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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과대학신입생들의
상당수가혜택받고있는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이 반값등록금정책을위한재원마련

등의이유로크게줄고있어향후우수학생유치에차질이생길까심히우려되고있습니다.

(수혜자 : 2011년 350명, 2013년 신입생의경우 80명)

공과대학본부는
물론서울대본부도급격히줄고있는국가장학금상황을개선하기위해정부부처에

다각도로접촉하고있습니다만, 공과대학차원에서도어떤형태로든자구노력을기울일필요가

있다고생각됩니다. 많은동문들이참여하는‘후배사랑장학금’을만들어서사회적으로우수

이공계학생육성정책의중요성을환기하는운동으로진행해보고자합니다.

후배사랑장학금제도는
공과대학졸업생들이동창회활동및모교사랑활동등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고

졸업이후에도학교발전에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기를희망하는뜻도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졸업생들이소액이라도기부할수있게함으로써액수보다는후배들의

안정적인학업에약간의도움을주면서학교사랑의참여도를높여보자는

취지로이장학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육연구재단

- 문의전화: 02-880-7024 

- 모금약정전용이메일: love1418@snu.ac.kr

- 모금전용온라인신청서: http://engerf.snu.ac.kr/method.php

- 모금전용 ARS 번호: 060-700-1418(십시일반), 한 통화당천원, 중복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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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사

특별 담

지금 서울공 에서는
이건우 신임 학장 및 신임 보직교수 소개

제 67회 후기 학위수여식 열려

건설환경종합연구소‘곽영필 홀’현판 제막식

서울대 공대와 서울대학교병원, 공동 의료기기 포럼 개최

이장규 총장을 비롯한 에티오피아 총장단, 서울대 공대 방문

서울대 공대, 예비공학도 위한 프런티어 캠프 개최

제1기 에너지 CEO 과정 입학식 개최

서울대 공대-삼성디스플레이Day 개최

‘공학도를 위한 창의적 사고’정규수업으로 개설

故서갑양 교수위해 교수·학생 등 유족후원금 모금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신기술동향 : 생물정보학
기획 : 김선 컴퓨터공학부 교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네트워크 바이오마커 발굴 기술과 정보시스템 - 김선 컴퓨터공학부 교수

단백체 연구와 생물정보학 - 백은옥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시스템생물학, 시스템공학이생명과학을만났을때 - 조광현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석좌교수

유전체 정보 분석을 통한 맞춤의료 기술의 현황 - 김주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생물정보 산업화 현황 - 천종식 생명과학부 교수, ㈜천랩 대표이사

이제희 ㈜천랩 생물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울공 연구실 탐방

건축학과 강현구 교수 연구실
재료공학부 황농문 교수 연구실
화학생물공학부 이윤우 교수 연구실

칼럼
중국 황산(黃山 Huangsan) 등정기 - 전효택 명예교수

아마츄어의 명반사냥이야기 열 번째 - 나용수 편집위원(원자핵공학과)

10 Years at SNU A Foreigner’s Perspective - 버나드 에거 컴퓨터공학부 교수

무릎을 꿇지 마세요 - 강승백 의과대학 교수

퇴임교수 소감

최두남 교수, 2013년 뉴욕전시회

SCM(공급망관리) 경진대회에서 꿈을 펼치다 - 권석주 산업공학과 3학년

메카니즘 동아리 소개 - 이황호 화학생물공학부 3학년

쪽방 창문으로 비치는 꿈 - 우정민 원자핵공학과 4학년

모든 것은 변화한다 - 강보영 안동의료재단 이사장

모교소식
성공적인 학내 벤처 창업의 발전방향 좌담회 개최

국제교류 소식

공대교수 수상 및 연구성과

인사발령

발전기금 출연 소식

후기 졸업생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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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만·나·고·싶·었·습·니·다

김범수 동문님, 반갑습니다. 지난 6월 자랑스러운 서울공대 동문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서울공대지 독자이신

동문들께간단히자기소개를해주시겠습니까?

저는 1986년 산업공학과에 입학하였고, 그 이후 같은 과 90학번으로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삼성

SDS에서5년정도근무한후나와서한게임을창업하였습니다. 이후네이버와합병해서NHN이라는우리나라

1등의인터넷기업을만들었습니다. NHN에8년정도있다가나와서카카오회사를만들어서현재카카오이사

회의장을맡고있습니다.

1986년에 서울대 산업공학과에 입학을 하셨는데 당시 산업공학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학

대담| 문일경 서울공대지편집위원(산업공학과교수)

장맛비가 쏟아지는 지난 달에 IT기업들이 대거 상주하고 있는 성남 판교에 위치한 (주)카카오 본사에서 김

범수 의장을 만났다. 본사 입구에는 카카오 캐릭터가 손님들을 반기고 있었고 사무실의 칸막이나 벽면은

노란단무지색으로예쁘게꾸며져있었다. 주고 받는명함조차노란색으로곱게차려입었고 500여명의직

원들은직급이나상하관계가없이독서실같은분위기에서각자의일을하고있는자유로운분위기였다. 

14  만나고싶었습니다

24 신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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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더위가 언제였냐는 듯 서늘한 바람이 반가운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구요.

그래서인지 다른 어느 때보다 동문, 학생, 교수들의 반가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교육, 연구, 국제교류, 기금유치, 대학평가, 사회활동 등에서 다 소개하지 못할

정도로 성과가 풍성합니다.

학교에선 학장단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이우일 전임 학장님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건우 신임학장님의

건투를 성원합니다.

이번 호의 신기술 특집은, 정보공학의 신기술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연과학, 공학, 의학 등 이과계의 전 분야가 융합한 신 분야입니다.

가히 세상을 바꿔놓을 것 같은 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버나드 에거 교수의 말마따나, 다이나믹 코리아가 괜한 말은 아닌가 봅니다.

지난 십 년 서울공대의 변화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더 큰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도해 나가는

진격의 서울공대! 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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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투고안내

서울공 지는 독자들의 소식 및 의견을 받습니다.

또한 동문동정 및 수상소식 등 동문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식은 eenngg..mmaaggaazziinnee@@ssnnuu..aacc..kkr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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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님들께드리는감사(感謝)의 인사

이임사

존경하는동문님들께, 

결실의 계절입니다. 추석연휴도 흥겹게 보내셨는지요? 늦더위로 잠을 설친 때가 얼마

전인것같은데이제는아침저녁으로느껴지는쌀쌀한기운이이미깊어가는가을소식을

전하고있습니다. 자연의섭리는모두이러한것같습니다. 

제가여러동문님들께서평소가지고계시는학교발전에대한고견과희망을하나로모

아서미력이나마학교발전에기여해보고자학장직을맡게된것이엊그제같은데어느새

2년의임기가끝나이임인사를올리게되었습니다. 임기내내초심을잃지않고나름대로

최선을다하고자했습니다만막상이시점에서되돌아보니동문님들의기대와뜻에제대로부응하지못한것이

더많은듯하여송구하기짝이없습니다. 

내실화를기치로우리서울대공대의비전과미션을재정립하고이의실현을위한구체적인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하여하나씩해결해감으로써공대의교육과연구활동이시스템적으로뒷받침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기

위해노력하였는데, 다소미진한점들은후임학장단에서판단해서잘해가실것으로믿습니다. 

중국 속담에 장강후랑추전랑(長江後浪推前浪) 일대신인환구인(一代新人換舊人)이란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양자강의뒷물결이앞물결을밀어내듯새로운사람이새로운시대를열어간다는뜻으로이해됩니다. 여름이가

고가을이오고, 또지나면겨울이오는환절기에생각해보니이속담의뜻이아주자연스럽게그리고더욱생

생하게다가오는듯합니다. 새로선정된신임학장단이우리공과대학의역사성과전통을바탕으로더욱큰발

전의길로공과대학을이끌어가실것으로믿습니다. 모쪼록저를포함한전임학장단에게보내주셨던관심과

성원보다더큰관심과성원을새로운학장단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비록지면이긴하지만동문님들께감사의큰절을올립니다. 

이우일25대공과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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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공과대학은지금까지의눈부신발전을토대로, 이제안으로는내실을더욱공고히하고대외적으로는글로

벌 경쟁체제에서 과학기술 문명시대를 선도하는 초일류 공과대학으로 발전해 가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제시와 방향설정

이요구되는시점에와있습니다. 이러한중요한시점에공과대학학장을맡으신이건우신임학장님을만나보았습니다.

Q1. 서울대학교공과대학 26대 학장에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만 공대 동문과‘서울공대’지 독자 여러분

께우선지면으로나마인사말씀을부탁드립니다.

이번에공과대학학장에선임된이건우입니다. 저는모교기계공학과를32회로졸업하였습니다.  앞으로선후배여러

분의많은격려와도움을부탁드립니다.

Q2. 오늘날서울대공대는세계적인초일류대학으로거듭나기위해부단히노력하고있습니다. 21세기를선도할핵심인재

를육성하는데많은투자가필요한시점입니다. 임기동안공과대학을더욱발전시킬수있는마스터플랜에대해간략히말

씀해주십시오.

이번임기동안제목표는“공과대학다운공과대학으로되돌아가공과대학이국가산업발전에중추적역할을하는

공과대학의르네상스”를다시맞이하도록하겠다는것입니다. 즉산업체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도록교육및연구체제

를정비하는마스터플랜을만들고있습니다. 

Q3. 여름 언론에 기고한‘공과대학이 제 역할 하려면’에 대한 의견을 읽고 저도 무척 공감하였습니다. 학생교육과 교수평

가, 학위수여조건의다양화, 기술컨설팅회사설립등을제안하셨는데구체적인실행방안에대해듣고싶습니다. 

앞의마스터플랜의구체적인내용이되겠습니다.  최근정부가강조하는창조경제를실현하기위해서는가장중요한

것이창조적인인재의양성이라고생각합니다. 창조적인인재는다양성이허용되는환경에서만자랍니다.  따라서우리

공과대학부터다양성을허용해야되겠지요. 그런방편으로학위취득요건의다양화, 즉학위논문외에도설계작품이나

컴퓨터프로그램등으로도학위를받을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또교수님들의업적평가시다양한평가지표를제시해

주고각교수님들은본인이추구하는커리어에맞는평가지표를선택해서평가를받도록하고자합니다. 즉아주이론적

인연구를하는교수님들은거기에맞는평가지표로, 또아주실용적인연구를하는분은거기에맞는평가지표로평가

를받도록함으로써다양성을존중하겠다는것입니다. 기술컨설팅회사는모든교수님들이law firm 같이파트너로참여

해서산업체의기술용역을체계적으로할수있도록하자는것입니다. 기존에교수님개개인이구멍가게식으로하던기

대담| 전봉희 서울공대지편집장(건축학과교수)

이건우신임공과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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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용역을professional하게바꾸어서, 산업체의수요에정확히맞는교수를선정해서실질적인결과가빨리나

오도록하겠다는것입니다. 이렇게하면산업체에도필요한기술용역을단기간에제공받을수있게되고, 또

교수님들은실질적수입을얻을수있게돼서양쪽에다win-win이될것입니다. 또다양한온라인강좌를제

공하여산업체인력의재교육을제공하고자합니다. 처음에는수료증제공정도로시작해서자리를잡으면온라

인강의에의한학위수여까지가능하도록하고자합니다.

Q4. 대학경쟁력은좋은인적자원에의해좌우된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우수

한 고등학생들이 우리 공과대학에 계속 입학하는 것은 서울대 공대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일중의하나입니다. 최근 의학전문대학원체제에

서 의대 체제로 복귀하면서 서울대 공대가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

습니다. 우수한학생들이공과대학에진학하도록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요?

좋은학생을유치하려면두가지조건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하나는학교

를다니는과정이유익하고재미있어야하고, 다른하나는졸업후좋은대접을

받을수있어야합니다. 학교다니는과정을유익하고재미있게하기위해서는교

과과정을잘개발해서제공해야겠습니다. 기존교과목외에현재외부에서제공

되는전세계적으로잘알려진온라인강의들을활용해야할것입니다. 또다양한

동아리활동을지원, 장려해서학교다니는동안좋은추억을만들수있도록해

야되겠습니다. 졸업후좋은대접을받는다는것을고등학생들에게보이기위해

공과대학졸업생들의여러성공사례를발굴하고홍보할필요가있습니다. 또우

리졸업생들이벤처를창업해서성공할수있도록지원을해야할것입니다.

Q5. 서울대학교공과대학의중요한이슈로‘국제화’를들수있습니다. 우리대학도국제사회에서인정받고사회

와세계를이끌어나갈수있는지도자적역량이있는인재를양성해야합니다. 공학은 국내용이의미가없고글

로벌스탠더드가적용되기때문에국제화는선택이아닌필수입니다. 서울대 공대의향후국제화계획과목표에

대해말씀해주십시오.

그간공과대학의국제화를위해많은외국교수와학생을영입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결국우리학생들

이이들과긴밀한접촉을하게함으로써국제화가될것이므로바른정책이었다고생각합니다. 단지이들을영

입한후제대로뿌리를내릴수있는환경을조성해주지못한것이문제라할수있습니다. 외국교수중에는

한글을못읽어학교에서제공하는여러가지정보의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가아주흔합니다. 이를극복하

고자공과대학보직중하나로정보화·국제화본부장을신설하여그자리에스위스국적의외국인교수를임명

하였습니다. 외국인입장에서느끼는불편함이나고충을본인이찾아서해결하라는뜻이지요. 또외국과의공

동강의나공동학위프로그램을권장하려고합니다. 

Q6. 학장님은이전부터산학협력에관심이많았고, 굵직한성과를내기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기업을운영

하는많은공대동문들중에는모교와의산학협력을희망하는동문들도많다고들었습니다. 서울대 공대차원에

서산학협력을확대하고자하는계획이있으신지요?

물론입니다. 제가앞에서얘기한SNU Consulting을통해산학협력을획기적으로확대하겠습니다. 우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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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님들의데이터베이스를제대로만들어요구상항이있을때해당교수

님을쉽게빨리찾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은퇴

한교수님들, 가능하면자연대, 농대등서울대타단과대학교수님들도

포함시켜서울대전체가산업체에기여할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Q7. 서울대공대가발전하기위해서는공대동문들의후원이지금보다더

필요합니다. 또한, 공대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교의 지원

이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학장님께서 우리 공대 동문들에게 부탁하고 싶

은내용이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어느 대학이나 동문들의 애정이 발전의 중요 항목이라고 봅니다. 꼭

경제적으로학교를돕지않더라도항상졸업한학교를아끼고고마워하

는마음이중요하다고봅니다. 저도동문이지만우리동문들이다른대

학졸업생들에비해이런면에서좀부족하지않나싶습니다. 학교는좀더재학생들에게애정어린배려를해주고,

졸업생들은학교나재학생들을아끼는모습을보이는전통을만들어나가야한다고봅니다.

Q8. 학장님은서울대공대기계공학과를졸업하셨고, 모교의기계공학과교수로재직하면서한길을걸어오셨습니다.

공학의많은분야중에서기계공학을전공으로선택하게된계기가있으신지요? 기계공학을전공하신것이살아오시

면서인생에어떤유익과의미를가지게했는지요? 

제가대학입학할때는서울대학교가계열모집을해서저는자연계열로입학했습니다. 2학년때학과를선택하

도록되었는데그당시는전자공학과가가장인기가있었습니다. 그런데아버지친구분중기계공학과를졸업하신

분이기계공학과가시류도덜타고가장변함이없이꾸준하다고추천을하셔서선택하였습니다. 기계공학이제품

개발에서기본이되는면이있어좋다고생각합니다.

Q9. 서울대 공대는 산업과 사회의 지도자가 될 글로벌 리더를 키워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우리학생들에게바라는것이있다면어떤것이있는지요? 학장님께서생각하는공과대학졸업생의이상적인인재

상은무엇입니까?

제가항상학생들에게하는얘기인데, 적어도10년단위로목표를정하고살라고합니다. 아무계획없이사는것

보다10년뒤의자기모습을그려놓고살라는얘기지요. 그렇게하면인생의진로가지그재그형상이아닌훨씬곧

바른형상이될것입니다. 공과대학졸업생은배운학문의특성상합리적사고를하게됩니다. 저는이러한합리적

사고를하는사람이사회각계각층의지도자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제우리나라도더이상목소리크고떼

쓰는사람들이설칠때는지났다고봅니다. 

Q10. 마지막으로학장님께서세상을살아오면서가장중요하게여기는가치는무엇인지요?

신용이라고봅니다. 한번한약속은꼭지킴으로써신뢰를얻어야어떤일이든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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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학장인 이건우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1978년에서울대학교기계공학과를졸업하였

다. 1981년매사추세츠공과대학대학원기계공학석사를마친후동대학원기계공학박사학위

를취득하였다. 1984년부터 2년간미국일리노이대학교어바나샴페인캠퍼스기계공학과조

교수를역임하다가 1986년에서울대학교공과대학기계설계학과교수로부임하였다. 모교에

재직하면서최고산업전략과정부주임, 기계설계학과학과장, 학생부학장, 교무부학장,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초대원장등을맡았다. 대외적으로는한국캐드캠학회부회장, 대한기계학회

편집이사, CAD저녈편집장, 한국공학한림원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대한기계학회수석부회장을거쳐작년부터

는제57대대한기계학회회장으로도수고하고있다. 또한이건우학장은 2년임기의부학장들을새롭게선임하

였다. 교무부학장에는이경우재료공학부교수, 학생부학장에는박준범건설환경공학부교수, 연구부학장(연구

지원소장겸임)에는이창희전기·정보공학부교수, 기획부학장에는이정동기술경영경제정책협동과정교수, 대

외부학장은차석원기계항공공학부교수, 학사부학장은여명석건축학과교수, 정보화본부장은버나드에거교

수, 공학연구소장에는한종훈화학생명공학부교수가선임되었다. 이우일전(前)학장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2년임기를만료하였다.

교무부학장인 이경우 재료공학부 교수는 1987년에서울대학교금속공학과를졸업하였다.

동대학원에서석사를마친후 1992년에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일본NEC와KIST 연구원

을거쳐 1996년부터서울대학교공과대학재료공학부교수로부임하였다. 재료공정분야특

히철강제련과공정모델링분야를연구하고있으며현재재료공정해석및설계연구실을이끌

고있다. 

학생부학장인 박준범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1985년 서울대학교토목공학과를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석사를마친후, 미국University of Houston에서 1994년박사학위를취득하

였다. 중앙대학교토목공학과조교수를거쳐, 1996년부터서울대학교건설환경공학부교수로

재직하고있다. 오염지반조사및정화기법을연구하며현재지반환경공학연구실을이끌고있

다. 서울공대창업가정신센터장과대외부학장을역임하였다.

연구부학장인 이창희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1987년에서울대학교물리학과를졸업하였

다. 동대학원에서석사를마치고1994년에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Barbara에서박

사학위를취득하였다. LG화학선임연구원을거쳐 7년간인하대학교물리학과교수로있다가

2004년에서울대학교공과대학전기·정보공학부교수로부임하였다. 유기전기발광디스플레

이와유기및양자점태양전지를연구하고있으며현재유기반도체연구실을이끌고있다.  

이건우신임학장및신임보직교수소개

지금 서울공 에서는



지금 서울공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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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학장인 이정동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 교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

위를취득하신후1999년서울대학교공과대학기술경영경제정책협동과정교수로부임하였

다. 한국생산성학회회장, 한국기업경영학회부회장, 아시아태평양생산성컨퍼런스서울대회

조직위원장등학계에서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 또한최근까지서울대본부기획부처장직

을수행하였고, 현재한국경제신문객원논설위원으로도활동하고있다.   

대외부학장인차석원기계항공공학부교수는1994년에서울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를졸업

하였다. 스탠퍼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석사를 마치고, 2004년에 동대학원에서 기계

공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2년간선임연구원을하다2005년에서울대학교공과대학기계

항공공학부로부임하였다. 연료전지와마이크로/나노전기화학시스템및박막가공기술을연

구하고있으며현재재생에너지변환실험실을이끌고있다. 

학사부학장인 여명석 건축학과 교수는 1991년에서울대학교건축학과를졸업하였다. 동대

학원에서석사를마친후, 1998년에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성균관대학교건축조경토목공학

부에서재직하다가 2003년부터서울대학교공과대학건축학과에재직하고있다. 건축열환

경및실내공기질, 건물성능및에너지분석과설비시스템등주로건축환경및설비분야에대

해연구하고있다. 

정보화·국제화 본부장인 버나드 에거(Bernhard Egger) 교수는스위스취리히연방공

대에서학사와석사를마치고2008년서울대학교컴퓨터공학부에서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삼성종합기술원에서 3년간근무하다 2011년부터서울대학교공과대학컴퓨터공학부에서재

직하고있다. 모바일시스템컴퓨터구조, 컴파일러및운영체제등을연구하고있으며현재컴

퓨터시스템플랫폼연구실을이끌고있다.  

공학연구소장인한종훈화학생물공학부교수는1984년서울대학교화학공학과를졸업하였

다. 동대학원에서석사를마친후, 1994년에미국M.I.T에서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Molten

Metal Technology 선임연구원을 하다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10년간 재직하다

2004년부터서울대학교화학생물공학부에서재직하고있다. 2011년에한국공학한림원젊은

공학인상을수상하였다. 화학공정시스템과화학공학안전/공정제어및최적화등을연구하고

있으며현재지능공정시스템연구실을이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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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9일제67회후기학위수여식이종합체육관(71

동)에서열렸다. 학사 931명, 석사 998명, 박사 510명

등총2천439명에게학위를수여했다.

오연천서울대총장은이날학위수여식사에서“인

간존중의정신을최고의가치기준으로삼고실천하며

항상겸손을실천하는자세를지켜야한다”라며“인내

와넓은마음으로타인의입장을경청하고소수자도소

외되지 않도록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

다. 이날학위수여식에는서울대에서박사학위를취득

한중국동포인중국연변대박영호총장이축사를했다.

박총장은“서울대졸업생들이언제어디서나존중

받는사람이되는것이모교에대한최상의보답”이라

며“지금까지쌓은학문적성취와인본적기반에여러

분의 패기와 도전정신이 더해지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수있을것”이라며졸업생들을축하했다.

또, 축사를 맡은 임광수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기

계공학과)은 졸업생들에게“서울대가 바로서야 나라

가삽니다.”고말하며서울대인의무한책임을강조하

였다. 

러시아 출신 고려인 3세인 국어국문학과 홍야나씨

는 외국인 유학생으로는 처음으로 졸업생 대표를 맡

아연설했다. 홍씨는“서울대에와서할아버지의고국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새롭게 태어났

다”라며“서울대에서의소중한시간을마무리하고새

로운출발점에서있는우리가항상졸업장을가슴에

품고당당하게걸어나가길바란다”라고말했다.

졸업을 축하하기위해 서울대 남성중창단과 관악합

주단‘SNU 윈드앙상블’의축하공연도진행됐다.

제 67회 후기학위수여식열려

공대건설환경종합연구소(소장고현무)는 8월 29일

오후 4시 반 교내 건설환경종합연구소에서‘곽영필

홀’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곽영필 ㈜도화엔지니어링

회장(75)은 서울대 공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건설

환경종합연구소설립을위해지속적인후원을해왔다.

서울대발전기금으로 20억원을출연한곽회장은지

난해서울대총동창회에서주는‘관악대상’(참여부문)

을 받았다. 도화엔지니어링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엔지

니어링업체다. 이날행사에는오연천서울대총장, 선

우중호전서울대총장, 이순병동부건설부회장, 정명

식전포항제철회장등 80여명이참석했고‘건설환

경종합연구소명예의전당’제막식도함께열렸다.

건설환경종합연구소명예의전당및곽영필홀

헌정기념특별강연회‘통일한반도시대’

서울대학교건설환경종합연구소명예의전당및곽영필홀헌정기념

특별강연회



서울대 공대와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교수들이 공동

으로 6월 25일 해동학술문화관에서의료기기포럼을

열고 '의학'과 '공학'의창조적융합연구를통해의료기

기분야의신기술을개발해나가기로했다. '서울대병

원·서울공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박근혜정

부가 내세우고 있는

창조경제를 융합연구

를 통해 접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협

력키로 했다. 포럼에

는 서울대병원에서 의

공학과·비뇨기과·

영상의학과·피부과·외과·핵의학과·마취통증의

학과·방사선종양학과·산부인과·성형외과 교수가,

서울공대에서 전기·정보공학부·컴퓨터공학부·기

계항공공학부·재료공학부·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

정책·건설환경공학부·화학생물공학부 교수가 참

여, 지식과기술을교류했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사업

소개(윤형진·의공학과) ▲의료기기 관련 규정과 의

공학과 의료기기 개발 지원 현황(김희찬·의공학과)

▲전임상실험부 의료기기 평가실 의료기기 개발지원

및 임상시험센터 의료기기 연구실 업무 소개(오승

준·비뇨기과) 등 의료기기 아이디어 발굴에서 임상

응용에 이르기까지 병원이 확보하고 있는 지원 인프

라를소개했다.

윤형진교수는“연구중심병원사업에서의료기기의

분야의중요성이크게부각되고있다”며“의료기기산

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준 교수도“의료

기기야말로우리나라에서수익을창출할수있는블

루오션의대표분야”라며“서울대병원은3500여병상

을보유하고, 60만의입원환자와 200만 명의외래환

자를바탕으로세계최고수준의의료기기임상시험을

가장과학적인방법으로빠른시일내에수행할수있

다”고설명했다.

김희찬 교수는“서울대병원 의공학과는 의료기기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반기술과 식약청

인증을확보하고있다”며“이러한인프라를활용하면

의료기기기초연구결과를상용화로연결하는중개연

구의최적파트너”라고강조했다.

서울대 공대는 ▲소프트웨어 무결점 검증 기술(이

광근·컴퓨터공학부) ▲실시간정합을이용한인공슬

관절치환술로봇개발(이건우·기계항공공학부) 등 5

건의의료기기관련연구와발전가능성에대해발표

했다.

이건우교수는“의료기기사업을진행하다보면 공

대와의대간에의사소통을하는데문제가있음을느낀

다”면서“의료기기 산업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연구전반에걸쳐협력을강화해야한다”고조언했다.

포럼에 참석한 교수들은 융합연구를 위한 모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산업 성과의 창출을 위

해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조직운영을제안했다.

김희찬교수는“서울공대가가진세계적기술잠재

력과 서울대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임상

기술을 접목하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

제실현을선도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

서울대공대와서울대학교병원, 공동의료기기포럼개최

지금 서울공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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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1일오후, 서울대학교공과대학에멀리아프리

카에서온특별한손님들이찾아왔다. 서울대전기·

정보공학부 교수로 30년간 재직하고 2011년에 퇴임

한이장규명예교수가15명의에티오피아 Dinssa 교

육부차관과 12개대학총장단과함께오랜만에모교

를방문하였다. 이장규명예교수가총장으로있는아

다마대학은 2011년 Adama Science & Technology

University로 정식개명을하였다. 하지만현재교수

의 절반정도가 학사출신이며,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

는70명에불과했다. 이장규총장이부임한후서울대

와의M.O.U. 체결을통해서서울대공대에서아다마

대학의교수역량강화에큰도움을주고있다. 지난해

에는방학을이용하여전기·정보공학부설승기교수

가한달이상에티오피아에머물면서교수와학생을

지도하여주기도하였다. 앞으로도서울대공대를중

심으로 에티오피아 대학들과 공학, 농학, 의학 등 분

야를중심으로다양한교류협력을추진해나갈계획이

다. 또한국의기업들이에티오피아에진출해산학(産

學)협력을할수있도록할계획도있다.

많은경우아프리카하면‘덥고’‘못사는나라’라는

고정관념이있지만에티오피아는국토의40%가고산

지대여서 1년내내우리나라의봄이나가을날씨처럼

상당히쾌적한곳이다. 너른평원이있어인구의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며, GDP의 80%가 농업, 특히

커피산업으로부터나온다. Africa Union 본부가에티

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 위치하고 있어 에티

오피아는 아프리카를 선도하는 국가이다. 공식적인

집계로 인구는 8,500만명이지만, 실제로는 1억이 넘

고, 국토면적은우리나라남북한합친면적의 5배정

도이다.  

이날 서울대공대를방문한 Dinssa 에티오피아교

육부차관은“에티오피아는전쟁을겪은뒤빠른기간

내에 경제발전을 이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의

발전상에깊은인상을받았다”며“현재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전환중인에티오피아도한국의성장전략

을추구하려는의지를갖고있다"고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발전 과정에서 고등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서울대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게 됐다”

고설명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는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았다.

최근에는아프리카국가로는처음으로에티오피아국

적 항공사의 한국 직항노선이 개설됐다. 에티오피아

는6·25전쟁에UN참전국으로참전한바있다.

이장규총장을비롯한에티오피아총장단, 서울대공대방문

Dr. Kaba Urgessa Dinssa 에티오피아교육부차관(오른쪽)과

이장규아다마총장



서울대공대는예비공학도를꿈꾸는고등학생을대

상으로 7월 30일~8월 2일, 8월 6일~8월 9일총 2회

에걸쳐‘청소년공학프런티어캠프’를개최하였다. 

서울대프런티어캠프는카이스트의창의적글로벌

리더캠프, 포항공대의이공계학과대탐험과함께상

위권학생들사이에서참가하고싶은1순위캠프로꼽

힌다. 그중에서도특히프런티어캠프는이공계진학

을스스로준비할수있도록돕고, 공대진학후학교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보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있다는것이강점이다. 

서울대 공대 유기윤 대외부학장“예비공학도들이

학교생활과공학인의삶을미리체험할수있는자리

로서매년캠프를열고있다”며“서울대공대교수진

과재학생들도나서서최고의프로그램을제공할것”

이라고말했다.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공학실험

▲연구소견학및연구실체험▲서울대공대선배와

사귀기▲공학토론▲공학특강▲공학글쓰기등으로

짜여졌다. 

실제로캠프참가학생들은평소에하기힘든연구

실에서의 실험과 그 결과를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

기회를가지고, 지구온난화와같은최신과학이슈에

대해토론한다. 반도체연구소와자동차연구소를견

학해 실험실을 살펴보며 공학의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도있다. 서울대교수가직접연구실험을하도록가

르쳐주고, 서울대를 대표하는 나노분야의 세계 석학

인현택환중견석좌교수의강연을듣고, 서울대재학

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교생활을 미리 체감하는 기

회를갖는다.  

이번캠프에참가한서울과학고2학년윤진수학생

은“서울대공대프런티어캠프를통해진학하고자하

는 학과에서 실제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알 수 있었

다”며, “더욱 확고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후배들에게

적극추천하고싶다”고밝혔다. 

매년여름방학과겨울방학때개최하는프런티어캠프는

서울대공대홍보홈페이지(http://www.beengineers.

com)를통해소식을보고지원할수있다. 자연계열2

학년학생이라면학교추천없이누구나지원가능하

며관심분야와성적, 자기소개서를바탕으로참가학

생을선발한다. 캠프를수료한학생에게는캠프수료

증서와서울대공대명예학생증이지급되며, 우수학

생에게는서울대공대학장명의의상을수여한다.

서울대공대, 예비공학도위한프런티어캠프개최

- 알짜일정가득…고교캠프인기 1순위“이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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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대와 한전이 공동으로 개설한‘SNU-

KEPCO 에너지 CEO 과정’의제1기입학식이 9월 4

일(수)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SNU-

KEPCO 에너지CEO 과정’은국가에너지산업의발

전 및 에너지 기업 고위 경영자간 소통과 협력, 학습

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에 서울대 공과대

학, 한국전력공사, 기초전력연구원이 협약을 체결하

고 공동으로 개발한 과정으로 에너지 관련 경영자와

임원, 고위직공무원등을대상으로한글로벌에너지

리더를양성하는프로그램이다. 금번제1기과정에는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소속김한표의원과전하진

의원을 포함하여 LS전선 구자은 사장, 효성 백흥건

부사장등국내에너지분야35명의저명인사및관련

기업의 경영진들이 입학하였으며, 9월 4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 주요 교육과정

은글로벌에너지시장의현황과트렌드, 에너지기업

의전략및대규모프로젝트, 에너지산업의역사, 글로

벌에너지신기술동향, 세계석학초빙강연및대담등

3개트랙 25강의, 특별과정 2강의, Open Innovation

Club(소그룹활동)으로구성하여운영된다. 

제1기 에너지 CEO 과정입학식개최

서울대공대와삼성디스플레이가9월3일서울대글

로벌교육센터5층에서공대학부생및석·박사과정

학생들을대상으로‘삼성디스플레이 Day’행사를개

최했다. ‘삼성디스플레이 Day’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서울대 공대와 함께 진행중인 산학협동 과제 소개와

아울러최신제품체

험, 대학생 대상 미

래디스플레이 공모

전 작품 전시, 채용

상담, 게임 이벤트

등을 통해 대학생들

이 삼성디스플레이

의비전과앞선기술

력을체험할수있게한행사다.  이날행사장에는김

기남삼성디스플레이사장이참석하여학생들의산학

협동과제연구결과물을직접살피고, 학생들의발표

를경청했다. 김사장은또질의응답시간을갖는등

젊은공학도들과소통하는시간을가졌다. 김 사장은

스피커디스플레이, OLED 안경등대학생들이낸미

래 디스플레이 아이디어를 보고“지금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제더저렴한가격과안정된품질로꿈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데 서울대와 삼성디스플레이가

함께기여하고싶다”고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서

울대공대와2011년부터차세대디스플레이OLED의

소재 및 구동회로와 관련된 9개 과제의 공동 연구를

해왔다.  삼성디스플레이는OLED를 2007년세계최

초로양산한데이어 2011년세계최대 5.5세대라인

을 가동하고 현재 세계 OLED시장 98%를 점유하고

있는회사다. 이러한성과는긴밀한산학협력이있었

기에가능했다는평가다. 디스플레이분야는다른분

야에비해산학협동활동이특히활발하다. 한국디스

플레이산업이글로벌1위를차지하고있는것은학계

와연구계가기여한바가크다. 

서울대공대-삼성디스플레이 Day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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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와콜라, 감자튀김을담는튼튼한종이가방

을만들어양옆에찍찍이(벨크로)를붙여놓으면이동

할 때는 음식물이 쏟아지지 않고, 먹을 때는 쟁반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한 조가 된 학생들은 처음

에는 서로 어색해했다. 그러나 어색함도 잠시 뿐, 말

문이트인‘지하이조’구성원들은아이디어를쏟아내

고, 이를 포스트잇에 적어 벽에 붙여나갔다. 그러다

보니 벽은 어느새 알록달록한 포스트잇으로 뒤덮였

다. 아이디어를구현하려고색종이와우드록등공작

용 재료를 자르고 붙이다 보니 강의실은‘난장판’이

됐다.바로 서울대 공과대학이 미국 스탠퍼드대 디자

인스쿨 강의를 도입해 8월 26∼30일 닷새간 진행한

‘공학도를 위한 창의적 사고’강의 현장이다. 스탠퍼

드대 디자인스쿨 강의의 핵심은‘디자인 싱킹’. 학생

들은이를통해서협업방식과인간중심사고를배울

수있다.‘창조경제’를이끄는아이디어도출방법으로

도꼽히는디자인싱킹에대해알아보기위해기자는

어린학생들사이에끼여수업에참여했다. 강의는스

탠퍼드대디자인스쿨을졸업하고트레벨로시티, 구글

등을 거쳐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

인시트릭스에서수석디자이너로일하고있는김정우

교수가진행했다.첫날지하이조는‘패스트푸드점에서

의경험을디자인하라’는과제를받고‘관찰및인터

뷰’에 나섰다. 몇 번이나 햄버거를 주문해 먹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세세히 되짚어보는 것은 물론이고 다

른 고객들과 인터뷰도 했다. 각자가 패스트푸드점에

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사람들의‘니즈’를 발견하는

‘문제점 발견’과정에서는‘대기 시간이 지루하다’

‘아이들을돌보는동안음식을떨어뜨리기쉽다’등의

지적이나왔다.조해송씨(21·기계항공공학부 3년)는

“별생각 없이 이용하던 패스트푸드점을 하나씩 짚어

가며이용하다보니‘불편한점이이렇게많았나’라는

생각까지들었다”고말했다.다음은문제해결책을고

민하는‘브레인스토밍’시간. 김교수는“다른사람의

아이디어에비판을하지말라”고전제하고“이야기흐

름은 물론이고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말

고,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무조건 말하고 포스트잇에

써 붙이라”고 지시했다.무비판적인 분위기는 다양한

학생들의협업을가능케했다. 다른사람이낸아이디

어를일단수용하고포스트잇에써붙여놓다보면자

연스럽게아이디어들끼리합쳐지는것에많은학생들

이신기해했다. 김 교수는스탠퍼드대학생들과서울

대학생들의차이점을묻자“똑같다. 서울대학생들이

처음엔 조금 낯설어하며 소극적이긴 하지만 금세 적

극적인 자세로 변한다”고 답했다.다음 날, 아이디어

중몇가지를골라시제품제작에들어갔다. 지하이조

의‘찍찍이햄버거쇼핑백’뿐아니라‘빈자리를알려

주는학생식당의자’‘바닥이보이는투명쟁반’같은

시제품이 만들어졌다. 학생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시

제품을 들고 다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현장의 목소

리를듣고수정하는작업을거쳤다. 이런현장과소통

을통한시제품개선작업은수업기간에수십번반

복된다.

김교수를도와수업을진행한미국스탠퍼드대기

계공학과 박사과정의 구제민 씨는“다이슨 청소기는

고객의의견을반영해시제품을 5200번정도만들었

는데, 그 결과일반청소기보다 4배나비싼데도날개

돋친듯팔려나가는혁신적제품이나왔다”며“디자인

싱킹을 통해 현장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인

간중심적사고가가능해진다”고말했다.수업을들은

이강욱 씨(21·건축공학과 2년)는“이번 수업을통해

일상 경험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발견하려

는 태도를 갖게 됐다”며“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

은강의”라고말했다. 이신형 학사부학장은“학생들

뿐만아니라교수들도이수업의노하우를배우기위

해 청강하는 사례가 있다”며“앞으로 공학 수업에서

디자인싱킹을적용하는노력을확대해나갈것”이라

고밝혔다.

‘공학도를위한창의적사고’정규수업으로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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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6월말미국하와이에서열린국제학술대회에

참가했다마흔한살의젊은나이에갑자기유명을달

리한천재과학자故서갑양서울대학교기계항공공학

부 교수의 유족을 위해 동료 교수·학생 등 320여명

이후원금을모금했다. 故서갑양교수와10년이상함

께 일한 최해천 기계항공공학부 학부장은 추모 사이

트에올라온고인에대한추모글과함께후원금을유

족에게 전달했다. 후원금은 갑작스럽게 가장(家長)을

잃은서교수의두자녀학비등에사용된다.

故서갑양교수는서울대에서화학공학석·박사과

정을 마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매사추세츠공대(MIT)

에서박사후과정을밟았다. 32세때인2004년서울

대 공대 기계항공공학부 교단에 섰고 과학계의 상을

휩쓸기시작했다. 2004년MIT의학술지‘테크놀로지

리뷰’가 선정한‘올해의 젊은 과학자 100인’에 뽑혔

고 2009년에는‘신양공학학술상’을 받았다. 2010년

에는 매년 40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 중 연구 성과가

뛰어난 4명에게만 대통령이 수여하는‘젊은 과학자

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10월에는‘이달의 과학기술

자상’을받았고동아일보가선정한‘10년뒤대한민국

을빛낼100인’에도이름을올렸다. 

세계적인 나노 과학자로 명성을 쌓은 故서갑양 교

수는나노과학기술중‘생체모방(biomimetics)’을연

구했다. 게코도마뱀은 유리벽을 기어오를 때 발가락

에난미세섬모가유리벽표면을흡착한다. 머리카락

의 1000분의 1 굵기인미세섬모를서교수는나노기

술로 모방해 냈다. 생활가전에서 인공장기, 국방무기

등에까지무궁무진하게응용될수있는기술이다. 인

공신장칩과 인공심장도 연구했다. 사람의 피부처럼

간지럼을 느끼고 반응하는 인공피부 샘플도 만들어

냈다. 그의연구는해외학술지에서큰화제가됐다.

故서갑양 교수가 과

학기술논문인용색인

(SCI)급 국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만 약 180

편이다.  최해천기계항

공공학부 학부장은“올

해 51세인 내가 발표한

SCI급논문이약90편”

이라며“살아서 연구를

계속했다면 세계를 놀라게 했을 텐데…”라고 안타까

워했다.

故서갑양교수의한제자는“교수님은다른사람들

이30년동안할일을10년동안이루시고, 하나님곁

으로가셨습니다. 유족을위해동료교수와제자들은

인터넷홈페이지에서지금도후원금을모으고있습니

다.”고말하며후원금모금에동참해달라고했다. 故

서갑양교수는아내와중학교, 초등학교에다니는딸

과아들을남기고떠났다. 

故서갑양교수위해교수·학생등유족후원금모금

계좌명 : 최해천 (고서갑양교수후원) 

계좌번호및은행 : 301-0131-4667-51 농협

(입금시성명+소속순으로기재요망) 

관련문의 : 전흥구기계항공공학부사무장

(hkjeom@snu.ac.kr, 02-88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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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만·나·고·싶·었·습·니·다

김범수 동문님, 반갑습니다. 지난 6월 자랑스러운 서울공대 동문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서울공대지 독자이신

동문들께간단히자기소개를해주시겠습니까?

