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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流

과학 한류(韓流)와
UNIST의 꿈

UNIST,
과학 한류를
주도하다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 중 몇 가지만 열거하자면, 친환경

UNIST는 개교 이래 꾸준히 몽골, 베트남, 파키스탄, 가나

메모리 반도체 및 LCD디스플레이 수출 1위, 재료과학 분야 세계 4위 등 우리

에너지공학부 백종범 교수는 올 3월 유독물질을 이용해 복

등의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유학생들을 받아들여 왔다. 이들

나라 과학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새로운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UNIST도

잡한 과정을 거쳐 생산하던 기존 그래핀 제조 방법의 단점을

은 1학년 기초과정부부터 한국 학생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젊고 열정적인 교수진과 학생들의 노력으로 놀라운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며 이러한 흐름

극복하고 친환경적이면서도 저렴하게 그래핀을 대량생산하

UNIST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배우고 있다. 2010년에는 11명

에 한몫하고 있다. 과학 한류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UNIST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본다.

는 신기술을 개발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전문지 ‘미국

이었으나 2011년에는 19명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립과학원회보(PNAS)誌’에 소개됐다. 최근에는 조재필 교수

이러한 개도국 중심의 기초과정부 학생들과 함께 스페인, 중

의 연구팀이 양극소재 합성법으로 전극소재를 개발해 리튬

국, 인도 등에서 온 방문학생과 대학원생까지 포함하면 2012

이차전지의 충전시간을 2시간에서 1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년에는 9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UNIST에서 공부를 하고

신기술을 선보임으로써 화학분야 세계적인 학술지 ‘앙케반테

있다.

●

케미 국제판(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誌’에 ‘핫 페이퍼(Hot Paper)’로 실리는 영예를 안았다.

개도국들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기반 경제발전을 성공적
모범사례로 꼽으며 한국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및

세계 과학계를 놀라게 한 UNIST

UNIST의 글로벌 연구 브랜드 창조

자문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 과학기술계에서 한국의 역

_

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생들이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는 것도 일상사가 됐다. 올 4월 정문곤 학생(나노생명화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 정부의 산업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담

학공학부 4)은 세계적인 화학전문지 ‘케미컬 커뮤니케이션

당하고 있는 아다마과학기술대학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Chemical Communications)誌’에 ‘나노구조 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면서 ‘과학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

논문을 게재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올 6월 미국 물리학회의

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에티오피아

저명한 ‘응용물리저널(Journal of Applied Physics)誌’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장규 전 서울대 교수가 아다마과학기

학부 3학년인 서보정 학생(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의 논문이

술대학 총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에콰도르, 베

실렸다. 3차원 메타물질을 이용해 빛을 조절할 수 있음을 밝

트남, 튀니지, 멕시코 등의 개도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혀낸 연구결과였다.

지원 요청이 이어졌다.

또한 UNIST는 올 3월 융합연구원을 중심으로 학교의 연

이 같은 상황을 생각해볼 때 UNIST가 개도국 유학생들

구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KniF(Knowledge Intensive

을 받아들여 교육을 시키는 것은 한국 과학의 위상을 높이

‘한류’라는 용어는 지난 1990년대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중국, 대만 등에서 유행하기

Future) 2030’ 전략을 발표했다. KniF 2030은 연구전략

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UNIST에서 교육을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됐다. 2000년대 들어 한류는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

기획, 연구진흥정책 수행, 연구과정 관리, 연구성과 확산 등

받은 우즈베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터키, 베트남 등의 개

화 전체로 확산됐으며, 최근에는 과학기술 영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개

R&D의 전주기를 융합연구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

도국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그 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담

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까지 전 세계가 한국의 과학기술적 성과에 매료돼 우리나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전략이 추구하는 바는 분명하

당하는 핵심인재로 활약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우리나라가

라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다. UNIST의 글로벌 연구 브랜드를 만들고 동시에 국가 신

얻게 되는 이익은 상상 이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핵심 과학인

성장 동력 발굴과 원천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다.

재들은 한국에 우호적인 과학기술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한

_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이 세계 각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류의 위력

을 새삼 확인시켜주고 있다.

‘글로벌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표방하고 있는 UNIST도 과학 한류 형성에 한몫하고

국기술의 세계 표준화, 한국 기업과의 협력관계 증진, 자원외

있다. UNIST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젊고 열정적인 교수들과 학구열에 불타는 학
생들이 연이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세계 과학계에 신선한

과학 한류 전파할 외국인 인재 양성

바람을 일으켜 왔다. 특히 그래핀과 리튬이차전지 등 신소재와 친환경에너지 관련 분야

_

에서 세계 과학계의 트렌드를 주도하며 앞서나가고 있다.

축은 ‘외국인 학생들을 향해 활짝 열린 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 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UNIST 과학 한류를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04
+

05

Cover Story

Mini Interview
with 친환경에너지공학부 백종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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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야 할 과제들 많아

글로벌 스타 과학자 배출 기대

울대 홍병희 교수님을 비롯한 한국의 여러 교수님들이었기 때

_

_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과학

문이죠. 보통 노벨상은 이론적인 연구결과가 상용화로 가시화

라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선박 등이

기술 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의 질적

될 때쯤 수여되는데, 보통은 30년 정도 걸리는 그 기간을 한

세계 수출 1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 기반 상품의 경쟁

수준 및 기초과학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R&D 예산 규

국인들이 6년으로 단축해 버렸습니다. 현재 그래핀의 응용기

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모를 2012년까지 현 10조8천억 원에서 16조2천억 원으로 50% 증

술에서는 UNIST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또한, 제 35차 이태리 G8확대 정상회담의 기후변화포럼(MEF)

액하고 특히 기초원천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리고 전체 재료과학의 수준은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일본에

에서 ‘세상을 바꾸는 7대 기술’이 선정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했다. 이러한 전략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 계획이 바로 ‘국제과학비

이어 세계 4위입니다.

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CT)을 접목해 양방향 실시간 정보교

즈니스벨트’다. UNIST, KAIST, GIST, DGIST, POSTECH 등의

환과 에너지 최적화가 가능한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기술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육성방안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창조할

_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단기간 내에 이러한 성과를 낸

분야의 선도개발국으로 선정되는 등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수 있는 선도 연구와 지역산업을 주도하는 R&D 분야를 중점 지원

비결은?

그렇다면 과학 한류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일까? 우리나

그러나 이러한 성과만으로 세계 과학 한류가 하나의 ‘대세’로 자

하여 관련 핵심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는 한국인의 무엇이든 ‘빨리 빨리’ 하는 국민성이 부정적

리 잡았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응용과학의 발전과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UNIST는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인 측면도 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에는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

휴대폰, TV 등 몇 가지 히트상품의 선전만으로 과학 한류를 지속

과학기술 선도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에

각합니다. 한국 과학자들의 속도와 집중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원천 과학기술 연구에서의 성과와 기초소

드는 글로벌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발전하려는 원대한 목표를

영국과 같은 나라가 300~400년에 걸쳐 축적한 과학기술을

재 및 부품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 없이는 진정한 과학 한류라 말할

세워놓았다. 이 비전을 전 구성원들이 공유하며 현재에도 많은 교

단 50여 년 만에 따라잡았으니까 말이죠. 재료과학 분야에서

수 없다. 과학 분야 노벨상 ‘노 메달(No Medal)’의 안타까운 현실을

수들과 학생들이 밤낮으로 과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원천 과학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학부생 시절부터 세계적인 과학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함

_ 그래핀에 세계 과학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연구하시는 동료 교수님들이 수가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

무엇인지요?

고 이러한 위치에 오른 것은 우리 과학자들이 정말 열심히, 그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추격도 과학 한류에 위협적인 요소이

으로써 글로벌 스타 과학자가 될 가능성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아,

역사적으로 돌, 구리, 쇠 등의 소재가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

다. 중국은 꾸준히 첨단산업기술개발 프로젝트와 ‘211공정*’, ‘985

2030년까지 세계 최고 과학자 2명 및 글로벌 스타 과학자 10명을

대 등을 지배했듯이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한 소재는

공정*’과 같은 세계 수준의 대학 육성에 노력한 결과 2009년 기준

배출하는 일도 꿈만은 아닐 것이다.

반도체의 재료인 ‘실리콘’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를 지

리고 빨리 빨리 하신 결과입니다.

_ 과학 한류의 주역이 되기 위해 UNIST의 전략은?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 수는 17만 명(한국 2만 명), 연구개발(R&D)

언젠가 UNIST의 이름 없는 다리에 노벨상 주인공들의 이름이

배할 소재는 ‘탄소’라 봅니다. 탄소에서 ‘탄소나노튜브’나 ‘그래

UNIST는 지금까지 열정적인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력은 229만 명(한국 31만 명),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

새겨질 그 날이 오기까지 UNIST가 과학 한류의 원천으로서 세계

핀’과 같은 혁신적인 신소재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

세계적인 과학기술 수준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문 수는 13만 건(한국 4만 건)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해외 우수 과

과학계에 이름을 드높일 수 있길 기대해본다.

핀을 처음 세상에 알린 영국 맨체스터대학의 안드레 가임 교

과학기술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무서운 속도로 추격

학자들을 중국으로 유치하는 ‘천인계획*’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수와 콘스탄틴 노브셀로프 교수가 공동으로 노벨물리학상을

하고 있는 만큼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기술 수준으로 올라서

이러한 계획들을 통해 중국은 우주항공, 고속철도, 슈퍼컴퓨터, 심

수상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과학

해 잠수정 개발 등 각 분야에서 혁혁한 과학기술 성과를 이룩하
고 있으며, 세계 과학기술 분야에 그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기술 연구는 ‘장비 싸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 만큼 최첨단
* 2 11공정 _ 21세기를 대비해 세계적 수준의 100개 일류대학과
중점 학문분야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국가 프로젝트. 총
107개 학교가 선정돼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고 있다.

* 985공정 _ 일류대학 건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또 하
나의 국가 프로젝트. 정식 명칭은 ‘세계 일류대학 건설 프로그램’이지만 1998
년 5월에 개시됐기 때문에 ‘985공정’이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중국과기대, 청
화대, 북경대, 남경대 등 총 34개 대학이 대상이다.

* 천인계획 _ 중국정부가 2008년부터 앞으로 10여년간 해외의
우수 전문 인재들을 중국 국내로 영입하는 글로벌 전문영재 영입 프로그램.
현재까지 2200여명의 해외 고급 인재가 중국으로 영입됐다.

_ 그래핀을 포함한 재료과학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수준은?

장비에 대한 투자도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안드레 가임 교수와 콘스탄틴 노브셀로프 교수

또한 우리 학교가 지금처럼 개도국의 학생들을 데려와 수준

가 그래핀으로 노벨물리학상을 탄 데에는 한국 과학자들의 공

높은 교육을 하는 것도 과학 한류를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그

헌이 컸습니다. 이론적인 연구 차원에서 머물러 있던 그래핀

학생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마니아가 되어 본국에 돌아갔

06

을 대면적화함으로써 상용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바로 서

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07

+

Power Interview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현재 개도국 한국 방문단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됐습니다. 거의 매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원장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등 개도국 방문단이 본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과학기술 혁신이 핵심 역할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한국 과학기술 혁신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과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등에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연구기관 경영·운
영계획을 수립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정책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튀니지, 에티
오피아, 라오스, 네팔, 멕시코, 에콰도르 등과도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과학기술정책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과학 한류 지원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_

이러한 과학 한류가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현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바로 과학기술 한류를 지속시킬 수 있는 ‘철학’, ‘추진체계’, ‘재정’입니다. 저희는 과학 한류의 철학
으로 ‘홍익 ODA’를 내세우려 합니다. ‘홍익 ODA’는 자국의 이익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수혜국들에게 감동
을 주는, 감사와 환원의 ODA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국가별 상황에 맞는 장기적, 지속적 과학기
술 역량개발 컨설팅을 위해 ‘프로그램 단위 ODA’, ‘지속성을 담보하는 ODA’라는 우리만의 추진체계를 갖
는 것이 중요합니다.

UNIST처럼 개도국의 학생을 받아들여 교육 부문에서 과학 한류를 일으키려는 노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만의
독창성’으로
승부를 걸어라

그리고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지원책이 있는지요?
_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우수 과학기술인력 육성의 일반적인 유형이

었는데, 개도국의 우수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과학기술 글로벌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과 대학 차원의 외국인 학생 확대 정책 등으로 외국 특히
개도국 유학생이 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됩니
다. 또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을 자국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따른
정책지원도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원장

이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내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인적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아프리카 대학교수 초청 연수 프로그램, 교육공무원 및 초·중등 교사 연수 프로그램, 정부초청 장
학생 프로그램을 활용한 유학생 유치, 국립국제교육원(NIIED)의 현직리더 프로그램 연수생 유치 등이 있

●

개도국에 불고 있는 과학 한류 열풍으로 미래

습니다.

UNIST의 과학도들이 활동할 무대도 더욱 넓어질 전망이

*ODA :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lelopment Assistance)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지원하는 원조·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의
형태가 있다.

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원장으로부터 과학 한류
의 현황과 UNIST 과학도들에게 전하는 조언을 들어본다.

과학 한류와 관련해 과학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들려주십시오.
_

과거 우리 때에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과거보다 경제적·사회적으로 풍요롭고 개방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개개
인의 개성을 살리면서 다양한 인생 진로를 선택한다면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과학도로

현재 개도국에 불고 있는 과학 한류 열풍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까?

서는 좀 더 도전하고 개척하는 정신을 키우고 당장의 물질적인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모든 학문의 기본이

_

되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많이 기르시기 바랍니다.

최근 케이팝(K-Pop)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듯이, 과학 부문에서도

꾸준히 한류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한류의 공통점은 ‘한국만이 가진 독창성’입니다.

