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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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거나 재조합하여 만든 장기 유사체

2. 딥러닝에서 실제와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이용하는 함수로, 실제 값과 데이터의 차이를 나타내는 함수

3. 행렬의 덧셈과 뺄셈에는 성립하지만, 곱셈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연산 법칙

4.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특징을 찾아 데이터를 분류하는 인공신경망

5. 2009년 영국의 수학자 윌리엄 티머시 가워스가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수학적 공동 연구

6. 숙주 세포가 다양한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암세포가 존재할 때 합성되고 분비되는 당단백질

[세로 퍼즐]

 1.  ‘(3, 5)와 같이 P와 P+2라는 두 수 모두가 소수인 P가 무한히 많을 것이다’라는 가설

2.  기계가 음성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한다는 점에서 Text-to-Speech(TTS)라고 불리기도 하는 

기술

3.  일정한 지역에서 차의 과도한 집중, 교통사고, 도로 공사 따위로 차량의 통행이 정지되거나 비정상적인 통행 상태가 

계속되는 교통의 흐름

4. 급커브 구간에서 차량 주행 시 원심력에 의한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 도로에 만들어진 10도 정도의 경사

5. 영상 속 사람의 움직임이나 자세를 인식하는 기술

6. 먼지 크기의 매우 작은 센서들을  물리적 공간에 먼지처럼 뿌려 공간 정보를 얻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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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호,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십자말풀이를 풀고 정성 가득한 후기를 남겨주시면 

선물이 팡팡! 쏟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뽑힌 친구들 축하합니다! 

철성고등학교 3학년 박서연

한성과학고등학교 3학년 이윤수

➋

➌➌

➍

➍

➊

➊

➋

➎

➎

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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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텍 교수님 이야기

인공지능과 
팬데믹 시대를 
대하는 자세

요즘 SNS나 뉴스 미디어를 통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매일 몇 번이고 듣는 것 같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기술들을 상상하며 모두가 흥분에 젖어 보인다.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그 혁신은 유감없이 보인다.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이 커진 만큼, 

이공계열뿐 아니라 인문계열 학생들까지도 몰리고 있다. 매일 나오는 신기술들을 보면 정말 신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체감하게 된다. 

현재 인공지능을 미래로 그리고 있는 학생들은 모두 이런 시대적 혜택을 받는 행운아들인가? 

얼핏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 혁명을 지나 정보화 혁명으로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고군분투하던 기성세대와 많은 유사점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더욱이 별개의 원인이지만, 현 팬데믹으로 인해 활기찬 캠퍼스 생활을 온몸으로 느껴야 하는 

청년들과 대학가는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우리는 운 좋게 기술 혁명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이 시대적 혜택을 받는 행운아들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글은 대학생활의 부푼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특히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인공지능과 팬데믹 시대라는 현시대의 이슈를 파악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생각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시대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그 흐름을 따라 서핑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춘 미래 이공학도들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조그마한 경종을 울려 보려고 한다. 

필자는 [인공지능과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겪게 될 어려움]을 연구하고 있다. 대학원 공부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사용해야 하는 툴들이 진입 장벽이 있어, 익숙해지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오픈소스나 오픈 엑세스 논문조차 흔하지 않아 기존 연구의 재현 문제로 본격적 연구는 시작도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등 매우 소모적인 연구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관련 

개발 툴의 발전과 공유 문화의 발전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되면서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 분야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고등학생 인공지능 개발 전문가와 같은 얘기도 뉴스에서 종종 들리고 

있다. 항상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는 법. 이로 인해 여러 폐해도 발생하고 있다. 

그 중 두 가지 정도 얘기해 보면 다음과 같다. 

PEOPLE • 포스텍 에세이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오 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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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분야에 진입하기 위해, 마치 ‘수학이나 배경지식이 없이도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또는 ‘몇 개월이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등 자극적인 광고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선동에 

휩쓸려 기본기 없이 지름길만을 찾으려는 학생들도 보인다. 툴의 발전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되어 단순 활용 

측면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포스테키안>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목표는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은가. 

둘째로, 경쟁 과열과 정보 범람의 문제이다. 인공지능 분야는 발전이 너무 빠르게 가속되어, 매일 좋은 논문들이 

무료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최신 학회에서 발표되는 연구들이 이미 일 년 전에 온라인에 공개되어 

유명세를 떨쳤던 연구였던 등, 3개월 정도 지난 논문도 구연구가 되어 버리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번역/출판된 책은 신판임에도 유행에 너무 뒤처진 경우도 흔하다. 다시 말해, 학습 정보 취득 방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경쟁 과열과 정보의 범람으로 인해 학습자들과 입문자들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흔해지고 있다.

운명의 장난인지, 여러분은 이런 인공지능 시대와 함께 유례없는 팬데믹도 겪어야 한다. 온라인 강의를 비롯하여 

많은 활동들의 비대면화로 인해 소속감이 떨어지고 현실감 없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고등학교 때부터 

당연하게 여겨진 소속감의 상실은 자기 계발과 일상에 있어 무기력으로 다가온다. 비대면으로 발생한 뜻밖의 

여유로 인해 하루의 일정 속에 무엇 하나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지내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된다. 

위에 언급한 것 같이 숨 가쁘게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환경은 너무나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쯤 

되면 비대면의 형태는 점점 문화로서 자리 잡아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하게 된다.

결국에는 제한된 상황과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효과적인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단순한 문제이다. 다만, 

과거보다 더 많은 선택지와 집중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뿐. 하지만 이런 단순한 것들이 사실 가장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다. 낮은 성취도 속에 선택지들만 범람해 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인공지능과 코로나 시대에 더 강조되는 그리고 변하지 않고 중요한 팁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후배들이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빠르게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과 팁들을 열거하고 싶다.

1. Self-motivation  

내가 하는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견인(Lead)할 수 있어야, 과정들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즐길 수 있다. 성취감을 통해 자기 동기를 얻기 위해, 필자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 마치, 게임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느낌으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때마다, 현실을 게임의 퀘스트에 빗대 생각하고, 각 퀘스트를 해결할 때마다 보상과 레벨이 

올라가는 느낌으로 성취감을 고취하는 방법도 효과적이었다. 매일의 To Do list를 메모지에 관리하기도 하지만, 

Google keep, Notion이나 Gantt Chart 등 IT 기업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툴을 활용해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할 일을 지워나가는 재미를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 괜히 IT 기업에서 이런 툴들에 많은 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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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ole-playing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때보다 더 다양한 역할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에 나가서는 하나의 

직업군이더라도 주어진 일들은 다양한 직무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형태를 띤다. 

예를 들어, 연구원(Research scientist)은 다양한 직업군의 면모를 고루 갖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구현하고 평가하는 엔지니어, 논리적으로 보고서 및 논문을 쓰는 작가, 논문을 평가받고 

변론(rebuttal)하는 변호사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를 홍보할 때는 세일즈맨의 역량이 

필요하며, 본인의 분야의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관리하는 매니저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대학생으로서 발표를 

진행할 때에 그냥 학생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영업직으로 내 발표 내용을 학생들과 교수에게 세일즈하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보면, 그 발표를 어떻게 지배해야 할지 확연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각 직무를 수행할 때, 각 역할을 대표하는 프로로서의 마음가짐을 감정 이입(롤-플레이)하여 

최선을 다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지지 않을까?

3. Problem solving skill? No, problem definition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주어진 커리큘럼과 문제가 ‘주어지면’ 해결하는 방법만 주로 훈련해 왔다.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초중고를 거치며 이 스킬을 충분히 습득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문제를 주었을 때 잘 푸는 사람은 여러분 말고도 많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과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는 문제 자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처음 접하는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무엇이 핵심인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추상적인 문제를 구체화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당연하게도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기본기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물리 세계의 이해를 수학으로 

표현함으로써 논리를 설계하는 능력(수학적 사고)과 무엇이 중요한 문제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설계하는 

능력(문제 해결 능력)을 꾸준히 기르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불변하는 필요 능력이기도 하지만, 현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4. Distinction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패러다임 속에서는 항상 경쟁의 스트레스가 크다. 특히 많은 관심이 몰리는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는 경쟁은 심화된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나는 남들이 하는 트렌디한 주제를 따라가는 것보다, 

나만의 연구 그러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며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분야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 경쟁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있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것을 위해선 누구나 얘기하는 창의력이 관건이지만, 그런 거창한 것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전략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다. 자연에 있는 벌집의 육각 구조를 재료 공학에 적용하여 경량화와 

내구성을 동시에 달성한 것과 같이, 다른 영역의 성공/실패 사례를 새로운 분야의 적용처로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다. 인공지능을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 자체보다는 ‘무엇’을 위한 인공지능인지 AI+X를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결국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핵심을 파악하는 눈,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차별화 능력으로 발현되지 않을까 한다.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행운아라기보다는 그 어느 때 보다 거칠고 빠른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세대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말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세계적 침체기는  

우리가 조금만 더 나아가면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인 면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함으로써, 최악의 케이스(worst case)를 상정하고 위기의식으로 대비한 사람들이 결국 웃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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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술의 가치가 보장받는 세상을 위해

이승준 선배님과의 이야기

여러분께서는 ‘변리사’라는 직업을 아시나요? 흔히 변호사와 혼동하여 이공계열 졸업자는 갖기 힘든 직업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승준 선배님께서는 자신이 배운 공학적 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모든 이들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 힘을 쏟고 계신답니다.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시는 선배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 볼까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 물리학과 07학번이고, 지금 ‘특허법인 

영비’라는 특허 관련 법인을 운영 중인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선배님께서는 현재 변리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하고 계신 일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식 재산권을 보호받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인데요. 저는 저작권 등록과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에 대해 출원을 하며, 그와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을 

조정하고 고객의 편에 서서 권리 침해에 대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상대의 특허나 디자인 상표를 무효로 하는 소송도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업들이 국내외에 

제품을 출시할 때 다른 사람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지 컨설팅도 진행하고, 또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이나 기술을 

보호받을 방법을 자문하는 역할입니다.

포스텍 물리학과에서 학사 과정을 밟으셨는데, 

포스텍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포스텍에서의 생활이라 하면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기숙사 1동에서 4년 내내 살았고, 분반 친구들과 함께 생활했던 게 

재미있었어요. 저희 때는 과를 정해서 입학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저는 무학과로 입학했고 물리학과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물리학과에 들어가게 되었고 공부를 게을리하지는 

않았어요. 친구들하고 항상 밤늦게 과제를 하고 학과 공부랑 별개로 

물리학과 친구들 중에 매우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서 학과 수업 이외의 

물리학 스터디도 했었죠. 동아리로는 축구 동아리를 잠깐 했었는데 

무릎 십자인대가 나가서 그만뒀었죠. 친하게 지냈던 분반 

친구들이나 과 친구들과 다 같이 풋살도 하면서 재미있게 

학교생활 했던 거 같아요.

선배님께서는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변리사가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진로를 고민한 경험은 누구나 있잖아요? 저도 학부생 시절에는 

박사도 하고 기회가 되면 유학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4학년 초까지만 해도 이론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었죠.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정적인 것보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적성에 

맞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학과 친구가 “넌 남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귀에 착착 감긴다.”라는 말을 해줬어요. 그러던 와중에 대학 졸업할 

때쯤에 여러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변리사가 되신 선배님께 많이 여쭤봤죠. 또 졸업할 당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학이나 자연과학을 일반인에 비해 잘 알고 있고, 공대생들보다 

여러 인문학도 좋아했고 혼자 글 쓰는 것도 좋아해서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니, 변리사라는 직업이 저랑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고 공부를 시작해서 변리사가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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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고민하는 이공계 분야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이공계 학생들은 연구하거나 전문직을 갖거나 기술 창업 쪽의 진로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좋은 길이지만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해요. 지금 사회는 공학과 

인문학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개발할 때 단순히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로서도 해석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뭔가를 컨설팅하거나 법률적인 것을 판단할 때에도 공학적인 

베이스가 없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일이 참 많죠. 자신이 가진 

지식이 연구에 활용될 수도 있지만, 소설을 쓰거나 다른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칼럼을 쓰는 데 활용되는 등, 여러 방향이 있답니다. 

다양한 시각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각 분야의 선배님들과 지속해서 

커뮤니케이션했으면 좋겠어요.

선배님께서 추구하시는 바 또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추구하고 있는 건 제가 맡은 일이 우리나라가 됐건 외국이 

됐건,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각자의 독특한 기술이나 

지식 재산권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자기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 직업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를 만나거나 저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술이나 노하우를 

우리나라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최대한 넓은 범위를 가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다음으로 제 사업의 확장과 관련된 건데, 사업이 확장될수록 더 

많은 기업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이에, 국내외로 

기술력을 가진 모든 이들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제 지식을 

활용하고 싶어요. 제가 학부 동안 공부한 것들 덕분에 저는 남들에 

비해 공학적 마인드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리학과를 졸업했지만 다른 컴퓨터나 정보 통신 기술을 

이해하는 데에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변리사라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이긴 한데, 특허를 출원하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빨리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런 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힘이 닿는 데까지 지속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테키안을 구독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대학 입시일 텐데, 

그 과정에서 자기 적성도 중요하고 대학에서 뭘 가르치는지도 

중요하니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만약 포스텍에 오게 되면 

우수한 친구들과 공부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포스텍을 나와서 사회를 경험해 보며 느끼는 거지만 함께 

공부한 친구들이 정말 우수했고, 심성도 매우 좋았던 거 같아요. 

