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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NEWSLETTER 독자 여러분의 삶, 생각, 풍경을 사진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NEWSLETTER에 소개하고 싶거나 간직하고 싶은 ‘내 마음 속에 한 컷’을 forest@unist.ac.kr로
보내주세요. 사진이 실린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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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롱한 빛을 따라 온 길에 찾은 꽃은 이미 내가 간직하고 있던 크고 황홀한 그 꽃,
오색찬란한 꽃을 찾아 헤매었던 젊은 시절 지나온 순간순간마다 내 발 밑에 꽃은 있었다.
‘찬란한 꽃’은 혼자 피고 지고 또 다시 피고 있었다.

UNIST 대학 본부 앞

글 •이강민 친환경에너지공학부 3학년, 백수정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3학년

Power
Interview

사진•최찬훈 친환경에너지공학부 2학년

서울대 학생들과 UNIST 학생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이면우 석좌교수

이 질문은 ‘서울대 학생보다 UNIST 학생들이 더 좋다’는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인가?(웃음) 표면적으로는
누구나 알겠지만 수능점수이다. 그들(서울대 학생)과 우리 학생들의 수능점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적으
로 몇 십 점 정도 낮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다. 서울대 학생을 상대로 1학기가 끝난
후 수능을 다시 보게 했더니 작게는 10점, 크게는 100점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그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점수를 잘 받으려면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외워야 했는데 더 이상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아 점수가 떨어
졌다고 대답을 했다. 다시 말해 수능을 잘 보려면 삶에 있어 별 쓸모가 없는 것들을 외워야 한다는 것이
다. 고로 내게 있어 유니스트 학생과 서울대 학생들의 차이는 없다. 아니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이다.
내 수업은 수능과 무관하니까.

지금 High Touch Design이란 과목을 수업하고 계신데, 어떤가요?
사실 서울대학교에서는 이 과목을 대학원생, 즉 석사과정 학생들을 상대로 가르쳤다. 여기서는 현재 3학년
과목으로 가르치는데 오히려 2학년 학생들이 많이 듣는다(필자가 덧붙이자면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의
3학년 학생의 수가 적을 뿐이지, 많이 듣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러나 소화해 내는 데는 사실 별 차이가 없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면, High Touch Design은 거의 최초로 한국에서 만든, 한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한국의 이론이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남들이 만든 것을 따라 모방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만들
어 팔아 성장을 했는데, 어느새 우리보다 더 잘 만드는 회사가 없어서 위기에 처했다. 더 이상 따라할 것이

창조하지 않는
어린
기성세대,

없으니까. 그래서 생겨난 것이 우리가 스스로 만든 High Touch Design이다.

UNIST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야 할까요?
지금 현재 많은 대학들은 교수와 학교행정, 그리고 학생들이 각자 뒤돌아서 팔짱을 낀 상태이다. 이 상태이
면 각자 어디를 바라보고 있겠는가. 각자 삼각형의 꼭짓점에 서서 바깥쪽을 보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교수는 SCI 논문 숫자를 세고 있고, 학교 행정은 우리학교가 세계 랭킹, 국내 랭킹 몇 위인지나
세고 있고, 학생들은 본인 GPA, 스펙 관리하느라 바쁘다. 이렇게 해서는 좋은 학교가 될 수 없다. 예를 들
어, 교수는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연구도 잘할 수 있고, 그 연구가 잘 되어야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강의하는 교수, 연구하는 교수가 따로 있지 않는가? 반대로 학생의 처지에서는 본인의 비

독창성에
도전하라

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창조를 해야 하지만 도전을 하지 않는 어린 기성세대가 되어 있다. 가치관이나 기상
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학점을 잘 받기 위해 문제를 푸는 학생이 되어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다. 고로 앞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학교와 교수, 그리고 학생이 팔짱을 풀고 각자 뒤돌아서 서로 마주 봐
야 한다. 이는 힘을 합쳐 한 군데를 보고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UNIST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내가 쓴 책에 이런 문구가 있다. ‘서울대는 그저 관악산 안에서의 최고 대학이다’. 다시 말해 ‘누구보다 잘한

이면우 교수의 수업을 듣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High touch is
damn easy, just time consuming”
이다. 이 말은 UNIST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UNIST가 세계 최고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다’, ‘순위가 몇 위’라는 마인드로는 최고가 될 수 없다. 최고가 되려면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에서 궁극적으

이면우 석좌교수

로 최고가 돼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UNIST가 모든 수업을 한국어로 수업하는 날이 온다면, 그 날이 바로

가 되는 길은 어렵지 않다. 단지 시

UNIST가 최고가 된 날이라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내 말은 영어 수업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학문이

간이 많이 소요될 뿐이라는 것을

란 모름지기 그 학문이 만들어진 언어로 배워야 가장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다. 다시 말해 UNIST가 세계 최

UNISTAR로서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UNIST의 봄 학기도 여름의 뜨거운 햇살 속에서 끝이 났다. 그러고 보면 UNIST는 봄의 새로운 도전과 여름의 뜨거운 열정과 많이
닮아 있다.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과학의 예술을 보여주는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석좌교수로 부임한 이면우 교수는 이런
UNIST 학생들에게 창조적 발전을 위해 각자의 시선이 아닌 뒤돌아서 함께 마주보며 독창성을 위해 나아갈 것을 이야기했다.

고의 대학이라면, 한국에서 한국어로 만들어진 학문을 한국어로 가르치고, 더 나아가 다른 나라 학생들이
그 학문을 배우고자 한국에 와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나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그 길
로 함께 뻗어간다면 UNIST는 반드

04

시 세계 최고가 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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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최고의 물질, 그래핀 이제 융·복합연구에 집중할 때”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노벨상 수상자의 영감을 UNIST 재학생과 울산, 경남 소재 과학고등학교 학생에게 전달

과학, 즐기다 이해하다
끊임없이 묻다

하기 위해 ‘현존하는 최고의 물질, 그래핀(The Ultimate Material Ever : Graphene)’
이라는 주제로 UNIST 체육관에서 노보셀로프 박사의 특강을 개최했다. 노보셀로프
박사는 특강을 통해 그래핀의 경제성, 유용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그래핀 기술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과 한국이 그래핀 기술에 훌륭히 대처하는 것에 감탄했다.
UNIST는 그래핀 관련 융·복합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화학적 방
법에 의한 그래핀의 대량 합성기술 및 복합재료 응용 연구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연

2010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초청

구 주제들은 원천소재로써 그래핀의 다양한 산업적 응용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세계적 우위를 선점해야 하는 분야이다.
한편, 이날 UNIST 그래핀 연구센터 명예소장인 노보셀로프 박사의 UNIST 석좌교수
임명과 함께 방문을 기념하는 식수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석좌교수 임명을 계기로 우수
한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노보셀로프 박사와 UNIST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 지도하는
‘노벨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2

1 조무제 총장과 환담회를 갖는 노보셀로프 박사
2 방문기념 식수행사에 참가한 노보셀로프 박사와 조무제 총장
3 노벨상 수상자인 노보셀로프 박사의 열정적인 특강 모습
1

3

Interview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박사는 노벨상 수상이라는 과학자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얻었지만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항상성’이야말로 과학자가 가져야 할, 아니 과학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 내가 나이가 얼마이든, 내가 어떤 상을 받았든, 내 지위가 어떻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려면 기초과학에 투자해야 한다”

게 변했든 등을 막론하고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도 일관성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음을 그의 열정과 호기심에서 깨달았다.

_

2010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콘스탄틴 노보셀로프(영국, 맨체스터대학교) 박사는 지난

노보셀로프 박사 랩 투어에서

4월 7일 UNIST에서 마련한 강연에서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UNIST의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하는
모습에 새로운 차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노보셀로프 박

● 노벨상을 받을 것을 예상했는가?

● 학부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사는 ‘꿈의 신소재’라는 그래핀(Graphene)을 흑연에서 처음 분리해 낸 공로로 안드레 가임(영국,  

항상 노벨상 시즌만 되면 각종 루머가 떠돌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가 노벨상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는 생

맨체스터대학교) 박사와 2010년 노벨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으며, 2010년 8월에 개최된 ‘그래핀 국

받을지도 모른다는 루머 또한 존재했다. 물론 나는 그것을 루머로만 받아들이

활을 6년 가까이 반복했다. 이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보

고 있었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가 정해지는 당일 내게 연락이 왔을 때 굉장

람찬 나날이었다.

