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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를 읽다

PLAGUE
Adversity is overcome by hope.
Manandros

―
역경은 희망에 의해 극복된다.

역병의 시대,
그 역사를 되짚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전에 없던 재앙을 맞았다. 비말을 통한 빠른 전파로 누적 사망자 수 50만
명을 넘어서며, 사람들은 경제활동뿐 아니라 모임, 학업, 여행 등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 시국을 인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과거 우리를 위협했던 전염병
들을 통해 그 힌트를 얻어 보자.
글. 편집팀

매난드로스, 고대 그리스 극작가

1

2

6th century

14th century

SMALLPOX

PLAGUE

천연두

흑사병

우리나라에서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것만큼 무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 감염되는데, 유럽 전역

서운 병이라 하여 ‘호환마마(虎患媽媽)’라는 말이

을 휩쓴 흑사병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감염 속도가

있을 정도다. 감염자 10명 중 3명이 목숨을 잃는 병

빠르고 사람을 가장 단시간에 죽음에 이르게 한다

으로, 18세기까지도 매년 40만 명이 천연두로 사망

는 점이다. 흑사병 이전 유럽 인구는 4억 5천만 명

했다.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중 7,500만~2억 명이 사망
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를 즐기라는 뜻의
라틴어 ‘카르페 디엠 carpe diem’은 이때 생겼다.

인류의 의지로 퇴치한 최초의 전염병, 천연두
1980년 5월 8일, 세계보건기구는 오랜 백신 접종 노력과 치료 연구 끝에 드디어 천연두 박멸을 선
언 했다. 한반도에는 6세기경 마한시대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치사율이 30%에 달해
어린아이 둘 중 한 명은 살아남지 못할 만큼 치명적인 전염병이었다.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얼굴에
평생 심한 흉터를 남기고 살아야 하는 등 후유증이 심했다. 한국전쟁 기간에도 약 4만 명이 천연두
에 걸렸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1960년 3명의 천연두 환자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천연
두가 자취를 감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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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th century

1976

1999

2012.06

SPANISH FLU

EBOLA VIRUS

WEST NILE FEVER

MERS

스페인 독감

아프리카 에볼라

미국 웨스트나일뇌염

중동 메르스

11

20세기 최악의 감염병으로 불린다. 제1차 세계대전

민주콩고공화국 에볼라 강에서 독자적으로 출현했

중 미국에서 발생해 전 세계로 퍼졌다. 당시 세계 인

다. 감염 후 1주일 이내 50~90%의 치사율을 보이

구 16억 명 중 약 6억 명이 감염됐다. 스페인 독감으

며 혈관을 통해 모든 장기에 문제를 일으켜 출혈과

로 죽은 사람은 2,500만 명으로, 1차 세계대전으로

함께 사망에 이르게 한다. 당시 출현 원인이 밝혀지

사망한 938만 1,551명을 훨씬 넘어선다. 전 세계가

지 않았으나, 최근 연구에 의해 과일박쥐가 유력시

독감 예방 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된 결정적

되고 있다.

2001.01

8

NIPAH VIRUS
방글라데시 니파뇌염

1,475명 감염, 515명 사망했다. 이때 우리나라는 메
르스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2015년 5월 첫 확진

1997

12

H5N1 INFLUENZA

계기가 되었다.
7

CHINA SARS

9

중국 사스

1999

AIDS

SARS

에이즈 [후천성면역결핍증]

2002.11

중국 H5N1 인플루엔자

1981

말레이시아 니파뇌염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증 폐렴 환자에게서 처음 보고
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2015년 9월 1일 기준

자가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감염자가 100명을
넘어 국내외에서 방역 정책 실패라는 비난을 받았
다. 감염자가 다녀간 병원명 등 정보 공개를 늦춘 탓
이다.

15

2013.04

중국 관둥 한 재래시장에서 처음 출현했다. 감염 매

CHINA AI

개체가 박쥐인 것도 이번 코로나19와 유사하다. 감
염자는 심한 독감과 폐렴 증상을 보인다. 전 세계

중국 조류 인플루엔자

38개국에서 8,273명이 감염되어 이 중 775명이 사
미국 캘리포니아 동성애자와 마약 중독자 사이에

망했다.

16

서 처음 보고되었다. 역추적 조사에서 1959년 아프

2019.12

리카 콩고 남성의 혈액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

13

COVID-19

다. 6~12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면역결핍으로 각
종 질병에 시달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
4

1957.02

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에이즈에 대한 무상 치
료를 하고 있다.

2009.03

코로나19

MEXICO FLU
멕시코 신종플루

ASIA FLU

중국 우한에서 고열과 기침을 동반한 최초의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 수만

아시아 독감

멕시코 한 양돈장에서 출현해 ‘돼지독감’으로도 불
린다. 조류, 돼지,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복잡
하게 혼합되면서 그 위험성이 더 커졌다. 감염률이

미국에서만 7만 명, 전 세계에서 약 200만 명의 사

높아 낮은 사망률에도, 2010년 1월 18일까지 1만

망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남부에서 시작되

4,286명이 사망했다.

어 홍콩을 거쳐 전 세계로 퍼졌다. 처음으로 인플루

명이 감염되었다.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증상이
거의 없는 감염 초기에 전염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을 선언했다.
2020년 6월 28일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1,007
만 4,630명을 기록, 누적 사망자도 50만 명을 넘어
섰다.

엔자 백신이 일부 사용되었고, 폐렴 치료에 항생제
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5

21세기 최초의 팬데믹, 멕시코 신종플루

1968.07

HONG KONG FLU

2009년 6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소집된 세계보건기구 전문가 비상회의에서 사무총장 마거릿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찬은 신종플루 사태를 전염병 최고 경보단계인 팬데믹(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했다.

2000년 이후 전염병이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준 사례는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악명 높던 인도 뉴델리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보인다. 전염병으로 위기

홍콩에서 시작해 베트남으로 퍼지고, 베트남 전쟁

메르스다. 우리 경제는 사스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분석에 따르

를 맞은 인류에게 자연이 전하는 작은 위로 같다. 코로나19는 분명 재앙이다. 하지만 인류는 분명

에 참여한 미군이 부대로 복귀하며, 미국 등 전 세계

면, 사스는 2003년 2분기 한국 경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p, 연간으로는 0.26%p 가량

그것을 극복하고 그로 인해 배워나갈 것이다. 다행히 이제 우리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 희망

로 확산되었다. 홍콩 독감으로 약 100만 명이 사망

떨어뜨렸다. 코로나19 역시 전 세계적으로 여행과 외식 등 야외활동 중단과 소비 위축을 불러오고

이 있고, 신종 전염병을 탐지하고 출현을 예측하는 첨단 기술과 발전된 의학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제조업, 금융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의 질병 확산 억제와 주요 피해 업종 및 계층에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대한 집중 경제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서적> 최강석의 《바이러스 쇼크》, 로날트 D. 게르슈테의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

홍콩 독감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본격적 백신 접종이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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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와 함께하다

코로나19와
지스트의 나아갈 바
김인 수
연구부총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의 삶이 바뀌었다. 두려운 일이나, 우리는 이전에도 같은 위

코로나19 사태에도 지스트가 이 같은 성과를 보이며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지

기에 빠진 적이 있다. 1900년대 초기에는 유럽 스페인 독감이 있었다. 유럽 인구의 1/3이 사망

스트는 4대 과학기술원 중 하나로 출발했다. 이때 지스트는 가장 먼저 생긴 카이스트(KAIST)가

했다. 스페인 독감 또한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전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번 코로나

대한민국 대학원에 가져온 변화에 주목했다. 수십 년 동안 대학원은 연구와 논문만 반복하곤 했

19 사태는 이전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최근 지스트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전환포럼

는데, 카이스트(KAIST)는 미국식 코스웍(Course work)을 도입해 수준 높은 수업과 학점을 이

2020>을 진행했다. 3차 추경까지 진행한 국가의 현 상황을 되짚어 보고 국가적 뉴딜사업을 어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수하는 방식을 고수했다. 이에 매력을 느낀 많은 국내 명문대 졸업생이 카이스트(KAIST)로 오게

디로 끌고 갈 것인가, 그밖에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교육, 과학기술과 산업, 기후환경 등 새롭게

QS의 세계 대학 평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원이 이것을 따라 하게 되었다. 수준 높은 지식과 함께 이를 적용

등장한 이슈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였다. 관련하여 앞으로
지스트가 해야 할 일이 많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필요한 방호, 진단, 백신, 치료 관련 경제적인
파급 효과까지 모든 분야가 과학기술과 연계되어 있다. 지스트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선도의 사
령탑으로서 지역과 국가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의 기회를 찾을 것이다.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4 5
3 2
위

2020년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다. 지난 200년 과학기술 역사에서 선진국 상위 10개국은 부동의
위치를 지켜왔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선진국 순위를 바꿀 기회가 생겼
다. 실제로 K-방역의 성공 등으로 대한민국이 G7에 들어가는 가능성도 이야기되고 있다. 지금
까지 지스트가 대한민국 서남권의 과학기술에 앞장서 왔지만, 이 기회에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앞으로 지스트가 해야
할 일이 많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필요한 방호, 진단, 백신, 치료,
관련 경제적인 파급 효과까지
모든 분야가 과학기술과
연계되어 있다.
지스트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선도의 사령탑으로서 지역과
국가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의 기회를
찾을 것이다.

위

2019년

위

위

2018 / 2017년

2015 / 2016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컸다. 지스트는 이에 착안하여 교육에 융합과 국제화
라는 두 가지의 차별화를 갖췄다. 전통적으로 몇백 년 동안 이어진 학문 중에서 공학이 출현했는
데, 융합은 다시 학문 간의 벽을 허물어 자연스럽게 새로운 학문을 만든다. 목적을 가지고 시대
에 맞는 새로운 학문을 만들 수도 있기에, 융합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다음으로, 국제화를 위
해 지스트는 모든 강의를 100%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 힘들어하던 학생들도 한 달이 지
나고 한 학기가 지나고 일 년이 지나면 수준이 올라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학문도 영어로 통용
되는 만큼, 학생들의 과학기술 향상에도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다. 이 같은 차별화의 노력으로
지스트는 지금 놀라운 기록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체, 세계를 이끄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개인적으로도 지스트의 연구부총장으로서 더

올해 지스트는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QS의 세계 대학 평가 결과, ‘교수 1인당 논문 피

큰 역할과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인용 수’ 부문에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2위, 2017년과 2018년에는
3위, 지난해에는 세계 5위를 차지한 바 있다.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부문은 대학의 연구 실

지스트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이미 두 가지 긴급 사안을 진행 중이다. 하나는 개별로 진행

적과 해당 연구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주는 신뢰도가 높은 평가 항목이

되던 지스트 내 코로나 관련 연구에 긴급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 관련 진단, 방호, 백신, 치료

다. QS는 전 세계 1,000여 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기는데, 2,500여 명이라는 지스트의

제 부분 등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10여 개 과제로 묶어 교수진이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규모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결과인지 잘 알 수 있다. 지스트는 계속해서 세계 최고 수준

한 것이다. 테크놀로지 로드맵은 1에서 10까지 분류되는데, 1은 과학의 가장 기초적인 연구이고

의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 연구들이 상용화가 되어 국가에 기여할 수

10은 바로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응용 기술이다. 지스트는 테크놀로지 로드맵 10을 목표로 연구

있는 직접적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가 큰 투자를 하고 있는 인공지능 사업의

에 매진하고 있고, 올해 후반에는 실용화된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리고 진행 중

브레인 역할을 하는 곳도 바로 지스트다.

