제출 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 지침 등을 포함

학과 학과 대학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 규정을 포함한 학과 대학원 내규는 교과목 구성 및 이수체계, 졸업요건, 종합시험, 
연구계획서, 석사⦁박사학위 졸업논문심사, 외국어시험 규정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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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졸업논문심사, 국외 장기⦁단기연수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 (2020년 1월 최종 개정).

l 학업 전주기 관리를 위한 대학원생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 

- 대학원 재학 및 졸업 후에도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이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사관리시스

템을 제공하며, 대학원생의 학적변동, 성적 및 장학금 수혜 기록, 조교경력 누적 관리 등을 포함함. 

- 향후, 면담 관리, 연구경력 관리, 졸업 후 경력 관리로 대학원생 이력 관리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임.

(4) 미래지향적 수업제도

- 교육연구단은 혁신적 교육기법 활용, 교수자 다양화 (대학원생의 교육 참여 포함), 개방적 수업제도 도

입 등의 미래지향적 수업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함.

[표 11] 주요 전략별 수업제도 

전략 수업제도 내용

혁신 

교육기법 

활용

거꾸로학습 

(FC) 교과 

도입 

- 본교는 교수자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 강의 등을 활용한 Flipped Learning (거꾸로 학습) 등의 신 
교수법 활용하는 FC (Flipped Classroom) 수업을 2019학년부터 대학원 수업에 도입

- 향후 본교 강의 플랫폼 Y-EdNet 활용 예정
- 교육연구단은 2015-2학기부터 학부 수업 대상으로 전임교수의 FC과목 개설 경험이 있으며 

(김형관 교수-건설관리, 김연주 교수-기초유체역학),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원 FC과목 개설 
예정 (2020-2학기: 김연주 교수-지표수수문학)

원격(OC) 

강의

- 본교는 국내외 대학간 원격강의 (Online Class, OC)를 적극 도입하여 2019-2학기 부터 
포스텍-연세대 개방⦁공유 캠퍼스의 원격강의 교과목을 운영하고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

- 코로나19 대응으로 2020-1학기 전체 OC 교과목 운영 중이며 향후 Y-EdNet 활용하여 OC 강의를 
적극 확대 계획

교수자 

다양화

해외석학 

집중강의

- 방학 기간 중 국내외 석학을 초청하여 집중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이를 정규학기 개설 
교과목으로 인정함으로써 대학원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는 한편 국제화 소양 및 연구 
능력 향상 도모

- 3단계 BK21사업부터 매년 1-2과목씩 개설, 4단계 교육연구단에서는 매 학기 1과목 개설 계획

LT 교과목 - LT (Learning by Teaching): 박사수료생, 신진연구인력에게 전임교원 담당 강의 참여기회 제공
- 전임교원 교과목에서 1학점에 해당하는 강의업무 (강의, 실습, 과제점검, 학생지도, e-portfolio 

운영, review session 운영 등) 부담
- 본교는 2019-2학기부터 LT제도 운영 시작, 교육연구단은 총 4과목 운영
- LT과목의 전임교수 강의시수 감면을 통한 LT 활성화 도모

공동설계 

융합교과목

- 학생중심 문제 발굴 및 융합공통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문제해결형 수업 (PBL, Problem Based 
Learning)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연구과제 기획, 설계, 수행 능력 향상 도모

- 도시인프라디지털트윈: 건설환경공학과-도시공학과 전임교수 공동 개설 (2020-1학기)
- 지속적 학생 수요반영을 위한 설문 조사 1회/학기 계획

수업의 

개방성

모듈형 교과목 

도입

- 본교는 학생의 희망하는 학습분야의 자유로운 수강을 지원하는 모듈형 교과목 도입 예정
- 교육연구단도 이에 따라 수요기반 교과목 개설시 모듈형 (학기를 2-3개 모듈로 나누어 수업 

개설) 교과목 개설 적극 권장 

포스텍-연세대 

개방·공유 

캠퍼스 

- 본교와 포스텍은 미래사회 문제해결 참여, 새로운 가치창출 협력체계를 통해 창의적 리더 양성,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 발굴을 목적으로 2018년 여름부터 포스텍-연세대 개방·공유 캠퍼스 시작

- 건설환경공학과: 2019-2학기 OC 교과목 참여 (ESS5004 지구및환경연구의현재와 미래: 
포스텍-연세대 협력 강의, CEE5100 도시와미래의삶: 포스텍-연세대-스탠포드 협력 강의)

학점교류제도 -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교과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과, 타교의 교과목을 수강 독려
- 고려대, 국방대, 서강대, 서울대, 이화여대, KAIST, UST 등과의 대학원 학점 교류하고, 학칙에 

따라 총 15 학점까지 타 대학원의 수업 수강 가능
- 매 학기 학과에서 개설한 강의에 대해서 학점 교류를 위하여 교과목을 개방하도록 독려

Course 

Sharing

- 국외 중점교류 대학과 수요기반 교과목을 OC 수업 형태로 공동 개발하여 양쪽 대학에서 정규 
학점 교과목으로 개설하는 개방적 교과목 개설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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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교육과정의 충실성과 지속성 확보

l 교육연구단 개방형 자체평가 환류체계를 통한 충실성 및 지속성 확보 

- 자체평가 환류체계: 교육연구단은 교육위원회를 중심 자체평가 환류체계를 활용하여 교육과정 계획, 

운영, 평가를 수행하여 교육과정의 충실성과 지속성을 확보함. 학과의 자율적인 자체평가 환류체계는 

2단계, 3단계 BK21사업을 통해 기획되었고, 이를 충실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과 운영체

계를 개선하였음. 

[그림 4] 교육연구단의 교육과정 및 운영 평가를 위한 환류 체계 

- 교육위원회: 대학원주임교수 및 전공별 학사지도교수(6인)로 구성  

· 교육위원회는 교수, 재학생, 외부자문단 (해외석학, 산업⦁사회, 졸업생), 연구위원회의 교육과정 (교

육프로그램, 교과⦁비교과 과정, 학사관리)에 대한 의견을 분석⦁평가하여 매년 교육과정 개선안 보

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함.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에서 개선 방향을 정하고 교수들이 추진함.

[표 12] 교육위원회 구성

l 교육과정 및 운영 평가 주체별 주요 역할

- 교수 

· 운영한 교과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포함한 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보고서 (지속적 

강의개선 보고서) 제출을 필수화함. 교수는 강의평가를 참고하여 CQI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후 강의

에 반영하며,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교육연구단 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됨.

- 학생

· 강의평가, 설문, Focused Interview 등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학생 의견을 반영함. 특히, 4단계 BK21

사업부터는 학생위원회 신설, 중간 강의 평가 도입 등을 통해 학생의 교육 수요반영을 강화함.

· 학생위원회: 대학원생 권익 보호, 학생의견 수렴, 학생주도 세미나 및 저널클럽 운영, 논문 시상 

(CEE Paper of the Year: 우수논문상, CEE Technology of the Year: 우수기술상) 등의 역할 (신설)

- 외부전문가위원회

· 해외 석학, 산업⦁사회 전문가, 졸업생의 외부전문가위원회 자문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반영함.

- 연구위원회

· 교육-연구 선순환을 위한 연구수요 기반 프로그램 및 교과목,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문제 발굴⦁해

결⦁확산 전과정 역량강화 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 

위원장

(대학원주임교수)

위원 (학사지도교수)

기반시설시스템 수자원환경시스템 정보경영시스템

한동석 이준환, 박경수 김연주, 김형일 허준, 김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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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교육과정 및 운영 평가 주체별 주요 평가 방법

l CIPP 평가 모델기반 자체평가

- 교육연구단은 2단계, 3단계 BK21사업부터 활용되어온 CIPP (Context, Input, Process, Product) 모델을 

기반으로 자체평가를 수행함.

[표 14] CIPP 기반 자체 평가 지표

l 자체평가 환류체계의 우수성

- 본 교육연구단의 자체평가 환류 체계를 활용한 4단계 BK21사업 계획 도출 성과는 아래와 같음.

- 수요기반 교과목

· 국내⦁외 산업계 인사의 자문 의견, 재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산업⦁사회 수요를 빠르

게 반영 가능한 수요기반 교과목 개설을 제안함 (예, 2020-1학기 건설산업과 머신러닝). 특히, 4단계 

BK21부터는 이러한 교과목을 수요기반 교과목군으로 분류하여 체계화하고 관련 교과목의 개설, 운

영, 평가를 매년 진행을 계획함.

- 기술창업 (박사⦁통합과정) 트랙 도입

· 창업 경험 졸업생 수요, 교수 의견, 해외 대학 교육과정 분석 등에 따라 기술창업 (박사) 트랙 개설

을 3단계 BK21 운영위원회가 학과에 건의하고, 이에 2020-2학기부터 기술창업 트랙 개설을 계획함.

- 융합 프로그램 운영방안 개선

· 해외 평가단, 교육위원회 자체평가 등에 따라 교육-연구 연계 활성화의 중요성이 대두됨. 이에 학과 

내 교수 2인 이상이 수주한 대형 연구과제 기반으로 융합 프로그램 (예, 기후변화적응기반시설 프로

그램, 2020-2학기 개설 확정)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Context (상황 평가) Input (투입 평가) Process (과정 평가) Product (성과 평가)

- 필요성 인식
-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화 및 

수행계획 수립
- 교육비전 목표 구현

- 제도 체계 구비
- 입학 기준 설정
- 학위 취득 프로세스 구축
- 유연한 제도적 절차

- 개방적 융복합 교육
- 수요 기반 교육
- 교육-연구 선순환
- 학생 맞춤형 학사관리

-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관련 인재 양성

- 졸업생 교육성과 
- 졸업생 연구실적 평가

평가주체 평가 방법  및 내용

교수 CQI 보고서 - 교과 목표, 학습 성과, 강의 내용 및 방법, 평가 방법, 수강생의 학습 성과 평가 등에 대한 보고서

학생 강의평가 - 학교 차원의 제도로 1회 (학기말)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는 2022년부터 학기 
당 2회로 강의 평가 확대를 계획

- 교육연구단 자체적으로 중간 강의 평가 의무화 계획 (2020-2학기)

설문 조사 - 공대에서 매 학기 진행하는 대학원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

보고서 - 학과의 학생주도 학습 (세미나 및 저널클럽) 보고서 등

간담회 - 학과 PCDI 프로그램로 진행하는 종합시험 통과자 간담회를 통해 재학생 심층 인터뷰를 진행
-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재학생의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전반에 대한 의견 반영함

학생위원회 - 대학원생 권익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학생 의견 수렴 및 제시

외부

전문가

해외석학

자문

- 교육연구단의 국제 HUB대학의 해외석학을 중심으로 구성
-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구성, 교과과정, 교수진의 역량, 학생 구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평가 

개선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내용을 자문

산업⦁사회

자문

- Eagle 포럼과 매년 5월에 열리는 교수-동문 산업체 인사간의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체와 
실무에 관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설문조사, 산업체 교육 수요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산업⦁사회 
수요에 대하여 빠르게 대응

졸업생

자문

- 졸업 5년 후에 Focused Interview를 진행하여, 학계 및 산업체에 진출한 졸업생의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에 반영 (졸업 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하에 연락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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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 및 연구역량의 교육적 활용 현황과 계획

(1)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 구축

- 교육연구단은 교육을 통한 연구력 증진 (교육→연구), 연구역량의 교육적 활용 (연구→교육)을 통해 교

육-연구간의 선순환을 도모함.

- 교육을 통한 학생 연구력 증진의 주요 방안은 1) 융복합 신지식 교육, 2)　문제 발굴⦁해결⦁확산의 

전주기 역량 강화 교육, 3) 기초 연구 역량 강화 교육 제공으로, 앞서 제시한 교육 프로그램, 교과목 

및 비교과 구성, 수업제도 등에 기반함.

- 연구역량의 교육적 활용방안은 아래에 구체적으로 제시됨.

[그림 5] 교육-연구의 선순환 구조

(2) 연구역량의 교육적 활용 방안

l 교육연구단 4대 핵심연구분야 연계한 융합프로그램의 강화

- 교육-연구 간의 연계 활성화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산업⦁사회 수요기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수요대응 능력을 극대화함.

- 학제간 융합프로그램: 생태공학 프로그램 (2014년 신설, 과학기술 수요), 건설자동화 프로그램 (2014년 

신설, 과학기술 수요)

- 수요반영 융합프로그램: 원전내진안전 프로그램 (2017년 신설, 산업 수요), 에너지환경 프로그램 (2015

년 신설, 산업 수요), 기후변화적응 기반시설 (2020-2학기 신설확정, 사회 수요), 스마트건설안전 프로

그램 (2020-2학기 신설확정, 산업 수요)

l 연구 수요기반 교육 제공

- 수요기반 신규 교과목 개발 지원 (신규 도입)

· 급변하는 건설환경 관련 연구 및 산업 트렌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임교수의 수요기반 교

과목 (개선 및 개편 주기: 1년) 개발을 지원하고 교과목의 강의는 산업체 전문가, 신진연구인력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함.

- 프로젝트 기반 문제해결형 수업 개설

· 학생중심 문제 발굴 및 융합공통프로젝트 수행하는 문제해결형 (PBL) 수업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연

구과제 기획, 설계, 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함.

· 2020-1학기 건설환경공학과와 도시공학과가 공동으로 CEE5109 도시인프라디지털트윈 교과목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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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운영 중임.

· 향후, 교육위원회는 공동설계 융합교과목 학생 수요를 학기 당 1회 조사를 계획함.

-  RIT 세미나 교과목

· 산⦁학⦁연 각 계층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연구단의 비전에 부합하는 강연을 경청하는 세미나를 

교과목으로 운영 중임. 2020-2학기부터 교육연구단의 3개 전공분야 (기반시설시스템, 수자원환경시

스템, 경영정보시스템)에 따라 운영하여 세미나 몰입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개선함.

-  학생주도 세미나 및 저널클럽 (신규 도입) 

· 4단계 BK21사업을 통해 본 교육연구단은 학생주도 세미나 및 저널 클럽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연구 

역량강화를 도모를 계획함. 

l 연구결과 반영 교육 제공

- R2E (Research to Education)를 통한 연구역량의 교육적 활용 활성화 제도 도입 (신규 도입)

· 연구의 교육적 활용을 높이려는 교수들에 대한 격려 (인센티브)를 통해 대학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을 높일 수 있음.

· 지원 자격: 교육연구단 연구실적 상위 50%인 참여 교수 (교육연구단 연구 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교

육연구단 차원에서 매년 제출됨).

· 지원 내용: 교육과정 개발비용 (100만원 이내 지원), 교육과정 컨설팅 (본교 교수학습혁신센터와 연

계를 통한 컨설팅 제공), 강의조교 장학금 (25% TA 지원).

- 연구성과의 교과목 반영 

· 최신 연구결과를 교과체계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연구 중심의 교육을 통해 세부 전공별 심화 교육

과 융합 연구역량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본 교육연구단 대학원생의 전반적인 연구력 향상을 유도하

는 선순환 구조가 정립되었으며,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임.

· 3단계 BK21사업을 통해 최신 연구결과가 사업단 전체 분야에 반영되게 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 

2016년 이후 총 27과목 (기반시설시스템: 10과목, 수자원환경시스템: 6과목, 정보경영시스템: 11과목)

에 반영되어 연구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06 4단계 BK21사업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방안

- 교육연구단은 자체평가 환류체계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교육과정 구성 및 운

영을 계획, 평가, 개선을 수행함.

[표 11] 교육목표 및 전략에 따른 교육과정 및 운영 요약

목표 융복합 신지식 창출 인재 창의적 문제 발굴⦁해결 능력 국제⦁지역 사회 리더 양성

전략 전공심화⦁융복합 교육 연계 학생중심⦁수요반영 교육 리더십⦁인성 교육

교육과정 

구성

- 기본 및 융합 프로그램
- 전공분야별 핵심 교과목군
- 전공분야별 응용 교과목군
- 다학제 교과목군
- 공통 교과목군 (개별지도연구, 

석사⦁박사학위논문연구, 
과학기술 Communication, 
과학기술의 역사 등)

- 수요반영 교과목군
- 창업 교과목군
- 공통 교과목군 (RIT세미나, 

영어기술논문작성법, 
Technical Presentation)

- 공통 교과목군 (공학윤리와 연구방법론, 
공학과지역사회리더십, 인권과 연구윤리, 
벤처창업과 기업과 정신 )

- 학과 비교과 (학생주도 세미나 및 
저널클럽, VIP, PCDI 프로그램, GYL 포럼)

- 공과대학 및 학교 비교과 (소통과 협업, 
리더십, 경력개발)

교육과정 

운영

- 개방형 환류체계를 통한 교육과정 개선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연구위원회, 학생위원회, 외부전문가위원회)
- 다층적 지도체계 (학사지도교수, 논문지도교수) 및 심층면담을 통한 학생의 교육 선택권 강화
- 미래지향적 수업 방식 도입 (FC, OC 등 혁신교육기법 활용, 교수자 다양화, 수업의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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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전임교수 대학원 강의 실적과 계획

l 전임교수 대학원 강의의 우수성

-  강의 현황

· 교육연구단은 지난 5년간 총 221개, 591학점의 교과목을 개설하였음. 이중 전임교수의 대학원 강의 

학점은 전체의 90.6%. 전공, 교과목 강의 학점 중 영어강의 비율 (전임 교수 강의 중)은 88.5 %로 매

우 높은 수준임.

[표 12] 지난 5년간 전임교수의 강의 비율

- 강의 계획

· 강의 비율: 전임교수는 기본, 응용, 수요기반 교과목 중 기본 및 응용 교과목군 위주로 강의하며 전

체 강의 비율을 현재 수준 (90% 내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4단계 BK21사업부터 본격 도입 계획

인 수요기반 교과목은 전임교수가 산업체 전문가, 신진연구인력 등과 공동진행을 원칙으로 함.

· 영어강의 비율: 국제적 수준의 최신지식을 전달하고 외국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임교수가 

강의하는 교과목의 경우 영어강의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

l  강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

- 학습자 만족도 조사 및 활용

· 지난 5년간 학과 대학원 교과목 평균 강의평가 점수는 4.5/5.0이상으로 질적 수준을 유지 중임.

· 강의평가 수행 계획: 본교는 강의 평가를 학기 당 1회 (학기말)에서 2회 (중간 및 학기말)로 확대를  

계획함 (2022년). 교육연구단 차원에서 2020-1학기부터 중간평가 의무화를 계획함. 

· 강의평가 활용 계획: 강의평가 결과를 교육연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년 강의우수교수를 시상

하여 전임교수의 강의 개선을 독려함. 과거에는 학교 및 공과대학 차원에서만 시상하였으나, 2020-1

학기부터 교육연구단 차원의 강의우수교수를 1명씩 선정함.

- 강의 컨설팅 등 교수법 교육을 통한 강의역량 강화

· 강의 컨설팅 의무화: 강의 질 향상을 위해 본교의 교수학습혁신센터 (ICTL, Innovation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를 통한 강의컨설팅을 최초 임용 후 재임용 (2년 혹은 3년) 전까지 최소 1회 

의무화하여 운영 중임. 2022년부터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전체에 대해 매 5년 마다 강의컨설팅을 의

무화를 계획함.

· 강의컨설팅 프로그램: 강의 전반에 대한 상담, 강의컨설턴트의 참여관찰을 통한 강의분석상담,  강
의장면을 녹화한 후 영상을 분석하는 녹화영상 자가진단 및 분석상담 등을 포함함.

· 강의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학교는 2021년부터 매년 2개씩 강의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 첨단 테

크놀로지 활용법과 저자권 이슈, 강의 도입⦁전개⦁정리 단계별 교수 전략 등) 제공 예정으로 활용

을 적극 독려함.

- 강의결과 분석 및 평가 등 환류체계 강화

· 교수의 강의 CQI 작성 및 환류:　대학원 교과목에 대한 강의 CQI 보고서 제출을 필수화하여 체계적

인 강의 개선 및 환류를 시행함. CQI 보고서는 교과목 목표, 강의 내용 및 방법, 학습 성과 평가 (수

업 시간 중 강의 설문 등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학기당 전체 개설 전임교수 강의 비율 전임교수 영어 강의 

비율 (학점, 교과목)
학점 교과목 학점 교과목

59.1 학점 22.1 과목 90.6 % 83.3 %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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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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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학기술⦁산업⦁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신교육프로그램 체계 및 기본 운영 방안

 다변화하는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응형 교과과정 운영 체계 마련

- 핵심교과목: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관련 문제 이해를 위한 기초지식과 분석방법론 교육에 활용함.

- 응용교과목: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적 원리, 문제 해결 방법론 (설계, 분석, 평가)에 대한 교육에 활

용하고,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관련 학문분야 (응용-건설)와 타 전공의 학문분야 (응용-다학제)를 

연계해서 교육에 활용함. 

- 수요기반 교과목: 다변화하는 과학기술, 산업, 사회 변화에 맞게 문제를 발굴하거나 수요가 있는 신지

식과 창의적 해결 방법론 등의 교육을 위해 교과목임 (개설주기를 1년으로 개방적 운영). 

- 핵심-응용-수요기반 교과목들은 모니터링과 평가를 1년 주기로 하고, 개편주기를 7년 (핵심), 3년 (응

용), 1년 (수요기반)으로 각각 차별화하여 미래수요와 학생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하도록 운영할 계획임. 

- 공통 교과목: 과학기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소양과 사회 (산업 및 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소

통 및 영향력 강화에 필요한 교육을 수행하는데 활용함.

- 기술창업 박사트랙을 위해 수요에 맞게 기술사업화와 경영에 대해 수요기반 교과목을 별도로 제공함.

 교육-연구 연계 선순환을 위한 4대 핵심연구분야에 특화된 융합프로그램 교육 활용

- 교육연구단의 4대 핵심연구분야에 특화된 융합프로그램을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관련 과학기술⦁
산업⦁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함 (아래 표).

- 학제간 융합프로그램: 생태공학 프로그램 (2014년 개설), 건설자동화 프로그램 (2014년 개설)

- 수요반영 융합프로그램: 원전내진안전 프로그램 (2017년 개설), 에너지환경 프로그램 (2015년 개설), 기

후변화적응 기반시설 (2020-2학기 개설확정), 스마트건설안전 프로그램 (2020-2학기 개설확정)

- 교육연구단의 신임교수 채용계획과 연계한 융합프로그램 발굴

· 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어스, 복잡계 분야로 학제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21-1학

기 신설 및 운영을 계획함 (해당 분야 신임교수 2021년 1학기 채용 예정).

· 차세대 에너지로 대표되는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분야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프로그램 신설 및 운영을 2021-2학기로 계획함.

 문제발굴-해결-성과확산 전과정의 역량 향상 선순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 문제발굴-해결-성과확산의 전과정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해온 HUB 국제기관, 산

업체, 지역 중점 네트워크를 이용할 계획임. 

선순환과정을 통해 과학기술⦁산업⦁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HUB 국제기관⦁산업체⦁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제 발굴 및 성과확산에 기여함 (대

회협력위원회 활용). 

- 수요기반 융합프로그램 및 교과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함 (교육위원회 활용).

- 문제발굴-해결-성과확산의 선순환과정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를 통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선함 (교육

위원회, 연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외부전문가위원회 활용).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기술 기후변화 적응기술 스마트건설 기술 에너지⦁자원순환 기술

- 원전내진안전 프로그램 - 기후변화적응 기반시설 프로그램
- 생태공학 프로그램

- 스마트건설안전 프로그램
- 건설자동화 프로그램

- 에너지환경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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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과학기술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과학기술 문제 해결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 기본 프로그램의 핵심, 응용 교과목들을 우선적으로 수강하게 하고 연구와 연계한 분야의 융합 프로

그램 교과목들 일부를 수강하게 하여, 과학기술문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역량 함양

- 수요기반 교과목을 활용하여 새로운 과학기술 문제 발굴 및 비판적 의식 함양과 사회 (산업, 지역)가 

필요한 과학기술 수요를 파악하는 능력을 개발함. 

- 공통교과목과 비교과과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과학기술 연구의 국제 공동체에 주는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높은 윤리의식 함양 뿐 아니라 연구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개인 역량을 강화함. 

 기본⦁융합 프로그램 연계 교과과정을 활용한 과학기술문제 이해와 해결 모색 방법론 지식 제공 

- 생태공학 프로그램: 기후변화 적응기술 대응 과학기술 문제 해결형 교육과정으로써, 생태학적 원리를 

활용하여 생태복원, 자연 중심의 위해성, 기후변화의 과학과 생물권의 영향, 레질리언트 복원 기법 등

에 대한 교육과 관련 실무를 포함함 교육 과정임.

- 건설자동화 프로그램: 스마트 건설기술 대응 과학기술/산업 문제 해결형 교육과정으로, 첨단 융복합기

술과의 접목을 통한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 패러다임 전환, 미래 고령화 사회

에 대비한 건설 전문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설립함. 

- 추후 개발될 융합 프로그램: 미래 수요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거나, 대형 다자간 융복합 연구사

업 혹은 대학원 인력양성사업을 유치한 경우 융합프로그램을 신설함. 

 Cross-Listing을 통한 다학제 교과목 운영을 통하여 다학제 융복합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향상

- 응용 교과목 중 건설 분야 이외에 타 전공과 다학제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을 권장하여 다학제적 

융복합 교육 수행함.

- 융복합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문제 해결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과간 교과목 공유(Cross-Listing)

를 2019-2학기부터 실시함. 

· 다학제 교과목 지정현황: 2019-2학기 (DAA8350-화공생명공학과; EEE5320-전기전자공학과), 2020-1

학기 (ARC5111, ARC6204-건축공학과; CRP6583, CRP9883-도시공학과; EEE5320, EEE7760-전기전자

공학과; MEU5370-기계공학과)

- 4단계 BK21 사업기간 동안 다학제 교과목 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임.

 수요기반 교과목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새로운 문제발굴 능력을 향상

- 건설산업과 머신러닝 (CEE5110):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인 머신러닝 기술을 건설산업에 적용하기 위

해 머신러닝의 이론 및 실무와 관련한 교과목을 2020-1학기에 신설하였음. 

- 지구 및 환경연구의 현재와미래 (ESS5004) 개설: 연세대-포스텍 개방⦁공유캠퍼스 사업을 이용하여 

2019-2학기에 교육연구단 참여교수가 개설한 교과목으로, 지구과학, 환경과학, 환경공학 및 공학적 이

론을 바탕으로 학제 간 과학기술의 철학을 비교하고 기존 주류 의견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키움.

- 신설 과목 개발 및 개설 계획: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의 변화, 화석 연료 시대의 종말과 그 영향, 

복잡계 수학과 양자 컴퓨터 등.

 공통교과목을 활용하여 과학문제해결을 위한 기본 소양 및 연구역량 향상 

- 공학윤리와 연구방법론 (ENG6060) 개설: 공과대학 공통과목으로 운영하며, 연구윤리지침을 포함하여, 

연구부정 행위 (위조, 변조, 표절), 연구부정직 행위 (연구비), 저작권 이슈 등을 교육함. 

- 개별연구지도 (CEE8991-CEE8996) 개설: 학생 맞춤형 연구지도를 위한 교과목으로 과학기술문제 해결

에 활용함. 

- 공통교과목 (예: 과학기술커뮤니케이션)을 신규 개설하여 과학문제해결을 위해서 공학자들과 사회와 

의사소통하는 기술과 이에 관련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교육함. 

 과학기술 연구 영향력 강화를 위한 연구 성과 및 신지식의 공유와 확산 역량강화를 위한 비교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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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네트워크 기반 중심 교류: 공동워크숍, 장단기 연수, 국제공동연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각의 과

학기술 문제를 국제 협력으로 해결함. 

- 학생주도 프로그램: 학생주도세미나 및 저널클럽을 이용하여 자율적인 문제 발굴 및 해결과정을 도출

하는 기회를 대학원생들에게 제공함.

- LT (Learn by Teaching): 박사학위 수료생들이 교육 및 세미나 운영을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교육역랑 강화의 기회뿐 아니라 과학기술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기회를 제공함. 

- KICT-연세대 산학협력 융합프로그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이 보유한 첨단 분석 장비와 기기를 

대학원생 교육과 과학기술 문제 해결형 연구과제 수행에 활용하여 학생들의 분석경험과 역량을 강화

함.

03 산업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과정

 산업문제 해결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 기본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관련 기본 기술을 교육하고, 4대 핵심연구분야와 

연계한 융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접적인 산업문제 해결에 기여함. 

- 산업문제해결을 위한 수요기반교과목을 활용하여 문제를 발굴하거나 수요가 있는 기술적 난제의 애로

사항해결 방법론 등을 교육함. 

- 공통교과목과 비교과과정을 활용하여 기술사업화지원 및 창업,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문제

해결 성과를 확산함.  

 기본⦁융합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을 활용한 산업문제 이해력 증진과 문제 해결 방법론 교육

- 원전내진안전 프로그램: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산업문제 해결형 교육과정으로, 경주지진 발생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회 수요가 발생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설립함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연구개발 고급인력지원' 사업에 

선정됨.

- 에너지환경 프로그램: 에너지 자원순환 기술 대응 사회 문제 해결형 교육과정으로, 폐자원 및 바이오

매스 에너지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국내 환경산업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의 일환으로 고급

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설립하고 (2015년), 수도권매립공사 현지에서 산학협력연구를 수행함. 

- 스마트건설안전 프로그램 운영 (2020-2학기 설립 계획): 스마트 건설기술 대응 산업 문제 해결형 교육

과정으로, 임시구조물의 설치, 해체, 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인지, 평가, 예측할 수 있

는 전주기 임시구조물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HUB 산업체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 교육연구단이 운영 중인 산업체연계 융합프로그램은 대형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4단계 BK21 사업기간동안 민간 중견건설기업의 산학협력 지원 유치를 목표로 하며, 교육연구단이 활

용하고 있는 산학협력 중점교수제도(김형관 교수, 2019.09 - 2020.02)를 활용하여 스마트건설분야 지능

형 설계 플랫폼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계획함. 

- 산업수요 교과목을 세부 주제별 모듈화 중심으로 개발하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모듈을 선별하여 교과

목을 구성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함. 

 수요기반 교과목을 통해 기업애로기술의 원리와 응용에 대한 실용적 교육

- 원전구조물, 기기 및 계통 이론 (CEE5103): 원전구조물, 기기 및 계통 이해를 위해 신규교과목을 2018

년에 개발하여, 원전내진안전 교육프로그램의 핵심교과목으로 활용함. 

- 도시인프라디지털트윈 (CEE5109):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디지털트윈의 활용 방법을 PBL (Problem 

Based Learning) 방식을 활용한 융합공동설계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익히고, 도시인프라와 관련된 융

합적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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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와미래의삶 (CEE5100): 포스텍-연세대 개방⦁공유캠퍼스 사업을 이용하여 2019-2학기에 개설한 

과목으로 스마트시티가 확산되면서 도시는 점차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한 미래의 도시 건설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고찰을 위해 신설하였음.

- 산업문제 해결형 Resilient Infrastructure Technology (RIT) 개설 예정: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관련 

산언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기반의 교과목으로, 산학협력연구과제를 도출하고 교육

연구단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산업문제해결능력을 교육함. 

 산업문제 발굴-해결-성과확산 전과정 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과정

- 스마트융합과 특허창업 (ENG6091): 스마트융합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및 지식재산 경영을 지도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준비과정을 교육함.

- 벤처창업과 기업가정신 (GEY6133): 벤처기업의 설립과 운영, 기업체의 신상품 또는 신규 사업 발굴, 

벤처 캐피털 분야와 같은 사업 지원 업무, 그리고 창의적 사고와 행동 역량개발을 교육함. 

- 기술창업의 이해 (YSG8020): 기술창업에 대한 기본 지식과 실질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기

술창업을 포함한 창업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지식을 전달하여 대학원생이 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 기술문제를 해결을 바탕으로 창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산업문제 발굴-해결-확산을 위한 비교과과정

- HUB 산업체 중심의 인적⦁기술 교류: 산업체 애로상황을 파악하여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인력 양성 및 문제해결 실적을 공유함. 

- Eagle 포럼: 참여기업들 전체로 공식적인 모임을 운영하고, 특정 기술 분야에 제한된 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 및 연구 모임을 운영 중이며 이를 4대 핵심연구분야로 확산할 계획임. 대학원생들의 연구성과

를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기업 관계자와 토론함으로써, 학생들은 기업의 애로사항 파악을 하고 기업의 

관점에서 실용화 및 상용화에 필요성을 도출함. 

-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연구 연계: 산학 공동연구 과정 (기획, 제안서 작성, 프로젝트 수행, 신기술 신

청 과정 등)에 참여한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산업문제 해결형 RIT 과목을 통해서 3학점을 인정하고, 

기업 전문가를 초청하는 비용을 지원함. 

- VIP (Vertical Integration Program)를 활용하여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연결하고, 대학원생이 학부생의 

멘토역할을 하여 산업문제해결과정을 지도함. 학부 사회기반시설종합설계 (CEE4201)에서 기업의 기술

적 문제를 활용하여 학부-대학원생-교수가 공동으로 자율연구 학습을 지원함. 

- 국내외 기술 Expo 참석 지원: 건설산업 분야의 최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문제발굴을 위해 

학생의 기술 Expo 참석경비를 지원함. 미국 물환경학회 산업박람회 (Water Environmental Federation 

Technique Exhibition and Conference)에 참여하는 학생을 선발해서 항공료, 등록비, 체재료 전체를 정

승균환경기금에서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러한 기금을 추후에는 4대 핵심연구분야별로 확대

할 계획임.

- 학생주도학습: 학생들이 관심있는 산업체를 선별해서 산업체관련 세미나를 주최하게 하고, 이에 해당

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임. 특히 가상의 상품 (Prototype 공공정책, RIT기술)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사전에 모의하여 미래 10대 유망기업이나 10대 기술 선정 등에 관한 대학원 연구 모임을 계획함. 또

한 해외 산업체 관련 간행물 구매나 교류를 위한 학생 주도형 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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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과정

 지역문제 해결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 기본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관련 기본기술을 교육하고, 융합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집중교육을 실시함. 

- 수요기반교과목을 활용하여 지역전문가와 소통방법론 및 해결 방법론을 교육하고, 학생주도적으로 지

역문제 방안을 탐구하고 학생 역량을 강화함. 

- 공통교과목 및 비교과과정을 활용하여 HUB 지역인 서북3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서울시와 연

계하여 지역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지역문제의 시민인식 이해를 향상시키고 문제해결성과 확산을 위해 

HUB 지역 중심으로 리빙랩을 운영하고, 관련 지침서를 발간함.

 기본⦁융합 프로그램의 교과과정 활용한 지역문제 이해 및 해결을 위한 인재양성

- 기후변화적응기반시설 프로그램: 기후변화 적응기술 대응 과학기술/사회 문제 해결형 교육과정으로, 

리빙랩 기반의 실증연구 및 도시재해 탄력성, 인체건강의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 관련 교육과정임. 연

구재단 기초연구역량강화사업인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되어 신규 융합프로그램으로 개설함 (2019).

 수요기반 교과목을 통해 지역문제 이해 및 해결방법을 교육

-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RIT (CEE7110): 지역사회 문제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원생들에게 비전

문가들인 시민과 정부 및 산업체 실무자들과 소통하는 방법론, 공공기반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법제

적, 정책적 맥락, 시민참여 방법론, 리빙랩 등에 대한 강의와 PBL (Problem Based Learning)을 이용한 

학생 자율연구로 이루어진 수업으로 건설환경 기술을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방안 모색 등

의 역량 강화에 활용하기 위해 2020-1학기에 개설함. 

 공통교과목과 연계한 지역문제해결 방법론 교육

- 공학과지역사회리더쉽 (ENG6600-6800): 지역사회문제해결에 관련된 학부수업과 대학원교육을 연결하

여 학생의 교육 및 봉사 리더십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함. 

· VIP활용: 대학원생-학부생을 연결하고, 대학원생이 멘토역할을 하여 지역문제해결과정을 지도함. 

· 서북3구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의 지역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대학원 자

율연구 프로젝트를 2019-2학기에 학부 자원순환공학 (CEE3415) 교과목과 연계하여 우수성과 도출

- 학부 사회기반시스템종합설계 (CEE4201) 교과목과 연계한 VIP 프로그램 개발: 대학원생-학부생-교수

가 함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VIP를 통해 대학원생-학부생 연계를 하고, 대학원생 지도교수와 

함께 문제해결을 하도록 교육연구단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임 (2020-2학기 개설계획)

 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 비교과과정

- HUB 지역사회 중심의 인적⦁기술 교류: 서울시 및 서북 3구 관련 문제해결 결과를 바탕으로 지침서

를 발간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함. 

- 공공기관 교육: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해당 실무자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기술 교육 (한국가

스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제주에너지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으로 지식 확산.

- 리빙랩 활동: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신촌리빙랩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참여형 기술확산 프로그램을 운

영하여 일반인의 연구참여와 연구성과의 사회공유를 동시에 함. 

- 캠퍼스 RIT 리빙랩 VIP 운영: 신촌 캠퍼스의 미세먼지 리빙랩 실적을 확대해서 학교시설처과 공동으

로 캠퍼스 기반시설 관리 문제들을 발굴하여 학부생-대학원생-교수 연계 VIP를 구축하고 운영함. 

- 글로벌사회공헌원 (IGEE): 글로벌사회공헌원 소속 사회참여센터와 학부대학이 공동으로 개설한 교과목

을 활용하여 베트남 지역의 환경문제와 고아와 같은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적정환경기술 도출. 

- 학생주도세미나: 학생중심으로 기후변화적응 적정기술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고려사항들과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변화에 대한 RIT 기술자의 역할 등에 논의하여 사회문제 발굴 및 해결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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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2.1 최근 3년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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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재학생)

2017년 36.00 35.50 92.50 164.00

2018년 38.00 32.00 86.00 156.00

2019년 39.50 32.50 69.50 141.50

계 113.50 100.00 248.00 461.50

배출

(졸업생)

2017년 25 10 35

2018년 24 19 43

2019년 29 8 37

계 78 37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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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2.2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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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연구단 대학원생 획득 및 지원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 도출

 3단계 BK21 사업의 성과로 박사과정 중심의 대학원생 획득 실적과 우수성

- 본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의 재학 중인 전일제 대학원생 수는 2020년 4월 기준 142명 수준으로, 본 교

육연구단 소속 학과의 전임교수 1인당 전일제 대학원생의 수는 6.8명이며, 벤치마킹하고 있는 세계 최

상의 연구중심 대학교인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UC Berkeley) 수준 (7.1명)과 유사함.

- 3단계 BK21 사업 시작 전인 2012년 25%에 불과하던 박사과정 (통합과정 포함)의 비율은 최근 3년간 

평균 76% 수준으로 성장했고, 박사과정 전체에서 석박사통합과정의 비율이 70%를 차지하여. 본 교육

연구단이 벤치마킹한 UC Berkeley 수준과 유사함. 이는 3단계 BK21 사업의 박사과정 중심의 대학원생 

확보 정책에 의한 우수 성과임.

[그림 1] 최근 3년간 (2017년 1학기 – 2019년 2학기) 전일제 대학원생 확보 현황

 다양한 유형의 우수 인재의 선제적 발굴 및 영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 대학원의 국제 다양화를 위해서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에 노력한 결과 대학원생 중 외국인 비율은 

2017년도 5.2%, 2018년도 8.0%, 2019년도 10.2%, 2020년도 9.8%로 최근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으나, 아직 세계 수준 대학들(미국 30-50%, 유럽 및 아시아 20-30%)에 비해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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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중 타 대학 출신 대학원생 비율은 최근 3년 평균 52% 수준이고, 학부 교육 배경이 건설환경공

학 분야와 다른 타 전공 (화학공학, 기계공학, 생물바이오, 지질학, 수학) 이거나 유사전공 (환경공학, 

건축, 조경)인 신입생들이 최근 약 14%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본교 학부 출신을 포함해서 학부 전공이 건설환경공학인 우수 인재들을 확보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나 

우수 외국인 및 타 전공 다학제 인재들의 확보를 증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UC Berkeley 등 세계 수

준 대학들처럼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해서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리쿠르트

하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과 조직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함.

 획득된 대학원생 지원에 대한 자체 평가 

- 대학원생의 관점에서 전공별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공과대학 (공학교육혁

신센터)에서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2019.10.28.-11.07; 68명 대상 응답율 

42.6%), 교수, 수업, 학사 및 연구지도, 교육 및 연구 몰입 환경 항목들에서는 5점 만점에 3.5점 이상으

로 만족 혹은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나, 장학금 지원, 진로/취업 지원, 국제화, 대학원생을 위한 공

간, 행정지원의 질 항목에서는 3.5점 미만으로 불만족으로 평가되어 개선이 필요함.

02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본 교육연구단은 4단계 BK21 사업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체 현황 및 벤

치마킹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3단계 BK21 사업에서 추진된 우수한 점들은 유지하면서 세계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아래와 같은 계획들을 제시함.

(1) 다양한 우수 인재의 선제적 발굴과 영입 지원 (박사과정 중심 획득)

 4대 핵심연구분야에 집중한 우수 박사과정 (통합과정 포함) 대학원생 엄선 및 장학금 지원 제도

[표 1] 우수 박사과정 대학원생 선발 및 장학금 제도

 우수 대학원생의 선제적 발굴과 적극적 리쿠르트

-  우수 인재 풀 (pool) 구축과 지속적 관리를 통한 우수 신입생 후보군 발굴 

· 국내 대학 간 네트워크 및 HUB 국제기관 (대학) 활용하여 다양한 대학의 학부 교육 및 학생 역량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관리해서 우수 인재 후보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함.

전형 우수 대학원생 선발 대상 장학금 지원 내용

박사과정
(일반전형)

- 4년제 대학교 졸업 학사학위 보유자 대상
- 건설환경공학 관련 전공 및 기타 전공 학사출신 
- 4대 핵심연구분야의 기술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사출신

- 입학 후 2년간 등록금 + 생활비 (250만원/월) 보장
- 해외 공동연구를 위한 장기 (3개월) 해외 연수 

지원

학부-대학원 
연계 

- 본교 학부 3학년 우수 재학생 대상
- 4대 핵심연구분야에 관심이 높은 학생을 우선적 고려

- 학부과정 연구보조비 (월 최소 40만원) 지원 
- 통합과정 진학시 등록금 + 생활비 (석사과정 

180만원/월, 박사과정 250만원/월)
- 박사과정 중 해외 장기 (3개월) 연수 지원

우수 조기 
전형

- 본교 4학년 1학기까지 전공학점 3.3점/4.3점 이상 학부생
- 4대 핵심연구분야에 관심이 높은 학생을 우선적 고려

- 통합과정 진학시 등록금 전액 + 생활비 (석사과정 
180만원/월, 박사과정 250만원/월)

- 박사과정 중 해외 장기 (3개월) 연수 지원

우수 외국인 
전형

- 정부초청장학생 혹은 우수 외국인 인재
- 4대 핵심연구분야에 관심이 높은 학생을 우선적 고려 

- 글로벌리더펠로쉽 (등록금+생활비 [250만원/월])
- 우수I (등록금 전액), 우수II (등록금 50%), 우수III 

(정규학기 동안 등록금 50%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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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홍보 및 리쿠르트 활동

·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사업단 홈페이지와 사무실에 대학원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함. 

· 교육연구단 SNS 계정 및 뉴스레터를 통한 대학원의 지속적인 홍보

· 오픈랩 (Open Lab) 행사를 매년 상반기에 일주일 내외로 실시하여, 본교 및 타교의 다양한 전공 및 

배경의 학부생들이 사업단 소속 대학원 연구실을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국외 학회나 국제 공동연구로 해외 출장 시, 우수 외국인 인재를 발굴해서 리쿠르트 혹은 선발

· 타 대학 건설 인재 후보 및 타 전공 다학제 인재 후보들을 유형별로 매년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

에 초청하여 인턴쉽 프로그램과 교육 워크숍 등을 활용한 리쿠르트 시행

- 학부생 눈높이 맞춤 대학원생 멘토링 프로그램 (자원봉사 기반 혹은 참여 대학원 재학생에게 수당지

급)을 시행함.

(2) 학생 수요 맞춤형 지원 계획 

 모두 성공할 수 있게 개별 학생 맞춤형‘No Student Behind’정책 마련과 추진

-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보장된 장학금 지원 기간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

하도록 LT/UT, TA/RA, 수당 (학부생 대상 멘토링, 채점 등)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함. 

- 다층적 지도교수체계 (학사지도교수, 논문지도교수,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촘촘

한 학사/연구 관리를 함으로써, 학생의 교육/연구 선택권은 강화하고 학위취득 소요기간은 단축할 계

획임.

- 취업/진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함.

· PCDI (Professional Career Development Initiative)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진로 준비 관련 교육

· 해외석학 및 HUB 국제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우수한 박사후과정 연구직의 취업 연계 지원

· 창업지원단의 창업보육 및 투자 유치 서비스 지원

· Eagle Forum (건설환경 기업 네트워크)을 활용한 산업체 취업 연계 지원

- 학생 복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민원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임.

· 연세대학교 및 공과대학 심리상담 프로그램: 2013년 설립되어서 개인적, 조직적, 문화적 문제로 심

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적절하게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 대학원 신문고 제도: 교수 및 연구실 내의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신고자 비밀 보장) 운영

- 신입생의 대학원 생활 안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지원함.

· 교육연구단 소속 재학생 선배들과 대학원 신입생 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학원 생활과 

연구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언을 제공 (외국인과 타 전공 다학제 학생들에 우선 제공)

 학생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자치/자율 활동 지원

- 학생권익보호 및 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본교 대학원에서는 2013년에‘학생권리장전’을 마련하여 학생권과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있음.

· 본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의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가칭) 학생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

· 교육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포함한 환류 체계 마련과 운영

· 학생 주도 비교과 활동 (세미나, 저널클럽, 연구모임, 교육연구단 최고 연구 논문 선발 등) 지원 

 연구 행정 지원의 질적 향상과 대학원생 전용 공간 지원

- 행정 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수 3명당 1명 수준의 행정 전담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고, 외국인 

전담지원을 위해 영어가 능통한 인력 1명 이상을 투입할 계획임 (제1공학관 N304 제공).

- 대학원생들이 휴식하고 친목 및 교류를 위한 전용 라운지 공간을 제공함 (제1공학관 A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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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창)업률 및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표 2-2> 2019.2/2019.8 졸업한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 취(창)업률 실적

                                                                                    (단위: 명, %)

구분

졸업 및 취(창)업현황

취(창)업률

(%)

(D/C)×100졸업자

(G)

비취업자(B) 취(창)업

대상자

(C=G-B)

취(창)업자

(D)
진학자

입대자

국내 국외

2019년 2월

졸업자

석사 18 1 0 0 17.0000 16

95.6522%

박사 6 0 6.0000 6

2019년 8월

졸업자

석사 11 0 0 0 11.0000 10

92.3077%

박사 2 0 2.0000 2

계

석사 29 1 0 0 28.0000 26 92.8571%

8 0 8.0000 8 100.0000%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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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창)업률 및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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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단의 전체 졸업생 중 30%가 연구 분야로 진출하고 70%가 산업 분야로 진출하여, 교육

연구단의 비전에 부합하는 고급 연구 및 기술자 인력을 균형 있게 배출함.

