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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1A20132000003

사업분야 과학기술응용 신청분야 건설 전국 전국 구분 사업단

학술연구분야
분류코드

구분
관련분야 관련분야 관련분야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토목공학 구조공학 토목공학 지반공학 환경공학 환경공학
일반

비율(%) 40% 30% 30%

학과(학부) 또는
협동과정명 한국과학기술원 건설 및 환경공학과 신설학과

여부

사업단명
 국문)  창조적 사회기반시스템기술 사업단

 영문)  Center for Creative SOC Infrastructure System Technology

사업단장

소 속 한국과학기술원 건설 및 환경공학과
직 위 교수

성명
국문 이행기

전화 042-350-3623
팩스

이동전화 010-6407-4965영문 Haeng-Ki Lee E-mail haengki@kaist.ac.kr

연차별
총 사업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13.3
~`14.2)

2차년도
('14.3
~'15.2)

3차년도
('15.3
~'16.2)

4차년도
('16.3
~'17.2)

5차년도
('17.3
~'18.2)

6차년도
('18.3
~'19.2)

7차년도
('19.3
~'20.2)

국고지원금 431 431 431 431 431 431 431

총 사업기간 2013.3.1. ~ 2020.2.29.(84개월)
1차년도 사업기간 2013.3.1. ~ 2014.2.28.(12개월)

작성자 사업단장  이행기 (인)
확인자 연구처장 이희윤 (인)
확인자 총장 강성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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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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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06월 19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BK21 플러스』과학기술분야 (사업단)
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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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요약문>

지원분야의
중요성

(미래가치)

   건설 분야는 다양한 기술의 유기적 결합과 적용이 요구되며 국내·외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선제적 창조경제를 실현할 석·박사급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
표인 BK21 플러스 사업에 가장 부합될 수 있는 분야이다. 국내·외적으로 사회는 보다 안전하
고 향상된 삶의 질을 요구하고 있고, 급속한 기술발전과 글로벌화로 인해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으며, 매우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등 여러 급격한 환경변화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창조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이는 다학제적 연구,
교육 및 국제화를 통해 다양한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 건설 분야는 정보기술(건설
IT, 건설 로봇, 건설관리 등), 계획, 디자인 및 설계기술(교통 및 도시 계획 및 설계, 건설 디자인
등), 재료, 바이오 및 나노기술(건설 재료, 바이오 및 나노 융합 기술 등) 등이 접목되면 무한한 가
치의 창조적인 선도적 경제 도약 및 미래 국부 창출을 이룰 수 있는 분야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본 사업단은 기술 융합, 다학제적 연구, 교육 및 국
제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선제적 창조경제를 실현할 석박사급 창의 인
재를 양성한다는 중대한 사명을 담당하고자 한다.

 - 도시/건축/교통 계획 및 설계 분야의 긴밀한 상호연계
 - IT, BT, NT 등 다른 기술분야들과의 기술 융합추구를 위한 협력과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우수대학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다학제적 연구 활성화 등 융합연구 확대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전략과의 일치성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확대

사업 목표

   본 사업단은 '선도적 기술경쟁력이 요구되고 국제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지식창조적 건
설 창의인재 양성'을 사업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 사업단의 최종 목표는 공공복지 및 안전을
우선하는 창조적 사회기반 시스템 구축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추진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고령화를 고려한 복지 확산형 지능화 시설 및 교통 네트워크 시스템 (Smart Systems): 시설
및 교통의 지능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해 경제적 효율과 편의를 보장하는 복지확산 및 고령화
대응 시스템 개발

 - 센싱, 정보처리 및 제어 기술과의 결합을 통하여 공공의 효율과 삶의 질 극대화를 지원하는
지능형 첨단 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 구축

 - 안전하고 편리한 복지형 도시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
 - 에너지 사용 및 CO2 배출을 최소화하는 도시통합 시스템 및 교통 네트워크 구축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기반 시스템 개발

(2) 친환경 자원 및 지속가능 시스템 (Sustainable Systems): 지구환경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
경오염의 극소화와 에너지/자원의 순환을 극대화한 지속가능한 자원 및 환경복지 기술

 - 재생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효과적인 생산, 저장 및 분배 및 관리를 지향하는 혁신적
도시 에너지시스템 개발

중심어

건설 창의인재 양성 창조적 사회기반시스템 스마트 시스템
(Smart Systems)

지속가능 시스템
(Sustainable Systems)

방재기반 시스템
(Resilient Systems) 다학제적 융복합 연구

글로벌 인재양성 세계적 연구수월성 확보 유기적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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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적, 순환적 처리를 통한 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형 수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 CO2 배출 및 환경오염의 최소화와 유용한 자원회수를 위한 순환형 도시자원 및 환경관리시
스템 개발

(3)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재 기반 시스템 (Resilient Systems):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으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복지형 안전 사회기반시스템 구축 및 관리 기
술

 - 공공의 목적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사회기반시스템 개발
 - 지진, 폭우, 폭설, 태풍, 테러 등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도시

방재 기반시설 확보
 -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안전을 보장하는 복지 지향형 도시기반시설 안전 네트워크 구축

교육역량 영역

   본 사업단의 교육 비전은 무궁무진한 창조경제 실현 잠재성을 가진 건설 및 환경공학 교육
분야의 다학제화, 융합화 및 국제화이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본 사업단의 교육목표는 공공안전과 복지를 우선하는 창조적
사회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도적 창조 기술 능력과 국제적 리더십을 갖춘 미래형 창조경제
를 실현할 창의인재 양성이다.

   본 사업단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혁신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창조적 건설시장 경제 창출을 위한 정보기술, 바이오 및 나노기술 등 융합 관련 교육 확대
 - 도시, 교통 등 건설 및 환경 계획 분야의 다학제적 창조경제 창출을 위한 학제간 상호 연계
   교육
 -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육 인프라의 국제화

   본 사업단이 속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2009년부터 새로운 유형의 첨단 U-시설물
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 설계, 시공, 운영하기 위한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국토교통부
가 주관하는 석박사급 인재 양성과정인 U-City 석·박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
을 통해,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ICT 융합 교육 강화를 위해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왔으며
산학연계를 통한 산업체의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창의 인재 양성 및 국제화를
위한 협력 시스템을 수립하여왔다. 또한, 리더십 고양을 위해 KAIST 리더십 강좌와 학과 세미나
를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한 진취적인 새로운 창의인재 배출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단은 향후에 보다 다학제적이며 융합적인 교과과정 구
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2007년 이후 거의 모든 강의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장단
기에 걸쳐 국내외 우수대학과의 다양한 국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매년 KKCNN 등의 국
제 심포지엄 활동을 통해 아시아 주요 대학들과의 유대 및 연구 교류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교육
국제화를 위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으며, UC Berkeley, Carnegie Mellon University 등의
미주 대학 및 Denmark Technical University 등의 유럽대학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
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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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기존의 노력을 바탕으로 본 사업단은 수립된 교육 비전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실현가능한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계획을 BK21 플러스 사업을 통
해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설 분야에 ICT, BT, NT, 디자인 및 설계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차세대 건설 기술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이다.

연구역량 영역

   본 사업단은 공공복지와 안전을 보장하는 창조적 사회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핵심기반기술을 개발하여 건설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과 국민의 삶
의 질 향상을 연구 비전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비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3가
지 핵심추진영역에 연구 역량을 집중한다.

(1) 고령화를 고려한 복지확산형 지능화 시설 및 교통 네트워크 시스템 (Smart Systems)
(2) 친환경 자원 및 지속가능 시스템 (Sustainable Systems)
(3)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재 기반 시스템 (Resilient Systems)

   본 사업단의 연구추진 전략 및 방법을 대표하는 3개의 키워드는 융합화, 다학제화, 그리
고 국제화이다.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는 융합화를 위하여 최근 5년 동안 IT, BT,
교통, 에너지 등 타 전공 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임용하였고, 원자력, 해양, 화공, 신소재 분야
등 타 학과 교수들과의 다학제적 연구를 통해 파급효과가 매우 큰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본
사업단에서는 이를 더욱 확장 발전시키고자 한다. 국제화를 위해서는 KAIST 건설 및 환경공
학과에서 외국 우수 기관과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해오고 있는 다양한 학술교류 프로그램 및 국제
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연구 역량의 핵심요소인 논문, 연구비, 국제화, 산학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 사업단의 세
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본 사업단의 논문 실적은 양적으로는 이미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므로 기존의 SCI급 논
문편수를 목표로 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논문의 Impact Factor 및 피인용 횟수(h-Index)를
중시하는 연구의 질(Quality)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는 사업단의 핵심추진 영역인 Smart Systems (스마트 사회
기반시설), Sustainable Systems (U-Eco, 도시재생, 바이오매스), Resilient Systems (극한
강우 산사태, 지오센트리퓨지) 분야에서 학문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대형 연구단을 운영
해 오고 있다. 본 사업단에서는 이러한 대형 연구단을 기반으로 정부 및 산업체 연구를 지속적
으로 확대시키는 동시에, 구축된 우수한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해외 연구비 수주를 도모한다.

   사업단 참여 연구진은 ACI Fellow 선정, 국제 학회 올해의 인물 선정, 국제 저명 저널에 우수
논문으로 다수 선정되는 등 전공분야에서 매우 높은 국제적 지명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외국
우수 기관과의 활발한 공동연구의 결과가 국가 R&D 우수성과로 선정되는 등 연구의 국제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사업단은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보다 발전시켜 국제적 인지
도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산학협력 부분에서는,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본 사업단의 3대 핵심추
진영역에 부합하는 맞춤형 고급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지난 7년
동안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맺어왔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단에서는 보다 활발한 인
적 물적 교류를 통해 3대 핵심추진영역에서 실질적인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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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창의인재양성:
 -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수행 능력과 높은 학문적 소양을 가진 창조형 인재 양성
 - 실제적인 문제 정의 및 해결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
 - 국제적인 리더십, 지도력, 추진력 및 포용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연구 및 교육의 융합화/다학제화/국제화:
 - 건설 분야를 바탕으로 한 ICT, BT, NT, 디자인 및 설계기술 등의 타분야와의 상호연계 융합

교육 프로그램 구축
 - 세계 수준의 연구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다학제적 건설 분야 연구중심 대학

원으로 발전
 - 창조형 사회기반시스템 관련 기술 글로벌 전문 연구인력과 산업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창조적 사회기반시스템 구축:
 -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개발을 통한 창조적 신규 건설 분야 창출
 - 산학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국부 창출
 -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에 기여
 - 미래 유망 과학기술을 접목한 건설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및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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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단 현황

1 사업단 구성

1.1 사업단장

성명 한글 D_1_3:이행기 영문 D_1_5:Haeng-Ki Lee

소속기관 D_2_3:한국과학기술원 D_2_4:- D_2_5:건설 및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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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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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일

대학
원

학과
(부)

전체 교수 수(임상, 교육,
분교, 기금 제외)

기존 교수 수(임상, 교육,
분교, 기금 제외)

신임 교수 수(임상, 교육,
분교, 기금 제외)

임상, 교육, 분교, 기금
교수 수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전임 겸임 계 전임 겸임 계 전임 겸임 계 전임 겸임 계

201
001
01

D_4_2:건설
및

환경
공학
과

17 16 0 16 94.1
2% 14 14 0 14 100

% 3 2 0 2 66.6
7% 0 0 0 0 0%

<표 1-2>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대학원생 현황 (단위: 명, %)

기준일
대학원

학과
(부)

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2013
0618

건설 
및 

환경
공학과

61 54 88.52% 67 56 83.58% 19 18 94.74% 147 128 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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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의 교육 비전은 무궁무진한 창조경제 실현 잠재성을 가진 건설공학 교육의 융합화, 다학제화 및 
국제화이며 기술 융합적, 다학제 연계 교육 및 국제적 리더십 교육을 통하여 건설공학 분야의 글로벌 지도자를 양성
하고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본 사업단의 교육 목표는 공공안전과 복
지를 우선하는 창조적 사회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학제·융합적 사고 능력과 국제적 리더십을 갖춘 건설 분야 창
의인재 양성이다.

   본 사업단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영역 혁신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창조적 건설시장 경제 창출을 위한 도시, 교통 등 건설 시스템 분야의 융합 관련 교육 확대

○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및 나노기술 등 창조경제 창출을 위한 다학제간 상호 연계 교육

○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교육 인프라의 국제화

   본 사업단이 속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2009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 석박사급 인재 양성과정인 ‘U-City
석·박사과정 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첨단 U-시설물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 설계, 시공 및 운영을
위한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ICT 융합 교육을 강화한 교과과정으
로 대폭 개편하였고, 산학연계를 통한 산업체의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국제화를 위한 협
력 시스템을 수립하여왔다. 또한, 리더십 고양을 위해 KAIST 리더십 강좌와 학과 세미나를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
는 등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한 진취적인 창의인재 배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단은 향후에 보

Ⅱ 부문별

1 사업단의 교육 비전 및 목표

1.1 교육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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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학제적이며 융합적인 교과과정을 목표로 하는 교육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2007년 이후 거의 모든 강의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장단기에 걸쳐 국내외 우수
대학들과의 다양한 국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매년 KKCNN 등의 국제 심포지엄 활동을 통해 아시아 주요 대학
들과의 유대 및 연구 교류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교육 국제화를 위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으며, UC Berkeley,
Carnegie Mellon University 등의 미주 대학 및 Denmark Technical University 등의 유럽대학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의 노력을 바탕으로 본 사업단은 앞서 언급한 교육 비전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실현가능한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계획을 ‘BK21 플러스 사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설 분
야에 ICT, BT, NT, 디자인 및 설계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차세대 건설 기술을 선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이
다.

   본 사업단에서 수립한 교육 혁신 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단의 교육 비전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추진 영역 (Smart, Sustainable,
Resilient)을 고려하기 위해 기존에 구축된 교과목 체계를 개편

- 교환수업 및 복수학위제 활성화와 다학제 교과목 수강의 자율성 부여
- 융합 교과목 신설 및 트랙별 융합 교육과정 도입
- 실질적 영어강의 교과 운영 및 해외 석학 초청세미나와 해외 교육 프로그램 참여 적극 지원

2) 학습 지원을 위해 오프라인 강의를 녹화하여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하고 학습 관리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시간과 공
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KAIST Education 3.0 추진단을 적극 활용하여 e-Learning을 통한 재학
생들의 정규 교과 완전학습 지원과 해외 대학과의 교육 및 연구 교류 지원을 확대

3) 본 사업단의 교육 비전인 ‘건설 분야의 국제적 지도자 양성을 통한 국가와 인류 발전에 기여를 성공적으로 달성하
기 위한 우수 대학원생 확보 전략, 지원 계획 및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취
업의 질적 우수성을 향상

4) 본 사업단의 3대 핵심추진영역인 Smart, Sustainable, Resilient Infrastructure 분야 교육의 국제적인 허브로
서의 역할을 목표로 국제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인프라 개선

- 공동 강의, 원격 강의, 공동 학위,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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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과정 구성의 우수성

1-1) 교과과정 구성의 특징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1982년 8월에 석·박사과정을 신설한 이래 1983년 봄학기부
터 신입생을 선발하여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으며 1991년 봄 학기부터는 대덕캠퍼스로의 이전과 더불어 학사과정
도 신설하여 기존의 석·박사과정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최신의 고도기술을 이해하고 독창적인 사고능력과 응용 능
력을 갖춘 우수한 건설 기술인력 배양을 목적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건설 및 환경공학 분야의 이론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업수학, 역학, 컴퓨터의 활용
등의 분야에 충실한 배경을 갖추도록 하여 독창적인 사고능력을 기르고, 이를 실제 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의 함양에 힘써 왔다. 이를 위하여 본 학과는 현재 구조공학 및 재료, 지반공학 및
지반 시스템, 환경공학 및 지속성, IT, Planning 및 Design(도시/건축계획 및 설계, 건설공학 IT, 교통) 분야에 중
점을 두고 있으며 그 외의 분야도 점진적으로 개설하여 나갈 계획에 있다.

   또한 산학연 협동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일반 석·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체나 연구소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게 함으로
써 건설 관련 산업체 및 연구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교과목 체계의 특징은 전공 필수 교과목을 없앰으로써 다른 학제 전공 교과목을 전보다 자
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더욱 권장하고자 타 전공 교과목을 공통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안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정하여 연구 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견지하며 실험실 안전에 대한 경각심
을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리더십 강좌를 필수로 지정하여, 리더십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 과정별 교과목 체계 구축 내용

   현재 각 과정별로 구축된 교과목 체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석사과정

- 졸업이수학점 : 총 33학점 이상
- 공통필수 : 3학점 및 1AU
· 전산응용개론, 확률 및 통계학, 신소재과학개론 중 1과목 이수
· 리더십 강좌(무학점. 2002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2.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2.1.1 교과과정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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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 및 안전 I(1AU)
- 전공필수 : 없음
- 선 택 : 18학점 이상
- 연 구 : 12학점 이상(세미나 2학점 포함 : 단, 일반 장학생은 제외)

b) 박사과정

- 졸업이수학점 : 총 60학점 이상
- 공통필수 : 3학점 및 1AU(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 전공필수 : 없음
- 선 택 : 27학점 이상
- 연 구 : 30학점 이상

          (세미나 2학점 포함 : 단, 일반장학생은 제외,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 기 타 :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누적됨

   (단, 세미나 학점은 포함되며 기타 연구학점은 제외)

1-3) 기존 연구 분야를 고려한 교과목 구성 및 운영 현황

   대학원생들에게 있어서 교육은 수업에서 배운 것을 본인들의 연구에 체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유익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 따라서 탁월한 연구를 통한 교육은 위에서 밝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
요한 부분이며, 연구중심 대학인 KAIST가 특히 강점을 지닌 부분이기도 하다. 본 사업단은 다음과 같이 전통 건설
분야와 함께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기반으로 특화된 연구실을 두어 학생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a) 구조공학 및 재료 분야

   본 사업단의 구조 및 재료분야 연구진은 스마트 관련 기술을 국내 건설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스마
트 구조 기술, 지능형 구조물 건전도 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 등 다양한 연구분야로 확대 발전시켜오고 있다. 또한
Bio-Inspired System 기술, 스마트 복합건설재료 및 시스템 기술 등 새로운 기술과 재료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시
도함은 물론 스마트 기술의 체계화를 통한 구조물의 개조/보강/관리 기술의 일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의 미래형 건설전문인력 양성에 요구되는 교과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별첨 표 2-1] 참조).

 b) 지반공학 및 지반시스템 분야

   본 사업단의 지반공학 및 지반시스템 분야의 연구진은 지반구조물의 수치해석 및 지반조사 관련 분야를 국내외
적으로 선도한 이후로 해양구조물, 에너지, 지하구조물, 지구물리탐사, Geo-centrifuge 등 다양한 연구 분야로 확
대 발전시켜오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분야의 미래형 건설 전문 인력 양성에 요구되는 교과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별
첨 표 2-2] 참조).

 c) 환경공학 및 Sustainability 분야

환경공학 및 Sustainability 분야는 지속가능형 사회 지향적 문제해결을 위한 나노, 바이오, 정보 기술과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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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학의 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물, 폐기물 등 거대 도시와 관련된 이슈들의 해결책을 탐색하고 있다. 또한, 지
구물리화학적/생물지학적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오염물질 처리기술 개발과 현 지구환경문제의 정점에 있는 기후
변화 문제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격리를 통한 저감방법 및 바이오 매스 기반 운송 연료와 전기생산 기제 개발 연구
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첨단 바이오/지구과학/지화학기술 기반의 오염된 물, 토양 복원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위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요구되는 교과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별첨 표 2-3] 참조).

 d) IT, Planning 및 Design 분야

   본 사업단의 IT, Planning 및 Design 분야는 유비쿼터스 도시 및 공간 구축 기술과 교통, IT 및 로봇 기술의 연
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도시 시스템을 설계하고, 효율적인 첨단 교통 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하며, IT 및 로봇 기술을 미래 도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목을 운영하
고 있다 ([별첨 표 2-4] 참조).

  [별첨 표 2-1] 구조공학 및 재료 분야 교과목 리스트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숙제) 개설학기 비고

CE501 고급재료역학 3:0:3(5) 봄

CE505 고급응용수학 3:0:3 봄

CE514 구조동역학 3:1:3(12) 봄

CE515 복합재료역학 3:1:3(12) 봄

CE516 유한요소법 3:1:3(6) 봄

CE518 구조물의 신뢰도해석 3:0:3(8) 가을

CE519 교량공학 및 설계 3:1:3(6) 가을

CE520 스마트구조기술개론 2:3:3(5) 가을

CE580 구조물안전진단을 위한 통계식
패턴인식 2:3:3 가을

CE590 소성구조계의 해석 및 설계이론 3:1:3 봄

CE596 U-Space 구조공학설계 특수문제 2:3:3 가을 부제부여
가능

CE61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비탄성해석 3:1:3(6) 가을  

CE614 U-Space 구조물의 안정론 3:1:3(6) 봄  
CE617 지진공학 3:1:3(8) 봄  
CE619 구조물의 진동제어 3:1:3(12)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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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표 2-2] 지반공학 및 지반시스템 분야 교과목 리스트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숙제) 개설학기 비고

CE502 고급토질역학 3:1:3(4) 봄

CE531 지반공학실험 1:6:3(6) 여름

CE532 IT융합 암반공학 3:1:3(4) 가을

CE533 지반조사 및 현장계측 3:1:3(6) 가을

CE534 지반거동해석 IT 3:0:3(4) 가을

CE536 지하구조물 설계 3:1:3(4) 봄

CE539 U-Space 지반지지구조물 3:0:3(4) 가을

CE597 U-Space 지반공학설계 특수문제 3:1:3(4) 봄 부제부여
가능

CE631 고급 전산토질역학 2:3:3(6) 가을  
CE633 고급지반동역학 3:1:3(6) 봄  
CE634 토목신호처리 3:0:3(4) 봄  
CE636 지반 지진공학 및 설계 3:0:3(4) 봄  
CE637 지반물리탐사이론 3:0:3(4) 가을  

  [별첨 표 2-3] 환경공학 및 Sustainability 분야 교과목 리스트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숙제) 개설학기 비고

CE504 고급환경화학 3:1:3(12) 가을

CE571 환경공학실험 1:6:3(10) 여름

CE572 U-Space시스템환경
바이오텍 및 바이오에너지 3:0:3 가을

CE573 고급폐수처리공학 3:1:3(6) 봄

CE574 U-Space 환경나노공학 3:0:3 가을

CE577 물환경 통합관리 3:1:3(5) 가을

CE579 유해 및 산업폐기물 처리 3:1:3(8) 가을  
CE598 U-Eco 공학설계 특수문제 3:1:3(4) 봄 부제부여

가능

CE672 U-Space 고급환경 단위공정론 3:1:3 가을  

CE673 U-Space 고급 환경 복원공학 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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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표 2-4] IT, Planning 및 Design 분야 교과목 리스트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숙제) 개설학기 비고

CE541 지속가능 기반시설 시스템 공학 3:0:3 봄

CE545 자료, 결정 및 시스템 분석 3:0:3 봄

CE547 교통자료 분석 및 운영 3:0:3 봄

CE548 교통정책 및 법체계 3:0:3 가을

CE551 공학 설계를 위한 소프트
컴퓨팅 기법 3:0:3 봄

CE553 U-Space를  위한 정보기술 3:0:3 봄

CE554 건설로봇디자인 3:0:3 가을

CE556 건설IT를 위한 지능제어 3:0:3 봄

CE558 건설 로봇 개론 3:0:3 봄

CE560 U-Eco 환경디자인 3:0:3 봄

CE562 유비쿼터스 &생체모방건물 공학 3:0:3 봄

CE563 지능형 U-Space 교통시스템 3:0:3 가을

CE569 인체열환경 3:0:3 봄

CE599 U-Space 건설 IT설계 특수문제 3:0:3 가을 부제부여
가능

   이와 같은 본 사업단의 탁월한 연구를 통한 교육이라는 현재의 장점은 본 사업을 통해 smart하고
sustainable하며 resilient한 방향으로 진화 발전될 것이다. 현재 교과목 체계는 분야별로 독자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지만 본 사업단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추진 영역(smart, sustainable & resilient systems)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체계로 수정 개편할 계획이다.

2) 교과목 체계 개편 계획

 2-1) 새로 계획된 핵심 연구 영역을 고려한 교과목 개편 계획

   현재의 교과목 체계는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구축되었다. 하지만, 본 사업단의 비전과
최종 목표에 부합하는 교과목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사업단의 교육비전인 무
궁무진한 창조경제 실현 잠재성을 가진 건설공학 교육의 융합화, 다학제화 및 국제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추진 영역인 (1) 고령화를 고려한 복지확산형 지능화 시설 및 교통 네트워크 시스템
(Smart Systems), (2) 친환경 자원 및 지속 가능 시스템(Sustainable Systems), (3)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재
기반 시스템(Resilient Systems)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교과목 체계를 개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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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융합화

   21세기 다양한 분야의 융합화 시대에서 융합 연구 수행 능력을 가진 공학도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
으나, 획일적인 교과목 체계로 인하여 인력수급에 불균형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융합인력 양성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Track별 융합 교육과정 도입

·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들을 대상으로 맞춤식 교과 과정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첫 수 융합 포럼(KAIST 내에 융합 교육을 목적으로 첫째 수요일에 개최되는 포럼으로 본 사업단 소속 손훈, 여
화수, 윤윤진 교수가 신소재공학과, 경영과학과, 인문사회과학과 등의 교수들과 함께 참여한 실적이 있음) 활
성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융합 학문 연계로 융합연구의 흐름 파악 및 융합연구 자질 양성

- 융합 교과목 신설

· 융합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최신이론과 응용을 다루는 과목들을 신설함으로써
고전적 단일 교과를 다루는 강좌와 적절히 조화롭게 운영

  b) 다학제화

    21세기 건설공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다학제화를 위하여 현 교과목 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 다학제 교과목 수강 신청의 자율성 부여

· 본인의 전공 및 적성에 따라 관련된 다학제적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
· 연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다학제적 교과목 습득을 통한 교육의 상승효과 도모

- 교환수업 및 복수학위제 활성화

· 다른 학제 분야 간의 정보교류(세미나, 워크샵 등)를 통하여 다학제간 학습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
· 다학제간 공동연구 활성화와 관련된 통합 교육을 통한 미래형 전문가 양성
· 상이한 분야와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 유연성 배양

  c) 국제화

   본 사업단의 영어강의 비율(88.2%), 외국인 학생 수 비율(10.3%) 등 양적인 지표는 우수하므로, 관련 교과목의
질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어교과목의 개선이 필요하다.

- 실질적 영어 강의 교과 운영

·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형식적인 영어 강의가 아닌 실질적인 영어 강의에 역점을 두어 학생 주도의 영
어 발표 및 토의 수업 강화

· 글로벌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해당 교과목의 수업내용과 강의방법 등의 적극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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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과정 중 해외 석학 초청 세미나 기회 증가

· 기존 리더십 강좌, 학과 석·박사 세미나 등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 석학을 초청함으로써 최신 학문 교류와
국제화 추구

· 다양한 관련 교과목 개설을 통한 기회 증가로 국제적 감각 함양 및 네트워크 형성 (예로서 현재 중국 동지대와
학부생을 대상으로 여름학기에 공동으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 프로그램을 석·박사 대상으로 확장)

- 해외 교육 프로그램 참여 적극 지원 및 국내외 석·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설

· 다양한 해외 교육 프로그램 참여 독려
· 자체적 국제 교육 프로그램 개설로 인한 교육 국제화

d) 기타 세부 교과목 체계구축 계획

-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 초빙을 통한 산학연 협력체제의 구축

- 강의평가 및 교수와 학생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지속적인 교과목 개편

- 윤리적인 공학도 양성을 위한 인성교육 확대

- 다면적이고 총체적인 교과목 도입

- 공정한 교육 경쟁 시스템 마련(강의상 수여, 인센티브 도입 등)

3) 강의평가 운영 실적 및 계획

 3-1) KAIST 강의 평가 현황

  a) 1995년 봄 학기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평가를 실시
해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꾸준히 방법을 개선·보완하여 왔다.

  b) 2002년 가을학기부터는 웹으로 강의평가를 전환하여 학생의 참여도를 높이고 강의평가의 신뢰도를 재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도 봄 학기부터 설문 항목이 9문항(기존 15문항)과 종합적인 의견으로 구분되어 구
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설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c) 필수문항 : 구성, 이해도, 분위기, 기여도
  d) 선택문항 : 영어 강의여부, 수업준비, 실습시간, 조교
  e) 기타 종합적인 의견

 3-2) 본 사업단 강의 평가 현황

   교과목에 대한 강의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하여 개설된 모든 교과목(세미나, 현장실습, 졸업연구, 개별연
구 , 논 문 연 구 , 새 내 기 세 미 나 , 리 더 십 강 좌 제 외 ) 에 대 하 여 학 기 의 마 지 막 2 주 간 홈 페 이 지 
(http://portal.kaist.ac.kr)에서 9개 항목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강의평가 참여도를 높이기 위
한 정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완료한 과목에 대해서만 성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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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웹을 통한 강의 평가

   2002년 가을학기부터는 웹으로 강의 평가를 전환하여 학생의 참여도를 높이고 강의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
다. 설문 항목은 9개 문항과 종합적인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설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과목, 수강태도, 강의 및 교재, 시험, 과제물, 실험/실습, 담당조교, 영어강의 등
- 종합적인 의견

  b) 강의 평가 공개 범위 및 결과 활용 정도

- 교과목별 강의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의견을 웹(http://lkin.kaist.ac.kr) 및 학과 내의 인트라넷에서 학생들이
즉시 볼 수 있도록 하여 상호간의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함

  - 강의평가 결과를 통보하여 교수법의 개선유도 및 교원인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
  - 강의평가를 토대로 매년 우수 강의상 실시
  - 교양과목, 기초과목, 학사과목, 대학원과목, 영어강의 과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여 선정
  - 강의평가 결과를 교수업적 평가 항목 중 주요 항목에 포함

 3-3) 최근 3년 간(2010~2012) 강의평가 결과 추이 분석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와 KAIST 전체 학과에서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여섯 개
학기 동안의 강의평가 결과 추이를 분석해 보았다 ([별첨 표 2-5] 참조). 유효응답률에서 3년 간 본 사업단의 응답률
이 KAIST 전체의 응답률보다 계속해서 더 높았음을 미루어 보아, 본 사업단의 강의 수강 학생들이 강의평가에 적
극적으로 참여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의평가 점수에 있어서도 3년 간 본 사업단의 응답자 평균이 KAIST 전
체의 응답자 평균 점수보다 대체적으로 더 높았으므로, 학생들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우수함을 알 수 있다.
2010년 2월에는 본 사업단 소속의 한종인 교수가 KAIST 우수강의상을 수상하였다.

[별첨 표 2-5] 본 사업단 및 KAIST 전체 학과에서의 강의평가 추이 (2010-2012년)

기간 구분
수강인원 

(명)
응답자 

(명)
제외자 

(명)
유효응답자 

(명)
유효응답률 

(%)
응답자 
평균

표준편차

2010 봄
본 사업단 413 350 22 328 79.42 4.25 0.79

전체 32,854 23,097 2,149 20948 63.76 4.05 0.88

2010 가을
본 사업단 354 263 30 233 65.82 4.24 0.85

전체 31,699 22,441 2,102 20,339 64.16 4.09 0.85

2011 봄
본 사업단 403 372 29 343 85.11 4.25 0.77

전체 34,235 28,749 2,634 26,115 76.28 4.05 0.86

2011 가을
본 사업단 350 286 21 265 75.71 4.14 0.88

전체 32,458 26,907 2,440 24,467 75.38 4.1 0.88

2012 봄
본 사업단 361 336 23 313 86.7 4.33 0.69

전체 33,661 29,470 2,704 26,766 79.52 4.16 0.83

2012 가을
본 사업단 371 302 12 290 78.17 4.18 0.74

전체 32,286 27,351 2,490 24,861 77 4.19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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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향후 강의평가 활용 계획

a) 모든 학생이 강의 평가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강의 평가 참여율을 높인다.
b) 강의 평가에 의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강의 평가 결과 우수강의와 우수조교에 대한 시상을 추진하고 강

의의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 한다.
c) 강의 평가가 낮은 교수에 대해서는 교육방법에 대한 세미나나 강의에 참석하도록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강의

평가가 낮은 교수에 대해서는 교육 방법 세미나 수강을 의무화 한다.
d) 실험과 중요 교과목에 대해서 한 학생이 같은 과목을 여러 해 동안 담당 조교 역할을 하도록 하여, 제반 사항을

잘 이해하게 하고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
e) 강의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된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인 연구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

다.
f) 현재 거의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영어강의 개인교습, 영어강의법 세미나 개최, 강의법 향상을

위한 Video 촬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법 향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g) 모든 교과목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 양성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평가방법을 더욱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한

다.

