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grast.cnu.ac.kr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http://grast.cnu.ac.kr
grast@cnu.ac.kr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GRAST 브로슈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Graduate School of Analytical Science and Technology

Bright
tomorrow

GRAST
탄탄한 기본 속에서 빛나는 혁신,
그것은 세상의 오래된 진리이며
법칙입니다.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은
기초 지식과 전문 지식이 융합된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미래 과학기술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식 융합형 학연 협력프로그램으로
양성한 최고의 전문 인력 창출,
세계적인 기술경쟁력과 강화된 역량을
향한 부지런한 발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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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n's Message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은
기초지식과
전문지식이 융합된
최고의 인재를
육성합니다.

원장 인사말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국립충남대학교가 공동운영하며,
연구와 교육을 융합시킨 대학원입니다.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은
생물, 물리, 화학 등의 자연과학과 재료, 화공, 전자 등의 공학이 융합하여
다양한 분야의 과학과 기술을 융합시켰습니다.
현대는 융합의 시대입니다.
여러 분야 과학이 융합해야 노벨상급 기초과학이 발전하고

21세기를 선도할
인재양성의 요람,
GRAST가
시작합니다.

여러 분야 기술이 융합해야 선도적 제품이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융합해야 창의력이 생깁니다.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은
최고의 연구장비와 최고의 교수진이 기초지식과 전문지식이 융합된
최고의 인재를 육성합니다.
분석과학기술은 새로운 과학 세계를 열고 새로운 기술을 창조합니다.
융합을 지향하는 분석과학기술대학원에서 도전적인 미래를 꿈꾸는
미래의 과학기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장

정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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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역사

대학과 정부출연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연 협력 체계 구축
2012. 03. 01 “특화전문연계 학연협력지원 사업” 2단계 진입
2011. 12. 22 (사)한국과학기기산업협회와 MOU체결
2011. 11. 09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MOU체결
2011. 08. 23 AGRS(아시아 당분석 연구교육센터) 설립
2011. 02. 25 GRAST 첫 졸업생 배출(총 12명)
2009. 03. 01 분석과학기술 특화전문대학원 개원
“특화전문연계 학연협력지원 사업” 1단계 착수
2008. 10. 22 분석과학기술 특화전문대학원 설립 인가
2008. 07. 01 분석과학기술 특화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08. 04. 30 충남대-기초(연)공동 추진위원회 구성
2013. 03. 25 애질런트 테크놀로지와 MOU체결
“GRAST-Agilent 산학협력센터” 개소
2013. 04. 04.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MOU체결
2013. 07. 29. 로체스터대학과 MOU체결
2014. 02. 12. 싱가포르 BTI A*star와 MOU체결

GRAST
Only One, Number One!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국내 유일의
분석과학기술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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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학기술 분야의
국제적 허브 역할

Vision

비전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활용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GRAST
1.0

·기초분석
·과학기술개발

GRAST
3.0

GRAST
2.0

· 선진과학한국 실현
· 세계적 수준의 신개념
· 분석기법·분석장비
개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
·노벨상 원천기술 개발

2010~2015

2016~2020

2021~2025

성공적 학·연모델
교육/연구환경 최적화

국제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기관

국제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중심역할

2026~

비전
노벨상에 도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분석과학기술전문대학원

목표
·세계를 이끌어가는 분석과학 원천기술 및 분석장비 개발
·기초과학과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분석과학기술 전문 인력 양성
·성공적인 산·학·연 연구교육 협력모델 정립

전략
·교육에서 연구까지 연계된 최고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학·연 학위 프로그램 구축
·대학-출연(연) 간 Open-R&D 시스템을 통한 창조적 실용주의 연구 환경 조성
·대학과 출연(연)의 상호보완적 융합으로 선진국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수요 지향적 첨단 분석기술 및 장비 개발로 새로운 연구영역 개척 및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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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

실천적 이론 강의와 실험.실습 위주의 연구 장비 현장 중심 교육 실시
1. 분석과학기술 특성화
• 공통 분석과학 기초 이론 및 실습 과정 수강 의무화
: 분석과학이론공통 및 실습, 기기분석이론 및 실습 과정 수강 의무화
•전문 분석과학기술 관련 심화 과정 개설
2. 국제 경쟁력 강화 교육
•분석과학기술 세미나 100% 영어 주제 발표
•국제 협력 프로그램으로 단.중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 제공
3. 대형 분석 장비 관련 학.연 공동 교육 시스템
•학.연 공동 지도 교수제를 통한 연구성과 도출 지향
•대형 연구 프로젝트 실질적 참여
•산.학.연 요구에 따른 단.중.장기 분석과학 교육 프로그램