✽ 연구 중심 교육의 결과로 전일제 박사 졸업생은 전원 연구 분야로 진출하였으며, 석사 졸업생의 

50%는 컨설팅 및 설계 회사 등 고급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진출하는 등, 취업자 전원이 전공

에 적합한 기관으로 진출함.

01 국내외 우수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 진출 실적의 우수성

 최근 3년간 졸업생 배출 및 취(창)업 실적의 우수성

- 최근 3년간 교육연구단에서 배출한 졸업생은 총 115명 (박사 37명, 석사 78명)이며, 취업률은 98% 이

상으로 매우 우수함 [그림 1].

[그림 1] 최근 3년간 졸업생 취(창)업 현황

- 박사는 최근 3년 100%의 취업률을 보였으며, 석사의 경우에도 최근 3년 9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함.

- 박사의 경우 60% 이상이 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전문연구인력으로 취업하였으며, 다음은 대기업의 전

문 인력 (평균 20% 수준) 순으로 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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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박사 졸업생의 경우, 기술창업 1건, 교수 임용 2건, 국외 박사후과정 진출 2건, 국내외 연

구소 진출이 9건임. 최근 10년간 교육연구단의 박사 졸업생 창업이 2건이며, 총 11명의 교육연구단 박

사가 교수로 임용됨 (국외 교수 2건 포함). 질적으로 우수한 박사 졸업생의 취(창)업 실적은 교육연구

단의 비전인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전문 연구인력 양성의 목적 달성을 입증함.

- 석사는 교육기관, 연구소, 산업체 (대기업, 설계회사, 컨설팅회사), 정부기관 (공무원), 진학 등의 분야

로 고른 분포로 진출하였으며, 특히 최근 2019년의 경우 컨설팅 및 설계회사 등 고급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다수 진출함.

- 최근 3년간 졸업생의 취(창)업 실적의 대표 실적과 우수성의 예를 [표 1]에 제시함.

[표 1] 최근 3년간 졸업생 취(창)업 실적의 대표 실적 및 우수성

 2019년 졸업생 취(창)업 실적의 우수성

- 2019년 2월, 8월 졸업생은 총 37명으로 박사 8명과 석사 29명이 졸업함. 

- 국내외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관련 기관에 골고루 폭넓게 진출하였

음 [그림 2]. 교육연구단이 추진한 학계와 산업계가 요구하는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고급인력양성 

목표를 달성함.

- 졸업생의 30%가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인 연구 분야로 진출하였고, 졸업생의 57%가 산업분야로 진출

함. 전체 졸업생의 46%는 핵심 건설관련 산업체에 취업하였으며, 22%는 전공과 유사한 기관 및 산업

체로 진출함.

구분 분야 졸업생

(지도교수)

취(창)업기관 취(창)업실적 우수성

창업 산업체 홍승환
(손홍규)

㈜스트리스/
대표이사

자율주행기반 매핑 시스템을 개발하여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목표로 
하는 스트리스(Stryx) 주식회사를 창업하였으며(2017.01), 매핑 분야의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으로 선정됨. (졸업시기: 2018.08)

교수 교육기관 김경석
(김형관)

원광대학교/
조교수

본 교육연구단의 핵심 교육분야인 레질리언트 인프라/에너지 분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함.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됨(2019.03). (졸업시기: 2017.02)

교육기관 김홍조
(김형관)

Univ. of Dayton 
(USA)/
조교수

스마트건설기술/자동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Univ. of 
Dayton의 Dep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Engineering 
Mechanics에서 조교수로 임용됨(2019.09). (졸업시기: 2017.02)

연구원 연구기관 김건수
(김상효)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Y형 전단연결재의 low cyclic fatigue에 대한 거동 분석 및 주기 하중 
예측 모델 개발에 대한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취업함. (졸업시기: 2018.08)

연구기관 김태림
(허준행)

National Weather 
Center (USA)/ 
연구원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공학/기후변화 
모델링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 국립 

기상 센터에 연구원으로 진출함. (졸업시기: 2018.02)

연구기관 김미경
(손홍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연구 및 LiDAR 포인트클라우드 
분석 기법을 개발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방과학연구소로 
진출함. (졸업시기: 2018.08)

대기업 산업체 최지훈
(김장호)

삼성전자(주) 
건설팅/
과장

콘크리트 구조공학 및 방호ㆍ방재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 성과를 달성하고 2019년 

9월부터 삼성전자 과장 직책으로 취업함. (졸업시기: 2018.08)

산업체 김도윤
(한승헌)

포스코건설/
사원

국책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 최소화를 통한 사회통합 지원을 
목적으로 민관협력사업 관리 모델 개발을 주제로 건설관리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포스코건설에 취업함. (졸업시기: 2018.02)

산업체 백현일
(박경수)

현대엔지니어링/
사원

콘크리트의 미세구조를 고려한 비선형 균열해석을 주제로 
마찰력을 고려한 균열 해석 진행 모델 개발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대엔지니어링에 취업함. (졸업시기: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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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9년 졸업생 취업 현황 (전체, 박사, 석사 졸업생)

- 박사학위 취득자 진출 실적 우수성

· 총 8명의 박사학위 수여자 중 5명이 전일제 학생이며,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일제 졸업생은 전원 박

사후 과정으로 진입.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분야 차세대 전문 연구 중심 인력양성 목표와 일관됨

· 비전일제 학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졸업생 3명은 산업체 소속이며, 졸업 후 기존 소속 기관 및 

교육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

· 박사 졸업생은 교육기관으로 진출이 50%로 제일 많고, 중견(소)기업 (25%), 대기업 (13%), 연구소 

(12%) 순으로 진출 [표 2]

- 석사학위 취득자 진출 실적 우수성

· 총 29명의 석사학위 수여자 중 62%가 다양한 산업체 (대기업 17%, 중견(소)기업 45%)로 진출하여,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사업단에서 양성한 고급인력의 산업체 공급 계획을 달성

· 석사 졸업생 중 산업체로 진출한 인력의 50%가 설계사/컨설팅 회사로 진출하여, 고급 기술이 요구

되는 산업체 분야에 다수의 교육연구단의 졸업생을 배출

[표 2] 2019년 박사 졸업생 진출 실적의 우수성

졸업시기 분야 졸업생

(지도교수)

취업기관 취업실적 우수성

2019 2월 
졸업

교육기관 강동훈
(윤태섭)

미국 
Georgia Tech

지반환경과 에너지회수 분야의 다상유체 거동에 대한 고급수치해석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연구재단의 해외 박사후과정 지원사업 
수혜자로 선발되어 진출

교육기관 홍문현
(정상섬)

연세대 
산학협력단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중점연구소에 취업하여 기술개발 및 융복합 연구지원 및 
관리업무 수행 (전문연구요원)

연구기관 최민규
(박준홍)

다이텍연구원 환경공학 분야의 박사학위 및 박사후연구원으로 기후변화, 신기술 
기반 하수처리공정, 토양지하수 분야 등 다양한 연구 실적을 통해 
환경분야 연구중심 연구소에 취업하여 연구개발, 과제수행,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 

연구기관 임현성
(정상섬)

한국건설기술연
구원

인프라 시설물 및 기초구조물의 동적 거동에 대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인프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연구를 
위해 연구기관에 취업

산업체 김도학
(김문겸)

GS건설 콘크리트 옹벽과 접합 강관의 연결 개발에 관한 연구 결과를 활용 및 
개발할 수 있는 산업체에 취업

산업체 박정식
(정상섬)

㈜세방이엔에스 3D 수치 분석을 사용하여 동적 하중을 받는 흙막이 기초의 거동을 
해석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지원 및 관리업무 수행  

2019년 8월 
졸업

연구기관 김진현
(강호정)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내 연안습지의 온실기체 배출기작 규명 연구를 진행하여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생태공학을 바탕으로 교육부주관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박사후국내연수 과제에 선정되어 동일 
학과에서 2019년 9월부터 3년간‘기후변화와 블루카본’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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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내외 우수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 진출 실적의 전공 적합성

- 2019년 졸업생들의 진출한 분야의 전공 적합성 및 우수성을 기술함. 졸업생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

업체 별 진출 현황을 [표 3]에 제시함.

[표 3] 2019년 졸업생 (석사, 박사) 취업기관

분야 구분 취업기관

교육기관 대학 Georgia Tech(미국), 연세대학교

연구기관 연구소 서울기술연구원, 남극극지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업체 대기업 현대엔지니어링, SK건설,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GS건설

중견(소)기업 신성엔지니어링, 동일기술공사, 티케스케이코퍼레이션, 브사렐건설주식회사, 대한콘선탄트, 
한국종합기술, 삼보기술단, 현대엠엔소프트, 바우컨설턴트, 포어시스, 나루건설, PCDP(몽골), 
다이텍연구원, 세방이엔에스, 스펙엔지니어링

기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취업자의 전공 적합성 

- 박사 및 석사 졸업생 취업자 전원 건설환경분야 관련 기관에 진출함. 취업자 전원은 교육연구단의 비

전인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분야 창의 인재가 요구되는 전공과 관련성이 높은 기관으로 취업함. 

- 취업자는 교육연구단의 4개 핵심연구분야인 1)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기술, 2) 기후변화 적응 기술, 

3) 스마트 건설 기술, 4) 에너지⦁자원순환 기술 분야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 진출함 [그

림 3].

 교육기관 진출 실적의 우수성

- 강동훈 박사는 에너지회수 관련 고급수치해석 기법으로 학위를 취득 후, 한국연구재단의 신진연구인

력 국외 연수 연구비를 수혜하고, 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박사후 연구원으로 진출함.

- 건설경영학 석사를 전공한 박소민 학생은 미국 퍼듀대학 박사과정 합격을 하였으나, 연구의 연속성과 

수월성을 고려하여 2019년 2학기에 교육연구단의 박사과정으로 진학함.

- 최민규, 임현성, 홍문현 박사는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분야의 연구로 학위를 취득 후, 국내외 교육 

및 연구 기관으로 진출하기 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박사후과정을 수행 중임.

- 박사학위 취득 후 전일제 박사의 경우 전원 박사후 연구원으로 진출하여, 교육연구단의 연구 중심 인

력양성 목적과 부합하는 전문 연구 기관으로 진출을 계획함.

 연구기관 진출 실적의 우수성 

- 윤성범 석사는 서울시의 공간빅데이터 분석 기술 연구로 학위를 취득 후,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서울

기술연구원에 진출함.

- 송준영 석사는 다중물리현상 전공 지식을 확장하여 남극극지연구소로 진출함.

- 석사졸업생 김태범 박민영은 석사 기간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수자원공사와 가스공사 등 공기

업의 부설연구소로 진출함.

연안습지의 탄소순환 기작에 대한 연구를 진행

산업체 김문옥
(김문겸)

스펙 
엔지니어링

해상풍력 타워의 피로 하중에 의한 볼트 조인트의 거동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타워 설계 및 연구를 위한 산업체에 취업

60 / 337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단

5 / 5

[그림 3] 교육연구단 2019년도 졸업생 취업 진출실적 및 전공적합도

 

 산업체 진출 실적의 우수성

- 박상호 석사는 CityGML을 활용한 BIM 관련 연구로 학위를 취득 후 미국 설계사인 Dover Green에 취

업되어 진출 예정임.

- 박우성 석사는 지진재난 분석 기술 개발로 학위 취득 후, 교육연구단의 박사 졸업생이 창업한 복합재

난 해석 컨설팅 전문회사인 포어시스로 진출함.

- 공기업, 건설사, 설계사/컨설팅 회사 진출 비율이 각각 11%, 22%, 56%로, 고급기술이 요구되는 설계사

/컨설팅 분야로 졸업생의 진출 비율이 월등히 높음.

 외국인 취업 실적의 우수성

- 2019년에는 3명의 외국인 졸업생 실적이 있으며, 모두 석사 학위 취득자임. 2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1

명은 구직 중임.

· Wang Ying Hsuan (중국 국적)은 영상기반 스마트폰 위치추정 프로세스 연구로 석사를 취득하고 관

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회사인 현대엠엔소프트(주)에 취업

· Munkhtulga Gombosuren (몽골 국적)은 합성구조 연구로 석사를 취득하고 자국 (몽골)의 토목 사업 

관리 회사인 PCDP에 취업

- 최근 3년간 동안에는 3명의 추가 외국인 졸업생이 있으며, 모두 석사과정 졸업 후 상위 교육과정으로 

진학함.  

· 석사 졸업생 Razkamandimby Tiana과 Mohammad Farkoushi 2명은 석사 취득 후 동일 교육연구단의 

박사 과정으로 진학하였으며, Meldebekova Gauhar은 영국 뉴캐슬대학에 박사과정으로 진출하는 등 

3명 모두 상위 교육과정으로 진학

- 박사 졸업생 중 Khan Muhammad Imran (2015.08 졸업)은 화약폭발물질로 오염된 토양의 난제 해결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자국의 모교 (University of Agriculture Faisalabad, Pakistan) 교수로 임용됨.

61 / 337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② 졸업자의 대표적 취(창)업 사례 (최근 10년)

<표 2-3> 최근 10년간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졸업생) 대표적 취(창)업 사례

연
번

성명 졸업연월
수여
학위

(박사/석사)

학위취득 시
학과(부)명

재학 시
BK21사업 참여 여

부 (Y/N)

최종학위
(박사/석사) 및 수여 대

학/학과

현 직장 및
 직위

대표 취(창)업 사례의 우수성

1

원종화 2012.8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N 동일 ㈜포어시스/대표이사

[창업] 폭발하중에 의한 파이프라인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재료역학/구조해석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함. 졸업 후 대우조선해양 연구원으
로 취업을 하여 지반과 해양구조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2017년 1월에 ㈜포어시스라는 기업을 설립함. 해양구조물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처리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중임.

2

홍승환 2017.8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스트리스(Stryx,Inc)/이

사

[창업]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Mobile Mapping System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함. 자율주행기반 매
핑 시스템을 개발하여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목표로 하는 스트리스(Stryx) 주식회사를 창업함. 모바일 매핑 관련 시간 오차량 보정 알고리즘,
정밀도로지도 자동제작 솔루션 등의 기술을 개발 및 연구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매핑 분야의 기술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
음.

3

고준영 2015.8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충남대학교/조교수

[교육기관] 본 교육연구단의 핵심 교육분야인 레질리언트 인프라/지반공학 분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Univ. of Texas Tech에서 항타시
공성을 고려한 대구경 항타강관말뚝의 폐색효과 연구를 수행함.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에서 연구교수
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토질 및 기초공학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9.09) 연구와 후학양성에 매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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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경석 2017.2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원광대학교/조교수

[교육기관] 본 교육연구단의 핵심 교육분야인 레질리언트 인프라/에너지 분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함.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됨(2019.3).  JCR  Green  &  Sustainable  Science  and  Technology  부문  1등  저널인  Renewable  &  Sustainable  Energy
Reviews(IF  10.556)에  주저자로  게재하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분석  분야의  세계적  석학임.

5

김병일 2012.8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안동대학교/부교수

[교육기관] 본 교육연구단의 핵심 교육분야인 레질리언트 인프라/스마트건설기술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Univ. of Michigan at Ann
Arbor에서 실물옵션기반 인프라관리 연구 수행함. 2014년 3월부터 국립 안동대학교 토목공학과로 자리를 옮기며 조교수/부교수로 레질리
언트 인프라 및 스마트시티 분야 연구와 교육에 매진함. 2019년에는 최고의 연구업적으로 안동대학교 Star Researcher로 단독 선정됨.

6

김창윤 2011.2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목포해양대학교/조교수

[교육기관] 본 교육연구단의 핵심 교육분야인 스마트건설기술/스마트시티를 위한 건설정보화 및 자동화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함.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ICT융합연구소에서 건설시공자동화, BIM기반 자산관리,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 등의 주제로 연구를 수행 (수석연구원,
2013.7~2018.3). 2018년 4월부터는 국립 목포해양대학교 해양플랜트건설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스마트건설 및 유지관리 연구와 교육
에 매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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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홍조 2018.2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Univ. of Dayton/조교수

[교육기관]  본  교육연구단의  핵심  교육  분야인  스마트건설기술/자동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함.  2019년  9월부터  미국  Univ.  of
Dayton의  Dep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Engineering  Mechanics에서  조교수로  임용됨.  영국의
Loughborough  University에서도  교수  임용  제의를  받는  등  촉망받는  연구자로  인정받음.

8

엄명진 2010.2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경기대학교/조교수

[교육기관] 엄명진 박사는 가뭄 감시 및 예측을 위한 원격탐사 자료 기반 가뭄 지수 개발, 기후 예측 모형 결과 기반으로 한 미래 가뭄 예측 등
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진행하여 분야의 최상위 논문집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JCR Environmental Sciences 상위 3%, IF
8.218) 등에 논문을 출판함. 박사 학위 후 본 연구단에서 박사후연구원, 연구 교수로 재직 후 경기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됨(2019.3).

9

유근제 2015.8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한국해양대학교/조교수

[교육기관]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유해 미생물에 의한 재낸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생물정보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 2년간 경력이 있으며 Columbia University에서 박사후 과정을 거쳐 현재 교수로 임용됨. 메타게놈 분석법을 활용하여 Bioaerosol, 항생
제 내성 유전자 및 미생물 등을 연구하여 우수 논문지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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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태권 2013.2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부교수

[교육기관]  에너지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생전기화학과  생물정보학을  연구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함.  Centre  of  Microbiology  and
Environmental Systems Science, University of Vienna에 박사후과정으로 진출하여 진핵생물과의 작용을 위한 선택적 생태계에서 주요
미생물의 진화를 연구함. 전지구적 탄소, 황, 질소 순환에 대한 미생물 촉매작용을 규명하여 연세대학교 교수로 임용됨.

11

장우식 2016.8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조선대학교/조교수

[교육기관] 해외 에너지 시장 신산업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에너지 기업 및 건설 기업을 위한 스마트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건설관리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함. 박사후과정 동안 모듈러 기술 도입을 통한 건설사업 스마트화 연구에 참여하여, 그 성과를 우수논문지에 발표하
고, 2017년 3월부터 조선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됨.

12

정상엽 2013.8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세종대학교/조교수

[교육기관] 기후변화 적응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역학/구조해석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함. 독일정부 장학
금(DAAD)과 연구재단 장학금을 수혜하여 독일 베를린공대의 토목공학과 건설재료 연구실에 박사후 과정으로 진출함. 박사후 과정 동안 에너
지 사용 절감을 위한 단열콘크리트 건설 신재료 개발에 참여하여, 그 성과를 우수 논문지에 다수 발표하고, 2019년 3월부터 세종대학교 건설
환경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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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Khan
Muhammad

Imran
2015.8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University of
Agriculture Faisalabad

(Pakistan)/조교수

[교육기관] 토양 및 수질오염을 환경 미생물학으로 대응하여 기후변화와 재난재해를 극복하고자 함. 주요 연구로는 biotransformation, 유
기오염물질의 근권정화, 질소고정과 오염물 분해, 생태독성과 유기오염물질의 생체이용률 등으로 현재 외국대학에 교수로 임용됨.

14

경두현 2016.2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기관] 에너지 관련 사회기반시설인 송전탑 기초의 거동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
구원에 입사하여 송전탑 및 전력공급에 관련된 구조물의 안전 연구에 정진하고 있음.

15

김건수 2018.8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수석

연구원

[연구기관] Y형 전단연결재의 low cyclic fatigue에 대한 거동 분석 및 주기 하중 예측 모델 개발에 대한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함. 한국원자
력기술연구원에 박사후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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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김근휘 2011.8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N 동일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연구원

[연구기관]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응용역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함. 건설 분야의 대표 재료인 콘크리트의 속도
의존성에 대한 콘크리트 재료 동적파괴 해석의 틀을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장학금을 받고 UC Davis에서 박사후과정을 수행함. 미국
최대 국가 연구소 중 하나인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 레질리언트연구원으로 발탁됨.

17

김미경 2018.8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국방과학연구소/연구원

[연구기관]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연구 및 LiDAR 포인트클라우드 분석 기법을 개발하며, 산사태 등의 재난 상황에 적용
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함.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공간 비동기 및 이종영상 기하보정 기술 과제 및 GIS를 이용하여 지형
특성을 고려한 대형 차량의 최적 이동경로 탐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국가 안보를 위한 기술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

18

김정수 2016.2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N 동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선임

연구원

[연구기관] 비선형 Winkler 기반 빔 요소를 활용한 토양과 복합 지지대 간의 상호 작용 분석을 위한 응용역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함. 졸
업 후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진출하여 인프라안전연구본부에서 댐, 교량 등의 안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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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2018.8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National Weather

Center, the University
of Oklahoma/연구원

[연구기관] 기후변화 적응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공학/기후변화 모델링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함. 연세대학
교에서 박사후 과정으로 재직 시 장기 기상인자를 활용하여 댐별 자기유량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우수 논문지에 다수 발표하
였음.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 국립 기상 센터에 연구원으로 진출함.

20

김태민 2017.2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N 동일
한국수자원공사/선임연구

원

[연구기관] 새로운 공법의 PSC 거더의 구조성능 확인을 위한 재료역학/구조해석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함. 졸업 후 한국수자원공사에 취직
하여 댐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댐 내진설계기준 개정 및 내진성능평가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중임.

21

남우성 2015.8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N 동일
한국수자원공사/책임연구

원

[연구기관] 우리나라 설계홍수량 산정을 위한 강우지역빈도해석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함. 지역빈도해석과 관련하여 국내외 우수 논문지
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 연구원으로 취업하여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에 이바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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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박동규 2016.2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동아건설 기술연구팀/선임

연구원

[연구기관] 본 졸업생은 재학 당시 지하수위의 변동이 얕은 기초의 지지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연구적 배경을 바탕으로
동아건설 기술연구팀에서 건설현장의 안전문제에 대한 자문 및 구조물 설계에 있어 안정성 판단에 대한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23

성지연 2018.2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N 동일
국토교통부(한강홍수통제

소)/연구원

[연구기관] 우리나라 소하천의 시간단위 홍수 예측을 위한 시계열 모델링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함. 시계열 모델링 관련하여 국내외 우수
논문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한강홍수통제소에 연구원으로서 우리나라 홍수예측 및 수자원 정보관리에 이바지하고 있음.

24

안정환 2015.2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N 동일 한국수력원자력/차장

[연구기관] 수재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도시침수해석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함. 도시침수해석과 관련하여 국내외 우수 논문지에 연구결
과를 발표하였으며, 한국수력원자력에 연구원으로 취업하여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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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균 2017.2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책임

연구원

[연구기관] 기후변화 적응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공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함.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공
학기술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단체로,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주하여 위탁 운영하는 사업을 맡음. 본 졸업생은 엔지니어링산업연구소의 품셈관리센터에서 품셈 제·개정을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함.

26

황영광 2017.8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한국타이어/연구원

[산업체]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응용역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함. 콘크리트 재료의 속도 의존성을 구현하기 위
한 새로운 구성방정식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속도의존적 해석 및 실험 기법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함. 한국타이어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발탁되어 콘크리트 물성과 타이어의 물성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27

Tuan Van
Doan

2014.2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Director at R&D Center
for Water and Clean-Air,

Công ty Cổ phần
Thương mại - Dịch vụ

Boston-Aqua, TanBinh
District, Hochiminh

City, Vietnam .

[연구기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위해 질소 및 바이오에너지 회수, 미생물 연료 전지, 생물학적 전기화학 시스템, 가스 멤브레인 등을 연구하
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같은 연구실에서 박사후 과정을 거치며 스타이렌 오염수를 정화하는 업적으로 베트남의 대표적인 정수기 공급 대기
업인 Kangaroo ㈜의 연구소장으로 발탁되어, 베트남에 적합한 수처리 기술 개발 연구와 상용화에 매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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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정 2012.2 석사 토목환경공학과 N
박사(Max Planck

Institute.)
프랑스 LSCE /연구교수

[연구기관] 인간활동 및 기후변화가 습지에 미치는 영향 규명 등 습지의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함. 이후 독
일 Max plank institute에서 극지 기후변화와 탄소순환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
무하며, Global Change BIology 2편 등 우수한 논문을 발표함. 프랑스 LSCE에 연구교수로 채용되어 극지 모델링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29

김준성 2014.8 석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연구기관] 기후변화 적응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공학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환경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환경정책을 연구하고 환경영향평가 검토 업무를 수행함. 본 졸업생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전공 분야를 살려 하천 및 해양 전산유체역학에 관한 많은 국책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30

나윤수 2013.2 석사 토목환경공학과 N
박사(미시간 주립대

토목공학과)
삼성화재 연구소/연구원

[연구기관]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응용역학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함. 미시간 대학교에서 Full scholarship을
졸업 시기까지 보장 받고 Earthquake mobile device를 이용하여 지진의 크기 및 특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 취득. 삼성화재 연
구소에 선임연구원으로 취업하여 재난관련 레질리언트 연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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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2016.2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한국국토정보공사/선임연

구원

[연구기관] 기후변호 적응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형공간정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3차원 지적도에 관한 전
문성을 인정 받아 네델란드 델프트 공과대학의 3차원 공간정보 연구실에 박사후과정으로 진출함. 지하시설을 포함한 3차원 지적도 정합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여 성과를 우수 논문지에 발표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연구원으로 취업함.

32

김봉근 2010.2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태성에스엔아이, 싱가폴

/BIM Manager

[산업체] 국내 최초로 토목 BIM 적용기술 및 관련 표준개발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와 1.5년의 박사후과정을 마치고, 당시 직원 5명인 토목
BIM 전문 벤처업체(태성에스엔아이)에 파트너로 기술연구소장 직으로 취업하여 국내 토목 BIM 최대전문업체로 성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함.
한국인 처음으로 해외건설시장 공인 BIM Manager가 되어 1조 3천억원 규모 싱가폴 지하철 차량기지 사업의 BIM manager로 4년째 활동
하고 있음.

33

박세준 2014.8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SK건설/과장

[산업체] Y형 전단연결재의 평가식 개선 및 수치해석을 통한 평가식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함. 미국 표준과학기술연
구원(NIST)으로 박사후과정으로 진출함. 현재는 2019년부터 SK건설에 취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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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연종 2018.8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한국시설안전공단/과장

[산업체] 이산화탄소지중저장시설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시멘트 계열 재료의 지중 내 화학적 변화를 중심으로 비파괴적 센서링, X-ray CT 기
반 영상분석, 자체 실험시스템 구축기술 개발 등 비전통 지반공학기술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함.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입사하여 사회기반
시설물들의 주요 재료의 시멘트 재료의 대기 및 지중/해수 노출 후 변화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량적 평가방법 및 영상기반 분석 연구내용의 스
마트 건설기술분야로의 파급에 정진하고 있음.

35

조형식 2016.2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한국산업단지공단/주임

[산업체] 극지와 같이 Light Detection and Ranging(LIDAR) 측량이 어려운 지형에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측량을 하기 위한 기
법들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함. 극한 환경에서의 측량 경험을 토대로 측량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측량 기술기반 건설 도면 작성, 교량안정성 평가 및 설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36

최지훈 2018.8 박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삼성전자(주) 건설팀/과장

[산업체] ‘내부폭발하중을 받는 콘크리트 tubular 구조물의 실험방법 개발 및 정밀해석기법 구축을 통한 확률론적 성능기반형 방재설계기법
제시’, ‘원자력발전소 플랜트 외곽 RC 구조물의 극한하중에 따른 PSA 및 개선방안 제시’ 등 콘크리트 구조공학 및 방호ㆍ방재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함. 박사후과정 동안 연구 성과로 해외저널 논문 등 다수의 연구 성과를 달성하고 2019년 9월
부터 삼성전자 과장 직책으로 취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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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2018.2 석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포스코건설/사원

[산업체] 국책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 최소화를 통한 사회통합 지원을 목적으로 민관협력사업 관리 모델 개발을 주제로 건설관리 분야의 석
사학위를 취득함. 석사과정동안 국책사업 갈등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에 참여하여, 그 성과를 우수 논문지에 발표하는 것에 공동으로 참여하
였으며, 2018년 3월부터 포스코건설에 임용되었음.

38

나석천 2013.2 석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과

장

[산업체] 토목시설물의 표준분류체계에 기반하여 교량구조물의 디지털모델 상에서 주요 부재들을 자동 식별하고, 식별된 부재별 유지관리 정
보를 연계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석사학위를 마친 후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에 입사함. 디지털 지식정보화 기술개발에 꾸준히 정진하고 있으
며, 해외건설시장 진출 시에 필요한 BIM관련 핵심역량 신기술 개발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담당함.

39

민장희 2017.2 석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도화엔지니어링/사원

[산업체]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국책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정부, 기업, 국민 간 갈등 해결을 위한 건설사업 갈등관리를 위한 건설관리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함. 석사과정동안 국책사업 갈등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에 참여하여, 그 성과를 국제 우수 논문지에 발표하였으며, 2017년
3월부터 도화엔지니어링에 취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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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일 2017.2 석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현대엔지니어링/사원

[산업체] 콘크리트의 미세구조를 고려한 비선형 균열해석을 주제로 석사 학위를 취득함. 연세대학교 학석사 연계과정 장학금을 수혜하여 석
사 학위과정 동안 연구를 진행함. 석사 졸업 후, 석사학위논문 주제 중 하나인 마찰력을 고려한 균열 해석 진행 모델 개발에 관한 내용을 우수
논문지에 발표하고 2018년 1월부터 현대엔지니어링에 재직하고 있음.

41

신재호 2016.8 석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삼표산업 품질기획팀/대리

[산업체] 재학 중 기후변화 적응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양생 조건을 변수로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석사 학위를 취득함. 이를 통해 국내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논문 등의 연구 성과를 달성함. 석사 학위 취득 후 해
당 연구 분야를 기반으로 레미콘, 골재, 플라이애시 등의 건설기초자재 관련 기업인 삼표산업 품질기획팀으로 취업함.

42

옥수열 2012.2 석사 토목환경공학과 N 동일 포어시스/운영이사

[산업체]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응용역학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함. 변형률을 이용한 교량의 수직 처짐 추정에 인
공신경망의 적용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근무를 하다 해양/해안 구조물 엔지니어링 업체인 포어시스에 운영 이
사로 발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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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2016.2 석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삼성전자 안전환경연구소

/사원

[산업체] 연안 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기후변화 적응형 표면 미생물 생장 억제 모르타르를 개발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함. 대림건설 파키스탄 댐
시공현장에서 해당 유역 수자원시스템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삼성전자 환경안전 분야로 이직함.

44

하경수 2015.2 석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원

[산업체]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구조해석 및 파괴역학 분야에 대한 석사 학위를 취득함. 석사 과정 동안 잠재적 기반 균
열 모델을 기반으로 크기 효과 및 섬유 보강 콘크리트(FRP) 의 파괴적 특성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다수의 논문을 발표함. 졸업 이후 국방
기술품질원에 진출하여 전문 연구원으로 경험을 쌓고, 현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진출하여 국토교통 R&D 사업 평가 관리, 건설 교통
분야 신기술의 심사 및 관리 업무에 임함.

45

임 창 2014.8 석사 토목환경공학과 Y 동일(석사)
SK건설 인프라생산성관리

팀/프로

[산업체] 도시시설물을 3D 디지털모델로 표현하고 이상기후 집중호우로 도시시설물이 침수되는 상황과 그 피해 산정을 디지털트윈 방법론으
로 접근하여 연구하고 석사학위를 마침. SK건설에 취업하여 3년 해외현장 실무를 마친 후 인프라사업관리팀을 거쳐 현재 인프라생산성관리
팀의 프로로 근무하며 국내외 50여개 현장에 BIM, Digital Transformation 시도를 통한 혁신적 프로젝트 관리기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졸업생 수
석사 309

45
박사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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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생 연구역량

3.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① 대학원생(졸업생)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표 2-4>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 대표연구업적물

연번

최종

학위

(박사

/석사)

졸업생

성명

세부

전공

분야

졸업

연월
실적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1 박사 황영광
구조해석

/이론
2017.8 저널논문

① 황영광, John E. Bolander, 임윤묵

② Simulation of concrete tensile failure under high

loading rates using three-dimensional irregular lattice

models

③ Mechanics of Materials

④ 101, 136-146

⑤

⑥ 2016

⑦ 10.1016/j.mechmat.2016.08.002

2 박사 김건수 교량공학 2018.8 저널논문

① 김상효, 김건수, 한원일, 박준승

② Influence of transverse rebar on shear behavior of Y-

type perfobond rib shear connection

③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

④ 180(2), 254-264

⑤

⑥ 2018

⑦ 10.1016/j.conbuildmat.2018.0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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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분야

졸업

연월
실적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3 박사 이상원
콘크리트

공학
2017.2 저널논문

① 이상원, 최승재, 김장호

② Analytical study of failure damage to 270,000-kL LNG

storage tank under blast loading

③ Computers and Concrete

④ 17(2), 201-214

⑤

⑥ 2016

⑦ 10.12989/cac.2016.17.2.201

4 박사 정연종 지반공학 2018.8 저널논문

① 정연종, 염광수, 윤태섭

② Effect of nano-silica and curing conditions on the

reaction rate of class G well cement exposed to geological

CO2-sequestration conditions

③ Cement and Concrete Research

④ 109, 208-216

⑤

⑥ 2018

⑦ 10.1016/j.cemconres.2018.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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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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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
실적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5 박사 홍문현 지반공학 2019.2 저널논문

① 홍문현, 김정환, 정상섬

② Rainfall intensity-duration thresholds for landslide

prediction in South Korea by the considering effects of

antecedent rainfall

③ Landslides

④ 15(3), 523-534

⑤

⑥ 2018

⑦ 10.1007/s10346-017-0892-x

6 석사 백현일 구조공학 2017.2 저널논문

① 백현일, 박경수

② Cohesive frictional-contact model for dynamic fracture

simulations under compression

③ International Journal of Solids and Structures

④ 144-145, 86-99

⑤

⑥ 2018

⑦ 10.1016/j.ijsolstr.2018.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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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최종

학위

(박사

/석사)

졸업생

성명

세부

전공

분야

졸업

연월
실적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7 박사 김홍조
시공학/시

공관리
2018.2 저널논문

① 김홍조, 방성덕, 정호영, 함영집, 김형관

② Analyzing context and productivity of tunnel earthmoving

processes using imaging and simulation

③ Automation in Construction

④ 92, 188-198

⑤

⑥ 2018

⑦ 10.1016/j.autcon.2018.04.002

8 박사 김경석
시공학/시

공관리
2017.2 저널논문

① 김경석, 박형배, 김형관

② Real options analysis for renewable energy investment

decisions in developing countries

③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④ 75, 918-926

⑤

⑥ 2017

⑦ 10.1016/j.rser.2016.11.073

80 / 337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연번

최종

학위

(박사

/석사)

졸업생

성명

세부

전공

분야

졸업

연월
실적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9 석사 민장희
시공학/시

공관리
2017.2 저널논문

① 민장희, 장우식, 한승헌, 김도윤

② How Conflict Occurs and What Causes Conflict: Conflict

Analysis Framework for Public Infrastructure Projects

③ Journal of Management in Engineering

④ 34(4), 04018019

⑤

⑥ 2018

⑦10.1061/(ASCE)ME.1943-5479.0000625

10 박사 김태림 수문학 2018.8 저널논문

① 김태림, 신주영, 김성훈, 허준행

② Identific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climate indices

and long-term precipitation in South Korea using ensemble

empirical mode decomposition

③ Journal of Hydrology

④ 557, 726-739

⑤

⑥ 2018

⑦ 10.1016/j.jhydrol.2017.1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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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최종

학위

(박사

/석사)

졸업생

성명

세부

전공

분야

졸업

연월
실적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11 박사 서주영 자연생태 2018.2 저널논문

① 서주영, 장인영, 정지영, 이유경, 강호정

② Warming and increased precipitation enhance phenol

oxidase activity in soil while warming induces drought

stress in vegetation of an Arctic ecosystem

③ Geoderma

④ 259-260, 347-353

⑤

⑥ 2015

⑦ 10.1016/j.geoderma.2015.03.017

12 석사 서호철 수문학 2019.2 저널논문

① 서호철, 김연주

② Interactive impacts of fire and vegetation dynamics on

global carbon and water budget using Community Land Model

version 4.5

③ Geoscientific Model Development

④ 12(1), 457-472

⑤

⑥ 2019

⑦ 10.5194/gmd-12-457-2019

최근 3년간 졸업생 수
석사 78

12

박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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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생 연구역량

3.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① 대학원생(졸업생)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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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원생 대표 연구업적물 우수성 분석

 교육연구단의 비전에 부합하는 연구 내용

- 교육연구단의 비전인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분야 신지식과 신수요 창출 역량을 갖춘 창의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우수 국제논문집에 그 내용을 발표함.

- 교육연구단의 4대 핵심연구분야인 1)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술, 2) 기후변화 적응 기술, 3) 스마

트건설 기술, 4) 에너지⦁자원순환 기술과 일관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핵심 성과를 [그림 1]에 

제시함.

[그림 1] 교육연구단 대학원생(졸업생) 저널논문 대표연구업적물과 교육연구단의 4대 핵심연구분야의 연관성

 

 교육연구단의 교육과정 수월성에 근거한 우수한 연구 결과

- 교육연구단의 3대 기본 프로그램인 기반시설, 수자원환경, 정보경영 분야와 융합프로그램인 하천생태, 

건설시스템 융합, 환경에너지 분야에 우수한 연구업적이 균형적으로 분포함.

- 프로그램 별로 핵심 및 응용 과목으로 구분된 교과과정과, 대학원생들의 연구 수월성 증진을 위한 비

교과과정 프로그램인 Professional Career Development Initiative (PCDI)의 효과적인 운영의 결과임.

 대표 연구업적물의 질적 우수성

- 대표 논문 12 편은 모두 IF/ES 기준 항목별 상위 Q1 저널논문집에 출판되었으며, IF/ES 항목별 5% 이

내 논문 비율은 67%로 최상위 논문집에 연구 결과를 발표함. 연구단의 비전과 일관된 레질리언트 사

회기반시설의 국제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 결과임.

- Scopus 기준 피인용 지수가 10회 이상 논문이 4편이며(45번 이상 피인용 논문 포함), 레질리언트 사회

기반시설 분야의 영향력 있는 주제에 대한 우수 연구 결과를 출판함.

✽ 교육연구단의 교육목표와 연구목표에 부합는 기반시설, 수자원환경, 정보경영 등의 3대 핵심 프

로그램과, 하천생태, 건설시스템 융합, 환경에너지 융합 프로그램에 걸친 폭넓은 분야에서 우수

한 성과를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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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학원생 대표 연구업적물 별 우수성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술 분야 (SCIE 학술지 4편)

- 황영광 박사는 복합적인 조건들이 작용하는 싱크홀이나 지진과 같은 복합재난의 경우에서 동적 하중 

속도가 고려된 재료 설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콘크리트 재료 기반 첨단소재 개발에 적용

할 수 있음. 본 논문은 강체 스프링 요소로 형성된 3차원 격자 모델을 제안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재

료의 속도 의존성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구성방정식을 제안한 점에서 혁신성이 있음. (연번 1, IF 

상위 17.9%, ES 상위 20.1%, Scopus 기준 10회 인용)

- 김건수 박사는 복합재난에 대비한 강-콘크리트 합성구조의 거동 분석 연구를 수행함. 합성구조의 주

요 합성 요소인 전단연결재 중 Y형 전단연결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핵심 설계변수인 관통철

근의 직경에 따라 발생하는 거동의 차이를 분석함. 합성구조에 사용되는 철근의 종류가 다양한 것을 

고려한 점에서 다양한 설계조건에 대해 실험적 분석을 한 것에 혁신성이 있음. (연번 2, IF 상위 6.8%, 

ES 상위 0.8%, Scopus 기준 4회 인용)

- 이상원 박사는 재난 연구 분야에 중요 기술인 복합극한 하중 해석기술을 개발하여, 사고가 일어나면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원전 격납고의 극한하중관련 평가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음. 본 연구에

서는 단일 하중/RC 구조물 위주의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두어 PSC 구조물에 대한 복합하중 시나리오

를 도입한 극한하중 Simulation 해석을 수행 후 RC와 PSC 구조물의 충돌, 화재 실험결과를 통해 

Simulation을 Calibration하여 해석의 신뢰성을 높임. PSC 구조물의 복합하중 관련 Simulation은 다양한 

사회 주요 인프라 구조물 설계 안정성을 향상하는 데에 있어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연번 3, 

Engineering Structures, IF 상위 16.7%, ES 상위 3.0%, Scopus 기준 8회 인용)

- 백현일 석사는 재난재해로부터 사회기반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재료의 파괴거

동 해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출판 논문에서는 파괴 거동 해석 시 마찰계수 등의 도입으로, 균열 면

의 마찰이 어떻게 재료의 균열 거동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파괴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

해 제안된 모델을 검증하였음. 마찰/접촉거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재료의 균열 진행과정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출판하였음. (연번 6, IF 상위 25%, ES 상위 7.4%, Scopus 기준 6회 인용)

 기후변화 적응 기술 분야 (SCIE 학술지 4편)

- 정연종 박사는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시설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시추공 재료의 화학적 반응 메커니즘 및 고온/고압조건에서의 상승작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화학분

석, X-ray 영상분석을 병행하여 시멘트 기반 재료와 나노실리카의 접목을 통해 시멘트 재료 기반 시

설물의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력 향상이 가능함을 확인함. (연번 4, IF 상위 3.2%, ES 상위 6.3%, 

Scopus 기준 8회 인용)

- 홍문현 박사는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재해 중 하나인 산사태 예측을 위한 정확한 영향 인자 결정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강우량을 제외한 기타 요인의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확률론적 

Intensity-Duration (I-D) 곡선을 반영하였으며 선행 강우 효과에 의한 산사태를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함. 이는 국내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의 발생을 예측하고자 강우량의 기준치를 제안함으로

써 재난 상황의 대비 및 기상재해 대응에 활용할 수 있음. (연번 5, IF 상위 2.6%, ES 상위 29.6%, 

Scopus 기준 7회 인용)

- 김태림 박사는 우리나라 월 강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3개 기상인자를 선정하고 다중선형회귀를 

통해 선정된 인자의 예측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또한 기존 신호처리기법에서 활용되어온 앙상블 

경험적 모드분해를 사용하여 강우 시계열에 내재된 주기와 기상인자의 통계적 유의한 상관성을 확인

함. 우리나라 강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동과 관련한 기상인자 (NINO1+2) 및 장기적 경향에 미

치는 기상인자 (AMO)의 선정은 국내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수문 변수 예측에 주요 인자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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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연번 10, IF 상위 4.55%, ES 상위 1.52%, Citation 14회, Scopus 기준 11회 

인용)

- 서주영 박사는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북극 지역을 대상으로 탄소순환 및 미생물기작 규명 연구를 

수행함.  글로벌 기후 변화 모델은 극지역의 표면 온도와 강수량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지만 분해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메커니즘의 이해는 부족하고, 이에 캐나다 캠브리지베이의 북극 토양 시스템

에서 온도와 강수의 조작 실험을 통해 체외 효소 활성도와 안정성 동위원소를 분석함. 분석 결과에 

따라 장기간의 기후 변화는 북극 툰드라 토양의 기후 변화에 대한 피드백을 증폭 가능성 제시하였음. 

이를 통해 한랭지의 기후변화 적응 및 복원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여 향후 기후변화 

예측에 기여함. (연번 11, IF 상위 5.1%, ES 상위 4.6%, Scopus 기준 7회 인용)

 스마트건설 기술 분야 (SCIE 학술지 2편)

- 민장희 석사 졸업생은 공공건설 사업 지능형 갈등 솔루션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국책사업 갈등 관리

를 통한 사회문제해결을 목적으로 갈등 발생 원인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 성과를 국제 우수 

논문지 (IF 3.269)에 발표하였음. 국책사업의 효과 중 하나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격차 해소가 있

으나, NIMBY/PIMBY 등으로 인해 정부, 기업, 주민 등 사업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

가하고 있어 본 연구를 활용할 수 있음. (연번 9, IF 상위 15.9%, ES 상위 39.4%, Scopus 기준 8회 인

용)

- 김홍조 박사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자원 할당 계획을 

제시함. 본 연구는 비전 기반의 모니터링과 시공과정 시뮬레이션을 통합하여 생산성을 분석하고 토공 

과정에 있어 최적의 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모니터링을 하는데 있어 합성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

뮬레이션을 위한 의미있는 정보를 자동으로 획득할 수 있게 함. (연번 7, IF 상위 5.3%, ES 14.4%, 

Scopus 기준 14회 인용)

 에너지⦁자원 순환 기술 분야 (SCIE 학술지 2편)

- 김경석 박사는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함.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큰 신재생에너지 프로젝

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실물 옵션 기반의 경제성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국가와 해당 프로젝트 투자자

들의 의사결정 지원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음. (연번 8, IF 상위 2.8%, ES 상위 2.8%, Scopus 기준 45회 

인용)

- 서호철 석사는 화재의 전지구 수문 및 탄소 순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전지구 규모 지

면 모델링을 수행하였음. 기존 화재 영향 연구들과 달리 식생의 생태학적 천이를 고려한 연구를 수행

하였음. 화재로 인한 토양 수분 영향은 초목, 교목 등의 지면 조건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음을 보였

으며, 이를 통해 전 지구 수문 및 탄소 순환에 있어 식생 분포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향후 전 지구 지

면 모델 개발에 기여함. (연번 12, IF 상위 5.1%, ES 상위 4.6%, Scopus 기준 1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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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졸업생 학술대회 발표실적

연번
최종학위

(박사/석사)
졸업생

성명
졸업
연월

발표
형식

(구두,
포스터)

학술대회 발표실적 상세내용

1 박사 황영광 2017.8 구두

① 황영광, J.E.Bolander, 임윤묵

② Failure Behaviour of RC Structures Under Impact Loads Based on
Rigid-Body-Spring Models

③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racture Mechanics of Concrete
and Concrete Structures FraMCoS-9

④

⑤ 2016, Berkeley, USA

2 박사 김태민 2017.2 구두

① 김태민, 박찬희, 김문겸

② Dynamic response of Modular Steel Bridge Followed by vehicle-
bridge interaction

③ ICOVP-2013

④

⑤ 2013, Lisbon, Portugal

87 / 337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연번
최종학위

(박사/석사)
졸업생

성명
졸업
연월

발표
형식

(구두,
포스터)

학술대회 발표실적 상세내용

3 박사 강동훈 2019.2 구두

① 강동훈, 윤태섭

② Nucleation dependent relative permeability of hydrate-bearing
granular media

③ Engineering Mechanics Institute Conference

④

⑤ 2015, California, USA

4 박사 이광우 2018.8 구두

① 이광우, 정상섬

② Entrainment effect on impact force of debris flow on check dam
by using coupled Lagrangian - Eulerian (CEL) method

③ 16th Asian Regional Conference on Soil Mechanics and
Geotechnical Engineering

④

⑤ 2019, Taipei,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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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최종학위

(박사/석사)
졸업생

성명
졸업
연월

발표
형식

(구두,
포스터)

학술대회 발표실적 상세내용

5 석사 백현일 2017.2 구두

① 백현일, 박경수

② Dynamic cohesive fracture simulation for a material with
microstructure by using mesh adaptivity

③ 13th US National Congress on Computational Mechanics
(USNCCM13)

④

⑤ 2015, San Diego, USA

6 박사 김경석 2017.2 구두

① 김경석, 김세종, 김형관

② Real options analysis for photovoltaic project under climate
uncertainty

③ 201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Energy and Future Energy
System

④

⑤ 2016, Beijing,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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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최종학위

(박사/석사)
졸업생

성명
졸업
연월

발표
형식

(구두,
포스터)

학술대회 발표실적 상세내용

7 박사 김홍조 2018.2 구두

① 김홍조, 김기남, 김형관

② Data-Driven Scene Parsing for Construction Site Monitoring

③ The 3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Automation and Robotics
in Construction (ISARC 2016)

④

⑤ 2016, Auburn, USA

8 석사 김연수 2017.8 구두

① 김연수, 장우식, 한승헌

② Optimal Budget Allocation Model for Rehabilitation of Sewer
System Considering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③ 9th Intern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nference (ISEC 2017)

④

⑤ 2017, Barcelona,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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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최종학위

(박사/석사)
졸업생

성명
졸업
연월

발표
형식

(구두,
포스터)

학술대회 발표실적 상세내용

9 석사 하인해 2018.8 구두

① 하인해, 김홍조, 박소민, 김형관

② Image-based indoor localization using BIM and features of CNN

③ The 3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utomation and Robotics
in Construction (ISARC 2018)

④

⑤ 2018, Berlin, Germany

10 박사 김승기 2018.2 구두

① 김승기, 최성욱

② Physical Habitat Simulation for Macroinvertebrate Community
based on Habitat Orientation Groups

③ International Symposium on Ecohydraulics 2018

④

⑤ 2018,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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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최종학위

(박사/석사)
졸업생

성명
졸업
연월

발표
형식

(구두,
포스터)

학술대회 발표실적 상세내용

11 석사 서호철 2019.2 구두

① 서호철, 김연주

② Role of snow on the spring vegetation growth onset in the tundra
ecosystems

③ American Geophysical Union 2019 Fall meeting

④

⑤ 2019, San Francisco, USA

12 석사 마종원 2018.2 구두

① 마종원, 주성하, Nguyen Cong Hieu, 윤성범, 윤상현, 허준

② Spatio-temporal Factor Analysis of Characterizing Mass Protest
Events Using Taxi Trajectory in Seoul, Korea

③ 25th ACM SIGSPATI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④

⑤ 2017, LA, 미국

최근 3년간 졸업생 수
석사 78

12
박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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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③ 대학원생(졸업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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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 성과 및 우수성 분석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핵심 기술에 부합하는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

-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한 교육연구단에서 선정한 4대 핵심 연구분야인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술, 기후변화 적응 기술, 스마트건설 기술, 에너지⦁자원순환 기술 관련 내용을 저명한 국제학

술대회에서 발표함. ([그림 1])

[그림 1] 교육연구단 대학원생(졸업생) 학술대회 대표연구업적물과 교육연구단의 4대 핵심연구분야의 연관성

 교육연구단의 대학원생 연구 국제화 강화 전략에 따른 성과

-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HUB 대학을 중심으로 우수 대학원생의 장단기 연수의 성과로 국제적인 연구 

수행 결과를 발표함.

