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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POSTECHIAN들에게

알리미가 쏜다!
과학기술을 사랑하며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우는 당신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잡지 POSTECHIAN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더욱 풍성하고 알찬 이공계 진로 설계 안내서를 만들고자 여러분의 의견을 POSTECHIAN 제작에 반영하려 합니다.

링크에 접속해 아래 단어퍼즐의 답을 맞히고(필수)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유익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POSTECHIAN

[가로 퍼즐]

 1. 체내의 산소 농도가 떨어졌을 때,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새롭게 생성하도록 조절하는 인자

2. 핵 감마선 공명 현상을 이용해 물질의 여러 정보를 얻는 방식. 숭례문 복원에도 활용

3. 2차원 행렬로 배열된 수많은 LED 점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동 방식

4.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관계수

5.  피부 서식 세균의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개인이 가진 고유한 냄새

6. 작품의 연대 측정에 주로 활용되는 방식으로, 방사선으로 물질을 비추면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분석하는 방식

[세로 퍼즐]

 1. 생산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

2. 핸드폰 사용자가 이동 중일 경우 가까운 기지국의 위치가 기록되도록 도와주는 것

3. 확률적, 통계학적으로 두 변수 간의 선형적, 비선형적 관계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

4.  빅 데이터와 달리 개인의 성향과 습관 등을 분석하여 얻는 데이터

5. OOOOO DNA는 VNTR이라고도 불리며 법 과학 분야에서 개인 식별에 사용되기도 함

6. 두랄루민 강화에 사용된 금속의 강화 방식. 열처리 후 기존의 상과 다른 물질이 만들어져 단단해 지는 과정을 거침

POSTECHIAN  POSTECHIAN  POSTECHIAN   

POSTEC
HIAN  POSTEC

HIAN  POSTEC
HIAN   

                         https://goo.gl/6wNRLU 

① 잡지에 실린 내용을 기반으로 단어퍼즐 맞추기

② QR코드를 통해 링크 접속!!

③ 단어퍼즐이 가리키는 단어를 맞추고 설문 참여하기

④ 포스텍 알리미가 준비한 선물 받기 

이번 포스테키안 여름호,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십자말풀이를 풀고 정성 가득한 후기를 남겨주시면 

선물이 팡팡! 쏟아집니다. 

<알리미가 간다> 코너 방문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희망 시기를 후기에 남겨주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뽑힌 친구들 축하합니다! 

부산일과학고등학교 1학년 이동훈

영양여자고등학교 2학년 박유빈

➊ ➋

➌

➌

➍

➍

➊

➋

➎

➎

➏ 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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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교수님 이야기

삶 속의 제어공학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과관계’라는 단어를 수없이 듣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결과에는 그에 해당하는 원인이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이지요. 

이 의미를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결과는 내일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이러한 ‘인과관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루프 Loop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반복 과정을 제어 공학에서는 피드백 시스템 Feedback Systems이라 부릅니다. 보통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고등학교 생물에서 공부하는 혈당량 조절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잠시 이 내용을 들여다봅시다. 체내의 혈당량이 이자섬 세포에서 측정되어 간뇌의 시상하부로 전달되고, 

간뇌의 시상하부는 그 값을 기준으로 혈당량을 낮춰야 할지 높여야 할지를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인슐린 혹은 

글루카곤의 분비 양을 조절하라는 명령을 이자에 전달하고, 이러한 명령을 이자가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궁극적으로는 신체의 혈당량이 안정적인 수치에 도달하게 되며, 이 과정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어공학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피드백 시스템의 동작 과정을 위의 혈당량 조절 과정에 빗대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을 플랜트 Plant라 부르며, 이에 대한 정보를 감지하여 

전송하는 센서 Sensor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플랜트에 어떠한 동작을 

미쳐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제어기 Controller가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제어기가 결정한 명령을 그대로 플랜트에 

수행하는 구동기 Actuator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플랜트는 인체의 혈당 시스템이 

되겠으며 센서는 혈액으로부터 혈당량을 감지하는 이자섬 세포이고, 간뇌의 시상하부는 제어기, 그리고 이자는 

구동기라 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어 공학에 처음 적용한 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연계의 모습을 모방하여 공학의 다양한 분야들이 발전해 왔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학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어 공학에서도 자연계에 영감을 받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어 공학이 생물학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제어 공학은 

전자공학의 여러 분야에서 가장 수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학문입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혈당량이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인슐린 혹은 글루카곤을 분비하느냐의 단순한 과정으로 

설명하였지만, 실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산업의 다양한 시스템은 더욱 복잡한 미분 방정식 Differential Equation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무인 항공기가 일정 고도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비행하기 위한 제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무인 항공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 과정은 베르누이 방정식을 바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압력의 변화 및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김 정 훈

PEOPLE • 포스텍 에세이



POSTECHIAN11



12PEOPLE • 포스텍 에세이



POSTECHIAN13

날씨의 변화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예상치 못한 방해요소가 

나타났을 때 항공기의 고도를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제어 공학에서는 이러한 

안정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어기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수학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흔히 수학은 노력보다는 머리가 비상한 학생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1~2학년의 수학까지는 어느 정도의 선행학습으로 커버할 수도 있는 간단한 경우가 많기에 실제로 머리가 

비상한 학생들이 단기간에 깨우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어 공학도 관련된 수학적 지식을 공부하고 논리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학생들이 저에게 머리가 비상한 편이 아닌데 제어 공학 연구를 시작해도 

괜찮을지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기간에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에서 나오는 

염려이기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연구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하루아침에 개발하여 세상을 놀랍게 하는 것보다는 동료 연구자들이 

잘 쌓아 올린 석탑 위에 내 이름이 새겨진 벽돌 하나를 천천히 올리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한편 개인적으로 대학 교육의 본질도 피드백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는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잘 모르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은 교수에게 

질문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즉,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와 지식을 받아들이는 학생들 간의 활발한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학생들은 주어진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교육의 본질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간 경험해 본 

바로는 학생들이 주로 질문을 하러 오는 것은 시험 직전에 본인이 공부한 것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거나, 본인의 점수에 의문이 생겼을 때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은, 정말 학문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질문하고 싶다가도 교수와 학생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이 너무 높게 느껴져서 차마 교수에게 다가오기 힘들어 

포기하고 혼자 공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어느 정도 학생의 심정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저를 비롯한 교수님들이 반성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어 공학에서 

다루는 산업 시스템만 유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굉장히 유기적이어서 보이지 않는 벽에 의하여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본질적인 존재 가치인 교육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안타까운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저 스스로 교수라는 두 

글자에 사회가 기대하는 무게를 잘 견디고 수행하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자신의 몸을 플랜트라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을 제어기라고 여긴다면, 예기치 못한 주변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도 항상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제어기를 지니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를 밝게 만들어 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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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믹바이오 대표 이사

하동헌 선배님
원하는 것을 뚝딱 출력해 주는 3D 프린트, 독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3D 프린트로 조직이나 장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최근 살아있는 세포를 쌓아서 장기를 만드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POST IT 코너에서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신 하동헌 선배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에드믹바이오’ 대표이사이신 하동헌 선배님을 함께 만나 봅시다! 

잡지를 구독하는 고등학생 친구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 기계공학과 07학번으로 입학을 했고, 12학번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대학원에 

입학하여 올해 초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하게 된 하동헌입니다. 저는 현재 스타트업 ‘에드믹바이오’의 

대표 이사로, 작년 7월부터 재직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가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고등학생 친구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3D 프린팅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물체를 만드는 방법의 하나로, 형상을 층층이 쌓아 올려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중에서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와 여러 가지 재료들을 프린팅해서 조직이나 

장기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 ‘에드믹바이오’는 이러한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하나의 칩을 만들어 심장, 간과 같은 장기를 탑재하여 신약을 테스트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실험 키트죠. 또한 이 기술로 막힌 혈관을 

벌려주는 스탠트라는 의료 기기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창업하시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창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만들었던 것 또는 보여줬던 것들을 실제로 사람들이 널리 널리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걸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대학원 생활을 하는 동안 

개발했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직접 해 보자고 마음먹었고, 15년부터 꾸준히 진행해 왔어요. 

그렇게 한 계단씩 밟아오다가 19년 초에 법인을 설립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일종의 창업 팀이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회사가 되었네요.(웃음) 



POSTECHIAN15



16PEOPLE • 포스트 잇



POSTECHIAN17

선배님께서 포스텍에서 학부, 석·박사 과정을 거치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지금의 선배님이 

되시기까지 도움이 되었던 경험들이 있었나요?

제가 포항에 13년 있었어요. 학부 5년, 대학원과 연구원 생활을 

포함해서 8년 동안 있었죠. 그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하면서 

창업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어요. 

먼저 성격 면에서 저는 사실 남들 앞에 잘 서지 못하는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이었는데, 춤 동아리를 하면서 남 앞에서 

나를 보여주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그를 계기로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생활관 지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생활관자치회 회장까지 맡게 

되었어요. 장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학교 측과 일을 같이 하며 

행정을 경험해 보고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많은 동아리 활동과 다른 외부 단체 활동도 하면서 

학부 생활을 보냈어요.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공동 연구를 많이 

진행했었는데, 다양한 연구를 하다 보니 어떤 곳에서 했던 

연구를 다른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일종의 시야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었고 문제 해결 능력도 

높아졌어요. 

스타트업은 언제 어떤 것이 터질지 모르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쌓이지 않았나 싶어요. 또 대학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보통 

연구만 할 수 있는데, 제 지도 교수님께서 스타트업 활동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서포트해 주셔서 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었어요. 예로 원스타트라는 세계적인 스타트업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팀이 세미 파이널 top40 안에 

들어갔었어요. 그 외에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병원들과 미팅을 

할 수 있었던 경험들이 쌓여 제가 회사를 창업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공하는 것이죠.(웃음) 제가 대학원 

생활 동안에 연구하고 만들었던 아이템을 사람들이 정말 쓸 수 

있게 하려면 그만큼 많이 성장을 해야 하니까요. 제 개인적인 

목표는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사는 행복한 삶입니다. 그걸 

위해서 항상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목표 삼아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테키안을 읽는 

고등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했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어요. 사실 저도 

그랬지만, 고등학생들은 ‘나는 어느 대학교에 갈 거야’, ‘어느 

학과를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학과, 대학교 이런 것들은 각자가 

가고자 하는 목표로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행복하게 사는 삶이라고 말해요. 보통 대부분 직업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직업을 달성했다면 나의 장래 희망은 없어지는 

걸까요? 내가 목표로 하는 삶 자체가 목표죠. 진정한 목표는 

학교, 학과라기보다는 내 인생 전체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설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생각하고 각자의 

목표를 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포스텍에서 13년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도전을 하셨던 선배님의 

경험담을 들으며, 도전적이고 열정 가득한 선배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배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후배인 저도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선배님의 말씀처럼 

수단이 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닌, 원하는 인생의 흐름에 대한 

목표를 세워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리미 24기  

화학공학과 18학번 정 세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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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모 관장님과의 만남

책이나 강연 등의 매체를 통해 가지게 된 관심이 진로 선택의 자양분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필자의 경우 문·이과를 선정하기 전이었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정모 관장님의 강연을 듣고 이공계 분야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알리미가 만난 사람은 안양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하시다가 2011년부터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에 이어 올해 2월부터 국립과천과학관의 관장을 맡고 계시는 이정모 관장님이다. 과학의 대중화 사업에 

힘쓸 수 있어 행복하다는 이정모 관장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국립과천과학관에 방문했다.

#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이정모 관장님께서는 유명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로서 70여 

권의 저서를 내셨고 수많은 강연, 방송을 하셨다.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는 무엇이며 어떤 계기로 

이 분야에 발을 담그게 되셨는지 궁금했다. 

대부분의 과학과 공학 연구는 많은 조직과 기기가 필요한 큰 

규모의 사업이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이 연구의 결과도 시민들의 것인데 시민들은 어떤 일이 

연구되고 있는지 몰라요. 과학자와 공학자는 너무 바쁘고 

그들의 언어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연구비를 

대주었던 시민들에게 연구 결과를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사실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수, 교사, 

작가 등등 누구나 과학의 대중화에 힘쓰는 사람들이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것이죠. 

제 어머니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시지 못했어요.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갔으니 무엇을 배웠는지 궁금해 하셔서 늘 저에게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고 물어보셨죠. 어머니께서 다림질하실 때 옆에 

앉아서 오늘 배운 것 중 하나에 대해서 쉽게 풀어가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정말 재미있게 들으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참 잘 전달하는구나!’ 그러다 몇 년 뒤, 

어머니께서 양복을 사주시면서 연동 청소년 학교라는 야학에서 

수업해 보라고 하셨어요. 당시엔 양복이 탐나서 수업을 하겠다 

했는데 뒤돌아보니 9년 반 정도를 수업했더라고요. 유학 가서도 

랩 세미나를 하면 제가 연구하는 것보다 남의 연구를 설명하는 

걸 더 잘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전공을 바라볼 때 저는 

커다란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재밌게 

듣고 이해도 잘 된다는 걸 알았죠. 이런 경험을 하며 저는 어려운 

것들을 대상에 맞추어 잘 설명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 

연구자보단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걸어오신 길

관장님의 저서와 강연의 주제를 보면 하나의 학문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다. 관장님은 어떤 학생이셨으며 어떻게 

이런 넓은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걸까?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단 한 번도 창의적이고 엉뚱하고 남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정해진 대로 숙제도 정확히 해가며 

선생님께 야단맞을 일 없는 학생이었죠. 사실 저는 성적에 

맞추어서 대학에 갔어요. 심지어 생화학과가 꽃 화(花)를 쓰는 

원예학과인 줄 알고 농대에 가고 싶어서 원서를 썼는데 한 달 

후에 학과 점퍼를 맞춰보니 ‘flower’가 아니라 ‘bio chemistry’로 

쓰여 있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요.(웃음) 그 정도로 과학에 대해 

아무런 뜻이 없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2학년 때는 경제학과, 

“우리가 도서관과 미술관을 가듯 일상적으로 가는 과학관을 만들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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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때는 철학과, 4학년 때는 신학과에서 살았어요. 학과가 

아닌 정말 큰 학문이 모인 University를 다녔죠. 저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정말 좋은 자양분이 되었어요.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었고 다양한 교수님께 배웠고 학문마다 완전히 다른 사고의 

체계를 경험했죠. 그 덕에 세상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공계 학생들이 인생을 살면서 조금은 브레이크를 

밟으며 다른 곳에도 눈을 돌려보길 바라요. 문학, 철학, 사회학 

이런 다른 사고방식들에 익숙해 지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게다가 지식은 엄청나게 빨리 축적돼요. 대학교 4년 동안 어떤 

지식을 죽어라 쌓고자 하는 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이 

몇 년만 지나면 과거가 되기 때문이죠. 대학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쌓는 곳’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지식과 체계가 바뀌며 

새로운 분야가 생겨나는데 적어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면 

뭐든지 스스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세상을 

더욱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 만들고 싶은 과학관

구립, 시립에 이어 국립 과학관의 관장을 맡고 계시면서 과학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길을 나아가고 싶으신지 여쭤보았다.

좋은 세상은 뛰어난 과학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엔 아인슈타인, 마리 퀴리, 뉴턴 등과 같은 어마어마한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천재죠. 그러나 제가 아는 과학자는 

천재가 아니라 엉덩이가 무겁고 끈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민들에게 과학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과학관은 아이들이 과학자의 꿈을 꾸게 하는 

곳보다는 오히려 과학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학관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도서관과 미술관에 가듯 과학관도 일상적으로 

가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국립과학관은 전국의 과학관 중에 

가장 큰 과학관이에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 노인들이 오고 

과학을 직접 해 보는 곳으로 정착시키면서 국립과천과학관을 

모든 과학관이 믿고 쫓아올 수 있는 모델로 만들고 싶습니다.  

# 포스테키안 구독자들에게 

인터뷰를 마치며 관장님께 진로를 고민하는 전국의 포스테키안 

구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여쭤보았다. 

지금의 고등학생은 최소한 4-5개의 직업을 가지고 살게 될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길어짐과 동시에 세상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 나갑니다.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 부모님께서 ‘살아보니 

이런 전공과 이런 직업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시는 말씀이겠지만, 

부모님이 살아온 세상과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부모님께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살아야 해요. 그렇다고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면 되겠다는 

생각은 안 돼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아내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을 취미로라도 할 수 

있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기 위해선 많은 간접경험이 

필요해요. 인터뷰 기사 보기, 사람 만나기, 여행 다니기 등이 

안된다면 소설이라도 많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정한 진로로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직업이 될지언정 또 다른 꿈과 재능이 생기면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후의 직업으로 삼으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은 

탄탄한 사회의 투자를 받고 성장한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이에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세상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받은 

만큼 돌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긴 인생을 

다양한 경험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인터뷰하는 내내 진행을 맡은 알리미보다 말씀을 더 잘해 주셔서 

‘최고’라는 수식어가 괜히 붙은 것은 아니었구나 하고 실감했다. 

필자도 인터뷰 중 이공계 학우들이 사고의 확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감하였고, 관장님의 활기찬 에너지가 전해져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를 위해 

시간을 마련해 주신 이정모 관장님과 국립과천과학관 비서실에 

감사드리며 글을 마친다.

알리미 25기  

무은재학부 19학번   조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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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세상은 뛰어난 과학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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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순회하며 고등학생 친구들의 다양한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알리미! 

이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세종시에서 만난 친구들은 진로에 

관해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알리미가 
세종특별자치시에 떴다

알리미 25기  

무은재학부 19학번  서 동 희

Q1. 
아직은 꿈이나 희망 학과가 없어서 생활기록부를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하는지, 

또 다른 친구들에 비해 뒤처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은진       나는 고등학교 때 일찍부터 꿈을 정해 놓긴 했지만, 활동들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했던 것 같아. 경제 동아리에 들기도 하였고, 경영학 개론 

수업을 듣기도 하면서 단순히 수학, 과학 관련 활동뿐 아니라 인문학 관련 

활동도 활발히 했어. 꿈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하는 

것을 대학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일은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찾아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

동희       지금 확실한 꿈이 없다고 걱정하지는 않아도 돼. 한 가지 분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를 공부하고 활동했다고 나쁘게 평가를 하지는 않아. 지금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들 모두 너의 고등학교 때의 활동이고 그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어.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해 보고 싶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천천히 

꿈을 찾아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좋을 것 같아. 지금 당장 꿈이 없다고 

보여주기 식으로 꿈을 결정하기보단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천천히 너의 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해. 

PEOPLE • 알리미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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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공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체력이 중요한 것 같은데, 

체력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동희       체력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는 것처럼 추가적인 활동을 

찾지는 않았고, 나만의 생활패턴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생활했어. 나는 잠자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여러 사람과 

모여서 공부를 할 때보다 혼자서 공부를 할 때 더 집중도 잘되고 

효율도 높았어. 그래서 잠을 많이 자기 위해 다른 친구들이 

새벽까지 공부할 때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혼자 공부를 하는 ‘아침형’으로 생활패턴을 

잡았었어. 분명 같은 양을 공부하는데 잠도 많이 잘 수 있고 

공부도 집중되는 환경에서 높은 효율로 할 수 있어서 체력 

소모가 훨씬 덜했어. 체력관리를 하기 위해 따로 운동하면서 

체력을 높이기보다 너만의 생활패턴을 잡고 생활하는 

것을 추천해.

Q2. 
공부할 때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안 가려고 하는데 그러기엔 막상 

혼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은진       나도 학원에 가려면 왕복 2시간이나 걸렸었어. 그래서 

학원 대신 인터넷 강의를 많이 활용했었어. 처음에는 막막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인터넷 강의의 커리큘럼을 잘 활용해 봐.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잘 짜놓았고 어떤 순서로 

공부하면 되는지도 잘 나와 있어서 처음에는 커리큘럼대로 

공부하면 그런 막막함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막상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할 자료가 부족해서 

힘들 거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1달 같이 학원을 단기간으로 

다니면서 그 기간 동안 학원에서 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받아와서, 

그것을 이용해 공부했어. 학원에 다니는 동안 시중에서 판매하는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거나, 미리 학원 수업 자료들을 받아놓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그 자료들을 풀곤 했지. 강의는 나에게 잘 

맞는 인터넷 강의로! 문제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 학원 교재로 

하는 걸 추천해.

PEOPLE • 알리미가 간다

다음 “알리미가 간다”는 춘천에서 진행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 부탁드려요! 

QR코드 이미지 https://bit.ly/2020POSTECHIAN_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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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과제를 하기 위해 논문을 몇 편 읽어봤는데, 

어떻게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동희       논문을 읽는 목적이 뭐야? 실험을 따라 하기 위해서 

논문을 읽는 것이면 단순히 연구 방법 부분에 대해서만 읽고 

그것을 따라 하면 돼. 그런데 이 논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며 어떤 결론을 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전부 다 읽지 말고 초록을 먼저  읽는 것을 추천해. 