서로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지식을 공유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느끼는 거지만 

졸업생이 많이 없기도 해서 포스테키안끼리 정말 끈끈해요. 

공부하기도 상당히 좋은 환경이라 훌륭한 친구들과 뛰어난 

교수님들과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에 관한 판단이 확실하고, 그것을 통해 직업까지 

가지게 되신 선배님의 모습은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배님이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고, 부러움의 감정도 들어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포스테키안 구독자 여러분들도 

자신이 잘하는 것,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에게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이 글이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좌.필자)알리미 25기  신소재공학과 19학번 김 태 호  
(우.인터뷰)알리미 26기  무은재학부  20학번 박 정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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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디자인, 공학과 예술, 언뜻 보면 정말 다른 분야 같죠?

그런데 2000년대에 모두가 둘 다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릴 때 그저 ‘즐겁다’라는 이유로 두 분야를 함께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겨울호 <알리미가 만난 사람>에서는 ‘디자인을 이해하는 개발자’, 

‘개발을 이해하는 디자이너’로 현재 구글 UX 엔지니어로 계신 김종민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종민 엔지니어님께서 어떤 여정을 걸어오셨는지, 만나볼까요?

인터렉티브 디벨로퍼, 김종민님과의 이야기
“내면의 나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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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엔지니어에 대하여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글에서 시니어 UX 엔지니어로 있는 

‘인터렉티브 디벨로퍼’ 김종민입니다. 저는 현재 구글 교육 

파트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육 제품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며, 

실리콘 밸리에서 부인, 아이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인터렉티브 디벨로퍼란 무엇인가요?

2000년대에 flash라는 언어로 ‘화면에 움직임을 만드는 사람’을 

인터렉티브 디벨로퍼라고 했는데요. 현재 업계에서 이 말은 거의 

사라지고, creative technologist나 UX 엔지니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저는 ‘인터렉티브 디벨로퍼’라는 직업으로 일을 

시작했고, 초심을 잃지 말자는 뜻에서 이 말로 저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세 직업 모두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일을 해요. 

다른 개발자들이 제품의 뼈대를 만들고 전체적인 구성을 

만든다면, 인터렉티브 디벨로퍼, 또는 UX 엔지니어들은 ‘보이는 

부분’에 대해 화면상의 움직임이나 사용자와의 인터렉션 요소, 

즉 사용자가 무언가를 눌렀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등을 

구상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사용자의 경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거죠.

# 걸어오신 길

고교 및 대학 시절부터 현재 구글 엔지니어로 계시기까지, 

어떤 여정을 걸어오셨나요? 

저는 중, 고교생까지 영화 특수효과를 만드는 사람을 꿈꿔왔어요. 

그래서 관련 학과에 지원했지만, 재수 도전까지도 낙방했죠. 

결국 집에서 가깝고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대학에 진학했지만 

‘내가 이 대학을 나온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마음에 

중퇴를 결정하고, 바로 PC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이때 

친구의 제안으로 국비 교육을 통해 처음 웹디자인을 배워볼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를 계기로 부산의 작은 웹 

에이전시를 거쳐 평소 동경하던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죠. 

비록 디자이너로 시작했지만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며 개발에 

대해서도 틈틈이 공부하며 역량을 쌓아갔어요. 그때 마침 네이버, 

다음 등으로 flash 개발 인력들이 빠지면서 디자인 대신 개발 

업무를 맡게 됐죠. 이렇게 디자이너에서 시작해 flash 개발자, 

인터렉티브 디벨로퍼로서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서울 다음의 꿈은 미국이었어요. 외국 다큐멘터리에서 백발의 

할아버지들도 개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창작을 좋아하는 내가 

오래도록 무언가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로서의 직장 생활 중에도 틈틈이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그 포트폴리오를 통해 뉴욕의 퍼스트 본의 전화 

인터뷰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당시만 해도 영어는 전혀 못 

해서 전화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Wait! Am I hired?’라고 외쳤던 게 기억에 남네요. 

(웃음) 그래도 저의 포트폴리오를 잘 봐주셨는지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 그렇게 미국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2012년, 점유율 90% 이상에 달했던 flash의 

틈을 비집고 HTML5가 시장에 등장했어요.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자 HTML5를 개인적으로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HTML5에 제 아트워크를 결합해 재미있는 인터렉션을 보여주는 

Form Follows Function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죠. 이렇게 

취미로 만들었던 개인 작업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 웹사이트를 공개하고 구글, 애플, 넷플릭스 같은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고,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 닷 

등에서 다수의 상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구글에서 일하게 되었죠.

개발과 디자인 둘 모두를 해내시면서 느끼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실 제가 처음 개발과 디자인을 같이 하려고 했을 때는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하나만 하기에도 

버겁다.’라며 주변에서도 말렸고요. 그래도 저는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회사에서는 주로 개발을, 집에 와서는 꾸준히 디자인을 

해왔어요. 그런데 세상이, 시장이 변한 거예요. 개발과 디자인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진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디자인과 

개발을 같이 하는 사람이 뜰 거야’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돗자리를 깔아야겠죠. (웃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저는 순수하게 디자인과 개발을 좋아했고, 주변 이야기들보다는 

제 내면의 이야기에 집중했던 거에요. 당장에 디자인, 개발이라는 

분야는 물론 다른 분야들도 계속 바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정해준 길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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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가질지, 무언가를 할지 고민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고, 이런 부분이 먹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저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 자체’가, 현재 이 일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분야의 ‘장인’으로서 그저 지금처럼 제가 

좋아하는 일을 오래도록 즐기면서 하고 싶어요.

구글에서 일하면서 재미있는 작업을 많이 하고, 또 전혀 

돈이 되지 않는 개인 작업에 시간을 쏟는 것 모두 그저 ‘정말 

좋아서’예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매니저 트랙을 타지 않고 IC, 

Individual Contributor 라는 개인 작업자 트랙을 타서 일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제 작업이 세상에 알려진 것도 제가 정말 

좋아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끼는 만큼 다른 

분들도 좋아해 주실 수 있는 거니까요.

# 앞으로

앞으로 목표는 무엇인가요?

앞으로는 생명력이 길고, 이를 통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자 해요. 그동안에는 웹사이트나 제품의 광고와 같이 

생명력이 짧은,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와 멋있다. 그런데 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구글에서도 교육 분야로 

팀도 옮겼어요. 현재에는 교육팀 UX 엔지니어로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 제품’의 화면에서 보이는 부분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만든 것들이 새롭고 화려하지만, 생명력이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꾸준히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제 계획입니다. 또 인생은 하루하루가 행복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거창한 목표가 있다기보단, 

‘현재를 행복하게’ 보내는 게 제가 이 일을 하는 동기이자, 

이유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은 스텝을 밟아가며 

변화에 빨리 대응하는, 그렇게 꾸준히 제 커리어를 쌓아가는 

‘장인’이 되고 싶어요.

# 전국의 구독자들에게

진로를 고민하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학생들은 저보다 더 진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를 보다 보면 

성공을 위해 정해진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쉬우니까요.

그런 만큼 온전히 내면의 자신과 대화하며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공의 기준을 세상의 

시선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스스로 더 성장하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또 제가 성장한 그 

모습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저 자신의 가치를 올리려고 했고, 지금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죠.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기보다 하루하루 좋아하는 것을 하고 

행복하게 산다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성장할 것이고, 그것이 

곧 본인만의 성공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의 

이야기보다는 내면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세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하며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성공은 ‘나의 성장’으로부터 온다는 생각으로 늘 내면에 집중해 

고민하며, 앞으로 ‘누군가에게 꾸준히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으시다는 김종민 선생님.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한 애정이 물씬 

전해져 필자 또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일을 

찾기까지 ‘내면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먼 곳 실리콘밸리에서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신 김종민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PEOPLE • 알리미가 만난 사람

(좌.인터뷰/필자) 알리미  25기 생명과학과 19학번 정 채 림  
(우.인터뷰) 알리미 25기 전자전기공학과 19학번 서 동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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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고등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알리미!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어 친구들을 대면으로 만나보기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친구들의 고민을 직접 시원하게 해결해 줄 기회는 놓칠 수 없죠~. 이번 겨울호에서는 

화상 회의 플랫폼 Zoom에서 전국 방방곡곡의 친구들을 만나 보았답니다!

다음 '알리미가 간다'는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 부탁드려요! 

http://bit.ly/2021POSTECHIAN_SPRING

알리미가 
Zoom에 떴다

#고등학교 생활 

민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시면서 막히거나,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민수       저는 공부가 너무 안 되고 지칠 때는 그냥 마음 편히 딱 

하루 쉬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날에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이랑 

놀거나 집에서 편하게 쉬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시 열심히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죠.

채림       저는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작은 

것들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크지 않은 일에도 좌절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만큼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스스로 칭찬해 주고, 

혹시 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았거나, 어떤 활동이 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지나가면 될까?’, ‘다음 

번에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과 같이 무언가 배우고 지나가는 

기회로 삼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무엇이든 즐기면서 하게 되고,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익선        고등학교 활동을 하면서 심화 활동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민수       저는 본인이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만큼 뻗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서 ‘이것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언제든 도전은 환영이죠. 대신, 주변 

친구들과 비교해서, ‘아, 내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만큼은 해야 

하는 건가?’와 같이 주변에 휩쓸려서 활동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늘 사람마다 상황도, 구체적인 진로 사항들도 다른 만큼, ‘나’에게 

초점을 두어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채림       또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활동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탄탄하게 나아가는 것을 추천해요. 제 사례를 

예시로 들자면 ‘한번에 전공 서적을 읽겠다!’ 가 아닌, 수업 중 배운 

생명과학 내용에서 관련 과학 교양 도서를 읽어보면서 호기심을 

채우고, 전공 입문 서적을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해 보고, 그 중에서 

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공 서적이나 대학교 연구 분야를 

탐색해 보기까지의 과정을 거쳤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나아간다면 

스스로에게도 더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포스텍 

민규        다른 대학에 비해 포스텍이 특히 좋았다! 하는 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채림       포스텍은 제가 고교 시절에 꿈꾸었던 ‘기회가 가득한 학교, 

그래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였어요. 그리고 포스텍 재학생이 된 

현재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들을 그 이상으로 체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특성은 ‘소수정예’, ‘학생들에 대한 믿음과 지원’으로부터 

(좌.인터뷰/필자) 알리미 25기 생명과학과 19학번 정 채 림  
(우, 인터뷰) 알리미 26기 무은재학부 20학번 김 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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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규(전북과학고등학교 2학년)

"인터넷, 웹 서핑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재학생이 경험하는 포스텍 

이야기들을 편안한 자리에서 나누며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꼭 포스텍 들어가서 뵙겠습니다!"

이익선(안동 풍산고등학교 2학년)

"코로나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고등학생들을 직접 

찾아와주신 덕에 포스텍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 

포스텍이 얼마나 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학교인지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남은 한 학기 더 노력해서 꼭 포스텍 가겠습니다!"

온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저는 연구자의 길을 꿈꾸어 왔는데, 

‘연구 참여 기회’ 측면에서 포스텍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스텍은 당장 1학년 때부터 ‘새내기 연구 참여’라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이를 시작으로 매 학기, 본인이 원하는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횟수와 시기에 제한 없이!’ 연구 참여를 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1학년 새내기 연구 참여에 이어 2학년 

1학기에 COVID-19 DNA Vaccine 프로젝트에도 학부생 신분으로 

참여했고, 또 이번 겨울학기에도 이어 진행하려고 해요. 교수님께서 

저를 신뢰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또 학부생으로서 배우는 

과정임에도, 포스텍에 있는 우수한 인프라들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포스텍이 학생들을 정말 많은 고려를 통해서 

뽑고, 그런 만큼 저희를 믿고 기회를 준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만족도 2,000%입니다!

민수       저는 구성원들 간의 끈끈한 관계가 포스텍만의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포스텍은 300명 남짓의 학생들이 일반고, 

영재고, 과학고 관계없이 섞여 15개의 분반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다양한 경험을 해온 친구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된답니다. 과가 없이 무은재학부로 들어와 처음으로 

소속되는 집단이 분반이고, 또 소수이다 보니 더욱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텍은 3.0이라는 성적 기준만 

넘으면 모두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성적과 싸우거나 친구와 경쟁하지 않는답니다! ‘경쟁자가 아닌 

조력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친구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요. 또 지도교수님과의 관계! 2020년 기준 교수님 1인당 학생 

수가 2.9명으로 교수님 한 분당 아주 적은 학생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만큼 지도교수님과 수강 신청부터, 학과 고민, 연구 분야에 대한 

조언 등에 대해 제가 꿈꾸는 분야의 전문가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익선        포스텍에서 창업을 많이 지원해 주나요?