우리나라의 과학도들도 이제 시야를 넓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원조 공

우리나라는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공식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서, 60년대 이후 과학발전역사에는

여국이 됐고 한국의 과학기술 우수성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젊은 과학도들이 도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개발경험이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과학기술 인프

전적인 자세로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어디에서든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과

라를 더욱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왔다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연구에 있어 목표를 먼저 설정한 후 이

학도들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무대나 입지가 넓어진 만큼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언어 실력을 갖추는

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는 접근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이러한 독창적인 개발경험이 단기간 압축 성

일도 중요할 것입니다. 연구활동은 글로벌하게 하지만 어디서 연구활동을 하든 국가에 도움이 되는 과학

장을 추구하는 많은 개도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면서 과학 한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돼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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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Hot Issue

Explorer@UNIST

영국대학교류협력단
UNIST 방문

탐험! 미래 과학자의 꿈을 찾아서

글로벌 인재 교류에 박차를 가하다
영국대학교류협력단 UNIST 방문

2012 Explorer@UNIST

_

지난 9월 19일 영국의 6개 명문대학 총장 및 부총장

으로 구성된 ‘영국대학교류협력단’이 UNIST를 방문했다. ‘영국
대학교류협력단’은 한국 대학 교육과 학생 교류에 관심이 높은
6개 대학으로 ▲바스대학교 글리니스 브레이크웰 총장 ▲더럼
대학교 앤드류 딕스 연구부총장 ▲퀸메리대학교 에블린 웰치
대외부총장 ▲러프버러대학교 크리스 백하우스 대외부총장 ▲
세인트앤드류스대학교 말콤 맥클라우드 학장 ▲써리대학교 말
콤 본 샨트 대외부총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영국의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러셀그룹’과 ‘1994그

_

UNIST가 꿈 많은 고등학생들의 장래 진로 설정에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룹’의 회원대학으로, 연구 및 교수 분야에서 국제적인 평판과

라에서 왔으며 25%의 학생들이 비 유럽 출신입니다. 또한 우

역량을 자랑하고 있다.

리 대학은 세계 어느 나라든 진출해 그곳의 공공분야나 산업체

이날 영국 측 방문단은 UNIST, GIST, DGIST 등 3개 과학

와 협력하고 우리의 교육과 전문성을 전파하려고 노력합니다.”

기술특성화대학의 처장단과 UNIST 캠퍼스 투어를 함께 한

이어서 가진 UNIST 뉴스레터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뒤,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

“UNIST의 첨단연구기자재, 우수한 교원 등은 앞으로 세계적

생 및 교수 교류에 관해서 많은 사례 발표와 의견들이 오고 갔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할 만한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으며 영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사례를 공유하고 한-영 양국의

바스대학교와 UNIST는 연구중심대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

고등교육 국제화에 협력하며, 한-영 대학간 공동연구 시스템

고 세계적인 과학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UNIST와

을 구축하기로 했다.

의 협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글리니스 브레이크웰 총장은 영국의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해

함께 방문한 다른 총장 및 부총장들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

도움을 주는 ‘2012 Explorer@UNIST’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진로 탐색을 위해 과학 여러 분야에 관한 특강을

바스대학교의 사례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바스대학교

했다. 이처럼 이번 ‘영국대학교류협력단’의 방문은 한-영 대학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열린 이번 프로그램에서

듣고, UNIST 선배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과학실험 실습을

는 연구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우수한 인재

간 인재 교류와 양국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

고등학생들은 진로 탐색 특강을 듣고 모의면접을 체험하는 등

함으로써 과학도로서의 미래 생활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된다.

들을 영입합니다. 30% 이상의 교수들이 영국이 아닌 다른 나

걸음을 떼는 계기가 됐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런닝맨 산수 레이스’처럼 신나는 단체 게임이나 ‘잠재력 발현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밤’과 같은 장기자랑 시간도 흥미를 북돋운다. 무엇보다 입학사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615명의 학생들이 지원해 2대1의 경쟁

정관제 모의면접을 체험하면서 고등학생들이 장래를 위해 무

률을 기록했으며 입학사정관들의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325명

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미리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의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됐다. 이번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수

큰 혜택일 것이다.

도권이 전체 참가자의 40%인 129명,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김현기 학생(서울국제고 2)은 “입학사정관제 모의면접 체험

27%인 89명, 충청권이 12%인 40명이다. 이외에도 강원, 제주

과 선배와의 실험 실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UNIST와 입

등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UNIST로 모여들었다.

학사정관제에 관한 많은 것을 알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Explorer@UNIST’는 단순
한 학교 설명회와는 차원이 다르다. 고등학생들이 UNIST에서
대학생활을 미리 체험하게 함으로써 말로 설명하는 것 이상의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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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Hot Issue

나노생명화학공학부
민경태 교수

친환경에너지공학부
조재필 교수

다운증후군 치료의 길을 열다
지적장애 초래하는 핵심 유전자 기능 규명
_

나노생명화학공학부 민경태 교수 연구팀이 다운증

“원래 초파리 모델을 이용해 정신지체 요인들을 연구하다가

지적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8월

지적장애 치료법 개발에 좀 더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연

3일 세계적 권위의 분자생물학 분야 학술지인 ‘엠보 저널(The

구를 위해서 포유류 모델로 실험을 변경할 필요성을 느꼈습니

EMBO Journal)誌’에 게재되며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다. 그러나 제가 속해 있던 인디애나대학은 초파리 모델 실험

이달의 가장 주목 받는 논문으로도 선택되어 논평과 함께 전

에 대한 전통이 너무 강해서 포유류 모델 연구에는 제반 여건

세계 미디어에 발표되는 영예도 함께 안았다.

의 한계가 많았죠.”

연구팀은 여러 모델 시스템을 통해 자폐증과 연관된 취약 X

그러던 차에 UNIST의 최신 연구시설과 장비가 포유류 모델

염색체 증후군이 다운증후군과 서로 공동의 분자적·생화학적

실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귀국하기로 결심했다.

경로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민 교수는 “현재까지는

또한, UNIST 학생들에게 과학도로서 창의성을 키우는 법을

지적장애가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정신질환으로 여겨졌지만

가르쳐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한다.

발에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민교수는 22년 전 한국을 떠나 옥스퍼드대학에서 박사학위
를 받고 캘리포니아공과대학, 인디애나대학 등에서 생명공학

충전시간, 최대 120분의 1로 줄여

연구에 매진했다.

후군과 취약 X 염색체 증후군이 서로 같은 분자적 기작에 의해

지적장애에 대한 분자·세포학적 기작에 대한 이해는 치료법 개

전기자동차 1분이면 충전한다

※논문명_ 「Carbon-Coated Single-Crystal LiMn2O4 Nanoparticle
Clusters as Cathode Material for High-Energy and High-Power
Lithium-Ion Batteries」

그는 앞으로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협력 연구를 통해 다운증
후군뿐만 아니라 자폐증, 알츠하이머 등의 여러 지적장애를 치
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이러한 장애로 고통 받는 환자들
과 주위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_

친환경에너지공학부 조재필 교수 연구팀이 한 번 충

되는 단점이 있었다.

전에 2시간 넘게 걸리던 리튬이차전지의 충전 속도를 최대 120

연구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극소재 합성법을 개발해 전

배까지 높여 1분 만에 100% 충전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

극의 밀도를 높이면서(기존 나노소재 대비 1.4배 상승) 동시에

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개발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향후

수득률이 높고(기존 나노소재 대비 1.2배 상승), 화학적으로 손

한국이 세계시장을 주도해 이끌어 나갈 차세대 전지 강국으로

쉽게 합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전시간을 기존의 기술에

도약하는 밑거름으로 간주되고 있다.

비해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전극소재 원천기술개발에

이번 성과는 이상한 대학원생 등이 참여한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궈낸 쾌거로 화학분야

성공한 것이다. 이로서 향후 200억 달러의 리튬이차전지 시장
에 수백억 원의 수익창출이 예상된다.

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앙게반테 케미 국제판(Angewandte

조재필 교수는 “이번 연구는 현재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충·

Chemie International Edition)誌’에 지난 8월 8일 게재됐다.

방전 속도의 한계를 뛰어넘을 획기적인 사례이며 이 같은 방법

특히 이번 논문은 혁신적인 연구 결과와 이차전지소재 분야의

을 다양한 물질에 적용해 이차전지 전극물질 제조에 도입함으

파급효과를 인정받아 ‘핫 페이퍼(Hot Paper)’로 선정되는 영예

로써 1분내 완전 충전 가능한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개발에

도 함께 안았다.

한층 더 다가설 것”이라고 연구 의의를 밝혔다.

조재필 교수팀이 개발한 신기술은 리튬이차전지의 출력과

현재 조 교수는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의 최종목표인

용량을 동시에 획기적으로 높인 새로운 양극소재 합성법이다.

플렉시블 전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4차년도 연구를 시

일반적으로 이차전지용 전극소재는 분말 형태인데 이 분말 입

작으로 TF팀을 구성해 2주마다 세부과제별 미팅을 진행하며

자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충·방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지

각 연구부분의 진행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융합연구를

만 이는 곧 전극의 밀도를 떨어트려 전지의 용량은 줄어들게

강화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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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는 다양한 공간 규모에서

이명인

일어나는 기후의 변동성 및 변화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지구 기후가 어떻게
도시환경공학부

변할지, 태평양에서의 태풍활동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것인지,

교수

아니면 서울이나 울산의 미래 기후와 대기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등 이미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거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현재까지의 과학기술로는 정확하고 충분한 답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변화무쌍한 기후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비용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미래 기후에 대한 정확한 예측 정보는 이러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고급 정보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 중에는 NASA, 조지아텍, APEC기후센터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고해상도 전지구 기후예측모델의 개발과 태풍 시뮬레이션,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시
규모에서의 열섬 및 미래 기후환경 변화 예측모델 개발, 그리고 기상청이 지원하고 있는 계절 예측
시스템 개발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연구원과 공동으로 이산화탄소의 순환 예측이 가능한 전지구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학부의 여러 교수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Marco
Torbol

홍수, 산사태, 태풍, 테러 등의 위험요소가 도시기반시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측하고 그에 맞는

교수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지요. 즉 도시의 배수방식을 비롯해 배전설비, 고속도로 수송망, 철도망 그리고

제 연구는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위험요소를 계산하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쓰나미, 허리케인, 지진,

IT 네트워크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부생들에게 구조역학Ⅱ를
가르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공학특론을 대학원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조역학Ⅱ에서 모든
구조적 설계기법에서 쓰이고 있는 직접법에 의한 강성행렬의 구성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구조설계사가 되길 원하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방법입니다.

유통기한 없는
도시환경을 생각한다
도시환경공학부

●

도시기반시설공학특론에서는 지진의 원인, 지진의 특징 그리고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구조설계를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환경과 관련지어 도시의 브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강한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드를 만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예를 들어 담양은 ‘슬로우 시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와 건축회사에서는 지진지역을 포함한 세계 모든 지역에 내진 설계를 하고 있고,

티’, 청주는 ‘살기 좋은 도시’, 순천은 ‘친환경생태도시’라고 자랑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재입니다.

한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환
경을 꿈꾼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UNIST 도시환경공학
부는 ‘이상적인 도시’란 과연 어떠한 모습일지를 고민하고 있다.

도시 + 환경 + 공학
도시환경공학부는 도시환경 필수 교과목을 통해 전공에 대한 기초과정을 공부하고
▶ 환경분석, 수처리, 대기오염저감 및 토양복원 등을 다루는 첨단환경분석 및 제어공학

인류의 복지 향상을 지향한다

도시환경공학부는 情이다

▶ 기후변화, 지구환경, 환경모델링 등을 연구하는 기후변화 및 지구환경시스템공학

_

_

▶도시 인프라 시스템의 계획, 설계, 관리 및 건설재료를 연구하는 미래도시개발공학

인간의 활동은 우리의 생활환경은 물론 자연 상태를 아

도시환경공학부는 다른 학부에 비해 학생 수가 적기 때

▶재난 리스크 관리, 자연재난예측, 재난사후복구 및 도시기능복원 분야를 학습하는 재난위기관리공학

주 빠른 속도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 특히 대규모의 개발행위(댐

문에 친분이 두텁고 교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한 편이다. 소

의 건설, 도로의 건설, 매립, 공장의 건설, 광산개발, 도시의 건

수정예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질의를 하는 것도

이런 트랙들을 통해 도시환경공학의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고급인력의 양성이

설 등)는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켰다. 인간의 환경이용은 엔트로피

자연스럽고 그룹 스터디나 조별 토론 등도 활성화돼 있다. 소수정예

도시환경공학부의 목표이다.

(entropy)를 무한히 증대시켜 생태계의 동적균형을 깨뜨리게 됐고

이다 보니 수업에 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하면 교수가 바로 알아보실

이러한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는 인간의 적응능력의 한계를 넘어 이

수 있다는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한다. 그만큼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제는 인간의 생존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환

친밀한데 이런 분위기가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즐거운 마음

경오염과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서 그에 관련된

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원동력이다. 특히 도시환경공학부의 환경,

연구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자연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며

기후, 도시, 재난 이 네 가지의 트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인류의 복지향상을 구현하는 미

서도 다른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융합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래지향적 종합학문인 도시환경공학이 대두하게 된다.

하다보면 흥미로운 주제가 나오는 것이 매력이다.

1

도시환경공학부가 자랑하는 장비들
2

3

4

5

1.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 레오미터 : 유변물성(점도)을 측정
3. 원소분석기 : 미량 금속, 정량 금속 측정
4. 질량분석기 : 유기오염물질의 질량을 분석
5.UTM(Universal Testing Machine) : 건설재료

14

압축, 인장, 휨, 재료 역학적 특성을 측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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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

“

도시공학도,
그들의
트랙을
말하다

Q

환경공학도로서 사회에 대해 어

손민영 _ 구조물이나 건축물은 자연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영향을 주

떤 문제의식과 고민을 하고 있으

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자연친화적이고, 안전적이며, 효율적인 그런 기술력을 갖

며 장래에 어느 분야에서 활동을

춘 구조물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설계에도 관심이 있지만, 좀 더 정

하고 싶으세요?

