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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POSTECHIAN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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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더욱 풍성하고 알찬 ‘이공계 진로 안내서’를 만들고자 여러분의 의견을 POSTECHIAN 제작에 반영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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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유익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POSTECHIAN

[가로 퍼즐]

 1. 플라스틱을 녹여 새로운 물건을 프린팅 할 수 있는 재사용 3D 프린터

 2. 덜 익은 과일, 녹차, 와인 등에 들어있으며 섭취 시 침 분비를 억제하고 혀에 자극을 주어 떫은맛을 유발하는 물질

 3. 유전공학 기술 중 하나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DNA의 교환을 통해 개체 속 특정 유전자를 넣거나 없애는 기술

 4. 태양 주위에 가장 빽빽하게 모여 있는 먼지 입자들이 반사하는 태양 빛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

 5. 1kg의 연료를 1초 동안 연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추진력을 나타내는 물리량

 6. 디오판토스가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면서 기존에 있던 문제와 다시 만들어진 문제를 종합하여 만든 수학 논문집

[세로 퍼즐]

 1.  목본식물과 일부 조류에서 조직을 지지하는 중요한 구조 물질을 형성하는 유기 고분자로 셀룰로스를 화학적으로 연결해 

주는 물질

2. 서로 다른 두 원 궤도를 최소한의 에너지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타원 궤도로, 화성 탐사를 위한 경제적인 궤도

 3. 병의 원인을 탐구하기 위하여 병원체의 조직, 기관의 형태나 기능의 변화를 조사하고 병의 과정의 본질을 규명하는 학문

 4.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염기로 질소 원자를 가지는 화합물의 총칭

5. 지형 비교 항법, 어댑티브 캐싱 어셈블리, 인저뉴어티 등 다양한 기술을 담은 미국의 화성 탐사 로버

6. 핵염기인 아데닌과 5탄당인 리보오스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물질

POSTECHIAN  POSTECHIAN  POSTECHIAN   

POSTEC
HIAN  POSTEC

HIAN  POSTEC
HIAN   

                         https://goo.gl/6wNRLU 

① 잡지에 실린 내용을 기반으로 단어 퍼즐 맞히기

② QR코드를 통해 링크 접속!!

③ 단어 퍼즐이 가리키는 단어를 맞히고 설문 참여하기

④ 포스텍 알리미가 준비한 선물 받기 

이번 포스테키안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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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나림

대구일과학고등학교 2학년 권진현

➋

➌

➍

➍

➊➊

➋

➎

➎

➏➏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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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교수님 이야기

직업적 여행을 떠나기

내게는 좋아하는 샹송이 하나 있다. 엘자 Elsa라는 프랑스 가수의 ‘Chaque jour est un long chemin’이라는 

곡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매일은 긴 여행이지’로 번역된다. 사실 chemin은 길, 여정을 뜻하는 단어이다. 

가고 싶은 곳을 정하고, 목적지를 향해 자신이 걸어갈 길을 선택하며 때로는 여정을 변경하기도 하는 일련의 

과정은 매일 매일, 그리고 그 매일들이 축적된 자신의 삶을 여행과도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글을 써 

내려가는 나는 직업적 경로 Career Path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던 박사학위를 받은 지 정확히 10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항해를 위한 항로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공유하고자 한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직업 및 직분에 대한 관심은 인생의 우선순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있을 것이다. 

대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이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덜 진중하기도 하다. 입시 과정은 물론 

치열하지만, 대학과 전공의 선택은 ― 나의 정체성보다는 성적과 경쟁률 등 외부적 요소들을 고려해 

현실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내가 ‘선택되는’ 처지에 놓인다는 점에서 ― 온전히 주체적인 

결정이 되기는 어렵다. 나 역시 로스쿨 시대 이전, 문과의 대표적인 전공이었던 법학과에 관성적으로 

입학했다. 이후 대학 생활을 통해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의 개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사실 초중고 과정에서는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상당히 고정적인 패턴으로 

살았기에 ‘나답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기회와 시간이 부족했다. 2학년 겨울방학, 주위 동기 및 

선후배들이 신림동 고시촌을 향할 무렵 진로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나는, 법대생의 압도적인 다수가 

선택했던 사법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결심하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쓴 채 대학원 진학을 일찌감치 

결정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이른바  헌·민·형(헌법, 민법, 형법)이 아닌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해야 하는) 

비인기 전공인 법철학을 선택해 법학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로 한 것은 22살의 나에게 있어서 나름의 

‘결단’이었다. 돌이켜 보면 이는 사실 내가 제일 잘하기 어려운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고등학교 때까지 난 그저 ‘시험’을 잘 보는 아이였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 

시험은 요령껏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잘 볼 수 있는 것이었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얻은 지식은 금세 

휘발되어 버리곤 했다. 더욱이 시험의 결과로서 ‘등수’에 대한 욕망은 순간의 성취감을 안겨 주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집착이 나의 정신과 영혼에 상흔을 남겼다. 진정한 공부 역량을 기르고, 나의 자아가 

담겨 있는 글을 쓰며, 이러한 축적의 과정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시작된 대학원 생활은 고통스러웠다. 공부의 어려움보다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생활의 낯섦에 따른 것이 컸다. 하지만 박사 학위를 받고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12PEOPLE • 포스텍 에세이

학자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은 훨씬 더 힘겨운 시간이었다. 대학에 진학해 진로를 설정하는 

것이 입신(立身)을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라면, 이후 적어도 10년의 세월은 자신이 선택한 

길에 책임을 지기 위해 갈고닦는 수련의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때때로 맞닥뜨리는 절망감으로 인해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한 후회의 마음이 고개를 들기도 했지만, 그러한 의구심은 나의 역량이 한뼘 한뼘 

자라나고 있음을 확인할 때마다 사그라지곤 했다. 이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과 같이 객관적인 

성취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 속에서 더욱 강렬하게 경험되기도 한다. 어느 날 문득 

걸려온 전화에서 선배 교수가 “얼마 전 네 논문을 읽어보았는데, 정 박사만이 쓸 수 있는 글이었어. 

박사 후에 더 많이 성장하고 있더라.”와 같은 격려 인사를 해 주었을 때, ‘아, 다행이다. 이 길을 계속 

걸으면 되겠구나.’라는 안도감은 그간의 여독을 말끔히 씻어내 주기에 충분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분야의 꽃밭을 일궈 가면서 전문가로 성장해 가는 과정은 점점 재미있는 것이 

되기 시작했다. 특히 우연이 우연으로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 그러했던 것 같다. 대법원 산하 연구 기관에서 미래연구 관련 주제의 연구 책임자가 된 계기는 

카이스트의 미래학 연구·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원에서 연구할 기회로 이어졌다. 또한,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 뜨거운 화두가 되었던 2016년, 카이스트에 소속된 법학 교수라는 이유로 섭외된 

학술 콘퍼런스에서 <인공지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시도, 아니 도전했던 발표는 관련 연구 과제 선정, 

학회 창립 참여, 공저 출간, 그리고 포스텍으로의 이직과 <인공지능과 법>의 교과목 개설로 연결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 되돌아보면 이러한 ‘운명적 우연’의 에피소드는 끝이 없다. 몇 년 전 어느 

콘퍼런스에서 블록체인 기반 가상국가 프로젝트인 비트네이션을 설립한 수잔 템펠호프의 통역가가 

갑작스레 공석이 되어 엉겁결에 통역을 맡았던 나는 올해 <블록체인과 민주주의>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2017년 포항 지진을 경험한 이후, 재난법 분야를 새로운 텃밭으로 일구기 

시작했던 나는 코로나19의 시대에서 또 다른 연구를 기획, 진행 중이다.

그 당시에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혼돈 속에 놓여 있었지만, 사소한 인연이든 우연적인 사건이든 성심을 

다해 임하면 멋진 일이 펼쳐질 수 있다는 깨달음이 지금의 내게는 있다. 궂은 날씨든 우연한 만남이든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을 마주하는 것이 자유 배낭여행의 참 재미인 것과 같이 직업적 삶의 여정 역시 

그러하다. 외부적 기대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나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보기, 정점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 지향적 노력에 매몰되지 않고 와인이 에이징의 시간을 통해 숙성되듯 자신의 때를 

기다리기, 매일 매일의 길을 꾸준히 걸어나가면서 우연적 사건을 기대하는 여유를 가져보기....

이 정도가 30대 후반, 여전히 미성숙하지만 그간 소박한 깨달음을 얻은 내가 전하고 싶은 것들이다.

인문사회학부 교수 정 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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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해요

서홍석 선배님과의 이야기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대가 없는 애정을 쏟아본 적이 있나요? 몽골국제대학교에서 IT분야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신 서홍석 선배님. 선배님께서 배움을 나누며 봉사하기까지 조금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공업고등학교에서 학문에 뛰어들어 가르침을 나누고, 

현재 구글의 Research Scientist가 되기까지. 지금부터 선배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프랑스 Research Scientist 서홍석입니다. 

창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학사 졸업한 후, 포스텍 

컴퓨터공학과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자연어 처리’, 

즉,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인지하게 하는 연구로 석사 과정을 

마치고 2년간 몽골국제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교수로 다녀왔죠. 

이후 박사 과정은 Computer Vision 분야에서 컴퓨터가 영상을 

이해하게 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구글에서 AI 머신 러닝 

분야 중 컴퓨터가 언어와 영상을 같이 이해해 더 나은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분야를 연구 중입니다. 

#선배님의 학창 시절

공업고등학교에서 창원대학교, 포스텍 석사과정의 입학까지, 

어떻게 IT 분야의 심도 있는 공부에 도전하게 되셨나요?

저는 실업계 공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원래는 대학 진학에 뜻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현장 실습’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현장 실습’은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학기를 학교가 아닌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예요. 그런데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공장에서 일하면서 많이 무시당했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공부하려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공부 자체에 대한 의미가 있었다기보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는구나’, 그렇다면 ‘대학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또 당시에 가르치는 

일이 재미있어서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교직 이수를 염두에 

두고 창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죠. 대학 진학 후에는 

여러모로 잘 풀린 것 같아요.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다짐했는데 

그게 잘 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그 당시에 감사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스스로 자극을 받아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학업에 더 진지하게 임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쉽지 않기도 

했어요. 미적분학을 예로 들자면 저는 당장 극한이 무엇인지, 급수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대수학 교수님께 

‘실업계를 나와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당장 삼각함수부터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일주일에 몇 

시간을 내서 기본 개념들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말 그대로 교수님께 

과외를 받은 셈이죠.(웃음) 제가 진심으로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봐주신 

것 같아요. 그때 공부가 제 적성에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릴 때 실업계를 간 이유가 ‘억지로 하는 공부가 싫어서’였어요. 그런데 

스스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하면서 공부가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사실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기 어렵고, 

그걸 찾지 못해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일찍 찾은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또 학부 때부터 언어 

처리 연구실에서 연구 참여를 하다가 자연스레 ‘AI를 통해 컴퓨터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하는 궁금증을 가졌어요. 그리고 졸업할 당시 

언어 처리 분야에서 포스텍이 가장 유명했고, 기회가 닿아 진학하게 

되었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녔던 친구 중 저와 비슷한 길로 가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물론 저 스스로 노력하기도 했지만, 우연히 얻게 된 감사한 

기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잘나서 해낸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몽골 국제 대학교

몽골국제대학교에 재능 기부형 교수로 

자원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학사를 마칠 당시에도 여전히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다만 

다소 달라진 점은 컴퓨터의 기초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닌, 좀 더 

advanced한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선 학위를 받고자 포스텍 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포스텍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 후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몽골국제대학교 IT 분야에서 교육 선교로 사람을 뽑는 기회가 닿았어요. 

석사 학위로 교수직을 경험할 기회였고, 국제 대학에서 강의한다면 

유학을 위한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맞물려 교육 선교로 몽골국제대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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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활동에 임하실 때 

선배님만의 마음가짐은 무엇이었나요?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가르쳤던 것 

같아요. 몽골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대학에 진학하기도 

하고,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여러모로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는 어려움은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한계를 둘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니까 수준 낮은 것을 

가르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이 학생들도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다른 대학 졸업생들과 경쟁해야 할 텐데, 대학생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질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면 제가 그만큼 더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포스텍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교수님을 

만나는 제도가 있듯이 저도 학생들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또는 

이주에 한 번씩은 1:1로 만났어요. 물론 제가 애정을 쏟아도 

학생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기도 하고, 제가 학생을 다섯 시간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다섯 시간 후에 만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죠.(웃음) 이렇게라도 학생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가치 있는 일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애정을 쏟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선배님께서 추구하시는 바 또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장기적인 계획을 짜기보다는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 제 

나름의 ‘바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사실 

살아오면서 저에게 주어진 것들, 저 스스로만의 힘으로 가진 게 아닌 

것 같은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최종적으로 구글의 Research 

Scientist가 되어 충분한 보수를 받는 것. 이런 기회들이 저만을 위해 

펑펑 쓰라고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진 것들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잠시 제게 

맡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잘 쓰는 게 좋을지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구글 프랑스에 남을지, 한국 학계로 갈지 고민하고 있어요. 어느 길이 

더 의미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 있는 거죠. 그래도 당장은 ‘현재’의 

위치에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려고요. 몽골 국제 대학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분들을. 포스텍에서는 동료 학생들, 학부생 후배들, 

그리고 교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이곳에서도 직장 

동료들을 위해, 프랑스 주민분들, 그리고 제 가정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겠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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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구독자들에게

진로를 고민하는 전국의 구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 )

진로 고민에 앞서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즉,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왜’ 사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저는 누군가 ‘무언가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물으면 ‘너는 이것을 왜 하고자 하는데?’, 또 더 근본적으로는 ‘너는 

왜 살아가는데?’라고 반문해요. 왜 사는지를 알아야 어떤 선택들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왜’에 대한 고민은 잘 하지 않고 막연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지’, ‘이 길이 나와 

맞는 길인지’와 같은 진로 고민의 해답은 결국 ‘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이 내 삶의 옳은 방향일지’에 대한 

고민 없이는 정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대답 없이 

지금 하는 일이 내게 맞는 일인지를 고민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죠.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쉽게 결정돼요.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아야 다른 것들도 의미 

있어져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무엇을 해도 스스로 가치 있다고 

판단한 후 행동하기에 삶에 안정감이 생기기도 해요. 또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이 궁극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함을 인지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일이 되거든요. 

내 삶에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있으면, 주변에 일어나는 피상적인 

일들을 겪을 때 ‘삶의 의미’라는 궁극적인 가치가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대학은 왜 가야 하는데?’, 

‘왜 굳이 이런 과를 가야 하는데?’ 하는 ‘왜’의 고민,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늘 겸손하게 본인만의 신념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고민하시는 서홍석 선배님. 가르침을 받는 것에서 

누군가에게 다시 나누기까지, 감사한 것들을 또다시 베푸는 삶. 

인터뷰 내내 말씀 곳곳에서 본인의 상황들에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화상으로 뵈었지만, 선배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 진하게 전해져 인터뷰를 진행하는 필자 또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의 이야기를 계기로 포스테키안 구독자 

여러분들도 주어진 상황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 곳 프랑스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신 서홍석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 )

알리미 25기  

생명과학과 19학번 정 채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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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환 총장님과의 만남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쓴 2020년은 변화의 해로 역사에 기록될 듯하다. 

대학 사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기에 많은 변화와 혼란이 있었다. 이 시기에 

포스텍은 발 빠르게 대응하며 새로운 교육 문화를 만들고 적응해 나갔다. 

이번 호 <알리미가 만난 사람>에서는 김무환 총장님을 만나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총장님께서 느낀 소회와 교육관에 대해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인터뷰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나를 찾는 과정이다.”

알리미 23기  

생명과학과 17학번 김 윤 희

# 김무환 총장님에 대하여

총장님께서는 개교와 거의 동시에 기계공학과 교수님으로 부임하시고 

30여 년의 세월을 포스텍과 함께하셨다. 간단한 자기소개 후에 우리는 

총장님께 포스텍과의 인연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포스텍 총장 김무환입니다. 1987년 2월에 

포스텍과 인연을 맺었죠. 벌써 33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네요. 처음 

교수로 부임하여 10여 년간은 입학학생처장을 하면서 전국 최초로 

전원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을 도입했습니다. 포스텍 1회 신입생부터 

20학번에 이르기까지 학생들과의 인연도 참 소중했습니다. 

인연을 맺은 학생을 동료 교수로 다시 만나게 될 때는 감회가 

정말 새롭기도 했고요. 또 지난 몇 년간은 학교를 잠시 떠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경험을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러한 여러 경험이 학생들과 같이 모두가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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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하고 계신 

총장님. 긴 시간 동안 총장님이 직접 실감하신 포스텍의 변화가 

궁금했다.

여러분은 혹시 포스텍의 건학 이념을 아시나요? 포스텍은 

과학으로 국가와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33년간 우리 학교는 숭고한 건학 이념을 

목표로 노력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포스텍의 가장 

큰 변화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발전된 연구와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다 솔직하게 몸으로 느낀 변화는 우리 

학교의 아름다운 교정입니다. 제가 부임하였을 때 무릎 정도이던 

조그마한 나무들이 이제는 캠퍼스 전체가 그늘로 덮일 만큼 크게 

자랐죠. 꾸준히 크게 성장한 포스텍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봄이나 여름에 녹음이 우거진 교정을 

보면 참 사랑스럽고 고맙습니다.

2020년은 모두에게 다사다난한 해였다. 지난 1년간 바쁘게 

많은 일을 하시며 달려오신 총장님께 간략히 1년간의 소회를 

여쭈었다. 

‘다사다난(多事多難)’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이죠. 솔직히 ‘다사(多事)’는 했으나 ‘다난(多難)’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텍에는 이미 저력이 있고 훌륭하신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제 

위치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정말 뿌듯했고 

많은 학생들이 협조해서 학교를 위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고마웠다는 것이 제 소회입니다. 

# 코로나19와 포스텍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하필이면 총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본격적으로 뜻을 펼치실 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대학의 수장으로서 느끼는 바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대학 교육의 현실에 

대한 총장님의 생각이 궁금했다.

많은 분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하려는 것들을 많이 못 했을 것이라 

걱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위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불필요한 

대면 만남이 줄어들면서 학교를 더 깊이 볼 수 있었고 보다 

교내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었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내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면 만남이 줄면서 교수님들도 더욱 연구에 힘을 쏟을 수 있었고 

학생들도 학업에 더 몰두할 수 있었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위기와 항상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회를 만들어 낸다면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는 물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저는 대학 교육이 지식 전달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식 전달이 30%라면 70%는 소통이지요. 친구들과 협업하는 

것, 교수님과 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적 석학의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듣는다고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강의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적용하는 법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바로 

대학 교육입니다. 교수님들의 사고방식이나 생각하는 방법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지요. 그런 점에서 소수정예로 

학생을 선발하여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거의 한 학년에 한 명꼴인 

우리 학교는 소통이 정말 큰 장점이었죠. 저도 어떨 때는 학생의 

부모님보다 학생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웃음) 

서로 가깝게 지내며 배워가는 것이 중요한데, 코로나가 당장 

끝나지는 않을 만큼 조금 더 학생들과 학교가 효과적으로 소통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포스텍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플립드 러닝과 K-MOOC 수강 

지원 등 새로운 교육 형태를 제안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 

왔다.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졸업장’을 도입했고 독자적 화상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 포스텍의 

대처가 어떠하였는지 총장님의 생각을 들어 보았다.

사태가 발발하고 시험과 평가 방식 등의 문제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직원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끊임없이 

회의하고 또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며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1학기가 끝나고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받아보니 오히려 작년보다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2학기 때에는 

보다 효율적인 비대면 강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조금 더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MOOC 강의를 올리더라도 Q&A 시간을 

가지는 등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격려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본다면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만큼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3D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가상 연구실이나 VR 및 AR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교수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가상 혹은 증강 현실에서 실험을 재현할 방법이 있는지를 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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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수님이 함께 팀을 이루어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피드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스텍만의 기술이 동원된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올지 정말 기대가 된다. 필자는 우리 대학이 학생들과 

소통하며 위기 상황 시 얼마나 빠른 대처를 보이는지 이번 한 

학기 동안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대학의 변화를 앞당기고 있다. 그렇다면 포스텍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긍정적 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궁금했다.

우리는 앞으로 비대면 수업 환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대학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국에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공유하고 활용할지 말이죠. 예를 들면, 전국에서 강의를 제일 

잘하시는 몇 분들이 비대면으로 강의를 열고, 각 대학에서는 

30명씩 나눠서 3번의 Q&A 시간을 갖는 등의 강의 질을 높일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 수업의 효율이 높아지면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굳이 학교에 

있을 필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줄면 

보다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교육법과 기존의 수업 질을 높이는 방법 등을 전국에 있는 여러 

대학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식이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 교육자로서의 총장님

총장님께서는 입학처장으로 계실 때 대한민국 최초로 

수시모집(당시 입학사정관 전형) 100%라는 선도적인 전형 

설계를 하셨다. 그 속에 숨은 의미가 궁금했다.

당시 우리 학교 입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x축에 넣고 졸업 성적을 

y축에 넣고 그래프를 그려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나요?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 피팅(fitting)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능이라는 획일적인 잣대에 회의가 들었죠. 제가 포스테키안에게 

바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윤리성’과 ‘적극성’입니다.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우리 학교의 좋은 교육을 받아서 대단한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된다면 세상은 정말 불행해질 것입니다. 

윤리성과 적극성은 수능 성적으로 가려낼 수 없습니다. 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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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하며 작성한 자기소개서, 학교에서의 행적이 기록된 

생활기록부를 통해 그나마 확인할 수 있죠. 전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한 이후 교수님들도 수업 시간이 적극적이고 

밝아졌다고 만족하셨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입학사정관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입학사정관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모두 입을 모아 말하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대학은 

사회의 축소된 버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은 경제적 수준, 인종, 지역, 성별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균형 잡힌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어떻게 같이 생활할지를 공부하는 것이 대학에서 

꼭 배워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적 불균형으로 배움의 

기회가 다를 때 획일적인 잣대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없다고도 생각했고요. 그 결과 실제로 적극적이고 밝고 꿈이 있는 

학생들이 꾸준히 입학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과학자의 마인드로 냉철한 분석과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결정을 내리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교육자로서 총장님은 포스테키안의 교육에 

어떤 것을 가장 중점으로 두시는지 여쭈었다.

저는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하는지부터 생각하면 좋겠어요. 동기 

없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공부를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건지,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류의 난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죠. 대학은 그 

방법을 스스로 찾아 나갈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지식을 배우기보다 지식을 알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정보는 사회에 

나가면 낡은 정보가 되기 마련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본인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찾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그 지식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육을 통해서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찾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 방법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기, 

교수님, 선후배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스텍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높이고 지식을 모을 수 있는 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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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독자 여러분이 궁금할 만한 질문을 했다. 

