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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핵심 인재 유치 설명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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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 Arbor: 미시간대학>                    <Lansing: 미시간주립대학>



  <Chicago: UIC, IIT, NW, ANL>                  <Lafayette: 퍼듀대학>

  <SF-Palo Alto: 스탠포드대학>                 <SF-Oakland: 버클리대학>

<San Diego: UC-SD, Salk, Nexus>                    <LA: U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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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전공 학위 학교명 전공 졸업(재학)여부

81 한양대 기계 박사 미시건대 기계 졸업예정('13.5월)

68 경북대 화학 박사 미시건대 분석화학 졸업
LG생활연구소,

미시건대(현재 포닥)

고분해능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고질량

생물분자의 구조연구

77 미시건대 바이오
박사

(재학)
미시건대 바이오 재학중('14년 졸업)

84 고려대 재료
박사

(재학)
미시건대 재료 재학중('15년 졸업)

83 연세대 전기전자
박사

(재학)
미시건대 EECS 재학중('14년 졸업) GE Healthcare(인턴)

전공: optomechanical oscillation optics

희망: 방사선 응용기술

87 미시건대 기계
박사

(재학)
미시건대 기계 재학중('14년 졸업)

3D carbon nanotube microstructures,

carbon, graphite materials,

nanotechnology, MEMS in general

84 서울대 기계항공
박사

(재학)
미시건대 기계 재학중('14년 졸업) 항우연(인턴) Nanofabrication, BioMEMS

84 서울대 기계항공 석사 미시건대 기계 졸업예정('13.4월)
쏠리테크(산업기능요

원)

Streaming Current(Nanofludic Channel),

MOS2 FET(Flexible Display)

79 한양대
도시환경

건설

박사

(재학)
미시건대

수리수문

학(CFD)
재학중 태아건설(사원)

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기계와 유체관련 유동해석

84 KAIST 전자/화학
박사

(재학)
미시건대

재료(고분

자)
재학중

87 KAIST 화공
박사

(재학)
미시건대 화공 재학중

molecular importing using self

assembled momolayer, layer by layer

griphase sensor

83 서울대 전기
박사

(재학)
미시건대 전기 재학중 Laser/LED

88 미시건대 원자력 석사 미시건대 원자력 졸업
LANL( 인턴),  미시건

대(현재 학생연구원)
Reactor physics

85 서울대 전기
박사

(재학)
미시건대 전기 재학중 유기반도체 소자, 원자력응용(희망)

81 고려대
전기전자

전파

박사

(재학)
미시건대 ECES 재학중

80 성균관대 기계 박사 미시건대 기계 졸업 미시건대(현재 포닥) 원자력안전연구

76 서울대 기계 박사 미시건대 기계 졸업 삼성전자(사원)

MEMS-based chemical sensor,

Heat tansfer, CFD를 이용한  device

optimization 등

78 성균관대 기계 박사 미시건대 기계 졸업예정('12.12월) 네오텔레콤

MEMS,  Robotics and control

진동분석, 시스템식별, 미소표면 충돌 등

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희망)

67 숭실대 화학 박사 미시건대 화학 졸업
LG, 미시건대(현재 포

닥)

유기합성 기반 작은 분자량의 분자부터

고분자에 이르기까지 유기물, 무기물, 유

기-무기 하이브리드 물질들을 제조, 합성

하는 연구 수행

78 한양대 기계 박사 미시건대 기계 졸업

Multiple Cylinder Suppression of

VIV(Vortex induced Vibration 등

원자력안전연구(희망)

78 한양대 기계 박사 미시건대 기계 졸업예정('12.12월) 삼성전자(연구원)

Laser welding, Laser induced plasma

diagnostic using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등

79 강원대 전기전자 박사 미시건대 기계 졸업
광주과기원(RA), 미시

건대(현재 포닥)

Dynamics and controls, Robotics,

Haptics, Real-time system development

주요경력 전공및희망연구분야성명 년생
학사학위 최종학위



학교명 전공 학위 학교명 전공 졸업(재학)여부

77 서울대 재료 박사
펜실배니아주립

대
재료 졸업 ANL(현재 포닥)

산화물(강자성, 강유전) 박막 성장 및 물성

측정 가속기 X-RAY를 사용한 산화물 박막

구조연구/In situ 박막성장 연구

82 서울대 물리 박사 서울대 물리 졸업 ANL(현재 포닥)

응집물리분야

- Pulssed laser Deposition/Laser-

MBE/Oxide MBE(박막시료 제작)

- X-ray characterization 등

74 인하대 금속 박사 Auburn Univ. 재료 졸업
삼성 상용차,

ANL(현재 포닥)

기능성 박막을 이용한  MEMS/NEMS 소자

개발, 산화물,질화물, 탄소동위체 박막 및

계면 연구, 압전박막을 이용한 에너지 하베

스터/센서/엑츄에이터 개발

87 미시건주립대 물리
석사

(재학)
노스웨스턴대 물리 졸업예정('13년) 신형원자로 개발, 연구용원자로 이용 연구

78 서울대 물리 박사 노스웨스턴대 물리 졸업예정('13년) 하이닉스

핵자기공명(NMR)을 이용한 초전도체 특성

분석, 핵연료특성분석(예) NMR을 이용한

Pu 특성분석)

76 연세대 화공 박사
U. of TII,

Chicago
바이오 졸업예정('12.10월)

현대E&C,

LG 화학
이력서 참고

72 KAIST 재료 박사 KAIST 재료 졸업

KAERI(포닥), 특허청

(사무관),  ANL(현재

researcher)

재료공학

86 서울대 화공
박사

(재학)
노스웨스턴대 화공 재학중 촉매와 표면공학 연구

84 서울대 화공 박사 서울대 화공 졸업
노스웨스턴대(현재

포닥)
화학공학

83 경희대 화공
박사

(재학)
IIT 화공 재학중

electrochemical engineering(리튬이온배터

리,  Fuel Cell 촉매,  양극물질),

원자력재료개발, 에너지관련된 연구분야(희

망)

82 충남대 화학 박사 포항공대 화학 졸업
노스웨스턴대(현재

포닥)
무기화학, 재료화학, 융복합 연구 희망

89 칭화대 컴퓨터과학
박사

(재학)
IIT

컴퓨터과

학
재학중 Sprint(인턴) Computer Science

81 고려대 재료 박사 GIST 신소재 졸업

ETRI(연구원), 노스

웨스턴대(현재 포

닥)

83 대구카톨릭대 약학
박사

(재학)

U. of Illinoise,

Chicago
약학 재학중 역학

79 서울대 기계 박사 미시건대 기계 졸업
STX engine, IIT(현

재 포닥)