4) 융합 교육과정 운영 현황 및 계획

 4-1) U-City 석박사과정 지원 사업

  a) 설립 목표 및 비전

   U-City 석박사과정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인재양성 과정으로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들을 지원할 수 있
는 새로운 유형의 첨단 U-시설물들을 기획, 설계, 시공, 운영할 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도 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2009년부터 실시되어 2014년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2013년 현재 60여명의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U-City 석박사과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의 최종 비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과학기술
대학 구축을 통한 IT 교육 강화를 통해 1) U-City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과과정의 틀 완성, 2) 산학연계를 통한 민간
기업의 교육 수요 대응 및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 3) 대내·외 U-City 프로그램 홍보 및 대학원 특성화를 통
한 국제적인 협력 라인 형성과 국제적인 활동능력을 고양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국내
외 사회기반시설의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연구결과물(논문, 특허 등)은 아직 진입단
계에 머물러 있는 U-City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내외 U-City 건설을 위한 전문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b) U-City 관련 개설 교과목 현황

   최근 3년간 본 사업단에 개설된 U-City 관련 교과목 현황이 [별첨 표 2-6 ~ 2-8]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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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학기 과목명 학점 분야

1 봄학기 고급토질역학 3 토목

2 봄학기 U-Space 환경/에너지 문제의 이해 3 환경/IT

3 봄학기 스마트구조기술개론 3 토목

4 봄학기 U-Space를 위한 정보기술 3 IT

5 봄학기 건설 로봇개론 3 IT

6 봄학기 U-Space 고급폐수처리공학 3 환경/IT

7 봄학기 U-Space 지하공간 설계 3 토목/IT

8 봄학기 지속가능 기반시설 시스템 공학 3 교통

9 봄학기 자료, 결정 및 시스템 분석 3 교통

10 봄학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비탄성해석 3 토목

11 봄학기 고급지반동역학 3 토목

12 가을학기 유비쿼터스 공간구축론 3 건축/IT

13 가을학기 교량공학 및 설계 3 토목/IT

14 가을학기 지능형 U-Space 교통시스템 3 교통/IT

15 가을학기 환경바이오텍 및 바이오에너지 이해 3 환경/IT

16 가을학기 실험진동공학 3 토목

[별첨 표 2-6] U-City 과정 교과목 리스트 (2010년)

번호 학기 과목명 학점 분야

1 봄학기 공학설계를 위한 소프트컴퓨팅 기법 3 IT

2 봄학기 구조물 안전진단을 위한 통계식 패턴인식 3 토목/IT

3 봄학기 고급재료역학 3 토목

4 봄학기 교통자료 분석 및 운영 3 교통/IT

5 봄학기 U-Eco 환경디자인론 3 IT/건축

6 봄학기 건설IT설계특수문제:
도시교통계획의 이해 3 도시

7 가을학기 U-Space 고급환경미생물학 3 환경

8 가을학기 U-Space 구조공학 설계특수문제 3 토목/IT

9 가을학기 스마트 교통시스템 3 교통/IT

10 가을학기 U-Space 고급환경복원 공학 3 환경/IT

11 가을학기 유비쿼터스 공간구축론 3 건축/IT

12 가을학기 U-Space 구조물의 안정론 3 토목

13 가을학기 건설 IT 개론 3 토목/IT

계 39

[별첨 표 2-7] U-City 과정 교과목 리스트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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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을학기 건설 및 환경공학특강2 3 교통

18 가을학기 복합재료역학 3 토목

19 가을학기 IT 융합 암반공학 3 토목/IT

20 가을학기 지반조사 및 IT 현장계측 3 토목/IT

21 가을학기 지반 거동 해석 IT 3 토목/IT

22 가을학기 건설 IT 개론 3 토목/IT

23 가을학기 U-Space 환경나노공학 3 환경/IT

24 가을학기 U-Space 고급환경단위 공정론 3 환경/IT

계 72

번호 학기 과목명 학점 분야

1 봄학기 U-Space를 위한 정보기술 3 건설/IT

2 봄학기 U-Space 환경/에너지 문제의 이해 3 환경

3 봄학기 스마트구조 기술 개론 3 구조

4 봄학기 U-Space 지하공간설계 3 지하공간/설계

5 봄학기 지속가능 기반시설 시스템 공학 3 건설/IT

6 봄학기 자료, 결정 및 시스템 분석 3 IT

7 봄학기 고급토질역학 3 지반/설계

8 봄학기 공학설계를 위한 소프트컴퓨팅 기법 3 IT

9 봄학기 U-Space 고급폐수처리공학 3 환경

10 봄학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비탄성해석 3 구조

11 봄학기 고급지반동역학 3 지반/IT

12 가을학기 유비쿼터스 공간구축론 3 건축/IT

13 가을학기 실험진동공학 3 구조/IT

14 가을학기 건설 및 환경공학 특강
<건설환경공학 데이터 분석> 3 IT

15 가을학기 복합재료역학 3 구조

16 가을학기 교량공학 및 설계 3 구조

17 가을학기 지반조사 및 IT 현장계측 3 조사/계측

18 가을학기 지반 거동 해석 IT 3 지반/설계

19 가을학기 지능형 U-Space 교통시스템 3 교통/IT

20 가을학기 건설 IT 개론 3 토목/IT

21 가을학기 IT 융합 암반공학 3 지반/설계

22 가을학기 U-Space 시스템 환경바이오텍 및 
바이오에너지 3 환경

23 가을학기 U-Space 고급환경 단위공정론 3 환경

계 69

[별첨 표 2-8] U-City 과정 교과목 리스트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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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City 관련 프로그램 운영 계획

   현재 수행 중인 U-City 석박사과정 지원사업은 2014년 2월 종료 예정이나, 후속 지원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므
로, 본 사업단에서는 후속 지원사업을 유치하여 U-City 관련 고급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5) 논문 작성법 강의 개설

 5-1) Scientific Writing (영어 논문 작성법) 과목 개설 및 운영

   KAIST에서는 2009년 봄 학기 이후로부터 석·박사 학생들에게 Scientific Writing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2013년 봄 학기 현재 한 강의 당 18명씩 20개의 강의로 분할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과목 운영의 목적은
영문으로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논문 작성법을 지도하는 것이다. 이 과정 중 수강학생들은 유명 저널을 읽고 분
석한 후 논문 작성 프로세스를 익혀 논문 작성에 반영하게 된다.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논문에 이용되는 아이디어
를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본 수업이 졸업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선택 학점으로 인정받고 있으
며 많은 석·박사 학생들이 해외 유명저널에 영문으로 논문을 투고하는데 있어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최근 3년간의
Scientific Writing 과목의 전체 수강생 1662명 중 본 사업단 관련 수강생은 35명으로서 약 2% 정도이지만, 최근
들어 본 학과의 수강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추후 Scientific Writing 과목 수강을 더 장려하여 학생
들의 논문지도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교육 계획

 6-1) Research Ethics 과목 개설 및 운영

   KAIST에서는 '윤리 및 안전(Research Ethics)을 학·석·박사 등 모든 과정의 졸업 필수요건으로 지정하고 있
다. 윤리 및 안전은 연구 윤리(Research Ethics), 실험실 안전(Lab safety), 성윤리 안전(Sexual Violence &
Sexual Harassment), 리더십(Leadership) 등 총 4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강의 수강을 통해 연구 윤리에 대
한 중요성을 견지하고 실험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7) Education 3.0 추진단 운영

 7-1) 설립 목표 및 비전

   KAIST Education 3.0 추진단은 재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오프라인 강의를 녹화하여 온라인 콘텐츠
로 제작하고, 이것을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원하는 시간,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교내
영어강의 확대와 외국인 학생 수 증대에 따른 온라인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서비스이다. 현재 운영 중인 LMS
는 syllabus 등록, 과목 공지사항 등록, discussion board, 과목 자료실 등 교수, 학생 간 communication을 지원
하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어 오프라인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추진단은 과학, 기술관
련 국내외 기업체, 연구소의 전문 인력들이 급변하는 기술, 지식의 변화 속에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석·박사과정 수준의 온라인 강좌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내, 교내 교육지원뿐만 아
니라 해외 대학과의 교육 협력도 추진하여 화상강의시스템을 통한 교육, 단기강좌 및 세미나를 독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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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단은 Education 3.0 추진단을 이용하여 앞으로 e-Learning을 통한 재학생들의 정규교과 완전학습 지원
과 해외대학과의 교육 및 연구 교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7-2) 글로벌 학습 프로그램 운영

   KAIST Education 3.0 추진단은 오프라인 강의 제공 외에도 각종 학습 전략 워크샵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재학
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효과적인 영어 논문 작성법, A+ 받는 15분 정리법, 글로벌 프리젠테이션 스킬, 영어 강의
학습 비법 등의 워크샵을 재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연구에 필요한 학습방법 이론 및 학습전략에 대한
정보를 특강형태로 석박사 대학원생들에게 소개하고, 이를 본인의 연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해 보는 학습전략
워크숍 시리즈를 통해 학습 효과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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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전형

   본 사업단의 석·박사과정 입학 전형은 국비장학생, KAIST 장학생, U-City 장학생, 일반장학생 등 전원 장학생으
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출연금 또는 KAIST에서 조성한 연구비 및 산업체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학생들의 교육경비
를 대체하게 된다.

 1-1) 입학전형 구분

  a) 국비장학생 : 학생 교육경비의 일부를 정부출연금에 의하여 KAIST가 지원하는 학생
  b) KAIST장학생 : 학생 교육경비의 일부를 KAIST에서 조성한 장학금, 외부출연기금, 연구비 등에서 지원하는 학

생
  c) 일반장학생 : 학생 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체, 연구기관,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이 부담하는 학생. 단,

문화기술대학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정보보호대학원 지원자는 교육경비에 대해 본인부담이 가능하며 소속
기관(직장)이 없는 자도 지원 가능함

 1-2) 전형방법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자는 영어 성적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a) 지원자는 TOEFL, TOEIC, TEPS, IELTS 성적 중 1가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공인 정기 TOEFL, TOEIC, TEPS, 또는 IELTS 응시성적 (공인 정기 영어시험

응시성적만 인정하며, 기관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KAIST 입학전형에 제출하여 기 인정되었던 TOEFL, TOEIC, TEPS, IELTS 성적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의 응시성적이어야 한다.
   - KAIST에서 실시한 기관 TEPS성적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의 응시성적에 한해 인정된다.
  b)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 소재한 대학에 2년 과정(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이상 재학한(영어면제자) 자는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단, 면제 해당자는 재학기간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c) 위의 b항의 "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서류제출 시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할 수 없으며, 원
서접수 마감일(2012.07.26) 이후에 발표되는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단, 군학프로그램 지원자의 경우 영어성적
없이 지원 가능하다.

  d) 영어성적의 가이드라인은 IBT TOEFL 83 / PBT TOEFL 560 / CBT TOEFL 220 / TOEIC 720 / TEPS 599 /
IELTS 6.5 이상을 원칙으로 함. 단, 이 영어성적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특별한 우수성이 입증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할 수 있다.

2.1.2 학사관리제도 및 수준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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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교수 선정 및 세부전공 선택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석·박사과정에서는 현재 구조공학, 지반공학, 환경공학, 도시/
건축계획 및 설계, 건설공학 IT, 교통 분야 등의 세부전공을 운영 중에 있다. 모든 석·박사 학생들은 본인들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세부 전공 분야별로 연구지도 교수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세부 전공 및 지도
교수를 배정하여 연구 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석·박사 학생들은 지도 교수의 지도하에 논문 심사 및 박사 자격 심사 등
의 절차를 반드시 걸쳐야 한다.

3) 석·박사 자격시험·종합시험 및 학위 논문 심사 방식

 3-1)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논문 심사 방식 현황

  a) 석사 논문 심사

   - 입학 후 10개월 이내 학위 논문 계획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석사 논문 심사 위원회는 논문과 관련이 있는 KAIST 전임직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중 1인을 해당 분야 위원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 논문 심사 통과는 재적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출된 논문 내용에 대해서는 구두시험을 실시하며 판정은 합격과 불합격으로 한다.

  b) 박사 자격시험 및 논문 심사

   - 박사과정 학생은 입학 후(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생은 박사과정 인정 시점부터)
1년6개월 이내에 한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전과한 경우 이전 학과의 자격시험 합격 유무와 관계
없이 전과일이 속한 학기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전과한 학과의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 박사자격시험의 시기 및 횟수는 학과장이 정하여 실시하며 자격시험은 전공필기 시험, 서류심사, 면접시험 등
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되, 학과별로 학과의 특성에 따라 전형방법 및 배점을 마련하여 학과장/전공책임교수
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자격시험 내용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이와 관련된 연구의 창의력을 중심으로 박사과정 학위취득능력을 평
가할 수 있도록 한다.

   - 입학 후 2년 이내에 학위 논문 계획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학위 논문 심사 위원회는 계획서를 1개월 이내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박사 학위 논문은 4월말과 10월 말까지 각각 제출한다.
   - 박사 학위 논문 심사 위원회는 논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KAIST 전임직 교원 중에서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2인까지 해당 분야 원외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논문 심사 통과는 재적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출된 논문 내용에 대해서는 구두시험을 실시하며 판정은 합격과 불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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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 학위 논문 심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c)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박사 논문 심사

   -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술지에 제출되고(접수 회신을 받은 것에 한함), 동
논문의 게재가 확실하다는 지도교수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도교수가 추천할 수 있는 학생 수
는 2인(외국인학생 1인 포함)으로 제한하며, 동 논문이 게재될 때까지는 타 학생을 추천할 수 없다.

   -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위 논문 심사 위원장(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지도교수를 포함한 5인의 「학
위 논문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졸업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위원장(지도교수)은 배석만
하며 심사권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3-2)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와 MOU를 체결한 대학의 석․박사 논문 심사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와 MOU를 체결한 대학들의 석·박사 논문 심사 방식이 [별첨 표 2-9 ~ 2-10]에 나타나
있다.

[별첨 표 2-9]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와 MOU를 체결한 대학의 석사 논문 심사 방식

학교명 논문 심사

UC
Berkeley

1.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쓰거나 실험연구보고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2. 석사논문심사를 받을 때는, 지도교수 포함 총 3인으로부터 논문 검증을 받으며, 3명 중 한명

은 논문과 전공이 달라도 용인된다. 

Carnegie Mellon
University

1. 석사학위논문 심사는 지도교수, 학과장에게 승인을 받으면 된다.

HKUST

1.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 필수.
2. 전일제 석사과정은 학과 세미나 참여 및 별도의 영어 교육 과정 합격 필수.
3. 석사논문심사를 받을 때는, 지도교수 포함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로부터 논문 검증

을 받는다.

NTU
1. 학위 취득 기간: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
2. 한 학기(24학점) 이상 이수한 후 degree examination 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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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논문 심사

UC
Berkeley

(Qualifying exam 합격률: 80% 정도, 2차까지 있음)
1. Prelim Qualifying exam(박사 진학 학생에게 적용, 구두시험과 전체시험으로 구성됨) 합격

률: 50~60%, 2차까지 있음
2. 논문심사위원회는 학과에서 2인의 전공 분야 교수와 1인의 비전공 분야 교수를 선정한다. (지

도교수가 포함될 수도 있으며, Qualifying exam 위원장과 논문심사위원장은 중복 될 수 없
다. ) 심사는 1시간가량의 발표로 진행된다. 

3. Final defense는 사실상 없으며, Qualifying exam 후 dissertation에 최종 승인 사인을 받으
면 된다. 작성한 draft에 대해서는 심사 위원은 엄밀한 proof-reading하여 사인한다.

4. Defense시 논문 게재 등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음
5. 박사 학위 기간(석사 포함)은 5~6년임 
6. 졸업 논문 편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분야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3편 이상 정도임

Carnegie Mellon
University

1. 학위 취득 기간: 최소 3년
2. qualifying exam은 해당 분야 전반적인 지식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는 종합시험과 defense로 

구성.
3. qualifying exam에 합격하면 ABD(All But Dissertation).
4. 논문심사위원회는 최소 4인으로 구성되며 이중 최소 2인은 전공 분야 교수여야 하고 최소 1

인은 비전공 분야 교수여야 한다.

HKUST

1. 전일제 박사과정은 학과 세미나 참여 및 별도의 영어 교육 과정 합격 필수.
2. 전일제 박사과정은 18개월 이내에 qualifying exam을 통과해야 함.
3. qualifying exam은 학위 논문의 구상과 이에 대한 발표를 준비
3. 논문심사위원회는 비전공 분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도 교수를 포함한 전공 분야 교수 

2인, 비전공 분야 교수 1인, 전공 분야 외부 초청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NTU

1. 학위 취득 기간: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
2 .학기(18학점) 이상 이수한 다음에 qualifying exam을 합격해야 degree
examination 에 지원 가능.
3.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1년의 석사과정 후에 박사과정 세 학기 이상을 이수(석사과정 포함 

총 최소 30 학점 이상)한 다음에 qualifying exam을 합격해야 degree examination 에 지원 
가능.

[별첨 표 2-10]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와 MOU를 체결한 대학의 박사 논문 심사 방식

 3-3) 향후 계획

  a) 비교 대상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모두 시행하고 있는 자격시험제도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현
재 구두시험으로 적용되고 있는 자격시험제도를 구두시험 및 연구 내용 발표 등으로 요건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b) 논문의 공정한 심사 및 다학제 연구의 독려를 위하여 전공 관련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타 전공 분야의 전문가의
초청을 권장하며 연구 성과의 실무적 적용을 위하여 외부 산업체 전문가의 초청도 적극 추진한다.

  c)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학위 논문을 영어로 작성하도록 독려하고 구두 발표도 영어로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
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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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위취득 소요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4-1) 석사과정

  a) 입학 후 2년 내에 학위논문 제출이 기본이며 지연되는 경우 연차초과자로 분류된다.
  b) 연차초과자는 장학금 지원이 중지되고 기숙사 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심사지연 경위서를 제출

해야 한다.

 4-2) 박사과정

  a) 박사과정 학위취득은 자격시험-중간발표-논문 제출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b) 입학 후 1년 6개월 이내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2년 이내에 중간발표를 실시해야 하며 2012년에 개정된 원규

로 지연되는 경우 심사지연 경위서를 제출하고 제출 후 1년 이상이 경과할 경우 매년 심사지연 경위서 및 지도교
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2년 이전에는 지도교수 사유서가 없었고 심사지연 경위서는 1회만 제출하면
인정).

  c) 2009년에 개정된 원규로 입학 후 4년 이상부터는 식비 지원이 중지되고, 5년 이상부터는 장학금 지원이 중지된
다 (2009년 이전에는 입학 후 5년 이상 식비 지원 중지, 장학금 지원 중지는 없음).

5) 학·석·박사 연계 과정 소개

 5-1) 학·석사 통합과정

  a)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석사과정 입학전형을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학사학위 취득 후 곧바로 석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과정이다.

  b) 별도의 교과과정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교과과정을 활용하며, 석사과정 진학과 동시에 지도교수가 배정
된다.

  c)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소속 학과의 학사과정 학생이며,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부터 지원학과의 석사
과정 학생으로 등록된다.

  d) KAIST 학사과정에서 4학기(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2학기) 이상 재학하고 65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과
목 이수학점 21학점 이상, 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3.5/4.3 이상인 건설 및 환경공학과 학사과정의 재학생에
한해 선발되고 있다.

 5-2) 석·박사 통합과정

  a) 박사학위를 최종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과정에 입학한 후 석사학위논문 제출 및 박사과정 입학시험을 거치지
않고 박사과정에 진입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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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강사 제목

2월 19일
류 근 철

모스크바국립공대 교수,
KAIST 초빙특훈교수

건전한 과학자상

3월 5일
정 동 수

Invest KOREA 단장
Korea : An Emerging Global 
Leader in the 21st Century

3월 12일
양 창 순 

양창순대인관계클리닉 원장
성공하는 리더의 마음 경영

4월 2일
한 홍 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Would You Like to Become

Another Bill Gates?

4월 9일
황 창 규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전 삼성전자 사장

융복합 사회와 창의적 리더

5월 7일
이 요 셉

한국웃음연구소 소장
웃음이 경쟁력이다

5월 14일
김 성 주

성주그룹 회장
Korea as the Global Leader 

in the 21st Century

일시 강사 제목

2월 25일
송진우 코치

한화이글스 야구단
‘LEGEND 21’

3월 4일
 유태우 교수

신건강인센터 원장
내 몸과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b) 석사과정 1년 후 박사과정으로 변경되어 진학하고, 총 5년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연차초과자가 된
다. 또한 석사과정에서는 연구과제 배경지식 공부 및 과제 선택을, 박사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연구를 시작하도록
구성되어 적절히 연계되고 있다.

  c) 학점이수요건을 충족하며, 자격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고 모든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박사학위
를 수여한다. 다만 통합과정 중도 탈락자, 포기자 등이 학위수여규정의 석사학위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
학위를 수여하고 통합과정의 이수를 종결시킬 수 있다.

6) 기타 교육 프로그램

 6-1) KAIST 리더십 강좌

  a)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지도자적 자질과 자신감을 가진 새로운 창의 인
재의 배출을 목표로 한다.

  b) 최근 3년간 (2010 봄 학기~2012년 봄 학기) KAIST 리더십 강좌의 일정과 강연 연사들이 [별첨 표 2-11 ~ 2-13]
에 나타나 있다.

[별첨 표 2-11] KAIST 리더십 강좌 현황 (2010년 봄 학기)

[별첨 표 2-12] KAIST 리더십 강좌 현황 (2011년 봄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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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김병후 정신과전문의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
과학으로 본 사랑

3월 18일
법륜 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과학기술자의 품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4월 8일
정윤 이사장

한국창의재단 이사장
글로벌시대에 대응하는 세계1등 가치창출 

전략

4월 15일
박재희 교수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장
고전에서 배우는 
생각의 발상전환

5월 20일
최성애 박사

HD가족클리닉 원장
지구시민이야기

일시 강사 제목

3월 9일
유종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경제와 과제와 미래

3월 16일
오세정 원장

기초과학연구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미래 인재상

4월 6일
이원용 교수

연세대 화학과
연구윤리소개 - 연구부정행위와 관련 

규정 중심으로

4월 13일
김봉렬 교수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역사와 문화 속의 건축

4월 20일
윤종용 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업 발달사

4월 27일
고상근 교수

서울대 리더십센터장
공학인의 리더십

5월 4일
권석만 교수

서울대 심리학과
리더의 조건 - 행복한 삶의 이해

날    짜 연   사 소    속 연       제

2월 9일 유지환 교수
한국산업

기술교육대
Applications of Haptics and 

Telerobotic Systems

2월 16일 서진호 박사
포항 지능로봇

연구소
Introduction to Intelligent Robot 

Technology Paradigm

[별첨 표 2-13] KAIST 리더십 강좌 현황 (2012년 봄 학기)

6-2) 학과 석·박사 세미나

  a) 졸업생 및 산업, 연구 분야의 다양한 건설 분야의 연사들을 통해 졸업 후의 다양한 진로 및 비전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b) 최근 3년간 (2010 봄 학기~2012년 봄 학기) 학과 석·박사 세미나의 일정과 강연 연사들이 [별첨 표 2-14 ~ 2-16]
에 나타나 있다.

[별첨 표 2-14] 학과 석·박사 세미나 현황 (2010년 봄 학기)



30 / 134

2월 23일 김진현 교수
서울산업

대학교
수중 건설로봇 연구 동향

3월 9일
Prof. Wang Chien 

Ming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s

3월 30일 강성길 박사 해양 연구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O2 

해양지중저장 기술개발 및 실용화 방안

4월 13일 오재근 박사 코아칩스 대표이사
Energy Harvesting for Civil 
Engineering Applications

4월 20일 강승모 박사 University of Illinois
Microscopic traffic Simulation of 

Vehicle-to-vehicle Hazard Alerts on 
Freeway

4월 27일 문현주 박사
환경정책평가

연구원

The influence of iron speciation on 
Fe(III)-DFOB (natural siderophore) 

reduction

5월 4일 임성균 소장
코오롱 건설 / 환경 

연구소
비점오염원 관리

날    짜 연   사 소    속 연       제

2월 15일 남충희 고문 SK Telecom
Beyond Construction:

미래의 건설산업

2월 22일 유인상 청장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효율적인 건설 관리

3월 8일 정현철 이사
(Michael Jung) CH2MHILL

국내 국제사업을 통한
PM/CM개요

3월 15일 성낙준 감사
한국철도
시설공단

한국 건설 산업의 발전방향

3월 22일 한상우 교수
KAIST
화학과

Nanotectonics: 나노벽돌을 이용한 
나노구조물 제조

3월 29일 정영훈 교수
경희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Characterizing soil deformation: From 

microscopic view point

4월 5일 홍대희 교수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건설로봇의 국내외 기술동향

4월 12일 신호성 교수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전공 THM 수치도구의 개발과 응용

4월 19일 김정곤 박사 토지주택연구원 탄소중립도시의 비전과 전망

4월 26일 오재은 교수 울산과학기술
대학교

Why Do We Need Multiscale 
Research in Civil Engineering? 

- Nanometer to Kilometer

5월 3일 신호철 박사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난환경 탐색 로봇

[별첨 표 2-15] 학과 석·박사 세미나 현황 (2011년 봄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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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연   사 소    속 연       제

2월 14일 신호성 울산대학교 THM 수치도구의 개발과 응용

2월 21일 이대성 동아대학교 시추 및 유정완결

2월 28일 최재영 KIST 책임연구원 국내 폐광산 오염현황 및 
정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연구

3월 6일 신종호 건국대학교
(前 국토해양 비서관) 경인아라뱃길, 건설과 갈등관리

3월 13일 박병규 Univ. of Virginia 미래 교통 시스템

3월 20일 주성문 삼성중공업
메카센터

Introduction to Ship Production 
Automation

4월 3일 김상겸 에프엠전자 무인 자율주행 기술

4월 10일 박동순 수자원연구원
최신 Liquefaction and Cyclic 

softening에 관한 
연구 동향

4월 17일 김용석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 중앙아시아와 자원외교

4월 24일 오보환 대우건설
기술연구소 상무 건설사의 R&D와 기술 전략

날짜 연사 소속 연제 비고

3월 9일 박재광 교수
Univ. of 

Wisconsin-Ma
dison

부강한 국가가 되기 위한 
환경과 수자원 이용 방안

명사초청특강

4월 17일 노상훈 차장
한국수력
원자력

에너지산업과 원전건설 
현황/전망

봄학기 졸업생특강

9월 17일 정태영 박사 ADB
Climate Change and the role 
of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초청강연

9월 25일 서종대 사장
주택금융

공사
건설과 금융 초청강연

10월 15일 김윤승 박사
환경정책
연구원

환경정책 연구 소개
가을학기 

졸업생특강

[별첨 표 2-16] 학과 석·박사 세미나 현황 (2012년 봄 학기)

 6-3) 기타 인성, 리더십, 교양 등 사회성 함양을 위한 졸업생 및 명사초청 프로그램 실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는 각 분야의 명사 및 학기별 졸업생 특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운영 현
황은 [별첨 표 2-17]과 같다.

[별첨 표 2-17] 명사초청 및 학기별 졸업생 특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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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유형 참여주제 지도교수 조교 지도교수 및 조교의 역할

2011
겨울/봄

변지혜 단독

고속도로의  차량 
흐름에 Smart- 

Infrastructure가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V2I(Vehicle to 
Infrastructure)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여화수 서종해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을 
위해 교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AIMSUN 

프로그램의 지도 및 세부 
알고리즘 개발을 함께 진행 

및 V2I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VSL(Variable 

Speed Limit)를 
적용함으로써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6-4) 참여교수 및 조교 지도 아래에서의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URP) 실시

  a) 자기 주도적 연구 수행 및 전문가들과의 멘토십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부생 연구 프로그
램 (URP -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b) 학부생들의 URP 과정에서 석·박사 조교는 실험장비 사용방법 강의 및 연구 전반적인 내용을 지도하는 일반적인
조교 업무와 배경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장 실험 등 공동 연구를 병행하는 역할을 한다. [별첨 표 2-18 ~
2-19]에 최근 3년간의 URP 현황과 석·박사 조교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별첨 표 2-18] 학부생 URP 현황 및 석·박사 조교의 역할 (2010년)

구분 이름 유형 참여주제 지도교수 조교 지도교수 및 조교의 역할

2010
겨울/봄

박병진 단독
비접촉식 구조물 안전 
진단을 위한 레이저 제
어 시스템 개발

손훈 이현석 실험장비 사용방법 강의 및 
연구 전반적인 내용 지도

2010
여름/
가을

손지은 단독
암모니아 처리와 동시에 
수소를 발생할 수 있는 
전기화학 시스템 개발

한종인 김동연
실험 안전 교육 및 촉매 

합성, membrane 관리 교육 
및 참여

2010
여름/
가을

김지나 단독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
한 이산화탄소의 포름산
으로의 전환

한종인 김일국

전기화학적 수소 생산 과정, 
암모니아 산화 과정 등의 
기본적인 전기화학적 지식 

전달

2010
여름/
가을

정호연 단독 에너지 하베스팅 기능을 
갖는 진동제어 시스템 정형조 임승현

연구개요 설명 및 진행방향 
조언, 수치해석을 위한 

해석프로그램 MATLAB에 
대한 조언

2010
여름/
가을

원승현 단독
개선된 펜턴산화를 이용
한 diclofenac 과 
triclosan의 분해 연구

이우진 배성준

연구수행에 필요한 유기화학, 
환경화학을 비롯한 기초 
지식을 전달하였으며, 

연구에 필수적인 회분식 
실험 준비와 수행, 분석 및 
결과해석 관련 전반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

[별첨 표 2-19] 학부생 URP 현황 및 석·박사 조교의 역할 (2011년)



33 / 134

2011
겨울/봄

장세현 단독
수류동역학적 분석을 
통한 댐 저수지 조류 
성장 제어 방안 연구

박희경 이승재 조류 성장의 결정 인자 
분석을 위한 방법 지도

2011
겨울/봄

박수진 단독
미생물을 이용한 

콘크리트의 
자기치유성능 확보

이행기 김형기

기존 Ureolytic bacteria에 
관련된 논문 자료 제시 및 
미생물 구입, 배양 조건 

등의 설정, 콘크리트 타설 
및 미생물의 균열 치유성능 

시험 공동 진행

2011
겨울/봄

최병모,
박민상

팀
레이저를 이용한 

실시간-고속 레일손상 
감지기술 개발

손훈 염철민 실험장비 사용방법 강의 및 
연구 전반적인 내용 지도

2011
겨울/봄

하경애,
천병호

팀

동적 원심모형시험을 
이용한 지반구조물 상호 

해석(첨성대와 원적 
격납 구조물)

김동수 하정곤

동적 원심모형시험에 대한 
기본적 배경 지식 교육 및 
모형 조성, 결과 해석에 
대한 조언 및 공동 수행

2011
여름/가

을
한주경 단독

도시하천 복원을 위한 
유지유량 산정 및 

도심내 수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박희경 신상민 유지 유량 산정법 지도

2011
여름/가

을
이현경 단독

온실가스 발생원의 
특성에 따른 분류 체계 

마련 및 
 한국의 온실가스 

분산발생원 관리방안에 
대한 조사

박희경 신종석 국내 온실가스 측정법 지도 

2011
여름/가

을
박준우 단독

유체역학 기반 
해파리제거로봇 
네비게이션 연구

명현 이동화 유체역학에 기반한 
무인수상선 거동 분석 지도

[별첨 표 2-20] 학부생 URP 현황 및 석·박사 조교의 역할 (2012년)

구분 이름 유형 참여주제 지도교수 조교 지도교수 및 조교의 역할

2012 
겨울/봄

Claudia 
R. 