총장님이 우리 학교를 이끌어가며 현재 가장 고민하고 계신 일은 

무엇일까.

제가 가장 고민하며 진행하는 일은 ‘우리 포스텍의 건학 이념을 

어떻게 잘 이룰 것인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스텍은 

교육과 연구를 잘하는 학교가 되어야겠지요. 세계에서 제일 

교육과 연구를 잘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비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답은 학생들의 행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있죠. 두 번째는 

교수님들입니다. 교수님이 어떻게 연구를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 또 그 대답은 학생에게 있더군요. 행복한 학생들이 공부와 

연구를 열심히 하면 교수님들도 더 연구를 잘할 수 있겠죠. 결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직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교내 모든 구성원이 

더욱 행복해 지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하는 것이 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 총장님이 바라는 학교의 모습과 

가까운 미래에 발전할 포스텍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미래에 총장님이 꿈꾸는 포스텍의 모습이 궁금했다.

앞으로는 윤리적이고 적극적인 학생들이 우리 포스텍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꿈을 키워서 훌륭한 졸업생이 배출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적인 꿈이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벤처 

기업을 창업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사업가가 되거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벨상을 타고 인류의 난제를 극복하면 좋겠어요. 그런 

훌륭한 졸업생을 많이 배출하는 포스텍을 꿈꿉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키우는 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텍 진학을 꿈꾸고 있는 고교생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렸다.

반어적으로 말하자면 포스텍 진학을 꿈으로 만들지 마세요. (웃음) 

대학은 인생에서 마주하는 많은 기회 중의 하나입니다. 바라는 

바가 있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기회는 언제든 다시 옵니다. 

학부 과정이 아니더라도 석사 혹은 박사의 기회도 있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포스텍이라는 것입니다. 

포스텍이 정말 좋은 곳이라는 것을 모를까 봐 그것이 아쉽네요. 

포스텍은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이곳에 와서 함께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자도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학부의 인연을 마무리 짓고 

대학원이라는 새로운 기회로 포스텍과의 인연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 4년간 우리 대학을 경험하며 대학이 발전을 도모하는 

모습이 우리가 꿈을 향해 도약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대학 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포스텍.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대학이 지닌 하나의 

숭고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무환 총장님이 있었다. 

총장님과의 만남을 통해 포스텍만의 가치가 담긴 교육관과 

위기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학교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양한 위기에 맞서고 있겠지만 새로운 공부 

환경이나 자신만의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나만의 목표를 만들고 그를 향해 한 발 더 꾸준히 전진하길 

바란다. 그 어떠한 위기와 변화가 와도 우리는 멈춰 있을 수 

없으니까.

김무환 총장님 약력 

1987.02  ~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첨단원자력공학부 교수 

2004.05  ~ 2006.04. 한국과학재단/과학기술평가원 전문위원 

2008.02  ~ 2010.0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주도기술전문위 민간위원 

2008.05  ~ 2012.05.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10.06  ~ 2013.0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phase Flow 

2013 조직 및 운영위원장  

2013.10 ~ 2016.0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2014.11 ~ 2017.04.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장 

2019.09  ~  현재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총장 

2020.01  ~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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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미들이 직접 전국 각 지역의 고등학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코너인 

‘알리미가 간다!’ 이번 가을호에는 춘천의 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나보기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되면서, 직접 만나볼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알리미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온라인 화상 통화 프로그램인 Zoom을 

이용하여 입시와 포스텍 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같이 살펴 보실까요?

다음 '알리미가 간다'는 구미에서 진행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 부탁드려요! 

QR코드 이미지

http://bit.ly/2020POSTECHIAN_WINTER

Q1. 
올해 포스텍 면접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사고력 면접을 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명지       아무래도 각자의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제시문이 있는 형태의 면접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되겠죠? 

질문도 개개인의 활동에 따라 제시되니 다 다를 거고요.

진석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봐야 할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당황할 테니까요. 그동안 내가 했던 활동들을 살펴보고 예상 

질문을 뽑아 보거나,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편안하게 진행해 주시니 너무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있는 그대로 자신감 있게 

답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Q2. 
남은 2학기의 내신성적과 대학 입시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명지       2학기 성적도 대학 입시와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2학기 

성적이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더 많이 준비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 여러 장학 혜택을 받을 때 2학기 

성적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2학기 성적을 챙기는 것이 너무 부담되지 않는다면 꼭 

챙기라고 조언해 주고 싶어요.

진석       저는 수능을 준비하느라 3학년 2학기 내신을 많이 챙기지는 못한 편이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1주일 전에 공부하는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수능을 공부하면서도, 그 당시 교실 분위기가 

워낙 풀어져서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놀고 있어도, 

‘나는 반드시 시험을 잘 봐야 해!’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리미가 
춘천에 떴다

" 자기소개서나 면접, 그리고 대학 생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윤승민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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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업을 어떻게 수강하고 계시나요?

진석       포스텍에는 자체 온라인 강의 플랫폼 POSTECHx가 있어요. 이 플랫폼에 교수님께서 강의를 

녹화하여 올려주시면 주어진 기간 내에 강의를 시청해야 출석으로 인정해 주세요. 또는 지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Zoom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는 교수님도 계세요. POSTECHx의 내부 기능을 

이용하여 시험을 본 과목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를 포함한 1학년 학생 전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마스크 작용, 2m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포스텍에서 대면으로 시험을 보았어요.

명지       처음 비대면 수업이 결정되었을 때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실험과목이었는데요.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과목을 수강했어요. 저는 지난 학기에 

‘Matlab으로 배우는 전자공학’이라는 전자과 실험과목을 수강했는데, 수강생 모두의 집으로 드론을 배송해 

주셔서 그 드론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또한, 학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실험 장비 대신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실험을 위주로 교과 과정을 바꾸어 주셔서 과목을 효과적으로 

이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수강한 과목의 경우 비대면으로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오픈북 시험을 

보는 과목도 있었고,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을 치른 후 성적을 부여하는 과목도 있었어요.

알리미 25기  

전자전기공학부 19학번 윤 명 지

"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관해서 확실히 알 수 없던          

   내용을 알게 되어서 의미 있었고,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정말 많은 

   말씀 나누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신재욱 학생 -

Q3. 
진로 희망의 구체적 분야를 정하지 못했는데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보충을 할 수 있을까요?

명지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의공학이라는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희망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당연하게 생활기록부에는 특별하게 구체적인 활동이 

아니라 기계와 생물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이 담겼어요. 저의 경험에 빗대어 생각해봤을 때 3학년 1학기가 

이미 끝난 지금, 생활기록부에 구체적인 진로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충한다고 해도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생활기록부에 진로 희망과 관련하여 유기적인 활동을 

녹여낸 친구들보다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입학사정관 선생님께서 입학설명회에서 하신 “진로 

희망이 변하거나, 뚜렷하지 않은 학생도 그 이유가 명확하다면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에 포스텍은 무학과 제도이니 포스텍에 진학한 후 포스텍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과 탐색 프로그램과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제 진로를 구체화하여 진학할 학과를 정하고 

싶다는 솔직한 저의 마음을 담았어요.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대탐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링크 https://youtu.be/etDYnC7CJa0

Q4. 
학과가 정해지지 않은 무은재학부 생활은 어떤가요?

진석       학과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무은재학부 기간은 전공과목을 수강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의 경우 올해 일반물리, 일반화학, 일반생명과학, 미적분학, 프로그래밍과 문제해결, 

인공지능기초, 체력관리, 여러 실험과목들, 대학생활과 미래설계, 학과 탐색/입문 과목들을 1년에 나누어서 

수강해요. 이 과목들은 다양한 전공과목의 기초가 되며 전공 탐색을 할 수 있는 과목이어서 나중에 전공을 

선택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포스텍에는 고등학교의 반과 유사한 ‘분반 제도’가 

존재해요. 한 분반은 출신 지역, 고등학교 유형, 성별을 모두 골고루 섞어 20명 내외의 학생으로 구성되고, 

2명의 교수님이 하나의 분반을 지도하세요. 분반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거나, 친목 활동을 가지는 등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더불어 지도 교수님께 언제든지 편하게 진로, 학업 관련 질문을 드릴 수도 있어서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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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캠퍼스조차 활기를 많이 잃어버린 지금, 예전과 

같이 설레는 대학 생활을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품고 머지않은 날에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두가 건강하게 

캠퍼스에 첫발을 내딛는 날을 상상해 봅시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된 그 

순간을 떠올릴 때 여러분을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학 

때 여행을 다니고 동아리에 들어가서 전시회를 열거나 공연을 하는 

상상, 열심히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밤을 지새우는 상상. 

다들 한 번씩은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설레는 다양한 대학 생활의 로망들… . 하지만 가장 큰 설렘은 결국 이 

모든 경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서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또한 수강할 과목을 고르고, 동아리를 선택하거나 방학 때 참가할 

각종 대회와 프로그램 공고를 확인하면서 마치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뷔페에 온 것 같은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특히 포스텍은 

소수정예를 표방하는 덕에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이런 다양한 기회 속에서 학년이 올라가다 보면 

나와 비슷하게만 보였던 친구들이 점점 자신만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휴학하고 세계를 여행한 선배, 세계적인 석학의 

연구실에 들어가 연구 열정을 불태우는 동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여 수십만의 사랑을 받는 친구 등등 어느새 다들 자기만의 

길을 선택하고 자기만의 멋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선택의 자유를 누리면서 

창업과 각종 대회 활동, 리더로서 동아리를 이끄는 등 가치 있는 

경험을 쌓았고, 나름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학 생활 중에 연구 경험을 쌓으면서 저에게 

맞는 분야를 찾아 연구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자유가 주는 이런 희망적인 장면들의 이면에는 저를 힘들게 

하고 한없이 작아지게 만드는 선택으로부터 오는 불안함과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좋은 성적과 대학 진학이라는 뚜렷한 답을 

쫓던 고등학생 시절을 지나 선택지가 쏟아지는 대학생이 되면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혼란을 겪었습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하나를 

선택을 할 때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도 커진다는 의미였고, 세상에 

정답은 없지만 그렇기에 내 선택이 얼마나 올바른지에 대한 확신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뚜렷한 개성을 갖고 살아가는 

주변 친구들을 보고 있자면 나 자신은 이도 저도 아닌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불안감과 조급함에 잠들지 못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후회와 비교라는 것은 끝이 없어서 다른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과거의 선택을 자책하고 계속해서 후회하곤 했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 내내 고민하고 주변 친구들의 대학 생활을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은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의 순간은 찾아오지만, 자신이 내린 

선택에 대해 믿음을 갖고 묵묵히 끝까지 나아갔을 때 그 선택은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로 수많은 

선택을 해왔지만 어떠한 선택에도 좋은 점만 있거나 나쁜 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과 우연적인 요소들에 휘말려 

저의 결정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과거의 선택을 의심하며 갈팡질팡하기만 한 끝에 남는 것은 

흐릿한 감정과 후회뿐이었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과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했을 때 뚜렷한 교훈과 자신에 대한 더 큰 믿음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선택하는 길은 다를지라도 누구에게나 알을 깨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은 힘들고 불안할 것입니다. 흔히들 매 순간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며 살자고 말하지만 저는 선택에 대한 만족도는 

선택 이후에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선택을 믿고 

의미를 찾으며 나아갈 때 그 끝이 성공적이든 그렇지 않든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법
X

전자전기공학과 15학번 김 현 성



POSTEC
HIAN

2020. AUTUMN. No.168

POSTEC
HIAN

2020. AUTUMN. No.168

POSTEC
HIAN

2020. AUTUMN. No.168

POSTEC
HIAN

2020. AUTUMN. No.168

POSTEC
HIAN

2020. AUTUMN. No.168



28PROGRESS • 기획특집

우주 탐사
Space Exploration

2020년 5월 31일, 민간 우주 기업 최초로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의 우주 산업은 정부가 주도하여 이끌어왔지만, 이제는 민간 우주 기업이 우주를 

개발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20세기 이전까지 인류에게 우주는 호기심과 경외감을 주는 

미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우주 탐사를 시작한 이후, 인류는 우주에 대한 

비밀을 하나씩 풀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주의 극히 일부밖에 탐사하지 

못했죠. 과학 기술이 더 발전하여 우주 탐사의 기회를 늘리고 우주에 대한 지식을 넓힌다면, 

언젠가는 인류가 우주를 미지의 대상이 아닌 고향처럼 생각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번 기획특집의 주제는 우주 탐사입니다. 우주 탐사에 필요한 로켓의 원리, 

로켓 회수 및 재사용 기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화성 탐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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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에서 전 세계 민간 우주 기업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민간 우주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발사된 ‘크루 드래건’은 ‘팰컨 9’

라는 로켓에 실려서 발사되었는데요. 6톤이나 되는 크루 드래건을 어떻게 저 먼 우주까지 실어 보냈을까요? 

또 자동차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해 움직이듯이 로켓은 어떤 연료를 사용해서 날 수 있는 것일까요?

로켓의 원리

먼저 로켓의 원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로켓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될 것 같지만, 그 기본적인 원리는 의외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랍니다.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인데요. 이 법칙은 

이공계열 학생이라면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법칙이죠. 그 중 세 번째 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물체 A가 다른 물체 B에 힘을 가하면, 물체 B는 

물체 A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같은 시간 동안 가한다.’라는 

법칙입니다. 이를 로켓에 적용해 봅시다.

로켓이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긴 원통형의 로켓이 뿜고 있는 붉은 

연소 가스가 연상되지 않나요? 이렇게 로켓이 날아가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추진제를 분사하면, 추진제 입자는 자신들이 받은 것과 

같은 크기의 힘을 로켓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합니다. 이러한 힘이 

모여서, 엄청난 질량을 가진 로켓이 우주를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켓이 연료를 연소시켜서 얻는 추력과 로켓의 질량을 알면 

뉴턴의 운동 법칙 중 두 번째 법칙인 ‘가속도의 법칙,  F → = m a→’을 통해 

로켓의 가속도를 알 수 있을까요?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을 겁니다. 네, 추력과 로켓의 질량만으로는 가속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로켓의 질량은 연료를 연소시킴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진제가 연소하면서 질량이 감소하는 로켓의 상황을 반영해 세운 

방정식이 있는데요. 바로 ‘치올콥스키 로켓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은 위에서 언급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의 다른 관점은 계의 운동량은 계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로켓과 연료계에 적용해 봅시다. 

초기의 로켓의 질량을 m, 로켓의 질량 변화를 dm, 로켓 속도의 변화량을 

dv →
rocket, 연료 분사 속도의 변화량을 dv→fuel로 설정하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한 식을 세워 정리하면,

                                                 

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dv →와 u→가 평행하다는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변수를 분리하고, 양변을 dt로 나누면 좌변에 가속도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a : 가속도의 크기)

양변을 적분하기 위해서 식을 정리하면

좌변을 0부터 t, 우변을 mi 부터 mf 까지 적분하면

                                          (mi, mf :  처음, 나중의 로켓 질량)

위 수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이 바로 ‘치올콥스키 로켓 방정식’입니다.

물론 공기 저항, 마찰 등을 무시하고 단순화를 거쳐 유도된 이상적인 

식이지만, 이는 로켓의 원리에 대한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이 방정식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Δv 입니다. 로켓 역학에서는 Δv 는 로켓의 궤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속도 변화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질량이 있는 물질의 

주변에는 중력장이 생기고, 이 중력장의 영향을 받는 질량을 가진 물체는 

중력을 받습니다. 이때 중력은 보존력이기 때문에 퍼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성 주위의 우주선도 해당 궤도에 해당하는 퍼텐셜 

에너지를 갖습니다.

여기서 (-)부호는 물체가 궤도에 속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주선이 

궤도를 변화시키려면, 해당 궤도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가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Δv 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주선들이 매우 크고, 여러 

단으로 되어있는 이유도 위 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켓이 크다는 것은 

처음 질량(mi)이 크다는 것이고, 여러 단으로 만들면 나중 질량(mf )을 줄여 

Δv 를 키워 궤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익숙한 원리가, 결국 로켓의 기본적인 원리를 구성하는 핵심 

법칙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로켓의 원리와 연료
Space Exploration

기획특집 - ① 

① 로켓에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  

https://www.grc.nasa.gov/WWW/K-12/rocket/newton3r.html

알리미 26기  

무은재학부 20학번 김 민 수

(G : 중력 상수, M : 행성의 질량, m : 물체의 질량, 

   r : 행성의 질량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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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의 추진제

로켓의 원리에서 알 수 있듯이 로켓은 추력을 얻기 위해 추진제 Propellant가 

필요하죠. 로켓의 추진제에는 고체, 액체 추진제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켓에서 사용되는 고체 추진제는 주로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졌지만, 물질들이 분명하게 분리된 불균질성계의 복합형 추진제 

Composite Solid Propellant입니다. 반면에 액체 추진제에는 연료와 산화제가 

연소실에서 혼합되는 형태의 이원 추진제 Bipropellant가 로켓의 추진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로켓 추진제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비추력 Specific Impulse을 꼽을 수 

있습니다. 비추력은 1kg의 연료를 1초 동안 연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추력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단위는 초(s)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진제의 

비추력이 200초라는 것은 추진제 1kg을 1초 연소했을 때 200N의 힘을, 

즉 추력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체 추진제의 비추력은 

200초 내외, 액체 추진제의 경우 300초 내외입니다. 시스템마다 조금씩 

상이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액체 추진제의 비추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액체 추진제는 연소 시간이 길어 연소의 제어가 

쉽게 가능하므로 로켓의 주추진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사되어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스페이스X SpaceX의 팰컨 9 Falcon 9

로켓도 액체 추진제인 케로신 Kerosene을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고체 

추진제는 액체 추진제보다 엔진의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미래에는 

아르곤이나 제논 등을 이온화하여 추진제로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로켓의 제어

지금까지 로켓이 어떤 추진제를 분사해서 날아가는지 알아 보았다면, 

이제 로켓의 움직임은 어떻게 제어하는지 알아봅시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꼬리 날개와 다양한 장치들로 그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이런 

방식을 ‘공력 제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로켓에서는 날개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공기가 매우 희박해 공기의 

저항과 압력이 없어서 날개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죠. 또한, 날개를 달게 

되면, 로켓이 무거워져 연료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주를 향해 

발사되는 로켓들은 ‘추력 제어’라는 방식으로 그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추력 제어 Thrust Vector Control는 연소 가스가 분사할 때 생기는 힘인 

‘추력’을 이용해 로켓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은 짐벌 Gimbal을 이용한 시스템인데요. 연소실 

전체를 움직여서 연소 가스가 분사되는 방향을 바꾸고, 이를 통해서 

로켓의 방향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로켓이 추력을 얻는 연소 가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효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많은 로켓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 1단 

로켓에서도 짐벌 시스템을 이용해서 방향을 전환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로켓의 원리, 연료 그리고 제어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물리 법칙이 수천 톤의 로켓을 발사하는 데 

적용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은가요? 다음 글에서는 로켓 회수를 

비롯해 현재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로켓 관련 기술을 알아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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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 발사 기술을 확보했다면 다음으로 넘어야 할 산은 비용 문제겠죠? 지구를 떠난 우주선에 필요한 

부품을 매번 지구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우주선 내에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리퍼브리케이터’라는 재사용 3D 프린터가 개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로켓을 회수하여 재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로켓을 재사용하면 발사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죠. 이렇듯 재사용을 통해 비용 절감에

 큰 역할을 하는 리퍼브리케이터와 로켓 회수 기술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할까요?

리퍼브리케이터와 로켓 회수 기술
Space Exploration

알리미 25기  

전자과 19학번 장 준

기획특집 - ②

리퍼브리케이터 Refabricator

먼저 리퍼브리케이터  Refabricator가 무엇인지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리퍼브리케이터는 나사 NASA와 3D 프린터 스타트업인 테더스 Tethers가 

공동으로 개발한 재사용 3D 프린터로, 플라스틱으로 물건을 프린팅한 후 

이를 다시 녹여 새로운 물건을 프린팅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형 냉장고 크기의 작고 단순한 장비 같지만, 이러한 리퍼브리케이터의 

진가는 우주선의 부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휘됩니다. 지금까지는 

우주선의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구에서 로켓을 발사해 부품을 조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번 로켓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데에는 너무나 

큰 비용이 들죠. 이때 리퍼브리케이터를 사용해 우주선 내에서 필요한 

부품을 직접 만들어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리퍼브리케이터가 우주선의 유지 및 보수 비용을 크게 줄일 

방법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을 재사용하여 만든 부품이 우주의 

극한 환경을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기존의 여러 

재사용 3D 프린터는 플라스틱을 가루로 분쇄한 후 접착제로 붙여 프린팅 

하는 ‘접착제 분사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만든 결과물의 내구성은 

접착제의 접착력에만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우주의 환경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리퍼브리케이터는 플라스틱을 녹여서 재사용하므로 

접착제를 이용해 강제로 붙이는 방법보다 결과물의 내구성이 좋습니다. 

플라스틱 분자 간의 결합을 해치지 않으면서 플라스틱의 형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퍼브리케이터는 현재 재사용된 재료의 결합 특성을 국제 우주 정거장  

ISS에서 실험 중이며, 올해 12월에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나사의 

관계자는 실험 중인 리퍼브리케이터의 프로토타입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앞으로 거의 모든 우주선에 리퍼브리케이터가 탑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켓 회수와 재사용

발사된 로켓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기술은 우주선의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입니다. 전체 발사 비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1단 로켓을 재사용하면, 새롭게 로켓을 제작하는 것보다 약 3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로켓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사된 

로켓을 회수한 후, 세척하고 수리하여 다시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사용 로켓의 개념은 40여 년 전 

우주왕복선 프로젝트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수한 로켓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큰 비용이 발생해 당시에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2011년에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에서 

팰컨 9을 이용한 로켓 회수 기술을 실험하기 시작했고, 이후 수직 이착륙 

로켓 회수와 재사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로켓 재사용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발사된 로켓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로켓을 회수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알아 볼까요? 먼저, 우주 왕복선처럼 큰 날개가 있는 로켓을 활공 

비행으로 활주로에 착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활공할 때 충분한 

양력을 받기 위해서는 로켓의 크기가 커야 합니다. 크기가 커질수록 

우주선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설계하는 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로켓 재사용의 장점이 줄어들게 되죠. 

① 리퍼브리케이터(Refabricator)

https://www.nasa.gov/mission_pages/centers/marshall/images/refabricato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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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낙하산을 이용해 로켓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로켓 랩 Rocket 

Lab의 일렉트론 로켓과 같은 소형 로켓은 낙하산으로 착륙이 가능합니다. 