채림       포스텍에서는 ‘해 보고 싶다면, 도전해 볼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APCG-Lab]이라는 

포스텍 교내 창업 지원 단체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는 포스텍 동문 기업 협의회인 [APGC]에서 

내리사랑으로 후배들의 창업 기회를 지원해 주고자 만든 

단체로, 포스텍 내에서의 ‘창업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창업 관련 교육,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직접 

창업하기까지 실질적인 수행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저도 1학년 2학기 때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타트업에서 학기 인턴십을 진행했는데, 이를 계기로 

연구자로서의 길 외에도 진로 분야를 더 넓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민수       또 과하게 매력적인 기술 창업대회, [과매기]라는 교내 

창업 경진대회도 있고, [포항 이노폴리스 캠퍼스]라는 사업으로 

포항시 지자체 자체에서도 창업 지원을 해 주면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기도 해요. 또 ‘창업을 하고 싶다면 누구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교내에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짓고 있는 등 

지원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에요!

익선        해외 대학과의 교류가 활발한지 궁금해요!

민수       포스텍에서는 학생들을 해외 자매 대학에 파견해 정규 

학기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19년도 가을학기 

기준으로 전 세계 24개국, 56개교에 연간 평균 110명 이상 

파견되고 있어요! 등록비를 면제해 주고, 학교 및 학과 제공 

장학금을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해 줘요. 

채림       제도가 명목상으로만 마련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입학해 보니 정말 많은 3, 4학년 선배들께서 실제로 해외 

단기유학을 다녀온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마음만 먹는다면 다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해 진 것 같아요. 사실 이 모든 것이 포스텍이 ‘소수 정예’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학생 한 명에 대한 지원이 크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알리미가 간다>를 진행하는 동안 포스텍에 대한 큰 관심을 

표현해 준 친구들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활발하게 참여해 준 전민규, 이익선 

친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또 포스텍을 꿈꾸는 많은 예비 

포스테키안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24PEOPLE • 선배가 후배에게

우리가 물리나 수학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복잡한 

기호와 수식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물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학문을 처음 배운다면 

그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나 관습에 익숙해지도록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책 『수레바퀴 아래서』의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는 

수학 공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고, 어제까지만 해도 하지 못했던 내용을 날마다 

터득하기는 하지만, 갑자기 넓은 전망이 열리는 정상에는 결코 오르지 

못했다.” 

수식과 기호, 공식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학습하는 과정에서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력을 갖기 어려우므로, 한스 기벤라트의 말처럼 

그 과정은 답답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가 아닌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죠. 

안타까운 점은 친구들이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성적이 좋지 않아 자책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것이 대입과 직결되는 

문제였고, 대학교에 와서도 친구들이 전공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여럿 보았습니다. 현재의 교육체계가 

고등학교이든 대학교이든 모든 사람이 정해진 시간 내에 학습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성적이 나쁘다 해서 재능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덜 똑똑한 것일까요?

저는 물리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입학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물리를 포기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포스텍은 학교 특성상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의 문제 풀이에 익숙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일부는 수학 

과학 올림피아드에서 수상을 거두었던 경험도 가지고 있었죠. 저는 

이과였긴 했지만, 일반고에서 수능 공부를 해 왔기에 대학교 수업의 

대부분은 처음 공부해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까만 컴퓨터 화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코딩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기도 했고, 물리 수업 

시간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옆의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좋은 성적을 받는 것으로 보여 더 답답했죠. 소위 물리, 수학 머리가 

있다고 하는 친구들을 보며, ‘아 저게 재능이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리학과를 지망했던 저는 갈수록 외계어에 가까워지는 

물리 수업을 들으며 물리를 거의 내려놓다시피 했었습니다. 정말로 

물리에 등을 돌려버린 저의 마음과 태도는 D라는 성적으로 씁쓸하게 

돌아왔었지요.

2학기가 되어서는 정말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는 걸까? 

그러면 일찌감치 물리학자의 꿈은 포기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옆에서 물리와 수학을 잘한다고 하는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수학 과학을 공부해 왔기에 저와 절대적인 

공부량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또 오랜 시간 공부해 왔기에 그만큼 

익숙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지난날의 격차를 메우고자 다소 무식한 

방법이었지만 일반물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전부 풀어봤었습니다. 그 

과정은 조금 고통스러웠지만 내가 1학기 때 물리를 못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재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아직 익숙할 만큼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성적도 잘 받을 

수 있었죠.   

어쩌면 학습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재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입을 중심으로 한 고등학교 교육은 그런 능력을 갖춘 

친구들을 선호하죠. 선행 학습이 필수가 되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천천히 성숙을 이뤄나가는 친구들은 지금 당장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적이 나빠서, 시험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자신의 가능성을 일찍 닫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것일 

뿐이니까요. 

학습하는 속도가 느리거나, 빠르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도, 단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랫동안 지속하는 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을 이뤄나가길 바랍니다.

익숙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 
X

물리학과 19학번 최 정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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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인간
Virtual Human

삼성은 2020년 1월에 열린 CES 2020에서 ‘인공 인간 Artificial Human’ 프로젝트, 

‘네온 NEON’을 발표했습니다. 네온에서 공개된 가상 인간들은 실제 인간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지난 12월, Mnet에서 방송된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은 AI 기술로 그룹 ‘거북이’의 

래퍼 터틀맨(故 임성훈)의 목소리와 움직임을 똑같이 복원해 내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로써 머지 않아 가상 인간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올 것이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획특집의 주제는 가상 인간 Virtual Human입니다. 얼굴 합성 기술 Face Synthesis을 통해 가상 인간의 

얼굴을 생성하고, 음성 합성 기술 Speech Synthesis로 목소리를 입힌 다음, 

움직임을 만드는 딥러닝 기반 휴먼 모션 연구 3D Human Motion Estimation까지! 

실제 인간 같은 가상 인간을 만드는 기술들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28

GAN이란?

가상 얼굴 합성에는 보통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는 

기술이 사용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물 사진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들의 특징을 분석해 실제로 존재할법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요. GAN이 어떠한 모델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각각의 단어가 가진 의미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Generative’는 GAN이 생성 Generation  모델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생성 모델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을 법한, 그럴듯한 가짜를 만들어 

내는 모델입니다. 수학적으로 그럴듯하다는 것은 생성된 데이터의 

분포가 실제 데이터의 분포와 유사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로 ‘Adversarial’은 두 개의 모델이 적대적 Adversarial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대적이라는 개념은 ‘경찰과 

위조지폐범’에 대입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경찰과 위조지폐범이 

있을 때, 처음에는 위조지폐범이 만든 지폐가 허술해서 경찰이 

쉽게 검거했다고 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위조지폐범은 검거되지 

않기 위해 다시 기술을 발전시켜 지폐를 위조하게 되겠죠? 이처럼 

위조하고, 검거되고, 위조하고 또다시 검거되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위조지폐범은 갈수록 더 정교한 위조지폐를 만들게 되고, 경찰은 지폐의 

진위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GAN은 여기서 위조지폐범 

역할인 생성자 Generator와 경찰의 역할인 구분자 Discriminator라는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경쟁적으로 학습시켜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원리인데요. 생성자의 

목적은 그럴듯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서 구분자를 속이는 것이고, 

구분자의 목적은 생성자가 만든 가짜 데이터와 진짜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 모델을 함께 학습시키면서 ‘진짜와 구분할 수 없는 가짜’를 

만들어 내는 생성자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GAN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인 적대적 학습 Adversarial Training입니다.

마지막으로 ‘Network’는 이 모델이 인공 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또는 딥러닝 Deep Learning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AN은 실제 데이터의 확률 분포에 근사하는 함수를 만들기 위해 딥러닝 

구조를 활용하는데요. 실제 값과 데이터의 차이를 나타내는 함수인 ‘손실 

함수’라는 개념을 도입해, 이 손실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 주는 가중치들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생성자는 계속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실제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이미지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PROGRESS • 기획특집

삼성의 인공 인간 NEON, 이케아의 버추얼 모델 IMMA 등 실제 인물과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진 가상 

인물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얼굴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된 영상, 이미지는 전문가들조차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모습의 가상 얼굴을 생성해 내는 기술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딥러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얼굴을 합성하는 기술의 원리, 함께 알아봅시다!

가상 얼굴을 만들어 내는 기술, 
Face Synthesis
Virtual Human

기획특집 - ① 

① 경찰과 위조지폐범으로 표현한 GAN의 모델 구조  

https://wegonnamakeit.tistory.com/

② GAN의 모델 구조

알리미 25기  

컴퓨터공학과 19학번  원 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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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의 손실 함수

GAN의 손실 함수는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G는 

생성자로, 잠재 벡터 ‘z’를 입력받아 가짜 이미지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잠재 벡터 z는 균등 분포 Uniform Distribution나 정규 분포 Normal 

Distribution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값인데요. 생성자는 이렇게 단순한 

분포를 사람 얼굴 이미지와 같은 복잡한 분포로 매핑 Mapping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자 D는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그 이미지가 

진짜일 확률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출력하는 함수이고, x는 실제 데이터 

분포에서 추출된 실제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생성자 G는 실제와 결과물의 차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함수 전체의 값을 최소화시켜야 하고, 따라서 오른쪽 항에서 log(1-

D(G(z))가 작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D(G(z))가 1이 되도록, 즉 

가짜 이미지를 진짜라고 판단하게 만들도록 학습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구분자 D는 함숫값을 최대화하기 위해 log(D(x))와 log(1-

D(G(z)))를 크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D(x)는 1, 

D(G(z))는 0이 되도록, 진짜 이미지는 진짜라고 가짜 이미지는 가짜라고 

판단하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이 두 모델이 이렇게 정반대의 목표를 갖고 

있기에 경쟁을 통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고, 결국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힘든 상태인, 올바르게 이미지를 구별할 확률이 0.5가 되는 

지점에 수렴하게 하여 높은 수준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하지만 GAN에서 하나의 잠재 벡터 z만을 이용해 학습이 진행되다 보면 

특징 간의 상관관계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 데이터 집합에 극히 드물게 대머리인 사람은 항상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GAN은 학습 

데이터의 분포와 비슷한 분포를 지니도록 학습하기 때문에, 선글라스와 

대머리의 상관관계를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대머리인 사람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상태가 되도록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적합 Overfitting1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처럼 특징들이 

서로 얽혀있기 Entangled 때문에, 입력을 조금이라도 조정하게 되면 동시에 

여러 특징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정교한 얼굴 생성 기술, StyleGAN

앞서 말한 한계를 극복하고, 성별, 연령, 헤어스타일 등의 특징까지 

조절하며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StyleGAN이라는 

이미지 합성 기술이 개발되었는데요. 이 StyleGAN은 생성자의 구조를 

재구성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기존의 GAN이 갖는 생성자는 그림 ③의 (a)와 같이 잠재 벡터 z가 직접 

이미지로 변환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z는 학습 데이터의 확률 

밀도를 직접적으로 따라야 하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학습 데이터의 분포에 완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특성이 

얽혀있어 머리카락의 길이만 변경한다거나, 사람의 시선을 변경하는 

등의 작업이 많이 제한적이죠. 따라서 StyleGAN은 Mapping 

Network를 통해 z를 중간 벡터 w로 먼저 변환하고, 이미지 변환 

과정에서 w를 통해 스타일(성별, 연령, 헤어스타일 등)을 입혀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비선형적인, 즉 직선 형태가 아닌 함수인 

Mapping Network를 사용함으로써 학습 데이터의 분포를 따를 필요가 

없는 중간 벡터 w를 생성하고 그 덕분에 벡터 간의 상관관계가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StyleGAN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정말 정교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아래의 사이트에서 직접 

StyleGAN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thispersondoesnotexist.com/

지금까지 살펴본 기술들을 바탕으로 얼굴 합성, 가상 얼굴 생성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가상 공간에서 실제 

사람과 유사한 인공 인간을 만들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얼굴만 만들어 내는 것에서 나아가 진짜 사람처럼 말을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실제와 유사한 

가상 인간을 생성해 내는지 이어서 알아볼까요?

③ 기존의 GAN과 StyleGAN의 생성자 구조 

Tero Karras, Samuli Laine, Timo Aila. 「A Style-Based Generator Architecture for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2019.

④ StyleGAN으로 생성된 이미지   https://thispersondoesnotexist.com/

(각주)  1  학습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노이즈까지 과하게 학습하는 것,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차가 감소하지만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차가 증가하게 된다.

(참고 문헌)   1  Ian J. Goodfellow.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2014.

