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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ning



APCTP – BLTP JINR  International Workshop

June 18 – 23, Dubna

June 19

BLTP,   Conference-hall

10:00 Sang Pyo Kim, Alexei N. Sissakian, Victor V. Voronov
Opening of the Workshop

10:20  Sang Pyo Kim (Kunsan National University)
“Strong QED in Compact Stars”

11:00  Alexei N. Sissakian, Alexander S. Sorin, Viacheslav D. Toneev (BLTP JINR)
“Towards searching for a mixed phase of strongly interacting QCD matter at JINR”

11:40  Coffee break 

12:00 Hyung Tae Kook (Kyungwon University)
“Trends of Statistical Physics Researches in Korean Physical Society”

12:40 Vyacheslav B. Priezzhev (BLTP JINR)
"The origin of logarithms in two-point correlation functions"

13:20  Lunch

15:00 Jong Bae H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Understanding Nonequilibrium Kondo Phenomenon”

15:40 Yuri M. Shukrinov, Farzad Mahfouzi (BLTP JINR)
"Influence of coupling between junctions on breakpoint current
in intrinsic Josephson junctions"

16:10  Coffee break 

16:30 Vladimir A. Osipov,  Richard Pincak  and  Michal Pudlak (BLTP JINR)
"Electronic structure of spheroidal fullerenes"

17:00 Alexei V. Gladyshev (BLTP JINR)
"EGRET excess of diffuse galactic gamma rays as a signal of supersymmetric
dark matter annihilation and related particle phenomenology"

17:30 Sergei N. Ershov (BLTP JINR)
“Halo Nuclei”

19:00  Reception









5th Joint Workshop, Dubn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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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TP-BLTP JINR Joint Workshop
류 휘 영/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APCTP-BLTP JINR Joint workshop은 APCTP와 러시아의 JINR의 

BLTP이 양국 간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첫 워크숍은 

2007년 6월 JINR의 BLTP 주최로 러시아의 두브나(JINR)에서, 두 번째는 

2008년 4월 APCTP의 주최로 포항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후 해마다 양국에

서 번갈아가며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7차 워크숍은 2013년 7월 14일-19
일에 이르쿠츠크 주립 대학의 후원으로 러시아 바이칼 호숫가의 볼쉐이 코

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Modern problems in nuclear 
and elementary particle physics’였으며 한국-러시아-일본 학자들 40여 명

이 참가하여 각 분야의 연구 관련 36개의 발표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워크

숍 풍경을 간략히 스케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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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회 참가기”난에 대학원생들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얻은 다양한 경험과 관련 분야의 연구동향

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0매 정도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원고 접수 및 자세

한 문의는 letters@kps.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숍은 핵 및 입자 물리와 천체물리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

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천체물리 분야에서는 초신성, 중력

파 및 상태방정식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강입자 분

야에서는 스커미온, 쿼크-글루온 플라즈마, 포메론 

및 유효장론을 통한 여러 메손의 생성과정 등이 다

루어졌고 핵구조 분야에서는 클러스터 모델 및 민

주적 붕괴과정 등이 다루어졌다.
이와 같은 다양한 주제가 발표되었지만 참가자들

의 주된 논의는 한국에 건설 예정인 중이온 가속기 

RAON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Kochelev N. 등 20여 

명의 러시아 측 참가자들은 대부분 NICA 시설을 

활용한 핵 실험과 그 이론적 설명에 경험이 있는 

학자들이었다. NICA는 러시아가 자국에 건설하고 

있는 LHC이며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고자 하는 목

적을 가지고 있고 2017년에 가동 예정이다. 러시아 학자들이 세

계 여러 곳의 가속기 연구소에서 연구해왔고 NICA를 건설하면

서 얻은 경험은 RAON 건설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한국 

학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핵 및 입자 물리 전반의 연구 

교류는 물론 매년 열릴 예정인 워크숍을 통해 RAON 건설 및 향

후 사용에 대해 양국의 학자들이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이르쿠츠크 대학 생물학과의 바이칼 호수 생태 

연구를 위해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부러진 나뭇가

지를 지시봉으로 사용했고 발표 도중에 지나가는 소와 말의 울

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워크숍이었다. 한대 침엽

수로 만들어진 통나무집에서 쏟아지는 별빛 아래 자는 것과 야

전병원용 텐트 안에서 등받이가 없는 긴 의자에 앉아 하루에 8
∼10개의 40분 발표를 듣는 것은 다시 해볼 수 없는 소중한 추

억이 될 것이다. 
8회 워크숍은 제주도로 예정되어 있다. 내년 워크숍도 잘 치

르길 기원하며 양국 과학계의 학술적 교류는 물론 민간외교로서

도 한 역할을 하여 양국의 우호 증진에 꾸준한 이바지를 하길 바

라본다. 연회 때 한-러-일 각국 노래 부르기가 호응이 아주 좋았

는데 내년 한국에서 열릴 워크숍에서는 노래방 기계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huiyoung.ryu@gmail.com)









11th Joint Workshop, St. Petersburg, Russia



12th Joint Workshop, Busan, Korea



13th Joint Workshop, Dubna, Russia



Future



Jump to the next level of 
cooperation 

Moscow, June, 2018













14th Joint Workshop, Yeosu (麗水), Korea
13, July, 2020 ~ 18, July, 2020





We invite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