제심포지엄(Graphene & Devices 2010)’에 이어 두 번째로 UNIST를 방문하게 됐다.
친환경에너지공학부 석좌교수
그래핀연구센터 명예소장

노보셀로프 박사는 2004년 안드레 가임 박사와 함께 스카치테이프의 접착력을 이용한 간단한 방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법으로 흑연의 표면층을 한층 떼어낸 2차원 구조의 육각형 탄소화합물 그래핀(graphene)을 발
견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메조스코픽 물리학(mesoscopic physics)과 초전도 분야, 자벽(磁壁,
magnetic domain walls)의 아원자(sub-atomic) 움직임, 그래핀 등과 관련된 주제로 60편 이상

히 놀랄 수밖에 없었다.
● 마지막으로 UNIST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노벨상을 받고 난 후에 변화가 있었는가?

첫째는 역시 과학과 실험을 즐기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어떤 분야든 간에 내가

노벨상을 받은 것은 당연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나는

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여 그 분야를 이해하려고 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 분야

노벨상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항상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려

가 내가 지금 하는 일과 상관이 없더라도 언젠가는 내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고 노력한다.

의 논문을 출간했으며, 2008년 유럽물리학상(EuroPhysics Prize)을 수상했다. 그리고 2010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36세의 나이에 노벨물리학상을 받음으로써 과학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 언제나 과학을 즐겼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UNI★STAR도 후일 이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알겠지
만, 이 일은 즐길 수 없으면 할 수가 없다. 물론 언제나 과학을 즐길 수는 없겠지
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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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Hot Issue

UNIST-LG전자
MOU체결

그린전기자동차
통합 워크숍

1

2011 Global LG Track Plan

글로벌 최고
대학을 위해
손잡은
UNIST-LG전자

_

공동 연구 협력 및
R&D 인재 확보 MOU 체결

1 LG전자 이영하 사장과 조무제 총장의 서명하는 모습

3

UNIST는 LG전자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는 ‘공동 연구 협력 및

_

UNIST는 4월 19일 학술정보관 104호 세미나실에서 전기자동차 전문

맞춤형 R&D 인재’ 확보를 위한 산학협력 MOU 체결식을 4월 6일, UNIST 대학본

가, 학생,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자동차 강연 및 시승식을 진

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UNIST 조무제 총장과 LG전자 이영

행하고, 관련 장비를 전시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UNIST GEV

하 사장, 그리고  UNIST 교수와 LG전자 연구소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UNIST와

사업단, 그린카 국제협력 지원사업단, UN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가 주최하며

LG전자는 이번 MOU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공동 연구, 산업체 인턴십 운영, 산

(재)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이 후원했다. 워크숍에서는 세계 최초로 전기

학협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장비 및 공간 등의 공동 활용, 학술 및 기술정보

버스 상용화에 성공한 한국화이바사 차량사업본부 조세현 본부장이 대중교통의

공동 활용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또 연구협력 및 우수 인재양성을 위해 공동 연

그린차량 개발 현황에 대해 강연했다. 이와 함께 2011 서울국제모터쇼에 참여한

구, 산업체 인턴십 등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영하 사

파워프라자사 김성호 대표, 파인모빌사의 Martin Moescheid 대표의 전기자동

장은 “글로벌 사업의 첨병이 될 이공계 인재 양성과 공동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상

차에 대한 강연도 이뤄졌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에 필수적인 모터의 기본적인 이

호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지속적인

해를 돕기 위한 요코가와 인스트루먼트에서 초빙한 신라대학교 노민식 교수의 강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개된 ‘2011 Global LG Track Plan’은

연도 들을 수 있었다.

해외의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UNIST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LG전자 HA본부

강연과 함께 파워프라자의 1회 충전으로 503.2km 주행이 가능한 ‘예쁘자나’와 파인

등 한국에서 1년간 파견 근무한 후, LG전자 해외법인에 배치되는 산학협력 프로그

모빌사의 ‘TWIKE’, GEV사업단에서 연구용으로 사용중인 ‘e-ZONE 전기자동차’

램으로 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장학생은 LG전자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고 학

의 시승이 이뤄졌다. 또한 UNIST가 연구용으로 보유한 가솔린 자동차 6대와 요코

위 취득 후에는 LG전자에 입사하게 된다.

가와 인스트루먼트사의 장비, 넥센테크의 와이어링하네스 등도 선보였다.

또 이날 참석한 LG전자 연구소장들과 UNIST 교수들은 향후 상호 공동 연구를

정무영 산학협력 단장은 축사에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UNIST의 전기자동차 분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과 첨단 신기술분야의 발전적인 협력관계 수립 방안도

연구에 대한 오랜 관심과 연구역량이 널리 알려져, 산·학·연의 공동 연구가 활성화

논의했다.

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울산 및 동남권의 그린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

2 LG전자와 UNIST의 협약식 체결 모습

의 계기가 되어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
2

똑똑한 자동차,
환경을
생각하다
그린전기자동차 통합 워크숍

4

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UNIST는 첨단 연구시설과 전기자동차 전문가들을 초빙, 전기자동차 연구
와 개발을 위해 2010년 GEV사업단을 설립했다. 이에 미래 자동차 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UNIST는 이번 워크
숍 개최를 통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3 학술정보관 앞에 전시된 그린전기자동차
4 그린전기자동차를 시승해 보는 학생
5 그린전기자동차 강연회 및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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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Hot Issue

KIER-UNIST 울산
차세대 전지
원천기술센터 설립

세진글라스
기술연구소 개소

1

창의적
과학기술을 선도할
젊은 인재를 위하여

_

UNIST는 지난 3월 기술이전 협약 및 발전기금 약정식에

이어 5월 27일 자연과학관 408호에서 세진글라스 기술연구소 개소
식을 열었다. 이와 함께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같은 날 대학본부 6층에서 진행했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조무제 총
장과 세진그룹 윤종국 회장, 세진글라스 윤지현 사장, 허진국 상무,
하경아 실장, 최호운 부장, 박범섭 부장, 박하용 차장, UNIST 교수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전지 핵심 원천기술
개발 허브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세진글라스 기술연구소 개소 및
세진그룹 감사패 전달

앞서 있었던 3월 기술이전 협약 및 발전기금 약정식에서는 UNIST
차세대전지기술 융합연구단의 조재필, 박수진, 송현곤 교수 연구팀

KIER-UNIST 울산 차세대
전지 원천기술센터 설립

_

UNIST는 KIER(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광역시와 함께 ‘KIER-UNIST 울

산 차세대 전지 원천기술센터’를 6월 1일 UNIST 자연과학관에 개소하고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차세대 그린에너지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 허브로 만들기로 했다. 앞서

이 ‘고안정성 양극활물질 및 고용량, 저가 음극활물질 대량합성 기

UNIST, KIER, 울산광역시는 지난 2008년 8월 12일에 지역에너지산업 연구개발 및 보급·

술’을 세진그룹에 이전하고 세진그룹은 기술료, 발전기금 등 총 54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었다. 센터는 우선 총 32억 원의 사업비(울산광역시 5억, KIER

억 원을 대학에 전달했다.

17억, UNIST 10억)을 투입해 설립됐으며 향후 5년간 427억 원의 연구 개발비가 투입될 예

이는 국내 대학의 기술이전료로서는 최대 규모의 수입이다. 감사패

정이다. 연구 인력은 총 27명(KIER 7명, UNIST 20명)으로 구성됐다.

전달식에서 세진그룹 윤종국 회장은 “UNIST 재학생들이 세계적인

센터는 기반구축단계(2011년), 성장·발전단계(2012년~2013년), 자립단계(2014년~) 등을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기

거쳐 차세대 전지 R&D, 인력 양성, 산업화 및 국제화 거점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부배경을 밝혔다. 조무제 총장은 “장차 UNIST가 세계 최고의 이

1단계 연구개발 과제는 크게 ‘태양전지 분야’, ‘연료전지 분야’, ‘이차전지 분야’로 나뉜다.