- HUB 대학과 정기적인 학생 국제공동워크숍을 통해, 저명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교육연구단의 성과 확산 정책에 따른 우수 연구 결과의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지원함.

· 우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교육연구단 소속 우수 박사 및 석사 과정을 대상으로, 국제학술

대회 참가 지원을 통해 성과 확산 기회를 제공

· 박사 과정의 경우 우수 국제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 실적을 졸업 요건으로 의무화하여, 국제적 수준

의 연구 수행 및 성과 발표를 적극 지원 

- 2019년 하반기 교육연구단 소속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

답율 43%), 국제발표를 포함한 국제화 지표는 5점 만점의 3.31으로,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타 학과 평

균 3.03에 비하여 11%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국제화 활동 지원을 계획함.

✽ 교육연구단의 비전인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분야의 신지식과 신수요를 창출하는 역량을 갖

춘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연구단 소속 박사 및 석사 대학원생들의 우수 연구 결과를 저

명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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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 별 우수성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술 분야 (국제학술대회 4건)

- 황영광 박사는 지진 등의 재해 상황에서 철근콘크리트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격 하중에 대한 

철근콘크리트의 파괴 거동에 관해 연구하였음. 기존콘크리트의 인장 파괴 시뮬레이션 모델은 주로 2

차원으로 개발되어 3차원 형상 및 철근 배치 등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본 연구를 통해 3

차원 보강 철근 배치 등의 충격 하중 응답을 분석하고 다양한 형태의 충격 하중 패턴을 고려할 수 있

게됨. 해당 연구 결과는 파괴역학 분야의 유수 국제학술대회인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racture 

Mechanics of Concrete and Concrete Structures (FraMCoS)에 발표하였음 (연번 1).

- 김태민 박사는 모듈형 강철 교량의 동적 응답에 대한 차량과 교량 간의 상호 작용의 영향을 조사하였

음. 주행 차량과 교량의 변위 간의 관계 및 차량 속도가 잔류 진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확인하

여 개발된 모듈형 교량의 보완점 및 사용 확대성에 대해 확인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동 관련 분야

에서 저명한 국제학술대회인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ibration Problmes (ICVP)에서 발표하였음 

(연번 2).

- 이광우 박사는 재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GIS 기반 산사태 예측 모델인 YS-Slope를 이용한 

Rainfall-Induced 산사태 분석방법과 ABAQUS/CEL를 이용한 연구 지역의 대변형 분석방법을 제안함.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사례연구로, 산사태-토석류를 분석하여 급경사 지역에서의 산사태-토석류의 거

동을 예측하는 연구를 통해 다른 지역의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대회인 International Symposium on Geotechnics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에 발표되었음 (연번 4).

- 백현일 석사는 균열 근처 영역에서 적응적으로 미세구조를 모델링하는 기법을 제시하여 균열 해석 시 

계산량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 연구를 수행함. 건설재료의 파괴특성 및 거동의 정확한 파악은 인프라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매우 중요함. 균열 갈라짐 및 합쳐짐 현상을 수치해석 기법을 통하여 표현하

였고, 골재와 모르타르 사이의 부착강도에 따라 전체 균열패턴의 변화 정도를 분석하였음. 다양한 재

료에 대하여도 적용 가능한 연구 결과를 전산 해석 분야에 인지도가 매우 높은 US National Congress 

on Computational Mechanics 학회에서 구두 발표하였음 (연번 5).

 기후변화 적응 기술 분야 (국제학술대회 2건)

- 김승기 박사는 하천복원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관련된 주제를 융합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저서

무척추 동물 군집에 대한 물리서식처 분석방법을 제시하였음. 본 연구를 통하여 보의 철거에 따른 저

서무척추 동물의 서식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서식처 모의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저서무척추 동물 군집의 물리서식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됨. 해당연구결과는 국제적 유명학술대회

인 International Symposium on Ecohydraulics 에 발표하였음 (연번 10).

- 서호철 석사는 기온 변화, 지역별로 눈의 양의 패턴, 눈 녹는 기간, 가뭄에 환북극 지역의 식생 생장

기 시작이 영향을 받는 과정을 규명하여 해당 분야 저명 국제학회인 American Geophysical Union 

2019 Fall Meeting에서 구두발표를 수행하였음. 기후변화로 인하여 대부분 지역의 기온의 올라가며 이

러한 변화는 식생의 광합성작용, 호흡작용과 같은 식생 매커니즘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한 피드백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식생 생장기 시작일에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

적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 지구 기후모형을 활용함 (연번 11).

 스마트 건설 기술 분야 (국제학술대회 4건)

- 김홍조 박사는 이미지 내 건설 현장 객체들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보다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화된 객체 라벨링 기법을 제안함. Nonparametric Scene Parsing 모델을 활용하여 이미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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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설 객체들을 자동으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학습데

이터 습득 및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함. 스마트

건설에 필수적인 건설현장 모티너링 및 객체 인식 기술 향상에 기반한 연구로 건설 자동화 분야의 유

수 국제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를 함 (연번 7).

- 김연수 석사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노후 하수관거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선이 

시급한 하수관거 시설물 우선순위 도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최근 국내에서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노후 하수관거 관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정

부와 지자체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음. 이러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유지/보수 시설물의 최적 예산 

할당에 대한 연구 결과로 건설관리분야 유수 국제학술대회인 Intern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Changes에서 발표하였음 (연번 8).

- 하인해 석사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진 사용자의 실내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Indoor Localiztion 방법

을 제안하였음. 딥러닝 모델인 VGG-16 Network와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을 활용하여 

Indoor Localization을 수행하였음. 기존의 센서 기반의 방법들은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고 이를 실내에 

장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수고가 요구되나, 제안한 비전 기반 방법은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장

점을 지님. 이러한 연구 성과를 저명한 국제학술대회인 International Symposium on Automation and 

Robotics in Construction에서 발표하였음 (연번 9).

- 윤성범 석사는 송도 지역의 스마트시티 구축에 있어, 송도에서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와 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새로운 분석을 진행하고 나아가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존 송도 스마

트시티 (IFEZ)에서 누적수집되는 CCTV/기존 시설위치 등의 데이터와 SKT 지오비전에서 수집되는 송

도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송도 지역에의 60세 이상 인구 복지시설 위치선정, 여성 야간 안전

지도를 분석하여 제공함.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우수 국제학술대회인 ACM SIGSPATI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에 발표하였음 (연번 12).

 에너지⦁자원 순환 기술 분야 (국제학술대회 2건)

- 강동훈 박사는 신에너지원 중 하나로 조명받은 Hydrate 재료의 수치해석적 모델링 및 이에 따른 관련 에너

지자원순환기술의 효율성 향상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국제공인 건설학회 ASCE의 Premiere 

Mechanics 학회로 미국 Stanford University의 주관으로 개최된 Engineering Mechanics Institute Conference에

서 연구의 창의성을 인정받음. 확률적 접근을 통해 비전통 탄화수소 자원 순환기술 중 주요소로 손꼽힌 

Gas Hydrate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단순 모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초기 공극률이 공극구조 

및 투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보고함 (연번 3).

- 김경석 박사는 태양열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Photovoltaic (PV) 전지는 기후환경에 다른 영

향을 많이 받는 점에 착안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PV Project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

레임워크를 제안하였음. 태양열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시나

리오에 따른 에너지 생산량을 예측하고 유연한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함. 

혁신적인 실물 옵션 분석 결과를 통해 수준 높은 에너지 분야의 국제학술대회인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Energy and Future Energy System에서 구두발표를 하였음 (연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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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학원생(졸업생)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표 2-7>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졸업생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 등

연번
최종학위

(박사/석사)
졸업생

성명
졸업
연월

실적구분 특허, 기술이전, 창업 등 실적 상세내용

1 박사 김경석 2017.2 특허

① 김형관, 김경석

②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홍수방재시설 투자결정 방법 및 시스템

③ 대한민국

④ 10-1843008-0000

⑤ 2018

2 석사 황서윤 2017.2 특허

① 박준홍, 황서윤, 이나리, 권혜지

② 토양 유류오염의 자연 정화능 평가장치 및 평가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ASSESSING NATURAL PURIFICATION OF OIL
POLLUTION)

③ 대한민국

④ 10-1813154-0000

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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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최종학위

(박사/석사)
졸업생

성명
졸업
연월

실적구분 특허, 기술이전, 창업 등 실적 상세내용

3 석사 노유래 2017.8 특허

① 박준홍, 노유래, 김예진

② 수질내 미생물 유해성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REALTIME MONITERING MICROORGANISM IN
WATER ENVIRONMENT)

③ 대한민국

④ 10-1865587-0000

⑤ 2018

4 박사 김성훈 2018.2 기술이전

① 박준홍, 김성훈

② 환경 메타지노스믹 기반의 진단과 생분해촉진제를 이용한 현지 오염토
양의 유류오염분해 촉진기술

③ 에이치플러스에코(주)

④ 25,000 (천원)

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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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최종학위

(박사/석사)
졸업생

성명
졸업
연월

실적구분 특허, 기술이전, 창업 등 실적 상세내용

5 박사 정호영 2018.8 특허

① 김형관, 정호영, 김홍조

② 퍼지추론 기반 대상 시설물의 기후변화 영향 평가정보 생성방법 및 그 시
스템

③ 대한민국

④ 10-1794800-0000

⑤ 2017

6 석사 김성철 2017.8 특허

① 김장호, 김성철

② 내부폭발하중에 따른 구조물변형 측정장치 및 구조물변형 측정시스템

③ 대한민국

④ 10-1886310-0000

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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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최종학위

(박사/석사)
졸업생

성명
졸업
연월

실적구분 특허, 기술이전, 창업 등 실적 상세내용

7 박사 홍승환 2017.8 창업

① 창업자 : 박일석, 홍승환

② 창업기술 명 : HD Map 제작용 융합센서 시스템

③ 창업회사명 : 스트리스

④ 창업자본금 : 10,000(천원)

⑤ 창업연도 : 2017

8 석사 윤승현 2018.2 특허

① 임윤묵, 신용준, 방수식, 윤승현

② 전기적 신호를 이용한 구조물 보강재 진단 방법 및 장치

③ 대한민국

④ 10-1904320-0000

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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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최종학위

(박사/석사)
졸업생

성명
졸업
연월

실적구분 특허, 기술이전, 창업 등 실적 상세내용

9 박사 김홍조 2018.2 특허

① 김형관, 김홍조

② 영상 기반의 건설 현장 상황 인지 시스템 및 방법, 그리고 이를 이용한 토
공 생산성 분석 방법

③ 대한민국

④ 10-2042629-0000

⑤ 2019

10 박사 김도현 2018.8 기술이전

① 정상섬, 김도현

② 풍력 발전 해저 기초 지반의 대변형 거동 분석 기술 이전

③ (주) 쏘일테크엔지니어링

④ 14,080 (천원)

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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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최종학위

(박사/석사)
졸업생

성명
졸업
연월

실적구분 특허, 기술이전, 창업 등 실적 상세내용

11 석사 박소민 2019.2 특허

① 김형관, 박소민, 방성덕

②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딥러닝 기반의 패치 단위 도로 크랙 검출 장치
및 그 방법, 그리고 이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해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기록매
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③ 대한민국

④ 10-1926561-0000

⑤ 2018

12 박사 홍문현 2019.2 특허

① 정상섬, 이광우, 홍문현, 김정환

② 산사태 모니터링 및 예·경보를 위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 계측 시스템 및
계측방법

③ 대한민국

④ 10-1843007-0000

⑤ 2018

최근 3년간 졸업생 수
석사 78

12

박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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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④ 대학원생(졸업생)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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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단의 비전인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분야 신지식⦁신수요 창출 역량을 함양한 산업

체 적합 실무통섭형 인재양성을 통해, 교육연구단 소속 박사 및 석사 대학원생들은 우수 산학

협력 연구 결과를 특허, 기술이전, 창업의 형태로 달성함.

✽ 교육연구단 4대 핵심 기술인 1) 재난재해⦁복합재해 대응, 2) 기후변화 적응, 3) 스마트건설, 4) 

에너지⦁자원순환 기술 전 분야에 균형 잡힌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이 분포함.

01 대학원생 특허, 기술이전, 창업 대표실적 성과 및 우수성 분석

l 교육연구단의 대학원생 산학협력 강화 전략

- 산업체 기반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의 성과로 다수의 현장 중심 산학협력 연구를 수행함.

· ‘환경에너지대학원 인재양성 프로그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15.03 – 2018.02)’을 통해 연구단 

4대 핵심연구 분야 중 에너지⦁자원순환 기술 관련 현장 중심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함.

·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산업통상자원부, 2017.04 - 현재)’을 통해 연구단 4대 

핵심연구 분야 중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관련 융합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함.

- 연구단 산학중점교수제 도입과 산업체 인사 객원교수 활용을 통한 산학공동연구 활성화

· 연구단 소속 산학중점교수와 산업체 객원교수는 공과대학 산학중점교수와 연계하여 사업단 산학 활

동 지원, 기술 홍보 및 공동 과제 수행을 통해 대학원생 산학교육과 연구에 기여하였음.

- 산업체 수요기반 신규 교과목 개설 및 커리큘럼 개선을 통해 최신의 산업체 수요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산학협력 네트워크인 Eagle 포럼과 과학기술 수요를 반영한 Resilient Infrastructure Technology (RIT) 

포럼을 통해 토목, 방재안전관리 분야, 기후변화 적응, 환경 및 에너지공학 분야 기업 인사들과 최신 

산업계 기술 및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제공함.

l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4대 핵심연구 분야에 부합하는 균형적인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

- 산학협력기반 공동연구를 통한 대학원생 대표실적은 기술창업 1건, 기술이전 2건, 특허 등록 9건으로, 

교육연구단에서 선정한 4대 핵심연구 분야인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후변화 적응, 스마트건설, 

에너지⦁자원순환 기술 분야 전반의 균형 잡힌 분포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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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학원생 특허, 기술이전, 창업 대표실적별 우수성

l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술 분야 (기술이전 1건, 국내특허 2건)

- 김도현 박사는 대변형 거동 분석기법을 기반으로 해저지반의 실제 거동을 모사하고 정확한 해저지반

의 거동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함. 본 연구는 기존의 소변형 거동 시험의 한계를 극복한 기술임. 링 

전단시험을 통해 풍력 발전 등 기반시설의 해저 기초 지반의 대변형 거동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에너지 자원시설 건설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을 제공함. 해당 기술은 지반엔지니어링 회사인 

(주) 쏘일테크엔지니어링에 기술 이전되어 새만금지역 지반조사에 활용되었음. (연번 10, 풍력 발전 해

저 기초 지반의 대변형 거동 분석기술, 2019년 기술이전 ((주) 쏘일테크엔지니어링)

- 홍문현 박사는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의 핵심기술인 무선센서 네트워크 시스템관련 연구를 수행하였

음. 본 발명은 계측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계측지점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

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무선 계측기법의 현장적용을 수월하게 하고, 실시간으로 정확한 산사태 모니터

링이 가능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스마트 재난재해 예·경보시스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연번 12, 산사태 모니터링 및 예·경보를 위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 계측 시스템 

및 계측방법, 2018년 등록) 

- 김성철 석사는 구조물 시편이 받는 폭발 하중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폭발하중에 따른 변형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구조물 시편의 방폭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장치 및 측정시스템을 개발하였음. 본 발명

은 재난재해와 같은 극한환경에서 토목·건축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천기술로서 다양한 

사회 인프라 구조물의 안정성을 예측하고 향상하는 데에 있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연번 6, 

내부폭발하중에 따른 구조물변형 측정장치 및 구조물변형 측정시스템, 2018년 등록)

l 기후변화 적응 기술 분야 (국내특허 2건)

 - 김경석 박사는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홍수방재시설의 투자결정 방법론 및 시스템 개발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홍수는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홍수방재시설 설치는 필수적임. 본 발명은 홍수방재시설 설치 지역의 미래 기후변화 시

나리오, 경제요소 데이터 및 기술요소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투자결정 판

단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과 시스템을 제안한 것으로 재난 상황에서의 기후변화 적응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연번 1,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홍수방재시설 투자결정 방법 및 

시스템, 2018년 등록)

 - 정호영 박사는 퍼지 추론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물의 기후변화 영향 평가 정보를 생성하는 방법과 

시스템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본 발명은 대상 시설물의 현재까지 열화곡선과 전문가의 지식 데

이터를 바탕으로 대상 시설물에 대한 열화 영향정보를 구축하고, 퍼지 추론 시스템을 활용해 도출된 

대상 시설물의 열화곡선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 평가정보를 생성하는 기술임. 본 기술을 통해 사회기

반시설물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효율적인 사회기

반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최적화된 기술이라고 판단됨. (연번 5, 퍼지추론 기반 대상 시설물의 기후변

화 영향 평가정보 생성방법 및 그 시스템, 2017년 등록)

l 스마트건설 기술 분야 (기술창업 1건, 국내특허 3건)

- 홍승환 박사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고정밀 도로지도를 HD map 

융합센서 시스템을 통해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했음. 특히, 인공지능 (AI)을 활용하여 정밀도로 지도를 

자동 제작하는 솔루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자동 영상 필터링, 시설물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으

며, 이외에도 레이더 위성 보정 기반 켈리브레이션 기술 및 포인트클라우드 자동 정합 및 센서 후보

정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관련기술을 활용해 2017년 10월 스트리스 창업에 성공함. 이후, SKT 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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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시범지역 HD map 구축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율주행차를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개발 등 

스마트건설관련 기술의 발전에 기여함. (연번 7, HD Map 제작용 융합센서 시스템, 2017년 창업)

- 윤승현 석사는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비파괴검사의 일환으로 시간-주파수 영역 반

사파 계측법 (TFDR, Time-Frequency Domain Reflectometry) 기반 구조물 보강재 진단 장치개발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함. 본 발명은 TFDR에 기반을 둔 전기적 임피던스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반사파를 분

석하여 결함의 크기와 위치를 정밀하게 찾아내는 기술로, 측정시간, 검사의 간편성 같은 측면에서 기

존 계측법에 비해 훨씬 큰 효율성을 가진 기술임. 건설구조물의 유지 보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연번 8, 전기적 신호를 이용한 구조물 보강재 진단 방법 및 장치, 2018년 등록)

- 김홍조 박사는 스마트 건설의 핵심연구 분야중 하나인 영상기반 건설현장 상황인지 시스템 개발과 이

를 활용한 토공 생산성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음. 본 발명은 비전 기반의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현장 영상 내 건설 장비들을 자동으로 검출하고 검출된 장비들의 상태정보와 이벤트 (토공)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토공 생산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다양한 건설현장에 적용 가능하며 이를 통

해 효율적 건설현장 관리와 토공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연번 9, 영상 기반의 

건설 현장 상황 인지 시스템 및 방법, 그리고 이를 이용한 토공 생산성 분석 방법, 2019년 등록)

- 박소민 석사는 스마트기술의 일환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딥러닝 기반의 도로 균열 검출 시스템

과 장치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음. 본 발명은 실시간으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으로부터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분류하고, 이를 딥러닝 기반의 모델에서 훈련시키는 기술임. 영상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검출하기 때문에 도로 균열 검출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하므로 도로의 균

열 검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용이해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술임. (연번 11,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딥러닝 기반의 패치 단위 도로 크랙 검출 장치 및 그 방법, 그리고 이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해 컴퓨

터가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2018년 등록)

l 에너지⦁자원순환 기술 분야 (기술이전 1건, 국내특허 2건)

- 김성훈 박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에 의한 살처분 가축 매몰지 및 유류오염토양 처리를 

위한 생분해촉진기술을 연구했음. 본 연구는 오염토양 처리현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난분해성 잔

류 오염물질의 효과적인 분해를 위해 생분해촉진제를 개발하고, 오염토양 내 토착미생물에 의한 유류

오염분해능을 메타지노믹스 기술로 진단해 최적 정화 설계를 지원하는 기술임. 기술의 높은 공학적 

완성도와 활용성으로 인해 국내 최고의 토양 오염 정화 기업인 에이치플러스에코(주)에 2019년 기술

이전에 성공함. (연번 4, 수환경 메타지노스믹 기반의 진단과 생분해촉진제를 이용한 현지 오염토양의 

유류오염분해 촉진기술, 2019년 기술이전 (에이치플러스에코(주))

- 황서윤 석사는 환경정화 및 자원순환 기술의 일환으로 토양의 유류오염에 대한 위해성 평가기법을 대

체하여 현장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양 유류오염의 자연 정화능 평가기법 및 장치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음. 본 발명은 유류오염토양의 미생물 다양성 지표를 빠르고 경제적인 분석방법인 

T-RFLP (Terminal-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을 활용해 넓은 지역의 토양 유류오염 

정화능력을 지도화 할 수 있는 기술로, 유류오염 토양의 정화기법 선정 및 오염정화능력을 이용한 건

설 산업의 친환경적 설계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음. (연번 2, 토양 유류오염의 자연 정화능 평가장

치 및 평가방법, 2017년 등록)

- 노유래 석사는 통계적 분석기법을 이용한 실시간 수중 미생물 유해성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음. 수계 미생물 오염 지표는 총대장균군 (분변성 대장균 포함)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수계 

내에는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들이 존재해 군집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술이 필요함. 본 

발명은 수분 이내에 미생물 군집분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유동세포계수법 (Flow Cytometry)을 이

용해 측정된 해당 환경의 군집특성치와 배양방법을 통해 측정된 수질내 특정 미생물 양과의 상관성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미생물 유해성 진단기술로 다양한 수질 분석에 활용 가능함. (연번 3, 

수질내 미생물 유해성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 및 방법, 2018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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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생 연구역량

3.2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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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원생 학술 및 연구활동 현황 분석

[표 1] 지난 5년간 전체 대학원생 연구 실적 분석

l 논문

- 3단계 BK21사업 기간 대학원생의 SCIE논문 실적 분석 결과 ([표 1] 참고), Q1 논문 비율이 37.0% 

(2015년)에서 72.7% (2019년)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영향력 있는 상위 논문집에 논문을 게재하고 있음

을 확인함. 

- 최근 3년간 박사 졸업생의 경우 교육연구단의 SCIE 논문 환산편수 평균은 0.91편임 (주저자 2편과 공

저자 1편 정도로 환산 가능). 이는 박사학위 최소성과 기준 (SCIE 주저자 논문 1편)을 상회 하나, 학생

들의 주도적인 연구성과 도출 노력을 통해 주저자 논문 편수 증가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석사 졸업생의 경우 SCIE 주저자 논문편수는 전체 졸업생의 10% 수준이며, 공저자 논문 

편수는 졸업생 수의 30% 수준임. 석사 연구 결과의 SCIE 논문 발표 강화 및 연구재단 등재 국내 우수 

학술지에 논문 발표를 계획함.

 

l 학술발표

- 대학원생의 학술대회 발표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표 1] 참고), 특히 박사과정의 경

우는 해외 구두 발표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여 연구성과의 확산을 도모함.

l 특허⦁기술이전⦁창업

- 지난 5년간 연평균 11.8건의 대학원생 국내특허 등록의 실적이 있음 ([표 1] 참고). 국제적 수준의 특

허, 창업 등의 기술 사업화 성과 증대를 위한 산업체와의 융복합 연구 장려 등의 노력이 필요함. 

l 대학원생 설문

- 2019-2학기 10월에 실시한 대학원생 설문 결과 (응답률 43%)에 따라 연구 수월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정 개선, 연구력 강화 지원, 첨단 연구설비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확인함.

02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계획

[그림 1] 학생 미래 성공울 위한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 전략 및 구체적 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SCIE 논문 Q1 비율 [%] 37.0 37.9 54.5 72.2 72.7

Q2 비율 [%] 44.4 34.5 32.7 19.4 18.2

국제 학술 발표 [환산 편수] 68.9 73.7 59.1 68.3 78.8

국내 특허 [건수] 20 5 11 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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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의 신지식⦁신수요 창출 능력 배양

[표 2] 학생의 신지식⦁신수요 창출 능력 배양을 위한 주요 방안

l 연구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구의 선순환

- 교육연구단 4대 핵심연구 분야 수요 중심의 융합 프로그램: 교육-연구 간의 연계 활성화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산업⦁사회 수요기반의 융합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대학원생 연구력 향상에 기여함. 

- 연구 성과 반영 교육: 연구 결과 반영 교과목 신규 개발 활성화 제도 (R2E, Research to Education) 도

입과 연구성과 반영 교과목의 활성화를 통해 최신 연구결과를 교과체계에 지속적으로 반영함.

- 문제해결형 융합교과목: 학생중심 문제 발굴 및 융합공통프로젝트 수행하는 문제해결형 수업 (PBL, 

Problem Based Learning)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연구과제 기획, 설계,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함.

- RIT (Resilient Infrastructure Technology) 세미나: 산⦁학⦁연 각 계층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새행하고 새로운 문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면담 및 토의의 기회를 제공함.

l 학생주도 연구역량 강화

- 학생주도 세미나 및 저널클럽: 4단계 BK21사업을 통해 도입 계획인 학생주도 세미나 및 저널 클럽으

로 연구주제 등 학생 관심에 따른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함.

- PCDI (Professional Career Development Initiative) 프로그램: 학생 커리어 개발을 위한 이력서 작성법, 

영어 논문 작성법, 영어 발표 방법 등에 대한 집중강의 및 실습으로 구성됨 (1회/학기). 

- GYL (Global Young Leader Forum for Green Construction) 포럼: 해외 중점교류 대학과의 국제 학생

워크숍인 GYL포럼을 확대 시행하여, 국제적 수준의 연구⦁발표⦁토론능력 함양 기회를 제공함. 

- VIP (Vertical Integration Program): 교수가 관심 연구 분야를 제시하고 학부,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이 팀을 구성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최근 4년간 총 41개팀을 운영함 (비교과 과정). 

2019-2학기부터 VIP 개념을 적용하여 공과대학의 대학원 수업인 공학과지역사회리더십 

(ENG6600-6800)과 학과 자원순환공학 (CEE3415) 교과목을 연계하여 운영함 (교과 과정).

- 학교 비교과 과정: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ICT 교육, 학술 정보 활용 교육 등을 제공함. 또한, 2020-1학

기에는 세계 최대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플랫폼 중 하나인 Coursera의 Coursera for 

Campus Coronavirus Initiative의 3,800개 우수 강좌 및 400개 전문강좌 무료 수강 기회를 제공함.

l 새로운 문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융복합 공동연구 활성화

- 타 전공 프로그램 및 타과 교과목 수강: 박사 및 통합과정 학생은 학과 내 타 전공 프로그램과 타과 

교과목을 각 1개 이상 수강하도록 독려하여 전공 심화 기반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를 촉진함. 

- 공동논문지도: 타 학과 교수 (1인 이상)와 교육연구단 교수가 대학원생 연구논문 공동 지도를 독려하

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주제 및 방법을 결합하여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융복합연구 이론⦁실습 연계: 미래융합연구원 (대학원)은 융복합방법론 교육을 제공하고, 연세 Junior

융합연구그룹을 선발하여 지원금과 교류공간을 제공하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성과를 공유⦁시상함.

- 산업체 공동연구: 산업 주요분야의 연구결과 및 수요를 교육⦁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산학협력 맞춤형 

현장 인턴, Eagle 포럼 (RIT 관련 산업계 인사 초빙), KICT-연세대 학연 공동연구 지원 등을 강화함.

연구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구 

선순환

학생주도 연구역량 강화 문제 발굴⦁해결을 위한 융복합 

공동연구 활성화

- 4대 핵심연구분야 중심의           
융합 프로그램 강화

- 문제해결형 융합교과목 제공
- 연구 성과 반영 교육 활성화
- RIT 세미나 강화

- 학생주도 세미나 및 저널클럽
- VIP (비교과, 교과)
- PCDI 프로그램, GYL 포럼
- 학교 공통 비교과 과정                   

(ICT 교육, 학술정보 활용 교육 등) 

- 타전공 수업 수강 독려 
- 공동논문지도 활성화
- 연세 Junior 융합연구그룹
- 산업체와의 융복합 공동연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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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중심의 연구성과 극대화 지원

[표 3] 학생 중심의 연구성과 극대화 지원을 위한 주요 방안

l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 해외 중점교류 대학 중심 국제협력 공동연구 활동: 과거 BK21사업을 통해 구축된 자체 네트워크를 활

용한 공동과제 및 공동연구 수행을 장려하여 국제 수준의 연구 수월성 확보를 도모함.

- 해외 장기연수: 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장기연수 지원을 보장하고, 항공료와 생활비를 

지원하여 국제 공동연구 수행 활성화, 학생 국제 경험 확대를 도모함. 

- 국제 공동워크숍: 해외 중점교류 대학과 중점 연구분야 워크숍을 개최하고 학생들의 참가를 지원함.

- GYL 포럼: 세계 유수대학과 학생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학원생 학술교류 행사를 확대함.

l 논문, 학술대회, 특허 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

- 논문 작성 지원: 공과대학 공학윤리 및 연구방법론 교과목 (필수), 학교 제공 문헌조사 기법, 글쓰기, 

영어논문 작성법 등의 강의, 교육연구단 PCDI 등을 활용 영어 글쓰기 및 연구방법론을 지도함. 또한, 

영어논문의 질적 수준 제고, 학술적 영어 글쓰기 능력 강화를 위해 학교 어학당과 협력 영어논문 지

원사업을 실시함. 학위논문 교정⦁코칭, 학술지 투고 영어논문 교정 지원을 포함함.

- 특허 작성 지원: 제품개발과 특허 등의 학교 공통 교과목을 통한 특허 작성법 수업을 제공함.

- 시상: 학생의 논문 및 미래 유망기술을 대상으로 학생위원회에서 평가⦁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

· Yonsei CEE Paper of the Year: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우수 학생 주저자 논문 대상

· Yonsei CEE Technology of the Year: 특허⦁기술이전⦁창업 지원을 위한 미래 유망 RIT 기술 대상

- Student Travel Award: 우수 대학원생이 국제 저명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주저자 논문 발표 시 참가 

비용을 실비 지원함. WASET, OMICS와 같은 부실학회는 지원서류 검토를 통해 참가를 불허함. 

- 논문 Open Access 지원: 피인용도 향상을 위해 IF/ES 상위 5% 저널논문을 대상으로 지원함.

-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논문, 학술대회발표, 특허등록 연구실적을 통합하여 관리함.

l 첨단 연구를 위한 인프라 지원 확대

- 첨단 실험 기기 지원

· 학과: 학과 대형연구단과 연계 RIT 관련 연구를 위한 장비 구축을 지원함 (2017년: 진동대시스템, 3

차원 모션 측정장치, 2019년: 3D 콘크리트 프린터, 2020년: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 첨단 공동기기원: 연세대학교 부설 공동기기원을 이용하여, 각종 첨단 장비 활용을 지원함.

· 교외 연구시설: 교내 장비로 연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협력 기관의 장비를 이용한 공동연구를 지

원함 (예, 포스텍의 방사광가속기, 건설기술연구원의 3D 프린터 실험실 및 VR/AR Room 공유 등).

- 전공 프로그램별 공동 실험실 확대: 프로그램별 실험실을 교육과 연구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

비를 지속함. (2017년: 지반공학 공동실험실, 2018년: 환경공학 공동실험실 2020년: 구조공학 공동실험

실 확대 계획, 2021년 이후: 스마트건설 BIM/VR/AR 환경 구축 예정)

- 학과 공동 서버실: 항온⋅항습 기능을 갖춘 통합 서버실을 구축하여 (2018년) 거대 용량 계산을 위한 

서버 클러스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AI 활용 확대 등 필요성 증대에 따라 추가 구축 예정임.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지원

논문⦁학술대회⦁기술 사업화 성과 향상 지원 첨단 연구를 위한 인프라 지원

- 해외 중점교류 대학 중심 
국제협력 공동연구 활성화

- 해외 장기연수 지원 강화
- 국제공동워크숍 활성화
- GYL 포럼 확대

- 논문 및 특허 작성 지원 
- 우수논문 및 우수기술 시상
- Student Travel Award: 국제 학술대회 발표 지원
- 논문 Open Access 지원
-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첨단 실습 장치 및 소프트웨어 지원
- 학과 공동실험실 정비
- 학과 공동서버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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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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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현황 분석과 개선방향 도출

l 신진연구인력 확보 현황

- 2020년 3월 현재 본 교육연구단은 26명의 신진연구인력 (박사후과정 22명 및 연구교수 4명)이 연구단 

4대 핵심연구 분야인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술 (8명), 기후변화 적응 기술 (7명), 스마트건설 기

술 (5명), 에너지⦁자원순환 기술 (6명)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l 신진연구인력 배출 및 취업의 우수성 (2013.01.01 - 2019.12.31)

- 지난 3단계 BK21 사업 동안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관련 연구에 참여한 총 37명의 신진연구인력을 

배출하였음 (Resilient Infrastructure Technology (RIT) Fellow 1명, 연구교수 12명, 박사후연구원 24명; 

내국인 33명, 외국인 4명).

- 국내 신진연구인력 중 45%인 15명이 연구단 소속 대학원에서 배출된 우수 인력이며 외부 우수 국내 

신진인력 영입은 18명 (55%)으로 균형 잡힌 확보 실적을 보임.

- 신진연구인력은 지난 3단계 BK21사업 참여 기간 동안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분야의 우수 연구역

량 및 실적을 바탕으로 다양한 건설 분야에 진출함.

- 배출한 신진인력 37명 중 29명인 78%가 정규직으로 이중 국내 대학교 교수는 8명, 해외 대학교 교수

는 4명, 국내외 정부출연연구소 및 공기업 연구원은 12명, 국내외 산업체 기술자로 5명이 진출했으며, 

기술창업 1명으로 질적⦁양적으로 매우 우수한 취업 실적을 보임.

l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업적의 우수성

- 신진연구인력은 최근 5년간 (2015.01.01 - 2019.12.31) 총 164편의 SCIE 논문을 발표했으며, 평균 IF는 

3.39, 평균 FWCI는 1.198로 국제 평균 이상의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임.

- 교육연구단 지원 외에도 교내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2건 (김지현, Zeeshan Haider), 우수신진인력 초

정지원사업인 연세프론티어연구원 (YFL, Yonsei Frontier Lab) 6건 (경두현, 김지현, 박동규, Parthiban 

Anburajan, 김인철, 최하번 박사) 및 한국연구재단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사업 (KRF) 3건 (Saadat 

Ullah Malghani, Gopala-krishnan Kumar, Naresh Kumar Amradi)을 추가로 지원받았으며, 정부출연과제

를 연구책임자 (주민관 박사)로 1건을 수주하는 등 연구의 우수성을 입증함.

- 특히, Gopala-krishnan Kumar 박사는 교육연구단 및 KRF 지원을 통해 2019년 Univ. of Stavanger에 

부교수로 임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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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신진연구인력 지원현황 기술

- 3단계 트랙특성화 및 차등적 연구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RIT Fellow, 연구교수, 박사후과정)

· RIT Fellow: 엄명진 박사 (32개월: 2016.07.01 - 2019.02.28)

   : 엄명진 박사는 허준행 및 김연주 교수와 다학제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했으며, RIT Fellow로 선정되

어 인건비 장기지원 및 성과급을 받았고, 별도의 연구공간 (A460)을 제공받고 2019년에 경기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로 임명됨.

-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국제학술대회 및 논문게재 지원 (참가 경비 및 논문 출판비 등)

- 연구인프라 제공: 전용 연구공간 및 우수인력의 추가 연구공간 제공 (A460, A301) 

- LT (Learning by Teaching) 과목 활용 강의기회 제공: 

· 연구단 교수와 팀티칭으로 2019년부터 7개 (학부수업 3개, 대학원수업 4개) 과목을 LT로 운영 중임.

02 대학원 혁신지표를 반영한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계획

(1) 신진연구인력 확보 계획

l 우수 신진연구인력의 선제적 발굴 및 적극적 확보

- 학교 차원의 확보 계획

· 생애전주기맞춤형 연구자 지원시스템 내 신진연구자지원 사업을 통한 해외 우수 신진인력의 선제적

인 검증 및 확보

   1) 연세프론티어연구원 (YFL)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2017년 신설)

     : 국내외 우수 신진연구인력 초청비용 지원 (최근 2년 (2018 - 2019) 22명/4.9억 지원)

   2) 교내박사후연구원지원사업 (최근 2년 (2018 - 2019) 71명/8.9억 지원) 

     : 국내외 우수 신진연구인력의 안정적인 연구몰입환경 제공을 위한 연구자 지원

   3) 학문후속세대 국제공동연구사업 I, II

     : 사업 I: 단기파견 지원 (최대 6개월: 1,500천원/월), 사업 II: 장기파견 지원 (최대 2년: 3천만원/년)

· 대학원 International office 신설로 해외 우수 신진인력 확보에 필용한 행정적 절차를 간편화 함.

- BK21 교육연구단차원의 확보계획

· 교육연구단 대외협력위원회 산하에 우수인재영입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진연구인력 지원을 총괄해서 

운영하며, 연구단차원의 확보 계획은 아래와 같음.

  1) 국내외 신진연구인력풀 데이터베이스화 및 지속적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 신진연구인력 현황 확보

  2) 상시 공개 채용을 통한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학과홈페이지, 국내외 고등교육자를 위한 사이트

(하이브레인, LinkedIn, AcademicKeys, HigherEdJobs 등) 및 국내외 관련 학회를 통해 상시 공고

  3) 대학 차원의 국제화 지원조직 (International office)과 연계해 해외 우수신진인력을 상시 모니터링하

고 유치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지원함.

  4) 해외 연구/교육기관과의 MOU 체결 확대 및 HUB 국제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우수 신진인력 

확보를 도모함.

- 산업계 및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우수 신진연구인력 (산학⦁기술창업 형) 확보를 위해 HUB 산업체 

및 Eagle 포럼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리크루트함.

(2)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계획

113 / 337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단

3 / 5

l 트랙별 연구활동 지원 다변화 및 장기지원정책 강화

- 연구단 연구목표와 대학원 혁신지표를 반영해 산업계의 수요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
기술창업형’ 박사후과정을 신설하고 평가기준을 기존 연구성과 중심에서 트랙에 맞게 다변화함. 

- 기존 융합연구에 한정된 RIT Fellow 트랙을 ‘창의리더형’으로 변경하고 핵심연구 및 난제해결을 위

한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지원을 함.

- 신진연구인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트랙별 지원내용을 대폭 강화함. 1) 지원금액 

상향 조정 (최소 월급여 300만원 이상), 2) 최소계약기간 보장 확대 (최대 3년).

   1) RIT Fellow (창의리더): 교육연구단 핵심연구 분야의 도전적인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단내 교수 

및 학제간, 국제네트워크와의 자유로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

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3년 계약을 보장함.

   2) 연구교수 (심화연구): 해당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실적을 보여주며, 최근 3년 JCR 논문 카테고리 

기준 상위 5% 저널에 주저자 논문 3편 이상을 게재한 연구원.

   3) 박사후과정 (학술연구): 앞으로 우수한 연구역량을 키워나갈 잠재력이 뛰어난 박사급 연구원으로 

연구단 핵심연구를 중점적으로 연구함.

   4) 박사후과정 (산학⦁기술창업): 산업계 및 사회에 필요한 기술의 실용화 및 실증화 분야를 중점적

으로 연구하며 성과평가시 논문실적 이외에 특허, 기술이전, 기술창업 등으로 평가를 대체할 수 있음.

[표 1] 교육연구단 신진연구인력 트랙별 중점사항 및 지원형황 요약

l 4대 핵심연구 분야에 선택과 집중

- 4대 핵심연구 분야 별 최소 1명의 신진연구인력 재정적 지원 보장

- 신진연구인력 중 우수한 신진연구 인력을 ‘학술연구교수’ 및 ‘학문후속세대 국제공동연구사업 I, 

II’에 우선 추천해 추가 지원의 기회를 제공함 (RIT fellow, 연구교수 우선지원).

- 4대 핵심연구 분야 선도연구 커리어 개발과제: 신진연구인력이 4대 핵심연구 분야를 연구단내 교수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부 소규모과제를 (4대 핵심연구 분야 선도연구 

커리어개발과제) 선정하여 연 1000만원 상당의 재료비, 연구 활동비 등을 지원함 (1년 단위로 선정하

고 RIT 포럼을 통해 6개월 단위로 결과 발표를 실시함).

· 우수 신진연구인력과 연구단 소속 전임교수 간의 핵심연구 및 난제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지원: 우수 

신진연구인력 (RIT Fellow)과 연구단 내 전공이 다양한 2인 이상 교수 간의 융합연구 활성화에 우선

적으로 지원함.

-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해 매년 4대 핵심연구 분야 및 트랙별로 우수신진인력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함 (인센티브: 50 - 500만원). 

- 신진연구인력 연구성과의 대외 (국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지원: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SCIE 논문 

게재료 지원, 국내 주요 학회 학술활동 참여 및 국내 저널 논문 게재 지원.

· 논문교정비 및 출판비 지원: 신진연구인력이 주저자일 경우 100만원 이내로 실비를 지원함.

RIT Fellow

(창의리더형)

연구교수

(심화연구형)

박사후과정

(학술연구형)

박사후과정

(산학⦁기술창업형)

최소 월 급여 400만원 350만원 300만원 300만원

공동연구 교수 수 2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국제화 지원 500만원/년 1회
(장기연수)

200만원/년 1회 
(국제학술)

100만원 (국제학술) 100만원 (국내외학술)

연 차등인센티브
(질적평가 기반)

100/200/300/500만원 100/200/300/500만원 50/100/200/300만원 50/100/200/300만원

인프라지원 최소 3년 계약 보장
독립된 연구공간 보장

최소 2년 계약 보장
독립된 연구공간 보장

최소 1년 계약 보장
추가 연구공간 보장

최소 1년 계약 보장
추가 연구공간 보장

중점사항 융합연구 장려 선도연구 장려 신진연구인력 육성 신진산업인력 육성

114 / 337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단

4 / 5

l 신진연구인력 전담 행정지원체계 구축 및 연구 몰입환경 지원

- 교육연구단 우수인재영입위원회에 영어가능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고 신진연구인력의 지원, 연구, 과

제수주, 공동연구 관련 행정처리를 상시 지원함.

- 연구단과 학과차원에서 연구단 참여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집중력을 향상하고 연구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주제에 따라 공동서버실 및 추가 공동연구공간을 제공함.

  : RIT Fellow실 (A460) 및 연구교수/신진연구인력 연구실 (A301), 공동서버실 (A160-2호), 공동연구공간 

(제4공학관 D001호, 공학원 B3-16호, Y306호, Y307B호, 첨단과학기술연구관, B104, B107-B110, 

B111-A)

- 연구 기자재 및 분석 지원: 교내 공동기기원-신임교수 할인지원, 테크니션 지원, KICT 분석장비 사용

지원, 수도권매립지공사 현장 실험실 제공

- 외국인 신진연구인력 지원: 외국인 전용 기숙사인 SK국제학사 및 영어전용 행정서비스를 제공함.

(3)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계획

l LT⦁UT과목을 활용한 교육역량 고도화

- 우수 신진연구인력 (RIT fellow)의 교과목 개발 및 강의 참여 기회 제공 (연구역량의 교육적 활용을 통

한 연구역량 고도화)

- LT는 교수와 신진연구인력이 멘토/멘티로 팀을 구성해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진연구인력이 

수업설계, 교육방법, 강의운영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UT (Undergraduate Tutorial)는 신진연구인력이 전공분야의 새로운 경향과 지식을 학부생들에게 전달

할 수 있는 세미나 과목임.

- 본 연구단은 2019년 2학기부터 3개의 학부수업과 4개의 대학원수업을 LT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며, 

2021년부터 LT프로그램을 과학난제, 지역사회문제해결 등 다양한 과목을 포함해 확대 운영하고 새롭

게 UT과목을 도입해 신진연구인력의 안정적인 교육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l 우수 신진인력의 팀티칭 교육 기회 제공

- 신진연구인력 중 RIT Fellow와 연구교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흐름을 반영하여 단기강

좌 혹은 워크샵을 개최하여 팀티칭을 실시할 수 하도록 함. 

l VIP (Vertical Integrated Program)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역량 향상

- VIP는 교수가 관심있는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고 학부,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이 팀을 구성하여 프로

젝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진연구인력에게 교육 참여와 직업적 진로 지도의 기회를 제공함.