                  2  Tero Karras, Samuli Laine, Timo Aila. 「A Style-Based Generator Architecture 

for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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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NEON, 그리고 AI로 만들어진 터틀맨은 실제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내고 입을 움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음성 합성 기술에 있습니다! 음성 합성 기술은 청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입 모양이나 표정처럼 시각적인 것까지 담아야 하므로, 더욱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음성 합성 기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청각과 시각을 잡는 음성 합성 기술, 
Speech Synthesis
Virtual Human

알리미 26기  

무은재학부 20학번 강 아 림

기획특집 - ②

청각적 음성 합성 기술

음성 합성 Speech Synthesis은 기계가 음성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말소리를 녹음하여 음성 단위, 즉 유닛 Unit으로 나누어 

저장했다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저장되어있던 특정 유닛들이 합성되어 

음성이 만들어 집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한다는 점에서 

이를 Text-to-Speech, TT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음성 합성 기술은 

인간의 조음 기관을 따라 하던 지식 기반 접근 방식에서 시작하여, 

녹음된 음성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음성을 합성하는 연결 합성 

Unit Selection Synthesis과 통계 기반 파라미터 합성 Statistical Parametric Speech 

Synthesis을 포함하는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연결 합성은 실제 음성 데이터를 유닛으로 나누어 저장한 후 음성을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운율이 모두 다 다른 음성 데이터들의 

유닛을 이어 붙이게 되면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말하는 속도, 음의 

세기, 크기 등과 같은 특징들이 원본 녹음 데이터와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특징을 포함할 수 있는 더 큰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나타난 것이 

통계 기반 파라미터 합성 기술입니다. 

통계 기반 파라미터 합성은 유사하게 들리는 음성 특징 파라미터 

Parameter1들을 모델링하여 ‘평균’을 만든 후 음성을 합성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음성 데이터인 유닛을 합성하는 연결 합성과는 

차이가 있죠. 일반적인 통계 기반 파라미터 합성 시스템은 데이터 패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보를 추론하는 모델인 HMM Hidden Markov Model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학습 과정 Training part과 합성 과정 Synthesis 

part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음성을 분석하여 높낮이, 음의 세기와 같이 특징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추출한 다음, HMM을 사용하여 모델링합니다. 

그리고 합성 과정에서는 이 음성 파라미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음성을 합성한 후 출력합니다. 이 과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ㄱ’이라는 음소에 대한 모델링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공’, ‘낙’을 발음해 

보면 ‘ㄱ’에 해당하는 음성들이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음 기관의 움직임을 뜻하는 조음 調音의 편의를 위해 이어 나오는 두 

소리의 조음 동작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먼저 나오는 음이 후에 

나오는 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동시 조음’ Coarticulation이라고 합니다. 

동시 조음으로 인해 ‘ㄱ’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는 

음성들로부터 파라미터를 추출하여 비슷한 특성이 있는 ‘ㄱ’끼리 모으는 

집단화 Clustering를 거친 후 집단화된 ‘ㄱ’들 간의 통계치(평균과 분산)를 

구하여 저장합니다. 합성 과정에서는 입력받은 텍스트로부터 적절한 

‘ㄱ’의 모델을 찾고, 데이터에 저장된 통계치를 통해 원래의 파라미터로 

복원하여 음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각주)  

1  매개변수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높낮이, 길이, 음의 세기, 음색 등의 음성 특징 나타낸다.

① HMM 기반 음성 합성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Heiga Zen, Keiichi Tokuda, Alan W. Black, Statistical parametric speech synthesis, Speech 

Communication, Volume 51, Issue 11, 2009, Pages 1039-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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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음성 합성 기술

여기까지 청각적 음성을 합성하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청각적으로 음성을 합성한다고 해도, 가상 인물이 이 음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입 모양도 구현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음향적 표현을 시각적으로 합성하는 기술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음성을 말할 때의 얼굴의 모양과 입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때 얼굴과 입의 위치를 비짐 Viseme이라고 합니다. 

비짐은 단어의 의미를 구별 짓는 최소의 시각적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음소2로 ‘ㄱ, ㄴ, ㄷ’라고 한다면 비짐으로는 ‘ㄱ, ㄴ, ㄷ를 

발음했을 때의 얼굴의 모양과 입의 위치’를 나타내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현재 그림 ②와 같이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적 음성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말하는 모습을 다각도의 영상으로 담은 

후, 음성 특징을 특정 비짐에 하나씩 매핑 Mapping 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앞서 설명한 ‘동시 조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선 예시와 동일하게, ‘가’, ‘공’, ‘낙’과 같은 음성 데이터에서는 동시 

조음이 발생하여 같은 ‘ㄱ’임에도 불구하고 입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시 조음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하나를 분석할 수 있도록 

모델 영상을 프레임3 단위로 나눕니다. 프레임 수준과 음소 수준에서의 

음성 특징을 각각 추출한 뒤, 비짐에 매핑해 시각적 음성 데이터들을 

입력하는 것이죠.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면, 다음 단계는 

입력받은 텍스트를 시각적으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을 

할 때 얼굴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추정하게 되는데, 이때 주성분 분석,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기반으로 특징점을 추출한 다음, 이를 

이용해 모델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인 AAM Active Appearance Model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PCA란 입력된 정보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벡터의 차원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징 추출의 한 방법입니다. 2차원의 데이터 

분포의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림 ③을 보면 2차원의 특징 벡터들이 

y = x 직선에 투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차원의 정보들이 

직선 위에 표현되므로 1차원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고, 만약 y = x가 

투영된 데이터의 분산을 가장 크게 만드는 직선이라면 이것이 PCA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정과 입, 턱에 대해 각각 PCA를 진행하면 표정과 입, 턱의 

특징을 가진 데이터들의 변환 행렬과 평균 벡터가 반환됩니다. 이렇게 

반환된 벡터들을 가지고 아래 식처럼 최종적으로 PCA를 수행하면 AAM 

벡터가 나타납니다. AAM 벡터를 a라고 하고 표정, 입, 턱에서 추출된 

데이터들의 평균 벡터를 각각 s, bm, bj 라고 했을 때, a는 s, bm, bj 벡터들의 

행렬값으로 나타나며, 이는 고차원의 벡터가 됩니다. 이 벡터를 이미지에 

적용하여 시각적 음성을 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음성부터 인공지능 아나운서까지, 음성 합성 기술은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잘 녹아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심층 신경망과 

같은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지금보다 더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죠. 하지만 더욱더 인간과 흡사한 가상 인간을 만들려는 노력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 가상 인간 개발에도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가상 인간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지 다음 글에서 알아봅시다!

(각주)   2  단어의 의미를 구별짓는 소리의 최소 단위 

           3  영상에서 ‘정지’ 화면의 단위 

(참고 문헌)   1  Heiga Zen, Keiichi Tokuda, Alan W. Black, 「Statistical parametric speech 

synthesis」, Speech Communication, Volume 51, Issue 11, 2009, Pages 1039-

1064.

                  2  Ausdang Thangthai, Ben Milner, Sarah Taylor, 「Synthesising visual speech 

using ynamic visemes and deep learning architectures」, Computer Speech & 

Language, Volume 55, 2019, Pages 101-119.

                  3  Wolfgang Paier, Anna Hilsmann, Peter Eisert, 「Neural Face Models for 

Example-Based Visual Speech Synthesis」,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20.

                  4  박태훈(셀비스AI 개발자), ‘03.<음성합성이 뭐야?> 컴퓨터가 음성을 만든다’, 『딥러닝과 

음성기술의 만남』, 2018. https://brunch.co.kr/@oldamigo9/4

                  5  공돌이의 수학정리노트, 2019.07.27., ‘주성분 분석(PCA)’, [인터넷 게시글], 

                     https://angeloyeo.github.io/2019/07/27/PC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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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어 기반 비짐(Viseme) 사전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PHONEME-TO-VISEME-MAPPING_tbl1_4273506

③ 2차원 위 데이터들의 PCA 결과  

https://angeloyeo.github.io/2019/07/

27/PC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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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사진을 파악하는 방법, CNN

인공지능 기술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중 

딥러닝은 사람 뇌의 뉴런 구조를 본뜬 인공 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활용해 입력된 데이터들의 특징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딥러닝은 제한된 기준에 따라 판단을 내리지 않고, 수많은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분류하도록 발전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매우 복잡한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합성곱 

신경망 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 구조가 등장하면서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한 더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림 ①은 각 픽셀당 정보를 가진 N * N 격자로 된 2차원 

데이터 이미지인데요. 이런 2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한 줄씩 일렬 

배치하면, 위아래 픽셀이나 대각선 픽셀 간의 정보 같은 공간적 구조 

정보를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합성곱 신경망은 합성곱 층 Convolutional Layer을 가지며, 이 층은 높이, 

너비, 깊이 Channel 3차원 이미지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합성곱 층은 이미지의 공간 구조를 유지한 상태로 데이터를 

입력받아, 다음 레이어로 넘깁니다. 입력된 데이터의 차원 Dimension k에 

따라 필터는 n*m*k의 크기를 가집니다. 이 필터로 합성곱 연산을 하며, 

그림 ②의 노란색 영역처럼 이미지의 처음부터 훑으며 겹치는 부분만큼의 

행렬에 필터의 값을 곱해 출력 행렬을 만듭니다. 이렇게 출력된 행렬을 

특성 맵 Feature Map이라고 하며, 각 합성곱 층의 특성 맵은 테두리, 중요한 

영역과 같은 이미지에 대한 특정 정보를 담게 됩니다. 특징을 추출하고 

Pooling 레이어 등 다양한 처리 과정을 거치면, 각 데이터를 분류하고 

사진 속 물체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고양이 한 마리를 

인식했다면, 이후에 다양한 신경망 구조들의 결합으로 하나의 사진에서 

주변 사물 같은 여러 개의 물체를 탐지하는 등 이미지 처리 성능이 

높아졌지요. 이어서 CNN과 추가적인 모델을 활용해 모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CNN을 통한 인간 행동 인식

동작 인식 Action Recognition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로,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순간적 움직임이나 자세를 인식합니다. 동작 인식에서의 

‘동작’은 카메라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며, 관절을 점으로 표기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모션 데이터는 모션 캡처와 특정 센서 신호 

등으로 얻어지며, 자연스러운 모션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다양한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인간 행동 인식 분야에서 모션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1 이므로, 2D CNN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2D CNN을 

활용하면 정지된 이미지에 대한 특징만 추출하므로 영상에서 일시적 

순간의 데이터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D CNN은 그림 ③처럼 

데이터를 입력받는 합성곱 층과 합성곱 연산을 한 결과인 특징 맵이 모두 

3차원이기 때문에, 영상의 프레임2 당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습 

과정에서 만들어 내는 모델의 크기가 너무 크고, 심층적인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문제점 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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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③ 

이렇게 가상 인간들은 더욱더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사람 같은 목소리로 말하도록 발전하고 있는데요. 

가상 인간들은 게임이나 영화 등의 분야에서도 활용될 거라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현실 세계처럼 자연스럽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딥러닝 기반 모션 캡처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Mnet의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에서 래퍼 터틀맨(故 임성훈)씨의 춤 동작을 만든 것도 이 기술을 활용하는데요. 

가상 인간의 움직임은 어떻게 만들어 낼까요? 3D 모션 데이터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 알아봅시다!

움직임을 만드는 기술, 
3D Human Motion Estimation
Virtual Human

알리미 26기  

무은재학부 20학번   유 현 아

① CNN의 필요성  유영준, 『딥 러닝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 입문』

② CNN의 구조  

이은주, 「CNN과 RNN의 기초 및 응용 연구」, 방송과 미디어, 22(1), 2017.01, p. 87-95.

필터를 이용한 컨벌루션 과정  (a) 지역적 수용 필드  (b) 컨벌루션  (c)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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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이중 흐름 행동 인식 신경망 Two Stream 

Architecture of Video Recognition의 원리는 2차원 CNN을 보완하고 공간과 

시간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물체와 배경 등 공간에 대한 정보와 물체가 

움직이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나눠, 두 흐름 Stream의 심층 합성곱 

신경망을 만드는 것인데요. 공간 정보는 공간 흐름 심층 신경망 Spatial 

stream ConvNet으로 다루며, 2차원 CNN을 활용해 정지 이미지에서 

행동을 인식합니다. 시간 정보는 일시적 흐름 심층 신경망 Temporal Stream 

ConvNet으로 광학 흐름 Optical Flow Displacement Fields을 활용해 연속된 

프레임들 사이 사람의 행동 변화와 이동 방향을 인식합니다.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나누어진 두 흐름을 평균 등의 특정 방법으로 

합하면 부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휴먼 모션 연구의 전망

인간의 모션을 연구함으로써 컴퓨터 그래픽과 비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비디오만으로 모션 캡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영화 같은 콘텐츠에서 캐릭터의 모션을 만들어 내기도 하죠. 

관련 기업의 대표적인 예시는 3차원 포즈 추정 3D Pose Estimation 기술로 

모션 캡처를 간편하게 만든 기업, ‘플라스크 Plask’입니다. 이 기업이 

가진 기술은 모션 캡처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인간의 형태를 잡아내고 그 

이미지를 스켈레톤 형태로 변환해 왜곡 현상을 없앱니다. 사람의 위치와 

방향을 통해 사람의 신체 기관들의 관절3 과 그 각도를 찾아 사용자의 자세 

Pose를 추적하고,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움직임을 예측합니다. 

스켈레톤 데이터를 활용하면 모션 캡처 데이터를 인식할 때 걸음걸이, 

옷 부피 등으로 인식이 잘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도 각 데이터의 특징과 추출 과정에 따라 성능이 다르므로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한다고 해요.