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태양전지 분야’는 고효율 나노-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신개념 3차원 염료감응 태양

뜻을 전했다. 세진그룹은 울산에 위치한 자동차, 조선산업의 중견

전지 등이 개발되고 ‘연료전지 분야’의 경우는 차세대 세라믹 연료전지 핵심 원천 기술, 고

기업으로서 차세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UNIST와 기술이전 프

분자 전해질 연료 전지용 고내구성 전극 촉매 핵심 원천기술 개발 등이 해당된다. ‘이차전지

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분야’는 차세대 고에너지 밀도 이차전지 소재 및 셀, 고용량 이차전지용 나노 실리콘계 음극
소재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태양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등
‘전지산업’은 전국 시도가 전략산업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센터
1

개소로 우리 시가 차세대 전지산업 관련 경쟁을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울산에는 삼성SDI, SK케미칼, 솔베이케미칼, SB리모티브 등 다수의 기업체가 전
지산업으로 진출하고 있어 산·학·연 맞춤형 연구와 사업화를 통해 울산이 최고 수준
의 전지산업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세대 전지 기술은 한국의 세계시
장 주도를 위해 혁신적 개념의 원천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분야로 이번 ‘KIER-UNIST
울산 차세대 전지 원천기술센터’ 설립을 통해 산업원천 기술 개발 및 확보를 위한
중심 연구센터가 될 전망이다.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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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진글라스 기술연구소 개소식

1 KIER-UNIST 울산 차세대 전지 원천기술센터 개소식

2 세진그룹 발전기금 기부자 감사패 전달식

2 KIER-UNIST 울산 차세대 전지 원천기술센터 개소식 테이프 커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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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eadership

한스쉘러

명사특강

한스쉘러 HSSCRC 명예소장,
나노생명화학공학부 석좌교수,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장

비전 있는
리더십,

이영하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

유도만능 줄기세포의 잠재력
_

5월 4일 UNIST는 독일 막스플랑크 분자생의학연구소 소장인

한스쉘러 교수를 석좌교수에 임명하고 기념 특강을 개최했다. UNIST

이상희
국립과천과학관장

의 한스쉘러 줄기세포연구센터(HSSCRC) 명예소장인 한스쉘러

대한민국
성장 키워드에
주목하다

아이디어가
차별화를 만든다

석좌교수는 지난 2010년 8월 방문 이후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줄기세포 관련 연구협의를 위해
방문했다. 또 석좌교수 임명을 계기로 대학원생을 선발해 한스
쉘러 교수와 UNIST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

LG전자 이영하 사장은 4월 7일 ‘LG전자, HA본부 그리고 이영

영할 계획이다. 조무제 총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그동안 중점 연구 지원

하 사장(LG Electronics, HA Company and CEO)’을 주제로 UNIST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한스쉘러 줄기세포연구센터 연구활동을 통

특강을 가졌다. 이날 특강을 통해 이영하 사장은 LG전자와 R&D 전략 및

해 UNIST가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독일 막

인간존중의 경영철학을 소개했다. 이 사장은 LG전자 R&D현황과 분야별

스프랑크연구소(MPI)와 더욱 활발히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

기술개발을 소개하고 HA본부 일반현황, 경영현황, R&D현황과 CEO 경영

했다. 석좌교수 임명식 행사 이후에는 한스쉘러 교수의 특강이 열렸다.

철학으로 고객만족과 혁신 12계명에 대해 강연했다.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제1공학관 E205에서 재학생과 교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약

이 사장의 경영 아래 LG전자는 가전 시장에 혁신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과 재생의학에 있어서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잠재력’ (The Potential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올해만 해도 LG전자는 신개념 의류관리기

of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in Development and Regenera-

기인 ‘트롬 스타일러’와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음식물 관리가 가능

tive medicine)이라는 주제로 유도만능 줄기세포의 세계적 연구 동향과

_

한 ‘스마트 냉장고’ 등 기존 시장에 없거나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되는

이를 응용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 등 재생의학 분야의 응용 가능성에 대해

립과천과학관장을 초청해 ‘지식사회를 선도할 대한민국 창의력

제품을 시장에 선보였다.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이 만난 제품의 개발

소개했다.

발전소는?’라는 주제로 특강이 열렸다. 이상희 관장은 이날 특강

한스쉘러 교수는 캐나다에서 태어나 독일 하이델베르크대와 미국 펜실베이나대 교수
를 역임했으며, 독일 정부에서 한 해 연구비로 8500만 유로(1300억 원)를 쏟아 부을
만큼 줄기세포 분야의 석학으로 꼽힌다. 1989년 역분화에 필요한 핵심 유전자(Oct4)
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을 통해 세계경제는 지금 두뇌경제로 급변하고 있으며 창의적 인

_

을 위해 연구개발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영하 사장의 강연은 연구
개발의 장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영하 사장은 인하대 화학공학과를 졸업, 1979년 LG전자에 입사한 이후 2006년 LG
전자 Digital Appliance 사장을 거쳐 현재 Home Appliance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식사회를 선도할
대한민국 창의력 발전소는?
5월 25일 UNIST 대학본부 2층 대강당에서 이상희 국

재 양성과 확보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척도인 상황에서 우리
의 현실은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암기식 교육으로 창의성과
창조적 정신세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주
식회사’의 기획·관리 부서는 정부이고 생산·영업부서는 기업이
며 중앙연구소는 대학으로 정부는 창의적 연구개발, 기획,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은 제품의 효율적 생산과 글로벌 마케팅
을 강화하며 대학은 논문이 지적재산 특허가 될 수 있는 방향
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일한 부존
자원은 국민들의 명석한 두뇌로 모든 국민의 머리가 창의력 발전
소가 되도록 함으로써 세계 두뇌경제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국가
발전 전략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희 관장은 11, 12, 15, 16대 4선 국회의원으로 과학기술처 장관,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의장,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립과천과학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
한변리사회 회장과 지식재산포럼 공동대표, 한국 U-Learning 연합회 회장
직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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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
Trend
수소에너지
상용화 기술 개발

수소에너지
상용화 앞당길
획기적
기술 개발

3월 Nature Materials 誌에
논문 발표

산업 발전과 인구 증가로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

있는 화합물은 싸고 풍부하며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가역적으로 7.6wt%의 높

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에너지원 확보를 위

은 수소 흡착능을 보이기 때문에 수소저장체로 가장 주목 받는 물질 중 하나이

한 국가간 분쟁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

다. 그러나 금속에 수소를 고체상으로 저장하게 되면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으

상된다. 또한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대기 중

나, 그것을 저장하고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열에너지, 즉 재생에너지가 필요하기

온실가스 농도가 급증하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되고 있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 재앙이 현실

다. 따라서 그 해결책으로 금속 수소 저장체에 값비싼 백금, 팔라듐과 같은 촉

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의 한계와 환경 문제를

매를 사용하여 수소의 흡탈착 온도를 낮추려는 시도를 해왔으나, 그 역시 경제

‘마그네슘 나노복합체’를 개발한

고려한 새로운 에너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현시

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수소저장체의 실용화 단계에서 겪는 가장 큰 문

문회리 교수

점에서, 수소에너지 기술은 물 또는 유기 물질을 변

제점인 산소 및 수분에 노출되었을 때 그 표면에 생성되는 산화물로 인한 수소

환시켜 수소를 생산, 저장, 이용하고 다시 물로 순

저장능의 저하되는 현상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친환경에너지공학부

환시키는 기술로써, 차세대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

금속수소화물을 나노구조체로 만들면 수소와의 반응성이 높아져, 흡탈착 온도

목 받고 있다. 이에, 경제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수

가 현격히 낮아지고, 수소의 확산도 용이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제성과 안

소저장체 개발은 수소에너지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정성이 확보된 고체수소저장체를 개발하기 위해 마그네슘 금속을 이용하여 값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비싼 촉매가 없이도 수소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 공기 중에서도 안정한
마그네슘-고분자 나노복합체를 개발하고자 했다. 용매상에서 산소 및 수분에

수소저장체의 개념과 연구동향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 고분자가 코팅된 마그네슘 나노입자를 5nm 크기로 균일

수소는 높은 에너지 밀도(142MJ/kg), 얻어낼 수 있

하게 합성하여 공기 중에서 금속 표면의 산화를 막고, 금속수소화물의 생성 속

는 다양한 공급원(물, 생물질, 유기물 등), 가벼운

도를 현저히 높여 30분 안에 200℃에서 6wt%까지 수소를 흡탈착하는 획기적

무게, 친환경적 부산물(물) 등과 같은 중요한 이점

인 수소저장 물질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상온에서 손쉽게 고성능

때문에 차세대 대체 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다. 수소

수소저장체를 합성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소연료전지의 수소저장체 상용화

는 가스나 액체로 쉽게 수송할 수 있으며 고압가스,

를 한 단계 앞당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액체수소, 금속수소화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저장
이 용이하다. 현재 수소는 압축 기체상태로 저장하

연구 방향 및 계획

여 사용되고 있으나, 단위 부피당 수소저장 밀도가

수소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한 고성능 고체 저장체의 개발은 그 성능을 유지하면

너무 낮아 경제성과 안정성이 부족하여 액체 및 고

서도 값싸고 쉽게 대량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개발된 기술을 개선

체저장법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함과 동시에 더 좋은 후보 물질을 개발, 합성하는 데 연구를 집중시키고자 한다.