소형 로켓에 작용하는 정도의 중력은 낙하산이 만드는 공기 저항이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형 로켓은 낙하산으로 

착륙시키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로켓 회수 방법은 각각 명확한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기업과 연구소에서 수직 이착륙을 통한 

로켓 회수 기술을 활발히 연구 중입니다. 이륙할 때 사용한 엔진을 착륙 

시에 재점화하여 지면으로 추진제를 분사하면 낙하 속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 9은 발사체와 탑재체가 상공에서 분리된 

후 남은 추진제를 분사해 낙하 속력을 줄이고 원래 발사했던 장소에 

수직으로 착륙합니다.

수직 이착륙 로켓 회수에 필요한 기술

우주에서 자유 낙하하는 로켓을 원하는 곳에 수직으로 착륙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수직 이착륙 로켓을 회수하는 데에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로켓 하부가 매우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로켓이 낙하하면서 발생하는 충격파가 공기를 강하게 압축시키면 공기는 

단열 압축하고, 이에 따라 로켓 표면에는 수천 도의 고온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직 이착륙 로켓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공기와 맞닿는 로켓 

하부에 열차폐막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차폐막은 우주선 표면의 

고온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부분으로, 내구성과 내열성이 좋은 

세라믹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수직 이착륙 로켓은 착륙 시에 낙하 속력을 줄이기 위해 엔진을 

재점화합니다. 그래서 연료를 연소시킬 산화제를 기존의 로켓보다 많이 

실어야 합니다. 산화제로는 액체 산소가 주로 쓰이는데, 액체 산소의 

밀도를 높여야 로켓에 효율적으로 실을 수 있습니다. 액체의 부피는 

온도가 높을수록 열팽창에 의해 커지므로, 온도를 낮춰야 액체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 9은 산화제의 온도를 기존보다 더 낮춰 

밀도를 높임으로써 탑재할 수 있는 산화제의 양을 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켓이 원하는 착륙 지점으로 정확하게 이동하고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반작용 조정 시스템 RCS, Reaction Control System이 필요합니다. 

작용-반작용 법칙에 따라 로켓은 추진제를 분사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로켓의 여러 부분에 있는 엔진을 상황에 

맞게 점화하여 추진제를 분사하면 로켓의 자세를 원하는 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켓의 진행 방향을 바꿔 목표 지점에 착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사용’을 통해 우주선의 발사 비용을 줄이는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은 민간 우주 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국가 기관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민간 우주 기업이 우주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등의 민간 우주 기업은 재사용 기술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민간 

우주 기업은 최근 화성 탐사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화성 탐사에 대해 알아 볼까요?

출처

1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Full Circle: NASA to 

Demonstrate Refabricator to Recycle, Reuse, Repeat」, 2017.08.28

   https://www.nasa.gov/mission_pages/centers/marshall/images/refabricator.html

2 The Science Times, 「소재를 무한 반복하는 3D 프린터」, 2018.12.07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86%8c%ec%9e%ac%eb%a5%bc-

%eb%ac%b4%ed%95%9c-%eb%b0%98%eb%b3%b5%ed%95%98%eb%8a%94-3d-

%ed%94%84%eb%a6%b0%ed%84%b0/

3  동아사이언스, 「스페이스X는 왜 로켓을 재활용할까?」, 2018.03.07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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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활주로에 착륙하는 우주왕복선 엔터프라이즈 호

https://interestingengineering.com/how-to-land-a-space-shuttle

③ 로켓 랩(Rocket Lab)의 일렉트론 로켓 회수

https://www.engadget.com/2019-08-06-rocket-lab-reusable-rocket-plans.html

④ 스페이스X의 수직이착륙 로켓

https://palladiummag.com/2020/05/28/how-social-engineering-drives-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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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탐사 시기와 호만 전이 궤도

2020년 7월. 불과 열흘 새 잇따라 3대의 화성 탐사선들이 지구를 떠나 

화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화성의 기후도를 그릴 예정인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아말 Amal’(7/20 발사 성공), 많은 양의 얼음이 

있는 화성의 유토피아 평원에서 과학조사를 할 예정인 중국의 ‘톈원 

1호 Tianwen-1’(7/23 발사 성공), 화성 토양 샘플을 수집해 지구로의 

귀환이 목표인 미국의 ‘퍼서비어런스 Perseverance’(7/30 발사 성공)가 그 

주인공인데요. 왜 하필 이 시기에 화성 탐사 릴레이가 줄줄이 이어진 

것일까요?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공전 

속도로 공전하고 있기에 두 행성이 가까워지는 시기를 잘 맞추어 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직선거리는 가장 가까울 때 

약 5,500만km인데, 이 거리를 한 번에 갈 수 있을 만큼 막대한 연료를 

우주선에 싣는 것은 현재 과학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우주선에 연료를 

많이 실을수록 우주선이 무거워지고 무거워진 우주선을 이동시키기 위해 

연료가 더 소모되기 때문이죠. 이에 최소한의 연료를 이용해 지구에서 

화성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직선 경로가 아닌 경제적인 ‘호만 전이 궤도’를 

이용합니다. 

호만 전이 궤도 Hohmann transfer orbit는 독일의 건축가이자 과학자인 W. 

호만이 1925년 처음 발표한 궤도로, 서로 다른 두 원 궤도를 최소한의 

에너지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타원 궤도입니다. 우주선이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이동하기 위해 엔진을 점화하면서 우주선의 궤도 

에너지를 추가하여 궤도 이동을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우주선이 지구 

궤도에 들어선 후 가고자 하는 행성의 궤도에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호만 궤도의 장점은 단 두 번의 속도 변화만 주면,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 

원하는 행성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속도 변화는 지구 궤도를 이탈해 빨간색 타원인 호만 전이 

궤도로 진입하기 위해 우주선에 가속을 주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32.73km/s의 엄청난 속도가 필요한데, 로켓의 엔진 

동력으로는 구현이 힘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우주 

탐사선들은 반드시 지구 공전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발사되어야 

합니다. 지구 공전 속도가 29.8km/s인데, 지구 공전 방향으로 우주선을 

발사시킨다면 지구 공전 속도만큼의 초기 속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추가로 필요한 약 3km/s는 우주선 자체의 연료로 더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도 변화는 호만 전이 궤도에서 화성의 궤도로 진입하기 위해 

우주선의 속도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케플러 제 3 법칙에 따라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일수록 공전 주기가 길고 공전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감속하여 화성의 공전 속도와 비슷하게 만들어 화성의 

중력장에 들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추진제의 분사 방향 및 세기를 

조절해 속도를 줄여 나가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턴하여 다시 지구로 돌아가게 될 수 있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호만 전이 궤도를 이용하려면 탐사선이 발사되는 

시점의 지구의 위치(초록색 점)와 탐사선이 화성에 도착할 시점의 화성 

위치(빨간 점)가 그림과 같이 180도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기가 

780일마다 찾아오는데, 그 시기가 바로 올해 7월 말이었던 것이죠. 왜 

화성 탐사 릴레이가 진행되었는지, 이해됐나요?

화성 탐사 통신법

화성 탐사선은 우주에서 화성을 향해 나아갈 때와 화성에 착륙했을 

때 지속해서 지구와 통신하여 정보를 전달합니다. 통신의 발달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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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 재사용을 통해 비용 절감에 성공했다면 우주 탐사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간 우주 시대를 이끈 스페이스X는 우주 비용 절감과 화성 정착을 목표로 설립되어 

훗날 화성 유인 탐사와 정착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영화 속 이야기 같은 화성 정착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번 꼭지에서는 우주를 향한 발걸음, 화성 탐사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화성 탐사는 어느 시기가 적절한지, 지구를 떠난 화성 탐사선이 어떻게 지구와 통신할지, 

화성 탐사 로버는 화성에서 어떤 일을 수행할지 낱낱이 파헤쳐 봅시다!

화성 탐사
Space Exploration

알리미 25기  

화학공학과 19학번 조 혜 인

기획특집 - ③ 

① 지구와 화성의 공전 궤도를 잇는 호만 전이 궤도
    https://blog.naver.com/notenter9/220824482639

태양

지구 공전 궤도 호만

전이 궤도

지구

화성

② 호만 전이 궤도  https://blog.naver.com/notenter9/220862011276

Mars

Sun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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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의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라지만, 지구와 화성 

사이의 엄청난 거리를 두고 어떻게 탐사선과 통신할 수 있을까요? 이는 

심우주 기술인 ‘DSN’으로 이루어집니다. 

DSN Deep Space Network은 NASA의 심우주 통신망으로, 전 지구적으로 

설치된 초대형 안테나 모음입니다. 지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120도 

간격에 위치한 미국 골드스톤,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캔버라의 분지 

지형에 통신단지가 있는데요. 이는 지구가 자전하여도 24시간 내내 우주 

탐사선과 지속해서 통신하기 위함입니다.  

DSN을 구성하는 위성 안테나는 일반 안테나와 달리 지름이 34m, 70m 등 

거대한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구는 여러 겹의 대기층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대기층이 신호를 흡수하고 산란하여 무선 및 광통신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30MHz - 30GHz 사이 영역의 주파수가 심우주 

통신망으로 이용되는데, 그중에서 2 ~ 4 GHz 대역의 S 밴드와 

8 ~ 12GHz 대역의 X 밴드를 위성 통신에 주로 사용합니다. 안테나의 

크기는 이런 주파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GHz의 주파수를 

사용하면 1초 동안 120억 번 진동했다는 것이고 이를 빛의 속도로 나누면 

진동 한 번의 길이인 파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 안에 파장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수신하는 전파의 세기가 조절됩니다. 즉 안테나의 

구경이 커질수록 많은 파장이 들어오고, 따라서 수신하는 전파의 세기가 

강해져서 약한 전파를 인식할 수 있고 통신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경이 클수록 늘 좋은 안테나가 되진 않습니다. 심우주 

통신망에 사용하는 주파수는 앞서 언급한 S 밴드, X 밴드로 일상 속 FM 

라디오의 주파수대역이 88 ~ 108MHz인 것과 비교하면 주파수 대역이 

굉장히 넓은데요. 대역폭이 넓은 주파수일수록 안테나가 받는 전파량이 

많아지는데, 안테나가 클수록 구조상 전파가 모이는 가운데 지점이 좁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적절하게 큰 DSN 안테나로 

지구에서 수천 광년 떨어진 천체를 포착하거나 화성 탐사선과 통신하는 등, 

DSN은 없어서는 안 될 우주의 통신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성 탐사 로버의 기술

많은 노력 끝에 화성 탐사선이 지구에서 발사되어 화성에 도착했다면 

어떠한 기술들을 이용해 화성에 착륙하고 연구를 진행할까요? 

미국의 화성 탐사 로버인 ‘퍼서비어런스’를 통해 화성 탐사 로버 속 

기술을 알아봅시다! 화성 탐사 임무 중에서 화성의 지표면에 착륙하는 

과정은 화성의 궤도에 진입하는 것보다 어려워 ‘마의 8분’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공하기 힘든 과정입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대기가 훨씬 

얇아 지구 대기압의 1/160배밖에 되지 않는 대기압을 가져 착륙선이 

충분히 감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착륙 제어’를 

수행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이 필요한데, 화성의 지형과 기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분석해 가장 안전한 낙하 경로와 착륙 지점을 

조정하는 ‘지형 비교 항법 Terrain-Relative Navigation’이 이번 퍼서비어런스의 

미래형 기술입니다. 또한 화성 대기를 뚫고 로버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대기 정보를 측정하는 ‘화성 진입·하강·착륙 과학 실험실 장치 2 MEDLI 

2’로 화성 유인 탐사 때 그 정보를 활용합니다.

화성에 무사히 착륙하였다면, 화성의 지형을 탐사하기 위해 장착된 

‘어댑티브 캐싱 어셈블리 Adaptive Caching Assembly’라는 드릴을 갖춘 

로봇팔로 화성 토양의 샘플을 수집하고, 수집한 샘플을 분류 체계에 

맞춰 튜브에 넣는 일을 합니다. 또한, 함께 장착된 ‘샘플 핸들링 

어셈블리 Sample Handling Assembly’라는 로봇팔은 수집된 샘플을 검사하고 

샘플을 밀봉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 밖에도 화성 대기의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뽑아 로켓 추진 연료와 

호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화성 산소 현장 자원 활용 

실험 MOXIE’을 진행할 예정이며 퍼서비어런스에 함께 실린 1.8kg의 소형 

헬리콥터 ‘인저뉴어티 Ingenuity’는 화성에서 첫 동력 비행을 시도하여 

주행 경로와 착륙 지점을 정찰합니다. 분량상 미처 담지 못한 화성 탐사 

로버 ‘피서비어런스’의 많은 기술이 있는데, 로버의 성공적인 화성 탐사 

임무를 위해 얼마나 많은 학자의 노력이 들어갔을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다가오는 민간 우주 시대를 맞아 로켓의 원리와 

재사용, 화성 탐사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난 후, 

막연하기만 했던 우주 탐사가 여러분에게 과학적 흥미와 즐거움으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훗날 민간 우주 산업이 더욱 성장하여 화성뿐만 

아니라 더 넓은 우주를 탐사할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출처

1 항공우주연구원 KARI, 「위성 안테나는 왜 접시 모양일까?」, 2017.07.05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aripr&logNo=221044406316&proxy

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2 연합뉴스, 「유인 탐사 꿈 싣고 화성 가는 다섯번째 로버 ‘퍼서비어런스’」, 2020.06.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8154000009?input=1195m

3 역사 기술 우주, 「호만전이궤도」, 2016.10. 4

     https://blog.naver.com/notenter9/220824482639 

⑤ Perseverance on Mars

https://mars.nasa.gov/resources/24804/perseverance-on-mars/

③ DSN의 통신단지 (좌) https://kr.mouser.com/applications/communications-deep-space/

④  DSN을 구성하는 초대형 안테나 (우) http://www.parabolicarc.com/2020/02/13/nasa-

prepares-for-moon-and-mars-with-new-addition-to-its-deep-spac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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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을 황금으로 바꿀 줄 아는 학문

산업경영공학과 
안녕하세요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 학생회장 신유진입니다. 

과학적 분석 및 공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4차 산업혁명의 리더를 꿈꾸고 계시나요? 

공학적 정확성에 기인하는 문제해결 능력과 경영학적 직관력에 기인하는 선견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 산업 및 경제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4차 산업혁명의 리더를 꿈꾸고 있다면,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가 해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산업경영공학이란?

산업경영공학은 단일 분야의 기술을 넘어 융합 과학의 시대에 맞추어 

서비스, 정보, 지식 산업 및 경영공학 분야를 포괄하는 방향성 속에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산업경영공학은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분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자원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사용하고, 경제·사회의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설계합니다. 

산업경영공학은 최적화·경제학·경영학·통계학·컴퓨터공학 등의 

다양한 지식을 포함하며, 정보·물류·제조·생산관리·품질관리·

경제·경영·금융 시스템 등에 적용됩니다. 산업공학이 산업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를 조화롭게 지휘하고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학문이라고 말한다면, 산업경영공학은 산업 시스템뿐만 아니라 

경영전략 및 회계, 인사 등의 경영 환경 전반에 걸친 문제를 

공학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하는 총체적 학문입니다.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는?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는 대한민국 산업공학/산업경영공학 분야의 

최강자로, 생산 시스템공학, 인간공학, 정보 시스템공학, 최적화공학 

분야에 추가적으로 금융공학, 기술경영, 마케팅, 인사조직론 그리고 

공급망경영 등의 산업을 지휘하는 학문을 연구하며, 공학 지식과 

경영학 지식을 동시에 겸비한 일인다역화된 인재를 양성합니다.

공학 지식뿐만 아니라 경영학 지식을 두루 겸비한 인재를 목표로 

하는 산업경영공학과는, 이를 위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기 세미나, 산경인의 날을 비롯한 다양한 교내 행사와 전국의 산업 

공학도들이 함께하는 FIELD 캠프 등의 외부 캠프 및 교류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다방면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의 학부 과정은 운영관리, 운영과학, 

정보시스템, 경험 및 인간공학, 금융공학, 융합 및 신기술 분야라는 

6가지의 주요 분야로 구성됩니다.

운영관리 분야는 산업 현장의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부터 

생산, 재고, 품질, 수익, 고객 등의 항목들을 수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운영과학 분야는 조직의 운영에 있어 최소 비용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도록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하여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합니다.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 방안, 정보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방법, 데이터 처리, 데이터 마이닝 및 의사결정, 

빅데이터, AI, IOT와 같은 최신 IT 기술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경험 및 인간공학 분야는 인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제품, 작업, 

환경을 설계함으로써, 안정성, 효율성, 편리함을 향상하고 사용자 

만족도와 경험 가치를 제고시키는 학문입니다.

금융공학 분야는 수학적, 공학적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금융시장, 

금융회사, 금융상품 등을 분석하는 분야로서 경영학, 산업공학, 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등이 어우러진 융합 학문입니다.

융합 및 신기술 분야는 산업 및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에 대해 

학습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에 관심이 있다면?

학과 홍보 단체인 ‘산책’은 산업경영공학과를 알리고 학과의 소식을 

전달합니다. 페이스북의 <산책- POSTECH 산경과 가이드북> 

을 통해 산책 단원들의 활발한 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산업경영공학과의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들과 연구 환경 속에서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갈 여러분들의 모습이 기대되지 않나요?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는 미래 산업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산업경영공학과 18학번   신 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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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자전기공학은 무엇인가요? 포스테키안 독자 여러분께서 전자전기공학을 

떠올린다면 흔히 회로나 반도체를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전기공학을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넓은 분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기계공학과에서 만드는 로봇, 컴퓨터공학과에서 공부하는 딥러닝, 화학공학과에서 만드는 배터리 

등을 전자전기공학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학과마다 초점을 두는 방향은 다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예시처럼 전자전기공학은 많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에서는 

전자전기공학의 어떠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자전기공학은 매우 다양한 분야가 있고, 

포스텍에서는 이를 크게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어 및 전력전자’ 분야가 있는데, 공장이나 로봇, 로켓 

같은 시스템들을 얼마나 잘 제어할 수 있고, 또한 전력 효율을 얼마나 

높게 할 수 있을지를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정보통신 

및 신호처리’ 분야입니다. 우리가 하는 통화나 메일 전송처럼

데이터들을 유・무선 혹은 광케이블 등을 통해서 전송하고 처리하는 

시스템들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그리고 프로그램들의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또한, ‘VLSI(Very Large 

Scale Integration)’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는 각종 장치에 이용되는 

여러 종류의 전자 회로들을 구현하고 설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분야의 기초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반도체 및 양자 전자’ 

분야가 있는데, 반도체 및 집적회로의 설계 및 제작, 양자 역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장 

및 초고주파’ 분야가 있습니다. 이는 전자파(Electromagnetic 

Wave)의 산란과 복사, 전송, 안테나 설계, 레이더 등을 주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물론 이렇게 분야들을 세분화할 수 있지만, 전자공학을 학습하는 

데는 모든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더를 설계한다고 생각하면 안테나(전자장 분야), 

전파 송수신기(회로 및 시스템), 통신이론(정보 통신)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에서는, 전공필수 과목을 수강할 때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관심 있고 잘 맞는 분야를 

더욱더 넓은 범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훨씬 

유익한 학과입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와 같은 특정 분야에만 

치중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다루면서도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는 포스텍의 전자전기공학과는 여러분들의 진로를 

유연하게 해 주면서도 이끌어 나가 줄 수 있는 학과입니다.

또한, 전자전기공학과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입학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접할 ‘FMP(Freshmen Mentoring Program)’는 

신입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배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학교생활의 

팁이나 학업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신입생을 모두 무학과로 선발하고 있고 학과 선택을 2학년 1학기 

종료 후 진행하기 때문에, 1학년과 2학년 모두 멘티로 선발하여 

학생들이 전자전기공학과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목별 멘토를 선발하여 학생들이 학업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붐붐 EE Night’와 

같이 교수진과 학생들 간의 벽을 허물어 교수님께 평소 궁금했던 

부분을 물어보고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교수진과 학생들 간의 거리감을 좁혀 질문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기업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진행해 

다양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을 탐방하고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을 직접 가서 봄으로써 그 기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그 곳에서 일하시는 선배님을 만나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업에서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중요한 과정인 

반도체 공정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고 싶은 학생에게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URP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연구할 경우 연구비를 

학과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이나 경험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비와 관련한 금전적인 지원도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단기 유학을 가는 학생에게 추가적인 학과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권오현 장학금’과 같이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장학금이 존재하는 

학과가 바로 전자전기공학과입니다.

전자전기공학은 몇 세기 전부터, 나아가 미래까지 인류가 당연하게 

누리는 문명의 근간이 되고 핵심 기술이 되는 학문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전자기기와 IT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에서 세상을 앞장서는 전자전기공학자의 길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명의 근간이 되고 핵심 기술이 되는 학문

전자전기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18학번  권 명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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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떨결에 시작한 창업 후기
적응 교육을 위해 포항에 도착해 처음 우리 학교를 한 바퀴 돌아보던 날, 박사까지 최소 10년을 다녀야 

하는 곳으로는 퍽 심심한 동네일 것 같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고로 대학이라면 주변에 

하나씩 있다는 번화가도 없고 칙칙한 대학 건물들을 실망감으로 바라보았을 때도, 이후 동아리 활동 차 

강남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 그들의 무용담을 선망의 눈빛으로 들을 때도 제 천직은 연구이며 

저의 젊음을 오롯이 학문에 투자해야 한다는 믿음에 흔들림은 없었죠. 

그렇기에 그 시점으로부터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아이러니하게 친구도 가족도 없는 서울에서 

휴학생 신분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도 가끔 낯설게 느껴집니다. 

오랜만에 연락된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이런 저의 변신의 배경에 대단한 결단이 있을 거라고들 

생각하는데요. 사실 사건의 전말은 그와 거리가 꽤 멉니다.

컴퓨터공학과 17학번  이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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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학년 내내 이곳저곳 기웃거리기만 했을 뿐 동아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동아리들과 달리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매력적인 조건을 내걸었던 교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APGC-Lab의 신입 서포터즈 모집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첫 학기에 참여한 대부분의 활동은 포스터 제작이나 

행사 정리 등 크게 흥미를 느끼기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기 마지막쯤 동문 창업가들의 인터뷰를 진행한 일은 

그 당시 제게 꽤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 중 한순간에 본인의 선택을 믿고 단번에 방향을 틀어버린 

사람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서 ‘뭘 믿고 저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실까?’ 싶으면서도 한 편으로 ‘본인의 꿈을 본인 방식대로 

이뤄나가는 일인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재미있을까?’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다음 학기 APGC-Lab의 매니저로서 본격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에 참여하게 된 경험은 창업 생태계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제가 

맡았던 임무는 자금과 공간 지원을 포함한 단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었습니다. 가장 속 썩였던 문제는 

실제로 창업을 할 생각은 없으면서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로 

혜택만 차지하려는 얌체 같은 팀들을 골라내는 일이었어요. 