전통적인 CNN 기법에서 벗어나, 다중 스트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해 성능을 향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방향 신경망인 피드-포워드 인공 신경망 방식을 활용해, 

예측한 미래를 현재 모션에 적용해서 각 관절의 움직임 경로를 

시간축 방향으로 걷는 모션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존 

CNN 모델에서 발전해 다양한 레이어와 네트워크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인공 신경망 모델을 고안해, 더 간편하고 빠르게 모션 

데이터 인식, 생성 및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상 인간은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합쳐져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의 기술은 아쉽게도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거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관련 기술들을 보완해 나가면, 가상 인물은 우리 삶의 다양한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사람 같은 가상 

인간이 만들어져 AI 친구가 생길 날을 기대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③ 2D CNN과 3D CNN

-  Fan, Lei, et al. 「Lung nodule detection based on 3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Frontiers and Advances in Data Science (FADS). IEEE, 2017.p.9

-  Ji, Shuiwang, et al. 「3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or human action recognition」,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35.1, 2012, p. 221-231.

④ Two stream architecture 구성  

SIMONYAN, Karen; ZISSERMAN, Andrew, 「Two-stream convolutional networks for action 

recognition in videos. 」,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014, p. 568-576.

⑤ 스켈레톤 데이터

(각주)   1  공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시간 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 

           2  영상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그림으로, 이 그림들이 쌓여서 영상을 만든다. 

           3  Head, Neck, Elbow, Knee, Ankle의 관절 key point  

(참고 문헌)   1  Li, Fei-Fei, Andrej Karpathy, and Justin Johnson. "Cs231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or visual recognition." University Lecture (2015).

                    2  SIMONYAN, Karen; ZISSERMAN, Andrew, 「Two-stream convolutional networks for 

action recognition in videos. 」,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014, p. 568-576.

                    3  Ji, Shuiwang, et al. 「3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or human action recognition」,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35.1, 2012, p. 221-

231.

                    4  정윤상, 박진호. 「CNN 을 이용한 3D 스켈레톤 애니메이션 학습」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2018, 8.10, p. 281-288. 

                    5  조경은, 엄기현, 치옥용, 조성재, 「인간 모델의 3차원 공간 데이터를 이용한 포즈 인식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협력 조약에 의하여 공개된 국제출원. PCT/KR2014/012433,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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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의 연금술사

신소재공학과 
포스텍은 세계적인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초 과학과 공학 각 분야의 첨단적인 연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소재 산업 관련 연구에서는 세계적인 중심지로 발전하고자 한다. 

포스텍 건학 이념

포스텍은 포스코를 중심으로 설립된 학교로 포스코의 주력 

산업은 철강 및 재료 분야입니다. 신소재공학과가 개교 당시 

가장 처음 개설된 학과인 것도, 그동안 많은 지원을 받아온 

학과인 것도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도 꾸준히 우수한 성과들을 

내고 있으며, 매년 행해지는 대학 평가 중 재료 과학 분야에서 

포스텍 신소재공학과가 가지는 위상은 독보적입니다.

재료 공학이란?

재료 공학은 재료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물성들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습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향상된 물성을 갖는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 내는 학문입니다. 특히 원자에서 시작하여 

원자들이 어떻게 적층되어 있고, 그러한 원자들의 적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료의 미세 구조나 물리/화학적 성질을 깊이 

분석하고 이해해서 신물질 개발을 진행합니다. 소재 기술은 

다가올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IoT 기술 및 AI 기술은 그에 요구되는 

획기적인 성능의 첨단 소재를 개발할 수 있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소재공학과에서는 어떤 분야를 연구하나요?

(https://mse.postech.ac.kr/research-filed-list-new/)

1. 구조재료기술/금속 소재 : 자동차, 항공/우주, 국방 등에 

사용되는 우수하고 신뢰성 있는 기계적 특성의 구조용 재료 

개발을 위해 다양한 실험적 기법 및 전산모사, 인공 지능 기반 

미세 조직 설계를 활용해 연구합니다.

2. 에너지기술/세라믹 소재 :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위해 

배터리, 연료 전지, 물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 Power to Gas 

system 등 친환경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 저장,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 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에너지 기술에 필요한 

신소재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정보기술/반도체·양자 소재 : 소재 내의 전자와 빛의 거동을 

이해하고, 이와 같은 이해를 기반으로 고속/저전력/고밀도 정보 

컴퓨터, 이미지/촉각 센서, 고효율 디스플레이 및 양자/뉴로모픽 

소자 요소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생체융합기술/유기고분자 소재 : 핵산 및 단백질과 같은 생체 

고분자, 생체 모방 소재, 그리고 고분자 기반 소프트 소재 등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단 및 치료용 웨어러블 

기기, 변형 가능한 신경 감각 시스템, 바이오 센서, 인공 보철물, 

소프트 로봇 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5. 소재분석 시뮬레이션기술 :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소재 

내부에서 벌어지는 동역학 프로세스를 관찰하는 펨토초 레이저 

기반 초고속 분석, 소재 데이터베이스와 기계 학습 플랫폼을 

활용해 신소재를 개발하고 물성을 최적화하는 기계학습 기반 

소재 분석,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소재의 물성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 등을 의미합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들에게는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나요?

포스텍에 입학하게 되면 전원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8학기 동안 장학금을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소재공학과로 전공 선택을 하게 

되면, 신소재공학과에서만 운영하는 학업성취우수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학과 기금 장학금, 단기유학 및 Summer 

Session 장학금 등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소재공학과는 일본의 도호쿠 대학과 교류를 하고 있어서,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한국과 일본에서 각 대학의 학생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SE 해외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나라의 대학 및 연구소를 접촉해서 직접 인터뷰할 기회도 

있습니다. MSA 프로그램은 학과 신입생들이 학과에 적응하고 

선후배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과 

SMP 제도를 통해서는 학과 선배들에게 직접 전공과목 관련 

꿀팁들을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평소에도 

학과 MT, 고기 파티, 스포츠 행사들이 자주 열리고, 

도서 지원금 등을 줍니다.

신소재공학과 18학번  강 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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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테키안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POSTECH 화학과 제34대 부학생회장 강봄입니다. 오늘은 제가 

POSTECH 화학과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과학의 근본이자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는 우리 ‘화학과’에서는 과연 어떤 공부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뤄지는 연구들이 

세계와 인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화학’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하얀 가운을 

입고 독특한 안경을 쓰고 복잡하고 어려운 유리 실험 기구를 

다루는 실험실? 조금 위험한 문구가 쓰여 있는 시약들? 어쩌면 

멀고도 또는 가깝게 느껴질지도 모르겠군요. 화학은 여러분의 

상상만큼 어렵고 위험한 또는 먼 학문이 아니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화학’을 입력하면 사전적 정의로 ‘물질의 성분과 구조를 

이해하고, 물질 변화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 화학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탐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과학의 근본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 숨을 쉬는지, 물은 왜 흘러가는지와 

같은 아주 사소하고도 근본적인 궁금증을 해결하는 학문이지요. 

인류는 이러한 궁금증들을 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화학을 연구해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불과 철을 발견하면서 도구의 혁명이 

이루어졌고 발달된 도구로 또 다른 새로운 물질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비료를 만들어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의약품을 개발해 

여러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까지, 모두 화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얻어낸 산물입니다. 우리가 화학과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3년간 화학과에서 공부하면서 

‘이것도 화학이야?’ 싶은 아주 생소하고 신비한 분야들도 모두 

‘화학’으로 탐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POSTECH 화학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POSTECH 화학과에서는 크게 여섯 가지 분야의 화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물리 화학, 유기 화학, 무기 화학, 분석 화학, 고분자 

화학, 생화학이 있는데요. 화학 현상의 근원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 화학’ 분야에서는 특히 가속기를 통해 X-선 회절 및 분광학을 

탐구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기 분자들의 합성, 구조 

및 반응성을 연구하는 ‘유기 화학’에서는 유기 합성, 생유기 

화학, 의약 화학, 효소 화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 화합물 이외 모든 무기 화합물을 다루는 ‘무기 화학’ 

연구실에서는 전통적인 무기 물질에서 벗어나 반도체 화합물, 

에너지 변화 소재 등 다양한 연구 주제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고분자 화학’에서는 고분자 화합물에 대한 각종 화학 

반응과 이들의 구조, 성질들을 밝혀내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최근 

나노 바이오 분야의 의료용 고분자 또는 연료 전지와 같은 새로운 

재료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화학’은 모든 생명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 생물체의 물질 조성 등을 분자 또는 

원자 수준에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생명 현상의 기본 원리를 

화학적인 방법으로 탐구함으로써 생물학과 화학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분석 화학’입니다. 물질을 

분석하는 기술이나 이론 등을 연구하는 화학의 한 분야로 환경 

오염의 심각성과 대체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급증하면서 생리 

활성 물질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기 위해 분석 화학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 사이즈의 센서가 개발되어 

신기능성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규명하고, 생리 활성 물질 

및 환경 오염 물질의 극미량 분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대학에 가면 저렇게 어려운 공부만 해야 하는 거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POSTECH 화학과에서는 학생들이 더 재미있고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팀을 이루어 전공과목에 대한 학업 멘토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따라가기 

어려운 전공 공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더 넓은 분야로 도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학과에서 

생활하면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밥을 먹고 진로 고민을 

나누며 선후배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답니다. 

어떤 어려운 공부라도 여러 사람과 함께 해낸다면 어려운 것이 

없겠지요?

이외에도 아직 듣지 못한 화학과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다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포스텍 화학과 언론부 소화전’ 

@postech_chemi를 검색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달마다 

진행하는 여러 행사들을 접하고 진로 및 진학, 전공과 관련해서 

여러 정보도 얻고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모두 과학의 미래! 자연의 근본! POSTECH 화학과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곧 만나요!

과학의 근본이자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는

화학과 

화학과 18학번 강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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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의IT융합공학과 19학번 정윤성입니다. 저는 현재 학업과 더불어 다양한 

학생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으며 관심 분야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학생입니다. 언뜻 보면 

창업이나 개발을 하시는 다른 분들에 비해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그런 분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코딩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처음 코딩을 접했을 때는 

시큰둥했지만, 몇 문제 풀어보니까 앉은 자리에서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예제를 풀 정도로 

취향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학 입학 전에는 전자기기를 마음대로 사용 못 하는 

상황이라 열정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대학은 아주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자유 시간에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해도 되며, 여러 동아리에서 선배들과 

같이 공부하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관련 동아리는 종류가 많아서 해킹, 

개발, 컴퓨터 알고리즘 등에서 골라야 했는데, 아는 게 없으니 일단 아무거나 도전해보자는 

마음에 컴퓨터 알고리즘 동아리에 지원했습니다. 신입 부원을 모집한다는 말에 전날 밤 

공부를 해서 갔고, 제일 어려운 문제를 종료 5분 전에 풀어서 간신히 합격한 기억이 아직도 

강렬하네요. 그렇게 합격한 동아리에서는 관심 분야를 구체화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일은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

창의IT융합공학과 19학번  정 윤 성

PROGRESS • CREATIVE POSTECHIAN

현재 관심 있고 또 알아가고 있는 분야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인공지능(AI)입니다. 알고리즘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그중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은 

컴퓨터가 실행 가능한 명령인 사칙연산, 비교, 반복, 조건 등을 나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입니다. 이러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저는 보통 ‘항상 제한 시간 내에 원하는 답이 

나옴’이 증명 가능한 문제를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지점의 수와 길의 

수가 모두 1,000,000개 이하라면 항상 수 초 안에 두 지점 사이의 최단 경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은 주어진 시간 내에 100% 정답을 구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컴퓨터의 판단을 통해 풀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 이미지를 개인지 

고양이인지 분류하는 이미지 분류 문제의 경우, 이미지의 픽셀 배열은 가능한 가짓수가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그 숫자의 나열에서 개나 고양이에 대응되는 

특징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100% 풀 수는 없는 문제는 단순하게는 가지치기나 

확률 기반 탐색, (다중) 신경망 학습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풀려 노력합니다. AI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즉, 알고리즘이 수학적이라면 AI는 과학적인 느낌입니다. 이런 제 

관심 분야는 사실 특별한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정해져서, 왜 좋냐 물어본다면 대답하기 

난감합니다. “좀 재밌어 보이니까 한 문제 풀어볼까?” 정도에서 시작하는 거죠. 저의 경우에는 

계속 공부하다 보니 점차 실력을 인정받아 동기부여가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선순환이 반복되면서 엄청나게 빠져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든 한입 

떠먹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 
관심 분야에 
대해서

2020 POSTECH Programming Contest

(맨 오른쪽 위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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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포카전에 2년 연속 AI 분야 선수로 출전해 승리했습니다. 물론 과학 퀴즈 

전산 분야 대표로도 출전했고 재밌는 경험이었지만, 무엇을 했는지 꽤 직관적인만큼 이 

글에서는 생략하고, AI 분야에 대한 경험을 중점적으로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구글의 알파고 

등의 유명한 여러 인공지능 덕분에 'AI 개발'이라고 하면 흔히 딥러닝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포카전의 AI 대결은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만 주어지며 고성능 GPU 등의 환경도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딥러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딥러닝을 하지 않는다고 AI가 

아닌 것은 아니며, 뭔가 다른 수를 냅니다. 맨 처음은 막막하므로 게임에 적응하기 위해 

랜덤 AI를 돌려서 리플레이를 관찰하거나 부원들끼리 게임을 해 봅니다. 이러면 아이디어를 

낼 때도 은근 도움이 되고, 부원끼리 친해지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좀 익숙해지면 보통 

가벼운 기계학습을 시키거나 사람의 판단을 개입시킵니다. 사람의 판단은 각자가 대충 맞는 

거 같은 간편 추론(휴리스틱)을 구현하고 팀원끼리 붙여보며 잘 이기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일입니다. 팀원이 여럿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계속 합치거나 버리면 결과적으로 꽤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작년 게임을 예로 들자면 세균전이었는데, 한두 턴에 점수가 쉽게 뒤집혀서 

가능한 많은 수를 읽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한 턴당 시간제한이 있어서 특정 깊이(ex. 