Tanardi
단독

Development of a 
pretreatment 

technology for 
cellulosic bioethanol

한종인 김일국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성분 
분석법 및 바이오에탄올 

생산 공정의 기초 실험법 및 
해석법 지도

2012 
겨울/봄

임주영, 
김지원

팀
MR elastomer를 

이용한 토목구조물의 
진동제어 시스템 연구

정형조 장동두

연구 개요 설명 및 진행 
방향 조언, 운동방정식 
수립에 대한 조언 및 
MATLAB에 대한 조언

2012 
여름/가

을
양수영 단독

원전배관 및 송유관 
안전진단을 위한 레이저 
기반의 안전진단 시스템 

개발

손훈 양진열 실험장비 사용방법 강의 및 
연구 전반적인 내용 지도

2012 
여름/가

을
주희건 단독 전주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건전성 감시 기술 정형조 성승훈

전주 수치모델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 및 실내 

실험을 위한 실험체 제작 
감독



34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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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향후 사업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 배출 계획 (단위: 명)

연도
대학원생 배출 계획(명)

석사 박사 계

1차년(2013년) D_3_2:25 D_3_3:16 D_3_4:41

2차년(2014년) D_4_2:31 D_4_3:18 D_4_4:49

3차년(2015년) D_5_2:37 D_5_3:20 D_5_4:57

4차년(2016년) D_6_2:40 D_6_3:22 D_6_4:62

5차년(2017년) D_7_2:40 D_7_3:25 D_7_4:65

6차년(2018년) D_8_2:43 D_8_3:25 D_8_4:68

7차년(2019년) D_9_2:43 D_9_3:25 D_9_4:68

계 D_10_2:259 D_10_3:151 D_9_4D_10_4:X

3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방안

3.1 대학원생 인력 확보/배출 및 지원 계획

3.1.1 최근 3년간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명)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2010년 D_3_3:71.5 D_3_4:48 D_3_5:11.5 D_3_6:131

2011년 D_4_3:60.5 D_4_4:55 D_4_5:13.5 D_4_6:129

2012년 D_5_3:63 D_5_4:67 D_5_5:16 D_5_6:146

계 D_6_3:195 D_6_4:170 D_6_5:41 D_6_6:406

배출

2010년 D_7_3:31 D_7_4:17 D_7_5:X D_7_6:48

2011년 D_8_3:35 D_8_4:9 D_8_5:X D_8_6:44

2012년 D_9_3:25 D_9_4:14 D_9_5:X D_9_6:39

계 D_10_3:91 D_10_4:40 D_10_5:X D_10_6:131

3.1.2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가. 대학원생 배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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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목표 설정에 관한 실현가능성 및 부가설명 기술

   입학전형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본 사업단 소속 모든 석·박사 과정 학생들은 KAIST, 교수 연구비 및 근무기관에 의
해 교육 경비를 지원받는 장학생들이다. 이로 인해 특히 국비 장학생의 경우에는 학과 별로 T/O가 제한되어 있어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는 U-City 지원 사업을 통해 부족한 대학원생을 충원하여왔고 우수한 연구 활동으로
확보된 연구비로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KAIST 장학생을 선발하고,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왔다. 본 사업단에서는 우수한 대학원생 확보를 목표로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확보된 대학원생들을 다학
제·융합적 사고 능력과 국제적 리더십을 갖춘 미래형 건설 분야 창의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KAIST 건설 및 환경공
학과는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10~2012년 동안 매년 약 40명 내외의 석·박사 졸업생을 배출하여 왔고, 특히
박사 비율이 평균 44%에 이르는 등 연구중심 대학으로서 독창적 융합 기술을 갖춘 창의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82년 학과 개설 이후 훌륭한 교육 및 연구 환경을 통해 최고 수준의 건설 분야 전문가를
꾸준히 배출해왔다. 본 사업단 대학원생의 연구수월성은 세계 Top 대학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이지만, 배출 대학원
생 수가 적어 국내·외 건설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사업단
에서는 <표 3>에서와 같이 매년 꾸준히 배출 대학원생의 수를 증가시켜서 BK21 플러스 사업이 끝나는 시점인 2019
년에는 2012년 대비 74% 증가한 68명의 대학원생을 배출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학원생 배출 계획은 (1) 국비 T/O 최
대한 확보, (2) 후속 U-City 석·박사과정 지원 사업 수주, (3) 정부 및 산업체 연구비로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KAIST
장학생 활용, (4)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 활성화 등의 실행 방안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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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의 교육 목표인 건설공학 분야의 국제적 지도자 양성을 통한 국가와 인류 발전에 기여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수 대학원생 확보가 최우선된다. 이를 위해 본 사업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수 대학원생 확보
전략 및 활용 방안을 수립하였다.

1) 사회 근간을 이루는 주요 인프라로서의 건설 분야의 중요성 및 사회공헌도를 강조하는 등 건설 분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2) 연구실 Open Lab, 건설인의 날, 사회지도층 및 졸업생 초청강연, 대학원 홍보 홈페이지의 개선 및 활용 등 학부과
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함

3) 건설공학 분야의 국제적 지도자 양성에 요구되는 다학제 연계 교육, 기술융합화 교육 등을 KAIST 전체 학부생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타 학과·학제 전공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함

4) 후속 U-City 석·박사 지원 사업 유치를 통해 기존의 다학제적,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심화․발전시킴

5) 국외, 특히 아시아권 우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수행함 (아시아 지역 우수학교와의 MOU 추
진, 현 대학원생을 통한 홍보, 교수들의 외국대학 방문을 통한 홍보 등)

6) 아시아 지역 우수 대학들과 공동학위 프로그램 및 학생교환 프로그램을 개발함

7) 공동 연구 및 지도를 위한 교수요원을 파견함 (현재 말레이시아 UiTM에 교수요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
을 더욱 확장하여 적용)

8) KAIST에 학업 중인 미국 및 유럽의 학부 교환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유도함

9) 본 학과에서 목표로 하는 외국인 학생 수는 다음과 같음
 9-1) 석사과정 해외 유학생 유치 목표: 10명/년
 9-2) 박사과정 해외 유학생 유치 목표: 5명/년

   위와 같은 전략 및 방안을 통해 확보될 우수 대학원생을 미래 건설 분야의 국제적 지도자로 육성하는 것 또한 본
사업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학원생 지원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에만 집중하도록, 연구 외의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적극 활용함

나. 사업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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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이 제안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스스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경비를 지원함

3)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외 인턴쉽 기회를 확대함

4)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건설 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첨단 산업체 인턴쉽 기회를 제공함

5) 해외 공동연구와 외국 유명 대학과의 공동 학위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해외 석학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는 기
회를 제공함

6) 탁월한 연구업적 및 우수한 성적의 대학원생들을 선발하여 박사학위 취득 후 해외 박사후 연수과정의 기회를 제공
함

7) 세계 수준의 대학원생 교육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수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수 해외 파견 및 교재 개발을 지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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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업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 취업률 실적 (단위: 명, %)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취업난이 극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
학과의 대학원 졸업생들은 대부분 전공적합성이 높은 기관으로 취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2년도 석사 졸업생 중
취업대상자의 81%가 취업하였고, 박사 졸업생 중에서는 취업대상자의 89%가 취업하였다.

   석사 졸업생들의 취업은 기업체, 연구소, 정부기관 순이었다. 기업체의 경우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SK
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의 주요 건설시공회사와 삼성엔지니어링, 남동발전 등의 엔지니어링회사 등 건설 관련 기
업체에 주로 취업하여 높은 전공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소의 경우, 석사 졸업생 1명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에 취업하였고, 국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도 1명이 취업하였다.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우수한 외국 대학으
로의 문이 좁아지고 이에 유학을 위한 준비기간이 길어져 일부 석사졸업생이 미취업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박사 졸업생의 경우에는 4명이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으로 외국 우수대학에 취업한 상태이며, 롯데건설, 하
이엔텍에 각 1명씩 취업하였다. 이밖에, 정부출연연구소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 1명이 취업하였다. 박사 졸업자 거의
모두 전공적합성이 매우 높은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에 취업하였고 이는 박사 취업의 질적 우수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박사 졸업자 중 권태혁 박사는 Washington State University에 전임교수로 임
용되어 2년간 재직하였고(현재 KAIST 교수로 임용됨), 송기일 박사는 말레이시아 UiTM 및 Nottingham 대학 말레

3.2 대학원생의 취업률 현황 및 진로 개발 계획

3.2.1 취업률

구분

졸업 및 취업현황

취업률(%)
(D/C)×100

졸업자 (G)

비취업자(B)
취업대상자
(C=G-B)

취업자(D)진학자
입대자

국내 국외

2012년 2월
졸업자

석사 D_5_3:15 D_5_4:5 D_5_5:0 D_5_6:0 D_5_7:10 D_5_8:8 T_5_9:석사/박사
합산

박사 D_6_3:6 D_6_4:X D_6_5:X D_6_6:2 D_6_7:4 D_6_8:4 D_6_9:85.71

2012년 8월
졸업자

석사 D_7_3:10 D_7_4:3 D_7_5:1 D_7_6:0 D_7_7:6 D_7_8:5 T_7_9:석사/박사
합산

박사 D_8_3:8 D_8_4:X D_8_5:X D_8_6:3 D_8_7:5 D_8_8:4 D_8_9:81.82

계 D_9_3:39 D_9_4:8 D_9_5:1 D_9_6:5 D_9_7:25 D_9_8:21 D_9_9:84

3.2.2 취업의 질적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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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아 분교에 전임교수로 임용되어 3년간 재직한 후 현재 인하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이외에도 외국대학 교수로 총
4명이 임용되었다(2010년 말레이시아 UiTM, 파키스탄 NIST; 2011년 University of Philippines, 말레이시아
UiTM).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 및 경기불황의 여파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취업의 질적 우수성도 위협
받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수한 기업, 연구소, 국가기관 등에 졸업생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는 수년전부터 아래와 같이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였고 본 사업단에서는 이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자 한다.

1) 기업체 인턴쉽 기회 제공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U-City 석박사과정 지원사업의 일환인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방학기간 동안 기업체에
서 인턴으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2) 석·박사 세미나를 활용한 취업특강

   기업체 채용담당자를 매학기 석·박사 세미나 중 연사로 초청하여 취업특강을 수차례 실시함

3) 산학 협동연구를 통한 취업 유도

   기업체와 긴밀한 협동연구를 수행하여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졸업 후 협동연구를 수행했던 기업체 혹은 연구
소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본 사업단에서는 대학원생의 취업지도 및 진로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
였고, 이를 성실히 실천하여 대학원생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취업의 질적 우수성도 높이고자 한다.

1) 국내·외 기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인턴쉽 프로그램 활성화

 1-1) 국내 기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인턴쉽 프로그램을 확대함
 1-2) 해외 기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인턴쉽 프로그램을 개발함
 1-3) 참여 기관 및 대학원생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선 및 보완함

2) 취업 컨퍼런스 개최

 2-1) 전공 분야별 취업 담당 교수를 지정하고, 담당 교수 주도로 분야별로 취업 컨퍼런스를 준비함
 2-2) 기업체, 연구기관, 정부기관의 채용담당자를 초청하여 취업 컨퍼런스를 개최함

3.2.3 취업지도/진로 개발 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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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연수과정 지원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

 3-1) 졸업 이후에도 우수 졸업생의 경우 해외 유명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연수과정을 지원함
 3-2) 이를 통해, 국내·외 연구소, 기업 및 교직 등 취업의 기회를 확대함

4) 진로정보시스템 운영

 4-1) 우수한 건설인력의 취업을 위하여 진로와 관련한 뉴스와 채용정보/기업정보 등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제공할 수 있는 진로정보시스템(civil.kaist.ac.kr/jobs)을 구축·운영할 계획임

 4-2) 해외 우수대학에 본 사업단이 구축할 진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재학생 및 졸업생의 정보를 교환하여, 외국의
연구자들이 본 사업단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우수함을 인지하고 취업 제안을 유도함

5) 취업특강 및 석·박사 세미나의 활성화

 5-1) 기존에 진행해왔던 석·박사 세미나를 활용한 기업체 채용담당자들의 초청 강연을 확대 개편함
 5-2) 기업체의 인사담당자가 방문하여 면접요령,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취업과 관련된 특강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취업 관련 유용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6) 동문을 활용한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6-1) 각 연구실 졸업생들의 취업 정보를 취합하고 공유하여 재학생들이 취업 관련 정보를 졸업생들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함
 6-2) 홈커밍데이 행사를 격년으로 개최하여 졸업생들과 재학생간의 교류를 장려하고 인적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
공함
 6-3) 취업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졸업생들의 취업 경험을 자료화해 재학생들의 취업준비를 도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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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학원생 1인당 SCI(E) (SSCI 포함) 논문의 환산 보정 IF

4 인력의 연구수월성

4.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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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대학원생 논문 환산 편수 실적

구분
최근 3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0년 2011년 2012년

논문 총 건수 D_3_2:50 D_3_3:54 D_3_4:57 D_3_5:161

1인당 논문 건수 D_4_2:0.3816 D_4_3:0.4186 D_4_4:0.3904 D_4_5:0.3965

논문 총 환산 편수 D_5_2:20.4801 D_5_3:20.1116 D_5_4:26.3148 D_5_5:66.9065

1인당 논문 환산편수 D_6_2:0.1563 D_6_3:0.1559 D_6_4:0.1802 D_6_5:0.1647

소속 학과 대학원생 수 D_7_2:131 D_7_3:129 D_7_4:146 D_7_5:406

4.1.2 최근 3년간 대학원생 1인당 SCI, SCIE (SSCI 포함) 논문의 환산 보정 IF

구분
최근 3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0년 2011년 2012년

총 환산 편수 D_3_2:20.4801 D_3_3:20.1116 D_3_4:26.3148 D_3_5:66.9065

총 환산 보정 IF D_4_2:13.57594 D_4_3:15.08051 D_4_4:18.39962 D_4_5:47.05607
환산 논문 1편당 환산

보정 IF D_5_2:0.66288 D_5_3:0.74984 D_5_4:0.69921 D_5_5:0.70331

1인당 환산 보정 IF D_6_2:0.10363 D_6_3:0.1169 D_6_4:0.12602 D_6_5:0.1159

소속 학과 대학원생 수 D_7_2:131 D_7_3:129 D_7_4:146 D_7_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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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

구분

최근 3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2010년 2011년 2012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국제 국내 계

총 건수 D_4_2:70 D_4_3:78 D_4_4:148 D_4_5:100 D_4_6:78 D_4_7:178 D_4_8:145 D_4_9:99 D_4_10:244 D_4_11:315 D_4_12:255 D_4_13:570
총

환산편
수

D_5_2:66.698 D_5_3:38.865
8

D_5_4:105.56
38

D_5_5:93.855
1 D_5_6:38.515 D_5_7:132.37

01
D_5_8:149.08

22
D_5_9:50.147

2
D_5_10:199.22

94
D_5_11:309.63

53
D_5_12:127.52

8
D_5_13:437.16

33

1인당
환산편

수
D_6_2:X D_6_4:0.8058 D_6_5:X D_6_7:1.0261 D_6_8:X D_6_10:1.3645 D_6_11:X D_6_13:1.0767

소속학
과

대학원
생 수

D_7_2:X D_7_4:131 D_7_5:X D_7_7:129 D_7_8:X D_7_10:146 D_7_11:X D_7_13:406

4.1.3 최근 3년간 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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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학원생 연도별 목표설정의 우수성

   최근 3년간의 대학원생 1인당 논문 환산 편수는 0.181편이었고, 2010년에는 0.169편에 불과했던 값이 2012년에
0.207편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1차년도의 목표를 0.210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연
평균 증가율 6.82%로 꾸준히 증가시켜 마지막 7차년도에는 0.312편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설정은 지
난 3년간의 실적을 근거로 하였으며, 또한 참여 대학원생의 주저자 비율을 높임으로써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대학원생 1인당 논문 환산 보정 IF는 2010년에는 0.104였으나 2012년에는 0.126로 증가하였고 3년 평균은
0.116이다. 이를 근거로, 1차년도 목표를 0.126으로 설정하였고 매년 6.33%의 증가율로 실적을 개선함으로써 최종
년도에는 0.182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환산 논문 1편당 환산 보정 IF도 3년 평균치인 0.703를 근거로, 1차년도에
0.705로 시작하여 매년 1.43%씩 증가시켜 7차년도에는 0.768까지 높이고자 한다. 환산 보정 IF는 연구의 질적 우수
성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로써, 이 값을 설정한 목표대로 꾸준히 향상시키면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연
구수월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4.2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의 우수성

4.2.1 연도별 목표설정의 우수성

항목
연도별 목표 연평균

증가율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대학원생
1인당

국제저명학
술지 논문
환산 편수

D_3_2:0.21 D_3_3:0.22 D_3_4:0.233 D_3_5:0.249 D_3_6:0.268 D_3_7:0.289 D_3_8:0.312 D_3_9:6.82%

대학원생
1인당 SCI,
SCIE (SSCI,

A&HCI
포함) 논문의

환산 보정
IF

D_4_2:0.126 D_4_3:0.13 D_4_4:0.137 D_4_5:0.147 D_4_6:0.159 D_4_7:0.171 D_4_8:0.182 D_4_9:6.33%

환산 논문
1편 당 환산

보정 IF
D_5_2:0.705 D_5_3:0.711 D_5_4:0.719 D_5_5:0.73 D_5_6:0.741 D_5_7:0.754 D_5_8:0.768 D_5_9:1.43%

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

D_6_2:1.25 D_6_3:1.3 D_6_4:1.37 D_6_5:1.46 D_6_6:1.57 D_6_7:1.7 D_6_8:1.85 D_6_9:6.76%

상기 목표 설정에 관한 실현가능성 및 부가설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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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도 지난 3년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1차년도에 1.250편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매년 6.76%만큼의 증가를 감안하여 최종년도에는 1.850편으로 목표를 잡았다. 이러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본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의 학술대회 참가비용(출장 비용 및 등록 비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외국 기관과의 공동 세션 및 미니심포지움 구성 등을 더욱 활성화하는 등 제반 여건을 구축할 예정이다.

   대학원생 학술활동 지원계획은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를 위한 지원계획과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위한 지원
계획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게재를 위한 지원 계획

 1-1) 융복합 연구 적극 지원

   단순히 건설 분야 내의 연구 주제만이 아니라,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지속가능공학, Big
Data 분야 등으로도 연구 범위를 넓히고 타 분야의 연구자들과도 적극 교류함으로써 융복합 연구를 보다 활발하게
진행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설 분야 단독 연구로는 게재가 어려웠던 저명한 국제학술지에도 논문을 게재함으로
써, 본 사업단에서 수행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타 학문분야와 교류할 수 있는 워크샵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학원생의 타 학과과목 수강을 적극 권장하고자 한다.

 1-2)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건설 분야 및 융복합 분야의 세계적 선도연구그룹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먼저 세계적 선도연구그룹
과 공동으로 국제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학원생들에게 국제화 마인드를 고양시키고 이러한 교류가 일회성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협력체제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수 및 대학원생 간의 인적 교류 프로그램으
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매년 본 사업단 예산 편성 시에 세계적인 선도연구그룹과의 국제 워크샵 및
공동 세미나 개최 비용을 반영하여 참여교수 및 대학원생에게 필요 경비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1-3) 해외 연수 지원

   해외 우수대학과 첨단 기업체, 연구기관 등에 대학원생을 파견하여 연구 능력 배양과 첨단 산업 현장에서 연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활성화가 되지 않은 제도인 해외연수 지원프
로그램을 파견 기간에 따라 장기 및 단기 해외연수로 나누어 실행하여 국제화 마인드를 갖춘 우수 인력을 보다 효율
적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1-4) 인턴쉽 제도 활성화 지원

   학계에서의 연구가 실제적으로 산업계에서 커다란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우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첨단 산업체 현장에 일정 기간 파견하는 인턴쉽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외부전문가

4.2.2 대학원생 학술활동 지원계획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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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문가나 새로운 연구분야 전문가)와의 공동강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단에서는 인턴쉽 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학원생의 수를 매년 꾸준히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1-5) 우수 학술연구를 위한 지원 체계

   우수 학술연구를 위해 선진화된 연구 지원조직 및 연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
이며, 계획 중인 인적 및 물적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다.

  a) 행정지원 조직 개선

   교수 및 대학원생의 연구/교육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인력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행정지원부서에 정기적인 평가와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성과연동 시스템을 구축
   - 행정지원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

  b) 공동 컴퓨터실 운영 및 Software 지원

   상시 운영되는 공동 컴퓨터실을 운영하고, 교수와 대학원생의 연구에 필수로 요구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2)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위한 지원계획

   본 사업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국제/국내 학술지 논문 게재료, 국제/국내 학술대회 논문 발표를 위한 참가 경
비, 세계 우수 연구그룹과 공동 워크샵 개최 및 참가 경비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때 본 사업단의 비전과의 일치성, 파
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본 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들의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 전체예산의 2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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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중심대학에서 박사급 신진연구인력의 확보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러한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신진연구인력 위원회 구성

 1-1) 사업단 각 분야별 참여 교수로 이루어진 신진연구인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수 신진연구인력을 상시로 탐색하
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1-2) 공정성 확보를 위해 Postdoc.의 신규 채용은 공채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업적을 중심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
사 과정을 통하여 채용한다. 모든 신진연구인력 채용 심사 및 평가는 신진연구인력 위원회에서 한다.
 1-3) 우수 신진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학과 홈페이지와 사업단 홈페이지에 채용 홍보를 하고, 이와 별도로 하이브레
인 등의 구직 사이트에 채용 광고를 게재하는 등 우수한 내외국인 신진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1-4) 매년 Postdoc. 3명, 계약교수 3명 수준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2) 해외 우수 신진연구인력 유치

 2-1)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와 인적 교류 MOU가 맺어진 외국 대학인 Univ. of California Berkeley,
Carnegie Mellon Univ., HKUST, NTU(Nanyang Tech. Univ.), Tech. Univ. of Denmark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
으로 해외 우수 신진연구인력을 유치한다. 협력 기관 방문 시에 본 사업단을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
개한다.

3) 신진연구인력 처우

 3-1) Postdoc. 계약기간을 최소 2년으로 책정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계약기간 동안의 연구업적 등을 정기적으로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업적이 뛰어날 때에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재계
약의 기회를 준다.
 3-2) 채용된 Postdoc.에게는 충분한 연구 공간을 제공하고, 연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여 좋은 연구 환
경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우수 학술연구를 위한 지원 계획

 4-1) 우수한 Postdoc.을 채용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강의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학부 또는 대학원 과목을 강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강사료는 일반 시간강사에 대한 지급규정
에 따른다.
 4-2) 우수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논문 게재료를 지원한다.
 4-3) 우수 국제 학회에 논문을 발표하는 신진연구인력에게 학회 활동비 (출장시 항공료, 등록비, 체제비 등)를 심사
후 지원한다.

4.3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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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신진연구인력의 자문위원활동, 산업체 기술이전, 산업체 및 정부 과제 유치 등을 장려한다.

5) 사업단 구성원과의 연계 활동

 5-1) 사업단 참여 구성원과 공동으로 과제 수주를 하도록 추진하고, 사업단 참여 대학원생을 참여 연구원으로 구성
할 수 있도록 한다.
 5-2) 신진연구인력 및 사업단 구성원의 공동 워크샵을 개최하여 신진연구인력 및 사업단 구성원과의 상호 교류를
확대한다. 매년 개최되는 사업단 워크샵의 활성화를 위해 10% 이내로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48 / 134

<표 9> 교육 인프라의 국제화 현황

5 교육의 국제화 전략

5.1 교육 인프라의 국제화 현황

항목 구 분
최근 3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0년 2011년 2012년

외국어 강의

T_3_2:개설과목 수 D_3_3:27 D_3_4:29 D_3_5:26 D_3_6:82

T_4_2:외국어강의 수 D_4_3:27 D_4_4:26 D_4_5:25 D_4_6:78

T_5_2:비율 (%) D_5_3:100% D_5_4:89.66% D_5_5:96.15% D_5_6:95.12%

외국인 전임교수

T_6_2:사업단 학과(부)
전임교수 수 D_6_3:18 D_6_4:19 D_6_5:17 D_6_6:54

T_7_2:외국인 전임교수
수 D_7_3:2 D_7_4:2 D_7_5:1 D_7_6:5

T_8_2:비율 (%) D_8_3:11.11% D_8_4:10.53% D_8_5:5.88% D_8_6:9.26%

외국인 대학원생

T_9_2:사업단 학과(부)
대학원생 수 D_9_3:131 D_9_4:129 D_9_5:146 D_9_6:406

T_10_2:외국인대학원생 수 D_10_3:13.5 D_10_4:11.5 D_10_5:12 D_10_6:37

T_11_2:비율 (%) D_11_3:10.31% D_11_4:8.91% D_11_5:8.22% D_11_6:9.11%

학위논문

T_12_2:사업단 학과(부)
대학원생 학위논문

수
D_12_3:46 D_12_4:44 D_12_5:40 D_12_6:130

T_13_2:대학원생 외국어
작성 학위논문 수 D_13_3:35 D_13_4:28 D_13_5:26 D_13_6:89

T_14_2:비율 (%) D_14_3:76.09% D_14_4:63.64% D_14_5:65% D_14_6: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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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형태 연구명칭 교수 참여 
대학원생 기관명 기간

공동연구/장기 
해외인턴 파견

Continuous Risk Profile 기반 
교통안전프로그램 개발 여화수 박민주

Institute of  
Transportation 

Studies, UC 
Berkeley

2010.08.01. ~ 
2011.07.31

1) 국제화교육 프로그램의 비전

   본 사업단의 국제화교육의 목표는 사업단이 총괄적 목표로 삼고 있는 Smart, Sustainable, Resilient Systems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다. 본 사업단은 다학제적 융합교육과 글로벌 교육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 부문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1) 아시아지역에서 최다 교수 배출 학교 지향

   인력 양성 전략으로써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신흥 동남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학생을 석박사과정으로 적극 유치
하고 배출된 인력들은 다시 자국의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채용된 후에도 지속적인 네트
워크를 형성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학문적인 리더로서 본 사업단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1-2) 건설 분야 교육 및 학문의 국제적 허브 구성

   졸업생들과의 국제학술대회 중심의 학문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강화한다. 특히, 아시아 지역 원격 교육 및 협
력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아시아 지역 최고의 학문 허브를 지향한다. 본 사업단 출신의 박사 졸업생의 해외 박사
후 과정을 적극 지원하며, 아시아 지역 내의 우수학교와 공동강의 및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1-3) 국제적 인재 배양을 위한 글로벌 협력 활동

   국외 우수 연구기관들과 연계를 통한 글로벌 협력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회의 및 심포지엄을 조
직하고 운영한다. 범세계적 교육네트워크 참여 및 개최로 학문적 범위를 확대하고, 다학제적 교육 기회를 대학원생들
에게 제공한다. 세계 주요 건설, 환경공학 프로그램 제공 대학들과 공동학위 및 공식적인 교육루트 마련하고, 적극적
인 국제 협력활동으로 선진 기술을 개발한다.

2) 대학원생 국제교류(해외 연구실 장기연수 및 공동연구 수행; 6개월 또는 1학기 이상)

 2-1) 대학원생 국제 교류 현황

   대학원생의 국제교류 실적은 [별첨 표 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년 동안 박사과정학생
2명을 UC Berkeley로 파견하였으며, 이 두 건은 모두 초청기관인 UC Berkeley ITS(Institute of Transportation
Studies)에서 일인당 년 약 30,000달러(정식연구원 수준)의 봉급을 부담하여 장기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UC
Berkeley와는 지속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표 5-1] 대학원생 국제교류 (6개월 또는 1학기 이상 해외 연구실 장기연수)

5.2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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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장기 
해외인턴 파견

Continuous Risk Profile 기반 
교통안전프로그램 개발 윤윤진 권오훈

Institute of  
Transportation 

Studies, UC 
Berkeley

2010.08.01. ~ 
2011.07.31

 2-2) 대학원생 국제교류 지원 계획

   대학원생들의 장기 국제 공동연구를 위하여 매년 2~3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공동연구 기관에 파견할 예정이다.
UC Berkeley, Carnegie Mellon University 등 기존의 MOU 체결 우수대학에 우선적으로 파견하고, 점차적으로 파
견대상 대학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공동연구 내용, 저술 여부, 다학제, 융합연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단의 비전에
가장 적합한 경우에 우선순위를 두고 파견하고자 한다.

3)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외국연구소 및 대학 인턴

 3-1) 복수학위제 현황 및 계획

  a)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교육프로그램 교류 현황 및 계획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현재 해외 2개의 대학과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기관으로는 미국의 Carnegie Mellon University,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KUST)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명의 학생이 공동학위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

  b)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교육프로그램 계획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싱가폴의 난양공과대학(NTU)와 2010년부터 공동세미나, 학과
장급의 상호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를 해오고 있어, 복수학위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이미 형성하고 있다. 본 사업단과
난양공과대학은 2015년 1학기 개설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공학(Infrastructure Engineering) 분야의
공동 석박사학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Sustainable Systems 분야와 사회기반시설의 생애주기관리 및 온실
가스 저감 사회기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Operation and Management)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6년을 목표로 이미 MOU가 체결된 KAIST-UC
Berkeley, NTU-UC Berkeley의 교육협력구조를 확대하여 KAIST-UC Berkeley-NTU의 Global 친환경인프라 대
학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4) 대학원생 단기(15일 이상) 해외연수 및 방문연구 현황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대학원생 단기 해외연수 및 방문연구는 단기 방문연구 6명, 단
기 해외연수 Asia-Pacific Summer School on Smart Structures Technology(APSS) 11명, Regional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RESD) 7명으로 총 24명이다.

 4-1) 단기 방문연구 (6명)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의 단기 해외연구로 UC Berkeley (1명), Northwestern University (2명),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2명), National Institute of Rural Engineering (1명) 등 총 4개 기관에 6명의 대학원생
들이 해외 방문연구를 수행하였다 ([별첨 표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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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형태 연구명칭 교수 참여 
대학원생 기관명 기간

단기 방문연구
Experimental Evaluation of the 
Continuous Risk Profile (CRP) 

approach
여화수 송성준 UC Berkeley 2011.01.15. ~ 

2011.02.21

단기 방문연구
재난시 라이체인의 구성을 위한 

최적화 모델 개발
윤윤진 김은석 Northwestern 

University
2013.01.06. ~ 

2013.02.26

단기 방문연구
항공시스템 이상시 항공기 
라우팅 최적화 모델 개발

윤윤진 김은혜 Northwestern 
University

2013.01.06. ~ 
2013.02.26

단기 방문연구
Rheology and setting behavior 
of biomass microbial analysis

한종인 황태운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2013.05.01. ~ 
2013.06.30

단기 방문연구
다양한 종류의 precursor를 
안정화재로 사용한 에멀젼화 

영가철의 제조방법 개발
이우진 이나라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2013.05.01. ~ 
2013.06.30

단기 방문연구
 지반조건을 고려한 

지열히트펌프 최적 설계방안 
구현

이승래 윤석
National Institute 

of Rural 
Engineering

2012.01.10. ~ 
2012.02.16

번호 연구명칭/프로그램 주관 기관 기간 참여 학생 수

1 APSS KAIST 2008.07.27 – 2008.08.16 5명

2 APSS UIUC (미국) 2009.07.03 – 2009.07.25 4명

3 APSS University of Tokyo (일본) 2010.07.15 – 2010.08.04 3명

4 APSS Tongji University (중국) 2011.07.28 – 2011.08.17 3명

5 APSS Indian Institute of Science 
(인도) 2012.07.22 – 2012.08.11 5명

6 APSS KAIST 2013.07.22 – 2013.08.09 4명(예정)

[별첨 표 5-2] 대학원생 단기 방문연구 활동 

 4-2) 단기 연수 프로그램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대학원생들은 스마트 인프라 분야의 APSS 프로그램과 환경 분
야의 RESD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년 활발한 단기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별첨 표 5-3] 참조).