밀한 구조 해석을 통해 다방면으로 발전된 건축물을 짓는 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정승후 _ 우리나라에는 재난관리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장 큰 이유

는 큰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안전 불감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만, 재난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항상 재난을 미리 준비해야
닥쳤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을 ‘인재’라고도 부르
는데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과 국가 정책이 재난에 대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했
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재난에 대해 잘 대
손민영
(미래도시개발 4)

정승후
(재난위기관리공학 4)

서지원
(첨단환경분석및제어공학 4)

백가현
(기후변화및지구환경시스템공학 3)

처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지원 _ 오염된 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인류가 발전을 하더라도 환경만큼은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Q
   

트랙을 선택한 이유와 융합 전공으로 기대하는

오염이 발생되는 것을 막고 또 오염을 직접적으로 처리해 ‘예전의 모습으로 환경을 돌려

효과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손민영 _ 미래 도시 개발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방면으로 심도 있는 연
   

서지원 _ 저는 1트랙은 첨단환경분석및제어공학

어 기반이 되는 의식주 중에 ‘주’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

을, 2트랙은 나노생명화학공학부의 나노화학공학을 선택

에 중요도와 필요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를 감

했습니다. 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구조와 특성을

싸고 있는 작게는 어떤 구조물부터 크게는 도시, 더 나아가

파악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화학지식은 필수적이라는 생각

전지구적환경까지 아우르는 학문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

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택을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특

인 나노기술을 환경 처리에 접목을 시킨다면 더 빠르고 효

히 전 건물 구조설계와 해석에 관한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율적인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노화학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환경변화를 배우고,

공학 트랙을 함께 선택하게 됐습니다.

구를 하면서 오염 물질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싶습니다.

   

백가현 _ 환경이나 기후에 대한 문제의식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홀히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앨 고어의 ‘불편한 진실’의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환경의 파괴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기후의 변화가 먼 미래가 아니라
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후에 대해 좀 더 깊은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세대를 걸쳐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는 만큼 제가 수행한 연구들이
후대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꿈이자 목표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좀 더 맞는 구조물의 설계와 해석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백가현 _ 1트랙은 첨단환경분석및제어공학으로,

2트랙은 기후변화및지구환경시스템공학으로 택해 공부를
   

정승후 _ 자연재해가 발생해 인명, 물적 피해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환경 트랙에서는 주로 대기, 수질, 토

일으키고 테러와 같은 인간에 의한 재해를 재난이라고 합니

양 등 다양한 매체에서의 오염정도를 최첨단의 장비로 분석

다. 재난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미

하고 공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고, 기후 변화 트랙에서는

국의 9.11테러나 허리케인 등의 재난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각 매체를 넘어서 범지구적인 시스템에서의 물질의 이동을

선진국인 미국의 피해를 보고 재난관리전문가의 필요성을

다룹니다. 환경을 분석할 때, 단지 국한된 매체나 국한된 방

실감하고 재난위기관리공학트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것

법이 아닌, 더 넓은 시야로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연구를

과 병행해 도시의 구조적인 미래도시개발공학을 선택했는

원합니다. 따라서 이 두 트랙의 융합은 저의 꿈을 실현시켜

데 도시계획, 교통계획, GIS 등을 공부해 재난관리에 효율

주는 동시에, 보다 폭넓은 연구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

적인 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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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I
주상훈 교수
전용석 교수
천재영 학생
조임현 학생

전화위복, 새로운 연구의 길을 열다
_

주상훈 교수와 천재영 학생은 탄소전극에 사

용될 나노다공성 탄소물질을 만들기 위해 소재를 합성
하는 실험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현미경 사진에서 이상
한 형상의 물질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메두사’의 뱀 머리 형상처럼 괴기스
러워 보였다.
주상훈 교수는 “처음에는 ‘우리가 잘못 만든 것이 아

1

닌가’, ‘기대하지 않았던 물질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천재영

(나노화학전공 석박사통합과정 2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현미경 사진을 자꾸 들여다

_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재학 중 UNIST의 여름

보니 이러한 메두사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나노다공성탄

연구장학 프로그램인 U-SURF에 참가한 것이 계기가 돼

소들을 서로 연결해줄 뿐 아니라 태양전지의 전극과도

UNIST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거의 바로

접착력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라

이 과제에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실험을 어떻게 기획하고

고 말했다.

설계하는지 잘 몰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행히 훌륭한

주상훈 교수팀으로부터 이 물질을 건네받은 전용석
교수와 조임현 학생은 수많은 실험과 테스트를 거쳐 마

교수님들 밑에서 실험 설계, 데이터 분석 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성과를 내게 돼 무척 기쁩니다.”

침내 나노메두사 형태의 탄소전극을 탄생시켰다. 이 탄
소전극은 기존 백금 소재 염료감응 태양전지와 비교해

메두사,
알고 보니
천사

●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염료가 태양빛에 감응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

도 성능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탄소

술을 응용한 태양전지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제작이 간단해 경제적이

사이의 연결고리(메두사 머리카락)으로 인해 전도성과

지만 소재로 사용되는 백금의 가격이 비싼 점이 문제였다. KIER-UNIST 울

접착력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징그

산 차세대전지원천기술센터의 교수, 학생 4인방은 융합연구를 통해 나노메
두사 형태의 탄소전극을 개발해 염료감응 태양전지 상용화 가능성의 문을 활
짝 열어젖혔다.

조임현

(에너지변환및저장전공 석박사통합과정 4년)

럽게만 보였던 ‘메두사’가 알고 보니 그들의 연구를 도와

_

“이러한 종류의 물질을 태양전지에 적용하는

준 ‘천사’였다.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백금을
사용할 때와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잘 몰

2

그들의 융합은 계속된다

랐던 분야에 대해 논문을 찾아가며 스스로 연구했던 경

_

전용석 교수는 “주상훈 교수와 KIER-

험이 앞으로 제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실

1. 주상훈 교수

UNIST 울산 차세대전지원천기술센터에 함께 소속되어

험할 때 정리를 잘 못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교수님들이

2. 전용석 교수

융합연구를 하게 된 것은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융합’

꼼꼼하게 정리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많이 배웠습

이라는 기회가 없었더라면 굉장히 훌륭한 파트너가 가까

니다.”

태양전지 상용화 앞당길 연구
지난 7월 20일 KIER-UNIST 울산 차세대전지원천

저희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탄소물질은 서로 뿔뿔이

기술센터의 UNIST 교수·학생 4인방이 1년간 똘똘 뭉쳐 연구

흩어지려는 성질이 있어서 투명전극과의 접착력이 좋지 않아 태양

한 성과가 세계적인 화학 저널인 케미컬 커뮤니케이션(Chemical

전지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죠.”라며 처음 이

Communications)誌에 표지 논문으로 실려 큰 화제를 불러 모았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_

3. 메두사 머리 형태의
나노다공성 탄소물질

이에 있었는데도 모르고 지냈을 뻔했죠.”라고 밝혔다.
그들의 융합연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 탄소

다. 주상훈(나노생명화학공학부), 전용석(친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
와 UNIST 석박사통합과정을 밟고 있는 조임현(에너지변환및저장

그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융합연구에서 찾았다. 소재 개발 분

물질은 태양전지 외에 다른 에너지 변환 디바이스에도

전공 4년), 천재영(나노화학전공 2년) 학생이 이 연구의 주역들이다.

야에서 이미 많은 성과를 낸 주상훈 교수와 의기투합해 새로운 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은 염료감응 태양전지 전극 소재로 이용하는 백금을 값싼

소전극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를 돕기 위해

도 계속 머리를 맞대고 후속연구를 해 나

탄소로 대체한 새로운 탄소전극을 개발했다. 이처럼 백금 대신 가

UNIST 석박사통합과정의 조임현, 천재영 학생이 투입돼 환상의

갈 계획이다. 이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차

격이 약 100분의 1 정도로 저렴한 탄소물질을 전극에 사용한다

연구팀 4인조가 탄생했다. 그들은 학부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연구

세대 전지 원천기술이 한 단계 더 높은 차

18

실을 내 집처럼 드나들며 지난 1년여 간 공동연구에 매진했다. 아무

원으로 도약하길 기대해본다.

19

면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제조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전용석 교수는 “백금을 값싼 탄소물질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리 바쁘더라도 매주 한 번씩 모여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

People II
서판길 교수
문효열 연구원

더 빠르고 더 안전한 항우울증 개발 기대

장기간 운동의 효과에서 힌트 얻다
_

나노생명화학공학부 서판길 교수 연구

팀은 장기간의 운동에 의해 변화하는 체내 단백

울제에 민감한 대뇌 변연계의 구조인 해마 부위에서 MIF(Macrophage

질이 일련의 신호전달 과정을 거쳐 우울증을 완

Migration Inhibitory Factor)의 발현양이 증가하는 것을 조직 면역 염색

화시킨다는 분자적 기작을 밝혀냈다. 한국연구재

법으로 확인했다.

단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연구는 지난 7월

MIF는 패혈증, 당뇨병,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다양한 생리현상에 관여하

23일 세계적인 저널인 PNAS誌(미국립과학원회

는 다면발현성의 사이토카인이다. 사이토카인이란 신체의 방어체계를 제

보)에 온라인 속보로 소개됐다. 또한 신경과학분

어하고 자극하는 신호물질로 사용되는 당단백질을 말한다. MIF는 특히 면

야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 리뷰(Nature

역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MIF가 뇌에 발현되고 기능을 할 수 있

Reviews Neuroscience)誌’ 9월호에 연구결과가

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알려졌다.
또한 연구팀은 동물실험에서 MIF를 뇌에 주입했을 때 항우울 효과가

소개되어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전부터 우울증의 원인 유전자를 찾는 연구

나타나고, MIF 유전자가 결핍된 동물에서는 운동에 의한 항우울 효과가

는 많이 보고됐다. 하지만 운동 유전자와 우울증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MIF 유전자는 우울증 환자에게 감소

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는 제한적이었으며 운동이

되어 있는 뇌유래 신경영양인자(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와

뇌 기능과 정신건강 향상에 어떻게 작용해 우울

신경전달 물질 중 세로토닌을 상향 조절해 우울증 치료에 영향을 준다는

증을 완화하는지를 명확히 밝히지는 못했다. 이

것을 확인했다.

에 더해 현재 쓰이고 있는 항우울제도 약 65% 정

서판길 교수는 “MIF의 동정은 운동에 의한 항우울제 효과를 분자 수

도의 사람에게만 그 효과를 보이고 있고 약 복용

준에서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는 운동의 효용성의 매커니

기간도 수주에서 수개월로 장기간이며 신체의 다

즘을 밝힐 뿐 아니라 기존 약물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새로운 우울증 치

른 부위에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보고들이 많이

료 및 항우울제 개발에 주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입니다.”라고 이번 연

있어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른 시간에 효과를 볼 수

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있는 새로운 항우울제 개발을 위한 표적이 필요
왼쪽부터 서판길 교수와 문효열 연구원

●

다시 말해 MIF 유전자는 이미 뇌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적으로
한 약물 개발은 기존 항우울제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한 실정이다.

밝혀 낸 것이 이번 연구의 큰 성과라 하겠다. 이번 연구결과가 우울증과 같

운동하면
우울증 사라진다
나노생명화학공학부 서판길 교수 연구팀

연구팀은 장기간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우울증, 항우

_

은 정신질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찾아줄
수 있는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

MIF

CD74

MIF

지난 런던 올림픽! 우리 국민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금메달

소식만큼 흥미로운 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운동하면 우울증이 사라

��

TPH2
BDNF, ����

나타나는 분자적 기작을 처음으로 밝혔으며, 우울증 치료에 획기적
인 전기를 마련한 서판길 교수 연구팀.
9월호에 소개되는 등 지금, 그 연구 결과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 ����

MAPK

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운동과 항우울 효과 사이에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리뷰(Nature Reviews Neuroscience)誌’

RhoA

MIF 단백질이 일련의 신호전달 과정을 거쳐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분자적 기작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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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III
최남순 교수
구본재 학생

현대문명의 필수요소, 리튬이차전지
_

리튬이차전지는 노트북과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MP3 Player, PDA, 휴대형 게임기 등의 휴대용 전
자기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주 및 항공 분야의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리튬
이온 이차전지는 모바일IT와 미래형 자동차 분야의 용도에
최적의 특성을 갖고 있다. 리튬이온 이차전지가 이 두 분야
에서 적합한 까닭은 특정 충전상태의 범위에서 간헐적이고
도 반복적인 충전에도 성능 감소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 리튬이차전지 실리콘 음극소재의 성능을 개선한 신기
술이 구본재(친환경에너지공학부 4)학생의 주도하에 개발됐

다. 아직은 학부생이고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번 연구로 고에너지밀도를 요구하는 전기자동차 등에

이었지만, 점층적으로 이 분야를 연구하고자 하는 각오를 다

사용되는 리튬이차전지의 충전 용량 개선 기반이 마련된 것

지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다.

“포스터 발표는 제가 포스터 앞에 서서 관심을 가져주시
는 분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졸업반인

2년간 여정의 결실

저에게 연구에 대한 열정을 높이는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_

이번 연구는 2010년 6월경에 시작됐다. 그로부터

이 모두가 최남순 교수님의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12년 1월에 마무리됐고 검증의 시간을 가진 뒤 지난 7월

구 학생의 경험에 양질의 거름을 준 학문의 멘토가 바로 최

29일 구본재 학생은 세계적인 화학지 앙케반테 케미 국제판

남순 교수였다.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誌에 자신
구본재 학생과 최남순 교수

스승과 제자의
시너지, 인류의
에너지로 발전하다

의 이름을 올렸다. 구 학생은 그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표현

멘토 최남순 교수를 만나다

을 썼다. 결코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었고 든든히 받쳐주는

_

최남순(친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와 실험실 연구팀이 있었기

와 학생으로 시작됐다. 당시 최남순 교수는 UNIST에 임용

에 가능했다고 강조한다.