: 저는 1986년 산업공학과에 입학하였고, 그 이후 같은 과 90학번으로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삼성

SDS에서5년정도근무한후나와서한게임을창업하였습니다. 이후네이버와합병해서NHN이라는우리나라

1등의인터넷기업을만들었습니다. NHN에8년정도있다가나와서카카오회사를만들어서현재카카오이사

회의장을맡고있습니다.

대담| 문일경 서울공대지편집위원(산업공학과교수)

장맛비가 쏟아지는 지난 달에 IT기업들이 대거 상주하고 있는 성남 판교에 위치한 (주)카카오 본사에서

김범수의장을만났다. 본사입구에는카카오캐릭터가손님들을반기고있었고사무실의칸막이나벽면은

노란 단무지색으로 예쁘게 꾸며져 있었다. 주고 받는 명함조차 노란색으로 곱게 차려입었고 500여명의

직원들은직급이나상하관계가없이독서실같은분위기에서각자의일을하고있는자유로운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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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에 서울대 산업공학과에 입학을 하셨는데 당시 산업공학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학창시절의추억이있으시면한두가지소개를부탁드립니다.

: 그당시에는학과에대한정보가많지않았던시절입니다. 그렇지만산업공학에매력을느낀이유는공대

이면서경영학과접목된두가지를아우를수있는과였기에선택하게되었습니다. 그선택이오늘의저를

있게했다고생각합니다. 저는고등학교졸업후재수를해서서울대에입학했는데재수생활을혹독하고힘

들게해서그런지대학입학해서는학창시절에자유분방하게지냈습니다. 많은경험을해보자고생각해서

도둑질빼고는다해보자는맘으로열심히놀고, 열심히다양한사람들을만나고했습니다. 그때경험들과

만난사람들이나중에큰자산이되었습니다. 

첫 직장생활을 삼성SDS에서 시작하셨고 이후에 한게임을 창업하셨는데요. IMF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많이겪었다고들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 사실IMF 외환위기로어려움을겪었습니다. 그러나위기는또한기회였습니다. IMF 외환위기직후에창

업한회사가한게임이었는데요, IMF 외환위기와함께인터넷열풍이라는기회가공존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쉽게투자도받을수있었고, 당시어려움을극복할수있었습니다. 또한, 검색기업인 네이버와 게

임업체인 한게임이 합병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는 결정적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시너

지효과가나면서우리나라인터넷 1등기업으로태어날수있었던것같습니다. 

NHN에서 나온이후에여러고민과선택의상황에서지금의방향을결정하게된계기는무엇인지요?

: 저는창업을하였고또합병을통해NHN을견실한회사로키우는데성공하였습니다. 비교적젊은나이인

30대후반에생각하던것보다훨씬큰성공을거두었습니다. 그러나성공을단순히사회에서일반적으로생

각하는것처럼큰돈을많이벌고영향력을가지고, 이런통상적인의미의성공으로정의했었기에성공이후

에오히려삶의방향을잃어버린듯했습니다. 저는그잃어버린삶의방향을찾고자NHN을나오게되었고,

인생의 2막을살자라고결심하고미국에서얼마간지내면서성공을재정의하는시간을가지게되었습니다.

“
많은경험을해보자고생각해서도둑질빼고는다해보자는맘으로

열심히놀고, 열심히다양한사람들을만나고했습니다. 

그 때 경험들과만난사람들이나중에큰자산이되었습니다. 



만나고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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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지금보다더나은세상을만드는것을새로운인생의비전으로정하고새로운일을구상하게되었

습니다.

‘검색보다 사색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평소에 독서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색서비스를개발한장본인이신데독서에대해가진생각을듣고싶습니다. 

: NHN의공동대표를지낸것은맞지만제가검색서비스를개발한장본인은아닙니다.  검색이주는것은

정보를빠르게제공하는것입니다. 하지만독서를통해서만나는것은그책의저자가가진깊이있는사색

과책에등장하는사람들의일생이담겨져있는연구와통찰입니다. 두세시간을투자해서그사람의모든

업적과인생전체를들여다보는것은투자대비최고의효율입니다. 저는다독을하는데이틀에한권정도씩

은읽는편입니다. 책을많이읽다보면이책과저책의연관관계를생각하게되고책의뿌리를찾다보면

책에대한폭넓은이해를얻게됩니다. 저는독서를통해개인적으로인생을살아가는데필요한대부분의

교훈을얻고있고, 사람들과의관계를좋게하고비즈니스를하는데필요한조언을얻습니다. 책은저의스

승이고저는책을통해간접경험을극대화할수있었습니다. 

현재 100명의 새로운 CEO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케이큐브(K-cube)벤처스’라는 투자전문회사를

설립, 후배 벤처기업인을 발굴해 후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창업을 시작했거나 창업을 생각하는 예비

창업가들에게하시고싶은말씀은무엇인지요?

: 저는2년정도미국의실리콘밸리에있었던경험이있습니다. 그곳에서벤처들이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

를받고성장하는사이클을여럿보았는데, 그곳에서는회사가태동하고성장하여발전하는것이매우간

단하고쉬운시스템으로이루어져있어서큰감명을받았습니다. 정말투자만받으면잘되는벤처기업들을

많이볼수있었습니다. 또한젊은창업가가부족한부분을도와주는생태계가잘갖추어져있었습니다. 반

면, 한국은창업을한다고하면마땅한투자자를찾기도어렵고부모나형제나친척중에서보증을서줄사

람을찾아야겨우은행대출을받을수있습니다. 저도창업초창기때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대출을받은

후에회사가한번잘못되면도와줄사람도없고신용불량자로몰리는너무리스크가큰일이바로창업하

는것입니다. 물론잘돼서성공할수도있지만리스크가큰한국의현실을생각할때우리나라에서초기벤

처에투자하는사람들이필요하겠다고생각되어서제가이일을먼저시작하게되었습니다. 투자전문회사인

K-cube는초창기단계에있는벤처에만투자합니다. 초창기벤처에만투자해서같이키우는실리콘밸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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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많이읽다보면이책과저책의연관관계를생각하게되고책의뿌리를찾다보면

책에대한폭넓은이해를얻게됩니다. 저는 독서를통해개인적으로인생을살아가는데필요한대부분의교훈을얻고

있고, 사람들과의관계를좋게하고비즈니스를하는데필요한조언을얻습니다. 책은 저의스승이고저는책을통해

간접경험을극대화할수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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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한국에그대로도입한것입니다. 창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초기단계에서투자하는모델을정착하

고싶습니다. 최근에는선배벤처기업가들이멘토역할을적극적으로자처하고도와주는분위기가형성되고

있고정부에서도많은지원과관심을보이고있어서실리콘벨리에비하면미미하지만조금씩스타트가잘되

고있다고생각됩니다. 예비창업가들도이런큰흐름을보시고자신있게창업을하시면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마음건강캠페인‘사회적 가면 속 내 마음 들여다 보기’」라는 힐링 프로그램을 최근에

시작하셨다고들었습니다. 어떤 취지에시작하신것인가요? 

: 제자신이2년정도앞으로제인생의방향성을고민하면서내린결론이우리대한민국이꿈꿀수있는사

회가되면좋겠다는것입니다. 그한축은카카오를통해서이고동시에K-cube벤처스를통해서꿈꾸는장을

만들어주는역할을하는것입니다. 또하나의축은마음이건강한사회를만드는데일조하는것입니다. 우리

나라는과거전쟁을겪은분들이많아서삶의정서가대부분메말라있고, 감정을자연스럽게표출하는것에

익숙하지않다고생각됩니다. 전쟁을겪은부모세대는우리세대에마음을감싸주는역할과정서를터치해주

는것을충분히못하였습니다. 결국지금직장인이대부분인우리세대도마찬가지로아이들에게감성을터치

하기보다, 출세이야기와감정이메마른이야기만하다보니사회전체에많은문제를만들고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자살률이세계1위인데점점높아져가고있습니다. 심각한문제입니다. 거의모든선진국들은자

살률이정체되기시작했으나, 대한민국은자살률이점점증가하고있습니다. 정부든민간단체든힐링프로

그램을빨리하지않으면우리가사회적으로경제적으로더성장한다고해도결코행복한나라의행복한국

민이될수없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먼저직장인을대상으로마음건강캠페인을시작하였습니다.

제가찾은회사는이미7년전부터마음을들여다볼수있는과학적툴을만들어냈고그틀을바탕으로‘내

마음보고서’라는책을만들어줍니다. ‘내마음보고서’는내마음을들여다볼수있는책으로전세계에단

한권뿐인책이죠. 책을보면스스로마음을찾아가는길을발견합니다. 힐링의중요한영역입니다.

IT기업을 창업하여경영하면서수익모델에대한고민이많을것같습니다. 회사를 책임지는최고경영자의

입장에서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리더의 모델은 무엇신지요? 또, 구성원들에게 강조하는 것들은 어떤 부분

인지요?

: 사람들에게배를만들게하려면배만드는일을지시할것이 아니라망망한바다를보여주라는말이있

습니다. 제가생각하는리더는앞으로펼쳐질큰일에대한비전을제시하는것이가장중요한역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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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합니다. 우리회사의구성원들에게강조하는것은바로사회적책임입니다. 카카오는이미어느정도

대한민국에중요한영향력을미치는서비스, 영향력을가지는서비스가되었습니다. 우리가올바른방향으

로가고자한다면대한민국을바꿀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더욱사회적책임이라는부분을강조합니

다. 저는직원들에게우리회사만돈을많이버는것이아니라파트너를살리는상생을강조합니다. 우리가

뭘만들어서팔까를고민하기보다우리서비스에누구를참여시키고어떻게연결할까를먼저생각합니다.

우리가먼저돈을벌려고하는것은작은시야입니다. 우리를통해다른사람들이돈을벌고그결과우리도

돈을버는것이베스트입니다. 그래서저는기존의권위적인회사조직과구조를벗어나려고하고있습니다.

갓입사한젊은친구들의아이디어가나이많은직원들보다더좋을때가많습니다. 우리회사에서는모두

직책을다없애고미국식이름을하나씩정해서그이름을부르고있습니다. 저를모두가Brian이라는호

칭으로부르고있습니다. 호칭을부르면서회의를하는문화, 자기의견을자유롭게얘기할수있는분위

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도자기의견을자유롭게개진할수있고자기가주도적으로

일을할수있는회사문화를꿈꾸고있습니다. 그런점에서호칭이되었든직급이되었든수평적인문화를

만들려고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 한가지단점은서로의한글이름을잘몰라서택배가와도누구한테

온것인지잘모르는경우가자주있습니다(웃음). 

미국 대졸 취업자들에게 인터뷰 한 결과를 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가장 취직하고 싶은

회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1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조만간 젊은이들이 가장 취

직하고싶은회사가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카카오톡은어떤인재를찾고있는지요. 

: 최고의일터가되기위해서는연봉을많이주는것으로는부족합니다. 직원들에게비전을품게할수있

어야합니다. 저부터회사운영의비전을품고있습니다. 카카오는3년내에모든구성원들이비전을품을

수있는최고의일터가되고자합니다. 우리는신입사원들이회사에들어와서자신의역량을최대한펼칠

수있는장을만들어주고자합니다. 그게되면자연스럽게젊은이들이가장일하고싶은회사가될것입니

다. 우리가원하는인재상은자기주도적인삶을사는사람입니다. 업무에있어서도자기주도적으로일을

하는사람입니다. 우리회사는업무와관계된업무지시가별로없습니다. IT업계의특성상누구도‘이길

은이렇게될거야’라고자신있게말하지못합니다. CEO인저보다실무자들이더잘할수도있거든요. 오

래된사람은이런저런조언을해줄수는있지만모든것을경험으로지시할수는없습니다. 스스로찾아야

됩니다. 임원은방향성만제시할뿐입니다. 자기주도적인사람이바로카카오가찾는인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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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은최근인도네시아등동남아국가들의사용자를많이확보하여사용자수가 1억명을돌파하였

다고 들었는데, 미국, 유럽 등에서의 사용자 확보를 통해 페이스북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은

어떻게구상하고계신지요?

: 카카오도글로벌사용자5억명을확보하려는새로운비전을가지고있습니다. 어떻게풀지는아직명확한

답이없지만이미주요국인중국과미국에중국법인과미국법인을설립하였고동남아시아에는공격적인마

케팅을하고있습니다. IT업계에서글로벌기업이되는데있어서대한민국에서의비지니스경험이중요합니

다.  왜냐하면대한민국은최근3년사이에스마트폰보급률이세계1위가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시작한

카카오서비스를통해많은비즈니스경험을축적하고있습니다. 때로는실패도하고방향성이틀리기도하

지만, 노하우가계속쌓이고있습니다. 우리가성공한게임모델은이미전세계가벤치마킹하고있습니다.

현재또다른여러시도를하고있습니다. 카카오의초기에는전세계로나가기힘들었으나, 지금은자본도

있고500명의우수한인재들도있습니다. 잠시숨을고르며다음을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은TFT

를여러개구성하여글로벌지향성의프로젝트들을다양하게찾고있습니다. 직원들도이런일들을도전적

이고가치있게생각하고있습니다. 경영진에서‘이런거한번해봐’라고먼저제안하지않고직원들이제안

한것을적극해보라고자신감을심어주고있습니다. 글로벌기업이되는것은쉬운것은아닙니다. 우리나

라의대표적인글로벌기업인삼성전자의경우에도해외법인을설립하고1-2년씩아무효과와결과가없어

도사람을계속보내어글로벌역량을키우는데꾸준히투자한것이이제결실을맺는것이아닌가생각됩니

다. 반대로아이리버같은경우세계최초로mp3플레이어를양산했지만후발주자인애플에게밀려고전하

기도하고, SKT의Cyworld 같은경우에도글로벌전략에서타이밍을놓쳐Facebook에자리를내주었습니

다. IT 기업도글로벌화와함께지속성을유지하는것, 둘다소홀히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최근 서울공대 산업공학과에 기술혁신 연구소 설립을 위해 1억원을 흔쾌히 기부하셨습니다. 이 연구소

에서어떤일들을해주기를기대하시는지요?

: 당장은 무엇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소 설립을 위한 seed로서 투자한 것입니다. 연구소를 통해

모교인서울대공대와회사가긴밀한관계로발전되기를바랍니다. 그 결과는차차나타날것이라고생

각합니다. 그래서실질적인산업이나사람들의생활에좋은영향을줄수있는결과물들이나올것을기대

합니다. 학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혁신을 바라고 seed

”
“책을많이읽다보면이책과저책의연관관계를생각하게되고책의뿌리를찾다보면

책에대한폭넓은이해를얻게됩니다. 저는 독서를통해개인적으로인생을살아가는데필요한대부분의교훈을얻고

있고, 사람들과의관계를좋게하고비즈니스를하는데필요한조언을얻습니다. 책은 저의스승이고저는책을통해

간접경험을극대화할수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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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를냈습니다. 미국의경우이런문화가워낙잘형성되어있는데한국에도이런문화가정착되는데

제가일조했으면하는마음입니다. 

김범수 의장님을 롤 모델로 생각하는 서울공대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시절을 보내고 있는 후배

학생들에게부탁하고싶은말씀은무엇인지요? 

: 저의가장큰장점중에하나가공대를나왔다는것입니다. 저는첫출발은엔지니어로서시작하여프로

그래밍을직접해보았고그이후에경영을하게되었습니다. 대기업에입사하든중소기업에서시작하든나

중에CEO가되고자한다면젊을때는한분야만할것이아니라프로그래밍개발, 마케팅, 영업, 인재발굴

등다한번돌아보는것이도움이된다고생각합니다. 기획만잘한다거나영업만잘한다거나할것이아니

라두루잘할수있어야합니다. 그런점에서공대출신이정말유리합니다. 공학을전공하고다른것들을

섭렵할때더큰시너지를가져올수있습니다. 사실 IT분야는기술이가장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인문학이

나경영학등다른학문에도꼭관심을가져야만한다. 전문가로서그길을가겠다고한다면융합및통섭에

대한관심도반드시필요합니다. 지금시대는하나의학문만가지고는안되는복잡성의시대이므로학창시

절부터전공공부와함께다양한경험을쌓을것을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의향후계획이궁금합니다. 앞으로 하시고싶은가장큰일들이있다면무엇인지요? 

: 장기적으로크게3가지를생각하고있습니다. 먼저는카카오를통해서나K-cube를통해서자기꿈을이

룰수있고자기가하고싶은일을하면서도돈을벌수있는플랫폼을만드는것입니다. 카카오가어느정

도그런역할을잘하고있다고생각됩니다. 우리카카오를통해게임을개발해서창업하는친구들이이미

많이있습니다. 또카카오페이지를통해콘텐츠유통플랫폼을만들고있는데, 작가가블로그를쓰듯이콘

텐츠도유통될수있는구조를만들려고합니다. 지금만만치는않은데시간이가면투자도더늘어나고그

래서자기가하고싶은일을하면서큰돈은아닐지라도의미있는수익을낼수있다면모두에게도움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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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두번째는아까말씀드린마음건강캠페인을

통한우리사회의힐링입니다. 마지막하나는아직은막연한생각인데, 부

모학교나부부학교같은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입니다. 0-6세영유아기

는인생에있어서가장중요한대부분의것들이형성되는시기인데이때

에부모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부모의올바른양육과교

육이굉장히중요한데우리사회는이런부분에다소소홀한느낌입니다.

추후에더관심을가지고이런일을잘하는곳에투자를하거나제가할

수있는일정역할을감당하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의장님께서세상을살아오면서가지게된좌우명이있다면소개부탁드립니다.

: 저는랄프에머슨(Ralph Waldo Emerson) 의‘What is success?’라는시를늘가지고다니면서음미하

고있습니다. ‘자기가태어나기전보다세상을조금이라도살기좋은곳으로만들어놓고떠나는것, 자신

이한때살았음으로해서단한사람의인생이라도행복해지는것, 이것이진정한성공이다.’라는문구를

자주생각하면서살고있습니다. 

조금씩나아지고는있지만이공계기피현상이여전합니다. 저는수업시간에자주카카오톡을언급합니다.

카카오톡같은혁신서비스를개발하여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이바로공학자들의역할이라고강조합니다.

의장님께서도 기회 되는대로 언론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의 이공계 진학을 많이 독려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1990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1992년 산업공학 석사를 취득하고 삼성 SDS에 입사하였다. 1998년 한게임을

창업하였고, 네이버와 합병하여 NHN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이후 벤처 기업을 키우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주)카카오이사회의장을맡고있으며, 현재 카카오톡의사용자수는전세계 1억명을돌파하였다. 2012년 제

6회 포니정혁신상을수상하였으며, 2013년 자랑스런서울공대동문상을수상하였다.



최근 시퀀싱을 포함한 세포 유전체 기술의 발달로 세포 전체의 인자 발현을 대용량으로 측정할 수

있게되었다. 그로인하여생물/의학은가설중심의기존연구에서데이터기반연구로그흐름이급

속히변화하고있다. 특히 데이터처리, 분석, 응용에 새로운생물정보학기술이개발적용되고있다.

바이오 빅데이터로 통용되는 오믹스는 유전자의 집합의 데이터를 유전체 오믹스,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후성 유전체 오믹스, 발현된 단백질의 집합을 단백질체 오믹스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오믹스 데이터는 처리 과정부터 수많은 생물정보 기술이 적용되는데, 이번 호에서는 오믹스

데이터 처리를 비롯하여, 오믹스 데이터를 응용한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 및 기술의 응용, 산업화에

관한기사를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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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기술동향의 기획특집을 맡은 김선 교수는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Iowa에서 전산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의

Bioinformatics Unit Director, DuPont 중앙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거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Indiana

대학교 School of Informatics and Computing의 교수 및 Center for Bioinformatics Research의 연구소장

을 역임하였다. 이후 2011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부임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생물정보연구소 연구소장

(2011~현재)을 역임 중이다. 생물/의학 연구를 위한 Data mining infrastructure,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연구하

고 있다.

BIOINFORMATICS
FRONT LINE RESEARCH

첫 기사 (김선 교수, 서울대)는 유전체, 후성유전체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기반

한새로운연구패러다임인네트워크바이오마커개발기술및응용, 오믹스 데이터를이용한공

동연구클라우드시스템에대해기술하였다.  두 번째기사 (백은옥교수, 한양대)는 세포에서발

현된 단백질 identify와 발현 정보의 응용,  세 번째 기사 (조광현 교수, KAIST)는 오믹스 데이터

를이용한새로운데이터기반시스템생물학기술과파급효과에대해기술하였다. 네 번째 기사

(김주한 교수, 서울대)는 오믹스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의학 연구에 대해 기술하였다. 마지막

기사 (천종식교수, 서울대 / 이제희박사, ㈜천랩)는 생물정보학의산업화에대해기술하였다.

이제 생물정보학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생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기술은 생

명과 관련하여 연구하는 모든 분야 (의학, 약학, 생물학, 농학, 축산학 등)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무한하다고전망할수있다.



1. 생물정보학이란?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은생명과학분야가정보과학, 통계학, 수학등의학문

분야와결합되어다양한생물학적문제를다루는학문이다. 생물정보학의발생시기

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1950년대 영국 케임브리지의 앨런 튜링(Alan

Turing) 박사의자연발생적인생물학적패턴에관한논문을최초의논문으로인식되

고있다. 1970년대영국케임브리지의생어박사의DNA 서열분석방법의발달에따

라다양한종의게놈서열이밝혀지기시작했으며, 이런정보가생물정보학의핵심컨

텐츠로자리잡게되었다. 

이러한측면에서유전체학은현재도생물정보학과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다. 이

후 1990년대에인터넷이급격히보급됨에따라, 학자들사이에서생물정보학의개념

이정립되기시작했으며현재는생물체로부터얻어진대량의데이터로부터유용한지

식을얻기위해정보과학을결합하여연구하는분야를생물정보학의개념으로사용하

고있다.

생물정보학은 불가능하리라고 여겨졌던 인간 게놈 프로젝트(HGP, Human

Genome Project)의놀라운성공에핵심적으로기여함으로써큰각광을받게되었다.

인간게놈프로젝트는인간게놈에있는약 30억개의뉴클레오티드염기쌍의서열을

밝히는것을목표로한프로젝트였다. 이프로젝트는미국주도의다국적연구컨소시

엄에의해총 30억달러이상이소모되고 10년이지속된과학프로젝트였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크레이그 벤터(Craig Venter)가 셀레라 지노믹스(Celera Genomics)

라는민간회사를설립하여숏건시퀀싱(Shotgun sequencing)이라는초고속게놈해

독법을이용해프로젝트를불과2~3년안에완료할수있었다. 숏건시퀀싱은인간의

긴염기서열을짧은염기서열단위로잘라읽은뒤, 각짧은서열을퍼즐맞추듯이

어맞춰긴염기서열을완성하는방식이다. 셀레라의이러한성공은전적으로생물정

보학의도움때문이라고할수있다. 진마이어(Gene Myers)를필두로하는생물정보

학팀이셀레라측의숏건시퀀싱을위한염기서열조각맞추기시스템을성공적으로

완성했기때문이다. 

BIOINFORMATICS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네트워크

바이오마커 발굴 기술과 정보시스템

신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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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 ┃ 서울대학교공과대학컴퓨터공학부교수

생물정보연구소소장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Iowa에서 전산학 박사학위를 받

았다. 그 후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의 Bioinformatics Unit Director,

DuPont 중앙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거쳐 2008년

부터 2011년까지 미국 Indiana대학교 School of

Informatics and Computing의 교수 및 Center

for Bioinformatics Research의 연구소장을 역

임하였다. 이후 2011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에 부임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생물정보연구소 연

구소장(2011~현재)을 역임 중이다. 생물/의학 연

구를 위한 Data mining infrastructure, 기계학

습, 알고리즘을연구하고있다.



인간게놈프로젝트이후미국의많은대학교에서생물

정보학을독립된학위과정으로만들어운영하기시작하

였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도 컴퓨터공학부와 생물정보

학협동과정에서다양한생물정보학연구를진행하고있

다. 오늘날고효율생명정보획득기법(High throughput

bio-data acquisition techniques)의 발달에 따라 분자

수준의생명정보데이터가급격히축적되고있다. 생물정

보학의중요성은이러한빅데이터를정량적, 수리적으로

해석, 재구성하는정보학적방법론의필요성에의해더욱

강조되고있다. 

이와같이대량의데이터취득과패턴분석에기반한정

보학적접근은가설에기반한전통적실험생물학의패러

다임을 데이터 기반 생물학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고

있어주목된다. 생물정보학은방대한데이터베이스와고

효율 실험기법을 결합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 그리고

신약개발의혁신적인발전을주도하고있다. 생물정보학

의발전은의학, 약학, 대사공학, 식품공학, 농수축산학,

환경공학, 보건학, 건강과학등모든기초및응용생명과

학분야에크게기여하고있다.

2. 바이오빅데이터처리를위한컴퓨터기술

생명체로부터 나오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서는다양한정보과학기술과컴퓨터기술이필수적이다.

무엇보다다중소스의생명의료데이터를종합적으로분

석및해석할수있는컴퓨터기술이절실히필요하다.

인간 게놈 정보의 최초 해독 이후 차세대 시퀀싱

(NGS) 기술들의 비약적인 발달은 인간 게놈 전체에서

유전체, 후성유전체정보를보다쉽게얻을수있게하였

다. 차세대시퀀싱기술의발달로인하여표현형질에따

라세포고유의다양한오믹스자료가생성되고있는실

정이다. 오믹스자료란전사유전체발현, 전사 DNA 메

틸화, 전사 히스톤 변이, 전사 마이크로RNA 발현정보

등의정보를말한다. 실제로국내외로최근10여년간대

용량 오믹스 자료를 이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

며, 현재에는 이러한 정보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네트워

크생물학연구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는시점이다. 생

물기작, 단백질상호작용등네트워크정보를이용하는

것이네트워크생물학연구의중심내용이다. 다중소스

(다중 오믹스)의 종합적인 분석 연구로 얻을 수 있는 유

전체와후성유전체의정보는의학에매우유용한정보로

서, 질병의치료및예후를예측하는데매우효과적일것

으로기대된다. 

그러나다중소스에서발생한대용량자료를효과적으

로처리분석하여연결시키는컴퓨터알고리즘개발은아

직까지도 부족한 상태이다. 단일 오믹스 분석에 국한된

단순한프로그램개발및데이터생산, 분석에머무르고

있는수준이다. 따라서다중오믹스자료를새로운알고

리즘, 기계학습기법으로“연결”시켜네트워크분석하는

연구가앞으로더욱많이진행될것이다.

또한초대용량데이터분석을위해서는새로운데이터

마이닝기술개발이필수적이다. 유전체데이터마이닝은

한개인의유전체를통해특정유전자의기능을해석하기

보다는, 대조군샘플과실험군샘플의비교를통하여유

전자들간의관계및기능들을밝히고자하는연구목표

를가진다. 비교를통한데이터마이닝은샘플데이터가

많을수록정확도가높아진다. 

신
기
술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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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정보학은방대한데이터베이스와고효율실험기법을결합하여질병의치료와예방, 그리고

신약개발의혁신적인발전을주도하고있다. 생물정보학의발전은의학, 약학, 대사공학, 식품공학, 

농수축산학, 환경공학, 보건학, 건강과학등모든기초및응용생명과학분야에크게기여하고있다.



한 개인의 유전체를 시퀀싱하는 비용이 줄어듦으로서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샘플의 시퀀싱이 가능해지고 있

다. 집단적인샘플의시퀀스정보를얻을경우, 분석할데

이터의 양은 테라바이트 수준의 초대용량이 될 것이며,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 분석 방식으로서는 제약이 많다.

따라서이러한빅데이터로부터의미있는정보를분석해

내고가치를발굴할수있는데이터마이닝기술의개발

이선행되지않는한분석내용의질이향상될수는없다.

이런이유로초대용량데이터를효율적으로분석할수있

는점진적데이터마이닝기술이필요하다. 특히기존의

대다수데이터마이닝기법들은테라바이트수준의빅데

이터를다루기위한엔지니어링기술이없기때문에향후

개선이필요하며, 앞으로의데이터마이닝기술들은기본

적으로빅데이터에맞추어개발될것이다. 

3. 생물정보학을이용한가뭄저항성벼연구

실제로생물정보학이생물분야와어떻게융합되어연

구되어지는지설명하기위해현재필자의연구팀에서연

구하고프로젝트들을몇가지소개하고자한다. 

현재가뭄저항성벼와일반벼의유전적, 후생유전적차

이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고효율서열해독기술

의발전으로인해다양한종류의RNA 서열을해독할수

있게 되었다. mRNA(전령 RNA), miRNA(마이크로

RNA), lncRNA(long non-coding RNA), DNA 메틸화

등의다중오믹스를통합분석함으로써가뭄저항성벼의

유전적, 후생유전적특징을밝히는연구를진행하고있다. 

mRNA(전령 RNA) 시퀀싱데이터는발현된유전자의

서열정보를제공해줌으로써각유전자의발현량을측정

할수있게해준다. mRNA 시퀀싱데이터로부터발현량

을측정하는과정은컴퓨터기술이핵심적인역할을하는

부분이다. 차세대 시퀀싱 기술의 특성상 짧은 서열들을

기준 유전체(reference genome)에 매핑하여 원래 어떤

mRNA가 발현되었는지 예측하여야 한다. 이 과정은 조

각맞추기퍼즐과비슷하며작은조각이어떠한큰조각

에서 나왔는지 알아내는 것과 비슷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졌고 현재도 더

좋은알고리즘을개발하기위해노력중이다. 이러한알고

리즘들에는정보과학분야의그래프이론, 회귀분석등

이사용되고있다. 생물정보학의도움으로유전자발현량

을측정하여가뭄저항성벼와일반벼에서어떠한유전자

가다르게발현됐는지밝힐수있게되는것이다. 

miRNA와 lncRNA, DNA 메틸화는유전자발현을조

절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현재

miRNA, lncRNA, DNA 메틸화 시퀀싱 데이터를 모두

확보하고있으며이들데이터를종합적으로분석하여이

들과유전자발현간의관계를네트워크로형성하여분석

하고있다. 이러한종합적인연구를통해유전자가조절

되는메커니즘을정확히이해할수있다. 다양한오믹스

데이터를통합적으로분석할때진정한의미의새로운생

물학정보를얻을수있는것이다. 이연구의목표는다중

오믹스의통합적인분석을통해어떠한유전적메커니즘

을조작함으로써가뭄저항성을증가시킬수있는지찾는

것이다. 

생물정보학은 이와 같이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만드는

연구에 기여하고 있으며, 생물정보학은 벼 연구와 유전

자조작식품연구등농업분야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

있다. 

4. 생물정보학을이용한유방암연구

유방암연구에서도생물정보학은중요한역할을한다.

현재유방암세포의DNA 메틸화데이터와유전자발현량

데이터를가지고연구를진행하고있다. 유방암에는예후

가좋지못한타입과예후가좋은타입이있으며특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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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NA와 lncRNA, DNA 메틸화는

유전자발현을조절하는데중요한역할을

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현재miRNA, lncRNA, DNA 메틸화

시퀀싱데이터를모두확보하고있으며

이들데이터를종합적으로분석하여

이들과유전자발현간의관계를

네트워크로형성하여분석하고있다.



전자들이다르게발현되어이러한차이를만드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유전자 칩을 이용하여 유전자 발현

패턴을측정하고분석함으로써유방암이어떠한타입속

해있는지진단하여앞으로의치료를결정할수있다. 현재

이러한기술들이실제임상에서도사용되고있다. 

하지만더본질적으로왜이러한유전자발현의차이가

일어났는지설명이되어야더높은수준의예방과치료가

가능하다. 이를위해DNA 메틸화데이터를이용하여어

떠한메커니즘에의해유전자발현이조절되는지연구를

진행하고있다. 특정위치의DNA 메틸화는유전자전사

인자(transcription factor)의결합을막음으로써유전자

발현을억제한다고알려져있다. 

위 그림은 유방암 환자 30명의cell-lines로부터 얻은

유전자 발현 정보를 이용하여 전사인자(transcription

factor)와유전자사이의연관성을유추하여구축한전사

조절네트워크를나타낸다. 

유방암 cell-line은 유전자 발현 패턴에 따라 Basal-

A, Basal-B, Luminal subtype으로나뉘며, 네트워크상

에서그림과같이Basal-B와Luminal의차이를보여주

고있다. Basal-B subtype은암의전이가쉽고진행속

도가빠르지만, Luminal subtype은그속도가느리다는

특징을지닌다. 각 subtype에서특이적으로발현량이높

은(빨간색으로표시됨) 서브네트워크가있음을볼수있

는데이들을분석함으로써 subtype 간의표현형질차이

가어떤기작에의해발생하는지발견할수있다. 

DNA 메틸화 정보 이용하면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있게되고이로써병의심각한상태를예방할수있게

될것으로보인다. 현재에는DNA 메틸화취약성을정보

이론을통해분석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생물정보학

은예방의학의발전에기여하고있다고할수있다.

5. 맺음말

현재에도계속해서바이오빅데이터의양은급증하고

있으며이러한빅데이터로부터의미있는지식을추출할

수있는컴퓨터기술들이절실히필요한시점이다. 이러

한빅데이터로부터새로운생물지식을추출해낸다면지

금보다 훨씬 더 정밀한 수준에서 생물체의 메커니즘을

설명할수있게될것이다. 이러한면에서생물정보학은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고 앞으로 사용될 분

야가 넓은 학문이다. 의학 분야에서는 생물정보학을 이

용하여병을조기에진단하거나예방할수있게되어새

로운 예방의학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개인의

유전적, 후생유전적 상황을 고려하여 병을 처방하여 맞

춤의학시대가 올 것이다. 생물정보학은 또한 농업 분야

에서 다양하고 안전한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만들어 농업

발전에도많은기여를할것이다. 우리는데이터의의한

새로운생물학시대에살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

이며, 생물정보학은 현재 다양한 생물 분야에서 필수적

인역할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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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메틸화데이터를이용하여어떠한

메커니즘에의해유전자발현이

조절되는지연구를진행하고있다. 

특정위치의 DNA 메틸화는

유전자전사인자(transcription factor)의

결합을막음으로써유전자발현을

억제한다고알려져있다.

그림 1. 유방암의 두 가지 subtype에 관한 전사 조절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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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단백질은생체의주요구성성분일뿐아니라, 다양한구조와기능을갖고있으면서

세포의유전프로그램을수행하는생명현상의주역이다. 건축에비유하자면, 유전정

보가자신이살집과그안에서의생활을설계한도면과계획에해당한다면, 단백질은

설계도에따라건축물을짓고, 그집에서쉬고먹고자고살아가는구성원에해당한다

고할수있을것이다. 

이처럼세포내에서동적으로존재하는단백질의세포내기능과그작용기전등을

밝히기위해서는1차적으로단백질의서열을밝히고, 이에근거해서그구조와발현량

을결정하는일이반드시필요하다. 

BIOINFORMATICS
단백체연구와 생물정보학

백은옥 ┃ 한양대학교컴퓨터공학부교수

서울대학교 전자계산기공학과에서 학사, 미국 스

탠포드 대학에서 전산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

다. 박사학위 논문은 인공지능에 관련한 내용으

로 귀국 후 서울대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를 거

쳐 산업체 연구소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10년

가까이 진행하였다. 좀더 본격적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서울시립대를 거쳐 현재는 한양대

컴퓨터공학부에 재직 중이다. 대학에 몸 담게 되

면서 생물정보학 문제 해결에 인공지능기술을 활

용하는 연구를 시작하여, 현재는 단백체 연구에

필요한 핵심적인 알고리즘의 개발, 바이오 빅데

이터 해석을 위한 분산 컴퓨팅 활용, 단백체와

유전체 데이터의 통합해석 등의 분야에서 연구하

고있다.

그림 1.  질량분석법에 기반한 프로테오믹스 실험 과정 [1]



과거에는 단백질의 서열을 결정하기 위해 에드만분해

(Edman degradation) 방법이이용되었지만, 많은시간

과노력을요구하는, 생산성이낮은작업이었다. 1990년

대에단백질분석의도구로서질량분석이도입되면서빠

른시간내에다량의단백질서열을결정하는데에있어

획기적인전기가마련되었는데, 이는에드만분해법과달

리, 단백질을순수하게정제할필요없이여러단백질의

혼합물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고 심지어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어떤동적인상태에있는지에대한정보도얻어낼

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최근에는단백질의추출, 분리기술의발전과고성능질

량분석장비로인하여대량으로또빠르게샘플을분석하

는것이가능해짐에따라서, 한번의실험으로부터얻어지

는질량스펙트럼데이터의양이대폭적으로늘어나게되

었다. 따라서대량의데이터를어떻게효과적으로처리하

여필요한정보만을얻어낼것인가와관련한단백체정보

학(proteome informatics)가큰이슈가되고있다. 

2. 질량분석을활용한단백질의대량서열·분석과

해석알고리즘

일반적으로 질량분석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동정하는

과정은 6단계로 이루어진다 [1-2]. 먼저 세포나 조직의

분석시료로부터구성단백질들이그들의화학적또는물

리적인 특성에 따라 추출된다 (1단계, sample

preparation/fractionation). 이렇게 분리된 단백질들은

단백질분해효소에의해서 1-100 개의아미노산을갖는

작은 펩타이드들로 분해된다 (2단계, protein

digestion). 물론질량분석기가단백질자체의질량을바

로측정할수도있지만단백질의질량분석민감도는펩타

이드들보다훨씬낮기때문에단백질들을펩타이드로분

해한이후에분석하는방법이일반적으로사용된다. 단백

질을분해해얻어진펩타이드들은액체크로마토그래피

를거쳐분리되고이온화된후질량분석기로보내진다(3

단계, peptide separation/ionization). 이후한번혹은

두번의연속적인질량분석이수행될수있다. 같은시각

에 크로마토그래피로부터 분리된 펩타이드들은 첫 번째

질량분석기에서 m/z 값에 의해 분리되고 (4단계, MS

spectrometry), 두번째질량분석기에서는각m/z의펩

타이드가충돌유도분열(collision induced dissociation,

CID)에 의해 단편화되어 서열 정보를 제공해준다 (5단

계, MS/MS or tandem MS spectrometry). 마지막으로

얻어진MS 스펙트럼과MS/MS 스펙트럼은단백질데이

터베이스와비교되고각스펙트럼과일치하는것으로확

인된 펩타이드들로부터 단백질이 동정될 수 있다 (6단

계,data analysis/database search). 

이처럼질량분석은단백질의혼합물을질량측정이가

능한수준의많은작은조각으로나눈다음, 이들조각의

질량으로부터전체서열을복구해내는방법론을사용하

기때문에마치퍼즐조각들을맞춰서전체그림을완성

하는것과유사한문제가되며, 이과정에서문제의복잡

도를극복할수있는효과적이면서도효율적인알고리즘

의개발이필수적이라하겠다. 

유전체서열분석과비교해본다면, 단백체는유전체에

비해서열의길이가상대적으로짧기때문에얼핏생각하

면그문제가더단순할것으로생각할수있는데, 인간의

유전체는 4 종류의 핵산으로 이루어진 길이 약 30억의

서열인반면, 단백체는기본적으로는20종의아미노산으

로이루어진길이약 3500만의서열이지만세포내에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일부에 다양한 종류의

PTM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이라고 하는

변형이 RNA에서단백질로변환된이후에생길수있기

때문에개념적으로는20종이훨씬넘는아미노산으로단

백질이구성되어있다고볼수있다. 따라서단백체서열

을분석하는문제는유전체서열분석의문제보다오히려

그복잡도가더크다고하겠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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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비유하자면, 유전정보가

자신이살집과그안에서의

생활을설계한도면과계획에

해당한다면, 단백질은설계도에따라

건축물을짓고, 그 집에서

쉬고먹고자고살아가는

구성원에해당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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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최근의질량분석기술의발전으로, 현재수준에서

는하나의질량스펙트럼을얻는데에0.1초이하의시간

이걸리지만, 일반적인데스크탑컴퓨터에서하나의질량

스펙트럼을 해석하여 아미노산 서열과 간단한 수준의

PTM을해석하는데에는 1~10초의시간이요구된다. 때

문에, 병렬또는분산컴퓨팅기술이활용되기도하고, 또

해석에필요한계산의일부를전용하드웨어로해결하려

는시도도이루어지고있다. 

3. 발전된단백체연구를위한알고리즘의고도화

단백질의서열및기본적인 PTM 해석에필요한알고

리즘의개발은질량분석의기본적인과제로가장많은기

술발전과연구가이루어지는분야이다. 그러나점차단백

질의정량분석, 구조분석, 더 나아가단백질상호작용을

연구하는데에도질량분석기술이확대되고있고, 따라서

이와관계된알고리즘연구도함께진행되고있다.

정량분석

복잡한생물학적시료를대량으로분석할수있는질량

스펙트럼 분석법을 통해 단백질을 나열한 이후, 대상이

되는시료와컨트롤사이의차이를구분하거나생명시스

템에대한perturbation 연구를하기위해서는단백질의

양을측정하고비교하는것이필요하다. 단백질의정량분

석을위한소프트웨어는실험방법과함께발전되고있는

데, 크게는 세 가지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 (1) Spectral

counting, (2) 안정동위원소(stable isotope) label에근

거한 상대 정량 (3) Label-free 정량 방법이 있다. 질량

분석기반의단백체정량분석법과이를지원하는소프트

웨어에 대한 소개는 Mueller et al. (2008)에 의한 최근

의리뷰논문에자세히나와있다. [4]

구조분석

질량분석법을 활용해서 단백질의 구조에 대한 개략적

인정보를얻는것이가능한데, 3차원구조를갖는단백

질의표면을레이저로산화시키거나 [5], 중수(D2O) 용액

에반응시켜단백질표면의수소가중수소와치환되도록

한다음에질량분석을하게되면[6], 단백질중에서표면

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과 안쪽에 감춰진 부분을 구별할

수있는데이터를얻을수있다. 이를위해서는단백질이

얼마나산화되었는지, 또는수소/중수소치환이어느정

도로일어났는지를해석하는소프트웨어가요구된다. 

