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부착, 
(가로 5cm, 세로 5cm)

성명 : 이범훈 (李範勳)
생년월일 : 1956년 10월 15일

소속 및 직위 :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학력 :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학사(76) 석사(78)

Columbia대학교 박사 (88)

주요 경력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96-현재)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90-96)

서강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17-현재)

양자시공간 연구센터(SRC) 소장 (05-14)

아태이론물리센터 소장 (15-16)

고에너지물리협의회장 (13-17)

한국물리학회 주요 활동

정회원(80-현재),평의원(95-현재), 이사(13-현재)

교육위원장(13–14), 학술위원장(17–18)(부회장)

선도분야육성소위원장(11-12)

APCTP위원장 (09-10), 입자분과위원장 (07-08)

국제 학술 및 연구 활동

APCTP 평의원(05-10), 감사(10-13), 이사(13–15)

AsiaHEP위원(12-18), JINR 과학위원(18-23)

Editor, IJMP MPLA (1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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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North Carolina, U. Minnesota 연구원 (89-91)

대외활동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04-05), 전문위원(10-14)

과학기술정통부

한-CERN협력추진위원(06-14),자문관(12-14)

기초연구사업기획협의회(10)

기초연구전문가협의회(11)

출연연구기관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위원(16)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위원 (12-17)

기초연구진흥협의회위원 (15–17)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위원(17)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전문방송 기획위원(15),

경영성과평가위원(16-18)

청암재단 사이언스펠로십 심사위원장 (17-현재)

표창 : 교육과학기술부장관(12), 국무총리(17)

참여와 배려로 하나 되는 회원중심 한국물리학회

안녕하세요? 서강대 이범훈입니다. 한국물리학회는 1952년 창립

이후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놀랄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하

지만, 개인 연구비 수주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교과과정 개

편 논의로 물리학 중등교육 축소가 염려됩니다. 더욱이 대학정원

축소와 맞물려 많은 대학에서는 물리학과의 존폐마저 불안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한편 학회는 안정된 재정과 풍부해

진 프로그램으로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지만 그 혜택을 모든

회원들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동안 물리학회 교육부회장, 학술부회장 활동, 서강대 자연과학대

학장 경험, 우수연구센터(SRC) 소장을 역임한 리더십으로 학회와

회원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

분들의 참여를 통해 한국물리학회가 서로 배려하고 따뜻하게 하

나가 되는 회원중심의 큰 마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회원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기초연구비 배분과 우수연

구자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개인연구자 수에 비해 부족

한 연구과제 수를 늘리고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물리학 분야의 예산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둘째, 물리 교육에 대한 대안 제시로 대학정원감축의 시대에

물리학과를 보호하는 보루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방편으로, 물

리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기초과학교육의 위치를 확

고히 하기 위해 물리교육 프로그램과 문화/대중화 프로그램을 강

화하겠습니다.

셋째, 학술지와 학술대회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CI

저널을 2개나 보유한 대표 학회로서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더욱

도모하고, 학술대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국제화, 분권화, 전문

화로 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넷째, 출연연과 산업체와 함께 하는 물리학회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출연연이 당면한 중장기 연구지원 확대, 정규직 증대 등을

학회가 앞장서서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섯째, 투명하고 개방적인 집행부가 되고 모든 회원들에게 직

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물리학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여성,

분과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집행부에 참여하고 함께 이끌 수 있

는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회원님들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소통의 통로가 되겠

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