[별첨 표 5-3] 대학원생 단기 해외연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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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SD - 2010.06.27 - 2010.07.17 3명

8 RESD - 2012.07.01 ~ 2012.07.22 1명

9 RESD - 2013.07.01 ~ 2013.07.21 3명

  a) APSS 프로그램 (11명)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미국-아시아 지역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대학들과 스마트 사회기반시설 분
야의 국제 여름 단기 코스 (Asia-Pacific Summer School on Smart Structures Technology)를 2008년 세계최
초로 개설하였고 그 이후 세계 주요대학에서 매년 여름 3주 동안 개최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5명의 학생들이 미국, 일본, 중국, 인도에서 여름강좌를 수강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3년(예정)까
지 총 24명의 학생들이 수강하였다.

  b) RESD 프로그램 (7명)
   RESD(Regional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프로그램은 중국, 일본, 한국의 환경 과학, 공
학 등을 공부하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교류함으로써 미래의 환경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
램으로, 중국, 한국, 일본에서 Tsinghua University, Tongji University, Tohoku University, University of
Tokyo, Kyoto University, KAIST, POSTECH이 매년 참여한다.

  c) 대학원생 단기 해외 교류 지원계획

   본 사업단은 APSS, RESD사업의 참여 학생수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고, 공동연구 중인 과제를 위한 대학원생 해외
파견을 위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여, 단기 해외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5) 해외석학 초빙 및 활용 계획

 5-1) 해외 석학 초빙, 활용 전략 및 계획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는 2010년 이후 많은 해외 석학들을 초빙하여,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2011년에는 학과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세계적인 석학들로 이루어진
External Advisory Committee를 구성하였다. 전 미국 TRB 의장인 UC Berkeley Adib Kanafani 교수를 비롯하
여, 노르웨이 Suzanne Lacasse, 미국 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Cliff Davidson, 일본의 Yozo Fujino 교수
등의 건설 및 환경분야 해외 석학들로부터 본 학과의 비전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또한,
2010년이후 MIT, NTU, Tongji University, UC Berkeley의 Civil and Environmental Eng. 학과장 및 공대학장
등이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를 방문하여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해 오고 있다.

 5-2) 방문교수의 유치: 해외 석학에 대한 방문 교수 유치

   2013년 현재 University of Arizona의 Kundu 교수가 Brain Pool 프로그램으로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
설 및 환경공학과를 방문하여 학과 교수와 공동연구 중이다. 해외 석학의 방문 교수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우수한 해
외 한인 과학자들을 초빙교수로 유치하여 강의 및 연구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2013년 7월부터 재미한인과학기술
자협회(UKC) 전회장인 Wayne Lee 교수를 초청하여 강의 및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2명의 외국 과학자들을 장단기로 초청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는 초빙 해외 석학들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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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단기강좌 및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대학원생들에게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우수한 방문 교수
에 대한 체재비 지원 및 강의 시 강의수당 등을 지급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며,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의 교육을 위하
여 방문교수가 본 사업단 참여교수와 실험실을 공유하고 대학원생 공동연구, 공동논문 저술 및 공동 영어 교재 집필
등을 장려한다.

6) 교육 인프라(외국어 강의, 외국인 전임교수, 외국인 학생, 학위논문 외국어 작성 비율) 향상 계획

 6-1) 외국어 강의 향상 계획: 영어 강의의 질 향상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외국어 강의 비율은 95%를 넘어,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이므로,
본 사업을 통하여 영어강의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KAIST에서 추진 중
인 양방향 상호교류 방식의 Education 3.0 프로그램을 학과 내에 적극 도입하여, 인터넷 강의, 강의녹화, 모니터링,
관리에 사용한다. Education 3.0 대상 과목을 2017년 까지 단계적으로 전체의 2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
학원생 TA들의 실험실습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학원생 대상의 영어강의법 단기코스를 주기적으로 개최
한다. 신규교원 임용 시 강의능력 및 강의계획에 대한 평가 부분을 상향시키는 등 외국어 강의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6-2) 외국인 전임 교수 비율 향상 계획

   2016년까지 외국인 전임교수 2명을 신규 임용한다. 이를 위하여 2014년에 전임교수 분야선정 및 초빙 공고를 하
고, 2014년과 2016년에 각 전임교수 1명을 임용한다.

 6-3) 외국인 학생비율 향상 및 지원계획

  a) 현재 본 사업단의 대학원 외국인 학생 비율은 9%대로, 이를 2016년까지 15%대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외국인 학생들의 정착 및 적응을 돕기 위해 학과 내에 외국인학생 지도 교수를 배정한다. 모든 강의는 KAIST 온라
인 학습관리 시스템인 KLMS(KAIST 학습관리시스템) 사용을 2014년까지 의무화하고, KLMS에 영어 강의자료 등록
을 100% 의무화하여 외국인 학생들이 쉽게 영어강의 자료를 접하도록 한다.
  b) 영어교재 저술 지원 및 국제 공동 저술 지원: 강의 교재를 영어로 저술하는 경우, 영어교재 개발비를 지원하고,
학과 교수평가에 반영하여 영어 교재의 적극적인 저술을 장려한다. 특히 국제적인 영어교재 저술을 지원하며, 영어교
재 저술 실적을 학과 교수 평가에 반영하고 본 사업단의 인센티브 산정에 반영하여 참여 교수들에게 국제 저술 활동
을 장려한다.

 6-4) 학위논문 외국어 작성 비율 향상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에서는 영어로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석
사 과정은 62%대에 머무르고 있고, 박사과정은 84%대이다. 본 사업 기간 동안 학위논문 외국어 작성비율을 높이기
위해 예외로 인정되어 왔던 사례들을 대폭 줄이는 등 논문심사 관련 학과 내규를 새로이 강화한다. [별첨 표5-4]에 제
시한 바와 같이 2016년까지 석사과정의 경우 90%, 박사과정은 95%로 외국어 논문비율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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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현재 2014 2015 2016~

석사 논문 
외국어 작성비율 62% 70% 80% 90%

박사논문 
외국어 작성비율 84% 87% 91% 95%

[별첨 표 5-4] 학위논문 외국어 작성비율 향상 계획 

7)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현황 및 계획

 7-1)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전략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는 우수한 외국인 학생유치를 위하여, (1) 아시아 지역 우수대
학과 대학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 현지 대학원 입시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3) 이를 전담할 학과 국제협
력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외국인 학생 유치, 국제 공동연구 및 국제화 교육을 담당하게 한다. 우수한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하여 2013년에 대상 아시아 및 기타 지역 대학을 발굴하고, 2014년도에 MOU를 체결하며, 이와 관련
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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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은 공공복지와 안전을 보장하는 창조적 사회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핵심 기반기술을 개발
하여 건설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연구 비전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비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3가지 핵심추진영역에 연구 역량을 집중한다.

   (1) 고령화를 고려한 복지확산형 지능화 시설 및 교통 네트워크 시스템 (Smart Systems)

   (2) 친환경 자원 및 지속가능 시스템 (Sustainable Systems)

   (3)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재기반 시스템 (Resilient Systems)

   본 사업단의 연구추진 전략 및 방법을 대표하는 3개의 키워드는 융합화, 다학제화, 그리고 국제화이다.
KAIST 건설 및 환경 공학과에서는 융합화를 위하여 최근 5년 동안 IT, BT, 교통, 에너지 등 타 전공 분야의 전문가
를 교수로 임용하였고, 원자력, 해양, 화공, 신소재 분야 등 타 학과 교수들과의 다학제적 연구를 통해 파급효과가
매우 큰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본 사업단에서는 이를 더욱 확장 발전시키고자 한다. 국제화를 위해서는 KAIST 건
설 및 환경공학과에서 외국 우수 기관과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해오고 있는 다양한 학술교류 프로그램 및 국제 공동연
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6 사업단의 연구비전 및 달성 전략

6.1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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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역량의 핵심요소인 연구논문, 연구비, 국제화, 산학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 사업단의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본 사업단의 논문 실적은 양적으로는 이미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므로 기존의 SCI급 논문편수를 목표로 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논문의 Impact Factor 및 피인용 횟수(h-Index)를 중시하는 연구의 질(Quality)을 향상하는 방
향으로 연구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는 사업단의 핵심추진영역인 Smart Systems (스마트 사회기반시설),
Sustainable Systems (U-Eco City, 도시재생, 바이오매스), Resilient Systems (극한강우 산사태, 지오센트리퓨
지) 분야에서 학문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대형 연구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본 사업단은 이러한 대형 연구단을
기반으로 정부 및 산업체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구축된 우수한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해외 연구비 수주
를 도모한다.

   사업단 참여 연구진은 ACI Fellow 선정, 국제 학회 올해의 인물 선정, 발표논문이 국제 저명 저널에 우수논문으로
다수 선정되는 등 전공분야에서 매우 높은 국제적 지명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외국 우수 기관과의 공동연구의 결
과가 국가 R&D 우수 성과로 선정되는 등 연구의 국제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사업단은 국제적인 연구 네
트워크를 보다 발전시켜 국제적 인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산학협력 부분에서는,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본 사업단의 3대 핵심추진영역에 부합하는 맞
춤형 고급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지난 7년 동안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맺어
왔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단에서는 보다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3대 핵심추진영역에서 실질적인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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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요소는 연구논문, 연구비, 국제화, 산학협력 등 4가지 분야이다. 본 사업단은 최
근 3년간의 연구업적을 국내 외 우수연구기관과 비교하여 현재의 위치를 판단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으로 발돋움하려는 사업단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추진전략과 방법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1) 연구논문

   논문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설 분야 미국의 Top 5 대학인 Univ. of California Berkeley,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IUC), Stanford Univ., Univ. of Texas at Austin,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GIT)와 QS순위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유럽의 Imperial College London, Delft 공대, 그리고 아
시아의 동경대학, 싱가폴국립대학(NUS)을 벤치마킹 대학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
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 1인당 SCI급 논문 게재실적은 연 5.37편으로 미국 Top 5 대학의 연 3.26편, 벤치마킹 9개 대
학 평균인 연 2.92편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많아서 이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논문
1편당 Impact Factor 및 평균 피인용수는 각각 1.89와 2.91로서 미국 Top 5 대학 평균인 2.19와 3.59에 비해 약간
낮았다.

   연구논문 분야의 핵심은 논문의 질(Quality)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연구를 통해 논문을 세
계 최우수저널에 발표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논문의 인용 횟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교수업적 평가 시스템을 논문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연구와
국제 공동연구를 장려하여 양질의 논문을 해외석학과 공동 집필하도록 한다. 또한, 국제저널의 편집위원 활동을 장려
하여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신임교원이나 승진을 앞두고 있는 교원에게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
과 내 분야별 Impact Factor, 피인용 횟수, h-index 분포 등 D/B를 공개하여 성과목표의 가이드라인을 공유한다.
석박사 학위취득에 필요 요건으로 해외유명 학술지에 논문게제를 권장하며, 건설 분야의 세부분야 별 Top 저널들의
리스트를 선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석·박사 학생들이 Top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도록 별도의 인센티
브제를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영어 논문 작성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KAIST 어학센터와 연계하여
영어논문 작성법 과목이수를 권장하고, 교내 원어민 교정 서비스를 활용하며, 1대1 맞춤형 밀착지도를 통해 논문 작
성 및 발표 능력을 더욱 강화한다.

2) 연구비

   사업단 참여 연구진의 3년간 연구비 수주 실적은 산업체 연구비 포함 23,261 백만원이며 참여교수 1인당 연 554
백만원이다 (신임교원 제외). 또한 미국의 Boeing사로부터 US$ 230,000 (입금일 2009년, 연구기간: 2008.8 ~
2011.11, 실적으로 포함되지 않음)의 연구비를 수주하는 등 해외에서의 연구비 수주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다. 특히, 사업단의 3대 핵심 추진영역인 Smart Systems, Sustainable Systems, Resilient Systems 분야에서 학
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6개의 대형 연구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연구비 분야에서는 본 사업단의 3대 핵심추진영역에 연구역량을 집중하며, 정부지원 및 산업체 지원 연구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과제간의 통합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단에서는 물적, 인적 자원을 3대
핵심추진 영역으로 집중화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그룹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한다. 국내외 건설 산업의

6.2 연구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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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기술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연구과제를 발굴하며, 사업단이 보유하고 있
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해외
연구프로젝트의 수주를 적극 추진한다. 국가지원 사업단과 연구센터, 대형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
이며, 각 센터의 연구비 규모 및 인력 구성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규모로 성장시켜 과제의 집중화를 도모한다.

3) 국제화

   사업단 참여 연구진은 활발한 국제 학술 활동을 통해 본인의 전공분야에서 매우 높은 국제적 지명도를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ACI Fellow 선정, 국제 구조물 건전도 모니터링 학회의 올해의 인물 선정, 국제 저명 저널에
우수논문으로 다수 선정 등이 있다. 또한, 미국 UIUC, 일본 동경대학과의 교량 건전도 모니터링에 대한 공동연구, 덴
마크 공대와의 물 관련 공동연구, 미국 UC Berkeley와의 교통 분야 공동연구 등 외국 명문대와의 국제 공동연구를
매우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가 국가 R&D 우수성과로 선정되는 등 연구의 국제화가 성공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국제화 분야에서 본 사업단의 추진 전략은 국제적 인지도 강화, 국제적 연구역량 향상, 국제적 연구네트워크의 형
성 및 강화이다. 국제적 인지도 강화를 위하여 석․박사 학생들에게 학과 단위의 협력관계가 체결된 해외 유명대학과
의 국제공동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학술대회 참여 및 논문 발표를 적극 지원한다. 국제적 연구역량 향상을 위하
여 석·박사 과정 학생에게 6개월에서 1년까지의 장기 해외연수를 2016년까지 연 2명, 1개월 미만의 단기연수를 참여
교수 1인당 0.3건/년 수준으로 늘리며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한다. 국제적 연구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를 위하여 3대
핵심추진영역 분야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KAIST-DTU, KAIST-KUSTAR,
KKCNN 등의 학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 확장하여 외국 우수대학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또한 해외 유명
학자와의 공동연구 및 강의협력을 위한 단기방문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한다.

4) 산학협력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는 지난 7년 동안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맺고 (6개 기관과
MOU 체결)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을 진행해 왔다. 구체적으로 지난 3년간 국내특허 60건, 국제특허 22건을 등록
하였으며, 사업단의 보유장비, 특히 지오센트리퓨지 장비를 외부에서 활용하도록 장려함에 따라 많은 산학공동연구
를 진행하였다. 또한 워터젯을 이용한 굴착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굴착방법, 용연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공업용수로의
재이용 네트워크 구축 등과 같은 기술을 기업에 이전함으로써 기술료를 얻는 방식으로 상업화에 성공한 실적이 있다.

   산학협력 부분에서는,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3대 핵심추진영역에 부합하는 맞춤형 고급인
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본 사업단이 구축하고 있는 유관 기관과의 활발한 기술교류를 위한 심포지엄을 연 1
회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인적교류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미래 건설기술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본
사업단의 전체 연구비에서 산학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약 10%에서 20%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참여교수 1인당 특허등록건수를 현재의 0.7건 내외에서 1.0건 이상까지 증가시키며 나아가 국제특허의 등록을 보다
활성화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기술의 기업체 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입을 현재의 1.2억/년 수준을 넘어 연
평균 2.0억 수준까지 상향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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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은 공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창조적 사회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핵심기반기술을 개발
및 통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건설 분야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며,
최종적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 및 높은 국민의 삶의 질을 구현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한다.

   본 사업단의 연구추진을 위해서는 (1) 융합화, (2) 다학제화, 그리고 (3) 국제화 된 연구진의 구성이 요구된다. 첫째
로 최근 5년간 IT(로봇), BT(생명공학), 교통, 에너지 등 기존 건설 분야의 전공과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임용
함으로써 사업단의 (1) 융합화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사업단 연구진은 원자력, 해양, 화공, 신소재
분야 등 타 학과 연구진과의 (2) 다학제간 연구를 통해 파급효과가 큰 연구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이를 더욱 확장 발
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단 연구진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외국 우수 대학들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어 (3) 국제화 연구의 활성화와 고도화를 위한 국제협력 역량
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본 사업단에 참여한 연구진은 위에 제시된 연구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
으며, 창조 인재 양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융합 연구 및 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업진행 기간 동안 연구
역량이 뛰어난 교수를 지속적으로 충원하고자 한다.

1) 사업단장 역량 및 단장직 수행의지

 1-1) 탁월한 융합화·다학제화 연구 역량

   사업단장인 이행기 교수는 첨단재료과 건설기술을 융합한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 간 70여 편의 SCI
급 국제저널논문, 110편의 국외 학술대회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40편의 SCI급 논문(게재예정논문
3편포함)을 게재하는 등, 미국 Top 5 대학 교수의 평균 논문수(2.58편/년)의 약 5배에 달하는 연구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국제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Concrete Structures and Materials에서 The Most
Downloaded Document(다운로드 수: 307회 in 2012)로 선정되는 등 관련분야에서 세계최고수준의 연구자로 인정
받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KAIST에서 지난 8년간 총 27건, 계약액 48억 원(최근 3년간 10건, 계약액 23
억 원)에 이르는 연구비 수탁실적을 이룬 바 있다. 또한 기술실용화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국내특허등록 10건, 국내특
허출원 21건, 국제특허 (PCT) 특허 출원 3건, 기술사업화 계약 1건의 업적이 있다. 2013년에는 이러한 학술적 공로를
인정받아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진흥유공자 장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12년 한국콘크리트학회 표창, 2008년 대
한토목학회 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탄소나노튜브를 사용한 전자파 차폐 건설재료 개발과 산업폐기물/부산물을 활용
한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 등의 연구는 건설재료 분야의 차세대 융합기술 개발 가능성 보여주었으며 본 BK 플러스 사업
의 수행에 있어서도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2) 행정 역량 및 국제교류협력 역량

7 연구진의 구성

7.1 참여 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7.1.1 연구 비전에 맞는 연구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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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장인 이행기 교수는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교수 및 학과장으로서 KAIST-중국동지대 건설·환경공
학과 학부생 계절학기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기획·진행하였으며, KAIST 내 대학원생의 융․복합적 사고 및 통합적 연
구능력 진작을 위하여 르네상스 프로그램 설립에 기여하였다. 또한, 격년마다 개최되는 SEE-KAIST, Open KAIST 행
사에 학과장으로서 학과차원 참여를 적극 유도, 장려하였다. 이외에도 외국우수학생유치활동, 복수학위 프로그램, 국
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학과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그 결과 교내 학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의 평가를 받는 등 뛰어난 행정역량이 이미 검증된 바 있다.

   KAIST 재직기간 중에는 6명의 박사, 20명의 석사를 배출하였고 현재 12명의 대학원생을 지도양성하고 있으며,
ACI-James Instruments Student Award for Research on NDT of Concrete 수상자, 현대자동차 주관 CEO 수상
자,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우수 학생상 수상자, KKCNN Symposium on Civil Engineering 최우수논
문상 학생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뛰어난 인재양성 능력을 보여주었다. 국제저널인 International Journal of
Concrete Structures and Materials의 Editor-in-Chief(편집위원장)로 저널의 Scopus 및 SCIE 등재신청을 주
도하였고, 한국전산구조공학회 학회지의 편집위원장,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의 대표간사, 한국콘크리
트학회 학술지의 부편집인 등을 역임하며 토목공학, 전산구조공학 및 콘크리트공학 분야에서 국내·외로 활발한 학술
진흥활동을 수행하는 등 풍부한 행정 및 국제교류 경험을 갖고 있다.

 1-3) 단장직 수행의지

   이와 같이 사업단장인 이행기 교수는 탁월한 학술 실적, 연구경력 및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첨단기술과 건설기술을
융합한 건설·환경 분야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창조적 선도 경제도약 및 미래형 창
의 인재양성에 부응할 수 있도록 BK 플러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본 사업단은 공공 안정과 복지를 우
선하는 창조적 사회기반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제안서에 제시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단
장으로서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1)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 (학생, 신진인력, 교수)와 (2) 세계적인 수준의
융·복합 기술 연구수행, (3) 국제화 교육 및 공동 연구 수행, 상기 3요소를 주된 추진사업으로 사업단을 이끌 것이며, 앞
에서 제시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단 운영에 있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2) 참여 연구진 역량

 2-1) 세계 정상급 연구수준

   이번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총 16명의 참여교수들의 최근 3년간 SCI급 논문 게재실적은 1인당 15편 이상
으로서 탁월한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진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중앙일보 대학순위 평가
에서도 15년간 국내 랭킹 1위로 발표되었고, 특히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의 교수 1인당 연평균 SCI 급 논문 게재편수가
약 5.3편으로 미국 Top 5 대학 평균인 2.58편에 비해 월등히 많을 뿐 아니라, 논문당 피인용 횟수가 2.91회로 미국
Top 5 대학의 3.59회에 상당히 근접한 수준이다.

 2-2) 활발한 연구활동 및 다학제화 추진경험

   참여교수들의 전문분야는 3개의 핵심추진영역에 골고루 분포되고 있으며, 각 영역 간의 긴밀한 협동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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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의 최종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단의 연구진은 활발한 국제학술 활동을 통해
전체적으로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매우 높은 국제적 지명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구체
적인 사례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젊은과학자상 수상 3명,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3명, ACI Fellow 선정, 국제
구조물 건전도 모니터링 학회의 올해의 인물 선정, 국제 저명 저널에 우수논문으로 다수 선정 등이 있다. 특히, 콘크리
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단체인 미국 콘크리트 학회(ACI)는 탁월한 업적을 낸 석학을 매년 엄격한 기준을
통해 Fellow로 선임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국제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포럼, 기관 등에 초청강연
및 주요위원회 활동을 함으로써 국제학회를 선도하는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강연의 주제들로는 건전도 모니터링, 수
처리 기술, IT융합 건설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 위원회 및 Chair 활동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타 학
과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전자공학과, 해양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등과의 다양한 다학제간 연구를 통해
많은 첨단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3) 국제화 실적

   본 사업단의 참여 교수들은 미국, 일본, 유럽주요 국가들과 함께 국제공동연구 및 초청방문연구 활동을 하면서 높
은 수준의 연구 결과물들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미국 UIUC 및 일본 동경대학과의 교량 건전도 모니터링에 대한 공동
연구, 덴마크 공대와의 물 관련 공동연구, 미국 UC Berkeley와의 교통 분야 공동연구 등 외국 명문대와의 국제 공동연
구를 매우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연구 결과가 국가 R&D 우수성과로 선정되는 등 연구의 국제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KAIST-DTU Integrated Water Technology Center, KAIST - UC Berkeley
Collaboration on Traffic Safety, KAIST - NLR Collaboration (MOU) on Aviation System Safety
Management 등의 국제화 실적이 있으며, 본 사업단의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화 연구를 보다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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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명 선정년도 학회명
김진근 2011 ACI Fellow
신항식 2012 IWA Fellow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은 연구 분야별 국제학회 및 학술대회 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ACI
(American Concrete Institute), IWA (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국제물협회) 등 국제 최고권위 학회에
서 2명의 사업단 소속 교수가 Fellow로 활동 중이며, 총 7건의 국제 학회 수상 및 38건의 초청 및 기조연설 실적, 9건
의 국제 학술회의 조직위원장 및 사무국장 실적, 53건의 위원회 활동 등 국제 학술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리더십을 발
휘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구자의 국제적 인지도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국제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총 13명의 참여 교수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총 34건의 편집위원 실적을 보이고 있다. 7명의 참여교수는 국내 5권, 국외 11권의
저서 및 Book chapter 발간 등 활발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학술활동 참여 활동사항 중 분야별 대
표적인 주요 실적들은 아래와 같다.

1) 국제학회/학술대회 활동 실적

 1-1) 국제학회 Fellow 선정

   ACI (American Concrete Institute), IWA(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국제물협회)와 같은 국제 최고
권위의 학회에서 사업단 소속 교수 중 2명의 교수가 Fellow로 활동 중이며, ACI Fellow 교수는 JCI (Japan Concrete
Institute)의 Honorary Member로도 활약하고 있다 ([별첨 표 8-1] 참조). 특히 IWA는 세계적인 수자원 관련 학자
들의 학술연합체로 국제적 연구업적, 활동도, 지명도를 감안하여 선정된다.

[별첨 표 8-1] 국제 Fellow 실적

 1-2) 주요 수상 실적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은 총 14건의 국제 학술대회 수상실적을 보이는 등 연구 성과의 국제적 인지도에서 국내 최
고 수준이다. 최다수 인용논문 (Most Cited Articles, Most Cited Paper), 최우수 학술 발표상 (Best Presentation
Award), 최우수 논문상 (Best Paper Award) 수상 등 학술 및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고, 특히
2010년 World Economic Davos Forum에서 International Young Scientist 수상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8 연구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8.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최근 3년)

8.1.1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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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명 수상명 학회명
윤윤진 Best Paper Awa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search in Air Transportation

이우진
Awards for best poster 

presentation
The 21th KKNN Symposium on Environmental Engineering

교수명 활동내역 주최 및 주제
곽효경 Invited Talk Computational Technologies in Concrete Structures 2011, Seoul

김동수
Forum on 

Main Theme
17SEAGC

김동수 Invited talk
International Symposium 2011 on Disaster Risk Management for Cultural 
Heritage

김진근 Invited speech Asian Conference on Ecstasy in Concrete 2010

박희경
Invited 

Lecture/Talk
the Baku International Humanitarian Forum 

박희경
Invited 

Lecture/Talk
the Water Futures and Solutions: World Water Scenarios Project

박희경
Invited 

Lecture/Talk
the Green Growth Knowledge Network Conference

박희경
Invited 

Lecture/Talk
Economics of Climate Change and Low Carbon Growth Strategies in  
Northeast Asia-2nd Regional Consultation 

손훈
Invited  
keynote 

presentation

“Laser based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Pacific-Rim Workshop on 
Innovations in Civil  Infrastructure Engineering (2013)

손훈
Invited guest 

lecture
International  Summer School on Smart Structures: New Technologies from a 
Civil and  Mechanical Engineering Perspective (2012)

손훈
Invited 

presentation
“Laser  based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University of Connecticut (2012)

손훈
Invited 

presentation
“Defect  visualization in pipes using a longitudinal guided wave mode”,164th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2012)

손훈
Invited 

presentation
“Transition of Laserultrasonics  from   nondestructive testing to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Northwestern   University (2012)

([별첨 표 8-2] 참조).

[별첨 표 8-2] 국제 학술대회 수상 실적

 1-3) 주요 초청강연 및 기조연설 실적

   국제적으로 저명한 Forum, 국제학회, 주요기관 및 해외대학 등에서 총 38회의 초청강연 및 기조연설을 갖는 등
활발한 국제 연구 교류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앞
으로 본 사업단의 지원으로 얻어진 성과를 국제학회 및 Forum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선도적 역량을 보유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초청강연의 주제들은 구조, 재난관리, 로봇, 최적화, 에너지, 항공교통 등 건설 공학의 다양한
분야를 총 망라하고 있다 ([별첨 표 8-3] 참조).

[별첨 표 8-3] 초청 및 기조강연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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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훈
Invited 

presentation
“Laser  ultrasonics based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2012)

손훈
Invited 
keynote 

presentation

“Laser  based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for civil, mechanical and 
aerospace  systems”, SPIE International Symposia, Smart Structures & 
Materials and  Nondestructive Evaluation for Health Monitoring and 
Diagnostics (2012)

손훈
Invited 

presentation

Noncontact  laser ultrasonic scanning and embedded guided wave sensing for 
ground  nondestructive testing and online condition monitoring of aging  
aircraft",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2011)

신항식
Invited guest 

lecture
Kyoto University, Japan 2012.02

신항식
Invited guest 

lecture
NTU, Taiwan, 2012.05

신항식
Invited guest 

lecture
UKC, US, 2012.08

신항식
Invited guest 

lecture
Feng-Chia University, Taiwan, 2012.08

여화수 Invited talk
CKJSSTS 2011 - China-Korea Joint Seminar on Sustainable Transportation 
Systems

여화수 Invited talk
CKJSSTS 2013 - China-Korea Joint Seminar on Sustainable Transportation 
Systems

여화수 Invited talk 2010 GACA, Kingdom of Saudi Arabia 

이승래
Keynote 
speech

The 14th Asian Regional Conference on Soil Mechanics and Geotechnical 
Engineering, 2011

이우진
Keynote 
speech

2012. 08 ACEM “Development of Integrated Water Technology”

이우진 Invited talk
2011.10 KIST-Argonne National Lab. internationl workshop “Effect of Flavins 
on the Formation of Biogenic Vivianite and Degradation of Carbon 
Tetrachloride”

이우진 Invited talk
2011.09 14 Asian Chemical Congress “Enhancement of Reductive 
Dechlorination of Tetrachloroethene by Nano-Mackinawite with Cobalamin(III)”

이우진 Invited talk
2011.06 CCS Expert Seminar “Application of Molecular Dynamics and Quantum 
Physics Calculations to identification of SOM’s effect on CO2 hydrate 
Formation Kinetics

이우진 Invited talk
2011.05 Frontier in Environmental Chemical Research “Envhanced reductive 
dechlorination of carbon tetrachloride by biogenic vivianite and Fe(II)”

이우진 Invited talk
2010.09 Korea-Norway Seminar on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An 
overview of Korean research on CO2 storage”

이행기
Keynote 
speech

"Advanced utilization of power plant bottom ash in concrete,” 201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 Experimental Engineering and 
Sciences (ICCES'11)

이행기 Invited Speech
“Thermal-mechanical analysis of concrete road structures under traffic load,” 
The 10th World Congress on Computational Mechanics (WCCM 2012)

이행기
Keynote 
Speech

"Structural analysis of the eco-friendly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based on 
wireless power transfer road technology," (ICCES’12)

정형조 Invited Lecture
The Seventh International Workshop on Smart Materials and Smart Structures 
Technology (ANCRISST 2012)

정형조
Keynote 
speec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and Experimental Engineering and 
Sciences (ICCES'12)

정형조
Keynote 
speech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Disaster Simulations and Structural Safety in 
the Next Generation 2011 (D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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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조 Invited Lectur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and Experimental Engineering and 
Sciences (ICCES'11)

조계춘 Invited Lecture
"Effective stress at the Micro Scale" Workshop on new measurement methods 
in soil physics: future frontiers, Rothamsted Research, UK

교수명 활동내역 주최 및 주제
곽효경 Co-Chair The 25th KKCNN Symposium on Civil Engineering, 2012

곽효경 Co-Chai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Technologies in 
Concrete Structures 2011, Seoul

곽효경 Co-Chai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Interaction and 
Multiscale Mechanics (AIMM’10)

곽효경 Secretary General
World Congress on Advances in Structural Engineering and 
Mechanics (ASEM 2011)

김동수 Secretary General IS-Seoul 2011
이승래 Chairman KKCNN (KAIST-Kyoto-NTU-NUS-Chulalongkong) Symposium, 2012

이우진 Chair
201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2012

이행기 Conference Co-chai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Interaction and 
Multiscale Mechanics (AIMM‘11)

교수명 활동내역 주최 및 주제

곽효경 General Counci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mputational Mechanics, IACM

곽효경 Board of Directors Int’l Society on Computing in Civil and Structural Eng

김동수 Technical Committee ISSMGETC101 

김동수 Technical Committee ISSMGE TC 104

김진근 Committee member Asian Concrete Model Code 

김진근 Technical Committee RILEM (Concrete Creep)

 1-4) 주요 좌장 및 위원회 실적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은 각종 국제학술회의 조직위원장 및 사무국장 8건 등 국제학술회의 조직 및 운영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다 ([별첨 표 8-4 ~ 8-5] 참조). 이외에도 대부분의 참여 교수들은 주요 국제학회, Forum,
Workshop에서 Program committee, Technical committee, Steering committee의 좌장 및 멤버 등으로 활약
해 왔다 (총 54건). 특히, International Society on Computing in Civil and Structural Engineering, IEEE
DEST (Digital Eco System), ASCE Engineering Mechanics Division, International Society of Soil
Mechanics and Geotechnical Engineer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osite Materials, World
Congress on Advances in Civil Environmental and Materials Research 등 정통 건설 분야 및 지속가능, 스마
트, 방재 등에서 앞으로 본 사업단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별첨 표 8-4] 국제 학술회의 조직위원장 및 사무국장 실적 

[별첨 표 8-5] 주요 위원회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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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 Program Co-Chair RiTA (Robot Intelligence Technology and Applications) Conference 2012