항체분석

최근특허가만료되면서국내외에서새로운의약품시

장을열것으로주목을받는‘바이오시밀러’는단백질제

제인데, 생물을이용해서단백질을생산하는공정의특성

상결과적으로생산되는단백질의서열, PTM, 구조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biosimilar 라고 불린

다.) 바이오시밀러의생산과정에서단백질의서열, PTM,

구조를확인및검증하는데에는다양한질량분석기술이

활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미노산 중의 하나인

Cysteine이 서로연결되어만들어지는 disulfide link를

확인하거나 [7], PTM 중 가장 해석이 어려운 당쇄화

(glycosylation) 해석에활용될수있는알고리즘의개발

은아직도도전적인과제로남아있다.

유전체분석과의통합해석

최근단백체와유전체정보를동시에적용하는새로운

방법으로써 프로테오지노믹스라는 연구 분야가 대두되

고있는데, 프로테오믹스실험을통해얻은질량분석데

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서열 데이터베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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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의서열및기본적인 PTM 해석에

필요한알고리즘의개발은질량분석의

기본적인과제로가장많은기술발전과

연구가이루어지는분야이다. 

그러나점차단백질의정량분석, 구조분석, 

더 나아가단백질상호작용을

연구하는데에도질량분석기술이

확대되고있고, 따라서이와관계된

알고리즘연구도함께진행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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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하지않고, 동일샘플에대한유전체분석결과

서로부터얻은서열정보를기반으로해석함으로써새로

운유전정보를확인하거나유전체정보로부터유추한새

로운유전정보를단백체데이터를이용해검증하는연구

를 말한다 [8].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보다유용한정보를추출해내기위한다양한노력이경주

되고있다. 

물론, 두종류의데이터모두그크기가방대하여(유전

체데이터는1번실험에서수백GByte, 단백체데이터는

수십GByte에해당하므로이둘을서로맞춰보기위해서

는 컴퓨팅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및컴퓨팅환경, 더 나아가하드웨어적인개발까지필요

하다하겠다.

4. 맺는말

대규모 단백체 질량분석 실험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역할은매우중요하다. 질량분석법에있어새로운실험

방법의개발과소프트웨어의개발은늘병행되어진행되

어왔고또앞으로도그럴것이다. 본고에서는주로소프

트웨어알고리즘을중심으로최근의기술개발을서술했

지만, 실제로는소프트웨어시스템과데이터베이스를비

롯해서 해석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마이닝을

통한지식추출및시스템생물학으로의연계등, 다양한

노력이경주되고있다.

질량분석법에의한단백체의연구가주목을받기시작

한것은 1990년대중반이후이며, 앞으로도이분야에서

많은기술적인발전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분석실험

의속도와정확성, 정량성, 포괄성을높이기위한노력이

계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실험적인발전은소프트

웨어의발전을떼어놓고생각할수없다. 생명과학은물

론, 화학, 전산학, 통계학등의다양한분야의전문기술

이통합되어야결실을맺을수있는융합기술로서하나의

전형을보여준다고할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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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모든구성분자들을규명하면우리는과연세포의반응을제어할수있을

까?”

지금까지 생명과학에서는 생명현상에 관여하는 주요 물질을 발견하고 그 분자적,

기능적 특징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왔을 뿐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생명

‘시스템’을구성하는지에대해서는그다지관심을기울이지않았다. 그러나생명의본

질을이해하고복잡한생명현상을지배하고있는근본적인원리를밝혀내려면생명시

스템을이루는성분들간의구성과동역학(dynamics) 특성을함께이해해야한다. 이

를위해서는모든생체현상의원인과결과를초래하는분자, 세포, 조직, 장기, 그리고

유기체들각각에있어서시공간적상호관계를연구해야한다. 생명의가장기본단위인

단일세포의작동원리를이해하는데있어서문제의핵심은세포의작용이다수의유

전자, 단백질및다른분자들간의복잡한상호작용에의해조절된다는것이다. 시스템

생물학의궁극적인목적은이러한조절작용의본질을이해함으로써생명현상속에잠

재된지배원리에대해보다깊은통찰력을얻고나아가생명현상을인위적으로조절

해보고자하는것이다. 이러한목표는전통적인생물학연구방식이추구해온생명시

스템의구성요소발견과발견된요소의물리/화학적특징을규명하는것만으로는결

코이루어질수없으며수학모델링을통한정보의재구성과이를토대로분자단위혹

은그이상의레벨에서이루어지는구성요소들간의네트워크와신호전달경로등을시

스템차원에서분석, 시뮬레이션해봄으로써가능하다. 최근연이은기술의진보로인

해생명현상에대한보다정밀하고다양한측정이가능해짐에따라측정된데이터를

시스템차원에서재해석하기위해필요한고유의이론과방법론개발이시스템생물학

이라는신기술융합연구로서새로운패러다임을형성하며급부상하고있다. 시스템생

물학은시스템이론을생명과학에응용하여생체구성요소들의상호관계와상호작용을

분석, 규명함으로써생명현상에대한시스템차원의이해를도모하는학제간신기술

융합분야이다 (그림 1). 시스템생물학은생체구성요소들이개별적으로존재할때에는

보이지않는, 즉 상호작용에의해새롭게표출되는 (소위‘창발적’인) 생명의기능을

탐구하는데그초점이있다. 

시스템생물학의어원자체는시스템과학(systems science)과 생물학(biology)의 합

성어이며 1968년메사로비치(Mesarovic)에의해최초로사용되었다. 여기에서‘시스

템’의아이디어를이해하기위해제어공학(control engineering)을비롯한기존시스

BIOINFORMATICS
시스템생물학,
시스템공학이생명과학을만났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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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현 ┃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석좌교수

전자공학을 전공하였고 시스템과학과 제어공학

을 연구하며‘생명’시스템의 본질에 호기심을 가

지게 되었다. 1990년대에 독자적으로 시작한 이

러한 연구는‘시스템생물학(systems biology)’

분야의 시작이 되었고 IT와 BT 융합연구의 효시

가 되었다. 조광현 교수는 여러 복잡한 생명현

상 이면의 동작원리를 시스템 차원에서 규명하

여 생명의 본질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해내고

이를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서울대학

교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석좌교수로 재직중이

다. IEEE/IEEK 젊은IT공학인상, 젊은과학자상,

월튼펠로우상 등을 수상하였고, 영국에서 발간

되는 국제저널 <IET Systems Biology>의 편집

위원장(Editor-in-Chief)과 다수 국제저널의 편

집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시스템생물학, 네트워

크 메디슨(network medicine), 바이오영감공학

(bio-inspired engineering) 연구와 후학양성

에 노력을 기울이며 여러 국제학술대회의 기조

강연자로서 또한 국제기구와 정부의 자문위원으

로서 활동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130여편의 국

제저널논문과 다수의 저서를 출판하였다

(http://sbie.kaist.ac.kr/).



템과학에서다루어온시스템이론(systems theory)을살

펴보면지금까지공학이라는전혀다른영역속에서오랜

역사를지니며발전해왔음을알수있다. 이러한시스템

이론을개념적으로요약하면단순한기술적지식의총체

라기보다는어떠한물리적현상또는그대상체의상태

변수들간 상호관계 및 동역학 특성 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외부의인위적조작을통해원하는출력, 성능

등을획득하기위한체계적접근방식이라할수있다. 

최근기술의진보로인해가능해진대량의분자생물학

실험데이터의생성은데이터의효율적관리와분석을위

해자연스럽게컴퓨터과학과통계학의도움을필요로하

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명과학의 발전은 생물정보학

(bioinformatics)이라는신분야의창출과발전으로이어

지게되었다. 그러나게놈서열데이터가이제이용가능해

짐에따라서열분석이나분자적특징을규명하는생물정

보학의범주로부터더나아가유전자, 단백질등의기능

과 상호작용을 이해하려는 시스템생물학으로 관심의 초

점이옮겨지고있다. 시스템생물학의보다근원적인목표

는단순히생명현상에서관측되는상관관계(correlation)

를분석하는것이아니라생명시스템이외부자극에대해

어떻게내부적인동역학변화를유발하고이로인해자극

에 대한 반응을 비로소 표출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causality)를밝히고자하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시스

템생물학은기존생물정보학과분명히차별화된다. 생명

시스템구성의기본단위인세포는시공간상에서상호작

용하는 분자들의‘네트워크(network)’로 이루어져 있으

며자가조절기능을갖춘일종의동역학시스템이다. 그런

데이러한세포네트워크의구조, 기능, 그리고조절작용

등을지배하는상호관계는현재까지대부분밝혀져있지

않다. 시스템생물학은실험과이론적방법론개발의융합

연구를 통해 이러한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설명하려는데

그목적이있다. 이렇듯시스템생물학연구가새롭게중

요시되는이유는종래의생물정보학에서데이터를마이

닝(mining)하는 방식으로는 구성요소 혹은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만을 밝힐 수 있을 뿐정작 필요한 인과관계와

동작원리등에는접근할수없기때문이다. 즉, 더 이상

세포의 분자적 특성을 볼트와 너트의 조합만으로 이해

하기 보다 그본질적 기능을 탐구하기 위해서 게놈데이

터의 마이닝 방식이 아닌 시스템과 신호 관점에서의 방

법론개발이절실하다는데에초점이집중되고있다. 시

스템생물학이 수십년간 역사속으로 사라졌다가 근래에

이르러 재조명을 받게 된이유 가운데 하나는 측정기술

의 진보로 인해 시스템이론의 적용이 가능한 수준의 정

량적데이터를얻을수있게된사실에있다. 2000년대

이후로 국제학술대회와 각국의 연구그룹 및 연구기관

등에서 시스템생물학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결과의 발표도 꾸준히 증가

되고있다. 다수의국제저명학술지에서는시스템생물학

을이미주요특집호로다루었으며, 2004년에는비로소

유럽 최대의 공학기관(IEE, 이후 IET로 변경되었음)으

로부터 <시스템생물학(Systems Biology)>이라는 시스

템생물학분야최초의국제저널이발간되기에이르렀고

(http://www.ieedl.org/IET-SYB) 이후세계각국의여

러 출판사들(Springer, Royal Academy of Science,

Nature-EMBO 등)에서도 잇따른 관련국제저널들이 발

간되어이제는학제간융합연구영역을넘어독자적인패

러다임으로서정립되기에이르렀다. 뿐만아니라전세계

의 유수한 대학에서는 시스템생물학을 새로운 학제분야

로받아들이고이에따른학과를신설하거나연구프로그

램을가동하고있는데급기야는보수적아카데미의대명

사인 하버드대학에서도‘시스템생물학과’가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교육, 연구프로그램들은대부분의경우

제어공학, 생명과학, 수학, 컴퓨터과학등을포함한융합

분야로구성되어있다. 시스템생물학은최근새로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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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생물학은시스템이론을생명과학에응용하여생체구성요소들의상호관계와상호작용을분석, 

규명함으로써생명현상에대한시스템차원의이해를도모하는학제간신기술융합분야이며, 

기존생물정보학의범주에서더진보된새로운학문영역이다.



로 재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인수준의 인식을

넘어서연구기관과대학, 그리고국가주도의연구프로그

램으로확대되고있다. 특히, 일본, 미국, 영국, 유럽의여

러국가들을위주로연구비투자와저변확대가경쟁적으

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국제학술회의

유치와 연구기관 설치에 막대한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스템생물학 분야에 집중적인 투

자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국내에서는 아직 그

중요도의 인식이나 투자규모 면에서 미미하지만 사회적

으로‘융복합’연구가주목을받으면서점차인식이확대

되고있다. 특히국내의고도화된 IT (인적, 물적) 인프라

를고려할때시스템생물학융합연구는앞으로가파르게

성장할것으로기대되며기초연구의발전과더불어새로

운산업창출로이어질것으로예견된다. KAIST 시스템

생물학및바이오영감공학연구실은1999년설립된이후

로 전세계적으로도 최초로 이러한 시스템생물학 연구를

독자적으로개척해오고있다(http://sbie.kaist.ac.kr/).  

시스템생물학의 미래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

로다양하며유망하고또한복잡하다. 특히시스템생물학

은질병의발생원리를인체분자네트워크의동역학관점

에서 분석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제어하기 위한‘시스템

의학(systems medicine)’으로발전해가고있다. 시스템

생물학은생명과학을더이상우연한발견의학문이아닌

논리적접근과분석이가능한영역으로패러다임을바꾸

게할것이다. 시스템생물학은호기심과열정으로가득한

과학자들의융합학문이며, 지금이순간도끊임없이진화

하고있다.

참고문헌: 조광현, 시스템생물학, 홍릉과학출판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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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생물학은생명과학을더이상

우연한발견의학문이아닌

논리적접근과분석이가능한영역으로

패러다임을바꾸게할것이다. 

시스템생물학은호기심과열정으로

가득한과학자들의융합학문이며, 

지금이순간도끊임없이진화하고있다.

그림 1. 시스템생물학의 연구개요도. 생명체에 한 다양한 실험정보를 집 성하고 이로부터 수학모델을 개발한다. 수학모델의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시스템공학적 분석을 통해 직관적으로 찾아내기 어려운 복잡한 현상에 한 시스템차원의 진화적 설계원리를 밝

혀낸다. 이러한 과정에서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예측된 생명현상의 특성은 또다시 생명과학 실험을 통해 검증되고 그 결과에 따

라 수학모델을 수정보완해가는 루프를 반복하며 점차 궁극적 원리로 수렴해가게 된다 (http://sbie.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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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의학은‘예측적’‘예방적’이라기보다는‘대응적’특성을 갖는다. 누군가에

질병이발생할때까지기다렸다가, 질병이발생하면적극적인진단과치료에나서는

‘대응적’모형이다. 이‘대응적’모형은인구집단의질병발생확률모형에기반한다.

즉인구집단에서특정질병의발생확률은알수있으나, 그중어느특정개인에게해

당질병이발생할지는알수없다는것이다. 이는집단적예방이나의료수요예측등

은가능해도개개인별로맞춤화된예측과예방은불가능하다는가정에바탕을둔모

형이다. 

이에반해맞춤의학의패러다임은개개인의고유한유전체정보의특성분석을통해

개인별, 질환별발생확률계산이가능하며, 개인에게해당질병이발생하기이전에적

절한선제적조치를설계하고적용할수있으리라는가정을갖는다. 이는개개인의상

세한생물학적, 유전적정보를분석한자료에기반한다는점에서고전적인인구집단

기반의예방의학의패러다임보다진일보한개념으로볼수있다. 

얼마전언론을뜨겁게달군여배우안젤리나졸리의예방적유방절제술소식은현

대의아이콘이된한여배우와과학기술의첨병인유전체정보분석기술의결합이낳

은흥미진진한이야기다. 브라카-1(BRCA-1)이란 유방암관련유전자의돌연변이를

보유한여성의경우60세이전에유방암이실제발병할확률은70%에이른다. 불행하

게도아직은안젤리나졸리의경우와같은수술적처치이외의선제적처치방법은알

려져있지않다. 하지만, 질병은개인의유전적소인과그가속한환경적요인 (식이,

운동, 감염, 독성등), 그리고이둘의상호작용으로발생하므로, 예를들어, 30세부터

투약하면60세의유방암발병확률을70%에서5%이하로낮출수있는신약을개발하

기위한노력을경주하는것과같은새로운패러다임도대두되고있다.

소위 소비자 유전체학 (Direct To Consumer Genomics) 혹은 유전체 소매상

(retail genomics) 산업의 대부분은 이 SNP 정보 분석에 기반하며, 미국의 경우 약

800개의회사가경쟁하고있다. 그대표격인 23andMe 사는최근그서비스가격을

한화 10만원에 해당하는 100불로 낮추고 가격경쟁을 격화시키고 있어, 유전체 정보

맞춤의학보급의급속한대중화를추진하고있다. 

BIOINFORMATICS
유전체정보분석을통한

맞춤의료기술의현황

김주한 ┃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정신과 전문의로 Brain

Imaging 분야로 서울대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취

득한 후, 미국 M.I.T.에서 BiomedicalInformatics

분야의 공학석사를 취득하고 하버드의대 조교수

를 역임하였다. 현재는 서울대 의대 Biomedical

Informatics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의대 정

보의학실장, 의료정보학협동과정전공주임교수,

시스템 바이오 정보의학 국가핵심연구센터소장,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장, 서울대병원 의료 경영

고위과정주임교수등을맡고있다.



몇백만개의 SNP 정보분석을넘어, 전체 30억유전

체서열정보를분석하는상용화서비스의대중화도그리

멀어보이지않는다. 23andMe 사는최근그중간단계로

수 만개에 이르는 전체 유전자 서열 정보분석 (Exome

Sequencing) 서비스를시작했다.

개인유전체정보분석은신생아검사에도활발히적용

되고 있다. 고전적으로는 Genetic Counselling의 영역

에 속하던 이 분야에서는 태아나 신생아의 유전적 기형

등을조기진단하고적절한처치를하기위해다양한유

전자분석을수행해왔다. 최근유전체분석기술의발달

로 좀 더 미세하고 적극적인 검사가 가능해졌다. 한 편,

미성년자에대한유전체정보분석은, 해당아동및청소

년에대한편견을가지게할가능성과, 이를통해양육과

교육에심대한영향을미칠것을우려해서, 엄선된고위

험군이아니면금지하거나최소한자제하자는주장도힘

을얻고있다. 이러한사전적스크리닝테스트는출산전

가족계획에까지영향을미치고있다. 아직태어나지않

은자녀의유전질환사전진단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한

미국의 Counsyl 사는 부모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임신

여부도결정되지않은자녀에게서발생할수있는 100여

개의희귀유전질환위험률을예측해주는서비스를350

달러에제공한다.

유전체정보의개인차이를바탕으로탄생한맞춤의학

의한분야는약물유전체학이다. 약물유전체학은개인별

유전체 다형성에 따라 약물 반응성이 서로 다름을 밝혔

고, 특히 약물대사를 담당하는 간 대사효소의 다형성에

대한유전형검사는약물치료의용량과시간을결정하는

핵심정보로 미국 식약처인 FDA 승인을 얻어 실제 적용

되고있다. 혈액의응고를막아주는혈전치료제와파린

은매우약효가좋으나, 너무적게투약하면혈액응고를

막지못하고, 너무많이투약하면출혈성이증가하여환

자를 위험에 빠뜨린다. 심한 개인차로 적정 투여용량을

결정하기가어려운와파린을간대사효소의유전자정보

분석에따른용량결정알고리즘의우수성이국제와파린

약물유전체 컨소시움에서 입증되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FDA는 100여개에이르는약물에대해유전자

정보분석을강하게권고하기에이르렀다. 

DNA 마이크로어레이에 기반한 유전체 발현분석

(Gene Expression Analysis) 또한 다수의 상용화에 성

공하고실제임상의학에적용되고있는매우강력한도구

다. 1999년걸럽등은 6,817 개의유전자발현을분석할

수있는유전자칩을이용하여급성백혈병의아형인골

수성백혈병과임파성백혈병에서서로다르게발현되는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환자의 진단을 내릴 수

있음을 보고했다. 2000년에는 스탠포드의 알리자디 등

이 임파선암의 유전체 발현 분석으로 새로운 두 아형을

찾아내고, 그생존율차이를규명하고, 그차이가예측가

능함을 보고했다. 2004년에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연구가수행되었다. 

반트비어 등의 논문에 따라 70개 유전자의 발현패턴

분석을이용한유방암전이확률예측분자진단검사로개

발된맘마프린트(MammaPrint)는 아젠디아사가상용화

했고 2007년 FDA로부터 60세 이하, 크기 5cm 이하인

임파선 음성 유방암 환자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Oncotype Dx는 Genomic Health사가 상용화했다. 최

근 FDA 승인을얻은‘Tissue of Origine’과‘AlloMap’

은 각각 원발 위치 불명의 전이암(Metastactoma)의 원

발위치추론으로항암제를결정하고, 심장이식후거부반

응을예측한다. 

표적치료제처방전에분자진단검사를통해미리적절

한 대상자를 가려내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복합 요법인

Theranostics라는 개념도 확장되고 있다. Amgen의 전

이성대장암치료제인Vectibix는‘K-RAS’라는유전자

신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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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상세한생물학적, 

유전적정보를분석한자료에

기반한다는점에서

고전적인인구집단기반의

예방의학의패러다임보다

진일보한개념으로볼수있다.



를보유한환자들에게만효과가있는데, Amgen은이유

전자에변이가있는지판별하는바이오마커에대한임상

시험자료를함께제출하여보다수월하게허가를획득했

고, 영국의DxS사는2008년Vectibix의EMEA6승인직

후해당진단검사키트인‘TheraScreen KRAS Test’를

출시하여높은판매를기록했다. 유전자진단검사시장은

분자 진단 시장의 약 21%에 이르며, 2007년 기준 세계

시장규모가약5억8천만달러로추산된다. 

이러한동향은의약품, 진단시약, 의료기기제조기업

들의입장에서는임상시험효율성제고와안전성확보및

고수익창출측면에서도움이된다. 맞춤형신약개발회

사들은대부분해당신약의처방대상환자를선별할수

있는 바이오마커도 함께 개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다른의미는의료비절감이다. 맞춤의료를통한조기

진단혹은, 잘못된투약이나시술의차단은환자나보험

자모두에게불필요한의료비지출을줄일수있다는점

이주목받고있다. 

병원이나, 의료인, 의약품연구개발담당자등을대상

으로임상진단검사를위탁받아대행해주는서비스또

한맞춤의료영역에포함된다. 유전자정보분석을위한

기술, 시설, 인력이부족한현상황에서맞춤의학적진단

지원이나 신약 개발 연구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검사를

대행해주는서비스도각광받고있다. 제약및바이오기

업의연구개발단계에서필요한유전체정보분석서비스

등을포함한임상진단검사서비스시장은 2009년기준

세계약60억달러규모로추산되며, 향후연평균10%의

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맞춤의학의 실현에는 개개인의 고유한 체의학적 소인

정보획득과정보의학적통합분석능력이그핵심기술을

이룬다. 개인별유전체의차이는평균 1% 정도에불과하

지만 이 차이가 개인별 모습이나 걸리는 질병의 차이를

유발한다. 핵심을이루는개인유전체정보의활용은그

막대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위해요소가될가능성이있다. 버락오바마대통

령은상원의원시절과학적장애물, 시장의압력, 그리고

규제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유전체 맞춤의학 법안

(Genomics and Personalized Medicine Act)”을제출하

였고마이크레위장관은“유전자보건과사회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보·유전체의학

적접근에도부정적시각이있다. 특히유전자검사에따

른차별이고용이나보험가입등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

우려는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국내에서도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이입법추진중이나유전정보에대한특별한고

려는 부족하다. 미국에서는“유전정보차별금지법안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이 상

정되었다. 유전체정보에기반한맞춤의학의개인별차이

와그진단, 치료, 예방방침의차이에대한대중적홍보

와교육도중요한과제로대두될것이다.

개인별맞춤의학과예측, 예방의학의실현에서개인건

강정보의효과적인정보의학적운영시스템구축의중요

성은두말할나위도없다. 기존에는대부분의건강정보를

의료기관에서생성하는것으로생각했다. 그러나인터넷

의 보급과 모바일 환경의 도래로 개개인의 일상생활 정

보, 예를들면, 식이나운동, 다양한활동과환경노출등

의시시각각의정보가획득되기시작했다. 흔히라이프로

그(Life Log)라고도불리는이러한개인에관한정보들은

기존의 의료시스템을 벗어나는 범위에서도 방대한 건강

정보가생성됨을의미하고, 건강정보관리의새로운패러

다임을요구한다. 

현재의 의료시스템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개인들의건강기록을의료기관에서관리하는것’

이매우당연한일이다. 그러나이러한체계는한개인의

건강기록을여러의료기관에흩어진상태로보관하는것

신
기
술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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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의료를통한조기진단

혹은, 잘못된투약이나시술의

차단은환자나보험자

모두에게불필요한의료비지출을

줄일수있다는점이

주목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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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필요할때찾을수없으며, 한개인의정보가통합

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분절화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한계점이있다. 현재의의료기관중심정보시스

템에서는‘환자중심 정보통합(Patient-centered

integration)’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앞서 논의한

라이프로그와같이의료기관이그생성주체가아닌정보

들의관리체계가없다는한계점을갖는다. 

이러한상황을바탕으로주목받고있는것이개인건강

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 시스템이다. 스마

트폰 등을 통해 개인 건강기록을 개인 스스로 관리하면

정보화시대최대의적인프라이버시문제와같은난해한

문제를해결할수있고, 환자중심정보통합도더원활해

질것이다. 개인의유전체정보는근본적으로개인을고

유하게식별하는식별정보이며막대한정보로유출시개

인의프라이버시를심각하게위협할수있다. 유전체정

보는개인을넘어서부모, 자식과같은가족의정보도공

유하고있어서상상하기어려운윤리적문제를내포한다.

새시대에맞는새로운개인건강정보운영체계의중요

성이주목받고있는이유다. 

개인유전체분석의현실화는앞으로수많은인구집단

의개인유전체정보의통합과비교분석이가능함을예고

한다. 그러므로이제인간유전현상에대한이해는현상

학적탐구와분자론적이해의단계를거쳐, 그암호의해

독을시도하는정보의학의단계로진입하기시작했다. 우

리가 아는 한 유전체와 완전히 무관한 인간의 질병이나

건강문제란 거의 없다. 임상정보와 유전체 정보의 통합

네트워크구축이필요하다. 나아가의료기관에서생성되

지않는라이프로그를담은개인건강기록체계와의통합

도필요하다. 이러한연구의가속화를위한전사적, 국가

적연구정보의학시스템구축도필요하다.

보험급여제도의정비또한맞춤의료시대의도입을위

해해결해야할과제다. 출시된맞춤의료관련제품과서

비스는일부사례를제외하고는비용대비효과성을중시

하는보험급여요건을충족시키기어렵다. 의료인의인식

향상 또한 중요하다. 의학교육에서 유전체 정보에 대한

부분은극히미미하며, 의사들의대부분이유전자에대한

지식을갖추고있지못하여, 의학교육개선에대한논의

도활발하다. 지식과경험의부족은신기술에대한소극

적태도로나타날수있다. 그런의미에서임상각과의전

문의를 대상으로 시작된 정보의학 인증의1) 교육인증 과

정의출범은미래유전체정보맞춤의학시대를대비하는

매우시의적절한시도로평가된다. 

사회문화적수용성또한중요한해결과제다. 앞서논의

한것처럼개인유전체정보에기반한맞춤의료의유용성

에도불구하고프라이버시나오남용의위험등다양한위

험에대한사회문화적거부감은기술발달관점의예상보

다맞춤의학시대의실현이지연될수있음을의미한다.

제비한마리가왔다고봄이온것은아니다. 그러나의료

산업의메가트랜드인유전체정보맞춤의학시대의도래

는궁극적으로현실화될것이다. 맞춤의학의시대는단

일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 기술과

사회문화적융합을통해탄생할생태계같은것이다. 그

러므로관련연구를주도하는연구자와기업은신기술제

품과서비스개발에따르는위험요인을분산, 공유해나

가는전략이필요하다. 복합적인맞춤의료서비스의특성

을고려한이종산업간유기적협력과생태계구축이필

요하다. 알란케이의말대로“미래를예측하는최선의방

법은우리가미래를창안해내는것”이다.

신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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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체정보는개인을넘어서

부모, 자식과같은가족의정보도공유하고

있어서상상하기어려운윤리적문제를

내포한다. 새 시대에맞는

새로운개인건강정보운영체계의

중요성이주목받고있는이유다.

1) 한국 정보의학 인증의 관리 위원회의 임상의사 교육인증 프로그램 http://www.cpbm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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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정보산업의개요

인간게놈프로젝트 이후“10만 달러 유전체 해독기 개발 사업”을 통해 Next

generation sequencing(NGS) 기술의급격한발전이이루어졌다. 2000년대중반이

후 Roche사에서 GS 454-FLX 개발을 시작으로, 일루미나(Illumina)사의 Solexa

Genome Analyzer, Life Technology사의 SOLiD 시스템이개발된이후, 현재일루

미나HiSeq2500, Life Technology의Ion PGM, Ion Proton 등신규출시된NGS 장

비들이유전체해독시장을주도하고있다.

이 같은차세대유전체해독기술(NGS)의 발달로유전체해독에소요되는시간및

비용이획기적으로감소하게되었으며, 이에따라다양한맞춤의료시장등응용분야

의유전체시장이급속도로확대되고, 유망산업으로발전하는추세에이르렀다.

BIOINFORMATICS
생물정보산업화현황

천종식 ┃ 서울대학교생명과학부교수

㈜천랩대표이사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뉴캐슬대학

에서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2000년 서울대학교

에 부임하였고,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

원장(2011-2012)을 역임하였다. Genomics 및

Metagenomics와 관련된 생물정보학 분야를 연

구하고있으며, 현재 생물정보학협동과정전공주

임교수를맡고있다. 2009년 Bioinformatics 전문

기업인㈜천랩을설립하였다.

이제희 ┃ ㈜천랩생물정보연구소선임연구원

서울대 생명과학부에서 학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다. 2011년 ㈜천랩에입사하여게놈분석팀장

을 거쳐 현재 생물정보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

로 재직하고 있으며, 유전체 정보에 기반한 생물

정보연구를담당하고있다.

그림 1. DNA sequencing 비용의 추이. DNA 1 Megabase 당 sequencing 비용의 추이를 살펴보면, Moore의

법칙을 따르던 sequencing 비용 하락 추세가 NGS 발달 이후로 급격히 sequencing 비용이 하락하고

있다. (출처: genome.gov/sequencingcosts)



생물정보(Bioinformatics) 시장은인간유전체를기반

으로한개인별맞춤의료시대가도래함에따라급격히

산업화가진행되고있으며, 머지않아“1인 1핸드폰”시대

와 같은“1인 1유전체 검사”시대가 도래하여, 이를 통한

전통적 의료산업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견하고있다. 

이 같은 유전체 연구에 기반한 맞춤의료 분야는 미래

의고부가가치창출산업으로서여겨지고있기때문에현

재 많은 외국 대기업들이 사업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

며, 맞춤의료분야외유전체연구시장은미래바이오핵

심시장인농업, 기후변화, 바이오에너지분야로그활용

도가계속증가하고있다. 이러한시장의요구를충족하

기위해국내외에대형유전체해독및생물정보분석연

구기관들이설립되기시작했고, 다양한유전체해독연구

및 생명정보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베이징게놈

연구소(BGI), 미국의 브로드연구소(Broad Institute),

영국의생어연구소(Sanger Institute), 싱가포르의싱가

포르 유전체연구소(GIS) 등이 현재 차세대 유전체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재)게놈연구재단과

KRIBB 소속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 서

울의대유전체의학연구소(GMI)가이러한연구를담당하

고있다.

2. 시장규모및국내외기업현황

신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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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billions]

2012년 2017년
CAGR

(2012-2017)
Data analysis and 

1.1 2.9 20.3%
software market
Bioinformatic tools and 

1.5 3.4 17.9%
database services
IT hardware and 

0.53 1.2 17.2%
infrastructure market
Total Global 

3.2 7.5 18.6%
Bioinformatics market

표 1. 생물정보 산업 시장 규모

출처: Bioinformatics,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BCC Report, May 2013), 
http://www.prweb.com/releases/2013/5/prweb10707641.htm

그림 2. NGS로부터 Genome 분석을 하는 모식도

”

“
시장의요구를충족하기위해

국내외에대형유전체

해독및생물정보분석

연구기관들이설립되기시작했고, 

다양한유전체해독연구및

생명정보분석을수행하고있다.



생물정보시장은크게Data 분석및소프트웨어시장,

Bioinformatic tool과 database 서비스시장그리고 IT

hardware 와 infrastructure 시장 등 3가지 분야로 구

분할 수 있으며(표1 참조), 연평균 18.6%의 높은 성장률

을보일것으로예상되어2012년 32억불규모에서2017

년에는 2배가넘는 75억불규모까지시장규모가증가할

것으로기대되고있다.

국내의유전체분석및생물정보기업으로는마크로젠,

테라젠, 디엔에이링크, 삼성SDS, 천랩 등이 있다. 마크

로젠은 NGS 분석을포함한유전체분석서비스와차세

대유전체분석장비의개발을진행중에있다. 디엔에이

링크는개인유전체분석사업등을사업모델로제시하고

있으며, 테라젠은개인유전자정보서비스인헬로지놈과

헬로진을 출시한 바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종합기술원,

삼성테크윈, 삼성SDS와 삼성의료원 등 각 개별 계열사

들을중심으로유전자정보분석분야에대한연구를진행

하고있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천랩은생물정보전문

기업으로독자적으로구축한데이터베이스및분석파이

프라인을이용하여미생물군집분석, 유전체분석, 전사

체분석등을수행하고있으며, 고객에게는분석결과파

일과함께자체개발한visualization에특화된소프트웨

어를 제공하는 등 생물정보 분야에 있어 total solution

을제공하고있다. 

해외의기업으로는여러회사가있지만, 대표적으로퍼

스널 지노믹스 관련 회사로 미국의 23andMe와

Navigenics를 들 수 있다. 주 서비스는 염기다형성정보

(SNP 분석)에 기초하여특정질병과의연관성을예측하

는서비스를시행중인데, 소비자가샘플을제공하면게

놈와이드 어레이(genomewide SNP array)를 사용하여

염기다형성정보를 계산하고 이러한 유전정보를 사용하

여다양한질병에걸릴확률에대한통계적인자료를제

공하고있다. 

맞춤의학 서비스 회사로는 미국의 진렉스(genelex)사

와유럽의유로핀(Eurofins)사가있다. 진렉스사는주로

약물-약물 상호작용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약물 부작

용 관련 자동화된 분석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고, 유럽에

기반한 유로핀사는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ADME) 관련특화된기술로약물유전체관련서비스를

수행하고있다. 

생물정보 소프트웨어 개발사로는 CLC bio,

DNASTAR, SoftGenetics 등의 분석 패키지 시스템 소

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이 있고, Illumina에서는 아마존

클라우드시스템을이용하여sequencing 기기와연계한

cloud 소프트웨어 platform인 Basespace 서비스를 진

행중에있다. 

3. NGS를이용한생물정보산업

1) 유전체분석

NGS data를이용한생물정보분석은다양한분야에서

사용가능하다. 유전체분석은새로운유전체를분석하는

de novo 분석과기존의분석된유전체를바탕으로SNP

등을 찾는 Resequencing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새로

운 유전체 분석은 NGS data로부터 나온 500 bp 미만

(illumina platform의 경우 100bp 정도)의 짧은 read

sequence들을 좀더 긴 sequence의 집합체인 contig로

조합하는 assemble 단계, assemble된 contig에서 유전

자를 찾아서 유전자의 정보를 해석하는 annotation 단

계, annotation된유전체data를비교분석하는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Resequencing 분석은 기존의 유전

체에 mapping하고, 분석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

단계별로 생물정보 소프트웨어와 서버단위의 high

performance computing power가필요하다. 이렇게분

석된 유전체 data는 그 자체로도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축척의의미가있고, 이것을비슷한종또는다른유전체

와 비교 분석하면 종의 evolution, 유전자의 variation,

SNP analysis, epidemiology, functional analysis 등

많은생물정보분석이가능하게되고이를산업적으로이

용하게되면, 개인별맞춤진단정보서비스를이용한헬

스케어서비스등의산업으로응용가능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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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분석은새로운유전체를

분석하는 de novo 

분석과기존의분석된유전체를

바탕으로 SNP 등을찾는

Resequencing 분석으로나눌수있다.



2) NGS를활용한휴먼게놈산업

생물정보기술을활용한휴먼게놈(Human Genome)

산업은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성과를 이용하는 사업영역

전반을말하는데, 유전체진단서비스, 맞춤의료, 게놈신

약등이이에해당된다. 유전체진단서비스는유전체데

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진단 marker를 발굴하고, 개인

NGS data를통하여암등각종질병에걸릴위험도를평

가하고예측, 진단하는서비스이다. 최근에안젤리나졸

리가유방암에걸릴위험도진단을받은후예방차원에서

유방절제술을받은것이그사례이다. 맞춤의료부문에

서는약에특이적인유전자및마커를NGS data를통해

분석하여, 개별 환자에게 적합하고 부작용이 없는 약과

치료방법을선택하게하는서비스이다. 게놈신약은염기

배열의의미와기능을해석하여질병과관련있는유전자

와질병메커니즘을연구함으로써, 전립선암이나파킨스

씨병같은난치성질환에서독성및부작용을최소로하

는새로운약과치료방법을개발하는것을의미한다. 유

전체산업은다양한산업과의융합으로맞춤형줄기세포

치료, 나노바이오산업과융합한새로운치료방법개발,

IT 기술와연계하여개인건강을모니터링하는유비쿼터

스헬스케어분야등으로계속확대되어갈전망이다.

3) 휴먼마이크로바이옴분석

NGS를 이용한 다른 분야로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Human Microbiome) 분석등미생물군집분석을들수

있다. 이는환경샘플또는사람의장내, 피부등에존재

하는미생물의군집을16S rRNA을NGS로 sequencing

하여전체미생물의분포를살펴보는분석이다. 최근장

내미생물이비만및아토피, 대장암등다양한질병과관

련되어있다는연구가보고됨에따라활발히연구가이루

어지고있는추세이다. 과거에군집분석을하기위해서는

대장균을이용한library를만들어서분석했어야했는데,

NGS 기술과 생물정보 분석기술의 발달로 짧은 시간에

많은데이터분석이가능해졌다. 

신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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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enome data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 방법의 예시. Genome data를 이용하여 다양한 종의 분류, 동정,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유전자 기능

분석, 비교 유전체 연구, marker discovery, epidemiology, 진화 연구 등의 분석을 수행 할 수 있다.



4) 전사체분석

NGS를 이용한 또다른 응용기술로는 전사체 분석

(RNA-Seq)을 들 수 있다.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가

mRNA로전사된후에 protein으로번역되어유전자가

작동하도록되어있는데, 이RNA의발현양상을NGS 기

술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RNA는

ribosomal RNA(rRNA), messenger RNA(mRNA),

transfer RNA(tRNA)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mRNA만을 분리하여 NGS로 sequencing하게 된다.

RNA-Seq의 장점은 기존의 Microarray에 비해 데이터

가 sensitive하고, technical replication이필요없으며,

결과물이 digital 형태로 출력되어 데이터의 재사용 및

데이터베이스화가가능하다는점이다. 또한유전자의발

현(Gene expression) 이외에도 유전자 구조(Gene

structure) 등 다양한추가정보확보가가능하다는특징

을가지고있다. 

4. 맺음말

2000년 중반부터개발된NGS의발달로유전체 data

는 기하급수적으로쌓이고있는상황이다. 하지만방대

한 data를 분석하는 생물정보 기술과 분석 플랫폼은

data의증가만큼발전이뒤따르지못하고있는실정이므

로산업시장에서생물정보에대한기술요구가점점증가

하고있으며, 이에따라그발전가능성과시장성도한층

더커지고있다. 

이같은생물정보산업은많은data를빠른시간에해

석하고 분석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성

능의 computing power를 요구하는 서버 단위의 분석

이수행되어야하며, 이는인터넷을통하여컴퓨팅자원

에접속하여원하는만큼빌려쓰는클라우드컴퓨팅기

술로해결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에 따라 미국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과 함께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에 전세계적으로 많은 투

자가진행되고있다. 그러나, 현재국내에는이같은클

라우드인프라가미흡한실정이며, 또한분석할수있는

자체개발 소프트웨어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

체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선행투자 및

연구가절실하다. 

BT와 IT를 융합하여 Big data를 분석하는 생물정보

시장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같은생물정보분야는현재시장형성초기단계이므로

조기에우수한아이디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더나아가

사업모델을개발한다면미래생명공학및의료산업의핵

심이될생물정보시장을선점할수있을것이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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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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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대한data를 분석하는생물정보

기술과분석플랫폼은 data의 증가만큼

발전이뒤따르지못하고있는

실정이므로산업시장에서생물정보에

대한기술요구가점점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그발전가능성과

시장성도한층더커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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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서울 현대고 2학년), 김민정(경기 대평고 2학년), 남

기민(서울 삼육중 3학년), 안백서이(분당 대진고 2학년), 정주

영(인천여고3학년) 학생과함께강현구건축학과교수를만났

다. 대학교입학전, 건축학과교수님으로부터미리전해듣는

건축학개론은어떤맛이었을까.

영화‘건축학개론(2012)’의교수님은첫수업에서학생들에

게대뜸등굣길을지도에표시해보라하고, 자기가사는동네

를관찰하며사진으로남겨볼것을첫과제로내준다. 그리고

“자기가살고있는곳에대해애정을갖고이해를시작하는것

이바로건축학개론의시작”이라말하며첫수업을마친다. 아

무래도 영화인 탓에 낭만적으로 표현한 걸까. 강현구 서울대

건축학과교수는건축을“이과적소양뿐만아니라인문학적소

양도두루필요한융합학문”이라소개하며과학동아독자들만

을위한작은건축학개론을시작했다.

안백서이｜건축학전공과건축공학전공은어떻게다른가요?