사실 종전의 마인드로는 활동비만 받으면 되니 굳이 머리 

굴리며 해결을 모색할 이유가 없었지만, 앞서 세상을 바꾸겠다던 

창업자 선배들의 열정을 보았던 입장에서 그들의 소중한 기회가 

낭비되는 모습을 볼 수 없더라고요. 

지금 플라스크를 같이 이끄는 공동 창업자 친구가 저를 찾아왔던 

시기가 바로 이러한 문제에 골몰하며 학생 창업 생태계에 

의구심을 갖던 시기였습니다. 같은 분반으로 처음 만났던 이 

친구는 레드벨벳의 지독한 팬이었는데 대뜸 찾아와 본인이 팬 

활동을 하면서 느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창업하고 싶다고 

했어요. 가뜩이나 권모술수(?)로 얼룩진 창업 바닥을 경험하던 

터라 나름대로 조언 차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순수한, 또 자전적인 배경의 창업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저도 모르게 감정 이입이 됐죠. 이 친구가 본격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겠다고 불쑥 휴학해서 나타났을 때 처음으로 같이 

일해 보면 뭐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뭔가 시작할 마음은 들었지만, 여전히 얼마만큼 이 일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자신과의 

약속으로 그 당시 꽤 규모 있는 국가 지원 사업 선정을 목표로 

3개월간 도전해 본 후 떨어지면 깔끔하게 포기하자고 정했었죠. 

시험 기간이었지만 시험공부도 제쳐두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지난 3년간 학교생활을 하면서 쌓인 권태가 한 번에 

해소되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지금 생각해 보면 시험공부를 

농땡이 피우는 재미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뒤 본가나 여행지로 떠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한 손에 사업 

계획서를 든 채로 발표 평가를 위해 광주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오늘의 결과로 저의 20대 초반의 행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담감 반, 버스 창문에 비치는 제법 사업가 같은 제 모습이 

대견한 우쭐함 반으로 출발해 어떻게 발표를 끝냈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돌아오는 버스에 앉았을 때, 선정 여부와는 별개로 

창업가의 삶을 살아야 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몇 주 뒤, 막상 선정 통보를 받고 나니 그제야 막막한 앞길이 

보였습니다. 제출한 계획서의 내용은 어떻게 제작하며, 사무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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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어디에 구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도 제대로 

정해진 게 없었죠. 밤낮없이 매일 공동 창업자 친구와 전화하며 

머리를 맞댄 결과 한 달여 만에 친구도 친지도 하나 없는 낯선 

서울에 자취방을 잡고 공유 오피스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창업 첫날부터 모험의 시작일 것 같던 생각과는 달리 

현실은 지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다음날 

새벽까지 하는 일이라곤 누가 쓰기는 할까 싶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약간의 서류 작업뿐이었어요. 스타트업의 대표라면 

모름지기 투자자들 앞에서 멋있게 사업을 설명하고, 협상을 통해 

큰 매출을 끌어내는 일을 한다고 상상했던 저로서는 그렇게 

몇 달을 집-사무실만 오가며 묵묵히 개발만 하게 될지 몰랐죠. 

솔직히 그 무렵 누군가 시간을 되돌려준다고 한다면 흔쾌히 

과거로 돌아가 창업의 꿈을 깔끔히 접었을 것 같아요. 

캐리어 하나 끌고 서울역에 내렸던 날로부터 만 일 년이 된 

지금, 저희 팀은 네이버와 유명 VC들로부터 투자도 받고 팀도 

두 명에서 열 명 내외로 늘었습니다. 이제 막 일 년이 된 초기 

팀으로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자부합니다. 

단순히 수치적인 성취를 넘어서 제 적성도 이번 창업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자극이 계속되어야 흥미를 유지하는 

저이기에 새로운 이벤트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직업으로서의 

스타트업 대표가 제 성향과 아주 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요. 하지만 앞서 제가 창업을 시작하고 반년 정도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고 했죠? 저의 창업 

스토리를 통해 알 수 있으시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더라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사소한 결심의 

연속이었어요. 더 고심하고 조심했으면 돈을 주고도 할 수 없었을 

소중한 경험을 놓쳤겠죠. 그래서 제 창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일들은 때로는 고민보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중대해 보이는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마음 

가는 쪽으로 성큼 가보았을 때 예상치 못한 행운을 마주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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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 이온
배터리

2019년 노벨 화학상은 스탠리 위팅엄 교수(뉴욕 빙엄턴대), 존 구디너프 교수(텍사스대), 

요시노 아키라 교수(메이조대)가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부터 랩톱, 노트북 컴퓨터와 전기차 등의 기기에 

꼭 필요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미국 화학협회장 보니 카펜티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학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좋은 예시이며, 우리의 삶의 패턴을 크게 바꾼 

이 발명품이 노벨상 수여로 인정받게 되어서 매우 흡족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019 노벨 화학상

M. Stanley Whittingham  x  John B. Goodenough  x  Yoshino Ak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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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년 알레산드로 볼타에 의해 최초의 전지가 발명된 이후, 전지는 구성과 

성능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지의 발전은 개인이 손 

안에 컴퓨터를 하나씩 갖게 해준 휴대전화 및 휴대용 전자기기들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즘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의 발전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 없이는 불가능했던 결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여 노벨상 수상의 큰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화학 전지는 반응성이 다른 두 금속을 전해질 용액에 넣고 도선으로 

연결한 형태였습니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 산화되어 전자를 내놓고 전자가 

도선을 따라 반응성이 작은 금속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원리였죠. 

여기서 반응성이 큰 금속은 음극(anode)이 되고, 반응성이 작은 금속은 

양극(cathode)이 됩니다. 볼타는 동과 아연 디스크 사이에 소금에 적신 천을 

연결해 전해질로 사용해서 전류가 흐르도록 전지를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배터리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납-산 배터리나 니켈-

카드뮴 배터리 등 여러 물질을 사용한 배터리가 개발됐지만, 굳이 배터리가 

없어도 화석 연료만으로 에너지 공급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1973년에 오일 쇼크가 발생하고, 화석 연료에만 의존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스탠리 위팅엄 박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방법과 배터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이미 리튬이 음극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소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리튬에서 흘러나온 양극 

소재를 탐구했죠. 여기서 최초로 티타늄 황산화물을 발견했고, 전자들을 잘 

저장하는 티타늄 황산화물의 특성 덕분에 최초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존의 배터리에 비해 용량도 10배 가량 

크고, 특별한 관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팅엄의 배터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충전과 방전이 진행되면 리튬 금속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폭발의 위험성도 있었죠.

이후 존 구디너프 교수는 코발트 산화물을 양극으로 사용, 위팅엄의 

배터리보다 두 배의 전압을 가짐과 동시에 안전성과 내구성을 가지는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코발트 산화물의 구조가 티타늄 황산화물과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대체재로 사용했더니, 기존의 문제로 지적되던 

리튬이 새는 현상도 해결함과 더불어 전압 또한 4V로 2배 높이게 됩니다. 

이후 요시노 아키라 교수는 기존 음극에 사용하던 순도 100% 리튬 금속을 탄소 

소재의 전극으로 감싸 대체하여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터리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를 인정받은 세 교수는 2019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림 출처

https://www.sciencenews.org/article/lithium-ion-

battery-chemistry-nobel-prize

▲ 그림 1. 위팅엄의 배터리

▲ 그림 2. 구디너프의 배터리

▲ 그림 3. 요시노의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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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후로 배터리는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에 활용되어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보급에 아주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충전과 방전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성능이 저하되고, 한창 논란이 

되었던 삼성 갤럭시 노트7 스마트폰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 폭발의 위험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또, 발전하는 컴퓨터 기술의 속도를 배터리 기술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문제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서 리튬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남미의 염전 근방은 오염되고 있다는 문제점 또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테키안 구독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여 노벨상을 

받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스탠리 위팅엄  교수
M. Stanley Whittingham

존 구디너프 교수
John B. Goodenough

요시노 아키라 교수
Yoshino Akira

참고 자료

스탠리 위팅엄 교수 

https://www.nobelprize.org/prizes/chemistry/2019/whittingham/facts/

존 구디너프 교수 

https://news.uchicago.edu/story/john-b-goodenough-shares-nobel-prize-invention-lithium-ion-battery

요시노 아키라 교수 

https://ko.wikipedia.org/wiki/요시노_아키라#/media/파일:Akira_Yoshino_cropped_2_Akira_Yoshino_201911.jpg

알리미 25기  

신소재공학과 19학번 김 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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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적이라 불리는 스트레스,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각종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치로 나타내기도 힘들고 눈에도 잘 드러나지 않는 스트레스를 콘택트렌즈 하나로,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최근 기초과학연구원(IBS)의 박장웅 연구위원 연구팀은 눈물 속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최근 병원이나 연구실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도 쓸 수 있는 측정 센서가 개발되고 있지만, 전기화학 분석법이나 흡광 분석법 등 기존 분석 

방법은 실시간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구팀은 눈에 착용해 눈물 속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Cortisol)' 수치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 형태의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신소재인 그래핀을 이용해 투명하고 유연한 코르티솔 센서를 구현했고, 

그래핀 표면에 결합한 코르티솔의 농도에 따른 그래핀의 미세한 저항 변화를 읽어냄으로써 스트레스 

수치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전극과 안테나, 근거리무선통신(NFC) 칩 등 각 부품은 신축성 

있는 회로로 연결해 소프트렌즈에 내장했고, NFC 칩은 센서가 측정한 코르티솔 농도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거나 스마트폰을 눈 가까이 갖다 대면 스트레스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답니다. 

연구를 통해 렌즈에서 발생하는 열과 전자기파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렌즈 보관액에 넣어도 

형태와 기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의료 기기들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개발된다면 미래의 헬스나 의료 사업 분야가 더욱 밝은 전망을 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B%88%88%EB%AC%BC-%EC%86%8D-%EC%8A%A4%ED%8A%B8%EB%A0%88%EC%8A%A4-
%ED%98%B8%EB%A5%B4%EB%AA%AC-%EB%86%8D%EB%8F%84-%EC%8B%A4%EC%8B%9C%EA%B0%84-%EC%B8%A1%EC%A0%95%ED%95%9
C%EB%8B%A4/?cat=130#.X0oYFW6qQ98.link

Latest Technology - ②  

스트레스가 눈에 보인다?

실시간 스트레스 측정 콘택트렌즈 

출처

Latest Technology - ①  

창문을 태양 전지로 만드는 기술

투명한 태양 전지의 개발 
여러분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태양광 에너지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태양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를 의미한답니다. 그리고 이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 인간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태양 전지라는 장치도 있죠. 그런데 이 태양 전지를 

투명하게 만들어 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대신해 사용하면 어떨까요? 

지난 5월, 호주 모내시대학과 시스로 매뉴팩처링 연구진이 빛이 통과할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실리콘 태양 전지는 약 

섭씨 1,400도의 고온에서 제작되었는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는 약 100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제작할 수 있어 상용화의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합니다. 또한 

유연하게 구부릴 수 있고 원료를 통해 색을 입힐 수도 있어서 빌딩의 벽면, 기둥, 창문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유기 태양 전지를 활용해 이중 태양 전지를 

개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유기 태양 전지는 흐린 날이나 실내조명 같은 적은 에너지를 가진 

불빛도 흡수해 높은 효율을 낼 수 있게 하므로 이중 태양 전지를 개발해 도시의 고층 건물들에 

활용하면 미래의 도시 계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845793&amp;memberNo=46445996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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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여러 개의 분자 모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자들은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분자가 탄생하는 순간을 마치 생명체가 탄생하는 순간을 관측하듯 직접 

관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실제로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이효철 

부연구단장 연구팀은 원자가 결합해 분자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세계 최초로 관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세 개의 금 원자가 합쳐져 금 삼합체 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관측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세 개의 금 원자를 선형으로 잇는 두 개의 화학 결합 중에서 하나의 결합이 35펨토초 만에 빠르게 형성된 

뒤 360펨토초 뒤에 나머지 결합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 이론은 두 화학 결합이 

동시에 형성된다고 추정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또한 화학 결합이 

형성된 후에는 원자들이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원자들 간의 거리가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대칭 진동 

운동'을 하는 것도 관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펨토초 수준의 원자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이는 포스텍에 있는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선형 4세대 방사광 가속기(PAL-XFEL)가 

제공하는 특수 광원과 연구진이 개발한 새로운 실험 기법이 결합한 결과라고 합니다. 연구진은 XFEL이라는 

엑스선을 분자에 쬐어줘서 생긴 회절 신호를 분석해 특정 순간 분자의 구조를 알아내는 방식을 사용했고, 

이렇게 얻어진 분자의 구조를 시간 순서로 나열해 분자 내 원자들의 실시간 위치와 운동을 관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금 삼합체를 넘어서 더욱 복잡한 분자의 탄생 과정도 관측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자 단위의 연구에서 큰 의미가 있는 연구를 한 연구팀도 대단하지만,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준 

포스텍의 수준 높은 장비도 큰 몫을 해낸 것 같네요!

Latest Technology - ③ 

신비로운 분자의 탄생

눈으로 보는 분자의 탄생기  

                 http://www.inews24.com/view/1276359출처

알리미 26기  

무은재학부 20학번 정 우 진

여러분은 합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합금은 금속에 다른 금속 또는 원소를 합쳐서 얻는 금속 

성질을 띤 물질이랍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스테인리스강, 황동, 탄소강 등의 물질들이 있죠. 기존의 

합금을 만드는 방식은 철,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와 같은 주요 원소에 주석, 니켈, 아연 같은 합금화 

원소를 소량 첨가하는 것이었는데요. 2004년 이후 이 기존의 합금을 만드는 방식이 아닌, 주요 원소 

없이 5개 이상의 여러 원소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모여 만들어진 합금인 고엔트로피 합금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엔트로피 합금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항공대의 김형섭·손석수 교수 연구팀은 영하 196도의 극저온에서 초고강도 고엔트로피 

합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극저온에서 고엔트로피 합금을 제작하게 되면 강도와 연성이 

높아지는데, 항복 강도가 매우 낮아지는 단점에 의해 실용성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항복 강도는 탄성 

한계를 넘어 변형이 생기기 시작하는 응력을 의미한답니다. 연구팀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산모사법이라는 새로운 열역학 계산을 통해 고엔트로피 합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또 기존의 

열처리 공정의 일반적인 방식을 탈피해 새로운 방식을 개발함으로써 항복 강도에 대한 단점을 완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제작된 고엔트로피 합금을 우주, 심해 산업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재료로 사용된다면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높은 활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고엔트로피 합금이 현대 기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http://m.e-patentnews.com/4349#:~:text=%EA%B8%B0%EC%A1%B4%20%ED%95%A9%EA%B8%88%EA%B3%BC%20
%EB%8B%AC%EB%A6%AC%20%ED%95%9C,%EC%9A%B0%EC%88%98%ED%95%9C%20%ED%8A%B9%EC%84%B1%EC%9D%B4%20
%EC%9E%88%EC%A7%80%EB%A7%8C%2C%20%ED%95%AD%EB%B3%B5

Latest Technology - ④

합금의 새로운 혁신

고엔트로피 합금의 개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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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연구소 탐방기

의료기기혁신센터

의료기기혁신센터는 포스텍 내 6개 우수 성과 의료기기 - 헬스케어 연구실을 

더욱 수준 높은 학술적 교류와 건실한 연구 설비 공유를 위해 대학 부설 연구소로 설립하였고, 

교육부 주관 2020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에 선정되었다.

의료기기혁신센터 센터장 김 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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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융복합이 필수적이며, 인간의 기대 수명 연장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질병의 다양화로 인류의 건강 증진과 질병 퇴치를 위해 더욱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이 요구된다. 병리학적으로 

규명된 질병의 수는 약 30,000여 가지에 이르러 소수 의사가 모든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료 전문화를 통한 진단 전문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고성능화 및 융합을 통한 진단, 치료 성능이 향상되는 추세이다. 진단, 치료, 서비스를 포함한 세계 의료기술 

시장의 규모는 2017년 5.256조 원에서 2022년 7,14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며 Global Medtech Overview, 2018, 

이 중 신경 치료 분야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9.1%로 가장 가파른 시장 성장률이 기대된다 EvaluateMedTech 2018. 

또한 체외 진단, 심장 질환, 진단 영상, 안과, 수술, 내시경, 당뇨 치료 관련 의료기술이 상위 15위 안에 포함되어 

있고, FDA의 의료기기 허가 가속 확정으로 의료기기 상용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혁신센터는 세계 동향에 맞춘 진단 의료영상 시스템, 최적 치료/헬스케어, 진단-예측 

자동화를 아우르는 ‘Smart Medical Solution’ 생산 인프라를 구성하고자 하며, ‘협동 연구와 중개 임상 연구를 

통해 의료기기 기초 연구 결과의 임상적 임팩트를 높이고, 실질적 상용화 성공’을 비전으로 아래의 3가지 연구 

목표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① 신세대 광초음파 영상 시스템과 인공 신경망 기반 진단-예측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② 초음파 의료기기 적용 소재 및 이식형 메디컬 디바이스 개발 및 상용화

③ 환자 및 질환 모사 플랫폼에서 획득한 의생명공학 데이터 기반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 및 임상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연구의 중개 임상 - 상용화 실현 & 글로벌 리더 양성

"인류의 건강과 질병 퇴치를 위해 더욱 정확한 진단과 치료"

특
성

화
전

문
화

비
전

Basic
Research

연구실
기초 연구

실질적인
상용화연
구

글로벌리더
양성연

구

자 립 화

의료기기혁신센터

협동 연구
중개 임상 

기술 이전
창업

산학 협력 대형 병원 연구 기관

의료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정밀 진단 / 
영상 헬스케어

정밀 치료 / 
모니터링 헬스케어

정밀 의학 / 
바이오 제조업

그림 1.  의료기기혁신센터 설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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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단은 ‘환자 맞춤 영상/기기/진단 치료 플랫폼’과 ‘AI 기반 생체 데이터 분석 플랫폼’, 두 기술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특성화, 전문화하고 기술 간 융합을 통한 상보적 가치 창출을 통해 정밀 영상, 이식형 의료기기 및 

조직공학 기반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 기술개발로 특성화하도록 한다.

환자 맞춤 영상/기기/진단 치료 시스템은 의료진의 사용에 최적화 되어 있는 진단 목적의 의료영상, 체외 독성 

분석, 또는 치료 목적의 이식형 의료기기 집속 초음파의 하드웨어 구현을 목적으로 총 3단계인 핵심 부품&원천 

기술 확보, 시제품 제작, 연구자 임상&상용화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AI 기반 생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수립은 실시간 신호처리 네트워크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수립하여 인공지능 기반 질병 진단 및 치료 예후 

예측 모델 개발을 최종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의료기기 기술 연구의 중심기관으로써, 기존의 전문화된 의료기기 기술들을 기반으로 융복합  

‘스마트 메디컬 솔루션 Smart Medical Solution’에서 시스템 개발은 물론 획득한 의생명공학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개발 및 임상 적용 최적화를 기대하며, 개발 과정에 인공지능의 적용을 통하여 의료기기 기술의 정확성과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의료영상, 이식형 의료기기, 체외 진단, 인공지능 분야의 융합을 통해 각 분야에 학문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각 제약 의료 산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기술의 정확한 진단 및 환자 맞춤형 치료를 

수행함으로써,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핵심 부품 & 원천 기술 확보

- 융합형 프로브

- 비침습 생체 센서

- 환자 유래 3D 모사 플랫폼

시제품 제작

- 광초음파 영상 시스템

- 이식형 자극/치료 디바이스

- 맞춤형 생체 모사 플랫폼

연구자 임상 & 상용화

- 병원 협동 연구

- 국내/외 특허 출원

- 생산 기반 구축

데이터 프레임워크

- 기초 동작 시퀀스/패턴

-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 모듈 간 신호 체계

데이터 검정 & 
초기 인공지능 모델

- 전임상 결과 라이브러리화

- 데이터 안정성 평가

- 피드백 시스템

환자 데이터 기반
진단 - 예측 알고리즘

- 데이터 가공 파이프라인 정비

- 임상 데이터 라이브러리화

- 질환 진단-예측 AI 개발

1단계
(20’ - 22’)

2단계
(23’ - 25’)

3단계
(26’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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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의료기기혁신센터 특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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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공은 수학?!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힙합에 관심을 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드는 활동을 

틈틈이 해 왔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대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흑인 음악 동아리 ‘피펑크’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동아리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음악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물론 음악 활동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음원을 제작하고 녹음을 하는 본격적인 활동들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이미 있는 곡 위에 가사를 

쓰고 포스테키안의 바쁜 삶 속에서도 틈틈이 모여 공연 준비를 하고 학교 축제나 포카전 등에서 

공연을 하며 취미로 즐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3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수학과 17학번  조 현 태

2년간의 동아리 활동이 끝이 나고 학업에 좀 더 힘을 실을 

시기에 저에게 달콤한 제안이 왔습니다. ‘Wonderwood’라는 

유튜버가 같이 뮤직비디오를 만들자는 제안을 우리 동아리에 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채널에 업로드된 연고전 싸이퍼를 보며 

멋있다는 생각, 그리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었던 

터라 너무나도 욕심나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3학년 초라는 중요한 시기에 많은 시간을 학업이 아닌 음악에 

투자해야 했기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음원을 녹음하는 방법도 모르고 마이크도 

없어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한 음원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겨울 방학이었기에 

학업적으로는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짧은 겨울 방학 동안 

몇 평 남짓한 동아리방 안에 넷이 모여서 어떤 곡을 만들지, 어떤 

가사를 써야 사람들이 좋아할지 고민하며 랩을 하던 그때가 2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선명할 정도로 행복하고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곡이 완성되고 난 뒤 영상 촬영을 할 때, 가장 놀랐던 것은 

500만 뷰에 가까운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Wonderwood’팀이 

저와 같은 대학생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전공이 영상 및 촬영 관련 분야가 아니라는 것도 말입니다. 또, 

촬영 당시에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즐기는 듯한 그들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재밌어서’ 그뿐이었습니다. 취미를 그 

이상으로 할 때 걱정 없이 즐기고 많은 것을 배워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의 열정과 노력을 통해 공개된 결과물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시청해 주셨고,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셔서 힘이 되었습니다. 그 덕에 도전했던 것에도 후회가 

없었고 무엇보다 이 작업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 인해 새로운 

세상을 살짝이나마 엿보게 되어 좋았습니다.