공기 중에 안정한 마그네슘 금속 입자
-고분자 나노복합체
친환경에너지공학부 문회리 교수는 울산대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준 교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제프리 어반(Jeffrey Urban)박사

고체저장법 중 금속수소화물, 특히 마그네슘을 이

와 함께 촉매 없이도 수소 저장능력이 월등하고 공기 중에 안정적인 ‘마그네슘 나노복합체’를 개발하여 과학 저널인 ‘네이처 머티리얼스(Nature

용한 수소저장은 이론수소저장용량뿐만 아니라 무

Materials)’誌 온라인판에 논문을 발표했다.

게저장밀도가 높고 부피저장밀도도 액화저장보다

이번에 개발한 ‘마그네슘 나노복합체’는 수소 저장능력이 뛰어나 저장체로서 주목받고 있는 마그네슘 금속의 수소저장체 상용화를 위한

높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고압압축장치와는 달리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한 새로운 기술이다.

저장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안전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마그네슘이나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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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 Soper
(WCU)

NEW TOOLS FOR THE DIAGNOSIS AND PROPER TREATMENT
OF CANCER : A WCU PROGRAM FOR DESIGNING THE NEXT
GENERATION CANCER DIAGNOSTIC TOOLS
Steven A. Soper, William L. Pryor Professor of Chemistry, Louisiana State University and WCU Scholar,
Nano-Bioscience and Chemical Engineering

Global cancer cases are 12 million / year,
with the death rates steadily climbing, and
are now up to 7.6 million / year -- greater
than deaths from HIV (1.7M), TB (1.6M),
and Malaria (1M) combined. The number of
cancer cases is expected to increase another
50% by 2020. In Korea, 11.3% of its citizens
died from cancer in 2008, making cancer the
leading killer in Korea. As Korea becomes
more westernized and the population ages,
the death rate due to cancer-related diseases is
expected to increase an astounding 67% over
the next few years.
Based on a large body of evidenc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ported that one third
of cancers could be prevented by smoking

cessation and vaccinations. Another onethird could be cured by early detection. The
remaining one-third has yet to be overcome
through research and other means, such as
clinical advances.
Most people have had the experience of
having a close friend or family member die
from this terrible disease. In 1999, my father
was diagnosed with colon cancer, which had
metastasized into his liver. At 59 years of age
and 6 months after his diagnosis, he passed
away. While colon cancer can be easily
treated and prevented with early detection,
the surveillance methods are fraught with
challenges, making it difficult for patients to
follow the proper screening procedures. These
procedures include colonoscopy, which is an
invasive process. Clearly, new technologies
are required to allow the early detection of
cancer diseases by a greater population pool.
The goal of this World-Class University
(WCU) project, which is currently being
carried out in Nanobioscience and Chemical
Engineering (NBC) and represents a
collaborative effort, is to generate innovative
and exciting tools for the early detection
and proper treatment selection of cancer
patients that can be operated directly in the

physician’s office to provide rapid clinical
information that can dramatically improve
the outcome for those patients. This WCU
project is a challenging endeavor and involves
several highly capable people at UNIST,
including Prof. Heungjoo Shin in Mechanical
Engineering, Prof. Yoon-kyoung Cho of NBC
as well as Mr. Dong-kyu Park of NBC.
Cancer is basically a genetic disease and is
initiated when errors in the genome (DNA,
deoxyribonucleic acid) of a patient occur that
result in the deactivation of tumor suppressor
genes and the activation of oncogenes. When
this occurs, cells in certain organs of the body
grow out of control damaging those organs
affected. A group of cells that carry these
genetic changes form a tumor at a primary site,
such as the colon, breast, prostate, lung, cervix,
etc. When these tumor cells are released from
the initial site, they can spawn metastasis,
which generates secondary tumor sites and
this is the significant given that 90% of people
afflicted with cancer die from metastasis. The
cells released from the primary tumor site are
typically launched into the bloodstream and
are called Circulating Tumor Cells (CTCs).
For this WCU effort, we are developing

Figure 1. Left Picture: Microscope image of a CTC stained with an antibody labeled with a fluorescent dye. Center Picture: Micrograph of a molding tool used to
produce plastic devices using a technique called hot embossing. Right Picture; Finished Plexiglas devices for collecting CTC.

two technology platforms to allow clinicians the
ability to better diagnose and treat cancer diseases
by detecting the cancer at a very early stage and
selecting the proper treatment regimens for a
patient. These technologies include instruments and
assays to isolate CTCs from blood samples and an
innovative technology to detect errors throughout
the genome of the CTCs. Both technology platforms
consist of credit-card sized devices, which are called
microfluidic or nanofluidic chips, that can accept
a clinical sample and process this sample for the
necessary cellular and/or molecular information.
For the CTC device, a blood sample is inserted into
the device (see Figure 1) that can select the CTCs
from blood, which is populated with red blood cells
and white blood cells in much higher numbers,
count the number of CTCs and look for the presence
of genetic mutations within those cells. Shown
in Figure 1 is the microfluidic chip that is used to
select the CTCs from a patient’s blood sample. It is
fabricated using a process called photolithography,
which is also used to make computer chips. These
chips are made from conventional plastics, such as
Plexiglas, using micro-replication, the same process
technology required to make your CD discs. The
instruments used to make these chips are located
in the clean room facility at UNIST, which is found
in the University Central Research Facility(UCRF).
We have already tested this tool for the selection of
CTCs from the blood of colon, breast and prostate
cancer patients with some very encouraging results.
By tracking CTC number from a patient, the
oncologist can learn if the chemotherapy treatment
for a particular patient is producing positive results.
The second project involves the generation of an
exciting diagnostic tool to uncover the presence
or absence of important mutations in CTCs by
searching for mutations in the entire genome of
these cells; this tool uses DNA sequencing to look
for the mutations unique to a particular cancer
patient. The presence/absence of mutations from
the entire genome of a patient with cancer can
serve as valuable information to carefully guide the
oncologist in selecting proper treatment regimens for
each patient’s cancer (i.e., personalized medicine).
The tool we are building can process single DNA
molecules and search for the mutations using DNA
sequencing. The tool (see Figure 2) consists of a
sensor comprised of a nanochannel that measures
30 µm in length and is ~10 nm in width and depth
in its final version. The input and output ends of the
nanochannel contain electrodes that are 20 nm in
thickness and about 20 nm in width. The monomers
comprising the DNA molecule, which are called
mononucleotides, are released enzymatically
from a single DNA biopolymer and launched into
the nanochannel where the mononucleotides are
identified as being one of the four comprising
DNA. The identity of the mononucleotide, either

Nanochannel

Nanopillars

Gold Nanoelectrodes

Figure 2. Schematic (left) and SEM of the single molecule DNA sequencing device (right). In this version, the
electrodes are 50 nm thick and 2 um wide with a 50 nm gap between them. The nanochannel is 50 nm x 50 nm.

adenine (A), guanine (G), cytosine (C) or thymine
(T), is deduced from the “flight time” of the
mononucleotide through the nanochannel, which
is transduced using nano-electrodes poised at the
input/output ends of the nanochannel. This tool
could not be realized without the unique inventory
of equipment and process technologies located
at UNIST, including electron beam lithography,
focused ion beam milling, nanoimprint lithography,
reactive ion etching and electron beam evaporation,
all located in the UCRF. As Figure 2 shows, we have
already produced our first prototype device using
focused ion beam milling and consists of 2 µm wide
gold electrodes that are 50 nm thick with a 50 nm
gap. The next version of this chip is being developed
that contains the prerequisite sizes using electron
beam lithography.
The outputs of this WCU project will be instrumental
in assisting physicians across the world in dealing
with this devastating class of diseases called cancer.
Clearly, cancer rates are increasing substantially
worldwide and just as clear, new tools are going to
be needed to fight this disease. This WCU project
will assist in battling cancer diseases by allowing
physicians to select rare CTCs from whole blood
directly and then searching for mutations throughout
the genome of these cells to guide therapy, inevitably
improving the survival rate for all cancer patients.
Also, the simplicity of the operation of these tools
will provide the opportunity to provide state-of-theart cancer care at sites that typically do not have
access to the proper tools for diagnosing and treating
cancer patients.
The instruments and collaborators at UNIST as well
as the support staff have been critical to realize the
development of these important tools envisioned
by our WCU team. I have found the researchers
and support staff at UNIST to be energetic, highly
capable and ready to assist in all phases of this
intricate project. Over the 2 years that I have already
been associated with this WCU effort, I have had
students (Franklin Uba) and post-doctoral associates
(Dr. Rattikan Chantiwas) working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at UNIST. In both cases, my people