인 또 하나의 긴급 사안은 ‘항바이러스 연구센터’ 발족이다. 항바이러스 연구센터는 코로나19와
메르스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이 모인 코어 그

1994년 9월 처음 광주에 내려왔을 때, 지스트가 세워진 자리는 그저 여의도 땅보다 큰 허허벌

룹을 만들어 최고 수준의 항바이러스 연구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출현하는 신종 바

판이었다. 1995년 3월 개원 후, 학생이 입학하고 졸업하며 지스트가 발전하는 모습을 26년 동

이러스 문제에 지스트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스트의 연구 역량을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

안 직접 지켜볼 수 있었던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코로나19뿐 아니라 그 어떤 위기에도, 지스

는 새로운 터전이 되어줄 것이다. 이 모든 진행 상황은 지스트에서 오랜 시간 바이러스 관련 최

트가 과학기술로써 해결책을 찾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리라 믿는다.

고 수준의 연구가 계속되어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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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DICAL ENGINEERING

트렌드를 배우다

의공학 강의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지스트에서
의공학을
배우다

지스트 의생명공학과 의공학 강의는 이 분야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
는 입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전공필수인 ‘의생명공학 입문’으로 시작한 의공학 강의
는 현재 의공학과 의과학 두 강좌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학 배경의 학생들은 의과학을,
생명과학 및 의학 배경의 학생들은 의공학을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의공학 강의는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등 분자-세포-조직의 생리학적인 지식에서부터 생리
학, 종양학, 생체재료, 면역공학, 바이오기기, 의학영상 등 의공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가르칩
니다. 또한, 이론 강의뿐 아니라 맥박조정기, 스텐트, 내시경 기구 등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다
양한 의공학 관련 기구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이러한 기기의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정의헌

지 배울 수 있도록 강의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생명공학과 교수
융합기술원, 물리·광과학과 겸무교수,
AI대학원 연구겸무교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공학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의공학자는 어떻게 해법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의공학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
의사들은 어떻게 피드백하면서 수술용 로봇 같은 혁신적인 의료기술이 탄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효과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수업 진행은 어떻게?
학생들은 강의 첫 시간에 자신이 가진 전공지식과 의공학 강의를 통해 기대하는 바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학생들의 학부 전공과 이에 따른 배경지식의 수준이 다양하므로 수업의
내용과 수준을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조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는 동영상 강의와 화상수업을 통해 강의가 끝날 때마다 질문을 취합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Education
2007 PhD. in Medical Engineering & Medical
Physics (MEMP),
Harvard-MIT Division of Health Sciences and
Technology (HST) at MIT, Cambridge, MA, USA
1998 MS. in Aerospace Engineering, KAIST,
Daejeon, Korea
1996 BS. In Aerospace Engineering and minor
in Physics, KAIST, Daejeon, Korea
Experience
2011~Present Assistant,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BMSE), GIST
2007~2011 Research Fellow,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and
Harvard Medical School, Boston, MA, USA
1998~2001 Full-time lecturer and Military
officer, Department of Aerospace Engineering
Korea Air Force Academ,y Chungju, Korea
강의정보
Classification: Graduate School
Course No. MD5031
Hrs: E: Credits: 3/0/3
Instructor: Chung, Euiheon
Lecture Language: English
Textbook & References: “Biomedical
Engineering: Bridging Medicine and
Technology” (2nd edition) (2015) by W. Mark
Saltzman

10

GIST MAGAZINE 2020 Vol. 26

피 한 방울로 인체가 가진 모든 질병을 순식간에 알아낼 수 있는 시대가 목전에 와 있다. SF영화

학생들이 돌아가며 다음 수업 시간에 6~8분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 중 배운 공

에서나 상상하던 일들이 눈부신 의공학의 발전으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언택트 시대의 의

학적 지식이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관심 있는 연구 분야 또는 중요한 개념을 채택

공학은 의학과 공학의 만남 그 이상의 희망이다. 그 중심에서 활약 중인 정의헌 교수를 만나 앞

하여 발표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매 학기 한 번 심

서 나가는 지스트의 의공학 교육에 대해 들어보자.

화 주제로 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 학생, 서로 다른 전공 및 실험실 학생들
COVID-202X 프로젝트
현재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의공학이란?
의공학이란 의학과 공학이 융합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및 환자의 재활에 필요한 헬스케어 기술
을 개발하는 학문입니다. 의공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현미경을 이용하여 박테리아를 발견

로 팀을 구성하여 학술대회 발표형식의 초록을 제출하고 발표하는 데 올해는 COVID-202X라

진단법의 종류와 백신 개발 과정에서

는 프로젝트로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코로

부딪히는 난제들에 대해 의공학적

나바이러스 진단법의 종류와 백신 개발 과정에서 부딪히는 난제들에 대해 의공학적 지식은 어떠

지식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저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

고민한 내용

하고, X선을 각종 진단과 검사에 사용하는 것부터, 의료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CT, MRI 등

우고 소통하는 의공학 수업이 앞으로 학생들이 연구자가 되거나 사회에 나가서 일할 때 서로 다

영상진단기술까지 의공학은 우리 삶에 가까이 존재합니다. 인간 수명연장과 퇴행성 질환의 치

른 관점을 포용하면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료에 관한 의학적 요구가 늘어나면서 의공학의 범위와 역할도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며 이에 따
라 ‘의공학’에 대한 정의도 변화할 것입니다. 의학과 공학의 연계를 넘어서 복합 첨단기술이 집약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하는지?

된 학문으로 성장하고 있는 의공학은 혁신을 거듭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산업으로 발전하

최첨단 기술 집약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바이오-의료 헬스 케어 분야는 의학과 공학 뿐 아니

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공학은 어느 수준인지?

정의헌 교수의 의공학 강의 동영상

라 다양한 전공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생명공학을 전공하는

약 76편의 강의 동영상을 학생들이

대학원생뿐 아니라 의생명공학에 관심이 있거나 진학을 고려하는 대학생, 자신의 전공이 미래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게 제공 중

의료산업에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학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15년간 의공학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의수, 의족, 보청기처럼 손상된 신체의 일부분을 보

점차 의료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임상의들에게 공학적 지식으로 해법을 제시

완하여 정상적인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체 보조기구뿐 아니라 피 한 방울로 혈당을 체크하는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스트의 많은 능력 있는 학생들이 의공학

기술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AI와 빅데이터까지 활용하여 의공학이 구현할 수 있는 개

강의를 통해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전문연구자 혹은 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인 맞춤형 정밀 의료기술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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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보이다

치료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다

의료계와 당뇨병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GIST 권인찬 교수 연구팀이 새로운 알부민

다. 지스트는 설립 초기 다섯 개의 학과가 있었습니다. 여타 대학들

결합 방식으로 당뇨병 치료제의 지속 효과를 크게 늘린 것. 전임상 단계인 생쥐 실험 결과

권인찬

그 효과는 160배에 달한다. 이제 기존 알부민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용하던 기술에

신소재 공학부 교수

과는 다른 차별성 있는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지스트이었기에 신소
재공학부도 당시 다른 학교에서는 활발하게 진행하지 않던 생체재

비해 지속 효과에서 한층 개선된 당뇨병 치료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료를 주요 분야로 연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신소재공학부

박준용

의 생체재료 관련 연구는 이러한 전통 아래 진행되는 것이죠. 최근

의생명공학과 연구원 (석박통합과정)

신소재공학부 내에서는 약물 전달 연구에 대한 관심이 늘고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약물 전달이지만 그 약효를 가지고 있는
소재, 바로 약이죠. 저희는 약효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 소재에 관심
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응용해 다른 연구팀들과 공동연
구를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말 씀해 주 시겠 습니까 ?

이번 연구에 대해 좀 더 설명 부탁 드립니다.
권인찬 교수

당뇨병*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 중 하

권인찬 교수

먼저 통풍 치료제가 있습니다. 통풍은 몸속 요산

나로,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병입니다. 체내 혈당 수

이 물에 녹아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쌓여 심한 통증을 겪게 하는 병

치가 계속 높으면, 망막 질환, 신장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각종 합병

입니다. 몸에 있는 요산을 분해해서 물에 잘 녹도록 해주는 게 통풍

증이 올 수 있어 당뇨 환자에게 혈당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

치료제의 원리인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독성을 가진 과산화수소가

병에는 1형, 2형이 있는데, 2형 당뇨병을 조절하는 약물 중 글루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과산화수소가 체내 축적되면 여러 가지 세포

곤 유사 펩타이드-1(Glucagon like peptide-1; GLP-1)이라는

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주는 금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

나노입자가 있어 그 부분에 착안했습니다. 금 나노입자와 통풍 치
료제를 함께 사용하여 체내 독성을 줄이고 요산 분해도 빨리할 수

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혈중 약 효과가 더 오래 지속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연구를 계속하여 작

이번 당뇨병 치료제 반감기 증가 연구 이전에 또 다른 방법으로, 물

은 성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 당뇨병 diabetes mellitus
기존 치료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요?
권인찬 교수

합성 약물 중에서 메트포민이라고 당뇨가 심하지

않은 환자에게 일차적으로 투여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안정

ALBUMIN

면 혈당을 낮추어주는 좋은 효과가 있지만, 체내에서 반감기가 3분

에 잘 녹는 수화젤을 고분자로 감싸 몸에 넣어주어 천천히 약물을
방출하는 서방출기술도 개발한 바 있습니다. 통풍 치료제의 체내
방출 속도를 조절하고자 한 접근입니다.
이외에도 콘택트렌즈에 비타민과 녹내장 치료 약물을 같이 넣어 약
물 적재량을 높이는 기술 등 감사하게도 성공적인 연구 결과가 이
어지고 있습니다.

화되지 않는 심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이 GLP-1 펩타이드 약물
의 처방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당뇨 상태가 계속되면 합병
증이 생겨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박준용 연구원

교수님 말씀대로 이 치료제는 당뇨가 심한 환자들

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감기가 짧은 것이 문제였던 GLP-1
의 반감기를 증가시켜, 주사를 자주 맞는 불편함 등을 개선한 약품
입니다.
권인찬 교수

예전에는 10시간 간격으로 약물 주사가 필요했다

면, 얼마 전부터는 하루에 1번, 최근에는 일주일에 1번 간격으로 발
전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의 최종 목표는 한 달에 1번 약물 주사 투
여로 충분해 당뇨 환자의 편의를 크게 높여주는 것입니다. 약효가

ALB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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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갈수록 주사 투입 간격은 길어집니다.
연구를 시작 하 신 계기는 무엇인가 요?
권인찬 교수

신소재공학부에서 이 같은 연구를 하게 된 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지스트의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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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찬 • 신소재 공학부 교수

박 준 용 연구원과 함 께 진행한 가 장 뜻깊은 연구 는 무엇인가

트 안에서 생활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여

요?

가도 자유롭고 폭넓게 즐길 수 있도록 잘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

권인찬 교수

알부민의 리간드에 관한 연구를 손꼽을 수 있습니

니다. 물론 이러한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은 연구에도 그대로 연결

다. 알부민의 여러 가지 역할 중의 하나가 지방산을 이동을 시키는

되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지방산이 세포막도 형성 하는데, 알부민 대신 지방산을
직접 단백질에 결합한 후 주사하면 혈액에 있는 알부민과 결합해서

교수로 서 지스트에 더 바라 는 점이 있다면?