학사운영 프로그램
•입학정원 : 30명(석사 22명, 박사 8명)
•입학전형 : 서류전형(1차), 심층면접(2차)
•학위과정 :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수학점 : 석사학위(30학점), 박사학위(36학점)

학사일정
•매년 3월에 학사일정이 시작되며, 2개의 학기로 진행

분석과학기술의
실용화 및 세계화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입학자격
•석사학위 과정 : 이공계 학사학위 소지자 및 취득 예정자
•박사학위 과정 :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및 취득 예정자

취업 및 장학제도

세계적인 연구경쟁력을 발판으로 우뚝 선
분석과학기술대학원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장학금을 지급하고, 희망자는 기숙사 우선 제공
•학업 성적 우수자는 충남대학교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우선적으로 채용
•출연(연), 기업체 등 연구현장의 인턴십 제도를 통한 현장 연구 학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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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의
가능성을 열어갑니다.

Research Areas

연구분야

분석과학은 분석기법.분석장비 개발 및 그 활용에 관해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GRAST는 나노, 바이오, 에너지·환경 및 그 융합 분야에서
혁신적인 분석과학기술 개발을 선도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나노

분석과학 분야
원천핵심
기술개발

분석장비 및
요소기술
개발

기초융합

바이오

환경

분석장비
활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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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

전임교수진

학생의 미래와 함께 하는
경쟁력과 실력을 갖춘
역량있는 교수진
인재를 키우고 미래를 성장시킵니다.

2

1

3

4
5

1 “전기화학 분야의 해외 우수과학자” Aminur Rahman 교수
marahman@cnu.ac.kr/ 042.821.8546
2 “당분석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자” 안현주 교수
hjan@cnu.ac.kr/ 042.821.8547

3 “미세화학 분야의 전문 연구자” 박찬필 교수
chan@cnu.ac.kr/ 042.821.8549
4 “생명의 노화를 연구하는 분자세포생물학자” 이주용 교수
leejooyong@cnu.ac.kr/ 042.821.8559
5 “나노소재 개발의 떠오르는 별” 이은지 교수
eunjilee@cnu.ac.kr/ 042.821.8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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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ulty

참여교수진

노재랑 교수

최준식 교수

유종신 교수

황금숙 교수

/Noh Jae Lang

/Joon Sig Choi

/Jong Shin Yoo

/Geum Sook Hwang

면역학
042. 821. 6420

유전생화학 및
나노생화학
042. 821. 5489

질량분석학
043. 240. 5150

메타볼로믹스 및 천연물
02. 920. 0737

CNU

CNU

KBSI

KBSI

정창식 교수

정영호 교수

최종순 교수

홍관수 교수

박영목 교수

/Chang Sik Cheong

/Young Ho Chung

/Jong Soon Choi

/Kwan Soo Hong

/Young Mok Park

방사기원동위원소
지구화학 및 연대측정학
042. 821. 5489

프로테오믹스 및
세포생물학
042. 865. 3429

기능성 단백질체학
042. 865. 3428

나노조영제합성 및
MRI응용
043. 240. 5100

프로테오믹스
043. 240. 5160

KBSI

KBSI

KBSI

KBSI

KBSI

이광식 교수

김영환 교수

/Kwang Sik Lee

/Young Hwan Kim

동위원소지구화학 및
동위원소법과학
042. 865. 3447

질량분석학 및
생분석화학
042. 240. 5140

KBSI

KBSI

분석기술·
장비개발 연구

활용기술

원천기술 연구

한옥희 교수

김윤중 교수

루돌프 그림 교수

/Oc Hee Han

/Youn Joong Kim

/Rudolf Grimm

화학 및
고체핵자기공명분광학
053. 950. 7912

전자현미경학 및
결정학
042. 865. 3596

KBSI

KBSI

김건희 교수

이기주 교수

/Geon Hee Kim

/Ki Ju Yee

초정밀가공장비 및
측정평가장비 개발
042. 865. 3460

펨토초레이저 분광학
042. 821. 6540

KBSI

CNU

GRAST 겸임교원
(국제·산학 협력)

질량분석
현재 Agilen Technologies이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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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랩온어칩기반 다채널 분광이미징 시스템 개발 및 응용