초록(Abstract)은 전체적인 논문의 요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어서 어떤 연구를 

진행했는지를 가볍게 써 놔서 초록을 읽으면 이제 이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략 알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 논문을 

읽기 편할 거야. 어떤 이론을 이용해서 연구했는지 궁금한 

것이라면 본문에서 그 부분을 찾아 읽는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말고, 먼저 초록을 읽고, 그 후에 추가로 알아 보고자 하는 

내용을 찾아 읽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논문을 읽을 수 있어.

은진       동희의 말에 조금 덧붙이자면 보통 고등학교 때 논문을 

읽는 목적은 연구 자체의 내용보다도 어떤 자료 조사의 근거로 

쓰기 위해서 읽는 경우가 많을 거야. 그럴 때 나는 결론 부분을 

자주 읽었어. 결론 부분에서는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떠한 오류가 

있었고 그 결과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에 대해 말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읽는다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다 습득할 수 있을 거야.

Q5.
포스텍과 같은 명문대를 가면 

어떤 점들이 좋은가요?

은진       조금 현실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취업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게 좋은 것 같아.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취업을 걱정하면서 학점이 잘 나오는 과목들을 위주로 

듣고 고등학교처럼 수업 하나하나의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문대에서는 

아무래도 취업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다 보니까 내가 듣고 싶은 

과목들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수강 신청의 기준이 학점이 

아니라 나의 흥미가 된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

동희       은진이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얘기해 줬으니까 나는 

조금 원론적으로 얘기해 줄게.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 

사람들에게 환경이라는 요소는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야.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명문대학교들은 그런 

환경적인 요소에서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선배님들과 나중에 입학할 후배들까지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이런 

우수한 환경에서라면, 내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세상은 

넓고 대단한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나의 

옆에 있다는 것은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 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지. 또 사회로 나가면 스타트업 CEO, 대기업 

이사님들 등등 대단한 분들과 동문이라는 이유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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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가지에 앉은 새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자기소개를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무슨 학과, 몇 학번, 출신은 어디고…. 다들 엇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대학에 오게 되었을 텐데, 각자 자신만의 특징이 뚜렷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항상 제 차례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면 나도 인상 

깊은 자기소개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국 무난하게 이름이나 나이, 학과와 같은 재미없는 정보를 나열한 

뒤, 무심한 척 끝에 덧붙이게 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10년 살다 왔습니다.”

‘영어가 편한지 한국어가 편한지’, ‘꿈은 영어로 꾸는지 한국어로 

꾸는지’, ‘군대는 안 가도 되는지’ 정도가 자기소개 이후 받는 흔한 

질문들입니다. “둘 다 편합니다”(‘오~’), “꿈마다 다릅니다”(‘오~’), 

“군대는 가야 돼요”(‘아…’) 무미건조한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제 

자기소개를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은, 항상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합격하고 포스텍에 오게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14일, 케임브리지 물리학과에서 합격 이메일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특별했던 날짜 중 하나로 기억되네요. 

제 페이스북에 있는 합격증을 보고 나서야 제 말의 진위를 파악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포스텍에 

왔느냐고. 이 질문은 지금 봐도 기분이 상하네요.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높게 보는 질문임과 동시에, 포스텍을 비교적 낮게 보는 

질문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제 선택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단정짓는 질문 같기도 하고요. 공대생들이 좋아하는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어떤 대학 평가를 봐도, 그 어떤 한국 대학이 

케임브리지의 순위에 근접한 적은 없으니까요. 결국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되는 거죠. 왜 더 낮은 순위의 대학으로 온 거냐.

“새는 자신이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는 것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항상 제가 이뤄온 

것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문장입니다. 

저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대학교의 순위란 것은 아주 주관적인 

수치일 뿐이라는 것, 누구라도 간절히 노력한다면 학벌과 같은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에 취해 안일해지기 싫었고, 많이 이뤘다는 사실에 

거만해지기 싫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어디보다 ‘학벌’, ‘권력’, 

‘재력’과 같은 요소에 집착하는 한국의 사회를 바꾸고 싶다는 

꿈을 가진, 19살 새내기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24살이며,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 중에 위의 사항들을 다 증명했느냐고 여쭤 보신다면, 그러지 

못했습니다. 재학 내내 최상급의 학점을 받은 것도 아니며, 어쩌면 제가 

케임브리지에 붙은 것 자체가 운은 아니었을까 생각한 적이 오히려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두 가지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첫 번째, 포스텍에는 ‘케임브리지 합격생’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실 포스텍 학생들이 영어만 잘했다면 다 케임브리지에 

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학벌이 

한 사람의 가치를 대변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케임브리지를 뒤로한 제 선택을 최선의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이 성장했다고 

자신하며, 포스텍을 선택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대단하고 성공적인 삶을 꿈꿉니다. 대단함이나 성공은 

학벌에, 또는 어떠한 사회적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는 과정에 대단함과 성공이 깃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짧은 글로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제가 

주장하는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승 욱 |  컴퓨터공학과 15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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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술
미래의 선거

올해 4월 15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선거 전에는 항상 사전 투표를 하는 기간을 두어 선거 결과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도 하는데요. 

그 예측이 사전 투표를 통한 예측보다 더 정확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빅데이터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선거 결과 예측에 적용되는 빅데이터 기술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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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빅데이터’라는 용어 많이 들어 보셨나요? ‘빅데이터’라는 단어 그대로 방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집합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빅데이터는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최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많은 IT 기업이 빅테이터를 이용하여 미리 선거 결과를 

예측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기획특집을 통해 빅데이터가 무엇이고 어떻게 분석되는지, 

그리고 선거와 빅데이터의 관계를 자세히 알아봅시다!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먼저 빅데이터의 정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영상, 

글, 사진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막대한 양의 

정보들을 처리하기 위해 나온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그럼 빅데이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 처리 기술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를 3V1라고 부릅니다. 

3V는 데이터의 규모 Volume, 데이터 처리 속도 Velocity 그리고 데이터의 

다양성 Variety을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먼저 크기 Volume 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매우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빅데이터의 특징입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 Velocity는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말하는데, 

인터넷에는 항상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다양성 Variety은 빅데이터가 정형화된 데이터(전체 데이터의 20%)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전체 데이터의 80%) 또한 포함하는 특징을 

말합니다. IBM에서는 빅데이터의 특징 3V에 데이터의 정확성 Veracity 

또한 포함하여 4V를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지는 

만큼 신뢰할 수 없는 정보 또한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성 

또한 빅데이터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연관되어 

데이터의 가치 Value를 포함하여 5V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빅데이터는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하여 결과를 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등장한 개념이 스몰 데이터인데요, 스몰 데이터란 개인의 행동, 

성향, 습관 등 ‘작은 정보’들을 분석하여 특정 사람에게 맞는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스몰데이터는 이런 특성 때문에 

탐정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정보의 홍수, 빅데이터 시대
 Big Data Technology

① 여러 SNS에서 1분마다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86304&cid=58370&categoryId=58370

② 빅데이터의 특징

https://blog.naver.com/ahn128/221917022175

기획특집 - ① 

•테라바이트
•레코트
•트랜잭션
•표, 파일

규모

•정형
•비정형
•반정형

다양성

•일반 처리
•실시간 처리
•스트림

속도
빅데이터의 

3V

정확성

가치

5V

4V

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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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생성과 수집

그럼 과연 빅데이터는 어떻게 생성되고 수집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시다. 먼저 데이터의 생성이란 말 그대로 데이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SNS에 올린 나의 셀카, 유튜브에 올라오는 재밌는 영상 

모두 데이터의 생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생성된 데이터의 

수집입니다. 데이터의 수집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중 웹 크롤러와 

로그 수집기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웹 크롤링이란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웹 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복사해 오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한 웹 크롤링은 Python을 

사용하여 집에서 직접 구현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직접 웹 

크롤링을 구현해 보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2  그 다음에는 로그 

수집기입니다. 로그란 컴퓨터를 끄고 켜거나 여러 작업을 수행할 때 남는 

기록들입니다. 로그들은 주로 Fluentd라는 로그 수집기를 사용하여 

수집되는데 이때 Fluentd는 수많은 로그를 수집하여 라우팅(routing)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Fluentd는 기본적으로 Input → Engine → Output의 데이터 흐름을 

가집니다. Input은 말 그대로 들어오는 로그 기록입니다. 이때 Fluentd는 

확장 플러그인을 제공하여 여러 종류의 로그를 수집할 수 있게 합니다. 

Engine은 받아온 로그 기록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Output은 정리가 끝난 로그 기록을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빅데이터의 응용 분야

빅데이터는 우리 실생활 아주 다양한 곳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빅데이터의 영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분야는 광고 분야일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아마존닷컴은 모든 고객의 물품 구매내역을 저장하고 

분석하여 소비자의 관심사를 파악합니다. 또한 구글과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검색 기록, 포스팅한 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맞춤 광고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빅데이터가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머니볼 이론입니다. 머니볼 이론이란 오로지 경기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수를 선발하고 배치하여 승률을 높이는 게임 이론입니다. 

이는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미국 메이저 리그의 최하위 팀 ‘오클랜드 

에슬레틱스’를 미 야구 역사 최초의 20연승을 달성한 팀으로 바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론이랍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여러 응용 분야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빅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배우지 않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본격적으로 빅데이터가 어떻게 

분석되는지에 대해 다양한 과학적 접근과 알고리즘, 그리고 선거와 

빅데이터의 관계를 알아 봅시다!

출처

1  https://whatis.techtarget.com/definition/3Vs

2  https://www.edureka.co/blog/web-scraping-with-python/

③ 웹 크롤러의 구조

https://en.wikipedia.org/wiki/Web_crawler

알리미 25기  

무은재학부 19학번 김 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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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Fluentd의 내부 구조

https://bcho.tistory.com/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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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빅데이터의 정의, 빅데이터를 구분하는 방법, 빅데이터의 생성과 수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안에서 의미를 추출하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발전하는 정보화 기기로 빅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방식은 훨씬 더 정교해 지고 정확해 졌다고 합니다. 

AI의 핵심기술로까지 자리매김한 빅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Big Data Technology

알리미 25기  

무은재학부 19학번 임 창 현

기획특집 - ②

비정형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기술을 

기반으로 그 위에 다양한 분석 방법 및 기계학습,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먼저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알고리즘을 알아봅시다. 비정형 데이터는 영상이나 그림, 음성, 문서처럼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로 일정한 규격과 형태를 지니지 않은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분석 기술에는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 이 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은 데이터 수집 및 저장, 자연어 처리 및 텍스트 마이닝, 

결과를 통한 의미 추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단계에서는 앞서 설명한 웹 크롤러나 로그 수집기를 이용해 비정형 

데이터를 HBase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형태소 분석, 단어 청킹 chunking의 자연어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라는 데이터는 

형태소 분리에 따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형태소 분석은 Hannanum, KKma, 
Komora, Mecab 등의 형태소 분석기 함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데이터의 

빈도수를 기준으로 의미를 파악합니다. 빈도수는 “아버지” 같이 각 

단어에 대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가방”, “아버지”와 “방” 

같은 핵심 단어를 묶어 빈도수를 알아냅니다. 이 과정은 단어 청킹 

단계로 단어 중요도 알고리즘인 Word2Vec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Word2Vec에는 주변 단어들을 기준으로 중심 단어를 찾는 CBOW 

Continuous Bag of Words와 중심에 있는 단어로 주변 단어를 찾는 Skip-
Gram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Word2Vec는 다음 식의 값을 최대화하는 

알고리즘입니다.

p(o|c)는 중심단어(c)가 주어졌을 때 주변단어(o)가 등장할 조건부 

확률이고 u와 v는 단어벡터입니다. 우항의 분자는 중심단어벡터(vc)와 

주변단어벡터(uoT) 사이의 내적값을 exp함수의 지수에 넣은 값으로 

내적값이 크다는 것은 유사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를 ‘코사인 

유사도’라고 합니다. 또 분모는 중심단어(c)와 문장 내 모든 단어를 각각 

내적한 것의 총합을 지수로 넣은 값입니다. 

따라서 전체값을 크게 하기 위해 분모를 줄이려면 중심단어 근처에 없는 

단어와 중심단어 사이의 연관성은 낮아야 하죠. 이런 원리로 자연어들을 

추출한 뒤 키워드 데이터로 저장하고 상관관계 알고리즘을 통해 키워드 

간의 의미를 추출합니다. 또 감정 분석을 이용해 텍스트 작성자의 

감탄사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기반으로 작성자의 선호도를 분석하여 

상품의 마케팅이나 여론 분석에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데이터마이닝/머신러닝/딥러닝이란?

지금부터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학습과 인공지능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마이닝은 대규모의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 같은 의미 있는 정보를 캐내는 mining 

기술입니다. 머신러닝은 훈련 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속성을 기반으로 

예측 및 분류하는 알고리즘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은 

빅데이터에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을 결합하여 

머신러닝보다 더 깊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입니다. 

이 3개의 개념은 그림처럼 서로 교집합의 영역이 많듯 본질적인 것은 

비슷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특징에 따라 용어가 나뉜 것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현재 데이터의 특징을 알아내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머신 러닝은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뒤 미래에 예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머신러닝에 속하는 딥러닝은 인간이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한 뒤 예측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① 데이터마이닝, 머신러닝, 딥러닝의 개념 구조도

Looking backwards, looking forwards: SAS, data mining, and machine learning (blog.s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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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앞의 3개 개념 중 딥러닝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딥러닝은 신경망 알고리즘이 기반이 됩니다. 

인공신경망은 두뇌의 뉴런이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모습에서 착안한 

것으로 입력값이 들어가는 입력층, 입력값을 변환하는 중간층(은닉층), 

출력값이 나오는 출력층으로 나뉩니다. 또 층과 층 사이에는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다음 그림에서 주황색 원은 노드(변환 함수)로 신경망의 중간층에는 노드가 

2개 이상이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딥러닝의 경우 이런 중간층(은닉층) 

자체를 여러 단계로 만들어 학습 수준과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이를 응용한 

알고리즘에는 합성곱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이 있는데요,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지 데이터를 인식하는 데 특화된 알고리즘입니다. 

이미지의 각 픽셀에는 색의 정보가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신경망에 입력하기에는 픽셀의 양이 너무 많아 데이터의 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이에 커널 kernel이라는 필터를 이용해 일정 구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값으로 치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합성곱 Convolution 

연산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예로 입력의 첫 3x3 행렬은 (1×1)+(2×0)+(3×1)+(2×1)

+(1×0)+(0×1)+(3×0)+(0×1)+(1×0) = 6이라는 계산을 통해 

6으로 치환됩니다. 입력 정보와 커널을 겹쳤을 때 겹쳐진 두 수를 곱한 

뒤 만들어지는 9개의 수를 모두 더하면 출력값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합성곱 신경망을 통해 데이터의 크기도 줄이면서 

이미지의 특징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학습법 알고리즘

머신러닝의 학습은 크게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과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I에게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구분하도록 학습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지도 학습은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넣어주되 어떤 것이 강아지이고 어떤 것이 고양이인지 

답을 알려준 뒤, 이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훈련 

데이터에 답을 다는 것을 “레이블링 Labeling”이라고 합니다. 지도 학습의 

결과 AI는 들어오는 사진을 개와 고양이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비지도 학습은 강아지, 고양이 사진을 주되 어느 것이 강아지고 어느 

사진이 고양이인지 알려주지 않고 AI 스스로 비슷한 특징을 찾아 2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게 합니다. 분류가 끝난 2개의 그룹을 강아지와 고양이로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하게 됩니다. 지도 학습에서 레이블링 된 답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모델은 분류 Classification나 회귀  Regression의 방법으로 답을 

예측합니다. 개와 고양이같이 레이블링 된 값이 완전히 구분되면 분류를, 

임의의 숫자와 같이 구분되지 않으면 회귀를 사용합니다. 이 분류와 회귀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 support vector machine, SVM 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출력값들을 구분할 수 있는 평면이나 선을 긋되 

출력값들과 가장 큰 폭으로 차이가 나도록 긋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때 구분하는 평면이나 선을 초평면이라고 하고 초평면과 출력값들의 

거리 차이를 마진이라고 합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마진을 최대로 

하다 보면 초평면이 휘어질 때가 있는데 이를 직선 함수로 바꾸기 위해 

커널 함수라는 변환 함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지도 학습은 대표적으로 군집 분석 Clustering Analysis를 이용합니다. 

여기에는 한 군집이 다른 군집을 포함하는 계층적 군집 분석과 군집끼리 

독립적인 비계층적 군집 분석이 있습니다. 또 비계층적 군집 분석은 

거리를 기반으로 군집화하는 방법 K-means과 밀도를 기반으로 군집화하는 

방법 DB-SCAN으로 나눠집니다. 군집 분석을 할 때도 다양한 통계적 

계산법이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더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위에서 언급한 것은 극히 일부일 뿐 정말 많은 분석 

방법과 그 안에 숨은 수학적, 과학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답니다. 또 이런 

원리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음성 인식, 무인 자동차, AI와 같은 거대 

기술이 만들어지는 것이랍니다. 이제부터는 선거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② 신경망 알고리즘

https://ellun.tistory.com/104?category=276044

④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

 https://en.wikipedia.org/wiki/Support_vector_machine

③ 합성곱 연산 예시

https://wikidocs.net/6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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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상관 분석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으로는 대표적으로 구글 검색 결과 

개수를 나타내는 Google trend와 같은 빅데이터를 상관 분석에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상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상관관계 Correlation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이거나 

상관된 관계인 두 변수 간의 관계 정도를 말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확률적, 통계학적으로 두 변수 간에 어떤 선형적 또는 비선형적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상관 분석이라고 합니다. 상관관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상관 계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피어슨 상관 계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며 r로 이 값을 나타냅니다. 이외에도 자료의 값 대신 

순위를 이용하는 스피어만 상관 계수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검사 

문항들이 동질적인 요소로 되어있는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나타내는 크론바흐 알파 계수 Cronbach's alpha coefficient 

등이 있습니다. 이때 상관 계수는 두 변수 간의 연관된 정도를 나타낼 

뿐이지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어슨 상관 계수를 이용한 분석

지금부터는 상관 분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피어슨 상관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변수의 선형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피어슨 상관 계수는 r로 나타내게 되며, 

r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관계수의 값은 -1과 1 사이의 범위에 존재하며 절댓값 1은 완전한 

선형 관계를 나타내고 0에 가까운 상관 값은 변수 사이에 선형 관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0.3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지만 

연구의 성격과 자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어슨 

상관 계수의 부호는 상관관계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두 변수가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면 계수가 양수이며, 

두 변수의  상관을 나타내는 선이 오른쪽 위의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반대로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면 계수가 

음수가 되며, 두 변수의 상관을 나타내는 선이 오른쪽 아래의 방향으로 

기울여지게 됩니다.

다음은 두 변수의 데이터 값의 분포에 따른 피어슨 상관 계수와 그 

분석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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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봄, 선거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선거 전에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시행하는데요. 하지만 2016년 국회의원 선거와 지난 미국 대선의 선거 결과와 예측 결과를 비교했을 때, 

여론조사보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이 더 정확했다고 합니다. 점차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서 빅데이터 

분석은 선거를 비롯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선거에 

사용되는 선거 결과 예측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선거 빅데이터 기술
 Big Data Technology

알리미 25기  

무은재학부 19학번 김 은 진

기획특집 - ③ 

(두 변수가 함께 변하는 정도)

(두 변수가 각각 변하는 정도)
r = 

이 그림은 r =0으로 점들이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변수 

사이에 선형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그림은 r=0.476으로 일부 

점들은 선에 가깝고 일부는 멀게 

있어서 변수 사이에 적절한 선형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은 r=0.93으로 변수 

사이에 강한 선형 관계가 있으며 

한 변수가 증가하면 다른 변수도 

증가합니다.