서울대건축학과에는건축학전공과건축공학전공이분리돼

있어요. 건축학은 5년제로마치디자인스쿨과같아요. 공학적

인요소는배경지식으로배우고대신예술과심미적인설계능

력및계획능력을교수와1:1로도제식으로기르지요. 건축공학

은 4년제로 건축설계에 필요한 물리, 재료, 공학 등을 배웁니

다. 건축학과에서는 건축설계와 건축시공뿐만 아니라 건축역

사, 환경, 도시설계등다양한내용을종합적으로배워요.

정주영｜건축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고 싶은데 좋은 주제거리가

떠오르지않습니다. 교수님은어떻게연구주제를찾으시나요?

우선뭘연구하고싶은지를잘생각해봐요. 그리고연구하고

싶은게떠오르면관련한모든정보를한번찾아봐요. 요즘은

인터넷덕분에자료를쉽게많이구할수있어요. 그리고찾은

자료를바탕으로연구의필요성을검토하고, 구체적인연구방

향을잡아나갈수있습니다.

김민정｜건축분야에서여자가하기힘든분야는없나요?

지금까지 남성 위주로 건축이 발전해왔기에 어려운 점이

있을수있어요. 하지만앞으로는다르다고봅니다. 여성만의

날카로운분석력이도움이되는경우가분명히있어요. 또남

성적인 전통이 없는 해외 시장 또한 새로운 기회로 볼 수 있

습니다.

콘크리트 설계 및 재료 연구실

조금미리듣는건축학개론

강현구 교수 | 서울대학교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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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탐방

연구실탐방은서울대공대진학을희망하는중고생들이직접연구실을방문하여

지도교수와상담한내용을싣고있습니다.

강현구 교수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건축물로 꼽은‘낙수장’

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저명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낙수장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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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교수님이가장좋아하시는건축물은무엇인가요?

세계적으로 저명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낙수장’을꼽고싶습니다. 미국펜실베이니아에있지요. 외관

도멋지지만세심한디테일이매력적인건물이에요. 외부와는

자연스럽게연결되고, 건축가가가구까지직접디자인해서좁

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어요. 심지어 창문을 열고 닫는

동선까지고려해가구를설계했지요.

남기민｜건축분야를공부하려면어떤소양이필요한가요?

건축학전공을하려면그림실력이좀있어야해요. 자신이

생각하는걸표현할수단이있어야하거든요. 건축공학전공은

수학·과학기초가있어야하죠. 그런데엄밀함보다는개념을

새롭게응용할수있는창의력과용기를강조하고싶어요. 건

축은 융합학문이니까요. 이 때문에 열린 마음이 중요하고, 또

한과목에만매몰되는건피해야해요. 두루두루공부해쌓아

올리지않고하나에만몰두해좁고가느다랗게지식을쌓으면

무너지기쉽잖아요.

그리고마지막으로열정과성실함을강조하고싶습니다. 공

부는단거리달리기가아니에요. 저도실패를많이했어요. 공

부는하루이틀만하는게아니기때문에열정을갖고하는성

실한사람이이깁니다.

““자기가살고있는곳에대해애정을갖고이해를시작하는것이바로건축학개론의시작”

이라말하며첫수업을마친다. 아무래도영화인탓에낭만적으로표현한걸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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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교수와 학생들

건축학과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볼 수 있었다.추상적인 작품들이

많았는데,강 교수는“의미를 부여

하고 찾는 과정 속에서도 우선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집중해서 생각하는 법을 소개한 베스트 셀러‘몰입’으로

유명한 황농문 재료공학부 교수의 박막 및 미세조직 연구실

을찾았다. 

김지현(경기 용인외고 2학년), 손지우(충북 충주고 2학년),

김동권(경기삼괴고2학년), 이지예(서울창덕여고2학년), 임

종현(부산 성지고 3학년) 학생과 함께 찾은 연구실에는 곳곳

에‘Think!’라는단어가붙어있었다. 

몰입을 강조하는 황 교수의 연구실 분위기가 느껴졌다. 재

료공학부의매력과몰입의마력을들어보자.

손지우｜요즘어떤연구에집중하고계신가요?

우리 연구실에서는 하전된(전하를 띤) 나노입자라는 이론

을제안했어요. 예전에는눈에안보이는작은원자나분자가

박막(얇은 막)을 만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연구를 통해 그

게 아니라 하전된 나노입자가 허공에서 만들어져 박막이나

나노선, 나노튜브를 만든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를 위해서

는 하전된 나노입자가 액체 상태처럼 활발하게 움직여야 해

요. 즉, 전하가입자의확산을촉진한다는것을알아냈죠. 이

것은많은분야에응용할수있어요.

김지현｜가장인상깊었거나보람있었던연구가있나요?

하전된 나노입자 연구는 거의 1년 반 만에 답을 찾은 거였

어요. 원자나 분자가 아니라 하전된 나노입자가 구조를 만들

어야설명이된다는것을발견했을때가내평생가장기뻤던

순간이에요. 그 때 한 얘기가“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였

죠. 문명이라는성을쌓는데, 나도벽돌을하나날랐다는느

낌이들었습니다. 보람과희열을느꼈죠.

이지예｜누구나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잖아요. 교수님에게

3번의기회는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 중학교 때였어요. 12살 많은 큰 형님이 수학 공

부할 때 해답을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몰랐다면 지금의

제가없었을겁니다. 계속스스로생각해서문제를푸는습관

을기를수있었습니다. 

두번째는대학원때지도교수님인것같아요. 생각하는것

을강조했죠. 

세번째는몰입을하면서왔어요. 어떻게살아야후회없는

삶을살까고민했죠. 연구를하다가이해되지않는결과가나

오면의도적으로생각을했어요. 1초도쉬지않고걸을때도,

운전할때도, 밥먹을때도생각하고몰입했어요.

임종현｜수학문제를풀때모르는게있으면계속붙들고있으

니시간이오래걸려요.

박막 및 미세조직 연구실

문제가안풀려도해답보지마세요

황농문 교수 | 서울대학교재료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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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해서공부해야해요. (시간이고민이라면) 일단빨리푸

는연습을하세요. 속도도중요합니다. 문제를읽었는데도무

지 모르겠다면 연필을 놓고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생각하세

요. 10분이지나도모르겠다면일단체크하고넘어가세요. 나

중에 체크된 것만 자투리시간에 공략하는 거죠. 그냥 20분,

30분씩 붙들고 있으면 공부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리듬

을유지하기위해서 10분까지잡고있다가안풀리면다른모

드로 풀어야 해요. 걷거나 편안한 자세로 말이죠. 책상에 앉

아서하면조바심이나서안돼요.

김동권｜대학에 들어가면 공부 수준이 높아져서 못 따라갈까

봐걱정이에요. 지금준비할수있는건뭐가있을까요?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세요. 공부하다 모르는

수학이나과학, 국어문제를만나도해답이나해석을보지않

고스스로생각해서푸는연습을하세요. 그런노력을할수록

머리가 좋아집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몰입

해서풀수있죠. 실력은자신의약점을보완할때늘어요. 모

르는문제를해답을보고풀면약점보완이안돼요.

손지우｜쓰신 논문이 100개가 넘던데요. 저는 요즘 탐구대회

준비를하는데주제가잘떠오르지않아요.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한

과학자를 아나요? 아인슈타인, 뉴턴 등이 있죠. 뉴턴에게 어

떻게만유인력을발견했는지물으니“내내그생각을했으니

까”라고 답했답니다. 아인슈타인도“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

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

째가돼서야답을얻는다”라고했어요. 문제를풀때답이안

보이고 깜깜하지만 계속 생각해서 해답을 내는 이런 모습이

창의성을 만듭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계속 생각하면 창

의성이발달하고창의적인결과가나옵니다.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는 내

머리에서 조합해서 나오는 겁니다. 머릿속에 없던 것이 나오

는것은아니죠. 단, 이해하고소화하면서쌓아야합니다.

이지예｜재료공학부학생이가져야할소양은무엇인가요?

중·고등학생은 공학을 배울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떤 과목

을잘해야재료공학에소질있는걸까요. 수학문제푸는것을

좋아하고 물리나 화학을 좋아하고, 순수학문보다는 응용 쪽

을 하고 싶다면 재료공학부가 맞아요. 공대 공통으로 필요한

소양도 있어요. 바로‘도전정신’이에요. 도전정신이 있는 학

생들이성과가좋아요. 모르는문제를해답을보지않고풀면

기를 수 있어요. 계속 도전해서 이겨내는 거죠. 그러면 머리

가좋아지고사고력이발달합니다.

“공대공통으로필요한소양도있어요. 바로‘도전정신’이에요. 도전정신이있는학생들이성과가좋아요.

모르는문제를해답을보지않고풀면기를수있어요. 계속도전해서이겨내는거죠.

”

LAB TOUR

:049

즐거운 몰입 인터뷰 시간을 가진 황농문 교수와 학생들



김예린(분당고 2학년), 김예지(청주중앙여고 3학년), 이예린

(경기 청심국제중 3학년), 장윤지(목포 혜인여고 2학년), 황성

주(안산경안고3학년) 학생과함께이윤우화학생물공학과교

수를 찾았다. 화학공학에 생물공학을 더한 화학생물공학과는

어떤모습일까.

장윤지｜왜화학공학부가아니라‘화학생물공학부’인가요?

오늘날 쓰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석유화학으로 만든 제품

입니다. 그런데만약석유가고갈되거나귀해지는미래에도지

금처럼자유롭게석유를쓸수있을까요? 2016년부터롯데케

미컬은PET병을나무에서얻는재료로만만들계획이라합니

다. 이처럼생물로부터원하는재료를뽑아내고알맞게가공하

기위해선당연히생물에대해잘알아야만합니다. 이때문에

생물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우리 과에 많이 있습니다. 냄새를

맡고어떤냄새인지알아내는‘전자코’도생물학과화학, 공학

이모두합쳐져만들어낸결과물입니다. 한마디로화학생물공

학부는‘융합’학문이지요.

황성주｜화학생물공학부와화학부는어떻게다른가요?

화학부는물질을구성하는원자나분자의구조와성질을규

명하는 기초학문입니다. 화학생물공학은 이런 기초학문을 응

용해다양한반응과분리정제과정을설계하고운용하는법을

배웁니다.

세제를예로들어봅시다. 왜세제가세탁능력이있는지를알

아내는건화학자의몫입니다. 하지만어떻게하면세제를대

량생산할수있는지궁리하는건화학공학자들의몫입니다.

이 때문에 두 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일하는 곳도 달라집니

다. 두학과의졸업생모두석유화학공장과화장품회사에취업

할수있습니다. 하지만화학과졸업생은분석실이나합성연구

실에서일하게되고, 화학생물공학과졸업생은생산현장이나

공정설계실에서일합니다. 

화학공학과에서배울수있는화공열역학, 화학반응공학, 분

리공정, 공정제어과목이훗날직접화학공정을설계하고관

리하는데큰도움이됩니다.

초임계유체 공정 연구실

정답없는문제를풀어야비로소보이는것들

이윤우 교수 | 서울대학교화학생물공학부

연구실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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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기름을 펴낸 현미 : 기름 성분이 많은 쌀눈과 쌀겨

는 잘 뭉치기 때문에 가루로 만들기 힘들고, 금방 상하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기름성분만 녹여 빼내면 이런 단점을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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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초임계상태’물질이 일상생활

에도쓰이는지궁금합니다.

이산화탄소나 물 등에 임계점을 넘기는 고온·고압을 가해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아닌상태로만든것이바로초임계상

태입니다. 초임계상태의물질은액체처럼용해력이강하면서

도, 기체처럼표면장력이없고확산속도가굉장히빠릅니다.

‘초임계’라고하면왠지어렵다는생각이들지만이미일상

생활 속 많은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흔한‘디카페인 커피’도

초임계용매를 이용한 제품입니다. 1975년 독일에서 카페인을

뽑아내는 데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카페인을 뽑아내는 데는

초임계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씁니다. 유기용매로 카페인을 추

출할수도있지만유기용매는독성이있어서식품에쓰기는곤

란합니다. 반면에초임계이산화탄소는온도와압력이낮아지

면기화돼다날아가버리고독성도없어편리합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를이용해만드는디카페인커피양이전세계적으

로 1년에 10만t이 넘습니다. 맥주에서 쓴맛을 내는 성분을 홉

(hob)에서제거하는데도초임계용매를씁니다.

김예린｜화학시간에탐구주제를정할때어려움이많습니다. 조

언을부탁드려도될까요?

아마학생여러분들은한가지주제를놓고끈질기게고민해

본경험이적을것입니다. 그리고이를끌어낼다양한경험도

부족할겁니다. 그렇기때문에탐구주제를스스로잘끌어내지

못하고종종한계에부딪칩니다.

이를극복하려면우선호기심을가지세요. 관찰력을키워보

고요. 또 모방을 두려워하면 안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새롭고흥미로운탐구주제를생각해낼수있을겁니다.

김예지｜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강조하시고픈 마음가짐이 있

나요?

합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조적 사고 이렇게 3가지입니

다.합리적 사고란 암기하지 않고 논리로 해결하는 능력이고,

비판적사고란건전한비판을통해새로운문제를인식하고이

를바탕으로새로운발상을하는힘입니다. 마지막으로창조적

사고는‘문제를푸는것이아닌새로운문제를내는’과정에서

길러집니다. 즉, 스스로가출제자입장이돼보는것입니다. 이

과정에서기존이론을좀더이해할수있습니다. 기존의이론

에정통하지않고는좋은문제를낼수없기때문입니다. 문제

를틀리게풀도록유도하는방법을고안해보라고도하고, 문제

를꼬아서어렵게내보거나거꾸로단순화해보라고도합니다.

정답이없는다양한수준의열린형태문제들을다루면서틀에

갇혀있던사고가알을깨고나오게됩니다.

“관찰력을키워보고요. 또모방을두려워하면안됩니다. 

그런다음에야비로소새롭고흥미로운탐구주제를생각해낼수있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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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에서 매년 주최하는 지질과학 해

외공동학술답사는금년도에중국난징(Nanjing 南京)-통

링(Tongling 銅陵)-황산(Huangshan 黃山)-항조우

(Hangzhou 杭州)를중심으로7월13일(토)부터 18일(목)까

지5박6일간개최되었다. 학술답사의중심은통링지역석

회석광산답사와황산지역의화강암분포지답사였다. 필

자는 이 5박6일간의 자세한 답사기(A4용지 11매 분량)를

학회에 제출하여 학회소식지 10월호에 게재될 것이나 서

울공대에게재하기에는분량이너무많고전문적인내용들

이많아본고에서는황산일대의등정기를중심으로보완

게재한다. 황산 등정은 7월16일(화)-17일(수) 일박이일에

걸쳐 이루어 졌고 하루 밤을 황산 정상부 부근의 북해(北

海)숙소에서묵는코스였다. 1박2일간등정거리는실제걸

은 거리가 약 20 km 이고 케이블로 2회 이동한 거리가

9.6km (= 2.1 km + 7.5 km) 로서 총 30 km 정도이다.

가이드에의하면황산에설치된4만여개의계단들은주로

해발1,200 m - 1,600 m 사에에설치되어있다하며우리

가걸은계단이일만여개는되리라고하였다. 

7월13일(토)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 편으로 난징에 도

착하여 손문의 묘인 중산릉과 공자사당 부자묘를 답사하

였다. 14일(일)에는 명나라 시조 주원장의 묘인 명효릉,

도시호수인현무호를답사하고남서방향으로약200km

떨어진 통링(Tongling)으로 이동하였다. 15일(월) 통링

청양현 일대의 석회석 광산들을 답사하고 다시 남쪽으로

200 여km 떨어진황산시로이동하였다. 황산시로진입

전 휘주(徽州 Huizhou 황산의 옛 이름)문화권에서

Qiankou(潛口) 민속촌(4A급풍경명승구)를방문하여오

후3시- 4시사이에한시간여답사하였으며이날은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였다. 휘주문화는 돈황문화, 티베트문

화와함께중국의3대지방문화인데돈황문화와티베트문

화는이민족의문화임에비해휘주문화는중국한족의문

화라한다. 

안동대학교박물관과휘주문화박물관은 2012년고문서

연합교류전을 가질 정도로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

과 비슷하게 중국 휘주지역은 동성(同姓)이 모여 사는 곳

이라하며이미세계문화유산에등재되어있다. 중원에서

전쟁이 많아 대가족을 이끌고 산속으로 이주하였다 하며

장사(목재 비단 벼루 먹 종이, 소금 등)를 잘하여 안정된

경제력으로 교육을 중요시하여 과거급제를 하며 사회적

중국황산(黃山Huangsan) 등정기

글 | 전효택(자원 25회)

서울대 명예교수, (주)다산티앤씨 상임고문

(1995~1997년 [서울공대] 편집장)

중국 난징-통링-황산-항조우-상하이를 잇는 지질답사 버스 이동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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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가 높은 인물들을 배출함으로서 문화가 발전하였다

한다. 특히 휘주 건축은흰색의 외벽과 검은 기와로 대표

되며대문을열고들어서면높은벽과좁은하늘이보이는

열린공간으로외부로부터의접근을차단하였다하며습

기가많은지역인지라내부는목조2층으로가족은2층에

거주하였다한다.

이날저녁에는내일의황산등정을위해무리하지않고

충분한휴식을취하도록하였으며황산등정을위해컵라

면물등각자분배하였고비옷과우산및지팡이는필수이

며등정하여하루숙박할간단한소지품으로쌕을준비하

도록주의받았다.

황산 화강암은 zircon 광물 이용 연대 측정이 123-135

Ma(백만년단위)로서중생대백악기초기에관입되었으며

지화학자료의해석결과화성기원(I-type)의화강암이다.

참고로화성암의주요암석인화강암은마그마로부터형성

된화성기원(Igneous origin: I-type 라고함)과마그마에

퇴적암들이 혼입되어 형성된 퇴적기원(Sedimentary

origin: S-type라고 함)으로 대별된다. 지각에 분포하는

화강암의경우퇴적기원의화강암이화성기원화강암보다

더 많으며 예를 들면 우리 서울대가 위치한 관악산(안양)

화강암은퇴적기원의화강암이다. 

중국에서명산을맑은날볼수있는확률은30 % 정도이

며특히양자강이남지역은비가많고습하며황산의기후

는일년365일중270일정도가비가온다고한다. 황산의4

대비경은기이한형상의암반(기암), 기이한소나무(기송),

암반에걸치는구름(운해), 온천이라하며이외에도일출과

일몰, 겨울의경치(설경), 폭포등이절경이라하며백두산

보다더영산이라는소문이있다. 

중국의 5악(岳)은 동쪽의 태산, 서쪽의 화산, 북쪽의 항

산, 남쪽의형산, 중앙의숭산이있다하는데황산을보면

이오악을볼필요가없다는정도로그풍광이뛰어나다는

평판이나있다. 등소평이1979년7월황산을방문직접등

정하고서는황산을개혁개방정책의일환으로관광지로개

발할것을지시하자안휘성(황산시가속한성) 정부가1980

년부터관광지등정코스개발을시작하여 1987년에케이

블 웨이가 설치되었다 한다. 현재 황산에는 3개의 케이블

웨이가있어산의중심부인해발 1,600 미터인천해(天海)

부근으로이동할수있다. 

황산전체를동해 (東海), 서해(西海), 전해(前海; 황산의

남쪽임), 북해(北海)로 구분하고 있으며 서해협곡이 가장

뛰어난풍광을보이고있어황산에와서서해협곡을보지

않으면 등정의 보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이다. 2005년 이

전에는 일본인 관광객이 많았으나 그 이후로는 중국인이

90%, 한국인이 5 - 10% 로한국인관광객이일본인보다

더 증가하였다 하며 2004년에는 관광객이 총 2만여명에

달하였다한다.  

휘주(徽州 Huizhou)문화권에서 Qiankou(潛口) 민속촌(4A급 풍경 명승구)의 흰벽과 검은 기와 지붕의 휘주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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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Global Geopark는 그 면적이 160.6 km2, 2004

년도에 UNESCO에 의해 Global Geopark Network의

회원이 되었으며 중국에서 3개 국제타이틀 즉 The

World Cultural Heritage, The World Natural

Heritage, The Global Geopark 명성을 갖는 첫 번째

관광명소가되었다.

황산 시내 숙소를 7월 16일(화) 오전 7시30분경 출발

북쪽으로약 45분여이동하여황산풍경구대문을통과하

여 버스환승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이곳에서 나무 지팡이

를 준비하였다(약 1m 길이의 매우 유용한 나무지팡이로

손잡이가 있고 가격은 1,000원). 다시 39인승 황산공원

셔틀버스로 20여분 케이블카 승강구가 있는 자광각까지

고불고불한2차선도로를따라올라가서(셔틀버스이용료

19 유안/1인) 세계지질공원이라고 표시된 화강암 비석이

있는곳으로들어서면(입장료 115유안/1인) Jade Screen

케이블 카를 탈때까지 방문객이 많아 약 1시간 30여분을

줄을 서서 계단에서 기다리는 수고를 하여야 하였다. 새

치기와무표정은여전하며중국인들의큰목소리등소음

을참아야한다. 

드디어 6인승 케이블 카를 승선 자광각 첨(Mercy

Light Station)부터 10 여분 옥병첨(Jade Screen

Station)에 오르면서 화강암 협곡과 기암 절벽과 운해를

감상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2시간여의 산

황산 세계지질공원 기념비, 케이블 웨이

황산의 등정 코스(1박2일간 약 20 km 걷기). 세계지질공원 기념비에서

Start-자광각에서 케이블카(6인승)로 옥병첨까지 이동-계단을 따라 등정 시

작 유핑봉(1,712 m) 지나 황산의 중심부 천해(1,600 m)에서 점심- 서해

협곡으로 이동하여 Service station에서 다시 되돌아 나와 천해 경유-광명정

(1,860m) 거쳐 북해 숙소로(일박)-동해 협곡을 바라보며 백아령 도착-케이블

카(8인승)로 운곡사까지 이동-황산지질박물관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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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하며옥병첨을시작으로유핑봉(1,716 m)을 보며 -

유감스럽게도구름과안개로시야가가려기암모양과봉

우리가희부연안개사이로검은물체로보임. -돌계단을

오르내리며황산의중심부인천해(天海) 지역에도착하여

백운(白雲 Baiyun)호텔에서점심식사를하였다. 구름속

의계단을오르내리면서마치영국의소설가제임스힐튼

이 쓴“잃어버린 지평선”에서 티벳 산맥 속의 샹그릴라

(Shangri-La)를 찾아가는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연상하

였다.

점심후오후 2시경천해의서쪽방향즉서해(西海) 대

협곡으로이동을시작하였다. 다행히해발고도가낮아지

고구름이걷히면서서서히대협곡의웅장한풍광을감상

할 수 있었으며 보선교(Buxian Bridge 1,897년에 완공.

깊고좁은수직암벽에굴을파서연결한해발 1,320m 에

위치한다리이며매우멋진경치를볼수있는전망대휴식

장소가있음)에서 휴식과단체촬영 후에다시 서해대협곡

남문입구를지나돌계단을따라산행을계속하면서절벽

에 만들어진 아슬아슬한 돌계단을 오르내리며 기암(거북

이, 코끼리모양등)과기송, 운해에감탄하면서서해대협

곡 Service station(4층 건물의 휴게실)까지 내려와서 휴

식을취하였다. 

서해대협곡에서북해로연결되는북쪽입구출입문이아

직등정코스의공사로잠겨있어오후4시반경내려온동일

코스로천해쪽으로등정을다시시작하였는데왔던길로

다시돌아가려니그야말로맥빠지는귀로길이었다. 보선

교-천해 광명정(해발 1,860m)을 거쳐 북해(北海 Beihai)

호텔에도착한시각이저녁8시경으로서완전그로기상태

였다. 

유핑봉(해발 1,762 m) 안내판, 구름에 덮힌 기암과 기송, 

화강암 수직 절벽 사이에 턴넬을 파서 연결한 보선교(1,897년 완공)와 서해 협곡으로 통하는 남문 턴넬 입구(해발 1,32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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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천해에서 광명정까지의 오르막길이나 광명정에

서북해호텔까지의내리막길이적어도일미터이상의넓은

폭의돌계단이잘구비되어있어보행에는적절하였다. 지

금생각해보면서해대협곡으로들어서는남문입구에미

리북해로연결되는출입구가아직공사중이어서폐쇄되어

있음을알려주는안내경고가있어야하는데없었다는점

(역시중국스타일!)과우리가이드가이사실을미리알고

우리에게 산행 전에 주지시켜 주어야 하였다는 아쉬움이

남으나 다행히도 전체 참가 회원들 중 낙오자 없이 또한

큰부상없이이날의산행을무사히마친것에감사하고있

다. 황산등정에서특히일미터길이의나무지팡이가대단

한도움이되었음을재언한다. 

숙소인북해호텔에서늦은저녁식사를한후음료수를

준비하려고매점에서 500 ml 생수한병값을물으니 10유

안(= 2,000 원)이다. 산아래물가보다2배이상높으니참

고바라며 매점 직원의 무뚝뚝함은 역시 중국 스타일이니

여기가중국이라고생각하면될것이다.

17일(수) 아침새벽 5시18분경아침일출을구경하는팀

도있었으나다리가아파포기하고어제의피로로오전 9

시경숙소를나서면서단체사진을찍고산행을가볍게계

속하였다. 이곳 북해호텔에는연인들이많이오는지크고

작은자물쇄들이난간에즐비하게채워져있다. 잠겨진자

물쇄처럼영원히헤어지지말자는젊은이들의약속인모양

인데 글쎄----. 사랑과 애정은 이러한 행사나 형식보다

는각자의배려와인내마음자세가더욱중요함을알아야

하는데----. 명나라 시조 주원장이 숨어서 목숨을 구했

다는흑호송소나무(수령780년)를지나한팀은빠른길로

다른 팀은 우회하여 백아령(White Goose Ridge) 케이블

수직 절벽에 설치된 돌계단과 서해 협곡의 풍광, 

연인들의 사랑 약속 자물쇄(북해호텔). 동해협곡의 기송과 기암



COLUMN

COLUMN

:057

웨이정거장에이르기로하였다. 날씨가매우맑아동해협

곡의아름다운풍광을감상하며등정하고백아령에서 8인

승운곡(雲谷) 케이블을타고운곡사까지 10여분내려와서

황산지질박물관을견학하고다시셔틀버스를타고20여분

하산하였다.

이날점심은황산시내번화가영안로에위치한흑룡강

출신의후덕한아주머니가경영하는진달래식당에서삼겹

살마늘두부빈대떡콩나물감자찌개된장찌개배추김치

열무김치두부고추장 풋고추나물등오랜만에땀흘리며

푸짐한한식포식을하였다. 오후 2시경출발 3시간이동

하여과거남방항로를잇는교역의중심지로서남송의수

도이며저장성의성도인항조우에도착하였다. 저녁 식사

전오후6시-7시송성(宋珹) 가무쑈를관람하였는데이쑈

는항조우의역사이야기와신화전설및사랑이야기가포

함된입체파노라마대형가무연극으로서관람자들에게매

혹적인무용과무대배경디자인및감동을주는한시간공

연쑈이다. 

송성그룹의자부심은‘손님들이이가무쑈를보기위해

한시간을빌려주면일천년을돌려준다’는문구의광고로

알수있다.  이날의공연은 매우 감동적이고 매혹적이어

서한번더보고싶은생각이들정도로아름다운공연이

며 한국인 관광객이 많은지라 무대 스크린이나 홍보지에

한글로번역되어있고쑈공연중아리랑이춤과함께연

주된다.

7월18일(목) 항조우 시내를 둘러 보고 버스로 약 3시간

상하이포동공항으로이동하여아시아나편으로오후 5시

20분출발인천공항에7시40분경도착하여즐거운답사여

행을무사히마무리하였다.

황산지질박물관. 황산의 진달래 조선족 식당. 항주 송성 가무쑈 극장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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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제 31대신문왕때일이다.”동해가운데마치거

북이머리형상을한작은섬이나타났다. 그섬에는한줄

기의대나무가있었는데낮에는둘이되었다가밤에는하

나로합해졌다. 이를기이하게여긴왕은친히그섬을방

문하였는데, 거기서 용을 만났다. 왕은 이 섬의 대나무가

혹은갈라지고혹은합해지는것이어떤연유인지용에게

물었다. 용이 말하기를“비유하자면 한 손으로 손뼉을 치

면소리가나지않지만, 두손으로치면소리가나는것과

같이이대나무도합해진연후에야소리가납니다. 거룩하

신왕께서소리로천하를다스릴상서로운징조입니다. 왕

께서이대나무를가져다가피리를만들어서불면천하가

평화로워질것입니다.”왕은대궐로돌아와서그대나무로

피리를 만들게 하였고, 이를 월성(月城) 천존고(天尊庫)에

보관하였다. 피리를꺼내불면적군이물러나고병이나았

으며, 가물면비가오고장마가지면날이개었으며, 바람

이잠잠해지고파도가잔잔해졌다. 그래서이를만파식적

(萬波息笛)이라고부르고국보로삼았다.”

삼국유사에나오는만파식적(萬波息笛)의이야기이자바

로오늘날대금의유래이기도하다. 대금(大 )은 가로로

부는전통관악기중에서가장긴악기이며, 우리말로‘저’

또는‘젓대’라고도 한다. 마치 만파식적의 이야기처럼 희

귀한대나무인쌍골죽(雙骨竹)이라는속이찬대나무밑둥

으로만드는데, 왼쪽은막혀있고, 위첫마디에입김을불

어넣는 구멍이 있다. 그 조금 아래에는 갈대 속으로 만든

얇은청을대는청구멍이있는데다시그아래로구멍이여

섯개뚫려있다. 전세계적으로대나무로만든악기는많

지만이처럼청이있는악기는대금이유일하다. 

필자는영화<서편제>의“천년학”의청아한대금소리에

매료되어처음대금을접하였고이를계기로<저사랑국악

회>라는 국악동호회 활동을 하면서부터 대금연주를 시작

하게되었다. 당시동호회는서울대국악과를졸업하신최

영재사부님을모시고있었는데사부님께서가장존경하는

분이대학때은사님이신대금정악의거장김성진선생님

이셨다.

아마츄어의명반사냥이야기열번째

만파식적(萬波息笛)의노래

글 | 나용수

편집위원·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김성진“대금독주곡집”

(음반번호: 성음 SEL-RS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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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金星振, 1916∼1996) 명인은 1931년 이왕직아악

부4기생으로입학하여1936년졸업후, 1996년타계할때

까지60여년이상을국립국악원에서대금정악의연주가와

교육자로활동했다. 1944년당대의대금명인이었던김계

선선생의타계후그뒤를이어독보적존재로명성을얻

은 그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제20호 대금

정악의 기능보유자와 예원 회원으로 인정받았다. 김성진

선생은입신의경지에이른티한점없는맑은 입김으로

내는소리와박자를넘나들며자유자재로구사하는가락과

농음으로, 국내뿐아니라외국에서도실력을인정받았다. 

<김성진대금독주곡집>은생전녹음을즐겨하지않아서

많은음반을남기지않은김성진선생의연주가담긴흔치

않은음반이다. 영산회상과유초신지곡등대금정악(大

正樂)이담긴음반으로그의지고한음악세계를엿볼수있

다. 연주가시작되면여백이가득한동양화가펼쳐진다. 물

흐르듯흘러가는단조로운선율속에사계절이녹아있으며

또한사군자가들어있다.

필자는대금을연주하게되면서부터선생의음반을찾아

다녔는데 90년대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허름한 가게에서

운좋게도이음반을김소희선생의앨범과함께저렴한가

격에구입할수있었다. 김성진선생의음반은CD로도나

와있는데역시구하기가쉽지는않다. 다행히국립문화재

연구소사이트에서mp3 파일을공식적으로받을수있어

선생의음악을접할수있다.

정악(正樂)은궁중음악과민간상류층에서연주되어오

던 음악으로 판소리, 산조와 같은 민속악(民俗樂)과 대칭

된다. 민속악이 유(有)라 한다면 정악은 무(無)라고 할 수

있겠다. 세상적 기교를 모두 내려놓고 심지어 요성1)까지

놓아버리는정악은산조가매스컴을장악하고대중의사

랑을 독차지 할 때에도 끝까지 정악을 지켜왔던 선생의

인생과 너무나도 닮았다. 만파식적은 세상을 다스렸다지

만김성진선생의대금은마치달빛이물위를비추되물

결이 일지 않는 것처럼 상념을 잠재우고 인간의 마음을

다스린다.

<대금> 출처: 국립국악원

1) 떠는 소리. 비브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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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are crazy!”was the typical response

when I told my friends back home in

Switzerland about my plans to pursue a Ph.D.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is too different.

You will never make it through your Ph.D.”

That was eleven years ago. I am still here and

got my Ph.D. so it is safe to say that I made it.

It wasn’t easy, though. During my first

year at SNU with Korean language classes

every weekday from 9 am to 1 pm, two

graduate classes in the afternoon, plus my

research I was contemplating about going

back at more than one occasion. That would,

however, have proven my friends right and I

was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From the very beginning I quickly noticed

that Korea was more different than I had

originally thought. First, it seemed as if I was

the only foreigner in the 301 building. This

was quite a change from ETH Zurich where

about 30% of the students come from abroad.

Second, there were almost no classes offered

in English. Third, the professor-student

relationship was entirely different than what I

was used to. Luckily, I had two great advisors

without whom I would not be where I am

today.

But Korea is not called “Dynamic Korea”

without reason. Within the relatively short

period of ten years the situation for foreign

students and professors has improved

significantly. Today, we see lots of different

faces from students all over the world here at

SNU, and also the number of international

faculty is slowly but steadily increasing. The

number of classes offered in English has also

grown considerably - at th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for

example, we offer mandatory courses in

English as well as in Korean. A buddy system

pairs a Korean student with a foreign student

to make sure he or she gets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and there are even events for

foreign students organized by our College of

Engineering over Chuseok and Korean New

Year.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foreign

lecturers are still facing is how to motivate

students to participate actively in class. It

10 Years at SNU

A Foreigner’s Perspective

글 | 버나드 에거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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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ually takes at least a month until

everybody understands that language is just

a tool to communicate and that it doesn’t

matter whether the grammar is correct or not

as long as we understand each other. It is my

hope that the international students - most

of them are also non-native English speakers

- lead the way to more active classrooms with

challenging discussions between the students

and the lecturer. Another noticeable

difference is that students at SNU are

extremely good at memorizing lecture

material but sometimes less successful at

combining known concepts in a new context.

Challenging questions asked for the first time

in an exam typically get an average score of

20%, but if the same question reappears in a

following exam strangely enough the score

jumps to 90%. Changing the mentality from

pure memorizing to understanding and

applying concepts in different settings will

require a significant effort not only at the

university but also at earlier levels in

students’education - but since this is Korea

I have no doubt that once the problem is

recognized the situation will improve very

quickly. 

The increasing diversity of students and

faculty will not only improve SNU’s

international reputation but also lead to new

creative ideas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connections. I am pleased to see that the

university and especially also the College of

Engineering are going to great lengths to

attract and integrate more students and

researchers from all over the world. It is an

honor and a pleasure to be part of the

Engineering faculty here at SNU, and I will

do my best to help shape a challenging and

creative environment for research and

teaching based on the strengths of both

foreign and Korean culture.

버나드 에거(Bernhard Egger) 교수는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2008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서 박사학위

를 취득하였다. 삼성종합기술원에서 3년간 근무하다 2011년부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에서 재직하고 있다. 모바일 시스템 컴퓨터구조,

컴파일러 및 운영체제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컴퓨터 시스템 플랫폼 연구실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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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꿇다’하면일반적으로항복, 굴복, 복종의의미로

쓰인다. 기독교나이슬람교에서는흔히무릎을꿇고기도를

한다. 이는신에게굴복과복종을뜻하는것이다. 무릎을꿇

는다는것은자의적으로무릎기능을정지시키는것이다.

기능이정지되면서지도걷지도못한다. 즉 도망을못가는

항복의 자세가 된다. 따라서‘무릎을 꿇다’라는 말은 우리

몸의해부학과그기능을잘이해하여나온말인것같다.

인간은두다리로걷는다.  인간다리의구성은대퇴골, 경

골, 비골, 여러족부골등의뼈와관절로구성된다. 다리관

절은엉덩이(고, 股) 관절, 무릎(슬, 膝)관절, 발목(족, 足)관절

의큰관절과발을구성하는여러관절이있다. 이중무릎

관절은우리몸에있는관절중가장크다. 크기만큰것이

아니고, 그기능도매우크고복잡한구조로되어있다. 무릎

관절에문제가생기면당장서고걷는데문제가생긴다. 

잠시 무릎관절의 해부학을 보자.(그림1) 무릎 관절(슬관

절, Knee Joint)은대퇴골(Femur, 넙다리뼈), 경골(Tibia,

정강뼈), 슬개골(Patella, 무릎뼈)로구성된다.  무릎관절은

대퇴골의아래쪽과경골의위쪽이만나이루어지고, 그앞

쪽에 슬개골이 덮어진다. 이 관절은 활액막(滑液膜,

synovial membrane)과관절막으로싸여있는윤활관절이

다. 관절을이루는대퇴골, 경골, 슬개골의관절면쪽은관

절연골(關節軟骨, articular cartilage)로 싸여 있다. 관절

내에는충격을흡수하고, 전달되는하중을골고루분산시

키며, 안정성을주는반월상연골판(meniscus)이있다. 

무릎을꿇지마세요.

글 | 강승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그림1 그림2. 무릎관절은 평면에 올려진공(구)와 유사하며 윤통성은

매우 높지만 매우 불안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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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의내부및주변부에는여러인대와근육, 힘줄들이

있어무릎관절의안정성을유지시킨다. 매우복잡하다.

조금간단히설명하면이렇다. 대퇴골의아래쪽은공이

고, 경골의위쪽은원통의위쪽이다. 원통위에공이놓여

있는 것이 무릎관절이다.(그림2) 이 구조에서는 운동성이

극대화 된다. 반면에 안정성은 매우 취약하다. 이 취약한

안정성을관절내외의인대, 근육, 힘줄들이보완하고있다.

극대화된운동성으로무릎관절은6개의자유도(degree of

freedom)를 갖는 운동을 한다. 6개의 자유도는 3개의 회

전운동(rotation: 굴곡과 신전, 내외 회전, 내외반)과 3개

의 전이운동(translation: 상하, 전후, 내외)을 말한다. 이

러한운동성을통해걷고서는데있어다리관절중가장

효율적인기능을한다.

무릎을꿇기위해서는무릎을150-160도정도구부려야

(굴곡) 한다. 이러한굴곡각도를얻기위해서는무릎안에

서는복잡한운동이일어나야한다. 무릎이굴곡하기위해

서는 대퇴골이 경골에 대해서 외회전(external rotation)

을하여야한다. 무릎을꿇는각도에서는무릎의바깥쪽부

분에서는대퇴골아래쪽의바깥쪽돌출부위인외과는뒤로

빠지어 경골의 뒤쪽 부분과 접촉을 하게 된다.(그림3) 이

상태에서무릎안쪽에서는대퇴골아래쪽의안쪽돌출부위

인 내과도 뒤쪽으로 전이하면서 대퇴골과 경골의 접촉이

후방에서일어나고접촉면도적어진다. 무릎이120도이상

굴곡상태서는관절에걸리는응력은압박력과염전력,  무

릎을펴는데주로관여하는대퇴사두건에걸리는힘이걸

을때보다커진다. 접촉면은작아지고, 걸리는힘은커지면

서관절연골이견디는한계를넘게된다. 이렇게되면관절

연골이손상과반월상연골판의손상이일어날수있다. 지

속적으로무릎을꿇는자세를취하면퇴행성관절염으로진

행하기도한다. 꿇은자세에서일어나려면많은힘과상지

의도움이필요하다. 즉무릎관절이감입되어기능이정지

된상태라고할수 있다.

이상에서볼때무릎을꿇는것은사회종교학적으로는항

복복종의의미가있지만, 정형외과학적으로는자학(自虐)을

하는결과가된다. 관절염예방을위해서는무릎을꿇는자세

는가능하면하지않는것이좋다.

건강한무릎을위해서는무릎을꿇지마세요.

강승백 교수는 서울대 의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였고, 서울대병원 인턴, 정형외과 레지던트, 전임의 과정를 마쳤다. 이후 충북대

의대 교수, KIST 의과학센터 연구원을 거쳐 1997년부터 의대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보라매병원 정형외과과장과 관절척추센터 센터장을 맡

고 있고, 무릎관절분야를 진료하고 있다.

그림 3. 무릎을 구부리면 접촉면은 뒤쪽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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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교수소감

공과대학을빛내주시던존경하는

최종호교수(전기·정보공학부), 한민구교수(전기·정보공학부), 이동호교수(기계항공공학부), 한상영교수(컴퓨터공학부), 

네 분께서 2013년 8월에정년퇴임을하셨습니다. 후학양성을위해애쓰신노고에머리숙여감사드리며

퇴임교수님들의소감을싣습니다.

최고의학생들을가르칠수있어참감사하고행복했다

한민구교수는“서울대 교수로서,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최고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 참 감사하고 행

복했다”며 지난 29년 간의 교수생활을 술회했다. 한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TFT-LCD, AM-OLED이다.