- 교육연구단은 기존 VIP시스템을 통해 최근 4년간 총 41개 연구팀을 운영했고, 이중 18개 팀이 신진연

구인력을 포함하여 연구/교육을 진행하였음.

- 본 BK21 4단계에선 VIP프로그램 중 신진연구인력의 참여비율을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해 균형 잡힌 연

구-교육역량을 가진 우수신진연구인력의 배출을 도모할 예정임.

(4) 커리어개발 One-Stop 지원프로그램 운영

l 생애전주기맞춤형 연구자 지원시스템을 반영한 커리어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대학원생 경력개발 프로그램인 Professional Career Development Initiative (PCDI) 내에 신진연구인력 

커리어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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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연구인력의 사회⦁산학협력활동 지원: 사회, 산업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수요 기반 연구 주제 발

굴 지원 및 지식재산권 관련업무 제공 (RIT 포럼 (과학기술 수요), HUB 산업체 및 Eagle 포럼 (건설환

경 기업 네트워크)을 활용한 연구 주제 발굴 및 취업연계 지원

- 전문 취업 컨설팅 제공: 커리어개발 지원팀 (대외협력위원회 소속) 및 외부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를 통해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동시에 개별적인 진로상담 컨설팅을 진행함.

- 사업화 및 창업 연계 선순환 지원

· 우수특허 선정 및 국내외 출원, 등록, 유지비용 선별 지원

· 본교 창업지원단 지원: 사업화 아이템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Techstar), 대학원 창업 지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해외실전 창업 교육, 실험실 창업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기술사업화 

멘토링 등 참여 지원

- 교내 교육개발 지원센터를 통해 신진연구인력 강의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강의의 

질을 계속해서 향상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함.

- 연구경력개발 가이드라인을 제공: 대학원과 연계해 연구기획 및 전문성개발,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연구과제 수주 및 운영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함.

(5) 신진연구인력의 안정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

l 학교차원의 지원제도

- 생애전주기맞춤형 연구자 지원시스템에 기반을 둔 신진연구인력 맞춤형 지원제도 운영

·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교수로 연결되는 연구자 생애 전주기의 특성을 고려한 신진연구인력 맞춤형 

제도 운영 (International office 및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팀 신설)

- 신진연구인력 중 연구역량과 잠재력이 뛰어난 연구자를 ‘학술연구교수’로 선정해 추가 지원함.

· 교육연구단별 7년간 3 - 5명 선정, 교내연구소 소속으로 학술연구교수로 2년간 지원

- 신진연구인력 연구지원 제도 확대 개설

· YFL 지원사업, 교내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외에도 ‘학문후속세대 국제공동연구사업 I, II’를 신설

해 신진연구인력의 국제공동연구 기회 제공.

l 교육연구단 차원의 신진연구인력 지원제도

- 교육연구단은 신진연구인력의 맞춤형 역량 활용 및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성별 트랙 구분 및 

맞춤형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임: 최소 월급여 (300 - 400만원 (참여교수 추가 매칭 포함), 국제화 지원 

(100 - 500만원), 인센티브 (50 - 500만원)

- 장기계약 보장: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트랙별로 1년에서 3년 사이의 최소계약 기간 도입

- 우수인재영입위원회의 전공분야별 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하고 평가하는 체계

를 수립함

· 국외논문 및 특허⦁기술이전 (산학⦁기술창업형) 실적 (40%), 국외학술 및 기술박람회 (산학⦁기술창

업형) 실적 (20%), 연구과제 실적 (30%), 담당교수 추천 (10%)을 지표로 함.

· 심사를 통해 RIT fellow (3년 주기) 및 연구교수 (2년 주기) 선발하고 추가 지원함. 

- 신진연구인력의 안정적인 교육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진연구인력과 팀티칭을 하는 LT의 해당

과목 담당 교수의 강의시수 감면

-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및 시스템 구축

· 교육연구단 내 우수인재영입위원회의 신진연구인력 전담 행정직원과 학교차원의 신진연구인력 행정

팀의 효율적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신진연구인력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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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5.1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표 2-8>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연번

참여교수명 연구자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대학원 교육관련

대표실적물
DOI번호/ISBN/인터넷 주소 등

참여교수의 교육관련 대표실적의 우수성

1

허준 10091270 지도/GIS 온라인 강의
https://www.coursera.org/learn/spatial-

data-science

교육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세계 최대의 MOOC 플랫폼인 코세라에 Spatial Data Science and Applications 강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사회기반시설 분야의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공간데이터 관련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해당 MOOC를 개발하였음.

교육실적의 우수성 및 차별성
- 우리나라 건설 분야의 유일한 해외 MOOC이며, 현재까지 8290명이 강좌에 등록했고, 363명이 수료했음. 우수강좌 지표인 유료수강
생의 숫자는 707명 (재정지원 포함), 세계 85개 기관이 이 MOOC를 역량 강화를 위해 유료로 단체 수강하고 있음. 허준 교수는 해당
MOOC 개발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간정보 분야의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2018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함.

향상된 교육효과 및 파급효과
- 수강생의 11%는 박사학위, 43%는 석사학위, 33%는 학사학위 소유자임. 전체 수강생중 87%가 대학원생 수준의 수강생으로, 본 사
업단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에 기여함. 이 MOOC 강의의 인기는 본 사업단의 대학원 교육 수준이 세계 최고 대학들과 같은 수준임을 증명
하며, 지형공간정보분석 (2018-1학기) 과목에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인재 양성에 기여함.

2

김연주 10176570 수문학 온라인 강의

https://www.coursera.org/learn/climate-
changes-mountains-water 및

https://www.coursera.org/lecture/climate-
changes-mountains-water/4-9-examples-

of-adaptation-responses-and-water-
governance-in-asia-i-the-3JoT8

교육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MOOC 플랫폼 중 하나인 코세라 강의 (Climate change and water in mountains: A global concern) 개발에 참여하여 1강좌를
강의하고, 이를 대학원 수업에 활용하는 등 기존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국제수준의 연구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기여함.

교육실적의 우수성 및 차별성
- 김연주 교수는 Univ. of Geneva의 Prof. Beniston 주도로 진행한 EU의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관련 과제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제작
한 코세라 강의에 참여하여, 최신의 연구결과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기여함.

향상된 교육효과 및 파급효과
- 코세라 강의 전체를 대학원 수업 (2019-1학기 유역생태수문)에 자료로 활용하여 수업-연구 간의 연계성을 향상함. 특히, 학생들에게
수문학 관련 기본 원리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로 인한 물순환 변화 및 수자원 리스크 관리 관련 내
용을 공유하고 논의하여 학생들의 과목에 대한 관심과 이해력 향상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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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참여교수명 연구자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대학원 교육관련

대표실적물
DOI번호/ISBN/인터넷 주소 등

참여교수의 교육관련 대표실적의 우수성

3

김형관 10163409 시공학/시공관리
한국공학교육학회 우수강의

교수상 수상
10.1016/C2017-0-00943-6 및 ISBN 20978-0-

12-815503-5

교육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국제수준의 연구력을 확보한 인재양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가 되는 인공지능 기반 첨단 모니터링 기법 관련 최신연구내용
을 바탕으로 Infrastructure Computer Vision 교제를 개발하고 Problem Based Learning에 활용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선진화 구현

교육실적의 우수성 및 차별성
-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첨단기법의 교육이 어려움. 이의 극복을 위하여 Elsevier의 지원을 얻어
영국 Univ. of Cambridge, 미국 Carnegie Mellon University 등의 유수 교수들과 협업으로 건설자동화 교제 개발 및 교과목에 반영
함.

향상된 교육효과 및 파급효과
- 교육 효과는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2017, 2018)과 한국공학교육학회 우수강의교수상 (2015)으로 이어지고 Association for
Engineering Education in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ECM (2018)에 소개됨.

4

허준행 10082674 수문학 수문통계학 (저서)
ISBN 9788982251528 및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
tail.nhn?bid=10771015

교육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국제수준의 연구력을 확보한 인재양성을 위해 수문 통계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는 저서임. 이
책을 통해 수문 통계학의 기초를 다지고 후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 좋은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됨.
- 교육과정의 선진화를 통하여 더욱 체계적인 이론 교육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인재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교육실적의 우수성 및 차별성
- 기후변화로 인한 비정상성 수문자료의 지역빈도해석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실무나 연구에 사용할 수 있
는 연구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는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집필하였음.

향상된 교육효과 및 파급효과
- 수문통계학 책을 통해 수문통계학에 관심있는 연구원이나 혹은 아직 기후변화에 의한 비정상성 수문자료의 지역빈도해석의 개념을 잘
모르는 연구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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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참여교수명 연구자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대학원 교육관련

대표실적물
DOI번호/ISBN/인터넷 주소 등

참여교수의 교육관련 대표실적의 우수성

5

최성욱 10086561 하천환경학 난류수리학 (저서) ISBN 9791156103363

교육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대부분 지구물리계에서의 수리학적 유동은 난류로서 해석이 매우 난해하며 하천 및 해안의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의 설계, 시공, 유
지관리를 위해서 복잡한 난류 유동의 이해가 필수적임.
- 최성욱 교수는 국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난류의 기본 이론에서부터 유사이송, 밀도류, 국부세굴 및 식생 흐름에 이르기 까지 국내
최초로 난류 수리학에 대한 대학원용 교과서를 기획하고 출판함.

교육실적의 우수성 및 차별성
- 본 저서는 난류 수리학과 관련된 기본이론부터 최신이론까지 균형 잡힌 이론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원 학생들이 난류 수리학 분야 국
제수준의 연구성과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난류수리학 분야 전문지식보급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2018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되었음.

향상된 교육효과 및 파급효과
- 원서에 의존해 공부해야만 했던 난류수리학 분야 전문지식을 우리말로 정리하여 전달한 부분이 큰 의미가 있으며, 대학원생들에게 관
련된 분야 국제수준의 선행 연구결과를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고 있음.

6

김연주 10176570 수문학

Second Assessment
Report on Climate
Change and Cities

(ARC3.2) (저서)

ISBN 9781316603338 및
http://uccrn.org/arc3-2/ 및

http://uccrn.org/files/2019/09/ARC3.2-
PDF-Chapter-2-Urban-Climate-Science-

compressed.pdf

교육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본 저서는 도시의 기후변화에 관한 Cambridge University Press의 출판물임. 기후변화와 도시는 본 교육연구단의 주요 연구분야 중
하나이며 위 저서를 대학원 수업에 활용하여 최신의 기후변화 과학 및 이해 따른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
에 기여함.

교육실적의 우수성 및 차별성
- Urban Climate Change Research Network (UCCRN)은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가 약 800여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
로 2007년에 시작되었음. 김연주 교수는 2018년에 출판한 AR3 2차 보고서의 Urban Climate Science의 저자로 참여하였고, 본 출판
물을 대학원 수업에 활용함.

향상된 교육효과 및 파급효과
- 본 도시기후변화 보고서를 대학원 수업 (2018-2학기 수문기상기후)에 자료로 활용하여 수업-연구-사회문제 간의 연계성을 향상함. 특
히, 학생들에게 수문/기상/기후 관련 기본 원리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 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 과학 및 이로 인한 도시
기반시설, 생태계 등 영향 및 적응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여 학생들의 과목에 대한 이해 및 활용 향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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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참여교수명 연구자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대학원 교육관련

대표실적물
DOI번호/ISBN/인터넷 주소 등

참여교수의 교육관련 대표실적의 우수성

7

최성욱 10086561 하천환경학
인간과 자연을 위한 하천공

학 (저서)
ISBN 9788936317713

교육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이며 수자원의 대부분을 하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천을 활용한 수자원의 확보기술, 대체 수자원 기술,
물산업 원천기술 등의 개발은 미래 신수요 창출을 위한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최성욱 교수는 하천공학 관련 국내 전문가 그룹 (산업체 포함)에 참여하여 산학이 필요로 하는 인간과 자연을 위한 하천공학 교재를 출
판함.

교육실적의 우수성 및 차별성
- 하천과 관련한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기술, 하천생태 및 복원기술 전반에 대해 집중 조명한 교재로 학계 및 산업체 니즈를 반영해 학생
들이 하천공학에 대한 기본 원리부터 최신의 대응기술까지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출판물임.
- 하천공학 분야 전문지식보급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교육부 발표 2019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선정되었음.

향상된 교육효과 및 파급효과
- 하천의 환경생태기능을 강조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기술 개발 가능성 제시
- 하천의 수량 및 수질 관리를 통하여 향후 물산업 원천 기술 조망
- 도시하천의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 제시

8

정상섬 10116890 지반공학
땅과 문명의 어울림, 지반공

학 (저서)
ISBN　9791156107125

교육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예비공학도, 토목공학과 신입생 및 일반인들에게 지반공학이 무엇을 다루는 학문인지를 소개하여 사회기반시설 인재양성의 기반을 닦
고, 다양한 시공 사례를 통하여 최신 지반공학기술이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함.

교육실적의 우수성 및 차별성
- 일상생활에서 쉽게 보고 느낄 수 있지만 잘 모르고 지나쳤던 신기한 현상들을 지반공학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지반공학에 대한 진입 장
벽을 낮추고,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
- 약 2년에 걸쳐 33명의 집필위원 및 10명의 출판 위원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 하였고, 지반공학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
습을 사진과 그림을 곁들여 쉽게 설명하여 지반공학에 대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

향상된 교육효과 및 파급효과
- 지반공학에 대한 대중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알기 쉽게 설명하여 지반공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음.
- 한국지반공학회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반공학에서 무엇을 배우며, 어떤 분야를 다루고 있는지 알기 쉽게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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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의 국제화전략

6.1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①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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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1) 국제 공동 교육 체제

l 복수 및 공동 학위제도 운영 실적

-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를 위해 [표1]과 같이 미국, 일본, 프랑스, 홍콩 등과 18건의 복수학위제도, 프

랑스와 1건의 공동학위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공동 및 복수학위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교에서 상대교로 나가 학위를 취득하는 Outbound 과정에 

대해서 현지 생활비를 학기당 최대 48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상대교에서 연세대로 들어와 수학하는 

Inbound 학위취득과정에는 양교 협약에 근거하여 등록금을 연세대로 납부하는 경우 연세대 등록금 

(입학금 포함) 전액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표1] 복수 및 공동학위제 (Dual and Joint Degree Program) 체결 기관

l 해외 대학간 박사학위논문 공동지도 실적

- 해외 유수 대학의 교수들은 본 대학원 학생들의 박사학위논문을 공동으로 지도하고 심사를 수행함 

(최근 3년간 총 44건, 조지아텍, Univ. of California at Davis, Texas A&M, HKUST 등).

- 본 교육연구단의 김상효, 허준, 김형관 교수는 해외 대학의 박사학위논문을 심사함 (총 4건, Univ. of 

Technology Sydney, Hong Kong Polytechic Univ., Univ. of Alberta 등).

국가 협약대학 구분 개설과정

미국
Northwestern Univ., Simmons College, Univ. of Wisconsin-Milwaukee, Indiana Univ., Univ. of 
South Carolina

복수학위

석사

캐나다 Univ. of Alberta 박사

영국 Univ. of Sheffield 박사(통합포함)

일본 Hokkaido Univ., Keio Univ., Tohoku Univ., Osaka Univ., Chiba Univ. 석사

중국 Fudan Univ. 석사

홍콩 Hong Kong Univ. of Science & Technology (HKUST) 박사

대만 National Taiwan Univ., National Taiwan Normal Univ. 
석사/
박사(통합포함)

러시아 MGIMO Univ. 석사

프랑스 Univ. of Bordeaux 공동학위 박사(통합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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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참여교수의 MOOC 실적을 통한 글로벌 교육 역량 및 영향력 강화

- 허준 교수는 MOOC 교과목 ‘Spatial Data Science and Applications’을 개설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기반시설 분야의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공간 데이터 지식 역량을 교육하고 있으며, 현재 총 수강

생이 9,160명에 달하며, 세계 157개 기관에서 수강하고 있음.

- 김연주 교수는 MOOC 교과목 ‘Climate Change and Water in Mountain Regions: A Global Concern’

을 Univ. of Geneva의 Prof. Martin Beniston 등과 함께 공동 개발하고 강좌를 개설하여 본교의 대외 

인지도 및 영향력을 제고함.

(2) 국제기관과의 인적 교류 현황

l HUB 대학 중심의 국제 교류

- 본 교육연구단과 연구비전을 공유하고 지속적 교류 실적이 있는 총 18개의 HUB 대학 (Yale Univ., 

Texas A&M 등 미주 4개 대학; Kyushu Univ., Nanyang Technological Univ. 등 아시아 11개 대학; 

Technische Universitat Berlin등 유럽 3개 대학)과 4대 핵심연구 분야에 선택과 집중적인 교류 지원의 

성과로 최근 3년간 총 16건의 워크숍 개최와 7건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를 수행함.

l 장기 연수 중심의 학생 교류 지원에 의한 학생 연구 역량 강화

- 우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견문 확대와 국제 공동연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총 14건

의 해외 장기연수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공동논문 출판 및 학생 창업 (1건)의 실적을 성취함.

(3) 해외학자 (외국인 전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등 포함) 현황

- 본 교육연구단의 해외학자 활용의 우수성: (1) 외국인 전임교수 2명 확보, (2) 해외석학교수의 집중강

좌 활용, (3) Yonsei Frontier Lab (YFL) 사업을 통한 해외 석학 유치

[표2] 최근 3년간 외국인 전임교수, 초빙교수, 객원 교수 현황

(4)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현황

- 최근 3년간 외국인 학생 비율은 증가추세 (17년 5.2%, 18년 8.0%, 19년 10.2%)에 있으며, 국적은 대만, 

인도, 이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몽골 등 다양하며, 전체 17명 가운데 2명을 정부초청장학

구분 교수명 현황

외국인
전임
교수

J. Jay Kim
·콘크리트 관련 교과목 다수 강의 (2015-현재)
·Sandia 국립연구소 경력을 바탕으로 [재난재해· 복합재난 대응기술 분야] 국제화 리딩

Gopalakrishnan Kumar
·Waste Recycling 교과목 강의 (2019.09-현재)
·노르웨이의 Univ. of Starvanger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에너지·자원순환 기술 분야]의   
  국제화 리딩

초빙
교수

Joonsang Park 
(NGI)

·집중강좌 강의 (Wave Propagation, 2017.07.10 – 2017.08.12)

Jaehong Kim 
(Yale Univ.)

·2018.07 - 2018.08 해외우수교수 초청 지원사업 (YFL)으로 초청
·집중강좌 강의 (Advanced Wastewater Treatment, 2018.07.23 – 2018.08.15)
·특별 초청 세미나 (Tips for Effective Technical Writing)
·본 교육연구단 김형일 교수와 공동 연구 및 과제 기획

객원
교수

Gianluca Ranzi
(The Univ. of Sydney)

·2017.03 - 2017.08 
·해외평가단 자문/ 본 교육연구단 김상효 교수와 미니 심포지움 공동 기획

Gopalakrishnan Kumar
(Univ. of Starvanger)

·2019.03 - 2019.08 
·본 교육연구단 김상현 교수와 공동 연구

Ashok Pandey 
(Bioresource Technology 저널 
[ES백분율 2.5%]의 편집장)

·2019.03 해외우수교수 초청 지원사업 (YFL)으로 초청
·2019.09 - 2020.08 객원교수로 발령
·논문작성법 교육, 국제워크샵 기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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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으로 선발하였으며, 9명이 박사 또는 석박통합과정임.

- 외국인 학생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학교차원의 장학제도, 제도 및 행정지원, 전용시설은 [표3]과 같음.

[표3]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 제도 및 행정지원, 전용시설

02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계획

(1) 다변적이고 유연한 온라인 교육방식을 통한 국제 공동 교육 강화

- 4단계 BK21사업에서는 복수 및 공동학위제와 병행하여 다변적이며 유연한 온라인 교육 방식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선진 교과목을 수강과 온라인 교육 교류를 활발히 하여 국경 없는 교육을 실현하고, 

초연결시대에 걸맞는 미래형 학사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구축 및 운영하고자 함.

l 코스 쉐어링 (Course Sharing)

- HUB 대학 간 석학초빙 강좌, 단기집중 강좌에 대한 온라인 브로드캐스팅을 통한 교육 컨텐츠 쉐어링

l MOOC의 4대 핵심연구분야로의 확산

- 기존의 MOOC 개설 경험과 노하우를 4대 핵심연구분야 전체로 확산하고 이를 교과목과 연계함.

l 온라인 교육 인프라 확대

- 교수학습혁신센터의 영상스튜디오, 공학원 제4세미나실 및 원격화상교육장 (제1공학관 A328호)를 활용

하고,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연구단의 온라인 교육 시설 구축을 확대 지원함.

(2) 해외 인적 교류 방향 설정 및 계획

l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 인적 교류 계획

- 융복합 신지식 창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목표는 현재 잘 구축된 HUB 대학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

영방식에 MOOC 및 온라인 코스 쉐어링 방식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달성하도록 함.

- 창의적 문제 발굴 및 해결 능력 증진을 위한 미래 수요창출형 교육을 위해서는 해외 연구소나 다국적 

기업에서의 경험이 적합하므로, 이에 대한 학생들의 장/단기 연수를 장려하고 확대하고자 함.

- 국제·지역사회 리더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 실현을 위하여 1) HUB 국제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제 교

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학술분야에서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 UN의 지속가능발

전목표 실천을 지향하며 사회공헌을 수행하고 있는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의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 (GEEF)에 학생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공동체 정신과 Global Citizenship을 함양한 리더로 양성함.

l 해외 연구소 및 기업, 융복합 분야를 포함한 HUB 국제기관으로의 진출 다변화

- 기존의 HUB 대학 중심의 교류를 다변화하여 4단계 BK21사업에서는 대학원생 해외 인적 교류의 대상 

기관을 연구소, 산업체 및 융복합 분야를 포함한 HUB 국제기관으로 확대하고 지원

장학제도 제도 및 행정지원 전용시설

글로벌리더펠로십 (등록금 전액
 + 생활비)

전담 학사지도 교수제도 (공대) 외국인 전용 기숙사 - SK 국제학사 (총 640명 수용)

우수외국인프로그램 외국인 학생 간담회 스터디룸

우수I 장학금 (등록금 전액)
외국인 학생 신문고 제도 세미나룸

한국 학생 멘토링 글로벌 라운지 (문화, 학문 교류)

우수II / 우수III 장학금
(등록금 일부)

외국인 학생회 운영 한국어학당 (한국어 및 문화 교육)

송하원교수 장학금 (학과) 출입국 관련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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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4대 핵심 연구 분야에 선택과 집중

- 장기 연수 및 국제공동연구를 4대 핵심 연구 분야에 집중하여 지원

l 박사과정 장기연수 (3개월) 보장 및 지원

- 2021년 1학기부터 박사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3개월 장기연수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항공료 전액 및 현지 생활비 지원

(3) 해외학자 (전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등 포함) 활용 계획

l New 국제화 인프라구축지원사업과 연계한 해외석학의 활용 

- 기존의 YFL 사업에 더해 New 국제화인프라구축지원사업 (신규)을 추진하여 해외석학급 교수를 객원

교수 및 초빙교수로 적극 유치할 계획임. 

l 해외석학과 참여교수 공동 MOOC 개설

- 해외석학과 참여교수가 공동으로 ‘4대 핵심 연구 분야의 난제해결을 위한 MOOC 교과목’을 개발ㆍ

개설함으로써 국제적 교육의 전문성, 효과 및 영향력을 극대화할 계획임.

l 해외학자의 역할 및 활용 계획

- 본 교육연구단 학과 소속의 두 명의 전임교수는 4단계 BK21사업에서 신설한 대외협력 위원회의 핵심

위원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며, 특히 Gopalakrishnan Kumar는 Univ. of Starvanger 간의 MOU 체결 및 

복수 학위제 추진,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교류, Smart Education Tool을 활용한 환경분야 교과목 

개설 등의 국제 교육 업무를 담당할 예정임

-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적 경쟁력과 수월성 확보를 위해 [표4]와 같이 해외학자를 활용할 계획임

[표4] 전임교수, 초빙교수, 객원 교수의 역할 및 활용 계획

(4) 선제적 우수 외국인 학생 발굴을 위한 전담 조직, 인력투입 및 운영 계획

l 외국인 학생 비율 최대 30% 증가 목표 설정

- 외국인 학생 비율은 2017년도 5.2%, 2018년도 8.0%, 2019년도 10.2%, 2020년도 9.8%로 최근 꾸준한 증

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세계 수준 대학들 (미국 30-50%, 유럽 및 아시아 20-30%)에 비해서 

낮으므로 외국인 학생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보하는 목표를 설정함.

l 선제적 우수 외국인 학생 발굴을 통한 유치

-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 교수가 외국인 학생 지원자 리스트에서 선별하는 기존의 수동적 

인재 유치 방식에서 벗어나 대외협력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외국인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함.

· HUB 대학 네트워크 및 GYL 포럼을 활용한 우수 외국인 학생 발굴,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인턴쉽 

개최 및 Inbound Travel Grant 지급, 영문 홍보자료 제작과 현지 대학 방문을 통한 리쿠르트 등

l 교육연구단 자체 전담 조직 및 인력 투입

- 대외협력위원회에 외국인 학생 전담행정 인력을 추가로 1명 이상 투입하여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

할을 수행함으로써, 외국인 학생 유치 비율을 높이고, 교수들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

구분 전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활용
계획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학부/대학원 교육
·대학원생 학생지도
·4대 핵심 연구분야 공동연구

·집중강좌
·특별 세미나
·연구지도 및 공동연구
·연구사업과제 공동 기획

·집중강좌
·학생 연구지도 및 학생 Career Development
·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자문
·난제해결을 위한 MOOC 교과목 공동 개발
·신임교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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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재학생 및 졸업생) 국제공동연구 실적

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소속기관 연구주제
연구기간
(YYYYMM
-YYYYMM)

교육연구단 국외
공동연구자

대학원생 지도교수

1 김지수 한동석
정상엽,

Christian
Linder

독일/ 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미국/ Standford

University

[기후변화 적응 기술] 2016년 3단계
BK21 지원으로 Stanford Univ.의

Christian Linder 교수 그룹에서 장
기연수를 수행하며 습득한 계산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Phase Field
Fracture Model을 활용하여 기후변
화 적응 기술 연구 분야와 관련된

단열콘크리트의 신속한 물성평가 연
구를 수행 → “Area of lineal-path
function for describing the pore
microstructures of cement paste

and their relations to the
mechanical properties simulated

from μ-CT microstructures” 논문을
2018 Cement and Concrete

Composites 저널에 출판

201607-
201806

2 김지수 한동석
정상엽,
Stephan
Dietmar

독일/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술] 고해
상도 CT와 물성평가 시뮬레이션 기
법을 활용하여 콘크리트의 미세구조

특성 및 물성평가 연구 →
“Overview of the use of micro-

computed tomography (micro-CT)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properties of cement-based

materials” 논문을 2019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 저널에 출판

201607-
201806

3 김진현 강호정
Prof. Line
Rochefort

캐나다/ Laval
University

[기후변화 적응 기술] 3개월씩 상호
교환 방문연구를 진행하여 이탄습지
탄소분해 조절기작 국제공동연구수
행. → 2019 한-캐나다 협력연구지
원사업에 선정 후 국제공동연구 진
행. 1편의 국제공동논문이 심사 중

임.

201809-
201812 [장
기연수기간]

6. 교육의 국제화 전략

6.1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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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소속기관 연구주제
연구기간
(YYYYMM
-YYYYMM)

교육연구단 국외
공동연구자

대학원생 지도교수

4 김형태 박경수

Prof. Glinicki,
Michal [1],

Prof. Horvath,
Akos [2], Prof.
Palou, Martin

[3], Prof.
Stemberk, Petr

[4]

폴란드/ Polish
Academy of

Sciences[1], 헝가리/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2], 슬로바

키아/ Slovak
Academy of

Sciences[3], 체코/
Czech Technical

University in
Prague[4]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술] 폴란
드, 헝가리, 슬로베니아의 Academy
of Sciences 등의 기관과 함께 ‘화학
조성 및 방사선조사 환경에 따른 콘
크리트의 장기거동 영향’ 이라는 한
국연구재단의 공동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한 해
석 모델의 개발과 실험적 검증에 대

한 연구를 수행 중

201710-
202009

5 박일석 손홍규
Mr. David

Powell
미국/ Virginia Tech.

[스마트건설 기술] 미래창조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미국 내
창업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 중 기
술교류를 위하여 카네기멜론 관련
연구실에 방문, 버지니아텍 창업관
련 전문인력의 지도 → 3차원 스마
트 공간정보 구축 자동화 기술 전문
회사인 ㈜ 스트리스(Stryx) 기술 스

타트업을 대표이사로서 창업함

201707-
201708 [장
기연수기간]

6
서성은, 임희

원
김형일 Sang Hun Lee 미국/ U.C. Berkeley

[에너지·자원순환 기술] 실시간 환경
유해물질 모니터링 기술 연구 →

“Single-photon-driven up-/down-
conversion nanohybrids for in

vivo mercury detection and real-
time tracking” 논문이 영국왕립화학
회 학술지인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에 표지논문으로 선정

됨

201903-
201912

7 서호철 김연주
Prof. Mike

Dietze
미국/ Boston

University

[기후변화 적응 기술] 해당 연구실에
서 개발한 PEcAn 툴을 활용하여 수
문생태 모형 모수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함. → 관련 기술을 제주도 지역
적용하여 수문생태 앙상블 예측 연

구를 수행 중임

201902-
201902 [장
기연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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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소속기관 연구주제
연구기간
(YYYYMM
-YYYYMM)

교육연구단 국외
공동연구자

대학원생 지도교수

8 심영보 김상현 Péter Bakonyi
헝가리/ University

of Pannonia

[에너지·자원순환 기술] 15일간 파견
되어 유기성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수소의 순도를 가스 분리막을
통해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함 →
제1저자로 " Effect of shear velocity

on dark fermentation using
dynamic membrane"의 제목으로

"Bioresource Technology"에 논문을
출판함.

201908-
201909 [장
기연수기간]

9 양지훈 박준홍
Prof. Howe,

Adina

미국/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Biosystems
Engineering, Iowa

State Univ

[에너지·자원순환 기술] Iowa 주립대
의 Prof. Howe, Adina교수 연구실에
서 미생물 염기서열 정보 기반의 환
경 내 병원성 미생물 및 항생제 내

성 미생물 검출 연구

201809-
201811 [장
기연수기간]

10
유근제,유현
지,이태권,한

일
박준홍

Tiedje, James
M. , Khan,

Muhammad
Imran

미국/ Center for
Microbial Ecology,

Michigan State
University,Pakistan/I
nstitute of Soil and

Environmental
Sciences, University

of Agriculture

[기후변화 적응 기술] "Bacillus-
Dominant Airborne Bacterial

Communities Identified During
Asian Dust Events” 에 대한 연구를
수행 → Microbial Ecology 저널에

논문을 출판

201801-
201807

11 이장호 박준홍

Gao, Taohuan,
Lee, Hyung-

Sool, Neufeld,
Josh D.,

Ritmann, Bruce
E.

캐나다/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niversity of
Waterloo,

Department of
Biology, University
of Waterloo, USA/
Biodesign Swette

[에너지·자원순환 기술] 바이오 가스
고부가가치화와 관련된 “Anaerobic
oxidation of methane coupled with

extracellular electron transfer to
electrodes” 에 대한 연구를 수행 →
Scientific Reports 저널에 논문을 출

판

201703-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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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소속기관 연구주제
연구기간
(YYYYMM
-YYYYMM)

교육연구단 국외
공동연구자

대학원생 지도교수

Center for
Environmental
Biotechnology,
Arizona State

University

12

이재형,
Mehboob

Muhammad
Shafqat

김연주
Prof. Guiling

Wang
미국/ University of

Connecticut

[기후변화 적응 기술] West Africa
미래 기후 및 가뭄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면-대기 상호작용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는 공동 연구 → 기후

변화 분야 저명저널인 Climatic
Change에 논문 제출

201810-
201908

13 주성하 허준
Prof. WONG
Man Sing,
Charles

중국(홍콩)/
Department of

Land Surveying and
Geo-Informatics,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스마트건설 기술] 홍콩이공대학의
Wong 교수 연구실을 방문하여, GIS
기반의 Tree health monitoring과

예측에 관한 연구과제를 수행 → 이
를 바탕으로 A Review of

Measuring Methods on Tree Sway,
Tilt and Root-plate Movement 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여하였음.

201809-
201901 [장
기연수기간]

14 최하번 박경수
Prof. Glaucio
H. Paulino,
Heng Chi

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술] 1년
간 방문하여 기반시설물 해석시 요
소망 생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Virtual element method를 이용한

자유로운 요소망의 생성과 수정기법
연구. → Morphogenesis:

Morphologic constructions of the
virtual element method 제목으로

International Journal for Numerical
Methods in Engineering저널에 논

문을 투고

201807-
201908 [장
기연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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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소속기관 연구주제
연구기간
(YYYYMM
-YYYYMM)

교육연구단 국외
공동연구자

대학원생 지도교수

15 하성준 윤태섭
Dr. Jinhyun

Choo

중국(홍콩)/ The
University of Hong

Kong

[에너지·자원순환 기술] The
University of Hong Kong의 Jinhyun
Choo교수 연구실에서 1개월간 방문
연구를 진행하여 CO2를 이용한 공
압파쇄법 개발을 위한 phase-field
modelling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함. → “Effect of Fluid
Permeation on the Breakdown

Pressure and Cracking Behavior” 제
목으로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 저널에 1저자로 출판함
.

201806-
201807 [장
기연수기간]

16 홍문현 정상섬
Jazman

Kassim, Nader
Saadatkhah

말레이지아/
Universiti Teknologi

Malaysia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술] 지리
정보 시스템 기반 산사태 예측 평가
연구 → “Susceptibility Assessments
of Landslides in Hulu Kelang Area
Using 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Based Prediction Model.”에
대한 논문을 2018 Sustainability 저

널에 출판

201604-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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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학원생 국제공동연구 현황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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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원생 국제공동연구 및 장·단기 해외연수현황

l 졸업생 국제공동연구 실적

- 최근 3년간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Stanford Univ. 등 세계 유수 연구기관과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여 총 37 건의 SCIE급 공동논문을 출판하였고, 그 중 8건의 실적을 <표2-9>에 제시함.

-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성은 학생은 UC Berkeley와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여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IF=10.73)에 제1저자로 논문을 출판하고, 표지논문으로 선정되었음.

l 장ㆍ단기 해외연수 실적

-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최근 3년간 총 14건의 해외 장기연수와 4건의 단기연수를 제공하였고 (단순 학

술대회 제외), 그 중 8건의 장기연수 실적을 <표2-9>에 제시함.

- 대표적인 사례로서 박일석 학생은 스마트건설 기술 분야에 대한 장기 해외연수를 통해 3차원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 자동화 기술 전문회사인 ㈜ 스트리스 (Stryx)를 창업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l 실적 분석

- 높은 IF 저널출판 및 창업 실적은 국제공동연구 및 장ㆍ단기 해외연수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보임

- <표 2-9>에 제시한 16건의 실적에 국제공동연구 실적 2개를 추가하여 아래 [표1]에 정리한 결과, 대학

원생의 국제공동연구는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높은 적합도를 보임.

[표1] 4대 핵심연구 분야별 대학원생 국제공동연구 실적 및 장기 해외연수 실적 (최근 3년간)

02 대학원생 국제공동연구 및 장·단기 해외연수의 향후 계획

(1) 박사과정 장기 연수 (3개월) 중심의 지원

- 장단기 해외연수에 따른 논문출판 및 창업 등의 성과는 박사과정 학생들의 성과가 주류를 이루나, 박

사 졸업생에 대한 장기연수 수혜 학생 수의 비율은 37.8% 정도로 낮은 수준임.

- 따라서 4단계 BK21사업에서는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해외 장기연수 (3개월) 시행 의무를 제도화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높은 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연구 수월성을 확보하며 현지의 취업기회를 높일 계획

임 (2021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술] [스마트건설 기술]

지리정보 시스템 기반 산사태 예측평가 
말레이시아 Universiti 
Teknologi Malaysia

3차원 스마트 공간정보 기술에 
관한 장기 연수 및 창업 실적

미국 Virginia Tech, CMU

방사선 조사 환경 및 재료 조성에 따른 
콘크리트의 장기 거동 연구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GIS 기반 Tree health monitoring과 
예측에 관한 장기연수

홍콩 The Univ. of Hong Kong

건설재료의 미세구조와 물성의 상관관계 
평가 기법 

미국 Stanford Univ.,
독일 TU/Berlin

자동화된  3차원 실내 공간 BIM 
정보 재구성 (추가)

Univ. of Bonn

Virtual element method를 이용한 자유로운 
요소망의 구성기법에 대한 장기연수

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건설분야의 Wavelet 알고리즘의 
응용 (추가)

Univ. of Alberta

[기후변화 적응 기술] [에너지·자원순환 기술]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가뭄발생 변화 
메커니즘 연구

미국 Univ. of 
Connecticut

실시간 환경 유해물질 모니터링 
기술

미국 UC Berkeley

대기 오염 제어 
미국 Michigan State 
Univ.

바이오 가스 고부가가치화 
캐나다 Univ. of Waterloo,  
미국 Arizona State Univ.

단열 콘크리트의 미세구조 기반 물성평가 
기법 개발 

미국 Stanford Univ., 
독일 TU/Berlin

가스분리막 결합 바이오수소 
생산에 대한 장기연수 연구

헝가리 Univ. of Pannonia

토양 시료 미생물 분석 및 연구에 대한 
장기연수

캐나다 Laval Univ.

미생물 염기서열 정보 기반의 
환경 내 병원성 미생물 및 
항생제 내성 미생물 검출 연구
(장기연수)

미국 Iowa State Univ.

기후변화 수문생태 영향 모형 장기연수 미국 Boston Univ. 균열 전파 유한요소법 장기연수 홍콩 The Univ. of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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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 핵심연구분야로의 선택과 집중

- 3단계 BK21사업까지 본 교육연구단이 기 확보하고 교류해온 국제 네트워크는 총 91개의 대학과 총 5

개의 연구소, 총 7개의 산업체로 구성됨 (HUB 대학, 복수 및 공동학위제 대학, MOU 체결기관, 연구실 

중심의 교류기관 등 포함).

- 상기의 기 확보된 네트워크 중 4대 핵심연구분야 중심으로 성과가 우수한 기관들을 선별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교류를 진행하는 전략을 수립함.

(3) 해외 연구소 및 산업체, 융복합 분야, 국제기구로의 다변화

l 해외 연구소 및 산업체 파견 확대

- 대학 중심으로 편중되어 형성된 국제화 네트워크를 해외 연구소 및 산업체로 확대함으로써 “창의적 

문제 발굴 해결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의 교육목표를 이루고, 연수 이후에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

록 전략을 수립함.

l 융복합 및 다학제 분야에 대한 지원

- 기 구축된 네트워크에 다학제 분야 및 4차산업혁명 융복합분야를 추가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자 함. 예를 들어 기후변화 적응 기술에서는 생태학 및 대기과학 전공을, 스마트건설 기술에서는 IT분

야를 에너지·자원순환 기술에서는 화학공학 분야를 장려하고 지원.

l 국제기구 중심의 다변화

- ‘국제·지역 사회 리더 양성’의 교육목표 실현을 위하여,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높은 연

계성을 가지는 레질리언트 인프라 기술분야 Global Engineer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연세대학교 글로

벌 사회공헌원에서 주도적으로 개최하는 국제 규모의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포럼 (GEEF)과 연계함.

- 상기와 같은 다변화 전략을 바탕으로 기 확보된 네트워크에 더하여 4단계에서 확대하고자 하는 공동

연구 및 해외연수의 대상 기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표3] 공동연구 및 해외 연수 확대를 위해 추가된 HUB 국제기관과 연구 분야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술] 연구분야

연

구

소

산

업

체

융

복

합

국제

기구

 노르웨이   NGI 복합재난, 산사태 O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Slovak Academy of Science 
Polish Academy of Science
MTA Centre for Energy Research

원전용 콘크리트의 열화 연구
O
O
O

 일본       IRIDeS (방재과학 국제 연구소) 원전, 방재 관련 연구 O

[기후변화 적응 기술]

미국 NASA/GISS 전지구적 기후/지면 모형 O O

미국 Smithsonian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생태계 복원 O O

오스트리아 IIASA 수자원 기후변화 영향 연구 O

국제기구
World Bank, OECD, 
BAN KI-MOON CENTRE for Global Citizens

기후변화 대응 O

[스마트건설 기술]

미국 Stanford Univ. , Univ. of Dayton 스마트 시티, 스마트 건설 안전 O

프랑스 XtreeE 디지털 시공 O O

네덜란드 Technical Univ. of Eindhoven 디지털 콘크리트 O

미국 USIBD 스마트 건설 O

미국 IBM, GSVlabs, Stanley Black & Decker 빅데이터, AR/VR, IoT O O

[에너지·자원순환 기술]

노르웨이 NGI 이산화탄소 지중 매설 O

체코 Institute of Macromolecular Chemistry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환경오염제어용 분리막 소재 O O

인도 CSIR-NEERI 환경오염제어 공정 개발 O

인도 CSIR-IICT 신재생에너지 생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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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외국인 교수 현황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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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최근 3년간 외국인 전임교수의 현황

- 본 교육연구단 소속 학과에는 총 2명의 외국인 전임교수 (소속 학과의 외국인 전임교수 비율 9.09%)가 

재직 중이며, J. Jay Kim 교수 (미국 국적)는 콘크리트 구조공학 분야의 전임교수로 2007년부터 본교

에 재직을 시작하였고, Gopalakrishnan Kumar 교수 (인도 국적)는 2019년부터 환경공학 분야 전임교수

로 본교에 재직함.

l J. Jay Kim 교수

- 본 교육연구단 소속의 콘크리트 구조공학 분야의 전임교수로 활동을 시작한 이래 총 11명의 박사, 19

명의 석사인력을 배출하였으며, 3단계 BK21 사업기간 동안 박사 6명, 석사 9명을 배출하였고, 탁월한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원전내진안전] 프로그램 및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분야에 기여하고 있음.

· 매 학기 학부와 대학원 교과목을 각각 3학점씩 강의하고 있으며 전 과목 영어 강의로 진행함.

· 3단계 BK21 사업기간 동안 J. Jay Kim 교수는 SCIE급 논문 28편, 국제학술대회에서 23건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특허등록 7건의 실적이 있음. 또한 한국연구재단,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통해 2년간 총 7건의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3건의 산업체과제, 1건의 해외기관 과제의 수주 

실적이 있음.

· 미국 Sandia 국립연구소의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원전 안전성 및 구조물의 극한상태 구조특성에 대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기여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기술지도 활동 등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외국인 전임교수 활동의 우수성을 

보이고 있음.

l Gopalakrishnan Kumar 교수

- 2019년 9월부터 본 학과의 전임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미세 조류 바이오 연료 기술, 폐수처리, 바

이오 연료 생산에 대한 전공 분야로서 [에너지환경] 프로그램에서 Waste Recycling 교과목을 개설하고 

강의하고 있음. 

- Gopalakrishnan Kumar 교수는 현재 Google h-index 38 (2020.03.17 기준)을 가지는 환경공학분야 세계

적 연구자로 Univ. of Starvanger, Norway와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에 Joint Position을 가지며 본

교의 전임교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노르웨이의 Univ. of Starvanger에서도 겸임교수로 재직 중에 있어서 본 교육연구단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과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연세대와 Univ. of Starvanger 간의 MOU 체결 및 복수 학위제 추진

· 연세대와 Univ. of Starvanger 간의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교류

· Smart Education Tool을 활용한 신규 환경분야 교과목 개발 및 개설계획 (2021-1학기)

· 폐기물과 에너지 분야에서 Next EU Joint PhD Program 참여 제안

02 외국인 교수 (전임, 초빙, 객원교수)의 교육 관련 활동

(1) 전임 교수의 교육 관련 활동

l 외국인 전임교수의 대학원 강의 실적

- J. Jay Kim 교수는 매학기 학부 3학점 및 대학원 3학점 강의를 제공하면서 다음과 같은 콘크리트 공

학 분야의 핵심적인 이론 및 설계에 대해 100% 영어 강의를 제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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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havior of Concrete Members (CEE6301 콘크리트부재의 거동, 2019-2학기)

· Fracture Mechanics of Concrete (CEE7302 콘크리트 파괴역학, 2018-2학기)

· Plasticity of Concrete (CEE7301 콘크리트의 소성이론, 2017-2학기)

- Gopalakrishnan Kumar 교수는 다음의 교과목을 개설해왔으며, 향후 [환경공학] 및 [에너지환경] 프로

그램의 폐자원의 연소를 이용한 자원화에 관련된 융복합 기술의 원리와 응용에 대한 수업을 2020년 2

학기에 개설할 계획임.

· Waste Recycling (CEE8105 폐기물자원화, 2019-2학기)

(2) 초빙 교수의 교육 관련 활동

l 해외석학교수의 집중강좌 강의 실적 및 대학원생 교육

- 국제적 수준의 해외석학을 초빙하여 대학원 집중강의 형태로 개설하고 운영함으로써 대학원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수업을 제공하였으며, 국제화 소양 및 연구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음. 최근 3년간 Yale 대

학의 Prof. Jaehong Kim과 노르웨이 NGI의 Senior Scientist인 Joonsang Park 박사를 초빙하여 [구조공

학 및 지반공학]과 [에너지환경] 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은 교과목을 개설하였음.

· Jaehong Kim, Yale Univ., Advanced Wastewater Treatment, 2018.07.23 - 2018.08.15

· Joonsang Park, Norwegian Geotechnical Institute, Wave Propagation, 2017.07.10 – 2017.08.12.
- 환경공학 분야 최고의 석학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초빙 교수인 Prof. Jaehong Kim (h-index 52)은 최고 

권위 학회지의 부편집장 (Water Research, ASCE Journal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및 편집위원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Letters)을 역임했으며, 본 연구단 김형일 교수와 ‘고효율의 수

질오염물질-에너지 전환 시스템 개발’이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해 4편의 공동논문을 출판함. 

또한 방문기간에 다음과 같은 특별 세미나 등을 통해 대학원생의 교육에 기여함.

· Tips for Effective Technical Writing (Jaehong Kim, 2018.8.13)

· Water Treatment in the Next Decade (Jaehong Kim, 2018.7.27.)

(3) 객원 교수의 교육 관련 활동

- The Univ. of Sydney 소속의 Gianluca Ranzi 객원교수 (2017.03 - 2017.08)는 본 교육연구단에서 2014

년과 2016년에 [구조공학] 프로그램과 관련된 두 차례 집중강의 (Composite Steel-Concrete, Steel 

Structure)를 개설해 온 교육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연구단의 자문 및 평가를 통해 교육 프로그

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기여하였음.

- 2019.03 - 2019.08까지 객원교수였던 Gopalakrishnan Kumar 교수는 [환경공학] 프로그램의 Smart 

Education 도입과 유럽 대학들과의 온라인 협동과정 개설 방안을 작성함.

- ES 백분율 2.5%의 저널의 Bioresource Technology의 편집장이며, 인도 CSIR-IITR 소속의 Distinguished 

Scientist인 Ashok Pandey 객원교수 (2019.09 - 2020.08)는 Bioresource 및 Biofuel 관련된 국제 워크샵 

2건을 본 교육연구단 김상현 교수, 강호정 교수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기조연설을 수행하였음.