약효가 오래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존에는 당뇨 치료제와 같

권인찬 교수

이번 당뇨치료제 같은 연구는 사실은 기초연구라

은 작은 크기의 펩타이드 약물에만 성공했었는데 저희가 몇십 배 사

기보다는 응용연구에 가까운 편입니다. 그런데 응용에 가까울수록

이즈가 큰 통풍 치료제에도 지방산을 붙임으로써 약효가 오래 지속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고 직접 도움이 되는 반면 기초로 갈수록

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밝혔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큰 통풍 치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지스트는 기초연구에 좀

료제에 지방산을 붙인 것은 이제까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

더 중심을 두고 있는 학교다 보니 사실은 이러한 응용 연구들에 대

랍니다.

해서는 과제지원 같은 것을 받기가 힘들고, 학생들도 좋은 저널에
논문을 내고 졸업하는데 아무래도 다소 불리한 평가를 받는 느낌입

평소 교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
박준용 연구원

니다. 이제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사이에 균형이 잡힌 연구를 하

저희 교수님께서는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

는 학교로써 도약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니다. 정말 그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평소 학생을 대할 때도 아주 신

학술적 성과도 내면서 대외적으로도 더 발전하는 학교가 되지 않을

사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항상 학생들에게 경어체를 사용하시지요.

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구 관련 미팅을 할 때뿐 아니라 개인적인 대화를 할 때도
항상 교수님께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교

마지막 으로 지스트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 말 씀
부탁 드립니다.
권인찬 교수

결과 발표를 준비할 때 정리하는 과정부터 꼼꼼하게 같이 확인해 주

건비의 많은 부분을 학교가 책임지고 있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시고, 신경 써주신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많이 배우게 되고, 저도
박준용 • 의생명공학과 (석박통합과정)

교수님 같은 멘토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ALBUMIN

수님께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늘 잘 들어주시고 학생의 입장에서 생
각해주시고 늘 배려를 해주려고 하세요. 무엇보다 연구 중이나 연구

지스트는 학비를 정부에서 모두 지원해 주고, 인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수님께서 과학과 공
학에 종사하고 계시고, 타 학과의 교수님들과 학생과의 디스커션
을 통해서도 직접 도움을 받기도 쉽습니다. 또한 큰 도시의 스트레
스가 적으면서도 그렇다고 제반 시설은 여유롭게 이용 가능하면서

교수님에게 어떤 제자 들인가 요?
권인찬 교수

박준용 학생의 경우에는 내과 전문의로 박사과정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스트에서 각
자의 꿈에 도달하길 바랍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과학기술원과 타 이공계 대학,

을 위해 지스트에 왔습니다. 사실 전문의면 대형병원에서 팀장급으

박준용 연구원

로 밑에 젊은 의사분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박사과정으로 실험실에

일반 대학, 대학원들을 비교하는 콘텐츠를 보았습니다. 과학기술

오게되면서 연구실 막내가 되어 말은 안 하지만 어려움이 많을 것입

원의 단점으로 캠퍼스 라이프가 없고 위치가 동떨어져 있어서 문화

니다. 그래서 적응을 잘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우려는 싹

생활을 즐기기 어렵다는 점들이 나오더군요. 그러나 직접 지스트에

사라졌지요. 나이가 많다고 권위적으로 좌지우지하려 하지 않고, 배

방문해 보신다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실 것입니다. 지스트는 시

울 때는 배우려는 노력을 많이 해서 본인도 연구로써 개인적인 성과

내와도 가깝고 연구 인프라가 풍부해 연구 내외적인 것 모두를 살

도 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연구실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펴봐도 최고의 장점들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스트에 대

벌써 올해 아기아빠로, 둘째를 갖게 된 상황이라 내년 봄 졸업을 준

한 선택에는 늘 잘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칭찬이 따라올 것입니다.

비하면서 바쁠 텐데도 연구실의 방장 역할 같은 궂은일도 흔쾌히 맡
아주었지요. 지금은 큰형, 큰오빠의 역할도 하면서 후배들을 잘 이
끌고 가정에서나 연구실에서나 연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매우 고마울 따름입니다.
연구원으로 서 지스트의 도움을 꼽 자면?
박준용 연구원

지스트에 처음 왔을 때, 캠퍼스 복지시설 등 학생

들을 위한 시설들이 잘되어 있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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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만나다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다

지스트 삼성환경동에 위치한 국제환경연구소는 국내 유일한 UN대학 협력기관이다.
2016년 부터 UN대학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국내 인재양성을 위하여 UNU인턴쉽

신수 진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Embedde Learning

지구·환경공학부 (석사과정)

Experience(ELE) Scholar라는 자격으로 두달간 UNU에서 배정받은 사수와 함께 일할

되신 것 등 주요 활동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수가 제게 한 챕터를 써보라는 기회를 주셔 이 책에 참여하게 되
었습니다. 당시 제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가 물 식량 위기와 인간 이
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통한 메커니즘 설명이어서, 그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지스트-유엔대학(GIST-UNU)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원고를 작성 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

내용을 공동저자로서 담은 서적이 스프링거(Springer)에서 발간되어 화제가 된 지스트

행하면서 콩고 쪽 교수님께 받은 50년간의 기후데이터를 가지고 통

지구·환경공학부 수처리 연구실 석사과정 신수진 학생을 만나보았다.

계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을 분석하던 것이 이후에 water
security indicator를 제안하는 또 다른 논문(내년 정도에 출판될
예정) 작업에도 연결되어 쓰이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 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요?

이 같은 결과를 얻기까지 지스트의 도움이 있었다면요?

학부 4학년 때 UNU 인턴쉽 설명회에 갔다가 지원하게 되었습니

우선은 UNU 인턴쉽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덕분에 이

다. 수질처리에 관심이 있던 차에, 마침 지원할 수 있는 기관도 물환

렇게 학생들이 국제기구 인턴쉽 경험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

경 연구소였어요. 인터뷰 후 1차 선발이 되고 나서는 캐나다 UNU

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환경연구소의 여러 선생님들과 소장

측 제 사수였던 분과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저희의 인턴쉽

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학교의 도움이 없었

계획에 대한 얘기를 구체화했는데, 시차 문제로 연락이 원활히 되

다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 않아서 처음에는 못 갈까봐 걱정했던 기억

지스트는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경험들

도 있습니다.

을 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생각합
니다. 그것이 지스트의 가장 큰 강점이지 않

캐나다 UNU-INWEH의 연구환경은

을까 합니다. 덕분에 저도 버클리 여름계절

어땠나 요? 그리고 사 수이셨던 나 하 트

학기, 사기업 인턴, UNU 인턴쉽 프로그램 등

라 박 사 ( Ni d h i N a g a b h a t l a ) 는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분이셨나요?

W A T E R
SECURITY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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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U-INWEH는 물환경과 건강과 관련된

향후 지스트-유엔대학(GIST-UNU)

연구를 하는 연구소입니다. ELE(Embedded

인턴쉽 프로그램에 지원할 계획을 가진

Learning Experience) Scholar로 일하면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수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일하는 방식을 배

현재는 UNU-INWEH에 주로 인턴쉽을 보

우거나 주제 관련한 내용을 꽤 깊이있게 공부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water security라는 개

에 들어가 보면 그 기관이 어떤 연구를 하는

념에 대해서 인턴들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곳인지 잘 나와있고, 이미 다녀온 선배들에

있는 코스를 제공해 주셔서 개념을 이해하는

게 물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기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척 좋았습니다. 또

전에 본인이 이런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일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좋은 생각

지 잘 생각해

이 났을 때 바로 사수를 찾아서 open-door

보라고도 말

meeting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씀드리고 싶어요. 또 인턴쉽에 관심

저의 사수셨던 Nidhi는 저를 포함한 인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

이 있는 후배들이 영어실력이 유창

려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데요,

토론토에서 하는 국제 기후 컨퍼런스에 다녀오기도 했고, 제 사수

물론 영어가 유창한 것이 도움이 되

가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인턴들에게 꼭

지만, 가서 매일 영어를 사용하면서

보고 가라고 말씀하셔서 가서 강연을 듣기도 했어요.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분명히 하루
하루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

《Water and Food Security Crisis Influencing

니다. 저는 가기 전에 학교의 잉글리

Human Mobility Patterns: A Comprehensive

쉬 클리닉 선생님들과 자주 대화를

Overview(인간 이동성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물과 식량

나누면서 준비했었는데 그게 정말

보 호 위기: 포 괄 적인 개요 )》 서적의 북 챕터에 공 동 저자 가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광주과학기술원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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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CAMPUS: SPECIALISM

미래를 선택하다

지스트
생명과학전공을
소개합니다

(mouse) 전문 연구시설인 실험동물자원센터가 든든한 인프라를

From molecules
to organism

자랑합니다. Nature, Autophagy, Clinical Cancer Research,
Hepatology, PNAS(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등 세계 최고권위 학
술지에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개원 20여 년 만에 세계 정상

남정석

급 대학원으로 성장하였으며, 향후 10년 이내 생명과학 분야 세계

생명과학부 부학부장

TOP3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생물학 및 생명과학은 의학, 약학과 밀접하며,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어떤가요?

기술적 발전을 통해 여러 분야의 융합적 학문이 가능해진

석사졸업생들은 SK케미칼, 셀트리온, LG화학 등 산업체나 식품의

분야입니다. 지스트 생명과학전공은 심도 있는 연구 교육과 창의적

생물학, 생명과학이란 무엇인가요?

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함양으로 차세대 생명과학 분야를 선도할 미래지향적이고

생명과학이란 생명현상의 이치를 심층 탐구하는 연구 분야로, 최종

그 외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적으로는 질병의 원인 규명 및 치료 기반 확립을 목표로 하는 학문

한, 박사졸업생들은 지스트 전임교원이 되거나, 역시 서울대, 지스

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제껏 접해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에 처

트(GIST), 카이스트(KA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공공기관 및

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큽

산업체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 산업체 및 해외 취업 비

니다. 그러나 세계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주목하였습니다. 우

율도 늘고 있습니다.

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RT개 바이오기업이 개발한 이 제품은 세계로 뻗어나가 바이러스와 전
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K-POP에 이은 K-BIO라
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스트의 생명과학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고전적 생명과학 학문영역의 경계를 과감히 탈피하여 생체분자에

FRONTIER IN
THE LIFE
SCIENCES

서 질병의 원인과 치료기반에 이르는 연구로 21세기 새로운 개념의
학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초일류 학부를
지향하기 위해서 생명과학부는 실력 있는 교수진의 확충 및 엄정한
자체평가, 그리고 우수 신입생 선발로 생명과학 분야를 선도할 메
카로 발전할 것입니다.

D E PA R T M E N T O F L I F E S C I E N C E

PCR)’이라는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하였고, 국내 수십여

앞으로의 계획?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다양한 배경의 학생으로 구성된 생명과학부
는 젊음과 희망, 그리고 역동성 넘치는 연구 환경 및 소수정예주의
교육을 통한 인재의 양성과 창의적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초일
류 학부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전공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내용 중에서 얼굴이 빨개져 남들 앞에 나서
지 못하는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얼굴이 빨개져서 나서
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까 봐
나서지 못하는 것이었죠. 생명과학부는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시는
20여 분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학생들이 전공 선택에 대한 고민
을 교수님들에게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갖고 다가가 조언을 구해보

융 합 형・글 로 벌 인 재 를 양 성 하 기 위 한 프 로 그 램

는 것은 어떨까요?