이 그림은 r=-0.968로 변수 

사이에 강한 음의 선형 관계가 

있으며 한 변수가 증가하면 다른 

변수는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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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댓값이 작은 피어슨 상관 계수는 두 변수 간에 선형 관계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변수 간의 비선형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선형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으로 산점도를 

생성하거나 적합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피어슨 상관 계수를 활용한 상관 분석을 선거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변수를 검색 결과 수와 실제 득표수로 두고 피어슨 상관 

계수를 구해 볼 수 있는데요. 2007년 대선 후에 후보였던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후보를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피어슨 상관 계수를 

구해 보았을 때 0.988의 값으로 두 변수가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선거 전날 밤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를 검색했을 때 구글 검색 결과가 각각 약 5,430개와 4,660개가 

나왔고 실제 선거 결과에서 박원순 후보가 53.4%의 득표율을 얻고 

나경원 후보가 46.2%의 득표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구글 검색 수를 통해 구글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거 당시 사람들은 모두 

상대 후보인 힐러리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구글이 예측한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서 선거에서 빅데이터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가 선거 결과 예측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두 변수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 

방법이나 예시 등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어슨 상관 계수 사용 시 주의할 점

피어슨 상관 계수를 이용한 분석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정규분포의 문제가 있습니다. 피어슨 상관 계수를 

이용할 때 두 변수가 모두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전제는 없지만, 

정규분포일 때 가장 잘 작동한다고 합니다. 즉, 상관계수를 계산할 두 

변수의 데이터값들이 정규분포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두 변수 

데이터값들의 평균을 나타내는 점에서 각각의 데이터값의 편차의 곱은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특수 원인 값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피어슨 상관 계수는 

극단 데이터값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데이터 값들 중 나머지 값들과 

매우 다른 하나의 값이 있다면 상관 계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단 데이터값의 원인을 조사하고 모든 데이터의 입력 또는 측정 

오류를 수정하며 비정상적인 일회성 사건과 연관된, 즉 특수 원인이 있는 

데이터 값을 삭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했을 때 

더욱 정확한 피어슨 상관 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관 계수만을 기초로 하여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상관 계수는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낮은 피어슨 상관계수는 비선형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며 변수 사이에 관계가 없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선거 결과를 분석할 때에도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한 상관분석으로 구글 트랜드의 

후보자 검색 수를 이용하여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추출하는 알고리즘, 실제 선거 결과 예측에 쓰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며 빅데이터가 우리 

생활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선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해 주는 알고리즘이나 버스 이용 관련 빅데이터를 이용한 

심야버스 운영 등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는 빅데이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인트로)

 https://brunch.co.kr/@nakedoll/8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11538

(본문)

https://support.minitab.com/ko-kr/minitab/18/help-and-how-to/statistics/basic-statistics/

how-to/correlation/interpret-the-results/key-results/

https://ko.wikipedia.org/wiki/%EC%83%81%EA%B4%80_%EB%B6%84%EC%84%9D

https://blog.lgcns.com/1332

https://intothedata.com/02.scholar_category/statistics/correlation/

(이미지)

https://support.minitab.com/ko-kr/minitab/18/help-and-how-to/statistics/basic-statistics/

how-to/correlation/interpret-the-results/key-results/,  http://eiec.kdi.re.kr/publish/

naraView.do?cidx=11538

구글에서 검색, 클릭된 횟수를 각각 일별로 합산한 자료. 조회기간 내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표현해 상대적인 변화를 나타냄. 

출처. 구글 트랜드(Google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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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반응을 공업에 접목하여 산업으로 연결하는 학문

화학공학과 
안녕하세요. POSTECH 화학공학과 제34대 학생회장 18학번 김대웅입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인데… 포스테키안 독자분들을 위해 저희 학과만의 장점을 특별히 모아 

봤습니다! 화학공학이 어떤 학문인지, 도대체 왜 POSTECH 화학공학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화학공학이란?

화학공학이란 화학 반응을 공업에 접목하여 산업으로 연결하는 

학문으로, 정유, 고분자, 반도체 등 우리 삶에 필수적인 여러 물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학 현상에서 

화학반응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학공학은 전자공학, 나노공학, 

생명공학 등의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는 수많은 분야에서 화학공학자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POSTECH 화학공학과는?

POSTECH 화학공학과는 세부 전공을 바이오 테크놀로지, 

전산시스템, 정보전자재료, 에너지·환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생체 활동을 이어가는 화학 반응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전산시스템은 화학반응의 시뮬레이션을 하며, 이를 

대형 공정에 적용합니다. 정보전자재료는 나노 물질, OLED 등의 

전자 부품을 구성하는 화학 물질을 다루며, 오늘날 가장 인기있는 

분야입니다. 에너지·환경 분야는 모든 공학의 종착점인 환경공학에 

대해 연구합니다.

POSTECH 화학공학과는 국제적 수준의 교수진, 연구시설 및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면상 모두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학계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컨대 차형준 교수님의 연구실에서는 생명공학을 활용한 

생체모방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접착제보다 

접착력이 강하고 물에 강하며 생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홍합 

단백질의 상용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박태호 교수님의 연구실에서는 

최근 화학 첨가제 없이 유기태양전지의 세계 최고 충전율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태양전지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지적되어온 광흡수층의 분리 문제를 개선했고, 

향후 더 넓은 면적 및 긴 수명의 태양전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학공학과에서는 어떤 과목을 공부할까?

막상 입학하게 되면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POSTECH 

화학공학과에서는 필수 과목으로 물리화학, 유기화학, 화학생명공학, 

열역학을, 반응공학, 전달현상 등을 배웁니다. 그리고 관심 분야를 

더욱 깊게 공부하기 위해 합성생물학, 고분자, 나노공학, 분리공정, 

촉매공학, 신재생에너지, 소재공학 등 수많은 선택과목을 원하는 

대로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생명공학실험, 

유기화학실험, 물리화학실험을 병행하면서 기초적인 실험 보고서를 

쓰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졸업하면 무엇을 하나요?

주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업 

요건으로 학사 논문을 작성해야 하며, 이때 대학원 연구실에서의 

연구 참여를 병행하게 됩니다. 남학생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을 

병행하여 군 복무 또한 마칠 수도 있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아도 학부 졸업 후 취직, 창업, 변리사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화공과 학생들이 취직하는 

회사로는 LG화학/하우시스, SK 이노베이션/하이닉스,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첨단소재, 삼성전자/SDS/SDI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POSTECH 화학공학과에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장래를 화려한 조명이 감싸 눈이 부시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화학공학과의 소식을 받아보고 싶다면?

만약 계속해서 POSTECH 화학공학과의 소식을 받아보고 싶다면, 

페이스북 페이지 ‘포스텍 화학공학과 홍보부 ACE’를 검색해 보는 

것을 추천해요! 화학공학과를 알리고자 하는 열정 있는 친구들이 

모인 단체라서 전공과목 안내, 진로 및 진학 방향에 대한 카드 뉴스 

및 영상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니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학공학과 18학번  김 대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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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포스텍에 입학하셨나요? 

혹시 여러 기계나 로봇들을 멋지게 조종하고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장치를 설계해 만들어 내는 공대생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진 않으셨나요?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김계윤입니다. 여러분들 중 위의 

질문에 흥미를 느낀 분들이 계신다면 본 글과 기계공학과에 대한 

관심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계공학과에서는 '공대생' 하면 떠오르는 모든 일에 관계된 공부를 

합니다. 기계에 대한 원론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 기계공학과에 

입문하는 모든 학생은 4대 역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고체역학(정역학, 재료역학)은 정지해 있는 기계를 구성하는 

재료에 대한 다양한 성질들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두 번째로 

움직이는 기계를 기술하기 위해서 동역학을 배웁니다. 또한, 

열역학을 통해 계의 에너지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유체역학을 통해 유체의 이동과 상변화를 분석합니다. 기계의 

동작을 알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이 담긴 4대 역학으로 기반을 

다졌다면, 기계를 구성하기 위해 심화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센서 및 측정 과목에서는 버니어 센서 등 다양한 센서들의 동작과 

신호 분석에 대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신소재과학 또는 

기계재료학과 재료가공, 나노공학개론 등의 과목을 통해 재료의 물리 

화학적 성질과 가공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진동학과 

시스템제어 과목을 배우면 기계적 요소와 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설계라는 과목을 통해 

그동안 기계공학과에서 배웠던 다양한 지식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작품을 설계하고 직접 만들어 냅니다.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기계요소의 설계, 제작, 가공, 기계 

시스템 해석 및 제어, 에너지 등 전반에 걸친 것들이기 때문에 

넓고 방대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특히 포스텍은 

무은재학부에서 출발하여, 전공과목뿐만 아니라 STC(Science & 

Technology Core)과목 등 수강 과목의 자유도가 높아 다양한 

기술들을 접하고 접목할 기회도 많기 때문에, 훌륭한 기계공학도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장입니다.

이러한 기계공학은 다양한 분야에 접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떠올리는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지닌 모든 장치를 만드는 

데 기계공학적 지식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분야로는 열이나 유체, 

기계 가공 및 설계, 제어 등이 있습니다. 열이나 유체 분야에서는 

발전소, 엔진 등에 활용되는 열기관, 생체 내 유체 등에 관해 연구할 

수 있고, 기계 가공 및 설계 분야에서는 기계요소를 설계하고 이를 

가공합니다. 제어 분야에서는 기계 시스템의 제어를 통해 정밀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하는 등의 연구를 합니다. 최근 

동향에 따라 다양한 기계에 AI를 적용하기도 하고, 바이오재료를 

활용하기도 하는 등 연구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포스텍 기계공학과에서는 탄탄한 역학 공부를 바탕으로 학부생부터 

관심 있는 분야의 기계공학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포스텍 기계공학과의 많은 연구실 

중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하는 곳을 택하여 연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인 UGRP(Undergraduate 

Group Research Program)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직접 찾고,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기계공학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연구자로서 한층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SES(Summer Experience in Society) 프로그램을 통해 여름방학 

동안 기업체에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CUop(Company-

University cooperation)에 참가해 기업에서 참신한 연구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포스텍에서 열리는 다양한 교내 창업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기계공학을 바탕으로 직접 시제품을 제작해 

판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포스텍 기계공학과에는 자치기구인 기계공학과 학생회와 홍보 

단체인 GRIME(Genuine Road In Mechanical Engineering)이 

있습니다. 학생회에서는 월별 기계공학과 학생들의 복지와 사제 

간 교류, 학업을 위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GRIME는 기계공학과의 

홍보를 위해 Facebook 등의 SNS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공계학과대탐험 행사를 통해 고등학생들에게 기계공학과 체험 

기회도 제공하며, 무은재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기계공학과를 

소개하는 역할도 합니다.

기계공학의 분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방대하고 

기계공학과의 미래는 사람들이 늘 수많은 일을 해내는 기계를 

원하는 만큼 밝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공학도의 모습을 포스텍 

기계공학과에 오셔서 발견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지닌 모든 장치를 만든다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18학번  김 계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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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바꾸는 
공대생의 힘 

안녕하세요. 무은재학부생 2학년 선종엽입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우리 사이트가 유명해질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투표하러 갈래요’ 는 친구들과 투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낮은 

투표율에 관련된 설문조사들을 찾아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나 고민하다 

만든 페이지입니다. 단순히 정리해 보고자 엑셀에 기록했던 자료들을 학교 내부 공모전 때 

얻은 지식을 활용해 사이트로 보기 좋게 만들었고, 이를 모두에게 공개하기로 결론 내린 

뒤 약 10일도 채 되지 않아 하루 방문자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친구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접하고, 투표할 때 소신껏 투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변을 시작으로 공개했던 

사이트가 이렇게 커져 정말 놀라웠고 지금도 생각하면 신기합니다. 무은재학부 19학번  선 종 엽

PROGRESS • CREATIVE POSTECHIAN

총선 정보 앱 '투표하러 갈래요'(https://govote.netlify.com)

* 현재 사이트는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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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정보 앱 '투표하러 갈래요'(https://govote.netlify.com)

* 현재 사이트는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작년 1월 말, 코로나가 퍼지기 전쯤 오래 만나지 못했던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4월 총선이 00년생, 01년생인 

저희가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선거라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투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모두 법과 정치를 

공부했었기에 투표에 더욱 관심이 많았고 특히 제도들에 대해서 

찾아보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만 18세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진다는 것과 비례대표제가 개정된다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정확한 투표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공부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 사이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각 언론사에서 총선 사이트를 제공하는데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들 때문에 후보자 정보와 같은 주요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보였습니다.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원본 자료들을 직접 연결해서 제공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어, 우리가 직접 원본 자료를 확인하며 투표할 수 있도록 

직접 엑셀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정리하다 보니 

굉장히 깔끔하고 보기 좋아 사이트나 앱 형태로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제가 사이트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와 친구들의 지역구 데이터는 적기 때문에 금방 만들어 

제공할 수 있었으나 주변인들에게 공개하려면 최소 전국구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3월 초부터 전국구 

제작에 돌입하였습니다. 순탄하게 잘 되는 듯했으나 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전국구로 확대하는 작업을 할 때는 제가 모든 

개인의 정보를 하나하나 입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공데이터 

포털로부터 직접 받아오는 방식이 매우 편리해서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인 

API를 알아 보았습니다. 선거 정보를 API로 제공 시 개인에게는 

후보자의 사진과 전과 정보와 재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의해 보니 언론에는 신청을 받지만 개인에게는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더욱 실망했었습니다. 

해당 정보가 없으면, 제가 사이트를 만들어도 사람들에게 주요 

정보를 보여줄 수 없기에 존재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포기할까 고민하다, 마지막 방법으로 문의했던 크롤링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이 없어 문제 되지 않는다.”라는 공식 답변을 

받고 다행히 제작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세한 

평가를 받고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약 한 달 정도 동안 열심히 

프로그래밍하여 사이트를 완성하였습니다. 온라인 개강을 하고 

나서 공식 후보자가 나오는 기간이 되자마자 예비후보자를 모두 

후보자로 변경하고 사이트 게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이트는 

최대한 간단하고, 한 페이지 안에서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바뀐 제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내 위치를 

기반으로 내 선거구는 어디인지, 20대 국회의원은 누구였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투표해야 

할 21대 국회의원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었는데,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모든 주요 정보를 카드 형식으로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공약을 읽어보고 판단하며 뽑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당별 정책들을 단어나 분야별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 

가능한 표로 제공하였습니다. 단기간 운영하는 페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와 디자인을 맡아준 친구의 뚜렷한 목적이기에,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 더 자세히 설명된 자료나 잘 만들어진 

사이트를 모두 소개하여 허브의 역할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이트를 완성하고 공개를 하자 약 3일간은 100명 

정도의 방문자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수치만으로도 저희는 

만족했었습니다. 의외로 오류문의나 건의 사항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수정하고 반영하느라 바빠서 

방문자 수 확인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방문자가 

폭증하여 로딩이 조금 느려졌고, 저희는 꽤 당황함과 동시에 

기분이 좋았는데 마냥 즐길 수 없었습니다. 사이트가 느려질 

것을 대비해 최적화를 하느라 정신없는 기쁨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수천 명이 다녀간 뒤 언론에 제 사이트가 

올라왔고 방문자 수는 더욱 급증했습니다. 선거 직전 시기였기에 

투표에 도움을 주려는 사이트의 목표를 충분히 만족하여 정말 

뿌듯했습니다. 뉴스 기사가 올라오는 것도 신기했지만, 포스텍 

홈페이지 메인에 제 사이트가 올라온 것을 보고 작은 일을 해도 

학교에서 인정해 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번 일로 라디오에 2회 출연하면서 방송 작가님으로부터 

“추후에 공공의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활동을 계속한다면 

IT스타트업의 기획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학생이라면 정말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일에는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해 보자’는 제 가치관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심코 시작했던 일이고, 오로지 “투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작한 것이기에 일회성으로 끝났지만 뉴스 기사로 

보도되고 방송 출연 제의도 받으며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포스테키안을 읽는 모든 독자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마음껏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아니 방송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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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농도에 따른
세포의 반응과 적응

2019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그레그 서멘자 교수(존스홉킨스 의대), 피터 랫클리프 교수(옥스퍼드대), 윌리엄 케일린 교수(하버드 의대)가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유기체 내에서 세포가 산소 농도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적응하는 메커니즘을 밝혔습니다. 

암세포도 이 메커니즘에 따라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적응하기 때문에, 

암세포의 특정 인자를 조절함으로써 암세포 전이를 막는 것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2019 노벨 생리의학상

Gregg L. Semenza  x  Peter J. Ratcliffe  x  William G. Kaelin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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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그 서멘자  교수
Gregg L. Semenza

피터 랫클리프 교수
Peter J. Ratcliffe

윌리엄 케일린 교수
William G. Kaelin Jr

PROGRESS • HELLO NOBEL

세 명의 수상자들은 이미 2016년에 ‘래스커 기초의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래스커상은 지난 73년간 래스커상 수상자 중 87명이 노벨상을 받았을 정도로 생명과학 

분야의 노벨상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은 학계의 

많은 사람이 예상하였습니다. 서멘자 교수 등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세포의 

반응을 밝힘으로써 암을 비롯한 질병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공로로 지난 201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세포가 주변 환경의 산소 농도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는지를 알아낸 것입니다.

사람은 호흡을 통해 얻은 산소를 에너지로 변환하여 생명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주변의 산소 농도 변화에 세포가 빠르게 적응해야만 신진대사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산소가 부족한 고산 지대에 있거나,

몸에 상처가 났을 때는 체내의 산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이때 인체는 산소 농도 감소를 

감지하여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와 혈관을 새롭게 생성합니다. 서멘자 교수 등은 

산소 농도 감지 작용이 특정 장기에서뿐만 아니라, 체내 전체에 걸쳐 일어나는 

활동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적혈구생성인자(EPO)와 단백질 

복합체 HIF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발견하여 EPO와 HIF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산소가 체내에 충분히 있을 때는 HIF 단백질이 분해되어 사라지지만,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HIF가 분해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세포가 저산소 환경에 놓이면 HIF 농도가 증가하면서 세포 내 산소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그레그 서멘자 교수 

http://m.dongascience.donga.com/

news.php?idx=31600

피터 랫클리프 교수 

https://simple.wikipedia.org/wiki/Peter_J._Ratcliffe#/

media/File:Peter_J._Ratcliffe_(cropped).jpg

윌리엄 케일린 교수 

https://simple.wikipedia.org/wiki/William_Kaelin_Jr.#/

media/File:William_G._Kaelin_Jr._UNIST_CGI_201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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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미 25기  

무은재학부 19학번 장  준

▲ 산소 농도에 따른 HIF의 작용: https://www.nobelprize.org/

(1)산소 농도가 낮으면 HIF는 분해되지 않고 세포핵의 ARNT와 결합하여 저산소증을 조절하는 

DNA 부분(HRE)에 붙습니다. (2)산소가 정상 농도일 때는 HIF에 하이드록실기(-OH)가 붙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분자인 프로테아좀이 HIF를 분해합니다.

이들의 연구는 암 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의학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암세포는 일반적인 세포보다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종양이 자라는 

속도를 주변 혈관의 형성 속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종양의 안쪽에 있는 

암세포는 혈관으로부터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안쪽에 있는 암세포에서는 산소 농도 안정화를 위해 HIF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HIF를 

조절하여 암세포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 암세포의 전이를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 치료뿐만 아니라 장기 이식 수술과 줄기세포 연구에도 HIF의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를 이식하기 위해 신체로부터 장기를 분리하거나,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줄기세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포의 산소 부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HIF 메커니즘을 응용하면 세포에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노벨상 홈페이지 기사) 

https://www.nobelprize.org/prizes/medicine/2019/press-release/ (노벨상 홈페이지 기사)

(네이버 포스트 기사)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243231&memberNo=36236175&vType=VERTICAL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500845&memberNo=29381200&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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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Technology - ②  

식수 확보의 지름길

고효율 방사성 세슘 제거용 흡착제 
여러분, 혹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벌써 10여 년이 

지났지만, 일본의 토양과 수질 방사능 오염은 아직도 복구되지 않아 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진이 이와 같은 방사성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한 식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인 ‘고효율 방사성 세슘 제거용 

흡착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원자력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출되는 많은 방사성 물질 중에서 ‘세슘-137’은 

반감기가 30년 이상이고 바람에 의해 멀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몸속에서도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팀은 친수성 고분자물질인 

하이드로겔과 염료, 물감 등에 많이 쓰이는 ‘프러시안 블루’라는 물질을 합성해 이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프러시안 블루의 합성 과정에 염화철과의 반응 과정을 

추가해 흡착제 내 프러시안 블루의 함량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흡착제보다 5.5배 많은 

프러시안 블루가 함유되어 있고, 세슘 흡착 능력도 7.5배나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새로 개발한 흡착제를 이용해 99.8% 이상 세슘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흡착제는 하이드로겔 형태여서 생산 비용도 기존의 8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어서 오염된 수질과 토양이 빨리 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85104403196181093출처

요즘 COVID-19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POSTECH에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POSTECH 생명과학과 

장승기 교수, 권영 박사 그리고 나라얀 박사 연구팀은 ‘분자 집게 molecular capture’의 일종인 

압타머(핵산 물질)를 이용해 15분 만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진단법을 

개발했습니다. 압타머 aptamer는 DNA나 RNA로 이루어진 핵산 물질로서 간단한 저분자 

화합물에서 단백질 같은 고분자 물질에 이르는 다양한 표적에 대하여 높은 특이도와 결합력으로 

결합하는 분자 집게의 일종입니다. 압타머는 ‘SELEX’라는 과정을 통해 발굴되는데, 바이러스의 

경우 표적으로 사용되는 외피 단백질이 막단백질이기 때문에 기존의 SELEX 방법으로는 

압타머를 발굴하기 어려웠습니다. 연구팀은 막단백질을 따로 분리 및 정제하는 대신에, 

‘배큘로바이러스 baculoviruses’를 재조합하여 이 바이러스의 외피에 표적 단백질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재조합된 바이러스를 분리 및 정제하여 SELEX에 사용하는 ‘바이로-

셀렉스 viro-SELEX’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압타머를 통한 진단 방법은 압타머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외피에 결합하여 신속하게 진단을 한다고 하네요. 의료진과 연구진의 노력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빨리 COVID-19가 종결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http://aptsci.com/en/aptamer/aptamer-discovery-technology/

Latest Technology - ①  

COVID-19의 진단 

‘압타머’로 15분 만에 해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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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타는 자동차나 비행기의 차체가 쉽게 구부러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구조용복합소재연구센터 이민욱 박사팀이 탄소섬유강화복합재의 

높은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종이접기처럼 형태를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KIST에 따르면 탄소 복합재는 강철보다 4배, 알루미늄보다 3배 이상 가벼우면서도 

더 높은 강도를 지니고 있어 자동차와 항공 업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수한 물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가공 공정이 어려워서 경제성 측면에서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탄소가공재를 가공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큰 게 문제였다고 합니다. 