have been treated professionally and allowed access
to sophisticated equipment, especially in the UCRF,
to complete their project milestones. They have both
enjoyed their experiences immensely at UNIST and
in particular, Korea.
I personally have found my extensive stays at UNIST
and Korea to be very enlightening, productive
and also, a learning experience both technically
and culturally. While I have visited a number of
countries across the world through participation in
conferences, my WCU appointment has allowed
me the opportunity to actually “live” in a different
country. I have found the people in Korea, in
particular those at UNIST and Ulsan, to be extremely
friendly and helpful. Many times during my travels
in Korea visiting other universities and laboratories,
I have found that I do not need to ask anyone for
assistance, they approach me and ask to assist me.
The people of Korea have been very kind to me,
helpful in assisting in my travels, and anxious to tell
me about their beautiful country. I have also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different sites in Korea, such as
numerous temples, and found these adventures to be
extremely enjoyable and educational.
Finally, the technical opportunities afforded to me
and my group, both in terms of equipment and
collaborations, has been extremely rewarding.
UNIST is a new institute and I have been amazed
at the rate and quality by which it continues to
grow. I have found the faculty to be not only great
researchers, but excellent teachers continuously
working with both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to expand their educational experiences
that will result someday in the production of the new
generation of researchers that will make important
contributions in the science/engineering fields.
The support staff has been very engaging as well,
working diligently with my people to assist them
in learning about the operation of sophisticated
equipment so that exciting research results could be
produced. I am very grateful to my colleagues and
friends at U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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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UNIST
국제과학
비즈니스밸트

UNIST,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원 Site Lab 구축 예정

창의적 과학인재 대국 실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연구원과 대형 기초과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우수한 비즈
니스 환경의 조성 등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의 중심지로 성
장·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UNIST가 역할을 하게 될 기초과학연구원은 대학·출연(연) 체계에서는 수행이 어려운
순수 기초연구단계의 장기 중대형·융합 연구, 대형 장비기반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25개 연구단과 중이온가속기는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지역에 들어서고, 50개의 연구단 가운데 나머지 25개 연구단을 UNIST를 포함한 D.U.P
연합캠퍼스에 10개 내외, GIST 캠퍼스에 5개, 그리고 전국 우수 연구 집단에 10개가 분산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UNIST가 포함된 D.U.P연합캠퍼스는 3개 과학기술특화 대학인 DGIST, UNIST,
POSTECH이 연합해서 10개 내외의 연구단을 운영할 예정이고 내년에 우선적으로 7개의
연구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D.U.P연합캠퍼스에는 기초과학연구지원과 연구기반 조성에
7년간 1조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과학벨트 사업에는 2017년까지 총 5조2천억 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09년 당초예산 3조5천억 원보다 1조7천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수한 젊은 과학자의 해외유출과 세계
각국의 치열한 두뇌확보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UNIST는 과학벨트 연구단과의 협력프로그램을 통한 교수진,
대학원생 등의 연구단 참여 및 공동연구 활성화로 연구중심대학으로
최근 한국 과학을 이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확정됐다. 그에 따라 UNIST는 DGIST, POSTECH과 함께 기초과학연구원 지역캠퍼스 D.U.P

자리 잡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과학지식 증진 및 원천기술

연합캠퍼스로 역할을 하게 됐다. 기초과학연구원은 KAIST(한국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대학교),

확보, 중대형 융·복합 기초과학 연구의 메카로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GIST(광주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 특화대학과 연구개발 특구에 캠퍼스를 설치하고, 지역의 혁신 역량을 총결집
해 새로운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D.U.P연합캠퍼스는 DGIST, UNIST, POSTECH의 우수한 연구자원을 통합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 1조5천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는 아이디어 뱅크로서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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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AR
URP 우수과제
선정 학생 인터뷰

글 •이태희 나노생명화학공학부 3학년 사진 •권혜리 나노생명화학공학부 2학년

실험중인 임관우(왼쪽) 학생과 안성준(오른쪽) 학생

URP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요?

Mini Interview

임관우 : 처음 실험을 하다 보니 익숙하지 않았고,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법, 실험

기구 이름과 사용법을 외우고 익히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한동안 실험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 실망도 컸고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을
다하니 좋은 결과가 있었네요.

URP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안성준 : URP는 방학 외에 학기 중에도 연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강의

나노 바이오융합 연구!
의료진단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다

를 들으면서 병행하기 힘들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주위 분들의 도움을 받으
며 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시간을 맞추는 것도 힘들고요. 또 연구노트는
친환경에너지공학부

꼼꼼히 작성해둬야 하는데, 이번에 상을 타게 된 요인 중 하나가 저희가 세심하게
작성한 연구노트였다고 하더군요.

2010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RP) 우수과제 선정

지난 5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한 ‘학부생연구프로그램(URP)에서 총 150개 참가팀 중 최종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선정된 영광의 주인공은
기계신소재공학부 3학년 안성준 학생과 나노생명화학공학부 3학년 임관우 학생이다. 이들은 친환경에너지공학부 신현석 교수의 지도를 받아
디바이스(FET) 적용이 가능한 나노 두께의 ‘풀러렌 디스크와 나노선 합성’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연구실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신현석 교수(지도교수)

“실험을 함께하고 지도해준 양지은 대학원생과
안성준, 임관우 학생 셋이 팀워크를 잘 발휘해

신현석 교수님 외에 도움을 주신 분이 있다면요?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주제를 만들

임관우 : 양지은 조교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처음 실험실에 갔을 때 저희가

고 아이디어를 내고 끈기를 갖고 실험에 임해야

어색해 할까봐 친절히 대해주셨고 연구노트 작성법, 실험도구 사용법, 실험방법

하기 때문에 URP에 참여하는 학생뿐 아니라

과 논문 찾는 법 등 모르는 것을 상세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보고서 작성할 때도

지도교수 역시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바쁜 학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사 일정 가운데 URP에 참여하는 것은 열정 없
이는 힘든 일이고요. UNIST 학생이 우수상을

소감이 어떠신가요?
안성준 : URP 과제에서 S등급을 받을 거라곤 생각지 못했어요. 사실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길 나눴던 터라 기쁨은 배가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과학자로서의 포부를 이야기해 주세요.

수상한 것이 참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늘 열

임관우 : 그 많은 팀 가운데 4팀 안에 들고 우수상을 받게 되리라곤 예상치 못했어요. 신현석 교수님과 양지은 조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성준 : 아직 부족한 것 투성이고 조금씩 내실을 다지며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을

심히 달려가는 UNIST 학생들의 모습은 아름

잘 마무리하다 보면 이상적으로 생각해온 과학자의 모습에 근접해 있지 않을까

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신이 어느 곳으로

이번 우수과제 선정 내용이 ‘풀러렌의 1차원 및 2차원 나노구조체 제조 및 응용’에 관한 연구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요? 앞으로 소망이 있다면 랩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안성준 : 풀러렌 나노구조체라는 큰 틀에서 1차원 나노구조체와 2차원 나노구조체 두 가지 연구로 나뉘는데요. 1차원 나노구조체는 관우가

받은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님을 뵐 수 있었는데, 그분처럼 되고 싶다는 생

합니다.”

연구했는데 PDMS 주형을 이용한 풀러렌 디스크 합성이고, 2차원 나노구조체는 제가 연구한 CVD를 이용한 풀러렌 디스크 합성이에요. 현

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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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합성된 나노구조체를 이용해 FET 전자소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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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우 : 기존에는 방향성이나 두께가 일정한 풀러렌 나노선을 합성할 수 없었어요. 저희는 POMS 주형을 이용해 방향과 두께가 일정한 1차

원 나노선을 합성해 보았지요. 그리고 합성한 나노선을 갖고 FET 전자소자를 제작해 보려고 준비 중이고요.

학부생연구프로그램(URP)이란 : 연구 수행능력을 갖춘 우수한 이공계 학부생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직접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수행 과정에서 교수 등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관심 분야의 전문 지식을 보다 심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지원 프로그램이다.

Student's
Column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과학도의 꿈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오찬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더 커졌다. 소감 발표는 오
찬 뒤에 잡혀 있어서 먹는 동안 계속 긴장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음식은 정말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드디어 소감 발표 시간이 다가왔다.
내 순서는 3번째였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

청와대 오찬, 꿈만 같았던 하루

다. 하지만 막상 마이크를 받으니 많이 떨리긴 했지
만 준비해놓은 것들을 차근차근 잘 말할 수 있었다.

