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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회 제2018-256호
시행일자 : 2018. 9. 10.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제
목 : 2018년도 한국원자력학회 두산중공업 장학생 선발 의뢰

1. 귀교의 일익 발전하심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학회 “두산중공업 장학생” 선발 운영규정(제정 2018.07.06)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시어 장학생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교에서
추천한 장학생은 우리 학회 포상 및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 아

래 -

가. 장학생 자격 : 장학생 선발 신청 시점에 각 대학의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 재
학하는 학생. 단, 한국원자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과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음.
학부생

대학원생

4학기 이상 원자력전공을 수강한 학생으로 4학년(혹은 8학기)을 초과하지
않은 자
① 석사과정 : 2학기 이상 원자력전공을 수강한 학생으로 2학년(혹은 4학
기)을 초과하지 않은 자
② 박사과정 : (석사과정 포함) 2학기 이상 원자력전공을 수강한 학생으로
4학년(혹은 8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자

※ 단.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장학생 선발대상을 외국인에 한함.
나. 1인당 장학금액 /선발 인원 : 3,000,000원 / 5인 (학부생: 2인, 대학원생 3인)
다. 추천 인원 : 각 대학은 학부생 혹은 대학원생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라. 추천서류 제출 : 장학생 후보자 추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학과장 추천서
학부생

② 성적 증명서
- 성적증명서는 평점평균(4.5 환산)과 함께 백분위가 표기되어야 함.
① 지도교수 추천서
② 연구 실적 자료

대학원생

- 석사과정 포함 전 기간동안의 연구업적(논문, 특허 등) 제출
- 저널논문의 경우 최신의 IF, 분야별 JCR 기준 백분위(10%, 25%,
50%, 50% 이외), 및 web of science 기준 citation 횟수를 제시함.
- 특허의 경우 특허권자 수 및 본인의 기여도를 제시함.

공통

자기소개서(연구활동, 봉사활동, 원자력관련 활동 등을 포함)

마. 장학생 후보자 추천 기한 : 2018년 9월 21일(금) 18:00까지
(학과장의 직인을 날인한 공문으로 제출함.)
▶ 제출처 : 한국원자력학회 사무국 (net@kns.org)

바. 주요 일정
○ 장학생 선발 확정 통보 : 10월초
○ 장학증서 수여식 : 2018년 10월 25일(목) 15:00,
제51회 정기총회 및 2018 추계학술발표회 (장소: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수신처: 경북대학교 에너지공학부장,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장, 단국대학교 원자력
융합공학과장, 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부장,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원자
력공학과장,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장, 세종대학교 원자력공학과장, 영남대학교 기
계공학부 원자력트랙 전문인력양성센터장, 울산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장, 제주대학
교 에너지공학과장,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장,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장,
포항공과대학교 첨단원자력공학부장,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장, 한양대
학교 원자력공학과장,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원자력산업학과장 (가나다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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