이 힙합 정기전은 동아리 활동 중 처음으로 찾아온 커다란 

경험이었고, 3학년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취미에 몰두하는 시기가 

‘Wonderwood 포스텍 vs 카이스트  힙합 디스전’ 및 ‘내 전공은 힙합’  출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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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경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내 전공은 

힙합’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다른 대학교 동아리들과 

자웅을 겨룰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송민호, 자이언티 등 유명한 

연예인들과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니, 학업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앞서 

‘Wonderwood’ 팀과 작업하면서 느꼈던 그들의 열정을 본받아 

조금 더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저에게 학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던 시기라 취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힘들기도 했고, 또 ‘취미는 취미로만’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평소 동아리 활동에 투자하는 만큼의 

시간만 들이고, 공부도 하면서 틈틈이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촬영 때부터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많은 친구와 대화를 해 보고 준비 

과정을 들어보니 나 자신이 이 프로그램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생각,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로 인해 기회를 얻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실례가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촬영이 끝난 후 새벽 5시, 포항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랩은 내게 

취미일 뿐인데 나의 본업인 학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아닐까?’, ‘취미 이상으로 바라보면 스트레스만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기엔 너무 

큰 기회였고 지금이 아니라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저를 

도전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임하였고 도서관보다는 

동아리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난 뒤 1라운드 공연을 하던 날 처음으로 촬영 스튜디오에 

가보기도 하고, 그런 낯선 공간에서 TV에서만 보던 마이크를 차고  

리허설도 해 보는 등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수십 대의 카메라와 몇백 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했던 그 경험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1라운드는 많은 고민과 경험을 

안겨주었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행운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면서 어떤 곡을 만들까 회의를 하다가 제가 

그동안 해 왔던 고민들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학업과 

취미 생활을 둘 다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주제의 곡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몇백 명 앞에서 공연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전보다 덜 긴장하고 무대를 해 나가는 저의 모습에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아티스트인 

팔로알토 형님이 ‘오늘 조현태 군이 정말 잘한 것 같다’는 말을 

해주셨을 때는 스스로 자신감도 생겼고 어릴 때부터 좋아해 온 

아티스트에게 직접 칭찬을 받는 희귀한 경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내 눈 중 하나는 음악만 보고 남은 하난 책만 봐.’

앞에서 말한 2차 경연곡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가사입니다. 

물론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단지 학업만을 바라봤다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이  두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좁은 시각으로 보며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정말로 하고 싶고 

지금밖에 못한다면, 걱정은 잠시 미뤄둔 채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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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벗어나는 법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18학번 송문경입니다. 

포스테키안 잡지의 한 코너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는 보통 큰 

틀에서 다음의 방식으로 해결하곤 합니다.

0) 문제가 복잡하고 클 경우에는 작은 문제로 나눈다.

 1) 현상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예측 / 파악한다.

2)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본다.

3) 찾은 방안을 문제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방식으로 해결이 된답니다. 하지만 

복잡한 문제의 경우에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시각, 

그리고 넓은 시야를 통해 다양한 곳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양한 시각, 넓은 시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다양한 경험’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이 사회의 리더가 되어 다양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제가 최근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스마트 

도서관 아이디어톤’에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대학에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1학기에 온라인으로 스마트 도서관 아이디어톤이 

개최되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 아이디어톤은 포스텍의 자랑 중 

하나인 박태준학술정보관이 새로 리뉴얼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되기를 원하는 대학의 뜻에서 열린 대회입니다. 

저를 비롯해 포항공과대학교 방송국 PBS에 속한 18학번 

컴퓨터공학과 동기들(서승연, 이승주)은 더 나은 도서관을 만드는 

데 일조하자는 생각 하나로 뭉쳐서 ‘픕컴’이라는 팀으로 출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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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저희는 도서관의 ‘자리 독점’ 문제를 해결하고자 

‘SSR(Smart Seat Recommendation & Reservation)’을 

구상했습니다. 아이디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모든 

예약 및 갱신은 도서관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본인 좌석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2시간 단위로 보장됩니다. 중간에 도서관을 

이탈하면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입구의 키오스크 

혹은 앱으로 예약을 하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빠른 경로를 

추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약 시간이 끝날 때, 갱신할 때에는 

간단한 설문 조사를 통해 도서관에서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희는 이 아이디어로 교내 수많은 학생의 

공감을 끌어내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아이디어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소로 접속하여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youtu.be/Ucb6RMRUtyk?t=2961

여타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비대면으로 개최된 대회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고, 예상한 대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을 아껴가며 더 나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일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보완하여 

화상 회의 플랫폼 Zoom에 모여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토론 과정은 제가 새롭게 배운 점이 가장 

많았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을 남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허점에서 한 번 배울 수 있었고, 상대방의 

색다른 시각에서 한 번 더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에 

제가 제시한 아이디어는 도서관 이용 시간을 할당해서 제공해 

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방식이 학생들의 반감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때, 

경제학 원론 교수님과 개인적으로 미팅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생각해 보지 못한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존 아이템에서 방향을 전환해 정교하게 

다듬으면서 아이디어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했던 동기, 선배님들께도 아이디어에 대한 조언을 

많이 구하면서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 

배웠고,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대회를 저 혼자서 준비했다면 예선에서 탈락했을 것이고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경험을 못 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아이디어를 제시, 수정 

및 보완해 준 팀원들, 아이디어의 발전에 기여해 준 교수님들, 

그리고 주변 지인들과의 토론과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의 

생각은 한층 더 깊어졌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저는 2018년에는 기업가정신해커톤 캠프, ESCamp, 

Field Camp, 2019년에는 스마트 캠퍼스 아이디어톤, 포스텍 

해커톤에 참가하며 학교 안팎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여러 동아리와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여러 문제를 해결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매년 여름 학기에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단순히 학업을 통해 

배우는 것에서 나아가, 학교 안팎에서 제 능력이 되는 한 많은 

경험을 하고자 노력함으로써 더 다양한 시각과 넓은 시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글의 초반부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의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사회의 리더가 한 

기업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학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정치인이 되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고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직업으로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건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야를 얻는 

방법으로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혼자 공부하면서 배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항상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 그리고 새로 마주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희 모두 

항상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가 되어 봅시다!

컴퓨터공학과 18학번 송 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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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동아리 

마르쿠스
반갑습니다, 포스테키안 구독자 여러분! 

저는 2020학년도 MARCUS 회장을 맡은 수학과 18학번 노동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포스텍에서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동아리, 

MARCUS에 대해 소개하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 )

포스텍 x 동아리

여러분은 혹시 수학을 좋아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고개를 저으실 것 같네요. 저도 고등학생 때는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으니까요! 고등학생 때 넘쳐나는 수학 문제들에 둘러싸여 그것들과 싸우다 보니, 관심을 두고 

싶어도 대부분은 싫어하는 마음이 앞서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체 어떤 사람들이 수학을 좋아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나요? 20세기의 위대한 수학자 다비드 힐베르트 David Hilber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ir mussen wissen, 

Wir werden wissen(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왜 커피잔과 도넛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대체 리만 가설이 무엇이길래 여기저기서 화제가 되는지 알고 싶지 

않나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의 

원리는 어떤가요? 우주의 구조부터 사람의 심리, 컴퓨터의 원리, 세상의 법칙까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수학을 배울 수 있고, 수학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MARCUS는 그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수학의 매력적인 면과 반대로 수학을 배우는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죠. 수학은 똑똑한 사람들만 하는 학문이라는 

편견은 수학 공부의 어려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수학은 똑똑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그런 똑똑한 사람들도 수학 공부에서 장벽을 항상 느낀답니다. 어느 교수님도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좌절감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런 장벽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교수님은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수학은 혼자서 공부하면 안 된다. 수학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공부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좌절감을 제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혼자 공부하면 자신만의 편향된 

시각에 빠져서 그릇된 이해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정말 단순한 문제를 어렵게 보아서 공부의 효율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학 공부의 핵심은 타인과의 교류입니다. 이것이 현대 수학계의 아름다운 전통이며, 

MARCUS가 지향하고자 하는 활동의 목적입니다.

MARCUS는 많은 사람과 수학으로 교류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학과 학술부와 

협력하여 매주 금요일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MARCUS 부원들은 자신들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혹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세미나를 준비하여 다른 학과 학부생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포스텍 학부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들을 수 있으며, 세미나 전에는 참가자들끼리 

같이 밥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세미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만 평소 공부와 관련한 

대화도 하고 일상적인 대화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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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포스텍 학생들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MARCUS는 수학 교류를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답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어디서 MARCUS에 대해서 들어본 기억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포스테키안에 MARCUS는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원들이 

열심히 글을 쓰고 있으니 많이 읽어주세요! 또한 <수학동아>의 “QUIZ KING & POSTECH”이라는 코너에서도 

촬영도 하고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의 수학문제연구회, 유니스트의 EOE와 함께 방학마다 

교류전을 진행하여 세미나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하곤 합니다. 스터디는 어떤 과목이나 주제에 대해 같이 공부도 하고 교류도 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학, 대수학, 기하학과 같은 순수 수학 분야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금융 수학, 수리 생물학, 알고리즘과 같은 응용 수학 분야, 그리고 수학사나 수리 논리학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스터디가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스터디를 개설할 수 있으며, 교류가 주목적이기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모두 함께 스터디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혼자 공부하기 힘들었던 

분야가 있다면 여러분도 MARCUS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부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외에도 현재 다양하고 놀라운 활동들을 기획하고 있는데, 아쉽지만 

여백이 부족해서 더는 적지 못하겠네요. 이처럼 MARCUS는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과 수학 교류를 하기 위하여 

오늘도 힘쓰고 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수학이 궁금하신 

분들, 수학이 필요하신 분들, 이 모두를 위한 동아리 MARCUS. 

MARCUS의 입부 조건은 수학을 좋아하는 마음, 무언가를 더 알고 

싶은 마음,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수학과 18학번  노 동 준

이미지  https://www.facebook.com/postechmar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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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취미에서 
아이디어스 작가까지

4학년이 되어 제 대학 생활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느낍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저의 다양한 취미 중 

하나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고등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취미 생활보다는 대학교 입시가 

우선순위가 되었기에 그림을 한동안 그리지 못했습니다. 대학교 

입학 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단체에서 새롭게 만난 

사람들, 쏟아지는 어렵고 많은 양의 과제 등을 이유로 취미를 

즐기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았던 저에게 그림이라는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할 시간은 

터무니없이 적었기에 그저 어린 날의 취미 중 한 가지로 기억 

속에 묻어둘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림에 좀 더 집중하게 된 계기는 학교생활로 지친 

몸과 건강을 회복하려 했던 한 학기 간의 짧은 휴학이었습니다. 

평소에 하고 싶어 하던 보드게임 카페, 서빙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휴학 기간 중 시간은 넘쳐났습니다. 대학 

생활이 얼마나 바쁘고 치열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면서, 저는 

전보다 저만의 시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생기니, 나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평소 도전하고 싶다고 생각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GIF로 제작할 수 

있도록 수십 장의 그림을 그려야 했기에 두 달간의 짧다면 짧은, 

길다면 긴 제작 기간을 거쳐 결국 24개의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제작하였고 카카오톡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쉽게도 

승인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저의 가능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다른 것도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짧은 휴학이 끝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좀 더 제 삶에 여유가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해야만 하는 것에 급급해 

조급하게 생활했다면, 휴학 이후에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시간을 조절하여 생활했고 자연스레 그림을 그리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작업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주변의 많은 

지인이 ‘아이디어스’라는 수공예 작가 플랫폼에 입점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입점 준비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려왔던 그림들을 정리하고, 3일 정도 

새롭게 그림을 그리면서 자료를 정리해 지원했습니다. 2주 후, 

아이디어스 입점 승인이 나서 본격적으로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큰 플랫폼이 아닐 

수도 있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무엇을 

이루어 냈다는 보람과 뿌듯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취미의 사전적 정의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취미일 뿐이었던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게 되었지만, 그보다 제가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즐기기 위해 하는 취미지만 목표를 세워 더 

발전시키니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고 싶은 

일도 병행하며 인생을 좀 더 풍요롭고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모두가 인생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잊지 

않으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화학공학과 17학번 장 아 림



POSTEC
HIAN

2020. AUTUMN. No.168

POSTEC
HIAN

2020. AUTUMN. No.168

POSTEC
HIAN

2020. AUTUMN. No.168

POSTEC
HIAN

2020. AUTUMN. No.168

POSTEC
HIAN

2020. AUTUMN. No.168



PLUS • SCIENCE BLACK BOX

취미로 과학 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과학이 취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학의 대중화에 많은 사람이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과학은 어려운 학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과학 분야의 성과는 오랜 시간 한 분야에 몰두한 사람들만이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학을 취미로 즐기다가 큰 성과를 이뤄낸 사례들이 많은데요! 뜻밖의 발견부터 위대한 업적

까지, 이번 호에서는 ‘취미로 과학 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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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아마추어 천문학자
스콧 틸리 Scott Tilley

캐나다의 스콧 틸리는 보트의 전력 시스템을 설계하는 전기 기술자이자, 

아마추어 천문학자입니다. 틸리는 학생 때부터 수학과 과학, 공학에 재미를 느꼈지만, 전기 기술자로 

일하게 된 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모두 쓰지 못해 아쉬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릴 적, 소련 

사람들이 라디오 수신기로 우주를 추적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와 함께 위성을 찾았던 경험에서 

비롯된 ‘위성 추적’이라는 조금은 독특한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취미를 꾸준히 즐기던 어느 날, 틸리는 미국 정부가 발사한 군사 기밀 위성 ‘주마 ZUMA’의 

행방을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전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문의 신호가 

포착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NASA에서 쏘아 올렸다가 12년간 연락이 끊겼던 인공위성 ‘IMAGE 

Imager for Aurora Global Exploration’ 1 의 전파였습니다. 그 당시 포착된 주파수 그래프에는 중심 주파수 

2272.478~2273.418MHz의 신호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인공위성이 지구에 다가오거나 

멀어질 때 발생하는 도플러 효과에 의한 주파수 변화 패턴이 함께 포착된 것이었고, 틸리는 이 패턴을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그가 발견한 인공위성이 IMAGE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인이 발견한 내용을 SNS에 업로드하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얻었고, 더불어 NASA에서도 연락을 

받게 되었죠. 12년간 연락이 끊겼던 인공위성을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발견하다니 놀랍지 않나요? 

발견 당시 IMAGE는 여전히 지구를 도는 궤도에 남아 있었으며, 지구와의 교신 임무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 틸리가 우연히 찾은 약 1,600억 원의 위성은 앞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북극의 오로라 존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네요.

[ 각주 ]  1  태양풍의 변화에 따른 지구 대기권 반응 연구를 목적으로 2000년에 NASA에서 발사한 인공위성. 2005년 12월부터 신호가 끊겼었다.

[ 이미지 ]  1   스콧 틸리     2  NASA의 인공위성      3 위성을 조립하는 모습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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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 Brian Harold May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다들 기억하시나요? 영화 속 

주인공이자 전설의 록 밴드, ‘퀸  QUEEN’에 속한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가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우리에겐 기타리스트로만 알려졌지만, 사실 그는 천문학을 사랑하는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메이는 밴드 활동과 천체물리학 연구를 병행하며, 박사 학위 

논문으로 ‘황도광 2 의 먼지구름에 관한 시상 속도 연구 A Survey of Radial Velocities in the Zodiacal 

Dust Cloud’ 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논문이 발표되기 전에는 황도광을 구름이나 맑은 하늘에 의해 햇빛이 

산란하는 현상인 ‘새벽 박명’으로만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논문으로 인해 

현재는 황도광을 ‘태양 주위에 가장 빽빽하게 모여 있는 먼지 입자들이 반사하는 태양 

빛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퀸의 결성 당시 이미 영국에서 

천체물리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던 브라이언 메이는, 퀸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게 되면서 뮤지션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천체 물리학자가 부업인 기타리스트인 셈이죠. “천문학은 천문학자가 아닐 때 훨씬 더 

재미있지”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의 천문학을 향한 사랑은 음악 활동으로도 드러나는데요. 2019년 1월 1일, 그는 

NASA의 우주 탐사선 ‘뉴허라이즌스 New Horizons’가 소행성 ‘울티마 툴레 MU69’ 3에 가까이 

접근한 것을 축하하고자 솔로 곡을 발표했습니다. 곡의 제목은 <New Horizons - Ultima 
Thule Mix>이고, 곡 중간에는 뉴허라이즌스가 명왕성을 통과했을 때 스티븐 호킹 

박사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 피처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직접 

메이의 노래를 감상해 보는 건 어떤가요?  https://youtu.be/j3Jm5POCAj8

5

[ 각주 ]  2  황도는 태양이 한 해 동안 지나가는 길을 뜻한다. 황도에는 수없이 많은 1mm급의 먼지 입자들이 존재하는데, 

                황도광은 이 먼지 입자들이 반사하는 태양빛을 의미한다. 일몰 후의 서쪽 하늘이나 일출 전의 동쪽 하늘 지평선에서 원뿔 모양으로 

                퍼져 보이는 황도광을 볼 수 있다.

            3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는 얼음으로 된 소행성으로, 지구에서 약 65억km 떨어져있다.

[ 이미지 ]   4  브라이언 메이 https://cmobile.g-enews.com/view.php?ud=2019010208512378799ecba8d8b8_1&ssk=search&md=20190102091641_R

                5  황도광 https://ko.wikipedia.org/wiki/%ED%99%A9%EB%8F%84%EA%B4%9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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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변호사
피에르 드 페르마 Pierre de Fermat

우리에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로 널리 알려진 피에르 드 페르마가 생애 단 한 편의 

논문만을 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변호사이자 지방 의원이었던 페르마에게 수학은 

취미 생활이었기 때문인데요. 페르마는 취미로 수학 연구를 하며 발견한 것들을 노트나 책에 

낙서처럼 쓰거나 사람들과 편지로 주고받았고, 그런 내용이 수학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이죠.

그가 살았던 17세기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음모에 

휘말리지 않고자 자신의 열정을 취미 생활인 ‘수학 연구’에 모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수학은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던 학문이었기 때문에 페르마는 정식 

수학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오로지 디오판토스의 ‘아리스메티카 Arithmetica’라는 수학책만이 

수학 공부 수단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페르마는 수학사에 매우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미적분학부터 해석기하학과 확률론, 정수론까지 다양한 분야에 

업적을 이뤘고, 그의 업적은 수학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렇지만 페르마는 자신의 

업적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학자들이 하게 될 

질문들에 답변하기 귀찮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오로지 즐거웠기 때문에 수학을 

연구했을 뿐 명예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이죠. ‘2보다 큰 정수 n에 대하여 xn + yn= zn
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x, y, z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정리에 대하여 페르마는 ‘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정리를 증명하였지만, 여백이 부족하여 증명은 생략한다.’라고 책의 여백에 

낙서처럼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수많은 수학자의 증명 

시도 끝에, 1997년 영국의 수학자 앤드루 와일즈에 의해 풀리게 됩니다. 와일즈가 이를 

증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꾸준한 노력뿐만 아니라, 페르마 이후 수학 분야에 있었던 

많은 발전 덕분이기도 합니다.

취미로 위성 추적을 하다가 NASA의 인공위성을 발견한 스콧 틸리부터 천체 물리학자를 

부업으로 삼은 브라이언 메이, 그리고 수학자들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긴 아마추어 수학자 

피에르 드 페르마까지. 이런 인물들처럼 구독자 여러분도 과학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취미로 즐겨보는 건 어떤가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수학과 과학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알리미 25기  
컴퓨터공학과 19학번 원 지 윤

[ 이미지 ]   6  피에르 드 페르마  https://ko.wikipedia.org/wiki/%ED%94%BC%EC%97%90%EB%A5%B4_%EB%93%9C_%ED%8E%98%EB%A5%B4%EB%A7%88

[ 참고 자료 ]  https://solarsystem.nasa.gov/news/375/meet-a-citizen-scientist-scott-tilley/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2624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76657.html

                     http://www.queenonline.com/news/press-release-new-horizons-ultima-thule-mix-new-brian-may-single-announced

                     http://m.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324105.html#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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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이 보는 세상 ① 

생명과학과가 본 도서관
Dept. of Life Sciences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피곤하네…. 이럴 때는 에너지 드링크 한 캔을 

마시면서 힘내서 열심히 해 볼까? 역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니까 확실히 

잠이 깨는 기분이네. 에너지 드링크에는 어떤 성분이 있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

에너지 드링크는 주로 카페인, 타우린, 당분, 그 외 비타민과 기타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져 있어. 먼저 카페인은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여 중추 신경 흥분 작용물질로 작동해서 각성 

효과를 일으켜. 또한 졸음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데노신의 경쟁적 

저해제로 작용하여 도파민의 활성을 증가시켜 일시적인 행복감 Temporary 

Euphoria을 주게 돼. 다음으로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아미노 

설폰산의 한 종류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 중 하나야. 타우린은 칼슘의 

운반을 도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하여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이자의 β 세포에서 칼슘 항상성의 변화를 유도해 인슐린을 분비시켜. 

인슐린은 혈중에 분포하는 포도당을 주로 근육세포에 글리코겐으로 저장해서 

에너지원으로 제공하여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야. 

또, 에너지 드링크에 비타민 B6가 들어가는 이유도 비타민 B6가 우리 

몸에서 타우린을 합성하여 피로를 줄여주기 때문이야. 당분은 말 그대로 

설탕을 말하는데, 설탕은 탄수화물의 한 종류로, 우리 몸에서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여. 깨어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 당분과 

같은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는 게 힘을 내는 데 도움을 줄 거야.

지금까지 들어보니 에너지 드링크는 몸에 좋은 음료인 것 같으니 많이 

먹어도 되겠다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먼저 카페인은 위산의 분비를 

촉진해 속이 쓰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하여 인체가 아데노신이 많다고 판단하여 아데노신과의 대항 작용으로 

교감 신경이 흥분하여 심장 박동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또 당분은 반응성 저혈당증 Reactive Hypoglycemia을 일으킬 수 있어. 

나는 이제 다시 공부하러 가 봐야겠다. 안녕~.

알리미 26기 

무은재학부 20학번 최 건 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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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미 26기 

무은재학부 20학번  유 현 아

공대생이 보는 세상 ② 

컴퓨터공학과가 본 도서관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책 빌려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도서관이 휴관이네…. 아 맞다, 요즘에는 

사이버 도서관이 있지! 사이버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자책을 대여할 

수 있어서, 어디에서나 디지털 기기만 있다면 책을 읽을 수 있어. 어떻게 

지금 보는 전자책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을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전자책의 형식은 2007년 9월에 전 세계적인 기술 

표준으로 정해진 EPUB Electronic Publication 포맷을 따르고 있어. 