유은석
기초과정부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로 선정, 청와대로 향하다
지난 4월 21일, ‘제44회 과학의 날’을 맞아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로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 날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과학 기술인들을 초청
해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였다. 아직 대통령과학장학제도에 대해 모르
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먼저, 이 제도는 지역추천제도와 개인추천제
도가 있는데, 나는 지역추천제도로 뽑히게 됐다. 지역추천제도는 각 지

나는 먼저 나의 소개를 하고 지방학생들에게 장학제
도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더불어,
앞으로 대통령과학장학생 간에 많은 교류를 통해 성
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
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대통령과 다른 과학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 됐다.

역마다 2명씩 추천되어 면접과 서류를 통해 16명을 최종 선정하게 된
다. 나는 울산에서 처음으로 지역추천제도로 대통령과학장학생에 선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뽐내는’ 그날을 고대하며

발되어 ‘최초’라는 영광스런 자리를 얻게 됐다. 이 때문에 오찬에도 초

하루에 KTX를 타고 울산에서 서울로 왕복하고 또 오

청받을 수 있었다.

찬에 참석하고 소감문 발표도 하고…. 긴장과 기대 속

오찬에는 조윤경 교수님도 함께 초대받았다. 장학생 대표로 소감문

에서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만큼 정신없는 하루

발표를 걱정하는 나에게, 교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발표

였지만 오찬에는 조윤경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훌륭

를 하면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고 발표하는 이도 마음 편하게 잘할 수

한 과학자들, 또 다른 교수님들도 함께해 더욱 즐겁고

있다는 조언을 해 주셨다. 그리고 학교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도

유익한 시간이었다. 청와대에 초대받아 오찬에 참석한

해주셨고, 2학년이 되어 전공을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는 연구 프로

것도 좋았지만 과학자가 꿈인 나는 그런 훌륭한 과학

그램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다. 교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 발표를 해

자들의 얼굴을 보고 인사도 하고 말씀도 들을 수 있었

야 하는 것도 잊을 만큼 마음이 편안해졌고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됐다.

던 것이 더 좋았다.
마지막으로 오찬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우
리나라가 과학기술을 세계에 뽐내는 나라가 되길 소

대통령과학장학생 간에 많은 교류로 성장 기회 많아지길

망한다”는 말씀처럼 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과

청와대에 도착해보니 역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는 곳이라 안보를

학인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길 바란다. 또

중요시해서 소지품을 검사하고 휴대폰을 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

한 다음에는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초대받는 것이 아

다. 내가 본 청와대 내부 모습은 모든 것이 신기했다. 평소에 외관만

닌 과학자로서 초대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발전했

봤는데 직접 들어와서 청와대 내부를 보게 되니까 ‘여기에 내가 다시

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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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AR
Challenge
축제
& 학생체육교류

생생한 젊음을
기록하다,

h!

as
Uni-Spl

대학생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축제. 젊음과 도전의 열기가 가득한 UNIST 캠퍼스에도 봄 축제의 환희가 넘쳐
났다.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UNIST 대운동장 그리고 자연과학관 등에서 펼쳐진 봄 축제와 5월 7일 있
었던 이공계 특성화 3개 대학의 친선 체육대회는 학술과 문화교류의 장이자 학업에 열중해온 학우들에게
청량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화합의 장
_

5월 11~13일, 봄학기가 시작되고 퀴즈와 과제에 지쳐온 학생들에게 축제의 황금연휴가 다가왔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젊음의 감각과 아이디어가 녹아 든 축제를 만들기 위해 축제준비위원회가 축제의 명칭을 공모했다. 그 결과 장지욱(11학번) 학생이
만든 ‘Uni-Splash’를 선정, 축제의 신선함을 더했다.
11일 저녁부터 열린 Uni-splash는 ‘Mask & Beer’ 파티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 파티에서는 형형색색의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맥주를 마시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축제의 열기가 무르익어간 12일 오전에는 학생들이 미니부스를 준비하는 분주한 모습들
을 엿볼 수 있었다. 많은 동아리에서 준비한 생과일주스, 토스트, 철판구이, 팥빙수, 와플, 팝콘 같은 다양한 음식들과 외국인 학생
들이 만든 이색 전통 음식도 맛볼 수 있었다. 오후에는 딱딱한 전공에서 벗어나 삶의 유익한 경험과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 필
요한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색강의’가 진행됐다. 저녁에는 학생들이 그동안 감춰왔던 끼를 온몸으로 발산하며
‘2011 UNISTAR 가요제’와 함께 청백전을 펼쳤다.
축제의 마지막 날, 13일은 로즈데이를 기념해서 성인의 날을 맞은 학부생들에게 장미꽃를 선사하였으며 대운동장에서 열린 미니 체
육대회는 OX퀴즈, 바구니뒤집기 게임과 같은 흥미로운 게임들이 진행됐다. 날이 어두워지자, UNI★STAR들은 축제의 대미를 장식
할 동아리 합동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공연장으로 쏙쏙 모여들었다. 그동안 연습해 왔던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 동아리 합동
공연은 UNIST 봄 축제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이번 봄 축제, Uni-Splash는 교수님들과 학부생들이 다 같이 만들어낸 화합의 장이
었다. 11월에 열린 가을축제에는 더 다양한 볼거리를 기대하며, 젊음의 뜨거운 열정은 그렇게 끝이 났다.

UNIST·KAIST·POSTECH 친선 체육대회
_

5월 7일 UNIST 대운동장에서 UNIST와 더불어 이공계 트라이앵글의 두 축인 POSTECH, KAIST 학생들을 초청하여

‘UNISTADIUM United’ 친선 체육대회가 펼쳐졌다. 지난해에 이어 제 2회를 맞이하는 UNISTADIUM United은 국내 이공계 특성
화 대학 간 정기 대항전으로 대학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각 대학별로 40명의 축구선수
단과 30명의 농구선수단으로 구성된 대항전은 열띤 응원 속에서 6시간의 긴 각축전을 펼치고 이후 번외교류전과 친목시간 등 뜻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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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들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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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Club
연극동아리
NEST

Scene 1 꿈 – 네스트에서 또 다른 나를 찾다

Scene 2 사랑 – 연극은 팀워크!

Scene 3 희망 –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갈 길

끼와 재능으로 똘똘 뭉친 연극동아리 NEST 부원들은

연극은 사람이 만드는 예술이기 때문에

	
2009년 ·유앤미쇼(UNME SHOW) : 덕후와 꽃녀(자체 제작 연극),

크게 액터와 스태프, 두 가지 역할로 나뉩니다.

연극의 핵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터는 말 그대로 무대에 서서 연기를 하는 연기자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팀워크를 맞추어야 멋진 작품이

스태프는 연기자를 제외한 연극 제작에

탄생합니다. 액터는 다른 액터들과 호흡을 맞추며 대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동작을 연습해야 하고, 스태프는 연극의 각 장면에 어울리는

생(영화 각색), 알포인트(자체 제작 연극), 과속삼대(영화

무대 장치와 조명, 음향 부분을 어우러지게 맞춰야 하기

각색), 우리들이 사는 세상(자체 제작 연극)

1)  액터

‘연기’란 희곡 속의 인물을 살아 숨쉬게 하는 작업입니다.
연기자는 글로 쓰여진 극을 몸짓을 통한 연기로 무대 위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액터는 연기
할 때만큼은 나 자신이 아닌 그 배역의 인물이 됩니다.
다른 인간형의 삶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이제까지 발휘하지 못했던 것들을 표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액터는 무대에 올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들의 이야기!

연기의 열정을 꽃피우다,

어느 한 명이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팀 전체가 무너지는

·2학기 정기 자체 공연 : 매직타임(대학로 연극), 오아시스

것이 연극입니다. 그래서인지 NEST는 연극을 만들어가며,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며 서로 매우 친해집니다.
서로에게 지적도 하고 칭찬도 하고 울고 웃으며 서로 사랑을
쌓아갑니다. 대본을 짜면서 감동과 웃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2011년 ·비정기 자체 공연 : 라이어(대학로 연극)
·봄 축제(Uni-Splash!) : Summer Night(뮤지컬 ‘그리스’),
첫 데이트를 위한 칸타타(뮤지컬 ‘아이 러브 유’)
·1학기 정기 자체 공연 : 말괄량이 길들이기(희곡 각색)

어색한 부분을 연습하느라 밤을 새워가며 시험 기간보다

·전국 HAPPY 경연대회 본선 진출 : 첫 데이트를 위한

많은 피로를 느끼며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겐

공연 시작 전 무대 뒤에서 “NEST 파이팅!”을 외칠 때의

무대 뒤에는 액터보다 더 바쁘게 뛰는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떨림과 공연이 끝나고 엔딩곡과 함께 무대 막이 내려갈 때의

아무리 배우가 훌륭하더라도 기획과 연출이 없으면

뿌듯함과 아쉬움은 연극동아리 NEST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무 소용이 없듯, 스태프들은 연극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감정이 아닐까요?