그는 TFT-LCD 연구로 2010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TFT-LCD는 우리가

늘사용하는핸드폰, 카메라, TV에 들어가는디스플레이로, 지금까지경제성장의강력한동력이었다”고강조

했다.한 교수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전력반도체, 태양에너지도 연구한 뛰어난 엔지니어다. 그는“엔지니

어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직업”이라며“아이디어는 돌연히 나오기보다는 열심히 하다보면 발견되므로, 기

발함보다는 성실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공대 학장을 역임했던 한 교수는 서울대 공대의 우수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국력, 산업, 공학은상호의존적이고발맞춰나간다”며“산업수준에발맞춰서울공대도급성장

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서울대 공대가 지난 30년 간 장족의 발전을 해 세계적인 공대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드러냈다. 한 교수는 후학들에게 조언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공대생에 대

해“공학은 자연과학과 비슷하다”며“합리적으로 사고하라”고 당부했다.“야구에 비유하면 내 인생은 지금 7

회초다”는한교수는“퇴임후나스스로가행복하고재밌는봉사활동을하고싶다”고말했다. 마냥 쉴 수는

없다고말하는그의얼굴에서는 7회초펼쳐질경기에대한기대감이가득했다.

한 민 구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연구자로서요령을부리기보다는정도를걸어왔다

“연구자로서요령을부리기보다는정도를걸어왔다”는최종호교수는내실을추구하며묵묵히공부하고연구

했던 301동에서의 지난 세월을 회고했다. 최 교수는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전기정보공학부

소속 제어 및 시스템 연구실을 이끌어왔다. 제어공학은 기계, 산업 공정의 경제성을 개선하는 학문이다. 그는

“궁극적인제어목표는제어량(현재값)이목푯값에얼마나잘부합하느냐에있다”고말했다. 그러기위해서그는

시스템환경에영향을주는다양한요인들간의균형지점을찾는것이중요하다고설명했다.“학생들은제자이

면서도그분야에서함께일하는동료”라는최교수는제자들과함께끊임없이연구의지평을넓혀왔다. 최 교

수는“산업트렌드가변화함에따라제자들의의견을수렴해무선랜기술, 신경회로망, 패턴인식등다양한분

야에서변화하는공학에대한사회적요구를충족시키고자했다”고밝혔다. 그는새로운연구에대한도전을가

능케했던원동력을묻는질문에“함께연구하는학생들이뛰어나많은도움이됐다”고답했다.지속적으로제기

돼온문제인이공계의위기에대해최교수는“지금의대한민국이있기까지는공학의몫이상당히컸다”며그

간공학자들의사회적기여도가저평가되는것에안타까움을표했다. 이어그는공학도의길을택한후배들에게

“지난 30년간세상이매우빠르게변화한만큼앞으로다가올 30년도다양한신기술이등장하는급변의시대

가될것”이라며공학자를위한기회는열려있다고조언했다. 마지막으로최교수는후학들에게“외부의조언과

비판은귀기울여듣되타인의평가에너무연연해하지말것”을당부하며주체적인삶의태도를강조했다.

최 종 호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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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지만보람있는길이었다

이동호 교수는“다사다난했지만 보람 있는 길이었다”며 서울대에서의 30년을 회고했다. 그는“서울대 공

대가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데 그 속에 내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뿌듯함을 드러냈다. 이 교수

는 한국우주항공협회 회장직 등을 역임하는 등 항공공학에 수십 년을 종사한 석학이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연구해온전공을 선택하게된 계기에대해“어릴 적 한강에서 열린 모형항공기 대회에참여했다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 근교를 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다”며“세계적으로 우주에 대한

관심이 커질 때라 항공공학을 공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에 대해 이 교수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한국이 항공산업에 늦게 뛰어들었지만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도 있다”며,

한국이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분야로 무인기기술을소개했다. 그는“무인기는 재난·사고현장, 해적 감시 상

황등에서유용하게사용될수있다”며“한국이스마트폰등뛰어난 IT기술을가진만큼무인기기술은앞서

나갈수 있는 분야라고생각된다”고말했다. 이 교수는 학문과 연구에있어‘융합’과‘협력’이라는키워드를

강조했다. 그는“12년 전 고속전철의외형에대한연구를미대교수와함께진행했었다”며“공학적인요소뿐

아니라 미적인 요소도 고려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학적인 접근 뿐만 아니라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접근하는 방법을 다분야통합최적설계라고 이름 붙인 바 있다. 또 그는‘협력’을 중요시해 항상 수업에서

팀을 짜서 활동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내가 강의하는 개념설계 과목은 시스템적인 부분이 많아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여러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사회에 나가서도 다양한 사람과의

협력이중요한만큼학교에서부터협력의자세를길렀으면한다”고조언했다.

이 동 호 교수

기계항공공학부

8월 28일 개최된 공과 학 교수 정년식과 명예교수 추 식 (이동호 교수, 최종호 교수, 한상 교수, 한민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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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전시

작품 | 최두남 건축학과 교수

VISION FOR THE WORLD OF THE UNSEEN

페인팅은 인간의 감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로서, 작가는 현존하는 실체와

잠재의식속에내재된은밀한감정들을일시적인혹은영구적인시간의좌표위에서

표현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려는

시도이다.

최두남교수, 2013년뉴욕전시회

건축학과의최두남교수는연구학기를맞아, 

2013년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뉴욕의맨하탄에있는 Kips Gallery에서

그동안작업한회화작품들을모아개인전을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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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공급망관리) 경진대회에서

꿈을펼치다.

글 | 권석주, 변형민, 윤수빈 서울대학교산업공학과 3학년

Supply 
Chain
Management
: 공급망관리

2012년 9월, 강원도에서혹독한날씨와환경속에서21개월의군생활을마친저는공부를하는것에

대한큰기쁨과부푼마음을가지고복학했습니다. 여느복학생들이그렇듯모든수업에열의를가지고

참여하고자하였습니다. 그러던와중에저희산업공학과몇몇교수님들께서퇴임을하시고, 새로운교수

님들께서학과로오셨다는말을듣게되었습니다. 매우설레기도하고또어떤분들이실지긴장이되기

도했던때였습니다. 산업공학과 3학년전필과목생산관리수업을맡으신문일경교수님과의소중한인

연도그때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당신의소개를하시면서, 부산대학교에계시던시절부산대학교산업공학과팀이교수

님지도아래SCM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경진대회에서연속으로3회모두대상을

수상했다는이야기를해주셨습니다. 저는교수님의말을듣고, 우리서울대학교산업공학과도학과내부

에서만이아니라외부의다른학교학생들과선의의경쟁을펼치는것이매우필요하며중요하다고생각

했습니다. 생산관리과목은재밌고열의를다해가르쳐주신문일경교수님덕에공부하기도좋았으며관

련논문들을읽으면서SCM이라는분야에대해많이알게해준과목이었습니다. 



학생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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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바탕으로저는생산관리수업의기말고사가끝나고서

etl의게시판을통해경진대회참가자모집에관한글을올리

게되었고, 후배변형민군과윤수빈양과팀을결성했습니다.

한학년차이라이수업을듣기전부터알고있던두후배이기

에팀을결성하고의견을맞추는데에는큰어려움이없었습

니다. 문일경교수님께서는저희가나갈수있는대회로2013

년 1학기에 진행될 한국SCM학회에서 주관하는 대학(원)생

SCM 경진대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결국 겨울 방학이던 2

월중순에저희팀원들은처음으로만나대회준비를시작하

게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신양학술정보관, 산업공학과학

부생실을전전하며아이디어발상및기존자료검색등대회

참가에앞서본격적으로정보수집을하였습니다.

주제를정할때, 처음에는많은아이디어들이쏟아져나왔

습니다. 중앙도서관개선시스템마련방안, 한국의헌혈혈액

공급에 대한 SCM적 분석 및 개선 방안 등이 저희 팀내에서

좋은아이디어들이라고생각했던주제들입니다. 하지만좋은

아이디어들이라고생각했던이런후보들도조사를해보니관

련연구나논문이이미있는경우가많아좌절감도맛보았습

니다. 하지만저희는이에굴하지않고저희 3명의‘열정’을

믿고 계속하여 주제를 정하는데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군인이던당시휴가를나왔을때스마트폰이필요했던경

험을떠올리게되었습니다. 

그리고중고스마트폰을구매했던경험을바탕으로그당시

느꼈던장,단점을정리해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중고물품

을 산다는 것은 매우 귀찮으면서도 위험부담이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분명히조건에따라신제품보다중고물품

이갖는이점도분명히존재한다고할수있습니다. 하지만장

점이있으면단점이있기마련, 저희는중고스마트폰시장의

문제점해결을주제로삼아저희만의해결방안을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그렇게탄생한아이디어가바로‘월단위약정’과‘기

기회수계약’입니다. ‘월단위약정’은기존과다르게핸드폰을

1개월단위로약정을할수있는제도를뜻합니다. 중고물품

은시간의흐름에따라감가상각이된다는것, 그리고한국은

스마트폰교체주기가전세계에서가장빠른나라라는것을

감안할때이정책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였고, 중고스마트

폰의거래를활성화하며또공급사슬내에있는다른주체들

도이익이돌아가는모델을고려해야하다보니약정이끝나면

통신업체로 기기를 반납해야 된다는‘기기회수계약’을 생각

하게되었습니다. 이두아이디어를단순히글뿐만아니라그

래픽으로표현하고, 또 이모델의유효성과장점을검증하기

위해 수식으로도 구체화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마침 모두

서로 다른 특기를 가지고 있었기에 팀으로서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발휘할수있었습니다. 제가내용을구성하면, 변형민

군이수식을세우고검정했으며, 윤수빈양이그래픽과경제적

측면에서의접근을맡아, 팀원모두가각자의관심사를응용

해연구에임했기에결과를얻게되는과정까지는나름순탄

하였습니다. 

하지만검토를계속하던중에저희의수식을이용한모델

검증에치명적인오류가있다는것을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제머리속은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해온모든노력이물거

품이되는순간이었습니다. 그오류를발견하게된날은일요

일이었고, 아침에만나서정오까지모든것을마무리짓고각

자시험공부를하러가는것이당초의목표였습니다. 하지만

“
”

대회에서좋은성적을거두고학교의이름도더욱드높이며각자자신의실력도인정받고

싶었던저희의노력으로인해저희는생각보다빠른시간안에모델의오류수정을완료하였고, 결국

저희의모델은더욱향상되었습니다. 지금와서생각해보면그런위기가오히려전화위복이되지않았나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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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경에발견된치명적오류때문에, 저희는그날밤까지이

오류를바로잡기위해모델을수정했습니다. 

이렇게큰고비가왔을때, 순간적으로는다들포기를해야

되나라는생각이들정도였지만, 절대로굴하지않고2012년

겨울에팀결성당시서로마음속에간직했던꿈을다시생각

하며이겨내려고노력하였습니다. 대회에서좋은성적을거두

고학교의이름도더욱드높이며각자자신의실력도인정받

고싶었던저희의노력으로인해저희는생각보다빠른시간

안에모델의오류수정을완료하였고, 결국저희의모델은더

욱향상되었습니다. 지금와서생각해보면그런위기가오히

려전화위복이되지않았나싶습니다. 

저, 변형민군, 윤수빈양모두이번학기에학교공부를하면

서도, 이 대회많은열정을쏟았습니다. 5개월이라는시간동

안19개팀이참가한예선과그리고본선을거쳐마지막발표

날까지한걸음한걸음지치기는때도있었지만힘차게나아

갔습니다. 발표를얼마안앞두고문일경교수님께지속적으

로검토를받으며실제로모의발표도해보면서시간, 말의속

도, 어조, 제스쳐등모든부분에신경을써서리허설을하였

습니다. 이제대회는막바지무렵, 6월 4일드디어대회본선

장에도착한저희는매우긴장되는마음으로경연장에서발표

를시작하였습니다. 심사위원장님과심사위원님 3분, 그리고

참관하시는교수님들도많았습니다. 아직은어색한양복을입

고다른사람들앞에서발표를한다는것은결코쉬운일이아

니었습니다. 하지만문일경교수님과함께지속적으로연습을

하였고또수정을거듭하였기에저희는매끄럽게발표를이어

나갔습니다. 다른팀들의발표가모두끝나는데총4시간이라

는긴시간이지났고, 수상발표에서저희는영예의대상을수

상하게되었습니다. 그 당시서울대학교팀‘대상’이라는발

표를들을때당연히믿기지않았습니다. 당장에라도덩실덩

실춤을추고싶을만큼기분이좋았습니다. 고등학교때만해

도전국의학생들과경쟁한다는것이매우자연스러웠던경험

인데대학교입학후에는그런기회가거의없었기때문에, 다

른학생들과의선의의경쟁에서당당히1등한기쁨은이루말

할수없었습니다.

이번대회에서울대학교산업공학과학생으로서는처음출

전한것이었고, 또 3회연속부산대가대상을차지했던대회

에서새로운대상의주인공이되었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

었습니다. 결국저희의수상소식과함께저희모델에간단한

소개가 중앙일보,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에 실렸을 때, 저희

는이번학기열심히한것을모두보상받았다고느꼈습니다.

이렇게 한 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렇게좋은결과를받게된것은개인적으로도, 또서울대학교

의산업공학과및공과대학에자랑스러운일이라고생각합니

다. 그리고 저희 팀과 문일경교수님은 앞으로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후배들, 나아가 다른 공과대학 학생들도 각자의

전공이나관심사분야의경진대회에앞으로더욱적극적으로

참여하여우리동문들의실력을마음껏뽐내고또그로인해

우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이름을 더욱 빛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학기라는 시간동안 같이 고생하신 문일경교수님 그리고

변형민군과윤수빈양에게감사의말씀을전하며글을마칩니다.

“
”

절대로굴하지않고 2012년 겨울에팀결성당시서로마음속에간직했던꿈을다시생각하며이겨내려고노력하였습니다. 

대회에서좋은성적을거두고학교의이름도더욱드높이며각자자신의실력도인정받고싶었던저희의노력으로인해

저희는생각보다빠른시간안에모델의오류수정을완료하였고, 결국저희의모델은더욱향상되었습니다.



학생칼럼

화학생물공학부대표밴드,

메카니즘동아리

저희메카니즘은 2003년도에만들어져현재까지매년꾸준히멤버를받아현재 11기까지

있는 10년이상의역사를지닌동아리입니다. 저희는한기수당기타 2명, 베이스, 남자보

컬, 여자보컬, 키보드, 드럼총7명의멤버로구성되어있습니다. 저희는매년3월에신입생

을받고메카니즘에처음들어오면YB 멤버로본격적으로활동하게됩니다. YB는메카니즘

모든행사에중심이되어활동하고특히가장큰행사인정기공연무대에서공연을합니다.

그리고2학년9월은퇴공연을끝으로OB멤버가됩니다. OB멤보가되면직접적으로메카행

사에참여하지는않지만YB후배들을도와주고정기공연때게스트로서공연에참가합니다. 

메카니즘의가장중요한행사는정기공연입니다. 메카니즘은 3월과 9월일년에최소두

번의공연을가지고YB 멤버는9월공연을시작으로다음9월은퇴공연까지최소3번의정

기공연을합니다. 하지만정기공연이외에도공대새터에서2년연속으로공연하였고2년마

다열리는화학생물공학부GLT(Global Leadership Training)에서도공연을하는등대외적

으로도많은공연을하고있습니다. 그외에도여름, 겨울에엠티를가고일일호프를하는등

공연이외에도다양한활동을하고있습니다.  

글 | 이황호

화학생물공학부 3학년

메카니즘 4대회장, 기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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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니즘의가장큰장점이라고생각하는것은누구나열정만가지고있으면들어올자격

이있다는것입니다. 많은신입생들이밴드라고하면전문적이고악기를다루지못하면참여

할수없을것이라겁먹는경우가많습니다. 

하지만메카니즘은매년 3월면접을통해신입생을선발하지만악기를다룰수있는지여

부는묻지않습니다. 오히려음악에대한열정이나성실도그리고단체생활을잘할수있는

지를보고신입생을선발합니다. 실제로7명의멤버중기존에악기를다뤘던멤버는거의없

고저역시기타를한번도쳐본적이없는상태로들어왔습니다. 

하지만악기를다루지못한상태로들어와도다들악기에대한열정을가지고들어오고연

습을성실히하기때문에은퇴공연할때쯤이면실력이많이늘어있어항상뿌듯함을느낍니

다. 메카니즘의또다른장점으로는한기수에7명만받기때문에서로다들친하고결속력도

강합니다. 또한인원이소수이다보니책임감을가지게되어더열심히하고선배들의도움을

받기도더쉽다는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대학교와서 이렇게 밴드활동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해보니

정말보람있었고YB로활동하던 1,2 학년때정말행복했습니다. 신입생들에게악기를못

다룬다고, 페만끼칠거같다고겁먹지말고자신감있게밴드활동을해보길권하고싶습

니다. 아마절대후회할일없을것입니다.

“

”

“메카니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들어올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입생들이 밴드라고

하면 전문적이고 악기를

다루지 못하면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 겁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쪽방창문으로비치는꿈

지금은 서림동으로 불리는 옛신림 2동의 골목길을 걷던 중이었다. 작은 놀이터 한 가

운데에서서른전후로보이는한남자가철제화덕을앞에두고무언가를태우고있었다.

무표정해 보이는얼굴언저리에는 망연함이 언뜻스쳐지나 가는것도같았다. 자세히보

이진않았지만불길속으로사그라지는물체들은제법크고두꺼운책들임이분명했다. 

맑은하늘과어색할만치대비되는묘한풍경을뒤로하면서, 나는처음으로자취생활

이란것을시작했던스무살때의기억을되살렸다. 이젠대학동이된신림9동의한귀퉁

이에서주방과욕실을공유하는낡은빌라의작은방세개중하나가내가매일몸을뉘

일수있는공간이었는데그형편이란실로조악하고초라했다. 맞은편방에는사법고시

를 준비하던 인상 푸근한 형이 살고 있었다. 한 학기 하고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나와마주치자내어깨에가만히손을올리며이렇게말했다. 

“정민아, 형그만두고고향내려간다.”

나는그때겪었던짧은침묵의순간과형의얼굴표정을오래도록잊을수없었다. 

‘녹두거리’라는명칭이더욱살가운신림동고시촌. 이곳을거쳐간이들중에크고작

은애환의기억이없는사람이있을까. 누군가는부푼희망을가득안고첫발을내딛고,

누군가의 꿈은 재가 되어 흩어지는 장소. 만학도라는 걸 핑계로 이곳을 참 많이 걸었다.

인적이많지않을것같은좁은골목골목사이에도하나씩은들어차있는조그마한식당

학생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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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우정민

원자핵공학과 4학년

“

”

나는문득가던길을멈추고

고개를들어천천히

주변을둘러보았다. 

밤하늘의장막에가려실루엣만

희미하게남아있던건물의

작은창들이사방에서

반짝반짝빛을발하고있는

광경이눈에들어왔다. 

저 불빛의주인은누구일까.



들의 간판엔 고향식당이니 온반이니 어머니 손맛찌개 따위

의글자들이총총박혀있었고, 그안엔고향을떠나멀리서

객지생활을하는학생들이끼니를채우기위해허겁지겁숟

가락을입에가져가는모습이보이곤했다. 

흔한스타벅스조차찾아볼수없는이동네엔테이크아웃

아메리카노가 단 돈 1500원인 커피숍이 즐비하다. 하지만

그마저도 사치라며 천 원에 두 개를 주는 빵집의 투박한 빵

이 든 까만 비닐봉지를 들고 늦은 밤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저 앞의 누군가와 나는, 대체 무얼 위해 이렇게 멀리 온 걸

까. 어렸을적엔단순하고명확했던것같은데, 시간이지날

수록 왜 이토록 온갖 것들이 모호해져 버린 건지. 바스락거

리는비닐봉지소리가유독서글프게피부에스쳤다. 

고만고만한원룸과고시원건물들. 한쪽벽면에징그러울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소형 에어컨 실외기. 그 아래 어

둑한그림자를드리운채꼬불꼬불이어진희미한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나는 냉한 공기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허름한자취방을떠올렸다. 일년, 한달은고사하고이제이

번 주, 아니 당장 오늘 하루가 급급해 버거워하는 나날들이

지겹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미 많은 것들이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린건아닐까.

이런저런생각들을하면서마지막길모퉁이를돌아나가려

는때였다. 갑자기맞은편건물위층어딘가에서탁하고불이

켜졌다. 3층의작은창문을통해그방의불빛이새어나온것

이었다. 나는문득가던길을멈추고고개를들어천천히주변

을둘러보았다. 밤하늘의장막에가려실루엣만희미하게남

아있던 건물의 작은 창들이 사방에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는광경이눈에들어왔다. 저불빛의주인은누구일까. 나와

비슷한사람일까. 각자의고민과걱정으로얼룩져있는우리

의일상일테지만창문사이로비치는꿈들을보고있자니왠

지 모르게 그냥 괜찮다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따스해지는

것같았다. 그들과같은경험을공유한다는사실하나만으로

도신기하게, 지금의어려움들이그럴만한것으로여겨졌다.

그쪽방창문으로비치는불빛의주인공은무슨꿈을꾸었

을까. 불을끄고내방침대에누워한동안생각했다. 누구의

꿈이든, 설령책을불에태워버린다고해도그렇게쉽게재처

럼사라지진않는다고, 매일밤하늘을별빛과함께공명하려

는불빛들을보며믿기로했다. 여기머무는건결코아무의

미없는시간들이아닐것이다.

사람의마음과사람의마음은상처와상처로, 아픔과아픔

으로깊이연결되어있고, 그러한닮은구석- 공감대가우리

의기억속에서현재의삶을지배하므로언제어디서든보편

적인희망을가질수있는원동력이존재하는걸까. 아직은잘

모르겠다. 그러니그저내일을기다리며잠을청하는수밖에.

밤이깊었으니그래야만하는것이다. 

내일은문구점에가서야광별스티커를사다가천장에붙여

야겠다.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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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24시간, 365일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아픈 사

람이밤낮, 휴일과평일을가리지않기에, 병원은언제나

정상기능을유지하고, 최적의시스템을준비한다. 때문에

병원의하루를시작하는기준점을정하기가애매한구석

이 있다. 외래진료가 마감되는 저녁시간을 기준으로 할

지, 날짜 변경선인 자정을 기준으로 할지 등 고민스러운

부분이있다. 기준점이대수롭지않을수있지만모든통

계자료의기본이되기에기준을어떻게잡느냐에따라분

석과전략이달라질수도있다.

안동병원은 매일아침 7시30분에 하루를 시작한다. 간

호, 진료지원, 행정부문 책임자가 업무보고 및 협의사항

을 논의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의 시간(학습노트)을

갖는다. 학습노트는간부들이경영, 고객만족, 자기계발,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학습해 전사적으로 공

유하는 학습프로그램으로 2006년 12월 6일 시작했다. 7

년간 축적한 학습의 양은 매우 다양하고 많지만, 핵심내

용을‘변화’로귀결된다.

잭웰치(Jack Welch)는유리컵을깨는자들이필요하다

고역설했다. 유리컵을깰수있는사람은새로운시도를

하는 사람들, 바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기쁨을맛볼수있는자, 그들은변화하는사람이라고강

조했다. 변화는말처럼쉬운것이아니다. 대부분의사람

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지금 당장 불편하지 않은데 구태

여익숙함과편안함을버리고새로움에도전할필요가없

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지 모른다.

그러나급변하는경영환경속에서과거의패러다임에사

로잡혀관행을쫓거나오늘의성공에안주해변화에둔감

한다면 내일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코닥, 넷스페이프,

IBM PC, 소니, 노키아, HP 등 한시대를풍미한기업도

변화를선도하지못해명성이퇴색되거나위상이과거에

못 미치는 형편이다. 반대로 불확실한 미래를 확고한 신

념으로, 남들이 망설일 때 한걸음 먼저 나아가 변화무쌍

한시장과기술에적응하며세계적명성을지속하는기업

들도있다.

실패와성공의차이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그가운데

공통요소는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변화를 선도했으며,

어려울 때가 아니라 잘되고 있을 때 변화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기업은생명체와같아서끊임없이위험과기회라

는 주기를 반복하며 호흡한다. 그 주기에서 변화와 혁신

을 도구로 호흡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것이고, 호흡이 끊

기면역사속으로사라질것이다. 변화란위험한일이다.

그러나변하지않는것처럼가장위험한일도없다. 성공

하는 미래를 꿈꾸며 새롭게 시작하려면‘위험하더라도

변해야하며, 능동적으로행동하고남보다먼저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보다 먼저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남

으로부터변화당한다. 이세상에변하지않는것은오직

한가지, 그것은‘모든것은변한다’라는사실이다.

글 | 강보영

안동의료재단 이사장

‘모든것은변화한다’

동문칼럼

강보영 안동의료재단 이사장은 최고산업전략과정(AIP) 총동창회장이며, 경북 안동 출신이다. 한국의료재단 연합회장,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

원 원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대통령 표창, 재정경제부 장관상, KAIST최고경영자 대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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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학내벤처창업의발전방향좌담회개최

사회자 박용태 교수 산업공학과, 1955년생, 위스콘신매디슨 박사

기술경영을 전공하고 과학기술처 장관자문관, 교과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서울대공대공학연구소소장과창의성센터센터장을맡고있다. 

패널 홍국선 교수 재료공학부, 1957년생, 알프레드 학원세라믹스박사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로 2008년 서울대 기술지주주식회사를 설립, 자본금 98억원을

시작으로4년간34개의기술특허(약42억원규모)와20여개의회사를만들어안정적으로

이끌고있다. 특히, 2011년에만총8개의자회사가추가설립·편입되면서본격체제를확

립시켰다. 변리사, 국제변호사, 기술거래사등 22명의전문인력으로구성된서울대기술

지주는세계특허등록은물론기술이전까지사실상모든요소의원스톱운영이가능하다

는것이특징. 최근에는국내대학최초로지난2006년이공계대학원생을대상으로하는

지식재산강좌를운영중이다. 

패널 차상균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1958년생, 스탠퍼드 학원컴퓨터시스템박사

2000년 서울대 공학과 제자들과 함께‘TIM’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인메모리 DB 기술

개발연구를시작, 국내투자자를구하지못해어려움을겪다가 2005년세계최대의기

업용소프트웨어회사인독일 SAP사에 TIM을인수시켰다. SAP가차교수에게회사를

통째로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차 교수는“나를 포함한 서울대 연구팀이 모두 남아

연구를진행해야한다”는조건을붙였다. SAP 한국연구소는이렇게남아서컴퓨터메모

리저장기술인하나(HANA)를개발하는데성공했다. 

패널 박희재 교수 기계항공공학부, 1961년생, 맨체스터 학원기계공학박사

1998년학생4명과대학실험실창업벤처1호인SNU프리시젼을설립, 2005년코스닥에

상장하는등R&D를통한사업화와일자리창출의전형적인사례로꼽히는인물. SNU프

리시젼은액정표시장치(LCD) 등디스플레이장비에서시작, 반도체·태양광장비등으로

사업영역을확대해, 현재임직원수는300여명, 세계 10여개국, 20여개업체에수출하고

있다. 2005년본인이가진주식 10만주(80억원상당)를서울대공대에기부했다. 2013년

4월에는 R&D(연구·개발)전략을 수립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제2기 전략기획단장에 임명

됐다. 

패널 문병로 교수 컴퓨터공학부, 1961년생, 펜실베이니아주립 학원컴퓨터과학과박사

2001년연구실벤처로‘옵투스’를설립해2009년금융사로공식전환했다. 옵투스는파생상

품대신주식·현물로시스템트레이딩을운영하는회사. 전략운영과매매만전담하는기존

형태에서한발더나아가컴퓨터가최적화알고리즘에의해스스로투자전략을만들고포트

폴리오를짜는데성공한것이다. 이회사는2013년현재900억원이넘는자산을운용중에

있다. 문교수는현재창업가정신센터의센터장을맡아자신의창업경험을학내동료교수와

학생들에게도열심히전수하고있다.

최근일부언론을통해서울 가벤처활동과학업을병행하기어려운환경이라는보도가있었다. 서울 는이에 한문제의식을갖고성공적

인 벤처 창업의 경험을 가진 교수와 학생 창업자들과 함께 현재 학내외 상황을 진단하고자 지난 6월 25일 학내 벤처 창업에 한 좌담회를 개

최했다.  이자리에서공 이우일학장은“경제성장의양상이나청년실업문제로보나모든면에서창업외에 안이없는현실”이라며, “최근

들어 창업에 해 관심이 커지면서 학 차원에서도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지 함께 토론할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서울 공 가

IMF 이전부터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추진하던벤처창업이다시금사회적인열풍을맞이하며구체적인 안을이야기하는자리가 된 것. 좌

담회에서 오고 간 내용을 통해 서울 공 가 학생 창업을 위해 지원해야 할 부분과 학생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살펴 보도록하겠다. 

[일시: 2013년6월25일(화) 오전10-12시 |  장소: 39동지하2층공작실내창의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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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토의사항]

- 학내에서의바람직한벤처창업방향(학생과교수의협력적창업)

- 벤처창업의활성화를위해필요한학내외여건개선방안

- 창의적이고혁신적인창업가가되기위한실천적제언

박용태 공학연구소장(사회자) 오늘 이 자리에 서울 벤처 창업에

해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 모여주신 패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근 학

생 창업에 한 기 와 우려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창업으로 도전의

식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가져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열로 연결

돼 자칫 거품만 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따라서 오늘 좌담회

를 통해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첫째, 연구중심 학으로서 학

내 벤처 창업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한 문제입니다. 언론에서 보

도된바와같이교내에서벤처창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기어려운상

황인데 이에 해 연구중심으로 가야 할지, 벤처 창업과 같은 활동을

지원할지, 둘 다 함께 가야 한다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 생각해 봐

야 합니다. 둘째, 기술 중심의 벤처 창업으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가 입니다. 학교에서 수년 전 창업 네트워크 통해 벤처 창업 보다는 아

이디어 창업 위주로 가는 것에 우려가 있었어요. 서울 공 만의 기

술 중심 창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한가에 해 의견을 나눠

봅시다. 

박희재교수공 에서 창업에 해 이야기하는 자체가 기분 좋은 일입

니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이야기하며 벤처 창업에 좋은 여건이 형성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나온다면 환 할 만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기업가 정신과 창업가 정

신을 강조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러한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학생들

도 창업 동아리를 통해 창업에 한 마인드를 갖고 시작했으면 합니

다. 창업을 위해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독창적인

아이디어고 가볍게 시작하는 분위기가 중요하죠. 5000만원으로 창업

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더라도 5000만원 손해보는 걸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경제를 알고 사회를 알고 인생을 알기 위해 몸으로 체

험한 기회 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 창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

수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로벌 시장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혼자서

는 힘드니까 산학협동을 통해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단 명확

한 방향을 갖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창업을 하고, 노력

해 보고,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공 차원에서 적극적 지

원했으면합니다. 

차상균 교수 저는 2000년에 연구 결과로 창업을 했다가 2005년에 실

리콘밸리로 가서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얻었어요. 그 곳에서 벤처 투

자자도 만나고 기업 CTO도 만나며 제가 해야 할 게 무엇인지 구체적

으로 알 수 있었고 연구에 큰 도움이 됐지요. 벤처와 연구중심 학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창업이 연구에 양분이 될 수 있어 교수들도 창업

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수 자신이 엔지니어로서 만들어낸

이론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 입중하는 것이 엔지니어링입니다. 그 결

과가 세상에 전파되면 이것이 진짜‘퍼블리싱’이고 성과죠. 논문만 퍼

블리싱하는 게 아니에요. 엔지니어링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이 연구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보길 바랍니다.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완성도가 5~1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나머

지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

기에 좋은 환경이에요. 하지만 아직 벤처 인프라는 부족한 게 아쉽습

니다. 위험요소에 한 안전장치가 없고 멘토도 부족해요. 실리콘밸

리에 직접 나가 보니 처음 창업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만 시작

하는 게 아니라 멘토나 어드바이저를 통해 도움을 얻더군요. 멘토란

여러가지 경험을 통해 위험 요인을 줄여주는 사람이에요. 국내에서

찾기힘들다면해외에서라도멘토가되어줄만한사람을꼭찾기를권

합니다. 

문병로교수 저는 2001년에 옵투스라는 최적화 전문회사를 창업하고,

2006년에 금융투자회사로 전업해서 2013년 900억 넘는 자산을 보유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비즈니스 역량이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공략해서 좋은 성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

다. 그리고 8년간 최적화 벤처를 해 보며 세계 최고 수준 제품이라고

해도 마케팅 업 세일즈 능력이 있어야 시장 개척이 된다는 점을 먼

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창업가정신센터에서 새로 창업하는 기업 위한

공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도 지원할 생각 있는데 아직은 미흡한 실정

입니다. 주변 학생들을 보면 추상화 수준이 높지 않은 아이디어로 만

들어 놓으면 다른 기술에 빼앗겨요. 좋은 아이디어를 지킬 수 있는 사

회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아이디어 창업은 성공 확률이 낮

아요. 입주심사를 하다 보면 이런 면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이템이

현실 가능성이 부족한 아이디어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패

를 많이 해보면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 부족하더라도 일단 부

딪혀 보길 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첫 아이템으로 성공할 확률은 1%

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을 높이려면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가 탄탄해야

합니다. 창업활동을 하다 보면 학업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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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잘못된 일입니다. 학업부터 충실히 하는 것이 성공 확률, 즉 운을

높이는자산으로작용한다는것잊지마세요. 

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보증 세우는

것을 철폐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은 아직 멀었다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는데, 은행에서 30% 보증을 요구합

니다. 70%는 벤처 인증한 기관에서 보증합니다. 그리고 그 가로 인

증 금액 1%를 은행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죠. 은행보다도 더 불합

리한관행이정부기관에남아있습니다.

양재혁 학생 저는 디자인하는 공학도들이 모인‘움직임’이라는 회사

표입니다.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통합한

것이죠. 이탈리아 신인 디자인 시상식에 초 받고 이탈리아에서 5~7

월까지 계속 잡지에 소개되고 있어요. 2014년에는 이탈리아 회사와

‘모비트론’이란가구회사를런칭할예정이에요. 

제 경험에 비춰 창업에 해 이야기하자면, 저는 지난 1년간 이탈리아

에 진출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멘토가 있어도 모든 걸 알려주지

는 못하더군요. 그럼에도 해외에서 사업하며 되도록 많은 로벌 멘

토를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외국 박람회에 나가는 것조차

도쉽지않은실정이라국가나학교에서도움을줘야합니다.

2011년 겨울에 이탈리아 라노에 있는 삼성 라노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얻고 이탈리아로 진출해야겠다는 생각에 한달만에 회사를 차

렸어요. 그리고 1년 반만에 성과를 얻게 됐죠. 아까 세계무 이야기

하셨는데, 한국에서 창업하는 게 리스크가 더 커요. 해외에서 GDP 3

만불, 4만불인 나라의 내수시장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

외로 진출해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또 브랜드와 나만의 것을 만들어

토 를 세우려 했고, 디자인과 공학의 융합 속에 디자인이란 키워드

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어요. 제조업 국가인 한국에서 제조업 중에

서도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계공학에 디자인을 융합해 지금의 회사가

탄생된 것이죠. 서울 는 한국 최고의 종합 학으로서 공학도들이 다

른 분야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저와 같이 새로운 시도로 창업

을해보는것도좋은방법이라생각합니다. 

최용철학생 벤처 동아리를 하면서 두 번 정도 작게 벤처 경험을 해 봤

습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에게 웹 제작해주는 일을

했어요. 학교에서 따로 웹 개발교육을 하지 않아서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30명의 학생이 웹 개발을 배워서 방학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이뤄내게 됐습니다. 정보화본

부에서 지원받아 43-1동에서 배우고 동아리방은 따로 없이 연구실에

서 모 어요. 지금은 선릉역에 입주한 상태인데 2학기부터는 학교에

돌아와서서비스가진행될예정이에요. 

동아리 만들었을 때도 경제지 1면에 났어요. 25명의 벤처를 키운다고

소개됐죠. 개발력을 그 친구들에게 키워준다는 게 벤처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많은 학생들이 벤처를 하고 싶어합니다. 수준낮은 아이템으

로도 개발자를 구한다는 연락이 많이 와요. 사실 컴퓨터공학부에도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친구가 절반이 안 됩니다. 서비스용 프레임

웍을새로배워야하는데수업으로가능한분야가아니거든요. 

1년 전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왔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엔지니어 몸값

이 여기서는 연봉 2000만원인데 거기서는 최소 7000만원~1억까지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T 서비스로 돈벌기가 힘든 실정이예요. 미

국에서는 고객들이 결제해서 돈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구 같

은데인수돼서큰돈을버는경우가있죠. 

학교에서 지원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나름 로 많이

지원해주지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안 된다는 인식입니다. 우리나라

에서는 공무원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벤처 창

업으로 박을 터뜨리는 학생들이 많아 보이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

다. 다수 학생들은 외국 어디에서라도 일을 해보면 인맥도 생기고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가 생겨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

국에계속보내주고돌아와서연구에매진하도록하는것이좋은방법

이라 생각합니다. 창업하려는 학생들은 많은데 개발자를 못 구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벤처동아리 선배들 보면 서른살에 학교로

돌아오는경우가종종있어요. 

신범준 학생 저는 지난 1년 동안 IT 벤처에 들어가서 일해 봤는데요.

주변에 창업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해요. 학교에서 창의적 활

동하는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

습니다. 학과에서도 창업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저도 최용

철 학생과 같이 작년에 실리콘밸리에 갔었는데 거기서 만난 한 외국

학생이옆학생과창업할수도있다고쉽게이야기하는게인상적이었

습니다. 저도 학교 돌아와서 학업과 리포트제출 등에 집중하다 보니

지난 1년 기업가 정신 생각했던 것이 다 잊혀지던데, 학생들이 적극적

으로 창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전공자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모두 창업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창업할수있다는풍토를갖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민 학생 저는 창업했다가 잘 안 됐는데, 밥값 말고는 크게 손해가

없었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요즘 창업 지원을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을 통해 동아리방도 지원받았고요. 환경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

니다. 설사 불리한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자신이 있

어야 창업도 해낼 수 있죠. 점차 창업에 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

기를기 해봅니다. 

이정준 학생 시제품을 만들어보려면 학교에 있는 3D프린터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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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학생들은 쓸 수 없습니다. 학교에 보유한 기기만이라도 학생들에

게일부지원이된다면좋겠습니다. 

양재혁 학생 일단 학원에 들어가서 교수에게 창업 문제를 털어놓기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학원 다니다가 창업 하고 싶을 수

도 있지만 교수님께‘밉보이지’않기 위해 생각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

다. 실제 학원생창업자5명중3명은이야기못하고창업합니다. 밤

에 몰래 일하며 창업한 것이죠. 하지만 창업을 염두에 두고 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지도교수와 미리 상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

다. 학교측에서전체적인분위기를만들어줬으면합니다. 

박용태교수우연히이탈리아 현지칼럼을 봤습니다. 작년 국QS 평

가에서 듣도 보도 못한 서울 는 39위에 랭크됐는데 세계 최초의

학인 이탈리아 볼로냐 학은 고작 180위를 해서 어쩌다 이 지경이 됐

냐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서울 공 가 이루어낸 성취

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연구중심 학이 되기위

해교육과창업등을외면하고연구에만편향된분위기가계속이어져

야하느냐’라는자성이이어지는게현실이기도합니다. 

홍국선 교수 저는 창업을‘취미’처럼 두고 학생들과 4개의 회사를 만

들었습니다. 홈쇼핑에 나가기도 하고, 수출도 해 봤죠. 연구중심 학

을지향하는서울 공 학내벤처의문제는기술에귀천이있다는점

입니다. 반도체나 LED는 고상하고 가구디자인은 그렇지 않게 보는 시

각이죠. 융합을 이야기하면 학교 측으로부터 그게 기술이냐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제조업 중심의 제한된 분야만 장려하는 게 현실

인 것 같습니다. 학생 창업하면서 내세우는 사람이 빌게이츠, 스티브

잡스, 주커버그입니다. 학을 졸업하지 않고 성공했죠. 정부 정책자

들이 미국에 가서 학의 학부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는 정작 우리나

라에 와서는 학원에 투자합니다. 정부에서 년간 14조 원을 투입한

다는데학생들로서는제 로체감이안됩니다. 

서울 창업 동아리는 동아리방도 공식적으로 없고, 공식적으로 등록

된 동아리도 아닙니다. 학생을 호텔에서 못 재우고 찜질방에서 재워

요. 이런 게 현실이에요. 창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율배반적인 면을

가끔 봅니다. 창업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창업은 꿈을

키우기 위한 비 리라야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의 압박으로 30살 넘어

서까지 하는 학생들은 생계형 창업인 셈이죠.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

이아니라살아남는것이강한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기간산업이라 벤처기업들은 창업하는 순간 아

무 지원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에서 10억은

지원해 주는데 학생들의 벤처 창업은 기술개발에 아무 지원없이 자급

자족해야 하죠. 하지만 학교수에게는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창업한 학생들은 누구에게서 기술을 공급받아야 할까요?

그런 것을 교수들이 계속 공급해서 교육받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학

생창업이성공하지않나생각합니다. 

박용태 교수(사회자) 벤처 창업에 한 경험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의

견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고민을 덜어준다는 입장에서

마련됐으면하는프로그램이있다면건의해주십시오. 

신범준 학생 저는 실리콘벨리에 가서 미국 창업동아리 학생들은 어떻

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직접 보고 자극 받았었습

니다. 허무맹랑한 아이디어를 말하는데도 의미 있게 듣더군요. 저뿐

왼쪽부터
이우일 교수, 박희재 교수,
문병로 교수, 차상균 교수,
박용태 교수, 홍국선 교수,
양재혁 학생, 신범준 학생,
이상민 학생, 최용철 학생,
이정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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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예비 창업자 학생들이 실리콘 밸리에 가서 직접 보고 오는 것

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와 지원이 많이 생겼

으면좋겠어요. 