명현 Track-Chair IEEE DEST (Digital Eco System) 2011

명현 Co-Organizer
Advances In Smart Materials, Systems And Analyses For Civil 
Infrastructure, WCCM (World Congress on Computational Mechanics) 
2012

명현
Organizing 
Committee

URA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biquitous Robots and Ambient 
Intelligence) 2012

명현
Organizing 
Committee

FIRA 2012

명현 Program Committee RSS (Robotics: Science and Systems) 2012

명현
Organizing 
Committee

4th International Conf. on Intelligent Robotics and Applications (ICIRA 
2011)

명현
Organizing 
Committee

DCEE(First Int’l Workshop on Design in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2011 Workshop

명현 Program Committee ICCCT 2011

명현 Program Committee ISNIT (Int’l Symposium on Nature-Inspired Technology) 2012

명현 Program Committee RSS (Robotics Science and Systems) 2011

명현
Organizing 
Committee

FIRA Robot World Congress 2010

명현
Organizing 
Committee

Int’l Conf. on Humanized Systems (ICHS) 2012

손훈 Technical Committee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and Control Committee; ASCE 
Engineering Mechanics Division (2005~현재)

손훈
International 
Organizing 
Committee

the 4th Asia-Pacific Workshop on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2012)

손훈
Organizing 
Committee

International Workshop on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2009~현재)

손훈 Program Committee
SPIE Conference on Sensors and Smart Structures Technologies for 
Civil, Mechanical and Aerospace Systems and on Health Monitoring 
and Smart NDE of Structural and Biological Systems (2005~현재)

손훈
Mini-symposium 

Organizer

“Smart SHM and Application to Bridge Condition Assessment and 
Maintenanc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idge Maintenance, 
Safety and Management (2012)

여화수 Committee member REAAA한국위원회 YFC member (2013~)

여화수 Committee member PIARC 한국위원회 YFC member (2013~)

여화수
Member of 
Organizing 
Committee

2010 International Forum on Electric Vehicle

여화수
Member of 
Organizing 
Committee

CKJSSTS 2011 - China-Korea Joint Seminar on Sustainable 
Transportation Systems

이승래
 Technical 
Committee

International Society of Soil Mechanics and Geotechnical Engineering 
(Unsaturated soils)

이승래
 Technical 
Committee

International Society of Soil Mechanics and Geotechnical Engineering 
(Slope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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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Environmental 

Chemistry Division 
Organizer

(2009 ~ 2013) American Chemical Society Spring/Fall Conference

이우진
Environmental 

Chemistry Division 
Organizer

2010, Pacifichem

이우진
Symposium 
Organizer

KKNN(KAIST-Kyoto-NTU-NUS) “Environmental Technology”

이우진
International 

Workshop Organizer
2010 EEWS(Environmental-Energy-Water-Sustainability)

이행기
Mini-symposium 

Organizer

Mini-symposium on 'Computational & Experimental Smart Structures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 
Experimental Engineering and Sciences (ICCES’12)

이행기
Mini-symposium 

Organizer

Mini-symposium on ‘Advances in Smart Materials, Systems and 
Analyses for Civil Engineering Materials’, 10th World Congress on 
Computational Mechanics (WCCM2012)

이행기
Local Organizing 

Committee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osite Materials (ICCM 18)

이행기
Mini-symposium 

Organizer

Mini-symposium on ‘Advanced Modeling and Experiments of Complex 
Engineering Materials/System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and Experimental Engineering and Sciences (ICCES’11)

이행기
Mini-symposium 

Organizer

Mini-symposium on ‘Advanced Computational Methods for Analysis of 
Complex Engineering Materials/Systems’, 9th World Congress on 
Computational Mechanics (WCCM/APCOM2010)

이행기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Member & 
Organizing 
Committee

Mini-symposium on ‘Multiscale Modeling of Cementitious Materials’,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Interaction and 
Multiscale Mechanics (AIMM’10)

이행기
Mini-symposium 

Organizer

Mini-symposium on ‘Advanced Modeling and Experiments of Complex 
Engineering Materials/Systems’,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and Experimental Engineering and Sciences (ICCES’10)

정형조 한국측 전문위원 ISO TC108 (산업표준심의회 전문위원회)

정형조
상임위원회 
공동위원장

아시아-태평양 스마트 구조기술 센터연합체 (ANCRISST)

정형조
Secretary of Local 

Organizing 
Committee

The 2012 World Congress on Advanced in Civil, Environmental and 
Materials Research (ACEM'12)

정형조
Member of Program 

Committee

Technical Conference on Active and Passive Smart Structures and 
Integrated Systems VII, the SPIE 20th Annual International Symposium 
on Smart Structures and Materials + Nondestructive Evaluation and 
Health Monitoring

정형조
Member of Local 

Organizing 
Committee

The 2011 World Congress on Advances in Structural Engineering & 
Mechanics (ASEM’11plus)

정형조
Member of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The 201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arthquakes and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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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조
Member of 
Organizing 
Committee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Interaction & 
Multiscale Mechanics (AIMM’10)

조계춘
Secretary, IS-Seoul 
2011 Organization 

Committee
TC-29 of ISSMGE

조계춘
Korea 

Representative
ITA WG-17 Long tunnel at great depth

조계춘 
Korea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Tunnelling Association (ITA)

조계춘 Organize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omechanics and Engineering (ICEG 12)

한종인
Organization 
Committee

The 2nd international Microbial Fuel Cell conference

홍정욱 Committee member
SPIE Smart Structures/NDE: Sensors and Smart Structures 
Technologies for Civil, Mechanical, and Aerospace Systems 
(2013~current)

 1-5) 국제학술대회 조직 및 개최 활동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은 지난 수 년 동안 세계 우수 기관들과 함께 국제 학술교류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활발
한 활동을 벌여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올해로 25주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KKCNN은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5개
국의 주요 명문 대학 간에 최신 건설기술 교류 및 관련 지식 확장을 통한 미래 건설 분야의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을 목
적으로 매년 한국 (KAIST), 일본 (Kyoto University), 대만 (National Taiwan University),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태국 (Chulalongkorn University)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으며, 참가국간의 학술교류
및 관련 연구능력 증진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Tongji University)과 홍콩 (HKUST)도
합류하여 규모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다른 우수 사례로 아시아-태평양 스마트구조기술 관련 센터 협의회
(ANCRiSST (Asian-Pacific Network of Centers for Research in Smart Structure Technology))가 있으며, 해
당 협의회는 건설 분야 첨단 연구주제인 스마트구조 기술을 다루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로써, 2000년대 중반에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소속 스마트 사회기반시설 연구센터와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Champaign (UIUC), 일본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와
Building Research Institute (BRI), 그리고 Hong Kong Polytechnic Univ. 등 5개 기관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
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20여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Asia-Pacific Summer School on Smart Structures Technology (APSS)를 매년 개최하여, 관련 분야의 신진 연
구 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는 ANCRiSST의 1대 회장을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제 1회 APSS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올해 제 6회 APSS를 다시 유치할 정도로,
ANCRiSST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 국제 학술지 관련 활동 실적

   본 사업단 참여교수 대부분 (신임교원 제외)이 분야별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의 편집위원 및 위원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별첨 표 8-6] 참조). 지난 3년간 총 34건의 편집위원 활동이 있었다. 특히, International Journal
of Concrete Structures and Materials, Advances in Environmental Research 등 총 2개 저널의
Editor-in-Chief으로서 본 사업단 참여교수 3명이 활동 중이고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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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명 국제활동 내용 및 활동분야
곽효경 International Journal of Concrete Structures and Materials Editor-in-Chief

곽효경
International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and 
Mechanics

Editorial Board Member

곽효경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s and Concrete Editorial Board Member
김동수 Soils and Foundation Editorial Member
김동수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Editor in Chief

명현
Focused Section on Mechatronics for Sustainable and 
Resilient Civil Infrastructure, IEEE-ASME Trans. 
Mechatronics

Guest Editor

명현 Advances in Robotics Research Associate Editor
손훈 KS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sociate Editor (2012 ~ 현재)

손훈 Structural Control and Health Monitoring
Editorial Board Member (2011 ~ 
현재)

손훈 AnInternationalJournalofStructuralHealthMonitoring Associate Editor (2004 ~ 현재)

손훈 An International Journal of Smart Structures and Systems
Editorial Board Member (2004 ~ 
현재)

신항식 Water Research Editorial Board Member
여화수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portation Editorial Board Member (2013~)
이승래 Acta Geotechnica Editorial Board Member
이승래 Computers and Geotechnics Editorial Board Member
이우진 Advances in Environmental Research Chief Editor
이우진 Membrane Water Treatment Associate Editor
이우진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Editorial Board Member
이우진 Journal of Applied Chemistry Editorial Board Member
이우진 Asian Journal of Atmospheric Environment Editorial Board Member

이행기
Magazine for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Editor in Chief (2012 ~ 현재)

이행기 International Journal of Concrete Structures and Materials Editor in Chief (2011 ~ 현재)

이행기 Open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Editorial Board Member (2007 ~ 
현재)

정형조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Associate Editor
정형조 Earthquake and Structures, an International Journal Editorial Board Member
정형조 Advanced in Material Research, an International Journal Editorial Board Member
정형조 Coupled Systems Mechanics, an International Journal Editorial Board Member
조계춘 Geomechanics and Engineering International Journal Associate Editor
한종인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 Editor
한종인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ditor

홍정욱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Springer
Editorial Board member (2011 - 
current)

홍정욱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Springer Associate Editor (2011 - current)

Editor-in-Chief으로서 참여교수 1명이 활약하였다.

[별첨 표 8-6] 국제 저널 편집 위원 활동 및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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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Computer & Structures, Elsevier
Editorial Board member(2011 - 
current)

홍정욱 International Journal of Concrete Structures and Materials
Editorial Board member (2013 - 
current)

교수명 종류 제목 출판사명
출판
연도

ISBN
발행지 
구분

총 
저자수

명현 저서
Soft Computing Techniques for 

Engineering Design
Issac Design 

Publisher
2011

978-89-95
9975-0-5

국내 1

명현 저서

Robot Intelligence Technology and 
Applications 2012, Advances in 

Intelligent Systems and Computing, 
Vol. 208, ISBN 978-3-642-37373-2, 
ISBN 978-3-642-37374-9 (e-book), 

April 2013.

Springer-
Verlag

2013
978-3-642
-37373-2

국외 4

명현, 
정형조

저서
IT for U-Space: Basics and Smart 

Structure
Issac Design 

Publisher
2011

978-89-95
9975-7-4

국내 2

손훈 저서
Encyclopedia of Aerospace 

Engineering
John Wiley & 

Sons
2011

978-0-470
-68665-2

국외 2

여화수 저서
IT for Smart Space and 

Transportation
Issac Design 

Publisher
2011

978-89-95
9975-8-1

국내 3

여화수 저서
Sustainable Urban Infrastructure 

Systems: Research Trends and the 
Future Direction

Issac Design 
Publisher

2012
978-89-94
930-01-5

국내 3

여화수
Book 

Chapter

Metaheuristic Algorithms for 
Large-scale Maintenance 

Optimization Problems for Civil 
Infrastructure Systems

Elsevier 2013
978-0-12-
398364-0

국내 3

여화수, 
윤윤진

Book 
Chapter

Maintenance Optimization for 
Heterogeneous Infrastructure 

Systems: Evolutionary Algorithms 
for Bottom-up Method

Springer 2010
978-3-642
-11505-5

국외 3

이우진
Book 

Chapter

Magnetite Applications for 
Reduction of Chlorinated Organic 

Compounds and Hexavalent 
Chromium, Magnetite: Structure 

Properties and Applications

Nova Science 
Publishers

2011
978-1-617
61-839-0

국외 4

3) 국제 저술 활동 실적

   7명의 참여교수는 국내 5권, 국외 11권의 저서 및 Book chapter를 발간하였고, 그 발간연도별로는2010년 2권,
2011년 7권, 2012년 4권, 2013년 3권이 출판되었다 ([별첨 표 8-7] 참조).

[별첨 표 8-7] 국제 저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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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Book 

Chapter

Reductive Degrada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by 

Iron-bearing Soil Minerals.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Nova Science 
Publishers

2011
978-1-622
57-131-4

국외 7

이우진 저서
Towards a Sustainable Asia: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

The
 Association

 of Academies
 of Sciences

 in Asia
 (AASA)

2012
978-36421

66716
국외 2

이우진
Book 

Chapter

Oxidative Degradation of Organic 
Pollutants by Fenton Reaction in 

Pyrite Suspension. Pyrite: 
Synthesis

Nova Science 
Publishers

2013
978-1-622
57-851-1

국외 3

이행기
Book 

Chapter
Polymer Composites. Volume I: 
Macro- and Micro Composites

Wiley-VCH
VerlagGmbH&Co. 

2012
978-35273

26242
국외 2

이행기
Book 

Chapter
Fiber-Reinforced Composites 

Nova Science 
Publishers

2012
978-1-614
70-303-7

국외 3

이행기
Book 

Chapter
Advances in Materials Science 

Research. Volume 1 
Nova Science 

Publishers
2011

978-1-617
28-109-9

국외 3

이행기
Book 

Chapter
Composite Laminates: Properties, 

Performance and Applications
Nova Science 

Publishers
2010

978-1-607
41-620-3 

국외 2



72 / 134

교수 기관명 비고

손훈 Boeing Company 2008.08.01 ~ 2011.11.31

여화수 Kalifah University, UAE 2013.05.01 ~ 2013.12.31

이우진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양 기관 20명의 교수진이 참여하여, 5년간 100억 규모의 공동연구 
진행 중임

김진근 Northwestern University 대전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 진행 (연구책임: 대전대학교)

정형조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Tokyo

2009.01.01 ~ 2011.12.31 (Global Research Network Program 
from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1) 국제 공동연구 활동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은 활발한 국제 학술활동과 더불어 미국, 캐나다, UAE, 일본, 덴마크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
과의 공동연구를 적극 발굴,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별첨 표 8-8] 참
조). 최근에는 DTU (Denmark Technical University)와 친환경/자원순환형 통합수처리(Integrated Water
Technology) 원천기술 개발을 위하여 5년간 100억 규모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별첨 표 8-8] 국제 공동연구 현황

   본 사업단의 최근 3년간 국제 공동연구 및 방문연구 활동 실적 총 5건이며 그 중 대표적인 국제공동연구사례 3건
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우수사례 1

  a) 공동연구기관: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b) 과제명: 친환경/자원순환형 통합 수처리 (Integrated Water Technology) 원천기술 개발
  c) 대표참여교수: 이우진 (KAIST) - Thomas H. Christensen (DTU)
  d) 연구 기간: 2012. 5 ~ 2017. 4
  e) 연구비: 5,000,000 천원 (KAIST) / 4,804,520 천원 (DTU)
  f) 연구 내용 및 파급효과:
   - 지구 온난화 및 산업화로 인해 수자원 고갈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공

법을 이용한 하/폐수 처리 및 지하수 오염 복원을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며, 더불어 공법
적용 간 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통합 수처리 기술 개발을 위하여 신개념 반응
조 이용 자원순환형 하/폐수 처리 및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더불어 분자 동역학 및 분광학을 이용한 지
하수 복원 모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하/폐수 처리를 위해서 황산염 황원 미생물(SRB)이 포함된 MBR
및 산업가스인 SOx와 이용하고 더불어 발생한 황화수소 및 황은 연료전지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원 및 원재료로

8.1.2 국제적 연구활동 참여 실적



73 / 134

써 사용 하고자 하였다. 지하수 복원을 위해서는 친환경 소재 기반 나노물질 개발 및 고감도 검출 분광기법을 확
보하여 선택적/지능적(SMART) 오염 복원이 가능하게 하였다.

   - 본 연구를 통해서 친환경/자원순환형 통합 수처리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하고 관련 분야의 세계적 기술수준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하수 내 자원의 완전한 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원 고갈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친
환경 SMART 지하수 복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저비용/고효율 지하수 처리 토탈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기술이전 및 인력 수출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할 것으로 예상된다.

 1-2) 우수사례 2

  a) 공동연구기관: UIUC (미국), 동경대학 (일본)
  b) 과제명: Smart Wireless Sensors for Comprehensive Health Monitoring of Cable-Stayed Bridges-An
International Testbed Opportunity
  c) 대표참여교수: 정형조 (KAIST) - B.F. Spencer, Jr. (UIUC) - T. Nagayama (동경대학)
  d) 연구 기간: 2009. 1 ~ 2011. 12
  e) 연구비: 684,864 천원
  f) 연구내용 및 파급효과:
   -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무선 센서를 실제 교량의 건전성 평가에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KAIST 주

도 하에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 (UIUC) 및 일본 동경대학 (Univ. of Tokyo)이 연합하여 최신의 스마트 무선
센서 기반 구조 건전성 감시 시스템을 실제 사장교인 제 2 진도대교에 구축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연구재단 글로벌연구네트워크 (GRN) 사업)

   - 본 연구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장기간 실 교량에 스마트 무선 센서 기반의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
하고 운용하는데 성공하였다.

   - 약 4천만원 (센서 하나당 약 60만원, 홍콩 칭마대교 건전성 감시 시스템 대비 1/50의 가격)이라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는 스마트 무선 센서 기반 교량 건전성 감시 시스템 설치 및 운용에 성공하였다.

   - 진도대교 테스트베드로부터 얻은 결과를 토대로 Smart Structures and Systems (SCI급 학술지)의 스마트
무선 센서 관련 특집본에 총 4편의 논문 출간 (2010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국제 학회, 심포지움,
워크샵, 특별 세션 조직을 통한 연구 내용의 국내외 발표 및 홍보하였다.

   - 미국 뉴욕타임즈, Economist, 중앙일보와 같은 유명 신문, 잡지와 Futurity(미국, 캐나다, 영국 선진 대학들의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신문), 미국 Crossbow사 소프트웨어 개발 블로그, ACM(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신문 등에서 최신 성과로 소개되었다.

   - 국내외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국제공동연구사례 중 하나로 인정받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연
구재단 지정 기초연구 50선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정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선정되었다.

 1-3) 우수사례 3

  a) 공동연구기관: The Boeing Company
  b) 과제명: Development of on-board SHM technologies for composite air vehicles
  c) 대표참여교수: 손 훈 (KAIST) - 인정범 (Bo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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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교수 기관명

2007.07. ~ 2012.08 손훈 미국, US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2011.06. ~ 2012.05. 손훈 미국, Purdue University (Edward M. Curtis Visiting Professorship)

2012.06. ~ 2012.07. 홍정욱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2012.09. ~ 2013.08. 이우진 미국, Princeton University

2012.12. ~ 2013.01 홍정욱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d) 연구 기간: 2008. 8 ~ 2011. 11
  e) 연구비: 233,537 천원
  f) 연구내용 및 파급효과:
   - 복합재료는 금속재료에 비해 강도가 강하고 경량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외부 충격에 의해 내부에 층간박리 손상

이 잘 발생하며, 이는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압전센서를 사용하여
복합재료 내부의 손상을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항공기 운행 중에 새, 얼음, 이물질등과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복합재료로 구성된 항공기에 손상을 가
져다 줄 수 있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항공기 제작에 복합재료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
는 추세에서 복합재료의 손상을 운행 중에 실시간으로 진단 할 수 있는 기술은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
다.

2) 초청 방문 연구 활동

   미국의 US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Purdue University, Michigan State University, Princeton
University 등의 세계 우수대학에서 사업단 참여교수들이 초청방문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별첨 표 8-9] 참조).

[별첨 표 8-9] 초청방문 연구 활동

3) MOU 체결 및 Dual/Joint Degree 프로그램 현황

   본 사업단이 속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현재 미국, 홍콩, 네덜란드 등의 대학들과 총 5개의 MOU 및 2개
의 Dual/Joint Degree 프로그램을 맺고 연구원 교환, 공동연구 발굴, 학생 교환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별첨 표
8-10] 참조). 대상기관으로는 미국의 Carnegie Mellon University, Institute of Transportation Studies at
University of California (ITS),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at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Air Transport Safety Institute of National Aerospace Laboratory of the Netherlands
(NLR-ATSI),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KUST)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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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국가 체결일 기간

Carnegie Mellon University 미국 2007.01
2008~
2010

HKUST 홍콩 2009.01
2010~
2014

The Institute of Transportation Studie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ITS)

미국 2012.05.24 5년

The Air Transport Safety Institute of National Aerospace 
Laboratory of the Netherlands (NLR-ATSI)

네덜란드 2012.07.18 5년

The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미국 2013.02 5년

[별첨 표 8-10] MOU 및 Dual/Joint Degree 프로그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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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단 목표 분야 국제 네트워크 전략

   본 사업단의 핵심추진영역인 (1) Smart Systems 분야 (2) Sustainable Systems 분야 및 (3) Resilient Systems
분야에 특화된 국제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Infrastructure 엔지니어링 분야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NTU (난양공과대학); 건설 인프라 분야 세계 최고 명성의 UC Berkeley와 UIUC; 환경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DTU
(덴마크 공과대학) 등을 중심축으로 하는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 양성과 연구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현재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UC Berkeley, UIUC, DTU 등과 공동연
구를 수행하고 있고, NTU 등 아시아 지역 우수대학 등과도 공동 학위, 공동 심포지움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
본 사업단의 국제화 전략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사업 비전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

   본 사업단은 단순 방문, MOU 체결 등 일회성 심포지움 위주의 강도가 낮은 단순 네트워킹 수준을 벗어나 국제적
인 연구를 선도하고 이끌어 가는 핵심 그룹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3가지 핵심추진영역에 대하여,
1) 해외 유명 대학 및 연구소의 국제 활동 현황 조사 및 평가, 2) 국제 연구 전략 및 수준 평가, 3) 본 사업단의 국제화
핵심 역량평가, 4)국제 공동연구전략 연구 분야 및 방법 선정 등을 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국제화 전략
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각 분야별 2가지의 공동연구 분야를 2014년 말까지 선정하고 지원하여 그 역량을 극대화한다.
본 사업단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화의 세부 전략은 1)국제적인 인지도 강화, 2) 국제적인 연구역량 향상, 3) 국
제적인 연구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로 나눌 수 있다. KAIST는 현재 57개국의 220개 세계 유수 대학과 협력·협정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본 학과의 교수들의 다양한 국제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인 인지도는 상승하
고 있다. 하지만,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의 실질적인 교류가 부족한 실정으로 본 사업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의 실질적인 국제연구역량 강화와 해외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시행할 것
이다.

 2-1) 국제적인 인지도 강화

   국제학술대회에 참석, 발표하는 학생들의 국제적인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학교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강
화한다. 또한, 석·박사 과정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UC Berkeley, Carnegie Mellon University, HKUST,
NTU등 학과 단위에서 협력관계를 체결한 해외 유명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확대하여 세계 수준의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본 사업단에서는 2016년까지 공동연구 건수를 년당 3건을 목표로 하여, 모든 참여교수들의 국제공
동연구 건수를 사업단 교수평가에 반영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장려한다. 해외기관 저자와의 공동저술 건수를 2016년
까지 연간 4건으로 하는 등 해외저자와의 공동저술을 장려하고, 참여교수 및 석·박사 과정 학생의 공동연구 및 공동저
술을 위한 장단기 해외 방문 비용을 선별 지원한다.

 2-2) 국제적인 연구역량 향상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의 장단기 해외 우수 연구기관 방문을 지원하여 국제적인 연구역량을 향상시킨다.

8.2 사업단 비전에 맞는 국제화 전략 및 계획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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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학원생 기관명 기간

박민주 UC Berkeley 2010.08.01. ~ 2011.07.31

권오훈 UC Berkeley 2010.08.01. ~ 2011.07.31

송성준 UC Berkeley 2011.01.15. ~ 2011.02.21

윤석 National Institute of Rural 
Engineering 2012.01.10. ~ 2012.02.16

김은석 Northwestern University 2013.01.06. ~ 2013.02.26

김은혜 Northwestern University 2013.01.06. ~ 2013.02.26

황태운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2013.05.01. ~ 2013.06.30

이나라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 2013.05.01. ~ 2013.06.30

  a) 대학원생 장기연수 기회 부여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6개월~1년 동안의 장기 연수 (해외대학 파견연구, 해외기관 인턴쉽 등 포함)의 기회를
부여한다. 현재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의 1개월 이상 방문 공동연구는 [별첨 표 8-11]과 같이 박사과정 학생 5명, 석
사과적 학생 3명 등 총 8명이며, 2016년까지 년 4명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10년~2011년까지
UC Berkeley의 CCIT (California Center for Innovative Technology)로 파견된 박사과정 학생 2명의 경우, UC
Berkeley ITS (Institute for Transportation Study) 측에서 방문 기간 중 인건비를 직접 부담하였으며 현재도 지속
적으로 공동연구, 공동논문저술을 진행하는 등 국제 공동연구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사업단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대학원생 장기연수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별첨 표 8-11] 장기연수 대학원생 명단

  b) 대학원생 단기연수 및 공동연구 파견 기회 부여

   석·박사과정 학생의 1개월 미만 단기 공동연구를 위한 해외파견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기 공동연구의 경우, 2016
년까지 본 사업단 참여교수 일인당 매년 0.3건으로 증가시키고자 한다.

  c) 대학원생 공동연구 방문 대상 기관 선정

   NTU, UIUC, UC Berkeley, DTU를 포함하여 본 사업단의 핵심추진영역별 2개의 기관을 네트워크 구축 대상으로
지정하여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공동연구 수행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 지원하여
국제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예산 사용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2-3)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국제 학술대회 개최와 해외학자의 방문지원을 통한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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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핵심추진영역에 대한 웹기반 국제 커뮤니티 구축

   본 사업단의 핵심추진영역에 대한 웹기반 국제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확보하고
자 한다.

  b) 국제 학술대회의 KAIST 개최를 통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본 사업단 핵심추진영역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를 KAIST에서 개최하여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의 기회로 삼는다.
UC Berkeley, UIUC, NTU, DTU의 교수들을 국제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시, 조직위원으로 초청하여 국제 네트
워크를 강화한다.

  c) 해외 우수대학과의 지속적인 공동세미나 개최

   현재 진행 중인 KAIST-DTU 공동연구 협력, KAIST-KUSTAR, KKCNN, KKNN 등 KAIST 주도의 국제학술대회
및 공동세미나를 적극 지원하여 이미 구축된 국제연구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한다.

  d) 해외 석학의 단기 방문 초청 지원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를 위해 해외 석학과의 공동연구 및 세미나를 위한 KAIST 단기방문을 지원한다.

  e) 해외 우수대학과 공동연구 과제 발굴

   현재 진행 중인 국제 공동연구 외에 추가적으로 국제 공동연구 과제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신규 국제 공동연
구 과제에 대하여 본 사업단 예산에서 경비를 일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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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최근 3년간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9 참여교수 연구역량

9.1 연구비(최근3년)

항목
수주액(천원)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기간 실적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D_3_2:6,140,320 D_3_3:6,451,566 D_3_4:8,033,335 D_3_5:20,625,221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D_4_2:1,245,199 D_4_3:635,900 D_4_4:755,090 D_4_5:2,636,189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입금액 D_5_2:- D_5_3:- D_5_4:- D_5_5:-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D_6_2:527,537 D_6_3:506,247 D_6_4:627,744 D_6_5:1,661,529

참여교수 수 D_7_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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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참여교수 1인당 논문 환산 편수 실적

9.2 논문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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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최근 3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0년 2011년 2012년

논문 총 건수 D_3_2:86 D_3_3:82 D_3_4:85 D_3_5:253

1인당 논문 건수 D_4_2:5.375 D_4_3:5.125 D_4_4:5.3125 D_4_5:15.8125

논문 총 환산 편수 D_5_2:33.5285 D_5_3:29.8115 D_5_4:30.7562 D_5_5:94.0962

1인당 논문 환산 편수 D_6_2:2.0955 D_6_3:1.8632 D_6_4:1.9222 D_6_5:5.881

참여교수 수 D_7_5:16

9.2.2 참여교수 1인당 SCI, SCIE (SSCI 포함) 논문의 환산 보정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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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최근 3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0년 2011년 2012년

총 환산편수 D_3_2:33.5285 D_3_3:29.8115 D_3_4:30.7562 D_3_5:94.0962

총 환산보정IF D_4_2:20.32844 D_4_3:19.95814 D_4_4:21.35854 D_4_5:61.64512

환산 논문 1편당
환산보정IF D_5_2:0.6063 D_5_3:0.66947 D_5_4:0.69444 D_5_5:0.65512

1인당 환산 보정IF D_6_2:1.27052 D_6_3:1.24738 D_6_4:1.3349 D_6_5:3.85282

참여교수 수 D_7_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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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단 논문의 질적 우수성

   <표 13>에서 1인당 환산 보정 ES 또는 1인당 환산 보정 IF를 살펴보면, 우리 사업단 참여교수 논문의 질적 우수성
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인당 환산 보정 ES를 분석한 결과, 2010년에는 1.98이었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2.25이상으로 상승하였고,
이는 사업단 참여교수의 논문이 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인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논문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환산 논문 1편당 환산보정 ES 또한, 2010년에는 1.00을 넘지 못했으나, 2011년 이후에는
1.15 초과하는 등 사업단 참여교수의 논문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환산보정 IF의 경우, 2010년에 1.27이었고 2011년에는 그 값이 약간 떨어졌으나 2012년에는1.33을 초과
하는 등 다시 상승기조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산 논문 1편당 환산보정 IF는, 2010년 0.61이었고 그 값이
2011년, 2012년에 각각 0.67, 0.69 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9.2.3 사업단 참여 교수 논문의 우수성

<표 13> 참여교수 1인당 논문의 환산 보정 Eigenfactor Score와 환산 보정 IF

구 분
최근 3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0년 2011년 2012년

Eigenfactor
Score

총 환산편수 D_3_3:33.5285 D_3_4:29.8115 D_3_5:30.7562 D_3_6:94.0962

총 환산보정 ES D_4_3:31.67267 D_4_4:37.14068 D_4_5:36.01982 D_4_6:104.83317

환산 논문 1편당
환산보정 ES D_5_3:0.94464 D_5_4:1.24585 D_5_5:1.17114 D_5_6:1.1141

1인당 환산보정 ES D_6_3:1.97954 D_6_4:2.32129 D_6_5:2.25123 D_6_6:6.55207

Impact Factor

총 환산편수 D_7_3:33.5285 D_7_4:29.8115 D_7_5:30.7562 D_7_6:94.0962

총 환산보정IF D_8_3:20.32844 D_8_4:19.95814 D_8_5:21.35854 D_8_6:61.64512

환산 논문 1편당
환산보정IF D_9_3:0.6063 D_9_4:0.66947 D_9_5:0.69444 D_9_6:0.65512

1인당 환산보정 IF D_10_3:1.27052 D_10_4:1.24738 D_10_5:1.3349 D_10_6:3.85282

참여교수 수 D_11_6:16

1인당 환산 보정 ES(환산 논문 1편당 환산 보정 ES 포함) 또는 1인당 환산 보정 IF(환산 논문 1편당 환산 보정 IF 포함)를
활용하여 사업단 논문의 질적 우수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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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분
류

논문수 피인용수 JIF 총합 교수수
교수1인당 
논문수(년)

논문1편당 
JIF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수

GEORGIA TECH

미
국

622 2,277 1,072.46 54 3.84 1.72 3.66 

STANFORD UNIV 361 2,077 1,067.94 37 3.25 2.96 5.75 

UC BERKELEY 426 1,393 1,170.96 50 2.84 2.75 3.27 

UIUC 615 2,092 1,246.15 51 4.02 2.03 3.40 

UNIV OF TEXAS-AUSTIN 396 739 589.77 56 2.36 1.49 1.87 

IMPERIAL COLLEGE LONDON

미
국 
외

366 1,025 666.91 45 2.71 1.82 2.80 

DELFT UNIV OF TECH 570 1,774 990.88 78 2.44 1.74 3.11 

UNIV OF TOKYO 113 218 159.65 44 0.86 1.41 1.93 

NATIONAL UNIV OF SINGAPORE 481 1,774 995.77 40 4.01 2.07 3.69 

KAIST 274 797 518.66 17 5.37 1.89 2.91 

KAIST (사업단 참여교수 기준) 256 　 517.42 16 5.33 2.02 　

   이와 같이 본 사업단 참여교수의 환산 보정 ES와 환산 보정 IF 등을 분석한 결과, 참여교수의 논문의 질적 우수성
을 평가하는 모든 항목에서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사업단은 BK21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통해 단 기간 내에 보다 탁월한 실적을 거두고자 한다.