· International Workshop on Bioresource and Sustainability (2019.3.26, 제4공학관 D407호)

· International Workshop on Biofuel Production from Agricultural Byproducts (2019.03.28, 제1공학관 

A417호)

- Ashok Pandey 객원교수는 Sustainable Energy와 Environmental Challenges (2019.03.05)에 대한 대학원

생 세미나를 통해 [에너지환경] 분야 기술에 대한 과학난제와 문제해결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대학원

생들의 국제화 교육에 공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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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역량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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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업적물

①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표 3-2> 최근 5년간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 실적

연번

참여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

호

이공계열/
인문사회

계열
(간호/ 보건/
 체육/ 기타

분야에 한함)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1

강호정
100829

47
이공계열

자연
생태

저널논
문

Hojeong Kang, Min Jung Kwon, Sunghyun Kim, Seunghoon Lee,
Timothy G. Jones, Anna C. Johncock, Akira Haraguchi & Chris
FreemanHojeong Kang, Min Jung Kwon, Sunghyun Kim, Seunghoon
Lee, Timothy G. Jones, Anna C. Johncock, Akira Haraguchi & Chris
Freeman

Biologically driven DOC release from peatlands during recovery from
acidification

Nature Communications

9, 3807 URL입력

https://www.nature.
com/articles/s41467
-018-06259-1

2018

10.1038/s41467-018-06259-1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회복형 환경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본 교육연구단 목표와 연결된 미생물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함.
- 기후변화로 인한 이탄 환경의 pH 변화와 DOC 방출 영향을 생물학적으로 규명함.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이탄의 분해와 DOC 방출에 대한 제안된 메커니즘 중 하나는 토양의 산성화를 회복하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생물학적 역할은 지금까지 규명되지 못함.
- 한국,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에 있는 peatland에서 pH에 따른 체외 효소 활성도와 미생물 군집을 분석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pH가 높은 곳에서 phenol oxidase의 활성도와 Actinobacteria와 fungi의 풍부도, DOC 농도가 높았음.
- pH의 증가는 DOC와 phenolics의 배출을 촉진하면서 phenol oxidase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제
시함.
- 최상위 저널 (IF 11.878, IF 상위 7.25%, ES 상위 4.35%)인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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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참여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

호

이공계열/
인문사회

계열
(간호/ 보건/
 체육/ 기타

분야에 한함)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2

강호정
100829

47
이공계열

자연
생태

저널논
문

Wahida Ghiloufi, Juyoung Seo, Jinhyun Kim, Mohamed Chaieb &
Hojeong Kang

Effects of Biological Soil Crusts on Enzyme Activities and Microbial
Community in Soils of an Arid Ecosystem

Microbial Ecology

77(1), 201-216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960852
415001273

2019

10.1007/s00248-018-1219-8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기후변화 영향이 큰 건조지역의 레질리언스를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로 사업단 연구 목표와 높은 연계성을 가짐
- 전 지구적 탄소 순환의 오차 범위는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예측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미생물 생태학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기후변화 예측에 기여함.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건조 생태계는 육지 표면의 41%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 지구적 탄소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함. 특히 biological soil crusts (BSC)는 건조 생태계에서 탄소 고
정의 핫스팟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요 탄소 고정 기작은 지금까지 규명되지 못함.
- 본 연구는 Cyanobacteria와 lichen을 각각 처리한 토양의 체외 효소 활성도, 미생물 풍부도를 통해 BSC 내의 탄소 고정과 미생물에 대한 정보 및 이를 조절하
는 주요 인자를 제시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아프리카 생태계에서 BSC 내 cyanobacteria와 lichen의 제거가 체외 효소와 미생물 풍부도를 통해 탄소 고정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첫 사례임.
- 관련분야 우수 저널 (IF 상위 6.48%)인 Microbial Ecology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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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

호

이공계열/
인문사회

계열
(간호/ 보건/
 체육/ 기타

분야에 한함)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3

강호정
100829

47
이공계열

자연
생태

저널논
문

Juyoung Seo, Inyoung Jang, Ji Young Jung, Yoo Kyung Lee, Hojeong
Kang

Warming and increased precipitation enhance phenol oxidase activity
in soil while warming induces drought stress in vegetation of an Arctic
ecosystemWarming and increased precipitation enhance phenol
oxidase activity in soil while warming induces drought stress in
vegetation of an Arctic ecosystem

Geoderma

259-260, 347-353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016706
115000889

2015

10.1016/j.geoderma.2015.03.017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북극 지역을 대상으로 탄소순환 및 미생물기작 규명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 예측에 기여함.
- 이를 통해 한랭지의 기후변화 적응 및 복원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축적할 수 있음.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전지구 기후 변화 모델은 극지역의 표면 온도와 강수량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지만 분해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메커니즘의 이해는 부족함.
- 캐나다 캠브리지베이의 북극 토양 시스템에서 온도와 강수의 조작 실험을 통해 체외 효소 활성도와 안정성 동위원소를 분석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토양의 온도와 강수량을 증가시킨 실험구에서 phenol oxidase의 활성도가 높아졌으며, 토양의 온도만 증가시킨 실험구에서 식물의 건조 스트레스로 인한 안
정성 동위원소 비가 나타남.
- 장기간의 기후 변화는 북극 툰드라 토양의 기후 변화에 대한 피드백을 증폭 가능성 제시함.
- 관련분야 우수 저널 (IF 4.336, IF 상위 8.57%)인 Geoderma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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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101516

63
이공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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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처리

저널논
문

Jong-Hun Park, Gopalakrishnan Kumar, Yeo-Myeong Yun, Joong-Chun
Kwon, Sang-Hyoun Kim

Effect of feeding mode and dilution on the performance and microbial
community population in anaerobic digestion of food waste

Bioresource Technology

248, 134-140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960852
417311124

2018

10.1016/j.biortech.2017.07.025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음식물쓰레기는 환경 현안인 동시에, 분리 수거되고 농도가 높아 본 교육연구단의 핵심연구분야인 에너지 자원 순환에 적합한 자원임.
- 가축 전염병 등으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사료화 중심에서 바이오가스화로 전환되고 있음.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MBR 등 고율 혐기성 공정의 적용이 시도된 바 있으나 입자성 고형물 함량이 높아 막힘이 발생하므로, 대부분 현장에서는 고부하 운전이
불가능한 완전혼합형 공정을 사용하여 처리 효율이 낮음.
- 본 연구는 유체가 상향류로 이동하고, 완속 교반되며, 하부에서 협잡물을 제거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 공정을 제안하고, 고부하 처리 (8.6 g
COD/L-d) 및 바이오가스화 (325 L CH4/kg COD)를 달성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과 200일간 연속 처리가 가능한 운전 용이성을 갖춘 음식물폐기물 유래 에너지 순환 경로를 제시함.
- 관련분야 최상위 저널 (IF 6.669, IF 상위 7.69%, ES 상위 3.09%)인 Bioresource Technology에 게재되었으며, 우수한 피인용도를 보임 (FWCI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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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101516

63
이공계열

유기
성폐
기물
처리

저널논
문

Jeong-Hoon Park, Gopalakrishnan Kumar, Jong-Hun Park, Hee-Deung
Park, Sang-Hyoun Kim

Changes in performance and bacterial communities in response to
various process disturbances in a high-rate biohydrogen reactor fed
with galactosec

Bioresource Technology

188, 109-116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960852
415001273

2015

10.1016/j.biortech.2015.01.107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유기성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은 본 교육연구단의 핵심연구분야인 에너지 자원 순환의 핵심 요소임.
- 미생물을 이용하여 복합 유기물을 상온에서 그린수소로 전환할 수 있음.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기존 바이오수소는 고부하 시 미생물 유실로 인해 최대 생산성이 30 kJ/L-d 이하로, 22 kJ/L-d 수준인 바이오가스 개질 수소 생산 대비 장점이 크지 않음.
- Alginate 주입과 미생물 모니터링 기반 선택압 최적화로 수소 생성균이 우점한 입상 군집을 10일 안에 생성함.
- 입상 군집은 고부하 운전이 가능하고 30% 이내의 입자성 고형물 함량에 적용 가능하며 충격 부하 등 저해에 대한 높은 회복성을 보임.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입상 군집을 통해 100 kJ/L-d 이상의 고율 연속 수소 생산이 가능해져 바이오가스 개질 수소 대비 우수한 생산성 확보함.
- 관련분야 최상위 저널 (IF 6.669, IF 상위 7.69%, ES 상위 3.09%)인 Bioresource Technology에 출판되었으며, 우수한 피인용도 (FWCI 2.84, SCOUPUS
기준 39회 인용)를 보임.
-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우수성과로 선정되어 YTN 등에 보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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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101516

63
이공계열

유기
성폐
기물
처리

저널논
문

Jong-Hun Park, Young-Bo Sim, Gopalakrishnan Kumar, Parthiban
Anburajan, Jeong-Hoon Park, Hee-Deung Park, Sang-Hyoun Kim

Kinetic modeling and microbial community analysis for high-rate
biohydrogen production using a dynamic membrane

Bioresource Technology

262, 59-64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960852
418305923

2018

10.1016/j.biortech.2018.04.070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교육연구단의 핵심연구분야인 에너지 자원 순환의 대표사례인 바이오수소를 상용화하기 위해 유기성 폐기물에 적합한 연속 공정이 필요함.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수소 생산 미생물을 고농도로 보유하기 위해 MBR, UASB 등 고율 공정이 시도된 바 있으나, 고부하로 운전으로 인해 막힘이 빈번히 발생함.
- 본 연구는 저가의 지지물질 표면에 부착된 biofilm이 분리막과 유사한 역할을 하여 공정 내 미생물 보유능을 높이는 동적막을 바이오수소 생산에 적용한 최초
의 사례임.
- 100 ㎛ 공극 PE sieve를 사용하여 성공적인 미생물 보유가 가능했으며, HRT 2 h 이하의 고부하 연속 바이오수소 생산을 달성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도출된 생산성은 350 kJ/L-d 로 바이오수소 세계 최고 수준이며, 바이오가스는 물론 바이오에탄올 생산 최고치인 338 kJ/L-d를 상회하여 바이오수소가 유기
성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효율적인 경로임을 입증함.
- 관련분야 최상위 저널 (IF 6.669, IF 상위 7.69%, ES 상위 3.09%)인 Bioresource Technology에 게재되었으며, 해당 기술은 2건의 특허 등록과 1건의 기술
이전에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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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효
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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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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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yo Kim, Se-Jun Park, Kun-Soo Kim, Chi-Young Jung

Generalized formulation for shear resistance on Y-type perfobond rib
shear connectors

Journal of Constructional Steel Research

128, 245-260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143974
X16302681

2017

10.1016/j.jcsr.2016.08.016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사회기반시설에 적용되는 합성구조의 성능 향상은 재난재해/복합재난에 의한 구조물의 거동 분석 및 검증에 필수적임.
- Y-형 Perfobond 전단연결재는 사회기반시설의 극한상태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기존 스터드형 전단연결재는 낮은 시공성, 전단강도, 연성도의 개선이 요구됨.
- 표준화된 전단강도 평가식과 함께 제안된 Y형 전단연결재는 기존 스터드형에 비해 높은 전단강도 및 연성도를 통해 극한한계상태에서의 높은 안전성을 제공하
며, 시공성 또한 향상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Push-out test 및 다양한 변수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Y형 전단연결재의 거동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주요 변수인 Y리브의 형상 및 관통철근의 크기,
콘크리트 강도 등을 반영한 전단강도 평가식을 제안하였음.
-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전단강도 평가식을 활용하여, 일반 설계자들이 다양한 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전단연결재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관련분야 우수 저널 (ES 상위 10.61%)인 Journal of Constructional Steel Research에 게재되었으며, 우수한 피인용도를 보임 (FWCI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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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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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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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저널논
문

Sang-Hyo Kim, Oneil Han, Jonghee Choi, Kun-Soo Kim

Hysteretic performance of stubby Y-type perfobond rib shear
connectors depending on transverse rebar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

200, 64-79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950061
818330502

2019

10.1016/j.conbuildmat.2018.12.070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Y-형 전단연결재의 지진하중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는 연구는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임.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적 성능향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기존 전단연결재에 대한 성능향상을 증명함.
- 반복하중을 받는 Y형 전단연결재가 단계별로 소진하는 에너지소산량과 강도감소율을 정량 분석하고 적정 반복하중 이후에 잔존성능을 평가하여, 기존 전단연
결재의 성능과 비교함.
- 개발한 새로운 Y-형 전단연결재의 에너지 소산성능은 관통철근의 적정한 선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Y-형 전단연결재가 지진재해에 의한 반복하중에 대해 우수한 에너지 소산성능을 가지는 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새로운 합성구조용 전단연결재의 적용성을
증명함.
-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이종재료를 이용한 합성구조의 합리적인 성능향상 및 구조적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관련분야 최상위 저널 (IF 4.05, ES 상위 0.76%)인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에 게재되었으며 우수한 피인용도 (FWCI 1.57)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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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효
100828

76
이공계열

교량
공학

저널논
문

Sang-Hyo Kim, Oneil Han, Kun-Soo Kim, Jun-Seung Park

Experimental behavior of double-row Y-type perfobond rib shear
connectors

Journal of Constructional Steel Research

150, 221-229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143974
X18305108

2018

10.1016/j.jcsr.2018.08.012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사회기반시설에 널리 적용되는 합성구조의 지진 등 재해재난/복합재난에 대한 합리적인 구조물의 거동 및 성능 분석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
- 합성구조용 신규 전단연결재인 Y-형 Perfobond 전단연결재의 거동 및 성능 분석을 다수의 연결재가 배치된 상태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함.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2열 배치된 Y형 전단연결재 거동 실험 결과에 기반하여, 설치 간격에 따른 합성구조물의 합성거동을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
- 다양한 Y-형 전단연결재를 활용하는 구조물의 합성거동 분석 및 안전성 검증에서 합리적인 소규모의 기본실험결과만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을 가지는 전단연
결재 요소의 필수 고려사항을 연구함으로써, 합리적인 구조물의 설계가 가능하게 하였음.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다양한 설치 폭으로 Y형 전단연결재의 폭넓은 적용을 가능하게 하며, 지진거동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재난대비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함.
- 다양한 형식의 전단연결재의 배치 연구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 관련분야 우수 저널 (ES 상위 10.61%)인 Journal of Constructional Steel Research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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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101765

70
이공계열

수문
학

저널논
문

Myoung-Jin Um, Yeonjoo Kim, Daeryong Park

Evaluation and modification of the Drought Severity Index (DSI) in East
Asia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209, 66-76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034425
718300567

2018

10.1016/j.rse.2018.02.044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의 가뭄 피해 발생에 대한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가뭄 재난/재해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지역의 가뭄 위험도 관리는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구축에 매우 중요함.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본 연구에서는 MODIS 및 AVHRR 식생지수를 포함한 다중 위성영상 및 기상 관측 자료를 활용하는 가뭄 평가 지수인 revised Drought Severity
Index(DS)를 개발함.
- 기존의 MODIS 식생지수, 적설량 등 단일 위성영상 자료 기반 DSI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본 연구에서 제시된 revised DSI 방법론 기반 동아시아 과거 가뭄 사상 평가를 수행하여 기 개발된 기술의 지역 가뭄 감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
- 자료 부족 지역 (data poor region)의 가뭄 재난/재해 대응 능력 및 기후변화 적응 역량 향상에 기여함.
- 관련분야 최상위 저널 (IF 8.218, IF 상위 2.79%, ES 상위 3.57%)인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에 출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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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연주
101765

70
이공계열

수문
학

저널논
문

Yeonjoo Kim, Inhye Kong, Hyesun Park, Hye Jin Kim, Ik Jae Kim,
Myoung-Jin Um, Pamela Green, Charles Vörösmarty

Assessment of regional threats to human water security adopting the
global framework: A case study in South Korea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637-638, 1413-1422 URL입력

https://pubmed.ncb
i.nlm.nih.gov/29801
234/

2018

10.1016/j.scitotenv.2018.04.420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국가 및 세계 물 안보 (water security) 및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평가는 수자원 관련 정책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요한 과정이며, 특히 기후변화 등 불확
실한 미래 환경 변화로 관련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우리나라 대상 유역단위 robust 물 안보 평가 기법의 개발 및 평가를 수행하며, 특히 고 신뢰성 미래 예측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식별하고 평가함.
- 자료의 시공간 특성 및 지역에 따른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프레임워크 제시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전지구 자료 및 지역 상세자료 시공간 변화 특성을 고려한 robust 지역 물 안보 평가 기법을 제시함.
- 지역의 기후 및 물리 환경 뿐 아니라 사회/경제 특성을 고려하는 다학제적 연구 결과로 수자원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성이 높음.
- 환경관련 융복합 논문을 주로 다루는 최상위 저널 (IF 5.589, IF 상위 10.76%, ES 상위 1.20%)인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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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김연주
101765

70
이공계열

수문
학

저널논
문

Yeonjoo Kim, Paul Moorcroft, Igor Aleinov, Michael Puma, Nancy Kiang

Variability of phenology and fluxes of water and carbon with observed
and simulated soil moisture in the Ent Terrestrial Biosphere Model
(Ent TBM version 1.0.1.0.0)

Geoscientific Model Development

8(12), 3837-3865 URL입력

https://www.geosci-
model-
dev.net/8/3837/2015
/

2015

10.5194/gmd-8-3837-2015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전 지구적 수문 및 탄소 순환 예측을 위한 모델링 기술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주요 기반 기술로 사업단의 핵심연구분야에 속함.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전지구 기후 모형 내의 지면 수문 및 생태계 과정의 상세 모의는 주요한 요소 기술이며,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개별기반 접근법 및 생물 계절
예측법은 분야의 단기 및 장기 수문 및 탄소 순환 예측 뿐 아니라 장기 생태 거동 예측에 적합한 최신의 기술임.
- 전지구 규모 모형의 검증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형의 단계별 평가를 지면 지점 자료를 활용해 수행함으로써 모형의 신뢰성을 확보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전 지구 기후 모형 내의 지면 수문 및 생태계 모형 개발을 위해 최근 들어 활용되기 시작한 개별 기반 접근법을 활용한 최초의 전지구 모형으로 다양한 기후변화
연구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임.
- 미국 NASA의 전 지구 기후모형인 GISS ModelE 내에 결합된 모형으로 전 지구 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분야 기술발전에 기여함.
- 전공 분야 최상위 저널 (IF 5.154, IF 상위 5.10%, ES 상위 4.59%)인 Geoscientific Model Development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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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김장호
103145

36
이공계열

구조
공학

저널논
문

Seung Jai Choi, Sang Won Lee, Jang-Ho Jay Kim

Impact or blast induced fire simulation of bi-directional PSC panel
considering concrete confinement and spalling effect

Engineering Structures

149, 113-130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141029
61631728X

2017

10.1016/j.engstruct.2016.12.056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원전 격납고와 같은 사회 주요 인프라 구조의 극한 하중 해석기술은 교육연구단의 핵심연구분야인 재난재해/복합재난 연구 분야에 중요한 기술임.
- 원전 격납고사고 발생 시 사회적 복구비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극한하중관련 안전성 평가는 필수사항임.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과거 연구들은 단일 극한하중 또는 RC 구조물 위주로 진행됨.
- 본 연구에서는 복합하중과 PSC 구조물에 대한 극한하중 Simulation 해석을 진행함.
- PSC 구조물의 충돌, 화재 실험결과를 사용하여 정확한 Simulation 프로그램 구축.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기존에 진행되지 않은 PSC 구조물의 복합하중 관련 안전성평가를 최초로 수행함
- 극한 재해/재난 방재에 활용될 수 있음
- 사회 주요 인프라 구조물 설계에 적용하여 원전격납구조물의 안정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음
- 극한재난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해소할 수 있음.
- 관련분야 최상위 저널 (ES 상위 3.03%)인 Engineering Structures Journal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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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김장호
103145

36
이공계열

구조
공학

저널논
문

Young-Jun You, Jang-Ho Jay Kim, Sung-Jae Kim, Young-Hwan Park

Methods to enhance the guaranteed tensile strength of GFRP rebar to
900 MPa with general fiber volume fraction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

75, 54-62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950061
81401215X

2015

10.1016/j.conbuildmat.2014.10.047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본 연구는 기존 철근 보강재구조물에 대한 GFRP 보강관련 연구 성과로서 사회인프라 시설에 대한 Sustainable 건설 기술임.
- GFRP 보강근은 철근의 내부식성을 높여 구조물 노후화를 방지하고 구조물의 수명을 장기화 할 수 있음.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구조물의 철근 부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FRP 보강근이 연구된 바 있으나 취성파괴와 낮은 탄성계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리섬유를 혼합한
GFRP 보강근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함.
- GFRP 보강근은 철근의 주요기능인 인장강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을 통하여 인장강도 성능과 콘크리트와의 일체성을 확인하여 강재 대체제로 적용 가능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본 연구는 공정 및 사용된 재료의 성능 발현 효율화를 통해 GFRP 보강근의 인장성능을 고성능화 하여 철근의 부식문제를 해결하여 구조물노후화를 늦출 수 있
는 기술로 다양한 재료들에 적용 가능함.
- 관련분야 최상위 저널 (IF 4.046, ES기준 상위 0.76%)인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 Journal에 게재되었으며, 우수한 피인용도를 보임 (FWCI
1.89, SCOUPUS 기준 18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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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김장호
103145

36
이공계열

구조
공학

저널논
문

Ji-Hun Choi, Seung-Jai Choi, Jang-Ho Jay Kim, Ki-Nam Hong

Evaluation of blast resistance and failure behavior of prestressed
concrete under blast loading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

173, 550-572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950061
818308456

2018

10.1016/j.conbuildmat.2018.04.047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테러 등 폭발하중에 대한 실험적 평가는 재난재해/복합재해 분야의 중요한 연구 요소임.
- LNG Tank 및 원전 격납고 벽체에 대한 폭발하중 평가는 에너지 인프라가 직면할 수 있는 극한상황에 대비한 중요한 연구 분야임.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2방향 PSC 구조물 폭발하중에 대한 실험 결과는 국내 주요시설물의 방호/방폭 성능체계를 보완할 수 있음.
- PSC 구조물 폭발하중 실험을 위하여 땅에 매설하여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는 Frame을 제작하여 폭발하중 실험방법을 제시.
- 방호설계 및 입사압력의 예측이 충분히 사전에 검증이 가능함을 확인.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가스탱크와 원전겹납구조물 등에 널리 사용되는 PSC 구조물에 대한 폭발하중 평가는 향후 국내외 PSC 구조물에 대한 방호설계 및 폭발해석 등 관련 연구분야
에 필요한 핵심 자료를 제공함.
- 관련분야 최상위 저널 (IF 4.046, IF 상위 6.82%, ES 상위 0.76%)인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 Journal에 게재되었으며, 우수한 피인용도를 보
임 (FWCI 1.99). 또한 폭발실험에 사용된 실험체지지 Frame 관련 특허 1건이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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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16

김형관
101634

09
이공계열

시공
학/시
공관

리

저널논
문

Kyeongseok Kim, Hyoungbae Park, Hyoungkwan Kim

Real options analysis for renewable energy investment decisions in
developing countries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75, 918-926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1364032
116307493

2017

10.1016/j.rser.2016.11.073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분석에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교육연구단의 핵심연구분야인 에너지 자원 순환과 연계됨.
- 제안된 투자 결정 방법은 개발도상국의 자원부족 문제 해결과 사회기반시설물의 기후변화 적응 연구의 핵심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음.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불규칙한 태양광, 강우량, 풍량 등의 영향으로 공급량의 변동성이 높아 투자가치 산정이 어려운 재생에너지 분석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
- 금융공학적 실물옵션에 기반해 제안된 투자분석 모델은 전력요금, 유지관리비, 탄소배출권 등 주요 변수를 식별하고 결합된 변동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분석을
향상시킴.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재생에너지가 개발도상국에서 매력적인 경제성을 가짐을 증명한 연구로, 관련특허가 연세대 공대 10대 대표기술로 선정되어 2018년 연합뉴스에 보도됨.
- JCR Green & Sustainable Science and Technology 부문 1등 저널인 Renewable & Sustainable Energy Reviews (IF 10.556)에 2017년 게재되고
SCOPUS 기준  41회 인용되며, Yonsei Research Archive에 소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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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김형관
101634

09
이공계열

시공
학/시
공관

리

저널논
문

Seongdeok Bang, Somin Park, Hongjo Kim, Hyoungkwan Kim

Encoder–decoder network for pixel‐level road crack detection in
black‐box images

Computer-Aided Civil And Infrastructure Engineering

34(8), 713-727 URL입력

https://onlinelibrary
.wiley.com/doi/full/
10.1111/mice.12440

2019

10.1111/mice.12440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딥러닝과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도로 균열을 검출하는 픽셀 단위의 도로 균열 검출 기술을 제시함.
- 제시된 기술은 노후화된 도로 인프라 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교육연구단의 핵심 연구분야인 스마트 건설기술의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함.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블랙박스 카메라는 효율적인 Social Sensing기반 도로 이미지 수집기로 사용됨.
-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딥러닝 기반의 도로 균열 검출 기술을 최초로 제안하였으며, 도로 인프라 관리에 있어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
.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막대한 도로 인프라 유지관리 예산(년 788억달러, 2016, USA)의 획기적인 절감과 일반 시민들이 차량연료절감 온실가스 배출 축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음.
- JCR Civil engineering 부문 1위 저널인 Computer-Aided Civil and Infrastructure Engineering (IF 6.208, 1/132)에 2019년 게재되고 우수한 피인용도
(FWCI 6.82)를 보였으며, 그 진보성과 시장성으로 인해 2019년 연세기술지주 우수기술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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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김형관
101634

09
이공계열

시공
학/시
공관

리

저널논
문

Hongjo Kim, Seongdeok Bang, Hoyoung Jeong, Youngjib Ham, and
Hyoungkwan Kim

Analyzing context and productivity of tunnel earthmoving processes
using imaging and simulation

Automation in Construction

92, 188-198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926580
517310312

2018

10.1016/j.autcon.2018.04.002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터널 토공 장비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43.97%) 줄이는 맥락 기반 딥러닝 영상처리 기술과 시뮬레이션 기술의 통합을 제안함.
- 교육연구단의 핵심 연구분야인 스마트건설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함.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5,000억불로 추산되는 해외건설 시장 진출의 필수 과제인 생산성 향상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함.
- 터널 내 토공 공정의 생산성 분석을 위한 시공 프로세스 시뮬레이션과 비전 기반 맥락 추론 통합 방법을 최초 개발함.
- 지역기반 완전 합성곱 신경망 (Region-based fully convolutional)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99.09%의 평균 정밀도로 건설장비를 감지하는 기술을 제시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딥러닝 인공지능의 건설산업 적용을 위한 모범사례로 국내외 건설 생산성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함.
- 건설사업의 핵심인 토공공정에 최대 12.25%의 원가절감 효과를 줄 수 있음.
- JCR Civil engineering 부문 상위 5.3% 저널인 Automation in Construction (IF 4.313)에 2018년 게재되고 우수한 피인용도를 보임 (FWCI 3.21,
SCOPUS 기준 14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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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19

김형일
110969

35
이공계열

환경
화학

저널논
문

Hyoung-il Kim, Oh Seok Kwon, Sujeong Kim, Wonyong Choi, Jae-Hong
Kim

Harnessing low energy photons (635 nm) for the production of H2O2
using upconversion nanohybrid photocatalysts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9, 1063-1073 URL입력

https://pubs.rsc.org/
en/content/articlela
nding/2016/ee/c5ee
03115j#!divAbstract
https://pubs.rsc.org/
en/content/articlela
nding/2016/ee/c5ee
03115j#!divAbstract

2016

10.1039/c5ee03115j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환경문제 해결은 교육연구단의 핵심연구분야인 에너지 자원순환의 핵심가치임.
- 태양에너지 활용 상향발광기술은 다양한 환경/에너지 분야에 적용가능 한 원천기술로 주목 받고 있음.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기존 태양광촉매 기술은 촉매특성상 태양에너지의 일부분인 단파장 빛만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촉매효율을 보이는 문제점이 있음.
- 본 연구는 최초로 상향변환발광기술을 태양광촉매에 적용해 수처리 산화제이며 동시에 에너지 캐리어로 활용 가능한 과산화수소 생산에 성공함.
- 버려지는 장파장 빛을 단파장 빛으로 상향변환시켜 태양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상용화를 최초로 제시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JCR Environmental Science (환경화학) 부문 1위 (상위 0.4%), JCR기준 전체 상위 0.3%인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IF 33.250)에 2016년 게
재되었으며 우수한 피인용도를 보임 (FWCI 4.61).
- 본 연구의 원천기술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17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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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김형일
110969

35
이공계열

환경
화학

저널논
문

Hyoung-il Kim, SeungHyun Weon, Homan Kang, Anna Hagstrom, Oh
Seok Kwon, Yoon-Sik Lee, Wonyong Choi, Jae-Hong Kim

Plasmon-Enhanced Sub-Bandgap Photocatalysis via Triplet-Triplet
Annihilation Upconversion for Volatile Organic Compound
Degradation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50, 11184-11192 URL입력

https://pubs.acs.org
/doi/10.1021/acs.est
.6b02729

2016

10.1021/acs.est.6b02729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태양광 및 실내전등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용 광전환촉매 필터 관련 성과로서, 교육연구단 핵심연구분야 중 에너지 자원순환 분야와 일치함.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상용화된 흡착기반 활성탄 필터는 미세먼지 전구체의 무해화가 불가능하고 탈착에 의한 공기 재오염의 가능성이 존재함.
- 광산화 기반 필터는 미세먼지 전구체이자 실내 대기오염물인 톨루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가 가능함.
- 본 연구는 광촉매기술의 한계인 낮은 광산화효율을 극복하고 실내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광산화필터를 개발하기 위해 플라즈몬 기술과 상향변환 기술을
접목한 다층 필름을 개발해 실내전등 및 단일 장파장에서도 미세먼지 전구체 제거가 효과적으로 일어남을 증명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JCR 환경 부문 (Environmental Science, Environmental Engineering 포함) 최고권위 저널인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IF 7.149, IF 상
위 5.58%, ES 상위 0.40%)에 게재되고 우수한 피인용도 (FWCI 2.17, SCOPUS 기준 27회 인용)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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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21

김형일
110969

35
이공계열

환경
화학

저널논
문

Hyoung-il Kim, Yeoseon Choi, Shu Hu, Wonyong Choi, Jae-Hong Kim

Photocatalytic Hydrogen Peroxide Production by Anthraquinone -
Augmented Polymeric Carbon Nitride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

229, 121-129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926337
318300857

2018

10.1016/j.apcatb.2018.01.060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에너지 자원순환연구의 핵심 화두인 환경/에너지 융합기술로서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수처리 산화제 생산기술을 제안함.
- 태양광촉매 기술은 소규모 분산형 수처리의 원천기술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중 미량오염물질 처리의 대표기술인 고도산화법의 주요 산화제인 과산화수소를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생
산하는 방법을 제시함.
- 과산화수소 생산 화학공정의 핵심요소인 엔트라퀴논 기작을 최초로 광전환조촉매로 활용해 과산화수소 광전환 생성 양자효율을 최대 8배, 과산화수소 생성속
도는 최대 4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관련 분야의 선두그룹인 미국 예일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진행 중임.
- JCR Engineering, Environmental 부문 1위 저널 (상위 2%)인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 (IF 14.229)에 2018년 게재되었고 우수한 피인용도
를 보임 (FWCI 4.17, SCOPUS 기준 27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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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박경수
109648

34
이공계열

구조
공학

저널논
문

Kyoungsoo Park, Chul-Woo Chung, Chang Joon Lee, Tae-Hyun Kwon

Investigation of irradiation effects on microstructure of cement paste
using small-angle neutron scattering

Cement and Concrete Research

123, 105791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008884
618312717

2019

10.1016/j.cemconres.2019.105791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주요 사회기반시설인 원전구조물의 사용기간 동안 재해재난/복합재난으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검증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이에 따라 원전구조물의 노후화
를 대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기존 연구는 원자력발전소 내부 압력용기로부터 발생하는 중성자 조사에 의한 영향을 거의 반영하지 못함.
- 하지만 최근 원전구조물의 수명연장으로 압력용기를 지지하고 있는 콘크리트 재료는 상대적으로 높은 중성자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콘크리트 열화로 역
학적 거동 변화를 가져옴.
- 본 연구에서는 중성자 조사 시편의 열화과정 및 시멘트의 나노구조 변화 분석을 위해 중성자 소각산란기법을 이용하였음.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시멘트의 수화생성물인 C-S-H의 나노구조 크기가 증가하고 화학결합이 끊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세구조 표면의 Fractal 정도가 증
가함을 세계최초로 관찰하였음.
- 중성자조사에 의한 재료 손상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활동될 수 있음.
- 관련분야 최상위 저널 (IF 5.618, IF 상위 3.17%, ES 상위 6.35%)인 Cement and Concrete Research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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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23

박경수
109648

34
이공계열

구조
공학

저널논
문

Kyoungsoo Park, Kyungsu Ha, Habeun Choi, Changjoon Lee

Prediction of interfacial fracture between concrete and fiber
reinforced polymer (FRP) by using cohesive zone modeling

Cement & Concrete Composites

63, 122-131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958946
515300093

2015

10.1016/j.cemconcomp.2015.07.008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노후한 인프라구조물의 보수보강은 재난/재해 방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섬유보강플라스틱(FRP) 보강 콘크리트에 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널리 진
행되고 있음.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FRP보강 콘크리트 구조물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콘크리트-FRP 부착면이며, 부착파괴거동을 분석하는 실험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
- 기존 실험결과는 시편 형상과 크기에 따라 측정된 재료물성 값이 변하기 때문에, 정량적 재료물성 값을 측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 콘크리트-FRP 부착면에 발생하는 파괴에너지와 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시험 기법을 새롭게 제안하였으며, 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측적한 재료물성
값의 정확성을 상호 검증하였음.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콘크리트-FRP부착면의 파괴에너지와 강도를 동시에 측정하고 해석적으로 상호 검증한 첫 번째 사례임.
-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콘크리트-FRP 부착면의 다양한 파괴 거동연구를 할 수 있으며, FRP-콘크리트 부착성능을 정량할 수 있음.
- 관련분야 최상위 저널 (IF 5.172, IF 상위 4.76%, ES 상위 7.94%)인 Cement & Concrete Composites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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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24

박경수
109648

34
이공계열

구조
공학

저널논
문

Habeun Choi, Kyoungsoo Park

Removing mesh bias in mixed-mode cohesive fracture simulation with
stress recovery and domain integral

International Journal for Numerical Methods in Engineering

120, 1047-1070 URL입력

https://onlinelibrary
.wiley.com/doi/full/
10.1002/nme.6170

2019

10.1002/nme.6170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기반시설물을 제공하기 위한 극한환경에서 건설재료의 거동분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연구분야임.
-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재료의 극한성능연구는 실험 및 해석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해석적 연구방법으로 재료에 발생하는 균열/손상을 연구한 사례는 많으나, 대부분의 경우 해석결과가 요소망의 크기 및 형상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발생함.
- 본 연구에서는 응력복원기법과 영역적분법을 이용하여 요소망의 의존성을 제거하는 새로운 수치해석 기법을 제시하였음.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새로운 해석기법을 활용하여 비평면/비선형 균열진행과정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선형화된 시스템의 condition number가 안정적임을 확
인하여 계산한 해의 정확성을 보장함.
-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해석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재료의 미세균열 진행과정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형파괴역학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음.
- 관련분야 우수 저널 (ES 상위 7.62%)인 International Journal for Numerical Methods in Engineering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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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25

박준홍
101369

97
이공계열

오염
토양
/지하
수복

원

저널논
문

Muhammad Imran Khan, Jihoon Yang, Byungun Yoo, Joonhong Park

Improved RDX detoxification with starch addition using a novel
nitrogen-fixing aerobic microbial consortium from soil contaminated
with explosives

Jounral of Hazarous Materials

287, 243-251 URL입력

https://pubmed.ncb
i.nlm.nih.gov/25661
171/

2015

10.1016/j.jhazmat.2015.01.058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친환경, 저에너지 미생물 공정을 이용한 토양오염정화를 위한 바이오-환경 융복합 기술
- 전 세계의 군부대에 RDX/TNT로 오염된 토양오염 정화를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제공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화약폭발물로 오염된 군부대 토양 정화를 미생물 제재의 투여만으로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신 바이오공정 제시
- TNT/RDX의 질소부분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신규 질소고정미생물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기술 개발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획득된 신규 미생물 제재의 특허화하고, 파키스탄 등의 폭발물오염 지역의 토양오염정화 위한 적정기술 개발에 활용 중
- 관련 분야 최상위 저널 (IF 7.650, IF 상위 4.6%)인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에 2015년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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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26

박준홍
101369

97
이공계열

오염
토양
/지하
수복

원

저널논
문

Keunje Yoo, Hyunji Yoo, Jae Min Lee, Sudheer Kumar Shukla,
Joonhong Park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Approach for Prediction of
Potential Hazardous of Urban Airborne Bacteria during Asian Dust
Events

Scientific Reports

8, 118023 URL입력

https://www.nature.
com/articles/s41598
-018-29796-7

2018

10.1038/s41598-018-29796-7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미세먼지에 관련하여 기후변화 적응 공공기반 연구와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 함
- 환경미생물 메타게놈 정보를 대기 중 미세먼지 내 미생물 분석에 적용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 제공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환경미생물 메타게놈 분석방법을 대기 중 미세먼지 내 미생물 분석에 적용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 제공
- 데이터 마이닝을 응용하여서 도시 대기 중 미세먼지 속의 병원성 미생물 존재 가능성과 원인 규명에 활용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서울지역의 대기 중 미생물에 의한 건강 영향에 대한 기초정보와 시사점 제시
- JCR  Multidisciplinary Science 부문 Q1저널인 Scientific Reports (IF 4.011)에 2018년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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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27

박준홍
101369

97
이공계열

오염
토양
/지하
수복

원

저널논
문

Minkyu Choi, Ramjee Chaudhary, Minjoo Lee, Jihyun Kim, Kyungjin
Cho, Yun-Chul Chung, Hyokwan Bae, Joonhong Park

Enhanced selective enrichment of partial nitritation and anammox
bacteria in a novel two-stage continuous flow system using flat-type
poly (vinylalcohol) cryogel films

Bioresource Technology

300, 122546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960852
419317766

2019

10.1016/j.biortech.2019.122546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오폐수의 질소처리를 위한 새로운 바이오-재료 융복합 기술 개발과 실용화 연구
- 연속식이고 안정적 처리 성능의 새로운 생물학적 오폐수 처리공정 확보에 대한 산업체 수요에 대응함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미생물 제재 배양 및 획득이 어려운 아질산화 세균과 아노막스 균주들을 cryogel thawing-and-icing 기법으로 선택적 배양하는 창의성으로 아질산균과 아노
막스균들이 분리된 2상 반응조에서 질소 연속처리에 적용(혁신성)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새로운 재료기술 활용한 미생물 선택적 배양하는 바이오 신 공정 개발과 미생물 생태학 관점의 과학적 근거 제시로 신 공정의 추후 실용화와 상용화에 활용될
기반 조성
- 관련분야 최상위 저널 (IF 6.669, IF 상위 7.69%, ES 상위 3.09%)인 Bioresource Technology에 출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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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28

윤태섭
101795

48
이공계열

지반
공학

저널논
문

Seong Jun Ha, Jinhyun Choo, Tae Sup Yun

Liquid CO2 Fracturing: Effect of Fluid Permeation on the Breakdown
Pressure and Cracking Behavior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

51(11), 3407-3420 URL입력

https://link.springer.
com/article/10.1007
/s00603-018-1542-x

2018

10.1007/s00603-018-1542-x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에너지 자원 순환 기술의 일환으로, 비전통 에너지자원 (셰일가스) 회수를 위해 친환경적인 개발 공법을 개발하고 효율성을 검증하는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증
대함.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셰일가스 생산시 막대한 양을 물과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이로 인한 지반환경오염 및 미세유도지진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물 대신 CO2를 파쇄유체로 사용 시 발생하는 파쇄압력과 균열 발생 양상에 대한 실험-수치해석 연구를 통해 파쇄효율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CO2에 의한 20% 이상의 파쇄압력 저감 및 복잡한 균열 패턴 유도기법을 통해 비전통 에너지 회수 극대화 및 최적화를 위한 안정적 공법을 제시함.
- 관련분야 최상위 저널 (IF 4.1, IF 상위 4%, ES 상위 5.26%)인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에 게재되었으며 우수한 피인용도를 보임 (FWCI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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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29

윤태섭
101795

48
이공계열

지반
공학

저널논
문

Dong Hun Kang, Tae Sup Yun, Kwang Yeom Kim, Jaewon Jang

Effect of hydrate nucleation mechanisms and capillarity on
permeability reduction in granular media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43(17), 9018-9025 URL입력

https://agupubs.onli
nelibrary.wiley.com/
doi/full/10.1002/201
6GL070511

2016

10.1002/2016GL070511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비전통 에너지자원 (가스하이드레이트) 회수 및 해양환경 위해요소 저감, 지구온난화 가스 저감 평가를 위한 융복합 연구로 에너지 자원 순환 및 기후변화 적응
과 관련이 깊은 주제임.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가스하이드레이트 생산시 부정확한 설계인자를 사용하거나, 거동 평가를 위한 설계에 쓸 수 없는 매우 복잡한 관계식들이 제시되어 왔음.
- 가스 생산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해양지반침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설계인자인 투수성을 초기 하이드레이트 부존량 및 결정생성 매커니즘에
따라 매우 간단한 형태의 높은 신뢰도를 갖는 상관식을 제안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미세유체역학 기법을 지반재료에 적용하여 비전통 에너지자원 회수 연구 분야에 적용한 융복합 연구로 자원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인 가스하이
드레이트의 생산설계에 필수적인 설계인자를 도출함.
- 지구물리분야 최상위 저널 (IF 4.578, JCR 상위 7.14%, ES 상위 0.51%)인 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게재되었으며, 우수한 피인용도를 보임 (FWCI
2.63, google scholar 기준 35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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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30

윤태섭
101795

48
이공계열

지반
공학

저널논
문

Dawa Seo, Tae Sup Yun

NOx removal rate of photocatalytic cementitious materials with TiO2
in wet condition

Building and Environment

112, 233-240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360132
316304681

2017

10.1016/j.buildenv.2016.11.037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도심지 집중호우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따른 도심지 환경유해요인을 저감하기 위한 새로운 건설재료 개발이 필요함.
- 2011년부터 기후변화적응형 사회기반시설연구단 (ERC)을 유치하며 축적된 기후변화대응형 친환경 기술분야 성과임.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기후변화로 인한 도심지 집중호우를 저감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투수성 포장 재료의 투수성능을 최적화하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재료를 개발함.
- 투수성뿐만 아니라 도심지 대기오염 물질인 NOx를 제거하기 위해 나노입자를 합성한 기능성투수포장재료를 개발하고 다양한 강우 및 오염환경에서의 성능평
가 기준을 정량적으로 제시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기능성 포장재료의 광범위한 성능평가를 통해 기후변화대응형 포장재료 개발 실무지침서 작성의 근간이 되었음.
- 건설재료 관련 최상위 저널 (IF 4.820, IF 상위 2.27%, ES 상위 3.79%)인 Building and Environment에 게재되었으며 우수한 피인용도를 보임 (FWCI 1.72,
google scholar 기준 12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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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31

이준환
101219

96
이공계열

지반
공학

저널논
문

Yanghoon Roh, Garam Kim, Incheol Kim, Jinoh Kim, Sangseom Jeong,
Junhwan Lee

Lessons learned from field monitoring of instrumented piled raft
bearing in rock layer

Journal of Geotechnical and Geoenvironmental Engineering

145(8), 05019005 URL입력

https://ascelibrary.o
rg/doi/10.1061/%28
ASCE%29GT.1943-
5606.0002078

2019

10.1061/(ASCE)GT.1943-5606.0002078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특수재료 구조물을 대상으로 다중 센서 시스템과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구조물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기 안정성과 성능 거동을 규명하였음.
- 지속가능한 설계기술 도출은 시설물의 레질리언스 향상이라는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며, 신지식 창출을 위한 실규모 실증 사례를 제공하였음.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대형 구조물에 대해 장기 성능발휘 거동을 직접 계측하였으며 센서 기반 스마트 데이터 분석기술을 적용함.
- 센서계측과 해석모델 개발을 병행하여 연구성과의 실증성을 극대화 시킨 혁신적 연구임.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특수강이 사용된 구조물의 하중응답 및 성능발휘 현상을 규명하였으며, 지층에 따른 비대칭, 불균형 부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여, 분야 최고
의 권위지인 ASCE 저널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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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32

이준환
101219

96
이공계열

지반
공학

저널논
문

Doohyun Kyung, Junhwan Lee

Interpretative analysis of lateral load-carrying behavior and design
model for inclined single and group micropiles

Journal of Geotechnical and Geoenvironmental Engineering

144(1), 04017105 URL입력

https://ascelibrary.o
rg/doi/10.1061/%28
ASCE%29GT.1943-
5606.0001810

2018

10.1061/(ASCE)GT.1943-5606.0001810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구조물과 지반보강을 위한 마이크로파일을 대상으로 최적 시공조건과 성능 개선 효과를 규명하였음.
-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노후 구조물 보강 및 각종 재난 대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적용성 연구는 교육연구단에서 추구하는 레질리언스 향상과 신산업 창출에 명
확히 부합함.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경사 관입 조건을 구조물에 도입함으로써 최적 시공조건과 설계기술을 제시한 혁신적 연구이며, 노후 구조물 리모델링을 위한 창의적 기술임.
- 모델실험, 현장실험, 3차원해석 등이 망라되어 연구결과의 유기성과 실증성이 함께 고려되어 있음.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보강 관련 비용을 2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혁신기술이 제안되었으며, 내진보강 등 재해재난 분야와 구조물 리모델링 등에 다양한 파생효과가 기대되는 우수
한 연구성과임.
- 관련 분야 최고의 권위지인 ASCE JGGE 저널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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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33

이준환
101219

96
이공계열

지반
공학

저널논
문

Byungkwon Byun, Incheol Kim, Garam Kim, Jongwan Eun, Junhwan
Lee

Stability of bioreactor landfills with leachate injection configuration
and landfill material condition

Computer and Geotechnics

108, 234-243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266352
X19300060

2019

10.1016/j.compgeo.2019.01.006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성하는 최신 매립기술연구로써 효율적 에너지 자원 생성최적 설계기술을 제안하였음.
- 지속가능한 도심환경 구축 기술과 관련된 연구성과로서 교육연구단의 비전인 기반시설 레질리언스 확보와 신산업 창출에 일치함.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개별적 요소 연구에 국한된 기존 연구 대비, 침출수 주입압, 3차원 공간배치, 원지반 조건 등이 모두 고려된 혁신적이며 창의적 연구로서, 매립지의 최적 활용을
위한 핵심 연구성과임.
- 한국형 바이오리엑터의 구축을 가능케 한 혁신적이며 도전적인 연구성과로서, 미래 도심기술의 핵심 요소임.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본 연구성과를 통해 제3의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대형화가 가능해졌으며, 에너지 수송기술, 침출수 차수 기술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는 우수한
연구결과임.
- 관련 분야 우수 학술지(ES 상위 10.53%)인 Computers and Geotechnics에 출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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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34