8수)까지만 볼 수 있어 그 다음 수를 보지 않고 현재가 얼마나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점수 

매기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내 말의 수) – (상대 말의 수)로 점수를 매길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AI가 사람보다 강해집니다. 여기서 발전하면 랜덤하게 점수를 매겨 

기계끼리 붙여 보거나, 먹힐 가능성이 없는 쪽의 말이 점수가 더 높다는 등의 휴리스틱으로 

점수를 매겨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측에서 개발한 여러 AI 중에서 alpha-

beta pruning이라는 효과적인 가지치기 방식에다가 적당한 점수 매기기를 하여 만든 AI가 

가장 강했습니다. 물론 Monte Carlo Search Tree 등의 다른 방식을 이용한 AI도 나왔고 

성능이 나쁘지 않았으나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라 최적화에 실패했고, 실제 코딩에서는 

최적화로 10배 이상 시간을 단축하여 한두 수를 더 읽을 수 있어 상대와의 차이가 생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생활에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다면 저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푹 빠져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귀찮음을 핑계로 미루거나, 새로운 일을 겁내면 

진짜 재미를 느낄 기회를 놓쳐버릴지도 몰라요.

작년에 동아리에 들어가 선배님들께 열심히 배웠고, 올해는 제가 POSCAT(POSTECH 

Computer Algorithm Team)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만큼 많은 분께 

컴퓨터 알고리즘의 재미를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다보니 

여러 세미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정말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세미나뿐만 아니라 

합숙 프로그램, 대회 등 다양한 동기부여의 기회가 줄어들어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다가, ZOOM을 통해 온라인 오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신입 부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쉬운 컴퓨터 알고리즘을 소개했고, 다행히도 

예상보다도 더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몇몇 분들은 강의 후에도 스스로 

공부하고 문제도 풀어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이렇게 열정 있는 

후배들과 공부할 것이 정말 기대됩니다.

동아리의 
회장으로서

포카전의 
AI 분야 선수로서

2020 포스텍-카이스트 교류전 AI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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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홀의 존재를 증명한
3명의 과학자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은 일반상대성이론이 예측한 블랙홀의 존재를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 입증한 

로저 펜로즈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와 실제로 블랙홀을 관측한 라인하르트 겐첼 미국 버클리대 교수, 

앤드리아 게즈 UCLA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각자 수학적, 관측적 방법으로 

블랙홀의 존재를 입증한 공을 인정받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연구가 노벨상을 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머릿속이나 노트에서만 

존재하던 블랙홀이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존재함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블랙홀의 개념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2020 노벨 물리학상

Sir Roger Penrose  x  Reinhard Genzel  x  Andrea Gh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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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펜로즈의 Spherically symmetrical 
collapse 다이어그램

Roser Penrose, 「Gravitational collapse and space-time 

singularities」, Roser Penrose, Physics Review Letter 

14(1965 winter), p58

블랙홀의 개념은 1783년에 영국의 과학자 존 미첼로부터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캐번디시라는 과학자에게 쓴 편지에서 “만약 태양과 같은 밀도를 가진 어떤 구체의 

반지름이 태양의 500분의 1로 줄어든다면, 무한한 높이에서 그 구체로 낙하하는 물체는 

표면에서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빛이 다른 물체들과 

마찬가지로 관성량에 비례하는 인력을 받게 된다면, 이런 구체에서 방출되는 모든 빛은 

구체의 자체 중력으로 인해 구체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처음으로 

블랙홀의 개념을 이야기하죠. 그 이후 라플라스라는 수학자가 1796년에 같은 개념을 

이야기하지만, 학계에서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20세기에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일반상대성이론이 등장하면서 

블랙홀의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반상대성이론은 등가원리에 기반한 ‘중력이 

질량으로 인해 시공간이 휘어지면서 생기는 효과’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공간상의 한 영역에 질량이 특정 밀도를 넘어 밀집되면, 시공간의 휘어짐이 

만들어 내는 중력으로 인해 빛마저도 빠져나올 수 없는 영역의 존재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를 블랙홀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블랙홀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도록 하는 가시광선을 포함한 모든 것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직접 볼 수 

없어 검다는 의미를 담아 붙었습니다. 

로저 펜로즈  교수
Sir Roger Penrose

라인하르트 겐첼 교수
Reinhard Genzel

앤드리아 게즈  교수
Andrea Gh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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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위). 궁수자리 A* 주위 6개 별의 추정궤도

F. Eisenhauer et al, 「Sinfoni in the Galactic Center : 

Young stars and infrared flares in the central light-

month」, The Astrophysical Journal(2005 summer), p252

그림 3(아래). M-87 블랙홀의 그림자

https://eventhorizontelescope.org/press-release-april-

10-2019-astronomers-capture-first-image-black-hole

이렇듯 블랙홀은 이론에서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만 존재하는 허상이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1965년에 로저 펜로즈 교수가 그의 논문 ‘Gravitational 

collapse and space-time singularities’에서 귀류법을 통해 미분 기하학적인 

개념을 포함한 수학적 논증에 성공하면서 블랙홀이 단순히 수학적인 허상이 아닌,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현실에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이는 일반상대성이론의 창시자인 

아인슈타인마저 이론으로만 그 존재를 예상하며 확신하지 못한 블랙홀이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고, 이후 블랙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라인하르트 겐첼 교수와 앤드리아 게즈 교수는 궁수자리 주위의 별인 궁수자리 A* 주위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놀랍게도 주위의 별들은 궁수자리 A*를 중심으로 타원 

궤도를 공전하고 있었는데, 주위 별의 관측값을 바탕으로 계산해 낸 궁수자리 A*의 

질량은 무려 태양 질량의 430만 배라고 합니다. 이는 초대질량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질량이기 때문에 블랙홀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죠.

이렇게 이번 노벨물리학상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던 블랙홀의 존재를 수학적, 

관측적 방법을 통해 입증한 3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블랙홀의 존재를 예견한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은 많은 과학자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2019년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된 M-87 블랙홀처럼 지금까지도 새로운 관측 결과와 연구들이 그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한 천재 과학자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이렇게 완전하다니, 참 신기하지 않나요? 블랙홀의 존재를 입증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3명의 과학자분께 이 글을 바치며,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포스테키안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우주의 비밀을 파헤칠 분이 나오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 Michell John,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Volume 74(1784)」, p35-57

- 오성진, 「[프리미엄 레포트] 노벨물리학상 ‘펜로즈 특이점 정리’ 이해하기」, 『동아사이언스』, 2020.11.07,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41191

- 안될과학, 「202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블랙홀 심화 정리![안될과학 – 긴급과학]」, 

   『유튜브』, 2020.10.04, https://www.youtube.com/watch?v=BrNLVmZuipw

(교수 사진 출처) 

로저 펜로즈 교수  https://www.flickr.com/photos/14243297@N07/6294592055

라인하르트 겐첼 교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Reinhard_Genzel.jpg

앤드리아 게즈 교수  https://en.wikipedia.org/wiki/Andrea_M._Ghez알리미 26기  무은재학부 20학번  김 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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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일으키는 SARS-CoV-2 바이러스. 지금까지는 부검을 진행해야만 이 바이러스가 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듀크 대학의 

세포 생물학자 푸루쇼타마 라오 타타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이 폐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미니 폐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실제 폐의 환경과 유사하게 실험실의 환경을 조성한 뒤,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폐의 가장 깊은 부분을 복구하는 줄기세포인 상피 2형 폐포 세포 AT2를 성장시켜 폐포를 모방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만들어진 미니 폐에는 소의 혈청 같은 인간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듀크 대학과 협력하여 순수하게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성분만으로 구성된 미니 폐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연구진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진과의 협력을 통해 미니 

폐에 SARS-CoV-2를 감염시킨 뒤 유전자 활동과 화학적 신호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니 폐의 세포들이 주변 세포에 감염 신호를 알리는 인터페론을 생성한 뒤 스스로 사멸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니 폐를 이용한 연구에서 인터페론의 활성도를 조절함으로써 

바이러스의 복제를 늦출 수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고 합니다.

미니 폐가 호흡기 바이러스 연구에 더 널리 사용된다면 코로나19를 포함한 많은 질환의 치료법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성규, 「코로나19 비밀 밝힐 ‘미니 폐’ 개발」, 『사이언스타임즈』, 2020.10.26.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bd%94%eb%a1%9c%eb%82%9819-%eb%b9%84%eb%b0%80-%eb%b0%9d%ed%9e%90-

%eb%af%b8%eb%8b%88-%ed%8f%90-ea%b0%9c%eb%b0%9c/?cat=128

PROGRESS • 최신기술소개

여러분, 웨어러블 전자 기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웨어러블 기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늘어났다 

줄어들 수 있는, 연신성 전자 소자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신성 배터리와 연신성 인쇄 

회로 기판을 결합한 전자 장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정운룡 교수, 통합과정 공민식 연구팀과 포스텍 화학과 박수진 교수, 송우진 박사(현. 충남대학교 

유기재료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늘어나는 배터리를 바탕으로 한 늘어나는 전자 기기 플랫폼의 제작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연신성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자 장치를 제안했습니다. 기판으로 연신성 

배터리를 사용하고 그 위에 회로를 인쇄한 뒤, 인쇄 회로판에서 외부와 내부 회로 또는 앞면과 뒷면의 

회로를 연결하는 통로인 ‘비아 홀’을 통해 연결했는데요. 이렇게 제작한 연신성 인쇄 회로 기판을 물에 

넣은 채 125% 변형을 가했는데도 LED가 안정적으로 작동되었으며, 방수 기능 또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회로와 배터리를 연결하기 위해 각각의 전원 장치들을 분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회로와 배터리를 모두 얇은 필름 형태로 제작한 뒤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앞으로 어떤 전자 기기가 만들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안창한, 「포스텍,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전자장치 개발」, 『국민일보』, 

               2020.10.2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153372&code=61122022&cp=nv

Latest Technology - ①  

늘어나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독립형 전자 장치의 개발 

출처

Latest Technology -  ② 

호흡기 질환 연구의 돌파구

미니 폐 

출처

연신성 전자 장치 플랫폼

ⓒ포스텍 POSTECH  https://url.kr/xps7mP

미니 폐의 모습

ⓒArvind Konkimalla(Tata lab, Duk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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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기반의 방법론을 통해 지식을 학습한 뒤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응답해 

주는데요. 이 경우 전체를 통찰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은 인간의 기억 메커니즘을 흉내 내 스스로 지식을 절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율성장 복합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자율성장 복합지능은 언어와 영상 등 복합 지식을 절차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질문의 목적이나 대상이 애매하더라도 알아서 지식과 답을 찾아갑니다. 또한 데이터가 

소량만 존재하더라도 스스로 지식을 학습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인간이 학습시키지 않은 것까지 

학습하여 반영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패션 코디네이터 ‘패션하우 Fashion 

HOW’를 개발했습니다. 사용자가 TPO, 즉 옷을 입는 시간, 장소, 상황과 관련된 문장을 입력하면 

패션하우는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관련 의상을 제시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추가 요청 및 피드백에 

따라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즉, 사용자와의 대화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피드백한 뒤 이를 

학습 데이터로써 반영하여 개인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다른 인공지능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TRI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자율성장 

인공지능의 개념을 널리 알리고 패션하우와 관련된 연구의 확산을 장려하고자 ‘2020 ETRI 자율성장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자율성장 복합지능의 연구를 장려하여 이것이 더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박전규, 「ETRI, 자율성장 복합지능 패션코디 개발」, 『ETRI 보도자료』, 2020.10.22

               https://www.etri.re.kr/kor/bbs/view.etri?b_board_id=ETRI06&b_idx=18301

Latest Technology - ④ 

스스로 성장하는 

자율성장 복합지능  

출처알리미 26기  

무은재학부 20학번 박 정 은

지금까지는 세포를 관찰할 때 주로 현미경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를 관찰한다면 어떨까요? 영국 케임브리지대 과학자들과 3D 이미지 분석 회사인 Lume VR 

Ltd가 개발한 ‘vLUME’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연구자들이 직접 세포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케임브리지대 화학과 스티븐 리 박사는 생물학에서 일어나는 일이 3차원으로 

발생한다는 것에 주목했는데요. 초고해상도 현미경을 통해 얻은 2차원 데이터를 가상 현실을 이용해 

시각화하고자 했습니다. 초고해상도 현미경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던 리 박사 팀은, 가상으로 

존재하는 3D 세계인 공간 컴퓨팅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갖춘 Lume VR 팀과 협력하여 vLUME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vLUME을 이용하면 가상 현실 속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한 뒤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데이터와 상호 작용할 수 있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이미지 및 비디오 기능을 활용하면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전 세계 공동 작업자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고해상도 현미경으로부터 얻은 데이터가 복잡해서, 원래 과학자들이 이를 

분석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지만 vLUME을 이용하면 시간을 매우 단축할 수 있습니다.

vLUME을 이용하면 세포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 세포 내 

네트워크와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김병희, 「가상현실 이용해 세포 속을 걸어 다닌다?」, 『사이언스타임즈』,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a%b0%80%ec%83%81%ed%98%84%ec%8b%a4-%ec%9d%b4%ec%9a%a9%ed%95%b4-%ec%84%b8%ed%8f%ac-

%ec%86%8d%ec%9d%84-%ea%b1%b8%ec%96%b4-%eb%8b%a4%eb%8b%8c%eb%8b%a4/?cat=134

Latest Technology - ③

이제는 직접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연구한다

vLUME 

출처

vLUME 작업 공간에서 수행한 뉴런 분석

ⓒ Alexandre Kitching

지식 자율성장 기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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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IC, Future City Open Innovation Center

 포스텍 연구소 탐방기

미래도시연구센터

도시는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면서, 사회·경제·정치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문명 발전의 단계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도시가 출현하였다. 고대의 농업 도시, 중세의 상업 도시,

그리고 18세기 후반 산업 혁명 이후의 공업 도시 등으로 시대에 따라 그 기능과 모습이 진화해 왔다. 4차 산업 혁명이 

한창 진행 중인 이 시점에, 곧 다가올 새로운 도시 모델은 무엇일까? 우리 삶의 방식과 가치는 어떻게 변화될까? 