더 많이 대본을 읽고 연구합니다.

세탁소 습격사건(대학로 연극), 라이어(대학로 연극)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무대 위에는 열띤 연기를 펼치는 액터들이 있다면,

각자의 분야에서 최상의 연극을 만들기 위해 액터보다

·1학기 정기 자체 공연 : 택시드리벌(대학로 연극), 쌩날선

·가을 축제 : 新별주부전(마당극)

잊혀지지 않을 추억으로 영원히 남지 않을까 합니다.

분야로 나뉘어 꼼꼼하게 활동을 합니다.

2010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보고싶다(자체 제작 연극)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2)  스태프

존재입니다. 스태프는 보통 연출, 조명, 음향, 소품, 촬영

소주 한 잔(뮤직드라마)

칸타타(뮤지컬 ‘아이 러브 유’)

UNIST의 개교와 함께 창설된 NEST는
2009년부터 현재 2011년까지 여러 연극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를 공연해 왔습니다.
2011년, 처음으로 대외 활동에도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제부터는 NEST를 넘어서 UNIST를 알리는 활동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연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신나고 재미있고 감동이 넘치는 연극으로
UNIST를 알릴 NEST, 많이 기대해 주세요!

NEST는 ‘Never Ending Story’의 약자입니다. UNIST 공연 동아
리의 백미, ‘네스트’는 연극 동아리로 동아리활동 시간에는 연극
을 구상하고 준비하며 따로 연기 연습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최고의 연극을 만들기 위해 매 정기회의마다 구상한 것을 바탕
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지만, 축제 기간이나 정기 공연 기간
이 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답니다. 연극, 뮤지컬과 같은 공연
을 준비하고 무대에 서서 연기를 펼치면서 공연을 관람하는 이
들에게 우리의 열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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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최우희 기장(테크노경영학부 2학년)

UNIST Family
국제학생동아리
(UISO)

Uniting UNISTARS

I still remember that morning when I decided to make a blog

I emphasize that UISO will keep working for the welfare of the

UISO intends to promote the UNIST slogan of "going global"

all for this kindness and affection. Lastly, I want to thank all the

My goal was to bring a sense of community to them, and to

bring a sense of community to them. Also we will keep using

making this university truly global. I hope that all the UNISTARS

that all the UNISTARS will work together to make this school a

named globalunistars.com for the international students at UNIST.
remove the communication barrier between Korean UNISTARS
and International UNISTARS. I never thought that a minor
project like globalunistars.com would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 solid organization named ‘UNIST International Student

Organization’ (UISO) with the goal of making UNIST a global
University.

The establishment of this volunteer organization was not easy,
but the love and respect of international students made it easier

international students of UNIST, and will organize activities to

this platform to represent the collective interests of international
students. Moreover, UISO intends to plan different trips and other
cultural exchange. In addition, UISO intends to welcome new

them through the different online forums of UISO. UISO intend

believe that UNIST administration is doing its best to make this

as possible, by advising and answering their queries, and helping
to attract more foreign students by using multiple forums to
promote UNIST globally.

students of UNIST for believing in me. Moreover, I want to make

is the removal of the communication barrier between Korean

and enthusiastic international students. Because of them, UISO

has stood on its feet quickly, and has been achieving the required
goals well before the time.

cultural differences apart and becoming united in diversity.

The UISO also appreciates the administration for welcoming this

The UISO administration wants to make it clear that we are NOT

it clear that UISO is nothing without the support of the creative

will be united in this platform by setting the nationality and

international students to help them get settled in UNIST as soon

for me. I will never forget those who voted to elect me as the first
president of this organization. I want to thank all the international

and we believe that international students can play a vital role in

only working for the international students of UNIST. Our goal

UNISTARS and international UNISTARS. The foundation of

this organization can be seen in the existence of social networks

like globalunistars.com, different Facebook social groups and
other cultural exchange parties.

organization and ensuring its continuous support. We strongly
school a world leading university.

Korean students for being kind, hospitable and welcoming. I hope
world leading university.
Thank you,
Sincerely,

Ahmed Mukhtar

President, UNIST International Student Organization (UISO)

Before concluding, I’d like to thank Professor Robert Michelle for

his advice and guidance; Professor David Proulx, for befriending

the International Students of UNIST and encouraging us to

express ourselves through writing; and Professor Andrea Lee
Wright for empowering and challenging us to develop our

leadership skills. I want to share our gratitude with Mrs Sojin
Choi of UNIST International Center, who has always been
supportive and understanding. International Students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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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News

UNIST News
지경부 ‘대학 IT연구센터’지정,

제1회 국제디자인워크숍 개최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과 인재 중심의 사회에서 윤리교육의 효과

학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4년간 50억 원 규모 지원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정보통신기술

경희대학교 이근수 교수 초청 특강

인력양성사업 2011년 신규사업기관으로
UNIST가 선정됐다. UNIST는 ‘대학 IT연구

전
 통악기와 현대 디지털악기의 만남
- wHOOL(훌) 초청 공연

센터(ITRC : IT Research Center)’에 지정
되어 지식경제부, 기업체, 울산광역시로
부터 향후 4년간 5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
으로 UNIST에 결집된 이차전지 분야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해 이
차전지 분야, 차세대 전지 분야의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연구
를 선도하고 이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UNIST 대
학IT연구센터 소장 조재필(친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는 협동연구
기관으로 KAIST,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

4월 14일 오후 4시 테크노경영관 2층 207호에서 경희대학교 회

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세무학과 이근수 교수를 초청해 특강이 펼쳐졌다. 이근수 교

 노·재료공학을 위한 유전 알고리즘
나
워크숍 개최

6월 10~11일 제1공학관 1005호 TD룸에서 디자인 분야 세계
적 석학 및 울산, 부산 지역의 관련 분야 교수, 학생,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국제디자인워크숍’을 개최했

4월 6일 제1공학관 E204 세미나실에서 유전 알고리즘 및 응용

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DHE, Design and

분야의 전문가들, 학생,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

Human Engineering) 인테리어공사 준공을 기념해 학부의 융

노·재료 공학을 위한 유전 알고리즘 워크숍(EAMS: Workshop

합창의공간을 대표하는 TD룸(Trans-Disciplinary)과 인터렉션

on Evolutionary Algorithm for Material/Nanomaterial Science)

룸(Interaction Room) 등을 개관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주목

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 워크숍은 일본, 중국, 대만에서 유전 알

을 받았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Unhappy Users : What do

고리즘 및 응용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나노, 재료 공학의 최

designers wrong? (행복하지 않은 사용자 : 디자이너는 무엇을

적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한 최신 연

잘못하고 있는가?)’으로 사용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구 결과들을 소개했다. 조무제 총장은 “본 학술대회가 울산 및

사용성 높은 디자인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강의와 그룹웍으로

동남권의 전자정보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알고

진행됐다. 조무제 총장은 “UNIST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디자인

리즘 및 재료 공학의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학계 및 산업계

융합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과 지식 및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를

의 전문가들이 서로 교류하는 만남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 녹차 문화를 비교하며 세 나라를 관통하고 있는 보편성을 설명
했다.

연이 펼쳐졌다. ‘마음을 비우고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로 2003
년에 결성된 그룹 wHOOL(훌)은 전통음악에 창작과 재구성
을 더해 전통악기는 물론 현대 디지털 악기까지 자유자재로 다
룰 수 있는 팀으로 서울 홍익대 인근에 위치한 블러섬랜드 공
연장에서 ‘진달래꿈봄잔치(Pink Blossom Party)’를 매달 개최

한
 국델켐(주), 3차원 CAD소프트웨어 기증

하고 있다.

아
 름다운 화음이 주는 국내 최정상 아카펠라 그룹
- May Tree 초청 공연

UNIST는 5월 24일 대학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델켐(주)과

말했다. UNIST는 이번 국제 워크숍 개최를 통해 재료과학, IT 및
BT분야에서 융합학문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하

수는 ‘차도(茶道)와 차덕(茶德), 차미(茶美)’이라는 주제로 한·중·

4월 13일 대학본부 2층 대강당에서 그룹 wHOOL(훌) 초청 공

55억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기증식을 개최했다. 한국델켐(주)는

테
 크노경영학부/기술경영대학원
Special Forum 개최
- 연세대학교 주인기 교수 특강

UNIST에 3차원 CAD 소프트웨어 솔리드웍스 라이선스 500개(상
업용 시가 기준 55억원 상당)를 전달했다.