Nano particle/CNT manipulction, process

atomation

-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system

engineering, Product system information

79
오하이오주립

대
화공 박사 IIT 화공 졸업예정('12.12월)

CFD를 이용한 유동해석 및 Reactor design,

process scale-up 전략 연구, gas/solid flow

system 연구

77 한국항공대 기계
박사

(재학)
U. of Illinoise 기계 재학중

nanofluids, Heat transfer, cooling

technology

주요경력 전공및희망연구분야성명 년생
학사학위 최종학위

�

학교명 전공 학위 학교명 전공 졸업(재학)여부

89 미시건주립대 광고학
학사

(재학)
미시건주립대 광고학 재학중

77 동아대 기계
박사

(재학)
미시건주립대 기계 재학중

전반적인 제어계측 분야와

disturbances estimation

76 박사 미시건주립대  ECE 졸업예정('13.5월)

86 미시건주립대 재료
박사

(재학)
미시건주립대 재료 재학중

76 경북대 농업기계 박사 미시건주립대 기계 졸업 KISTEP, KIMM

Biomechanics,

Biomechanics, Tissue

Engineering, Medical Image

analysis 등(희망)

주요경력 전공및희망연구분야성명 년생
학사학위 최종학위

�



�

학교명 전공 학위 학교명 전공 졸업(재학)여부

76 고려대 토목환경 박사 퍼듀 토목 졸업예정('13.8월) 현대엔지니어링
콘크리트 및 강구조  reactor의 ABAQUS 등

의 3d 해석을 통한 안전진단

78 수원대 건축
박사

(재학)
퍼듀 토목 재학중

76 서울대 화공 박사 퍼듀 화공 졸업예정('13.5월) GS칼텍스

석사: 배터리, 전기화학

회사(GS칼텍스): 연료전지 스택개발(ADD와

잠수함용  Stack 개발

박사: Boeing사 비행기용 composite 개발

및 물성연구

83 고려대 화공생명
박사

(재학)
퍼듀 화공 재학중

연료전지 stack 디자인 및 유동특성 분석,

유변, 유체, nanoparticle 합성, 분석, device

fabrication & characterization

76 성균관대 기계 박사 퍼듀 기계 졸업('12.8월) Trvo-phase flow boiling and condensation

82
Stonybrook

Univ.
ECE

박사

(재학)
퍼듀 ECE 재학중

Microwave filter(Absorptive bandstop

filter(on-chip, LTCC)

희망: 원자력응용기술개발 등

80 부산대 항공우주 박사 퍼듀 항공우주 졸업('12.8월)
순환형원자로 시스템 개발, 연구용원자로이

용연구, 원자력응용기술 개발

77 한양대 원자력
박사

(재학)
퍼듀 기계 재학중 KIST

광학계측방법 이용  micro/nanoflow의

characterization 연구수행, colloids를 제어

하는 광전기적 방법 개발

81 고려대 전자 박사 퍼듀 EE 졸업예정('12.12월) ultrafast optics(극초단파 레이저)

72 인하대 고분자 박사 GA Tech 재료 졸업
대우통신, 원자력연

구소, 옥스포드대학

재료(전기재료,medical재료), 고분자 관련

연구

89 퍼듀 산업공학
학사

(재학)
퍼듀 산업공학 재학중

84 KAIST CE
박사

(재학)
퍼듀 CE 재학중

91 퍼듀 광고홍보
학사

(재학)
퍼듀 광고홍보 재학중

91 퍼듀 화학
학사

(재학)
퍼듀 화학 재학중

주요경력 전공및희망연구분야성명 년생
학사학위 최종학위



�

학교명 전공 학위 학교명 전공 졸업(재학)여부

78 서울대
chemical

engineering
박사 서울대

organic

synthesis
졸업('08.2)

서울대 post doc.

스탠포드 포닥

organic synthesis, material chemistry,

radiochemistry (18F - Chemistry)

77 숭실대 전자공학 박사 성균관대
생명의공

학
졸업('09.2)

삼성서울병원 핵의

학과 연구원, 서강

대 전자과 연구교

수, 스탠포드

radiology

전공 : spect/ct system 개발, FPGA-based

time-to-digital converter, PET Image

Analysis 희망연구분야 : Nuclear medicine

instrument 개발, radiation detector 디자

일 및 개발

77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박사 동경대
시스템 양

자공학과
졸업('06.9)

스탠포드 포닥, LG

전자 과장
뇌 파괴검사, 의료영상 장비 개발

83 연세대 STATISTICS 박사과정 스탠포드 MS&E 과정중 forecasting, chaotic timeseries, mdeling

74 서울대 전기공학부 박사 서울대
전기공학

부
졸업 ('09)

나노트로닉스 연구

원, 와이브오토모티

브 차장

PET, Particle detector 의 PEE, DAQ 개발,

무Analog amplifer, digital signal

processing, FPGA (VHDL) Boad design

(Lay out, schematic)

84 kaist
electrical

engineering
석사 스탠포드

computer

sicence
미졸업('13.6 예정)

Oracle Inc.

member of

technical staff

artific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data mining

84 고려대
전기전자전파

공학부
석박사과정 스탠포드

electrical

engineeri

ng

미취득 kist 위촉연구원
organic semiconductors, organic thin film

transistors (OTFT) 연구 중

76 서울대
기계항공우주

공학부
박사 스탠포드

기계공학

과
취득

성림제지 연구원,

정밀기계연구소 연

구원, CTR Stanford

research associate,

Cascade consultant

multi phase flow, cooling system, pipe

flow, goiling/condensation, bubble flow,

computaional fluid numerical algorithm

83 연세대 전기공하 박사과정 스탠포드 전기공학 미취득
medical imaging, magnetic resonance

imaging, neurosicence in brain mapping

84 kAIST EE 석사 KAIST EE 취득('09.2) kist 연구원 나노 메모리 디바이스를 이용한 융합연구

84 연세대 세라믹 박사과정 스탠포드 재료공학 미취득 Tem 재료분석/재료개발

81 고려대 재료 박사과정 스탠포드 재료 미취득
In-site(?) experiment using environmental

TEM

72
성균관대/서울

대

수학재료/무

기재료공학
박사과정 스탠포드 EE 미취득

applied meterials

의 Process

engineer

88 서울대
기계항공우주

공학부
박사과정 스탠포드

mechanic

al eng.
미취득

수치해석, computational mechanics,

parallel computation

81 세종대 신소재공학과 박사 kaist
신소재공

학과
취득

스탠포드 포닥,

kaist 포닥

전기화학, 이차전지, 에너지 저장소재, 나노

물질분야

79 서울대
재료공학/수

학
박사과정 서울대

materials

sicence

and

engineeri

ng

예정
서울대 신소재연구

소 공동 연구원

low lost electronics (유기 transistor (저전

압 구동 및 solution process),  nonowire

for transparent conductor

80 충북대학교 공업화학 박사 광주과기원
신소재공

학과
취득

UC  Santa babara

포닥, 스탠포드 포

닥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베터리, 연료전지)