새로운 도시를 누가 어떻게 기획하고 만들어갈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나타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미래 도시 모델의 원동력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과학 기술의 선두에 있는 

POSTECH이 우리의 미래 삶을 담아낼 미래 도시에 관해 연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런 시대적 관심을 배경으로 우리 대학은 미래도시연구센터(이하 FOIC, Future City Open Innovation Center)를 

2017년에 설립하였다. 센터의 한글과 영어 이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래 도시 구축을 위한 연구와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그 사명으로 한다. 즉, FOIC를 통해서 미래 도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집약하는 것은 물론, 개방과 협력의 

철학으로 교육과 연구, 창업을 연결하는 미래 도시 실현의 허브 역할을 한다는 취지이다. 

PO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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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티’로 대변되는 미래 도시는 4차 산업 혁명의 기술을 기반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따라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IT 기술과 함께 UX(사용자 경험), 서비스 사이언스, 산업 수학, 헬스케어, 에너지, 환경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연구가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FOIC에는 산업경영공학과를 비롯해 창의IT융합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수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내 관련 연구소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빅데이터를 수집·저장·관리하고 이를 개방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인 오픈 이노베이션 

빅데이터 센터와는 자매 센터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연세대 교수 10명이 본 센터의 겸직 교수로서 

상보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년간 FOIC에서 수행했던 연구 중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괄호 안은 연구비 지원 기관)]

01.   포항시 중앙동 스마트 시티 기본구상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원도심 쇠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포항시 중앙동 일대의 도시 재생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 적용 방안을 구상

02.   스마트 시티 경북 현장 적용 방안 수립 (경상북도)  

        경북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장기 스마트 시티 전략 수립. 총 27개 대표 서비스를 도출하고, 3단계 로드 맵을 제시

03.   포항 스마트 시티 기본 계획 수립 (포항시)  

         시민 요구 분석, 공무원 대상 현황 파악 등을 토대로 안전, 삶의 질, 경제 활성화를 위한 21개 기회 영역을 발굴하고, 

        7대 서비스 테마, 21개 서비스를 도출

04.   경북 스마트 시티 연구 거점 센터 (경상북도) 

        개방·공유·참여형 도시 서비스 플랫폼 개발, 스마트 도시 계획 플랫폼 개발, 스마트 시티 핵심 역량 교육 등을 수행

05.   도시 데이터 기반 시민 체감 지능형 서비스 모델 연구 (NIA)  

        스마트 시티를 위해 바람직한 데이터 운영 및 활용 모델을 제시

FOIC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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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우리 대학 내의 ‘스마트 캠퍼스 기본 계획 수립’ 과제를 진행 중이다. 스마트 캠퍼스 프로젝트는 우리 대학 캠퍼스를 

실험실로 삼아 우리 대학 연구진의 새로운 기술을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함께 검증하는, 명실상부한 과학 기술 

대학의 캠퍼스로 진화시켜나가려는 대학 차원의 발전 전략이다.  FOIC 연구진은 스마트 캠퍼스를 기본 인프라로 하여 

AI 기반 안전환경 구축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COVID-19과 같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레이다 기반 사람 밀집도 측정 

시스템, 가상 캠퍼스 및 도시 모델 개발,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환경 데이터 수집 및 공유 플랫폼 개발, 

에너지 디지털 사회를 위한 리빙 랩 구축 등 도전적인 연구 과제들을 준비 중이다.  캠퍼스 단위의 실증이 이루어지면, 

이를 지곡 단지, 그리고 포항시로 범위를 확장하고, 전체 기술과 경험을 미래 도시 솔루션으로 패키지화하여 최종적으로는 

미래 도시 모델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꿈꾸고 있다. 

FOIC를 구심점으로 하여 미래 도시에 대한 기술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과 기업, 지자체 간의 협력을 

시너지 있게 이루어 간다면 포항에서 성공적인 미래 도시의 산업화 모델이 나올 것이다. 미래의 포스테키안들이 

대담하고 흥미로운 도전에 함께 하기를 기대해 본다. 

‘인간 중심 스마트 병원 디자인’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FOIC와 의료 기기 혁신 센터 공동 주최)

[ 포스텍 미래도시연구센터 ]

홈페이지   http://foic.postech.ac.kr 

연 락 처   054 279 9155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김 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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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한번
더 할 시간에 

                      실행을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테키안에 글을 쓰게 된 17학번 

전자전기공학과 이창호입니다. 3년 전 새내기 특집 포스테키안에 

글을 한 번 써보고 이번에 두 번째로 써보는 것인데요. 지난 

3년의 세월 동안 제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아이디어와 실행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디어와 실행, 모두 중요합니다. 다만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저는 실행을 고르고 싶습니다. 실행 없는 아이디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는 실행했을 때 

비로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살부터 23살 현재까지 

교내 활동 외에 봉사단 대학생 멘토, 대장정, 육군창업경진대회, 

예비창업팀 활동 등 많은 활동을 해 보았는데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경험들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새내기 때 저는 학업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 첫 활동은 “기아대책”의 ‘한톨청소년봉사단’ 대학생 멘토 

활동이었는데요. 중학생 청소년봉사단을 이끌고 1년 동안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유아 교육 봉사, 홀몸노인 급식 봉사 등을 

포함하여 총 국내 봉사 10번 정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태국 

빈곤 지역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태국의 어린 학생들과 교류하고 

봉사했습니다. ‘한톨청소년봉사단’을 위해 2주에 한 번은 서울로 

올라와야 해서,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했지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대학생 멘토들은 연세대, 이화여대, 건국대 

등의 학교에서 온 대학생들이었는데, 모두 문과 계열의 학과여서 

서로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었고 공학 외에도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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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좋은 인연으로 

남아 현재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억에 남는 활동은 교보생명에서 진행한 ‘대학생 아시아 

대장정’ 활동입니다. 전국에서 100여 명의 대학생을 뽑아 국내 

1주, 해외(베트남) 1주를 보내주는 활동이었는데요.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만큼 숙식이 너무 좋았고, 전국의 다양한 대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방송 연기 쪽 

대학생, 예술을 하는 대학생, 전문 MC가 되고 싶어 하는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각자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대학생들을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활동(?)은 바로 군대인데요.... 이 글을 보는 많은 

남학생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카투사로 

입대했는데 아직도 입대 첫날에 바로 불침번을 선 것이 

기억나네요. 그렇지만 그 시기가 가장 정신이 깨어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강제로 사회와 잠깐 격리된 만큼 일과 시간 

이후에는 책을 읽으며 사색을 많이 했고 제 여러 생각들을 

기록하기 위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틈틈이 기록했습니다. 

(http://2dd.kr) 그러면서 자연스레 자기 계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선은 부대 내부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체형과 몸이 달라지는 것에 재미를 느끼며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의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몸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만큼 자신감을 많이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전역 전에는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전역 후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휴가 및 외박 시간을 이용해서 웹 

기술(Javascript, react)도 공부했습니다. ‘오버워치’라는 게임의 

경기 정보, 결과를 알려주는 카카오톡 챗봇 ‘오버워치 리그 봇’을 

만들었는데요. 해당 챗봇을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매일 

100명씩 친구가 늘 때의 짜릿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오버워치 리그 봇’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릴 적 꿈이었던 창업에도 도전하였습니다. 마침 제1회 

육군창업경진대회가 열려서 ‘전국 헬스장을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아이디어로 예선 경쟁률 22:1을 뚫고, 본선 25팀 

중에서 3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해당 경험을 ‘청년드림-

육군드림 공모전’에 응모하여 육군 참모총장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전역일을 기다리던 저였지만 군 생활을 할 

때가 가장 정신이 맑고 많은 도전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는 학교에 

복학하면서 육군창업경진대회의 아이템을 보완하여 실제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월 10,000원대의 가격으로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온라인으로 자신의 트레이너를 구독하여, 

주기적으로 자신만의 운동 플랜과 콘텐츠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수요가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펀딩도 하고,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hellincamp)을 만들어 꾸준히 

콘텐츠도 올리고 유명 트레이너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내년 초 런칭을 목표로 열심히 기획부터 개발, 마케팅까지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업과 병행하니 지치기도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학 생활을 해 보고 싶으신가요? 한 번쯤 

마음속에 ‘이거 하면 멋지겠다. 이거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바로 생각 단계에서 벗어나 그 일과 관련된 

가장 작은 일부터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대학생이라는 시기는 실패해도 오히려 실패한 경험이 자신을 

키우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뿐인 

대학생 시기에 그동안 생각만 했던 이런저런 것들을 실천으로 

옮기고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만, 단순히 보여주기용, 

스펙용보다는 각 활동이 인생에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실천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각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도전이 조금씩 쌓여갈 때, 결국 스스로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Learn By Doing!

전자전기공학과 17학번  이 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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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의 한계를 이겨내다

POSTECH 온라인 멘토링

안녕하세요, 2020 POSTECH 온라인 멘토링에서 

과학실험 프로그램 ‘와글와글 과학’을 기획한 SIRl팀 팀장 조예은입니다. 

이번 멘토링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은 대학에서 주최하는 멘토링이나 캠프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운 좋게 이러한 행사들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대학생 멘토분들로부터 듣는 대학 생활, 고등학교 생활 꿀팁, 

전공 수업들이 정말 즐겁고 유익했어요. 언젠가 그분들처럼 멋있는 멘토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에 오니 다른 재밌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 보니 비대면 시대가 

와서 일찍 참여할 걸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때 <POSTECH 온라인 멘토링>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나도 중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나 꿈을 키우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건가, 

부푼 마음을 안고 친구들을 모아 지원했어요.

무은재학부 19학번 조 예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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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실험을 해야 유익하고 재밌을까 오래 고민했어요. 우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안전한 실험인지, 

중학교 교과 과정에 맞는지, 재미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선정 기준을 세웠어요. 내일은 실험왕 부록 키트를 

만드는 기분으로, 과학 축제와 수업 기획서를 찾아보고 LG사이언스랜드도 들락날락하면서 재밌는 실험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산-염기 우유 플라스틱 만들기>, <발전기와 무선 충전으로 배우는 전자기 유도>를 

비롯한 6개의 실험을 준비했어요.

수업 영상을 만들 때는 중학교 참고서를 보면서 멘티들이 배운 내용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과학을 

눈으로 보면서 직관적으로 깨우치는 재미를 주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팀명도 Science In 

Real life(SIRl)라고 지었어요. 비대면이라 촬영과 키트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교에서 촬영 장비를 

비롯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제작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멘티를 만나는 첫날이 왔어요. 중학생 친구들이 까르르 웃기만 해도 귀여운데 실험도 잘 해 주고 

고찰도 잘 풀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인상적이었던 건 <발포 비타민 로켓으로 배우는 작용 반작용> 

실험을 한 날이에요. 로켓 날개를 자유롭게 만들어라고 했더니, 파리를 비롯해 굉장히 창의적인 모양들이 

나왔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한편으로 아쉬웠습니다. 대면이면 로켓을 같이 날려서 멀리 나간 친구에게 

상품도 주고 더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하고요.