정상섬
101168

90
이공계열

지반
공학

저널논
문

Sangseom Jeong, Yongmin Kim, Joonkyu Lee, Junghwan Kim

The 27 July 2011 debris flows at Umyeonsan, Seoul,Korea

Landslides

12, 799-813 URL입력

https://link.springer.
com/article/10.1007
/s10346-015-0595-0

2015

10.1007/s10346-015-0595-0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우면산 산사태 원인분석을 통한 재난 안전성 확보 및 검증은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술 구축에 핵심적인 요소임.
- 폭우에 의한 산사태 발생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기반시설 연구에 기본적인 정보를 구축함.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우면산의 산사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우면산의 공간적 분포와 지형학적 특징을 면밀히 조사하고 여러 수리학적, 지질학적 특성 등을 연계 해석.
- DEM(Digital Elevation Model, 디지털 고도 모델)의 음영 기복도를 사용하여 산사태에서 발생하는 토석류에 대한 형태학적 정보를 얻어 정확성을 높임.
- 공학적 해결책을 생태학적 요소와 결합하여 토석류를 해석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산사태 해석보다 높은 신뢰성을 확보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산사태의 여러 학문적 해석을 통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함.
- 토석류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피해분석을 디지털 고도 모델을 사용하여 우면산의 지질학적 산사태 원인을 보다 정확히 해석함.
- 관련분야 최상위 저널 (IF 4.252, IF 상위 2.63%)인 Landslides에 게재되었으며, 우수한 피인용도를 보임 (FWCI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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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35

정상섬
101168

90
이공계열

지반
공학

저널논
문

Moonhyun Hong, Junghwan Kim, Sangseom Jeong

Rainfall intensity-duration thresholds for landslide prediction in South
Korea by considering the effects of antecedent rainfall

Landslides

15, 523 - 534 URL입력

https://link.springer.
com/article/10.1007
/s10346-017-0892-x

2017

10.1007/s10346-017-0892-x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산사태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 선행강우의 영향을 고려한 산사태 유발 강우기준(ID curve)을 제안함.
- 선행강우를 고려한 산사태 예측연구는 강우에 의한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및 기후변화적응 기술 구축의 핵심 요소임.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기존 연구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선행강우의 영향을 inter-event time definition(IETD)영향을 적용한 강우분석 결과로부터 정의함.
- 통계분석뿐만 아니라 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ROC) plot, threat score와 같은 신뢰성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가장 적합한 기준을 결정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모든 강우와 산사태 발생이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예측율이 70~80%로 높은 수치를 보였고 과대평가는 1% 미만으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임.
- 개발된 위험도 예측기술과 강우특성을 고려한 제안방법은 재난재해 대응 및 기후변화 적응과 연계하여 도시의 기후 탄력성 확보에 기여함.
- Landslides에 출판 (IF 4.252, JCR 상위 1.3%)되었으며 우수한 피인용도 (FWCI 2.26)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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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섬
101168

90
이공계열

지반
공학

저널논
문

Sangseom Jeong, Junyoung Ko, Junghwan Kim

The Effectiveness of a Wireless Sensor Network System for Landslide
Monitoring

IEEE Access

8, 8073 - 8086 URL입력

https://ieeexplore.ie
ee.org/document/89
36371

2019

10.1109/ACCESS.2019.2960570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산사태와 같은 재해 모니터링을 위해 WSN (Wireless Sensor Network)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을 제안함.
- WSN을 이용한 산사태 모니터링 기법은 산사태 위험지역의 재난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기술임.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WSN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산사태 취약성 및 통신 가시성 분석을 통한 센서 최적 배치기법을 개발함.
- 산사태 모니터링은 범위가 넓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유선 네트워크 활용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WSN을 이용한 모니터링은
산지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혁신적 기술임.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본 연구는 유선 모니터링시스템의 한계를 타파하고, 접근이 어렵고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하기위한 방법을 제시함.
- 재해재난분야 모니터링 기술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임.
- IEEE Access 출판 (IF 4.098, JCR 상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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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100865

61
이공계열

하천
환경

학

저널논
문

Sung-Uk Choi, Hyeongsik Kang

Characteristics of mean flow and turbulence statistics of depth-limited
flows with submerged vegetation in a rectangular open channel

Journal of Hydraulic Research

54(5), 527-540 URL입력

https://www.tandfo
nline.com/doi/full/1
0.1080/00221686.20
16.1168882

2016

10.1080/00221686.2016.1168882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하도 수목 식재를 통한 수림대 조성은 교육연구단의 핵심연구분야인 기후변화 적응형 기술의 요소 기술에 해당함.
- 하도의 수목은 평상시 수질정화 및 생태서식처 기능을 개선하지만 홍수시 유수 소통에 장애를 초래함. 따라서 하도 수목에 의한 평균흐름 및 난류구조의 변화를
조사할 필요 있음.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기존 실험연구에 의해 하도의 침수식생이 수로 측면부의 수류 집중 현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됨. 레이놀즈 응력모형을 이용하여 동일 현상에 대한 평균 흐름
및 난류구조의 변화를 모의함.
- 와-이송 방정식의 분석을 통하여 침수식생에 의한 수류집중 현상의 발생기작을 규명함.
- 식생 하도에서 발생하는 수류 집중현상을 모의하여 흐름특성을 분석하고 발생기작을 규명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하천에서 이차류에 의해 침수식생이 존재하는 하도에서 측면부 수류집중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규명함.
- 연구성과는 하천복원사업에서 수목식재, 하도 수목식재를 통한 유심부 이동, 홍수터 수림대 조성 등의 사업에 활용될 수 있음.
- 관련분야 우수 저널인 Journal of Hydraulic Research (IF 2.974)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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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100865

61
이공계열

하천
환경

학

저널논
문

Sung-Uk Choi, Byungwoong Choi, Seonmin Lee

Prediction of local scour around bridge piers using the ANFIS method

Neural Computing and Applications

28(2), 335-344 URL입력

https://link.springer.
com/article/10.1007
/s00521-015-2062-1

2017

10.1007/s00521-015-2062-1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기후변화에 의한 국지성 호우 발생 빈도의 증가로 교각주위 국부세굴에 의한 교량 붕괴 사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이는 교육연구단의  핵심연구분야인
재난재해/복합재난과 관련됨.
- 홍수시 하천의 교각주위에서 발생하는 국부세굴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정확히 예측 가능한 기법을 개발할 필요 있음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실험 데이터는 물론 현장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현장 규모의 국부세굴 현상을 예측함.
- 기존에 제시된 인공지능 모형과 비교하여 예측 능력 수월성 검증함.
- 설계에 사용되는 경험공식과 비교하여 적용범위 및 예측능력 검증 및 평가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교각주위 국부세굴은 매우 복잡한 물리 현상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경험공식을 이용함.
-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세굴심 예측 기법을 제시함.
- 관련분야 우수 저널 (IF 4.664)인 Neural Computing and Applications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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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100865

61
이공계열

하천
환경

학

저널논
문

Sang Hwa Jung, Sung-Uk Choi

Prediction of composite suitability index for physical habitat
simulations using the ANFIS method

Applied Soft Computing

34, 502-512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1568494
615003282

2015

10.1016/j.asoc.2015.05.028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교육연구단의 핵심연구분야 기후변화 적응형 및 스마트 건설과 관련됨.
- 하천환경 변화에 따른 수생동물의 서식처 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할 필요 있음.
- 모니터링 Big Data 활용 AI기반 ANFIS 기법을 적용하여 서식처 분석모형 제시.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기존 서식처 모의에는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이 영향을 미치는 지식기반 기법이 주로 사용됨.
- 서식처 모의에 인공신경망 방법과 Fuzzy Logic을 결합한 ANFIS 기법을 도입하여 전문가의 선택에 의한 예측 오류를 사전 방지하고 예측의 신뢰도 향상.
- 자료기반 기법에 의한 서식처모의를 위하여 Big Data 구축시 타 수계 모니터링 자료 활용 가능성 제시.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AI 기반 물리서식처 모의를 통해 기후변화에 의한 하천 어류 서식처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
- 하천 개발에 지속가능한 개발 (ESSD) 개념이 적용 가능함을 보였고, 하천 복원 사업에 의한 수생동물 서식처 개선효과 제시.
- 관련분야 우수 저널(IF 4.873, ES 상위 6.72%)인 Applied Soft Computing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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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40

한동석
101303

65
이공계열

구조
해석
/이론

저널논
문

Sang-Yeop Chung, Tong-Seok Han, Se-Yun Kim, Jang-Ho Jay Kim,
Kwang Soo Youm, Jae-Hong Lim

Evaluation of effect of glass beads on thermal conductivity of
insulating concrete using micro CT images and probability functions

Cement & Concrete Composites

65, 150-162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958946
515300354

2016

10.1016/j.cemconcomp.2015.10.011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기후변화 적응형 스마트시티 건설에 요구되는 단열콘크리트 개발을 위한 분석기법을 제안함.
- 에너지 절약형 레질리언트 구조물 건설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고성능 단열콘크리트 개발에 기여함.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글래스비드 함유 단열 콘크리트의 미세구조를 0.65 μm 고해상도 입자가속기 micro-CT로 얻은 3차원 이미지를 분석하여 단열성능 최적화를 위한 연구를 수
행함.
- Micro-CT로 얻은 고해상도 단열콘크리트 미세구조를 확률론적 기법으로 분석하고 열전도도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단열콘크리트 재료 설계 최적화 기술 체계
를 제시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글래스비드 함유량에 따른 단열콘크리트 공극의 미세구조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유한요소해석을 활용한 열전도도를 평가하여 첨단 건설 재료의 비등방성의 원
인을 규명함.
- 고성능 단열 성능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실현하여 기후변화 대응 기술에 활용이 기대됨.
- 관련 분야 최상위 저널 (IF 5.172, IF 상위 4.76%, ES 상위 7.93%)인 Cement & Concrete Composites에 게재되었으며, 우수한 피인용도를 보임 (FWCI
2.43, SCOPUS 기준 32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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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동석
101303

65
이공계열

구조
해석
/이론

저널논
문

Tong-Seok Han, Xiaoxuan Zhang, Ji-Su Kim, Sang-Yeop Chung, Jae-
Hong Lim, Christian Linder

Area of lineal-path function for describing the pore microstructures of
cement paste and their relations to the mechanical properties
simulated from micro-CT microstructures

Cement & Concrete Composites

89, 1-17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958946
517308740

2018

10.1016/j.cemconcomp.2018.02.008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스마트건설에 적합한 콘크리트 재료의 가속화된 개발을 위한 재료분석 및 물성평가 기법을 제안함.
- 레질리언트 구조물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신재료 개발과 기존 재료의 효과적인 건전성 평가 기법을 개발함.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고해상도 마이크로 CT로 얻은 3차원 콘크리트 시멘트 풀 미세구조를 확률론적 기법을 활용하여 미세구조 특성을 파악함.
- 최근 개발된 다중물리 모델링 기법인 상장균열모델을 활용하여, CT로부터 얻은 콘크리트 시멘트 풀의 물성을 평가함으로써 콘크리트 재료 거동의 정밀분석을
가능하게 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시멘트계 재료의 고해상도 CT 기반 가상시편을 상장균열모델로 평가하여 실험과 해석을 접목한 미세구조-물성 상관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한 선도적인 연구임.
- 공극 미세구조 분석을 위한 효과적인 파라메타를 제시함으로써, 추후 미세구조 특성 분석에 널리 활용이 가능함.
- 관련 분야 최상위 저널 (IF 5.172, IF 상위 4.76%, ES 상위 7.93%)인 Cement & Concrete Composites에 게재되었으며, 우수한 피인용도를 보임 (FWCI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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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석
101303

65
이공계열

구조
해석
/이론

저널논
문

Se-Yun Kim, Ji-Su Kim, Jun Won Kang, Tong-Seok Han

Construction of virtual interfacial transition zone (ITZ) samples of
hydrated cement paste using extended stochastic optimization

Cement & Concrete Composites

102, 84-93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958946
518310746

2019

10.1016/j.cemconcomp.2019.04.012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사회기반시설의 레질리언스 증진을 위한 콘크리트 취약부 물성 평가 기법을 제안함.
-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레질리언트 스마트구조물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콘크리트 성능과 내구성의 신속한 진단 체계를 제시함.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콘크리트 취약부인 계면변화영역 (interfacial transition zone ITZ)의 3차원 미세구조 형상을 확률론적 정보를 활용하여 제작하는 기법을 개발함.
- 마이크로 CT나 전자현미경으로도 얻기 어려운 ITZ 3차원 미세구조 형상을 다양한 간접 정보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구성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확률론적 최적화 기법을 활용한 가상 시편 제작 기법을 활용하여 많은 가상 시편 제작이 가능하고, 물성을 평가하여 미세구조와 ITZ 거동의 빅데이터 축적이 가
능함.
- 콘크리트 취약부인 ITZ의 거동의 제어를 통한 고도의 콘크리트 재료 설계/디자인의 가속화가 가능함.
- 관련 분야 최상위 저널 (IF 5.172, IF 상위 4.76%, ES 상위 7.93%)인 Cement & Concrete Composites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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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
100912

70
이공계열

지도
/GIS

저널논
문

Sungchul Hong, Jaehoon Jung, Sangmin Kim, Hyoungsig Cho,
Jeongho Lee and Joon Heo

Semi-automated approach to indoor mapping for 3D as-built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Computers, Environment and Urban Systems

51, 34-46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198971
515000198

2015

10.1016/j.compenvurbsys.2015.01.005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전통적인 건설 프로세스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건설 기술은 건설 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평가됨.
- 스마트건설 기술의 시작은 건설 현황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며, As-built BIM 구축 기술은 그 핵심 기반 기술임.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기존 As-built BIM 기술들은 대용량 포인트 클라우드 처리, 수작업에 의한 실내 모델링, 3D 모델의 낮은 정확도로 인해 낮은 생산성을 보임.
- 본 연구는 반자동 3D as-built BIM 구축 방법을 제시하여, 기존 방식 대비 정확도와 생산성 향상으로 기존 수작업 방식의 As-Built BIM 제작 혁신 방향을 제시
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개발된 3D As-built BIM 모델은 각 축별로 2-4cm의 RMSE 값을 가져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의 BIM 정확도 기준 Level 1 (5cm)을 만족함.
- 우수한 피인용도를 보였으며 (FWCI 3.55, SCOPUS 기준 44회 인용) As-Built BIM 기술에 중요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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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
100912

70
이공계열

지도
/GIS

저널논
문

Jaehoon Jung, Sungchul Hong, Sanghyun Yoon, Jeonghyun Kim and
Joon Heo

Automated 3D Wireframe Modeling of Indoor Structures from Point
Clouds Using Constrained Least-Squares Adjustment for As-Built BIM

Journal of Computing in Civil Engineering

30(4) URL입력

https://ascelibrary.o
rg/doi/full/10.1061/
%28ASCE%29CP.19
43-5487.0000556

2016

10.1061/(ASCE)CP.1943-5487.0000556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건설에 있어 As-built BIM 구축 기술은 현장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술로 건설 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및 인프라 구조
물 노후화 관리 등 다양한 미래 사회기반시설 운영의 기본 자료로 중요함.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기존 As-built BIM 기술들은 평평한 벽 중심의 실내공간 자동 모델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본 연구는 단순한 벽 요소를 넘어서 창문, 문과 같은 보다 세밀한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Constrained least-squares method를 도
입하여 포인트 위치 및 저밀도 영역의 노이즈의 영향을 줄여 좀 더 정확한 모델 제작이 가능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생성된 3D as-built BIM 모델은 약 0.037m의 RMSE 값을 가져 이전 연구 결과 (0.174m)보다 우수한 정확도를 보였으며, As-Built BIM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함
- 우수한 피인용도 (FWCI 2.52, SCOPUS 기준 24회 인용)를 보여 As-built BIM 분야에 영향력 있는 학술적 기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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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
100912

70
이공계열

지도
/GIS

저널논
문

Jaehoon Jung, Syrill Stachniss, Sungha Ju and Joon Heo

Automated 3D volumetric reconstruction of multiple-room
buildinginteriors for as-built BIM

Advanced Engineering Informatics

38, 811-825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1474034
618300600

2018

10.1016/j.aei.2018.10.007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4차 산업 혁명 기술과 전통적인 건설 프로세스를 결합한 스마트건설 기술에 있어건설 현황정보의 Digitalization이 시작이며 As- Built BIM은 이런 프로세스
를 담당함.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기존 As-built BIM 기술들은 수동으로 노이즈가 제거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하나의 방과 같은 단순 실내공간
에 대한 모델 구축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음.
- 본 연구는 여러 개의 방과 복도로 구성된 복잡한 실내 공간에 대해 원 데이터의 노이즈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새로운 Segmentation 방식을 적용하여 여러 공간
으로 분할된 복잡한 구조물의 자동화된 As-Built BIM 모델 구축 방법을 제시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자동 생성된 3D As-Built BIM 모델의 정확도는 사용자가 매뉴얼로 작업한 BIM　모델의 결과와 비교 가능할 정도로 높게 측정됨.
- As-built BIM 분야에 영향력 있는 학술적 기여를 함.

182 / 337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연번

참여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

호

이공계열/
인문사회

계열
(간호/ 보건/
 체육/ 기타

분야에 한함)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46

허준행
100826

74
이공계열

수문
학

저널논
문

Sooyoung Kim, Hongjoon Shin, Hyunjun Ahn, Jun-Haeng Heo

Development of an Unbiased Plotting Position Formula Considering
the Coefficient of Skewness for the Generalized Logistic Distribution

Journal of Hydrology

527, 471-481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022169
415003376

2015

10.1016/j.jhydrol.2015.05.002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기후변화로 홍수의 강도 및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정확한 홍수량을 예측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됨.
-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구축 및 관리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짐.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극치수문사상자료를 이용한 설계수문량 산정을 위해 다양한 확률분포형의 도시위치공식이 개발되어왔으나, 홍수 빈도 해석에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Flood
Estimation Handbook (1999)의 generalized logistic 분포형 도시위치공식은 아직 개발되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generalized logistic 분포형 도시위치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극치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형상매개변수를 포함하는 새로운 도시위치
공식을 개발하였으며, 기존 방법 대비 우수성을 확인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기존 확률분포형 대비 신뢰성이 높은 홍수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발생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함.
- 수문학 분야 최상위 저널 (IF 4.405, IF 상위 6.59%, ES 상위 1.53%)인 Journal of Hydrology에 출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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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행
100826

74
이공계열

수문
학

저널논
문

Hanbeen Kim, Sooyoung Kim, Hongjoon Shin, Jun-Haeng Heo

Appropriate Model Selection Methods for Nonstationary Generalized
Extreme Value Models

Journal of Hydrology

547, 557-574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022169
417300756

2017

10.1016/j.jhydrol.2017.02.005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기후변화로 홍수·가뭄과 같은 극치수문사상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설계에 있어 비정상성 빈도해석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음.
- 기후변화 적응 연구에 핵심적인 기술임.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수문량의 시간적 증가 및 감소를 고려한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으나, 비정상성 자료에 대한 최적 확률분포형 선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
음.
- 본 논문은 세계 최초로 비정상성 자료에 대한 최적 확률분포형 선정 시 제안되고 있는 다양한 최적 확률분포형 선정방법들의 성능 및 적용성 등을 비교·분석하
고 실제 적용기준 및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강우자료 비정상성 빈도해석 시 가장 적절한 모형 선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기후변화를 고려한 비정상성자료 빈도해석 연구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으로 국내외 학계 및 업계에서 본 연구를 인용할 것으로 판단됨.
- 수문학 분야 최상위 저널 (IF 4.405, IF 상위 6.59%, ES 상위 1.53%)인 Journal of Hydrology에 게재되고, 우수한 피인용도를 보임 (FWCI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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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행
100826

74
이공계열

수문
학

저널논
문

Taereem Kim, Ju-Young Shin, Sunghun Kim, Jun-Haeng Heo

Identific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climate indices and long-term
precipitation in South Korea using ensemble empirical mode
decomposition

Journal of Hydrology

557, 726-739 URL입력

https://www.science
direct.com/science/
article/pii/S0022169
417308971

2018

10.1016/j.jhydrol.2017.12.069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기후변화로 인해 대규모 기상인자를 활용한 수문변수 예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반 기술로 사업단 목표와 높은 연관성을 보임.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국내 월 강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3개 기상인자를 선정하여 한반도에 미치는 시공간적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다중선형회귀를 통해 선정된 인자의 예측 활용
가능성을 확인함.
- 신호처리기법에서 활용되는 앙상블 경험적 모드분해를 사용하여 강우 시계열에 내재된 주기와 기상인자의 통계적 유의한 상관성을 확인함.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강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동과 관련한 기상인자 (NINO1+2) 및 장기적 경향에 미치는 기상인자 (AMO)의 선정은 국내 뿐 아니라 동아시아 수문 변수 예
측에 주요 인자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앙상블 경험적 모드분해 기법은 향후 국내외 연구분야에서 다양하게 인용될 것으로 판단됨.
- 수문학 분야 최상위 저널 (IF 4.405, IF 상위 6.59%, ES 상위 1.53%)인 Journal of Hydrology에 게재되고, 우수한 피인용도를 보임 (FWCI 3.36).

185 / 337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③ 참여교수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등 실적의 우수성

<표 3-4> 최근 5년간 참여교수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 등

연
번

참여교
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
공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1

정상섬 10116890 저서

정상섬

기후변화를 고려한 사회기반시설의 설계매뉴얼

KSCE PRESS URL입력

9791196090036

2019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21세기에 들어 전 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기반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규모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후변
화와 연관된 사회기반시설물별 요소기술 연구를 통한 확고한 대비책을 마련함.
- 본 저서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고취시키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사회기반 시설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
기준을 제공함.

전공분야에의 기여
- 기존 기후변화 관련 기술은 “대응 기술”에 치중되어 있음. 본 저서를 통해 중장기적인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체계화하여 집필함.
- 각 분야별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기후변화 실무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저서를 발간함.

참여 교수 역할
- 해장 저서의 주저자로 집필을 주도함.

(지역)산업에의 기여
-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축적된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에 일조함.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실무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사회기반시설의 설계매뉴얼을 발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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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참여교
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
공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2

강호정 10082947 기술이전

강호정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된 습지조성 관리 기술 및 온실가스 저감 평
가 KNOW-HOW

일송환경복원 URL입력

2,496

2015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습지 복원 및 관리는 기후변화 적응형 기술의 핵심 요소로 기술이며, 도심 습지 기술에 접목하여 LID(low impact development) 기술로
응용될 수 있음.

기술의 혁신성
- 기존 습지조성 및 관리 기술이 수질정화능, 생태계 서비스 및 건강성 회복을 주목적으로 하였다면, 본 기술은 습지의 온실기체 저감능 극대
화를 목표로 함.
- 온대습지의 대표적인 식생인 갈대와 고위도지역에서 유래한 스패그넘 이끼가 혼재된 습지를 조성하여 스패그넘에서 발생되는 페놀류 화합
물의 유기물 분해 저감 기능을 활용하여 유기물 축적 및 온실기체 배출 감소하는 방법을 제시함.

참여 교수 역할
- 참여 교수는 효소걸쇠이론(Enzymic latch, Nature (2001) 409:149)을 최초로 학계에 보고하는 등 본 기술의 핵심 이론을 개발하였고, 기
술이전 역시 교원 주도로 진행함.

(지역)산업에의 기여
- 온실가스 저감 습지 기술은 다양한 자연 및 도시 생태계에 적용 가능하며, 탄소배출권 등 기후변화 관련 산업에 응용될 수 있음.
- 본 기술과 연계하여 첨가물(biochar, lignin 등)을 이용하여 온실기체 배출과 유기물 분해 저감 능력을 극대화하는 기술들이 활발히 개발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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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참여교
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
공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3

김상현 10151663 기술이전

김상현,박종훈

반응조 내부에 다이나믹 생물막을 포함하는 바이오수소 제조장치
및 이를 이용한 바이오수소 제조방법

(주)환경에너지오엔엠 URL입력

10,000

2019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유기성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의 개발은 본 교육연구단의 주요 연구분야인 에너지 자원순환의 핵심 요소임.
- 바이오수소는 복합 유기물을 미생물을 이용하여 상온 조건에서 수소로 전환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음.

기술의 혁신성
- 기존 바이오수소 연구는 고부하 운전 시 미생물 유실로 인해 수소 생산성이 낮아, 바이오가스 개질 수소 생산 대비 장점이 크지 않음.
- 기술이전된 특허는 저가의 지지물질 표면에 부착된 biofilm이 분리막과 유사한 역할을 하여 공정 내 미생물 보유능을 높이는 동적막으로 수
소 생성 미생물의 유실을 방지하는 장치와 이를 이용한 바이오수소 제조방법을 제시함.

참여 교수 역할
- 참여 교수는 기술이전 특허의 대표 발명자이며 기술이전 역시 교원 주도로 진행함.

(지역)산업에의 기여
- 수소 생성균의 안정적 보유를 통해 바이오수소의 사업화 가능성을 제시함.
- 해당 기술은 환경 공정 설계 및 운영사인 ㈜환경에너지오앤엠에 기술이전되어 유기성폐기물을 대상으로 상용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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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
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
공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4

김상효 10082876 기술이전

김상효

피에스씨 거더와 강재 플레이트 거더를 이용한 연속교 시공방법

SOC기술지주 ㈜ URL입력

경상기술료(시공비의 2%)

2019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적용되는 합성성능 향상 및 재해재난/복합재난에 의한 구조물의 거동 일체화는 필수적인 연구임.
- 본 특허는 PSC 거더와 강재 플레이트 거더를 이용한 연속교 시공방법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기술의 혁신성
- PSC 거더와 강재 플레이트 거더를 이용한 연속교 시공방법으로서, 지점부가 아닌 위치에서 교대측 PSC 거더와 교각측 PSC 거더를 연결하
고, 경간 중앙부에서 교각측 PSC 거더와 강재플레이트 거더를 강재 연결부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피에스씨 거더와 강재 플레이트 거더를 이용
한 연속교 시공방법을 제시함.

참여 교수 역할
- 참여 교수는 본 기술이전 특허의 대표 발명자이며, 기술이전 대표자임.

(지역)산업에의 기여
- 거더는 일정 길이는 PSC 거더로 하고, 일정길이는 강제 플레이트 거더로 형성되도록 하는 연속교 시공방법으로서 최종 설치되는 거더가 합
성거더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서 구조적으로 효율적인 단면 및 형고를 가진 거더에 의한 연속교 시공이 가능하게 함.
- 시공되는 경간장이 다소 변화되더라고, 기본적인 PSC거더구간의 길이는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PSC거더 제작용 거푸집의 재활용성을 높
여 경제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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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
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
공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5

김장호 10314536
구조공

학
기술이전

김장호

순환잔골재를 활용한 옹벽블럭용 콘크리트 강도 특성분석 및 경제
성 향상 기술 노하우

(주) 진아산업 URL입력

5,500

2019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건설폐기물의 증가로 인하여 순환잔골재를 이용한 기술 개발은 에너지 자원순환의 주요요소로 작용 가능함.
- 순환잔골재를 활용한 옹벽블럭용 콘크리트는 산업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기술의 혁신성
- 기존 콘크리트 옹벽블럭의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잔골재를 활용하여 제품의 가격 경쟁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자원순환 기술을 도입함.
- 옹벽블럭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순환잔골재의 최적 배합비 도출, 치환 모르타르의 재령 기간별 압축강도 분석, 생산의 경제성 향상을 위한
순환잔골재 치환율 최적화를 통하여 모르타르의 강도 및 물리적 거동을 분석하여 새로운 옹벽블럭 제조방법을 제시함.

참여 교수 역할
- 본 기술개발에 주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며 기술이전에 적합한 회사를 찾아 노하우 이전.

(지역)산업에의 기여
- 기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사용기피 현상으로 인해 대부분 성토나 복토등 일차적인 용도로 활용된 반면 옹벽블럭에 적용 하여 재활용의
부가가치를 높임.
-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사회 부정적 인식의 대표적인 강도저하를 최적 배합비, 순환잔골재 치환율 최적화, 재령 기간에 따른 압축강도 분
석을 통하여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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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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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
공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6

김장호 10314536
구조공

학
기술이전

김장호

현무암섬유 혼입을 통한 콘크리트의 내화성능 향상 기술 노하우

(주)DS산업 URL입력

5,500

2019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현무암섬유의 혼입을 통해 콘크리트의 내화성능 향상은 교육연구단 주요 연구분야인 재난재해/복합재난의 주요 기술로 작용 가능함.
- 현무암섬유는 천연 무기재료 섬유로 인체유해성이 적고 콘크리트와 결합력이 좋음.
- 재난재해 관련된 산업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유효기술로 사용될 수 있음.

기술의 혁신성
- 기존 콘크리트에 천연 무기재료 섬유인 현무암 섬유를 혼입하여 내구성과 내화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
- 현무암섬유 혼입 콘크리트의 성능 검증을 위하여 섬유 혼입의 최적 배합비 도출, 불연성 실험을 통한 질량감소, 온도분석 등을 통해 내화성
능의 향상을 확인함.

참여 교수 역할
- 본 기술개발에 주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며 기술이전에 적합한 회사를 찾아 노하우 이전.

(지역)산업에의 기여
-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건물의 내화성능 향상과 내구성을 증가 시킬 수 있는 현무암 섬유 콘크리트는 화재 재난에 대한 사
회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신규 재난재해 산업 창업기술로 사용가능함.
- 현무암 섬유 콘크리트에 화재 발생 시 균열제어 역할을 하여 콘크리트 벽체의 균열로 인한 구조물의 노후화를 예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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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상섬 10116890
지반공

학
기술이전

정상섬, 김도현

풍력 발전 해저 기초 지반의 대변형 거동 분석 기술 이전

(주) 쏘일테크엔지니어링 URL입력

14,080

2019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기초 지반의 대변형 거동 분석 기술은 풍력 발전 시설 건설의 핵심적인 기술임.
- 링전단시험을 통해 풍력 발전 해저 기초 지반의 대변형 거동을 분석하여 에너지 자원시설 건설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을 제공함.

기술의 혁신성
- 기존의 소변형 거동으로 제한된 전단 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변형 거동 분석이 가능한 링전단 시험 수행함.
- 대변형 거동 분석을 통해 해저지반의 실제 거동을 유사하게 모사하여, 정확한 해저 지반의 거동을 분석함.

참여 교수 역할
- 기술이전의 대표 발명자로서 전반적인 기술이전 과정을 주도 및 관리함.

(지역)산업에의 기여
- 링전단시험을 실시하여 해저 사질토 및 점토질 지반의 전단 거동을 분석하고, 지반설계 정수 도출.
- 해당 기술은 지반엔지니어링 회사인 ㈜쏘일테크엔지니어링에 기술 이전되어 새만금지역 지반조사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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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8

박준홍 10136997
오염토
양/지하
수복원

기술이전

박준홍, 김성훈

환경메타지놈 정보를 이용하여 유류오염토양의 미생물 활용 토양
경작법 설계 최적화 지원하는 기법 노하수 이전

에이치플러스 에코㈜ URL입력

25,000

2019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친환경 저에너지 미생물 제재를 활용하여 화석연료인 유류에 의한 오염을 경제적으로 정화하는 기술 개발과 실용화
- 미래 수요 창출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과 연구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 및 지역 사회에 기여

기술의 혁신성
- 지중 미생물의 자연저감능 진단을 위한 환경미생물메타게놈에 대한 바이오인포매틱스(정보공학) 융복합 기술.
- 지중 미생물 메타게놈 정보 이용하여 미생물 제재 활용 유류오염정화 최적화 설계 지원 가능

참여 교수 역할
- 이전된 기술의 개발연구의 연구책임자임.

(지역)산업에의 기여
- 유류오염의 토양경작법에 의한 생물학적 정화의 소요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정화 처리 비용 절감.
- 지역의 유류오염 토양의 복원을 통해서 토양환경보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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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형관 10163409
시공학
/시공관

리
특허

김형관, 박소민, 방성덕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딥러닝 기반의 패치 단위 도로 크랙 검출
장치 및 그 방법, 그리고 이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해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대한민국 URL입력

10-1926561
https://doi.org/10.8080
/1020180029145https://
doi.org/10.8080/102018

0029145
2018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빠르고 정확하게 사회기반시설물의 균열을 검출하는 것은 교육연구단 주요 연구분야인 스마트 건설 분야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임.
- 본 특허에서 사용된 딥러닝 모델은 이미지 내 특징을 추출하는데 뛰어난 성능을 지니며 도로 균열 역시 높은 정확도로 검출함.

기술의 혁신성
- 기존 도로 균열 검출 방법은 특수차량을 사용하는 등 비용 및 시간 소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음.
- 본 특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도로 균열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임.

참여 교수 역할
- 참여 교수는 본 특허의 대표 발명자임.

(지역)산업에의 기여
- 빠르고 정확한 도로 균열 검출 방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기존의 방법보다 비용과 시간 소모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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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10

김형관 10163409
시공학
/시공관

리
특허

김형관, 김경석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홍수방재시설 투자결정 방법 및 시스
템

대한민국 URL입력

10-1843008

https://doi.org/10.8080
/1020160178954

2018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물 투자는 필수적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은 적극적인 투자를 어렵게 만듦.
- 본 특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함으로써 홍수방재시설에 투자함에 있어 보다 적절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함.

기술의 혁신성
- 기존의 투자방식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음.
- 본 특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여러 기후 영향을 고려한 적절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시스템임.

참여 교수 역할
- 참여 교수는 본 특허의 대표 발명자임.

(지역)산업에의 기여
- 본 특허를 통해 지자체의 의사결정자들 혹은 투자자들이 홍수방재시설에 대한 적절한 의사결정 혹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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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11

박준홍 10136997
오염토
양/지하
수복원

특허

박준홍, 노유래, 김예진

수질내 미생물 유해성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 및 방법

대한민국 URL입력

10-1865587

https://doi.org/10.8080
/1020160052760

2018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기후변화에 따른 상수원 오염이나 상수도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돗물 인체 안전성에 대한 우려 해결이라는 사회기여
-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운영관리에 관련된 기술임

기술의 혁신성
- CNT와 특정 병원성 세균 항체 이용하여 수돗물 내 저농도의 대장균 등의 병원균을 정량적으로 검출하는창의 혁신성

참여 교수 역할
- 참여 교수는 본 특허의 대표 발명자임.

(지역)산업에의 기여
- 서울시는 노후된 옥내급수관 세척 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나 옥내급수관 세척의 필요 시기와 세척 후 유지관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
링 방법이 없어서 그 사업의 수요가 크지 않았는데, 이 기술에 의해서 옥내급수관 세척 기업들의 현장 애로문제 해결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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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12

윤태섭 10179548
지반공

학
특허

김광염, 신휴성, 윤태섭

3D X-ray CT 촬영을 이용한 재료의 이방성 측정방법

대한민국 URL입력

10-1646022

https://doi.org/10.8080
/1020150080593

2016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재료 입자배열 등에 의해 발생하는 이방성은 재료의 동역학적 거동/파괴 메커니즘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이의 정확한 파악은 재난재해 대
응 연구에 필수적임.

기술의 혁신성
- 재료의 이방성 확인을 위해 기존에는 재료를 고체화한 뒤 연속적으로 재료의 단면을 성형하여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재료를 파괴
하고 막대한 시간과 노동력을 요구함.
- 본 발명은 재료의 파괴 없이 재료 내부의 3차원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X-ray CT 영상을 기반으로 재료 내 이방성 존재 여부, 이방성의 방향
의 정량적 평가, 최종적으로 산출된 이방성 결과의 가시화를 가능하게 함.
- 내부에 존재하여 표면관찰 시 육안으로 보이지 않거나 또는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사용자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이방성의 존재 여부 및 방향성에 대한 일관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기술을 제시함.

참여 교수 역할
- 참여 교수는 본 특허의 대표 발명자임.

(지역)산업에의 기여
- 본 발명은 복잡한 구조의 지반 3차원 이방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선형성, 불확실성 및 불균질성을 내재한 지반의 동역학적/파괴적 거동
평가 및 예측에 대한 Big data 연구 및 지반공학관련 재난재해 기술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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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13

최성욱 10086561
하천환

경학
특허

최성욱

준2차원 준정류 모형을 적용한 하천 퇴사 및 배사 해석방법

대한민국 URL입력

10-1497993

https://doi.org/10.8080
/1020140114507

2015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하천 퇴사 및 배사 관리 기술은 본 교육연구단의 주요 연구분야인 기후변화 적응형 기술의 요소기술에 해당함.
- 하천 하상토의 퇴적 및 침식은 하상고를 변화시켜 하천환경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보 및 댐의 저수량 및 안전성 관리에 직접 연관된 사
항임.

기술의 혁신성
- 기존 1차원 모형은 하천 단면 전체의 평균된 흐름을 계산하여 유속 및 유사량이 단면의 형상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기존 2, 3차원 모형은 흐름 해석을 위해 과도한 계산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형 하천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 흐름의 특성 시간은 퇴사 및 배사의 특성 시간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퇴사 및 배사 계산에는 준정류모형이 적절함.
- 준2차원 준정류 모형을 적용한 하천 퇴사 및 배사 해석 방법은 적절한 계산량으로 단면의 형상을 고려하여 하도에 발생하는 퇴사 및 배사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임.

참여 교수 역할
- 참여 교수는 본 특허의 대표 발명자임.

(지역)산업에의 기여
- 연구성과는 하천정비사업에서 하천 계획, 하천 관리, 하천 복원에 활용될 수 있음.
- 보 및 댐의 설치에 대한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관리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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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
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
공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14

허준행 10082674 수문학 특허

허준행, 남우성

기후변화를 고려한 비정상성 지역빈도해석에서의 확률강우량 산출
방법 및 그 시스템

대한민국 URL입력

10-1793625

https://doi.org/10.8080
/1020160070815

2017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상성 개념을 고려하여 확률강우량을 예측할 필요가 있음.

기술의 혁신성
- 경향성 강우량 데이터를 획득하고 비정상성 지수홍수법 및 비정상성 확률분포형을 이용하여 비정상성 강우량의 분포모형을 생성한 뒤 매개
변수를 추정하고 최적 모델을 선택함. 그 후 추정된 매개변수 및 최적 모델을 이용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출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비정상성
지역빈도해석에서의 확률강우량을 산출함.

참여 교수 역할
- 참여 교수는 본 특허의 대표 발명자임.

(지역)산업에의 기여
- 본 발명을 통해서 산출된 확률강우량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는 기상 재해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미리 대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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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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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15

한동석 10130365
구조해
석/이론

특허

한동석, 김종학, 김세윤, 지용수, 김봉식

자기력을 이용한 진동 저감 장치

대한민국 URL입력

10-2024366

https://doi.org/10.8080
/1020190019311

2019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기존에 보편적으로 구조물의 내진성능 향상에 활용된 탄성받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기력을 사용한 진동 저감 장치를 제안하였으며,
이는 교육연구단의 핵심연구분야인 스마트건설 분야에서 재해재난 시 사회기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에 공헌 가능함.

기술의 혁신성
- 본 발명은 지진 시 내진 장치의 복원력을 위해 요구되었던 탄성체를 자석으로 대체하였음. 지진 시 구조물에 충분한 복원력을 가하기 위해서
는 큰 부피의 탄성체와 탄성체를 고정하기 위한 복잡한 장치가 요구되었으나, 자석을 사용하여 내진 장치의 부피를 줄이고 내부 구조를 단순
화시킬 수 있도록 함. 내진 장치의 소형화는 사회기반시설의 내진 설계 시 공간의 제약을 줄여 내진 장치의 범용성 있는 활용이 가능함.
- 예측이 어려운 복합 재해재난 상황에 사회기반시설물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재해재난 방지 대책이 요구되기
때문에 본 특허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내진 장치를 제안함.

참여 교수 역할
- 참여 교수는 본 특허의 대표 발명자임.

(지역)산업에의 기여
- 본 발명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내진 받침을 제안하여 구조물의 내진 장치 산업의 영역을 넓히고, 제안된 특허를 기반으로 다양한 내진 장
치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

200 / 337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연
번

참여교
수명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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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
공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상세내용

증빙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의 우수성

16

한동석 10130365
구조해
석/이론

특허

최은철, 한동석, 정상엽, 강경원

콘크리트 균열 보수용 바이오 패치와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균열 보
수방법

대한민국 URL입력

10-1550258

https://doi.org/10.8080
/1020130163631

2015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사회기반시설물의 레질리언스 향상을 위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진단 및 평가하기 위한 기술과 함께 구조물의 보수를 위한 기술의 발전이 요
구됨. 본 발명은 콘크리트의 균열을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물의 생애주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구조물
유지보수 기술을 제안함.

기술의 혁신성
-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을 빠르고 간단하게 보수하기 위해 미생물을 사용한 균열보수용 바이오 패치를 제안함.
- 미생물 배양액이 포함된 바이오 패치를 콘크리트 균열 부위에 부착하고 미생물이 균열을 통해 침투하여 균열을 메울 수 있도록 하여, 에폭시
가 보수할 수 없는 미세균열을 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명함.

참여 교수 역할
- 참여 교수는 본 특허의 대표 발명자임.

(지역)산업에의 기여
- 미생물 배양액이 포함된 바이오 패치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균열보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기반시설물의 유지보수 산업의 시공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미세균열을 보수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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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업적물

④ 교육연구단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최근 10년)

<표 3-5> 최근 10년간 교육연구단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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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도심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난재해인 산사태에 의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등 선

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고려한 예측기술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과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사태 이력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산

사태 예측을 위한 rainfall intensity-duration threshold를 제안함.

- 산사태의 발생에는 일반적인 강우뿐만 아니라 선행강우의 영향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기위해 IETD (Inter-Event Time Definition) 개념을 적용한 강우분석을 실시하

고 최종적으로 선행강우를 고려한 산사태 예측기술을 결정함.

- 교육연구단의 핵심 연구분야인 재난재해 대응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의 증가로 예상되는 산사태에 적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l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통계분석뿐만 아니라 ROC (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plot, threat score와 같은 신뢰성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가장 적합한 기준을 결정함.

- 기존 연구들에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던 선행강우의 영향을 IETD를 적용한 강우분석 결과로부터 

정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행 강우 영향으로 인해 더 오래 지속되며, long-duration rainfall event

에 대한 강우강도가 낮은 경우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음.

l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모든 강우와 산사태 발생이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예측율이 70 - 

80%로 높은 수치를 보였고 과대평가는 1% 미만으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임.

- 산사태 발생확률을 기준으로 낮은 위험도에서 높은 위험도까지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심, 주의, 

위험, 경보 단계와 같이 단계별 산사태 예·경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확보함.

- JCR Engineering, Geological 부문 1위 저널인 Landslides (IF 4.252)에 2018년 게재되고, 우수한 피인용

도 (FWCI 2.26)를 보이며, 개발된 위험도 예측기술과 강우특성을 고려한 제안방법은 재난재해 대응 및 

기후변화 적응과 연계하여 도시의 기후탄력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사회 문제 해결형 대표업적

Moonhyun Hong, Junghwan Kim, Sangseom Jeong*, Rainfall intensity-duration thresholds for landslide prediction in South Korea by 
considering the effects of antecedent rainfall, Landslides, Vol. 15(3), pp. 523-34, 2018

203 / 337

civil
사각형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단

2 / 3

l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이탄습지 (peatland) 복원 기술은 자연 생태계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토양 탄소 저장량을 반영구적으로 

극대화하는 기후변화 완화의 핵심 기술임.

- 자연 생태계 프로세스를 활용하므로 부정적인 환경적/생태적 영향이 없으며, 비가역성과 같은 타 지구

공학 (geoengineering) 기술이 가지는 한계가 없는 지속가능한 기술임.

- 교육연구단의 핵심 연구분야인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을 선도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기

술 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BK 사업의 수혜자인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이 공저자로 참여함.

l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이탄습지 산성화가 회복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탄의 분해 및 DOC (Dissolved Organic Carbon) 방

출 현상에 관여하는 미생물학적 기작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이를 규명

하고 이탄습지 복원 기술 정립에 필요한 기반 정보를 제공함.

- 전 지구 규모의 현상 규명을 위해 넓은 지리적 분포 (한국,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를 가지는 이탄습

지 연구지에서 pH에 따른 체외 효소 활성도와 미생물 군집을 분석하여 대표성을 획득함.

l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pH의 증가는 phenol oxidase의 활성을 증가시켜 DOC와 phenolic compound의 유출을 촉진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bacteria와 fungi 군집이 관여하고 있다는 미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새로이 제시함.

- 습지 및 이탄습지 복원과 관련된 국내 시장의 규모는 400억 원 이상, 국외 시장은 약 2조원에 이르는 

등 본 연구기술을 각종 복원 사업 등에 접목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

- 또한, 본 연구기술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토양에 흡수하고 저장하는 기술적 본질을 가지므로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 습지의 오염물질 정화 능력을 활용하여 비점오염 관리와 같

은 환경 문제 해결에도 응용할 수 있음.

- JCR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 상위 7% 저널인 Nature Communications (IF 11.878)에 게재됨.

과학기술 문제 해결형 대표업적

Hojeong Kang*, Min Jung Kwon, Sunghyun Kim, Seunghoon Lee, Timothy G. Jones, Anna C. Johncock, Akira Haraguchi, Chris 
Freeman, Biologically driven DOC release from peatlands during recovery from acidification, Nature Communications, Vol. 9, pp. 38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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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교육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 도로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 균열 위치 및 심각도

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하여 도로의 균열을 검출하

는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을 제시함.

- 본 교육연구단의 핵심 연구분야인 스마트 건설기술의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l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 지금까지 분쟁해결의 도구로만 사용되었던 블랙박스 카메라를 효율적인 소셜센싱 (social sensing) 기

반 도로 이미지 수집기로 사용하며 효용을 극대화함. 

- 딥 합성곱 인코더-디코더 네트워크 (deep convolutional encoder–decoder network)를 이용하여 블랙박

스 영상의 도로 균열을 식별하기 위한 픽셀 레벨 감지 방법을 제안함. 

l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천문학적인 도로 인프라 유지관리 예산 (연 788억달러, 2016년 미국 기준)의 획기적인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사기업 측면에서 UPS, FedEx, Uber 등의 물류 및 수송기업이 효율적인 교통노선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차량연료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축소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JCR Civil engineering 부문 1위 저널인 Computer-Aided Civil and Infrastructure Engineering (IF 6.208, 

1/132)에 2019년 게재되고, 탁월한 피인용도 (FWCI 6.82)를 보임.

- 본 기술은 건설 산업 키워드인 국토⦁건설 빅데이터 수집⦁활용과 기후변화시나리오 (RCP 2.6, 4.5, 

6.0, 8.5)와 연계한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전략 도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화 우수성에 의해 2019년 연세기술지주 기술로 선정됨.

산업 문제 해결형 대표업적

Seongdeok Bang,  Somin Park,  Hongjo Kim,  Hyoungkwan Kim*, Encoder–decoder network for pixel‐level road crack detection in 
black‐box images, Computer-Aided Civil And Infrastructure Engineering, Vol. 34(8), pp. 713-7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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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역량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l 연구역량의 우수성

- 참여교수진의 전체 논문 ([첨부 7-1]) 중 최근 3년간 JCR IF/ES ranking 상위 5%, 10%, 25% 저널에 게

재된 비율은 각각 30.8%, 45.1%, 64.3%로 상위 저널 논문 게재 비율이 매우 높으며, 저널 중심 질적 

우수성 향상을 위한 3단계 BK21사업과 본교의 지원 성과로 판단됨.