2) 외국 우수대학 실적과의 비교를 통한 사업단 논문의 우수성 검증

   사업단 참여교수 논문의 우수성 검증을 위해 외국 우수대학의 실적과 비교하였다. 건설 분야 미국의 Top 5 대학
인 Univ. of California Berkeley,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IUC), Stanford Univ., Univ. of
Texas at Austin,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GIT)와 QS순위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유럽의 Imperial
College London, Delft 공대, 그리고 아시아의 동경대학, 싱가폴국립대학(NUS)을 벤치마킹 대학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 1인당 SCI급 논문 게재실적은 연 5.37편으로 미국
Top 5 대학의 연 3.26편, 벤치마킹 9개 대학 평균인 연 2.92편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많아 이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최
고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논문 1편당 Impact Factor 및 평균 피인용수는 각각 1.89와 2.91로서 미국 Top 5
대학 평균인 2.19와 3.59에 비해 약간 낮았다 ([별첨 표 9-1, 9-2 참조]).

[별첨 표 9-1] 세계 주요대학 논문실적 비교

    출처 : KAIST 도서관 조사자료 (2010.1~2012.12,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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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논문수 피인용수 JIF 총합 교수수
교수1인당 
논문수(년)

논문1편당 
JIF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수

미국 TOP 5 대학 평균 484.0 1,715.6 1,029.46 49.6 3.26 2.19 3.59 

유럽/아시아 4개 우수대학 평균 382.5 1,197.8 703.30 51.8 2.50 1.76 2.88 

세계 주요 9개 우수대학 평균 438.9 1,485.4 884.50 50.6 2.92 2.00 3.28 

KAIST 274 797 518.66 17 5.37 1.89 2.91

KAIST (사업단 참여교수 기준) 256 　 517.42 16 5.33 2.02 

[별첨 표 9-2] 세계 주요대학 논문실적 평균과 KAIST 실적 비교

    출처 : KAIST 도서관 조사자료 (2010.1~2012.12, 3년)

   이상의 분석결과 본 사업단 참여교수의 논문 실적은 양적으로는 이미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므로 기존의 SCI
급 논문편수를 목표로 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논문의 Impact Factor 및 피인용 횟수(h-Index)를 중시하는 연구의
질(Quality)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본 사업단의 연구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연구
를 통해 논문을 세계 최우수저널에 발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단 교수평가시스템을 논문의 질
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하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연구와 국제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하여 양질의 논문을 해
외석학과 공동 집필하는 등의 노력도 강구하고자 한다.

3) 사업단 참여교수 논문의 질적 우수성

   사업단 참여교수 논문의 질적 우수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지난 3년 동안 사업단 참여교수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중 대표논문 6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3-1) 우수논문 1

  - 논문제목: Combined (alkaline + ultrasonic) pretreatment effect on sewage sludge disintegration
  - 저널명: Water Research
  - 게재일: 2010년 5월
  - 저자명: Dong-Hoon Kim, Emma Jeong, Sae-Eun Oh, Hang-Sik Shin
  - 주저자 여부: 주저자(교신저자)
  - 객관적 우수성: 본 논문은 환경공학에서 우수한 저널인 Water Research (IF=4.865)에 개재된 논문으로 2010년
이후로 동일 분야의 다수의 연구에 37회 인용되었다. 하수슬러지에, 병합전처리 (알카리+초음파)를 적용함으로써,
알카리와 초음파로 단일전처리 하였을 때 최대 50%로 한정되었던 가용화율 (SCOD/TCOD) 을 70%까지 증가시켰
다. 그리고, 반응표면방법 (RSM) 으로 독립인자 (pH, 초음파 에너지 주입량)와 매개변수 (가용화도) 로 최적화를 통

사업단 특성에 따라 <표13> 이외에 공신력 있는 논문 평가방법(예: SCOPUS의 SJR, SNIP, Google Scholar 등)을 활용하
여 사업단 논문의 질적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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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병합전처리의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여 이 분야에서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종은 방법으로 사료됨.

 3-2) 우수논문 2

  - 논문제목: Inhibition of nZVI reactivity by magnetite during the reductive degradation of 1,1,1-
             TCA in nZVI/Magnetite suspension
  - 저널명: Applied Catalysis B-Environmental
  - 게재일: 2010년 4월
  - 저자명: 배성준, 이우진
  - 주저자 여부: 주저자 (교신저자)
  - 객관적 우수성: 논문이 출판 된 저널은 IF 5.625로써, 환경공학 관련 Top 저널 중 하나이며, 독성 염소계 유기화
합물 (1,1,1-TCA)을 처리하는데 널리 이용되던 영가철(nZVI)과 자철석(magnetite)을 동시적용 할 경우, 오히려 효
율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힘. 더불어 효율이 감소하는 원인 기작을 (영가철로부터 1,1,1-TCA로 전자가 이동되는 것
을 자철석이 방해) 규명하였음. 게재 후 3년 내 인용 건수 14건으로써, 본 논문이 학계 내 기존 예상을 바꾸는 계기를
제공함.

 3-3) 우수논문 3

  - 논문제목: A study of water transport as a function of the micro-porous layer arrangement in
             PEMFCs
  - 저널명: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 게재일: 2010년 7월
  - 저자명: 김태영, 이승재, 박희경
  - 주저자 여부: 주저자(교신저자)
  - 객관적 우수성: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는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Hydrogen
Energy 위해 Elsevier 가 출간하는 대표 저널 중 하나로서 수소에너지의 생산 및 저장과 적용방법 등에 대해 기술하
는 2011년 기준 IF가 4.054에 달하는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저명한 저널 중에 하나임. 현재까지 19번 인용되었으며,
micro-porous layer 서로 다른 배열과 여러 외부 변수를 고려한 물의 수송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수소에너지 연구
및 발전에 학문적 가치를 기여함

 3-4) 우수논문 4

  - 논문제목: The experimental validation of a new energy harvesting system based on the wake
             galloping phenomenon
  - 저널명: Smart Materials and Structures
  - 게재일: 2011년 5월
  - 저자명: Hyung-Jo Jung, Seung-Woo Lee
  - 주저자 여부: 주저자(제1저자/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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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관적 우수성: 본 논문은 2011년 5월에 저명 학술지인 Smart Materials and Structures에 Featured Article
로 게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Highlight 논문에 선정 (우수논문에 해당)되었음. 또한 세계적인 과학잡지인
New Scientist의 기사(No.2814)에 소개될 정도로 관련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매우 우수한 논문임. 이외에
도, 기존 에너지하베스팅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자유도 진동체를 이용한 새로운 개념
의 고성능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을 제안한 내용으로 응용물리 분야의 세계적인 저명 학술지인 Applied Physics
Letters (IF=3.844)에 논문을 게재함. 이를 포함하여 지난 3년 동안에 총 3편의 논문이 Applied Physics Letters에
게재된 바, 이러한 실적은 건설 분야에서는 거의 유례가 없는 우수한 학술적 성과로 사료됨

 3-5) 우수논문 5

  - 논문제목: Continuous microalgae recovery using electrolysis: Effect of different electrode pairs and   
             timing of polarity exchange
  - 저널명: Bioresource Technology
  - 게재일: 2012년 11월
  - 저자명: 김정민, 류병곤, 김교찬, 김보경, 한종인, 양지원
  - 주저자 여부: 주저자(교신저자)
  - 객관적 우수성: Bioresource Technology 는 바이오매스, 바이오 폐기물의 처리,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자원
분석 등 화석 연료 고갈에 대비하기 위한 바이오 에너지에 관해 총 망라된 저널로, 2011년 기준 IF 4.98 에 달하는 환
경 및 에너지 분야의 저명한 저널이다. 본 논문은 현재 까지 게재 후 3번 인용되었으며, 미세 조류 수확 시 전기 에너
지의 투입만으로 수소 생산 및 미세 조류의 효과적인 농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세조류 수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3-6) 우수논문 6

  - 논문제목: Value of perfect weather information in probabilistic routing decision with the Geometric   
              Recourse Model (GRM)
  - 학회명: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search in Air Transportation
  - 게재일: 2012년 1월
  - 저자명: Yoonjin Yoon, Mark Hansen
  - 주저자 여부: 주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
  - 객관적 우수성 : 본 논문은 기하학적 모델을 통한 최적 항공 경로를 연구한 논문으로 미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과 유럽연합체 EUROControl 이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search in Air Transportation (ICRAT) 2012에서 한국인 최초로 최우수 논문상 수상하였다. ICRAT은
Biannual로 개최하는 항공교통관련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로 최고논문상은 60편의 논문 중 단 2편만 선택되는 치열
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고 있다. 또한, 관련 연구는 Transportation Research (TR) Part
E(logistics)에 게재되었으며, TR part E의 최근 impact factor는 2.126으로서 교통분야 SCI 저널들 중 최고 수준이
다. 해당연구는 수학과 산업공학적 요소를 항공교통에 적용한 대표적 융합연구 사례로 악기상시 최적화 경로선택을
통해 시간 단축뿐 아니라, 연료 절감을 통한 운영비용 절감 및 공해 배출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으며, 현재 항공 운항 모델을 넘어서 일반 운송 모델로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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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부분의 핵심인 연구의 질(Quality) 향상을 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연구를 장려하며 이를 분야별 최우수
저널에 발표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동시에 논문의 인용 횟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체계화하여 추진한다.

1) 연구의 질 향상

 1-1) 논문의 질 중시

   연간 교수 1인당 SCI 논문 편수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따라서, SCI 논문편수를 목표로 하는 것에
서 탈피하여, 논문 1편당 Impact Factor가 높으며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가 높은 논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다. 이를 위해 교수 업적 평가의 기준을 연구 결과물의 양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의 질적 우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간다. (KAIST에서는 승진 및 영년직 평가 기준으로 h-index를 2012년부터 도입하고 있음)

 1-2)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연구 장려

   학문간 융합을 통한 창조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임팩트)가 큰 연구 결과가 도출되도록 장려
한다.

 1-3) Top 국제 저널 게재 권장

   건설 분야의 세부분야(구조, 지반, 환경, 건설IT, 교통 등) 별 Top 저널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엄정하게 선정하여,
석․박사 학위 취득 요건으로 분야별 Top 저널리스트에 있는 국제 저널에 게재하도록 권장한다.

2)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2-1) 논문의 질적 평가를 고려한 교수 업적 평가

   학교 교수 업적 평가 방법을 논문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교수 업적 평가 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각 연구 분야의 Impact Factor가 높은 논문지에 양질의 논문을 많이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2-2)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논문의 질 향상

   국제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하며, 이를 통해 참여기관이 공동 저자로 저널 논문을 작성하여 양질의 논문이 도출되
도록 한다.

 2-3) 국제 저널 편집 위원 활동 장려

   국제저널 편집위원 참여 기회 확대, Special Issue 조직 등을 통해서 국제 저널에서 더욱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9.2.4 사업단 국제저명학술지 우수 논문 향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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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연구 장려

   사업단 내에 기술 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연단위로 평가 위원회의 평가에 의해 임팩트 있는 연구 성과를 사
업단 참여 교수의 10% 이내로 선정하여 기술 혁신 인센티브를 수여한다.

 2-5) 연구 성과 목표 가이드를 위한 객관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

   신임 교원이나 승진, 영년직 심사를 앞두고 있는 교원의 경우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과내의 분야
별 Impact Factor 분포, 피인용 횟수 분포, h-index 분포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여 연구 성과 목표의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도록 한다. 학기별로 주기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공유하도록 한다.

 2-6) 석사 및 박사 논문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석박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건으로 해외 유명 논문지에 연구 논문 발표를 권장하고, 이와 연계하여 해외 우수 학
술대회 참석 및 논문 발표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석박사학위 취득 시 세부 분야별 Top 저널 리스트에 있는 저널에
출판하도록 장려하여, 대학원 학생들의 연구 능력 양질화 및 글로벌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Top 저널 리스트 또는 JIF가 높은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인센티브 및 Best Student
Awards를 수여한다.

 2-7) 분야별 Top 저널 리스트 구축 및 정기적 업데이트

   건설 분야의 세부분야(구조, 지반, 환경, 건설IT, 교통 등) 별 Top 저널 리스트를 선정하고,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
해 내부적으로 공지한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최신 JCR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2-8) 영어 논문 작성의 질적 수준 향상

   국제 수준의 우수한 학술 논문 작성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KAIST 어학센터(원어민 교수진 활용)와 연계하여
영어논문 작성 과목 이수를 적극 장려하고, 원어민 교정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욱 완벽한 영어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
록 한다. BK21 플러스 사업을 통해 대학원생들을 1대1 맞춤형 밀착 지도를 통하여 영어 논문 작성 능력 및 발표 능력
을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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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학협력

10.1 특허 및 기술이전 실적

10.1.1 최근 3년간 참여교수 1인당 특허 등록 환산 건수

<표 14> 참여교수 특허 등록 실적

구 분
최근 3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0년 2011년 2012년

국내 특허
등록건수 D_3_3:7 D_3_4:17 D_3_5:36 D_3_6:60

등록 환산건수 D_4_3:2.9166 D_4_4:6.7831 D_4_5:13.7996 D_4_6:23.4993

국제 특허
등록건수 D_5_3:7 D_5_4:9 D_5_5:6 D_5_6:22

등록 환산건수 D_6_3:3.3999 D_6_4:5.1664 D_6_5:3.2332 D_6_6:11.7995

등록건수 합계 D_7_3:14 D_7_4:26 D_7_5:42 D_7_6:82

등록환산건수 합계 D_8_3:6.3165 D_8_4:11.9495 D_8_5:17.0328 D_8_6:35.2988

참여교수 1인당 등록환산건수 D_9_3:0.3947 D_9_4:0.7468 D_9_5:1.0645 D_9_6:2.2061

참여교수 수 D_10_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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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참여교수 기술이전 실적 (단위 : 천원)

10.1.2 최근 3년간 참여교수 1인당 기술이전 실적

항목
최근 3년간 실적(천원)

전체기간 실적
2010년 2011년 2012년

특허 관련
기술료 수입액 D_3_3:- D_3_4:260,000 D_3_5:97,400 D_3_6:357,400

참여교수 1인당
수입액 D_4_3:0 D_4_4:18,571 D_4_5:6,957 D_4_6:25,528

특허 이외
산업재산권 관련

기술료 수입액 D_5_3:- D_5_4:- D_5_5:- D_5_6:-

참여교수 1인당
수입액 D_6_3:0 D_6_4:0 D_6_5:0 D_6_6:0

지적재산권 관련
기술료 수입액 D_7_3:- D_7_4:- D_7_5:- D_7_6:-

참여교수 1인당
수입액 D_8_3:0 D_8_4:0 D_8_5:0 D_8_6:0

Know-how 관련
기술료 수입액 D_9_3:- D_9_4:12,085 D_9_5:700 D_9_6:12,785

참여교수 1인당
수입액 D_10_3:0 D_10_4:863 D_10_5:50 D_10_6:913

기술이전 전체실적
기술료 수입액 D_11_3:0 D_11_4:272,085 D_11_5:98,100 D_11_6:370,185

참여교수 1인당
수입액 D_12_3:0 D_12_4:19,434 D_12_5:7,007 D_12_6:26,441

참여교수 수 D_13_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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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단의 산학협력 최종 목표

   본 사업단의 교육 비전인 ‘무궁무진한 창조경제 실현 잠재성을 가진 건설공학 교육의 융합화, 다학제화 및 국제
화’ 와 연구 비전인 건설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완성하
기 위해는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사업단에서는 ‘보다 활발한 인적 물
적 교류를 통해 3대 핵심추진영역에 부합하는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 및 실질적인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산학협력의
최종목표로 설정하였다.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는 지난 7년 동안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맺고 (6개 기관과
MOU 체결)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을 진행해 왔다. 구체적으로 지난 3년간 국내특허 60건, 국제특허 22건을 등
록하였으며, 사업단의 보유장비, 특히 지오센트리퓨지 장비를 외부에서 활용하도록 장려함에 따라 많은 산학공동연
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워터젯을 이용한 굴착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굴착방법, 용연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공업용수로
의 재이용 네트워크 구축 등과 같은 기술을 기업에 이전함으로써 기술료를 얻는 방식으로 상업화에 성공한 실적이 있
다. 올해에는 독일의 보쉬사(Bosch)와 친환경 녹색기술과 미래형 첨단도시(Smart City)기술의 발굴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3대 핵심추진영역에 부합하는 맞춤형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먼
저 본 사업단이 구축하고 있는 유관 기관과의 활발한 기술교류를 위한 심포지엄을 연 1회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인적교류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미래 건설기술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이
러한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본 사업단의 전체 연구비에서 산학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약 10%에서 20%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참여교수 1인당 특허등록건수
를 현재의 연 1.7건에서 2.0건 이상까지 증가시키며 나아가 국제특허의 등록을 보다 활성화 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
된 기술의 기업체 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입을 현재의 1.2억/년 수준을 넘어 연평균 2.0억 수준까지 상향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

   3대 핵심추진영역에 부합하는 맞춤형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건설공학의 기반기술 뿐만 아니라 IT, 에너
지, 생태 기술 등 여러 타 분야의 기술이 접목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다학제적 융복합 분야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교육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본 사업단 교육영역 혁신계획 중 하나인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및 나노기술 등 창조경제 창출을 위한 다학제간 상호 연계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인턴쉽 프로그
램을 바탕으로 국제화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내외 산업체들과의 MOU를 통한 인적 교류
를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2) 최근 3년간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우수실적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건설 분야의 국가 주도형 대형 연구단을 다수 수주하여 성공적
으로 수행함으로써 연구기반을 확보하였고, 산학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연구 성과의 실용성 향
상과 현업에 필요한 연구를 파악·수행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스마트 사회기반시설 연구센터 (한
국연구재단 지정 우수연구센터)의 활동을 통해 국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분야의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선

10.2 산학협력 연구의 우수성 (전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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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수 참여기업명 연구기간 연구 내용

곽효경 (주)서영엔지니어링 2009.06.30 ~ 2010.04.29 지능형 도시 관리/제어 기술 고도화 연구

곽효경 (주)태조엔지니어링 2010.04.30 ~ 2011.05.29 U-기반시설 고도화연구

곽효경 동일기술공사 2010.05.25 ~ 2012.02.28 U-도로 구축 연구

곽효경 (주)한국종합기술 2011.05.30 ~ 2013.04.29 U-교량안전관리시스템

곽효경 에스케이건설(주) 2011.05.30 ~ 2013.04.29 U-교량안전관리시스템

김동수 롯데건설 2009.11.02 ~ 2010.05.31 잠실 제2  롯데월드 중 타워부 설계 지진하중 
평가용역

김동수 삼성물산 2010.06.21 ~ 2011.12.31 연직배수재 설치용 비대칭 앵커플레이트 개발 
및 성능 검증

김동수 현대건설 2013.05.01. ~ 2013.05.30 원심모형시험을 이용한 버켓기초의 지지력 평
가

김진근 VSL Korea 2011.11.01 ~ 2014.10.31 격납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험 모형 및 
가이드라인 제시

명현 삼성전자 2009.07.01 ~ 2010.06.30 RF 비컨을 이용한 실내위치 인식 연구 자문

명현 삼성전자 2012.05.14 ~ 2012.12.31 공간 센서 활용 이동형 로봇 향 실내 지도 
생성기술

명현 삼성전자 2012.05.11 ~ 2013.04.10 RF 및 거리센서 기반 절대위치 인식 SLAM 
개발

손훈 (주)데크 2008.06.01 ~ 2011.05.30 다기능 능동센서를 이용한 항공용 및 지상용 
SHM 시스템 개발

손훈 The Boeing Company 2008.08.01 ~ 2011.07.31 Development of an on-board SHM system 
for commercial aircraft

도하였다. 일례로 광섬유 센서를 비롯한 다양한 모니터링기법을 실 구조물에 적용함으로써 그 기여를 인정받은 바 있
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미래도시 구축을 위한 대형 연구단 (U-Eco City 사업단, 도시재생사업단)을 유치함
으로써 IT 기술과 건설 기술의 융합을 선도한 실적이 있다. 이러한 융합연구를 통해 미래 건설 기술의 개발에 직접적
인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첨단 IT건설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으며 개발된 신기술의 이전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기업체와의 공동 연구
를 통해 현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설 기술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생산
성 향상과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2011년에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공업용수로의 재이
용 기술을 수자원공사와 ㈜태영건설에 기술 이전하고, 2013년에 바이오폴리머를 이용한 흙 안정화 기술을 중소기업
두 곳에 기술 이전하는 등 지난 3년간 기업들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개발된 10건의 기술을 이전하는 실적을 거두
었다. 본 사업단 참여교수의 기술이전 실적 중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별첨 표 10-1] 대표적 산학공동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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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훈 (주) 포스코 2011.01.15 ~ 2011.12.31 강구조 구조물 안전진단을 위한 스마트 강 
부재 개발

손훈 (주) 현대기아차 2012.06.01 ~ 2013.05.31 설비 이상 감지를 위한 스마트 센싱 기술 개발

이승래 인천국제공항공사 2011.07.20 ~ 2014.05.19 인천국제공항 지열시스템 적용을 위한 
실증실험 및 수치해석

정형조 삼성건설 KIMM 2008.11.20 ~ 2010.07.31 정밀장비 미진동 제어를 위한 능동형 제어장치 
개발

정형조 삼성건설 KIMM 2011.03.01 ~ 2012.06.28 폭발하중에 대한 구조물 동응답의 수치해석

조계춘 (주)지중공영 2010.03.15. ~ 2010.11.14 선지보강공법을 이용한 강관 삽입형 터널 
안정성 검토

조계춘 (주)서영엔지니어링 2010.07.19 ~ 2011.05.31
감천항 정온도 향상 외곽시설 설치공사 T/K 
설계 중 보강단면 원심모형 실험 및 액상화 

평가
조계춘 (주)포스코 건설 2010.11.15. ~ 2011.11.14 터널 전방 예측 시스템(TEPS)의 적용성 

다양화 및 상용화
조계춘 (주)스마트이앤씨 2011.02.17 ~ 2011.08.16 3차원 위치인식에 기반한 오토메틱 워터젯 

굴착 기술 상용화 개발
홍정욱 (주) 삼성전자 2012.08.01. ~ 2013.07.31 Shear wave propagation 시뮬레이터 제작

 2-1) (기술이전 사례 1) - 워터젯을 이용한 굴착 시스템 (조계춘 교수 연구팀)

   본 기술은 터널의 굴착을 위한 발파 작업 전에 초고압 워터젯 기술을 응용하여 터널의 굴착 계획선을 따라 자유면
을 형성하고 굴착할 부분과 주변 지반을 분리시켜 발파하는 신개념 원천 기술이다. 자유면 형성 후, 굴착할 부분에 화
약을 장착하고 발파 작업을 진행하면, 발파진동이 자유면에서 차단되어 주변 지반으로 전파되는 것이 억제될 뿐만 아
니라, 자유면에서 반사된 진동은 발파에너지로 전환되어 최소의 화약 장착으로 발파 굴착이 가능하다. 상기 기술은
저소음 저진동 굴착이 가능하고 발파손상영역의 최소화 및 여굴/미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별
첨 그림 10-1] 참조).

[별첨 그림 10-1] 워터젯 굴착기술 개요도 

   본 기술은 우수 기술 특허로 지정되어 2011년 연구재단 기초연구성과 부분에서 슈퍼특허(S2-2011-0037-1A)로
선정되었다. 또한 관련기술이 YTN(사이언스 스페셜: 불붙는 특허전쟁, 2011.12.28 방송)에 소개되어 우수한 기술임
이 이미 입증되었다 ([별첨 그림 1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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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그림 10-2] 워터젯 굴착 기술 YTN 방송 (사이언스 스페셜: 불붙는 특허전쟁, 2011.12.28 방송)

   상기 특허 기술은 KAIST로부터 2011년과 2012년에 전문건설업체 Smart E&C로 기술 이전되어 국내 사업을 실
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 시장 보다 해외 건설 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발맞
춰 해당 기술을 해외 전문건설 업체에 기술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 건설의 특성상 단일 국가에 건설이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을 포함한 최근 건설 붐이 불고 있는 싱가폴과 브라질에 해당 기술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전문건설 업체에 기술 이전시 요구되는 개별국가 해외특허 출원이 완료된 상태이다. 추후 터널 분야뿐
아니라, 발파가 금지되는 도심지 암반지역에서의 기초공사, 석산에서의 채석, 수직터널의 굴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 2차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별첨 그림 10-3] 참조). 또한 본 기술은 국내 및 해외에 전무한 신기술로서 기
존 기술과의 경쟁력 측면에서 탁월한 우위를 확보 할 수 있어 향후 굴착시공 분야에 상당한 자리를 확보할 것으로 예
상된다.

[별첨 그림 10-3] 워터젯 굴착 기술이전과 현장 적용

 2-2) (기술이전 사례 2) - 용연하수처리장 방류수의 공업용수로의 재이용을 위한 막여과 기술 (신항식 교수 연구팀)

   울산광역시 공업용수수급 전망으로부터 2011년부터 용수 부족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13년까지 하수
재이용 기술을 접목하여 지역 물부족 해소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기업체에 기술 이전하였다. 울산시와의 민간 투자
사업 프로젝트를 통해 용연하수처리장의 공정 조합 실험을 통하여 응집-UF-RO의 공정을 선정하고, 울산 용연하수
처리장 방류수를 공업용수로의 재이용하기 을 위한 하수 재이용 막여과 기술 전반 및 파일럿 플랜트 운전 데이터 일
체를 (주)태영건설과 수자원공사에 기술 이전하였다 ([별첨 그림 1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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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그림 10-4] 재이용시설 처리 계통도

   이전된 기술은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하고 지역적인 물부족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에 따
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고용창출이 가능하며 환경 측면에서도 방류수역 오염부하량의 저감효과가 가능한 것으로
기대된다.

 2-3) (기술이전 사례 3) - 무선 구조물 안전진단 시스템을 위한 레이저를 이용한 무선신호 및 전력전송시스템 (손훈
교수 연구팀)

   기존의 초음파를 활용한 구조물 모니터링의 경우, 압전센서를 대상 구조물에 부착하여 고주파 대역의 초음파를
가진시키고 응답신호를 계측함으로써 구조물의 결함 유무를 파악한다. 기존 초음파 생성/계측 기법에서는 압전센서
와 데이터 수집 장치 사이에 전기 케이블을 연결하여 초음파 생성을 위한 전력 공급 및 계측신호를 전송하였다. 하지
만 실제 구조물에 압전센서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할 경우, 케이블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신호의 감쇠가 발생함은
물론, 외부 환경의 노출에 따른 케이블의 부식, 전자기 간섭 등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신호 계측 및 분석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송수신을 통해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별첨 그림 10-5] 참조). 현재 시제품을 개발 및 구조물 안전진단을 위한 적용 연구를 수행하였고 해당 기술을
기술 이전하여 상용화를 진행 중이다.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 목적인 구조물안전진
단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별첨 그림 10-5] 구조물 안전진단 시스템을 위한 레이저를 이용한 무선신호 및 전력전송시스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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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기술이전 사례 4) - 연속회분식 고온/중온 이단 혐기소화 공정을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방법 (신항식  
교수 연구팀)

   본 기술은 연속회분식 고온/중온 이단 혐기소화 공정을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혐기성
미생물을 직렬로 연결된 고온 반응조 및 중온 반응조에 각각 식종하고 이들 혐기성 미생물의 공생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한백종합건설에 기술이전되어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이다. 기술
의 연속회분식 고온/중온 이단 혐기소화 공정을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방법은 기존 단위기술의 최적결합을 통
해 유기성 폐기물을 고온 반응조와 중온 반응조의 연속회분식 운전을 통해 최종 처분되어야 할 부피 감량을 극대화하
고 액화된 유기물을 유용한 에너지원인 메탄가스로 전환시켜 바이오에너지를 회수율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다
([별첨 그림 10-6] 참조). 특히, 페기물 처리에 있어 합리적인 연속회분식 운전에 의해 반응조 내 미처리 잔류물의 체
류시간 및 미생물접촉시간 증대와 운전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별첨 그림 10-6] 연속회분식 고온/중온 이단 혐기소화공법 모식도

3) 최근 3년간 산학 공동연구 우수실적

   최근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추진된 대형 연구과제의 경우 실용화를 목적으로 일정부분 산업체의 연구 참여를 권
장해오고 있다.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그 동안 국책 대형과제에 적극 참여하였고,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연구 참
여 등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을 활발히 수행하였다. 그 결과, 참여교수에 의해 개발된 다수의 기술들이 현업에서 실
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은 기업체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현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적
으로 해결하고, 기술을 개량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성과로 포
스코 건설과 개발한 굴착 중 터널 막장 전방 예측 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연구개발한 지열에너지 수확시스
템,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개발·적용한 항공기 스마트모니터링 시스템,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개발에 성공한 실내
절대위치 인식시스템 등이 있다.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 연구에 강점이 있다.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의 산학 공동연구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3-1) (공동연구 사례 1) - 로봇 위치 인식기술 (명현 교수 연구팀)

   본 기술은 실내 위치 기반 서비스 (LBS; Location-Based Service)의 핵심이 되는 기술로서, 삼성전자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청소 로봇의 위치 인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산학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 천정 기반 지도 생성 및 위치
생성 방법을 개선하여 3D 공간 센서 및 RF 센서를 이용하여 실내 지도 생성, 로봇 위치 추정 및 사용자 I/F 기술을 개
발하였다 ([별첨 그림 10-7] 참조). Kinect 센서와 같은 RGB-Depth 센서를 이용하여 3D 기반 위치 인식 및 지도 생
성을 통해 기존 2D 기반 기술 대비 실내 이동형 로봇의 위치 추정 및 지도 생성의 정확도를 높였고 또한 자기장 및 RF



96 / 134

신호 기반으로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발되었다. 본 공동연구를 통해 특허 2건을 공동 출원하였으며, 산출된
논문은 국내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별첨 그림 10-7] 개발된 로봇 위치 인식기술로 생성된 3D-Map의 실시예

 3-2) (공동연구 사례 2) - Development of on-board SHM technologies for composite air vehicles (손훈 교수
연구팀)

   항공우주분야에 있어 온도, 습도, 바람, 외부 충격 등의 다양한 환경의 변화는 항공기 동체의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작은 손상이라도 발생할 경우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 한다. 따라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 하는 기술은 항공기 운영에 있어서 필수 요소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항공기의 경량화를 위해서 일반
금속 재료보다 인장 강도가 강하고, 무게는 가벼운 복합재료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데, 복합재료가 가지는 높은 취
성, 높은 면내 특성에 비해 복합 적층판의 횡 방향 인장이나 층간전단강도는 매우 낮다. 그렇기에 적층 응력이나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반복 하중 및 외부 충격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한 층간분리가 쉽게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보잉사와 함께 압전센서로 유도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이를 계측하여 복합재료 내부의 층간분리 손상을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외부 온도 및 충격에 관계없이 손상의 유무, 위치 및 손상정도를 즉시
적으로 진단 할 수 있는 요소기술들을 개발하였다 ([별첨 그림 10-8] 참조). 본 공동연구는 미국 보잉사(Boeing
Company)와의 글로벌 산학 연구로, 복합재료는 항공우주분야 뿐만 아니라 건설, 기계, 조선 및 에너지 분야에서도
그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개발된 요소기술의 적용성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별첨 그림 10-8] Development of on-board SHM technologies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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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공동연구 사례 3) - Shear wave propagation 시뮬레이터 개발 (홍정욱 교수 연구팀)

   삼성전자 기술원에서 Ultrasound를 이용하여 조직의 stiffness를 측정하기 위하여 shear modulus를 계산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 기간 단축 및 idea 검증을 위하여 shear wave 전파에 대한 시뮬레이터
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FEAP를 사용하여 Shear wave가 medium에서 focused
ultrasound 에 의해서 생성되고, inclusion이 있는 매질을 전파하며 속도가 바뀌고 파형이 바뀌는 것을 simulation
하고자 하였다 ([별첨 그림 10-9] 참조). 또한 parallel computing 기법을 사용하여 기존 방법 대비 효율적인
simulation을 목표로 하였다. 본 공동 연구를 통하여 획득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 Transducer에 의한 음압 발생 및 focused beam 모델링 개발
  - Pressure field 및 acoustic radiation force 발생 시뮬레이션 개발
  - Medium에서 Shear wave propagation의 시뮬레이션 및 검증
  - Parallel computing 기법인 OpenMP를 활용하여 simulation 속도 향상

[별첨 그림 10-9] Shear wave의 전파 시뮬레이션 예

 3-4) (공동연구 사례 4) - 항공 사고위험 예측·분석 및 정비신뢰성관리 프로그램 개발 (여화수, 윤윤진 교수 연구팀)

   국내의 항공기 사고 발생은 정점을 이루었던 2000년 이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중․소형 및 국가기관 항공기
등의 분야에서는 항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항공 사고 위험성은 단지 발생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운항환경 및 항공기 등에 내재된 사고위험을 사전 검출함(Proactive)으
로써, 항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안전기술과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은 항공교통 전 분야의 안전 증진 및 사고 예
방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국내 기존 시스템들은 표준화된 프로세스나 절차가 없이 각 항공사 내부의 필요에 의하
여 만들어진 자체 프로그램(In-house Program)이거나 고가의 해외 상용 SMS (Safety Management System) 프
로그램이다. 자체 프로그램의 단점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어렵고, 고가의 해외 상용 SMS 프로그램은
구입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은 물론 국내 운항환경에 맞지 않아 해외 상용 SMS 프로그램을 도입한 국내 대형 항공사
조차 국내 운항환경 및 각 항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 SMS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국토교통부 항공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3년 6개월간 총 연구비 65억원 규
모의 본 산학 협력 과제는 중소벤처기업인 ㈜에코시안,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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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동 연구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본 과제의 핵심부분인 위험
관리를 위한 항공사고 위험 모델링 및 알고리즘 개발부분을 맡고 있는 본 연구진은 국내외의 기존 시스템들이 사고
발생 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사후적(Reactive) 접근법이 아닌, 사전에 내재된 사고위험을 검출하여 항공사
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공학적 방법론(Proactive)이 적용된 핵심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과제수행과 관
련하여 미국 UC Berkeley 교통 연구소인 The Institute of Transportation Studies (ITS) 및 네덜란드 국립 항공
연구소인 National Aerospace Laboratory (NLR)의 Air Transport Safety Institute (ATSI)와 MOU를 체결했고
[별첨 그림 10-10 참조], 국제적 연구활동(교육 파견)과 국제 세미나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어 국내 항공안전기술개발
분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국내 중소벤처기업인 ㈜에코시안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성과를 시제품으로 제
작하고 이를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에 적용시킴으로써 산-학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창조경제 창
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과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위험분석․예측기법을
개발 및 보급함으로써 항공교통 전 분야의 안전 증진 및 사고 예방을 통해 국내 전체 항공운송사업의 안전에 기여하
고 있다. 사고위험 예측․분석 프로그램의 경우 국내 시장규모는 50억원, 정비프로그램의 경우 국내 시장규모는 70억
원으로 추정되며, 본 산학 협력 과제를 통해 고가의 해외 상용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기술기반을 확보하고,
최근 안전관리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별첨 그림 10-10] UC Berkeley의 ITS와 MOU 체결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지난 3년간 약 26억원 규모의 산업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으며, 대표적인 산학 공
동연구를 정리하면 [별첨 표 10-1]과 같다.