된 직후였고 구 학생은 기초과정부를 마치고 친환경에너지

구본재 학생과 최남순 교수의 첫 만남은 지도교수

무엇보다 UNIST와 최남순 교수의 지원에 힘입은 국제리

공학부를 전공으로 택한 시점이었다. 실험실 구축이 시작되

튬전지학회(IMLB 2012)와 한국전기화학회 참석, 삼성SDI

는 시기였기에 실질적인 연구개발은 진행하기 어려웠다. 그

에서의 경험 등은 구 학생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줬

때 최 교수는 삼성SDI에서 위탁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다고 한다.

연구팀과의 협업을 위해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과 함께 회사
에서 일할 것을 제안 받았고 이에 구 학생과 1주일 동안 삼

국제리튬전지학회를 가다

성SDI로 출근해 연구를 진행했다.

국제리튬전지학회는 전 세계 리튬전지 관련 전문

“이 기간 동안 구본재 학생은 이차전지 전문기업에서 전문

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장 큰 학회이다. 학부생으로서 그

연구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차전지에 대한 기초지식부

Chemie International Edition)誌에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명은 ‘A highly crosslinked polymeric binder for high-

런 학회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는데 포스터 발

터 응용기술을 익히고 관련 장비들을 사용하는 등 의미 있

performance Si negative electrode in Li-ion batteries_리튬이차전지용 고성능 실리콘 음극실현을 위한 형성기억형

표까지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뿐만 아니다. 4월에는 한

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실험실 연구에 참여해서

그물구조 고분자’ 로 리튬이차전지의 성능 개선에 대한 내용이었다.

국전기화학회에 참석해 같은 분야의 전문가 및 연구원들과

학점을 이수해야하는 UNIST의 연구인턴십은 본 연구결과

소통하며 이 분야에 대한 자신의 흥미를 끌어올렸다고 한

를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_

●

지난 7월 29일, 구본재(친환경에너지공학부 4) 학생이 세계적인 화학저널인 앙케반테 케미 국제판(Angewand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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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_

고등학교 2학년 때, 충남 태안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검게

변한 바다를 보고 돌에 끼인 시꺼먼 기름을 닦아내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
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공학자의 꿈을 가지며 학창시절을 보낸 제가
UNIST 개교 첫 해에 입학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UNIST는 무전공 입학, 융합
전공으로 여러 분야의 공학에 대한 적성과 흥미를 알아볼 수 있으며 또 한가지는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 대학’이라는 UNIST의 비전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
이번 성과는 실험실 연구팀의 든든한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싶은 제 인생의 목표와 일맥상통했기 때문입니다.

시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_

_

“이번 연구를 통해 특히 연구에 임하는 자세를 가장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윤

에너지 자원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등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 이를 해결하는

리에 어긋나지 않게 도덕적으로 연구에 임하고, 여러 가지 일을 꼼꼼히 챙기며 진행하시는 모습은 제게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꿈입니다. 기초과정부 1학년때, 화학공학에 흥미

큰 귀감이 됐습니다. 또 연구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점들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지도해 주셔서 연구

를 갖게 되어 친환경에너지공학부를 지원했습니다. 학부 소속이 된 후에, 심도 깊게 전공

에 대한 제 의욕을 끓어오르게 하셨습니다.” 구 학생은 연구 관련 대화만큼이나 최 교수로부터 인생 상

분야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이차전지에 관심을 갖게 됐고 지도교수님이신 최남순 교수

담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구 학생이 하는 고민들은 대부분 최 교수가 알고 있었고 진로결정에 결정적인

님을 만나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연구가 이번에 큰 결실로 맺게 됐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이번 성과에 대해서 최 교수가 구 학생에게 하는 조언은 간단명료하다. 칭찬도 아

습니다.

니고 격려도 아닌 ‘시너지’를 강조한다. “연구결과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기까지 자기스스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료, 선후배와의

연구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연구결과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

_

니다. 또 연구 분야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분야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도출

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향한 걸음이자 진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경험이라는 생각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구본재 학생

많은 학부생들처럼 학부의 공부와 실험을 병행하는 것이 다소 벅찬 느낌이 들

을 하니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전기화학회에서 주최한 이
차전지 인력양성교육에 참석해 이차전지분야의 교수님, 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
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을 통해 학교, 회사, 연구소 등이 어떻게 연

A highly crosslinked
polymeric binder
for high-performance
Si negative electrode
in Li-ion batteries
3차원 그물구조의 형상기억형
고강도 고분자와 고용량 실리콘
입자가 결합한 이미지

구를 진행하고 있는 지, 또 어떠한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제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연구의 열의 또한 향상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끔 해주신 최남순 교
수님 덕분입니다.

미래의 꿈을 이야기해주세요
_

인류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고갈시대를 대비해 대체 에너지
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학문적 동행선상의 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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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ene

Research
UNIST
KniF 2030

신형준 교수

꿈의 신소재
그래, 그래핀이다
미래도전과제_ 권순용 교수팀

권순용 교수

박기복 교수

차세대 대표하는 소재 그래핀
2004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안드레 가임 교수팀이 처음 분리에 성공

_

하면서 화려한 등장을 알린 그래핀. 이후 소재로서 지닌 탁월한 전기적,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실험을 통해 밝혀지며 학계와 산업계의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권
순용 교수는 “그래핀은 미국 물리학회에서 ‘미래 정보기술을 바꿀 가장 주목할 만
한 신소재’로 소개됐고, 그래핀 트랜지스터의 경우 ‘MIT 선정 10대 유망기술’에 포
함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핀 자체가 가진 우수한 전기적,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성질은 디스플레이, 에너지, 복합소재 등 다양한 산업분
야에 적용 가능해 대규모의 시장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그래핀 산업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라며 이번 프로젝트의 배경을 밝혔다.

삼위일체의 팀워크
권순용 교수팀의 프로젝트명은 ‘차세대 광전소자용 고품위 그래핀 초정

_

밀 제어’이다. 쉽게 말해 그래핀의 면적을 넓히고 특성을 높이는 연구이다. 권순용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있고 신형준, 박기복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있다. 이번 프로
젝트는 엄밀히 재료, 소자, 물성의 세 개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역할분담이 절묘
하게 맞아 떨어졌다. 권순용 교수가 재료를 만들고, 박기복 교수가 소자를 구현하
고, 신형준 교수가 물성을 파악한다. 이른바 삼위일체이다. 단지 연구에 대한 열정
이 아니라 팀워크도 중요하다는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의 분위기는 각별하
다. 권 교수와 박 교수는 UNIST 개교 초창기 멤버로 동고동락했고 신 교수는 권
교수와 절친한 선후배 지간이다. “각자의 분야가 다르기에 의견충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묘하게 상호보완이 가능한 팀이라서 항상 서로에게 배운다는 마음가
짐으로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KniF 2030, 동기와 에너지를 부여하다
_

권순용 교수 연구팀

예전부터 그래핀 연구에 대한 뜻이 있었지만 그 열정을 현실화하기 위

지난 6월 1일부터 UNIST의 지원 하에 본격적인 KniF(Knowledge Intensive Future) 2030의 미래전략과제가

시작됐다. 현재 미래 전략과제(집단) 4팀과 창의혁신과제(개인) 7팀은 UNIST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연구경쟁력을 극
대화하고 있다. 권순용·신형준(기계및신소재공학부), 박기복(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팀은 ‘차세대 광전소자용 고품
위 그래핀 초정밀 제어’에 관한 미래도전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꿈의 신소재 그래핀을 UNIST의 글로벌 연구 브랜드로 부
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그래핀(Graphene)은 흑연에서 벗겨낸 한

겹의 탄소 원자 막으로서 원자들이 6각형 벌집구조
로 결합된 나노소재로 두께가 탄소 원자 하나, 즉
0.35나노미터(㎚)에 불과한 세상에서 가장 얇은 물질

한 동기가 필요했다. 마침 UNIST는 KniF2030을 발표,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과

이지만 강도가 강철의 200배나 되는 강한 물질이다.

제 신청을 받았고 이에 권 교수는 전부터 뜻을 함께한 교수들과 팀을 결성해 신청

또 전자 이동도가 실리콘의 140배, 열전도율과 허용

했다. “그래핀의 고부가가치적인 잠재력을 본다면 이는 학교의 큰 자산이 될 것이

전류 밀도는 각각 구리의 100배와 1,000배에 달한다.

며 나아가 UNIST의 글로벌 브랜드화에 일조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무
엇보다 학교의 고가 장비와 연구비 지원은 연구의 집중도와 속도를 높이게 한다.

●

그래핀(Graphene)

_

확실한 동기와 든든한 지원이 따르니 프로젝트에 탄력이 붙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 초고속 반
도체 소자, 고효율 태양전지, 투명전극, 웨어러블 컴
퓨터 등 다양한 전자·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꿈의 소재로 불린다. 상용화가 이뤄지려면 대

“그래핀이 가질 수 있는 우수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들로 인해 많은 학자들이

량 생산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 난제들이 산적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 우리 팀만의

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래핀의 응용·기술 연구

독창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꿈의 신소재 그래핀의 발전, 기대하셔
도 좋습니다.”

에서 활발한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어 향후 관련시장

26

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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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ium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 특강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
2

소명의식을
가져라
●

3

리더란 단순히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소명의식
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맥
킨지(McKinsey & Company) 한국사무소 최원
식 대표의 특강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
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1

리더십이라는 것은
_

탁월한 리더가 되려면

세계적인 컨설팅회사 맥킨지는 2012년 7월 2일 서울사무소 신임 대표에 최원

_

식씨(46세)를 임명했다. 맥킨지가 1991년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한국인 대표가 탄

기술은 조금 시간을 들여 연마하면 되지만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

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최 대표는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기계항공우주학을 전공

하기 때문이다. 즉, 리더는 상벌체계와 지시체계를 명확히 하여 따르는 사람들의 존경을 얻어야 하고 따

하고 펜실베이니아대 경영전문대학원 와튼스쿨을 졸업했다. 그는 국내 기업이 인수합병
(M&A)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프로젝트를 주로 수행한 전문가로 활동했다.
UNIST는 지난 9월 6일 최원식 대표를 초청해 제1공학관 205호에서 ‘이 시대가 요구
하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한국인으로서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의 리더
가 된 그에게 리더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는 알렉
산더 대왕, 진시황, 처칠, 간디 등 역사 속 리더들에게서 리더십의 본질을 발견하려고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
- 1997
Honeywell Inc. 프로젝트 엔지니어
I-text.com Korea Inc. CEO 역임
1997 - 현재
맥킨지 입사, M&A 전문가로 활동
2008 - 2009
독일프랑크푸르트 아시아하우스 근무
2012. 07. 02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 임명

리더십에 대해 알았다고 해서 바로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식은 간단히 얻을 수 있고

노력했으며, 톰 피터스, 잭 웰치 등 저명한 경영학자의 저서를 수도 없이 읽으며 리더십

르는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호감을 얻어내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좋은 리더가 될
1. 빈자리가 없이 특강의 열기는
뜨거웠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라면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리더를 단순히 직업이나 경력

2. 역사 속 리더들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최원식 대표

의 일부로 파악해서는 안된다. 직업이란 단순히 소득과 자기 만족을 얻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물론, 훌
륭한 리더가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 승진을 빨리 하거나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있겠지

3. 함께 특강을 진행한
송승헌 파트너

만 그것이 리더의 필수요소는 아니다.

4. 명사 최원식 대표, 송승헌

그렇다면 리더가 가져야 할 소명의식이란 무엇인가? 최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명의식이란

파트너와 특강 기념 촬영

을 연구해 왔다고 한다.  
그 결과 위대한 리더가 가져야 할 것은 비전, 에너지, 섬기는 자세, 가치 중시 태도,

수 없다.

자신보다 더 높은 힘과 권위가 있는 누군가, 예를 들면 절대자로부터 가치있는 일을 부여 받아서 한다
4

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인생 목표와 인류애를 실천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일치시키는 것이

아이디어 등임을 알게 됐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리더는 민주적이어야 하고 협조를 잘 해

소명의식입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부자가 되든, 돈 한 푼 벌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 일이 가치 있기 때문

야 하며 남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에 하는 것이지요.”

“요약하자면 리더십이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아주 특별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독

최 대표는 리더십을 연구해본 결과,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삶에서 최상의 만

28

창적인 방법을 고안해 사람들이 그것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

족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UNIST의 과학도들에게도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

29

더십은 기업이 혁신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어줄 것을 당부했다.

+

UNI★STARⅠ
1. 대마도 와타즈미 신사 도리 앞에서
2. 박제상 치산서원

충절 순례단
역사 탐방

3. 미나토 해변가의 박제상 순국비
4. 최초의 조선통신사, 충숙공 이예 선생

節

그 숭고한 역사를 되짚다

충
절
忠

5. 이예 선생 공적비가 있는 원통사

2

충절의 순례에 관심을 가지다
_

평소 ‘여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지만, 이번 여름방학은 계절학기 수강으로 포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우연히 ‘대마도 충절 역사순례’라는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고, 2박 3일의 짧은 일정
에 울산을 대표하는 신라충신 박제상과 최초의 조선통신사 이예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 있어 망설임 없
이 지원하게 됐다.  
이번 충절순례는 시티버스를 타고 박제상 유적지인 치산서원을 둘러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치산서원은 신
라의 충신 박제상과 그의 부인을 기리기 위한 사당이다. 박제상은 눌지왕(訥祗王) 즉위 후 고구려와 일본에 볼모
로 잡혀 있던 두 왕자를 구출하기 위해 두 번의 모험을 감행했다. 고구려에 잡혀 있던 복호를 구출해 귀국시키고
일본으로 건너가 미사흔을 탈출시켰으나 결국 자신은 붙잡혀 심한 고문 끝에 불에 태워지는 참형을 당해 숨졌다.
한편 박제상의 부인은 두 딸과 함께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됐다고 한다. 그런 사연을 들으니 치산서원에 뜻
모를 슬픔과 숭고한 기운이 느껴졌다. 다음은 충숙공 이예 선생을 모시고 있는 석계서원. 2010년 올해의 외교 인
물로 선정된 이예 선생은 최초의 조선통신사로 44년 동안 일본을 40여 차례나 방문해 왜구에게 끌려간 조선인
667명을 구출한 대일전문외교관이다. 석계서원은 1737년에 학성이씨 시조 충숙공 이예 선생의 학덕과 덕행을 기
리고자 지은 서원으로, 서원 안에는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외교 문제가 있는 상황
3

에서, 무려 600년 전에 전문 외교관으로 활약한 그분의 기지와 용기가 크게 와 닿았다.