주요경력 전공및희망연구분야성명 년생
학사학위 최종학위



�

학교명 전공 학위 학교명 전공 졸업(재학)여부

77 한동대 기계/전자 박사 미시간대 기계 취득 LBNL 열수력, 안전

82 연세대 기계 박사과정 버클리 기계 미취득(과정중)

전공 ; 레이저를 이용한 기계 가공 및 나노

구조물 가공(석사), 자성재료를 이용한 IC

소자 연구 , 희망연구분야 ; 플라즈마를 이

용한 의료기기 (방사선응용기술)

81 서울대 기계공학 박사과정 버클리 기계공학 미취득(과정중)

레이저 이용연구 분야 및 유동 관련 연구

(석사-유동가시화 연구, 박사-레이저 가공

(펨토초레이저 이용한 가공)

81 서울대 EE 박사과정 버클리 EECS 미취득(과정중)
GCT Staff, Intel

intern

digital circuit 설계를 기반으로 각종 공학

적 설계 가능. 내구력있는 연구원 생활을

통해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연

구소가 원하는 방향의 연구과제를 큰 불평

없이 진행합니다

87 KAIST
건설 및 환경

공학과
박사과정 버클리

Civil &

Environm

ental eng.

미취득(과정중)

현재주제 ; infrastructure management,

safety

희망연구분야 ; 토목구조물, 토목시스템

maintenance, safety management

78 전북대 기계 박사 광주과기원 기계전자 취득
버클리 research

scientist

레이저를 이용한 응용연구, 레이저를 이용

한 재료가공 및 응용, 열 해석 및 열 변형

해석

72 부산대 지질학 박사 부산대학교 지질학 취득
스탠포드 포스닥,

버클리 포스닥

Geochemistry with waste management

(system assessment), I have an experience

in KAERI Project (Pyroprocessing)---> so,

related work

74 고려대 전자공학 박사과정 버클리 전자공학 미취득(과정중)
삼성전자 책임연구

원

주요경력 전공및희망연구분야성명 년생
학사학위 최종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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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전공 학위 학교명 전공 졸업(재학)여부

76 서울대 생물학 박사 애리조나대 식물과학 졸업 salk 연구소 포닥 식물 이차 대사 산물 연구

74 POSTECH 재료공학 박사 UC Irvine 재료공학 졸업
KIST 연구원, SALK

포닥

74 연세대 생명공학 박사 연세대 생명공학 졸업

㈜이큐스팜 선임연

구원, 스크립스 연

구소 포닥, ㈜제노

포커스 방문연구원

바이러스 나노입자를 이용한 이미징 및

photodgnamic therapy 를 통한 질환세포

치료 연구. Labeling-free Kd measurement

using BSI (Back Scatting Interferometry)

84 서울대 원자핵공학 박사과정 UCSD 기계공학 미취득(과정중)
양성자공학기반기

술개발사업단 인턴
핵융합 공학, 플라즈마 공학

80 홍익대 전자전기공학 박사과정 UCSD
Engineeri

ng phisics
미취득(과정중) laser-Plasma, (핵융합 에너지)

81 한양대 원자력공학 박사과정 UCSD

Electric

and

computer

engineeri

ng

미취득(과정중)

카톨릭대 연구원,

서울아산병원 연구

원, 삼성의료원 연

구원

방사선 암치료, CT 영상 재구성

75 고려대 생명과학 박사 Dartmouth 유전학 졸업 salk 연구소 연구원
암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 기작, 암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신약 개발 모델 개발

68 연세대 생화학 박사 연세대 생화학 졸업

목암생명공학연구

소 선임연구원, 바

이오버드 책임연구

원, UCSF 포닥,

Sanford-Burnham

연구원

신생혈관 억제제 개발을 통한 새로운 항암

제 개발, 신생혈관 억제제와 radiation

theraphy 를 이용한 새로운 항암치료법 개

발

69 성균관대 화학 박사 Texas A&M 생화학 졸업

78 아주대 기계 박사과정 UCSD 기계 미취득('13.6 예정) 현대자동차 연구원

Turbulent flow modeling and simulation

(compuatational fluid dynamics)

- turbulent dispersion in atmosphere

- ocean circulation

- mixing problem in lagrangian

energectics

77 고려대 기계공학 박사과정 UCSD 기계공학 미취득('12.12 예정) 현대자동차 연구원 유체역학

68 한양대 기계 박사과정 UCSD 기계공학 미취득('1212 예정) US 전선 과장
Numerical method of flow and transport

in a pandom domains, 열유동해석

77 고려대
응용동물/유

전공학
박사과정 SBMRI

nuclear

medical

science

(분자의과

학)

미취득(과정중)
㈜마크로젠 연구원,

녹십자 연구원
뇌종양 치료

73 고려대
genetic

engineer
박사

Indiana, Univ

Blooomington
biology 졸업

TSRT 포닥,

Sanford-Burnham

포닥

줄기세포 및 심장병 연구, 세포공학 및 면

역학 연구

주요경력 전공및희망연구분야성명 년생
학사학위 최종학위



�

학교명 전공 학위 학교명 전공 졸업(재학)여부

77 한양대 전자 박사 UCLA 컴퓨터 졸업
삼성전자 선임연구

원

80 연세대 재료공학 박사과정 UCLA 재료공학 미취득('14 예정) KIST 위촉연구원
Metal oxide nonostructure synthesis for

electrochemical emergy storage

80 중앙대 화학공학 박사과정 UCLA 재료공학 미취득 nano material for energy storage (Ph.D)

79 연세대 교육학 박사과정 UCLA

교육학

(STATISTI

CS)

미취득
한국교육과정평가

원 (자료분석)

80 고려대 MSE 박사과정 UCLA MSE 미취득 자성재료 관련이면 좋겠습니다.