EPUB은 웹페이지의 구성과 비슷하게 HTML, 자바스크립트 같은 마크업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 마크업 언어가 뭘까? 마크업 언어는 데이터를 나타낼 

때 구조를 표현하는 언어야. EPUB에서는 CSS Cascading Style Sheet라는 마크업 

언어가 글꼴이나 색상 등 전체적인 디자인을 표현해 주는 스타일 시트를 

지원해 주니까 더 세세한 디자인 형식을 만들 수 있어. 책이 파일로 되어있어 

불법 복제의 우려도 있지만, 디지털 권리 관리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도 지원되니까 책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어. 

그렇다면 EPUB은 왜 전자책 표준으로 채택됐을까? EPUB은 자동 공간 

조정이 가능 Reflowable해 화면의 크기가 다른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 기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기기에서 가장 최적화된 방식으로 전자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자동 공간 조정 기능 때문에 잡지 같이 이미지의 배치가 

중요한 책에서는 위치가 맘대로 바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 맞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EPUB 3.0! 고정 레이아웃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서 기존 EPUB 2.0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그뿐만 아니라 

EPUB 3.0의 핵심은 웹페이지처럼 음악,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포함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다양한 전자책을 접할 수 있는 

거야.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얼른 전자책 대여하고 과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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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이 보는 세상 ③ 

전자전기공학과가 본 도서관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오랜만에 도서관에 오니까 진짜 좋다~. 응? 출입증을 두고 왔다고?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삑!” 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출입증을 대신할 수 

있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하지? 바로 NFC Near Field Communication기술을 

이용하는 거야! NFC는 약 10c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전파를 통해 무선 

통신을 하는 기술이지. NFC는 작동 모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로 방금 내가 사용한 카드 모드! 카드 모드는 NFC 기능을 지닌 스마트폰 

등의 기기가 출입증이나 교통카드가 하는 역할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돼. 

다음으로 읽기/쓰기 모드가 있어. 이때는 NFC를 활성화한 기기가 카드 

리더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마지막으로 P2P 모드는 NFC가 활성화 된 

기기 간의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해줘!

아, 도서관에 신기한 책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건가? 이야~ 뭔가 태블릿 

PC 같은데? 근데 종이처럼 구부려지기도 하고, 이게 뭔지 궁금하지? 바로 

전기영동 디스플레이 EPD ElectroPhoretic Display야. 여기서 전기영동이란, 용액 

속 전하가 전극 사이의 전기장에서 반대 전하의 전극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해. 이 현상으로 만든 EPD에 전류를 가하면 디스플레이 내부의 수많은 

마이크로캡슐에 담긴 흑백 입자가 이동하게 되지. 이때, 디스플레이 표면 

입자의 색상 조합에 따라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어! 우리가 흔히 아는 

LCD Liquid Crystal Display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서 백라이트가 필요하고 

불규칙한 액정의 배열로 인해 편광판과 편광필터가 필요해. 

하지만, EPD는 따로 광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백라이트, 편광판 등이 

존재하지 않아서 종이처럼 휘는 게 가능해. 또, 광원이 없는 덕분에 눈도 

부시지 않는 데다가 페이지를 이동하기 전까지는 입자가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 소모도 매우 적어. 그러고 보니 진짜 종이책을 보고 있는 것 

같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읽으러 가 보자!

알리미 26기 

무은재학부 20학번 노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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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이 보는 세상 ④ 

화학과가 본 도서관
Dept. of Chemistry

와 도서관에 책이 정말 많다! 내가 찾으려는 책은 어디에 있지? 앗 내가 

찾은 책이 누렇게 변색되고 부식되어서 찢어져 있네…. 대체 왜 오래된 책은 

변색되거나 부식되는 걸까? 

책의 종이는 대부분 목재펄프로 만들어지는데 이 목재펄프는 나무를 

갈아서 식물 세포벽의 셀룰로스 Cellulose라는 섬유질을 추출한 물질이야. 이 

셀룰로스를 화학적으로 연결해주는 물질을 리그닌 Lignin이라고 부르는데 

리그닌 역시 종이를 구성하는 물질이야. 

리그닌은 p-쿠마릴 알코올 p-coumaryl Alcohol, 코니페릴 알코올 Coniferyl Alcohol, 

시나필 알코올 Sinapyl Alcohol과 같은 단량체들이 C-C 혹은 다른 결합들에 

의해 연결된 중합체를 말해. 리그닌은 산소에 취약해서 산소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산화 반응을 통해 알코올 단량체의 결합이 끊어지고 ‘발색단 

Chromophores’ 분자들을 생성해. 대표적으로 벤젠의 1, 2 혹은 1, 4번 탄소 

자리가 산화된 퀴논 Quinone이라는 물질을 형성하는데 이 물질은 노란색이나 

갈색의 빛을 반사해. 이로써 산화된 리그닌 때문에 우리 눈에 종이가 누렇게 

보이는 거야. 또 종이 위에 잉크로 글씨를 쓸 때 잉크가 번지지 않게 하려고 

종이 표면에 도사를 펴 발라. 이 도사는 황산알루미늄 혼합물로 따뜻한 

온기와 습기에 노출되면 산성 용액을 형성해. 하지만 섬유질은 산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종이가 찢어지거나 부식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다면 종이의 변색이나 부식을 막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변색의 경우 

표백 공정을 통해 리그닌의 비율을 줄이거나 형광증백제를 사용해 노란색의 

보색인 푸른색의 빛을 종이에 띠게 함으로써 누렇게 보이는 현상을 방지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빛을 차단하고 열과 습기를 피해 책을 보관하는 

게 중요해. 또 산화마그네슘이 들어간 약품을 처리하며 산성으로 인한 

부식을 막기도 해!

그럼 이제 나는 책을 마저 읽으러 가 볼게! 안녕~.

알리미 25기 

화학공학과 19학번 임 창 현



72PLUS • 복면과학



POSTECHIAN73

노벨상 수상자가 된 길거리의 부랑아

마리오 카페키
Mario Renato Capecchi

한때는 먹을 것을 찾아 길거리를 떠돌다가 영양실조로 죽을 뻔했지만 

남다른 끈기와 인내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 적중 기술을 개발한 

마리오 레나토 카페키 Mario Renato Capecchi입니다. 그가 온갖 역경들을 이겨내며 소위 말하는 ‘인생 역전’에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동료들은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페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은 카페키 

카페키 Mario Renato Capecchi 는 1937년 이탈리아의 베로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바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가 태어난 직후, 이탈리아 공군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 살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반나치·반파시즘 선전물을 돌렸다는 이유로 

나치에게 끌려가 카페키는 고아와 다름없는 신세가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미리 이웃에게 본인의 전 재산을 

주며 카페키를 맡겼지만, 그들은 마음대로 돈을 전부 써버렸고 카페키는 거리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길거리나 보육원에서 잠을 해결하고 노점상의 음식들을 훔쳐 먹으며,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심지어는 극심한 배고픔과 영양실조로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이르러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카페키가 9살이 되던 해, 나치에게서 풀려난 어머니와 가까스로 재회한 뒤 외삼촌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부랑아 시절의 헝그리 정신이 학문 연구의 열정으로 

미국에 이민을 간 뒤 카페키는 물리학자인 삼촌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과학에 관심을 가졌고 과학자로 

성장해 나갑니다. 1967년,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데, 이때 그가 일한 곳이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낸 제임스 왓슨의 연구실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그는 암, 고혈압, 당뇨, 치매 등 인간에게 

나타나는 질병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쥐의 유전자 조작을 연구했습니다. 끝내 그는 쥐를 이용한 유전자 

적중 Gene Targeting 기술을 개발한 공로로 올리버 스미시스, 마틴 에번스와 함께 2007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합니다. 

물론 연구가 순탄하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는 유전자 적중 

기술 연구가 성공할 것 같지 않고 추구할 가치가 없다고 하며 자금 지원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카페키는 

이러한 반응에 굴하지 않고 본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끝까지 밀어붙여 끝내 성공해 냈습니다. 실제로 

그가 노벨상을 받은 후 인터뷰에서 말하길, 대부분의 사람이 포기하는 주제일지라도 성공 가능성이 보이면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연구를 계속해야 직성이 풀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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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연구에 한 획을 그은 유전자 적중 기술 

GMO 식품, 복제 양 돌리 등을 통해 유전 공학은 대중들에게 꽤 알려져 있습니다. 카페키가 수상한 노벨 

생리의학상의 주제인 유전자 적중 기술 또한 유전 공학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는 상동 관계인 두 DNA가 서로 

교환되는 상동 재조합을 이용하여 개체 안의 특정 유전자를 넣거나 없애는 기술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유전자를 

제거하는 등의 기술이 존재했지만, 이는 미생물이나 실험실에서 배양된 세포처럼 빠르게 번식하고 단시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실험에 그쳤습니다. 

카페키는 포유류에 해당하는 동물, 그중에서도 쥐의 유전자를 조작하고자 했습니다. 쥐는 단세포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세포의 특정 유전자를 빠짐없이 제거하거나 다른 유전자로 바꿔야 하는데, 이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쥐의 전체 세포 수가 적을 때인 배아 상태일 때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유전자 적중 기술은 유전공학과 

배아줄기세포 기술을 적절히 결합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전자 적중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 

적중 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먼저, 없애고자 하는 유전자를 대신할 변형된 유전자를 포함한 DNA 가닥을 만듭니다. 쥐의 배반포에서 추출한 

배아줄기세포에 그 DNA 가닥을 넣은 채로 전기 충격을 가하면, 일부 세포에 변형된 DNA 가닥이 들어가면서 

변형된 유전자가 없애고자 하는 유전자와 바뀌는 상동 재조합이 일어납니다.  상동 재조합이 일어난 

배아 줄기세포만을 골라낸 뒤 이를 쥐의 배반포에 주입하고 이를 어미 쥐의 자궁에 착상시킵니다. 

이때, 배반포에는 없애고자 하는 유전자를 가진 세포들과 변형된 유전자를 가진 세포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종류의 세포를 모두 가진 쥐가 태어납니다. 이런 쥐를 키메라 Chimera 쥐라고 하는데, 키메라 쥐를 

정상 쥐와 교배시키면 자손의 일부가 변형된 유전자만을 가지는 유전자 적중 쥐가 탄생합니다. 

유전자 적중 쥐, 그 이후

마리오 카페키가 유전자 적중 기술을 개발한 후, 이는 활발하게 발전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은 개체가 

배아 상태일 때뿐만 아니라 발생 후 성장하는 시기, 심지어는 성체가 되고 나서도 유전자를 주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특정 시기에만 발현되는 유전자의 주입도 가능해 졌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고혈압, 당뇨, 

치매와 같은 유전병의 치료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카페키는 다양한 의학적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상 외에도 

1993년 게어드너재단 국제상, 2001년 앨버트 라스커상, 2002년 울프상, 2005년 마치 오브 다임즈상 등을 

수상했고, 현재는 미국 유타 대학교의 인체 유전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PLUS • 복면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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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니우스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이때 A는 빈도 인자, Ea는 활성화 에너지, 

R은 기체상수, T는 절대온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의 식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lnk= lnA-Ea/RT와 같이 표현하는데요. 

이는 lnk를 y축, 1/ T를 x축으로 두고 그래프

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계산하거나 자연로그

를 취한 식에서 반응속도상수의 변화와 온도의 

변화를 관찰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반응이 진행되려면 특정 에너지 

장벽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이 반응에 필요한 가장 작은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활성화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양의 값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같은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는 반응에서 온도와 반응

속도상수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밑의 그래프와 같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활성

화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분자들

이 많아지므로, 이에 따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자가 많아져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반응속도상수가 온도가 높아질수록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활성화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진다고 모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분자들이 

충돌하여 반응이 진행될 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배향으로 충돌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는 아레니우스 식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서 알아봅시다.

먼저 빈도 인자 A는 하나의 분자가 관여하는 

1분자 반응에서는 결합의 진동수를 나타내고 

두 개의 분자가 관여하는 2분자 반응에서는 

단위 시간당 충돌 횟수라는 물리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빈도 인자

 A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P는 입체 인자로, 충돌 시 충돌 배향과  

관계없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면 1의 값을  

가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며 전체 값을 보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Z는 충돌 이론 Collision Theory에서 충돌 

빈도와 관련이 있는 상수입니다. 

반응속도상수에서 빈도 인자 A를 뺀 나머지 

부분인        는 확률 인자 혹은 볼츠만 인자

라고 불립니다.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

지를 가지는 분자의 분율을 나타내는 것이 

이 확률 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레니우스 식을 통해 간단해 보였던 

반응속도상수를 파헤쳐 보면서, 충돌을 통해 

반응이 일어날 때 생각해 볼 만한 여러 인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식을 

변형하여 구할 수 있는 것들과 그 안의 물리

적 의미들에 대해 생각해보면 더 깊이 이해

할 수 있겠죠?

PLUS • 지식더하기

지식더하기 ① 

반응 속도와 
아레니우스 식
Arrhenius Expression

화학반응을 일으킬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반응속도입니다. 

반응속도를 나타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반응속도상수와 반응물의 몰농도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냅니다. 

                    v = k[A]m [B]n  

이때 A, B는 반응물입니다. 여기서 

반응속도상수 k는 온도에 따라 값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화학반응에서 

반응속도상수와 온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아레니우스 식이라고 합니다. 이 아레니우스 

식을 분석하면서 반응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알리미 25기 | 화학공학과 19학번 김 은 진

자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활성화 에너지 [activation energy] (화학백과)

https://blog.naver.com/twonkang00/22152106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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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모든 결정은 단위세포라고 

하는 작은 반복 단위들로 구성되며 잘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정이 

눈으로 보기에는 대칭성을 나타낼지 몰라도 

실제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결정이란 절대온도 0K에서만 가능한 

이론적인 개념으로, 실제 결정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완벽한 주기적 정렬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결정성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정상의 결함을 통틀어 ‘결정 

결함’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결함이 너무 

많이 존재해서 결정성 질서가 무너진다면 그 

물질은 비결정성 고체가 됩니다.

결정 결함은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결정 결함으로 나뉘며 각각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0차원 결정 

결함인 점 결함  Point Defect 중 금속 결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는 공공 Vacancy과 자기 

침입형 Self-interstitial이 있습니다. 

공공은 격자 자리에 원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성장하는 동안 국부적인 교란 또는 

원자 이동으로 인해 기존 결정의 원자가 

재배열되면서 형성됩니다. 틈새라고도 

불리는 자기 침입형 점 결함은 원자가 

정상적인 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에 삽입된 

결함을 지칭합니다. 이온 결정의 경우에는 

전기적 중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Schottky 결함 Schottky Defect과 

Frenkel 결함 Frenkel Defect이 나타납니다. 

Schottky 결함은 이온 결정이 양이온과 

음이온을 짝으로 잃어버려서 2개의 공공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때 잃어버린 양이온과 

음이온의 수는 항상 같아, 전기적 중성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온이 원래 격자 

자리에서 벗어나 격자점 사이의 위치로 

이동하여, 격자 빈자리와 틈새형 이온이 

생기는 결함을 Frenkel 결함이라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치환형 Substitutional과 침입형 

Interstitial 불순물 원자들도 점 결함에 

포함되며, 금속 또는 공유 결합의 결정에 

나타날 수 있답니다.

1차원 결함은 선 결함 Line Defect 혹은 전위 

Dislocation라고 부르며, 격자 뒤틀림이 

어떤 선 주변에 집중되게 하는 결함을 

의미합니다. 종류로는 칼날형 Edge Type, 

나선형 Screw Type, 이 둘이 조합된 혼합 전위 

Mixed Location가 있습니다. 2차원 결함인 면 

결함 Planar Defect으로는 외부 표면, 결정립계, 

쌍정, 저각(소각)경계, 고각경계, 비틀림, 

적층 결함 등이 있답니다. 3차원 공간에서도 

체적 결함 Volume Defect이라는 결정 결함이 

존재한답니다. 결정 결함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이러한 결함들은 결정의 형태를 바꾸어, 

결국 기계적 강도, 부식성, 전기 전도도, 

합금에서의 원자의 이동도 등 재료의 

특성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생각하여 재료의 물성을 개선해 목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싶다면, 재료의 결정에 

결함을 조작하면 된다는 것이죠. 한 예로, 

포스텍 신소재공학과에서는 전기화학 

스위칭 소자에서의 수소 이동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판과 스위칭 소재에 면 

결함을 인위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이렇듯 

일상생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결함’이라는 것이 재료 연구에서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지식더하기 ② 

결정 결함
Crystal Defect 

우리는 구매한 제품에 결함이 있으면 그 

결함을 고치거나 새 제품을 받아오곤 합니다. 

제품상의 결함은 기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결함’이라는 것이 언제나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고체를 이루는 결정에 

존재하는 결함은 재료의 특성을 좌우하기에, 

원하는 특성을 얻고자 결정에 결함을 

의도적으로 생성하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 결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알리미 26기 | 무은재학부 20학번  이 승 은

자료출처

https://blog.naver.com/youngdisplay/221247752823 공공

침입형

공공 결함

자기침입형 (침입형 원자)

Schottky결함

Frenkel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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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미의 쓸모 있고 
신비한 잡학사전

우리 몸의 일부가 어딘가에 부딪히면 시퍼런 멍이 생기게 
되는데요. 뾰족한 것에 찔릴 때와는 다르게, 면적이 넓은 것에 
부딪히게 되면 피부는 손상되지 않고 압력에 의해 모세혈관이 
파괴됩니다. 파괴된 모세혈관에서 혈액이 나와 표피 아래에 
고이게 되면 멍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몸에 멍이 생겼을 때, 멍의 
색깔이 점점 변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처음 부딪혔을 때는 
부딪힌 부분이 빨갛다가, 시간이 지나면 파랗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초록색이 되었다가, 황갈색으로 
변하면서 점점 색이 옅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멍든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시간에 따라 멍의 색이 
변하게 되는 걸까요?
멍의 색은 적혈구가 혈관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분해되어 
사라지기까지의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괴된 모세혈관 
밖으로 혈액이 나오는 순간부터 생각해 봅시다. 혈액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직후에 멍은 빨간색을 
띠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멍의 색이 변하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혈액은 왜 
빨간색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혈액 세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적혈구는 다량의 혈색소, 즉 헤모글로빈 
Hemoglobin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가집니다. 헤모글로빈은 
색소 성분인 헴 Heme과 단백질인 글로빈 Globin이 결합해 있는 
형태인데, 헴에는 철 원자가 있어 산소와 결합하면 빨간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색이 빨간 것이고, 
혈액의 색깔이 빨간 것입니다.
혈액이 모세혈관 밖으로 나오게 되면 시간이 지난 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잃게 되고, 산소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검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검붉은색으로 변한 

적혈구는 피부에 가려져 파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시간이 지나면 멍이 파란색을 띠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산소 운반의 기능을 잃은 적혈구는 식세포에 의해서 

분해됩니다. 적혈구가 분해되면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헴과 글로빈으로 분해되고, 헴은 철과 빌리베르딘 Biliverdin으로 
분해됩니다. 이때 빌리베르딘은 청록색의 담즙 색소이기 때문에 
멍이 시간이 지나면 초록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멍은 
황갈색이 되는데, 이는 두 가지 반응 때문에 일어납니다. 
헴이 철과 빌리베르딘으로 분해되면 철은 혈철소, 즉 헤모시데린 

Hemosiderin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에 저장되고, 빌리베르딘은 
환원되어 빌리루빈 Bilirubin이 됩니다. 헤모시데린은 갈색의 입상 
색소이고 빌리루빈은 황갈색의 담즙 색소이기 때문에, 멍의 색은 
초록색에서 황갈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빌리루빈이 
혈액 속에 있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간으로 
운송되면서 멍의 색이 점점 옅어지는 것이죠.
이제 멍의 색이 변화하는 이유를 잘 아시겠나요? 
생각보다 복잡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눈에는 단순하게 
‘충격을 받고 멍이 생겼다가 사라진다!’ 정도의 과정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쉽게 볼 수 있는 멍에 과학적 궁금증을 갖고 조금만 
파고들었더니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들에 호기심을 갖고 탐구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 반짝반짝 빛날 겁니다!

알쓸신잡 ①

멍은 왜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할까?
헤모글로빈의 분해 알리미 26기  

무은재학부 20학번 강 아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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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eclinpath.com/hematology/anemia/mechanisms-of-an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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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속이거나 술을 마신 뒤에 약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약을 

복용할 때는 사소한 것들에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알약을 먹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물 대신 다른 음료와 

함께 알약을 삼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철분이 함유된 알약을 녹차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녹차 속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녹차를 한 입 마시면 혀가 오그라드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비교적 생소한 이 느낌을 ‘떫은맛’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는 떫은맛을 덜 익은 과일, 녹차, 와인 등에서 

느끼는데요. 이런 것들에서 떫은맛이 나는 이유는 타닌 
Tannin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과연 타닌은 어떤 원리로 

떫은맛을 유발하는 걸까요? 이것은 침샘에서 침이 분비되는 

과정과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침샘에 있는 분비 세포의 세포막에는 이온 수송 통로가 있어 

이온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침샘은 염화 

이온이나 칼슘 이온과 같은 이온이 흡수되는 것을 신호로 침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타닌은 침 분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칼슘 이온 활성화 염화 이온 수송 통로 (Ca2+-activated 

Cl- transport channel)’를 억제하여 이온의 확산을 막습니다. 그리고 

혀 점막 단백질인 뮤신과의 결합을 통해 응집체를 만들고, 이 

응집체가 혀 점막을 자극합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타닌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면 침 분비량이 적어지고 혀에 

자극이 오는 ‘떫은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타닌 성분과 철분이 함유된 알약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체내로 유입되는 

철은 보통 음식을 통해서 섭취가 가능하며 헴철  Heme Iron과 

비헴철  Nonheme Iron로 나뉩니다. 헴철은 동물성 식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을 이루는 헴 Heme에 단단히 

결합해 있기 때문에 흡수에 있어서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헴철은 주로 식물성 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철로서 다양한 단백질과 결합하여 존재하지만, 

결합력이 비교적 약해서 주위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타닌은 비헴철과 쉽게 결합하여 타닌산 철을 

만드는데, 타닌산 철은 인체에 흡수되지 않아 체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철분이 함유된 알약을 녹차와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선짓국과 

같이 철분이 함유된 음식을 먹은 경우, 타닌 성분이 포함된 

감이나 차, 도토리묵 등을 먹으면 철분 흡수가 원활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분이 함유된 식품과 함께 먹었을 때 타닌이 영양소 섭취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타닌이 우리 몸에 꼭 안 좋은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한 잔의 레드 와인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는 

레드 와인에 타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와인을 

만들기 위한 포도의 껍질과 씨에는 타닌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화이트 와인은 포도알만 사용하여 낮은 온도(15~20℃)에서 

발효시키고, 레드 와인은 포도 껍질과 씨를 함께 사용하여 

비교적 높은 온도(25~30℃)에서 발효시킵니다. 타닌은 

폴리페놀의 하나로서 항산화제 역할을 해 노화를 방지하고 

혈관, 피부를 비롯하여 신체 전반의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와인을 많이 마시는 프랑스인들은 고지방 식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낮아 

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프렌치 패러독스 French Paradox’라고 

표현한답니다.