김건희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영목

최첨단 프로테옴 분석기술 개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질량분석기반 바이오의약품의 당쇄화 특성 분석 및

안현주

데이터의 효율적 분석을 위한 생물정보처리기술 개발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인공 펩타이드 자기조립 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약물 및 유전자 전달체의 제조와 분자,
나노마이크로 크기 수준의 계층적 구조분석법 개발

기능성 노화 프로테오믹스 분석기술 개발 및 응용

꿈과 힘을 모아 만드는 협력연구 클러스터

책임자

퇴행성 뇌질환 특이 단백질 발굴을 위한

식품과 목재의 진위감별 및 원산지 판별법 개발

대학과 출연연 간의
공동연구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의 지평을 열어갑니다.

공동연구

이광식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은지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최종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고해상도-자기공명영상/

홍관수

고민감도-적외선 분자영상 분석기술 개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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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llaboration

국제협력

국제 저명 대학과의 MOU체결 현황
날짜

참여기관

지역

비고

2010. 07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자연과학대학원)
Univ. of California, Davis, Dept. of Chemistry

미국

ㆍ학술정보 교류
ㆍ공동연구
ㆍ심포지움 개최

2010. 07

노스이스턴대학 (화학과)
Northeastern Univ.
Dept. of Chemistry & Chemical Biology

미국

ㆍ기술협력
ㆍ석박사 과정 교류
ㆍ공동연구과제 수행

2010. 09

독일 튀빙겐대
Eberhard Karls University Tubingen

독일

ㆍ교원 교류
ㆍ학생 교류
ㆍ공동연구
ㆍ교환 학생

2011. 06

유럽 신경과학대학원
European Graduate School of Neuroscience

2013. 04

싱가포르 국립대학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NUS)

2013. 07

로체스터 대학
University of Rochester

2014. 02

싱가포르 BTI A*star
(Bioprocessing Technology Institute)

유럽
(17개 대학)

싱가포르

미국

싱가포르

ㆍ기술협력
ㆍ석박사 과정 교류
ㆍ공동연구과제 수행
ㆍ기술협력, 학생교류
ㆍ공동연구과제 수행
ㆍ학술교류
ㆍ산학교육 협력 및 지원

협력기관 및 내용

2011. 08

Agilent Technologies (MOU 체결)

2011. 08

아시아 당분석 연구교육센터
Asia Glycomics Reference Site (AGRS)

2011. 11

2013. 03

Bruker (MOU 체결)

Agilent Technologies (MOU 체결)

지역
미국

미국 / 한국

독일

미국

6
3

1

2

2
1

ㆍ학생교류
ㆍ공동연구과제 수행
ㆍ학술교류

5

ㆍ공동연구
ㆍ학술교류(컨퍼런스, 워크샵 등)
ㆍ인적교류(상호 인력교육 등)

글로벌 분석장비기업과의 MOU 체결 및 협력현황
날짜

4

비고
ㆍ장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ㆍ상호 협력연구 지원
ㆍ에질런트교육 지원
ㆍ아시아 지역 당분석
인력 교육훈련 및 연구
ㆍ상호 협력연구 지원
ㆍ교육연구장비 지원
ㆍ교육 및 훈련 제공
ㆍ연구교육기자재 기부
ㆍ애질런트교육 지원
ㆍ협력프로젝트 수행

·Workshops and short courses for students
·Short-term visit to learn new methods and to perform short experiments
·Credit exchange program
·Language course

국제 저명 대학과의 MOU체결 현황

글로벌 분석장비기업과의 MOU체결 현황

1 Univ of California, Davis. USA

1 Agilent Technologies. USA

2 Northeastern Univ. USA

2 Bruker. Germany

3 Eberhard Karls University Tubingen.
Germany
4 Maastricht University. Netherlands
5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6 University of Rochester.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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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Personnel Exchanges

국제 인력 교류

GRAST 학생 외국파견
날짜

방문기관

목적

2010. 09 ~ 2010. 10

UC Davis
(미국)

2011. 01 ~ 2011. 03

Jožef
Stefan Institute
(슬로베니아)

Jožef Stefan Institute해외 파견(공동연구 진행)
[연구협력 및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문연구]

2011. 01 ~ 2011. 03

Lille 대학
(프랑스)

국제공동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노화와 퇴행성 뇌질환에서 후생 유전학의 역할”