KIST 연구진은 바느질과 종이접기에서 착안하여 탄소복합재를 금속 실로 바느질한 후 전기를 

흘려주면 발열을 하는데, 이때 주위의 수지가 녹아 부드러워지면서 바느질 선을 따라 접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온도를 낮추면 다시 수지가 굳어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단단한 탄소복합재를 접었다 폈다를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10번이나 이 과정을 반복해도 

알루미늄보다 우수한 강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항공기나 자동차 

등 복잡한 형태의 대형구조용 복합소재를 제작하는 데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http://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33

Latest Technology - ③ 

고강도 탄소복합재를 종이처럼

종이접기 방식 탄소복합재 성형기술  

출처

 ▼ 

 ▼ 

 ▼ 

알리미 24기  

산업경영공학과 18학번 박 중 우

외출 중일 때 항상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핸드폰 배터리인데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배터리가 없을 때의 난감함은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와이파이로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MIT에서 이 기술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이황화몰리브덴(MoS2)’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황화몰리브덴은 

특정 화학 물질에 노출되면 반도체에서 금속으로 물질의 상태를 바꾸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질을 활용해 만든 정류기는 신호 변환 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최대 

10GHz의 무선 신호도 포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황화몰디브덴을 활용한 

반도체의 두께는 원자 3개를 합친 길이로 지금껏 개발된 반도체 중 가장 얇은 두께라고 하네요! 

얇은 두께 덕분에 종이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 구현이 자유로운 장점도 있습니다. 

정류기와 안테나의 합성어인 ‘렉테나’를 통해서 공기 중의 와이파이 신호를 흡수하면 반도체 

안의 이황화몰리브덴으로 만든 정류기를 통해 와이파이 신호가 전기로 변환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와이파이를 통해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겠죠? 저도 항상 부족한 배터리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걱정거리가 하나 줄겠군요!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99%80%EC%9D%B4%ED%8C%8C%EC%9D%B4%EB%A1%9C-%ED%9C%B4%EB%8C%80%ED%8F%B0-
%EC%B6%A9%EC%A0%84-%EA%B0%80%EB%8A%A5%ED%95%B4%EC%A7%84%EB%8B%A4/

Latest Technology - ④

보조배터리 시대는 갔다, 

와이파이를 통한 충전 기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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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미래를 설계하는
지능로봇연구센터

센터장 / 기계공학과 교수 정 완 균

포스텍 지능로봇연구센터는 '지능 로봇 기술 선점 및 지능 로봇 

관련 사업화 촉진, 지능 제어/로봇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센터를 지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1986년 포스텍의 탄생과 함

께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시작되었다. 2004년 지능로

봇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정부의 지자체 연구소 육성 사업의 일

환으로 포항지능로봇연구소(PIRO)를 유치하였는데, 이후 현재

의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으로 승격되어 활발한 로봇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지능로봇연구센터는 로봇 연구의 구심점 역할

을 하면서 KIRO, POSCO, RIST와의 산학연 관계를 긴밀히 구축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 로봇 연구 인력 규모가 가장 큰 연구 

조직이다. 현재 지능로봇연구센터는 포스텍의 다양한 학과에 소

속된 15명의 교수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지능로봇연구센터는 1989년 국내 최초의 7자유도 직접 구

동 로봇 개발을 시작으로, 최근 코로나 사태를 위한 방역 로봇, 

POSCO 현장의 자동화를 위한 산업 로봇, 수술 로봇, 해저 로봇 

등의 폭넓고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최근 진행되고 있

는 지능 로봇 연구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포스텍 지능로봇연구센터 ]

- 홈페이지   http://cir.postech.ac.kr

- 연 락 처   054 279 0473

Postech Center for Intelligent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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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자율 이동형 방역 로봇, PRA-UVC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COVID-19 사태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로봇기술의 필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이에 따라 지능로봇연구센터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나 해저, 우주 등과 같이 극한 환경에서 활용되던 종래의 로봇 기

술을 응용, 최근 COVID-19 사태 해결을 위한 방역 로봇을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과 협력하여 개발하였다. 최근 급속도

로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팔로 하여금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로봇 매니퓰레이션 기술은 방역 로봇과 

같이 사람에게 위험한 작업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 농업, 심지어는 요식업과 같은 산업 각종 분야에 투입되어 활용될 

수 있어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갈 차세대 기술로 손꼽히고 있다. 지능로봇연구센터에서는 이러한 로봇 매니퓰레이션 기술

이 마치 스마트폰과 같이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동 로봇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

에 우리 일상의 모습을 변화시킬 핵심 기술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근전도 신호를 이용한 외골격 로봇

최근 눈부신 로봇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아이언맨처럼 사람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외골격형 로봇에 관한 관심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골격형 로봇은 사용자와 결합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편의성뿐만 아니라 안전 또한 매우 중

요하다. 이는 사람과 로봇이 결합되어 있어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로봇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

용자의 의도 파악이 필수적이며, 대표적으로 근전도가 많이 이용된다. 근전도는 근육이 활성화될 때 발생하는 신호로, 

사용자의 움직임에 관한 신호를 담고 있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근전도는 사람마다 그 특성이 다르

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신호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 동작 의도를 해석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지식 

없이도 근전도에서 특정 패턴을 파악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이렇게 얻어진 패턴이 실제 움직임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절에 존재하는 길항 관계의 근육에서 근전도를 각각 얻고, 이를 통해 강성을 파악하여 로봇

이 사람의 동작을 잘 모방하도록 제어하는 연구도 수행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통합하여 외골격형 로봇이 사용자의 의도

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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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 각막 이식 수술 로봇
각막 이식 수술은 혼탁한 각막을 새 각막으로 교체하여, 시력을 잃은 환자가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과 수술이다. 각막 

이식 수술의 각막 기증 대기자는 매년 1,500명을 넘어가지만, 재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비율이 약 15%로 높아 매년 대기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각막 이식 수술의 재수술 비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각막 이식 수술의 높은 난도 때문이다. 각막은 

두께가 샤프심의 지름과 비슷한 약 550um로 굉장히 얇은데, 각막 이식 수술에서는 각막 두께의 90% 지점을 정확히 관통하도

록 총 16개의 봉합을 균일하게 형성하는 고난도의 수술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각막 이식 수술의 어려움을 낮추기 위해 

각막 이식 수술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각막 수술 로봇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계산된 결과에 따라 각막을 조작하여 형상을 

변형시키고, 변형된 각막에 바늘을 삽입함으로써 봉합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봉합은 그 모양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

으며, 숙련된 의사보다 더 균일하고 정확하게 생성될 수 있다. 또한 봉합 전 각막 절개 과정에서 각막 생체 이미지의 인공지능 

Segmentation 및 로봇 제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각막의 위쪽 90% 부분만을 절개하는 초고난도 수술 기법인 DALK(Deep 

Anterior Lamellar Keratoplasty)를 기존의 성공률보다 월등히 향상된 90% 이상의 성공률로 실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창의IT융합공학과의 약 15명의 참여 교수들은 컴퓨터 비전, 햅틱, 드론, 바이

오이미징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 결과는 앞의 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공지능 세포 분리 시스템
세포 분리(Cell sorting)란 세포 군집에서 특정 세포군만 분리해 내는 것을 말한다. 세포들은 세포 크기, 형태, 세포 표지자

에 따라 분리되고, 분리된 세포는 세포 생물학과 임상 분석 분야에 널리 사용된다.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세포 분리 

기술은 FACS(Fluorescent Activated)로, 이 기술로 고속으로 흐르는 유체 상에 존재하는 세포가 레이저를 맞고 빛이 산란

될 때, 정면(Forward scatter)과 측면(Side scatter)에서 신호를 수집 및 분석하여 각 세포의 크기 형태 및 특정 항원의 존

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FACS로는 레이저를 기초로 한 1차원의 형광 신호의 세기 정보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세포 이하 국소화(Subcellular localization)와 같이 공간 정보가 있어야 하는 연구는 불가능하다. FACS의 단점을 해결하고

자, 최근 들어 1차원의 형광 신호가 아닌 2차원의 세포 이미지를 이용해 세포를 분석하는 IFC(Imaging Flow Cytometry)

가 개발되었다. 특히 초당 수천 장 이상 생성되는 세포 이미지를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학습하면 세포의 종류 및 숨겨

진 특징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딥러닝 기술을 접목한 IFC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포스텍 지능로봇연구센터에서

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세포를 실시간으로 분석 및 분리하는 인공지능 세포 분리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좀 

더 정밀한 세포 분석 및 분리를 가능케 하여 CTCs(Circulating tumor cells)와 같은 희귀 세포 분리(Rare cell isolation) 및 

분자 생물학, 면역학, 병리학 등 수많은 분야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POSTEC
HIAN

2020. SU
MMER. No.167

POSTEC
HIAN

2020. SU
MMER. No.167

POSTEC
HIAN

2020. SU
MMER. No.167

POSTEC
HIAN

2020. SU
MMER. No.167

POSTEC
HIAN

2020. SU
MMER. No.167



54PASSION • 세상찾기 1

당신의 사소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방송국 PBS의 국장을 맡고 있는 한주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D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삶의 모토(motto)인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시간과 환경이 바뀌더라도 저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중요하기도 하고, 유지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 한 가지가 누구에겐 종교일 수도, 

누구에겐 연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저의 모토가 그 역할을 해주었답니다! 기계공학과 18학번  한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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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대학교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1학년 

초에는 POSTECH 로봇공학동아리 POWER-ON의 신입 부원과 

방송국에서 수습 국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 말에는 

새내기 학생회 홍보디자인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2학년 초에는 

APGC-Lab이라는 창업지원 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죠. 2학년 

말에는 MiDAS H&T라는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활동했고 현재인 

3학년에는 POSTECH 방송국 PBS에서 국장을 맡고 있답니다. 

위에 나열된 활동들 이외에도 3년간의 개인 연구 활동(UGRP)이나 

교내에서 열리는 공모전에 10건 이상 참여했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까요?

저는 고등학생 때에도 학교에서 열리는 다양한 UCC 공모전에 

나가는 걸 즐겼답니다. 그 때문인지 대학교에서도 방송국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여기서 저의 모토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붙을지도, 

떨어질지도 모르는 방송국 지원서를 쓰지 않는다면 미래의 저는 

지원서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할 수 있지만, 지금 지원서를 

쓴다면 적어도 지원서를 쓰지 않아 후회할 일은 없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원 마감 시간 몇 분 전에 낸 지원서가 저를 국장으로 

만들었다니… 지금도 잘 실감 나지 않네요! 여러분도 도전하기 

망설여질 때, 저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아 참! POSTECH 대부분의 동아리나 행사는 참여 조건이 간단하거나 

없답니다! 덕분에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용기만 있다면요!

비슷하게 제가 1학년 때 도전한 또 하나의 활동이 있는데, 바로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UGRP입니다. 당시에는 방송국을 지원할 때와 비슷한 

심정으로 UGRP에 지원하려 팀원을 구했는데요, 다들 ‘새내기가 무슨 

연구야…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라는 말을 하며 팀에 들어오기를 

꺼렸습니다. 실제로도 당시 연구프로그램에 지원한 팀 중 제가 속한 

팀만 새내기만으로 구성된 유일한 팀이었던 걸 보면, 많은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제 팀이 해당 연도 

중간발표 당시 5위를 했고 다음 연도에 다시 나간 UGRP에서 1등을 

한 것을 보면, ‘새내기 때 했던 고민은 그냥 고민에 불과했구나! 

하면 되는구나! 그때 안 했으면 후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방송국에서 한 학기를 보내면서 다양한 디자인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방송국에서는 영상을 주로 

다루다 보니 영상 편집 이외에 도구는 잘 다루지 않게 되더군요. 

하지만 영상에 들어갈 그림을 만들 때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어야 했죠. 그래서 제가 한 활동이 새내기 학생회 

홍보디자인부입니다! 홍보디자인부와 방송국 활동을 통해 얻게 된 

미디어 편집 능력은 2학년 때 창업지원단체 APGC-Lab에 들어가는 

데 일조했답니다! APGC-Lab은 POSTECH에서 학생들이 창업에 

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스타트업 관련 

대표님들의 인터뷰를 진행해 교내 학우들과 공유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랍니다. 그 당시 APGC-Lab에서 영상팀을 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상과 이미지 편집 능력을 써먹을 곳이 생겼다!’라는 생각에 

바로 지원을 했답니다. 

APGC-Lab에서 있었던 시간은 다양한 행사 기획과 함께 창업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1학년과 2학년 

때 진행한 학부생 연구 참여 주제도 충분히 기술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고 느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2학년 말에는 교내 

스타트업에서 진행하는 CUop인턴십을 지원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2학년이 기업에 들어가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동기들의 걱정이 

있었지만, 저의 눈에 들어온 이상 ‘인턴십에 붙을지도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안쓰면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니야? 일단 쓰고 보자!’라는 

좌우명으로 지원했고, 결과적으로는 MiDAS H&T라는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에서 2달간 인턴 활동을 했답니다. 스타트업에서 인턴 

활동을 하면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획하는 

법’이죠.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이용하여 편집하거나 

바꾸어 나갔다면, 인턴을 하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예측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를 배웠다면 무엇을 해야 하죠? 그렇죠. 

배운 것을 써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활동이 지금의 ‘방송국 

국장’의 자리입니다. 저는 방송국의 자원을 활용하여 언론기구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방송국에는 

1998년부터 기록된 아날로그 비디오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볼 수 없게 되어 이를 디지털 기록으로 

바꾸는 작업을 기획했고, 인턴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기획안을 

학교에 전달했죠. 운 좋게도 학교에서 기획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해주셨고, 지금은 ‘POSTECH 미디어센터’라는 가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랍니다! 그 외에도 방송국은 대외협력부나 학술정보팀과도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대학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나요? 놀 시간이 없을 것 같나요?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1년에 최소 국내여행 두 번, 해외여행 

두 번을 가고 있답니다! 이러한 활동들(행사 참여・기획)을 통해 

느낀 점은, ‘나에겐 생각보다 시간이 많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 경험하지 못 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게다가, 대학생이 아니면 하지 못 할 일은 더더욱 

많죠! 저는 앞으로 지금까지 경험한 활동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에 

도전해서 법인 설립을 해 보려 하고, 지금까지 한 연구를 바탕으로 

학부생 때 논문도 투고해 보려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처럼 어떤 일이든 ‘후회하지 않을 거란’ 

마음가짐과 함께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사소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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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그리고 축구

아직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대학생활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학기를 고르라면 주저 없이 작년 2학기를 

뽑을 것입니다. 2019년 9월, 저는 교환학생을 위해 영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학기 시작 2주 전부터 학기 종료 후 7주 정도의 

여행까지 총 5개월 정도를 유럽에 머물렀습니다. 영국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말이 통하고, 축구를 좋아해 TV로만 보던 해외 축구를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낯선 곳에서 축구를 보고, 

여행을 다니며 세상을 경험했던 저의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혼자 외국에 있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는 약간 걱정도 되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인천공항의 출국장을 지날 때 비로소 혼자가 된 것이 실감 났던 

것 같네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혼자 간 덕분에 여행에서 

생각지도 못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일정이 맞으면 그때그때 같이 여행을 다니기도 

했는데,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같이 다닌다는 것이 출발하기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계 각지에서 오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여행의 묘미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사람을 대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 머무는 동안 축구 보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기회가 

되는대로 보다 보니 총 21경기를 관람했습니다. 학기 전후에는 

다른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경기를 

봤고, 학기 중에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영국의 다른 도시들을 

다니면서 경기를 봤습니다. 리버풀과 맨체스터는 북쪽에, 

런던은 남쪽에 있는데 제가 학교생활을 했던 버밍엄은 산업경영공학과 17학번 김 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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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간에 있어 축구를 보러 다니기에는 최적의 입지 

조건이었습니다. 모두 기차를 타고 1시간 반~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세 도시가 우리 동네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자주 갔습니다. 보고 싶었던 경기의 티켓을 

구해서 아무 걱정 없이 기차 타고 떠날 때의 행복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한국에서 학교에 다닐 때 비해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적고, 주변에 뭐라고 하는 사람 없이 온전히 나의 

의지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유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직관’의 매력은 TV로는 볼 수 없는 경기장의 분위기, 응원전, 

선수들의 행동 등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같은 팀이라도 경기의 중요도, 상대 팀, 상황에 

따라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다치겠다 싶을 정도로 거칠고 열성적인 분위기일 때도 

있었고, 마치 가족 나들이를 온 것처럼 평화로운 분위기일 때도 

있었습니다. 후자의 경우 조금 지루할 때도 있었지만, 나른한 

주말 오후에 아이들과 손잡고 좋아하는 팀을 함께 응원하러 

가는 문화가 참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본 것도 경기를 보는 것만큼이나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팬이 훈련장에 가거나 경기가 끝난 뒤 기다렸다가 

선수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힘들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정보도 없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고, 오래 기다려도 팬 서비스는 선수가 안 해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노력보다 소득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선수를 만났을 때 정말 행복했기 때문에 ‘젊을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라는 생각으로 자주 시도했습니다. 여러 선수와 

감독들을 만났지만, 황희찬 선수가 반다이크를 제친 경기에서 

저에게 다가와 사진을 찍어줬던 날과 알렉스 퍼거슨 경과 말을 몇 

마디 나누고 사인을 받았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남는 것은 

사인과 사진처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 기다리고 고생했던 

시간까지도 모두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혼자 해외여행을 갈 기회가 있다면 꼭 한 번 가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테마가 축구였듯이, 

각자의 관심사를 테마로 여행을 한다면 더욱더 즐거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부딪혀보고 하고 싶던 것들도 다 해 

보고, 혼자 떠나는 여행의 자유도 누려 보세요!



58

사람들은 누구나 평생 간직하고 싶은 순간을 맞이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또, 그때 느꼈던 벅찬 감동, 즐거움을 

잊지 않으려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느꼈던 기분을 공유하고 싶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일상 속의 순간을 기

록하고,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기에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상자에 담아 보관할 수는 없지만, 카메

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은 그 순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사진은 눈으로 담았던 장면과 느낌

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죠.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이 참 많았던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기로 했습니

다. 4학년이 된 지금까지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 중 하나가 사진 예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표현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을 사진으로 전달하는, 저만의 사진 세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이런 목표

에 눈곱만큼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배울 수 있는 것이 많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이 저

를 더 설레게 합니다.

사진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 것은, 1학년 겨울방학 때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계절학기 학점 교류를 통해 

2개의 사진학 수업을 수강하면서부터였습니다. 기초 사진 이론과 사진 편집 기술을 배움으로써 제가 표현하

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쌓고 

나니,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많아져서 그만큼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더 다양해 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작년 가을, 미국으로 단기 유학을 다녀온 것은 저만의 사진을 찾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

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여행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여행하며 사진 찍기를 즐겼습니다. 

남들이 잘 보지 않는 소소한 아름다움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었고, 유명한 여행지에서는 흔한 사진 촬영지보

다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피사체가 잘 나오는 장소를 찾기 위해 건물 옥상이나 맞은편 주차 타워도 올라가 봤

습니다. 여행하면서 정말 우연히 저를 향해 다가올 한순간도 빼먹지 않으려고 사진기를 항상 어깨에 메고, 렌

즈 캡을 열어두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을 주위에서 잘 찍었다고 칭찬해 주기도 하지만, 

사실 아직도 가장 ‘나답다’고 할 수 있는 사진은 많이 못 찍은 것 같습니다. 내가 

느낀 감정과 이미지, 공간감과 움직임을 느낀 그대로 전달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력이죠. 그래서 사진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연스러운 

이미지 속에 의미를 담는 것을 공부하고 싶어 사진 심리학 책을 펴 봅니다. 좋아

하는 사진작가의 SNS를 통해 보게 되는 흥미로운 사진들은 저장해 놓고 어떻게 

그 사진을 찍었을지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계속 혼자 상상하다 보면 언젠가는 

머릿속 그림이 제 사진으로 남을 수 있겠죠.