차상균 교수 예전 닷컴 붐 때는 벤처 기업인들을 미국에 보낸 적이

있어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학생들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

습니다. 

홍국선 교수 학부생 아이디어는 황당한 경우 많아요. 그렇지만 그 떡

잎을자르지말고적극지원해서키워야합니다.

차상균 교수 구 창업자 레리 페이지가 스탠포드 학원 시절 검색

엔진을 창업해서 만들겠다고 하자 그 지도교수가‘후진 아이디어’라

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 푼도 투자를 안 했어요. 지금은 후회하지만,

초기 아이디어를 보고 기성세 시각에서는 인정을 못할 수도 있죠.

꿈나무들을 실리콘 밸리에 보내서 4주 정도라도 겪게 하면 좋을 것 같

습니다. 

양재혁 학생 저희 회사는 디자인회사이지만 여전히 공학이 기본입니

다. 융합을 통해 살아남는 게 저희의 핵심 기술이에요. 융합한다고 하

면 양쪽에서 다 찬밥신세입니다. 융합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인장치가필요합니다.

홍국선교수교수입장에서융합을받아들이기도쉽지않아요. 바텀업

식의 자유로운 연구를 해야 하는데 교수에게 자유로운 연구비가 지원

되지않으면학생들을지원하기가더욱어렵습니다. 

양재혁학생저희 회사에는 미학을전공한학생들이 있는데연구 펀딩

을받을곳이없습니다. 

차상균 교수 학생 그룹 프로젝트를 지원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학

원생제안서도연구비지원해주고요. 

양재혁 학생 지금 있는 학문 역이 아닌 다른 역의 연구를 학교가

안 받아주면 어디 가서도 할 수 없어요.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

를 하고, 원래는 연구비를 받아가면서 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

에요.

박용태 교수 서울 가 과연 MIT나 스탠포드 같이 연구와 창업이 병

행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벤처 창업도 학교 압장에

서는 실험적으로 과감히 시작한 셈이에요. 법인화가 되면서 제도적

제약이 많이 풀어지고, 새로운 교육 단위도 만들어지고, 운 도 많이

자유로워져서 우리도 새로운 형태의 학위, 교육단위가 만들어지면 좋

겠다는 기 를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법인화 체제에서도 국립

의 굴레를 그 로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해결하기엔 어렵

겠죠.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한 마디로 자유

로운 실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만

큼 성과 부담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나 다양한 기 를 가

지지만 서울 본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아요. 미국의

큰 기업들도 작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시작했어요. 다행히 기부금을

통해 자유로운 실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 가 오

지않을까기 합니다. 물론단기간에는어렵겠지만요. 

홍국선 교수 교수들이 창업하려고 함께 할 학생을 구하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창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아직은 논

문 쓰고 학문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문화인 것 같습

니다. 학생들도 지도교수 고를 때 창업 장려하는 교수보다는 논문 잘

쓰는교수를더선호하고있습니다.

박용태 교수 젊은 교수들에게 창업에 관심 가지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죠. 여기 창의성센터를 운 하는데도 젊은 교수들이 있

어야 하는데, 풀타임으로 할 수 있는 교수가 없어요. 논문과 연구비에

시달리지않는교수가필요합니다. 

홍국선교수연구비마련을위해서는 교육보다 연구에힘써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런 평가틀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

차교수님은창업으로큰돈을버셨지만과학상도기술상도어느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상은 논문 업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안 되

고, 기술상은 기업인만 해당되어서 창업한 교수가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박용태교수(사회자)요컨 학생들은창업에도전하는기업가정신이

필요합니다. 국내외 다양한 경로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체험하고 멘토

를 만나는 기회를 지원 받았으면 합니다. 학교에서는 연구 중심 학

의 큰 틀 속에서 사회적인 기업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개

선과 풍토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앞으로 이런 토론의 기회를 정기적

으로 마련하도록 해서 서울 공 에서 창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이표출되고실현될수있으면좋겠습니다.

지금까지긴시간동안패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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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소식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교수진 방문

지난 5월 22일 주한 스위스 사관의 과학교육담당자인 Dr. Daniel Cavegn이 기초과학연구원 IBS ‘나노입

자연구단’의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단장 연구실을 방문하 다. 현택환 교수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

사이언스 (Science)' 24일 '금속 산화물 나노입자에서의 갈바닉 교환반응'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연구단은

금속에만적용되던갈바닉(Galvanic) 부식원리를 금속산화물 나노입자에 역으로적용해리튬이온전지 음극

의 용량을 최 3배까지 향상시켰다. Dr. Cavegn은 현택환 교수 연구실을 방문해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직

접눈으로확인하여공과 학의우수한교수진의면모를확인하 다.

캐나다 토론토 학 방문단

5월 27일 Judith Wolfson 부총장 외 4인이 공과

학을 방문하 다. 국의 타임스가 발표한

2012년 세계 학 순위(World University

Ranking)에서 토론토 학은 캐나다 1위, 북미

21위, 전세계 21위에 오른 세계 최고의 명문

학이다. 이번 부총장의 방문을 통해 공과 학

학장단과의 회의를 통해 양교의 국제교류 체계

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방안을 논의하 다. 이

어향후협력할연구분야에 해서상호의견을교환하는시간을가졌다. 

홍콩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학생 방문단

5월 28일 홍콩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학생단이 서울 공 를 방문하 다. 본 학은 1984년에 설립

되고 1994년에 정식 학으로 인가 받은 학교로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QS

학순위에서 세계 129위에 오를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학이다. 특히 원자핵 공학과, 산업공

학과 시설 견학하고 우수학생센터인 공우학생들과의 간담회 및 캠퍼스 투어 공과 학의 우수시설을 보고

감탄하 다. 이에 Manufacturing Systems Engineering (MFSE)을 전공하고 있는 LUK Ming 학생은“한국의

No.1이고, 또한 공학분야에서 No.1임을 자부하는 서울 학교를 꼭 방문하고 싶었다. 공과 학의 우수시설

을 둘러보니 역시 서울 학교를 선택하여 방문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공우학생들이 유창한 어

실력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며 공과 학의 국제화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음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

한다.”며서울 공 를칭찬하 다. 

러시아 Skolkovo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관계자 방문

6월 18일 러시아의 Skolkovo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Dr. Ivan Sherstov가 공과 학을 방문하

다. 이 기관은 미국의 MIT(매세추세츠 공 )가 러시아가 심혈을 기울여 의욕적으로 조성중인 첨단과학기

술 복합단지인 스콜로보 과학기술연구소(Skolkovo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스콜텍) 지원을 위

해 커리큘럼을 제공할 예정으로 지어진 기관이다. 모스크바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진 스콜코보주에 조성

되고 있는 스콜텍은 러시아판‘실리콘 밸리’격으로, 에너지∙정보기술(IT)∙전자통신∙생물의학∙원자력

기술 등 5개 부문 관련 연구 및 교육시설과 벤처기업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지난 2010년 2월 메드베데프

통령에 의해 계획이 공식 발표됐다. 이번 방문을 통해 본 과학기술연구소를 설명하고 공과 학과의 협력방

안을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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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Delft Univ. 학생 및 교수진 방문

7월26일네델란드Delft Univ.의학생및교수진이공과 학을방문하 다. 매년공과 학을방문하는이방

문단은금해컴퓨터공학부를견학하여시설탐방을하 다. 또한컴퓨터공학부학생들과의미팅시간에심도

깊은 화를하며향후컴퓨터공학의발전가능성은물론각국가의컴퓨터발전속도및전문성을검토하

다. 방문단 중 컴퓨터관련 전공 한 학생은“컴퓨터 강국인 한국에서 아름다운 산에 둘러 쌓인 서울 학교를

방문하여 한국 최우수 학생들과의 미팅 시간을 가져서 너무 기분이 좋다. 같은 전공을 가진 학생을 만나니

더욱공감 가형성되어서시간가는줄모르고얘기하 던것이가장인상에남는다.”라고소감을남겼다. 

베트남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MOST) 방문단

8월7일Dr. Tran Minh Dung, Chief of the Ministry Inspectorate (MOST)외6인이공과 학을방문하 다. 건설

환경공학부의 Van Thinh Nguyen 교수와 외부학장을 만나 각국의 공학에 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통해각국공학의현주소를재조명하고, 양국의협력방안을도모하는토론식회의를통해이루어졌다. 

스위스 로잔공 교수 및 학생 방문

8월 26일스위스 로잔공 화학공학, 재료공학 학생 및 교수 등 총 37명이 공과 학을 방문하 다. 이번 방

문에서 화학생물공학부, 재료공학부 및 공 시설 견학 시간을 가져 서울 공 의 우수 연구실을 방문하

다. 로잔 공과 학은 1969년 설립돼 역사가 길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 및 프랑스어권 후원자들

의막 한지원에힘입어세계최고수준의명문 학으로인정을받는다. 특히환경, 에너지, 컴퓨터전자공

학 분야의 명성이 높다. 태양전지 분야와 신호∙이미지 처리 분야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의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매사추세츠공과 학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본 학 화학공학과 출신 가수 루시드 폴(Lucid Fall: 한국명 조윤석)은 이 학에서 생명공학 박

사학위를 취득하 다. 그는 한국인 최초로 스위스 화학회에서 폴리머 사이언스 부문 최우수 논문상을 받기

도했다. 

중국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표단 방문

8월 29일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의 Xu Dianguo교수 외 6인이 공과 학을

방문하 다. 이 학은 중국 최고 명문

학들이 결성한‘C9’에 속해 있다. ‘C9’

는 베이징 , 칭화 , 난징 등 중국의9

개 명문 학이 학발전과 인재양성을 위

해 함께 구성한 연합체이다. 본 학은 지

난 해부터 공과 학과 교환학생 협정을

체결하여양교의우수학생을양성하는데주력하고있어앞으로더활발한양교의협력방안이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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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및연구성과

김장주 재료공학부교수

세계 최고 효율 내는 OLED 소재와 발광구조 개발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효율을 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와 발광구조를 개발했다. 특히 광추출

특성을 향상시킨 투명 OLED 구조에 관한 논문은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Advanced Materials의 표지를 장식

했다. 김장주 서울 재료공학부 교수팀은 현존하는 재료 가운데 최고 효율을 구현한 OLED 연구 논문 네 편

을 발표했다. 한 편은 Advanced Materials 표지에, 다른 세 편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온라인 판에

잇달아 게재됐다.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실린 세 편의 논문은 각각 내부 발광효율이 100%, 외부

발광효율이30.8%(세계최고기록)인녹색과주황색발광체에 한연구다. 김교수팀은전하가장애물없이

그 로 발광체에 전달될 수 있는 재료 기술로 효율을 끌어올렸다. ̀ 들뜬 상태 전하 이전 복합체(엑시플렉

스)̀ 를형성하는전자전달분자와정공전달분자로구성된공동호스트에빛을내는인광분자를섞는형태

다. 이 소재는 고휘도에서도 효율이 떨어지지 않아 더욱 주목받고 있다. 1만㏅/m²기준 성능이 기존 소재에

비해1.4배(77㏐/W, 녹색) 이상뛰어나다. 성능이높으면전력소모를줄일수있다. 김교수팀은녹색소재에

서 얻은 성과를 주황색에도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 Advanced Materials 표지에 실린 논문은 투명 OLED 광추

출 특성을 두 배가량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여서 관심을 끌었다. OLED의 외부 발광효율은 30% 수준에 불과

하다. 굴절률 차이로 인해 빛이 내부에 갇히거나 전극에 의한 표면 플라스몬으로 손실되기 때문이다. 물속에

서 공기 중으로 빛을 쏘면 굴절률 차이 때문에 제 로 빛이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김 교수팀은 전

극에금속을사용하지않아투명OLED 성능은높이면서마이크로렌즈를사용해광추출특성도끌어올렸다.

이투명OLED는양극과음극에투명소재인ITO(인듐주석산화물)와IZO(인듐아연산화물)를적용했다. 한쪽

에는 미세 패턴을 설계해 효율을 47%(140㏐/W)까지, 반구 형태의 렌즈를 사용한 쪽은 63%(185㏐/W)까지

각각 향상시켰다. 김 교수팀은 효율을 높인 OLED 소재를 투명 OLED 구조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두 기술이 결합되면 더욱 성능이 높아질 것으로 기 된다. 김 교수는“이 연구 결과로 이제 우리나라도 유

럽∙미국∙일본 등이 주도하던 OLED 원천기술 경쟁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며“플렉시블 기술과 융합해 디

스플레이∙조명분야에적용하면큰시너지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박수 재료공학부교수

세계 최초‘분자 픽셀’소재 개발

재료공학부 박수 교수팀은 분자 단위에서 자유자재로 총천연색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미징 등 광전자 응용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TV나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117 디스플레이는 빛의 3원색(RGB)을 섞어 다양한 색을 만들어낸다.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전자

기기에는 RGB를 발광하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컬러 픽셀을 이용한다. 이 때 일반적인 분자는 서로

다른 발광 물질이 섞이면 청색에서 녹색, 녹색에서 적색으로 순차적인 에너지 전이가 발생해 결국 적색광

만 추출된다. 백색이나 다양한 색을 내는 발광분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구조의 분자를 합성

하거나, 최종 응용단계에서 복잡한 적층구조로 구성된 소자를 만들어야만 했다. 박 교수팀은 들̀뜬 상태 분

자 내 양성자 전이(ESIPT) 현상 을̀ 나타내는 물질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 물질은 빛을 흡수하는 기

저 상태와 빛을 내는 들뜬 상태에서 양성자가 이동해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질 때, 그 변화가 수십에서 수백

펨토초(1000조 분의 1초) 단위로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 주변 분자와 에너지를 주고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

어 서로 다른 발광분자끼리 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발광을 유지할 수 있다. 박 교수는“이제 분자

수준에서 정확한 가법 혼색을 적용해 발광색을 구현하는 일이 가능해졌다”며“나노 픽셀과 같은 초고해상

도 디스플레이와 차세 조명은 물론, 보안 인쇄, 바이오 이미징과 센싱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돌파

구를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교수는 이미 2009년에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청색과 황색 발광체를 하

나의 분자로 묶어 농도나 물질의 상태에 관계없이 백색광을 내는 분자를 세계 최초로 연구해 당시 미국 화

학회지의 표지를 장식한 바 있다. 연구성과는 지난달 미국화학회지와 New Scientist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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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석 재료공학부교수

‘차세 전지 개발’세계적 학술지 표지 장식

재료공학부 강기석 교수팀과 KAIST 신소재공학과 박찬범 교수팀의 공동연구 결과인‘생체 내 세포호흡 작

용을 모방한 차세 리튬 이차전지용 전극소재의 원천기술'이 화학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Angewande

Chemie 표지논문으로선정됐다. 공동연구팀은생명체세포의에너지 사활동이리튬이차전지의구동원

리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착안해 사 활동에서 산화환원에 관여하는 생체물질을 리튬

이차전지의 전극소재에 적용했다. 세포호흡 작용 중 미토콘드리아 안에 존재하는 '플라빈 아데닌 디뉴클레

오티드(FAD)' 분자는수소 및 전자 전달 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공동연구팀은 이 반응을 이용해

리튬 이차전지에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음을 선보 다. 지금까지 고용량∙고출력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

소재에는 전이금속(코발트∙망간∙니켈∙철 등)을 기반으로 한 금속산화물 등이 이용됐다. 하지만 전지의

고용량화에 한계가 있고, 전지 생산공정 및 재활용 과정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공

동연구팀은 이번에 개발된 생체 소재는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차세 리튬 이차전지 개발의 새로운 가

능성을제시했다고설명했다.

강기석교수는"유기분자의 화학적 개질에 따라 용량과 전압을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이번연구내

용을 기반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개방형 공모과제인 '생체 기반 군사용 리튬 이차전지 전극 소재' 개발을 진

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향후 에너지 도 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군용 리튬 이차전지 개발이 가

능할것으로보인다”고덧붙 다.

이윤식 화학생물공학부교수

나노입자로 몸 속 분자 탐지

국내 연구팀이 체내 생체분자 분석용으로 근적외선을 사용하는 라만산란 나노입자를 개발했다. 암 세포 추

적과 항체신약 후보물질 선별 등 의료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이윤식 서울 교수 연구팀은 라만산란 나노입

자(나노프로브)를개발해근적외선으로체내에있는여러생체분자를동시에탐지하는기술을개발했다. 

라만산란은 분자에 의한 빛이 산란되는 것을 말한다. 분자 간섭에 빛의 파장이 변화하며 분자마다 고유한

신호를 나타낸다. 라만산란을 이용한 분광법은 분석 물질에 손상을 주지 않고 여러 라만신호를 동시에 분석

할수있다. 암이나여타질병을진단하는새로운방법으로각광받고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나노프로브는 실리카 나노입자 표면에 수 십개의 속이 빈 금∙은 합금 나노입자를 도입해

근적외선 빛으로 라만산란 신호를 수 십만 배 증폭시킨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수 백가지 이상의 다양한 라

만신호를 낼 수 있다. 연구팀은 나노프로브를 살아있는 실험쥐에 주입해 실험쥐 체내의 각 기관에 존재하는

나노프로브 신호를 측정했다. 세 종류의 서로 다른 나노프로브를 체내에 동시에 주입하고 각각 특정 신호를

확인해여러 상물질을동시에분석할수있음을입증했다.

이윤식 교수는“라만산란 나노프로브로 체내 다수의 단백질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게 됐다”며“항체 신약을

비롯한바이오신약의개발시간을획기적으로줄일수있을것”이라고전했다.

정 홍 서울 교수, 김종호 한양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는 세계 수준 학술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8월12일자표지논문으로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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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무 기계항공공학부명예교수

국과심 민간위원장에 위촉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ㆍ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에 이장무(68ㆍ사

진) 전 서울 총장이 지난 7월 22일에 위촉됐다. 13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는 국과

심은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 신임 위원장은 정부 측 위원장인 정홍원 국무총리와 함께 앞

으로 2년간 국과심을 이끌게 된다. 특히 이 위원장은 민간위원(200명ㆍ산하위원회 포함)을 표하는 민간

위원장으로서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전문성을 보강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 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서울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 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취득한 뒤 1976년

부터 서울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를, 2006년 7월부터 4년간은 서울 총장을 지냈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

위원과 산업기술평가원 이사장, 한기계학회장,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거쳐 2010년 4월부터

는기후변화센터이사장을맡고있다.

이호인 화학생물공학부명예교수

전주 총장에 취임

전주 제13 총장에 이호인 전 서울 부총장이 8월 27일에 취임했다. 이 신임 총장은 전주 JJ아트홀에

서 열린 취임식에서“학사구조와 교육내용을 개선해 미래의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경쟁력을 배양하겠

다”면서“ 학의 본질인 교육과 연구의 가치를 높여 교육만족도 1위 학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충

남 홍천군 광천 출신으로 서울 응용화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원에서 석사에 이어 미국 오스틴 텍사스

에서표면화학박사학위를받았다.

한무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국제환경상 수상

서울 공과 학은 작년 4월 신안군 도서지역의 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전반에 관한 학술자문과 기술지원 등의 내용으로 신안군과 MOU를 체결했다. MOU를 체결 후, 작년 6월 서

울 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한무 교수는 건설환경공학부를 중심으로 공 학부 및 학원생 15명과 함께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작은 섬 기도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심각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작은 섬 기도는 빗물이용시설을 통해 물 자급률 100%를 달성하 고, 한무 교수는 이 시범사업

을 국제 환경상인 Energy Globe Award에 신안군 측과 함께 출품하 다. 출품작은‘빗물이용을 통한 작은

섬 기도에서 물 자급률 100% 달성’이라는 내용으로, Energy Globe Award 국가상을 수상하 다. 이번 국

가상은 지난 2011년 송파구청에서 상을 수상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관∙학 최초)이다. 수상식

은 지난 7월 15일 서울 학교 공과 학 39동 238호에서 진행되었으며, Energy Globe Award 국가상 상장

은 주한 오스트리아 사관 사 Dr. Josef Müllner가 한무 교수와 박우량 신안군 군수에게 직접 수여하

다. 서울 학교 한무 교수와 신안군 박우량 군수는 시상을 주관한 서울 학교 공과 학, 오스트리아

사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도서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학이 더욱 긴 히 협력하겠

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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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로 전기정보공학부교수

‘IT 젊은 공학자상’수상

전기정보공학부윤성로교수가‘IT 젊은공학자상’수상자로선정돼, 7월4일제주그랜드호텔에서시상식을

가졌다. ‘IT 젊은 공학자상’은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회장 : Dr. Peter W. Staecker)와 한전자공학회

(IEEK, 회장 : 고성제 고려 교수)가 공동 주관하고 해동과학문화재단(이사장 : 김정식 덕전자 회장)이

후원하여 매년 연구업적이 뛰어난 젊은 연구자를 선발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된 윤 교수

는 바이오와 융복합 IT 및 빅데이터 분석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차세 컴퓨팅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은 인물로 꼽힌다. 140여 편의 국내외 논문을 발표해 2008년 이후 350여회 인용됐으며, 다수의 특허를 보

유하고 있다.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은 윤 교수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우수신

진연구자로 선정됐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으로 중견연구과제를 훌륭히 수행해 3년간 추가 지원받기도

했다.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 기업과 산학협력으로 첨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

고려 우수강의상과 국내 주요학회의 우수논문발표상 등을 다수 수상했다. 국내외 저명 학술지와 학회의

임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을 주관하는 IEEK는“기술적 실용성 외에도 사회와 환경

에의공헌도, 창의성에중점을둬심사했다”며, “향후전기전자공학에서더욱핵심적인역할을할인물로윤

교수를선정하게됐다”고심사평을밝혔다. 

문일경 산업공학과교수

지도학생팀이 한국 SCM 경진 회 상

“최신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기기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때 버려지는 스

마트폰은 아직 쓸 만한 게 다수예요. 이 기기들을 활용할 방안은 없을까 생각했어요.”주크버그와 스티브

잡스가 그러했듯이 학생의 창의적인 발상이 때로는 세상을 바꾼다. 서울 산업공학과 문일경 교수가 지

도하고 산업공학과 권석주, 변형민, 윤수빈 학생이 팀을 이루었다. 이들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중고 스마

트폰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해 지난 6월 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한국 SCM 경진 회’에

서 상을 수상했다. 한국 SCM학회가 개최한 이번 회는‘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SCM’이라는 주

제로 학생 및 학원생이 참여해 총 19개 팀이 경쟁을 벌 다. 이중 학부생만으로 구성된 서울 팀은

‘SCM을 활용한 스마트폰 리사이클링 모델 개발’연구로 학생 프로젝트 부문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얻었

다. SCM이란 공급자에서 시작해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모든 물류, 자재, 제품 및 가치의 흐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다. 이들을 지도한 서울 산업공학과 문일경 교수는“불확실성이 높은 시장변화에 고객,

소매상, 도매상, 제조업, 부품, 자재 공급업자 등으로 이뤄진 공급 사슬을 기민하게 응함으로써 기업의

고비용 저효율을 꾀하는 게 SCM의 최 과제”라고 설명한다. 서울 팀은 이러한 목적에 맞게 통신사의

맞춤형 약정과 중고 스마트폰의 회수를 제안했다. “저희가 개발한 공급 사슬 모델은 맞춤형 약정인 월 단위

약정과 중고 스마트폰의 관리와 재판매를 위한 기기회수 계약이 핵심이에요. 이 모델을 적용하면 거래 주

기는 단축되고 거래량은 늘어나 중고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예요.”스마트폰 변경 시 쓰던

기기를 반납해 재판매로 연결, 스마트폰의 중고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이들의 아이디어다. 이 내용을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수리적으로 검증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의 만족과 효용을 높이면서 제조업체는 새

스마트폰 수요파악 및 공급 계획에 도움을 받고, 통신사는 중고 스마트폰의 해외 판매 거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무엇보다 스마트폰 중고 시장을 활성화해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

어요. 스마트폰 약정 제도를 좀 더 자유롭게 바꾸고 중고 시장과 해외 수출을 활성화한다면 사용자, 통신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형이 되리라 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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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성 명 직위/직명 소속/학과명 발령사항
임용기간

시작일 만료일

▶ 신규임용

고고승승환환 부교수 기계항공공학부 부교수신규임용 2013. 9. 1. ~ 2019. 8. 31.

정정교교민민 조교수 전기∙정보공학부 조교수신규임용 2013. 9. 1. ~ 2017. 8. 31.

하하정정익익 조교수 전기∙정보공학부 조교수신규임용 2013. 9. 1. ~ 2017. 8. 31.

전전병병곤곤 조교수 컴퓨터공학부 조교수신규임용 2013. 9. 1. ~ 2017. 8. 31.

허허충충길길 조교수 컴퓨터공학부 조교수신규임용 2013. 9. 1. ~ 2017. 8. 31.

조조항항만만 조교수 건축학과 조교수신규임용 2013. 9. 1. ~ 2017. 8. 31.

최최춘춘웅웅 조교수 건축학과 조교수신규임용 2013. 9. 1. ~ 2017. 8. 31.

▶ 승진임용

신신상상준준 부교수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승진임용 2013. 9. 1. ~ 정년

김김미미 부교수 재료공학부 교수승진임용 2013. 9. 1. ~ 정년

한한승승우우 부교수 재료공학부 교수승진임용 2013. 9. 1. ~ 정년

한한흥흥남남 부교수 재료공학부 교수승진임용 2013. 9. 1. ~ 정년

심심형형보보 부교수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승진임용 2013. 9. 1. ~ 정년

이이창창건건 부교수 컴퓨터공학부 교수승진임용 2013. 9. 1. ~ 정년

박박소소현현 부교수 건축학과 교수승진임용 2013. 9. 1. ~ 정년

김김용용환환 부교수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승진임용 2013. 9. 1. ~ 정년

이이동동준준 조교수 기계항공공학부 부교수승진임용 2013. 9. 1. ~ 2019. 8. 31.

민민기기복복 조교수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부교수승진임용 2013. 9. 1. ~ 2019. 8. 31.

정정윤윤찬찬 조교수 전기∙정보공학부 부교수승진임용 2013. 9. 1. ~ 2019. 8. 31.

SSrriinniivvaassaa RRaaoo SSaattttii 조교수 컴퓨터공학부 부교수승진임용 2013. 9. 1. ~ 2019. 8. 31.

이이종종민민 조교수 화학생물공학부 부교수승진임용 2013. 9. 1. ~ 2019. 8. 31.

PPeetteerr WWiinnssttoonn FFeerrrreettttoo 조교수 건축학과 부교수승진임용 2013. 9. 1. ~ 2019. 8. 31.

강강현현구구 조교수 건축학과 부교수승진임용 2013. 9. 1. ~ 2019. 8. 31.

▶재계약임용

정정윤윤찬찬 조교수 전기∙정보공학부 재계약임용 2013. 9. 1. ~ 2017. 8. 31.

▶정년퇴직및명예교수

이이동동호호 교수 기계항공공학부 정년퇴직및명예교수추 2013. 8. 31

최최종종호호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정년퇴직및명예교수추 201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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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위/직명 소속/학과명 발령사항
임용기간

시작일 만료일

한한민민구구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정년퇴직및명예교수추 2013. 8. 31

한한상상 교수 컴퓨터공학부 정년퇴직및명예교수추 2013. 8. 31

▶ 겸보/겸직/겸무

이이건건우우 교수 기계항공공학부 공과 학장 겸보 2013. 9. 1. ~ 2015. 8. 31

이이경경우우 교수 재료공학부 공과 학 교무부학장 겸보 2013. 9. 1. ~ 2015. 8. 31

박박준준범범 교수 건설환경공학부 공과 학 학생부학장 겸보 2013. 9. 1. ~ 2015. 8. 31

이이창창희희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공과 학 연구부학장 겸보 2013. 9. 1. ~ 2015. 8. 31

이이정정동동 교수 산업공학부 공과 학 기획부학장 겸보 2013. 9. 1. ~ 2015. 8. 31.

차차석석원원 부교수 기계항공공학부 공과 학 외부학장 겸보 2013. 9. 1. ~ 2015. 8. 31.

여여명명석석 교수 건축학과 공과 학 학사부학장 겸보 2013. 9. 1. ~ 2015. 8. 31.

최최해해천천 교수 기계항공공학부 기계항공공학부장 겸보 2013. 6. 14. ~ 2015. 6. 13.

김김용용일일 교수 건설환경공학부 공학연구소 공간정보연구센터장 겸보 2013. 6. 23. ~ 2015. 6. 22.

서서정정천천 교수 조선해양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장 겸보 2013. 7. 1. ~ 2015. 6. 30.

김김용용환환 부교수 조선해양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장 겸보 2013. 7. 1. ~ 2015. 6. 30.

김김기기범범 교수 재료공학부 재료공학부장 겸보 2013. 7. 1. ~ 2015. 6. 30.

김김종종암암 교수 기계항공공학부 기계항공공학부 우주항공공학전공주임 겸보 2013. 8. 20. ~ 2015. 8. 19.

박박태태현현 교수 화학생물공학부 차세 융합과학기술원장 겸보 2013. 6. 9. ~ 2015. 6. 8.

주주한한규규 교수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장 겸보 2013. 9. 1. ~ 2015. 8. 31.

박박형형동동 교수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에너지자원공학과장 겸보 2013. 9. 1. ~ 2015. 8. 31.

이이광광복복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장 겸보 2013. 9. 1. ~ 2015. 8. 31.

장장정정식식 교수 화학생물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에너지환경화학융합기술전공주임 겸보 2013. 9. 1. ~ 2015. 8. 31.

이이창창희희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공과 학 연구지원소장 겸보 2013. 9. 1. ~ 2015. 8. 31.

여여명명석석 교수 건축학과 공과 학 공학교육혁신센터장 겸보 2013. 9. 1. ~ 2015. 8. 31.

한한종종훈훈 교수 화학생물공학부 공학연구소장 겸보 2013. 9. 1. ~ 2015. 8. 31.

홍홍성성걸걸 교수 건축학과 건축학과장 겸보 2013. 9. 1. ~ 2015. 8. 31.

박박소소현현 교수 건축학과 건축학과 건축학전공주임 겸보 2013. 9. 1. ~ 2015. 8. 31.

박박문문서서 교수 건축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전공주임 겸보 2013. 9. 1. ~ 2015. 8. 31.

민민상상렬렬 교수 컴퓨터공학부 컴퓨터연구소장 겸보 2013. 9. 1. ~ 2015. 8. 31.

엄엄현현상상 부교수 컴퓨터공학부 평생교육원 원격교육부장 겸보 2013. 9. 1. ~ 2015. 8. 31.

이이종종협협 교수 화학생물공학부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장 겸보 2013. 9. 1. ~ 2015. 8. 31.

조조맹맹효효 교수 기계항공공학부 기계항공공학부 멀티스케일기계설계전공주임 겸보 2013. 9. 1. ~ 2015. 8. 31.

남남경경필필 교수 건설환경공학부 환경정화기술 및 위해성평가연구센터소장 겸보 2013. 9. 1. ~ 2016. 3. 31.

박박태태현현 교수 화학생물공학부 코오롱생명과학(주) 사외이사 겸직 2013. 8. 13. ~ 201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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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위/직명 소속/학과명 발령사항
임용기간

시작일 만료일

신신창창수수 교수 에너지시스템공학부 ㄜ신스지오피직스 표이사 겸직 2013. 6. 11. ~ 2015. 6. 10.

정정현현교교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ㄜ아이테스트 사외이사 겸직 2013. 6. 17. ~ 2016. 3. 28.

전전국국진진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덕GDS(주) 사외이사 겸직 2013. 6. 17. ~ 2016. 3. 14.

전전국국진진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재)서울 학교 전자전기정보장학재단 감사 겸직 2013. 7. 5. ~ 2015. 7. 4.

김김호호경경 부교수 건설환경공학부 사단법인 한국풍공학회 연구이사 겸직 2013. 6. 28. ~ 2015. 5. 31.

김김형형주주 교수 컴퓨터공학부 (재)신양문화재단 이사 겸직 2013. 8. 1. ~ 2017. 7. 31.

장장래래혁혁 교수 컴퓨터공학부 학원 기계항공공학부 겸무 2013. 6. 1. ~ 2015. 5. 31.

▶ 초빙교수

이이수수원원 재료공학부 초빙교수임용 2013. 6. 1. ~ 2014. 5. 31.

정정 철철 산업공학과 초빙교수임용 2013. 7. 1. ~ 2014. 6. 30.

HHaannss--OOttttoo GGuueenntthheerr 산업공학과 초빙교수(차세 우수학자) 임용 2013. 9. 1. ~ 2014. 8. 31.

황황의의승승 건설환경공학부 초빙교수임용 2013. 9. 1. ~ 2014. 8. 31.

한한흥흥택택 기계항공공학부 초빙교수임용 2013. 9. 1. ~ 2014. 8. 31.

▶ 객원교수

김김석석준준 기계항공공학부 공과 학객원교수위촉 2013. 6. 13. ~ 2014. 6. 12.

이이현현순순 기계항공공학부 공과 학객원교수위촉 2013. 6. 13. ~ 2014. 6. 12.

윤윤경경로로 재료공학부 공과 학객원교수위촉 2013. 7. 15. ~ 2014. 7. 14.

이이 근근 건축학과 공과 학객원교수위촉 2013. 8. 14. ~ 2014. 7. 31.

김김준준상상 (협)기술경 경제정책전공 공과 학객원교수위촉 2013. 8. 14. ~ 2014. 8. 13.

김김동동섭섭 (협)기술경 경제정책전공 공과 학객원교수위촉 2013. 8. 14. ~ 2014. 8. 13.

유유석석렬렬 (협)기술경 경제정책전공 공과 학객원교수위촉 2013. 9. 1. ~ 2014. 8. 31.

이이용용희희 (협)기술경 경제정책전공 공과 학객원교수위촉 2013. 9. 1. ~ 2014. 8. 31.

이이남남신신 (협)기술경 경제정책전공 공과 학객원교수위촉 2013. 9. 1. ~ 2014. 8. 31.

신신관관근근 (협)기술경 경제정책전공 공과 학객원교수위촉 2013. 9. 1. ~ 2014. 8. 31.

이이상상돈돈 (협)기술경 경제정책전공 공과 학객원교수위촉 2013. 9. 1. ~ 2014. 8. 31.

배배창창식식 (협)기술경 경제정책전공 공과 학객원교수위촉 2013. 9. 1. ~ 2014. 8. 31.

유유 상상 기계항공공학부 공과 학객원교수위촉 2013. 9. 1. ~ 2014. 8. 31.

MMaannffrreedd MMaarrttiinn  재료공학부 공과 학객원교수위촉 2013. 9. 1. ~ 2014. 8. 31.

김김의의수수 재료공학부 공과 학객원교수위촉 2013. 9. 1. ~ 2014. 8. 31.

▶ 연구교수

한한정정훈훈 핵융합로공학선행연구센터 전임 우연구교수임명 2013. 7. 1. ~ 201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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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위/직명 소속/학과명 발령사항
임용기간

시작일 만료일

주주문문솔솔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전임 우연구조교수임명 2013. 8. 1. ~ 2014. 7. 31.

안안광광중중 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연구단 전임 우연구조교수임명 2013. 8. 1. ~ 2014. 7. 31.

이이종종권권 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연구단 전임 우연구조교수임명 2013. 8. 1. ~ 2014. 7. 31.

차차미미선선 반도체공동연구소 전임 우연구부교수임명 2013. 8. 12. ~ 2014. 8. 11.

이이상상임임 정 기계설계공동연구소 전임 우연구조교수임명 2013. 9. 1. ~ 2014. 8. 31.

손손명명조조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전임 우연구조교수임명 2013. 9. 1. ~ 2014. 2. 28.

이이승승재재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전임 우연구조교수임명 2013. 9. 1. ~ 2014. 5. 31.

권권현현웅웅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전임 우연구조교수임명 2013. 9. 1. ~ 2014. 8. 31.

▶ 위원임명/위촉

김김 오오 교수 건설환경공학부 2013년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사업추진위원회위원임명 2013. 3. 1. ~ 2014. 2. 28.

김김 오오 교수 건설환경공학부 서울 학교장학∙복지위원회위원임명 2013. 7. 10. ~ 2014. 6. 9.

조조재재 교수 화학생물공학부 교육위원회위원임명 2013. 6. 20. ~ 2015. 6. 19.

최최해해천천 교수 기계항공공학부 「자랑스러운서울 인」후보선정위원회위원임명 2013. 6. 25. ~ 2015. 6. 24.

최최만만수수 교수 기계항공공학부 협동과정위원회위원임명 2013. 7. 1. ~ 2015. 6. 30.

노노종종선선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연구소위원회위원임명 2013. 7. 27. ~ 2015. 7. 26.

김김형형주주 교수 컴퓨터공학부 언어교육원운 위원회위원임명 2013. 8. 12. ~ 2014. 7. 25.

김김재재관관 교수 건설환경공학부 언어교육원운 위원회위원임명 2013. 8. 12. ~ 2015. 8. 11.

한한승승우우 부교수 재료공학부 연구원심사위원회위원임명 2013. 8. 16. ~ 2015. 8. 15.

이이재재홍홍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자문위원회위원위촉 2013. 5. 1. ~ 2015. 4. 30.

고고승승 교수 건설환경공학부 서울 학교자체평가위원회위원위촉 2013. 7. 4. ~ 2015. 7. 3.

송송성성진진 교수 기계항공공학부 공과 학교과과정위원회위원위촉 2013. 8. 9. ~ 2015. 7. 31.

박박 찬찬 교수 재료공학부 공과 학교과과정위원회위원위촉 2013. 8. 13. ~ 2015. 6. 30.

▶ 휴직

이이혁혁재재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6호규정준용휴직 2013. 8. 12. ~ 2015. 6. 30.

▶ 파견

이이제제희희 교수 컴퓨터공학부 미국, Disney Research 파견 2013. 7. 3. ~ 2014. 2. 28.

윤윤병병동동 부교수 기계항공공학부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파견 2013. 9. 1. ~ 2014. 2. 27.

안안성성훈훈 교수 기계항공공학부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파견 2013. 9. 1. ~ 2014. 8. 15.