2011. 04 ~ 2011. 08

Maastricht University
(네덜란드)

국제공동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노화와 퇴행성 뇌질환에서 후생 유전학의 역할”

2012. 01

UC Davis
(미국)

2012. 02 ~ 2012. 04

Ruhr Univ. Bochum
(독일)

2012. 08 ~ 2012. 10

Wurzburg Univ.
(독일)
Univ. of Sao Paulo
(브라질)

분석과학기술대학원과 UC DAVIS 대학의 국제공동연구 수행
(Glyco-protein 분석DB 및 분석 프로그램 공동연구수행)

Glycomics를 이용한 biomarker 발굴 및 암세포 표지자 발굴
공동연구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프로테옴 분석법에 대한 공동연구 및
교육훈련

뇌 뉴런을 이용한 프로테옴 분석법에 대한 공동연구

해외인력 GRAST 방문
날짜

소속기관

목적

2011. 08 ~ 2011. 10

UC Davis
(미국)

글라이코믹스 공동연구

2012. 08 ~ 2013. 07

UC Davis
(미국)

글라이코믹스 연구(Post. Doc과정)

2012. 08 ~ 2012. 09

튀빙겐 대학
(독일)

튀빙겐대 학부학생 훈련

2012. 08 ~ 2012. 10

튀빙겐 대학
(독일)

세포내 미토콘드리아의 열발생연구를 위하여 GRAST 방문 연구

2013. 02 ~ 2013. 07

UC Davis
(미국)

글라이코믹스 연구 (Post. Doc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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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dustrial-Educational Collaboration
국제 산학협력
국내외 유관 산업체 방문 견학을 통한 현장 방문 실적
날짜

2010. 08

기관
(주)한미약품연구센터
·합성 신약 연구
·바이오 신약 연구
(주)한국유나이티드제약 중앙연구소
·개량 신약, 복합제 신약 연구
·BT 연구 개발
(주)영린기기
·HPLC, GC, ICP-MS 기기 개발
·순수/초순수 제조 장치

2010. 12

지역

비고

경기 동탄

산업체 방문 견학

충남 조치원

산업체 방문 견학

경기 안양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2011. 01

(주)LG화학 기술연구소
·CRD, 정보전자소재
·배터리, 석유화학

대전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2011. 11

대전 지역 중소기업 탐방
·CHC, LAB, KMAC, MicoBioMed 등

대전

산업체 방문 견학

JEOL
ㆍJEOL technical program 교육 참여 및 탐방

일본

국제 교류를 위한
세미나 및 실험실 데모
및 참관 수업

분당, 동수원

환경, 바이오, 나노
분석에 쓰이는
장비들의 원리에 대한
강의 및 데모 Lab 견학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
ㆍBruker (글로벌 분석장비회사)
ㆍABSceix (글로벌 분석장비회사) Bioimagaing Lab
ㆍBTI (BioTechnolgy Institute)
ㆍ싱가포르 국립대학

싱가포르

국제 교류를 위한
세미나 및 실험실 데모
및 참관 수업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
ㆍBTI (BioTechnolgy Institute) Astar 탐방
ㆍAgilent factory
(Mass spectrometer and other production facilities)
ㆍLipidomics center
ㆍ싱가포르 국립대학

싱가포르

국제 교류를 위한
연구실 탐방 및
MOU 체결

2013. 04

서울, 경기 지역 관련 기관
ㆍ경기바이오센터, 나노특화랩, Bruker

지역

비고

JEOL
ㆍJEOL technical program(NMR,TEM) 교육
참여 및 탐방

일본

국제 교류를 위한
세미나 및 실험실
데모 및 참관 수업

2014. 0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삼성전자, 농심
ㆍ분석과학분야 연구시설 및 산업시찰

구미

산업체 및 연구원
방문 견학

2014. 02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
ㆍBTI (BioTechnolgy Institute) Astar
ㆍHSA(Health Sciences Authority)
ㆍNational Metrology Centre, Singapore
ㆍAgilent factory

일본

국제 교류를 위한
연구실 탐방 및
MOU 체결

(주)랩프런티어
· 환경/생활안전 분석 서비스 사업
대전

기관

2013. 08

산업체 방문 견학

(주)케이맥, CHCLAB
·FPD/반도체 검사 장비 개발
·Bio/의료진단/실험실용 분석기기 개발

2012. 02

날짜

국내 출연연구기관 및 분석장비 기업과의 협력
날짜

기관

지역

비고

2011. 1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 시설 및 장비 공동활용
·학술 및 기술정보 공동활용