및 지원은?

전 과목 영어 강의와 활발한 해외 교류를 통한 국제화 캠퍼스 구축

마지막으로 생명과학부에 대한 자랑을 자유롭게

으로 생명과학 분야를 선도할 국제적 감각을 가진 리더를 양성하고

덧붙여 주신다면?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최첨단 연구 장비와 시

생명과학이란 생명현상의 이치를 심층 탐구하는 학문이고, 더 나아

설을 갖추고 있으며, 학비 및 생활보조금의 국비 지원으로 연구에

가 응용과학 분야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궁극적으로 인류

전념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생명과학

의 행복한 삶을 증진하는 학문으로 생명과학전공을 선택한 학생들

의 날, 연구성과보고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기

은 긍지를 갖기를 바랍니다.

술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정석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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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교육 인프라, 연구 수준 등은 어느 수준인가요?

서울대 수의대를 졸업하고, 박사과정 이후 마우스 모델을 기반

지스트 생명과학부는 생명과학분야에서 세계적 연구업적과 경험

으로 하는 항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National Cancer

을 가진 24명의 교수진, 180여 명의 석박사과정 학생, 20명의 박

Center, Tokyo), 미국(National Cancer Institute, Bethesda) 유

사후 연수생 및 30여 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 암 연구소의 연구원을 역임하고, 현재 국내 최대 규모 중 하나인

2017년 5월 약 200억 원이 투입되어 개소한 국내 최대 규모의 쥐

지스트 실험동물자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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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석 • 생명과학부 부학부장

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간 노화로 인한
질병에 맞서다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언해주신다면?

대학원 진학을 꿈꾼다면 먼저 어떤 실험실을 선택할 것인지를 충분
히 고심해 보세요. 학부 시절 어떤 수업이 가장 재미있었는지를 생

김현준

각해보고 관련 논문들을 읽어보며 본인이 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생명과학부(석박통합과정)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박통합과정의 경우 거의
5년에서 6년을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연구해야 하고 결과물도 얻어
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취업이 목표라면 관련 테크닉을 익힐 수
있는 실험실을 선택하도록 하고, 박사과정까지 심화할 수 있는 연
생명과학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구 주제를 원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연구주제나 흥미를 잃지 않고

대학 시절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성적도 잘 나왔고 재미도 있었죠.

계속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실험실을 잘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학

이 분야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고 제 경쟁력도 높이고 싶어 대학원

교에 계신 지도교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많은 사람과 이야기해

진학을 고민하게 되었고, 당연하게도 관련 분야에서 손꼽히는 지스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학부에 대해 자랑해 주신다면?
현재 하시는 연구는 무엇인가요?

제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cell) 환경에서
근육위축증이 조성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약물을 적용하였을
때, 각 후보 약물이 얼마나 근섬유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연
구하고 있습니다.

김현준 • 생명과학부(석박통합과정)

생명과학의 장점과 매력은 무엇인가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생명과학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의 구조를 밝히고, 그 구조를 기반으로
많은 제약기업이 치료제 개발과 백신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이 생명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럼으로써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다는 점

D E PA R T M E N T O F L I F E S C I E N C E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근육의 감소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

앞으로 생명과학전공은 그 위상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생명
과학은 고부가가치 산업과 관련이 깊은 만큼 전망도 밝습니다. 생
명과학부 연사프로그램에 강사로 초청된 카이스트(KAIST) 김대수
교수님은 90년대 본인이 생명과학을 전공할 당시에도 이미 생명과
학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합니다. 바로 지금이
생명과학의 시대가 오는 중이라고 강조해 주셨죠. 생명과학을 전공
하고 있는 저 또한 코로나19 사태 등을 보았을 때 그 말씀에 크게 공
감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준 학생은...
생명과학부 석박통합과정 3년차로, 신약표적실험실에서 대런윌리
엄스 교수님과 함께 근육 치료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생명과학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다면?

박우진 교수님이 진행하신 심장 관련 수업으로. 학생 4명이 전부인
소규모 진행 수업이었습니다. 참신한 테마 아래 궁금한 부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하고 바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능동적으로 생각
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인상적인 수업이었습니다.
대학원생 입장에서 지스트의 인프라 및 지원은 어떤가요?

대학 내 시설과 환경이 깔끔할뿐더러 안에 있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저는 근육을 연구하는 만큼 사실 동물실험도 많이 진행
하고 있는데, 지스트에는 실험동물자원센터가 있어 체계적으로 쥐
들을 관리해주고 조직병리 선생님도 따로 계셔서 샘플을 쉽게 맡길
수 있습니다. 실험에만 집중할 수 있는 독보적인 시스템인 셈이죠.
또한, 지스트는 실험실 연구원에 대한 지원 역시 남다릅니다. 학생
이 자립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는 점에 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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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CAMPUS: PROGRAM

새로운 생각,
기발한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다.
지스트 창업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다

1
GIST 개발과제 (실험실 실전창업 프로그램)

나. 창업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엑셀러레이터 운영사를 선정 및 용역 계약 체결하여 프로그램
진행 및 TIPS 연계

○ GIST 실용화 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실을 대상으로 사업참여 홍보

○ 법인설립에 대한 상담과 창업, 기술이전, 정부지원금 연계 및
투자유치 연계 멘토링

○ 간단한 연구실 기술기획서를 제출하고, 기술가능성을 제안
○ 기술기획서를 기반으로 시장돌파가 가능한 투자용사업계획서 작성 멘토링 진행

지스트는 학생들의 기발한

○ 투자사 코디네이터가 공동 참여하는 엑셀러레이팅을 통해서 투자유치 진행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 최대 5개의 창업팀에 팀당 18,000천원 사업화자금 지원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창업지원금 지원

○ GIST 실용화 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실을 대상으로 사업참여 홍보
○ 이노베이터가 LAB의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화 수행

뿐만 아니라, 멘토링 및 사업

○ LAB기술을 기반으로 투자용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법인설립을 진행

진행 등 창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 기술창업 수행 후에, LAB으로부터 기술이전을 진행하고, 사업수행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 1개의 창업팀에 팀당 60,000천원 사업화자금 지원

지스트에서 자신의 창의력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다. Campus CEO Challenge
○ GIST 내부인(학생, 연구원, 교원)으로 구성된 창업자(팀) 구성
○ 기술창업이 가능한 형태의 기술개발계획, 사업계획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 집중멘토링과 동시에 투자 엑셀러레이팅 지원
○ 시제품제작 및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투자유치 수행
○ 최대 2개의 창업팀에 팀당 40,000천원 사업화자금 지원

다. GIST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 GIST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홍보
○ 창업아이디어 제안 (약식 사업계획서 형태로 제안)
○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진행

다.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글로벌 창업지원 기관 간의 MOU체결

○ 창업멘토링, GSS프로그램 연계
○ 최종 선발 4팀에 대한 상금 및 총장 명의 상장 수여

○ 글로벌 스타트업팀에 대한 산업별, 기업별 전문멘토링 진행
○ 해외 멘토에 의한 비즈니스모델 조정 및 현지전문가 연계

나. LAB to MARKET- Innovator Participation Program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창업캠프, 기업가정신교육 등)
○ 창업우수팀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 및 해커톤/메이커톤 대회 참여

○ 창업단계별, 목적별로 집중멘토링의 주제로 달리함.
○ 사업모델 작성과 투자용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피칭 훈련

가. LAB to MARKET- Tech to Market

○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지원

(현지, 산업계 전문멘토 및 인스트럭터 확보)
○ 해외특허 확보 및 글로벌 투자유치 진행
(현지 투자자 및 벤처캐피털, 현지 M&A 지원)

라. 집중창업캠프
○ 상반기/하반기 교육훈련별 20명~25명 교육생 모집
○ GTMBA 과정 및 지역사회 홍보 예정
○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커리큘럼 구성을 하여 창업에 대한 관심 증대

마. 창업미니스쿨

3
창업인프라 구축/운영

○ GIST 복합창업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 (Creative Space G)
○ 메이커스페이스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운용 교육훈련 기획
○ 메이커운동 지원을 위한 공간사용과 활용교육으로 연간 교육스케쥴을
기획/운영
○ 3D 모델링 6회, 장비교육 6회 교육 진행 예정(방학, 주중, 주말 교육 활용)
○ 제품제작을 위한 노트북과 3D모델링 장비, 3D스캐닝 장비 활용,
제품 형상 출력을 위한 3D프린팅 장비 활용, 레이져 커터 활용 교육,
오픈 공작실의 후처리 가공장비 활용 교육

가. 창업서포터즈 프로그램

2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가. 모의창업 프로그램 (GIST Sprint for Startup : G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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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ive Space G 내에 있는 G팩토리 상시 운영

○ GIST 창업프로그램 소개, 홍보

○ 3D 프린터 10대 및 레이저커팅기 1대, 3D 스캐너 1대 보유

○ 학생자치 기획 창업프로그램 참여, 운영

○ 3D 프린터 및 레이저커팅키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특성화대학 간의 연합창업동아리 활동 지원
○ GIST 학생자치 창업기구 GGE 활동 (GGE: Growing GIST Entrepreneurship)
○ 월 15만원 창업서포터즈 활동비 지급

나. GIST 학생창업동아리 프로그램
○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여 (창업아이템 제안)

○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학생창업팀이 과제형 사업수행 계획을 발표

○ 매월 1회 창업동아리 정기 워크샵 개최

○ 최대 8개의 창업팀에 팀당 5,000천원 사업화자금 지원

바. 복합창업공간 운영

○ 대학(원)생 자체 커뮤니티에 뉴스레터 제작 후 배포

○ GIST대학(원)생 1인 이상으로 구성된 과제팀 구성

○ 집중멘토링과 동시에 투자 엑셀러레이팅 지원, 창업아이템 검증 및 시제품 제작 완료

22

○ 매월 1회 창업관련 뉴스 생산 후, 배포

※ 내외부의 주요 창업지원 프로그램 설명회와 간담회, 멘토링을 포함
○ 학생주도 모의창업 프로그램 참여(G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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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온나래가 드리는 편지

사랑하는 부모님께
엄마 아빠, 저 나래에요. 벌써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산 지 1년이 훌쩍 넘어가는데, 광주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느라 그동안 연락도 자주 못 해서

안녕하세요! 지온나래입니다.

죄송해요. 처음 떨어져 지내는지라 두 분 다 걱정 많으셨을 텐데, 이 편지로 다사다난했던 1년을 전하려 해요.

저희가 이곳 광주, 지스트에서 공부한지 벌써 몇 해가 지난 것 같아요.