4) 최근 3년간 국제 특허 등록 우수실적

   본 사업단은 산학협력 연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건설 분야 미래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IT와 건설, 에너지
와 건설 등 융합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IT와의 융복합적인 연구를 통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
총 22건의 특허를 등록받았으며 이러한 국제특허 등록 숫자는 건설 분야에 있어 매우 기록적인 실적으로 건설과 타
분야의 연구를 접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특허를 통하여,
본 사업단은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해외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산학협력을 통한 등
록된 특허는 [별첨 표 10-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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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등록
국가

등록일자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등록인 구분
참여 
교수 

1 미국 20100316 US-7679997
Method  and apparatus for 
estimating position of robot

Samsung  
Electronics 
Co., Ltd.

명현

2 미국 20101102 US-7826926
Robot  and method of localizing the 

same

Samsung  
Electronics 
Co., Ltd.

명현

3 일본 20101001 4597165

Method For  Collecting And 
Classifying Information About 

Feature Of Predetermined Area  
According To Moving Path Of Robot, 

Robot Controlled By Area Feature 
And User  Interface Structuring 

Method And Device Using The Area 
Feature,

Samsung  
Electronics 
Co., Ltd.

명현

4 중국 20101222 101093503 Method  and apparatus building grid 
map in mobile robot,

Samsung  
Electronics 
Co., Ltd.

명현

5 일본 20110114 4664326

Method,  Apparatus and Medium for 
Building Grid Map of Mobile Robot, 

and Method,  Apparatus and 
Medium for Cell Decomposition 

Using The Same,

Samsung  
Electronics 
Co., Ltd.

명현

6 유럽 20110119 1898291

Apparatus  and method for 
estimating location of mobile body 

and generating map of  mobile 
body environment using upper 

image of mobile body environment, 
and  computer readable recording 
medium storing computer program 

controlling the  apparatus,

Samsung  
Electronics 
Co., Ltd.

명현

7 일본 20110210 4680955 Method  of Dividing Coverage Area 
for Robot and Device Thereof,

Samsung  
Electronics 
Co., Ltd.

명현

8 미국 20110709
US-2011/0312090-

A1
Mode  Decomposition of Sound 

Waves using Amplitude Matching
The Boeing  
Company

손훈

9 미국 20110426 7933686
Method  of dividing coverage area 

for robot and device thereof,
Samsung 

Electronics 
Co., Ltd.

명현

10 미국 20110607 7957836
Method  used by robot for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building,

Samsung 
Electronics 
Co., Ltd.

명현

11 미국 20111108 8055382
Methods,  apparatus, and medium 

for estimating pose of mobile robot 
using particle  filter,

Samsung 
Electronics 
Co., Ltd.

명현

12 미국 20111115 8060254

Method,  apparatus, and medium 
for building grid map in mobile 

robot and method,  apparatus, and 
medium for cell decomposition that 

uses grid map,

Samsung 
Electronics 
Co., Ltd.

명현

13 미국 20111115 8060256
Apparatus,  method, and medium 
for localizing moving robot and 

transmitter,

Samsung 
Electronics 
Co., Ltd.

명현

[별첨 표 10-2] 국제특허 등록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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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본 20111216 4886302

Device  and Method for Estimation 
of Position of Moving Body and 

Generation of Map,  and 
Computer-Readable Recording 

Medium Storing Computer Program 
Controlling  The Device,

Samsung 
Electronics 
Co., Ltd.

명현

15 유럽 20111228 1901152
Method, medium,  and system 

estimating pose of mobile robots,
Samsung  

Electronics 
Co., Ltd.

명현

16 미국 20110329
US-7916931

Apparatus,  method, and medium 
for dividing regions by using feature 
points and mobile  robot using the 

same

Samsung  
Electronics 
Co., Ltd.

명현

17 일본 20120525 5001101
Device and  Method for Estimating 

Attitude of Mobile Robot,

Samsung  
Electronics 
Co., Ltd.

명현

18 미국 20120605 8195331
Method,  medium, and apparatus 
for performing path planning of 

mobile robot,

Samsung  
Electronics 
Co., Ltd.

명현

19 중국 20120704 101126645
Method of  dividing coverage area 

for robot and device thereof,

Samsung  
Electronics 
Co., Ltd.

명현

20 미국 20120828 8255084
Method, medium,  and apparatus 

for docking mobile robot,

Samsung  
Electronics 
Co., Ltd.

명현

21 미국 20121120 8315734
Robot and  method and medium for 

localizing the same by using 
calculated covariance,

Samsung  
Electronics 
Co., Ltd.

명현

22 미국 20121204 8326019
Apparatus,  method, and medium 

for dividing regions by using feature 
points and mobile  robot using the 

same,

Samsung  
Electronics 
Co., Ltd.

명현

5) 산학협력을 통한 사업단 교육 및 연구 계획

 5-1) 산업체와의 교육 연계 계획

   2010년 이후 국내 건설시장의 포화로 인해 새로운 건설 시장의 개척이 요구되는 가운데, 일부 대형 건설사를 중심
으로 중동, 제3국 및 선진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IT기술의 발달과 동시에 삶의 질 향
상에 높아진 관심으로 인해, 현대사회는 IT와 건설이 접목된 보다 발전된 생활공간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형 건설인력의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사업단에서는 산업계의 성장
핵심분야에 부합하는 맞춤형 고급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조사하
며 산업체의 고급인력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산업체의 기술동향, 인
력동향 및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개발하고자 한다. 업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은 산업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설계
및 실험 교과목에 비중을 두며 학생의 일정기간 해당 산업체에 연수 및 실습 등 산업체 현장교육을 하며, 산업체 인턴
연구원 등의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체의 우수 연구 인력의 초청강의, 대우교수제 등을 실시하며 산업체
연계강좌를 적극적으로 개설한다. 산업체 연구원의 재교육을 활성화하며 산업체의 연구소 및 연구팀을 유치하여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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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한 산학 연구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아래는 3대 핵심추진영역의 산업체 연계 교육 계획이다.

  a) 고령화를 고려한 복지확산형 지능화 시설 및 교통 네트워크 시스템 (Smart Systems)

   GS건설, LG CNS, LH공사, (사)한국유비쿼터스 도시협회, 도로공사 등, 지능형 유비쿼터스 도시와 교통 인프라
에 대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해당 분야의 기업에 최적
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핵심 고급 인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업과 대학이 상호 win-win할 수 있
는 성공적인 산학협동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미 도로공사와는 2012년 5월 KAIST와 연구성과 공
유, 공동연구, 인적자원교류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추가로 최근 (사)한국유비쿼터스 도시협회와
의 인력양성협력에 대한 동의서를 체결하였다 ([별첨 그림 10-11] 참조).

  b) 친환경 자원 및 지속가능 시스템 (Sustainable Systems)

   자원수요의 증가, 탄소배출저감 등과 같은 사회의 수요에 따라 친환경기술, 고효율 자원활용기술, 저탄소배출 그
린에너지에 대한 기술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소 및 한국물포럼, 삼성엔지니어링, 도로공사 등과 같
은 산업체와의 융합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물포럼과 산학협력에 대한 동의서를 체결하였다 ([별첨
그림 10-11] 참조).

  c)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재 기반 시스템 (Resilient Systems)

   예측불가능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사회인프라 시설의 방재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시설안
전공단,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등과 연계하여 학제 교육
및 산업체 현장 실습 및 인턴쉽 등을 통한 실제적인 방재 분야의 선도적인 인재를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
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자원 연구본부와 인력양성협력에 대한 동의서를 체결하였다 ([별첨 그림 10-11] 참조). 또한
2012년 3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활발한 산학교류와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별첨 그림 10-11] (사)한국유비쿼터스 도시협회 (좌), 한국물포럼 (중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우)와의 
인력양성협력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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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산업체와의 연구 연계 계획

   복지확산형 지능화 시설, 친환경 에너지 및 지속가능성, 공공안전을 위한 방재시스템 등에 대한 현대 사회의 수요
에 맞추어, 필요한 핵심기술을 산업체와 함께 공동연구를 하며 보유함으로써 건설기술시장의 선도적 위치를 선점한
다. 아래는 3대 핵심추진영역에 대한 산학 공동연구 연계 계획이다.

  a) 고령화를 고려한 복지확산형 지능화 시설 및 교통 네트워크 시스템 (Smart Systems)

   GS건설, LG CNS, LH공사, (사)한국유비쿼터스 도시협회 등과 함께 지능형 인프라시설을 위한 긴밀한 산학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해당 산업체 및 본 사업단 소속의 연구실 장비 및 재원을 공동활용하며 공동기술 세미나 및 공동 연
구논문 및 특허 활동을 활성화 한다.

  b) 친환경 자원 및 지속가능 시스템 (Sustainable Systems)

   친환경기술, 고효율 자원활용기술, 저탄소배출 그린에너지에 대한 기술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큰 분야이다. 해당
분야의 산업체, 특히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GS칼텍스, SK에너지, 석유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과 같은 산업체와 함께 핵심기술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에 노력한다.

  c)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재기반 시스템 (Resilient Systems)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 시스템 연구는 사회적 공공 안정망의 설치와 함께 부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이
끌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설안전공단,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철도
기술연구원 등과 같은 해당 분야의 산업체와 함께 실제적으로 바로 적용가능한 기술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
다.

 5-3) 성장 핵심 분야 집중 지원 전략

   본 사업단에서는 연구 및 교육의 특성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3대 핵심추진영역을 선정하여 연구 및 교육, 과제 및
특허 활성화 등에 집중 지원을 통하여 성장 핵심분야의 산업체 및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기
존 참여 교수들의 연구 분야에 대한 점진적인 조정을 통해 본 사업단의 3대 핵심추진영역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관련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관련한 상세 추진전략은 아래와 같다.

  a) 핵심추진영역 관련 산업체/교육센터 유치 시 대응 자금 집중 지원
  b) 핵심추진영역에 대한 본 사업단 예산 집중 지원
  c) 핵심추진영역 인프라 및 장비 구축 집중 지원
  d) 핵심추진영역 교과과정 및 교육 인프라 개선 집중 지원
  e) 핵심추진영역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 신설 지원
  f) 핵심추진영역 관련 지적재산권 확보의 활성화를 위한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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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특허 및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대한 사업단 추진계획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사업단 참여교수의 지난 3년간의 특허 등록건수는 총 82건이며, 1인당 연평균 1.71
건이다. 이러한 특허 실적은 국내외 우수대학과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성과이다. 본 사업단은 향후 교수 1인
당 특허 등록 실적을 2건까지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별첨 표 10-3] 참조). 그 후, 본 사업단은 등록 특허의
질을 높이고 라이센싱에 의한 기술료 수입을 최대화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를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등
록을 장려하고,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매
년 1~3개의 소프트웨어 등록을 권장할 계획이다.

항 목
1차년

(2013년)
2차년

(2014년)
3차년

(2015년)
4차년

(2016년)
5차년

(2017년)
6차년

(2018년)
7차년

(2019년)

소프트웨어 등록건수 1 2 2 3 2 3 3

특허 등록건수 28 29 30 32 32 32 32

참여교수 1인당 특허 등록건수 1.75 1.81 1.88 2 2 2 2

[별첨 표 10-3] 특허 출원 및 등록 계획

 5-5)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산업 기여(기술이전, 제품화 및 사업화) 추진계획

   본 사업단이 소속된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지난 3년간 기술이전 10건을 통하여 총 2억 7천만원의 실적을 기록하
였고, 이는 교수 1인당 연평균 약 640만원의 기술료 실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마다 교수 1인당 5%의 실적 향상을
계획하고 있다 ([별첨 표 10-4] 참조). 본 사업단은 산학협력과 산업체 연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인 기
술이전을 유도하며 또한 참여교수/참여학생들의 기술이전을 독려하고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특허의 질적 향상을
통해 라이센싱에 의한 기술료 수입을 최대화 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별첨 표 10-4] 참여교수 1인당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계획 

항 목
1차년

(2013년)
2차년

(2014년)
3차년

(2015년)
4차년

(2016년)
5차년

(2017년)
6차년

(2018년)
7차년

(2019년)

기술이전 
전체실적 

 기술료 수입액 89,600 94,080 98,560 103,040 107,520 112,000 116,480

참여교수 1인당 
수입액 6,400 6,720 7,040 7,360 7,680 8,000 8,320

참여교수 수 (신임교원 제외) 14

               (단위 : 천원)

 5-6) 기타 추진 계획

  a) 대덕연구단지의 입지적 조건 활용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수십여 개의 연구 기관과 벤처기업이 대덕연구단지 내에 집중되어 있어서, 새로운 기술 창
출, 시장의 발굴, 건설 기술 정책 제시 등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여 공동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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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통한 기술 이전을 독려할 계획이다.

  b) 산학연 공동연구 성과의 체계화

   KAIST는 다양한 형태의 IT기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문간 융합연구를 권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학교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연구 결과물의 기술이전이 극대화 되도록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공급하
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여 사업단의 향후 기술이전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
결과물의 대기업, 벤처기업 기술이전이 국가출연연구소, 국책기관 등 협력 기관을 통해 더욱 수월하게 이루어 질 것
이며, 참여교수/참여학생, 연구원들에게 신기술 창조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 기대한다.

  c)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벤처 및 중소기업의 급성장 기술 접목

   본 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KAIST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대덕연구단지 내의 벤처 및 중소기업으로 효과적으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d) 교수, 학생, 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장려하기 위해 기술료 수입의 50%를 발명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
한다.

  e) 기술이전 및 사업화 수행절차의 체계화

   연구 성과 및 기술이전 가능 기술을 언론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산업화 연구를
발굴하여 협력과제를 이행하며,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이전을 함으로써 상품화를 가능하게 한다.
기술의 성격에 따라 사업화 컨설팅을 통하여 교내 벤처 또는 산업체 공동 벤처 등의 창업을 권장·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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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지역 특화 산학협력 연구의 우수성 (지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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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최근 3년 
실적

1차년
(2013년)

2차년
(2014년)

3차년
(2015년)

4차년
(2016년)

5차년
(2017년)

6차년
(2018년)

7차년
(2019년)

대학원생 국내 
인턴쉽 프로그램 16 5 10 10 10 10 10 10

글로벌 인턴쉽 
프로그램 5 1 2 3 3 3 4 4

학생 현장학습 14 4 4 4 4 4 4 4

[별첨 표 10-5] 사업단의 산학간의 인적 및 물적 교류 실적 및 계획

1) 최근 3년간 산학간의 인적 및 물적 교류 실적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는 이미 융복합 미래의 건설기술을 창조할 글로벌 건설인재
의 양성을 산학협력 부문의 비전으로 하여 대학원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
응하며, 안정적인 고급인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산업체 요구에 맞게 학생을 교육․배출하고 있다. 특히 학교 교육의 경
우 현업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의 괴리감으로 인해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및 상호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수 기업체와의 MOU 체결, 대학
원생의 해외 우수 기관으로의 글로벌 인턴쉽, 국내 인턴쉽 프로그램, 산업체 인력의 학과 파견, 산학협동 특별 세미나
개최, 산학협동 특강 교과목 운영, 참여교수 파견 및 자문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최근 3년간 대학원생의 해외 유명 연구
소 및 산업체에서의 글로벌 인턴쉽 5명, 국내 인턴쉽 16명, 학생 현장실습 14명의 실적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산학간
인적 교류를 추진하였다. 또한 다수의 산업체 인력의 교과과정 참여(10회), 산학협동 특별세미나(42회), 기업체 인력
학과세미나(26회) 등을 통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나아가 현업과의 교류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업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공학적 안목을 배양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산업체 인사를
겸임교원으로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5회), 산업체 인력을 논문공동지도 심의위원으로 초빙하여(16회) 보다 실용적인
공학기술개발을 연구하고자 노력하였고, 산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의 재교육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건설기술의 이
해를 돕고 그 원리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산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을 본 학과로 직접 파견하도록 하여 대학원
과정에 수학하며 연구를 수행하게 한 실적이 11회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대형 연구장비인 지반원심모형기(Geotechnical Centrifuge Facility)
와 정밀연구장비인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이온 크로마토그
래피(Ion Chromatography), 레이저 도플러 음향장비(Laser Doppler Vibrometer) 등을 산업계를 비롯한 외부에
개방하여 그 활용을 통한 산학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그 활용 실적 또한 다수 가지고 있다. 특히 지
반원심모형기의 경우 지반 및 지반구조물의 축소모형을 높은 중력에서 실험함으로써 비싼 실대형 실험을 대체하기
때문에, 더욱더 활발한 물적 교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인
적 및 물적 교류 실적과 본 사업단의 향후 계획은 [별첨 표 10-5]에 정리하였다. 또한, 인적 및 물적 교류 실적 가운데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0.4 산학간 인적 및 물적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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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인력 
교과과정 참여 10 3 5 5 6 6 6 6

산학협동 특별 
세미나 42 7 14 14 14 16 16 16

기업체 인력 학과 
세미나 참여 실적 26 7 10 10 12 12 14 14

참여교수의 
현업지원을 

포함한 자문활동
41 7 16 16 20 20 20 20

참여교수의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초청강연

34 8 16 16 20 20 20 20

산업체 인력의 
학과파견실적 11 3 5 5 6 6 6 6

산업체 인사 
겸임교원 활용 11 2 2 2 2 3 3 3

산학연 공동 
논문지도 16 6 10 10 16 16 16 16

2) 최근 3년간 산학간의 인적 및 물적 우수 교류 실적

 2-1) 유관기관과의 협력체 구성을 위한 MOU 체결

   지난 7년간 (2006년 이후)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를 중심으로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KAIST 미래도시연구소에서는 산학간 협력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그 협력 대상 또한 폭넓게 구축하고 있다.
2006년 대한주택공사와의 MOU를 시작으로, 2008년 IT 기술의 적용을 통한 미래도시 개발에 대한 공감대 인식과 더
불어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국토연구원과의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나아가 KAIST가 위치한 충남권에서의 도시
개발 협력을 위해 충남발전연구원과의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세 기관과의 협력은 지금도 정기적인 모임과 세미나
참석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산업체 인력의 교육을 통한 미래기술의 현업적용과
기업체 인력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 하에 도로교통석사과정 개설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
결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한 바 있으며 같은 해에 대전광역시, 수자원공사와 함께 녹색성장 신산업 창출
을 위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그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이으며 지난 3년간 이루어 진 협력 가운데 대표적인 성과를 간략하게 기술하면 다
음과 같다.

  a)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자료 활용 및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협약 체결

   본 사업단의 3대 핵심추진영역 중 하나인 고령화를 고려한 복지확산형 지능화 시설 및 교통 네트워크 시스템
(Smart Systems)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자료 활용 및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협약을
2012년 5월 체결하였다 ([별첨 그림 10-12] 참조). 이를 통하여 고속도로 교통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교통 분야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현재 활발한 산학공동연구와 인
력의 교류가 진행 중이다. 본 사업단이 한국도로공사와의 산학공동연구 및 교류를 통해 개발할 지능형 시설과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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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스템에 대한 융복합 건설기술은 국내 산업체들의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뿐 아니라 시장 선도하도록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한다.

[별첨 그림 10-12] 한국도로공사와의 MOU 협약서

  b)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와 인적자원의 상호활용에 대한 협약 체결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는 2012년 3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와 미래의 녹색교통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
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위하여 양 기관 인적자원의 상호활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별첨 그림 10-13] 참조].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녹색교통기술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방재시스템과 관련한 활발한 산학교류와 공동연구를 도
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대표적인 핵심연구인력 5명을 KAIST의 초빙교수로 발령하고 본 사
업단에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교수 7명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초빙연구원으로 발령하여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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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그림 10-13]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의 MOU 협약서

 2-2) 글로벌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 인턴쉽 실적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대학원생 국제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글로벌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3년간 대학원생 5명이 해외 유수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서 글로벌 인턴쉽을 수행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국
제 인턴쉽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학생 2명 (김은석, 김은혜, 참여지도교수: 윤윤진)이 Northwestern University의 Kellogg, School of
Management에서 의 Sunil Chopra 교수(IBM Distinguished Professor of Operations Management)와 함께 재
난 시 서플라이체인의 구성을 위한 대규모 최적화 모델 개발 및 항공시스템 이상 시 항공기 라우팅 최적화 모델 개발
에 대하여 2013년 1월 7일부터 2013년 2월 25일까지 인턴쉽을 수행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모델 분석을 위한 고급 최
적화 기법으로 Primal-Dual simplex Method와 Lagrangian Method를 교육받고, 대규모 최적화에 필요한 기법을
자문한 결과 Column Generation Technique, Dantzig-Wolfe Decomposition Technique 등을 성공적으로 교육
받았다. 이러한 인턴프로그램의 성과로, 재난 상황 서플라이 체인 관리 및 항공 라우팅 시스템 모델에 기본이 되는 최
적화 이론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추가적으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맞물려 BIM을
기반으로 한 빌딩 에너지 최적화 및 미래 건설 기술과 관련된 융복합 기술 적용의 토대가 되는 모든 최적화에 활용될
수 있는 넓은 확장성을 지닌다. 향후 후속 교류를 통하여 최적화 알고리즘 개선 및 테크닉 개발을 통해 거대 데이터 수
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최적화 소요시간을 줄임으로서 실시간에 근접하는 도시 재난 및 항공 운영 시스템 상 변
동 대응 능력을 지닌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별첨 그림 1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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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그림 10-14] (왼쪽) 재난 대응 시스템의 Prototype 모델이 되는 미국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서플라이 체인 모델링 (오른쪽) 시간-공간 네트워크 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모델링 도출 결과 (출처 : Supply 

Chain Management in Disaster Response, Ali Haghani, 2009)

   위의 글로벌 인턴쉽을 포함한 지난 3년간 글로벌 인턴쉽의 실적을 [별첨 표 10-6]에 정리하였다.

 [별첨 표 10-6] 글로벌 인턴쉽 실적

교수명 학생명 과정 인턴쉽 기관 인턴쉽 부서 / 
담당자 장소 기간 인턴쉽내용

정형조 이재욱 석사 NADAAA 
Inc.

NADAAA 
Inc./Nader  

Tehrani
미국  2011.01.25

~2011.02.25
설계 디자인 프로젝트 연

구 참여

여화수 송성준 석사 UC Berkley 
UC Berkley 

/David 
Ragland

미국  2011.01.15
~2011.02.21

Experimental Evaluation 
of the Continuous Risk 
Profile (CRP) approach  

장성주 서동준 박사 NADAAA 
Inc.

NADAAA 
Inc./Nader  

Tehrani
미국  2011.01.25

~2011.02.25
설계 디자인 프로젝트 연

구 참여

윤윤진 김은석 석사 Northweste
rn Univ.

Kellogg/ 
SangHo 
Shim

미국  2013.01.07
~2013.02.25

재난시 라이체인의 
구성을 위한 최적화 

모델 개발

윤윤진 김은혜 석사 Northweste
rn Univ.

Kellogg/ 
SangHo 
Shim

미국  2013.01.07
~2013.02.25

항공시스템 이상시 
항공기 라우팅 최적화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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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인적자원교류

   국토교통부의 첨단도시개발사업인 U-Eco City 연구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본 사업단 연구진에서는 2008년 11
월부터 2013년 6월까지 U-교량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별첨 그림 10-15] 참조). U-교량안전관리 시스템은
교량에 설치된 스마트 센서로부터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계측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안전성을 분석하는 평가 시스
템, 마지막으로 계측 및 분석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터넷 기반의 조회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모니터링 시스
템으로 구성된 교량안전관리 시스템이다 ([별첨 그림 10-16] 참조). 개발된 시스템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특수
교량인 한두리대교와 학나래교를 대상으로 2차례의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하여 실제 교량에 대한 성능검증을 마쳤으
며, 2013년 6월 기술 상용화를 위하여 통합계측시스템솔루션 업체인 (주)에이티맥스와 핵심요소기술인 구조물 안전
성 평가 시스템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연구수행에 참여한 권양수 박사과정 학생은 에이티맥스의 IT
개발팀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담당하였으며, 개발된 안전성 평가 기술을 에이티맥스의 토탈솔루션에 적용하기 위
한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별첨 그림 10-15] U-교량 구성도

[별첨 그림 10-16] U-교량안전관리 시스템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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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삼척시에서는 U-시범도시 사업을 통하여 도시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며, 삼척교의 안전관리 및 유
지관리를 위한 교량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삼척시 관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건설로 인하
여 주요 교량에 중차량 및 특수차량이 수시로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차량 통과 교량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교한 평
가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삼척시의 요청으로 U-교량안전관리 시스템의 삼척교에 대한 적용성을 파악
하고자 현장을 방문하여 교량의 제원 및 통과 차량 현황 등을 검토하였으며, 교량의 형식과 규모 등을 고려하건데 U-
교량안전관리 시스템의 적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권양수 박사과정 학생은 현재 삼척교를 대상으로 구조해
석을 수행하여 계측이 필요한 교량의 주요 취약부위를 산정하고 있으며, 삼척시 및 기술이전 업체인 (주)에이티맥스
와 함께 U-교량안전관리 시스템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할 예정이
다.

 2-4) 산업체와의 우수 물적 교류 실적

   본 사업단이 보유하고 있는 공동장비 중 지반원심모형시험기 (Geo-Centrifuge)와 진동대 (Shaking Table)는 지
진에 의한 지반과 구조물의 거동을 파악하는데 매우 용이한 연구장비로써 구조물을 설계할 때 중력이나 시간의 경과
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거나 지진하중 등 동적하중에 의한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체에서 많은 이용실적을 기록하
고 있다 ([별첨 그림 10-17] 참조).

[별첨 그림 10-17] (좌)지반원심모형시험기(Geo-centifuge) (우) 진동대(Shaking Table)

   그 대표적인 이용 우수 사례로는 2011년 6월부터 3개월간 삼성물산과 함께 영주다목적 댐 건설공사 복합댐 접속
부 내진 거동 분석의 연구과제로 사력부와 콘크리트댐의 접속구간을 원심진동대 시험을 통해 거동을 평가했었던 물
적 교류의 실적이 있다 ([별첨 그림 10-18] 참조). 이 때, 원심모형실험 및 진동대를 이용하여 실제 시공 단면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함으로써 향후 많은 시공사들의 설계 단면 검증에 원심모형실험기술이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
후, 미래건설기술이 지향하는 경제적 설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 현재 다양한
형상의 접속부 형식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예정이다.

[별첨 그림 10-18] 원심모형실험장비와 진동대를 이용한 물적교류의 사례: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복학댐 접속부 
내진 거동분석. (좌) 3D 실험 단면, (중간) 콘크리트 모형 모델, (우) 실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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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명 학생명 과정 인턴쉽 
기관

인턴쉽 부서 
/ 담당자 장소 기간 인턴쉽내용

곽효경 강한글 석사 유비더스시
스템

유비더스시스
템/

김종현 팀장
서울  2011.08.08

~2011.08.19
부산 해운대 스마트비치 

시스템 운영/지원

   또한 2011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현대건설과 함께 버켓파일의 지지력 거동분석에 대해 원심모형실험을 수
행한 실적이 있다 ([별첨 그림 10-19] 참조). 이 때, 해상 풍력 실증 설계안에 대한 기초 구조물 지지력 검증하고, 버켓
기초의 형상에 따른 지지력 거동 분석하고 원심모형실험 결과와 수치해석 결과를 반영한 지지력 공식 도출하였다. 이
러한 물적 교류로 인해, 국내 서해안 인근에 설치될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풍력 설비 기초 지지력을 사전에 예측하
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건설기술이 지향하는 해상 구조물(인공 섬 등)의 외력에 의한 기초 지지
력을 예측함으로써 효율적 또는 안정적인 하부 구조물의 설계기술을 확보하였다. 현재 다양한 형상의 해양기초 형식
에 대한 지지력 평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예정이다.

[별첨 그림 10-19] 원심모형실험장비를 이용한 물적교류의 사례:　버켓파일의 지지력 거동 분석. 버켓 파일의 
원심모형토조 (좌). 여러 형상의 버켓들 (우)

3) 그 밖의 최근 3년간 산학간의 인적 교류 실적

 3-1) 대학원생 국내 인턴쉽 프로그램 실시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는 최근 3년간 16명의 대학원생이 10개의 산업체에서 인턴쉽
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현업과의 교류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업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공학적 안목을 배양하
고자 하였다. 특히 본 사업단의 3대 핵심추진영역인 지능화시설 및 교통 시스템, 지속가능 시스템, 방재기반 시스템
분야의 교육, 연구 및 산학협력을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건설 분야의 기업체보다는 IT 기업을 포함해 본 사업단이 추
구하는 3대 핵심추진영역에 부합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인턴쉽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
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별첨 표 10-7] 참조).