80 단국대 기계 박사과정 서울대 기계 취득
서울대 포닥, UCLA

포닥

나노유체의 대류 열전달 특성, 열교환기 설

계, 고온에서 작동하는 유체유통 시스템 설

계

77 서울대
기계항공공학

부
박사과정 UCLA

기계항공

공학부
미취득(과정중)

국방과학연구소 선

임연구원

열유체, 난류 CFD, 병렬 컴퓨팅 항력감소

방안 연구 노심내 유동해석, 난류 해석

80 건국대 기계항공공학 박사과정 UCLA
항공우주

공학
미취득(과정중) Jatco korea 연구원 압축성 유동해석, 난류, 극초음속, 고온유동

79 중앙대 기계공학 박사과정 UCLA 기계공학 미취득(과정중) 복사열 전달, 수치해석

주요경력 전공및희망연구분야성명 년생
학사학위 최종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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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 Boston, MA>                       <Harvard: Boston, MA>

     <UMD: College Station, MD>                  <NCSU: Raleigh, NC>



       <USC: Columbia, SC>                       <GIT: Atlandta, GA>

    <UW-Madison: Madison, WI>                 <UIUC: Champaign, IL>

   <Texas A&M: College Station, TX>         <SNL & LANL: Albuquerque, NM>

       <Caltec: Pasadena,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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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전공 학위 학교명 전공 졸업(재학)여부

76 연세대 컴퓨터과학 박사 U of lowa 컴퓨터과학 졸업

* 소프트맥스(대리 / 게임서버

개발)

* MIT(현재 포닥 / 소프트웨어

검증)

* 전공 :  정형기법과 계산논리(형식

이론에 기반한 도구를 사용하여, 소

프트웨어의 계산결과의 정확성 검증

연구)

-구체적으로 SAT/SMT Solver의 정확

성을 구체적인 증명을 생성하거나,

그 소스코드를 정적으로 검증하여 그

결과가 항상 정확함을 증명

* 현재 : MIT 박사후 과정으로 미 방

위고등연구계획국(DARPT)에서 추진

하고 있는, HACMS프로젝트에 참여

83 서울대 원자핵공학
박사

(재학)
MIT

Nuclear

Science and
재학중

* 핵융합로공학 선행연구센터

(인턴 / 구형토카막핵융합로

* 핵융합 플라즈마내의 난류 측정 및

분석

74 서울대 재료공학 박사 MIT 재료공학 졸업

* 삼성코닝정밀소재(책임연구

원-고온소재)

* MIT(Research Scientist /

Molten Salt  Technology,

Liquid Metal Battery)

* 전공 : 금속 소재의 고온 부식

* 경험 : 삼성코닝 정밀소재에서 고온

소재 열화에 대한 연구 및 소재 개선

업무

* 현재 : molten salt 전해질을 활용한

액체 금속 전지의 개발 및 metal

refining 및 extraction 에 관한 연구

77 고려대 재료금속공학 박사 MIT 신소재 졸업 * MIT(현재 포닥) * 산화물 박막, 세라믹 프로세싱

80 서울대 원자핵공학 박사 서울대 원자핵공학 졸업

* 서울대학교 BK21 에너지인

력양성사업단(연수연구원 /

SMART FMHA SPACE code

등)

* MIT(현재 포닥 / Two-phase

* 전공 : 원자핵공학 (세부 전공 : 원

자력 열수력)

* 희망 : 소형 모듈형 원자로 등

75 고려대 물리 박사 서울대 자성물리 졸업

* KAIST(연구원 / 광인터넷 소

자개발 및 연구)

* GIST(연구원 / 광소자 개발

및 연구)

* 삼성전자반도체사업부(책임

연구원 / 이미지센서 양산개

* 현재 : 강자성체를 이용하여 자성물

질내의 전자와 스핀을 동시에 제어하

는 스핀트로닉스에 관해 연구, 특히

차세대 자기 메모리 소자 구현을 위

한 자구벽 운동과 요구되는 정보를

연동하여 해당정보를 읽고 쓸 수 있

88 버클리대 신소재공학
박사

(재학)
MIT 신소재공학 재학중 없음

* Solid state dewetting

* Thin film processing

86 서울대 신소재공학
박사

(재학)
MIT PMSE 재학중 없음 * Nano crystalline metal

89 포항공대 재료공학
박사

(재학)
MIT 재료공학 재학중 없음 * Atomic simulations for energy

89 요코하마대 기계공학
석사

(재학)
MIT 기계공학 재학중 없음 * 기재안됨

90 KAIST 기계공학
석사

(재학)
MIT 기계공학 재학중 없음

* 전공 : 기계공학

* 희망 : Robotics, bio-engineering

86 서울대 기계항공공학
석사

(재학)
MIT 기계공학 재학중 없음

*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제어, 전자

기)

89 일리노이대 기계
석사

(재학)
MIT 기계 재학중 없음 * 열(heat)

89 일리노이대 화학
학사

(재학)
일리노이대 화학 재학중 없음

* 연구용원자로 이용연구, 원자력응

용 기술개발

86 서울대 기계항공공학
석사

(재학)
MIT 기계공학 재학중

* 서울 엔지니어링(계장 / 기술

연구소 근무)
* 원자로 설계

89 일리노이대 기계공학
석사

(재학)
MIT 기계공학 재학중 없음

*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in

Ocean Engineering

87 KAIST 기계공학
박사

(재학)
MIT 기계공학 재학중

* LG전자(인턴 / 에어컨 소음.

진동, 냉매관 설계)

* 전공 : Solid Mechanics(Fracture of

metal)

주요경력 전공및희망연구분야성명 년생
학사학위 최종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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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전공 학위 학교명 전공 졸업(재학)여부

80 고려대 환경생태공학
박사

(재학)
Harvard

Environmental

Health
재학중 * 생명자원연구소(연구원) * 기재안됨

73 한양대 기재안됨 박사 GIT 기재안됨 졸업 * Harvard(현재 포닥)
* Applied Physic, Physical

chemistry

84 고려대 경영 석사 Harvard 통계 졸업 없음 * 기재안됨

84 MIT 생물
석사

(재학)
Harvard 의학 재학중 없음

* Nuclear medicine,

molecular imaging, Drug

84 서울대 물리
박사

(재학)
MIT 물리 재학중 없음 * 입자물리 이론

84 서울대 화학
박사

(재학)
Harvard 화학 재학중 없음 * 기재안됨

83 성균관대 건축
석사

(재학)
Harvard

Master of

Architecture
재학중

* 삼우건축사무소(인턴 /

건축설계)
* 기재안됨

84 서울대 기계
석사

(재학)
MIT 기계 재학중

* KT(병특,사원 / 신사업

개발)
* 핵융합

주요경력 전공및희망연구분야성명 년생
학사학위 최종학위

�

학교명 전공 학위 학교명 전공 졸업(재학)여부

78 연세대 전기전자
박사

(예정)
Maryland ECE 졸업예정('13. 8월) 없음

* 전공 :  High power femtosecond laser,

Terahertz generation and detection

* 희망 : Direct electron acceleration using

ultrahigh power laser THz radiation study

78 서울대 전기공학
박사

(예정)
Maryland

전기컴퓨

터공학
졸업예정('13. 5월)

* 하이닉스 반도체(연구원 /

선행공정 개발)