녹차, 단감 등에 들어 있는 타닌이 어떤 원리로 떫은맛을 

유발하는지도 신기한데, 영양소 섭취를 방해하기도 하고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하나의 현상에서 시작하여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어 보세요!

알쓸신잡 ②

알약을 녹차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떫은맛의 이유, 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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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최근 5G 통신 기술이 개발되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다. 통신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순간적으로 처리되고 이동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물론, 사람과 사물, 심지어 사물과 사물 사이도 깊은 연결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초연결성은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모든 대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상이 

해킹되면 전체가 해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악의를 지닌 제삼자가 해킹에 

성공하면, 정보의 신뢰성은 물론 개인과 사회 모두 이전보다 더 큰 손실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미국과 같이 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국가일수록 암호 

시스템과 보안은 더욱 중요해진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강력한 암호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5G 기술은 양자 암호 기술이 적용되었다. 

암호론에서는 난수(Random Number)가 굉장히 중요하다. 난수란 말 그대로 주사위를 

던진 것과 같이, 아무런 질서도 규칙도 없는 수를 말한다. 이러한 난수는 암호 

시스템에서 비밀 키 암호에 사용되는 암호 키나, 공개 키 암호의 파라미터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보안 시스템의 암호 기능에서 난수 발생기의 사용은 필수적이며, 암호의 

안전성은 완벽한 난수 발생기의 사용을 전제로 확보된다. 실례로, 공인인증서나 

카드를 발급받으면 항시 난수표나 난수 생성기를 함께 받게 된다. 해당 글에서는 가장 

기본적이며 고전적인 난수 생성 방식을 검토하려고 한다. 독자들이 해당 글을 읽고 

암호론과 양자 정보 이론에 관심을 두고 더욱 공부하기를 바란다.

유사 난수(Pseudo-random Number)

유사 난수 혹은 가짜 난수는 ‘무작위처럼 보이는(난수같은) 수’를 말한다. 진정한 난수를 

구현할 방법을 찾기란 굉장히 어렵다. 이에 따라, 특정 규칙을 갖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유사 난수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 난수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무작위에 

의한 것처럼 보인다.

중앙 제곱법(Mid Square Method)

대표적인 고전 유사 난수 생성 방식에는 ‘중앙 제곱법’이 있다. 중앙 제곱법은 13세기 

프란체스코 수도회 문서에도 등장했으나, 공식적으로는 1949년 폰 노이만에 의해 

발표됐다. 중앙 제곱법은 시드(seed; 씨앗)라고 부르는 임의의 수를 제곱한 뒤, 제곱수의 

가운데 일부분을 제곱해가며 난수를 만드는 것이다. 아래의 예시를 보자. 

991114 306960

제곱 중간부

244416 . . .
SEED

982306960996 942244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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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제곱법은 가운데 수가 0이 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새로운 난수를 만들 수 없다. 또한 

중앙 제곱법은 시드가 n자리 수일 때, 난수가 반복되는 주기가 8n보다 항상 짧거나, 특정 

수로 수렴한다고 알려져 있다. 결국 큰 난수가 아닌 경우, 보안에 취약할 수 있는 것이다.

선형 합동법(Linear Congruential Method)

우리가 코딩에 활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C나 Python 등에서는 난수를 발생하는 

함수를 제공한다. 난수 발생 함수에 다양한 알고리즘이 사용되겠지만, 대부분은 선형 

합동법과 같은 기본적인 난수 생성 방식에 뿌리를 둔다. 선형 합동법은 난수 수열의 선형 

점화식과 정수의 합동을 이용한 고전 유사 난수 생성 방식이다. 아래의 예시를 보자.

선형 합동법은 a, m, c가 클수록 주기가 길어진다. 주기가 길어질수록 무작위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선형 합동법은 주기를 갖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 그러나 시드가 어느 정도 크면, 컴퓨터도 규칙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지므로(시간 

복잡도가 크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게임의 아이템 뽑기에도 선형 

합동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교한 난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선형 

합동법이 쓰이곤 한다. 

이외에도, 훨씬 더 정교한 난수 생성 방식인 메르센 트위스터가 있다. 그러나 해당 

방법도 결국 유사 난수 생성기이기 때문에 주기성을 갖기 마련이다. 궁극적으로 완벽한 

난수 생성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말 완벽한 난수는 불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무작위적이라고 부르는 주사위 던지기에서도, 주사위는 결국 물리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2018년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 연구원들은 양자 역학을 활용하여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난수 생성 방법을 개발했다.1  고전적인 난수 생성기와 달리, 

해당 난수 생성기는 어느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해당 기술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실용화하는 데에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보다 완벽한 난수 생성 방식이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함은 틀림없다. 

Xn+1 ≡ a * Xn + c(mod m)

Ex     a = 7
         c = 4

            m = 23

991114 13

6937802

a * Xn+ c mod m

95

3 . . .
SEED

1  Experimentally generated randomness certified by the impossibility of superluminal signals (2018), Peter Bierhorst,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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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 마르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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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하

라. 또한, 이 명제가 모순성을 지니는지 확인하라.

Solution.

[ 가을호 문제. 2020  AUTUMN ]
Q 1.   파이썬 혹은 엑셀로 중앙 제곱법을 변형한 자신만의 난수 생성기를 만들고, 시드를 포함한 

        처음 5개의 난수를 제시하여라.

Q2.  파이썬 혹은 엑셀로 선형 합동법을 변형한 자신만의 난수 생성기를 만들고, 시드를 포함한 

        처음 5개의 난수를 제시하여라.

| 지난 호 정답자 |  x  백경인 안산동산고등학교 3학년       박재민 경북과학고등학교 1학년 

                             백건우 경원고등학교 2학년           정동민 광양제철고등학교 2학년 

▶  MARCUS에는 포스텍 수학동아리 MARCUS가 제공하는 수학 문제를 싣습니다. 

   정답과 해설은 다음 호에 나옵니다.

▶  이번 호 문제는 2020년 12월 1일(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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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x, y, z) 함수 : ‘x’라는 책의 ‘y’ 페이지에는 ‘z ’라는 주제가 담겨있다.

나만의 괴델 코드 : x : 

                       y :    y+12
                            z  :

ex) pg(뉴욕타임즈, 12, 사회) - 211
* 324

* 55

참이지만 증명 불가능한 명제 보이기 : 

    p:= ~ (some x) Dem(x, S(211
* 324

* 55, 24, 211
* 324

* 55))
        여기서 p의 괴델 수를 n으로 잡는다.
        q:= ~ (some x) Dem(x, sub(n, 24,  n)):= ~(some x)Dem(x, 211

* 3211*3211*3211
*324

*55
*55*55

* 55)
        q:= q의 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q는 존재하고, 결국 참이라면 증명이 존재하지 않는(불가능한) 명제가 된다.

        여기서 q의 괴델 수는 원래 ~ (some) 등등에 대해서도 괴델 코드를 다 넣어 줘야 할 것 같지만, 

        211
* 3211*3211*3211

*324
*55

*55*55
* 55 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명제가 모순성을 지니는가 : 

        공리계가 무모순성을 가짐을 공리계 내에서 증명 가능하다는 가정을 한다.

        다시 말해 q가 모순이 없음을 보일 수 있다. - ①

        만약 q가 참이면 q는 증명 불가능하다. ①과 모순이 되어 q는 거짓이 된다.

        만약 q가 거짓이라면 q:= (some x) Dem(x, 211
* 3211*3211*3211

*324
*55

*55*55
* 55)

       q는 증명 가능하다.
       그런데 q의 원래 정의에서 q는 증명 불가능하다.  모순.
       q가 참이 된다.
  

∴ 최종적으로 q는 모순성을 지닌다.

잡지 포스테키안 뉴턴 보그 과학동아 뉴욕 타임즈 엘르

괴델 코드 7 8 9 10 11 12

과목 수학 영어 과학 국어 사회 기타

괴델 코드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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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4POINT • 알스토리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머리로는 그렇다는 걸 

알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경험은요? 저는 이번 알스토리에서 제 

경험을 통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릴 적의 저는 정말 수동적인 아이였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만 

따라서 무작정 공부만 했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보다 선생님, 부모님이 인정하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학교나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 하기 

급급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입시를 망치고 나서야 저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생겼죠. 돌아보니 저는 저 자신에게 

너무나도 무관심했습니다. 과학 실험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외교관이 되겠다는 생각에 갇혀 그것을 정말 사소한 

흥미 정도로 치부했어요. 또, 좋아하는 것을 모르니 그저 다들 한다는 활동만 조금씩 맛보기식으로 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와 같은 뻔한 질문에도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으니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좋기를 바란 것은 욕심이었죠. 

고등학생이 되고, 저는 조금 더 저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보기로 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 답을 찾아 나갔죠. 그 일환으로 동아리의 기장으로서 활동하기도 했고, 학교를 홍보하거나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기도 했어요. 또한, 학교에서 열리는 대회란 대회는 거의 다 참가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모든 활동의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며칠씩 밤을 새워 준비한 대회의 본선조차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고, 워낙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 성적이 크게 떨어진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얻었거든요. 단순히 입시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 이외에도 저 스스로를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대략적인 갈피를 잡을 

수 있었답니다. 또, 이전까지의 저와는 다르게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었어요. 여러 활동의 

시작부터 결과물까지 모든 것이 제 몫이다 보니 그 과정에서 만나는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덕분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아직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실패했을 때의 상실감이 싫어서, 또는 들여야 할 노력이나 시간이 아까워서 

등의 이유로 과거의 저처럼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늘 ‘미래의 

내가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세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행동 계획에는 

위험과 대가가 따른다. 하지만 이는 나태하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데 

따르는 장기간의 위험과 대가에 비하면 훨씬 작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선택 또한 자신의 선택이고,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그로부터 얻어 가는 것이 

있을 테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더욱 성장해 있는 자신을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스토리 ①

후회하지 않을, 스스로의 인생을 사세요.

알리미 26기 | 무은재학부 20학번 신 유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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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대유행과 함께한 유례없는 온라인 클래스, 그런데도 흔히들 ‘입시 철’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맘때면 입시를 코앞에 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물론이고, 당장 내년이면 똑같이 입시를 하게 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조금만 있으면 2학년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모두 마음의 짐도 커지고, 스스로 느끼는 부담감도 커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낙천적이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인데도, 작년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에는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은 가고, 

부담감은 커지는데 나는 제자리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시험을 보거나 문제를 풀 때, 평소보다 잘 안되고, 점수도 낮게 나오게 되면서 슬럼프가 온 것 같다는 느낌을 주로 받게 

돼요. 특히 한 번 점수가 낮게 나온 것만으로도 ‘나는 이 길과 안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생각이 많아지죠. 생각이 많아지면 공부에 쏟아야 할 집중이 분산되어, 이어지는 

시험에서 성적이 낮아지기 쉬운 환경에 있게 되고, 이로써 부정적인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꼭 점수와 관련된 걱정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슬럼프가 온 시기에는 심리적으로 방황하고, ‘나’의 길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먼저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우선시되어야 해요.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마음에 새기며 자존감을 높여야 해요.

심리적으로 슬럼프를 극복하게 된 이후에는 다시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 

흩어질 수 있는 원인을 줄이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인간관계, 팬 활동, SNS 등등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을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이득이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잃게 되는 

시간보다 가치가 있으면 해도 괜찮아요. 저 또한 팬 활동을 통해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생겨서 힘든 

학업의 버팀목을 얻었으니까요. 다만 너무나 많은 감정을 소모하면서까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다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해요!

이렇게 이야기해 본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비교적 긴 시간을 두고 슬럼프를 서서히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이미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대학에 전달되는 내신이 모두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시기상 늦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슬럼프는 많은 것들을 포괄해요. 그중에서도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눈앞에 둔 지금 

가장 많이 겪는 슬럼프는 대학교 하나하나가 합격 여부를 발표할 때마다 일희일비하며 심리적으로 많이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입시를 한 저, 그리고 제 친구들도 많이들 그랬으니까요. 특히 면접이 남았을 때 먼저 나온 다른 학교의 

최종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심정 때문에 면접을 볼 때 더 긴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기량을 전부 보여주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죠. 저는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마음가짐을 가다듬을 때 행복 회로를 돌리는 방법을 택했어요. 

머릿속으로 포스텍에 합격해서 학교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 해 봐야지, 누구누구를 

만나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 오글거리기는 하지만 걱정되고 긴장되는 

마음은 항상 한결 가벼워졌어요. 꼭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긴장을 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기복 없이 면접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례없이 특별하고도 힘든 고비가 많았던 2020년도 벌써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슬럼프를 겪기 쉬웠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내가 코로나도 버텼는데 

뭘 못 견디겠어!”라는 생각을 해 보면 역설적이지만 무엇이든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서 다들 포스텍에서 만나요!

알스토리 ②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알리미 26기 | 무은재학부 20학번 최 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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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중요한 걸 찾고 나아가는 방법

포스테키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이 가고 2학기의 시작인 가을이 왔네요. 2학기에 다시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내신과 비교과 활동을 챙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 제가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말해 주려고 해요.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중학교 때와 달리 공부할 양이 많고, 공부 이외에도 수행 평가나 대회, 학생회처럼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공부를 하다가도 다른 과목 공부나 과제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안 되기 

일쑤였지요. 이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안고 가려면 머릿속이 복잡해서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수 

있어요.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 능력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양을 파악했어요. 그러고 나서 길게 봤을 때 저에게 제일 중요하고 하지 않으면 후회가 남을 것이 

무엇인지 선택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 집중해서 적어도 선택한 것만큼은 실천했어요. 주의해야 할 건, 계획은 

하루에 할 수 있는 총 공부 시간이나 수행 평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할 양을 넘는다면 뒤로 일정이 밀려 이어지는 일들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지더라고요. 정리하자면 할 

것이 많아 정신이 없어도, 계획을 세워 본인에게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한다면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추가로 이미 공부한 내용을 되돌아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바쁜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공부하면 세세한 부분을 

놓치기 마련이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갔던 문제도 다시 두드려봐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한 문제를 여러 번 읽으면서 활용된 개념을 익히고 문제에 적용해 

풀었어요. 즉, 반복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전반적인 과정을 습득했죠. 특히 틀린 문제의 경우에는 성찰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약한지, 응용력이 부족한지 원인을 분석하고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었어요. 이렇게 특정 유형의 문제 풀이 방법을 익힌다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에 적용해 풀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공부하다가 심리적으로 힘든 순간이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칠 때마다 극복했던 방법들을 말해 주려고 해요. 학교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나오는 성적 때문에 슬럼프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저는 공부는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학기 중에 지필 고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특정 과목 성적 하나가 제 입시를 결정할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너무 눈앞의 일만 신경을 쓰면 뒤에 

이어지는 일들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물론 바로 눈앞의 것이 중대해 보이기 마련이지만, 그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제 능력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공부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더라고요. 온 힘을 다했다면 그 결과는 저의 능력 범위 안에서는 

최선이었을 테니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서 

제가 약한 과목이나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 보기로 다짐했죠. 

고등학교 3년의 생활이 정말 짧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어요. 3년은 내가 되고 싶은 미래를 꿈꾸며 성장해 나아가는 데 충분한 

시간이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힘든 일도 많겠지만,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모두 힘내세요!

POINT • 우리들의 공부비법

알리미 26기 | 무은재학부 20학번 유 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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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을 통과하는 중이라면,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포스테키안 구독자 여러분, 반가워요!! 26기 알리미 최진석입니다. 여러분, 올해 입시 너무너무 

힘드시죠…. 제 고등학교 후배들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할지 

짐작이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서, 또 그 밑 학년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되고 수많은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들로 인해 마음이 뒤숭숭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제 입시를 치를 시기에, 딱 이맘때가 가장 공부가 안됐어요.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정말 끝인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공존하면서 괜히 마음만 붕 뜨고 공부에 집중은 잘 안되고. 

특히 ‘내가 지금 하는 공부의 방법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면서 집중을 방해했던 

것 같아요. 저는 결국 공부는,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공부하다 딴생각이 들거나, 

집중이 잘 안되는 것은 불안감 때문이거든요. 자신의 방법에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피하려 드는 

마음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루 배운 것들을 복습하고 있을 때조차 ‘이렇게 복습하는 

것이 맞는 걸까?’하는 생각에 사실 복습하는 시간보다 망설이는 시간이 더 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랬고, 제 선배들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공부가 잘 안될 때는 ‘최소한의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하루 공부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공부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오늘 최소한, 이 정도는 끝낸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피곤해서 잔다거나, 기분 전환이나 할 겸 산책을 갔다 오는 것. 다 좋아요. 

하지만 항상 그날 정한 만큼의 양은 끝내고 자는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의 틀을 잡고 난 뒤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평소의 공부 습관을 잡아보세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공부가 술술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집중도 정말 

잘되고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뿜뿜인 날. 반대로 어느 날은 정말 공부가 안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공부가 안되는 날, 그날 정해놓은 마지노선까지는 공부하는 태도를 유지해 보세요. 공부는 

마라톤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날들이 모여서 중간고사, 혹은 모의고사, 마지막으로 수능 날 

여러분을 정말 빛나게 할 거예요. 입시라는 지옥을 걷고 계신 여러분, 

때론 1분 동안의 전력 질주보다 1시간 동안의 꾸준한 걸음이 더 가치 

있을 때가 있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어느새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 있는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6기 알리미 최진석은 구독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봬요:)

알리미 26기 | 무은재학부 20학번 최 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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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H NEWS

POSTECH, THE 소규모 대학평가 2년 연속 세계 3위

세계대학평가기관인 영국 더타임즈(Times Higher Education, 이하 THE)가 최근 발표한 2020 

소규모 세계대학평가(World’s Best Small Universities)에서 POSTECH이 지난해에 이어 세

계 3위에 올랐다. THE는 학생 수가 5,000명 미만의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세계 랭킹을 발표

한다. 소규모 세계대학평가는 세계대학평가와 동일한 지표(△교육 성과(Teaching) △연구 실

적(Research) △논문당 인용도(Citations) △산업체 수입(Industry income) △국제화 수준

(International outlook) 등 5개 분야 13개 지표)를 사용한 대신,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고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소규모 대학의 특성이 기존 대학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해 소규모 

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평가다. 1위는 미국의 칼텍(Caltech)이 차지했으며, 2위는 에콜 폴리테크

니크(E' cole Polytechnique)가, 그리고 POSTECH은 3위에 올랐다. 이 순위는 아시아 대학 가운

데 가장 높은 순위다. 이 순위에서 계속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칼텍은 1891년 미국 캘리포니아

에 설립된 미국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으로 리히터 지진 측정계를 개발한 찰스 릭터 등 탁월한 과

학・공학자를 배출한 작고 강한 대학의 대표주자다. 2위의 에콜 폴리테크니크는 프랑스 특유의 소

수정예 엘리트 교육기관 ‘그랑제콜(Grandes E' coles)’ 중 대표적인 대학이자 프랑스 수학과 과학, 

공학 연구의 중심지로 불리는 222년 전통의 대학이다. 지스카르 데스탱을 비롯한 3명의 대통령

과 수많은 고위 관직자, 프랑스 주요 기업의 수많은 CEO가 이 대학을 졸업했다.

THE는 “POSTECH은 학생들의 새로운 벤처 창업을 위한 동아리, 예비 창업가 지원, 특허 교육, 

창업 휴학 등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학생 창업 지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POSTECH 
2020 사이버포카전 종합우승
사상 최초 사이버 학생교류전, 우승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2020 사이버 이공계 학생교류에서 우리 대학

이 카이스트를 3:2로 꺾고 우승했다. 매년 9월, 

우리 대학과 카이스트는 두 대학 학생들의 활

발한 교류를 목적으로 ‘KAIST-POSTECH 학

생 대제전(통칭 카포전, 포카전)’을 치르고 있다. 

2002년부터 두 대학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

고 있는 이 행사는 ‘사이언스 워(Science War)’

란 별칭으로도 유명하다. 올해는 코로나19 확

산으로, 무대를 사이버로 옮겨 모든 경기를 비

대면으로 개최하는 ‘2020 사이버 이공계 학생 

교류전(교류전)’으로 치렀다.

인공지능(AI)을 설계해 게임으로 인공지능끼리 

대결하도록 하는 AI 경기에서 우리 대학이 5:0

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시작된 교류전은, 온

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경기에서 치열한 경

쟁 끝에 카이스트가 이기며 균형을 맞췄다. 다

시 카이스트가 해킹에서 승리하며 앞서는 듯 했

지만, 과학 퀴즈에서 우리 대학이 이겨 종합스

코어는 2대2가 됐다. 마지막으로 승부의 향방

을 가를 카트라이더 경기에 주목이 쏠린 가운

데, 우리 대학이 승리하며 최종스코어 3대2로 

우리 대학이 최초로 열린 교류전에서 우승했다. 

다만 이번 교류전은 기존 교류전과는 별도의 행

사로 치러진다. 온라인으로 열린 폐막식에서 김

무환 총장은 “오늘은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즐

기라”며, “학생 모두가 방학 내내 열심히 함께 

준비한 결과인 만큼 총장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컴공 홍원기 교수팀, 개발 화상회의 솔루션 학교에 무상제공
보안성 우수, 학습확인 가능한 Vmeeting 개발… “비대면 수업 질 제고 기여”

우리 대학이 보안성을 높인 새로운 화상회의 솔루션 ‘Vmeeting’을 개발, 사용을 원하는 각급 학

교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올 초, 컴퓨터공학과 홍원기 교수 연구실에서 비대면 강의 전면 

실시와 함께 외산 솔루션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화상회의 솔루션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2학기 

시작과 함께 Vmeeting을 구성원에게 먼저 공개했다. Vmeeting의 가장 큰 장점은 보안성이다. 