대학생이 되기 전만 해도 평생 엄마 아빠랑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먼 곳에서 살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그동안 집안일을 많이 안

어느날 문득, 그동안 저희가 지스트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생활하는지 궁금해 하실

해봐서 그런지 세탁실에서 혼자 빨래하려고 보니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엄마만큼 기숙사 생활이 나도 많이 걱정됐는데 생각보다 건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스트에서 어떻게 생활하며

강하게 보낸 것 같아요. 물론 시험 기간에는 공부하느라 밤낮이 바뀌긴 했지만요. 할 수 있는 요리가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숙사 조리실에

공부하는지, 어떤 지원을 받는지 한 자 적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서 친구들이랑 볶음밥도 만들어 먹고, 고기를 구워서 먹기도 하면서 밥도 잘 챙겨 먹었어요. 귀찮아서 조리실에서 만들어 먹기보다는 식당에
서 사 먹는 빈도가 높았지만, 그래도 조리실이 있어서 언젠가는 요리를 멋지게 해먹을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기숙사 방은 이제 정말
또 하나의 집처럼 느껴질 정도로 편안해요. 오히려 엄마 아빠 만나러 가는 길이 더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개인 방은 아니지만, 룸메이
트랑 같이 놀고, 공부하고, 자기 전에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면서 집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경험을 해보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아쉬웠던 건 기숙사
내부에도 헬스장이 있고 가까이 수영장도 있는데 너무 이용을 못 했다는 것이에요. 다음 학기부터는 열심히 사용해야겠어요.
처음 보는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건 제 성격에 큰 노력을 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다행히도 저보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를 쌓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 미리 들어갈 때만 해도 설레는 것보다 잘 적응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는데, 신입생
캠프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 친해져서 1년 내내 붙어 다니면서, ‘지스트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친구들을 못 사귀었겠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함께한 시간 동안 행복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지만, 친구들과 다투고 서로 이해하면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게 과분한 사람
들이 주변에 있는 만큼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도 커져서 아빠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 없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연락 자주 할게요. 항상 사랑하고 감사해요.

- 나래 올림 -

지온나래
김태경 물리전
공 18, 고윤혜
생명과학전공
18,
권하경 생명과
학전공 18, 신
주혜 화학전공
19 (왼쪽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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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께

미래의 사장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재작년 졸업생 김지나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

◇◇◇◇의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스트 대학에 재학 중인 김지온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기간 관심을 가진 ○○○사장님께

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함께 대학 선택을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

저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끝에 진학한 지스트를 만족하며 다니고 있어서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후배들에게도 지스트 진학을 추천하고 싶어서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보스턴대학교 (Boston University), 캐임브리지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 등의 해외 유

간단하게 지스트의 장점에 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수 대학의 계절학기에 지원할 수 있었으며, 저는 UC Berkeley의 여름 계절학기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가 영어로 진행된다는 점은 지스

첫 번째로, 지스트는 학생들에게 학업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줍니다. 1학

트와 같았지만, 한 학년이 200명, 7개 전공으로 구성된 지스트와 달리 규모가 큰 종합 대학이라는 점에서 지스트와는 다른 경험을 할 수

년에는 기초교육학부로 입학하여 심화한 전공과목을 배우기 전 기본기를

있었습니다.

다질 수 있게 해주며 다양한 교양 수업도 제공하여 다방면의 지식을 쌓을

UC Berkeley에서 여름학기를 들은 경험이 바탕이 되어 저는 SAP(Study Abroad Program)에도 지원하였습니다. SAP는 UC Berkeley

수 있습니다. 제가 학과를 고민 중일 때 선생님께서 지금 바로 선택하기보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전공을 선택하는 길도 있다는 것을 알
려주신 덕분에 1학년 때 충분한 고민을 통해 2학년 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스트는 전공 선택에 인원수 제한
이 없어 모든 학생이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교에 와보니, 고등학교 때까지의 경험으로만
대학교의 전공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전공을 고민하는 후배가 있다면 제 경험을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스트에는 다양한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 또한 몇 가지는 참여했고, 몇 가지는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작
년 여름, 해외 대학 여름학기 프로그램을 Boston University로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대학교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발표하고 시험도 보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스트에서는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 UC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대학으로 한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다녀오는 프로그램인 SAP(Study Aborad Progra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름학기에 짧게 한 교환학생 경험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저도 내년에 다시 한 학기 동안 다녀올 수 있는 SAP에 지원할 계획
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스트는 해외파견 교육의 기회뿐만 아니라 연구의 기회도 지원하는데요, 미국의 Caltech(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Caltech-SURF(Caltech-Summer Undergraduate Research Fellowship)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

또는 Caltech에서 해당 학교의 정규학기를 이수하는 지스트의 학점교류 프로그램입니다. 해외대학 여름 계절학기 수강 프로그램과는 달
리 더 오랜 기간, 적은 수의 지스트 학생이 참여해, 여름학기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지 대학생, 교원들과 더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저는 3학년 여름방학에 지스트의 G-SURF(GIST Summer Undergraduate Research Fellowship)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저의
연구역량을 길렀습니다. G-SURF는 미국 Caltech(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SURF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지스트의 학
부생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G-SURF는 지도교수님과 학부생이 매칭되어 두 달 남짓의 여름방학 동안 지도교수님의 연
구실에서 하나의 주제를 연구합니다.
G-SURF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실에 출근하여 실험 기법과 같은 정규학기의 강의와는 또 다른 것들을 배웠습니다. 또한,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직접 작성해보며 연구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에는 연구한 내용을 포스터와 함
께 발표하고, 다른 G-SURF 참여자의 연구 결과를 경청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회도 제공됩니다. Caltech-SURF는 희망하는 연구실에서 10주간 멘토 교수님의 지도하에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대학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지스트의 학생홍보대사 지온나래 활동에 대해

지스트는 이공계열 교육뿐만 아니라 해외 창업 교육을 수강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에서 창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스트에서 생활하며 영어 클리닉, TA hour 등 학교의 다양한 학

업 수업 및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공과 연계된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 나아가 창업

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과 무한도전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지스트

교육까지 해외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졌고, 지스트를 온 세상에 알리는 날개라는 뜻의 지온나래에

마지막으로, 지스트는 학생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학교입니다. 지스트는 ‘무한도전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이 프

26

저는 2학년 여름방학에 지스트에서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지원받아 해외 대학의 여름 계절학기를 수강하였습니다. UC 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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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여 지스트의 학생홍보대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로젝트는 학생들의 ‘딴짓’을 추구합니다. 무한도전 프로젝트의 주제는 빵 만들기, 음악 버스킹, 연극, 외국인 대학

지온나래로 활동하며 지스트에 방문한 학생들과 손님들께 지스트를 소개했습니다. 그 덕분

원생과의 교류 증진 등 매우 다양합니다. 제 주위에도 무한도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프

에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지스트를 소개하며 효과적인 소통 방법도 몸에 익혔습니다. 학생홍

로젝트는 학생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지스트

보대사를 하며 학교 행사의 사회를 보거나 홍보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는 등 정말 다양한 활동

는 창업 지원 또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창업 교육, 창업 프로젝트, 창업 경진대회 등을 운영하며 실제로 창업을

을 했고, 다른 대사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지스트를 알렸던 일은 제가 더욱

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지원하여 본인이 실제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갈 수 있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해주는 것이 지스트의 장점입니다.

지스트의 해외 대학 교류 프로그램과 학부생 연구지원 프로그램, 학생홍보대사 활동에 참여하

선생님과 함께 한 제 결정에 정말 만족하며, 더 많은 후배가 지스트의 장점을 알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편

며 저는 더욱 사장님의 회사를 발전시킬 능력이 있는 인재로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학교에 찾아뵈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회사의 사원으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 김지나 올림 -

- 김지온 드림 -

광주과학기술원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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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CAMPUS: CLUB

흥미를 모으다

IXOLOGIS

롱아일랜드티처럼
다양하게,
깔루아밀크처럼 쉽게!
우리는 섞는다
사람도 술도

MIXOLOGIST + GIST =

MIXOLOGIST
칵테일 동아리 믹솔로지스트

전민수 기계공전공 18,
신재룡 전기전자컴퓨터공학전공 19,
박환용(부회장) 기계공학전공 19,

이영진(회장) 전기전자컴퓨터공학전공 19,
강대연 물리전공 19 (왼쪽부터)

직접 만들어 보고 맛보고

―

동아리와 자치기구의 행사, 공연이 자주 진행 되는데 자칫하면 밋

밋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칵테일 동아리 믹솔로지스트와 콜라보
를 원하는 곳이 많아요. 다른 동아리 행사와 공연에 함께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분위기를 띄어 주면서 칵테일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아직 대학생들이라 칵테일이라고 하면 흔히들 모히또 같은 것만
아는데, 콜라보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칵테일들을 알리고 있어

‘MixoloGIST’는 2014년도에 만들어진 칵테일 동아리입니다. 바텐더를 의미하는 Mixologist에 광주과학기술원의
GIST를 조합해서 MixoloGIST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칵테일이 비싸다 보니까 자유롭게 마시기 어려운데
칵테일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칵테일을 같이 만들며 교류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동아리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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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콜라보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행사에 맞는

칵테일을 만들어서 맛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것들과 추천
하고 싶은 칵테일을 선정해서 칵테일바를 열고 있어요.

광주과학기술원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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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도 맛도 방법도 다양하게 우리만의 칵테일 레시피

―
칵테일 레시피라고 해서 저희만의 무언가가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

믹솔로지스트는
칵테일
○○○이다

니에요. 아직은 배우고 있는 단계이니까 판매를 하기 위해 준비하
면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접해보기도 하고 직접 만들어 보면서
“믹솔로지스트”만의 칵테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칵테일이 뭔가 섞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알려져 있는 칵테일보다
는 저희가 해석한 레시피를 가지고 한국술과 다른 방식으로 섞어
보면서 새로운 칵테일을 개발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공개된 레시피를 사용하는데, 그대로 만
들었을 때 비율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비율을 조금 다르게 하거나
다른 것을 더 넣거나 혹은 바꿨을 때 더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
게 실험해 보면서 새로운 맛을 찾아내기도 하지요.

꿀막걸리가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알려져 있는 레시피로 해봤더니
그렇게 맛있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좀 더 개량을 해봤어요. 그냥 막
걸리에 꿀만 넣었더니 밋밋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막걸리에 꿀
이랑 우유, 얼음을 넣고 식감을 주기 위해 믹서기에 넣고 갈었더니
위쪽은 크림같이 부드러워지고 아래는 막걸리가 남아서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가 되더군요. 저희는 얼음을 잘게 갈아서 식감을
주려고 썼는데, 그냥 갈지 않고 섞기만 해도 훌륭합니다.

매년 다른 컨셉의 칵테일바와 다양한 칵테일 소개

―
저희 동아리의 목적이 다양한 칵테일을 접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매
해 칵테일바를 열 때마다 메뉴를 항상 바꿉니다. 항상 다른 칵테일
로 이루어진 바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칵테일을 제공하고 “믹솔로지

다는 거에요. 교수님들도 교직원 선생님들도 모두 칵테일바에 오셔

접하기 힘든 칵테일을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곳

서 좋은 술도 드시고 많이 격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믹솔로지스트!

―
믹솔로지스트의 최대 장점이라면 접하기 힘든 칵테일을 동아리에

MIXOLOGIST + GIST = MIXOLOGIST

―

MIXOLOGIST + GIST = MIXOLOGIST

꿀막걸리의 황금비율을 찾다

‘롱아일랜드티’다

(이영진 회장)

롱아일랜드티는 많은 기주가 들어가는데, 믹솔로지스트가
칵테일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우러져서 화목하게 잘 놀다보니
롱아일랜드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주가 많이 섞인
것인데도 굉장히 맛있는 칵테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화목하고 즐거운 믹솔로지스트와 롱아일랜드티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갓파더’다

(박환용 부회장)

갓파더는 도수가 센 칵테일입니다. 처음에는 도수가 쎄서 꺼릴
수 있는데 먹다보면 그 맛을 알아가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지요.