* 전공 :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용한 무선통신이 가

능한 바이오센서 개발, Material Biocompatibility

Characterization

희망: 방사선 센서 소재 및 영상기술 개발

77 인제대 기계공학 박사 Maryland 항공공학 졸업

* Techno-Sciences, Inc.(현재

Research Engineer - 구조물

안정성 평가 / 비파괴검사)

* 전공 : 위상배열센서 기술을 이용한 구조물 안정

성 평가 및 손상 탐지

(박사논문 웹주소 :

http://drum.lib.umd.edu/handle/1903/12319)

* 희망 : 원자력 발전소 내 구조물 손상 탐지 및 평

가분야, 원자력 발전소 구조물을 위한 비파괴 검사

및 센서 기술 개발분야

80 부산대 기계
박사

(예정)
Maryland 기계 졸업예정('12.12월) 없음

* 전자부품 신뢰성, 열전달, FEM

* Acoustic Emission

* NDT

80 연세대 화공
박사

(재학)
Maryland 기계 재학중 없음 * 수치해석, 유체역학,열전달

76 연세대 금속공
박사

(예정)
Maryland 재료 졸업예정('13.1월)

* 연세대학교 첨단재료 연구

소 (연구원 / 고분자의 기능성

확보)

* 전공

  -  결정성 및 비정질 고분자의 합성 및 기계적 성

질 분석

  -  X선 및 광학을 이용한 고분자의 사슬구조 분석

* 희망 : 중성자 산란 실험을 통한 고분자의 물리적

성질 및 특성 연구

78 고려대 기계
박사

(예정)
Maryland 기계 졸업예정('12.12월)

* 현대 MOBIS(연구원 / 유한

요소법 이용 충돌.구조 해석)

* U of Maryland(Research

Associate / 신뢰성, PHM)

* 기재안됨

85 UCLA 물리
박사

(재학)
Maryland ECE 재학중 없음

Semiconductor Spintronics - Characterization of

Silicon-based Spintronics

주요경력 전공및희망연구분야성명 년생
학사학위 최종학위



학교명 전공 학위 학교명 전공 졸업(재학)여부

80 한동대 토목공학
박사

(예정)
NCSU 토목/환경 공학 졸업예정('12.12월)

* NCSU(현재 Research

Assistant)

* 전공 : 지하수환경 분야

* 희망 :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원

자력시설 제염 해체 연구

69 세종대 화학 박사 아이오와 Inorg. Chem. 졸업

* Univ. of New Orleans(포닥 /

Synthesis of new layered

perovskite)

* NCSU( 현재 포닥 / Synthesis

of nano photocatalysts)

* 희망 : 원자력시설 제염 해체 연

구

76 서울대 토목공학
박사

(재학)
NCSU 포장공학 재학중

* 삼보기술단(과장 / 터널 및 지

하구조물 설계 및 구조해석)

* 원자력 지질 분야: 심지층 암반

역학, 구조 안정성 평가

81 경북대 전자전기 박사 NCSU 전기공학 졸업 없음 * 영상신호처리 (2D, 3D), 영상처

71 버지니아 공대 기계
박사

(재학)
NCSU 기계 재학중

* 대산금속주식회사(과장 / 연

구개발 및 품질관리)

* UTK(RA / 원자력시설 해체 원

격제어 연구)

* NCSU(현재 TA,RA / 압축 공

기를 이용한 차세대 해양 재생

에너지 저장)

* 연구분야

  - 초음파를 이용한 비접촉 조장

및 제어

  - 등온 과정을 이용한 압축/팽창

열 유동 및 전달 해석 연구

* 희망

  - 원자력시설 제염 해체 연구

  - 고속로 설계 연구

78 단국대 토목공학
박사

(예정)
NCSU 토목공학(구조) 졸업예정('13.1월)

* 극동엔지니어링(대리 / 교량

설계 및 설계감리)

* 고속로 설계 연구(구조역학 및

구조진동

* 원자력 종합 안전성 평가(신뢰

도/리스크 평가

* 연구용 원자로 운영

* 핵연료주기 공정개발

83 국민대
기계자동차

공학

박사

(예정)
NCSU 기계공학 졸업예정('13.8월) 없음

* 연구분야

  - Non-destructive evaluation

  - High temperature application

  - Structure design and analysis

  - Smart materials

82 인하대
전자/전기

공학

박사

(재학)
NCSU 컴퓨터 공학 재학중 없음

* 원자력 안전 – 원격제어, 원격시

스템 설계 / 계측제어 계통 사이

상담표

없음

(이력서

제출)

서강대 화학
박사

(예정)
NCSU

Analytical

Chemistry
졸업예정('13. 5월)

* UNC- Chapel Hill(TA /

Instructor for sophomore level

analytical chemistry laboratory

course. )

* 화학연구원

  - (박사논문) Fabrication of

needle-type nitric oxide-

releasing glucose sensors for in

vivo evaluation

80 한국외대 물리
박사

(재학)
NCSU ECE 재학중 없음

* 3DIC, low power

* Digital Circuit / Analog Circuit

/ Mixed Circuit

82 홍익대 컴퓨터공학
박사

(재학)
NCSU 전자공학 재학중

* 시큐아이닷컴주식회사(대리 /

소프트웨어 개발)

* 컴퓨터 네트워크, 모델링

&Simulation

83 경북대 기계공학
박사

(재학)
NCSU 기계공학 재학중 없음

* Micro / nano sensor

* Flexoelectric material

* MEMS

80 육군사관학교 물리
박사

(재학)
NCSU 핵공학 재학중

* 화학방어연구소 (연구원)

* 육군사관학교 (전임강사)
* 기재안함

주요경력 전공및희망연구분야성명 년생
학사학위 최종학위

�



�

학교명 전공 학위 학교명 전공 졸업(재학)여부

88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지구과학

석사

(재학)
USC 지질학 재학중

* PennState Geosc

Dept(DataAnalyst / 남극

Thwaites 빙하 두께 분석)

* USC Geol

Dept(Teaching Assistant /

학사 학생 교육)

* USC Geol

* 한국 지질 탐사 (현세/고대 지형

과 지층 분석 및 비교 – 원자력에

필요한 자원 발생 위치 포착)

80 서강대 화학공학
박사

(예정)
USC 화학공학

졸업예정('13.8

월)

* 삼성 SDI(전임 / 연료전

지 개발 연구)

* 전자부품연구원(위촉연

구원 / 탄소나노튜브 백광

원 개발)

* 연료전지(고분자) 시스템 오염물

연구(실험, 모델링)