한국을 닮은 대마도
_

이튿날 아침 대마도로 향하는 배를 탔다. 50여 분이 걸려 도착한 대마도의 히타카츠항은

한국의 어촌 같은 투박함과 정취가 있었다. 입국수속을 마치고 역관사순비, 임진왜란출항지를 둘러

4

보고 박제상 순국비로 향했다. 박제상의 충절과 그를 기다리다 망부석이 된 부인의 설화에 숙연함이
더해졌다. 이어 일본 해수욕장 100경에 드는 미우다 하마를 둘러보고 이예 선생의 공적비가 있는 원
통사를 방문했다. 원통사는 조선통신사인 이예 선생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조선통신
사로 일본을 방문하는 길목엔 늘 대마도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를 기리기 위한 ‘통신사 이예 공적비’

●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 알려

가 지난 2005년 원통사에 건립됐다. 이밖에 대마도에는 애국지사 최익현 선생의 순국비가 있는 수선

진 울산. 하지만 울산은 울주 8경을 비

사, 비련의 덕혜옹주 결혼 봉축비, 조선통신사접우노지비와 금석정, 일본에 춘향전을 소개한 나카라

롯한 관광명소와 다양한 문화유적이

이토슈의 문학세계가 담겨있는 나카라이토슈 문학관 등 한국과 관련된 역사적 흔적들이 곳곳에 남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방학을 이용해

아있었다. 특히 와타즈미 신사는 다른 신사의 도리가 모두 동경의 황궁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데 반

UNIST가 속한 울산에 대해 알아보다가

해 유일하게 가야국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

울주군 두동면에 신라시대 충신 박제상

5

의 치산서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특
히, 박제상의 발자취가 대마도에 남아있

충(忠)과 예(禮)를 경험하다

다는 사실에 큰 호기심이 일었는데, 이

_

런 호기심으로 떠난 역사순례가 마지막

운 때문이었으리라. 사실 처음에는 그저 ‘여행’의 기분으로 시작했었다. 하지만 울산의 치산서원, 석계

엔 충(忠)과 예(禮)에 대한 감동으로 남

서원 등을 둘러보고 배를 타고 대마도의 곳곳을 둘러보는 동안 나도 모르게 역사의식이 마음 한 곳

았다.  

돌아오는 배 안은 처음처럼 배멀미가 느껴지지 않았다. 아마도 짧지만 강렬했던 여행의 여

에 자리를 잡은 기분이 들었다. 이번 역사 탐방은 UNIST가 속한 울산의 유적들을 재고하는 계기가
글. 권지민 (테크노경영학부3)

1

됐으며 충(忠)과 예(禮) 같은 전통사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소중한 기회가 됐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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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ARⅡ

인문학 페스티벌 테마별 강의
인문학 페스티벌

융합의 싹,
햇살과 물과 거름을 받다

‘인문학 페스티벌 2012’

테마

아이작 뉴턴(1642~1727)은 과학자였을까, 철학자였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면 대부분

강사

음악

아리랑이 재즈와 만나서 클래식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이종은 UNIST 기초과정부 교수

미술

융합 소통 참여
- 현대미술의 창의적 실체

백경미 UNIST 기초과정부 교수

연극

연기와 발견

김철홍 중앙대학교 교수

영화

한국에서 SF영화 기획하기

윤창업 PD/문와쳐 대표이사

역사

근대 유럽 세계의 형성

문수현 UNIST 기초과정부 교수

과학과 기술을 예술로 통합하는
미래 디자이너

김관명 UNIST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교수

디자인

●

커리큘럼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당연히 과학자 아니겠냐고. 사실 뉴턴

3
3. 연주곡에 대한 역사적 해석 중인 음악테마강의

은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였다. 이처럼 창의적인 과학자 중에는 인문학에도 통달한

4. 소통의 장을 연 토크&콘서트 시간

이들이 많았다. ‘인문학 페스티벌 2012’는 오늘날 과학도들에게 인문학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과학기술

5. 현대 미술을 통해 융합 소통을 배우는 미술테마강의

과 인문학의 행복한 ‘융합’을 꿈꾸는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1

2

4

현대의 핵심 키워드, 융합

살아 숨 쉬는 인문학의 향연

_

_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공감-인문학 페스티벌 2012’가 지난 7월 12일부터 삼일간 UNIST 캠퍼

하고 있다
2. 유호식 교수가 자서전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번 인문학 페스티벌은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역사, 디자인 총 6개의 테마로 진행

스에서 UNIST, KAIST, POSTECH, GIST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 재학생과 전국 영재학교, 과학고 재

됐다. 한 테마당 학생 3~40명이 참가했으며 학생들은 첫날 있었던 테마별 강의 후 각 테마에

학생 등 2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UNIST 조무제 총장은 개회식에서 유명한 물리학자이

맞는 활동 참여와 발표준비로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자 철학자였던 뉴턴과 최신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서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UNIST 석좌교수인 이면우 교수의 강의가 있었다. ‘대학생활의 화두’라는 주

고 강조했다. 또한 “에코 캠퍼스 UNIST에서 여름휴가를 온 기분으로 이번 페스티벌을 편안하고 즐겁게

제로 진행된 이 특강은 “어디로 가는 배인지 모를 때에는 노를 젓지 말아라.”, “가슴이 울렁

즐겨주기를 바라며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상상력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일을 하라.” 등 많은 명언을 남기며 학생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신선한 시간이었다는 평

행사는 인문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나에 대한 고찰로 문을 열었다. 유호식(서울대 불어불문학과)
1. 한 학생이 ‘자아’에 대한 질문을

5

을 받았다.

교수는 ‘자서전’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자서전의 역사적인 의미와 변천사, ‘자아’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법

이번 페스티벌에 참여했던 이인영(KAIST 생명공학과 2) 학생은 “다른 과학기술특성화대

32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저녁 시간에는 좀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슬로우준의 사회로 진행된 ‘

학 및 과학고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연구실과 실험실을 벗어나

33

토크 & 콘서트’에서는 가수 캐스커와 한희정의 유쾌한 음악이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2박 3일간 풍성한 인문학의 향기를 맡으며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

Global UNISTⅠ

Lab투어를 떠나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라
_

“UNIST는 3학기제라 1학기 끝나고 여행 성수기를 피해 여유롭게 한 달간 Lab

Peter Parker 교수

이효정

신경진

고혜정

투어를 다녀올 수 있었죠. 여행 떠날 생각에 한 달 전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우리의 일탈과
당신의 일상이 만났을 때
그녀들, 랩투어를 떠나다

게다가 학교의 해외연수 지원프로그램 덕분에 여행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이효정(나노생명화학공학부 4) 학생은 Lab투어를 처음 계획했을 때를 떠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일반 여행이었으면 시간 있겠다, 돈 있겠다, 이제 떠나는 일만 남

3

았다고 생각했겠지만 Lab투어는 약간 달랐다. 항공권도 예약을 다 해놓아야 했고 방문

“그녀들에게 Lab투어는 ______이다”

해야 할 학교들의 Lab과도 미리 접촉해야 했다. 그 Lab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파악
하고 세계적인 석학들과 미리 미팅 약속을 잡는 일도 필수였다.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
1

빈책장_고혜정(도시환경공학부 4)

과제 하랴, Lab투어 준비하랴, 학기 말이 쏜살같이 흘러갔다.

나에게 이번 Lab투어는 ‘빈 책장’이다. 빈 책장을

2

●

2년 전 배낭 하나씩을 메고 함께 태국으로 떠났던 때는 낯선 곳에 가서 함께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하지만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4학년이 된 지금. 2년 만
에 떠난 여행은 예전과는 사뭇 달랐다. 고혜정, 이효정, 신경진. UNIST의 세 단짝 친구들이 여행
과 학업의 열정을 병행하며 치열하게 치러냈던 한 달 간의 Lab투어에 대해 들어본다.

1. 마음만 먹으면 세계가 우리 손안에

보면 책들로 가득 채우고 싶은 생각이 생기듯이

스펀지처럼 흡입하고 지적 호기심을 발산하라

Lab투어를 다녀와서 알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_

처음 그들이 당도한 곳은 홍콩과기대였다. 홍콩과기대는 UNIST가 벤치마킹

들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Lab투어를 다녀온 후,

을 한 곳으로 이번 Lab투어의 시작이었다. 홍콩과기대는 과학기술 연구중심대학이라

책도 더 많이 읽고,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려

는 점, 인문예술, 윤리 등 인문학 통섭교육을 한다는 점, 영어수업을 한다는 점 등에서

고 한다.

UNIST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세포신호 전달체계에서 혁신

Jumping_이효정(나노생명화학공학부 4)

적인 발견을 한 웡용호우(Wong Yong Hou) 교수를 만났다.

Lab투어계획서를 처음 작성하던 날부터 도착해서

2. 체코의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존레논 벽

“지식은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던 날까지 우리 세명의 손을 거치

3. 런던 리서치 인스티튜트 피터 파크 교수와 함께

웡 교수의 조언은 과학자로서 그들의 자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했다. 또한 바다를

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다. 학교에서 보고 배운 것

4. 우리의 미래가 이 웃음처럼 밝기를

끼고 있는 홍콩과기대의 아름다운 풍광과 학교에서 대접한 딤섬은 그들의 첫 번째 Lab

도 물론 많지만, 나는 Lab투어를 통해 나 자신이
한층 더 ‘Jumping’ 했다고 생각한다.

투어를 한층 더 즐겁게 해주었다.
홍콩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그들은 독일에서 가장 역사가 긴 하이델베르크대학을 잠

일탈_신경진(나노생명화학공학부 4)

깐 둘러보고 네덜란드 델프트기술대학(TU Delft)으로 향했다. 델프트기술대학은 1905

‘일탈’이다. 일상탈출. 더 넓은 곳에서 새로운 사람

년에 문을 연, 네덜란드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공립대학이다.

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고, 많은 것을 생

“델프트기술대학은 전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어요. 건물들이 너무 크고 많아서 만나

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사람은 가끔

기로 한 교수님 연구실을 찾지 못해 한참 동안 헤맸지요. 지난 학기 수처리공학을 가르

일탈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쳐주신 이창수(도시환경공학부) 교수님이 줄스 반 라이어(Jules Van Lier) 교수님을 꼭
만나보고 오라고 하셨는데 못 만나면 어쩌지 하고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길에
서 만나는 사람마다 무작정 붙잡고 물어봤습니다.(웃음)” 고혜정(도시환경공학부 4) 학
생은 우여곡절 끝에 수처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줄스 반 라이어 교수를 만났던 과정
에 대해 설명하며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도착해 Lab투어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4

마지막으로 암 연구로 유명한 런던 리서치 인스티튜트(London Research Institute)
를 방문했다. 그곳의 피터 파크(Peter Park) 교수님은 2011년 UNIST를 방문한 인연이
있어서인지, 누구보다도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직접 가이드까지 해주었다. 그곳에서
암 정복을 위해 단백질 화학반응 실험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연구팀을 보며 고혜
정, 이효정, 신경진 세 학생은 그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한 달 동안의 Lab투어는 그들이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하고 지적 호기심을 발산하기
에 충분한 경험이었다. 어느덧 4학년이 되어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던 중 떠난 Lab

34

투어. 체코의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존 레논 벽의 ‘Make Your Own Dream.’이

35

라는 낙서를 통해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고민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

Global UNISTⅡ

U-SURF

U-SURF
평생 잊지 못할 한 여름의 추억
3

4

3. 나노생명화학공학부 김정범 교수와 실험
결과물을 보며 즐거워하는 미시건대학
엘리자베스 메이스
4. 가장 즐거운 추억이 된 MT 현장

●

UNIST는 지난 7월 2일부터 7월 27일까지 U-SURF(UNIST Summer Undergraduate Research

Fellowship)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UNIST의 여름연구장학생 프로그램인 U-SURF에서 국내외 우수학부생들은

U-SURF 참가자 설문조사

UNIST 교수님들의 지도 아래 최첨단 연구시설을 이용해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는데, 특

기대 했던 것 이상의 경험!

히 해외 명문대에서 한국을 느끼고 이해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학생들의 소감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게시판에서 U-SURF 광고를 보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디자인 공학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
는 연구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참여

_

U-SURF는 국내외 명문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학문을 연구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

우수 해외 대학들과 학생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SPIKE@UNIST’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도

엘리자베스 메이스(Elizabeth Mays), 미시건대학
연구경험을 쌓기 위해

진학할 대학원을 찾기 위해

는 좋은 기회였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총 166명의 학생들이 지원해 약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63명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했다. 특히 UNIST가

하게 됐어요.”

01. U-SURF에 지원한 가장 큰 목적은?

해외 명문대 학생들의 대거 참여

66%

1. U-SURF 오리엔테이션
2. U-SURF 수료식

34%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 학생들과 많은 추

02. U-SURF 프로그램 중 연구활동 외에 가장 기억에 남는

U-SURF에 동참했다. 미시건대학, 컬럼비아대학, 홍콩과기대, 하노이공대 등에서 온 이들은 이미 한 달

억을 남기며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와 사고방식
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활동은?

라신 낫소(Racine Nassau),

동안의 SPIKE@UNIST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에 친숙해져 있었다.