칵테일을 만들고 배우며 더 친밀해지는 동아리원들

들어와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사를 하거나 모임을 할

스트”도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

때마다 메뉴를 바꿔가면서 진행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

믹솔로지스트도 사실은 술을 다루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믹솔로지스트 동아리 규모는 보통 1년에 30~40명 정도가 활동하

저희 동아리의 신입부원들은 칵테일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신

해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마셔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좋은 동아리이지요. 건전한

는 정도입니다. 칵테일바를 한번 운영할 때마다 20명 정도가 동원

입부원들이 들어올 때 칵테일바를 다같이 가서 체험도 해보고 시음

칵테일을 접하기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술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칵테일바가 큰 편은 아닌데 학생들이 많이 찾아주고 칵테

을 해보기도 해요. 그리고 기주교육이라고 해서 각 간부들이 도구

것 자체도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런 경험들을 쌓을 수 있으니까 정

사람들이 믹솔로지스트에 대해 점점 그 매력을 느껴가게 될

일도 4~5종류를 만들다보니 뒷정리도 할 일이 많아서 인원이 많이

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쉐이킹, 스터 등의 방법과 용어에 대해

말 좋은 것 같아요.

것입니다.

동원되는 편입니다.

서 또 얼음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맛이 변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교

칵테일을 만들고 마시다 보면 서로 대화할 시간도 자연스럽게 많아

칵테일바에서 나온 수익금은 다시 술을 사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육들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월 한번씩 행사가 있어서 많이

지게 되니 선후배간에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부원들간에 친목

학교에서도 지원이 나오는데 술을 사는 경우는 학교에서 지원해주

만나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니 동아리원들끼리 확실히 친해지는 것

을 다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회장, 부회장

‘깔루아밀크’다

(강대연 부원)

기 좀 곤란하기도 하니 학교 지원금은 칵테일 잔이나 믹서기 혹은

같아요.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떠날때는 쓰던 잔이나 기구들을 남

이라는 직책이 있으면 수직적인 분위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

깔루아밀크는 굉장히 만들기 쉬운 칵테일이어서 주변에서 쉽게

쉐이커 같은 장비를 마련하는 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사용합니다.

기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도구들은 저희가 잘 받아서 쓰고 있

없이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칵테일입니다.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여건만 된다면 판매 수익금으로 기부를 한다거나 학생들에게 무료

지요. 또 3,4학년 선배들이 칵테일바를 찾아와 응원을 해주기도 합

있는 칵테일 문화를 저희가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이 칵테일이

시음회를 열고 싶기도 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행사를 할

니다. 이런 선배들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생각났습니다.

때 학생들이 주로 진행하고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분들은 잘 안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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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 이공계 대학으로 비상하는 지스트,
세계로 향하는

길을 열다!
지스트 대학은 과학기술 핵심 인재를 교육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자를
양성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입니다.

대학 입학 안내

GIST COLLEGE

GIST CAMPUS: INFORMATION

창의력·협동
의사소통·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21세기형 인재 육성

지스트 대학의 교육철학과 인재상은 ‘3C1P’로 요약할 수

출범 후 최상의 교육환경과 우수한 교수진,

있습니다. 창의력(Creativity)이 넘치고, 융합연구를 위해 상호협동

체계적인 커리큘럼 등으로 짧은 기간에 명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2020 QS 세계대학평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세계 4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해 세계 정상급 연구역량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소수정예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및 커리큘럼 구축, 전공

지스트대학

2010년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으며

모집단위

문제해결 능력(Problem-solving)을 갖춘 21세기형 이공계 인재를
키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기초교육학부에서는 수학과

기초교육학부

정시

심화전공과정에서는 선택한 전공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전공

지스트 대학은 다른 이공계 특성화대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문·사회 분야 교육과 교양 교육이 풍부해, 이론만 아는
딱딱한 이공계 인재가 아닌 인문 소양을 갖춘 전인적(全人的)인

구분

홈페이지 www.gist.ac.kr/uadm
블로그

15명 내외

실기위주

특기자전형

10명 내외

수능위주

수능우수자전형

20명 내외

180명 내외

20명 내외
200명 내외

주요 내용

일정

2020. 9. 23.(수) 09:00 ~ 28.(금)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11. 5.(목) 18:00 예정

면접전형

2020. 11. 12.(목) ~ 15.(일) 중

교수 여러 명이 참여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수업 시간

최초 및 예비합격자 발표

2020. 12. 11.(금) 18:00 예정

동안 학생의 궁금증과 교수들의 전문성이 결합하고 확장되는 심도

최초합격자 등록

2020. 12. 28.(월) ~ 30.(수), 3일간

있는 융합 교육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합격자 발표

2020. 12. 31.(목) ~ 2021.1.4.(월) 21:00까지

추가합격자 등록

2020. 12. 31.(목) ~ 2021.1.5.(화)까지

원서접수

2021. 1. 7.(목) 09:00 ~ 11.(월) 18:00

서류제출

2021. 1. 7.(목) 09:00 ~ 11.(월) 18:00

최초 및 예비합격자 발표

2021. 2. 4.(목) 18:00 예정

최초합격자 등록

2021. 2. 8.(월) ~ 10.(수), 3일간

추가합격자 발표

2021. 2. 11.(목) ~ 18.(목) 21:00까지

추가합격자 등록

2021. 2. 11.(목) ~ 19.(금) 까지

일류대학에서 정규학기를 수강할 수 있는 SAP(Study Abroad

062-715-2959

고른기회전형

2020. 9. 23.(수) 09:00 ~ 28.(월) 18:00

UC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등과 같은 미국

uadmission@gist.ac.kr

40명 내외

서류제출 1)

수시

경험할 수 있으며, 칼텍(Caltech,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FAX

학교장추천전형

원서접수

여름방학 때 세계 유수의 대학을 방문해 Summer Session을

E-mail

115명 내외

시야를 가지고 사고방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일반교양 교육이나

글로벌 이공계 교육을 선도하는 지스트 대학에서는 2학년

062-715-2950

일반전형
학생부위주
(종합)

소계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융합 연구를 위해 폭넓은

가장 좋은 예입니다. 팀-티칭은 한 수업에 서로 다른 분야를 전공한

TEL

모집인원

※ 지원자 중 지스트 대학에서 수학(修學)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013년 처음 시도한 ‛팀-티칭(Team-Teaching)’ 이 융합 교육의

의

전형명

계

문화·예능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

전형유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학교육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학

수시

기초과학 그리고 인문·사회적 소양을 잘 갖추도록 교육하고,

대학이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방식은 이공계

입

구분

(Cooperation)을 할 줄 알며,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잘 해

탐색과 인문·사회 및 기초과학 교양 교육
강화를 위한 기초교육학부 운영 등 지스트

2021학년도
지스트대학
입학전형 개요

Program) 등 세계 초일류 대학과의 교육 교류를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생들이 대학원 실험실에서 연구할 기회를 주는

정시

대학원 연구장학 프로그램 Caltech-SURF, GIST-SURF(SURF:
Summer Undergraduate Research Fellowship)는 연구를 통한
교육을 실현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됐습니다.

1) 서
 류제출(학생) : 지원자격 증빙 서류(학교생활기록부, 고른기회전형 지원자격) 등
서류제출(교사) : 교사추천서, 학교장추천공문

blog.naver.com/gistian

페이스북	www.facebook.com/

GistCollege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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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트 대학원과 함께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스트는 세계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스트는 이러한 역량이 인류·국가·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를
위해 책임지는 연구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스트의 연구 성과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대학원 입학 안내

GIST GRADUATE SCHOOL

GIST CAMPUS: INFORMATION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쾌적하게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스트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우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가 발표한 ‛2020 QS
세계 대학평가’에서 지스트는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지스트 대학원에는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2021 학년도
지스트 대학원
입학전형
개요

지구·환경공학부, 생명과학부, 물리·광과학과, 화학과, 의생명공학과,
융합기술학제학부(에너지, 문화기술, 지능로봇), AI대학원(학과)로
총 10개 학부(과)가 개설돼 있으며, 각 학부별로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부문에서 세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스트의

입학전형은 봄학기 1차 전형, 봄학기 2차 전형, 가을학기 전형 등

학문적 성과 및 연구 수준이 세계 우수대학과 어깨를

매년 3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전형을 앞두고 지역별로 찾아가는

나란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학설명회와 오픈랩이 진행되며, 원서접수 한두 달 전부터 입학정보
홈페이지(www.gist.ac.kr/gadm/)에 공지됩니다.

지스트대학원

도전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원 연구 역량,
다양한 장학제도 및
특전, 숙소 제공

재학생과 졸업생의 뛰어난 연구 성과와 자질도 지스트
대학원의 자랑입니다. 어느덧 1,200명을 돌파한 박사과정
졸업생의 재학 중 SCI급 논문 게재 편수는 1인당 6~7편에

지스트 대학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제도 및 특전을 자랑합니다.

전형유형

우선 2019년 기준으로 매년 683만 원(학기당 341만 5,000원)에 달하는

달해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으며, 박사과정

납입금을 전액 면제받습니다. 아울러 매달 석사과정 14만 원, 박사과정

졸업생 중 약 10%가 카이스트,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29만 5,000원의 학자금(조교수당) 및 급식보조비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한양대학교, 뉴욕시립대학교, 테네시공대 등 국내외

이렇게 기본적으로 받는 혜택 외에 다양한 연구 참여를 통해서도

우수대학에 교수로 임용돼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연구장려금 연 평균액은

있습니다.

석사과정 470만 원, 박사과정 1,200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기숙사와
기혼자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영장, 피트니스센터도 저렴하게

더욱이 2017년 11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발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 과목 영어강의, 이상적인 학생 대 교수 비율(10:1),

세계 상위 1% 연구자들 가운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다양한 해외 연구기회 제공, 학위논문인증제도(박사논문 심사위원 중

30명 중 3명이 지스트 박사과정 졸업생이었습니다.

해외 석학 포함) 등 차별화된 교육환경도 지스트 대학원의 자랑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이 기대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교육기관, 지스트.
지스트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다립니다.

입

학

문

의

TEL

062-715-3952

E-mail

admission@gist.ac.kr

홈페이지 www.gist.ac.kr/ga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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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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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NEWS

2020년 호남권역 실험실창업혁신단 선정

2020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지스트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발

신진 이공계박사 육성 위한 영 사이언티스트
시범사업 공모

코로나19 등 신종 바이러스에 적극 대응 		
“지스트 항바이러스 연구센터” 설립

지스트가 ‘2020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
사업’ 호남권역 실험실창업혁신단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굴 및 창업문화를 확산시키고자 ‘2020 창업아이디어 경진

지스트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를 극

지스트가 감염질환 유발성 신종 바이러스에 적극 대응하기

실험실창업혁신단은 정부의 R&D 예산 규모의 지속적 증가

대회’를 개최하였다. 총 35개팀의 창업아이디어를 접수받

복하고자 신진 이공계박사를 지원하여 기업들과의 협력연

위해 항바이러스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6월 9일(화) 지스트

로 인한 공공연구성과의 경제기여도 향상 필요성이 제기됨

았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서 17개 사업아이템을 선정하

구를 통한 지스트-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본 사

오룡관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의 주요 연구 범위는

에 따라 연구실 소속 젊은 연구원 중심의 실험실 창업 활성

였고, 6월 3일에 최종 4팀을 선정하여 발표심사를 진행하

업은 신진 이공계박사가 연구과제를 직접 제안·수행 할 수

감염질환 유발 바이러스 방호, 진단 및 백신, 치료제 등을 개

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였다. 최우수상은 화학과 장형준·이호연 학생팀의 ‘측정장

있는 지원구조로 설계하여 그들이 독립 연구자로 성장할

발·연구하는 것으로, 나아가 감염질환 유발 바이러스 라이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다.

