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 남순건 (南淳建)
생년월일 : 1959. 11. 22 (서울출생)

소속 및 직위 : 경희대학교 교수

학력 및 경력

서울대학교 (1978-1982) 학사

Yale 대학교 (1982-1987) 석사, 박사

VirginiaTech, MIT, 서울대(1987-91) Post Doc

경희대학교 교수 (1992-현재) 일반대학원 원장

(2013-14) 미래정책원장 (2014-15)

학회활동

한국물리학회 회원 (1980-현재)

한국물리학회 평의원 (1996-현재)

입자물리분과위원장 (2011-2014)

APCTP한국위원회위원(2011-2016)

실무이사장/부회장/이사 (2015-2016)

기과협위원, 대과연 운영위원 (2015-2016)

국제학술 활동

Asian Winter School 운영위원(2006-현재)

국제우주선학회(ICRC)조직위원(2017)

ICHEP2018(서울) 재정위원장(2018)

저서

스트링코스모스(2007) (문광부 최우수학술도서)

21세기 글로벌사회의 공공성 (2013)

과학이 나를 부른다 (오세정 외) (2008)

빅뱅에서 인간까지 (2017) 외 다수

연구활동

끈이론, 블랙홀, 우주론 입자물리 이론분야의

80여편의 SCI 논문 및 다수 저서 (1986-현재)

현재 “딥러닝과 물리학” 관련 교육 및 연구 중

봉사활동

KBS1 TV 월컴아인슈타인 출연 (2005)

한국고등교육재단 드림렉처 (매년 1-2 회)

찾아가는 도서관 속의 물리학 (소외지역학교)

서울신문 ‘남순건의 과학의 눈’ 칼럼 기고 중

네이버 열린 연단 강연 (2017)

나눔포럼 강연 (소외지역 중-고등학교)

‘공감, 동행, 나눔’으로 물리학회에 역동적 변화를!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공감해서 이를

대변하고자 나왔습니다. 물리학은 과학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학

생들의 알권리를 빼앗은 물리교육의 붕괴, 지역/중소대학들의 위

기감, 규제에 얽매여 자유로운 연구주제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

여성의 경력단절, 대학/출연연의 연구인력 수급 불균형 등 산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해결의 구심점으로서의 물리

학회를 재건하여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

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 동행하는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 보다

발전된 연구 생태계를 보장받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

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견의 결집의 장으로서 학회

홈페이지와 SNS를 활성화 할 것이고, 정책적 이슈들이 제안되는

홈페이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 구성원들이 모바일 친화적이기

도 한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정보들을 교환하고 특히 신

진연구인력과 미래과학도 들이 얻어가는 것이 있는 정보의 장으

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공약이 빈 약속

이 아니고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임기별로 단절되어 운영되는 학회가 보다 긴 안목으로 발

전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 학술대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들을 활발히 토의하는 장으로 기획하겠

습니다. 학술대회는 융합적 만남의 장으로서 변모할 것이고, 분과

는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는 학회운영과 행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

출연연연구원, 지역물리관련학과, 그리고 여성물리그룹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바뀌는 외부환경에서 존재감이

줄어든 학회의 위상을 시급히 복구해야합니다. - 황폐화된 물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동시에 물리교육의 활성화와 개

혁을 추진할 교육 Task Force를 구성하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의

고민과 우수사례를 나눌 수 있는 아이디어 직거래장터로서의 역

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가는 학문의 학회로서 우리의 역량을

나눔으로써 물리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미 많은 물리학자들이 국내 최고수준의 과학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리학은 너무 어렵고 제한된

분야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물리학이 대중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문화로 확

산될 수 있도록 학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저와 학회회원들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결집하여 이를 다시 회원들과 공유하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치고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

무이기도 합니다. 물리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듭

시다.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