16%

오리엔테이션

※ SPIKE@UNIST : 여름한국체험인턴십프로그램, SPIKE=Summer Program of Internship and Korean Experience

53%

컬럼비아대학
MT

2% UNIST 학교 탐방
14%

재미와 감동이 어우러진 프로그램
_

7%

Lab 친구들과의 생활

기숙사 생활

이번 U-SURF에서는 김영민(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성국(나노생명화학공학부) 교수

1

2% 특강

등 총 38명의 U-SURF 프로그램 담당교수들이 학부생들의 랩 생활을 지도했다. 학생들은 연구활동뿐

2

6% 미응답

“UNIST의 연구지원본부를 견학했을 때 세계 유
수의 대학에도 뒤지지 않는 첨단 연구시설과 장

아니라 초청특강, 해양스포츠 체험, 연구결과 발표회 등 많은 경험을 하며 4주간의 시간을 알차게 보냈
다. 하노이공대에서 온 호아 팜 타이 군은 최신 연구설비를 활용한 랩 실험도 재미있었지만 MT도 기억에

03. 대학원에 진학한다면 UNIST 대학원을 고려해보겠습니까?

남는다며 “울산 앞바다에서 즐겼던 해양 카누, 윈드서핑 등의 해양스포츠 체험은 한국 학생들과 더욱 친
해진 계기가 됐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U-SURF에 참가한 국내
외 학부생들은 서로 태어난 곳도, 자라난 환경도 다르지만 UNIST란 이름으로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
었다.

98%
2% 아니오

예

비에 감명받았어요. 또한 열정적이고 아이디어가
풍부한 UNIST의 젊은 교수님들을 보며 나중에 저
도 이곳에서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36

웡만체(Wong Man Sze), 홍콩과기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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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CLUB

화학동아리 ULECA

화학의 열정을 발견했다면
ULECA! 라고 외쳐라

ULECA
그들의 EUREKA를 말하다
●

화학동아리 ULECA

전국의 수많은 대학 동아리 중에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몇 안 되는 동아리가 있다. 바로 화학이 가장 쉽고

UNIST Loving Essential Chemistry Association

재미있다는 화학 학술 동아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고 고개를 내젓는 화학이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재밌다는
그들. ULECA의 화학 사랑 이야기를 들어본다.

김혜연 (나노생명화학공학부 2)
화학에 대한 열정을 안고 유니스트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레카
에 들어와 함께 공부하고 놀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처음 일반화학을 함
께 공부하며 다시 한 번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지금은 연구실에서
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노는 유레카 속에서 화
학에 대한 열정을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며 언
젠간 자신의 분야의 최고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영대 (기계및신소재공학부 2)

‘화학’의 내리사랑을 실천하다
_

ULECA의 ‘화학 장벽 허물기’는 학교 울타리를

화학을 좋아하는 학생으로서 화학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재료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핀을 연구하는 것이 꿈입니다. 아직 상
용화 되지 않은 그래핀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을 만큼 널리 쓰
일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그래핀으로 만든 제품을 사
용하는 시대가 오도록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넘어선다. 얼마 전부터 주변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뜻

장충현 (기초과정부 이공계열 1)

깊은 ‘지식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다. 자신들이 받은 교

저는 화학이란 과목을 항상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유니스트에 입학하
기 전에 유니스트에 있는 동아리들을 살펴보는 중 유레카를 발견하게
되었고 평소에 화학을 좋아하던 저로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됐
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하자마자 유레카를 가장 먼저 신청하게 되었
습니다. 유레카에서의 활동이 저의 미래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것
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육적 혜택을 사회에 돌려주기 위해 교육봉사를 나선 것
이다. 지난 학기에는 매주 토요일 구영초등학교를 방문해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화학 원리를 가
르쳐줬다. 이번 학기에는 ‘길지역아동센터’에서 화학 실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처음에는 화학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단
순한 동기로 시작한 봉사활동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활동에 큰 보람을 느껴 다수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

김민경 (기초과정부 이공계열 1)
나의 꿈은 에너지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학년이 되면 친환
경 에너지 공학부의 에너지 변환 및 저장과 나노생명화학공학부의 화
학공학을 트랙으로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여전히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이때까
지 해 왔듯이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에너지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여한다. 회원들은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서 형언하지 못할 뿌듯함을 느꼈다고.

화학, 강제로 하기 있기? 없기?

화학을 둘러싼 장벽을 부수다

_

_

또 하루에 화학 개념 하나씩을 아이들에게 기억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아리 행사는 조별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

것이 목표였는데 아이들이 그 개념들을 잘 기억해 뒀다

저희도 ULECA 하면 바로 UNIST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동아리

런 반응이 돌아온다. “화학은 어차피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것 아닌

하는 학술제 세미나이다. 각 조는 투표를 거쳐 선정한 자기들만의

가 실험에 적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 보람은 두 배, 세 배

가 되고 싶습니다. 우선 지역 봉사 범위를 점차 확대하며 차근차근

가요?” “고등학교 때도 화학 공부하느라 머리가 아팠는데 그걸 대

주제로 화학 연구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바쁜 수업 일정 속에

로 커졌다고 한다.

UNIST를 알릴 계획입니다.”

학 동아리에서 또 해야 하나요?” ULECA 동아리 회원들은 자기들

서도 ULECA 회원들은 수업 외에 또 다른 화학 관련 연구를 하고,

   

도 처음엔 그랬다며 “우리 동아리의 분위기와 시스템을 잘 모르면

그 결과를 갖고 학술제 세미나까지 개최한다니, 그 에너지가 대체

ULECA는 가족이다

정관념은 눈 녹듯 사라진다. 화학이 재미있어 화학으로 공부도 하고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입을 모았다. ULECA가 ‘딱딱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궁금할 지경이다.

_

봉사도 하고 놀기도 하는 그들. ULECA에서 대학 학술 동아리가 나

처음 새내기들에게 ULECA 가입을 권유하면 대개는 이

ULECA 회원들을 만나면 ‘화학은 딱딱하기만 한 학문이다.’라는 고

처음엔 단순히 화학을 좋아해서 모였지만 이제

한’ 화학을 공부하는 학술 동아리인 것은 맞다. 하지만 ULECA 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화학을 어려워하는 교우들을 위

는 ULECA 회원들 모두가 한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

원들은 화학을 결코 ‘딱딱하게’ 공부하지 않는다. 그들이 가장 중시

해 수시로 공개 강의를 열기도 한다. 그 자리를 통해 회원들은 친

다. “힘든 일 좋은 일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

하는 것은 ‘자율성’과 ‘다양성’이다.

구들이 갖고 있는 ‘화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해주고 화학

는 친구, 선배, 후배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이

“저희는 화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환영입니다. 그

에 쉽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또 동아리방에는 화학 관련 재

길어지고 추억이 쌓여갈수록 회원 간 우애는 더욱 돈독

렇다고 해서 만날 스터디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소모임 활

미있고 유익한 책들과 알록달록한 화학 모형들을 항상 비치해 놓고

해지고 있습니다.”

동을 하고, 자율적으로 팀별 프로젝트 주제를 정해 연구를 하며,

있다. 화학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찾아오는 학생들 누구에게나 친

또 그들에게는 ULECA 활동으로 UNIST의 이름을 널

38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교육봉사 활동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렇게

절하게 설명해주기 위해서이다. 이런 다방면의 활동과 노력을 인정

리 알리고 싶은 소망도 있다. “어떤 동아리의 이름을 들

39

하고도 시간이 남아서 여가 활동도 충분히 즐기고 있다고 한다.

받아서일까. 창단 2년 만에 우수동아리로 승격했다고 한다.

을 때 바로 그 학교가 떠오르는 경우를 가끔씩 봅니다.

아가야 할 최선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다.

구영초등학교에서의 교육봉사

+

I ♥Ulsan

에너지 문제
해결에 미래가 있다

SK에너지
울산Complex 견학

오염물질 처리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
_

학생들은 우선 홍보관에서 회사 소개 동영상을 관

람하고 1/800로 축소한 모형 모델플랜트를 하나하나 짚어가
며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대략의 설명을 듣는 것

●

국내 대표 에너지 기업인 SK에너지가 UNIST 학생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하루 동안 학생들은 SK 울산Complex 곳곳을 둘러보며

니며 주요시설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미처 몰랐던 점들을 깨닫고 자신들의 향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방대한 규모와 공장자동화에 놀라

1. SK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두 학생

_

2. SK부두에서 수출 선박에 석유제품을

지난 8월 29일,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를 휩쓸고 간 바로 다음날이었다. 광풍이 몰아쳤던

UNIST의 도시환경공학부 3학년 한대현(23세)과 기초과정부 1학년의 베크나자르(Beknazar

1962년 대한석유공사로 출발한 SK에너지는 지난 2009년

약 6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3. 중질유분해공장(FCC) 조정실에서

Abdikamlov, 20세). 이 두 학생은 하루 동안 대한민국 1위 정유업체인 SK에너지를 견학할 수 있

SK에너지 직원들과 함께

석유인력지원팀 김정호 대리를 만났다. SK에너지에 대해 궁금
한 점과 입사 과정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서였다.

10월 SK루브리컨츠 분사를 시작으로, 2011년 1월 지주회사

우선 대졸 엔지니어의 경우 SK에너지는 상반기 인턴십 프로

SK이노베이션과 자회사 SK에너지, SK종합화학 등 총 4개 회

그램과 하반기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올해에는 약

사로 분할됐다. SK이노베이션의 3개 사업 자회사는 석유/화

100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SK에너지는 다른 회사와 달리 인턴

학/윤활유 등 각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사 결정의 스

사원 채용 비중이 최고 70%로 상당히 높다고 하니 SK에너지

피드 제고 및 사업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

에 관심 있는 이들은 먼저 상반기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심

는 한편, 시너지를 통한 동반 성장을 꾀하고 있다. 또, 유전개

을 가지는 게 좋겠다. 앞서 소개했듯이 SK에너지의 지주회사

발과 R&D를 담당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2차전지와 신

인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전자소재, 신재생에너

재생에너지, 전자정보소재 등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

지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 분야 신규 채용을 계속 늘리

가고 있다.

고 있으니 친환경과 신소재에 강점이 있는 UNIST 이공계 학사

버스가 공장 외곽을 돌 때 학생들은 창문 너머로 푸른 동

들의 엔지니어직 지원을 기대한다고 한다. 테크노경영학부 학

해 바다를 볼 수 있었다. 베크나자르 학생은 “바로 옆에 이렇

생들은 4개 계열사 모두 지원해 인사, 재무, 총무, 해외 비즈니

게 큰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하

스, 국내 영업 등의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다. 석사 이상을 이

나도 나지 않고 바닷물이 저렇게 맑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

수한 학생들은 대전시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기술원에도 지

받았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원할 수 있다.

공장 운전을 담당하는 조정실을 돌아보고 난 후 학생들은

흔히 석유화학 분야 엔지니어들에게는 정년이 따로 없다고

버스에 올라 원유 저장 탱크들을 지나가며 그 크기에 또 한 번

한다. SK에너지의 정년도 만 60세까지로 상당히 높지만 은퇴

탄성을 질렀다. 75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다는 탱크 하

이후에도 그 기술과 경험을 사려는 외국 기업들의 제의로 제2

나는 그 크기가 서울 장충체육관보다 크다고 한다.

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연봉과 복지제

선적하는 모습. SK는 생산제품의

어제의 기억을 말끔히 지우고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청명한 기운을 내뿜었다.

3

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그 후 견학버스에 올라 단지를 돌아다

도도 국내 최고 수준이며 회사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을 평생

인턴십 프로그램 채용 비중 높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SK에너지는 학생들이 꿈꿀 수 있

_

는 최상의 미래 일터 중 하나일 것이다.

회사 측이 제공한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나서 학생들은

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한국 기업에 관심이 많은 베크나자르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한대현 학생에게 이번 견학

1

은 각자의 연구와 진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겨줬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곳이라
“SK에너지가 에너지 자주국가 실현을 위해 세계 16개국 26개의 광구에서 직접 원유

있으나 특별히 UNIST의 과학도들을 위해 그 무거운 빗장을 풀어주었다.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작년 ‘대기오염’ 수업시간에 다뤘던 울
산광역시의 고황유 허용 조례에 대해 홍보팀 김기열 과장님과 나누었던 대화는 환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은 일단 그 방대한 규모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250만 평의 면적

경과 산업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으로 여의도의 3배에 달한다. 석유제품, 냉각수, 소방수 등을 실어 나르는 파이프라인은 단지 전체
에 걸쳐 복잡한 거미줄처럼 엉켜 있다. 멀리서 보면 거대한 밀림 같았다.

2

한대현(도시환경공학부 3)

Mini Interview

보안과 경비가 삼엄한 SK 울산Complex는 기업체나 귀빈 이외의 일반인 견학을 대부분 제한하고

“이 거대한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생산현장의 교대근무 직원은 약 1,500여 명에 불과한데 그것도

“이렇게 큰 단지의 시설들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명받

4조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각 현재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약 350명밖에

았으며 인사 담당자로부터 친절한 설명을 듣고 저도 UNIST에서 열심히 공부해 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SK에너지 홍보팀 김기열 과장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

중에 이처럼 훌륭한 한국 기업에 입사해 일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40

다. 매일 84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며 SK그룹의 매출 70%를 담당하고 있는 이 생산시설들을 고작

베크나자르(기초과정부 이공계열 1)

41

350명이 관리하고 있다니, 그만큼 공장자동화 수준이 높다는 얘기였다.

+

UNIST Q&A

입학 FAQ

Q UNIST의 융합교육은 어떤 면에서 좋은가요?
A

융합교육이란, 여러 가지 다른 학문에서 배운 지식을 결합해 새
로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말합니다.
현대의 거의 모든 학문 및 연구는 융합학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
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기술이 이에 해당합
니다. 따라서 미래 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은 융합교육을 통해

융합의 매력,
그것이 알고 싶다

서만 발전될 수 있습니다.

Q UNIST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융합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나요?