대전

MOU 체결

2011. 12

(사)한국과학기기산업협회 (KAIMA)
ㆍ인력 교류, 학술세미나 및 특강 공동개최
ㆍDemo 장비기증 및 교육

대전

MOU 체결

2012. 12

케이맥(주)
ㆍ계약학과 운영

대전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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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el Prize in 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

미래 우리의 모습을 꿈꾸며

분석과학기술 관련 노벨상

세계적인 위상을 향해 뛰는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대표적인 분석기술·장비 개발 및 발전 관련 노벨상 수상자

2009

•이미징용 반도체 회로 - CCD 센서 – 발명 및 광섬유를 활용한
광통신 기술 개발

Charles Kuen Kao (중국)
Willard S. Boyle (캐나다)
George E. Smith (미국)

2007

•표면화학 분야를 개척하기 시작해 표면 현상들을 원자수준을
이론적 규명 및 응용연구 개발

Gerhard Ertl (독일)

1964

• X선 결정학을 이용한 분자구조 결정(X선 회절장치)

Dorothy Crowfoot
Hodgkin (영국)

•콤프턴효과와 섬광계수기의 연구로 원자핵의 하전분포 해명

Robert Hofstadter (미국)

•감마선을 발생시키는 방법인 뫼스바우어 효과(Mossbauer Effect)
발견(감마선의 공명흡수 연구 공로)

Rudolf Mossbauer (독일)

1961
2005

•레이저 기반한 정밀 분광학(Precision Spectroscopy) 개발

Gerhard Ertl (독일)

2003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개발

Paul Lauterbur (미국)
Peter Mansfield (영국)

1959

•적하수은전극을 이용하여 폴라로그래피(Polarography) 발명

Jaroslav Heyrovsky (체코)

•600MHz 고체상태 핵자기 공명분광기 NMR을 이용한
단백질 구조분석(Solid NMR)

Kurt Wuthric (독일)

1953

•위상차현미경(Phase Contrast Microscope) 개발

Frits Zernike (네덜란드)

•전기분사법(Elestrospray) 개발로 단백질 분자량 검출,
MALDI-TOF를 이용한 단백질 분자량 검출

John Fenn (미국)
Koichi Tanaka (일본)

1952

•분배크로마트그래피법(Partition Chromato-Graphy) 창시 및
물질의 분리·분석에의 응용 가스 크로마토그래피(Partition
Chromatography) 발명

Archer Martin (영국)
Richard Synge (영국)

1994

•중성자 분광학(Neutron Spectroscopy) 및
회절방법(Neutron Diffraction Technique)

Bertram Brockhouse
(캐나다)
Clifford Shull (미국)

1948

•전기영동장치(Tiselius Electro-Phoresis Apparatus)를
고안하여 혈청단백질 연구 기여

Arne Tiselius (스웨덴)

1991

•물질의 분자구조 규명 필수장비 핵자기공명분광기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NMR) 발전

Gerhard Ertl (독일)

1937

•니켈 결정면을 이용한 전자선의 회절을 발견 및 ‘전자의 파동성’을
실증

Clinton Davisson (미국)
George Thomson (영국)

1989

•분리된 진동장 방법의 발명으로 인한 원자정밀분광학분야의
급속한 발전 기여 및 수소메이저(Hyfrogen Maser) 개발

Hans Dehmelt (독일)
Wolfgang Paul (독일)
Norman Ramsey (미국)

1936

•쌍극자 모멘트(Dipole Moment), X-선, 기체 내에서 빛의 산란
등을 연구 기여

Petrus Debye (네덜란드)

1986

•전자현미경(Electron Microscope) 최초 개발 및 소립자만이
가지고 있는 양자역학상의 ‘터널효과’에 착안하여 주사형
터널링 현미경(STM) 개발

Ernst Ruska (독일)
Gerd Binnig (독일)
Heinrich Rohrer (스위스)

1979

•컴퓨터를 이용한 X-선 단층 촬영기술의 개발
(Computer Assisted Tomography)

Allan Cormack (미국)
Godfrey Hounsfield (미국)

2002

Charles Kuen Kao
(중국)

Willard S. Boyle
(캐나다)

Gerd Binnig(독일)

P.Lauterbur(미국)

Sir P. Mansfield(미국)

MRI개발(2003년 노벨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