비를 요구하지 않는 요당 및 요산검출 센서’가 우수상은 기

수 있도록 지스트 교원 및 연구원은 조력자 역할로 한정하

프 사이클(Life Cycle) 부문에서도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신

지스트 실험실창업혁신단은 호남권 대학과의 협력관계를

계공학부 이재준 학생의 ‘전기모터 종합 솔루션’이 수상하

여 신진박사의 독립적 연구 보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스

종 바이러스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분야별 융합과 전략적

통해 예비 실험실창업팀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고, 다양한

였으며, 장려상1은 기계공학부 조민재 학생의 ‘열악한 환경

트 영 사이언티스트(GIST Young Scientist) 시범사업’의 사

연구를 통해 항바이러스 연구모델 구축과 대응 기술개발을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에 높은 투과율을 갖는 FMCW 4D LiDAR개발’이 장려상2

업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센터는 항바이러스에 대한 다학

는 융합기술원 정현승 학생의 ‘고온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

이며, 사업기간 중 선정된 4인의 신진연구자에게 총 8억원

제적 연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전문가

전지용 고성능 전극’이 각각 수상하였다.

이 지원 될 예정이다.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할 예정이다.

김영집 대외부총장 선임
광산구 기업주치의 센터장을 대

지스트의 김병진 학생(전기전자

김인수 교수,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 위촉

외부총장으로 선임하였다. 대외

컴퓨터전공 4학년)이 과학기술정

지구·환경공학부 김인수 교수

기계공학부 강상규 교수가 7월 1

지스트는 7월 1일(수) 김영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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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트, 학부생 2020 페임랩
코리아 본선(Top 10) 진출

강상규 교수,
수소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부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김 대

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

(연구부총장)가 6월 27일 대통령

일(수) 수소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외부총장은 기술경영아카데미

창의재단·주한영국문화원이 공

직속 제3기 국가과학기술자문

위촉되었다. 수소경제위원회의 위

와 발전기금, 대외교류 등 지스

동주관하는 세계 최대 과학커뮤

회의 심의위원으로 신규 위촉됐

원은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트 대외협력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김영집 대외부총장

니케이터 발굴 프로젝트인 ‘2020 페임랩 코리아’에 참가해

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해

추천을 받아 위촉되며, 지스트 강상규 교수를 포함하여 11명

은 2003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홍보팀장 및

본선 Top 10에 진출하였다. 10명의 본선 진출자들은 과학기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으로 자문회의와 심의회의

이 추천되어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

교육국장, 2005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클러스터추진단

술정보통신부·창의재단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위촉하여

로 구성된다. 특히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았다. 수소경제위원회는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

장, 2013년 광주시청 시민특별보좌관 등을 지냈다. 1988년

대중과 과학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얻게 되며, 국제 페임랩 네

에 근거한 과학기술분야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전남산업사회연구소 연구원 이래 광주노동연구소장 등 정

트워크의 일원이 된다. 과학커뮤니케이터는 중·고등학생을

과 부의장 및 과학기술 관련 교수를 중심으로 한 9명의 민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부, 지자체, 정당, 언론, 민간 공익단체에서 30년 이상 활동

대상으로 방문과학강연인 다들배움, 길거리나 무대에서 과

간위원과 정부의 5개 부처 장관 및 과학기술 보좌관(간사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평

을 펼치며 한국민주주의와 지역 균형발전, 시민사회와 인

학 실험으로 공연하는 사이언스 버스킹, 성인 대상 과학공연

위원)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 분야 정책과 예산을 최종 심

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

권향상, 지역경제발전 등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등 조교 수준급 전문가 대우를 받으며 활동하게 된다.

의한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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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접기 방식을 이용한
3차원 구조 디스플레이 개발

과학기술 연구 역량, 2020 QS 세계대학평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세계 4위

몸 안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피부형 마이크로
LED 패치 개발

동아시아 지역의 여름철 가뭄, 홍수 등
극한강수 발생위험 진단

국내 연구진이 평면 디스플레이에서는 볼 수 없는 출력 특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간단한 패치 형태로 옷 속이나 야간에도 빛을 매개로 인체

지구·환경공학부 윤진호 교수 연구팀이 동아시아 지역에

성을 지니는 3차원 구조의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데 성공

Symonds)가 6월 10일(한국시각) 발표한 ‘2020 QS 세계대

삽입 헬스케어 기기에 능동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서 여름철에 발생하는 가뭄, 홍수 등 극한강수의 발생 위험

했다. 지스트 신소재공학부 고흥조 교수 연구팀은 플렉시

학평가(QS World University Rankings)’에서 지스트가 ‘교

기술이 개발됐다. 지스트 기계공학부 이종호 교수 연구팀

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블 전극기반의 평면 디스플레이를 종이접기 방식으로 3차

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Citations per Faculty)’ 부문에서

이 피부에 직접 부착해 인체 내 전력 전송을 위한 유연한 마

기후변화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대기가 머금을 수

원으로 변형하여 여러 방향으로 출력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세계 4위로 평가됐다.

이크로 LED 패치를 개발하였다.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졌고, 동시에 지표면은 대기 중으

를 개발하였다.

지스트는 전 세계 5,546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 올해

인체 내 전력량 부족 문제는 다기능 고성능 인체삽입 헬스

로 수분을 빼앗겨 더욱 건조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집중호

기존의 평면형 디스플레이는 한 방향으로만 영상을 출력할

QS 세계대학평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 부문에서 ‘세

케어 기기 출현의 가장 큰 제약 중 하나로 꼽힌다. 이를 위

우와 가뭄 발생 위험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

수 있어 시청방향이 제한되는 것과는 달리 3차원 구조 디스

계 4위’를 기록하였다. 지스트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해 최근에 주변 빛을 흡수하여 발전할 수 있는 인체 삽입 태

우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피해의 극단적

플레이(3D structure display)는 다양한 방향으로 영상을 출

‘세계 2위’, 2017년과 2018년에는 ‘세계 3위’, 2019년에 ‘세

양전지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실내, 야간, 또는 삽입

인 예로 최근 일본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력할 수 있어 가상현실/증강현실을 위한 커브드 헤드 마운

계 5위’ 를 차지하였으며 13년째 국내 1위 자리를 지키며 세

된 부위가 옷으로 가려질 경우 광량이 부족하여 충분한 전

본 연구는 동아시아 여름철 날씨를 지배하는 여름 몬

트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 양면 디스플레이,

계 정상급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력을 생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종호 교수 연구팀이

순(East Asian Summer Monsoon; EASM)의 생애주기

건물/차 내외장 디스플레이 등에 응용이 가능하여 고부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는 대학 연구 역량의 양(量)과

이번에 개발한 마이크로 LED 패치는 피부에 직접 부착하여

(Lifecycle)가 점차 더욱 뚜렷해지면서 홍수-열파(Heat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질(質)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해당 대학의 연구

태양전지가 통합된 인체 삽입 기기에 능동적으로 전력을

wave, 이상고온 현상) 혹은 가뭄의 연속적인 발생가능성이

연구팀은 3차원 구조의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해 10 마이크

자들이 발표한 논문이 관련 분야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많

공급 할 수 있다.

높아졌음을 예견한다.

로미터(㎛)보다 얇은 플렉시블 박막전극 기반의 디스플레

이 인용될수록 높은 점수를 받으며 연구 성과의 영향력이

연구팀은 적색 및 근적외선 영역(파장: 650nm 이상)의 빛

연구팀은 과거 30년 동안의 관측데이터와 최신의 기후모델

이를 제작하고 이를 변형시켰다.

크고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 상대적으로 생체 조직 투과율이 높다는 사실에 기반하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6, CMIP

고흥조 교수는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플렉시블 전자

지스트 김기선 총장은 “이번 성과는 지스트의 최적의 연

여 적색 마이크로 LED(파장: 670 nm) 패치를 제작하였다.

6)을 사용하여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장

소자의 변형을 통한 3차원 전자소자 개발에 있어 소자가 지

구 환경 속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연구자가 연구에 매진

패치에서 발생시킨 빛은 생체 조직을 투과하고 태양전지에

마기간 동안, 단시간에 더 많은 비가 내리고 이후 고온건조

녀야 할 이상적인 회로구조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3차원

한 결과”라면서, “지스트는 AI대학원과 인공지능연구소 등

도달하여 광전류(photocurrent)를 생성시킨다. 이러한 능동

한 기간도 강하고 장기화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결과적

구조로 변형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한 것이다”면서, “향후

인공지능 분야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국가와 지

적인 과정은 날씨, 실내, 야간에 관계없이 생체 내에서 전력

으로 같은 양의 비가 내리더라도 더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은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각종 3차원 구조 센서의 개발에 활용

역의 경제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의 미래형 신

공급이 가능하게 한다. 패치는 복잡한 회로 없이 시중에서

비가 내리므로, 그 피해는 더욱 막대해질 수밖에 없다.

하여 방송, 의료, 항공, 군사, 광고, 애니메이션, 영화를 위한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전지를 이용하여 구동할 수 있다.

윤진호 교수는 “지구온난화가 동아시아 여름 몬순의 생애

입출력 장치 개발에 활용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 또한 “지스트는 에너지 전환과 그린 뉴딜에 부응하여

주기를 강화시켰고, 이에 따라 양극단의 기상이변이 잇따

‘FLEX 에너지 융합대학원’이 설립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에

라 발생할 위험이 높아졌음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너지 분야의 특화된 석박사급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여 글

다” 고 말했다.

로벌 신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대한
다”고 말했다.

38

GIST MAGAZINE 2020 Vol. 26

광주과학기술원 매거진

39

GIST ALUMNI: INTERVIEW

동문을 말하다

지스트에서
시작한
SF소설가의
꿈

지스트 대학 화학전공 10학번,
지스트 대학원 물리·화학부 석사 졸업,
현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운영이사
• 《단편들, 한국 공포 문학의 밤》 (황금가지) 2017년 10월
• 《증명된 사실》
•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비티북스) 2018년 5월

SCIENCE FICTION WRITER

이산화

2017년 단편 「아마존 몰리」를 발표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여,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밀수:리스트 컨선」 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한국 대표적인 SF작가로 자리매김한
이산화 동문(화학전공 10학번,
물리·화학부 석사 졸업,
현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운영이사)을
만나보았다.

• 《전쟁은 끝났어요》 (요다) 2019년 3월
•《증명된 사실》 (아작) 2019년 7월
〈세상은 이렇게 끝난다〉 〈증명된 사실〉
〈지옥구더기의 분류학적 위치에 대하여〉
〈햄스터는 천천히 쳇바퀴를 돌린다〉 〈한 줌 먼지 속〉
〈무서운 도마뱀〉 〈연약한 두 오목면〉
〈우는 물에서 먹을거리를 잡아 돌아오는 잠수부〉
〈카르멘 엘렉트라, 그녀가 내게 키스를〉
〈희박한 환각〉 〈2억 년 전에 무리 짓다〉
〈공자가 성스러운 새에 대해 말하다〉
• 《감겨진 눈 아래에》 (황금가지) 2019년 8월
 	 〈아마존 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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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장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2018)와 최근 발표하신 「밀수:

니다. 저는 전공 수업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은 아니었지만 이따

리스트컨선」(2020)등 작가님의 대표작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

금씩 있는 에세이 과제는 특별히 공들여서 적어 내곤 했고, 그

다.