윤윤의의준준 교수 재료공학부 산업통상자원부R&D 전략기획단(MD) 파견 2013. 9. 1. ~ 2015.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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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재산기금출연자 (2013년5월21일~ 2013년8월20일까지) 

학과의관계 성 명 출연금액(원) 출연조건 비 고

2. 보통재산기금출연자 (2013년5월21일~ 2013년8월20일까지)  

학과의관계 성 명 출연금액(원) 출연조건 비 고

건설환경공학부사무장 전진록 500,000 공과 학: 장학금 후배사랑제자사랑장학금

건축학과(65졸) 최관 300,000 건축학과동창회: 문화교육

건축학과(71졸) 이규재 3,000,000 건축학과동창회: 문화교육

건축학과(74졸) 김기동 1,000,000 건축학과동창회: 문화교육

건축학과(77졸) 김종호 500,000 건축학과동창회: 문화교육

건축학과(79졸) 김만기 1,000,000 건축학과동창회: 문화교육

기계항공(2013졸) 이진욱 1,000,000 공과 학: 위임 공과 학우수학생센터공우활동지원

조선해양공학과(64졸) 김효철 250,000 조선해양공학과(선형시험수조): 기관운

컴퓨터공학부(2000졸) 이수관 1,000,000 컴퓨터공학부: 위임

토목토목전공(80졸) 유 창 500,000 건설환경공학부: 기관운 고시동아리지원

토목공학과(76졸) 김 농 2,750,000 건설환경공학부: 장학금

토목공학과(77졸) 김경수 500,000 건설환경공학부: 기관운 고시동아리지원

토목공학과(77졸) 김해근 500,000 건설환경공학부: 기관운 고시동아리지원

토목공학과(77졸) 박병찬 500,000 건설환경공학부: 기관운 고시동아리지원

토목공학과(77졸) 이상복 500,000 건설환경공학부: 기관운 고시동아리지원

토목공학과(77졸) 최 운 500,000 건설환경공학부: 기관운

학부모 김훈석 10,000,000 화학생물공학부: 위임 화학생물공학부2011 입학김태협학생의부

학부모 최병윤 3,000,000 산업공학과: 문화교육

항공우주공학과(83졸) 김종암 300,000 공과 학: 위임 약정120만원(월10만원씩12개월)의3~5회분

화학공학과(82졸) 신진호 2,000,000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 위임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 165,300,000 공과 학: 위임 ACPMP발전

나노융합IP최고전략과정 76,440,000 공과 학: 위임 NIP발전

나우설비기술ㄜ( 표이사나정서) 500,000 건축학과동창회: 문화교육

림산업ㄜ(공동 표김윤,박찬조,이해욱) 1,000,000 건축학과: 문화교육 건축전지원

더랩서울 점( 표김윤수) 9,600,000 공과 학: 위임 약정3,840만원의4~6회

미래융합기술과정 71,500,000 공과 학: 위임 FIP발전

삼성토탈주식회사( 표손석원) 2,000,000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 위임

서울 공 전기정보공학부79학번동문 18,897,970 공과 학: 위임

서울 학교공과 학 3,043,000 공과 학: 장학금 후배사랑제자사랑장학금

국제경제학과(98졸) 김도형 1,500,000 공과 학: 김태 장학금

2013년도5월21일~

2013년도8월20일모금총계
11,,550000,,000000

발전기금출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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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의관계 성 명 출연금액(원) 출연조건 비 고

서울 학교공과 학후배사랑제자사랑장학금ARS 231,000 공과 학: 장학금 후배사랑제자사랑장학금ARS모금3~5월분

성창특허법률사무소( 표고 회) 500,000 건축학과동창회: 문화교육

에스엔유프리시젼ㄜ( 표이사박희재) 2,000,000 기계항공공학부: 문화교육 학부MT 지원금

엔지니어링프로젝트매니지먼트 37,600,000 공과 학: 위임 EPM발전

ㄜ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공동 표김자호,김태집) 1,000,000 건축학과: 문화교육 건축전지원

ㄜ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공동 표김자호,김태집) 500,000 건축학과동창회: 문화교육

ㄜ경 위치건축사사무소( 표이사강원필) 1,000,000 건축학과: 문화교육 건축전지원

ㄜ다울건축사사무소( 표이사신동재) 500,000 건축학과동창회: 문화교육

ㄜ 우건설( 표서종욱) 1,000,000 건축학과: 문화교육 건축전지원

ㄜ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표김현호,조원준) 1,000,000 건축학과동창회: 문화교육

ㄜ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표이정면) 1,000,000 건축학과: 문화교육 건축전지원

ㄜ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공동 표한종률,김관중) 1,000,000 건축학과: 문화교육 건축전지원

ㄜ비지에프리테일( 표백정기) 13,500,000 공과 학: 위임 약정5,400만원의5~7회

ㄜ제너시스비비큐서울 캠퍼스점( 표박병연) 42,000,000 공과 학: 위임 약정1억6천8백만원의5~7회

ㄜ종합건축사사무소온고당( 표이사안우성) 500,000 건축학과동창회: 문화교육

ㄜ종합건축사사무소이로재( 표이동수) 1,000,000 건축학과: 문화교육 건축전지원

ㄜ태 건설(공동 표박종 , 김외곤, 윤석민) 1,000,000 건축학과동창회: 문화교육

ㄜ태 건설(공동 표박종 , 김외곤, 윤석민) 1,000,000 건축학과: 문화교육 건축전지원

ㄜ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표전상백) 500,000 건축학과동창회: 문화교육

ㄜ한국해사기술( 표신동식) 6,000,000 조선해양공학과: 장학금 약정1천2백만원의1회

ㄜ한미 로벌건축사사무소(부회장이순광) 500,000 건축학과: 문화교육 건축전지원

ㄜ한미 로벌건축사사무소(부회장이순광) 1,000,000 건축학과동창회: 문화교육

ㄜ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표이사윤세한) 1,000,000 건축학과: 문화교육 건축전지원

ㄜ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표이사윤세한) 1,000,000 건축학과동창회: 문화교육

ㄜ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공동 표정 균,이목운,황의표) 1,000,000 건축학과: 문화교육 건축전지원

ㄜ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공동 표정 균,이목운,황의표) 1,000,000 건축학과동창회: 문화교육

지에스건설ㄜ( 표임병용) 2,000,000 건축학과: 문화교육 건축전지원

최고산업전략과정 141,000,000 공과 학: 위임 AIP발전

2013년도5월21일~

2013년도8월20일모금총계
663399,,221111,,99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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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7 명]

아론부라, 최한솔, 고유림, 박우린, 신정인, 최원아, 이계현

▶ 건축학과 건축공학전공 [9 명]

권구현, 김수민, 김정훈, 박 민, 하정훈, 연수현, 백지민, 윤수인, 임태구

▶ 산업공학과 [13 명]

권용욱, 김윤정, 김지현, 송 란, 윤수빈, 윤정민, 이두용, 이성걸, 이준경, 장현석, 전유종, 최선민, 허재석

▶ 원자핵공학과 [13 명]

김정우, 김현석, 김혜민, 박성호, 서건호, 손정훈, 우지윤, 유상원, 이세찬, 임요락, 장승빈, 조 우, 최해윤

▶ 조선해양공학과 [5 명]

김세종, 오유택, 왕진호, 유창현, 정선아

▶ 컴퓨터공학부 [18 명]

구본헌, 김민규, 김정명, 김희도, 나안수, 박모현, 박원형, 박종화, 유강민, 이계혁, 이낙원, 이상선, 이우연, 이재하, 정경훈, 정재원, 조동철, 허지원

▶ 전기정보공학부 [37 명]

강소희, 강신 , 김동현, 김목성, 김 신, 김준석, 김지윤, 노홍석, 노환준, 문지훈, 박민우, 박종현, 배승환, 백문승, 서정민, 손 욱, 심안섭, 안수용,

오은호, 오지민, 워헤드, 이균학, 이도경, 이동석, 이승택, 이연준, 이 기, 이재희, 이정도, 이진수, 이현웅, 임태근, 정기욱, 정원 , 천성준, 최지혜,

탁희수

▶ 재료공학부 [14 명]

권유빈, 김기선, 김성덕, 김 광, 남재현, 박승학, 백경하, 여준구, 윤소란, 응후이핑, 정준용, 친수핸, 한성진, 황병찬

▶ 기계항공공학부 [58 명] 

강성지, 공완식, 구인욱, 구희원, 권백순, 김동완, 김동욱, 김반석, 김석원, 김 범, 김왕수, 김원재, 김윤호, 김재현, 김제혁, 김주완, 김진우, 김태민,

김현규, 노승탁, 문동욱, 박규상, 박선호, 배기범, 배수빈, 서용준, 손태호, 신재봉, 안남 , 안동화, 양현주, 오세철, 원 박, 윤강식, 윤재민, 윤지호,

이동현, 이병일, 이상우, 이성직, 이양걸, 이 재, 이용석, 이준호, 이지성, 임재환, 조형준, 조훈현, 주상현, 주현준, 최승효, 한상민, 한상우, 허정호,

호 현, 홍기봉, 황미연, 황태완

▶ 건설환경공학부 [7 명]

김정준, 김한범, 박재석, 신윤정, 이 수, 임소람, 최신

후기졸업생명단

__학사과정명단(2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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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4 명]

송한석, 오현석, 유 엽, 이준동

▶ 화학생물공학부 [19 명]

권지수, 김경수, 김다정, 김연수, 김태완, 노연미, 박호 , 박희윤, 손상환, 유의택, 윤태준, 이용석, 이용수, 장문 , 장성주, 정두산, 정민석, 정성민,

하성진

▶ 에너지자원공학과 [4 명]

김준용, 김지웅, 박용태, 정호정

▶ 건축학과 [14 명]

김상우, 김철구, 김태윤, 김태훈, 김화국, 류룡학, 문예지, 박소람, 배창현, 백선경, 신세철, 안민철, 이준희, 이지은

▶ 재료공학부 [15 명]

김덕현, 김동희, 김상현, 김지연, 김지혜, 남해림, 송동석, 신선애, 윤혜림, 이종훈, 이하연, 임강훈, 정윤수, 추아림, 홍새로미

▶ 재료공학부(하이브리드재료전공)    [3 명]

유일혁, 이문균, 정재훈

▶ 기계항공공학부 [26 명]

김동일, 김민갑, 김병훈, 김선엽, 김유천, 김홍근, 니테쉬, 박미애, 박재범, 송홍기, 안현철, 오종균, 이 , 이두 , 이성용, 이재훈, 임승택, 장세연,

전지훈, 정지 , 최승혁, 추성원, 팜민콴, 하종문, 하창수, 한민우

▶ 기계항공공학부(멀티스케일기계설계전공)   [9명]

김도민, 김두곤, 김준수, 김희수, 이동진, 이소원, 이창섭, 임성수, 정민욱

▶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1 명]

나 래

▶ 전기∙컴퓨터공학부 [51 명]

고봉경, 고재희, 구현우, 권구민, 김규호, 김동환, 김일우, 김장욱, 김태훈, 나훈종, 동슈얀, 디마, 레너드박, 리차드, 박남용, 박성원, 박승일, 박천우,

아유쉬, 안우진, 안토니, 엽에릭, 오파린미카일, 우종화, 원의연, 유경완, 유병준, 유원태, 윤용호, 이슬기, 이승현, 이용석, 이우람, 이효준, 장주명,

장 해, 전 철, 정상민, 정서빈, 정은지, 조경일, 천동 , 천유상, 최우진, 최윤희, 하효진, 한두균, 한상욱, 한우석, 허준화, 황정기

▶ 건설환경공학부 [16명]

김상원, 김 민, 김지 , 박범섭, 박정화, 서정현, 이병호, 이승민, 이주하, 이천용, 임상순, 임예슬, 최수웅, 최원석, 최윤 , 홍 화

__석사과정명단(1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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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생물공학부 [19 명]

김성호, 김태양, 김현민, 박지현, 서상원, 손원수, 심지민, 안정호, 옥현근, 이민정, 이석구, 이종민, 정소연, 정찬호, 진 민, 최원지, 하 근, 홍기 ,

홍현기

▶ 화학생물공학부(에너지환경화학융합기술전공)   [6 명]

김민형, 박준기, 송 희, 여정은, 이상민, 이인규

▶ 에너지시스템공학부 [8 명]

김남균, 박일웅, 양정훈, 이승희, 이진한, 이태엽, 임 희, 조종갑

▶ 협동과정바이오엔지니어링전공 [3 명]

김성식, 박가 , 하미진

▶ 협동과정기술경 ∙경제∙정책전공 [16 명]

김광호, 김수은, 나호성, 박찬림, 백소담, 보 부, 성하혁, 송승환, 아 딜, 아자맡, 알리아지즈, 오정민, 유준우, 이상급, 조 신, 한도건

▶ 산업∙조선공학부 [10 명]

강성진, 김동환, 김선홍, 노은지, 마 틴, 박민선, 박상일, 박세완, 신정학, 프라빌

▶ 건설환경공학부 [9 명]

가칠오 SLI와 벡터 지도의 융합을 이용한 POI 데이터 구축 기법 연구

곽호찬 고속도로 구간 유형 및 교통류 상태별 사고위험도 실시간 예측

김충언 포스트 텐션과 포스트 컴프레션을 동시에 도입하는 긴장 시스템에 관한 연구

박우진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한 공간데이터의 다축적 모델 구축기법

원종준 개발도상국에서의 ODA를 통한 인프라 자본 축적 및 도시화 과정과 경제성장의 관계

이용관 다양한 배터리 잔량을 고려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의 이용자 평형 입지 모형

임재빈 국토도시공간구조가 교통부문 이산화탄소배출에 미치는 향

조미정 One-Way 카셰어링시스템의 실시간 운 을 위한 재배치 전략에 한 연구

한유경 도심지역에 한 고해상도 다중센서 위성 상의 자동 기하보정

▶ 건축학과 [4 명] 김동관 Effects of Shallow Soil Deposits and Substructures on Earthquake Response Spectrum

김재훈 Prediction of Cracking Behavior in Welded Seismic Steel Moment Connections Based on

Continuum Damage Mechanics

문근종 한국 화에 드러난 아파트 이미지에 관한 연구

부디아리우스푸트라 Cultural Representation of Vernacular Housing in Jambi, Indonesia

▶ 기계항공공학부 [24 명] 곽민호 A Study on Optimum Nose Shape of a Front-Rear Symmetric Train for the Reduction of the

__박사과정명단및학위제목(1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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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Aerodynamic Drag

기정도 횡풍 공력 특성이 차량 고속주행안정성 및 실도로 주행연비에 미치는 향

김성일 Study on the water removal method in catalyst layer and gas diffusion layer in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김태경 세단형 차량 공력저감 장치들의 형상 매개변수 연구

박경현 A Study on the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 Based on the Weight Estimation Methods for

Efficient Aero-Structural Design Optimization

박원아 The Flamelet Combustion Model for Stratified EGR Distribution in a Diesel Engine

박훈일 Active Control of Flow over an Ahmed Reference Model for Aerodynamic Drag Reduction using

Synthetic Jet

백승만 Micro/Macroscale Simulations of Planar Intermediate-Temperature Solid Oxide Fuel Cells

operated with Hydrogen and Methane Fuels

백승엽 Nonlinear Analysis of the Space of Human Body Shapes and Its Application to Parametric

Human Modeling System

서정훈 Studies on the performance and degradation characteristics by GDL anisotropy of PEMFC

유수 가교결합 및 수분흡수를 고려한 에폭시 나노복합재의 변형거동과 열전도특성에 한 연구

이길용 Multi-material Direct Printing by Pulsed-Nano Particle Deposition System (P-NPDS)

이 흥 Optimal Energy Management for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Using Prediction of Future

Driving Conditions

이세일 Hybrid Framework Construction of Multidisciplinary Design Optimization for Transonic Axial

Compressor with Efficient Global Optimum Exploration

이준용 Study on the virtual NOx sensor for diesel engines

전광기 Brake Safety Evaluation Index and Fail-Safe Control Strategy of Brake-By-Wire Systems for

Straight Braking Stability Improvement

정가람 A Study on Design and Manufacture of Arc Heater Facility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정 봉 Study on the Improvement in Fuel Economy with the Waste Heat Recovery System in Heavy-

duty Series HEVs

정학근 Design and Evaluation of LED-Fishing Lamp Based on the Analysis of Biological Responses of

Common Squids

조태 투명 박막의 입체 형상 측정을 위한 음향 광학 변조 필터 채용 분광 광도계 개발

조현덕 Multi-resolution human model data structure and its applications

최병훈 Effective Model-Free and Model-Based Strategies for Closed-Loop Flow Separation Control

허광엽 Effect of Surface Geometry and Wettability on Flow Boiling Heat Transfer in Pin-Finned

Microchannels

황유준 A Study on the Tip Leakage Flow Structures in an Axial Compressor with and without Slot Casing

Treatment

▶ 기계항공공학부(멀티스케일 기계설계전공) [1 명]

노정우 Rapid Impregnation of Thermoplastic into Continuous Fiber Bundle through Tow Spreading

▶ 산업∙조선공학부 [1 명] 문준 차등 전기 가격과 분산 전원을 고려한 생산 일정 계획에 관한 연구

▶ 산업공학과 [3 명] 금 정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Planning Methods for Service Innovation

김태구 Development of diffusion model and parameter estimation method for forecasting new product

demand at pre-launch or earl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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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Identifying Innovation Determinants and Enhancing Innovation Capability of SMEs: Empirical

Analysis in Korean Firms

▶ 에너지시스템공학부 [9 명]

강승구 구배도 보정을 이용한 음향-탄성 결합매질에서의 완전파형역산

박병건 냉중성자 포획반응에 의한 경원소 깊이분포 분석법 연구

서장원 폐광산지역의 지반침하 발생 리스크 평가를 위한 GIS 공간분석

이민재 효율적인 동력로 해석을 위한 소격격자 유한차분화 몬테칼로 방법

이유아 Quantitative Analysis of Human Capital Accumulation:R&D Investment on Manufacturing Sector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on Renewable Energy Sector

이호 Hydrodynamic Model for Gas-Liquid Stratified Flows in the Horizontal Pipe using Minimum

Dissipated Energy

전준우 KSTAR 플라즈마 도 제어를 위한 전입자균형방정식모델에 관한 연구

정연상 고신뢰도 노심 해석을 위한 실용적인 수치원자로 개발

황진석 TAPINS-M 코드 개발을 위한 롤링 조건에서의 임계열속 현상에 관한 실험적 고찰

▶ 원자핵공학과 [1 명] 손형민 액체금속 자연순환 소형 원자로 설계 역 예측 방법론

▶ 응용화학부 [1 명] 강병 Biological Studies of Kaempferol from Green Tea Seed by Enzymatic Hydrolysis and Their

Application to Cosmeceuticals

▶ 재료공학부 [18 명] 강승진 The study of the various phase in light wight alloys us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d

ab-initio calculation

구 현 Effect of substrate and processing parameter on the thermochromic properties of VO2 thin film

김 천 멀티스케일 Knoop 압입시험법을 이용한 구조재료의 응력평가

김재홍 Design and Fabrication of Flexible Dye-Sensitized Photovoltaic Fibers for Smart Textiles

김지환 Efficient small-molecular-weignt organic solar cell through orientation control and nano-

structuring

남창우 Nanostructural Modification of Photoelectrode for the Highly Efficient Dye-Sensitized Solar Cells

바바니 Microstructure Evolution of Silicon Nanowires during Thermal Treatment in Reducing Atmosphere

박창수 Abnornmal grain growth approached by sub-boundary enhanced solid-state wetting

박태준 Nonlinear kinematic hardening law based on non-associated flow rule and two-yield surface

plasticity

손세완 Leakage Current Mechanism in MILC Poly-Si TFT and Novel Structure for Reduction of the

Leakage Current in the TFT

안승현 Microstructure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mesoporous Ni-Gd0.25Ce0.75O2-x anode for

solid oxide fuel cells

윤승재 A Study on the Damascene Process for Planarized Cu gate in Bottom gate TFTs

이정우 Phase stability, processing, and properties of REBa2Cu3O7-δ(RE: Y, Gd) superconducting

films

이태원 Mass/Charge Transport Properties under Iso/Non-isothermal Conditions and Defect Structure of

Mixed Conducting BaCo0.7Fe0.22Nb0.08O3-δ

이현표 다기능성 빌딩블록의 금속 촉매반응 및 싸이올인 반응을 이용한 다공성 고분자의 제조에 관한 연구

장준혁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의 도핑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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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Microfabric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in film SOFCs with 3-dimensional porous

electrodes

최홍수 Fabrication and Performance of A New-Concept-Energy-Device: BatCap

▶ 재료공학부 (하이브리드 재료전공) [1 명]

이철호 고분자 블랜드의 상분리로 형성된 랜덤 분포 나노필라 어레이를 이용한 유기발광다이오드의 저 헤이

즈 광추출

▶ 전기∙컴퓨터공학부 [53 명]

강승석 An Indexing Framework for Improving Data Consistency of Triple Database

김민혁 Adaptive Operator Mechanism for Genetic Programming

김석현 규모 분산 시스템을 위한 효율적인 분산 트리거 계수 알고리즘

김세윤 A Study on Lossless Compression of Color Image and Color Filter Array Image

김신규 멀티코어 시스템의 작업간 향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 기법

김 실 Improvement in Breakdown Characteristics in AlGaN/GaN Power HEMTs

김완동 Channel Stacked NAND Flash Memory with Layer Selection by Multi-Level Operation

김정원 An OpenCL Framework for Heterogeneous Clusters

김종찬 Component-based Scheduling and System Optimization for Automotive Control Systems

김종홍 High-Performance LDPC Decoding for Error Correction of NAND Flash Memory

김준회 Microwell-Based Quantitative Gene Expression Analysis for Single-Cell Applications

김지윤 Magnetic Programmable Polymer-Nanoparticle Composite for Microstructure Actuation

김 진 Fast Discovery for Matrix Multiplication Algorithms 

김진익 Multiple Antenna-based GPS Multipath Mitigation using Code Carrier Information

김 혁 다양한 진단 방법을 이용한 약자장이 걸린 플라즈마에 한 연구

김홍석 병렬화된 플래시 메모리 저장 장치에서 불량 블록 관리의 정확성 보장 및 성능 최적화 기법

류재근 규모 풍력발전을 포함한 계통에서 발전기의 증감발 능력을 고려한 단기 발전계획 수립 방안

밍뉴엔 A Novel Scheme for Operation of Energy Storage and Wind Generation Systems Considering

Security Costs

박승철 Construction of Surface Nanostructures and Nanonetworks based on Assembly of Colloidal

Particles

서상민 Enhancing Performance Portability of OpenCL for Multicore CPUs

석오균 AlGaN/GaN Power Devices Employing RF-Sputtered Gate Insulator(

선민철 Silicon Nanowire Tunneling Field-Effect Transistor Compatible to Complementary Metal-

Oxide-Semiconductor Technology

심 용 A Process-Variation-Tolerant On-Chip CMOS Thermometer for Auto Temperature

Compensated Self-Refresh of Low-Power Mobile DRAM

왕효비 Traffic Offloading by User-to-User Opportunistic Sharing in Mobile Social Networks

유용상 Spatial Manipulation of Model Membranes for Lipid Raft Formations and Protein Localization

이경준 Adaptive Matching based Optical Flow Estimation with Discrete Optimization

이공우 An Analytical Approach to Multi-Robot Motion Planning based on the Collision Map

이규중 HEVC Rate-Distortion Optimization을 위한 Fast Algorithms(Fast Algorithms for HEVC Rate-

Distortion Optimization

이성진 Performance and Lifetime Improvement Techniques for Flash-Based Storage Devices

이수연 Investigation of Hysteresis, Off-Current and Instability in In-Ga-Zn Oxide Thin Film Transi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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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UV Light Irradiation

이승호 Resource Allocation, Pricing, and Failure Management of Virtual Networks

이 수 MAC Protocols for Enhancing Network Performance by Adjusting Frame Transmission Duration

in IEEE 802.11n WLANs

이정수 Improvement of Low Temperature Solution-processed Oxide Thin Film Transistors by O₂

plasma, UV radiation and Biased-H₂O annealing

이채흔 Missile Guidance Laws for a Strapdown Seeker with a Narrow Field-of-View

이학준 VSC-HVDC 적용을 위한 모듈형 멀티레벨 컨버터의 스위칭 주파수 저감을 위한 연구

이헌철 Correlation-based Map Merging for Multi-Robot SLAM

이현나 Electronic Cleansing using a Reconstruction Model Integrating Material Fractions and Structural

Responses

이형주 SVD-Based Unitary Processing for Downlink Multiuser MIMO Systems

이희경 Emission security limits for compromising emanation and its reconstruction

이희석 Simultaneous 3D reconstruction, Deblurring, and Super-resolution using a Single Moving

Camera

임상순 Protecting Narrow Band Systems in Heterogeneous Wireless Networks

장덕현 Efficient Data Distribution in Wireless Sensor Networks and Software Defined Networks

장철희 Performance analysis and optimization for a multi-hop network and cognitive radio network

조윤교 저전력 프로세서 캐시롤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

지한규 A design of 20Gbps/lane serial link for memory interface

진동섭 Diversity Order and Degrees of Freedom for Cooperative Communication Networks

최문환 High-Quality Video Streaming over Wireless Networks

최봉욱 Linear Models for Real-time Clothing Simulation

표순형 Physically based Non-rigid Registration using 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한규승 Efficient Predication Techniques on Coarse-Grained Reconfigurable Architecture

한종 지역적으로 분리된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의 구조에 관한 연구

현 Prioritized image and video colorization and its application to inter-plane prediction

홍석범 New Performance Measure and Construction by Quadratic Residue Mapping of Compressed

Sensing Matrices

▶ 조선해양공학과 [3 명] 김재한 크루즈선 설계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유체역학 해석

이동건 조선 생산 계획 시뮬레이션의 통합및 확장을 위한 PPR3-S 기반의 중립 정보 모델및 시스템 연구

이현호 콘테이너 운반선의 선미 슬래밍 하중 추정에 한 실험적 연구

▶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3 명]

이 훈 고령화 계층의 주거소비 및 주거입지 변화에 관한 연구

장유림 회전교차로 간격수락모형 및 임계간격 추정

정 인 히스토리매칭 모델과 인공신경망기법을 이용한 기반암 균열저류층의 불확실성 분석

▶ 화학생물공학부 [17 명] 김 성 아임계수 전처리를 기반으로 한 백합나무의 분획 공정에 한 연구

릉 순 Designed Fabrication and Assembly of Biopolymer/Inorganic Nanocomposite for Biomedical

Applications

박경주 in-situ Transmittance Evaluation of Solutions for Cu Electroless Deposition and Its Applications

박미현 Synthesis, Chracterization, and Application of Transition Metal Oxide Nano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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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봄 Engineered Biomedical Platforms Based on Controlled Interactions of Functional Organic

Materials

박유원 카복실기를 가지는 공액 구조 유기 염의 나트륨 이차전지용 음극재료로서 전기화학 특성

수바나 Computational Design of pH Optima of Enzymes by introducing electrostatic interactions

유승호 Studies on Li-rich layered oxide and iron oxide as high capacity electrode materials for lithium

ion batteries

이미숙 Directed Self-Assembly of Polyelectrolytes and Charged Block Copolymer Micelles in Aqueous

Media

이수승 Fabrication of Plasmonics Platform for the Chemical and Environmental Sensors

이아 Optimization of process parameters in piezo- and electrohydrodynamic inkjet printing

장 선 Functional Multilayer Films with Controlled Nanostructures for in vitro Cell Studies

장형석 Formation of Tyrosine Mediated 2D Peptide Nano-micro Structures and Their Catalytic

Applications in Cross Coupling Reactions

조요한 양극 산화된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이용한 연성 리소그래피 방법의 3차원 나노패터닝과 소자 응용

한규상 A Study on Risk-based Layout Optimization for Sustainable Chemical Process Design

한우주 Complex flow behaviors of concentrated alumina suspensions in pressure-driven flow

황선환 알루미나 제로젤에 담지된 니켈-금속 촉매 상에서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의 메탄화 반응

▶ 화학생물공학부(에너지환경 화학융합기술전공) [3 명]

정 훈 Electrochemistry in Oxygen Reductions for Pt-Based Nanoparticles Prepared by Chemical

Methods

최광현 Studies on Highly Active and Durable Pt Nanoclusters and PdFe Nanoparticles for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s

최 보 Tailor-Made Nanostructured Catalysts for the Production of Acrolein from Glycero

▶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1 명]

심한별 서울 도심부 도시형태 및 생산활동의 변화에 한 제도주의적 해석

▶ 협동과정 생물화학공학전공 [2 명]

박현준 Computational enzyme design strategy for improving organic solvent stability 

홍소연 Elastic body model for understanding of enzyme mechanical forces and its application to

enhance enzyme activity

▶ 협동과정 바이오엔지니어링전공 [2 명]

이충희 A study of surface polishing effects on electrowetting devices 

조중상 이온치환 수산화아파타이트의 생체활성 및 골 전도도

▶ 협동과정 기술경 ∙경제∙정책전공 [5 명]

김홍범 Analysis on Standardization Policy in Perspective of Technology Adoption

나준호 경제물리학관점의기업규모및혁신분포상의이질성분석

전보강 Three essays on Human Capital in Korean Growth Path

큔 구 Two essays on the Long-run Relationship Among Copper Production, Economic Growth, and Energy

Consumption: A case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

황원식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ppproach for the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Marke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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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동창회비납부현황

▶2013 동창회비(임원)  납부자명단[2013. 8. 30 현재]

��동창회장

윤우석(자원,21)

��동창부회장 [6 명]

성광제(제계39) 권오준(금속26) 이상호(전기24)

장세창(전기24) 이규재(건축25) 이희국(전자28)

��이사 [5 명]

백만기(전자30) 권오선(토목37) 한 철(금속35)

정인조(금속29) 유해성(기계32)

��자문위원 [6 명]

강호문(전기26) 허 환(공교21) 최창 (금속23)

이운형(건축23) 박성훈(기계17) 심이택(화공17)

▶2013 동창회비(일반) 납부자명단[2013. 8. 30 현재]

��전기공학과 [25 명]

윤병준(52) 김동주(11) 최효범(35) 조병문(19) 노환 (16)

이중탁(13) 정기봉(9) 강길건(69) 정익주(26) 이정구(19)

곽희로(21) 강호석(21) 허돈(51) 권혁선(30) 김중한(18)

이정구(19) 김홍식(34) 이수남(27) 정진수(25) 이수철(20)

오재건(19) 여인선(33) 이승일(22) 송 호(26) 이관수(26)

��전자공학과 [5 명] 

성기성(20) 이동린(20) 김재창(23) 진 제(28) 우세훈(33)

��건축학과 [28 명] 

김상식(18) 정성민(19) 노병우(12) 송기덕(11) 노태욱(27)

장명수(10) 최 식(8) 황용희(43) 현창택(34) 조용훈(36)

조남일(28) 임현용(27) 송신헌(21) 김신태(21) 김명환(27)

이수곤(18) 김선복(20) 이 우(22) 김종훈(27) 안우성(43)

한상훈(33) 권기득(31) 김덕재(12) 김동규(18) 박호견(28)

정수현(27) 양윤재(28) 고 회(35)

��토목공학과 [26 명] 

정원교(27) 이종철(35) 전동철(15) 김준언(28) 이환계(30)

김광명(16) 공철규(15) 이준환(10) 김경진(19) 김치인(11)

최 욱(40) 손승래(12) 전광병(32) 주기만(22) 국천표(20)

유상부(18) 홍 일(25) 최선주(17) 김형기(28) 박준범(39)

권융원(16) 이동우(44) 전형식(24) 백남식(26) 김광남(19)

조관형(42)

��화학공학과 [18 명]

원종국(37) 박건유(18) 김종찬(25) 강순옥(11) 정충시(30)

성명미상 이종천(44) 장경현(38) 조정남(21) 유심덕(19)

최재열(27) 최규헌(48) 한형수(18) 장희익(26) 김선동(17)

양정웅(22) 이우갑(35) 이 우(33)

��전자계산기학과 [1 명] 

문병구(38)

��응용화학과 [3 명] 

김교범(59) 양지혜(55) 김신원(26)

��응용수학과 [1 명] 

최금 (22)

��산업공학과 [5 명] 

김광백(29) 이 희(30) 박진우(28) 홍성하(35) 박용태(37)

��제어계측공학과 [4 명]

유 운(38) 조남익(40) 장래혁(43) 성백문(41)

��재료공학과 [4 명] 

송주하(58) 이진 (52) 김덕중(28) 엄다일(56)

��금속공학과 [21 명] 

강춘식(13) 정우창(34) 박용진(9) 이규화(26) 민경식(25)

전순흥(32) 정순호(29) 강인원(33) 방극열(18) 김정욱(19)

강현석(22) 선우준(34) 김수광(17) 박종식(28) 조학래(26)

강문석(28) 김홍수(33) 손계욱(28) 권동일(33) 선석문(26)

권해욱(31)

��무기재료공학과 [1 명]

배병수(44)

��항공공학과 [4 명]

정우식(38) 이성철(29) 박정주(36) 황금 (40)

동창회비납부현황 | 학과별 동창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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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36 명] 

지태환(21) 최동규(24) 양인철(22) 조선휘(10) 최용석(42)

김정근(19) 성명미상 최상보(57) 양원호(15) 김주 (19)

유중희(11) 이호일(23) 정국환(35) 노세래(23) 이후식(30)

이동희(24) 이 재(23) 이우일(30) 김민수(39) 이정일(19)

오제환(30) 차건동(28) 김학준(26) 안상춘(26) 이석규(17)

성명미상 김천욱(13) 이현구(42) 박노상(15) 김 권(28)

조양래(18) 정원호(58) 한병익(35) 이종수(25) 박민서(37)

우진욱(53)

��기계설계공학과 [5 명] 

신현욱(50) 김형주(41) 김 성(37) 이경호(37) 김성윤(47)

��섬유공학과 [17 명]

안강환(51) 김성태(9) 권두섭(15) 강일우(29) 김상모(18)

이경환(41) 어당(26) 박종래(35) 오승환(25) 강성수(15)

조병철(19) 박종규(46) 김 섭(30) 이호경(34) 장상배(40)

김종욱(19) 박재범(46)

��요업공학과 [1 명]

김형준(30)

��자원공학과 [10 명]

강승주(24) 이희근(24) 박광표(8) 최우진(30) 김세준(41)

이태섭(26) 신현국(22) 김성언(29) 조 곤(28) 김 (10)

�조선공학과 [21 명]

이종례(15) 김응섭(19) 최재섭(41) 박홍만(40) 이장현(47)

강용규(10) 김상돈(39) 오귀진(23) 이신형(44) 고웅일(20)

박상호(34) 조정호(19) 최항순(24) 민철기(16) 이근명(21)

문길호(41) 장 태(42) 오창진(50) 이기표(26) 임종혁(18)

주 렬(30)

��원자핵공학과 [6 명] 

진금택(30) 함준호(29) 최덕규(20) 김희령(44) 이원순(28)

우진태(33)

��공업교육과 [10 명] 

이재순(32) 임동현(29) 이종 (36) 최 태(28) 하 식(29)

주 재(30) 한창석(26) 송진해(26) 이병효(21) 김병길(22)

��공업화학과[4 명] 

김명호(33) 윤제용(38) 이종 (36) 류무열(35)

��학과미상 [11 명]  

정상근 박재룡 구자 김정식 김

박종혁 정상구 이성배 이희성 ㄜ테라

김 권

��명예동문 [1 명]

유기윤

��정보미상 [59 명]  

지로용지에정보가기재되어있지않은분들입니다.

※동문님의정성어린납부감사합니다. 

동창회비는동창회운 뿐만아니라「서울공 」지발간등모교지원에매우유용하게사용되고있습니다.

※회비를납부하셨으나납부자정보를정확히기재하지않아명단에누락된분들이계십니다. 

이점양해바라며동창회사무실(02-880-7030)로연락주시면처리해드리겠습니다.

※동문회비는서울공 지에첨부된지로용지나계좌이체 ((농농협협 330011--00110055--77449922--9911 서서울울공공 동동창창회회)) 를통해납부하실 수있습니다.

(연회비3만원, 종신회비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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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

김용식(31회)동문 건국 학교 교학부총장 임명

건국 학교는 지난 9월 1일자로 김용식(31회,

건국 학교)동문을 교학부총장으로 인사발령하

다. 김 동문은 1992년부터 건국 학교 건축

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건축공학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김봉렬(34회)동문 한국예술종합학교 7 총장 취임

지난 8월 26일 김봉렬(34회, 한국예술종합학교)

동문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제7 총장에 임명되

었다. 29일 오후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예술극장에서 김봉렬 제7 총장의 취임

식이 열렸다. 김 동문은 국가 빈관 삼청장 등을

설계하고 여주 릉 종합정비계획에 참여, 문화

재위원, 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

서 한국 고건축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김 동문은 1997

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학처장(2001~2005),

기획처장(2007~2009), 미술원 건축과장(2012) 등을 역임하 다.

고등학생을 위한 여름건축학교

7월26일 개최된 여름건

축학교는 예년에 비해

지원자가 많았는데 그

중 선발된 15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참석하

다. 참가한 학생들은 재

학생 도우미들과 함께

김승회 교수님의 오리

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백 진, 강현구 교수님의 교양강의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20

개조로 나뉘어 김승회 교수님과 여러 조교들과 함께 공간 구성 실험

프로그램에 참여하 다. 공간 구성 실험 후반부에는 김승회 교수님과

조교들과 함께 각 조별 토론 및 크리틱이 진행되었고, 저녁식사를 마

지막으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고등학생들이 건축학을 체험하는 귀

중한 시간이었다.

건축학과 후기 학위 수여식

지난 8월 29일 서울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서울 학교 제68회

후기 학위수여식이 2013년 8월 29일 오전 10시에 서울 학교 관악캠

퍼스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어서 건축학과에서는 박사과정 4명,

석사과정 14명, 학사과정 16명(건축학전공 26명, 건축공학전공 20명)

의 학위 수여를 축하하기 위한 학과기념행사가 열렸다. 학과 건물 4층

로비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학교 교수 16명들 100여명이 참석하 다.

전봉희 학과장이 졸업생들에게 직접 학위를 수여 하며, 앞날에 한

건승을기원하는덕담을건넸다. 이어재학생을 표하여 김성현(건축

공학 회장) 학생이 졸업생을 위한 송사를 하 으며, 졸업생들을 표

하여 박선호(건축학 전공)학생이 표연설을 하 고, 답사에는 임태

구(원우회회장)학생과전임원우회회장인신세철학생이답사를하

다. 이날 졸업식에는 김정식(12회, 디엠피건축 회장)동문과 동창회 상

임 부회장인 이성환(26회,  한울건축)동문이 초청을 받아 졸업축사를

하 다. 김 동문은 이날 축사에서 선배로서“건축가에게는 창의성이

요구되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란 기존의 관행과 싸우고, 상식과 싸우

고, 관습에 도전하는 것

입니다.”는 말과 합께

후배들을 격려하 다.

참석한 모든 교수님과

졸업생들의 기념촬 을

마지막으로, 건축학과

학위수여 기념행사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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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동문회

전기동문회 홈커밍데이 개최

서울 전기동문회 2013년도 홈커밍데이가 지난 9월 7일(토) 오후 4

시에 서울 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장세창(전기23회) 동문회장

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80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각종 게임과 레크

리에이션에 참가하여 푸짐한 선물도 받고, 다과와 만찬을 나누며 동

문 간의 우정과 가족 간의 추억을 남기는 귀한 시간이었다. 올해 홈커

밍데이 지원 기수인 40회(김규찬 기간사)는 19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다수참석기상을 수상하 고, 성용선(23회) 동문 가정과 황수철(30회)

동문 가정이 각 5명씩 참석하여 다수가족참가상을 받았다. 매년 변함

없는 협찬으로 그 풍성함을 더해주시는 이달우(7회, 떡100개), 이임

택(19회, 수건150장), 장세창(23회, 골프공set100개), 이상호(24회,

고추장set100개) 동문과 자연산 진주목걸이(2점)을 후원해 주신 정종

섭(20회) 동문께 감사의 말 드린다.

전자동문회

전자동문회 2013년도 상반기 기간사회의 개최

전자동문회 기간사회의가 4월 8일에 장원한정식에서 개최되었다. 

안수길(8회) 원로 동문님과 이민철(16회), 신현직(22회), 김철동(25

회), 정진용(28회), 신갑섭(31회), 이상식(39회), 최천원(40기), 이혁

제(49회) 동문님과 박병국(36회) 간사장께서 참석하신 이번 회의에서

는 2013년 정기총회 행사 준비 및 기별분담금 납부 독려, 경하기 및

근조기 홍보와 활용 방안에 하여 논의하 으며, 올해 정기총회 참

가비 인상 건에 해서는 회장단 회의에 안건을 올리기로 하 다. 

2013년도 상반기 회장단-고문 연석회의/전자전기정보장학재단

이사회 개최

전자동문회 회장단-고문 연석회의 및 전자전기정보장학재단 이사회

가2013년4월26일에달개비에서개최되었다. 이희국(28회) 동문회장

님을 비롯하여, 이충웅(12회), 성굉모(23회), 김정식(10회), 김철동(25

회), 이병기(28회), 백만기(30회), 이재홍(30회), 전국진(31회), 김만식

(33회) 동문님과 박병국(38회) 간사장님께서 참석하신 이번 회장단-

고문 연석회의에서는 기간사 회의에서 상정된 2013년도 정기총회 장

소와참가비인상및홍보방안에 하여중점논의하 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해서는10월하반기회의에서재논의하기로결정하 다. 

전자동문회 이메일 계정 변경 공지

학부 메일 서버 문제로 인하여 기존 메일 계정인 eeaa@ee.snu.ac.kr

신에 eeaasnu@gmail.com으로 계정을 신설하 다.

전자전기정보장학재단 1학기 장학생 선정회의

1학기 장학생 선정회의가 2월 7일(금) 학내에서 개최되었다. 선정회

의에서는 후배사랑 장학생으로 학원생 7명, 학부생 9명이 선정되었

으며, 김정식 특지 장학생은 학부생 6명, 학원생 4명이 선정되었고,

권오현 장학생은 학부생 2명이 선정되었다.

전자전기정보장학재단 김정식 특지장학금 장학생 간담회

장학생들과 가까이에서 하물없이 화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위

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평소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후원을 하고

계시는 김정식 회장님의 인생 철학과 후배들을 향한 마음을 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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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되었다. 1학기 간담회는 2월 21일(목)에 개최되었고 2학기 간

담회는 8월 21일(수)에 개최되었다. 

김정식 특지장학금 수여식

김정식 특지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2월 21일 서울 학교 문화관 중강

당에서 개최되었다. 김정식 특지장학금은 평소 모교 발전과 후배 육

성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시는 김정식 동문( 덕전자 회장, 전자6

회)께서 서울 전기정보공학부 후배들을 위해 지정한 기부금으로

2013년 1학기에는 9명의 학부생들과 학원생들에게 28,858,000원

이 지급되었다. 2학기 김정식 특지장학금 수여식은 지난 8월 21일 서

울 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10명의 학부생들과 학

원생들에게 33,054,000원이 지급되었다.

전자전기정보장학재단 후배사랑 장학금 수여식

- 일시: 2013년 3월 5일(화) 오후 12시 30분

- 장소: 서울 학교 교수회관 제2회의실

지난 3월 5일 서울 학교 교수회관 제2회의실에서 2013학년도 1학기

전자전기정보장학재단 후배사랑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여, 총 18명

의 전기정보공학부 장학생들에게 49,921,000원의 장학금을 지원하

다. 이번 수여식에는 이병기 재단 이사장(전자 28회, 서울 교수)과

김정식 이사(전자6회, 덕전자 회장), 이충웅 고문(전자12회, 서울

명예교수), 이재욱 이사(전자19회, (주)노키아티엠씨 명예회장), 이광

복 전기정보공학부 학부장 등 학내∙외 인사들이 참석하여 후배들을

격려하고 꿈과 비전 그리고 나눔을 통한 사랑 실천의 메시지를 전하

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전자전기정보장학재단 2013년도 2학기 장학생 선정회의

- 일시: 2013년 8월 7일(수) 12시

- 장소: 라쿠치나 (서울 점)

2학기 장학생 선정회의에서는 후배사랑 장학생으로 학원생 10명,

학부생 8명 선정되었으며, 김정식 특지 장학생은 학부생 6명, 학원

생 4명이 선정되었다. 권오현 장학생은 1학기와 동일하게 학부생 2명

에게 연속 지원이 결정되었다.