전공을 공부하기에도 바쁜데, 사진까지 공부하려니 더 힘들지 않냐고 묻는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진 공부는 제가 정말 좋아서 하고 있

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공 공부도 재미있지만 가끔 과제와 다가오는 시험으로 

머릿속이 복잡해 지면, 카메라를 들고 나가 보거나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꺼내 

봅니다. 그럼 어느새 답답함이 가시고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세상에는 사진말고도 다양한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길고 긴 인생 

속에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여러 자극에 무기력하게 살기보다는, 여러분만의 

취미를 찾아서 삶을 조금 더 생기 있게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PASSION • 문화 거리를 걷다

화학공학과 17학번  이 형 석

 포스테키안, 문화 거리를 걷다 

사진으로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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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랑은 포스텍 유일의 음악감상

・칵테일 동아리 입니다. 여러분은 

음악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하시나

요? 요즘에는 유튜브나 멜론과 같

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음악을 즐길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던 80~90

년대에는 가수들의 신규 앨범이 나

오면 종종 다 같이 감상했다고 합

니다. 그렇게 모여서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며 칵테일까지 곁들

이던 모임이 지금까지 이어져 동

아리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음이랑 입니다! 풍부한 음향시설, 대대

로 내려오는 많은 LP와 CD, 아늑한 음악감상실, 도란도란 이야기

를 나누는 동아리 분위기까지. 정말 감성적이지 않나요? 음이랑은 

취미 분과 동아리로, 사람들과 음악을 공유하고 더불어 칵테일까지 

즐길 수 있는 '힐링' 그 자체인 동아리입니다.

음이랑의 주요 활동은 매주 수요일 밤 9시 반, 학생회관의 음악감

상실에서 열리는 자유로운 정기모임입니다. 정기모임은 크게 음

악 세미나와 칵테일 세미나 두 파트로 진행됩니다. 음악 세미나

에서는 동아리 부원이 준비해 온 음악을 소개하고, 함께 음악을 

감상합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의 감상평을 나누고, 음악과 아티

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이기도 합니다. 음이랑에서는 클래식, 

락, 팝, 인디, 힙합, 아이돌 음악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분

야의 음악들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음이랑에서 여러분은 다른 사

람들에게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과 아티스트에 대해 소개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음악 세미나를 들으면서 새로운 

취향을 개척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음이랑에는 정말 다양한 음

악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과 감상을 공유하

면서 새로운 감상이나 듣지 못했던 부분들을 들을 수 있게 될 때

도 있답니다. 음악세미나가 끝이 나면 곧이어 칵테일 세미나가 

시작합니다. 칵테일 세미나에서는 칵테일을 소개하고, 직접 만들

어 보면서 시음하고 즐기는 시간

을 가집니다. 대학 생활 중에서도 

칵테일을 접할 기회는 흔치 않을 

텐데요, 음이랑에서는 매주 다양

한 테마의 칵테일을 마음껏 즐기

실 수 있습니다.

음이랑은 정기모임 활동뿐만 아니

라, 교내 축제와 할로윈 파티에서 

칵테일바를 운영하는 외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내 축제의 

칵테일바는 '그린비'라고 불리는데요. 음이랑의 특징을 잘 살려 찾

아오는 손님의 신청곡을 받고, 음악을 들으면서 칵테일을 만끽할 

수 있는 부스입니다. 부스를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색다른 경

험을 할 수 있고, 동아리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으면서 더욱

더 친해집니다. 음이랑은 페이스북 페이지 '음이랑 라디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정기모임에서 감상을 

나누었던 곡들을 소개하고, 음이랑의 활동과 다양한 음악들도 찾

아볼 수 있습니다. 

힘든 학업과 많은 양의 과제로 바쁘고 지쳐 마음이 말라가는 포스

테키안에게 음이랑은 단비를 내려주는 동아리입니다. 편하게 들

어와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도 들어 보고 알지 못했던 아티스트들

도 알아가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무드 있는 분위기에서 칵테일도 

마시며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동아리인 음이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이랑의 회장 오정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음이랑의 회장 무은재학부 19학번 오정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포스테키안 구독자 여러분께 힘든 포스텍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휴식처, 놀이터와 같은 음이랑에 대해 소개를 할까 합니다.

PASSION • 포동포동

바쁘고 지친 마음의 단비 같은 동아리

음이랑

포스텍 x 동아리

무은재학부 19학번  오 정 민

음이랑 라디오 (음이랑: 종합 문화 동아리) @eu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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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 SCIENCE BLACK BOX

보존의 과학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고 예측하며 근본을 잃지 

않기 위해 역사를 공부합니다. 단순히 글로 써있는 지식을 탐독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

를 통해서도 역사를 배우는데요. 문화재는 심미적인 가치도 매우 크지만,  

그 자체로 우리의 주체성이기 때문에 중요하답니다. 따라서 이런 문화재를 원래 모형 

그대로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이번 호에서는 [보존의 과학]이라

는 주제로 이 과정 속에 있는 과학과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과학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본래의 모습을 잃습니다. 

예술 작품에서는 시간이 흘러 낡는 것 자체를 예술로 보기도 하지만, 문화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유성 그 자체로 문화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후대를 

위해서라도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973년 

경주에서 발견된 말안장 가리개는 1600년만에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영롱한 빛을 냈습니다. 이 빛의 정체는 바로 비단벌레의 날개를 

이용하여 만든 것인데요. 금동판과 비단벌레의 날개를 합치면 화려한 빛을 내기 

때문에 왕실의 여러 장식품에 활용되었습니다. 비단벌레의 날개는 키틴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유의 탄력과 강인함을 주고, 표면에 구리, 철, 마그네슘 등의 

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반사 각도에 따라 다양한 빛을 냅니다. 이 때문에 

날개의 표면이 산소와 만나고 빛에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건조해지면, 금속 이온이 

산소와 반응해 검게 변합니다. 여기서 보존 과학이 빛을 발합니다. 글리세린은 

공기를 차단하고 표면에 밀착해 보습을 유지해 주는 특징이 있어 안장 가리개를 

글리세린에 넣고 보관함으로써 건조함이나 미생물에 의한 분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그림1) 

또, 보존 과학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이 만들어진 연대를 

알기 위해 X선 형광 분석을 자주 활용하는데요. 물질에 방사선을 비추면 나오는 그 

물질 특유의 2차 X선을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최치원 초상’이라는 작품(그림2)에도   

X선 형광 분석을 이용해 봤더니 오른쪽 탁자와 초 받침 아래에 동자승 그림이 

밑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작품을 적외선 촬영해 봤더니 

그림 하단에 빨간 줄로 ‘건륭 58년 계측 5월에 하동 쌍계사에서 진영을 제작했고, 

(이후 생략)’라는 글귀가 발견되어 작품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창경루의 자격루도 보존 처리를 받았습니다. 

자격루를 정밀 조사해 부식 범위와 종류를 파악하고, 오염물을 계면활성제와 

초음파 스케일러 등을 이용해 제거하고 재질을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마모되어 관찰이 어려웠던 자격루 제작에 참여한 4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62

이미지 출처

(위)  그림1 .  비단벌레 장식 금동 말안장 뒷가리개
http://news.khan.co.kr/kh_news/art_print.html?artid=201304262140335

(아래)  그림2 . 최치원 초상
https://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5/2016032502701.html



복원 과학 

사실 복원과학과 보존 과학은 큰 틀에서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보존을 위해 

복원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문화재를 잘못 복원하기라도 한다면 문화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가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복원 과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2000년대 초, 복원을 진행했던 석조 문화재들은 잘못 복원되어 기울어지기도 

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여 재차 보수에 들어간 적도 있었죠. 이처럼 아주 중요한 

작업인 문화재 복원에는 심혈을 기울인 첨단 기술들이 이용됩니다. 

고대 아시아의 미술품들은 대부분 비단 천에 그려져 있는데, 아주 오랜 세월을 

거치며 구멍이 생기거나 변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새로운 비단을 

덧대어 수선하면 티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이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덧댄 

천에 감마선을 쬐어 인공적으로 노화를 시키는 방식을 이용해 마치 동시대의 

것처럼 복원할 수 있었답니다. 단순히 방사선을 쬐어 주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사선을 활용한 문화재 복원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 숭례문을 복원하는 데에도 

아주 특별한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뫼스바우어 분광 기법인데요, 이 기법은 

핵 감마선 공명 현상을 이용해 물질의 화합 물상, 전자가, 초미세 자기장 등의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 기법으로 숭례문의 건축에 사용되었던 단청 안료를 

분석하고, 그 성분에 맞는 안료를 사용해 복원하여 원래의 것과 최대한 가깝게 

재건하였습니다. 

이렇게 외관을 복원하는 방식도 있지만, 요즘에는 VR이나 AR기술과 접목하여 

현실적으로 복원하기 힘든 여러 문화재들을 재현해 내는 디지털 복원 기술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후세를 위해 문화재를 본 모습 그대로 

전승하려는 복원 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알리미 25기  
무은재학부 19학번 김 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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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PLUS • 공대생이 보는 세상

공대생이 보는 세상 ① 

신소재공학과가 본 캠핑
Dept. of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와~ 오랜만에 캠핑 와서 신선한 공기도 맡고 너무 좋다! 

일단 텐트부터 쳐볼까? 먼저 텐트의 뼈대 역할을 하는 폴을 고정하고, 

앗! 실수로 폴을 밟아버렸네! 어? 내가 밟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잖아? 

아, 이 폴은 두랄루민 Duralumin 폴이었지! 두랄루민은 항공기에 쓰이기도 

하는 합금으로, 알루미늄, 망가니즈, 마그네슘과 소량의 크로뮴으로 

이루어진 합금이야. 원래 알루미늄은 매우 가벼웠지만 강도가 너무 낮아 

사용할 수 없었는데, 두랄루민의 합성으로 알루미늄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지.

재료를 강화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 먼저 결정립 미세화는 

미세 결정의 크기가 작아져 개수가 많아지면 결정립의 방향에 따라 운동 

방향이 바뀌어야 해서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용한 강화 방식이야. 

다음으로 고용체 강화는 불순물을 추가해 합금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크기가 다른 원자가 들어가면 원자 배열이 뒤틀려 전위의 이동이 제한되는 

것을 이용한 강화 방식이야. 이 고용체 강화는 또 치환형과 침입형으로 

나뉘는데 이는 끼어 들어가는 원자의 크기가 크면 치환형, 작으면 

침입형으로 결정되지. 다음은 변형 경화인데, 보통 매우 낮은 온도에서 

진행되어 냉간가공이라고도 해. 이 가공은 힘을 가해 압축하는 forging, 

펴주는 rolling, 늘려주는 drawing, 압축하는 extrusion 과정으로 진행돼. 

이 가공 이후에는 변형이 일어날 부분들이 서로 얽혀 단면적이 작아지고, 

강도가 증가하는데 가공이 된 정도는 %CW =                    x 100 (A0는 가공 

전 단면적, Ad는 가공 후 단면적)으로 계산하지. 마지막은 두랄루민 강화에 

사용된 방식으로 석출경화라고 해. 석출경화는 금속이 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처리 과정을 거치며 기존의 상과 다른 물질이 생겨 (금속)재료가 

단단해지는 방식이야. 두랄루민뿐만 아니라 다른 알루미늄 합금이나 

베릴륨구리 등에서도 활용되는 방식이지! 

으…. 텐트도 치고 설명도 했더니 너무 졸리네! 

텐트에서 한숨 자야겠다. 그럼 이만 안녕!

알리미 25기 

무은재학부 19학번 김 태 호

A0 
_ Ad

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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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이 보는 세상 ② 

물리학과가 본 캠핑
Dept. of Physics

캠핑장에 도착했으니, 더 어두워지기 전에 불부터 피워볼까? 

이런! 깜빡하고 라이터를 가져오지 않았잖아? 다행히 비상 키트에 ‘파이어 

스틸 Fire Steel’이 있네. 파이어 스틸은 이름 그대로 불을 만들어 내는 철로, 철 

35%, 세륨 65%가 섞인 페로세륨 Ferrocerium으로 이루어진 

합금 막대야. 이 막대를 긁으면 불꽃이 만들어져. 겉보기에 매끄러워 보이는 

물체이더라도 원자 수준의 미시세계에서는 모두 울퉁불퉁한 상태야. 

그리고 각 원자 안에서는 원자핵, 전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각 원자 사이에는 전자기력이 항상 작용하고 있지. 

우리가 파이어 스틸을 칼등으로 긁으면, 파이어 스틸과 칼등이 만나는 

접촉면에서 두 물체의 무수히 많은 원자는 서로 충돌하여 작용 반작용이 

발생하지. 충돌 과정에서 파이어 스틸과 칼등의 원자들은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상대방 원자에게 운동에너지를 주게 돼. 운동에너지를 

주고받는 동안 운동에너지가 일부 손실되는데, ‘고립계에서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는 에너지 보존법칙에 의해 그 운동에너지는 열에너지로 전환돼. 

마찰열은 Q = μ·P·V/J (μ = 마찰계수, P = 면압, V = 운동속도, J = 단위 운동 

당 마찰열량)라는 식으로 결정되는데, 파이어 스틸을 이루는 세륨은 철과 

같은 다른 금속에 비해 비교적 저온인 150°C에서도 불이 붙기 때문에 작은 

마찰열만 있어도 많은 불꽃을 낼 수 있어. 

칼등으로 불꽃이 잘 안 생기네.... 어떻게 해야 불꽃이 더 많이 생길까? 

마찰열을 결정하는 식에 의하면 마찰열은 운동속도가 빠르고, 면압이  

셀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칼등으로 파이어 스틸을 더욱더 

빠르고, 세게 긁어볼까? 와! 이것 봐~ 파이어 스틸에서 불꽃이 우수수 

쏟아지고 있어! 이 불꽃을 장작에 옮기면 되겠다~! 

이제 불도 다 피웠으니 음식 재료들을 구하러 가봐야 겠네. 

그럼 이제 잘 가! 갈게! 안녕!!

알리미 25기 

무은재학부 19학번  윤 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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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이 보는 세상 ③ 

생명과학과가 본 캠핑
Dept. of Life Sciences

“앵~~” 이런! 밤이 되니까 모기가 극성이네! 잠깐, 이렇게 어두운데도 

모기는 어떻게 우리를 찾아내는 걸까? 모기는 이산화탄소로 사람을 

감지한다고 해. 30m밖에 있는 사람이 호흡하며 배출한 이산화탄소도 

감지할 수 있지. 이를 감지한 모기는 우리에게 접근하고, 5-15m 반경에 

들어올 때부터는 시각으로 대상을 탐색하기 시작해.1  그다음은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고 체취, 체온, 습기등을 통해 우리를 찾아내는 거지. 그런데 분명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왜 내가 더 많이 물린 걸까? 모기는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더듬이에 발달한 72개의 냄새 수용체로 냄새도 감지할 수 있어, 

그래서 친구와 나의 체취를 구분할 수 있지. 우리의 체취는 사실 땀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야. 피부에 서식하는 세균들이 땀 속의 물질들을 

휘발성으로 바꾸어 놓고, 이 물질들이 냄새를 유발하는 거야. 즉, 피부의 

세균 구성에 따라 체취에 차이가 나타나고, 모기는 그 차이를 감지하고 그에 

따른 선호를 보인 거지!2 오늘 내가 유난히 땀도 많이 흘리고 평소에 모기가 

좋아하는 세균 군집이 사는 피부를 가지고 있었나 봐.

 

그나저나 너무 간지럽다! 왜 모기에 물리면 간지러운 걸까? 그건 모기가 

우리를 물 때 유입되는 모기 침의 ‘히루딘 Hirudin’ 때문이야.3 히루딘은 

혈소판의 혈액 응고 작용을 막는 혈액 응고 억제 물질이야. 모기의 

공격에 우리 몸이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외부 물질이 침입하면, 가장 먼저 

대식세포가 이를 감지해서 키닌계라는 짧은 아미노산 서열 펩타이드를 

분비해. 이는 모세혈관 투과성을 높임과 동시에 화학주성을 갖는, 즉 

백혈구들을 자신이 분비된 위치로 유도하는 물질인 케모카인 Chemokine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써 백혈구들이 감염 부위로 모일 수 있도록 하지. 감염 

부위로 모인 비만세포와 호염기구들은 히스타민을 분비해. 이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량이 증가해 붉게 보여. 또 동시에 모세혈관 투과성 증가로 

조직액이 증가해서 모기 물린 부위가 붓고, 이렇게나 간지럽게 되는 것이지! 

하지만 가렵다고 긁으면 안 돼. 긁으면 

통증 신호가 뇌에 전달되는데, 긁을수록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더 많이 

분비돼.4  그래서 가렵다는 신호를 뇌에 

전달하는 신경세포가 더욱 활성화되고, 

따라서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야.5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참고 자야겠다. 그럼 안녕!

알리미 25기 

무은재학부 19학번   정 채 림

각주

1  조홍섭, 「모기가 당신을 찾는 방법…처음엔 코, 다음엔 눈」, 『한겨레』, 2015.07.21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ecotopia/701185.html

2  조홍섭, 「'최고 위험 동물' 모기, 왜 내 피만 좋아할까」, 『한겨레』, 

2013.07.17http://ecotopia.hani.co.kr/170342

3  https://www.finelfc.com/330

4  김준래, 「긁으면 왜 더 가려울까?」, 『사이언스 타임즈』, 2014.11.07

5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Why scratching makes you itch 

more」, 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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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이 보는 세상 ④ 

전자전기공학과가 본 캠핑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음~ 캠핑장의 이 상쾌한 공기! 도시와 떨어져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캠핑장은 참 좋아~. 그런데 혹시 내 스마트폰이 동작을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 늦게 오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 텐데.... 

그러면 이렇게 캠핑장에서도 다른 사람과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과 전화를 하려면 먼저 홈 위치 등록기라고 

불리는 HLR Home Location Register이 필요해. 

HLR을 통해 지금 통화를 거는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지. 

일반적으로는 처음 스마트폰을 가입한 위치와 가까운 기지국이 홈 위치로 

등록돼. 이 정보는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저장된 경우도 있지. 

만약에 해당 기지국 관할 영역에 핸드폰이 위치하지 않을 경우 

방문자 위치 등록기라고 불리는 VLR Visitor Location Register을 통해 핸드폰과 

가장 가까운 기지국의 위치가 이동 중이라도 실시간으로 기록돼. 이렇게 

하면 통화를 할 준비 과정을 마친 것이라고 보면 돼. 

이제는 전화를 거는 과정에 대해 알아볼까? 다른 사람의 번호를 입력하여 

전화를 걸면 홈 교환국에서 HLR을 활용해서 단말기의 위치를 파악하지. 

이후 임시 지역 디렉터리 번호를 할당하는 과정을 거치고 핸드폰의 위치를 

추적한 후 통화가 연결되는 것이지.

친구가 차를 타고 달려오는 중이라네? 

어? 기지국이 담당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일 텐데 어떻게 계속해서 전화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지? 이것은 바로 핸드오버 기술 덕분에 가능한 일이야. 

크게 Hard handover와 Soft handover의 2가지 기술이 있는데 

Hard handover의 경우 인근 한 기지국과의 연결 채널을 여러 개 활용하지만, 

Soft handover의 경우 다수의 기지국을 동시에 활용하지.