  - Energy Power Source

  - Flow Battery

  - Proton exchange membrave

fuel oil

92 USC 국제경영
학사

(재학)
USC 국제경영 재학중 없음 * 기재안됨

79 전북대
항공공학 & 물

리학
박사

미시시피주립

대
항공공학 졸업

* USC(현재 포닥)

* 미시시피주립대(포닥,

Instructor)

* Composite meterial

computational and experimental

modelling(복합재료 연구)

* Fatigue and Damage of

Materials(피로, 파괴)

81 한양대 토목공학
박사

(재학)
USC 환경공학 재학중 없음 * Carbon Nanotubes, Biochemical

80 한국교통대 토목공학 박사 서울대 환경보건 졸업 * USC(현재 연구원) * 정.하.폐수처리

90 USC 생물학
학사

(재학)
USC 생물학 재학중 없음

* Biology-cell molecular, Cancer

cell

92 USC Marketing
학사

(재학)
USC Marketing 재학중 없음 * 기재안됨

78 성균관대 화학공학
박사

(재학)
USC 화학공학 재학중

* LG 디스플레이(엔지니

어)

*워싱턴주립대(방문연구

* 전기화학, 촉매제조, 특성분석,

metal oxide, hybrid material

75 성균관대 금속공학
박사

(재학)
USC

Nuclear

Engineering
재학중

* LG산전(대리 / 생산 및

자재 관리)

* 전공 : 핵연료의 기계적 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였으며, 대학

원 논문으로는 Thermodynamic

and Thermochemical Investigation

of Advanced TRISO Coated

Particle Fuels를 씀

* 희망 : 경수로 핵연료 기술개발

혹은 차세대 핵연료 개발

주요경력 전공및희망연구분야성명 년생
학사학위 최종학위



�

학교명 전공 학위 학교명 전공
졸업(재학)여

부

80 한양대 기계공학 박사 GIT 기계공학 재학

oak ridge national lab

'12.5~'12.8

(internship; additive

manufacturing)

o 구조 최적설계(structural

optimization)

o 구조 해석(FEM, CAE)

o 설계(CAP)

  * 희망 분야 : FEM +

optimization + CAE

75 고려대 전자공학 석사 GIT
 기술경여

(MOT)
재학

삼성전자 02.1~12.7(책

임연구원; 휴대전화단

말기 H/W 및 S/W, 미

주통신사, 퀄컴기술지

원)

o 시스템 설계(S/W, H/W), 프로

젝트 관리, 해외 연락 인터페이

스

  * 희망 분야 : MBA 전공관련

업부

76 숭실대 기계공학 석사 GIT
 기술경여

(MOT)
재학

국방기술품질원

04.2~12.2(선임연구원,

국방기술기획, 핵심기

술로드맵)

o 기술기획

o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81 제주대 환경공학 박사 GIT 환경공학 재학
국민대 10.8~11.1(시간

강사, 토목과 전공수업)

o 방사능 입자의 응집, 성장, 수

송

o 방사능 입자의 표면 특성 분

석

o 방사능이 환경 표면에 미치는

86 카이스트 기계공학 박사 GIT 기계공학 재학
Baker Hughes

11.5~11.8(인턴)

o Pump design for a portable

hemodialysis(renal

replacement) system

o filter design for a

hemodialysis system

75 한양대 전자 석사 GIT MOT 졸업

o 모바일 디바이스 기

획

o 모바일 디바이스 기

o 전공 : USCPA

o 분야 : 매니지먼트

87 연세대 기계공학 석사 GIT 기계공학 재학

o 전공

 - thermal & stress analysis of

GaN based transistor with

both experiments and

78 숭실대 컴퓨터 석사 GIT MOT 재학

o IT 컨설팅, S/W 아키

텍처

o 기술기반 기업투자

및 관리

o S/W 설계, 품질평가

o 아키텍처

76 연세대 전자공학 박사 GIT ECE 재학

o 매스 스토리지 디바

이스 개발

o 삼성전자 디지털 케

이블 셋탑 박스 개발

o 보안 S/W 개발

o 전공 : 텔레커뮤니케이션

(wireless comm.)

o 분야 : 정보통신 관련 분야

(S/W도 가능)

78 건국대 건축 박사 GIT 토목구조 재학

o 해병대 중위(06년 제

대)

o 현대종합설계

09~10(사원, 구조설계)

o EM wave 기반의 NDE(or

NDT)/모니터링

83 연세대
토목.환경

공학
박사 GIT

토목/환경

공학
재학

o 한국건설교통기술평

가원 11.4~12.3(연구원,

PQ 및 기업관리)

o NDE in concrete

82 연세대
전자전기

공학
박사 GIT ECE 재학 o 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82 연세대 ECE 박사 GIT ECE 재학 o power system protection

주요경력 전공및희망연구분야성명 년생
학사학위 최종학위



�

학교명 전공 학위 학교명 전공 졸업(재학)여부

81 서울대 원자핵공학
박사

(재학)
UW-Madison 원자핵공학 재학 *KAERI(연구원 / SMART 사고안전해석)

* 전공:

  - 석사과정까지 APR1400 중대사고 시 외벽냉

각 실험 과제 수행 및 MARS와 RELAP5 활용한

사고해석 연구. KAERI에서 과제 계약직으로

MARS 및 TASS 활용한 사고해석 연구.

  - 박사과정 현재 CORQUENCH 및 MELCOR

코드 활용한 중대 사고시 원자로 안전 해석 연

구. Fukushima 사고 모의 해석. 세부적으로
MCCI(Molten Core Concrete Interaction) 관련

연구.

* 희망: 원자력 안전 연구부 또는 고속로 설계

74 경북대 금속공학 박사 U of Washington 재료공학 박사

* UW-Madison(현재 포닥 / 재료합성,

Photovoltaics)

* LG전자기술원(선임연구원 / LED PKG

개발)

* 삼성테크윈(선임연구원 / 표면처리, 제

품개발)

* 전공 : Sol-gel process를 기반으로 TiO2와

ZnO 같은 나노산화물을 합성하여 염료감은태

양전지 photoanode 제작 및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를 이용하여

photoanode내 전하이동에 대해 연구, 또한

atomic layer deposition (ALD)을 이용한 표면
처리 진행.