- 교육연구단의 대표업적물(<표 3-2>, <표 3-4>, <표 3-5>)이 교육연구단의 4대 핵심연구분야에 모두 분

포하고 있으며, 네 가지 연구 분야 간 융복합 실적 또한 다수 확인됨.

·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자연재해 모니터링 및 사전 예방, 사회기반시설 극한환경 안정성 향상

·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수환경 시나리오 도출,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적응력 평가

· 스마트 건설: 사회기반시설 AI & Data Science, 3차원 공간 정보 및 BIM 자동화

· 에너지·자원 순환: 에너지 절약형 환경관리 기반시설, 폐자원 순환 인프라 및 그린 수소

l 연구역량 향상 전략 및 평가 지표 설정

- 2020 QS 평가에서 교육연구단의 피인용 점수는 88.4로 Civil and Structural Engineering 분야 수위권인 

UC Berkeley (92.6), NUS (96.2)에 비해 낮아 지속적인 연구역량 향상이 필요함.

- 상위권 저널 게재 중심의 기존 연구역량 향상 지원을 논문의 영향력 강화, 과학기술·산업·사회 문

제 해결을 위한 주제 발굴-연구 수행-연구성과 확산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발전시킨 1) 연구역량의 

질적 향상, 2) 융복합 연구 활성화, 3)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 연구역량 향상 전략을 수립함.

- 사업기간 동안 참여교수 1인당 연간 환산보정피인용수, 참여교수 평균 h-index, IF/ES 상위 5% 게재율

을 각각 20%, 15%, 10% 향상시켜 최종적으로 2.45, 23.7, 34%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표 1] 교육연구단의 연구목표 달성도 평가를 위한 연도별 연구역량 지표

연구역량 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참여교수 1인당 연간 
환산보정피인용수

2.04 2.10 2.15 2.20 2.25 2.30 2.35 2.45

참여교수 평균 h-index 20.6 21.0 21.4 21.8 22.2 22.6 23.0 23.7

IF/ES 상위 5% 게재율(%) 31 32 32 33 33 33 33 34

✽ 교육연구단 비전 달성과 QS ranking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연구역량 향상 전략과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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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역량 향상 계획

(1) 연구역량의 질적 향상

l 4대 핵심연구분야에 교원, 연구인력, 연구 인프라 집중 투자

- 우수 전임교원 충원

· 핵심연구분야 중심으로 전임교원수를 2027년까지 27명으로 확대하는 중장기 교원 충원계획 수립

· 본교 정책: 퇴임교원 2배수 규모 신임교원 BK 학과 우선 배정, 학과별 2년 단위 TO 배정 및 선사

용·차기년도 이월 허용, 상시채용·특별채용 확대

[표 2] 건설환경공학과 중장기 교원 충원계획

단계 채용 퇴직 전임교원 비고

2021 – 2023 4 2 23 핵심연구분야 별 1명씩 충원 (2021년 스마트건설, 스마트도시인프라)

2024 – 2027 8 2 27 핵심연구분야 연구비 수주 실적과 연구성과 질적 우수성에 따라 충원 TO 차등 부여

- 최상위 전임교원 초빙

· 핵심연구분야별 최상위 선도연구자 초빙 (본교 국가과학자급 교외선도연구자 유치사업 활용)

- 우수 연구인력 집중 지원

· 핵심연구분야에 최우수 신진연구인력 (Resilient Infrastructure Technology, RIT Fellow), 우수 박사과

정 (연세건설환경 Fellow), 테크니션 우선 배치 (본교 YFL 해외우수 신진인력 초청사업, 교내 박사후

연구원 지원, 테크니션 지원 활용)

- 연구 인프라 집중 지원

· 교육연구단은 우수 교원에게 공간 및 기자재를 추가 지원해 왔으며, 적극적인 인프라 재배치와 연구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핵심연구분야에 연구·실험 공간 및 기자재를 집중 배정할 계획임.

l 세계 최상위 연구 수월성을 위한 생애 전주기 맞춤형 연구역량 지원

- 신임, 중견, 리더 교원별 핵심연구역량을 설정하고 맞춤형 연구역량 향상 사업을 지원함.

[표 3] 교육연구단, 공과대학, 대학본부의 생애 전주기 맞춤형 참여교수 역량향상 지원 사업

대상 핵심역량 교육연구단 공과대학 대학본부

신임
교원

도전적
연구

- 레질리언트 연구정착금 (3천만원)
- 3년간 강의시수 3학점/년 경감 
- RIT Fellow⦁우수 대학원생 우선 배정
- 업적계획서 (AP, Achievement Plan)를 

통한 혁신적 연구 독려

- 신임교원 예산 
지원사업, 정착 지원금 
(5천만원)

- 정산 전담인력 지원

- 미래선도연구사업 (1억5천만원)
- 신임교원 연구정착금 (1천만원)

중견
교원

선도적 
연구

- 상위 30% 참여교수에 대해, 사업비 
추가 지원, 강의 시수 경감, 인프라 
추가 제공 (대학원생 연구 공간, 실험 
공간, 기자재, 테크니션, 행정 지원)

- AP를 통한 중장기 연구 성과 독려

- 미드커리어 우수교원 
지원사업 (2천만원)

- 정산 전담인력 지원

- 연세시그니처 3/4/5 연구지원사업 I 
(5년동안 20억원/년 지원, 단독연구)

- 언더우드 특훈교수 (강의시수 경감, 
연구학기, 공간 우선 배정)

- FTE (full-time equivalent: 연구비 확보 
성과 우수 교원 강의 시수 경감)

리더
교원

연구성과 
확산

- 국제⦁국내⦁교내 연구 리더십 지원
- 산학협력 중점교수 임명
- 교원창업 휴직

- 장기⦁대형 사업 
기획을 위한 다학제 
연구모임 지원

- 정산 전담인력 지원

- 연세시그니처 3/4/5 연구지원사업 II 
(5년동안 20억원/년 지원, 융합 
연구그룹 육성)

- 연구트랙 명예특임교수 (연구 
우수교원의 퇴직 후 연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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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우수 논문 지원

· IF/ES 상위 5% 저널 게재 논문에 대한 open access 비용 지원을 통한 피인용도 향상

· 매년 핵심연구분야 별 FWCI 최우수 논문 선발, 시상, 대외 홍보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및 안전 강화

· 본교 정책에 따라 연구윤리 및 연구실 안전에 대한 엄격한 관리

·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에게 연구윤리와 안전 관련 문제 발생 시 연구위원회를 통해 고충과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함.

l 질적 성과 기반 평가 및 인사 제도

- 참여교수 경쟁 체제 강화: 질적 연구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미참여 교수의 교육연구단 진입 보장

- 해외 석학 평가 및 멘토링:

· 교육연구단은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분야 석학으로 구성된 해외 평가단을 활용하여 정교수 승진 

평가와 박사과정 논문심사를 수행해 옴.

· 해외 평가단을 핵심연구분야별로 보강하고, 인사평가, 참여교수 멘토링, 교육연구단 컨설팅 수행

· 재난재해⦁복합재난: Glaucio H. Paulino (Scopus h-index 59) 외 4인, 기후변화 적응: William Mitsch 

(Stockholm Water Prize 수상) 외 4인, 스마트건설: Carl T. Haas (ASCE Computing in CE Award 수

상) 외 4인, 에너지⦁자원순환 Ashok Pandey (HCR 2019) 외 4인

- 정성평가 기반 연구업적 평가 제도 개선

· 2020-2학기부터 대표논문의 과학기술적 탁월성 및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효과, 질적 정량지표 

(FWCI, h-index), 국제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한 정성평가 기반 연구업적 평가 시행

· 해외 평가단 인사평가 참여를 통한 연구수월성과 공정성 확보

· 본교 정책: 질적 평가 지표 개발 및 제공 시스템 구축, 질적 지표와 국제 공동연구 기반 승진 제도

(2) 융복합 연구 활성화

l 과학기술 문제 해결형 다학제 융복합 연구 발굴 및 수행 지원 

- 본교 지원 사업과 대학중점연구소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기반시설 연구센터) 등 교육연구단 자체 예

산, 인프라, 인력을 활용하여 국내외 대학·연구소 및 타 학과와의 융복합 주제 발굴, 연구 기획, 공동

연구 수행을 지원함.

[표 4] 다학제 융복합 연구 발굴 및 수행을 위한 교육연구단, 공과대학, 대학본부의 지원 사업

네트워크 교육연구단 대학본부 및 공과대학

해외 
대학 및 
연구소

- HUB 국제기관, 해외 평가단, 복수학위·MOU 대학 연구자와의 
오프라인, 온라인 (Inbound, Outbound) 교류

- RIT 포럼을 통한 해외 연구자와의 교류
- 국제연구클러스터 지원 및 seed money 제공
-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공동연구실 및 온라인 회의실 제공
- 국제업무 전담 행정인력, 기자재, RIT Fellow, 테크니션 지원

- 연구처: YFL 해외우수교원초청지원사업, 해외 
공동연구자 매칭 사업, 세계 Top 
연구중심대학과의 공동연구 seed money 
지원 사업, 국제공동연구 인센티브

- 대학원: New 국제화인프라구축지원사업

국내 
대학 및 
연구소, 
타 학과

- 국내 연구중심대학과의 상호 겸직 확대, 타 학과 겸직 교원 임용
- RIT 포럼을 통한 국내 다학제 연구자와의 교류
- 타 학과·타 대학·연구소 연구진이 참여하는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연구클러스터 활동 지원
- 고위험 돌파형 연구주제에 대해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기반시설 

연구센터 사업비를 활용한 자체 seed money 제공
- 공용 연구·실험 공간, 기자재, RIT Fellow, 테크니션 지원

- 연구처: 연세 3/4/5 연구지원사업 II
- 공과대학: 개방형 연구단 (참여교수진이 

기후변화 적응 방재 연구단, Smart city 
연구단, Water 4.0 연구회 운영 중)

- 미래전략팀: 연세대-포스텍 개방공유 협력 
사업 (강호정, 김연주, 김상현, 김형일 교수 
포스텍 겸직 임용)

- 대학원: 신촌지역 대학원 다학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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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산업·사회 수요 기반 융복합 연구 발굴 및 수행 지원

- 산업·사회 교류를 통한 문제 해결형 연구주제 도출 → 융복합 연구수행 → 문제 해결 적용 및 확산 

→ 수요 기반 연구수요 발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

- 본교 지원 사업과 교육연구단이 보유한 산업·사회 연계 연구과제 및 인력양성사업(원자력발전소 내

진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고급트랙, 환경에너지 대학원 인재양성 프로그램, 임시구조물 스마트안전확보 

기술 개발 연구단,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기반시설 연구센터 등)의 산업체·사회 네트워크와 예산을 활

용하여 사회와 산업 수요 기반한 연구 발굴, 연구 기획 및 수행을 지원함.

l 교육-연구 연계 선순환 지원

- 융복합 연구주제 도출을 위한 연구수요 기반 교육과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함.

[표 5] 교육연구단과 대학본부의 연구-교육 연계 선순환 지원 사업

(3)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

l 국제 학계 대상 연구성과 인지도 향상 지원

- 국제 학계 네트워크 강화

· HUB 대학 네트워크를 HUB 국제기관 네트워크로 확대하여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 외국인 전임교수 (Kumar, Univ. of Stavanger, Norway 겸직)를 통한 유럽 대학과의 협력 강화

· 핵심분야별 국제 학술행사 정례화하고, 활성화된 학술행사를 바탕으로 국제 학술단체 설립 지원 

- 교수진의 국제 연구 리더십 활동 지원

· 국제 리더십 활동 (최상위 저널 편집회의 및 국제학회 위원회 활동, 최우수 저널 편집위원장 초청 

및 특강, 해외 유명 대학 겸임교수 활동, 국제학술대회 유치 및 개최 등)에 국제화 지원 집중

· HUB 국제 기관, 해외 평가단, 복수학위·MOU 대학 소속 석학과의 리뷰 및 연구 논문 작성 지원

- 온라인 국제교류 지원

· HUB 국제기관, 해외 평가단, 복수학위·MOU 대학에 Newsletter 정기 발송

· 교육연구단 연구성과 홍보 webinar 개최 및 MOOC 강좌 개설 (사업단 내 온라인 회의실 활용)

l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

- HUB 산업체, 산학협력 중점교수와 본교의 산학협력 선순환 플랫폼을 활용한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 창업 트랙과 본교의 창업지원단을 활용한 실험실 창업 지원

교육 연계 교육연구단 대학본부

연구 수요 
기반 교육

- 교수-학생 공동설계 융합 교과목 개설 (2020년 1학기:  
도시인프라디지털트윈)

-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교과목 개설 (2020년 1학기: 지역사회문제해결형 RIT)
- 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 해결형 개별지도연구 교과목 개설
- 학생주도 학습 (세미나 및 저널클럽) 지원

- 대학원: 대학원생 융합연구 
네트워크, 사회문제해결 
워크스테이션,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 미래융합연구원: Junior ICONS

연구 성과 
반영 교육

- 연구성과 상위 50% 참여교수의 교과목 개발 및 개선 지원 (R2E: Research to 
Education)

- 신진연구인력 교육 참여 (VIP: Vertical Integration Program)

- 대학원 교과목 개발 지원 사업
- LT (Learning by Teaching)
- UT (Undergraduate Tutorial)

(박준홍, 김상현, 김형일 운영 중)
- 미래융합연구원: 다학제간 융복합 연구 주제 

발굴 (참여교수진이 연세 융합안전연구센터, 
환경융합 연구센터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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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교육연구단, 공과대학, 대학본부의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 사업

l 지역·사회 대상 연구성과 확산

- 국내외 지역 및 사회 대상으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연구수요를 발굴하는 선순환 구현

[표 7] 교육연구단, 공과대학, 대학본부의 연구성과 공유 지원 사업

- 온라인 성과 공유

· SNS를 활용한 핵심 연구 분야 주요 연구 성과 홍보 및 상시 기술 수요 조사

· 참여교수 보유 기술을 기술요약서 형태로 작성하여 지역사회 및 산업체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4) 실행방안 추진을 위한 조직과 지원

l 연구몰입을 위한 교육연구단 연구지원 조직 운영

- 대학중점연구소 예산으로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

- 행정지원: One-stop service를 위한 교수 3인당 1명 수준의 연구행정지원인력 (외국인 전담 포함)

- 연구위원회: 대학중점연구소장이 위원장 겸임, 교수·핵심연구분야·클러스터 평가

- 대외협력위원회: 우수 교원·신진연구자 후보 발굴, HUB 네트워크 관리, 연구성과 홍보

l 산학협력 중점교수 활용

- 학과 소속 산학협력 중점교수 (김형관, 김장호)

· 산학협력 연구성과 우수 정교수 선정 및 강의시수 3학점/년 경감

· Eagle 포럼, 온라인 플랫폼, HUB 산업체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 주관

- 공과대학 소속 (전임) 산학협력 중점교수 (김창덕)

· 산업체 매칭 및 기술이전 지원

대상 교육연구단 대학본부 및 공과대학

시민 - 연구성과 리빙랩 적용 및 피드백
- 시민 대상 연구성과 설명회 및 교육·연구 수요조사

- 미래교육원: 열린 시민대학
- 공과대학: 연세 지역사회문제 데이터베이스

정부,
지자체

- 연구성과 활용 정책 수립 및 제안
-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상 기술 교육

- 연세대-서북 3구 산학협력 MOU
- 인천광역시의회-연세대 MOU

국제사회 - HUB 국제기관을 활용한 개도국 대상 기술교육 및 적정기술 적용 - 글로벌사회공헌원: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산학협력 교육연구단 대학본부 및 공과대학

사업화 - HUB 산업체, 산학협력 중점교수 
활용 산업체 매칭 및 기술이전 
지원

- 우수 특허 선정 및 국내외 출원, 
등록, 유지비용 선별 지원

- 산학협력단: 연구자·기업 수요 맞춤형 연구성과 관리
- 기술지주회사: 특허 수요기업 상시 발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교원주도 

기술이전 발명자 보상, 기업 수요기반 특허 매칭 (특허갭펀드 사업)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중소기업 매칭 및 기술개발 지원

창업 - 창업 트랙 (박사과정) 운영을 
통한 실험실 창업 지원

- 창업 교원 3년간 휴직 및 규제 완화 (허준 교수 Conworth 창업)
- 창업지원단: 사업화 아이템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Techstar), 대학원 창업 

지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교원 창업 이해관계조정 프로그램 
(Y-V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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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2.1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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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연구단의 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실적 분석

l 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 해결 및 확산 실적 분석

- 연구수행 ([첨부 6-1], [첨부 6-2], [첨부 6-3])을 통해 도출한 연구성과 (<표 3-3>, <표 3-4>, [첨부 

7-1])가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분야 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됨.

-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술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 성과는 사회 문제 해결에, 스마트 건설 기

술과 에너지⦁자원 순환 기술 개발 성과는 산업 문제 해결에 중점적으로 기여함.

[표 1] 교육연구단의 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실적

- 문제 해결 성과를 시민·지역·산업체 전반으로 확산한 실적 다수 보유

[표 2] 문제 해결 성과의 시민·지역·산업체 확산 실적

핵심 연구분야 문제 유형 세부 문제 기술 개발을 통한 해결 기여

재난재해ㆍ복
합재난 대응 
기술

과학기술 재해의 불확실성 - 미래 강우량 산정 및 극한 홍수 방어기준 정립
- 동아시아 규모 가뭄 재난 발생 예측 시스템 개발

사회 재난재해 대응 - 산사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재해 대응 구조물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 홍수 유량 별 저류터널 운용방법 제시
- 지진해석 오픈 플랫폼 구축
- 구조균열해석 프로그램 개선 및 실무지침 보급

기후변화 적응 
기술

과학기술 기후변화 원인 및 영향 - 국내 CO2 흡수량 신규 산정

사회 레질리언트 설계 - 기후변화 고려 사회기반시설 설계 매뉴얼 발간
- 수문자료빈도해석 프로그램 개발
- 기후변화대응 지반구조물 설계기술 개발
- 극한기후 콘크리트 설계법 적용

스마트건설 
기술

과학기술 생애 주기 비용 분석 - 재해를 고려한 인프라 투자 분석 방법론 개발 및 보급

산업 국토⦁건설 빅데이터 -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한 도로 균열 감지 기술 개발
- X-ray를 이용한 건설재료 이미징 및 건전성 평가 관련 창업 
-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 및 보급
-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개편

에너지ㆍ자원 
순환 기술

과학기술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 바이오수소 생산 상용화 및 개발도상국 진출
- 반도체 기반 태양광 수소 생산 기술 개발

산업 현장 맞춤형⦁표준화 - 가축 매몰지 소멸화 기술 현장 적용
- 고도산화공정 성능평가방법 개발 및 ISO 표준안 채택

순환형 자원 - 시멘트 대체 혼화재 및 재생골재 사용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

시민 지역 (정부, 국회, 지자체) 산업체

- 리빙랩 운영 (정상섬, 한동석)
- 서울시 물순환시민위원회 (박준홍)
- 시민 대상 교육 (정상섬, 강호정, 

박준홍, 김형관)
- 시민 대상 교양서적 발간 (강호정, 

정상섬, 박준홍)

- 기후변화를 고려한 사회기반시설의 설계매뉴얼 
(정상섬)

- 서울시 지하수 관리방안 (정상섬) 
-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 국가 설계기준 반영 (허준행)
-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상 기술 교육 (김형관)
- 공간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지자체 보급 (허준)
- 국회 미래연구원, 물포럼 (박준홍)
- 정책 제안서 (Water Engine) 발간 (박준홍)

- 실무지침 제공 (박경수, 
이준환)

- ISO 국제표준 개발 
(김형일)

- 실무자 기술교육 (김형관)
- 교수 창업 (윤태섭, 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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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핵심 연구분야별 참여교수의 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 해결 실적

l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술

- 과학기술 문제 해결: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 설정 및 국가 설계기준 반영, 동아시아 규모 가뭄 재난 발

생 예측 시스템 개발

- 사회 문제 해결: 산사태 모니터링 시스템 리빙랩 및 지진해석 오픈 플랫폼 구축, 재해 대응 구조물 안

전성 평가, 홍수 유량별 저류터널 운용 기술 개발, 콘크리트 비선형 전산해석 및 설계 실무지침 출판

교수 과학기술 문제 해결 기여 내용

허준행 첨단기술 기반 하천운영 및 관리 선진화 연구단의 세부과제인한국형 수문량 분석 선진화 기술 개발 (국토교통부, 2012 - 
2017)의 연구책임자로, 수문자료의 지역빈도해석 (regional frequency analysis) 기법을 개발함. 본 연구결과는 기존 국내 
지침을 대체한“홍수량 산정 표준지침 (환경부, 2019)”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포함되어 국가 설계기준으로 
반영되었음. 이에 따라 홍수량 산정의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향후 일부 기술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홍수량 산정이 가능케 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기후변화 수자원 적응기술 개발 연구단의 단위연구과제 책임자로 
극한홍수 방어기준 개발 (2014 - 2019)을 수행함. 본 연구에서는 향후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시나리오 기반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홍수량의 변화를 추정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 방어 기준 정립에 기여함. 
(활용 연구실적: Development of an unbiased plotting position formula considering the coefficient of skewness for the 
generalized logistic distribution, JOURNAL OF HYDROLOGY, 2015)

김연주 가뭄 재난/재해 예측의 정확도가 낮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김연주 교수 연구실은 이를 위한 가뭄 모니터링 및 예측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수문생태 자료-모형 융합을 통한 가뭄 예측 향상 연구(2015 - 2018), 생태수문학적 
지면자료동화를 통한 하천수 가뭄 예측 개선 (2015 – 2018) 등을 통해 원격탐사 자료 및 모형 기술을 융합하여 동아시아 
규모 수문생태학적 가뭄 예측 시스템 (CLM-BGC/DA)을 개발함.
(활용 연구실적: Assessment of regional threats to human water security adopting the global framework: A case study in 
South Korea,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2018)

교수 사회 문제 해결 기여 내용

정상섬 재난재해의 빈번한 발생으로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섬 교수 연구실에서는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기반시설 연구센터 (ERC, 2018 – 2027) 연구를 
통해 연세대학교 북쪽에 위치한 안산에 WSN (Wireless Sensor Network)를 이용한 산사태 안정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산사태-토석류 실시간 해석 모델을 개발함.
(활용 연구실적: The Effectiveness of a Wireless Sensor Network system for Landslide Monitoring, IEEE Access, 2019)

한동석 지진 재난 및 복합재난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재난 상황에 대한 스마트시티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고 있음. 이를 위해 2019년 3월에 체결된 연세대-서북 3구 산학협력 MOU를 기반으로 서북 3구를 
대상 지역으로 한 대규모 지진 재난의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지진해석 오픈 플랫폼 프로토타입 구축 
기획 연구 (2019)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진행함. 지진해석 오픈 플랫폼 프로토타입을 구축하는 기획연구 결과는 
지역별 안전성과 복원력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활용 연구실적: Seismic Fragility Analysis of Base-Isolated LNG Storage Tank for Selecting Optimum Friction Material of 
Friction Pendulum System, Journal of Earthquake and Tsunami, 2019)

김장호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 사고 및 테러 등으로 인해 방호·방폭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기반시설인 원전격납고와 LNG탱크에 사용되는 2방향으로 구속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극한하중에 대한 연구 (극한 폭발/화재 하중 복합손상에 대한 PSC원전 격납구조물 정밀 해석기반 규제용 성능중심형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2015~2017)를 수행해 극한하중 시뮬레이션 데이터 수집, 성능취약확률 평가, 방호설계 수정을 
통해 콘크리트 설계변수가 요구 성능취약 확률을 만족하는지 검토하는 성능중심설계를 구축함.
(활용 연구실적: Evaluation of blast resistance and failure behavior of prestressed concrete under blast loading,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 2018)

최성욱 전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강우량 발생빈도는 감소하지만 강우강도는 증가하고 있고, 이런 수문학적 
환경변화는 도시지역의 국지성 홍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킴. 우리나라는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높으므로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였을 때 외수범람보다는 내수침수에 의한 피해가 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지역 홍수량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역에 일시 저류하였다가 하천으로 방류하는 지하터널을 활용한 저류조 건설이 제시되고 있음. 최성욱 교수는 
현대건설의 의뢰로 저류터널 내부의 유수흐름에 대한 분석 (2019 - 2020) 연구를 수행하고, 전산유체역학을 이용하여 
저류터널 내부의 유동을 수치해석 하였으며, 발생 가능한 사고유형의 분석과 발생 유량별 최적운용방법을 제시함.
(활용 연구실적: Prediction of Local Scour around Bridge Piers using the ANFIS Method, NEURAL COMPUTING & 
APPLICATION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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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후변화 적응 기술

- 과학기술 문제 해결: 국내 CO2 흡수량 신규 산정을 통한 국가 탄소배출권 확보 기여

교수 과학기술 문제 해결 기여 내용

강호정 파리협약 이후 온실기체 배출 감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강호정 교수 연구실은 산림청 주관 신기후체제대응연구사업을 수행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하여 온대/아열대/난대 산림 토양의 메탄 산화량을 실측하고 국내 산림 전체에서 산화되는 양을 
추산하여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자료를 보고하였음. 연구결과 전체 산림 이산화탄소흡수량의 4%에 
해당하는 탄소가 메탄 산화에 의해 흡수되고 있었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림 메탄 산화에 대한 신규 탄소배출권 
등록 진행과 관련된 사항이 산림청 내부에서 추진되고 있음.
(활용 연구실적: Can abundance of methanogen be a good indicator for CH4 flux in soil ecosystems?, ENVIRONMENTAL 
GEOCHEMISTRY AND HEALTH, 2015)

- 사회 문제 해결: 기후변화 고려 사회기반시설 설계 매뉴얼 발간, 수문자료빈도해석 프로그램 개발 및 

무상 배포, 지반구조물 설계기술 개발, 극한기후 콘크리트 설계법 개발

박경수 기반시설구조물과 재료의 손상 및 파괴과정 해석을 위해 ABAQUS, MAIDAS와 같은 상용소프트웨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사용하기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 실무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기위해 콘크리트 비선형 
전산해석 및 설계 실무지침 (ISBN: 978-89-6225-790-8)을 한국콘크리트학회를 통하여 출판하였음. 또한, 대표적 
상용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재료의 균열진행 해석 시, 내장함수를 이용할 경우 해석 결과의 일괄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이 연구 결과를 Mechanics Research Communication 저널에 2016년에 출판하였음. 해당 논문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Most Downloaded 논문으로 선정되어 있음 (피인용수: 30회, FWCI: 1.987). 이러한 연구결과로 ABAQUS 
내장함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ABAQUS 프로그램의 개발자인 Simulia측과 협의 중에 있음.
(활용 연구실적: Assessment of cohesive traction-separation relationships in ABAQUS: A comparative study, MECHANICS 
RESEARCH COMMUNICATIONS, 2016)

교수 사회 문제 해결 기여 내용

정상섬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폭우, 폭설 및 슈퍼태풍 등의 이상기후 현상의 빈번한 발생으로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국가선도연구센터(ERC)사업 (2011 - 2018)의 
총괄 책임자로서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이 참여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기술 관련 연구 성과를 교류할 
수 있는 전문세미나를 개최하고 공동연구 공간을 제공함.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실무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사회기반시설의 설계 매뉴얼 (ISBN 9791196090036, 2019)을 발간함. 또한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2017 - 2019)으로서 토목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학회와 학술 교류 및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각 세부 전공분야는 
물론, 지역, 세대를 넘어 관.산.학.연 전 분야의 실질적 참여 공간을 마련하고 토목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였음. 또한, 국제적으로도 여러 차례 국제 기후변화 학술대회 및 세계 산사태 포럼에서 기조연설 및 실무자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발된 기술을 일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함.
(활용 연구실적: 기후변화를 고려한 사회기반시설의 설계매뉴얼, 2019)

허준행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통합물관리 체계구축과 수공구조물의 설계수문량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정상성 및 비정상성 
수문빈도해석기법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수자원관리 및 운영에 기여하였으며, 국내 수자원 설계사,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다양한 자료에 대한 빈도해석 수행 시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문자료 빈도해석 프로그램인 Frequency 
Analysis of Rainfall Data(FARD)를 1998년 (FARD98)에 최초로 개발하여, 이후 FARD2002, FARD2006, FARD2013 (영문) 등 
현재까지 꾸준한 업그레이드와 무상 배포를 통하여 국내․외 빈도해석 분야의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함.
(활용 연구실적: Identific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climate indices and long-term precipitation in South Korea using 
ensemble empirical mode decomposition, JOURNAL OF HYDROLOGY, 2018)

이준환 점진적 및 급진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기후변화 인자에 대하여 기초 및 지반구조물 거동 평가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형 
도심 지반구조물 설계 기술 연구 (2011 - 2018)를 수행하였으며, 송전 구조물과 같은 에너지 구조물의 경제적, 효율적 
설계를 위하여 최적 기초형식 개발 및 국내 여건에 최적화된 신뢰성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또한송전철탑 기초용 
마이크로파일 해석모델 연구 (2012 - 2014)를 통해 개발된 에너지기초구조물 최적 설계기술은 현재 한국전력의 신기술 
도입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직접 적용되고 있음. 도출된 장단기 기후변화 관련 지중조건 변화분석과 기초성능 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연구원, 지하정보기술 연구소 등 중점지역 핵심 연구소와의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최적기술 
적용 및 시급연구과제 자문 등의 협업과 기초자료 제공 등의 벤치마킹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에 
핵심적인 지하수 유동해석, 지반함몰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활용 연구실적:　Interpretative analysis of lateral load-carrying behavior and design model for inclined single and group 
micropiles, JOURNAL OF GEOTECHNICAL AND GEOENVIRONMENTAL ENGINEERING, 2018)

김장호 극한기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온도조건, 습도조건, 풍향조건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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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스마트 건설 기술

- 과학기술 문제 해결: 재해를 고려한 전주기 비용분석 기반 인프라 투자 분석 방법론 개발·보급

- 산업 문제 해결: 차량 블랙박스 활용 도로 균열 감지 기술 개발, X-ray 건설재료 이미징 기술 창업,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보급,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개편

미칠 수 있는 조건을 선택하는극한기후에 대한 Multi-climate 콘크리트 기술 개발 (2015 - 2018)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기후에서 양생된 콘크리트의 강도 및 내구성 실험데이터를 확보하고 콘크리트 시방서의 내구성 예측식을 
요구만족기준으로 정하고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활용하여 만족도 곡선을 도출하는 성능중심형 설계법을 구축함.
(활용 연구실적: Methods to enhance the guaranteed tensile strength of GFRP rebar to 900 MPa with general fiber volume 
fraction,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 2015)

교수 과학기술 문제 해결 기여 내용

김형관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사회기반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미약한 실정임.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김형관 교수 연구실은 2011년부터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기반시설의 경제성 분석 및 투자전략을 연구해 왔으며 도출된 인프라 투자 분석 방법론을 설계사, 
시공사, 에너지기업, 공공기관 등에 전수하고 있음. 2015년 이후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주관하는 엔지니어링 
해외프로젝트 파이낸싱 실무과정에서 7차례에 걸쳐 해당 방법론을 산업계와 공유하였으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공동으로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실무자 기술교육 (2017)과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포럼 
(2018)을 진행하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함.
(활용 연구실적: Using real options for urban infrastructure adaptation under climate change,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2017)

교수 산업 문제 해결 기여 내용

김형관 도로 균열 위치 및 심각도에 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기법에 대하여 도로망 유지관리 정보 생성을 위한 일반 차량 탑재 
모바일 기기 기반 도로 균열 검출 및 도로 미래 수명 예측 기술(2017-2019) 연구를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하여 도로 크랙을 검출하는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함. 천문학적인 도로 인프라 유지관리 예산 (연 788억달러, 
2016년 미국기준)의 획기적인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사기업 측면에서 UPS, FedEx, Uber 등의 물류 및 수송기업이 
효율적인 교통노선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차량연료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축소 등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됨. 해당 기술은 2019년 연세기술지주 우수기술로 선정됨.
(활용 연구실적: Encoder-decoder network for pixel-level road crack detection in black-box images, COMPUTER-AIDED CIVIL 
AND INFRASTRUCTURE ENGINEERING, 2019)

윤태섭 기반시설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비파괴분석 및 유지보수 시장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건설재료의 내부구조 분석이 가능한 X-ray를 이용한 비파괴 분석법은 ASTM E1672, ASTM 1814, ISO DIS인증 15709-1을 
통해 새로운 산업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X-ray를 이용한 재료 검사의 국내시장은 전무하며 국외의 경우 다국적 형태로 
최근 10년간 시장이 창출되고 있음 (INGRAIN, FEI, GEOTEK). 윤태섭 교수는 2015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의 ㈜ECME를 
공동창업하여 대주주 및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3차원 X-ray를 이용한 건설재료 이미징 및 설계정수 산출, 재료손상정도 
및 내구성 평가, 3D 프린팅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건설-환경-에너지 관련 재료 이미징 및 분석을 통해 국내 
미개척 건설재료 평가 관련 시장을 창출하였고, 관련 특허 2건 등록 및 15편의 SCI논문을 출판함.
(활용 연구실적: Liquid CO2 Fracturing: Effect of Fluid Permeation on the Breakdown Pressure and Cracking Behavior,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 2018)

허  준 스마트시티가 국가적 아젠다로 진행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도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인력이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이유임.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허준 교수 
연구실은공간빅데이터 일괄 분석 콤포넌트 개발 (2014 - 2019) 연구를 통해 공간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여, 
데이터는 있으나 분석 역량이 부족해 빅데이터 분석 기반 도시운영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들에게 분석 
플랫폼을 제공함. 2019년 송도 신도시, 세종시에서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여 여성 안전 귀가 경로 분석, 미세먼지 
피해저감 분석 등 실제 도시 문제 해결에 사용함. 또한 Passenger Finder라는 택시기사에게 승객 하차 후 어느 곳으로 
가야 승객이 많은지를 가이드 하는 앱을 개발했으며, 해당 앱을 택시관제 업체인나비콜을 통해 공급할 예정임.
(활용 연구실적: Automated 3D Wireframe Modeling of Indoor Structures from Point Clouds Using Constrained Least-Squares 
Adjustment for As-Built BIM, JOURNAL OF COMPUTING IN CIVIL ENGINEERING, 2016)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에는 10개가 넘는 시스템이 동시에 중복 운영되고 있었으며 공간정보 
품질관리체계가 없어 국비 1600억이 투입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가 무용지물이 되는 난맥상으로 감사원 감사,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었음. 이들 문제해결을 위해 허준 교수 연구실은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개편 연구 (2014), 
공간기반 융복합 정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전략계획 수립 연구 (2017)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을 재편하고,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센터 및 운영지침을 확립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난맥상을 
바로잡음. 허준 교수는 해당 연구실적을 통해 2016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2018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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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에너지⦁자원 순환 기술

- 과학기술 문제 해결: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린 수소 생산 기술 개발

교수 과학기술 문제 해결 기여 내용

김상현 신산업 창출과 대기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추진되고 있지만,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생산 기술의 뒷받침 없이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함.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김상현 교수는 유기성 폐자원 유래 
고효율 연속 수소 생산 공정 미생물 모니터링, 농화배양, 유전자 개량 기술 개발 (2014 - 2017), 유기성 폐자원 유래 
수소 생산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및 고율 공정, 실시간 선택압 제어, 변이균주 제작 기술 개발 (2017 – 2020) 연구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을 수소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능가하는 에너지 
생산성을 달성함. 해당 개발 내용은 최근 5년간 48편의 SCI논문으로 게재.되고, 관련된 2건의 특허가 등록됨.
(활용 연구실적: Changes in performance and bacterial communities in response to various process disturbances in a 
high-rate biohydrogen reactor fed with galactose, BIORESOURCE TECHNOLOGY, 2015)

김형일 반도체 기반 태양광 전환 기술은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가능한 반도체 물질의 태양광 
이용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효율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전환 효율의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상향변환발광 기술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김형일 교수는 한국전력의 지원을 받아 3중항-3중항 
소멸 상향변환발광 (TTA upconversion)기술을 다양한 환경에너지기반 광촉매 반응에 적용하는 연구 (3중항-3중항 소멸 
상향변환발광 기반 융합 시스템을 이용한 광(전기) 화학적 태양에너지 전환 수소생산 기술개발, 2018-2021)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폴리머 필름 및 나노입자형 원천소재를 개발해 수소대체용 에너지원인 과산화수소 
생산, 미세먼지전구체 제거용 공기청정 필름 개발 등 실제 환경에너지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활용 연구실적: Harnessing low energy photons (635 nm) for the production of H2O2 using upconversion nanohybrid 
photo-catalysts,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2016)

- 산업 문제 해결: 수처리 공정 국제표준안 개발, 가축 매몰지 소멸화 기술 현장 적용, 재생 골재 활용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

(활용 연구실적: Automated 3D volumetric reconstruction of multiple-room building interiors for as-built BIM, ADVANCED 
ENGINEERING INFORMATICS, 2018)

교수 산업 문제 해결 기여 내용

김형일 미량오염물질 및 난분해성 유해물질 처리에 탁월한 고도산화공정 (Advanced Oxidation Process)은 다양한 수처리 
분야에서 크게 주목받아 왔지만, 적합한 성능평가기준 미비로 인해 국내기업의 기술수출 등에 애로사항이 많았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형일 교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공동으로 고도산화공정 성능평가방법 국제표준안 (ISO CD 20468-7, 
Guidelines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treatment technologies for water reuse systems, Part-7 Advanced oxidation 
process technology, CD stage)을 개발했음. 본 표준안은 관련 산업군에서 세계 최초 국제표준안으로 국가 물산업 경쟁력 
강화와 향후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기술 주도권을 확보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활용 연구실적:　Photocatalytic hydrogen peroxide production by anthraquinone-augmented polymeric carbon nitride, 
APPLIED CATALYSIS B-ENVIRONMENTAL, 2018)

박준홍 박준홍 교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환경부에서 지원하는 환경에너지대학원 인력양성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하였음. 사업단 소속의 총 17명의 참여 학생이 환경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 구체적인 중소기업과의 연구협력 실적으로 다산컨설턴트 R&D 센터와 함께 구제역 
동물 사체의 파일롯 규모 퇴비화 관련 연구, 가축 매몰지 침출수 및 오염토양 정화기술을 활용해 평창군, 안성시, 
여주시, 강화군의 가축 매몰지 소멸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에이치플러스에코(주)와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 오염토양 
정화공사 및 포천시 군부대 토양오염정화공사를 수행함.
(활용 연구실적: Decision tree-based data mining and rule induction for identifying hydrogeological parameters that influence 
groundwater pollution sensitivity,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2016)

한동석 파리기후협정 (2015) 등과 국제 환경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건설재료의 개발이 매우 중요해짐. 
친환경 시멘트 기반 재료 개발을 위해 이회암 점토를 시멘트 대체 혼화재로 사용한 고내구성 에코-콘크리트 개발 (2016 
- 2019) 연구를 수행하여 이산화탄소의 주범인 시멘트 사용량을 줄임과 동시에 내구성이 우수한 콘크리트를 개발하였음. 
독일의 베를린 공과대학과 함께 국제공동연구로 재생골재 및 유기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단열콘크리트 개발 (2016 - 
2018) 연구를 수행하여, 단열 성능이 우수한 콘크리트 재료를 개발하여 에너지 측면에서 높은 효율을 갖는 단열 
콘크리트를 개발하였음. 심도 있는 재료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설재료 개발의 가속화에 기여하였음.
(활용 연구실적: Evaluation of effect of glass beads on thermal conductivity of insulating concrete using micro CT images 
and probability functions, CEMENT & CONCRETE COMPOSIT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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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2.2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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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연구단의 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전략 및 실행 계획

l 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선순환 체계 구축

- 문제 해결형 연구주제 도출 → 융복합 연구수행 → 문제 해결 적용 및 확산 → 수요 기반 연구수요 

발굴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 해결 연구 전주기 지원

[그림 1] 연구 성과를 활용한 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선순환 체계

l HUB 산업체·지역 중심 네트워크 구축

- 문제 해결 성과 공유와 새로운 문제 발굴 간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HUB 산업체 네트워크

· 교육연구단과 활발한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실적이 있는 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HUB 산업체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산업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성과 공유, 기술 수요 도출, 공동연구 수행

[표 1] HUB 산업체 네트워크 구성

- HUB 지역 네트워크

· 리빙랩과 연계한 연구 성과 적용 실적이 있는 지자체 (서울시, 서울 서북3구, 인천시), 공공기관 (서

울기술연구원, 서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ICT)), 

NGO (환경정의, 기후변화행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HUB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 문제 해

결을 위한 연구 성과 공유 및 기술 수요 도출

핵심연구분야 HUB 산업체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술 한국수력원자력, 대창E&C, 에스코알티에스, 세니츠코퍼레이션

기후변화 적응 기술 K-water, 코오롱건설, 두산건설, 라온이엔지, 에스텍컨설팅그룹, 한국항만기술단, 
브릿지테크놀로지, 홍지디씨에스, 승화명품건설, 일송복원환경, 인천공항공사

스마트건설 기술 한국비계연구원, 한국건설가설협회, 스마트인사이드, 딥인스펙션, 에이티맥스, 건원엔지니어링, 
다산이엔지, 이화공영

에너지⦁자원순환 기술 한국전력,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환경에너지O&M, 전진앤텍, 수도권매립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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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연구성과의 산업채 애로기술 해결 지원

- 애로기술 발굴, 해결, 성과 확산 및 피드백을 통한 교육연구단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역향 향

상계획과 연계함.

