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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를 위한 학과소개 및 발전계획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학과 응용화학생명공학 
초빙분야

(한글 및 영문)

에너지 무기소재 (Inorganic Materials 
for Energy Area Application)
-페로브스카이트와 양자점 소재 제외gfedcb

교육 연구 산학

gfedc gfedc gfedc

§ 학과소개및발전계획

§  ‘응용화학생명공학과’는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라는 기치 아래 응용화학전공과 생명공학전공의 통합으로 2009
년 국내 최초 공과대학 내 융합학과로 탄생하였고,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생명공학과 응용화학의 특징과 장점을 
유지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 및 개선하고 있음.

§  2021년 10월1일 기준, 본과의 전임교수 1인당 재학생 수는 19.88로 공과대학 평균인 24.4보다 양호하며, 대학원생 수
가 119명으로 공대 전체 대학원생수의 27%를 차지하고 있음.

§  응용화학생명공학과는 탁월한 연구실적(논문, 연구비, 기술이전 등)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대학교를 대표하는 연구 중
심 학과임. 본 학과 교수 전원이 참여하는 대학원 융합학과인 분자과학기술학과는 1, 2, 3단계 BK21 사업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였고, 현재 켐바이오메디신 첨단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BK 4단계(2020-)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동과에 소속된 교원 13명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분자과학기술연구센터에 소속되어 중점연구소 사업을 주도적으
로 수행하였고, 2019년 6월 중점연구소 후속사업에도 선정되어 융합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음. 

§  본 학과 교수들은 개별 연구과제 수주 및 연구비 규모가 아주대학교 내에서 최상위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공동 참
여로 정부주도 대형 연구 프로젝트와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체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응용화학, 생명과학, 공학에 대한 융합 교육을 바탕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신소재,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
스,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첨단분야의 교육 및 연구를 강화하고 첨단 산업 수요형 인재 육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임.

§ 신임교원활용방안(기대사항등)

- 에너지 무기소재는 학과 내에서 다음과 같이 융합 및 수직계열화로 협업이 가능함.



§ 본 학과는 신임교원의 연구 및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학과차원에서 노력 중임.
   : 조교수 4년 동안 필수적 학과 및 학교 행정 업무외 기타 모든 행정업무에서 우선 제외.
   : 유연한 교과목 개설 및 연 최소 요구학점 15 학점 유지. 
   : 학교 지원 외에 순수 학과 차원의 신임교원 연구 인프라 구축 지원. 

① 5천만원 상당의 교육용 연구기기 ② 1.5모듈 이상의 연구공간 ③ BK 및 중점연구소사업 참여(포스트닥 기회 우선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