UNIST에서는 1학년 기초과정부에서 융합학문에 대한 기초를
쌓은 뒤 2학년 때 2개 이상의 트랙을 이수하게 됨으로써 융합학

A

UNIST 융합연구원에는 인간편의정보통신연구부, 첨단기계·신

문 및 융합연구에 대한 교육을 기초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소재 연구부, 나노생명화학공학연구부, 디자인및인간공학연구

울러 계열과 학부를 넘나들 수 있는 자율적인 트랙 선택을 통해

부, 도시환경공학연구부, 그린에너지연구부, 테크노경영연구부

비빔밥은 육·해·공의 온갖 맛

자신의 역량과 장점에 맞는 융합교육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어

등 학부 및 트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부가 설치돼 있습니

있는 재료들을 모아 또 하나의 새로운 맛

타 대학의 자율전공, 융합전공에 비해 훨씬 일찍 융합학문, 융

다. 각각의 연구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들을 보면 다양

을 창조한 요리입니다. 스마트폰은 전화기

합연구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UNIST 융합연구원에서

한 연구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융합돼야만, 우수한 결과를 만

와 컴퓨터의 기능을 하나의 기기에 모아 전

는 융합교육을 통해 배양된 우수한 연구 인재들이 구체적인 연

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성 및 색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처럼 전혀 다

구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 공학, 인체공학 및 인체역학, 스마트 나노·바이오 기계시스

●

른 것들이 만나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것이 ‘융합’의 매력
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융합을
꿈꾸고 있나요? UNIST에서 가장 흔하게

템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각각 여러 학문의 전문적인 지식이 바

Q UNIST의 융합교육이란 무엇인가요?
A

UNIST의 융합교육(Interdisciplinary Studies)은 전 학생이 무

듣게 되는 말, ‘융합’의 매력을 파헤쳐 봅시

전공으로 입학해 2학년부터 2개 이상 전공 트랙을 이수하고 모든

다.

교수가 2개 이상 학부에 의무적으로 소속돼야 하는 것이 핵심입
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학문에 대한 역량을 학부에서부터 키우
고 학문 간 교류가 활발한 세계적 경향에 맞춰 우수한 연구 결과
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됩니다.

Q UNIST에 입학 후 전공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

Q UNIST 융합교육의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탕이 되고 잘 융합되어야 하는 연구 과제들입니다. UNIST의

A

이런 융합연구들이 융합교육의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 융합교육을 통해 이미 많은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본재(친환경에너지공학부 4) 학생의 ‘충전용량이 5배 정도 큰
실리콘 음극소재’, 서보정(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3) 학생의 ‘메타

Q 융합교육이 진로에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물질을 이용해 선택적으로 빛을 통과하고 빛의 속도를 늦추는

A

해외의 유수한 대학과 기업에서는 한 분야에만 특출한 인재보

기술’, 정문곤(나노생명화학공학부 4) 학생의 ‘나노소재, 의약물

다는 다양한 학문 혹은 지식을 잘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인재

전달체 등으로 응용될 수 있는 나노구조’ 등 세계적 학술지에 게

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과 예술, 디자인과 컴

재된 학부생들의 연구가 UNIST 융합교육 결과의 일부입니다.

퓨터공학 등의 고전적인 융합에서부터 UNIST처럼 화학과 바

이외 조재필(친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의 ‘1분 이내 충전 가능한

이오, 경영과 기술 등 보다 첨단 연구에 대한 융합까지 융합연

리튬이차전지 기술’, ‘운동에 의한 우울증을 완화 원인’을 밝힌 서

구를 위한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조기

창의적 연구 역량을 요구하는 융합 학문 시대에 걸맞게 UNIST

판길(나노생명화학공학부) 교수의 연구, 주상훈(나노생명화학공

융합교육을 통해 이미 UNIST에서는 학부생이 주도하는 우수

는 트랙(Track)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UNIST에는 7개 학

학부), 전용석(친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의 ‘염료감응 태양전지

연구 및 논문이 발표되고 있고, 교수들의 융합연구들이 세계적

부(School), 23개 트랙이 있으며 모든 학생이 2개 이상의 트랙을

신기술’, 김경택(나노생명화학공학부) 교수의 ‘먹는 지능형 인슐

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UNIST의 융합교육을 통해 이뤄낸

이수해야 합니다. 소속 학부가 아닌 다른 학부의 트랙도 자유롭

린’ 등 UNIST 교수진의 수많은 세계적 연구도 바로 융합교육을

우수한 결과로, 국내외 기업 및 학계에서 UNIST의 인재들에

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부 및 트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

바탕으로 한 융합연구로부터 비롯된 성과입니다.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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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4개 계열사와 MOU 체결

사이버다임 산학협력 MOU 체결

울주군 중학생 대상 교육기부

‘제3기 그린리더 하계캠프’ 개최

●

●

●

●

UNIST는 LS그룹 4개 계열사(LS산전, LS전선, LS-Nikko동제련, LS

테크노경영학부는 사이버다임(대표이사 현석진)과 산학협력 및 공

2012 하계 과학영재 멘토링 입소식이 UNIST와 울주군(군수 신장

제3기 그린리더 하계캠프가 8월 1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UNIST

엠트론)와 지난 9월 12일 대학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학술·연구 교류에

동 연구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지난 7월 6일 대학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체

열),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신한욱)의 공동주관으로 지난 7월

에서 열렸다.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무제 총장과 LS산전 최종웅 사장, LS

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사이버다임은 테크노경영학부에 문서중앙화 솔루

30일 대학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그린리더 하계캠프’는 각 대학에서 선발된 대학생 그린리더들이 한자리

전선 조준형 부사장, LS-Nikko동제련 최차실 상무, LS엠트론 우경녕 상무

션 Destiny ECM:V(Enterprise Content Management)를 기증했으며 사용

하계 과학영재 멘토링은 울주군 13개 중학생 160여 명이 UNIST 재학생 40

에 모여 그린캠퍼스 활동과 관련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교류하고 구체적인

등 LS그룹 CTO(최고기술경영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자 요구 사항 및 개선 방향을 수용해 제품 R&D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

명 멘토와 7월 30일부터 3주간 UNIST에서 숙식하며, 영어, 수학, 과학 공부

활동 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한편 UNIST 그린캠퍼스팀

양 기관은 ▲연구협력 ▲교육(석·박사 학위과정, 비 학위 파견교육) ▲인력 및

다. 사이버다임 社는 1998년 포항공대 벤처 1호로 시작해 현재는 350여개의

와 체육활동, 실험실습, UNIST 교수 특강, 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은 최성득(도시환경공학부) 교수의 지도하에 김이섭, 최동현, 한새별, 한태

정보 교류(산업체 인턴십, 파견연구) ▲공동기자재 활용 및 교육 등 학술 및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업무 환경 혁신과 IT 기술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지식

을 함께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규 학생 등으로 구성돼 ▲이면지 활용 캠페인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

연구 분야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논의했다. 한편 LS그룹은 MOU에 앞서 지난

및 컨텐츠 관리 전문기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울주군 교육역량 강화와 도농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됐는

휴게실 및 편의점 젓가락 배치 ▲외국인을 위한 그린캠퍼스 강연 등 교내

데, 지역 중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과 롤모델을 제

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지난해 그린리더양성 프로그램에서 우수상

시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을 수상한 바 있다.

대기업 채용설명회 개최

‘제1회 그린울산 에너지페스티벌’ 오리엔테이션

●

9월 10일 캠퍼스 리크루팅 행사를 UNIST 일원에서 가졌다.

울산항만공사 MOU 체결

●

UNIST와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는 지난 9월 13일 대학본부 6층

울산지방방사능측정소 개소식

●

울산지방방사능측정소 개소식이 지난 8월 1일 자연과학관 507호

대회의실에서 울산항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

에서 열렸다. 울산시는 원전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간이측정소만 있어

●

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UNIST 조무제 총장과 울산항만공사 박종록

방사능 물질 종류와 검출량 측정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등 대기업 채용설명회가 지난 8월 중순부터 제1공학관에서 열리고 있다.

청소년 학술대회’ 참가자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8월 25일 대학본부 및 공학관

사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전국에서 13번째로 울산지방방사능측정소가 문을 열게 됐으며, 김희령

각 기업 채용 담당자들은 개교 4년 만에 이공계특성화대학으로서 뛰어난

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학생 참가자 500여 명과 학부모들에게

양 기관은 ▲자문 및 공동연구(지식정보서비스산업, 금융산업, 규제개선분

(친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가 소장으로 임명됐다.

성과를 보이고 있는 재학생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하며, 우수 학생 선점

대회의 취지와 운영 전반에 관해 소개하고 대회 규정 및 교육 일정을 안내하

야 등) ▲행사(세미나, 컨퍼런스, 워크숍) 공동 개최 및 지원 ▲UPA 임직원

이번 측정소 개소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선·방사능 농도와 환경오염

에 열을 올리고 있다.

는 것으로 진행됐다. 특히 UNIST 재학생들은 대회 준비 기간 동안 초ㆍ중ㆍ고교

강의 및 교육 ▲인력 및 정보 교류(인턴십, 현장 견학) 등 긴밀한 상호 협력 관

여부의 정기적 측정과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유출 사고를 조기에 탐지해

UNIST는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과 현재 42건의 산·학·연 과제들을 진

참가자들의 멘토로 활동하며 태양전지를 이용한 보트 제작 및 학술대회 연구

44

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속한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행하고 있으며,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와는 MOU를 체결하고 산학장학생을

과제 수행을 거들었다. 한편, 제1회 그린울산 에너지페스티벌은 오는 10월 20

45

선발하는 등 대기업들과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있다.

일 토요일 9시에 울산대공원 정문 앞 풍요의 못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를 비롯해 LG전자, 현대중공업, 두산, LS산전, S-OIL

‘제1회 그린울산 에너지페스티벌 솔라보트 경주대회 및 그린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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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학부생, 美 하버드대 교수와
국제저널에 논문 게재

이수연 대학원생 구글 ‘아니타 보그’ 장학생 선정

2012학년도 제2기 미담장학회 멘티 입학식 개최

과학고 지원자 전년 대비 17% 늘어
●

2013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전체 700명 모집에 총

2,920명이 지원해 평균 4.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주요 모집단위별 경쟁률
은 학교생활우수자전형 이공계열이 206명 모집에 1,130명이 지원해 5.49대 1
이며 탐구역량우수자 전형은 4.2대 1, 학업역량우수자 전형 경영계열은 4.1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지원자 출신 고교 수는 821개에 달하며 전국
적으로 골고루 분포됐다. 지원자 중 과학영재학교 및 과학고 출신자는 모두
479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이는 UNIST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의 입지를 확실히 구축하고 있음

●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수연(감성 및 인간공학 전공 박사 2년) 학생

●

제2기 미담장학회 입학식이 지난 8월 25일 테크노경영관에서 열

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특히 UNIST만의 교육 및 연구 역량 우수성과

지난 8월 30일 UNIST 학부생이 세계 최고 명문 중 하나인 미국 하

이 공학 분야 아시아 여성 리더를 후원하기 위한 구글 아니타 보그 추모 장

렸다. 이날 행사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차영기장학사, 울주군의회 정인숙의

재학생들의 높은 만족도가 과학영재학교 및 과학고 출신자 지원을 높인

버드대학의 교수와 함께 국제저널에 논문을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학금을 수상했다. 이 장학금은 여성들의 공학 분야 진입을 위해 일생을 헌

원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것으로 보고 있다.

주인공은 UNIST에 재학 중인 김인식(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3) 학생으로,

신한 여성 컴퓨터 공학자 아니타 보그(Anita Borg)를 기려 만들어졌다. 2004

재학생(멘토), 중학생들(멘티)이 함께 하는 동아리공연, 캠퍼스 투어 등으로

UNIST는 서류제출이 마감되는 대로 지원 자격 심사 후 모집 인원 전체를

생물정보학 분야의 국제저널인 ‘에볼루셔너리 바이오인포매틱스(Evolution-

년 미국에서 시작된 장학금 제도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됐

진행됐다. 미담장학회는 재학생 4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울주군 소재 중학

인성, 글로벌마인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

ary Bioinformatics)’誌에 제1저자로 소개됐다. 논문명은 ‘비교유전체학에 적

으며 2010년부터 시작돼 올해 3회째를 맞이한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와

교 5곳(천상, 구영, 범서, 언양, 신언)의 2, 3학년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8

가하는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할 예정이다. 수시 전형 향후 일정은 과학영

용한 윈도우즈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Cloud Computing for Com-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15명이 수상했다. 이수연대학원생은 2010년 삼성전

월 25일부터 10주 동안 영어, 수학, 과학을 무료로 가르친다. 미담장학회는

재 및 글로벌리더전형이 10월 18일부터 양일간 면접을 실시해 11월 9일 합

parative Genomics with Windows Azure Platform)’이다.

자와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서 색채 공학의 지식을 활

무료 교육봉사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아름다운 나눔의

격자를 발표하며, 학교생활우수자전형은 11월22일, 지역고교출신자전형과

이 논문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유전자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용해 화질을 개선한 것이 특허에 등록되고 논문에 게재되는 등 좋은 평가

문화조성과 지역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방법과 그에 따른 경제적 측면의 장단점을 분석한 것으로, 클라우드 컴퓨

를 받아 이번 장학생에 선정됐다.

●

기회균등전형은 23일 면접을 실시해 12월 6일 최초 합격자를 발표한다.