* 현재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화학

과에서 photovoltaics용으로 pyrite (FeS2)을

electrodeposition 및 CVD를 이용하여 합성하

고 photoelectrochemical cell 형태의 solar cell

에 적용하고자 하고 있음

* 희망 : 재료합성,, 표면처리 및 전기화학 지식

78 서울대 화학 박사 서울대 유기화학 졸업

* UW-Madison(현재 Research Associate
/ Hydrogel materials for Cancer cell

treatment)

* 서울대 분자공학연구단(연수연구원 /

Electrosensing devices for biological

anions)

* U of Florida(Visiting Scholar / DNA

aptamer를 이용한 암세포의 분리 정제법

* 전공 : 유기화학을 기반으로 한 분자인식화학

을 통해 생체내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탐

지하는 기술개발

* 희망 : 동위원소를 이용한 다양한 기술개발

연구

81 인하대 전자공학 박사과정 UW-Madison

* 전기공학

* 기계공학(부전

공)
졸업

* General Electric (G.E.) Global

Research(인턴 / Confidential)

* John Deere(인턴 / Motor control for

* 전공 :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control (고속운전 영역에

서 안정적이고 손실을 최소하하며 모터를 제어
- - - 박사 서울대학교 생물 물리학 졸업 o univ. of wisconsin at madison(research associate)생물학, 생명공학을 응용한 질병 치료 Tool 개

78 포스텍 MSE 박사 UW-Madison MSE 졸업
o POSTEC 07.1~07.8(researcher)

o uw-madison 12.9~현재(post.doc)
중성자과학연구 - 초전도체 연구

82 연세대 전기전자 석/박사 통합 UW-Madison 전기전자 재학 o 현대중공업 08.1~11.7(풍력설계) 전기 기기 설계 및 파워 일렉트로닉스
88 penn stateelectrical engneering 박사 UW-Madison electrical engneering 재학 electric machin and power electronics/control
80 인하대 전자 석/박사 통합 UW-Madison 전기 재학

83 - - 박사 UW-Madisoncellular and molecular Biology재학

o 전공 : 세포분자 생물학

o 분야 : 방사선응용기술, 융복합 기술, 질병 치

료

79 서울대 원자핵공학 석사 UW-Madison산업공학(manufacturing sys. Eng.)재학

o 현대건설 07.1(대리, 견적/프로젝트 컨

트롤/코스트 엔지니어)

o UAE 원전 견적 참여

o 신울진 1,2호기 견적, 스케쥴링 참여

o 울진 SGR 견적 참여(with Bechtel)

o 원자력연구원 실험 시설(냉중성자원

등) 견적, 스케쥴링 참여

중소형 원자로 project management

85 포항공대 기계공학 석/박사 통합 UW-Madison 원자력공학 재학

o nuclear safety

  - advanced fuel(accident tolerant fuel,

surface modification)

  - fluid dynamics

80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UW-Madison 원자력공학 재학 o 해군 03.3~12.8
o 전공 : 원자력 추진 함정 개발

o 분야 : nuclear safety

84 인하대 전자공학 박사 UW-Madison electrical engneering 재학 o solid state device, MoCVD, phtonic device

86 아주대 기계공학 석사 UW-Madison 기계공학 재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multi phase

flow)

주요경력 전공및희망연구분야성명 년생
학사학위 최종학위



�

학교명 전공 학위 학교명 전공 졸업(재학)

79 한양대 원자력공학 박사 UIUC NPRE 졸업

* Caterpillar(Research Assistant

/ CFD analyst)

* 뉴멕시코대학(현재 포닥 / Two

phase 실험설계, 열교화기 CFD

해석)

* 박사학위 기간

  - Boiling Heat transfer

(Experiments)

  - CHF enhancement using

plasma surface treatment

  - CFD analysis at Caterpillar as

Research Assistant

* 포닥 프로그램 기간

  - Two phase flow, mass transfer

experiments

  - Twistd tube heat exchanger

optimization design using CFD

  - Molten Salt High Temperature

80 서울대 원자핵공학 박사 UIUC 플라즈마공학 재학 o Northwestern University 04년 5월 ~ 06년 8월(연구원, Bubble dynamics during solidification) 

o 전공 : 플라즈마 핵융합 및 high

voltage/power pulse 관련 연구

o 분야 : 플라즈마/핵융합 관련 연

81 - - 박사 UIUC Nuclear Eng. 재학
o 전공 : nuclear battery

o 분야 : Interrogation of SNM

80 연세대 자연과학부 박사 UIUC 항공우주(계측제어) 재학

o VRAC 09.1~09.8(RA, 제어조작

개발)

o Caterpillar

제어/계측 관련 분야

81 Univ. Minnesota Mechse 박사 UIUC Mechse 재학
ceramic engineering/ stress wave

mitigation

89
Harvey

Mudd
화학 박사 UIUC 재료 재학 열전기

79 홍익대 건축 박사 UIUC 비파괴(콘크리트, 철근) 재학
o 현대건설(사원)

o Wana산업(연구원, 건설자재

87 UIUC 수학, 통계 박사 UIUC 통계 재학 o 빅 앤트 07.1~09.8(PR 팀장)

o Simulation

o multivariate analysis

o paychometrics

o linear and nonlinear funetious

74 계명대 물리 박사 연세대핵물리(강입자 충돌실험)졸업(08.8)

o UIUC 09.4~현재(포스닥, 강입

자 충돌 실험 데이터 분석 및 검

출기 R&D)

방사능, 방사선 계측, 차폐 및 임계

해석, 중성자 영상, 산란, 핵구조 연

구, 방사선 센서 소재 및 영상 기술

83 서울대 재료공학 박사 UIUC 재료공학 재학
o 신소재공동연구원/서울대

09.9~10.9(연구원)

ceramic sintering & microstructure

analysis

76 고려대 토목환경 박사 UIUC 환경(폐기물, 폐수) 재학
o 환경연구원 04.1~10.12(전임연

구원, 폐기물 처리, 폐수처리)

폐기물 처리, 에너지 회수, 폐수처리

(RO, NF, MF)

82 KAIST 기계 박사 UIUC 기계 재학 tribology of polymer coatings

83 서울대 기계 박사 UIUC 기계 재학

주요경력 전공및희망연구분야성명 년생
학사학위 최종학위



�

학교명 전공 학위 학교명 전공 졸업(재학)

74 세종대 건축공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토목공학(구

조)
졸업

* Texas A&M Transportation

Institute(포닥 / 아스팔트 장기거동 예

측)

* Texas A&M University(포닥 / 콘크

리트 모델링 및 해석, 아스팔트의 장기

거동 예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연구원 / 복합

재료 교량 바닥판 개발)

* 고속 및 저속 충격 해석

* 구조 최적화

* 입상 및 복합재료의 다중스케일 모델

링 및 해석

* 구조 해석

77 고려대 기계공학
박사

(예정)

Texas A&M

University
기계공학

졸업예정

('13.6월)

* 기아자동차(병특, 대리 / 기아차 SUV

차량 진동소음저감)

(現:현대자동차 기능시험3팀)

* 전공

  - 석사: 음향 및 소음제어 연구실 (음

향홀로그래피 / 능동소음제어)

  - 회사: SUV 차량의 소음/진동 저감

(시험팀)

  - 박사: Acoustics & Signal

processing lab.