 [별첨 표 10-7] 대표적 국내 인턴쉽 프로그램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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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효경 박강규 석사 LG CNS
정보기술연구
원융합기술그
룹/김기정책

임
서울  2013.02.04

~2013.02.15
신규 아이템 자료 조사 

및 분석

곽효경 황주영 석사 유비더스시
스템

유비더스시스
템/조무성대

리
서울　  2013.02.12

~2013.02.23　 스마트캠퍼스 구축을 
위한 사례조사 

명현 최성한 석사 LG CNS 기술융합그룹
/송지성팀장 서울  2010.01.05

~2010.01.29
 U-방범 과제 조사  업무 

및 정리

명현 김형진 석사 ETRI 지능로봇팀/
유원필 대전  2013.01.03

~2013.02.06
무인 주행 로봇의 경로계

획 S/W 작성

여화수 신성욱 석사 LG CNS
정보기술연구

원/
김기정 책임

서울  2011.08.08
~2011.08.26

Smart Ship 관련 기술 
현황 및 사례조사

이우진 정준영 석사 육군사관학
교

육군사관학교 
물리화학과/
김동욱교수

서울  2011.01.11
~2011.01.24

 철 환원  미생물의 환원
요소에 대한 연구 

이행기 황윤이 석사 유비더스시
스템

유비더스시스
템/김종현팀

장
서울  2011.08.08

~2011.08.19
행복도시 국립도서관 정

보시스템 구축/운영계획연
구 사업제안

이행기 박수진 석사 LG CNS
정보기술연구
원 융합기술
그룹/박재영

선임
서울  2012.01.20

~2012.02.03
항공분야 중장기 

국책과제 계획분석

정형조 이보미 석사 ㈜티이솔루
션

티이솔루션/
이승우 안성  2011.01.17

~2011.01.28
공기력 진동 현상을 이용
한 에너지 수확 시스템 

개발

조계춘 이준호 석사 한국원자력
연구원

고준위폐기물
처분연구부/
권상기책임

대전 2011.01.03~
2011.01.3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
분장의 IT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개발 연구 

수행

조계춘 주건욱 석사 ㈜드림이엔
지

㈜드림이엔지
/조찬성 대전  2013.02.04

~2013.02.22
Waterjet을이용한터널굴

착모형모사실험

한종인 이보미 석사 한국생명과
학연구원

바이오합성연
구센터/손정

훈박사
대전  2012.01.01

~2012.01.31 재조합 효모 제작연구

한종인 김귀용 석사
한국기초과
학기원연구

원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허윤석
대전  2012.09.01

~2012.12.20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차세대 리튬 
에어 전지 개발 

홍정욱 임형욱 석사 LG CNS
정보기술연구
원 융합기술
그룹/김기정 

책임
서울  2013.02.04

~2013.02.15
신규 아이템 자료 조사 

및 분석

이우진 정성윤 석사 효림산업
(주)

효림산업(주)/
조성희 성남  2013.02.01

~2013.02.15

질산성 질소와 난분해성 
유기물질로 오염 된 토양/

지하수 정화를 위한 
In-situ 나노/바이오 하이

브리드 공법 

 3-2) 학생 현장학습 실적

   본 사업단의 현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 현장학습을 실시하였다. 최
근 3년간 14명의 대학원생이 탄소섬유 제작 현장, 무인 주행로봇 경로계획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 U-City 사업의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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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기 구분 과목번호 과목명 강사

2012 가을 석/박사 CE481 건설 및 환경공학 특강 
<기후변화와 미래도시> LH공사 김정곤

2012 가을 석/박사 CE504 고급환경화학 화학연구원 최지나

2012 가을 석/박사 CE672 U-Space 고급환경단위 공정론 수자원공사 박노석

2010   봄 학/석사 CE471 수자원공학 수자원공사 박노석

2010 가을 학/석사 CE373 수문학 수자원공사 노준우

2011   봄 학/석사 CE471 수자원공학 수자원공사 박노석

방범 과제 조사 현장 등을 견학하였다 ([별첨 표 10-8] 참조).

 [별첨 표 10-8] 학생 현장학습 실적 (총 14명)

학생명 과정 현장실습 업체 / 현장명 기간 실습내용

임형욱
외 2 명 석사 한국화이바 본사 / 제 1 공장 2012.10.31 탄소섬유 제작과정 견학

Binh Huy 
Nguyen 석사 한국화이바 본사 / 제 1 공장 2012.10.31 탄소섬유 제작과정 견학

황윤이
외 4 명 석사 한국화이바 본사 / 제 1 공장 2011.11.14 탄소섬유 제작과정 견학

최성한 석사 LG CNS 기술융합그룹 2010.01.04 U-방법 과제 조사 현장 
견학

김형진 석사 전자통신연구원 2013.01.02 무인 로봇 경로계획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 견학

하경애
외 2 명 석사 한국화이바 본사 / 제 1 공장 2012.10.31 탄소섬유 제작과정 견학

 3-3) 산업체 인력의 인적 교류 실적

  a) 산업체 인력의 교과과정 참여 실적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인 여건과 대학원 수업이 엄격
하게 관리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산업체의 다양한 연구인력 및 엔지니어를 수업에 폭넓게 참여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는 산업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의 발전을 간접적
으로 경험하고 산학간의 원활한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LH 공사 중앙 연
구소, 수자원공사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체 인력이 대학원 정규 수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
며 아래의 [별첨 표 10-9]는 그동안 학과에서 진행된 산업체 인력의 정규수업 참여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별첨 표 10-9] 산업체 인력 교과과정 참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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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이름 소속 및 직위 강연 제목

2008.12.05 김연호 ㈜동부로봇,상무 Introduction   to 3D Spatial Perception using 
Range Data for Robot Navigation

2009.04.28 양진국 ㈜거성ENG
건축사사무소/부소장 VE 기반지능형도시관리

2009.04.30 김성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특성 및 기술동향

2009.05.25 송지성 LG CNS /부장 IT Convergence-based future business model for 
IT players 

2009.05.25 허정화 송도유라이프(유)/이사 New Songdo International City and Songdo U-Life

2009.11.30 한인교 ㈜LGCNS/그룹장 유비쿼터스기술을 활용한 U-City 서비스 모델 현황과 
발전방향 

2009.12.07 김일겸 ㈜베타리서치앤컨설팅
그룹/부사장 U-City 융합비즈니스모델

2009.12.14 최준성 ㈜한국유지관리
/대표이사 USN 방재구축경험과과제

2009.12.18 김도윤 위드로봇㈜ 토목에 응용 가능한 IT 기술 관점에서 위드로봇의 
수행과제 내용 소개

2010.01.20 윤승식 ㈜유비더스시스템
/대표이사 Ubiquitous Computing과 응용사례 분석

2010.02.08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신재료를  활용하는 첨단 교량 기술 개발

2011 가을 학/석사 CE373 수문학 수자원공사 김성훈

2012   봄 학/석사 CE471 수자원공학 수자원공사 박노석

2013   봄 학/석사 CE471 수자원공학 수자원공사 김성훈

2010   봄 석/박사 CE599
U-Space 건설 IT설계 

특수문제<도시교통계획의 이해>
전 행복청장 남인희

  b) 산학협동 특별 세미나 실적

   산업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한 연구, 실무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새로운 분야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초청하여 특별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
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특별 세미나를 개최함에 있어 전공 관련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사를 학과 수업
가운데 또는 특별 세미나 형식으로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특히 산업체 임원, 연
구원 등 전문인력의 미래 건설기술의 최신연구동향 및 기술개발에 대한 산학협력 세미나가 총 42회 이루어 졌다 ([별
첨 표 10-10] 참조).

 [별첨 표 10-10] 산학협동 특별 세미나 개최의 대표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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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안지용 Ginseng Chicken
 Architecture 건축공학적 관점에서의 u-city 구축계획: 임의추축

2010.04.12 박지홍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
관리청/건설관리실장 도로정책의  이해

2010.09.02 Juan Puig Cementos Molins S.A Urban Vulnerability　
2011.02.21 백송훈 ㈜KT/부장 U-City 사회기반시설

2011.03.09 성낙준 철도시설공단 　The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s for 
construction of national railway

2011.03.16 김성운 대우건설  상무 　National R&D strategy and DAEWOO ENC"fs 
future construction 

2011.03.30 이주호 롯데건설  소장 　Future Construction Technology and Lotte 
direction

2011.04.13 김현배 포스코건설  소장 　POSCO ENC, a leading construction company in 
the world

2011.04.20 황대진 삼성물산기반기술연구소/
소장

삼성이  보유한 세계적 건설기술과 미래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비젼

2011.04.27 허형우 한화건설/소장 미래건설기술개발 전략과 참지식 막여과 
고도정수처리 기술

2011.04.29 이영남 GS 건설부사장 　Visions of GS E&C

2011.05.03 신호철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재난  극복 로봇

2011.05.04 이만섭 VSL Korea 사장 High-performance characteristics and special 
applications of recent PSC-related materials　

2011.05.11 양신추 철도기술연구원/수석연구
원 철도미래비전과  철도건설기술 동향

2011.05.17 성상학 위드로봇㈜/팀장 Seamless u-Transportation 
서비스를위한UVS단말기개발

2011.05.18 김종오 대림산업  원장 Introduction of technology for future　
2011.05.25 김종학 한국수력원자력/처장 원전  건설기술 개발

2011.09.29 김정곤 한국토지주택공사/박사 기후에너지시대와도시:IBA

2011.10.11 V.Cheng Arup Investigation to quake phenomena in Techno-Mart 
and solutions

2011.10.19 타카지  
오쿠다

Oklahoma State Uni. 
/교수

Regional Planning With Environmental 
Conservation

2011.11.03 박상필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창조적  미래도시 만들기

2011.11.17 윤재훈 Colliers Inter. 상무 Current Researches on "e-Undersea Tunnel" 
and its future 

2011.11.24 이수형 철도시설공단 Creative thinking and futur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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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이름 소속 및 직위 강연 제목

2008.09.23 신부용 전 교통연구원장 전 교통연구원장

2009.03.31 이재영 국토해양부 
전 주택토지실장

최근의 국토정책 방향: 수도권과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2009.04.07 최완식 ETRI 측위시스템 연구팀, 
팀장(책임) U-City 무선측위 시스템 기술동향

2009.04.21 문재희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외사업처장 지역난방 열배관 시스템

2009.04.28 경기욱 한국전자통신연구원/박사 Human-Machine Interaction System 
for Civil Engineering

2009.05.12 장용식 수자원공사 기획조정실장 직장에서 엘리트 되는 법

2009.05.26 유원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Ubiquitous Robot 연구동향

2009.10.09 박철휘 대한환경공학회장 녹색성장과 향후 5개년 계획

2009.12.01 박종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로봇기술연구부, 책임 Ubiquitous vs Robot

2010.03.30 서진호 포항지능로봇연구소, 
부장(책임)

Introduction to Intelligent Robot Technology 
Paradigm

2010.09.28 서종대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기획단 도시개발의 미래

2010.12.14 이형석 삼성물산 차장 부동산사업의 개념 및 대규모 개발사업 사례

2011.02.15 남충희 SK Telecom㈜/고문 미래의 건설산업

2011.12.05 장선준 KIST Researches on Energy Harvesting Systems

2011.12.06 송종영 삼성물산㈜/수석연구원 호남고속철도의랜드마크교량
-금강교의설계/시공/유지관리

2012.10.16 조상원 삼성SDS 　Analytics 기반의 Energy Management System 

2012.08.10 윤재훈 컬리어스  상무 글로벌  부동산의 이해

  c) 기업체 인력 학과 세미나 참여 실적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는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실무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학과 세미
나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체의 건설 정책, 시공 실적과 연구개발 내용을 직접 산업체의 연구개발책임자가
소개함으로써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이 산업체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사회에 공헌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에 대한 생생한 현장 기술을 학생들에게 전달해오고 있다 ([별첨 표 10-11] 참조).

[별첨 표 10-11] 기업체 인력 학과 세미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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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인 대상기업/기관명 기간 기술명 분류

곽효경 한국철도기술공사  2012.10.01 
~2012.10.12 당산철교 설계규준 적용 자문활동

김진근 한국시설안전공단  2010.06.29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프레스, 자체공장) 정밀전단 자문활동

김진근 한국토지주택공사 2010.11.18 철근 부식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영향 자문활동

김진근 동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2012.10.22
~2012.10.31

인천국제공항 3 단계 건설사업 콘크리트 
시공지침, 레미콘 생산 시방서 자문활동

명현 삼성종합기술원  2009.7.01 
~2010.6.30

RF 비컨을 이용한 실내위치 인식 
연구 자문 자문활동

2011.03.15 성낙준 한국도시철도공단/감사 한국건설산업의 발전방향

2011.04.19 김정곤 한국토지주택공사연구원/수석
연구원 탄소 중립도시의 비전과 전망

2011.05.03 신호철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 재난환경 탐색 로봇

2011.05.17 성상학 위드로봇, CTO 실외용 로봇의 균형과 제어

2012.02.28 최재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ew application of Geodhemistry for U-City

2012.03.20 주성문 삼성중공업메카센터, 수석 IntroductiontoShipProductionAutomation 

2012.04.03 김상겸 에프엠전자, 소장 무인자율주행 기술

2012.04.17 김용석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 중앙아시아와 자원외교

2012.09.07 정태영 ADB 기후변화전문가 Climate Change and the role of Mutilateral 
Development   Bank

2012.09.25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 건설과금융

2012.10.09 김민규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 안정성 평가

2012.10.30 김연호 ㈜동부로봇, 상무 Introduction to robotics: definition, history, 
future

2012.11.06 홍영진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부장 수중 작업 로봇

  d) 참여교수의 현업지원을 포함한 자문활동 실적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은 연구를 통해 얻은 우수한 기술력을 산업체에 적용하고 나아가 산업체가 현업에서 발생하
는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자문활동을 통해 산학협력을 위한 유대
를 강화하고, 건설 기술이 발전하고 체계를 잡는 데 일조하고 있다 ([별첨 표10-12] 참조).

[별첨 표 10-12] 참여교수의 대표적 기업체 자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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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교수명 기업체 명 강연 제목

2010.04.13 곽효경 철도시설공단 콘크리트 균열

2010.09.06 곽효경 행복도시 건설청 U-city 구축

2010.09.08 곽효경 U-city 협회 기반시설의 지능화

명현 한국유지관리  2012.09.01 
~2012.11.19 6 자유도 미세 변위 측정에 관한 자문 자문활동

박희경 국토해양부 2012.11 
~ 현재 제 7 차 세계물포럼 준비위원회 자문활동

박희경 금강유역환경청  2008.01.02 
~ 2010.12.31 환경친화기업 심사단 자문활동

박희경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2007.12.6 "전주시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사업" 평가위원 자문활동

손훈 The Boeing 
Company 2012.01.12 Development of On-Board SHM 

Technologies for composite   air Vehicles 기술설명회

손훈 ㈜ 삼성전자 2012.06.08
Noncontact and Nondestructive Inspection 
of   Semiconductor Components during 

Fabrication
기술설명회

손훈 
US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2012.08.30 Fatigue Crack Detection using PZT based 
Nonlinear   Modulation 기타

조계춘 K-Water 연구원 2012.12.13 Joint Declaration 자문활동

조계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2.10.05 친환경 비가역(물에 녹지 않는) 흙 건설재료 
개발 자문활동

홍정욱 건설기술연구원 2012.08.22 폭발물관련 세미나 기술설명회

윤윤진 인천공항공사 2011.11.1 
~2011.12.31 Airport  Mobility 자문활동

윤윤진 철도공사 2011.01.1 
~현재 철도운영자동화  R&D 자문활동

  e)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초청강연 실적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은 산업체 인력의 재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획된 강좌에 강사로 참여하거나, 국가 건
설 산업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의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개
발 및 현장 문제점 해결과 관련된 다양한 초청강연에 참여하여 국내 건설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별첨 표
10-13] 참조).

[별첨 표 10-13]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초청강연의 대표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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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곽효경 대림산업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

2012.07.31 곽효경 U-city 협회 U-city 서비스 구축

2010.08.18 김동수 한국 LH 공사 흔들리는 지구,  내진설계의 근본 대책

2011.05.18 김동수 삼성건설기술연구소 성능기반 내진설계 기초  개념 
(지반운동의 이해 중심)

2011.11.03 김동수 GS E&C 토건설계팀 지반 액상화 평가 및 대책

2012.08.29 김진근 삼성물산(건설)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2008.08.14 명현 롯데건설 Introduction to Intelligent Civil Robot

2009.08.21 명현 대전테크노파크 Introduction to Robot Navigation Technology

2011.01.27 명현 삼성탈레스 Autonomous Navigation for ASV/AUV

2011.01.28 명현 ONR (Office of Naval 
Research) Global, UK Recent Studies on USV/UUV Navigation

2011.08.30 명현 포항지능로봇연구소 Introduction to USV/UUV Navigation Technology

2012.09.04 명현 한국서부발전 Introduction to Jellyfish Removal Robot

2010.08.27 손훈 US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Impact Localization in an Aluminum Fuselage 
using Laser Scanning based Training

2011.01.22
2011.02.21 손훈 (주)포스코 Development of Smart Steel Members for Steel 

Structure Health Monitoring

2011.06.30 손훈 US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Multi-functional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For Metal and Composite Structures

2011.08.24.
2011.10.23 손훈 철도기술연구원 철도차량하부 핵심부품 무분해 비파괴 검사를 위한 

레이저 위상잠금 열화상 기법 개발

2012.08.30 손훈 US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Fatigue Crack Detection using PZT based 
Nonlinear Modulation

2012.12.13 손훈 (주)삼성전자 Laser Ultrasonic System versus THz-TDS System

2010.01.21 이우진 성기술연구센터 Greenhouse Gas Sequestration at Sea-bed 
Sediment Environment

2010.09.28 이우진 한국원자력연구원 토양광물을 이용한 심부 지질환경에서 U(VI)환원 및 
고정화 유도

2011.07.30 이우진 GS건설 중동 내 토양복원 기술현황 및 시장동향

2012.10 이우진 Argonne National Lab. Discussions on X-ray spectroscopy of 
biogeochemical samples with Synchrotron

2012.08.22 홍정욱 건설기술연구원 폭발물 관련 세미나

2011.12.1 윤윤진 인천공항공사 Air Traffic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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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 윤윤진 인천공항공사 Air Traffic Management

  f) 산업체 인력의 학과 파견 실적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의 경우 대학원 과정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전일제 학생을 원칙으로 운영되기 때문
에, 직장을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AIST에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려는 산
업체 인력이 적지 않으며, 학위를 취득한 산업체 인력의 경우 전문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산업
체 인력의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파견 실적은 [별첨 표 10-14]와 같다.

[별첨 표 10-14] 산업체 인력의 대학원 졸업실적

이름 지도교수 소속기관 및 직위 과정 연구 내용

김신일 김동수 한국 수자원 공사 석사
실제 댐의 해체·조사를 통한 댐 코어 재료의 

aging 효과 및 균일형 흙댐의 수압할렬 특성 연구

최명성 김진근
대우건설기술연구소

/전임연구원
박사

윤활층 특성의 평가에 의한 콘크리트 펌프압송 
성능 예측

성경복 명현 ETRI 선임연구원 박사 RF 센서 기반 SLAM

이승우 정형조 티이솔루션 박사 웨이크 갤로핑 현상을 이용한 에너지 수확 시스템

김동준 김동수 현대건설기술연구소 박사
해상풍력 석션 버켓 기초의 지지력 평가와 

성능향상방안 연구

김진섭 조계춘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
음향방출기법을 이용한 현장암반의 정량적인 

손상도 분석

박현주 한종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유전자 변형 미생물 

균주에 관한 연구

석관수 박희경 한국 수자원공사/차장 박사 정수지 모델 연구

차동훈 박희경 대우ENT/과장 박사 물 공급 시스템 연구 

노상훈 곽효경 한국수력원자력 차장 박사 원전 격납 구조물의 해석

지석원 이우진
항공우주연구원 / 

선임기술원
석사

콘크리트 건물에서의 방수공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술 개발 

  g) 산업체 인사 겸임교원 활용 실적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가 위치한 대덕연구단지는 우리나라의 민/관 우수 기관이 집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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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및 직위 이름 논문심사자 학위과정 지도교수 심사일시

대우건설기술연구소
/전임연구원 최명성 김영진 박사 김진근 2011.11.21

수자원공사 최고은 박노석 석사 박희경 2012.12.17

수자원공사 배정은 박노석 석사 박희경 2012.12.17

수자원공사 이승재 박노석 박사 박희경 2010.11.11

소속기관 및 직위 이름 구분 활동기간

한국수자원공사 박노석 대우교수 2010.09.01 – 2012.12.31

한국수자원공사 김성훈 대우교수
2011.09.01 – 2011.12.31
2013.03.01 – 2013.06.30

한국수자원공사 노준우 대우교수 2010.09.01 – 2010.12.31

한국화학연구원 최지나 대우교수 2012.09.01 – 2012.12.31

LH토지주택연구원 김정곤 대우교수
2012.09.01 – 2012.12.31
2013.03.01 – 2013.06.30

주택금융공사 서종대 대우교수
2011.03.01 – 2011.06.30
2011.09.01 – 2011.12.31

철도기술연구원 김대상 초빙교수 2012.09.01 – 2013.08.31

철도기술연구원 김성일 초빙교수 2012.09.01 – 2013.08.31

철도기술연구원 사공명 초빙교수 2012.09.01 – 2013.08.31

철도기술연구원 심형보 초빙교수 2012.09.01 - 2013.08.31

철도기술연구원 이준석 초빙교수 2012.09.01 – 2013.08.31

어 있다. 대학원생의 효과적인 연구와 교육을 위해서는 우수 기관의 전문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면에서
KAIST는 매우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지난 3년간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 겸임교원으로 대학원 교육
에 참여한 산업체 인력을 정리하면 [별첨 표 10-15]와 같다.

[별첨 표 10-15] 산업체 인력의 겸임교원 활용

  h) 산학연 공동 논문지도

   대학원생의 연구 주제에 따라 기업체에 근무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지도에 참여하도록 하고있다. 연구
의 성격이 실용화 및 현장적용에 가까운 경우 관련분야 산업체 인력의 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연구의 실용성을 높이고
개발된 기술이 직접 현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진행된 산업체 인력의 석박사 논문참여 실적
을 정리하면 [별첨 표 10-16] 과 같다.

[별첨 표 10-16] 산업체 인력의 논문지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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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참여교수 활용기간 활용기관 사용목적

Bender elements 조계춘
2012.07.13 ~
현재

한국애질런트
(노바테스트)

시료 공학 물성 파악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이우진
2013.04.01 ~
2014.03.31

가천대학교
오염 토양 내 RDX 농도 정량 
분석

국토연구원 차동훈 최동진 박사 박희경 2011.11.24

국토연구원 차동훈 이병국 박사 박희경 2011.11.24

수자원공사 이승재 이원호 박사 박희경 2010.11.11

한국전력연구원 처장 이대수 박스칸 박사 이승래 2011.11.30

티이솔루션 김윤석 장동두 박사 정형조 2012.11.22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센터장 김형기 정상화 박사 이행기 2012.11.2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정호 류희환 박사 조계춘 2010.05.14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원진 김진섭 박사 조계춘 2012.11.1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Naim 
Rashid 오유관 박사 한종인 2013.05.08

한국 표준과학연구원 최만용 안윤규 박사 손훈 2013.05.13

수자원 공사 / 책임 연구원 박노석 경대승 석사 이우진 2010.06.08

수자원 공사 / 책임 연구원 박노석 김민선 석사 이우진 2011.06.09

4) 그 밖의 최근 3년간 산학간의 물적 교류 실적

 4-1) 사업단 내 보유 장비의 외부 활용 실적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구조, 지반, 환경 및 IT와 교통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학과로써
3D 프린터, 스마트센서, 반력벽 등 관련분야의 기본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KAIST 내에 위
치한 각 학과는 상호 실험실을 개방하여 장피가 필요할 경우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다. 따
라서 본 사업단의 보유 장비 또한 타 학과의 연구에 적극 활용되고 있음은 물론 연구단지 내의 타 연구소와의 다양한
공동연구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지난 3년간 약 20건 이상의 장비 외부 활용 실적을 가지고 있으
며 그 대표적인 사례를 기술하면 [별첨 표 10-17]과 같다.

[별첨 표 10-17] 대표적 공동장비 외부 활용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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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Spectrophotometer 

이우진
2013.04.01 ~ 
2014.03.31

㈜효림산업
철 산화물 촉매를 이용한 수
용상 내 질산성 질소 처리 간 
철 용출 정량 분석

Laser Doppler 
Vibrometer (LDV)

손훈 2009 ~ 현재 (주) 하이센
레이저를 이용한 진동 및 초
음파 측정

Impedance Analyzer 손훈 2012 ~ 현재 UNIST, 고려대학교 인피던스 신호측정

UTM 김진근
2013.03.05 ~
2013.03.06

연세대학교 슬래브 강도 측정 실험

UTM 김진근 2013.03.07 충남대학교 슬래브 강도 측정 실험

원심모형시험기 
(지오센트리퓨지) 

김동수
2011.06.20 ~
2011.09.30

삼성물산
영주다목적댐 접속부 지반모
형시험

진동대 (Shaking Table) 김동수
2011.06.20 ~ 
2011.09.30

삼성물산
영주다목적댐 접속부 지진 시
뮬레이션

원심모형시험기 
(지오센트리퓨지)

김동수
2010.06.11 ~ 
2011.12.31

삼성물산
비대칭앵커플레이트 거동 검
증

원심모형시험기 
(지오센트리퓨지)

김동수
2011.09.01 ~
2013.04.30

현대건설 버켓파일의 지지력 거동분석

5) 인적 및 물적 교류의 향후 계획

   건설 산업은 수백 수천가지의 다양한 공정과 관련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각 단계별 연관성을 따라 관련 작
업이 순차적으로 적용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어 가는 복합 기술의 산업 분야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
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물론 새로운 기술의 적용에 대한 필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최근 들어 사회의 발달과 경제
의 부흥에 따라 도시 개발이 확대되고 있으며,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미래형 도시 개발
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 분야의 경우 타 분야와 달리 산학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건설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포화상태
에 있는 국내 건설시장과 확대일로에 있는 해외 건설시장을 감안할 때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의 개발과 미래형 건설
전문 인력의 양성이 매우 시급하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본 사업단에서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하고 국제적인 능력을 갖춘 고
급 건설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특히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건설기술을 습득하는 동시에 본 사업단이 추구하
고 있는 인력양성의 3대 핵심추진영역인 (1) 고령화를 고려한 복지 확산형 지능화 시설 및 교통 네트워크 시스템, (2)
친환경 자원 및 지속가능 시스템, (3)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재 기반 시스템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산업현
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본 사업단이 보유하
고 있는 대형 실험장비의 활발한 활용을 통해 실무 엔지니어들과의 접촉과 협력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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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자 한다.

   본 사업단이 추구하고 있는 3대 핵심추진영역에 대한 다양하고 활발한 협조 체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인
적·물적 교류 계획은 다음과 같다.

 5-1) 새로운 산학협력 체계 강화

   본 사업단의 3대 핵심추진영역은 미래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의 에너지 수요
증가, IT 분야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 노령화 그리고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산업체와 학계 모두 국
제 수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새로운 분야와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그 동안의 산학 연구 협력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사업단에서는 3
대 핵심추진영역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a) 단기적 형태의 협력 확대

   기존의 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건설 인력의 경우 IT기술에 대한 인식이 낮은 관계로 산업체 기술강좌 등을 적극 개
최하여 건설 IT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체 직원교육에 참여하여 다양한 IT 기술을 소개하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IT기술의 분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련분야 기술의 수준과 상황을 대학원생에게 소개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자
한다. 산업시찰, 현장견학 등을 활성화하여 관련기술의 현장적용 사례를 보다 폭넓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지
금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b) 중기적 중대형 산학과제를 통한 협력

   지금까지의 산학협력은 단기적이고 사안별로 좁은 의미의 협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지식의 제공과 사안별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만 관련기술의 종합적 적용을 통한 통합 기술로의 확대 발전을 위해
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본 사업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3대 핵심추진영역의 경우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복합기술의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한 미래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사업단에서는 건설과 IT
가 융합된 융복합 기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녹색 기술, 안전한 구조물 건설을 위한 계측 시스템을 포
함한 방재 기술 등 다수의 중기적 산학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본 사업단 참여교수의 연구비 측면에
서 2012년 연구과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체 과제의 비율을 2015년에 20%이상으로 증가시키고자 한다.

  c) 인력양성을 통한 장기적 산학 협력

   건설 산업은 그 특성상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술 인력일 정도로 사람에 의해 이
루어지는 작업이 많다. 따라서 산업 현장에서 미래형 건설기술이 활발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기술인력 양
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설치, 지원하고 있으
며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는 지난 5년간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한 U-City 석박사과정 지
원 사업을 수주하여 미래형 전문 건설인력을 배출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단에서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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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건설이 나아갈 방향인 3대 핵심추진영역에 집중하여 체계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 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건설 분야의 미래기술이 현업에 효과적으로 적용되
도록 그 토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5-2) 기타 산학협력 체계 강화

  a) 인턴쉽 참여 계획

   인턴쉽 과정은 대학원생이 산업체에 대한 현장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는 이론과 실제가 겸비된 우수 연구를
위하여 첨단 산업체 현장에 일정 기간 파견하는 인턴쉽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총 32명의 대학
원생이 15개의 업체에서 이수하였다(2013년도 기준). 인턴쉽의 대상 업체들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KAIST 대학원생의 인턴쉽 인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에 맞추어 본 사업단에서도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참여대학원생의 인턴쉽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b) 국제 산학 교류 및 국제화 인력 양성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는 미국의 UC Berkeley 교통연구소, Boeing Company, 독일
의 Bosch, 노르웨이의 Norwegian Geotechnical Institute 등 다수의 해외 연구소 및 기업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교류의 일환으로 최근 4명의 대학원생이 해외 3개 기관에서 국제 인턴쉽을 수행하였다. 특히, 미국
의 UC Berkeley의 교통연구소에서 KAIST 대학원생의 해외연수 기간 동안의 수행실적을 높이 평가하였고 앞으로의
추가적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해외유수 대기업 및 벤처기업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대학원생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해외 진출을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화 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 유수 기업에서 근무한 경
험이 있는 우수 연구 인력을 본 학과의 교수로 적극 영입할 것이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산학 교류를 계획 중이다.

  - 해외 저명 엔지니어에 의한 대형구조물의 설계/시공사례 세미나 개최
  - U-city 관련 해외 회사에서의 대학원 연구인력 인턴쉽 추진 - 홍콩 Cybertech 등
  -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자료 및 논문 교환

  c) 현장실습 및 공동연구개발 등 참여 계획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와 기업체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국제적 연구 감각과 경험을 쌓게 하고 있다. 또한 공동연구를 통해 우수연구집단의 클러스터/컨소시
엄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스마트 사회기반시설 연구센터 (ERC센터)를 통해 한
미일간의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또한 본 사업단 참여교수인 손훈 교수는 지난 3년간 미국
Boeing 사와 함께 비행체의 안전진단에 대한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성공적 경험을 바탕
으로 현재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기업과 대학과 연구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후속 연구 및 새로운 국제 공동연구를
발굴 하려고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 사업단은 독일의 Bosch사와 함께 정보통신 기술과 친환경 녹색기술을 도



128 / 134

시공간에 융복합하여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형 첨단도시모델(Smart City)을 공동연
구하기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연구비를 독일 Bosch 사로부터 지원받았다. 본 프로젝트는 KAIST의 우수한 인적 자
원과 그 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Bosch사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ICT융합기술, 재생에너지, 친환경기술 등 Smart
City와 관련된 연구주제 및 기술을 발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d) 산업체 맞춤형 교육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산업계 전반의 연구소와 기업들과 공동연
구, 인턴쉽 프로그램, 공동강의, 초청강의, 공동논문지도 등의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키고자 한다. 산학세미나, 단기
강좌, 산학협동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인적교류를 극대화 시킨다. 산업체 전문연구 인력을 겸임교수로 임
명하고 본 학과 교수들의 산업체자문이 증가되도록 적극 장려한다.

  e) 산업체 파견인력 교육

   본 사업단이 소속된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석박사과정에서 산업체에서 파견된 인력을 적극 교육하고, 점
진적으로 산업체 인력의 비중을 높여간다.

  f) 산업체와 공동으로 편성, 운영 교과과정에 대한 계획

   본 사업단은 다음과 같은 산업체와의 연계 교과과정을 계획 중이다.

   - 산업체 임직원의 (겸임)교원 활용
   - 산업체 임직원의 교과과정 참여
   -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 산학연 협동 학위과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