알리미 24기 

전자전기공학과 18학번   현 진

추가 영상자료

대체 어떻게 무선통신이 가능한걸까? [과학쿠키x지식인미나니]

https://youtu.be/dK5cRUCTD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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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의 기초를 다진 노동자
프레더릭 윈즐로 테일러

Frederick Winslow Taylor

여러분들은 산업공학이란 단어를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산업공학은 저희에게 그다지 친숙한 용어는 아닌데요. 산업공학은 생산 활동의 종합적 시스템의 

설계, 개선 등을 다루는 공학 분야라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복면과학에서는 물리, 화학 등 과학 분야의 

과학자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산업공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레더릭 윈즐로 테일러 Frederick Winslow Taylor’가 그 주인공입니다. 어릴 적 법률가를 꿈꾸던 

꼬마 아이가 어떻게 세계적인 경영학자가 되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부터 테일러의 생애와 업적을 같이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복했던 유년 시절의 테일러

테일러 Frederick Winslow Taylor 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1856년에 태어났습니다. 변호사 아버지와 인권운동가 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테일러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여행을 다녀오며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테일러는 아버지를 따라 법률가가 되기 위해 필립스 

엑서터 아카데미에 들어가 하버드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입학시험까지 통과한 그는 

대학교에 가는 날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법률가의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꿈을 잃게 된 테일러와 새로운 시작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꿈을 접게 된 테일러는 기계공이 

되기 위해 유압 공장에 들어가 수습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간의 수습 생활을 끝낸 테일러는 1878년 ‘Midvale Steel’의 

노동자로 취직하였습니다. 테일러는 재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공장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빠르게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생산 공장을 총괄하는 

관리직으로 승진한 테일러는 노동자들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노동자들이 기계를 일부러 가동하지 

않고, 최대한 일을 하지 않으려 ‘태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테일러가 살았던 시대는 19세기 말로, 2차 산업혁명과 함께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게 된 시기였는데요. 산업혁명으로 인해 

공장을 소유한 사람들은 무작정 공장을 돌려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들의 방식대로 체계적인 방법 

없이 운영했습니다. 취업을 위해 치열했던 일자리 경쟁을 이기고 

취업한 노동자들은 공장주가 제시한 조건대로 일하지 않으면 

바로 해고되었기에 노동자들은 을의 입장에서 저임금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공장주들은 생산품 혹은 작업의 

양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성과급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으며, 

노동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기업가는 많은 급여로 인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작업당 

급여를 줄였고, 공장에서 일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은 불만을 

‘태업’을 통해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테일러는 체계적인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의 

입장에서는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고 이와 함께 노동자의 급여도 

합리적으로 보장해 줄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었으며, 법률가의 걷게 될 것만 

같았던 테일러가 경영학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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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The_Principles_of_Scientific_Management

알리미 24기  

기계공학과 18학번 김 병 규

과학적 관리법의 등장

‘과학적 관리법’.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체계적인 방식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일러는 먼저 일을 분류하고 하루의 작업량을 설정하기 

위해 스톱워치를 이용해 하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이 일을 하면서 움직이는 동선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분석하면서 최적의 

동작과 도구를 조합하여 하나의 표준 작업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공장에서 하는 일의 방식이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테일러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것이죠. 이렇게 표준 작업 방식에 따른 하루의 

급여를 설정한 뒤, 이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는 추가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차별적 성과급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있었던 

‘Midvale Steel’ 공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새로운 동기 부여가 되면서 노동자들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생산성과 일의 효율성 모두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작업에서도 효과적으로 과학적 

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이를 ‘테일러리즘 Taylorism’이라 불렀고, 이는 전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산업 합리화 운동’이란 이름으로 공장에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테일러는 다니던 공장 일을 그만둔 채 자신의 경험을 논문으로 작성하고, 강연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911년에는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논문에는 경영자들이 지켜야 할 4가지 관리 원칙을 제시하며 자신의 이론을 

확립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체계화하여 기초를 다졌다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인간의 일을 기계적인 원리에 준하여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연구가 있었기에 다양한 후속 연구가 탄생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 시기에 경영합리화와 함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이로써 그는 ‘산업공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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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웰 방정식은 이전에 전자기에 관하여 연구

되었던 모든 전기와 자기의 특성을 종합하여 

나타낸 것으로 아래와 같이 가우스의 법칙, 자

기에 대한 가우스의 법칙, 패러데이의 법칙, 앙

페르-맥스웰의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우스의 법칙 

자기에 대한 가우스의 법칙 

패러데이의 법칙 

앙페르-맥스웰의 법칙

먼저, 가우스의 법칙은 전하에 따라 전기장이 

만들어짐을 이야기하며, 어떤 닫힌 곡면을 통

과하는 전체 전기선속은 그 곡면 내부의 알짜 

전하를        로 나눈 것과 같다는 법칙입니다. 

다음 식인 자기에 대한 가우스의 법칙은 닫

힌 곡면을 통과하는 알짜 자기선속은 0이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패러데이의 법칙은 전자기 

유도와 관련되어 자기선속의 변화와 전기장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이고, 마지막으로 앙페르-

맥스웰의 법칙은 전기선속, 전류의 변화와 자

기장의 관계에 관하여 나타낸 법칙입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전기와 자기 사이에 대칭성

을 가집니다. 첫 두 식은 자연에 존재하는 자

기, 전기 환경을 각각의 선속으로 나타냈다는 

점에서 같은 형태를 띠고, 뒤의 두 식은 전기

장, 자기장을 각각 선적분 한 값이 반대의 선

속의 변화와 비례관계를 가지는 형태를 띱니

다. 특히 뒤의 두 식은 결합하였을 때 전기장

과 자기장의 파동 방정식을 유도하여 전자기

파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한 번 유도

해 볼까요? 

전기장이 + y 방향, 자기장이 + z 방향, 진행 방

향은 + x 인 전자기파를 상상해 봅시다. 찰나

의 시간 동안 전자기파가 x 에서 x + dx 만큼 

변화하였을 때, dx 를 가로로, l을 세로로 가지

는 평면 xy 에 있는 직사각형을 함께 상상해 

보면, 직사각형에서의 전기장과 그 변화량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사각형에서의 전기장의 선적

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기장의 방향을 생각하면 직사각형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ΦB = Bldx로 근사할 수 

있고, 이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해진 자기장의 선적분과 시간에 대

한 미분한 자기선속을 패러데이의 법칙 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앙페르-맥스웰 법칙과 xz평

면 위에 있는 너비가 dx이고 길이는 l인 직사

각형에 대해 정리를 시도하면 앞선 식과 비슷

한 모양을 가지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두 식을 각각 미분하여 서로의 식

에 대입하면, 신기하게도 다음과 같이 전기장

과 자기장 각각에 대한 쌍둥이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고, 빛의 속력이 c =        인 것을 생각하

면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의 형태는 빛의 속력을 가지는 파동 방정

식과 동일하여 여기서 전자기파의 속력이 빛

의 속력과 정확히 같음을 알 수 있고, 맥스웰

은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임을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전기와 자기 현상과 상호작용을 단 4개의 방

정식으로 모두 아울러 표현한 맥스웰 방정식

은 쿨롱힘, 패러데이의 실험과 전자기 유도 등 

기존의 연구 성과를 모두 종합하여 전기와 자

기 현상과 상호작용이 전자기력이라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 생겨난 것임을 정리하였다는 점

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구의 중력과 천체 

사이의 만유인력이 관련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맥스웰 방정식처럼 어떤 분야이든 서로 별

개의 것으로 생각되었던 개념이 하나로 연결

될 때, 기존의 것은 새롭게 인식, 응용되어 발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맥스웰 방정식의 

정수가 아닐까요? 

지식더하기 ① 

맥스웰 방정식
Maxwell’s Equations

역학에서 가장 유명하고 기초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아마 주저 없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전자기학에서는 어떨까요? 전자기학에서는 

전기와 자기 법칙을 4개의 방정식으로 표현한 

‘맥스웰 방정식’이 모든 전자기 현상의 기초 

원리를 담고 있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맥스웰 방정식이 무엇인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료출처

John W. Jewett, Jr., Raymond A. Serway, 대학 물리학(8판), 

대학물리학 교재편찬위원회 역(2016), (주)도서출판 북스힐.

알리미 24기 | 컴퓨터공학과 18학번  박 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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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 하지만 DNA의 모든 부분이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원핵생물과는 달리 진핵생물, 특히 인간과 같은 복잡한 다세포동물의 

경우는 DNA 부분 중 대다수가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비암호화 DNA Noncoding 

DNA입니다. 다들 엑손 Exon과 인트론 Intron,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죠? 전체 DNA의 

약 1.5% 정도만 차지하며 단백질과 rRNA, tRNA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DNA를 

암호화 DNA 엑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인 비암호화 DNA는 인트론만이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모터 등의 조절 서열 Regulatory sequence과 인트론을 

합쳐도 전체 DNA의 약 2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비암호화 DNA는 

처음엔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쓰레기 DNA Junk DNA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DNA들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암호화 DNA의 대부분은 반복적인 서열의 형태를 띄고 있고, 

이는 일렬 반복 서열 Tamdem repeat과 산재 반복 서열 Interspersed repeat로 

나뉘게 됩니다. 일렬 반복 서열은 부수 DNA Satellite DNA, 미소부수체 DNA Minisatellite 

DNA, 미세위성 DNA Microsatellite DNA로 나누어집니다. 부수 DNA는 염색체의 동원체와 

텔로미어 근처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구조의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추측되며 

최대 170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미소부수체 

DNA는 VNTR Variable Number of Tandem Repeat 라고도 불리며, 9~80개 뉴클레오타이드의 

반복 단위를 가지고, 미세위성 DNA는 STR Short Tandem Repeat 라고도 불리며, 1~6개 

뉴클레오타이드의 반복 단위를 가집니다. 특히 VNTR과 STR의 경우,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는 특징을 이용해 법과학 분야에서 개인 식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산재 반복 서열은 전체 유전자에 퍼져 있어, 진화 과정에서 바이러스성 RNA에 

의해 진핵 세포의 DNA에 끼어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재 반복 서열은 SINE Short 

Interspersed Nuclear Element , LINE Long Interspersed Nuclear Element으로 나뉘고, 이 중 몇몇은 

인트론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들은 전위 유전 단위 Transposable element 라고도 

불리는데요, 염색체 내에서 혹은 염색체들 사이에서 이동하거나 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와 같이 유전자 곳곳에 퍼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이러한 비암호화 DNA를 통해 진화의 과정 등을 알아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인간

의 유전체를 완전히 분석하게 되면 의학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더욱더 많은 

과학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답니다!

지식더하기 ② 

비암호화 DNA
Noncoding DNA

알리미 24기 | 생명과학과 18학번  홍 성 희

사진 출처

Jane B. Reece, Lisa A. Urry, Michael L. Cain, Steven A. 
Wasserman, Peter V. Minorsky and Robert B. Jackson. 
Campbell Biology 11th edition. p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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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미의 쓸모 있고 
신비한 잡학사전

태어나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고유의 혈액형! 과연, 이 혈액형을 바꿀 수 

있을까? 정답은 Yes. A형 혈액을 O형 혈액으로 바꾸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혈액형마다 가지는 고유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적혈구 표면에 있는 

‘당 사슬’ 입니다. A형 적혈구에는 'N-아세틸 갈락토사민', B형 적혈구에는 

'갈락토스'라는 당 사슬이 존재하며, O형에는 당 사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혈을 진행할 때 A형 혈액을 B형 환자에게 수혈하면 면역 체계가 

다른 특징을 파악하여 혈액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수혈할 때 혈액형을 잘 

맞추어 수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O형 혈액은 당 사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수혈을 해도 거부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특징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내 미생물을 활용하여 A형 혈액에서 당 사슬을 끊어 O형 혈액을 

만들어 주는 방식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당 사슬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효소입니다. A형 혈액의 당 사슬을 끊어 

O형으로 만드는 데에 사용된 이 효소는 바로 ‘α-N-아세틸 갈락토사미니데이스’ 

입니다. 그리고 이 효소를 만들어 낸 장내 미생물이 ‘플라보니프락토르 

플라우티이(Flavonifractor plautii)’ 라는 미생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효소를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실마리는 사람의 소화기관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대변을 

분석하여 당 사슬을 분해하는 DNA를 가려내고, 이 DNA를 가진 소화기관 속 

효소를 추적해 효소를 발견한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인공적으로 혈액형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는 헌혈 가능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혈액 부족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A형 혈액은 수혈용 혈액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O형으로 바꿀 수 있다면 누구에게나 수혈을 할 수 

있는 만능혈액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상용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다면 이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쓸신잡 ①

혈액형을 바꿀 수 있다?

장
내

 미
생

물
들

이
 만

들
어

내
는

 효
소

출처  http://scent.ndsl.kr/site/main/archive/article/장내-미생물로-혈액형을-바꿀-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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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일! 카메라로 모니터 화면을 

찍으면 울렁울렁하는 느낌의 줄이 생기는데, 도대체 이 줄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겪는 이 현상은 플리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플리커 현상은 TV 등의 

수상화면 또는 조명기구의 어른거림과 같은 광도의 주기적인 변화를 말하고, 미세한 

떨림으로 화면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플리커 현상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아는 모니터가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니터는 2차원 행렬로 

배열된 LED 형태이며, 점을 이루는 여러 개의 LED가 가로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LED를 켜서 원하는 화면을 출력해 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LED 점을 제어하기 위해서 각각의 LED 점 모두에 제어선을 

연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LED를 제어할 때는 다이나믹 구동 방식이라고 

하는, 순차 구동 방식의 일종인 특수 구동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이나믹 구동 방식은 

LED를 제어할 때 각 행과 열마다 제어선을 연결하고, 이 제어선들을 통해 전류를 

조절합니다. 즉, (m,n)에 위치한 LED를 켜기 위해서 m행과 n열 전체에 전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동 방식은 하드웨어의 비용과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나믹 구동 방식으로 LED 화면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LED를 켜고 끄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 속도는 약 1ms 정도로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플리커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로 화면을 찍는 경우는 다릅니다. 카메라로 촬영할 경우 

카메라의 셔터 속도가 매우 빨라 LED가 

켜지고 끄는 순간의 장면을 잡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담긴 

모니터 화면을 보면 플리커 현상의 모습인 

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다들 

카메라로 모니터 화면을 찍으면 줄이 왜 

나타나는지 아시겠죠? 글을 마치기 전에 

팁을 하나 드리면,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셔터 속도를 늘려서 찍으면 이러한 플리커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꼭 해 보도록 하세요!

출처 https://twinparadox.tistory.com/169

알쓸신잡 ②

카메라로 LED 모니터 화면을 
찍으면 왜 줄이 생길까?

알리미 24기  

신소재공학과 18학번 백 진 우

        2차원 LED       행
렬

구
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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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리논리학은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명제들을 수학적인 기호로 표시하는 학문을 말하며, 

그 시초는 “인간의 사고를 기호로 표현하여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라이프니츠의 주장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불과 모간은 고전논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을 모두 대수적 기

호 논리로 처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라이프니츠의 시도를 강화했다. 한편, 프레게와 

페아노는 공리 체계의 형식화를 통해 수학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다. 칸토어 또한, “무

한”의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면서 현대 수학의 기원이 되는 집합론을 구성하게 되었

고, 집합론은 수학의 기초에 대한 철학적-구조적 변화를 야기했다.

그런데, 브랄리-포티의 패러독스(1897), 칸토어의 패러독스(1899), 러셀의 패러독스

(1903) 등의 패러독스가 발견되면서 집합론에 근거한 수학의 논리적 빈틈이 드러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 수학 자체의 구조적 완전성을 확립하기 위한 수학기

초론이 구성되었다. 당시, 수학의 본질에 관한 해석에 따라 분류되는 세 가지 접근이 있

었다. 수학적 존재에 대한 인간의 직관에 의해 수학이 도출된다고 주장하는 직관주의

(Intuitionism: Brouwer), 수학을 내용이나 의미가 없는 하나의 형식적 조작으로 간주하는 

형식주의(Formalism: Hilbert), 수학의 개념과 정리가 논리학의 공리계에서 연역될 수 있

다고 주장하는 논리주의(Logicism: Frege, Russell, Whitehead)가 그것이다.

그러던 중, 괴델은 완전성이 증명된 형식 체계를 통해 확장된 형식 체계(힐베르트의 형식

주의)의 불완전성을 증명하였다. 괴델의 이러한 시도는 형식 논리 체계의 완전성이 보장

될 수 없다는, 즉 논리학에서 가장 발달된 형식논리학 체계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 충격

적인 사건으로 해석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역사적 중요성이 큰 괴델의 불완전성을 쉬운 

버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참/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수학적 기호로 구성된 문장을 수학적 명제라고 한다. 한편, 메

타수학적 명제는 수학적 명제에 대한 명제를 의미한다. 아래의 예시를 보자.

힐베르트는 “자기 언급의 역설”이 수학적 명제와 메타수학적 명제를 구분하지 않아 발생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괴델은 수학적 명제와 메타수학적 명제의 경계를 없애

고자, 명제를 특정 괴델 수에 대응시키는 규칙을 제안한다. 이러한 규칙은 “괴델 코드”와 

소수의 곱을 활용함으로써, 명제와 괴델 수 1-1 대응 관계를 통해 고유성을 유지한다. 결

과적으로 수학적 명제와 메타수학적 명제는 각각의 괴델 수에 대응되어, 똑같은 층위의 

체계 내에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해를 위해 아래의 괴델 코드와 명제로 예시를 

들어보자.

(괴델 코드) "0" → 1, "=" → 5   (명제) "0 = 0"   (괴델 수)  21 * 35 * 51 = 2430

수학적 명제

“5차 이상의 
다항식은 근의 공식을 갖는다.”

메타수학적 명제

“5차 이상의 다항식은 근의 공식을 
갖는다는 명제는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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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s(증명을 위한 정의)

(증명)  Dem(n, m) := (괴델 수 n을 갖는 명제는 괴델 수 m을 갖는 명제의 증명이다)

(대체)  S(n, m, x) := (괴델 수 n을 갖는 명제에서, 괴델 수 m을 갖는 대상을 괴델 수 x를 갖는 대상으로 대체한 명제)

(무모순성)  모든 명제가 참이 아니면 거짓인(참이면서 거짓일 수 없는) 경우, 공리계가 무모순성을 갖는다고 한다.

(결정가능성)  그것의 참/거짓을 증명할 수 있는 명제.

(공리)  증명할 필요 없이 자명한, 다른 명제들을 증명하는 데 전제가 되는 원리.

(공리계)  어떤 한 형식 체계에 관한 논의를 위한 전제로 주어진 공리들의 집합.

 

 

괴델은 이를 통해 진리의 세계가 증명의 세계보다 크며, 형식적 증명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

했다. 이러한 수학기초론은 컴퓨터 과학의 시초가 된다. 컴퓨터는 형식 논리 체계의 물리적 구현이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의 주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인간의 사고를 기호로 충분히 표현하여 다룰 수 있는가? 현대에 이

르러, 인간의 사고를 형식논리체계인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는가? 기계들이 사고할 수 있는가?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대두된 인공지능 알고리즘 AI는 학습에 대한 수학적 모델이다. 결코 인간의 의식과 사고를 구현하는 것이 아

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의식은 컴퓨터로 구현 가능한가? 수학기초론은 인지과학과 함께, 인간 의식에 대한 논의

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제 1 불완전성 정리

무모순성을 갖는 형식 체계 내에서, 결정 불가능한 

명제가 존재한다.

(증명)

- 괴델 수가 a인 명제 y가 있다고 하자.

- 명제 p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p:= ~ (∃x)Dem(x, S(y, a, y))
- 명제 q의 괴델 수를  이라고 하자.

- 명제 q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q:= ~ (∃x)Dem(x, S(n, a, n)) 
- 명제 q의 괴델 수를 m이라고 하자.

   그러면, m = ( S (n, a, n))의 괴델 수)
- 명제 q가 참이다.

    ⇔ ~ (∃x)Dem(x, S(n, a, n))가 참이다.

    ⇔ ~ (∃x)Dem(x, m)
    ⇔  괴델 수 m에 해당하는 명제의 증명은 존재하

지 않는다.

    ⇔ q의 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 q는 증명 불가능하다.

∴ 참이지만 증명 불가능한 명제 q가 존재한다.

제 2 불완전성 정리

무모순성을 갖는 형식 체계 내에서, 자신의 무모순

성을 증명할 수 없다.

(증명)

-  공리계가 모순이 없음을 공리계 내에서 증명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 명제 q는 모순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 (1) 만약 q가 참이면, q는 증명 불가능하다.

             (제 1 정리 증명의 필요충분조건 참고)

             ↔ q의 정의와 모순.

             ∴ q는 거짓이다.

        (2) 만약 q가 거짓이면, q는 증명 가능하다. 

             (제 1 정리 증명의 필요충분조건 대우) 

             ⇒ S (n, a, n)은 증명 불가능하다. (q 정의)

             ⇒ q 는 증명 불가능하다

             ↔ q의 정의와 모순.

             ∴ q는 참이다.

             명제 q는 모순. ↔전제(무모순성)와 모순.

∴ 공리계가 모순이 없음을 공리계 내에서 증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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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호 문제. 2020 SPRING ]

Q1. 아래 모델을 이용하여  log(Nt) − t  그래프를 작성하라. (엑셀, 파이썬 등등)

Nt = N1  • (1 + E • p) t-1,  t ≥ 1

A1. (~3/15 기준) 

Q2. 아래 Growth Factor의 정의를 바탕으로, 최신 코로나 동향을 제시하여라.

A2. (~3/15 기준) 

[ 여름호 문제. 2020 SUMMER ]

Q 1. 자신만의 괴델 코드를 정하고, 수학적 명제를 괴델 수로 표현하라.

Q2.  자신이 정한 괴델 코드에서 만들 수 있는 “참이지만 증명 불가능한 명제”와 그것의 

괴델 수를 제시하라. 또한, 이 명제가 모순성을 지니는지 확인하라.

| 지난 호 정답자 |  x  백건우 경원고등학교 2학년    정동민 광양제철고등학교 2학년 

▶  MARCUS에는 우리 대학 수학동아리 MARCUS가 제공하는 수학 문제를 싣습니다. 