모든 정보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해킹 등에 취약했던 기존 솔루션의 큰 

단점을 해결했다. 또 기존에는 없었던 학습자별 연결상태와 접속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교사들

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눈길을 끈다. 또, 최대 동시접속자 수는 1,000명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장

점으로 꼽힌다. (비교 대상인 Z는 최대 500명) 우리 대학은 지난 2월부터 갑작스럽게 온라인 강의

를 준비하는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에 MOOC(온라인 공개강좌) 57개 강좌를 국내외 모든 대학에 

무료로 공유하고 있다. 홍원기 교육혁신센터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학교가 화상회의 솔루

션을 이용해 수업에 나서고 있지만, 주로 활용 중인 외산 솔루션의 

경우 보안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로 대두됐고, 제대로 활용하려면 

학교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며 “POSTECH이 개발한 

이 솔루션을 바탕으로 언택트 시대에 부응하면서 학생들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강의의 질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라며 솔루션을 무상

으로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Vmeeting은 컴퓨터와 iOS,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

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활용을 원하는 학교는 POSTECH 홍원기 교

수 연구실(vmeeting-info@postech.ac.kr)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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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이정욱-정규열 교수팀
코로나19 ‘원스텝’으로 30분 만에 진단

1주일 내에 신종 전염병 검출 방법 개발 가능…

신종 전염병 혼란 “막는다”

화학공학과 이정욱 교수・박사 과정 우창하씨, 정

규열 교수・장성호 박사 공동연구팀은 바이러스

가 가진 RNA 서열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신속

하게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SENSR(SEN 

sitive Splint-based one-pot isothermal 

RNA detection)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단 

30여분 만에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어, 진단이 한 곳에 몰리는 피로도를 낮출 수 있을뿐더러, 

감염자의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코로나19 이외의 새로운 전염병

이 발생하더라도 1주일 이내에 진단키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방법을 도입하게 되면 선별진료소에 가거나, 입원하기 전에 이송 현장에서 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앙집중화된 지금의 진단 체계를 보완해 코로나19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 박준호 씨, IEEE 전파 분야 ‘그랜드 슬램’

전자전기공학과 박사 과정 박준호 씨(지도교수 홍원빈)가 2020 국제전기전자기술협회(IEEE) 산하 

안테나 앤드 프로퍼게이션 학회(2020 IEEE AP-S/URSI, 2020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Antennas and Propagation and USNC-URSI Radio Science Meeting)에서 우리나라 최

초로 ‘최고 학생논문상(1stPrize Best Student Paper)’를 수상했다. 또, 박 씨는 2018년 IEEE 

AP-S의 주요 3대 학회 중 다른 하나인 아시아 지역 최대 학회(IEEE ISAP 2018)에서 ‘최고 논문상

(1stPrize Best Paper Award)’을, 지난 4월 2020년 국제전기전자기술인협회 유럽 안테나 앤드 

프로퍼게이션 컨퍼런스(IEEE European Conference on Antennas and Propagation, EuCAP 

2020)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최고 학생논문상(Best Student Paper)’을 수상했다. 이로써 박 씨는 

IEEE AP-S의 아시아, 유럽, 북미 대륙의 주요 학회에서 모두 개별적인 논문 주제로 석권,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 박 씨는 ‘광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터치 센서 패널 일체형 안

테나: 밀리미터파 대역에서의 개념 및 시연(Optically Invisible Touch Sensor Panel Integrated 

Antenna: Concept and Demonstration at mmWaveSpectrum)’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

다. 이 논문에서는 광학적 비(非)가시성, 촉각 감지 및 무선 신호 송·수신 기능성을 갖춘 최초의 주

파수 선택적 센서 개념을 제안했다. 또, 이를 상용 디바이스의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디스플레

이에서 QHD+ 화질의 영상 과 동시에 터치 감지, 5G 빔포밍기술을 

구현·시연해 보였다. 이 연구는 전파, 디스플레이, 신소재, 반도체 

공학을 아우르는 융합성·범용성 등이 높이 평가되어 우수 논문상에 

선정됐다. 한편, IEEE AP-S/URSI는 국제전자전기공학회 전파 분

과(IEEE Antennas and Propagation Society/IEEE AP-S)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학술 대회이다. 이번 2020 IEEE 

APS/URSI에서는 승인된 총 1355편의 논문 중 총 44편의 논문에 

시상이 이뤄졌으며, 박 씨는 본상 후보에 오른 10명의 후보자 중 엄

격한 4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 첫 이공계 전공자 대상 
‘제1회 포스텍 SF 어워드’ 개최
단편소설과 미니픽션 부문,

2020년 12월 31일까지 접수

POSTECH이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의 SF 소설 공모전을 개최한다.

‘포스텍 SF 어워드’는 단편 소설(원고지 90매 

내외)과 미니 픽션(원고지 25매 내외)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모·시상한다. 전통적인 단편 소설 

형식 외에 최근 다양한 매체에서 시도되고 있

는 미니 픽션을 SF와 결합함으로써, 이공계 대

학(원)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사적 

스타일을 모색한다. 당선자에게는 단편 소설, 

미니 픽션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상금, 

POSTECH 총장상이 수여된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이 날로 커지는 지금, 

SF는 이공학적 지식과 인문사회학적 상상력의 

창조적 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미디어

로 주목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듀나, 배명훈, 

김보영 등에 이어 최근의 김초엽, 정세랑에 이

르기까지 SF는 순문학 중심의 한국 문학계 판

도를 급진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특히, POSTECH 출신의 김초엽 작가는 폭넓은 

이공학적 지식을 섬세한 인문사회학적 감수성

으로 표현해냄으로써 한국 SF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접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e-mail

(postech-icp@postech.ac.kr)로 원고와 필

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 발표는 1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심사위원은 수상작 발

표와 함께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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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박태호 교수팀 : 친환경 용매에 녹는 양자

점 태양 전지 개발

화학공학과 박태호 교수, 김홍일 박사, 이준우 

박사 연구팀은 무작위 공중합을 이용해 친환경 용

매에 잘 녹는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는 데 성공

했다. 이 연구 성과는 재료 분야의 권위지인 ‘어

드밴스드 에너지 머터리얼스(Advanced Energy 

Materials)’ 최신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기계·화공 노준석 교수팀 : 다중 궤도 각운동량 

메타표면을 이용한 대용량 동영상급 홀로그래

픽 저장 장치 개발

기계공학과·화학공학과 노준석 교수, 화학공

학과 통합과정 장재혁씨 연구팀은 궤도 각운

동량(Orbital Angular Momentum, OAM) 메

타표면을 이용한 대용량 홀로그래픽 저장 장

치를 구현했다. 이 연구 결과는 나노기술 분

야 권위지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환경 민승기-유영희 교수팀 : 빅데이터 이용한 

대중의 대기질 인지 분석

환경공학부 민승기 교수, 유영희 연구교수팀

은 구글과 네이버에서 검색한 검색량 데이터

를 이용하여 대중이 어떻게 대기질의 심각도

를 인지하고 있는지, 또 실제 관측된 대기오염 

농도와 어떻게 다른지를 밝혀내 ‘환경연구회보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최신호

를 통해 발표했다.

화공 차형준 교수팀 : 홍합단백질 활용한 혁신

적 국소 항암 면역치료기술 개발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 주계일 연구교수, 정

연수 박사 연구팀은 생명과학과 임신혁 교수, 

황성민 박사 연구팀과 함께 수중환경에서도 

강한 접착력을 가진 홍합접착단백질을 면역

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

로 사용되는 항체에 연결하여 표적 부위에 효

과적으로 항체를 전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항

암 면역치료 플랫폼인 이뮤글루(ImuGlue)를 

개발했다. 이 연구는 바이오소재 분야 권위지

인 ‘바이오머티리얼스(Biomaterials)’에 게재

되었다.

화공 조길원 교수팀 : 움직임 따라 온도·색 변

하는 스마트 온열 패치 개발

화학공학과 조길원 교수, 이기원 박사 연구팀

은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조절하고, 이 

열을 색으로 나타내는 온열치료용 스마트 헬스

케어 패치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재료과학 분야 학술지인 ‘어

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지 최

신호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화학 박수진 교수팀 : 200번 늘였다가 줄여도 

끄떡 않는 배터리 개발

화학과 박수진 교수, 송우진 박사(현 충남대학

교 유기재료공학과 교수), 박사 과정 이상엽씨 

연구팀은 하나의 전극에 양극과 음극이 동시에 

존재하는 ‘야누스 페이스 전극(Janus-faced 

electrode)’을 이용해 늘여도 성능이 유지되는 

배터리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이 연구 결과

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최근 소

개됐다.

신소재 이동화 교수팀 : 신개념 스마트 윈도우

용 신소재 개발

신소재공학과 이동화 교수, 이준호 박사 연구

팀이 제일원리(First-principles) 계산을 사용

해 구리(Cu)를 바탕으로 하는 페로브스카이

트 물질이 상전이 온도의 조절이 쉬우면서, 저

온에서 높은 광(光) 투과율을 가지는 신소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 연구성과는 화

학 분야 권위지인 ‘미국 화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최근 

게재됐다.

화공 노용영 교수팀 : 고성능 P형 반도체·트랜

지스터 개발

화학공학과 노용영 교수, 박사 과정 아오리

우씨(Ao Liu) 연구팀이 구리 요오드(Copper 

iodide, CuI)를 이용해 고성능 투명 P형 반도

체를 개발함으로써 P형 트랜지스터의 성능

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기계·화공 노준석 교수-전자 정윤영 교수 공동

연구팀 : 구조색 가변형 컬러 필터 개발

기계공학과·화학공학과 노준석 교수, 기계공

학과 통합과정 김인기씨 연구팀은 전자전기

공학과 정윤영 교수, 석사 과정 윤주영씨 연

구팀과 함께 산화물 반도체의 일종인 IGZO 

(Indium-Gallium-Zinc-Oxide)를 이용해 구

조색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

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 권위지 ‘포토닉스 리서

치(Photonics Research)’ 에 발표됐다.

생명 이유정-김상욱 교수 공동연구팀 : 선천성 

T 세포의 아형 및 발달경로 규명

생명과학과 이유정, 김상욱 교수, 대구경북과

학기술원 김종경 교수 연구팀은 새로운 면역 T 

세포의 발달과정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팀

은 향후 사람에게서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하

는 MAIT, 감마델타 T세포를 이용한 면역치료

가 생쥐에서처럼 항암, 항바이러스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연구의 성과

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되었다.

신소재 이종람 교수팀 : 이산화탄소 재활용하

는 구리 합금 촉매 개발

신소재공학과 이종람 교수, 동완재 박사, 유철

종 박사, 이동화 교수 연구팀은 구리(Cu)와 은 

(Ag) 두 가지 금속으로 이루어진 촉매 표면에 

존재하는 전자들의 분포가 이산화탄소 환원 반

응의 경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이 연구성과는 재료 분

야에 국제학술지 ‘나노 에너지(Nano Energy)’

에 최근 게재됐다.

화학 김경환 교수팀 : 4세대 가속기로 본 물 분

자의 구조동역학 분석

화학과 김경환 교수와 스웨덴 스톡홀름대 피보

스 페라키스(Fivos Perakis) 교수 연구팀은 4

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해 액체상 물 분자의 

정렬과 무질서화에 관한 구조동역학을 분석했

다. 이 연구성과는 물리학 분야 권위지인 ‘피지

컬 리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에 

최근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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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이인수 교수팀 : 수소 발생 촉진하는 나노 

다공성 백금 겹 촉매 개발

화학과 이인수 교수, 통합 과정 장선우씨, 슈

만 듀타(Soumen Dutta) 박사 연구팀은 물 분

해를 촉진해 수소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샌드위치 구조 촉매’를 개발했다. 이 연

구는 미국화학회 국제학술지 ‘ACS 나노(ACS 

Nano)’지에 최근 발표됐다.

POSTECH 연구팀 : 플라스틱 성형 공정 추

천하는 인공신경망 시스템 개발

기계공학과·화학공학과 노준석 교수·박사

과정 이치헌씨, 기계공학과 이승철 교수·통

합과정 나주원씨, 박성진 교수 연구팀이 인

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과 무작

위 탐색을 결합해 사출성형 공정 조건을 추

천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 성

과는 전문 저널인 ‘어드밴스드 인텔리전트 

시스템즈(Advanced Intelligent Systems)’

에 발표됐다.

화학 김기문 교수팀 : 소리를 화학반응에 접목

한 첫 연구 성공 

화학과 김기문 교수팀(기초과학연구원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단장)은 기존 통념과 달리 소

리가 물리현상뿐만 아니라 화학반응까지 조

절할 수 있음을 규명하고, 그 결과의 시각화에 

성공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케

미스트리(Nature Chemistry, IF 21.687)’에 

실렸다.

화공 한정우 교수팀 : 독성 없는 연료전지용 니

켈 기반 합금 촉매 설계

화학공학과 한정우 교수, 박사과정 조아라

씨 연구팀이 밀도범함수이론(DFT)을 기반으

로 다양한 니켈(Ni) 기반 합금 표면에서 각 합

금 물질의 황 피독 저항성에 대한 영향을 체

계적으로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니켈-금 촉매

를 제시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카

탈리시스 사이언스 앤 테크놀러지(Catalysis 

Science & Technology)’에 최근 게재됐으

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표지 논문(Back 

Cover)으로 선정됐다.

신소재 강병우 교수팀 : 극대화된 산소 이온 반

응을 가지는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 개발 

신소재공학과 강병우 교수, 통합과정 이정화

씨 연구팀은 리튬과 전이금속을 포함한 양이

온들의 분포 형태가 전극 물질의 초기 반응 활

성화와 가역적 전기화학 반응에 중요한 요인

이 되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이 연구 성과

는 재료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

(Advanced Science)’에 최근 게재됐다.

화학 김성지 교수팀 : 독성 없고, 효율 높은 태

양전지 소재 개발 

화학과 김성지 교수, 이원석 박사, 통합 과정 최

두원씨 연구팀은 독성이 없는 나트륨(Na)과 비

스무트(Bi) 이온으로 이루어진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광학 소재를 성분이나 특성이 고른 크기

와 형태(육면체 또는 육팔면체)로 제작하는 기

술을 개발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회에

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인 ‘케미스트리 오브 머

터리얼즈(Chemistry of Materials)’지에 표지

논문으로 선정, 최근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POSTECH 연구팀 : 표면 오염 및 김 서림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코팅 기술 개발 

화학공학과 이효민 교수, 김동표 교수, 통합 과

정 윤종선씨 연구팀은 나노 구조체 위에 마이

크로 구조체를 구현함으로써 김 서림과 반사 

방지 그리고 자가 세정이 동시에 가능한 새로

운 표면을 선보였다. 이 연구 성과는 재료공학 

분야 세계 정상급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

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의 내부 표지

(Inside back cover)로 최근 선정되었다.

화학 이인수 교수팀 : 생체 내 화학반응을 원격

으로 제어하는 '나노 촉매' 개발 

화학과 이인수 교수 연구팀은 살아있는 세

포 내에서 높은 촉매 효율을 보이는 원격자극 

감응형 인공촉매 “MAG-NER”를 개발했다. 

이 연구는 나노 분야 국제학술지 ‘나노레터스

(Nano Letters)’지 표지 논문으로 발표됐다.

신소재 최시영 교수팀 : 원자 구조 이미징을 통

해 물질 합성의 근원 밝혀 

신소재공학과 최시영 교수와 위스콘신대 매디

슨캠퍼스의 엄창범 교수(Prof. Chang-Beom 

Eom) 연구팀은 원자 구조 소재 이미징을 통

해 새로운 물질의 합성 원리를 밝힘으로써 페

로브스카이트계 산화물 재료를 사용해 결정성

이 좋은 Mn3GaN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

(Science Advances)’에 게재됐다.

기계 이상준 교수팀 : 백색광을 사용한 딥러닝 

기반 홀로그래피 기법 개발 

기계공학과 이상준 교수, 유동현 교수, 고태식 

박사, 통합과정 이상승씨 연구팀은 딥러닝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의 백색광을 바

탕으로 얻은 2D 광학 영상을 3D 홀로그램 영

상으로 변환하는 디지털 홀로그래픽 현미경

(DHM) 기술을 개발했다. 이 연구 결과는 네

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최근 게재됐다.

화학 임현석 교수팀 : 암 ‘표적 단백질’만 노리

는 ‘암살자’ 분해제 개발 

화학과 임현석 교수, 이영주 박사 연구팀이 암 

세포 안의 표적 단백질만 골라 효율적으로 분

해할 수 있는 단백질 분해제 개발에 성공했다. 

이 연구 결과는 화학분야 권위지인 독일화학

회지 ‘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에 게재됐으며, 10% 미만의 논문에만 주어지

는 ‘주목받는 논문’으로 선정됐다.

화학 김기문 교수팀 : 분자 끈끈이 원리를 이용

한 고순도 고효율 항바이러스, 항암 단백질 의

약품 정제 기술 개발 

화학과 김기문 교수(IBS 복잡계 자기조립 연

구단장), 기초과학연구원(IBS) 박경민 박사(연

구위원, 그룹리더) 공동연구진은 쿠커비투릴

의 분자 끈끈이 원리를 이용해 항바이러스나 

항암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는 재조합 단백질 

의약품을 고효율, 고순도로 정제할 수 있는 원

천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Nature Biomedical Engineering)’에 게재

됐다.



POSTECH 
온라인 
면접 안내
•포스텍 입학팀 홈페이지   https://adm-u.postech.ac.kr

•전화문의   054) 279 - 3610

•이메일   postech-admission@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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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H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안전을 위해 

2021학년도 입학전형의 면접을 전면 온라인 실시간 화상 면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이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캠퍼스에 집합하지 않고 각자의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면접대상자들은 미리 면접을 진행할 장소와 인터넷 연결 상황, 웹캠과 마이크 등의 설치 등을 

확인하여 면접진행에 차질이 없게 준비하여야 한다. 

더불어 작년까지 진행되던 사고력 면접은 미실시,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잠재력 면접만 진행한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에 기반한 개별적 질문이 제시되니, 

수험들은 면접 전에 본인이 제출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일정은 12월 5(토) ~ 7(월)까지이나, 5(토), 6(일) 양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의 면접 시간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확인할 수 있다.

내    용 전형일정

면접일
- 2020년 12월 5일(토) ~ 7(월)

- 개인별 면접일시는 1단계 합격자 발표와 함께 개별통보 예정

면접 방식 -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화상 면접

면접 장소
- 온라인 접속이 원활한 조용하고 밀폐된 장소

- 해당 장소에는 피면접자만 대기

면접 소요 시간 - 접속대기시간 15분 내외 + 면접 시간 10분 

면접 내용
-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잠재력 면접

- 사고력 면접 미실시   

면접 준비사항 

- 웹캠/마이크가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 또는 노트북

– 안정적인 Wi-Fi 또는 유선 네트워크가 제공되는 장소

– 이어폰 또는 헤드셋 착용 권장   

※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즉시 공지하겠습니다.

※ 개인별 면접 일시는 대학이 지정하며, 임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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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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여러분! 이번 호부터 포스테키안 팀장을 맡게 된 

서동희입니다. 수습 알리미로서의 1년이 지나고 드디어 포스테키안의 

기획부터 발간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포스테키안 팀장을 맡게 

되었네요. 제가 포스테키안에서 맡게 되는 코너는 PEOPLE 코너예요. 

PEOPLE은 말 그대로 ‘사람’ 들의 이야기를 담는 코너입니다. 

포스텍의 재학생, 졸업생,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유명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특별히 작년에 새롭게 부임하신 포스텍 제8대 총장님이신 김무환 

총장님의 인터뷰를 담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포스텍부터 

총장님께서 꿈꾸시는 포스텍의 미래 이야기까지 포스텍의 새로운 

매력에 빠질 수 있으니 꼭 한 번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앞으로 1년간 여러분께 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이야기를 담은 

유익한 글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년도 가을호를 시작으로 포스테키안 

편집장을 맡게 된 정채림입니다. 저는 앞으로 1년간의 PROGRESS 

코너를 만들어갈 예정인데요. PROGRESS 코너는 포스테키안의 

꽃인 기획특집을 포함해 ‘과학과 기술’, 그리고 ‘과학 하는 사람들’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는 코너예요. 이번 호 기획특집 [우주 탐사],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도 2년 전 이맘때쯤에는 포스테키안을 읽으면서 

심화 탐구도 하고, 포스텍에 거니는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이걸 직접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알리미가, 또 직접 포스테키안을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편집장이 되었다는 게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그때 당시에 제가 포스테키안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봤듯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른 의미를 전할 수 있는 포스테키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의 1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커갈 포스테키안.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

알리미 25기  전자전기공학과 19학번 
서동희 Editor

알리미 25기  생명과학과 19학번 
정채림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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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테키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가을호부터 새롭게 

포스테키안 팀장을 맡은 조혜인입니다. 제가 맡은 코너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포스텍 학생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PASSION과 

알리미들의 이야기와 포스텍 관련 정보가 담긴 POINT입니다. 

이렇게 포스테키안 팀장으로서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니 

마음이 간질간질하네요:-) 고등학생 때 우연히 구독한 포스테키안 덕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당시 선배들이 

쓴 글을 읽으며 과학지식을 얻기도 하고, 롤 모델로 삼고 싶을 정도로 

멋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포스텍에 대해 알아가면서 저의 미래를 

꿈꾸곤 했습니다. 저에게 과학 잡지 그 이상의 의미를 준 포스테키안을, 

여러분에게 제가 느낀 것 그 이상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고 

정성스레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에 여러분이 많이 

지쳐있을 텐데 가을호가 잠시나마 즐거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포스테키안 많이 사랑해 주세요!

Review ①

동덕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나림

공대생이 보는 세상에서 캠핑과 같이 실생활과 함께 

이야기식으로 설명된 것이 재미있고 귀여웠습니다. 

56, 58페이지의 지식적이지 않은 내용도 더 읽고 싶었습니다. 

다음번엔 학교 내에서의 생활들도 다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공대 학생의 일과나 '학교 식당 탐방기'같은 학교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 )

Review ②

덕이고등학교 1학년  온유한

포스테키안에서 소개한 최신기술인 테라헤르츠파를 

활용한 여러 기술을 보고 특히 무선 충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무선 충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선거를 통해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신 것과 

최신기술 소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웹 크롤링을 실제로 

구현해 볼 수 있게 주석을 달아주셔서 직접 구현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스테키안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번 편집후기를 쓰게 된 25기 알리미 김은진입니다. 

어느덧 제가 포스테키안을 작성하게 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제가 1년 동안 PLUS 코너의 편집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리미로 활동하면서 이 포스테키안이 도움이 되었다던 

고등학생을 많이 보았기에 더욱더 유익한 포스테키안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덧붙이자면 계속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시기에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하고 자신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이 시기가 의미 없는 시간으로만 남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친구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너무 낙심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해요!

알리미 25기  화학공학과 19학번 
조혜인 Editor

알리미 25기  화학공학과 19학번
김은진 Editor



POSTECHIAN은 포스텍 학생홍보봉사단체 <알리미>가 직접 

기획, 제작하는 과학 잡지입니다. 이공계 분야 진로를 꿈꾸는 고

교생들에게 최신 과학 동향과 연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68호에 달하는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과학에 관심있는 분

이라면 누구라도 POSTECHIAN의 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면 POSTECH 입학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37673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Tel. 054 279 3610    adm-u.postech.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