팅 기술을 비IT분야, 특히 생물정보학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과학영재 조기발굴·육성 지원

제시해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한편 이준용, 엄영문(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4) 학생도 지난 5월 컴퓨터 작업

정초롱·이현아 대학원생 우수 포스터상 수상

스케쥴링 분야학회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Job Scheduling Strategies and Parallel Processing’에 논문을 발표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준용,
엄영문 학생은 클러스터 환경에서 작업 스케쥴링을 결정하는 문제를 힐버
트 커브(Hilbert curve)라는 문제로 변형해, 작업 스케쥴링을 기하학 문제로
변형해 최적의 계산 노드를 결정한 접근방법이 혁신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특히, 이들의 논문 발표는 UNIST의 국제화 프로그램인 학부생 연구능력

●

향상 프로그램(Undergraduate Research Opportunities Program : 이하

교류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창원과학고, 8월 9일 부산과학고, 8월

UROP)을 통해 나타난 성과여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일 경남과학고, 9월 14일은 한국과학영재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이번

UNIST는 영재학교, 과학고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상호

2010년 여름부터 시작된 UROP는 UNIST 멘토 교수 지도 하에 연구주제를

●

정초롱 대학원생(에너지변환 및 저장 전공, 석박통합 3년)이 지난 6

협약식을 통해 ▲창의과제 연구[Research & Education(R&E)] 프로그램

선정해, 하버드 등 20여 개의 유명 외국 대학 교수 연구실에서 4~10주 동

월 대전에서 열린 한국유기화학태양전지학회에서 ‘N719 염료감응 태양전지

운영 지원 및 이수 ▲대학학점 선이수제(AP) 과목에 대한 교수 지원 및 이수

안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총 58명의 재학생이

를 위한 간단한 염료 코팅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염료의 흡착시간을 5분 내

▲교원 위탁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이수 ▲UNIST 교육과정과 일치하는 교과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로 줄이는 방법을 개발해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지난 8월 30일에는 이

지원 및 이수 ▲국내외 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교육 과정 및 학사운영

김인식 학생은 지도교수(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장길진·남범석 교수)의 추천

현아 대학원생(의생명과학전공 석박통합 2년)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8회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으로 지난 1월부터 8주 동안 미국 하버드대학 의과대학 Dennis P. Wall 교

한국줄기세포 학술대회’에서 ‘직접 교차분화라는 최신 줄기세포 기술을 이

UNIST는 앞으로 대구일과학고등학교 등 과학고 및 과학영재학교와의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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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연구실에서 실험을 통해 이번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을 작성했으며, 이준

용해 환자의 체세포에서 신경줄기세포를 제작하는 연구’로 우수 포스터상을

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과학영재들이 글로벌 과학자로 성장하는 데 아

47

용, 엄영문 학생도 메릴랜드대학교에 UROP를 다녀온 뒤 논문을 발표했다.

수상했다.

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다.

+

Seminar

UNIST 학부 세미나 리스트

• 친환경에너지공학부
2012년 6월 ~ 9월

세미나 명

• 기초과정부
세미나 명

일시

강사

Spectral analysis of Neumann-Poincare operator and applications

2012.08.29

강현배(인화대학교)

Some results related to Navier-Stokes equations

2012.09.05

곽민규(전남대학교)

일시

강사

Advanced Polymer lonics for Smart Energy Applications

2012.07.12

이상영(강원대학교)

Controlling the nanostructures of polymers by olefin metathesis catalysis

2012.08.29

최태림(서울대학교)

Towards Graphene Manufacturing: Challenges, Solutions and New Applications

2012.09.05

Jiaxing Huang(Northwestern University)

•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세미나 명

일시

강사

A stochastic sparse grid collocation method for stochastic optimal control problems

2012.09.11

이형춘(아주대학교)

Green Radio: Energy Efficient Wireless Communications

Regularity of non-isotropic degenerate parabolic-hyperbolic equations

201209.12

배한택(Univ. of Maryland-College Park)

Using machine intelligence to understand the nature of human intelligence

2012.06.28

이상완(Caltech)

Studies of magnetism and superconductivity by scanning probe microscopy

2012.07.11

김지훈(LANL)

Go Together with Samsung Display

2012.07.26

한관영(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Cyber Physical Systems : A New Science for Convergence

2012.08.09

박경준(DGIST)

User Association and Self Organizing Network for (Beyond) 4G Wireless Network

2012.08.09

김홍석(서강대학교)

Motion and spatial regularization designs in motion-compensated image
reconstruction

2012.08.14

천세영(University of Michigan)

Study of carrier transport and charging effects in organic semiconductor devices

2012.08.16

임은주(단국대학교)

Decentralized Resource Orchestration for Heterogeneous P2P Grids

2012.08.23

이재환(University of Maryland)

Multimodal image/motion analysis for moving organs

2012.08.23

우종혜(University of Maryland)

Beyond the Hill of Multicores lies the Valley of Accelerators

2012.08.23

Aviral Shrivastava(Arizona State University)

Evolution of Wi-Fi on Cloud-RAN: Complementary Utilization of Unlicensed Spectrum

2012.09.19

박세웅(서울대학교)

• 테크노경영학부
세미나 명

일시

강사

EQUIVALENCE OF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AND THE CONDITIONAL
REASONING TEST FOR AGGRESSION IN KOREAN AND AMERICAN SAMPLES

2012.06.27

이혜주(한동대학교)

FinancialCrisisandaTransmissionMechanismofExternalShocks:TheSignalingRoleofth
eKoreanMonetaryStabilizationBond

2012.07.06

김용철(Universityof Wisconsin-Milwaukee)

TradingBehaviorPriortoPublicReleaseofAnalystReports:EvidencefromKorea

2012.07.20

정구열(KoreaAdvancedInstituteof Science and Technology)

MatchingMarketPrices,Analysts'EarningsandTargetPriceForecasts,andEstimatingtheI
mpliedExpectedRateofReturnonEquity

2012.07.27

홍기재(Assistant Professor at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Charlotte, NC)

SequentialDecisionProblemsandTheirApplications

2012.07.27

천영학(Louisiana State University)

• 도시환경공학부
세미나 명

일시

강사

Recent Advances in wireless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of Bridges

2012.06.14

조수진(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Multi-scale M3 Applications to Watershed Pollution
(M3: Monitoring, Modeling and Management)

2012.06.19

조경화(School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Coping with Drought in a Changing Climate

2012.08.14

이진영(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Synergetic ocean observations from multiple platforms: Prototype in the California
Current System as an early step toward global boundary current circulation network

2012.08.27

남성현(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재난 및 위기관리론(Introduction to Crisis, Emergency & Disaster)

2012.08.28

우리나라 지진방재 정책과 기술(Policy & Technologies against Earthquake in Korea)

2012.08.30

첨단기술기반의 재난예방 및 대응기술
(Mitigation & Response Technologies based on Advanced Technologies)
방재경제학 기반의 선진형 재난관리정책
(Advanced Disaster Managing Policies based on Economics)
위성영상을 활용한 방재대책 유형과 미래기술
(Advanced Technologies for Disaster Management using Satellite Images)
우리나라 지진해일 대응기술 및 향후 개선대책
(Tsunami Response System in Korea)
한반도 자연재해 및 방재대책 현황과 개선방향
(Current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Natural Disasters in Korean Peninsula)
우리나라 재난 관리 역사와 미래재난 관리전략
(History of Korean Disaster management and Managing the Future Disasters)

최진호(Swansea University)

• 나노생명화학공학부
세미나 명

일시

강사

Catalysis by isolated single atom

2012.07.19

곽자훈(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Therapeutic Application of Mesenchymal Stem Cells for Tissue Regeneration

2012.09.06

김재호(부산대학교)

Biological production of 3-hydroxypropionic acid from glycerol

2012.09.13

박성훈(부산대학교)

Functionalized Magnetic Particles for Point-of-Care Medical Diagnostics

2012.09.11

Adarsh Sandhu(Toyohashi University of Technology)

김윤희(국립방재연구원)

Atg7 modulates p53 activity to regulate cell cycle and survival during metabolic stress

2012.09.04

이인혜(National Heart Lung Blood Institute, NIH)

김윤희(국립방재연구원)

Excitable Actin Dynamics at the Leading Edge of Motile Cells

2012.07.05

Dimitrios Vavylonis(Lehigh University)

2012.09.04

이종국(국립방재연구원)

Screw Capping by Formin Homology Proteins and Its Possible Functions as

2012.07.05

Naoki Watanabe(Tohok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ife Sciences)

2012.09.06

오금호(국립방재연구원)

Cooperative Hierarchical Structures Emerging in Multiadaptive Games

2012.07.13

이성민(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2.09.11

박영진(국립방재연구원)

2012.09.13

홍성진(국립방재연구원)

2012.09.20

심재현(국립방재연구원)

2012.09.27

이종설(국립방재연구원)

• 기계·신소재공학부

•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세미나 명

2012.06.28

일시

강사

세미나 명

일시

Recent Research Trend of Interfacial Evaluation of Nanocomposites by Electro-Micromechanical
Tests and Wettability

강사

2012.06.08

박종만(경상대학교)

Mechanical behavior of crystalline silicon nanostructures during electrochemical lithiation

2012.06.13

이석우(Stanford University)

전산모사를 활용한 비정상 입계성장 해석

2012.06.14

김진유(POSCO 미래제품연구그룹)

EBSD를 활용한 미세조직 분석

2012.06.14

강전연(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Introduction to Rietveld Method

2012.06.15

김용일(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재료측정표준센터)

Measurement of Hydrogen Contents in Hydrogen-damaged Materials

2012.06.15

이윤희(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Magnetism and its applications - Spherical motor and sensors

2012.06.20

Son Hungsun(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Climbing robots with compliant locomotion

2012.07.03

서태원(영남대학교)

Phase-field model for microstructure evolution and evaluation of the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2012.07.05

장근옥(Geo rgia Tech)

Soft X-ray microsocopy of nanoscale spin dynamics

2012.07.11

Peter Fischer(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Microcavity Laser

2012.07.23

김칠민(서강대학교)

Nature and Applications of Two-Dimensional Layered Materials

2012.07.25

이관형(Columbia University)
전은채(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The 7 well-known secrets of professional UX designers

2012.06.13

박지수(상명대학교)

Interaction Paradigms between Designers and Users in the Design
Process: Two Empirical Studies

2012.07.11

박재현(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Design and Development of an Emotional Interaction Robot:Recognition, Interaction
Model, Expression, and Evaluation

2012.07.12

김은호(Culture Mechatronics Technology Center,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design + = interaction 2.0, 모바일 네트워크 시대에 양쪽두뇌로 디자인하기

2012.08.07

성기원(BK21 Research Professor, Department of Art,
Hongik University)

Yacht Design & Human Engineering

2012.08.07

박성률 대학원생 외 3인(AHE, UNIST)

Ultra-fine machining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 to LED products

2012.07.25

Samsung Display 회사설명회

2012.08.08

삼성디스플레이연구소관계자

Research on Micro/Nanomanufacturing in MNBL,KPU

2012.07.25

정영훈(Korea Polytechnic University)

Yacht Science and Essential Boat Maintenance

2012.08.20

김용재(부경대 해양스포츠 학과)

Abnormal electrical conduction at hetero-oxide interfaces

2012.07.27

김성근(KIST)

Systematic Inventive Thinking

2012.08.27

권성필수석컨설턴트(I&COMPANY)

Advanced Functional Nanoporous Materials for Various

2012.08.07

Ajayan Vinu(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ll about Flexible Display

2012.08.27

Allen Ji(Director, Displaybank)

Toward the real robot service to human

2012.09.04

김문상(Center for Intelligent Robotics)

Evolution of Design Thinking

2012.08.30

김재범 & 장영준(School of Business, Sungkyunkwan University)

Epitacial thin films and artificially engineered superlattices of iron pnictides

2012.09.06

이상한(University of Wisconsin)

스마트 사회로 이행과 스마트 농업화

2012.09.06

김상철 박사(국립 농업과학원)

Metallic membranes for hydrogen separation

2012.09.12

윤동기(Soft Nanofabrication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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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의 용도

VISION 2030

발전기금
이렇게
쓰입니다

2030년 세계 10위권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발전기금	용도를 대학에 일임하여 대학의 비전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쓰입니다.
연구기금	최첨단 기자재들을 갖추고 있는 UNIST 4대 연구소의 성장과 함께 소속 교수들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데 쓰입니다.
장학기금

창의적인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이 추진하는 장학사업의 재원으로 쓰입니다.

석좌기금	뛰어난 연구성과와 100%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UNIST 교수들의 연구
및 교육활동 지원금으로 쓰입니다.
건축기금	최첨단, 현대식 건물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데 쓰입니다.
도서기금

 생들이 교양 및 전공서적으로 지식을 쌓고 책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간의 교류의 장이
학
되고 있는 학술정보관의 도서를 확충하는 재원으로 쓰입니다.

문화프로그램기금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교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쓰입니다.

문의처
홍보대외협력팀 Tel.052-217-1222/1234 E-mail.unist-gift@unist.ac.kr

기부자 예우 기준

발전기금
함께 만드는
세계과학기술

2013학년도 전기 UNIST 대학원 학생 선발
▶원
 서접수 및 서류제출 마감 (http://adm-g.unist.ac.kr)
~ 2012년 12월 27일(금)까지

※ 2013학년도 전기 UNIST 기술경영대학원도 같이 모집합니다.
▶ E nergy Commodity Trading & Financial Engineering
(에너지상품거래 및 금융공학)
Business Analytics (비즈니스 분석)

우수 대학원생 장학프로그램
▶ Nine Bridges Fellowship(3년간 9,000만원 지원)
▶N
 obel & Star Fellowship(해외석학 공동지도 프로그램)
- 지원내용 : 해외 석학과 UNIST 교수가 논문/연구 공동 지도,
3년간 9천만원 장학금/해외파견 경비 최대 3천만원
▶ Global Ph.D Fellowship(한국연구재단)
▶ GM Intern Fellowship(6개월간 GM 파견, 5백만원 이상 지원)
▶ RA/TA 지원금(등록금 전액+최소생활비)

구 분

100억
이상

50억
이상

10억
이상

5000만원
이상

Presidential club Prime club Prestige club Gold club
공통 예우 사항
- 학교 홈페이지 게재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대학 기념품 증정
- 간행물 발송
- 감사 서신

●

●

●

●

대학시설 이용 편의 제공
- 학술정보관 무료 이용권
- 차량 무상 출입권
- 체육관 이용 할인권 등

●

●

●

●

기금 명칭 부여 가능

●

●

●

경조카드 및 화환 발송

●

●

●

주요 학교행사 초대

●

●

●

총장명의 감사패 증정

●

●

●

강의실에 성함 각인 동판 부착

●

강당 or 대형 세미나실 성함 각인
동판 부착
건물 명칭 부여 or 기념물 제작
(동상 등)

●
●

10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소액기부자)

Unist family

Unistar club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