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 홍석륜 (洪錫崙)
생년월일 : 1966년 4월 21일

소속 및 직위 : 세종대 물리학과 교수

학력 :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학사 (1984-88)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석사 (1988-90)

Univ. of Pennsylvania, Physics, Ph.D. (1990-95)

주요 경력
세종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1999-현재)

세종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2012-14)

중점연구소 (그래핀연구소) 소장 (2010-현재)

GRDC 센터장 (2018-현재)

BRL 연구책임자 (2021-현재)

한국물리학회 주요 활동
정회원 (2001-10), 평의원 (2010-현재)

실무이사장 (부회장) (2019-20), 이사 (2019-20)

재무이사 (2013-14), 부총무이사 (2009-10)

연구비전위원장 (2020)

기과협 교육정책위원장 (2020)

국제 학술 및 연구 활동
IUPAP C20 Member/Secretary (2015-현재)

APCTP평의원 (2019-현재)

SCI 논문 139편, 특허 2건

한국물리학회 논문상 (2021)

ICAMD2017 국제학술대회 지역위원장 (2017)

ICAMD2021 국제학술대회 계산분과위원장 (2021)

ISPSA 국제학술대회 운영위원 (2013-22)

IUPAP C20 계산물리학술대회 (CCP)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Member (2016-22)

대외활동
한국그래핀학회 이사 (2020-현재)

과학교육과정개발사업단 연구위원 (2009-10)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검정심의위원 (2010-12)

과총 과학기술자문단 자문위원 (2010-12)

한독나노포럼(2013), 한미나노포럼(2015) 대표단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전문연구회위원장 (2020-22)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회원 중심 한국물리학회

  21세기 중반을 향해 가는 지금, 우리 사회는 팬데믹 위기, 국가 
간 분쟁, 글로벌 기술경쟁이 더욱 심화하는 혼란의 시대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이끌어 왔다고 자부하는 물
리학계의 활동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물
리학에 대한 편견, 물리학 중등교육 축소와 맞물려, 몇몇 대학에서
는 이미 물리학과가 학과명을 변경하거나 운영을 중단하였고, 계속
해서 많은 대학에서 물리학과의 존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
한 물리학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리학회가 주도적으로 
지혜를 모아 총력으로 대처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저는 그동안 물리학회 실무이사장, 재무이사, 부총무이사, 
세종대 자연과학대학장, 중점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리더십으로 학
회와 회원 여러분께 봉사하고, 물리학 재도약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 한국물리학회 제30대 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배려하고 하나되는 회원 중심의 
학회를 통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물리학(K-물리)의 발전’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물리학계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물리로 거듭날 수 있는 토양을 만
들겠습니다. 기초과학으로서 물리교육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법위원회 활동’을 강화하
고, 학부모와 학생의 물리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물리친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방안을 강
구하고, 교육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물리교육 진흥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회가 전국의 물리학과를 보호하는 방파제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둘째, 회원 여러분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기초연구비의 확대
와 균형잡힌 기초연구비 배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연구비의 지속
적인 확대와 함께 분야별 지원체계를 안착시켜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물리분야의 연구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신진연구자
에게 빠른 실험실 구축을 지원하고, 중견연구자에게 안정된 연구실 운영을 
보장하며, 보호연구/도전연구 주제에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풍요로운 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물리맞춤형 지
원체계’ 구축을 관계 당국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 내겠습니다.
  셋째, 회원을 위한 학술지와 학술대회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
술지 인용지수 향상과 편집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학술지 도약 5년 프로
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봄가을 학술대회의 수준을 높이고 규모를 늘려서 
K-물리가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물리학술대회‘로 성장시키
겠습니다. 분과, 지부와 회원들이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섬기는 자세로 지
원하는 새로운 학술지원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물리학회’를 만
들겠습니다. 학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지부, 분과, 여성, 출연연 등을 대표
하는 다양한 배경의 회원들이 고르게 집행부에 참여하여 소통하고 경청하
는 ‘하나되는 학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술의 발전,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한국물리학회는 위기에도 불
구하고 미래로, 세계로 도약할 것입니다. 학회가 힘차게 더욱 도약
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