[표 2] 산업체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교육연구단, 공과대학, 대학본부의 지원 사업

l 연구성과의 사회 문제 해결 지원

- 시민·지역·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공학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시민 참여 연구를 수행하

며, 공공을 대상으로 연구성과를 공유하여 새로운 연구수요를 발굴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

[표 3]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연구단, 공과대학, 대학본부의 지원 사업

단계 교육연구단 대학본부 및 공과대학

사회 문제 
발굴

- 리빙랩을 활용한 시민 수요 파악
- HUB 지역 네트워크 지자체·공공기관·NGO와의 인적 

교류 및 문제 발굴
- 송도 소재 GCF (Green Climate Fund), UNSD (UN 

Sustainable Development) 활용 해외 기술 수요 파악
- 온라인 플랫폼 활용 상시 기술수요 조사

- 연세대-서북 3구 산학협력 MOU
- 인천광역시-연세대 MOU
- 글로벌사회공헌원: 지역-대학 연계 지원 (THE 2020 

영향력 평가 세계 47위, 국내 1위)
- 공과대학: 연세 지역사회문제 데이터베이스, 

Socio-technical Innovation 사업 (비공대 교수진을 
포함하는 지역 사회 연계 주제 발굴)

사회 참여 
연구 지원

- 시민 참여 연구 수행을 위한 리빙랩 설치 및 운영 지원
- 공용 연구·실험 공간, 기자재, 테크니션 지원

- 글로벌사회공헌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기획 (박준홍 교수 센터장 활동)

- 공과대학: KICT-연세대 산학협력 융합 프로그램 
(한동석, 김형일 교수 학연협력 지역연계 융합연구 
사업 수행, 최성욱, 김장호 교수 KICT 학연교수 임명)

성과
확산 및 
피드백

- 시민 대상 연구성과 설명회
- 연구성과 활용 정책 수립 및 제안
-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상 기술 교육
- HUB 국제기관을 활용한 개도국 대상 기술교육 및 

적정기술 적용
- 리빙랩 적용 결과 피드백
- SNS를 활용한 핵심 연구 분야 주요 연구 성과 홍보

- 미래교육원: 열린 시민대학
- 공과대학: 연세 지역사회문제 데이터베이스
- 글로벌사회공헌원: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단계 교육연구단 대학본부 및 공과대학

애로기술
발굴

- HUB 산업체, HUB 국제기관, Eagle 포럼을 활용한 
국내 및 해외 산업체 인사와의 교류 및 애로기술 
발굴

-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활용한 산업체 수요조사

- 산학협력단: ILO (Industry liaison office)를 통한 기업의 
기술수요 및 애로기술 상시 조사

- 창업지원단: 서북권 캠퍼스타운 사업
- 공과대학: Industry Liaison 사업을 통한 산업체 기술수요 

상시 조사

애로기술 
해결

-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연구클러스터 활동 지원

- 공용 연구·실험 공간, 기자재, 테크니션 지원

- Yonsei Science Park: 벤처기업과의 공동연구 지원 
(참여교수진이 미래도시와사회연구원 운영 중)

- 연세공학원: 산학협력 연구 공간 제공
- 공동기기원: 산학협력 연구 기자재 및 분석 제공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중소기업 매칭 및 기술개발 지원

성과 
확산 및 
피드백

- HUB 산업체 기술교류 정기 워크숍: 신기술 교류, 
후속 사업화 및 공동연구 논의, 새로운 문제 발굴

- 우수 특허 선정 및 국내외 출원, 등록, 유지비용 
선별 지원

-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활용한 산업체 매칭 및 
기술이전

- SNS를 활용한 핵심 연구 분야 주요 연구 성과 홍보

- 기술지주회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교원주도 
기술이전 발명자 보상, 특허 수요기업 상시 발굴, 기업 
수요기반 특허 매칭 (특허갭펀드 사업)

- 공과대학: 연세 공대 10대 기술 선정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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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핵심 연구분야별 참여교수의 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 해결 계획

l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술

- 과학기술 문제 해결 계획

· 홍수량 산정 지역빈도해석 소프트웨어 제작 및 무상 배포 (허준행 교수)

· 기반시설인 원전구조물의 안정성 평가 기법 개발 (박경수 교수)

- 사회 문제 해결 계획

· HUB 지역 산사태 모니터링 리빙랩 확대 운영 (정상섬 교수)

· HUB 지역 재난 해석 오픈 플랫폼 구축 (한동석 교수)

l 기후변화 적응 기술

- 과학기술 문제 해결

· 국내 메탄 총 배출/흡수량을 추산을 통한 신규 탄소배출권 확보 (강호정 교수)

· 미래 기간별 확률 강우량 및 홍수량 산정 (허준행 교수)

교수 과학기술 문제 해결 기여 계획

허준행 우리나라의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 (환경부, 2019)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설계수문량을 산정 시 지역빈도해석 
방법으로 발전해가고 있지만, 수자원 설계 실무자가 지역빈도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음. 허준행 교수는 
2019년부터 지역빈도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해왔으며, 2020년 상반기에 지점빈도해석과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에서 새롭게 
제안된 지역빈도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GUI 소프트웨어 (FARD2020)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임. 기존에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한 FARD2013은 수자원, 해양, 환경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계분석 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FARD2020의 개발은 학․연․산 다양한 종사자들의 분석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향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비정상성 자료를 해석할 수 있도록 비정상성 지역빈도해석 기법을 포함하는 
영문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내․외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수공구조물 설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수행 과제: 기후변화를 고려한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설계수문량 산정 기법 개발, 2020 – 2021)

박경수 기반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응력집중계수 및 응력확대계수의 정확한 측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해당 값들을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함. 하지만, 정밀한 수치해석을 위해서 요소망 생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복잡한 3차원 구조물의 High quality 요소망 생성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요소망 생성에 
자유도를 보장하기 위해 박경수 교수 연구실에서 제시한 가상요소망 기법을 적용하여 정밀하게 응력확대계수 측정을 
하고, 가동원전구조물을 대상으로 응력확대계수 측정을 비교 검토할 예정임.
(관련 수행 과제: 콘크리트 Interfacial Transition Zone의 역학적 특성 측정 및 비선형 계면파괴 과정 예측, 2018 – 2022)

교수 사회 문제 해결 기여 계획

정상섬 연구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함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리빙랩을 캠퍼스 및 안산에 구축할 계획. 이를 통해 WSN을 
이용한 실시간 산사태 모니터링 현황을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따른 피드백을 수용하여 지역사회가 간접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관련 수행 과제: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기반시설 연구센터, 2018 – 2027)

한동석 기 수행된 지진해석 오픈 플랫폼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지진 및 복합재난 대비를 
위한 통합 시뮬레이터 및 플랫폼을 제작할 예정임. 우선적으로 연세대-서북 3구 MOU를 통해 서북 3구 도시의 지진 
시뮬레이션 기반의 재난 대응, 대피 및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것임. 스마트시티의 통합 시뮬레이터 오픈 플랫폼을 
개발하여 복합재난 상황에서의 구조물 응답 평가 및 빅데이터 기반 지진/복합재난예측 및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또한, 기반 시설물의 정확한 재난 상황 시의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물-지반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고, 구조물 응답 시뮬레이션을 통한 피해/대응 예측용 빅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별 안전성과 복원력을 
분석하여 불암감을 해소하고 복원에 요구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재난 해석 오픈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임.
(관련 수행 과제: 지진 규모 7.5 이상 견딜 수 있는 지진격리장치 상용화, 2019 – 2020)

221 / 337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civil
사각형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단

4 / 5

- 사회 문제 해결

· 서울시 지하수 보전 기본방향 및 지반침하 방지 방안 수립 (정상섬 교수)

· 기후변화 대응 기초구조물 재해도 도출 (이준환 교수)

· 미세먼지 제거 기술 개발 (김형일 교수)

· 기후변화 적응 기술 정책 도출 툴 개발 (김연주 교수)

l 스마트 건설 기술

- 과학기술 문제 해결

· ICT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통합적 스마트 재해 대응 시스템 개발 (김형관 교수)

교수 과학기술 문제 해결 기여 계획

강호정 산림 메탄산화 연구를 확장하여 습지/초지/연안/하천/도심 등 다양한 국내 생태계에서 발생 또는 흡수되는 메탄량을 
정량하여 database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를 통해 국내 메탄 총 배출/흡수량을 추산하여 신규 탄소배출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며, 각종 생태계의 메탄 순환에 기여하는 생지화학적·미생물학적 기작을 규명하고 이를 관여하는 주요 
조절인자를 규명하여, 기후변화 적응형 생태계 복원 및 보전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함. 이는 
효율적인 생태계 관리를 실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응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또한, 도심 생태계에 습지 
조성 및 관리에 본 기술을 응용하여 지속가능한 LID 기술을 고도화시킬 수 있을 것임.
(관련 수행 과제: 분자생물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생태계 온난화기체 발생 기작 규명, 2019 - 2023)

허준행 기존에 수행한 극한홍수 방어기준 개발 (환경부, 2014 - 2019)연구결과와 기후변화를 고려한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설계수문량 산정기법 개발 (한국연구재단, 2019~2022)의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미래 기간별 확률강우량 및 홍수량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크게 기여할 예정임.
(관련 수행 과제: 기후변화를 고려한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설계수문량 산정 기법 개발, 2020 - 2021)

교수 사회 문제 해결 기여 계획

정상섬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급증으로 빗물 침투량이 감소하고 지하 공간 개발로 지하수위가 저하되는 등 물 순환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지하수의 안정적인 관리방안과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굴착수반 건설공사 시 유출지하수 한계에 대한 근거마련을 통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서울시의 기후변화 및 물 
순환 정책과 관련한 장기적인 지하수 보전 기본방향 제시 및 지반침하 등 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관련 수행 과제: 굴착공사 지하수 보전 및 안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2019 - 2020)

이준환 기후변화 적응형 스마트 도심 기능 확보를 위해 홍수기와 해빙기에 집중되는 지반 공학적 재해에 대한 취약성 
평가모델과 관련 도심 지반구조물의 최적 설계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본 연구성과의 지속성과 미래 적용성을 위해 100년 
주기 이상의 장기적 기후환경 변화와 광역 도심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 이를 위해 지능형 센서 활용기술 및 데이터 
처리기술을 도입하며, 구조물 건설 시작 단계에서부터 건설 완료 후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장·단기 기상 시나리오와 
수문특성이 반영된 설계 지반변수 변동성 예측기법과 지반재해 기반의 성능저하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광역 
도심지역 대상의 기초구조물 성능저하를 평가하며 재해도를 도출할 예정이며, 제안된 최적설계 및 성능평가 기술을 
적용하여, 수문-지반 특성이 연계된 급·점진적 재해에 대한 안정성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관련 수행 과제:　스마트 데이터 처리 기술을 이용한 홍수기·해빙기의 도심 지반구조물 장단기 광역 재해 취약성 평가 
및 최적설계기술 개발, 2020 - 2025)

김형일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로 미세먼지 전구체 제거용 광산화 제거를 위한 저비용 비귀금속 조촉매를 
개발 중임. 실제 산업현장 및 가정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미세먼지 전구체 처리에 원천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관련 수행 과제: 태양광 활용 극대화 광산화/광열전환 융합촉매 기반 미세먼지 전구체 제거용 건설·복합재료 개발, 
2020 – 2021)

김연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필수적임. 김연주 교수는 수자원, 재난/재해, 
국토/연안 등의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효과 및 공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자체 단위 최적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툴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 중임.
(관련 수행 과제: Bottom-Up 물-산림-생태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평가 DB 및 모형 기술, 2018 - 2020)

교수 과학기술 문제 해결 기여 계획

김형관 2011년부터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기반시설 연구센터에 축적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결된 통합적 스마트 
재해 대응 시스템으로서 연세대학교 캠퍼스와 지역사회에 기초한 리빙랩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이는 침수, 미세먼지 산사태 등의 재해 방지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신산업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관련 수행 과제: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기반시설 연구센터, 2018 -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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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문제 해결

· 분산처리 기반 건설현장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창업 (허준 교수)

· X-ray 활용 건설재료 평가 기술 사업화 (윤태섭 교수)

· 딥러닝 기반 지반 구조물 설계 기술 개발 (윤태섭 교수)

l 에너지⦁자원 순환 기술

- 과학기술 문제 해결

· 폐기물 유래 생분해플라스틱 생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기술 상용화 (김상현 교수)

- 산업 문제 해결

· 선진국 시장 진출형 수처리 및 재이용 표준안 도출 (김형일 교수)

· 바이오수소 생산 기술 상용화 및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김상현 교수)

교수 산업 문제 해결 기여 계획

허 준 스마트건설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 3D 지형정보를 포함한 대용량 데이터의 저장, 관리, 분석이 가능한 건설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Eagle 이라는 명칭의 분산처리 기반 건설현장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했으며, 건설시공관리 및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활용해 건설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신기술에 기반한 해외 
수주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이 목표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허준 교수는 Conworth 라는 기업을 창업할 예정임.
(관련 수행 과제: 대용량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한 3차원 실내공간정보 구축 분산처리 (Hadoop) 통합 솔루션 개발, 2018 
- 2021)

윤태섭 국내 최대 X-ray 장비제조 업체인 ㈜테크밸리와 협업하고 건설재료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고부가가치 이미지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X-ray 이미징 관련 유지보수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고 확장할 예정임. 건설재료와 관련한 
설계-시공-유지관리 분야에 인공지능 및 3D 이미징 기술 접목은 학문분야의 적극적인 융복합을 통해 기존에 없던 
시장을 창출하고 신뢰도 높은 기술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수행 과제: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암석 공업파쇄 최적화 기술 개발, 2016 - 2020)

현장 경험과 경험식에 의존한 지반구조물 설계 및 시공방법을 탈피하여, 이미지에 기반한 딥러닝 기법을 지반공학분야에 
적용할 계획임. 지반내 오염물질 거동, 사면안정, 터널 시공시 막장 관리 및 지보패턴 결정 분야에서 수치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딥러닝 기반 상태평가법을 개발하여 연구재단 중견연구과제를 2020년 초 기수주하였으며, 터널설계 및 
시공업체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터널지보패턴 결정을 위한 인공지능활용 연구를 계획하고 있음. 
(관련 수행 과제:　수치해석-인공지능 연계 오염물질 평가 기술 개발, 2020 - 2023)

교수 과학기술 문제 해결 기여 계획

김상현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과학기술 난제 중 하나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생산 방법이 제시된 
바 있으나, 상용 플라스틱의 4배 이상인 생산 비용이 상용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생산 비용의 대부분은 
sucrose등의 기질 확보와 공정 멸균 비용 등이 차지함. 김상현 교수는 선행 연구를 통해 바이오수소 생산 부산물을 
모사한 혼합 유기산으로부터 PHA를 0.376 g/g VFA의 수율로 생산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유기성폐자원을 사용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상용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과 가격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관련 수행 과제: 국내 불용 유기성 자원 유래 바이오수소 및 바이오폴리머 생산 기술 개발, 2020 – 2023)

교수 산업 문제 해결 기여 계획

김형일 기 확보한 국제표준안을 바탕으로 김형일 교수팀은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수처리 기술 및 물 재이용 
분야에 표준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선진국형 표준 대응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관련 수행 과제: 태양에너지 전환 자립형 고도산화 수처리 기술 개발, 2018 - 2021)

김상현 바이오수소 생산 기술을 ㈜환경에너지오앤엠에 기술이전하여 국내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장에 상용화 중이며, 해당 
기업의 사업화 과제에 참여기관 연구책임자로서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또한 리그노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연속 
수소 생산 기술을 통해 ㈜전진앤텍에서 수행 중인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에 참여기관 연구책임자로서 개발도상국인 
인도의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수소 생산의 상용화에 참여해 개발기술의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을 추진 중임.
(관련 수행 과제: 국내 미활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수익창출형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 개발, 2019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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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국제화 현황

3.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①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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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적 학술활동 (학술대회, 초청강연, 위원회 활동 등) 

l 국제적 학술활동 실적 분석 요약

-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진은 최근 5년간 (2015.01.01 - 2019.12.31) 국제 학술대회 등에서 초청강연 22

건, 기조연설 7건, 좌장 25건, 수상 7건, 학술대회/워크숍 유치 6건 및 위원회 활동 56건의 뛰어난 국

제화 실적을 달성함.

- 국제적 학술활동 실적은 교육연구단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4대 핵심 연구분야에 고르게 분포하며, 균

형 잡힌 성과를 보임.

l 초청강연 

- 해당 기간 총 22건의 국제 초청강연 실적을 보이며 연 4.4건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특히, 정상섬 

교수의 World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학술대회 강연 (발표제목:　Adaptation technology of 

infrastructure　under climate change과 김형일 교수의 Semiconductor Photocatalysis & Solar Energy 

Conversion 학술대회 강연　(발표제목: Harnessing Low Energy Photons for Solar Photocatalysis by 

Triplet-Triplet Annihilation Upconversion）등은 본 사업단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자원순환 분야 

연구의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교육연구단은 체계적인 국제화 전략을 기반으로 참여교수의 국제적 활동 및 공동연구를 적극적

으로 지원해 왔으며, 4대 핵심연구 분야인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후변화 적응, 스마트건

설, 에너지⦁자원순환 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국제화 실적을 달성함.

✽ 최근 5년간 (2015.01.01 – 2019.12.31) 국제학회/학술대회 활동 306건, 초청 강연, 기조연설, 국제

학회 유치, 국제 수상, 위원회 활동 등 전문학술활동 123건, 국제학술지 및 저술 활동 30건 

(SCIE급 학술지 (Q1 6건, Q2 8건)에 편집장/부편집장/편집위원으로 참여) 등의 뛰어난 국제화 실

적을 보이며, 이를 통해 총 137건의 SCIE 논문을 국제공동으로 출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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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조연설

- 해당 기간 총 7건의 국제 기조연설 실적을 보이며, 특히 김상효 교수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ructural Safety & Reliability 기조연설 (발표제목: Reliability-based Approach to Performance 

Degradation Evaluation of Highway Bridges Considering Probabilistic Site Traffic Environments)과 김

형관 교수의 Engineering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echnology Conference 기조연설 (발표제목: 

Construction Information Technology for the Post Information Age)은 본 사업단이 추구하는 4대 핵심

분야 중 재난재해⦁복합재난 및 스마트건설 기술의 균형 잡힌 성과를 잘 보여주고 있음.

[표 1]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대표 초청강연 및 기조연설 실적

l 학술대회 좌장 실적

- 해당 기간 총 25건의 국제 학술대회 좌장 실적을 보이며 연 5건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특히 최성

욱 교수의 IAHR World Congress에서의 역할과 김형관 교수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Automation and Robotics in Construction에서의 활동 등은 본 사업단이 추구하는 레질리언트 사회기

반시설분야의 국제적 영향력을 잘 보여주고 있음.

l 국제학술대회/워크숍 유치 및 운영 

- 해당 기간 총 6건의 국제학술대회/워크숍 유치 실적을 보이며 연 1.2건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특히 

허준행 교수가 유치에 성공한 World Water Congress는 국제수자원협회 (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Association)가 주관하고 전 세계 130여 개국 7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적 권위의 세계 

최대 규모 상하수도 및 수자원 관련 학술대회임. 

l 위원회 활동

- 해당 기간 총 56건의 국제위원회 실적을 보이며 연 11.2건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특히 정상섬 교수

의 TC 18 (Mega foundation)의 Asian Chair와 김형관 교수의 Association for Engineering Education in 

Southeast and East Asia and the Pacific (AEESEAP)의 Secretary General은 각각 대륙과 나라를 대표

하는 국제활동으로 질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임. 

- 김형일 교수는 ISO/TC 282/SC3 기술위원으로 물 재이용을 위한 새로운 기준인 수처리기술 (고도산화

공정) 성능평가방법 국제표준안 (ISO CD 20468-7, Guidelines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treatment 

technologies for water reuse systems, Part-7 Advanced oxidation process technology, CD stage)을 개

발했음. 본 표준안은 관련 산업군에서 세계 최초 국제표준안으로 국가 물산업 경쟁력 강화와 향후 대

한민국의 국제적인 기술 주도권을 확보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대

핵심분야

참여교수 국제학술대회 / 장소 일시 강연주제

재난재해⦁
복합재난 
대응 기술

김상효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ructural 
Safety & Reliability / Vienna, Austria

2017 Reliability-based approach to performance 
degradation evaluation of highway bridges 
considering probabilistic site traffic environments

기후변화 
적응 기술

정상섬 Word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 
Valencia, Spain

2016 Adaptation technology of infrastructure under climate 
change

스마트건설 
기술

김형관 14th Engineering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echnology 
Conference / Cebu, Philippines

2017 Construction information technology for the post 
information age

에너지⦁자
원순환 기술

김형일 2017 Semiconductor Photocatalysis & 
Solar Energy Conversion / Florida, USA

2017 Harnessing Low Energy Photons for Solar 
Photocatalysis by Triplet-Triplet Annihilation 
Up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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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수상 실적

- 해당기간 사업단 참여교수의 국제학회 수상 실적은 7건이며, 특히 박준홍 교수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resources, Energy, Environment and Materials Technology 학회 Best Presentation 

award 수상과 박경수 교수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liability Engineering and Risk 

Management 학회 Distinguished Paper Award 수상 등은 교육연구단의 핵심연구 분야 중 재난재해⦁
복합재난 대응 및 에너지⦁자원순환 분야의 우수성을 잘 보여줌.

02 국제 학술지 및 저술활동 

l 국제학술지 및 저술 활동실적 요약

-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들은 최근 5년간 (2015.01.01 – 2019.12.31) 총 30건의 국제학술지 및 저술 활동 관

련 국제화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 국제학술지 편집장/부편집장/편집위원 실적 20건 (국제 SCIE 16건, 국내 SCIE 1건), 우수리뷰어 수상 5

건, 우수인용 논문 수상 2건, 국제 저술 활동 3건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국제활동 실적을 보이고 있

음. 

- 특히, 참여교수들은 교육연구단에서 선정한 4대 핵심 과학기술인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후변화 

적응, 스마트건설, 에너지⦁자원순환 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SCIE급 학술지 (Q1 

6건, Q2 8건)에 편집장/부편집장/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참여교수의 75%), 이는 사업단의 

국제화 역량을 잘 보여주는 학문적 성과라고 사료됨.

[표 2]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최근 5년간 (2015.01.01 – 2019.12.31) 핵심연구 분야별 국제 학술 편집장/부편집장/편집위원 활동실적

구분 참여교수 직위 저널 비고

재난재해·복합
재난 대응 기술

J.Jay Kim Chief Editor International Journal of Concrete Structures and 
Materials

SCIE / Q2

김상효 Editor International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윤태섭 Associate Editor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SCIE (국내) / 
Q2

이준환 Editorial Board Member Geomechanics and Engineering: An International 
Journal

SCIE / Q2

Editorial Board Member Journal of Engineering

한동석 Editorial Board Member Multiscale Science & Engineering

기후변화 적응 
기술

최성욱 Chief Editor Journal of Hydro-environment Research, 
IAHR-APD

SCIE / Q2

Associate Editor Water Environment Research, Water 
Environment Federation

SCIE

Editorial Board Member Engineering Applications of Computational Fluid 
Mechanics

SCIE / Q2

강호정 Associate Editor Ecological Engineering SCIE / Q1

Editorial Board Member Microbial Ecology SCIE /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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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제 저술 활동 실적

- 본 교육연구단의 국제 저술 활동 실적은 기후변화 적응 및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술 분야에서 

총 3건을 기록하였음. 특히 김형관 교수의 Infrastructure Computer Vision (Springer)와 강호정 교수의 

Water Ecosystem Services: A Global Perspective (Cambridge Univ. Press) 등은 본 사업단이 선도하는 

첨단 연구성과의 국제성을 잘 보여줌.

[표 3]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최근 5년간 (2015.01.01 – 2019.12.31) 국제 저술 활동 실적

03 국제 학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화 실적 (학술활동 외)

l HUB 국제기관 (대학)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화 실적 

- 교육연구단은 3단계 BK21사업을 통해 아시아, 유럽, 미주를 연결하는 12개국 18개 기관으로 구성된 

HUB 대학 네트워크 (아시아 9개 대학, 미주 5개 대학, 유럽 4개 대학)를 구축했음.

- 최근 5년 동안 (2015.01.01 – 2019.12.31) 4대 핵심연구 분야별로 공동워크숍, 인력교류, 국제공동연구사

업 수주 등 총 29건의 다양한 형태의 국제화 실적을 달성함.

·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술 분야 HUB 대학:　Technische Universitat Berlin (독일), Kyushu Univ. 

(일본), Univ. Teknologi Malaysia (말레이시아), Nanyang Technological Univ. (싱가포르), 

Zachodniopomorski Uniwersytet Technologiczny (폴란드), Institute Teknologi Sepuluh Nopember (인

도네시아), Univ. of Toronto (캐나다)

Editorial Board Member Ecosystem Services SCIE / Q1

Editorial Board Member Pedosphere SCIE / Q2

허준행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Member

Journal of Hydro-Environment Research SCIE / Q2

에너지·자원
순환 기술

박준홍 Editor Journal of Water and Health, 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SCIE

Associate Editor Water Environment Research, Water 
Environment Federation

SCIE

김상현 Guest Editor Bioresource Technology SCIE / Q1

Guest Editor Fuel SCIE / Q1

스마트건설 및 
자동화 기술

김형관 Associate Editor Journal of Computing in Civil Engineering (ASCE) SCIE / Q2

허준 Guest Editor Remote Sensing SCIE / Q1

참여교수 저서 ISBN

강호정 Water Ecosystem Services: A Global Perspective, Edited by Julia Martin-Ortega, Robert C. 
Ferrier, Iain J. Gordon, Shahbaz Khan Publisher: Cambridge Univ. Press (2015)

978-1-107-10037-4

김연주 Climate Change and Cities (ARC3.2): Second UCCRN Assessment Report, Chapter 2: Urban 
Climate Science, UCCRN by Bader DA, Blake R, Grimm A, Alverson K, Gaffin S, Hamdi R, 
Horton R. and Kim Y. (2018)

978-1-107-00420-7

김형관 Infrastructure Computer Vision 1st Edition(edited by Ioannis Brilakis and Carl Thomas Michael 
Haas) Chapter 6. Infrastructure Computer Vision for Contractors (2019) Publisher: Elsevier

978-0-128-15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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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적응 기술 분야 HUB 대학:　Univ. of Hong Kong (홍콩), Southern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중국), Laval Univ. (캐나다), Univ. of Geneva (스위스)

· 스마트건설 기술 분야 HUB 대학:　 Texas A&M Univ. (미국), Hong Kong Univ. of Science & 

Technology (홍콩), Univ. of Southern California (미국) 

· 에너지·자원순환 기술 분야 HUB 대학:　Yale Univ. (미국), Hong Kong Polytechnic Univ. (홍콩), 

National Univ. of Singapore (싱가포르), Univ. of Hong Kong (홍콩), Univ. of Stavanger (노르웨이) 

l 해외 제안서/대학 평가

-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들은 최근 3년간 (2017.01.01 – 2019.12.31) 10건의 해외 제안서 및 해외 대학평

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김형관 교수의 Swis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기후변화분

야 제안서 평가 (2019.08)와 윤태섭 교수의 Research Grants Council of Hong Kong 에너지 분야 제안

서 평가 (2017.03, 2018.03)는 연구단이 추구하는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자원순환 기술 분야의 국

제적 전문성을 잘 보여줌.

l 해외대학 겸임교수

-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는 3건의 해외대학 겸임교수 활동실적을 기록했으며, 이중 김상효 교수와 박준홍 

교수는 계속해서 겸임교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표 4]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해외대학 겸임교수 활동실적

l 해외대학 박사학위 심사 및 지도 

- 본 교육연구단의 해외대학 박사학위 심사 및 지도 실적은 최근 2년간 (2018.01.01 – 2019.12.31) 5건으

로 미주 (미국, 캐나다), 유럽 (체코), 호주, 아시아 (홍콩) 지역의 대학들과 공동연구 및 학생지도 관련

된 국제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음.

[표 5]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최근 2년간 (2015.01.01 – 2019.12.31) 해외대학 박사학위 지도 실적

참여교수 직위 대학 / 국가 기간

김상효 Adjunct Professor Mongolian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 몽고 2008년 - 현재

박준홍 Adjunct Professor Univ. of Waterloo / 캐나다 2015년 - 현재

허준 Adjunct Professor Hong Kong Polytechnic Univ. / 홍콩 2009.02 – 2017.02

참여교수 심사대상자 대학 / 국가 박사논문주제 년도

허준 Haodong 
Zhang

Hong Kong Polytechnic 
Univ. / 홍콩

A multi-criteria Performance Assessment Model for 
Cadastral Survey Systems

2018

박경수 Heng Chi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미국

Virtual Elements and Barycentric Finite Elements in 
Computational Mechanics

2018

Yuliia 
Khmurovska

Czech Technical Univ. in 
Prague / 체코

Influence of Neutron and Gamma Irradiation on 
Concrete Properties and Structural Performance

2019

김형관 Edgar 
Tamayo

Univ. of Alberta / 캐나다 Integrated conceptual design of automated modular 
construction manufacturing systems

2019

Tran Hiep 
Dinh

Univ. of Technology Sydney 
/ 호주

Summit Navigator for Local Maxima Extraction with 
Surface Inspection Application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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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 공동연구 실적

<표 3-6> 최근 5년간 국제 공동연구 실적

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1 윤태섭 Jang, Jaewon
USA/Arizona
State Univ.

Kang, D.H., Yun, T.S., Kim, K.Y., and Jang, J.
(2016) Effect of hydrate nucleation
mechanisms and capillarity on permeability
reduction in granular media,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43(17), 9018-9025

10.1002/2016G
L070511

2 윤태섭

(1) Leon, van
Paassen,

(1) Nariman,
Mahabadi,

(2) Xianglei,
Zheng

(1) USA/Arizona
State Univ.

(2) USA/Municipal
Testing

Laboratory

Mahabadi, N., Zheng, X., Yun, T.S., van
Paassen, L., and Jang, J. (2018) Gas Bubble
Migration and Trapping in Porous Media: Pore-
Scale Simulation,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Solid Earth, 123(2), 1060-1071

10.1002/2017JB015331

3 강호정

(1) Freeman,
Chris,

(2) Haraguch,
Akira,

(1) Jones,
Timothy G.,

(1) Johncock,
Anna C.,
(3) Kim,

Sunghyun

(1) UK/School of
Natural Scences,
Bangor Univ., (2)
Japan/The Univ.
of Kitakyushu, (3)
USA/Smithsonian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Edgewater

H. Kang, M.J. Kwon, S. Kim, S. Lee, T.G. Jones,
A.C. Johncock, A. Haraguchi & C. Freeman
(2018) Biologically driven DOC release from
peatlands during recovery from acidification,
Nature Communication, 9, 3807

10.1038/s41467-018-
06259-1

4 강호정

(1) Ding,
Weixin,

(2) Freeman,
Chris,

(1, 3) He,
Tiehu,
(1) Lin,

Yongxin,
(1) Liu, Deyan,

(4) Kim,
Sunghyum,

(1) Xiang, Jian,
(1) Yuan, Junji

(1) China/Chinese
Academy of

Sciences, Nanjing
(2) UK/School of

Natural Sciences,
Bangor Univ.,

Bangor
(3) China/Univ.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s,
Beijing

(4)
USA/Smithsonian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J. Yuan, J. Xiang, D. Liu, H. Kang, T. He, S. Kim,
Y. Lin, & C. Freeman, W. Ding (2019) Rapid
growth in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e
adoption of industrial-scale aquaculture,
Nature Climate Change, 9, 318-322

10.1038/s41558-019-
0425-9

5 박경수
Paulino,

Glaucio H

USA/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K. Park, H. Choi, and G.H. Paulino (2016)
Assessment of cohesive traction-separation
relationships in ABAQUS: A comparative study,
Mechanics Research Communications, 78, 71-
78

10.1016/j.mec
hrescom.2016.
0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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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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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6 김상현

(1)
Arvindnarayan

, Sundaram,
(2) Bakonyi.

Péter,
(3) Belafi-

Bako, Katalin,
(3)

Dharmaraja,
Jeyaprakash,

(2)
Nemestothy,

Nandor,
(4) Shoban,

Sutha

(1) India/R.M.K.
Engineering

College,College of
Engineering,

(2) Hungary/Univ.
of Pannonia,
(3) India/Sree
Sowdambika,

(4) India/Aditanar
College of Arts

and Science

G. Kumar, J. Dharmaraja, S. Arvindnarayan, S.
Shoban, P. Bakonyi, G. D. Saratale, N.
Nemestóthy, K. Bélafi–Bakó, J.J Yoon, S.H Kim
(2019) A comprehensive review on
thermochemical, biological, biochemical and
hybrid conversion methods of bio-derived
lignocellulosic molecules into renewable fuels,
Fuel, 251, 352-367

10.1016/j.fuel.2019.04.
049

7 김장호

(1)
Abdulkareem,

Muyideen,
(2) Ayeronfe,

Fadeelat,
(1) Majid,

Muhd Zaimi
Abd,

(1) Mohd.Sam.
Abdul Rahman

(1)
Malaysia/Universi

ti Teknologi
Malaysia

(2)
Malaysia/Universi

ti Tun Hussein
Onn Malaysia

Abdulkareem, M., Ayeronfe, F., Majid, M. Z. A.,
Sam, A. R. M., & Kim, J. H. J (2019) Evaluation
of effects of multi-varied atmospheric curing
conditions on compressive strength of
bacterial (bacillus subtilis) cement mortar,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 218, 1-7

10.1016/j.conbuildmat.
2019.05.119

8 이준환 Eun, Jongwan
USA/Dept. of Civill

Eng, Univ. of
Nebraska, Lincoln

B. Byun, I. Kim, G. Kim, J. Eun & J. Lee (2019)
Stability of bioreactor landfills with leachate
injection configuration and landfill material
condition. Computers and Geotechnics, 108,
234-243

10.1016/j.compgeo.20
19.01.006

9 허준

(1) Cai,
Wenting
(2) Duan,

Zheng
(1) Peng,
Fanchen

(1) Shuhe,
Zhao

(1) Wang,
Yamei

(1) China/Nanjing
Univ.

(2) China/Jiangsu
Center for

Collaborative
Innovation

Cai, W., Zhao, S., Wang, Y., Peng, F., Heo, J., &
Duan, Z. (2019) Estimation of winter wheat
residue coverage using optical and SAR
remote sensing images, Remote Sensing,
11(10), 1163

10.3390/rs11101163

10 정상섬

(1) Kassim,
Azman,

(2)
Saadatkhah,

(1)
Malaysia/Universi

ti Teknologi
(2) Iran/slamic

Jeong, S., Kassim, A., Hong, M., & Saadatkhah,
N. (2018) Susceptibility Assessments of
Landslides in Hulu Kelang Area Using 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Based

10.3390/su100
8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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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Nader Azad Univ. Prediction Model, Sustainability, 10(8), 2941

11 최성욱
Tsai, Christina

W.

USA/State Univ.
of New York at

Buffalo

Oh, J., Tsai, C. W., & Choi, S. U. (2015)
Quantifying the uncertainty associated with
estimating sediment concentrations in open
channel flows using the stochastic particle
tracking method,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 141(12), 04015031

10.1061/(ASCE)HY.1943
-7900.0001045

12 한동석

(1) Chung,
Sang Yeop,
(2) Linder,
Christian,
(2) Zhang,
Xiaoxuan,

(1)
Germany/Technis

che Universität
Berlin

(2) USA/Stanford
Univ.

Han, T. S., Zhang, X., Kim, J. S., Chung, S. Y.,
Lim, J. H., Linder, C. (2018) Area of lineal-path
function for describing the pore
microstructures of cement paste and their
relations to the mechanical properties
simulated from μ-CT microstructures, Cement
and Concrete Composites, 89, 1-17

10.1016/j.cemconcom
p.2018.02.008

13 김연주

(1) Aleinov, I.
(2) Kiang,

Nancy,
(3) Moocroft,

Paul
(1) Puma, M. J.

(1) USA/Columbia
Univ.

(2) U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3) USA/Harvard

Univ.

Y. Kim, P.R. Moorcroft, I. Aleinov, M.J. Puma &
N. Kiang (2015) Variability of phenology and
fluxes of water and carbon with observed and
simulated soil moisture in the Ent Terrestrial
Biosphere Model (Ent TBM version 1.0.1.0.0),
Geoscientific Model Development, 8(12), 3837-
3865

10.5194/gmd-8-3837-
2015.

14 김형관 Ham, Younglib

USA/Department
of Construction
Science, Texas

A&M Univ.

Kim, H., Bang, S., Jeong, H., Ham, Y., & Kim, H.
(2018) Analyzing context and productivity of
tunnel earthmoving processes using imaging
and simulation, Automation in Construction,
92, 188-198

10.1016/j.autcon.2018.
04.002

15 박준홍

(1) Tiedje,
James M.,
(2) Khan,

Muhammad
Imran,(3) Han,

Il,

(1) USA/Center for
Microbial

Ecology, Michigan
State Univ.

(2)
Pakistan/Institute

of Soil and
Environmental

Sciences, Univ. of
Agriculture

(3) USA/Princeton
Univ.

Keunje Yoo, Il Han, Kwan Soo Ko, Tae Kwon
Lee, Hyunji Yoo, Muhammad Imran Khan,
James M. Tiedje & Joonhong Park (2019)
Bacillus-Dominant Airborne Bacterial
Communities Identified during Asian Dust
Events, Microbial Ecology, 78(3), 677-687

10.1007/s0024
8-019-013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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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16 박준홍

(1) Curtis,
Thomans P.,

(2) He, Qiang,
(3, 4) Ning,

Daliang,
(3) Wen,

Xianghua,
(3, 4) Wu,

Linwei,
(3, 4) Zhang,

Bing,
(3, 4, 5) Zhou,
Jizhong et al.

(1)
USA/Newcastle

Univ.
(2) USA/The Univ.

of Tennessee
(3)

China/Tsinghua
Univ.

(4) USA/Univ. of
Oklahoma

(5) USA/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Wu, L., Ning, D., Zhang, B. et al. (2019) Global
diversity and biogeography of bacterial
communities in wastewater treatment plants,
Nature Microbiology 4, 1183-1195

10.1038/s41564-019-
0426-5

전체저자 목록
(https://www.nature.c
om/articles/s41564-
019-0426-5#autho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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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③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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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l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국제화 강화 전략에 부합하는 균형적인 연구자 교류실적

- 본 교육연구단은 연구단에서 선정한 4대 핵심 과학기술의 연구비전을 공유하는 해외기관들과 (아시아, 

미주, 유럽 등 26개국 68개 기관) 세부 분야별로 연구자 교류를 포함한 활발한 국제화 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39개 해외기관과 국제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해 운영 중임.

- 최근 5년간 (2015.01.01 – 2019.12.31) 해외 선도연구자 초청 강연 18개국 71건, 국제 파트너 기관 연구

원 및 석학 장기초빙 12건, GYL (Global Young Leader Forum for Green Construction) 포럼을 통한 

연구단 차원의 국제교류 16건, HUB 대학과 공동워크숍 개최 17건 및 5건의 국제공동연구사업 수주 

등 4대 핵심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국제화 교류실적을 보이며, 이러한 지속적인 교류

를 통해 총 137건의 SCIE 국제공동논문을 출판함.

[표 1]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최근 5년간 (2015.01.01 – 2019.12.31) 4대 핵심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 교류실적

- HUB 대학과의 지속적인 교류 우수성

· 3단계 BK21 사업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4대 핵심연구 분야별 해외거점대학 (HUB 대

학: 아시아 9개 대학, 미주 5개 대학, 유럽 4개 대학)을 선정하고 집중된 상호 상시 교류를 수행함 

(총 17건의 워크숍 개최와 5건의 국제공동연구사업 수주에 성공함).

[표 2] 최근 5년간 (2015.01.01 – 2019.12.31) HUB 대학과의 국제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국제교류 우수성과

구분 HUB 대학 국가 주요 교류 활동

재난재해
·복합재
난 대응 
기술

Technische Universitat Berlin 독일 공동워크숍 4회 개최 (2016.12, 2017.05, 2017.10, 2018.05)

Kyushu Univ. 일본 공동워크숍 2회 개최 (2016.08, 2017.02)

Univ. Teknologi Malaysia 말레이시아 공동워크숍 3회 개최 (2015.01, 2015.03, 2019.06), 
국제공동연구사업 2건 수주

Nanyang Technological Univ. 싱가포르 공동워크숍 1회 개최 (2018.01)

Zachodniopomorski Uniwersytet Technologiczny 폴란드 공동워크숍 참석 (2017.05), 국제공동연구사업 1건 수주

Institute Teknologi Sepuluh Nopember 인도네시아 공동워크숍 1회 개최 (2019.03)

Univ. of Toronto 캐나다 공동워크숍 1회 개최 (2016.04)

기후변화 
적응 기술

Univ. of Hong Kong 홍콩 공동워크숍 1회 개최 (2016.12) 

Southern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중국 공동워크숍 1회 개최 (2018.02)

Laval Univ. 캐나다 국제공동연구사업 1건 수주, Inbound/outbound 인적교류 1건

Univ. of Geneva 스위스 국제공동연구사업 1건 수주

스마트 
건설 기술

Texas A&M Univ. 미국 공동워크숍 1회 개최 (2019.06)

Hong Kong Univ. of Science & Technology 홍콩 공동워크숍 1회 개최 (2018.02)

Univ. of Southern California 미국 Inbound/outbound 인적교류 1회 (2019.04)

에너지·
자원
순환 기술

Hong Kong Polytechnic Univ. 홍콩 공동워크숍 1회 개최 (2019.01) 

National Univ. of Singapore 싱가포르 Inbound/outbound 인적교류 1회 (2019.08)

Univ. of Hong Kong 홍콩 공동워크숍 참석 (2019.01) 

Univ. of Stavanger 노르웨이 장기 초청 1회 (2019.07 - 2019.08)

Yale Univ. 미국 장기 초청 1회 (2018.07 - 2018.08)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술 기후변화 적응 기술

 · 선도연구자 초청 강연 19건
 · 연구원 장기 초빙 1건
 · 국제공동 워크숍 개최 12건
 · 국제공동연구사업 수주 3건
 · GYL포럼 9건

 · 선도연구자 초청 강연 15건
 · 연구원 장기 초빙 3건
 · 국제공동 워크숍 개최 2건
 · 국제공동연구사업 수주 2건
 · GYL포럼 2건

스마트건설 기술 에너지⦁자원순환 기술

 · 선도연구자 초청 강연 19건
 · 연구원 장기 초빙 2건
 · 국제공동 워크숍 개최 2건
 · GYL포럼 3건

 · 선도연구자 초청 강연 19건
 · 연구원 장기 초빙 3건
 · 국제공동 워크숍 개최 및 참석 2건
 · 해외석학 및 리딩 연구자 장기초빙 3건
 · GYL포럼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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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단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39개 해외기관과 국제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

함 (University of Toronto [캐나다], Texas A&M Univ. [미국] 등). 

- 핵심연구 분야 해외 석학 장기 초청

· 연세대학교 프론티어연구원 (YFL, Yonsei Frontier Lab)의 지원을 받아 핵심연구 분야 최상위 저널 

편집장 및 선도 그룹 석학을 장기 초빙하며 본 교육연구단 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

[표 3] 교육연구단의 최근 2년간 (2018.01.01 – 2019.12.31) 해외 석학 및 리딩 연구자 장기 초청 실적

- 교내 국제공동연구협력 과제 활용 (Joint Fund 파트너쉽 과제) 국제 공동연구 교류

· 연구단 김연주 교수는 교내 연세대-스위스 제네바대학 국제공동연구 협력과제를 수주해 2018.05.01 

– 2020.09.30 동안 제네바대학 Markus Stoffel 교수팀과 지속 가능한 가뭄 관리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호 연구팀 방문을 통해 2회의 공동세미나를 개최함.

02 4단계 BK21사업의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추진 계획

(1) 국제화 교류를 통한 연구역량의 질적향상 계획

l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해외선도 기관과의 연구성과 교류 활성화

- 본 교육연구단은 교내 프론티어연구원 (YFL) 및 국제화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을 활용해 해외 우수석학

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해왔음.

- 4단계 BK21사업에서는 확대 개편되는 YFL 및 New 국제화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HUB 대학 및 

핵심연구분야 선도 대학 (National Univ. of Singapore 등)들과 과학난제관련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함. 

- 온라인 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네트워크와의 교류 수월성 향상 (정기적 비대면 교류 확대 운영)

l 핵심연구 분야별 국제연구 활동 지원 계획

- 세계 수준의 선도 분야 공동연구 지원사업인 연세시그니처 연구지원사업 II과 국제네트워크를 활용해 

핵심연구 분야별 국제 연구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역량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2) 미래 수요창출 기술개발을 위한 융복합 연구 활성화 계획

l HUB 대학 네트워크를 HUB 국제기관 네트워크로 확대하여, 국내외 대학·연구기관·산업체·국제기구를 

포함한 융복합연구와 성과확산의 플랫폼으로 활용

- HUB 국제기관과 정기 워크숍을 통한 산업·사회의 수요 파악 및 융복합 연구 주제 발굴

- 신규 연구소, 산업체, 국제기구 19개: NASA Goddard Institute for Space Studies, IBM, XtreeE, IIASA, 

Norwegian Geotechnical Institute, OECD, World Bank 등

초청 석학 국가 직위 분야 초청기간

Ashok Pandey 인도 Bioresource Technology
(IF 백분율 7.14%, ES 백분율 2.5%) 편집장

바이오에너지 2019.07 - 2019.08

Jaehong Kim 미국 Yale Univ. 화공환경공학부 학부장, 
환경에너지 분야 석학

환경에너지 2018.07 - 2018.08

Gopalakrishnan 
Kumar

노르웨이 Univ. of Stavanger 교수, 에너지·자원순환 
기술 분야 리딩 연구자

에너지·자원순환 2019.07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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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내외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융복합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 KICT-연세대 산학협력 융합사업, 연세대-포스텍 개방공유사업, 연세대-HUB 산업체를 중심으로 국내 

학·산·연-해외기관 융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함 (국제연구 seed money 지원).

- 본 교육연구단의 산학연계 비즈니스 포럼 (Eagle 포럼, RIT 포럼)을 융복합 연구네트워크 해외 인사 

초청의 장으로 확대 운영해 해외 산업체 및 연구소와의 인적·물적 교류를 고도화함.

l 사회, 산업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수요기반 연구 주제 발굴 지원

- 산학협력단: ILO (Industry liaison office)를 통한 국내외 기업의 기술수요 및 애로기술 상시 조사

- 공과대학: Industry Liaison 사업을 통한 산업체 기술수요 조사, 연세 공대 10대 기술 선정 및 홍보

- 본 교육연구단은 사업단 소속 산학협력 교수 (2인) 및 공과대학 소속 산학협력 중점 교수 (1인)를 선

정해 사업단의 국제 산학협력 활동, 국내외 산·학·연 연계를 지원함.

(3)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 계획

l 글로벌 사회공헌원 및 국제기구를 활용한 사업단 연구성과 교류 및 확산

-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의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포럼 (GEEF)에 정기적으로 물·시티·인프라 분야에 

세션을 개최해 본 사업단의 연구결과를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계획임.

· 연구단 소속 박준홍 교수는 물분야 연구진으로 2018 GEEF에서 사업단의 실적을 공유하고 홍보했음

- 또한, UN 총회의 International Symposi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특별 세션이나 

부스를 설치하여 우리 교육연구단 연구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임.

l 산업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성과 확산

- 국내외 대학·연구기관·산업체·국제기구 (OECD, World Bank)를 포함한 HUB 국제기관을 활용해 적

정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사회기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성과 사회 환원 및 확산을 위한 플랫폼으

로 활용함.

l 온라인 국제교류 지원

- HUB 국제기관, 해외 평가단, 복수학위·MOU 대학에 Newsletter 정기 발송

- 교육연구단 연구성과 홍보 webinar 개최 및 MOOC 강좌 개설 (온라인 회의실 구축: 2020-2학기, A266)

(4) 대외협력위원회를 통한 사업단 국제화 사업의 행정적 지원 강화

l 참여교수 개인역량을 통해 진행하던 국제화 교류를 4단계 BK21사업에서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갖는 

대외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일원화되고 효율적인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함.

- 대외협력위원회를 통해 HUB 국제기관을 선정하고 3년마다 심사를 통해 HUB 국제기관을 재선정함. 

l 레질리언트 사회기반시설 국제공동연구실 운영 계획

- 해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진행 시 사업단 내 공동연구 공간 (A460) 및 숙소 공간 (DMC Ville, SK 국

제학사) 및 전문행정인력 (대외협력위원회 외국인 전담행정 직원 배치) 제공

-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지원: 사업단 참여교수가 HUB 국제기관과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하여, 내부 소규모과제를 선정하여 연 1000만원 상당의 재료비, 연구 활동비 등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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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구단 4대 핵심연구분야 연계한 융합프로그램의 강화
	 연구 수요기반 교육 제공
	 연구결과 반영 교육 제공
	 전임교수 대학원 강의의 우수성
	  강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


	II-3.2.0514
	개요
	 논문
	 학술발표
	 특허⦁기술이전⦁창업
	 대학원생 설문
	 연구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구의 선순환
	 학생주도 연구역량 강화
	 새로운 문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융복합 공동연구 활성화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논문, 학술대회, 특허 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
	 첨단 연구를 위한 인프라 지원 확대


	II-6.1.1.05.14
	개요
	 복수 및 공동 학위제도 운영 실적
	 해외 대학간 박사학위논문 공동지도 실적
	 참여교수의 MOOC 실적을 통한 글로벌 교육 역량 및 영향력 강화
	 HUB 대학 중심의 국제 교류
	 장기 연수 중심의 학생 교류 지원에 의한 학생 연구 역량 강화
	 코스 쉐어링 (Course Sharing)
	 MOOC의 4대 핵심연구분야로의 확산
	 온라인 교육 인프라 확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 인적 교류 계획
	 해외 연구소 및 기업, 융복합 분야를 포함한 HUB 국제기관으로의 진출 다변화
	 4대 핵심 연구 분야에 선택과 집중
	 박사과정 장기연수 (3개월) 보장 및 지원
	 New 국제화 인프라구축지원사업과 연계한 해외석학의 활용 
	 해외석학과 참여교수 공동 MOOC 개설
	 해외학자의 역할 및 활용 계획
	 외국인 학생 비율 최대 30% 증가 목표 설정
	 선제적 우수 외국인 학생 발굴을 통한 유치
	 교육연구단 자체 전담 조직 및 인력 투입


	II-6.1.2.05.14
	개요
	 졸업생 국제공동연구 실적
	 장ㆍ단기 해외연수 실적
	 실적 분석
	 해외 연구소 및 산업체 파견 확대
	 융복합 및 다학제 분야에 대한 지원
	 국제기구 중심의 다변화


	II-6.2.05.14
	개요
	 J. Jay Kim 교수
	 Gopalakrishnan Kumar 교수
	 외국인 전임교수의 대학원 강의 실적
	 해외석학교수의 집중강좌 강의 실적 및 대학원생 교육


	NTF00002df018ae.hw
	개요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교육연구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교육단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성 
	 연구의 창의성 및 혁신성 
	 연구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NTF000062543df3.hw
	개요
	 연구역량의 우수성
	 연구역량 향상 전략 및 평가 지표 설정
	 4대 핵심연구분야에 교원, 연구인력, 연구 인프라 집중 투자
	 세계 최상위 연구 수월성을 위한 생애 전주기 맞춤형 연구역량 지원
	 질적 성과 기반 평가 및 인사 제도
	 과학기술 문제 해결형 다학제 융복합 연구 발굴 및 수행 지원 
	 산업·사회 수요 기반 융복합 연구 발굴 및 수행 지원
	 교육-연구 연계 선순환 지원
	 국제 학계 대상 연구성과 인지도 향상 지원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
	 지역·사회 대상 연구성과 확산
	 연구몰입을 위한 교육연구단 연구지원 조직 운영
	 산학협력 중점교수 활용


	NTF000048ac1caf.hw
	개요
	 과학기술⦁산업⦁사회 문제 해결 및 확산 실적 분석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술
	 기후변화 적응 기술
	 스마트 건설 기술
	 에너지⦁자원 순환 기술


	III-2.2.0513.2230
	개요
	 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선순환 체계 구축
	 HUB 산업체·지역 중심 네트워크 구축
	 연구성과의 산업채 애로기술 해결 지원
	 연구성과의 사회 문제 해결 지원
	 재난재해⦁복합재난 대응 기술
	 기후변화 적응 기술
	 스마트 건설 기술
	 에너지⦁자원 순환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