UNIST 5월 문화프로그램으로 5월 18일 저녁 7시 대학본부 2층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한국델켐(주) 정찬웅 대표이사는 ‘UNIST와

대강당에서 국내 최정상 아카펠라그룹 ‘May Tree(메이트리)’ 초청

5월 6일 테크노경영관 2층 207호에서

같이 최첨단 교육 연구 장비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각종 소프트웨어

공연을 개최했다. 그룹 ‘May Tree(메이트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

연세대학교 회계학과 주인기 교수의 ‘지

를 공급하는 업종에 종사하면서 우수한 이공계 전문 인력양성의

름다운 악기인 인간의 목소리로 연주되는 가장 원초적인 음악의

식정보화시대와 기업윤리’ 주제로 특별

중요성을 느껴왔다’며 ‘UNIST 재학생들이 세계적인 과학기술을 선

형태인 아카펠라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에서, 단발머리(조용필 히

강연이 열렸다. 주인기 교수는 지식 정

도하는 인재로 성장토록 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기부배경을

트곡), 아리랑, 붉은 노을(이문세 히트곡), 플라이 미 투더 문, 러브

보화시대에서 핵심적인 경쟁력은 창조적

밝혔다. 조무제 총장은 ‘UNIST의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기증해

등 주옥같은 음악을 차례로 들려 주었다.

인 아이디어로 지식을 활용해 소비자의

주신 소프트웨어는 장차 UNIST가 세계 최고의 이공계 특성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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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득 교수·박은정 대학원생, 한국환경분석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 발표상 수상
서판길 교수팀 ‘World Top 2%’ 논문으로 선정

도시환경공학부 최성득 교수와 박은정 대학원생(석사과정)이 5월 26~27일 양일간 열

나노생명화학공학부 서판길 교수팀이 영국의 권위 있는 논문 추천제도인 ‘Faculty of

린 한국환경분석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구두발표상 및 우수포스터발표상을 수

1000’에서 Top 2% 논문으로 선정됐다. 이번 논문은 세포 신호전달 분야 전문학술지인

상했다. 최성득 교수는 ‘극지 대기 중 유기염소계 농약 장기 모니터링’이란 제목으로

셀 시그널(Cell signal)에 지난 1월 발표돼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번 논문은 오는 6월

북극 다산기지와 남극 세종기지 대기 중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

23일 출판, 발간됐다. 서 교수팀은 세포 내 칼슘(Ca2+) 신호전달을 조절하는 단백질에

했다. 이번 연구는 포스텍 장윤석 교수팀과 공동으로 수행되었으며, 극지와 같은 청정

관한 새로운 기능을 규명했다. 또한 세포 내 신호전달 단백질 ‘포스포리파제 C-에타1’

지역에도 장거리 이동을 통해 오염물질이 유입되며 극지과학기지 자체로부터 잔류성

이 칼슘 신호전달을 조절하고, 또 증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서 교수

유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규명한 데 의의가 있다. 박은정 대학원생은 “앞으

는 이번 연구결과가 “칼슘 신호전달 이상이 관여하는 암,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의 원

서판길 교수

인을 세포 수준에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로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하며,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
다”는 수상소감을 전했다.

고현협·김영삼 교수, 교과부 신진연구자지원사업 과제 선정

최성득 교수 및 대학원생

UNIST 모범교원 4인, 스승의 날 맞아 정부포상 수상

‘생체모사 스마트 프린팅 기반 이종집적 III-V 화합물 반도체 트랜지스터

제30회 스승의 날을 맞아 나노생명화학공학부 서판길 교수와 친

및 플렉시블 전자피부 개발’(고현협 교수, 나노생명화학공학부)과 ‘이차원

환경에너지공학부 나명수 교수, 백종범 교수, 기계신소재공학부

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한 세포막 통로 단백질을 포함하는 분자 집합체에

이창형 교수는 근정포장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요동 및 동력학의 실시간 관찰’(김영삼 교수, 나노생

근정포장을 수상한 서판길 교수는 2001년부터 한국과학기술한

명화학공학부) 부문의 2개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신진연구

림원 종신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UNIST의 연구력 증진에 큰 기여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은 교육과학기술

를 하고 있다. 장관표창을 수상한 나명수 교수는 친환경에너지 분

부가 임용 5년 이내 교수를 노벨상 수상자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

 
 

야의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과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심혈을 기울

작한 사업으로 과제당 향후 5년간 총 10억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현협 교수

김영삼 교수

이고 있으며, 백종범 교수는 대학교육 및 연구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학부 및 대학원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왔다. 또 장관표창
을 수상한 이창형 교수는 학부 및 대학원 교육에 헌신적인 교육
관과 사명감을 갖고 수준별 교육을 적극 추진해 왔다.

서판길 교수 나명수 교수 백종범 교수 이창형 교수

양창덕 교수, 고성능 양극성 고분자 반도체 물질 개발
친환경에너지공학부 양창덕 교수와 울산대 물리학과 에너
지 하베스트-스토리지 연구센터 조신욱 교수 연구팀이 전
자기기 구동회로 핵심 소자인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ield-

김욱희 학부생, 미 대학생 연구 포스터 Top 5 선정

Effect Transistor, FET)의 구동 성능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3학년 김욱희 학생이 미국 컴퓨터 학회 ACM SIGMOD가 주최

입의 반도체 고분자를 개발했다. 미래형 전자 소자의 핵심 소

하는 ‘2011년 대학생 연구 포스터 경진대회(SIGMOD Undergraduate Research Poster

재인 플라스틱 반도체의 전자회로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

Competition)’에 TOP 5로 최종 선발됐다. ACM SIGMOD는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세계 최고

킨 고성능 양극성 고분자가 개발돼 신소재 전자부품산업 발

학회로 전세계 대학생들을 상대로 연구 경진대회를 개최해 매년 다섯 명을 선발하고 있다.

전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김욱희 학생은 6월 12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SIGMOD에서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세계

인 연구 성과물로 인정받아 신소재 공학 분야의 세계적 학술

최고 석학들 앞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며 참가 경비도 ACM에서 지원받게 된다. 김욱

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어리얼스(Advanced Functional

희 학생은 현재 수학중인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에서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 기술인 GPU를

Materials, 인용지수 6.99)’ 5월호에 ‘전자-정공 양극성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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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병렬 데이터 색인 기술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끌어올리

고분자 반도체 물질 개발’이라는 제목의 내부 표지논문으로
양창덕 교수

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자로 성장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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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의 용도

발전기금
이렇게
쓰여집니다

World Top 10 in 2030

발전기금	용도를 대학에 일임하여 대학의 비전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쓰입니다.
연구기금	최첨단 기자재들을 갖추고 있는 UNIST 4대 연구소의 성장과 함께 소속 교수들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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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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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하는데 쓰입니다.

문의처
UNIST 홍보미디어센터 Tel.052-217-1223, E-mail.dwshin@unist.ac.kr

기부자 예우 기준

발전기금
함께 만드는
세계과학기술
■ 국내 최고 수준의 우수한 교수진
■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교육, 연구시설
■ 학습자 중심의 선진화된 교육 프로그램
- 전 강좌 100% 영어강의, 토론 위주의 창의적 수업, 전공자율선택제

■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성화, 융합학문
■ 신입생 전원 교내외 전액 장학금 및 기숙사 생활
■ 정부 및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
- 4개 과학기술대(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UNIST, KAIST, GIST, DGIST)
- 과학비즈니스벨트의 Site Lab 구축 확정
- 국가이공계장학금 중점지원대학 선정
- 지자체에서 매년 150억 원 지원

■ 수시모집 원서접수 : 2011. 8. 5(금) ~ 8. 10(수)
■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 (수시 : 입학사정관 전형)
수시1차
모집단위

이공계열

경영계열

학부

학교장
추천 전형

과학영재
및 글로벌
리더전형

지역고교
출신자
전형

기회 균등
전형

130

35

20

수시2차

정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나군

165

50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기계신소재공학부
나노생명화학공학부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도시환경공학부
친환경에너지공학부

200

테크노경영학부

40

40

10

5

30

25

240

170

45

25

195

75

총계(명)

구 분

100억
이상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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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별 모집(2학년에서 학부 및 전공 자율선택 - 융합전공)
※ 수시 1차, 2차 중복지원 가능

10억
이상

500만원 미만
(소액기부자)

Unist family

Unistar club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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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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