   정답과 해설은 다음 호에 나옵니다.

▶  이번 호 문제는 2020년 8월 31일(월)까지 

    알리미 E-MAIL(postech-alimi@postech.ac.kr)로 풀이와 함께 답안을 보내 주세요.

▶  정답자가 많을 경우 간결하고 훌륭한 답안을 보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포스텍의 기념품을 보내 드립니다.(학교/학년을 꼭 적어 주세요.) 

Growth Factor = Gt =                   ,  t ≥ 2
∆ Nt 

∆ Nt-1 

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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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

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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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추세선에 대해 R2 = 0.95 정도로 잘 맞는다. t = 1 ~ 18까지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다. 

t = 19 ~ 28에는 확산율이 감소하는 듯했으나, t = 29 ~ 에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Growth Factor는 t = 1 ~ 28까지 0에 근접했으나, t = 29에서 Peak를 찍는다. 이는 슈퍼 

전파자의 등장을 의미하며, t = 30 ~ 에는 1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기세가 약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에 더 열심히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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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POINT • 알스토리

갑작스레 찾아온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여름이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1학기를 

어떻게 마무리했고, 다가오는 2학기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나요? 시간이 흘러가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형태의 감정들이 쌓이고 있나요?

저의 고등학생 시절은 대학 입시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 모든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기였어요. 

자꾸 외부에서 나를 툭툭 건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뾰족하고 모난 감정들이 생겨났는데, 이를 

해결하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꾹 참고 다 쌓아 뒀죠. 그래서 둥근 감정을 만들어도 이리저리 치여서 흠집이 

나고, 이것이 반복되어 우울함을 자주 느꼈습니다. 제 딴에는 감정에 신경 쓰지 않고 할 일에만 집중하려 했던 

것이 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제 

기분을 다루는 방식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건 거창한 일 때문이 아니었어요. 언젠가 지치고 우울한 상태로 독서실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노래가 듣고 싶더라고요. 우연히 ‘넬 - 기억을 걷는 시간’을 듣는데,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평소보다 천천히 

걷다 보니 달이 눈에 들어왔어요. 달이 너무 예쁘길래 가만히 서서 하늘을 쳐다보던 중 갑자기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소리 없이 펑펑 울고 집에 들어오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 제가 스스로 저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느끼는 모난 감정들을 굳이 계속 갖고 가지 말고,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를 틈을 가지면 되는데 말이에요. 

그 이후로 저는 어떤 일로 인해서 기분이 나빠지면 잠깐 멈춰 섰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가만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듣거나 잠깐 낮잠을 청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그 감정의 뾰족한 부분을 무디게 만들었죠. 

물론 사람에 따라 감정을 해소하는 데에 드는 시간은 천차만별일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이 아깝다고 계속 

달려 나가면 언젠가 지치고 말 겁니다. 여러분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의 장기전을 달리고 있으니까요.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은 ‘행복’으로 할래.” 이 대사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민한 시기에 놓여있는지 잘 알아요. 

저를 비롯한 포스텍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 시기를 겪었으니까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루를 

망치지 마세요. 그 감정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방식대로 그 자리에서 

해소할 수 있어요. 저처럼 노래를 듣거나 낮잠을 자는 것 말고도, 

운동하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만의 감정 해소 방식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를 

담당하는 기분을 스스로 정할 수 있을 거예요. 

알스토리 ①

여러분의 기분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알리미 26기 | 무은재학부 20학번 강 아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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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혹시 잠을 너무 많이 자서, 혹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나요? 

저도 아침잠이 많고 잠자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이번 알스토리에서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가졌던 생각이 ‘이젠 고등학생이 되었고,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길게 쓰자’였어요. 그래서 학기 초 며칠은 학교에 일찍 가서 

공부도 해보고 아침에 학교 옆 도서관도 가보곤 했죠. 근데 이렇게 아침부터 공부하면 그날을 이상하리만큼 

졸려서 정작 중요한 시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어요. 이때 저는 생각했죠. ‘아, 내 정신력이 수면욕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약하구나’. 이런 정신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소에 잘 먹지도 않던 커피도 마시고 에너지 

드링크도 먹어가며, 잠을 억지로 줄여가면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처음 며칠은 이런 식으로 버텨가면서 다이어리에 빼곡하게 적힌 그날의 한 일들을 보고 뿌듯했어요. 그러나 

이런 날들을 하루 이틀 지속할수록 컨디션이 계속 안 좋고, 특히 공부할 때 집중력이 흐트러져 일의 능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지금의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저는 수면과 공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공부량 보존 법칙’입니다.

여러분 물리 시간에 혹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우셨나요? 계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계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제가 생각한 ‘공부량 보존 법칙’은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 날에 그날의 공부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이런 이름을 따오게 되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기 위해 잠을 극한으로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잠을 줄인만큼 컨디션이 저하되어 집중력을 잃고 

이에 따른 결과로 의도한 만큼 공부를 더 못하게 되죠. 반면에 적당한 수면 시간을 지켜서 좋은 컨디션에서 

좋은 집중력을 가지고 시간을 보낸다면,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 시간 x 수면 시간 = 일정’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만의 적당한 수면 시간을 찾는 것입니다. 공부를 

몰입도 있게 온종일 할 수 있는 컨디션과 집중력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수면시간을 찾고, 이 시간에 몸을 

맞추어 가다 보면, 가벼운 몸과 상쾌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저만의 수면 시간을 정했고, 보다 좋은 컨디션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이러한 내용은 최적의 

컨디션을 위한 수면 시간을 찾는다는 점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이나 대인 관계에서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컨디션을 만드는 방법을 아는 것은 다양한 일에서 장점이 될 수 있겠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도 왠지 컨디션이 좋은 날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수면 시간을 찾아서 하루하루를 좋은 컨디션으로 

보낸다면, 여러분의 앞날에는 창창한 일들만 가득할 것으로 생각해요. 

포스테키안 구독자분들의 밝은 앞날을 응원합니다!!

알스토리 ② 

적당한 수면, 최상의 컨디션

알리미 26기 | 무은재학부 20학번 김 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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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스테키안 구독자 여러분! 저는 26기 알리미 노유성입니다. 수시, 정시 일정은 

다가오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걱정이 쌓여갈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제 후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수험생활에, 유례없는 사태까지 

겹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험생활 최대의 적인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공부를 잘하는 축에 속하게 되면서 주변으로부터 받는 기대에 부담이 

늘어갔어요. 자연스레 저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품행이 올바른 친구들과 제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슬럼프가 시작됐죠. 친구들을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고, 제 점수보다는 그 

경쟁자들의 점수에 연연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확률과 통계 시험을 완전히 망쳤을 때 제가 

그동안 주변에서 기대하는 이미지에 갇혀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나는 수학을 못 할 수도 

있고, 시험을 못 볼 수도 있는 사람인데 왜 항상 완벽해 지려고 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죠. 

시험을 망친 건 분명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저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주변에서 

만든 이미지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스스로 나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마음의 짐이 

덜어졌고,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지적으로 성장하는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저보다 시험 점수가 잘 나온 친구를 보면서 질투하기보다, 그 점수를 얻기 위해 공들였을 노력을 

상상해 보며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아가, 제 점수를 비교할 때는 오직 저의 이전 점수와의 

차이만 비교하면서 어떤 점이 나아졌는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며 성적을 

올릴 수 있었어요. 역설적이게도, 시험을 망친 덕에 오히려 성적이 쭉 올랐죠.

이 글을 읽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내신이나 모의고사 등에서 남들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이 상대평가인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만 해서 하고 계신 

건 아닌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라는 사람은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답니다. 주변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이미지에 시키는 대로 색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이미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가 보세요! 

어쨌든 해야 할 수험생활인데 스트레스 쌓으면서 힘들지 말고, 

성취감 쌓아가면서 재밌게 해봅시다!

우리들의 공부비법 ①

색칠만 하지 말고 밑그림부터 그려봐!

POINT • 우리들의 공부비법

알리미 26기 | 무은재학부 20학번 노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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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포스테키안 구독자 여러분! 26기 알리미 박정은입니다. 올해는 학기가 다른 해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는데, 다들 학교생활 잘하고 계시나요? 학사일정에 많은 변화가 생긴 만큼, 

생활 패턴이 잘 유지되지 않았다거나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서 마음이 조급하지는 않은가요? 

지금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효율적인 시간 

사용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의 절대적으로 같은 하루가 주어져요.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시간의 가치는 크게 달라진답니다.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낭비하고 있는 

시간을 찾아 내야 해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방법은 각 쉬는 시간마다 어떤 

공부를 할지 계획해 두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저는 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비교적 짧은 시간이 

걸리는 탐구 과목의 문제집을 쉬는 시간에 푸는 용으로 삼았었어요. 평소 어영부영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는 10분의 쉬는 시간을 활용하니 하루에 약 한 시간의 공부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었어요! 또한 저는 고등학생 때 10분 단위로 칸이 나누어진 타임 테이블이 있는 플래너를 

사용했는데, 형광펜을 이용해 공부하는 시간만 색칠하다 보면 제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휴식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해요! 공부 시간에만 집착하기보다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통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피곤할 땐 잠깐 쉬기도 하면서 집중력을 높여야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해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줄여서 공부한다거나 지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펜을 잡고 있으면, 잠깐은 

뿌듯할지 몰라도 뒤돌아보면 투자한 시간에 비해 공부량이 적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정조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다만 내가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그것을 

걱정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벌써 한 학기가 다 지나갔다고 불안해 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파이팅!

우리들의 공부비법 ② 

시간 관리와 컨디션 조절을 통해 똑똑하게 공부하기

알리미 26기 | 무은재학부 20학번 박 정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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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H, 
ICT 혁신인재 4.0사업 선정

POSTECH이 2020년 ‘ICT혁신인재4.0사업’

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문기관: 정보

통신기획평가원)와 협약체결을 하고 본격적

으로 사업 수행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미래 공학

자들을 육성하기 위해 새롭고 도전적인 산학 

연구 프로젝트를 교육 과정에 녹여내는 ‘연구

교육 일체형 프로그램’을 대학원 교육 과정에

서 수행하는 사업이다. POSTECH은 선정 대학 중 가장 많은 3개 과정(과정 당 연 2.5억 원)이 선

정됐다. 이에 사업단의 인재상인 밸류 플러스 무버(Value Plus Mover) 육성을 목표로, 포스텍 미

래IT융합연구원 內 ‘혁신인재4.0사업단(이하 ’4.0사업단’)을 운영 주체로 하여 향후 최대 5년 동안

(연간 사업비 7.5억원, 3+2년) 본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차별성은 바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

해 대기업·중견기업은 물론 유망 스타트업과 지역벤처 기업들이 교과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

이다. 기업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안하고, 학생들은 확보된 자

유도를 가지고 자신이 도전하고 싶은 과제를 선택한다. 학생들은 각 기업의 전문가들과 파트너가 

되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인 연구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POSTECH, 
과기부 기초연구지원 리더연구 4명·우수
연구센터 1개 선정

POSTECH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최

고수준의 기초연구자를 지원하는 리더연구 지

원대상과 우수연구집단을 지원하는 우수연구

센터에 다수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리더연구 지원대상 17명과 우수연구집단을 

지원하는 우수연구센터 18개를 선정했다. 그

중 우리대학은 리더연구 4명, 우수연구센터 1

개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개인연구 사업인 리더연구에서 POSTECH은 

자연과학 화학 분야 이영호 교수, 생명과학 기

초생명 분야 황철상 교수, 공학 기계 분야 박형

규 교수, ICT·융합 에너지/환경 분야 최원용 교

수 등 4명이 선정됐다. ‘리더연구 사업’ 지원대

상에는 1인당 연평균 8억 원씩 9년간 약 70억 

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올해는 신청자 103명

을 대상으로 예비평가, 해외평가, 발표평가, 토

론평가 등을 거쳐 17명이 선정됐다.

또한, POSTECH ‘양자동역학연구센터(연구 

책임자 주태하)가 우수연구센터로 선정됐다.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10인 내외의 우수연구

집단에게 연 14~20억원씩 7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이학 분야의 연구그룹 육성

을 통해 새로운 이론 형성, 과학적 난제 해결 

등 국가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POSTECH은 이학분야(SRC)에서 양자동역학

의 난제인 양자 결맞음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양자동역학 부설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앞으로 

7년간 10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POSTECH 인공지능대학원·인공지능연구원 
“AI 고급인재 양성으로 4차 산업혁명 견인”

POSTECH이 인공지능연구원(구. 정보통신연구소) 중강당에서 인공지능대학원과 인공지능연구원 개

원식을 개최했다. 인공지능대학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세계 AI 산업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

할을 할 인공지능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3월 첫 학기를 시작했다. 지난 12

월 치러진 입시에서는 11:1라는 높은 경쟁률, 18.5%에 불과한 합격률 등 치열한 경쟁 속에서 첫 신입

생을 선발했고, 2020-2021학년도에는 51명의 신입생을 새롭게 선발했다. 또한 컴퓨터 비전,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베이스, 자연어 처리 등 인공지능의 주요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은 물론 관련 

분야 교육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 

각 트랙별로 커리큘럼을 마련해 비이공계 출신까지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원 당시부터 화제

를 모았다. POSTECH은 AI 분야를 선도하는 세

계 최고 수준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기관으로 성

장시키기 위해 2023년까지 전임교원 26명(현재 

15명)을 확충하고 △미디어 AI △데이터 AI △AI 

이론 등 AI 핵심 3개 분야와 △바이오신약 △에너

지 △제조 △로보틱스 △3차원 가상현실 등 9개 

분야 중심 융합(AI+X) 연구를 통해 AI 핵심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POSTECH NEWS

박형규 교수 / 이영호 교수 / 주태하 교수 

       최원용 교수 / 황철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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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H,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선정

POSTECH이 교육부 주관 2020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 새롭게 선정됐다. 이 사업

에 선정된 의료기기혁신센터는 지난 2월 의료기

기, 바이오,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주력으로 하는 

POSTECH 대학부설연구소로 등록됐다. 의료기

기혁신센터는 이번 과제에 선발됨에 따라 매년 7

억 원씩 9년간 총 63억 원을 지원받는다.

2019년 총 49편의 논문 게재, 누적 특허출원 82

건, 누적 특허등록 31건 등 여러 성과를 내고있는 POSTECH 의료기기혁신센터는 “인류의 건강과 

질병 퇴치를 위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비전으로 목표로 한다. 또, 학내의 최신 의료기기-

헬스케어 기술을 산업체·대학·연구기관·병원과 기술 이전, 창업 지원, 의료기기 융복합형 전문교

육 등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해 ‘실험실에서 병원으로’ 실현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런 기능성을 인

정받아 최초의 의료기기·헬스케어 특화 중점 연구소로도 선정됐다. 또한, 포항가속기연구소와 현

재 구축 중인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BOIC), 포스코 창업 인큐베이팅센터와 연계해 포항시 지

역거점연구소로서 의료기기-바이오 중심 산업 생태계가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POSTECH 화학공학과 
최다 교수 배출의 비결은?

화학공학과 졸업생 11명이 동시에 경북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전국 대학교에 2020학년도 교

수로 임용됐다. 올해 교수로 임용된 동문은 △

강남대학교 강민 교수 △경북대학교 임창용 교

수, 조윤기 교수△경일대학교 황형진 교수 △

금오공과대학교 김현호 교수 △아주대학교 황

종국 교수 △전북대학교 김민 교수 △중앙대학

교 조창신 교수 △충남대학교 임종철 교수, 이

재원 교수 △ 한양대학교 장윤정 교수로, 현재

까지(2020학년도 상반기) 모두 11명이다. 화학

공학과는 작년 11명의 교원을 배출한 바 있다. 

작년에 이어 단일학과에서 동시에 이처럼 많

은 동문이 교수로 임용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POSTECH의 교육적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POSTECH,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A”등급 획득

POSTECH이 교육부

와 한국연구재단이 지

원하는 대학혁신지원

사업 1차년도 연차평

가 결과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

았다. 대학혁신지원사

업은 미래 사회 변화

에 대응하여 대학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2019~2021) 이어지는 사업이

다. POSTECH은 △대학의 혁신 전략의 우수성, △대학중장기발전 계획

과의 연계성, △재정 투자의 타당성,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및 우수 사례

의 체계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표프로그램인 산업체 인

턴십 고도화(SES)는 여름방학을 3개월로 확대한 갭쿼터(Gap quarter) 

형식의 운영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창업 성과로 연계되도록 한 

점이 우수 성과로 평가받았다. 현재 POSTECH은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

년도 사업을 진행 중이며, 프로그램의 질적 고도화와 참여 확대를 통해 ‘창

의·혁신·인재 양성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가치창출대학’의 사업 비

전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POSTECH, 
K-MOOC에서도 앞서 나가다

POSTECH이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K-MOOC, 

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 선도대학 및 신규 강좌 개설 대

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4일, K-MOOC 선도대학 및 신규 강좌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MOOC는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745개 강좌를 개발·제

공하고 있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올해 3∼4월 수강신청 건수는 17.9만 건, 회원 가입자 수는 8.5만 명으

로 대학과 학습자의 관심이 대폭 증가했다.

올해 선정규모는 K-MOOC 선도대학 15개교(60강좌) 및 신규강좌 80

개로, 전체 66개 기관에서 254개 강좌가 접수됐다. 접수된 대학과 강좌

는 무크 전문가, 학문 전공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기관 운영역

량과 강좌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POSTECH은 강좌 개발역량과 기반(인프라)이 풍부한 대학을 대상으로 공

모한 2단계 K-MOOC 선도대학으로 선정돼, 향후 3년간 새로운 주제와 

형태의 파급력 있는 명품강좌를 개발하고, 국내 대학의 학점인정·교류 활

성화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확대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신규 강좌 개발 기관으로 선정돼 △ K-MOOC 2단계 선도대학, △

묶음강좌, △개별강좌 등 20개의 새로운 강좌를 개설, 올해 하반기에 학

습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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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차형준 교수팀 : 산맴돌이거저리 유충 이용

한 폴리스타이렌 생분해 확인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 통합과정 우성욱씨 팀

은 딱정벌레목의 곤충인 ‘산맴돌이거저리(학

명 Plesiophthalmus davidis)’의 유충이 분해

가 매우 까다로운 폴리스타이렌(polystyrene)

을 생분해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이 

연구 결과는 응용 및 환경미생물 분야의 전통

적 권위지인 ‘응용·환경미생물학(Applied and 

Environmental Mircobiology)’ 온라인판에 최

근 게재됐다.

화공 한정우 교수팀 : ‘헤어지면’ 효율 올라가는 

연료전지 개발

화학공학과 한정우 교수, 박사과정 김경학씨 연구

팀은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에서 양이온과 산소의 

결합 세기를 조절함으로써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내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엑솔루션 현상이 조절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나노입자

의 형성을 제어할 수 있음을 규명했다. 이 연구결

과는 에너지 분야 국제학술지 ‘에너지와 환경 과

학(Energy & Environmental Science)의 표지논

문으로 선정, 온라인판에 최근 게재됐다.

창의IT 정성준 교수팀 : 잉크젯 프린팅으로 ‘방

광암’ 만들다

창의IT융합공학과 정성준 교수, 생명과학과 신근

유 교수, 융합생명공학부 통합과정 윤웅희씨 연

구팀은 서울대학교병원 구자현 교수와 공동연구

를 통해 고정밀 잉크젯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 환

자로부터 얻은 암세포를 정밀하게 프린팅해 방

광암 종양 모델을 제작했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암의 이질성 분석, 항암제 효과검증에 성공함으

로써 새로운 암정밀 의료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이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바이오패브리케이션

(Biofabrication)’에 최근 게재됐다.

물리 이길호 교수팀 : 고차원 위상부도체 실존 

여부 최초로 관측

물리학과 이길호 교수팀은 미국 레이시언 BBN 

테크놀로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홍콩과기

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고차원 위상부도체의 

존재를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네이처의 자매지 

‘네이처 머터리얼스(Nature Materials)’ 6일자

를 통해 발표된 이 연구성과는 더욱 고차원적인 

새로운 개념의 양자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중요

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소재 김용태 교수팀 : 선택적 전극촉매반응을 

통한 자동차용 연료전지 내구성 향상

신소재 공학과 김용태 교수, 박사과정 정상문 씨 

연구팀이 백금과 수소 텅스텐 브론즈를 결합시

킨 촉매(Pt/HxWO3)를 사용해 수소차가 시동

을 정지할 때 발생하는 연료전지의 부식 문제를 

해결했다. 네이처의 자매지 ‘네이처 캐탈리시스

(Nature Catalysis)‘에 최근 소개된 이 촉매는 수

소 산화 반응은 촉진시키고, 산소 환원 반응은 선

택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 김기문 교수팀 : 실리콘보다 전도성 4배 높

은 ‘유사 그래핀’ 합성

그래핀과 똑 닮은 새로운 유기 반도체 소재가 개

발됐다. 화학과 김기문 교수팀(기초과학연구원

(IBS, 원장 노도영)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장)이 

이끄는 국제공동연구진은 분자의 자기조립 자기

조립(Self-assembly)*1 특성을 활용해 실리콘

보다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2차원 전도성 고분

자를 합성했다. 다양한 영역에 활용 가능한 맞춤

형 소자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

과는 저명 국제학술지 ‘셀(Cell)’의 자매지인 ‘켐

(Chem, IF 18.205)’6월 24일자(한국시간) 온라

인판에 게재됐다.