74 해양대 기계공학
박사

(예정)

Texas A&M

University
기계공학

졸업예정

('13.5월)
없음

* 복합재료 응력 및 열 전달 해석

* 원자로 시설에 사용되는 재료의 응력

분석 및 재료 열변형 해석. (또는 구조

해석)

73 영남대 기계공학 박사 Texas A&M
기계공학(재

료)
졸업

o Northwestern University 04년 5월

~ 06년 8월(연구원, Bubble dynamics

during solidification)

o 전공분야

 - 금속/세라믹 재료의 온도 및 응력 미

세구조 조직연구

 - Phase/grain boundary

characteristics, precipitation, material’

s diffusion

 - Micro-stress analysis

77
성균관대

학교
기계공학 박사 Texas A&M 기계공학

09년8월~재

학

o 현대자동차 06년 2월 ~ 08년 3월(대

리, 파워트레인 NVH)

▣ 전공분야

 1. 회전체 동역학

 2. 베어링 구조물의 응력 변형, 열변형

에 의한 로터시스템의 동특성 해석

  3. 3D Flexible Tiltpad Bearing 모델

을 이용한 베어링 피로수명 예측

79
인하대학

교
기계공학 박사 Texas A&M 기계공학 11.9~재학

o 삼성전자 05.1~8.1(연구원, 반도체

테스트)

o ㈜한화 10.1~11.5(연구원, 유압작동

기 개발)

o 전공

 - analysis of turbo machinery,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o 희망

 - 열 유동 해석 및 전산유체역학

71
인하대학

교
화학 박사 Texas A&M 화학 졸업(06.5)

o Texas A&M HSC 06.9~12.11(포닥,

혈관세포 연구)

o Texas A&M Univ. 01.9~06.5(박사연

구, 분석화학, 단백질 연구)

o 서울대 98.3~98.12(연구조교, 창의

과제연구 setup)

o 동위원소 이용 기술개발

o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연구

79
전북대학

교
기계공학 박사 Texas A&M 기계공학 08.8~재학

o robot(rescue robot)

 - manipulator on mobile

 - robot design

 - dynamic control

 - robot design optimization

71
Iowa state

Univ.
biophysics 박사 Texas A&M

biochem

(protein

engineering

)

졸업(08.5)

o Texas A&M 08~09(포스닥, training

graduate student, design

experiment)

o Texas A&M 10~(training student)

o 프로테인 엔지니어링, 암 조기

detection

o therapertics bio-radiation

therapentics

주요경력 전공및희망연구분야성명 년생
학사학위 최종학위



�

학교명 전공 학위 학교명 전공
졸업(재

학)여부

80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서울대 화학공학 졸업(09.2)

*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

소(포닥 / 고효율 양자점 발광

소자 및 태양전지 개발연구)

*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현재 포닥 / 반도체

나노입자에서의 다중엑시톤 역

학 제어연구)

* 희망

  - 핵연료주기 공정개발: 산화분말 제조

시험, 모델링, 소결 거동 해석, 양극/음극

재교 개발 및 재료 분석

  - 원자력 시설 제염 해체 연구: 화학 제염

기술 개발, 폐기물 분해 및 폐액 처리 기술,

환경 복원 기술 개발

  - 방사선 기기 연구 개발: 방사선 센서 소

재 및 영상 기술 개발

* 기타 : 위 전공 및 희망 연구 분야 외에,

69 포스텍 기계공학 박사 Univ. Tennessee열유체 졸업(08.12)

o 포스코 95.9~03.8(대리, 열유

체 엔지니어링)

o 아르곤 National lab

09.1~11.12(포스닥)

o 샌디아 National lab 12.1~현

재(포스닥, 에너지 변환)

o 열유체 엔지니어링

o 열유체 및 에너지 변환 기술

67 고려대 물리 박사 Iowa주립대 고체물리 졸업(04.7)

o Ames lab 04.7~05.7(포스닥,

photoemicsion)

o Ames lab 05.7~09.7(포스닥,

photonic crystal)

o  Ames lab 09.7~현재(연구원,

photonic crystal)

o 고체 물리학 및 광학특성 연구

o 초진공, 박막의 특성 연구

o photonic crystal, nano crystal의 광특성

및 제작

81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박사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졸업(10.2)

o 서울대(포스닥, 산화물 다기

능성 물질 연구)

o los alamos nat. lab(포스닥,

고자기장 자성체 연구, 중성자

산란연구)

o 희망

 - 유기, 무기 자성체 중성자 산란 연구

 - 자성체 박막 중성자 반사 연구

o 전공

 - 자성체 및 유전체 물성 연구

 - 저온, 고자기장 시료 환경 개발

81 가톨릭대 화학 박사 가톨릭대 유기화학 졸업(11.8) o  los alamos nat. lab 11.6~현재(포스닥)

o 전공

 - 유기합성, 전도성 고분자, 형광재료, 바

이오센서 물질

o 희망

 - 새로운 특성을 띤 유기물질 합성

74 성균관대 물리학 박사Ames/Iowa state uni.condensed matter physics졸업(10.8) o  los alamos nat. lab 10.8~현재(포스닥, high magnetic 관련 연구)

o condensed matter physics

o rare-earth based intermetallics

o f-electron research

주요경력 전공및희망연구분야성명 년생

학사학위 최종학위

�

학교명 전공 학위 학교명 전공 졸업(재학)여부

87 KAIST 전자공학 석사 KAIST, Caltech 전자공학 졸업(10.2/12.6)

o silicon based photonic devices

o semiconductor fabrication

o display/solarcell/optoelectronic device

development

78 고려대 화학 박사 Ecole Polytechnique 물리화학 졸업 o caltech 12.8~현재(포스닥)

o 실시간 분광학을 이용한 생분자의 분자

수준에서의 물리적 거동 연구

o 실시간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물질 및 생

물 전 분야의 광범위적 연구

주요경력 전공및희망연구분야성명 년생
학사학위 최종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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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교/기관 참석인원 기타 RSVP 메일제출 계 비고

미시건대 30 6 36
미시건주립대 5 2 7

시카고 (UIC, IIT, NW) 24 3 27
ANL 5 5
퍼듀 14 3 17

UW-Madison 18 18
UIUC 12 12

Texas A&M 12 12
SNL & LANL 9 9

스탠포드 20 20
버클리 8 8

샌디에고 24 2 26
UCLA 10 1 11
Caltec 2 2 4
MIT 19 1 1 21

HARVARD 8 8
UMD 8 8
NCSU 17 1 18
USC 10 10
GIT 15 1 16

계 계 270 22 1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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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제1차 해외 인재 유치 설명회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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