전자전기정보장학재단 후배사랑 장학금 수여식

지난 9월 6일 서울 학교 교수회관 제3회의실에서 2013학년도 2학기

전자전기정보장학재단 후배사랑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여, 총 20명

의 전기정보공학부 장학생들에게 59,939,000원의 장학금을 지원하

다. 이번 수여식에는 이병기 재단 이사장(전자 28회, 서울 교수)과

김정식 이사(전자6회, 덕전자 회장), 이충웅 고문(전자12회, 서울

명예교수), 이재욱 이사(전자19회, (주)노키아티엠씨 명예회장), 이희

국 동문회장(전자 28회), 이광복 전기정보공학부 학부장 등 학내∙외

인사들이 참석하여 후배들을 격려하고 꿈과 비전 그리고 나눔을 통한

사랑 실천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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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공학과 동창회

조선해양공학캠프 개최

학입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조선해양공학에 한 흥미와 관심

을 갖게 함은 물론 조선해양공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몸소 느낄 수 있

게 하여 조선해양공학자로서의 꿈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3년 8월 5일(월) '서울 학교 조선해양공학캠프'가 39동 다목적회

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참가 신청자 중 총 100명을 선발하 고, 최종

적으로 99명(남: 80명, 여: 19명)이 참석하 다. 이 날 행사에서는 참

석자에 한 환 인사와 '조선해양공학이란' 주제로 김용환 학과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하여, 조선해양공학에 한 궁금증을 학과 교수들이

직접 설명하여 주는 Q&A 시간, 캠퍼스 투어와 조선해양공학과 LAB

투어 등으로 일정이 진행되었다. 금번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캠프

를 통해 조선해양공학과가 어떤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곳인지 구

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조선해양공학에 해 그동안 가졌던 단편적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 다. 

조선해양공학과 해양플랜트 인력양성사업 시동 걸다: 해양플랜

트 협동과정 개설, 해양플랜트 특성화 학 사업 및 BK21 플러스

해양플랜트 창의인재양성사업 선정

조선해양공학과는 최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해양플

랜트 분야에 한 본격적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운 을 시작하

다. 최근 전세계 해양플랜트의 지속적 성장에 발맞추어 국내 조선해

양 산업체가 급격히 해양플랜트 산업으로 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

서, 국내 학교들의 교육프로그램들은 아직도 조선공학 분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 학교에서는 향후 국가 조선해양

산업을 이끌어갈 해양플랜트 분야의 세계적 기술리더를 양성하기 위

하여 2013년 2학기부터 해양플랜트 학원 협동과정을 시작함과 더

불어, 산업부가 지원하는 해양플랜트 특성화 학 사업과 BK21 플러

스 사업 등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선정됨으로서 체계적인 인재양성 교

육프로그램을 운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해양플랜트 협동과정과

특성화 학사업은 에너지자원공학과, 화학생물학부, 기계항공공학

부 등과 연계한 사업단을 구성하여 해양플랜트 공학의 융합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 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부 및 학원생들의 국내외 견학과 해외 인턴쉽, 해외 전문가 초청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지원 시스템을 운 할 수 있게 되었다.

최항순 명예교수, 한민국 학술원 회원 선정

한민국학술원(會長 朴煐植)은 2013년 7월 12일(금) 개최한 정기총

회에서 서울 명예교수 최항순(조선해양공학, 67세) 등 3명을 신임회

원으로 선출하 다. 이번에 선출된 신임회원은 분야별 표적인 학술

단체에서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에 해 회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회의승인을받아신임회원으로선정되었다. 

최항순 명예교수는 서울 학교, 함부르크 학과 뮌헨공 를 거쳐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서 교수로 재

직하며, 한조선학회장,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회장, 한국해양수

산기술진흥원 이사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학술위원회 위원 등을 거

치며 국내 조선해양공학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있다. 조선해

양공학과에서는 그동안 고 김재근 교수, 고 황종흘 교수께서 한민국

학술원의회원을역임하셨고, 최항순교수께서3번째로선정되었다. 

토목공학과 동창회

서토산 모임(서울 학교 토목동창회 산악회) 

서토산은“서울 학교 공과 학 토목동창회 산악회”의 애칭이다. 매

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9시 사당역에 모여서 관악산을 등반하며

동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서토산 모임은 부부동반 산행, 신입생과 재학생이 함께 하는 산행, 축

령산 및 타 지역 특별산행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더욱 친숙한 모습

으로 동문 여러분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 장 소 : 사당역 만남의 광장(지하)

- 일 시 :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오전 9시)

일자 산행지 비 고

1/26 청계산 41/4분기 특별산행 ( 중교통)

2/23 관악산 2013년 시산제

3/30 관악산 2013년 신입생&재학생과 함께

4/27 관악산 공 동창회와 함께

5/25 소백산 2/4분기 특별산행 (전세버스)

6/29 관악산

7/27 관악산

8/31 청계산

9/28 관악산

10/26 백운산

11/30 예봉산 4/4분기 특별산행 ( 중교통)

12/28 관악산 2013년 송년 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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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서토산

서토기 모임(서울 학교 토목동창회 기우회)

서토기는“서울 학교 공과 학 토목동창회 기우회”의 이니셜을 따

서 만든 바둑모임의 애칭이다. 올해는 5월달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주 세종원(교 역 10번 출구)에서 오붓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바

둑모임을 가지고 있다. 

서토기 모임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김윤 프로기사가 참석

하여 동문들과 지도 다면기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달 9/14(토)에는

제4회 서토기 친선바둑 회가 개최된다. 

- 장 소 : 세종원 (02-3478-2500 / 교 역 10번 출구)

- 일 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오후 2시)

서토야 모임(서울 학교 토목동창회 야구동호회)

서토야는“서울 학교 공과 학 토목동창회 야구동호회”의 이니셜

을 따서 만든 야구관람 모임의 애칭이다. 매년 잠실야구장에서 이루

어지는 야구경기를 단체 관람한다. 4월부터 9월까지 월 1회씩 총6회

관람한다. 

- 장 소 : 잠실야구장

- 일 정: 월 1회 (4월�9월, 총 6회)

서토야 일정

서토구 모임(서울 학교 토목동창회 축구동호회)

서토구는“서울 학교 공과 학 토목동창회 축구동호회”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축구관람 모임의 애칭이다. 매년 1�2회 정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축구경기를 SKY BOX에서단체 관람한다. 

올해는 6/1(토) 24명의 동문, 가족들이 모여 FC서울 vs. 전남의 경기

를 관람하 다.

일자 산행지 비 고

1회 4/30(화) 기아 vs. 두산

2회 5/23(목) 두산 vs. 넥센

3회 6/12(수) SK vs. 두산

4회 7/17(수) 두산 vs. NC  

5회 8/14(수) 롯데 vs. 두산

6회 9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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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구구분분야야 연연구구내내용용

8

기술경 경제정책협동과정

기술경 경제정책은 2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한다. 1994년 협동과정

‘기술정책전공’의 출범이 본 과정의

시작이다.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이

루어 오다가 2007년 협동과정‘기술

경 전공’과 통합을 이루었고‘기술

경 경제정책’과정으로 새롭게 탄

생하 다. 2명의 전임교수로 시작한

우리는 현재 아홉 명의 전임교수와

150여명의 국내외 석박사 학원 생으로 이루어진 연구 교육 집단으로

발전했다. 협동과정의운 및교육에전념하는9명의전임교수(외국인교

수 1명 포함) 이외에도 산업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경제학부, 경 학과

등에서 15여명의 교수님들이 겸임교수님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업, 정

부, 연구소, 국제기구 출신 등 산업 현장 출신의 객원 교수님(5~6명)들도 참

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개발도상국 IT 및 에너지 정부부처 공무원을 상

으로 하는 석 박사 학위 프로그램인 ITPP (Information Technology Policy

Program) 및 IEPP (International Energy Policy Program)도 운 하고 있다. 외

국인 학생의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는‘기술’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술과 경 , 기술과 경제, 기술과 정책을 포함하여 기술과 여

타 학문분야와의‘경계 역’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

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기술 및 타 역에 한 깊이 있는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넓은 시야, 역간의 소통 및 종합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과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먼저 학생이 부족한 분

야에 해 강의를 중심으로 한 이론 학습이 이루어진다. 학위 (공학, 경제

학, 경 학, 행정학)에 따라 관련 학원 중심으로 강의를 수강한다. 동시

에 교양 독서를 통해 시야를 넓히고, 명사초청강연을 통해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해외 인턴십을 통해 세계 현장 경험을 한다. 또

한 기타 과정의 행사 공동 참여를 통해 리더십 및 협동심을 기른다. 지도

교수 선정 후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도 참여한다. 경계 역에서의 이슈와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간이다. 이 과정에서

전임교수∙겸임 교수∙학생, 전임교수-객원교수(현장전문가)-학생,

산업체학생∙일반학생-공무원 학생, 외국인 학생∙일반 학생 등 다양한

형태의 조합을 통한 융합적 공동 연구가 가능하다. 

졸업생들은 기술 중심 기업의 기술기획, 기술관리, 사업화 부문에 진출이

활발하고 금융권의 진출도 활발한 편이다. 박사과정 출신자 들은 민간경제

경 연구소, 정부출연구소 (산업기술연구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학교 교수 (산업공학과, 경제학과, 경 학과, 에너지정책 학원 등), 국

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등)의진출하고있다. 

황정아 TEMEP 박사과정 _ 저는 국제 학원에서 공부한 후 기술경 경

제정책(TEMEP)과정으로 진학했다. 저는 석사기간동안 국제관계안에서

선∙개도국의 개발, 통상에 한 이슈들을 접하면서 이런 이슈들은 한 국

가의 기술개발, 혁신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

다. 이와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문을 두드린 곳이 바로

TEMEP 과정이다. 그동안 저는 이곳에서 기술정책과 경 에 관한 다양한

수업뿐 아니라 UNDP 프로젝트, 미국 SK이노베이션에서의 인턴생활 등

을 통해 기술정책과 경 에 해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저와는

다른 다양한 전공과 환경 속에서 공부한 친구들을 만나 새로운 시각을 가

질 수 있었다. 현재는 기술혁신이라는 키워드 아래‘국제 통상, 국제 기술

이전’에 해 연구하고 있다. 특히 로벌 아젠다인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졸업 후에는 UN과 같은 국제기구 등에서 개도국의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을 연구하고, 국제관계속에서 개도국의 입장을 변

할 수 있는 사람을 꿈꾸고 있다. 기술경 뿐 아니라 기술정책, 국가 발전

등에관심이많은학생이라면우리과정을추천한다. 

- 효용이론에기반한소비자수요예측

- 의사결정단위의관점으로부터 도출된혁신의확산

- 생산성및효율성

- 기업혁신동태분석

- 혁신시스템, 산업형성

생산성

/혁신

기술시장

수요예측

- 개방형혁신

- 기술제휴및협력관련연구

- 기술보호및관리관련연구

- 기술활용관련연구

- Economic Impact and Critical Success Factors of Bio-

medical Clusters

- Innovation in the Korean Biotechnology Industry

- Mining of Healthcare Providers' Service Utilization Pattern

에너지

- 국제협력

- Network Neutrality

- 유저이노베이션관점의연구

- 차세 무선이동통신산업전략및정책

- 에너지환경부문의기술혁신

- 전통에너지산업의진화방향

- 온실가스배출잠재량평가및정책

IT 혁신

환경경

기술전략

사업화

바이오및

의료혁신

[TEMEP 연구분야 및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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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엔지니어링협동과정

서울 공 에는 바이

오를 주 전공으로 하

는 독립된 학부 또는

학과가 없는 신

학원 과정으로 바이오

엔지니어링 협동과정

이 있다. 이 협동과정

의 전신으로 1986년부

터 공과 학에‘생물

화학공학 협동과정’과

‘의용생체공학 협동

과정’이 별도로 개설

되어 있었다. 두 협동

과정은 2007년에‘바

이오엔지니어링 협동

과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발전적 통합을 이루었다. 이 협동과정에는 공 , 의 , 치 , 농

생명과학 소속의 52명의 교수님들이 참여한다. 공 에서는 화학생물

공학부, 기계항공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재료공학부 소속 30명의 교수

님들이 참여한다. 의 에서는 주로 의공학교실 위주의 11명의 교수님들

이 참여한다. 이는 외국 선진국 학의 바이오메디칼엔지니어링 학과에

공 , 의 등의 여러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이다.    

바이오엔지니어링 협동과정은 공학 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사용 기술을

생물학 분야와 의학 분야에 적용하는 융합 학문을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바이오전자 (의료기기), 의료정보학, 바이오기계 (수술용 로봇, 치료기

구), 생체재료 (인공장기), 바이오분자공학 (진단칩, 바이오시 러), 재생

의학 (조직공학, 줄기세포) 등의 학문을 연구한다. 이를 전공하는 바이오

엔지니어는 전통공학의 원리와 기술을 이용하여 생물학과 의학에서 부

딪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공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

류의 복지를 위한 기술개발에 있다. 따라서 바이오엔지니어링의 궁극적

인 목표는 인류를 질병에서 해방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휴먼테크놀로지’의 개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류의 가

장 큰 관심사가 건강임을 상기하면서, 바이오엔지니어링 분야는 이제 서

울 학교 뿐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가의 공 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전공분야가 되었다. 

본 협동과정에는 2013년 1학기 현재 석사과정 31명, 박사과정 23명이 재

학 중이다. 학원생 참여 프로그램으로 바이오엔지니어링 협동과정 학

술 회, 의공학교실 워크샵, 생물방 체육 회 등이 있다. 졸업생들은 삼

성전자, 아모레퍼시픽, LG생명과학, CJ제일제당 등의 산업계와 한국생

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연구소에서 또는 교수, 변리사

로서 큰 활약을 하고 있다. 

유승미 바이어엔지니어링 석박사통합과정 _ 5년 전 생명공학 쪽에 관심

이 많아서 큰 기 감으로 화학생물공학부에 학부 1학년으로 입학했지만,

생명공학 과목들에 집중하기 보단 물리, 화학 그리고 생물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과 커리큘럼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다. 그러던 중 공 에

서 red biotechnology를 연구하시는 한 교수님의 학부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고, 망설임 없이 그 교수님의 실험실에서 인턴을 하고 바이오엔지니

어링 협동과정으로 입학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바이오엔지니어링 협

동과정 교과과정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요즘 공학에서 한 가지 분야의

연구만으로는 좋은 연구를 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느꼈고, 바이오엔지니

어링 협동과정이야말로 보다 넓은 시야로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

반을 잘 마련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협동과정 전공수업에 뛰어난 연

사들을 초청해 현재 연구 경향을 소개해주고 열린 사고와 더불어 융합 전

문지식을 갖추도록 흥미로운 수업 커리큘럼을 제공해 주어서, 학부 때보

다는 좀 더 흥미롭게 바이오에 관해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수업과 연구실험 뿐만 아니라, 현재 학원 연구실 생활에서 소중한 추억

들을 많이 쌓고 있다. 지도 교수님은 항상 소속 학원생들에게 큰 관심

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인 지도를 해주신다. 주기적인 개인면담 그리고 발

표와 토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 랩 미팅으로 재미있고 열정적인

연구 토론을 한다. 그리고 학원생들이 행여 수업과 실험만으로 꽃다운

청춘시절을 다 보낼까봐 교수님은 연구실 소풍 혹은 나들이 같은 낭만적

인 행사를 자주 마련해 주신다. 봄 그리고 가을에 교수님과 랩 식구들이

가는 캠퍼스 내에서의 벚꽃, 단풍 소풍은 저희 실험실에서 절 빼놓을

수 없는 연중 행사이다. 뿐만 아니라, 한강 유람선 타기, 학로 연극보기

등 랩 식구들과 같이 소중하고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학원 바이

오엔지니어링 협동과정으로 입학하고 줄기세포 및 조직공학 연구실에

들어온 결정은 제 이십 에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로 기억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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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학협동과정

도시설계학 협동과정은 1998년에 개설되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도시공간의 양적 공급이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환경의 질을

다루는 전문가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 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공과 학

건축학과와 건설환경공학부, 농업생명과학 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환경 학원 환경계획학과와 환경조경학과가 공동으로 개설하 다. 현재

17분 교수님들이 겸임교수로 참여한다. 

도시설계학 협동과정에서는 현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다 능동적이고 협력적인 도시설계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한다. 교과과정은 도시설계 스튜디오와 세미나가 핵심과목이다. 스튜디

오 과목에서는 도시개발 및 재생, 주거환경, 신도시 계획 등에 필요한

도시설계 과정과 기법에 한 역량을 키우고 있으며, 세미나 과목은 도

시건축과 공간, 도시형태 및 역사, 도시설계 이론 및 사례를 심층 연구

한다. 

그 외 역사환경보존, 커뮤니티계획, 도시공공공간, 환경미학, 도시경관,

오픈스페이스, 친환경 및 생태공간, 부동산개발, 토지이용, 도시계획 등

도시설계 관련 다양한 과목을 제공한다. 교과마다 당면 이슈에 한 종합

적 이해와 더불어 문제 해결능력, 도시, 건축, 조경, 토목 등 인접분야와

다 역 협력 및 통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2013년 2학기 현재 27명의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그 동안

12명의 박사와 72명의 석사를 배출하여 도시설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에서 시 적 ∙ 문화적 가치를 다루는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Sasaki inc. international studio 등 국내외 형 설계사무소, 삼성물산,

GS건설, 현 건설 등 건설사와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울

연구원등연구소또는학계와공직으로진출하는등다양한분야에서활동

하고 있다.

이주경 도시설계학 박사과정 _ 학부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후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석사과정으로 진학했다.

석사과정을 통해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 조경, 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시

각은 물론, 팀을 이루어 도시설계스튜디오 과제를 수행하고 공모전에 참

여하면서 협력적인 문제해결능력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석사 졸업 이후

약 5년간 신도시개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

획과 도시설계 실무를 경험하 다. 

현재는‘커뮤니티 계획’에 관심을 갖고 이를 연구하고자 박사과정에

진학하 다. 커뮤니티 계획은 일반주거지와 같은 일상생활 역을 주

민의 참여를 통해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새롭게 부상하는 도시계

획 접근방법이다. 

앞으로 한국 커뮤니티의 실상과 변화과정, 이에 한 정책개입 및 법제

도에 한 이해를 넓히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우리 과정은 이

러한 복잡한 도시문제를 다양한 시각과 배경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교수

님들과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론뿐 아니라 실무로

부터 나오는 아이디어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선배들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도시환경의 디자인문제에 관심이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

동네길, 내가 살고 있는 마을과 도시를 좀 더 아름답고 편리하게 만들

고 싶은 학생이라면 우리과정에 들어오는 것을 환 한다. 

1. 10주년 기념(2008년)

2. 15주년 기념(2013년)

3. 2013년1학기세종시답사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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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학장학금수여식

2. SimulationX 교육특강포스터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협동과정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 협동과정은 2013년 2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

여 운 되고 있으며, 조선해양공학과,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화학생물공

학부, 기계항공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지구환경과학부의 교수님 11분

이 겸무 교수로 참여하고 있다.

설립의 배경은 세계 1위의 한국 조선 산업이 해양부문의 매출과 시장점유

율을 확 하고 있으나, 핵심엔지니어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경

쟁력 제고에 차질 우려되고 있는 반면, 학의 인력양성 시스템은 선박설

계 교육에 머무르고 있어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능력을 배양하는데 한

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2020년까지 약 2,000명의 해양

플랜트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부족인력에 한 동

종사 간 스카우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업계 차원에서 우

수인재를 조기에 확보∙양성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산업현장

수요중심의 인재양성 모델을 정착∙확산시키고자 협동과정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전공을 설립하게 되었다.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전공은 단기적으로 조선 산업의 신성장 동력인 해

양플랜트 분야에 중요한 우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면서, 해양산업이 갖

고 있는 배타적 시장 특성을 타파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의 저변을 확 하

여, 2030년 세계 1위의 해양 산업 구축에 필요한 첨단 이론과 기술을 겸

비한 200명의 국내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내부적으로 해양공학 분야의 학제간 학문 융합을 기반으로 조선해양 산

업 분야에서 세계수준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외부적으로는 해양공학 분

야의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21세기의 해양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

는 인재 양성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오유택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석사과정 _ 전역 후, 복학을 하여 3학년

수업을 듣던 중, 우연히 연구실 인턴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듣게 되었다.

사실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할 생각이었지만 학원은 어떤 곳인지 궁금

하여 인턴을 시작하 다. 하지만 학부 때는 알기 힘들었던 더 넒은 사회

와 지식을 경험하고 나니 학업에 한 욕심이 생기게 되었다. 그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해양플랜트 및 subsea 분야 는데 운이 좋게도 해

양플랜트 협동과정이 생기게 되어 서슴없이 지원하게 되었다. 

국제 유가가 계속 높아지면서 해양플랜트에 한 수요가 높아졌고, 세계

조선시장이 침체됨이 따라 국내 조선사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해

양플랜트 및 subsea 산업에 한 연구와 투자를 확 하고 있다. 여기에

학과 정부의 관심 또한 더해지면서 해양플랜트 협동과정이 생기게 되

었다. 해양플랜트 산업 육서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

문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꼭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협동과정의 장점인 것 같다. 더불어서 학업과 연구에 매

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 또한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인턴쉽과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계획하

고 있는 중이다. 

조선산업과는 달리 해양플랜트 및 subsea 산업의 국내 기술력은 유럽, 미

국 등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단순히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을 보기 보다는, 학업에 한 열정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강

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저 또한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에 큰 몫을 해야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학업에 임하

고 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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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특강2] 2013년 6월 15일 토요일 본교 규장각에서 AIP 49기

의 두 번째 주말특강이 열렸다. 이번 특강은 중어중문학과 허성

도 교수를 초청하여“우리역사 다시보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

행하 으며 우수한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 후에는 규장각 전시실을 관람하고 점심식사를 하며

특강을 마무리 하 다. 특히 이번 특강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

는자리를마련하여더욱의미를더했다.

[수학여행] 2013년7월19일금요일에서21일일요일까지2박3일에

거쳐일본고마쓰에서AIP 제49기수학여행이진행되었다. 고마쓰는

일본3 명산의하나인하쿠산, 일본3 정원으로유명한겐로쿠엔

등유명관광지외에도스키, 온천의천국으로불리는곳이며, 윤봉길

의사기념비가위치해있는역사적으로도큰의미를가진도시이다.

이번수학여행은49기수료식이얼마남지않은시점에서원우간우

애를더욱돈독히할수있는좋은시간이었다.

[수료논문 발표 및 심사] 2013년 7월 31일 수요일에는 운 교수

및 논문심사위원들을 모시고 각 분과별로 수료논문 발표 및 심사

가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에서는 강호규 삼성전자 전무의「이종

산업간의 Creative Copy: 반도체 Case Study」, 임인철 한국원자

력연구원 본부장의「연구용 원자로“하나로”발전 전략 이행 평

가를 위한 TSM 진단법 활용에 한 연구」, 이석우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본부장의「벤처∙중소 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공용인프라

지원 방안 연구」, 장혁 삼성전자 전무의「연구방법 고도화를 통

한 전기화학 에너지 변환 기술 혁신」, 이경수 ㄜ경봉 표이사의

「Mash-Up을 활용한 CCTV 최적 설치위치 및 사각지 (Blind

spot)분석 결정 방안 연구 -안양시를 중심으로-」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선정되었다.

[제 49기 수료식] 2013년 8월 16일 금요일 문화관 중강당에서

AIP 제 49기 수료식이 열렸다. 변창구 부총장, 이우일 공과 학

장, 고승 주임교수, 운 교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임

교수의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이수패 및 상패 수여식이 진행되었

다. 이우일 학장의 식사, 변창구 부총장의 치사, AIP 총동창회 강

보 회장의 축사, 49기 권기욱 회장의 답사로 식이 마무리 되었

고, 만찬을하며축하하는시간을가졌다.

[AIP총동창회일정안내]

**22001133년년99월월1111일일AAIIPP총총동동창창회회 회회장장단단 조조찬찬회회의의

-일시: 2013년9월11일(수) 오전7시30분

-장소: JW메리어트호텔3층미팅룸1

**22001133년년99월월2255일일AAIIPP총총동동창창회회 정정기기학학술술세세미미나나

-일시: 2013년9월25일(수) 오전7시30분

-장소: JW메리어트호텔그랜드볼룸

**22001133년년1100월월2200일일AAIIPP총총동동창창회회 추추계계 골골프프 회회

-일시: 2013년10월20일(일) 오전11시30분

-장소: 리베라컨트리클럽

>> 문문의의 :: Tel : 02-880-7021, 1636 / E-mail : aip@snu.ac.kr

http://aip.snu.ac.kr

1

2

1. 주말특강 2.수학여행 3. 수료논문발표및심사 4. 제49기수료식

3

4

최고산업전략과정(AIP) 소식

AIP | ACPMP | AIS | NIP | FIP | ACNP | E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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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ACPMP 관악음악회]

올해로 8회를 맞는 ACPMP 관악음악회가 6월 11일(화) 오후 7

시에 교수회관 본회의실에서 개최 되었다. ACPMP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ACPMP 10기와 사무국이 주관하는 본 행사는

ACPMP 동문 및 동문 가족이 함께하는 Home Coming Day 행

사로서 비가 오는 날씨에도 약 35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박나림 MC가 진행한 1부에는 서울 음 중창단 예가

와 소프라노 김희정, 바리톤 박형준, 소프라노 임경애와

ACPMP 동문인 7기 오진원(SK건설(주)) 상무와 10기 조주태

(법무법인(유)동인) 변호사가 가곡공연을 펼쳤다. 2부에는 심현

섭 개그맨의 진행으로 유익종, 양하 , 박학기, 이지훈, 자전거

탄 풍경의 중가요 공연이 펼쳐졌다. 

[건설산업최고경 자 조찬회]

제 83차 조찬회:  6월 19일(수) 조찬회는 서울 의 내과 정현

채 교수의“웰빙의 완성, 웰다잉”특강과 열린노무법인 전혜선

표의“신정부의 노동정책과 응방안”건설브리핑이 있었다.

제 84차 조찬회: 7월 10일(수) 조찬회는 국토교통부 박기풍 제1

차관의 "건설부동산 정책방향" 특강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

윤경, 이홍일 연구위원의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건설브

리핑이 있었다.

[건설산업최고경 자 조찬회 워크샵]

조찬회 워크샵이 6월 6일(목)~6월 9일(일)에 만에서 진행되었

다. 40여명의 조찬회 회원들은 화리엔, 야류 해상 국립공원, 101

타워, 고궁박물관, 충렬사 등의 만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 다.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ACPMP) 소식

1

2

1, 2. 제8회ACPMP 관악음악회 3, 4. 건설산업최고경 자조찬회워크샵

3

8

AIP | ACPMP | AIS | NIP | FIP | ACNP | E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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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5. 10기자치회워크샵 6, 7. 제1차토론발표회

7

[10기 해외연수세미나]

ACPMP 10기는 6월 29일(토)~7월 6일(토) 일정으로 러시아 해외

연수 세미나를 진행하 다. 성피터스버그, 모스크바, 수즈달 등

의명소를방문하며친목을다지고, 세미나하는시간을가졌다.

[제1차 토론발표회]

7월 23일(화) 10기 제1차 토론발표회가 열렸다. ‘한국건설에 길

을 묻다’라는 주제를 가진 이번 토론회에는, 5개 분과에서

‘① 한국건설, 이 로 지속가능한가 ② 한국건설의 위기의 실체

분석 ③ 한국건설의 생산성, 이 로 좋은가 ④ 해외건설시장의

위기와 기회 ⑤ 한국건설의 이미지와 문화 실체’라는 5가지 주

제를 가지고 약 4개월 간 토론 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 다.

이현수 주임교수, 홍성걸 교수부장 등 ACPMP 운 위원 9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 고, 연말에 최우수 및 우수조와 개인 발

표우수상에 한 시상이 있다.

[10기 자치회 워크샵]

10기 자치회 워크샵이 8월 30일(금)~8월 31일(토) 이천실크밸

리 골프클럽과 금강센테리움 컨트리클럽에서 진행되었다. 10기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워크샵은 특강, 골프 및 관광, 왈츠 강습,

친교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총동창회 골프회∙등산회 모임]

ACPMP 총동창회 골프회와 등산회는 새로 취임한 임원진(골프

회장 7기 기세도, 등산회장 4기 유병곤)이 주최하는 하반기 첫

정기모임을 가졌다. 골프회는 7월 13일(토) 양주 CC에서, 등산

회는 8월 31일(토) 운길산에서 모임을 가졌고, 다음 골프회 모임

은 9월 14일(토) 여주 블랙스톤CC에서, 다음 등산회 모임은 11

월 2일(토) 내소사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 문문의의 :: 서서울울 AACCPPMMPP사사무무국국

02-882-2623, 2612

http://acpmp.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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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산업시찰-보령화력본부 2. 1학기종강단합행사 3, 4. 국외산업시찰-스페인/포르투갈

3

4

[국내산업시찰-보령화력본부] 5월 23일(목) 정현교 운 위원

교수 인솔 하에 보령화력본부를 방문하 다. 국내 최 규모의

화력발전소로 한민국 최초의 표준 석탄 화력발전소인 보령화

력본부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 중 8%를 차지하고 있는 규모 전

기생산기지이다. 종합 전기에너지 체험관인 보령에너지월드에

도착하여 홍보전시관 견학 및 상 관람 후, 제어실 및 전망 견

학이 이어졌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규발전소 건설로 그 역할을

이어가길바라며견학을마무리지었다.

[3차 토론회] AIS과정 제 3차 토론회가 6월 4일(화) 진행되었다.

“미래건설산업 발전방향”주제로 진행된 3차 토론회는 정충기 운

위원 교수가 지도 및 심사하 다. 각각 분야별로 나누어 교량,

철도, 해외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및 발전방향에 한 토론이 진행

되었다. 건설산업이 국민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창출 및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

업분야로 인식하여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

다고 생각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이것으로 1학기 토론회 일정은

마쳤으며, 2학기에도교육생들의발전된모습을기 해본다.

[1학기종강단합행사]6월 5일(수) 1학기 종강 단합행사가 진행

되었다. 관악산 등반으로 김형준 주임교수의 인솔하에 진행되었

다. 한 학기를 마무리 하는 체육행사로 교육생들과 친목을 다질

수있는좋은기회 다. 

[국외산업시찰-스페인/포르투갈] AIS과정 9기 교육생 일동은

해외산업기술 및 산업안전에 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6월 14일

부터 23일까지 7박 10일 일정으로 스페인/포르투갈 국외산업시

찰을 다녀왔다. 이번 산업시찰은 김형준 주임교수, 홍유석 운

위원 교수의 인솔 하에 진행되었다. 견학 일정 중 안달루시아 테

크놀로지 파크(Parque Tecnologico de Andalucia, S.A.)를 공식

방문하여 테크노파크 및 세계첨단 고속철도 제조센터 시찰을 통

해 선진 산업시스템 벤치마킹/현황과 현안 브리핑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7,000개의 국제적인 기업이 입주해 있는 포

르투갈의 첨단 IT산업의 중심지인 IT산업단지 타구스 파크

(Campus Taguspark)도시찰하 다. 

1) 수업기간: 2014년3월-2015년1월(전일제)

2) 수업시간: 매주월요일~금요일(9:30~15:20)

3) 입학자격: 공∙사기업및산업계기관부장급이상

4) 접수기간: 2014년1월6일~2월14일

>> 문문의의 :: ais@snu.ac.kr / http://aissp.snu.ac.kr

02-880-9328  AIS과정행정실

산업안전최고전략과정(AIS) 소식

AIS 10기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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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제7기해외연수 2. 제7기졸업논문목록 3. 제7기수료식

3

나노융합IP최고전략과정(NIP) 소식

[제7기 해외연수]

나노융합IP최고전략과정(이하 NIP과정, 주임교수 전기정보공

학부 박 준)은 지난 2013년 7월 19일(금)-21일(일), 2박 3일

간 일본 시마네 현에서 산업기술센터 방문 및 해외연수 일정을

가졌다. 7기 수강생 22명과 조동성 프로그램 위원장과 박 준

주임교수를 비롯한 운 교수 및 운 진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

데, 산업기술센터에서 요시노(吉野) 소장의 특강과 함께 나노기

술과 관련한 연구시설을 견학하 다. 

[제7기 논문워크샵]

NIP 7기 졸업논문 심사를 위한 논문워크샵이 2013년 8월 23일

(금)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진행되었다. NIP 졸업논문은 7기 과

정 동안 제공된 기술트랜드 강의와 IP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

성되며, 수강생이 원하는 경우 강의교수가 직접 논문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 다. 논문워크샵에서는 4개 분야 총 6편의 팀 논문

이 발표되었으며, 심사결과 Nano Materials(2) 팀의‘그래핀을

이용한 전자파 차폐’가 최우수 논문으로, Energy Clean

Tech(2)팀의‘HCPVT 기술분석과 사업화 전략’이 우수논문으

로 선정 되었다.

[제7기 수료식]

2013년 3월부터 시작된 NIP 제7기 과정이, 지난 8월 30일 (금),

변창구 교육부총장과 유기윤 외부학장, 박 준 주임교수 및

운 위원 교수, 수료생과 가족들을 초 한 가운데 엔지니어하

우스 강당에서 제7기 수료식을 가졌다. 제7기는 총 30명이 입

학한 가운데 27명이 수료하 으며, 개근상 3인, 최우수논문단

체상, 우수논문단체상, 특별공로상과 모범원우상 등에 한 시

상이 이루어졌다. 수료식 이후 이어진 만찬에서는 서울 음

재학생의 축하공연이 있었으며 더불어 원우들의 수료 소감을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이 진행되었다. 수료식 이후 원우들은 동창

회에 적극 참여하여 NIP과정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향한 기초를

다져나갈 예정이다.

>> 문문의의 :: Tel. (02) 880-8901

E-mail. nanoip@snu.ac.kr 

http://nanoip.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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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수학여행 2. 2학기개강특강및개강파티 3. 10기산업시찰

미래융합기술과정(FIP) 소식

[수학여행]

FIP 10기 수강생은 홍유석 부주임교수님과 7월 19일~21일(2박

3일) 일정으로 만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신죽 과학단지

및 중정기념당, 기륭, 국립고궁박물원 등을 방문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10기 원우회의 친목을 다지는 유익한 시간이 다. 

이번 수학여행으로 원우간에 더 많은 추억과 우정을 쌓는 유익

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었다. 

[2학기 개강특강 및 개강파티]

8월 20일(화)은 FIP 10기 2학기 개강일이 다. 2달간의 방학을

끝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2학기를 맞이하여 개강특강으로 <트렌

드코리아 2013: 한민국 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이라는 주제

로 김난도 교수님의 특강이 있었고, 자리를 옮겨 동천홍에서 저

녁식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만난 원우들과 회포를 푸는 즐거운

시간이 다.

[현 자동차 남양연구소 방문]

본 과정 제10기 수강생 일동은 윤명환 주임교수님과 이종수 운

교수님을 모시고 9월 6일(금) 경기도 화성의 현 자동차 남

양연구소를 방문하 다. 현 자동차 남양연구소 소개와 실차

충돌 시연, R&D역사박물관, 고주로체험등 다양한 시설을 투어

하 다. 저녁만찬 후 귀경길에 올랐다.

>> 문문의의 :: FFIIPP 행행정정실실

Tel : 02-880-2648 

e-mail : fip@snu.ac.kr 

Homepage: http://fip.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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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정책전문가과정(ACNP) 소식

[SNU-ACNP 과정 제 4 기 입학식]

서울 원자핵공학과 주관으로 운 중인 원자력 정책전문가

과정(ACNP, Advanced Course in Nuclear Policy, 주임교수 서

균렬)은 지난 8월 13일(화), 제4기 수강생 51명을 상으로 입

학식을 본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하 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과정은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언론인

등 각계 Opinion Leader들의 원자력에 한 폭넓은 이해를 돕

고, 실무적인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2기씩, 각 기수별

12주 과정(약 3개월)으로 운 되고 있다. 

올해는 제3기 (2월~4월)과 제4기(8월~10월) 두 번에 걸쳐 운

되고 있다.

※ SNU-ACNP 과정 : 매주 화요일, 15:00~19:00, 본교 호암

교수회관

본 과정은 우수한 강사진과 원자력 관련 산업시찰, 찬반토론 등

보다 다양하고 수강자-참여적인 수업으로 구성되어 원자력에

한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

통할 수 있었던 기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4기 과정

에서는 원자력계에 종사하고 있는 수강생뿐만 아니라 그린피

스, 녹색연합, 경주 YMCA, YTN, 원자력신문 등 시민단체 및

언론 소속 수강생의 참여로 보다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 되고 있다. 

본 입학식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문신학 과장

을 특별 초빙하여‘우리나라의 에너지와 원자력’특강을 개최하

다. 또한 지난 4월에 제 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

명된 이은철 전 주임교수를 신하여 주임교수를 맡게 된 서울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의 입학식사는 수강생을 비롯한

많은 외빈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과정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

하게 해주었다. 한편 본 과정에서는 입학식에서 선출된 임원들

을 중심으로 4기 자치회 모임, 전체 동문회 모임 등 수강자 네트

워크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문문의의 :: SSNNUU--AACCNNPP

서울 학교 원자력 정책전문가 과정

Tel) 02-880-2508 

E-mail) snuacnp@snu.ac.kr

Homepage) http://acnp.snu.ac.kr

1

2

1, 2, 3. SNU-ACNP 과정제4 기입학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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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프로젝트매니지먼트과정(EPM) 소식

[EPM 총동창회 임원 모임] 

6월 12일(수), 저녁 7시 교 역 서초 원한정식에서 EPM 총동

창회 모임이 있었다. EPM 1기부터 5기까지 스무명 가량의 총

동창회 임원진들이 참석하여, 선후배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EPM 자문회의] 

6월 19일(수), 저녁 6시 서울 호암교수회관 에뚜아르홀에서

EPM 자문회의가 열렸다. 

이우일 공 학장, 이현수 EPM 주임교수, 서울 강신형 교수,

정방언 부사장( 우조선해양), 김태훈 고문(포스코건설), 남충

희박사 (EPM강사), 진금택 사장 (한국CMC) 등의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EPM 5기 성과 보고 및 6기 추진 보고 후 자문위원들의

EPM이 나아가야 하는 방안에 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자문

을 구하는 시간이었다.  

[5기 졸업 논문발표회] 

8월 2일(금), 오후 2시 서울 학교 엔지니어하우스에서 EPM 5

기 졸업논문발표회가 있었다. 

이현수 주임교수, 박준범 부주임교수, 운 위원이자 가치창조

반을 담당하는 장범선 교수, 실천지성반을 담당하는 박창우 교

수의 심사로 이루어진 이번 논문발표는 가치창조반과 실천지

성반으로 나눠 개인당 15분 발표 - 10분 질의 응답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논문 심사 후 지적된 부분은 수정을 거쳐 최종 제출하는 형식이

었다. 논문 심사가 끝난 후에 이현수 주임교수님의 논문심사 총

평이 있었고, 라쿠치나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졸업논문발표회를

마무리하 다. 

1

2

1. 총동창회임원모임 2. EPM 자문회의 3. 5기졸업논문발표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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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3차 워크샵] 

8월 22(목)~8월 23일(금) 1박2일 동안 인천 송도 포스코 R&D

센터에서 EPM 5기 2차 워크샵 행사가 있었다. 이번 워크샵에는

서울 조선해양공학부 장범선 교수와 박창우 객원교수가 참석

하 다. EPM 5기 24명의 수강생들의 수료 전 마지막 졸업여행

성격의 워크샵으로 진행되었다. 한 학기 동안 EPM 과정을 같이

수강한 동기로서, 소회를 나누고, 친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5기 수료식] 

EPM 5기 수료식이 8월 23일(금) 오후 4시 서울 학교 로벌공

학교육센터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박준범 EPM 부주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수료식은 이현수 주임교수의 학사보고,

이우일 공 학장의 식사와 홍성걸 로벌공학교육센터장의 축

사, EPM 총동문회 윤종남 회장의 축사, EPM 5기 박용찬 회장

의 답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 이날 수료식에는 EPM 총동창회

윤종남(2기) 회장을 비롯한 EPM 총동창회 동문들도 참석하여

후배들의 수료를 축하하며 자리를 빛냈다. 24명의 수료자들은

서울 총장명의의 이수증서와 이수패, 공과 학 학장 및 로

벌공학교육센터(GECE)장 공동명의의 CEPM 인증패를 받았으

며, 성적이 우수하고 과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수료자들에게는

최우수 논문상, 우수 논문상, 최우수CEPM상, 우수CEPM상, 공

로상, 개근상 등이 수여되었다. 

가. 강좌명 :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성공

노하우

나. 개설일자 :2013년 9월 27일(금)~2014년 2월 28금) 

매주 금요일(14:00~21:00)  ※석식제공

다. 장소 : 서울 학교 로벌공학교육센터(38동)

라. 주요내용 : 로벌 EPC 프로젝트 성공 노하우와 PM 역량

마. 참가 상 : 해외건설(토목, 건축, 플랜트) 담당 책임자급 및

해외건설 관련 전문가

바. 접수기간 : 2013년 8월14일(수) ~ 9월 10일(화)까지

사. 합격자발표 : 9월 11일(수)

아.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자. 접수방법 : 이메일 (sy1101@snu.ac.kr

>> 문문의의 :: 전화. 02-880-1715 

이메일. sy1101@snu.ac.kr

홈페이지. http://epm.gece.or.kr

4

5

4. 5기3차워크샵 5, 6. 5기수료식

EPM 제6기 모집안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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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장비 부품 산업의 한 길을 걸어 온 진성티이씨!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Total Undercarriage Provider를 향한 飛上을 시작합니다.

(윤우석, CEO, 공과대학 동창회장, 자원공학과 67년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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