신소재 이장식 교수 : 첨단재료 이동화 교수 공

동연구팀, 차세대 메모리 위한 할로겐화물 페로

브스카이트 소재 설계

신소재공학과 이장식 교수, 첨단재료과학부 이

동화 교수, 통합과정 박영준씨, 김성훈씨 연구

팀은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제일원리 계산을 이

용해 저항변화메모리*1 소자에 적용될 수 있

는 최적의 할로겐화물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CsPb2Br5)을 설계하는 데 성공했다. 이 연구

결과는 자연과학 및 응용과학 분야의 권위 있

는 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 (Advanced 

Science)’에 게재됐다.

화학 김성지 교수팀 : 자연의 색 그대로 담는 퀀

텀닷 비밀 풀었다

화학과 김성지 교수, 권용주 박사 연구팀이 지금

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양자점 형성 과정의 비밀

을 밝혔다. 연구팀은 양자점 형성 초기 단계에서 

원자 수십 개 정도로 구성된 초미세 중간체를 분

리하여 그 중간체들 사이의 변환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에 지난 

6월 20일에 게재됐다.

신소재 한세광 교수팀 : 방광 질환 치료하는 ‘나

노모터’개발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 최현식 박사 연구팀

은 인체 내 방광벽 점막층에 깊이 침투하여 장기

간 머물 수 있는 고분자 나노모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고분자 나노모터는 우리 몸의 생체

효소에 의해 구동되며, 다양한 방광 질환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결과는 

과학 학술 전문지 ‘ACS 나노(ACS Nano)’ 최신

호에 게재됐다.

화공 차형준 교수팀 : ‘나노섬유 마스크’ 알코올 

뿌리기만 해도 여러 번 사용 가능하다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 박사과정 이재윤씨, 정

연수씨 연구팀은 마스크 필터의 세정 처리 이후 

여과 효율(filtration efficiency), 기류 속도, 표면 

및 형태학적 특성 등 성능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마스크 필터에 75% 에탄올을 뿌린 후 자연 건조

하는 방법과 마스크 필터를 75% 에탄올에 담근 

후 자연 건조하는 방법으로 세정처리 후 결과를 

검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미국화학회가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ACS 응용 나노소재(ACS 

Applied Nano Materials)’에 온라인 게재됐다.

환경 홍석봉 교수팀 : 이산화탄소 골라 먹는 값

싼 제올라이트 합성

환경공학부 홍석봉 교수, 박사과정 최현준씨팀

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조성(Si/Al

비=3.0)의 기스몬다이트(Gismondine, GIS 구

조) 제올라이트를 합성했다. 특히 이산화탄소(분

자크기 3.3), 질소(3.6), 그리고 메탄(3.8)흡착 실

험을 통해 포타슘과 루비듐으로 이온교환된 GIS 

물질이 상온에서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흡착

하며, 기존의 제올라이트보다 우수한 분리 능력

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POSTECH 연구성과 5월 - 7월 

POINT • 포스텍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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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화학 분야 학술지인 ‘머리티얼즈 호라이즌

스(Materials Horizons)’지에 최신호 표지논문

으로 소개됐다.

신소재 김형섭 교수팀 : ‘강철의 연금술’ 2000% 

늘어나는 합금 설계

철강대학원·신소재공학과 김형섭 교수, 이종

수 교수, 프라빈(Praveen) 연구교수, 자가란

(Zargaran) 연구교수, 박사과정 아스가리 라드

(Asghari-Rad)씨, 석사과정 응웬(Nguyen)씨 

연구팀이 고압 비틀림으로 가공된 나노결정립 

고엔트로피 합금*1 소재에서 2000%까지 길이

가 늘어나는 세계 최고의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성과는 과학 학술 전문지 ‘네이쳐 커뮤니

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6월 1일

자에 게재됐다.

기계 김동성 교수팀 : 나노다공성 막, 원하는 형

태로 미세 장치에 손쉽게 제작한다

기계공학과 김동성 교수, 김준현 석사, 박상민 박

사(현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독

립지지 나노다공성 막*1을 미세유체 장치 상에 

바로 제작하는 유연성 및 신뢰성 높은 공정 개발

에 성공했다. 이 연구성과는 나노 및 마이크로 과

학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 학술지

인 ‘스몰(Small)’ 6월 4일자에 표지논문으로 게

재됐다.

신소재 김형섭 교수팀 : 더 강하고 더 다루기 쉬

운 고엔트로피 합금 설계

신소재공학과 김형섭 교수팀이 고강도·고연성·

고가공성의 고엔트로피 합금을 개발했다. 연구

팀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철과 구리

를 기반으로 각각 분리된 두 영역을 형성시킨 후, 

둘 다와 섞일 수 있는 몇몇 원소들을 첨가함으로

써 비균질성(heterogeneity)을 극대화, 전체 소

재의 엔트로피를 높였다. 이번 연구의 성과는 금

속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Acta Materialia’ 및 

‘Scripta Materialia’온라인에 각각 4월 12일, 5

월 21일 게재되었다.

기계·화공 노준석 교수팀 : 비오는 날 스스로 밝

아지는 ‘스마트 윈도’ 구현한다

기계공학과·화학공학과 노준석 교수, 화학공

학과 통합과정 장재혁씨, 아이잔 이즈무하노바

(Aizhan Ismukhanova)씨와 KAIST 기계과 박

인규 교수 공동 연구팀이 키토산 기반의 하이드

로겔을 이용한 금속-하이드로겔-금속 공진기 

구조를 이용하여 가변형 컬러 필터를 개발하고, 

이를 태양전지와 결합하여 자가발전 수분센서를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이 연구성과는 나노·광학

분야 전문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옵티컬 머터리

얼즈(Advanced Optical Materials)’ 최신판 표

지논문으로 게재됐다.

환경 민승기 교수팀 : 화산 폭발 후 강수 감소 메

커니즘 밝혀

환경공학부 민승기 교수, 백승목 박사 팀은 프랑

스국립과학연구센터, 취리히공과대학, 에딘버러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화산폭발로 유발

된 엘니뇨가 전 지구 강수량 감소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새로운 결과를 내놓았다. 지금까지 화

산활동이 전 지구 강수를 줄인다는 연구는 있었

지만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불확실했다. 이 연

구는 사이언스의 자매지인 ‘사이언스 어드밴스

(Science Advances)’지에 최근 게재됐다.

기계 김동성 교수팀 : 증식과 분화 촉진하는 자

가지방유래 ‘줄기세포공장’

기계공학과 김동성 교수, 김형우 박사, 이정수 

석사 연구팀은 줄기세포의 증식과 내피 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인(sine) 물결*1 모양의 마

이크로-나노 이중 표면 구조체*2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이 연구성과는 첨단소재 분야 권

위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 인터페이스

(Advanced Materials Interfaces)’ 최신판에 표

지논문으로 게재됐다.

화학 이인수 교수팀 : 태양광으로 물질 만드는 

‘세포’ 닮은 촉매 나왔다

화학과 이인수 교수·아미트 쿠마르(Amit Kumar) 

박사 연구팀은 플라즈몬 이중층 구조를 가진 

촉매제, ‘나노카탈로좀’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

해 태양광 유도 화학반응을 구현하는데 성공했

다. 화학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안게반테 케미

(Angewandte Chemie)를 통해 발표된 이 연구

성과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서 관심을 모아 표

지논문으로도 소개될 예정이다.

환경 국종성 교수팀 : ‘식물의 반란’ 식물이 숨을 

안 쉬면, 북극이 녹는다

환경공학과 국종성 교수, 박사과정 박소원씨와 

스위스 취리히대학교 김진수 박사 공동연구팀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고위도 지역 식물의 기

공이 닫히고 증산량이 줄어들어 북극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지구 시스템 모형 시

뮬레이션을 통해 연구된 이 연구성과는 최근 과

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

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화학 박문정 교수팀 : 커피 유래 자연 친화 유

기원료 사용…고속 충전 차세대 리튬전지 개

발 기대

화학과 박문정 교수, 김보람씨 연구팀이 카

페인산(caffeic acid)을 원료로 하여 합성한 

P4VC(polyvinyl catechol) 고분자를 양극재

로 사용해 자연 친화적인 리튬유기전지를 개

발했다. 또한, 리튬이온만 선택적으로 움직이

게 하는 고분자 나노입자를 전해질로 사용해 

고속 충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연구성과는 

에너지·화학 분야의 권위있는 학술지인 ‘켐서

스켐(ChemSusChem)’ 최신판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화학 김원종 교수팀 : 자연 살해 세포의 면역시

냅스 형성을 이용한 암 치료법 개발

화학과 김원종 교수 연구팀은 ㈜지아이셀과 

공동연구를 통해 자연 살해 세포-암세포 면역 

시냅스 형성을 이용한 고형암 치료법을 개발

했다. 이 연구성과는 재료 과학 분야의 세계적

인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Advanced 

Materials) 최신 온라인판 표지논문으로 게재

됐다.

신소재 한세광 교수팀 : 당뇨병 진단·치료 위한 

무선 구동 스마트 콘택트렌즈 개발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 금도희씨, 김수경

씨 그리고 전자전기공학과 심재윤 교수, 구자현

씨 연구팀은 전기 신호로 약물 방출을 조절해 당

뇨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무선 구동 스

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했다. 이 연구 결과는 최

근 세계적인 저널인 사이언스 어드밴스(Science 

Advance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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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3일(수)부터 28일(월)까지 POSTECH 입학지원 접수가 진행된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기소개서

와 교사추천서의 경우 하루 더 수정할 시간을 주어 29일(화)까지 작성할 수 있다. 올해 POSTECH 입시의 변화는 창의IT인

재전형의 일반전형 통합과, 2단계 평가가 면접100%에서 서류평가 67%+면졉평가 33%합산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창의IT인재전형의 경우 일반전형과 동일한 <학생부종합전형>이었고, 2단계평가의 실질적 영향력은 면접평가에 있으므로 입

시결과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들은 기존에 준비한 대로 진행하면 되며 궁금한 세부사항은 입학팀 홈페이지

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POSTECH 
입학전형 FAQ

POINT • 입시도우미

      [ 원서 접수 관련 ]

Q1   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A1   네. 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

합니다. 외국고 출신 학생들의 경우

에도 원서 접수를 온라인으로 진행

하며, 경우에 따라 자기소개서/교사

추천서 등의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Q2   POSTECH은 수시모집 최대 6개 

지원 제한에 포함되나요?

A2   네. POSTECH은 수시모집 최대 6

개 지원 제한에 포함됩니다.

Q3   전형료 결제 후에도 원서 수정 및 자기

소개서/추천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집요강에 기

재되어 있는 자기소개서/추천서 작

성 마감시각 후로는 불가능합니다.

Q4     추천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4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서류평가 관련 ]

Q1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1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사항인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 공인어학성적, 

그 외 논문 등 사교육 유발요소가 큰 

활동 및 지원자의 성명, 출신고교, 부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암시하

는 내용을 쓸 수 없습니다. 이는 추천

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POSTECH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

는 학생부의 항목은 어떤 것들인가요?

A2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따로 있

지는 않습니다. POSTECH 입학사정

관들은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검토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Q3   동아리 활동에서 반드시 수학/과학 

관련 활동이 필요한가요?

A3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

생활 과정에서 지원자가 수학/과학

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며, 동아리 활

동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더 선호하는 동아리 활동이 있음에

도, 굳이 수학/과학 동아리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Q4    절대평가 형태로 기재되는 진로선

택과목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4   POSTECH의 학업능력 평가는 정

량적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로 

•포스텍 입학팀 홈페이지   https://adm-u.postech.ac.kr

•전화문의   054) 279 - 3619

•이메일   postech-admission@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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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됩니다. 진로선택과목은 어떤 교과목

을 얼마나 선택했는지, 과목별 성취도(원점

수, 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수단위 등 

포함), 관련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보

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지

원자가 이수한 다른 교과목들의 성적 및 관

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지원자의 진로선택

과목의 학업 능력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Q5   진로선택과목 중 POSTECH에서 선호

하는 교과목이 있나요?

A5    특별히 선호하는 과목이나 필수 이수 진로

선택과목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수의 신입생들이 초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 하나가 물리II/화학II/생물II 

교과목 중 일부를 이수하지 못하고 입학하

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OSTECH은 입

시에서의 유/불리와는 관계없이 입학 후

의 원활한 학업을 위해 가능하다면 과학II 

교과목들의 수강을 권장합니다.

Q6    서류평가의 교과영역/비교과영역의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6    영역 간 반영 비율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학업능력과 잠재력의 각 항목들을 종합평

가하여 합격/불합격을 결정하므로 반영 

비율은 없습니다.

      [ 면접평가 관련 ]

Q1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1    기본적으로 POSTECH 면접은 교과지식

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기본적인 사

고 과정을 확인하는 질문이므로 따로 준비

할 부분은 없습니다. 면접 자체에 대해 부

담을 느끼신다면 학교 선생님과 함께 모의

면접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

다. 면접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얻고 싶으시

다면, 8월에 개최되는 ‘POSTECH 온라

인 대탐험’에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

다. 입학설명회와 자기소개서 특강 등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CH 온라인 대탐험’은 포스텍 입

학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2    개인 사정으로 면접 시간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A2     개인 사정으로 인한 면접 시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Q3    면접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3    서류 제출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출신 

고교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할 

수 있는 복장이나 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따라서 교복 착용 등은 불가합니

다. 면접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입시 결과 관련 ]

Q1    입학생의 고교 유형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A1    POSTECH의 입학생 출신고교 유형은 

매년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평

균적으로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학생이 

40%, 일반고 출신 학생들이 60% 내외 정

도입니다.

Q2    출신 고교 유형에 대한 구성 비율이 정해

져 있는 것인가요?

A2    아닙니다. POSTECH은 특정 고교 유형

의 구성 비율을 정해 놓고 학생을 선발하

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과학고/영재학

교,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비율은 입시가 

종료된 후, 합격자의 출신 고교를 확인한 

결과일 뿐입니다. 

Q3    선배 중 성적이 더 좋은 학생이 불합격하

고, 더 낮은데 합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가 무엇인가요?

A3    학업능력에 대한 평가는 1단계 서류평가

에서 이루어지며, 지원자의 학업 성적순으

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학업능력

이 갖추어졌다면 Pass, 학업능력이 부족

하다면 Fail입니다. 이 기준을 통과해 학

업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지원자들을 대상

으로 지원자의 다양한 비교과적인 면을 평

가하여 우리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

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

도의 학업능력이 갖추어진 학생들 사이에

서는 성적의 차이가 큰 의미를 갖지 않습

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다양한 영역을 평

가하면서 POSTECH에서 학업하기에는 

충분한 학업능력을 갖춘 학생이지만, 성적

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이 다른 영역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아 합격한 경우라고 보

시면 될 것 같습니다.

Q4    재수생에 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A4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POSTECH은 

지원자가 당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평

가합니다. 다만 재수생의 경우 가능하다면 

POSTECH 자기소개서의 문항을 잘 활

용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경험 등에 대해 

기재하기를 권장합니다.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관련 ]

Q1    등록예치금을 준비해야 하나요?

A 1     아닙니다. 등록예치금을 입금하는 대신, 합

격 후 절차에 따라 인터넷으로 등록의사를 

밝히면 등록으로 인정됩니다. 단, 등록 후 

포기의 경우에는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해

야 합니다.

Q2   합격자 발표 시 후보자는 몇 명 정도 두나요?

A2    후보자의 인원이나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

습니다. 합격과 불합격으로 통보되지 않은 

지원자 전원이 후보입니다.

Q3     추가합격자의 발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3    1차 추가합격자 발표의 경우에는 입학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표됩니다. 이

후 추가합격자 발표는 상황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전화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 일정은 

최초합격자 발표 이후 입학팀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추가합격자 발표 일정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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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HIAN
REVIEW & EDITOR'S NOTE
<POSTECHIAN>을 만드는 저희들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는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알리미들을 응원해 주세요. 채택된 주인공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기 알리미이자 포스테키안 팀장이었던 홍성희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임기도, 마지막 포스테키안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포스테키안을 

보여드리기 위해 모든 알리미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그 땀방울이 여러분들께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  

가끔 들려오는 여러분들의 응원 목소리에 저희 알리미들은 힘이 

난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 자 한 자 적어나가는 우리 알리미들을 위해 독자 여러분들도 

독자서평,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저희 알리미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으니까요.ㅎㅎ 

이제 저희보다 더욱더 훌륭한 25기, 26기 알리미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포스테키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독자 여러분~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포스테키안 팀장을 맡아 포스테키안의 기획부터 발간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24기 알리미 백진우입니다. 

이번 포스테키안 여름호를 끝으로 저는 알리미로서, 

그리고 포스테키안 팀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가을호부터 포스테키안을 담당하게 되어 총 4개의 호를 발간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께 최고의 포스테키안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매 호 ‘최고의 포스테키안 제공’이라는 마음가짐 

하나로 열심히 준비하였는데, 항상 포스테키안을 잊지 않고 챙겨봐 

주시는 독자 여러분들을 보며 너무 행복했고 뿌듯했습니다. 

저희 24기 포스테키안 팀장들은 이제 떠나가지만, 

앞으로 25기 포스테키안 팀장들이 훨씬 더 재밌고 유익한 

포스테키안으로 찾아뵐 테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는 포스테키안 구독자의 입장에서 

포스테키안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리미 24기  생명과학과 18학번 
홍성희 Editor

알리미 24기  신소재공학과 18학번 
백진우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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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24기 알리미 정세빈입니다. 

제가 알리미로 활동한지 벌써 2년 반이 흘러 알리미로도, 

포스테키안 팀장으로서도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여러분께 항상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진심이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테키안 팀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글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비록 저희에게는 마지막 호이지만, 

앞으로 포스테키안 팀장을 맡게 될 25기 알리미 친구들이 

여러분께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갈 테니 응원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Review ①

부산일과학고등학교 1학년 이동훈

현재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COVID-19에 대한 각 학과의 생각을 다룬 

글이 좋았습니다. 한 분야의 과학적 견해가 아닌 여러 방면의 과학적 견해를 

볼 수 있어 융합인재 시대에 걸맞은 사람이 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어릴 때 읽었던 과학잡지처럼 읽기에 너무나 좋은 

구조를 갖추고 있고, 계속 구독하고 싶은 잡지인 것 같습니다. 전문 업체가 

만들었을 때 나오는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바람이 있다면 신소재공학에 관한 국내 연구의 진행도나 최근 

새롭게 연구 중인 신소재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또, 저는 예전부터 핵융합 

발전에 대해 관심이 많고 좋아했으며, 제 꿈이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습니다. 한국이 응용과학 분야만 많이 발전하다 보니 

기초과학이 제대로 다져지지 않았다는 말이 많아 이후에 우리 세대가 

이끌어 나갈 대한민국의 과학 미래를 탄탄히 하고 싶어 대한민국이 보강해 

나가야 할 과학 기술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Review ②

영양여자고등학교 2학년  박유빈

최근 화제가 되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하여 

RNA 바이러스에 관해 설명한 것이 흥미롭고 좋았습니다. 

또한, 탈모를 주제로 하여 재미있게 상식을 쌓을 수 있는 

'알쓸신잡'이라는 코너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지 디자인이 깔끔하고, 

색 구성이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스테키안 구독자 여러분! 다사다난하였던 2020년도 

벌써 반이나 지나버렸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저도 처음 해보는 화상 수업이 새롭기도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 개학이 2달 넘게 미뤄지면서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여러분들, 올해 말에는 모두 웃는 모습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여름호 포스테키안을 끝으로 저를 비롯한 7명의 24기 알리미가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매번 

만나서 회의하던 알리미를 컴퓨터에서 만나고, 매번 새로운 동작을 

생각하며 찍었던 필자 촬영도, 그리고 포스테키안의 꽃인 인터뷰도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해 저 나름도 아쉬움이 남네요.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준비한 기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니 

재미있게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포스테키안이랑 

함께해서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25기, 26기 알리미가 

만들어 갈 포스테키안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알리미 24기  화학공학과 18학번 
정세빈 Editor

알리미 24기  기계공학과 18학번 
김병규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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