런 글을 서지원 교수님이 높이 평가해 주셨던 것이 큰 용기가 되

첫 장편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는 사이버펑크장르의 수사물

었어요. 한편 작가 활동에 대해서는 이시연 교수님께 정말 큰 빚

제게 SF라는 장르는

입니다. ‘사이버펑크’는 각종 기술은 발달한 반면 삶의 질은 오
히려 떨어진 미래사회를 그리는 SF의 하위 장르인데요, 저는 여
기에서 조금 달콤하고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시도해 보고 싶었
어요. 한편 가장 최근에 낸 장편인『밀수: 리스트 컨선』은 국제
야생동물 밀수 시장을 배경으로 여러 인물이 쫓고 쫓기면서 사

을 졌는데, 영문학 교양 수업을 거의 매 학기 빼놓지 않고 들었

선택이라기보다는

던 경험이 지금의 제 글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습니다.

젠더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21세기에 SF 작가로

각합니다. 문학 이론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리고
서 창작을 계속하는 데에 필수적인 내용을 잔뜩 배울 수 있었으

돌이켜 보면 SF를 쓰고 있다는

투를 벌이는 생태학 스릴러입니다. 이외에는 단편집 『증명된 사

니까요.

자각이 없었을 때에도

실』이 있는데, 이 단편집의 표제작이 2018년도 SF어워드 중·
단편소설 부문 우수상을 받았지요. 다른 수록작도 전부 재밌습

지스트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스트에

제 글은 언제나 SF의

니다.

서 수학하신 일이 작가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영역에 걸쳐 있었거든요.

과학기술인이 되기 위해 과학기술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물

작가님의 작품 세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통해 세상에

론 좋은 일이지만, 인생의 목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대학

전하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느 학과에 입학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스

저는 특별히 어떤 일관적인 작품 세계를 추구해야겠다는 생각

트는 과학기술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인문학에서

와중에도 항상 글에 담고픈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독자들을 향
한 일종의 위안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에는 무한히 다양한 삶의
형태가 존재하고, 그중 어떤 길을 걷고 있든지 결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자
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위안의 말을 더 많이 건네고 싶단 생각을
종종 해요.

촉망받는 공학도에서 SF 소설가로 전향하신 결정적 계기는 무

이 글을 쓰겠다고 해서 이 고생이지”의 연속입니다. 어떻게든 머

엇이었나요?

리를 쥐어짜서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계속 이

과학도로서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글은 계속 쓸 생각이었어요.

럴 거예요. 글쓰기와 연구는 가끔 이상하게 닮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학부 과정을 마칠 즈음에 작은 공모전에 당선되었는

SCIENCE FICTION WRITER

까지 안 다뤄본 것에 대해 쓰려고 하는 중이지요. 다만 그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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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보지 않았어요. 적어도 지금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 지금

예술에 이르는 과학기술 바깥의 영역을 재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폭넓게 경험시켜 주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이
지스트의 큰 강점이고, 또 아직 작가가 아니었던 지스트 재학 시
절의 저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스트의 후배들을 위해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과학도가 성공적인 과학기술인이 될 수는 없겠지요. 하지
만 과학을 배웠다고 해서 꼭 전형적인 과학기술인의 삶을 살아

데, 그것이 작가로서 처음으로 거둬 본 공식적인 성취였습니다.

지스트 재학 시절 모습은 어떠하셨나요? 성실하게 학업에 전념

공과대학 출신의 소설가라는 매력적인 이력을 지니셨습니다. 지

그때부터 조금 더 또렷하게 미래가 보였던 것 같네요. 한동안은

하면서도 자신만의 꿈에 도달하게 해준 동기와 저력은 무엇이었

떻게 그 수많은 길 중 하나로 만들 수 있을지 한번쯤 생각해 보

스트에 진학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글쓰기와 연구를 병행했지만,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일

나요?

았으면 합니다.

글쎄요. 아주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는 없지만, 지스트는 인문학

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청나게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어요. 한 번은 선형대수가 너무

교양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학교의 방향이 마음에 들었던 것

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은 많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어

어려워서 아예 손을 놓을 뻔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좋아하

마지막으로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같아요. 저는 화학을 배우고싶었는데, 그와 동시에 창작을 진지

여러 글쓰기 장르 중 왜 SF소설을 선택하신 건가요?

는 과목에선 최선을 다했고, 그러면서도 머릿속 한쪽 구석에서

자리가 주어졌으면 홍보를 해야겠죠. 한국 SF를 읽으세요! 한

하게 계속할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고등학교 3학년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소설을 쓰면 자연스레 SF가 나오는 법

는 “새로 배운 내용을 소설 소재로 쓸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

국 SF는 최근 몇 년 동안 큰 성과를 여럿 이루었고, 좋은 작품도

때 지스트로 원서를 접수 했던 것은 가장 적합한 선택이었지요.

이지요. 제게 SF라는 장르는 선택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귀

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한편으로는 확실히

잔뜩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작품이 선보여질 예정인

결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SF를 쓰고 있다는 자각이 없었을 때

성실하기도 했던 것 같네요. 지스트 학부과정에 인문학 강의가

것은 물론이고요. 지금이 한국 SF에 입문할 가장 좋은 시기입

에도 제 글은 언제나 SF의 영역에 걸쳐 있었거든요.

풍부하게 개설되어 있던 것은 저의 작가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니다. 새로운 세상을 미리 엿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작가를 꿈꾸신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되었어요. 전공과목과 더불어 전문적인 문학 수업을 들을 수 있

창작활동에 대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흥미가 있었어요, 틈만 나
면 연필을 잡고 노트에 낙서를 끼적거리던 학생이었거든요. 구

온라인 연재 플랫폼 브릿G에서 <아마존 몰리>로 작가 활동을 시

었는데, 그때 배운 내용이 아직도 제 창작의 주요 기틀 중 하나

“독자들을 향한 위안의 메시지 전하고싶어요. 세상에는 무한히

체적으로 ‘작가’라는 직업을 마음에 품게 된 것은 중학교 때 만

작하고, 이후 <증명된 사실>로 2018년 SF어워드 중·단편소설

입니다.

다양한 삶의 형태가 존재하고, 그중 어떤 길을 걷고 있든지 결코

난 친구가 글쓰기에 진지하게 열의를 갖는 모습을 본 뒤부터였

부문 우수상을 받으시는 등 성공적인 작가 경력을 쌓고 계십니

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글쓰기를 계속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로서 고민과 어려움을 겪으신 때가

지스트 재학 시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감사의

어두고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말을 많이 건네고 싶다는 생

로 삼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은 교우나 은사님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각을 종종 해요.”

고민과 어려움은 항상 있지요! 최근의 제 일상은 “내가 어쩌자고

전공이었던 화학에서는 서지원 교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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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가능성을 열

광주과학기술원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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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지원하다

DONATION LIST
2020.1.1.~2020.7.21.(명단 금액 내 가나다 순)

5 천만원 이상
기부자명
롯데장학재단

지스트가 세계 초일류 이공계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과 관

‘후원의집’은 지스트 구성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점, 기관들이 지스트의 우수한 인재들의 큰 꿈과 비전을 응원하

심을 부탁드립니다. 지스트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사랑과 관심을 마음으로

기 위하여 기금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스트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주신

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부가 지스트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모든 ‘후원의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천만원 이상
구분
일반

기부자명

5백만원 이상
구분

(재)홍성장학회

일반

(주)DH글로벌

동문

(주)엠에스엘

동문

(주)재이디

기부자명
김기선

후원의 집 참여업체
구분
교원

입주기업

(주)썬다이오드코리아

전화번호

회원명

전화번호

(유)고기왕할인마트

062-971-5551

쌍암골

062-971-2381

광양숯불구이

062-972-4334

쌍암초밥

062-974-3797

김밥랜드

062-972-1891

안경매니져 첨단월계점

062-971-3977

(주)크리투어

일반

꽃담

062-974-0001

어느멋진날

062-576-6279

(주)해양에너지

일반

꽃피면김춘국수

062-973-0072

영광굴비한정식

062-973-0053

나눔테크

일반

아주커치킨(일반)

일반

넓으실

062-972-8201

예향정

062-971-9677

주식회사 아이메디슨

일반

네일,그녀와

062-413-1333

이노티안경 첨단현대점

062-972-4102

다비치안경광주첨단점

062-971-1357

이층면옥

062-972-4946

더반

010-7135-3555

제주도그릴

062-952-9241

로사리움

062-972-1209

첨단밝은얼굴피부과

062-974-4131

구분

르시엘블루키즈

062-972-3760

첨단애진곰탕

062-972-7002

마루요시

062-972-8897

최가을헤어드레서 첨단점

062-972-3616

마포숯불갈비

062-974-1600

쿠우쿠우 광주첨단점

062-946-9696

5백만원 미만
기부자명

회원명

구분

기부자명

구분

기부자명

입주기업

박은식

직원

이종진

동문

(주)에스오에스랩

동문

박인철

직원

이주형

교원

(주)엔에스지

일반

박종엽

직원

임성훈

직원

입주기업

박종윤

직원

임소라

동문

모코코플레르

062-973-3908

파리바게뜨 첨단쌍암점

062-973-8203

불태산진원성

061-392-6492

푸른하늘모퉁이

061-392-2374

(주)올리브바이오테라퓨틱스
(주)이노글로벌 이은주

입주기업

박진호

동문

장삼진

직원

원내연구소기업

방우석

교원

장재형

교원

고도경

교원

송경종

직원

전성찬

교원

비아꽃게장

062-959-3352

풍년미가

062-974-3392

상무초밥 첨단점

062-972-7474

풍천장어명가

062-972-6969

서울화이트치과병원

062-431-7777

행복뜰

062-972-8200

수완센트럴병원

062-953-2200

회박사

062-971-1338

(주)퓨리파이테크노
공득조

연구원

송우근

교원

전영록

직원

김광일

직원

안병남

일반

정건영

교원

김미연

직원

양동열

교원

정종철

직원

김민곤

교원

엄수현

김병휘

동문

에스마이스연구원(주)

교원

정창수

연구원

입주기업

정현호

교원

김봉중

교원

왕세명

교원

조란영

직원

김성경

직원

이권호

동문

조병관

직원

김세미

동문

이규대

직원

조성은

직원

김영길

직원

이동선

교원

진수향

직원

김일섭

직원

이문규

동문

차미령

교원

김일영

직원

이상한

교원

첨단문화사

일반

김재관

교원

이성배

교원

최수인

직원

남주영

직원

이수정

교원

최정옥

교원

도경근

학부모

이승재

직원

한국전력공사

일반

도용주

교원

이애실

직원

한원택

교원

문승현

교원

이영락

직원

홍성안

박성규

교원

이영숙

직원

화명서울치과

박성훈

동문

이재석

교원

황치옥

박원미

일반

이재영

교원

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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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학부모
교원
입주기업

발전기금
후원 안내

전화번호 062-715-2021/5028 │ 팩스 062-715-5029 │ 이메일 dreamfund@gist.ac.kr
홈페이지 dreamfund.gist.ac.kr │ 우편주소 (61005)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대외협력팀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200-946136 (예금주 : 광주과학기술원) │ 우리은행 1005-003-009723 (예금주 : 지스트발전재단)

QR 코드를 확인하세요!
지스트 웹진에 숨어있는 퀴즈를 풀고 경품의 행운을 잡으세요!
소식지 신청 문의 지스트 소식지 내용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대외협력팀 062. 715. 2027

Email seulhyekim@g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