사실 대학생 멘토링은 내용보다도 과학에 대한 흥미를 얻고 대학이 어떤 곳인지 알아가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들 마스크 쓰고 온라인으로만 만나다 보니 얼굴조차 외우기 힘들고, 대화 주제도 

한정적이어서 안타까웠어요. 많은 걸 알려주고 싶었는데 학생들이 과학만 배워간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의 진로 선택 스토리나 재밌는 전공 과제 같은 걸 보여주면서 활발한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줌이라는 공간이 일대일 소통이 힘든 구조이다 보니 멘티들 각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못 듣고 

도움을 주지 못 해서 아쉬웠어요. 그래도 마지막 수업에 다들 재밌고 고마웠다고 해줘서 행복했어요. 

대면일 때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좋은 일일수록 미루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대학에 오시면 꼭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면 좋겠어요. 온라인이라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멘티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배운 지식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뜻깊은 것 같아요. 같은 고민을 

해 봤으니 공유할 것도 많고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더라고요. 전공에 지쳐 잃어가던 과학의 재미도 다시 

찾게 되고요. 여러분이 참여할 때쯤이면 대면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포스텍에는 중고등학생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학기에도 고등학생들의 연구를 도와주는 VIC 프로그램, 중학생 진로 탐색캠프, 그리고 포스텍 

온라인 멘토링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어요. ‘가치 배움’이라는 멋진 교육봉사 동아리도 있고요. 

지금이라도 지식을 나누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깨닫고, 온라인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대면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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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LOVE는 어떤 동아리인가요?

GT LOVE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음악을 즐기는 포스텍의 유일무이한 버스킹 

동아리입니다.  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 보컬 등 다양한 세션이 합을 맞춰 버스킹과 축제 공연, 정기 공연 등 

멋진 공연을 만들어가는 동아리입니다.

GT LOVE에 들어가면 어떤 활동을 하나요?

매 학기 초, 신입 부원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시간과 날짜에 신청해 주시면 오디션 없이 바로 GT LOVE 

부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동아리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게 될 공연이 바로 신입 부원 내부 공연인데요. 신입 

부원과 기존 부원이 함께 준비하는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내부 공연입니다. 그 뒤로는 날씨가 좋을 때 강변이나 

캠퍼스에서 버스킹도 하고 고기 파티나 동아리방에서 즉석 합주 등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한답니다! 

버스킹뿐만 아니라 학교 축제 공연에 참여하기도 하며 학기 말에는 우리 동아리의 꽃, 정기 공연을 합니다. 정기 

공연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고퀄리티의 합주를 보여주는 공연인데요. 이때쯤에는 다들 공연 경험이 쌓여 

정말 멋진 공연을 보여주곤 합니다. 준비한 자리가 꽉 찰 정도로 호응도 매우 좋기 때문에 정기 공연이 끝나면 

부원들과도 한층 더 끈끈해 지고 동아리에 대한 애정도 더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한 비대면 기간에 한 활동이 있나요?

대부분의 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2020년 2학기에는 평소의 동아리 활동만큼이나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정말 좋은 호응을 얻었던 온라인 개강 총회와 각 세션의 연주 영상을 합친 비대면 

합주 영상 제작, 온라인 마니또, 비대면 악기 멘토링과 아카펠라 동아리와의 멋진 콜라보 영상 제작까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모두 처음 진행하는 비대면 활동이라 힘든 점도 많았지만, 동아리에 애정이 있는 

부원들이 많은 덕분에 다 같이 힘을 합쳐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우리 동아리는 정말 자유롭게 음악을 즐기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동아리라고 자부합니다! 

날씨 좋은 날, 포스텍 캠퍼스에서 여러분과 버스킹 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PASSION • 포동포동

자유롭게 음악을 즐기는 동아리  

GT LOVE
안녕하세요! 포스텍 버스킹 동아리 GT LOVE의 회장을 맡은 정혜빈입니다.

설레는 대학 생활에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동아리를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기분 좋은 활력소가 될 GT LOVE를 소개합니다!

포스텍 x 동아리

화학과 18학번  정 혜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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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학과 19학번  박 서 연



60PASSION • 문화거리를 걷다

소중한 취미는 학업에 지친 포스테키안들에게 재미와 활력을 가져다줌으로써 삶의 안정감과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여러분께 제 소중한 취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갈 수도, 모델처럼 다양한 포즈를 

생각해낼 수도, 멋진 사진을 찍어 소중한 순간을 남길 수도, 뷰티 유튜버처럼 다양한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링을 배울 수도 있는 제 취미는 코스플레이(cosplay)입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라는 말이 있듯이, ‘늦게 배운 덕질이 무섭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고등학교 친구를 통해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접하게 된 저는 빠르게 그 매력에 

홀린 후, 매일 밤늦게 공부 대신 만화를 보는 실수 아닌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답니다. 

그러던 중 코스프레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부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취미생활을 시작한 때는 대학교에 입학한 후,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부터였습니다. 저의 시간을 온전히 제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나서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프레라는 문화에는 정말 다양한 연령대와 사회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몇 없는 제 

지인 중에서도 10대부터 40대까지, 스트리머부터 무당까지 이상하리만큼 넓은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지요. 하지만 이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저 좋아하는 

장르가 같다면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문화적 특징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3~4시간 정도의 장시간 촬영을 마치고 뒤풀이를 통해 친해진 지인들과는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사적으로 약속을 잡기도 합니다. 운이 좋게도 포항 내에서도 친해진 친구가 있어 

종종 만나 밥을 먹거나, 만화를 돌려보곤 합니다. 이처럼 저는 취미생활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마음이 잘 맞는 소중한 인연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었고,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스프레를 하며 높은 퀄리티를 얻으려는 욕심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기술을 

터득해야만 했습니다. 촬영을 위해 취할 포즈나 사진의 구도를 위해 콘티를 작성해 

사진사님과 토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며, 캐릭터와 닮아지기 위한 메이크업을 습득하고, 

직접 가발을 잘라 세팅하는 등 여러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하지는 못했지만, 직접 부딪히며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 어느새 아무렇지 않게 숱가위를 

휘두르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카메라 앞에서 자주 섰던 경험들은 이후에 

‘심플핏’이라는 회사에서 모델 활동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심플핏’은 포스텍 학생 

대부분이 입는 ‘글로벌 포스텍(글포)’이라는 바람막이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코스프레에서 

겪은 경험들이 모델 활동을 할 때 자연스러운 사진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하나의 취미생활을 해오면서, 잃은 것도 있겠지만 얻은 것 또한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 취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어떠한 취미를 하더라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그만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조차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옛날에는 제 취미인 코스프레에 

대해 섣불리 터놓고 말하기 두려웠습니다. 좋은 시선보다는 그렇지 못한 시선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동안 많은 친구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받아오며 점차 용기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할로윈, 총학생회가 개최한 코스프레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였던 

것이, 취미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더 용기 낼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알리미분들께 감사하며 글을 마칩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 보다

흔하지 않은 나의 취미
화학과 18학번 오 경 택

(위) 심플핏 후드티 모델 촬영   (아래) 할로윈 코스프레 대회 입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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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 SCIENCE BLACK BOX

우연과 행운의 과학적 발견 
세렌디피티  Serendipity 

여러분은 인생을 바꾼 우연의 일치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학자 대부분은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실험을 계획하지만, 때로는 우연과 

행운만으로 인류에 큰 도움이 되는 발견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1세렌디피티(Serendipity)는 영국의 

18세기 문필가였던 호레이스 월폴이 만든 행운의 동의어로 완전한 우연으로부터 중대한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특히 과학 연구의 분야에서는 실험 도중에 실패해서 얻은 결과로부터 

중대한 발견 또는 발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X-ray, 페니실린처럼 유명한 사례뿐만 아니라 알려

지지 않은 사례들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세렌디피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SMART DUST의 발명

세렌디피티로 인한 발견이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03년 발명된 스마트 더스트(Smart Dust)2는 말 그대로 ‘똑똑한 먼지’입니다. 먼지 크기의 

초소형 센서들이 건물, 의복, 인체 등 물리적 공간에 먼지처럼 뿌려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기술은 2003년 실험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대학원생 제이미 링크가 실리콘 칩을 가지고 과제를 하던 중, 갑자기 그녀의 실리콘 칩이 

폭발하는 사고가 벌어졌고 작은 실리콘 칩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실리콘 칩의 잔해를 

버리지 않고 상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부서져 버린 작은 실리콘 칩 조각들이 여전히 센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초소형 센서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었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크리스 피스터 교수가 1~2 mm 크기의 초소형 센서를 

개발하고 이름을 ‘스마트 더스트’라고 지칭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가속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컴퓨팅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이 똑똑한 먼지들은 현재 센서 기능뿐만 

아니라 양방향 무선 통신 기능 및 태양 전지 등의 전력 공급 장치까지 합쳐져 농작물의 냉해 

방지, 극한 환경 지역의 생태 관측, 오염 측정, 산불 예방, 물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궁무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은 향후 2년 안에 전 세계를 휩쓸 10대 

신기술 중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미래 기술의 핵심 결과물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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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1  Definition of Serendipity, Collins dictionary, 2012. 6. 18.

                https://web.archive.org/web/20120618001132/http://www.collinsdictionary.com/dictionary/english/serendipity

             2 박용준, 「세상을 바꾸는 먼지, ‘스마트 더스트(Smart Dust)’와 함께하는 세상! 』 , 「LG CNS』, 2015.3.10. https://blog.lgcns.com/717

             3 왕연중, 「세상을 바꾼 발명 안전 유리』, 「소년한국일보』 , 2013. 08. 27. http://kids.hankooki.com/lpage/edu/201308/kd20130827152547131830.htm

             4  이성규, 「무기 연구하다 주방용품 혁신』, 「The Science Times』, 2015. 11. 10.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B%AC%B4%EA%B8%B0-%EC%97%B0%EA%B5%AC%ED%95%98%EB%8B

%A4-%EC%A3%BC%EB%B0%A9%EC%9A%A9%ED%92%88-%ED%98%81%EC%8B%A0/

[ 이미지 ]  1  김준래, 「사물인터넷 세상 앞당길 ‘똑똑한 먼지’』, 「The Science Times』, 2020. 01. 06.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82%AC%EB%AC%BC%EC%9D%B8%ED%84%B0%EB%84

%B7-%EC%84%B8%EC%83%81-%EC%95%9E%EB%8B%B9%EA%B8%B8-%EB%98%91%EB%98%91%ED%95%9C-%EB%A8%BC%EC%A7%80/

               2 김준래, 「’똑똑한 먼지’가 사물 인터넷 세상을 앞당긴다! 스마트 더스트(Smart Dust)의 탄생』, 「삼성디스플레이 뉴스룸』, https://news.samsungdisplay.com/22160, 2020. 02. 11

               3 「자동차 유리 가장자리에 있는 무늬의 정체는 무엇일까?』, 「한국타이어』, 2018. 10. 16.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895892&memberNo=250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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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유리의 발명

우리의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스마트폰과 자동차의 유리에도 세렌디피티가 존재합니다. 책상에 있던 유리컵을 

떨어뜨렸을 때, 그 유리 파편들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차량 유리나 떨어진 스마트폰 액정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금이 많이 가긴 하지만 유리 파편이 떨어져 나오지는 않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유리 파편을 최소화하는 안전유리의 발견이 바로 세렌디피티입니다. 319세기 말, 

프랑스의 과학자 에두아르 베네딕투스는 신문에서 자동차 사고에 의한 부상자 대부분이 부서진 유리창에 의해 

찔리거나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특집 기사를 읽게 됩니다. 기사를 읽은 후 그는 큰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유리는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당시 최초의 플라스틱이었던 셀룰로이드를 

응용한 발명품을 연구하고 있던 그는, 그날 이후 셀룰로이드를 이용해 유리가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연구를 시작했지만, 성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답니다. 수없는 실패 이후 베네딕투스가 

안전유리 개발을 거의 포기할 때쯤, 실험실에 들어온 고양이 한 마리가 그의 실험실 선반에 있는 플라스크들을 

건드려 떨어뜨립니다. 화가 잔뜩 난 베네딕투스는 플라스크를 치우던 도중, 유독 하나의 플라스크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플라스크에는 오래전 담아두었던 셀룰로이드 용액이 

말라붙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플라스크에서 셀룰로이드 막이 유리 조각들을 퍼지지 않게 

붙잡는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안전유리 연구에 다시 몰두하고 이후 두 장의 유리 사이에 셀룰로이드 막을 끼워 

넣은 최초의 안전유리인 ‘Triplex’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4스테인리스 스틸의 발명

Stain(녹이 생김) + Less(없음)의 합성어인 스테인리스 스틸(Stainless Steel)은 주방용품, 자동차, 

의료기기 등 주방부터 병원까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가벼울 뿐만 아니라 물리적 충격에도 

강한 이 스테인리스 스틸 역시 세렌디피티로 인해 발견된 소재 중 하나입니다. 

1912년 영국에서는 화약 사용 시 발생하는 뜨거운 열기에도 손상이 덜한 재료를 개발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는 연구소가 많았다고 합니다. 해리 브리얼리가 근무하고 있었던 셰필드 지역의 브라운 

퍼스(Brown Firth) 연구소 역시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점심 식사를 마친 뒤 공장 

뜰을 산책하던 해리 브리얼리는 반짝하고 빛나는 쇳조각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쇳조각은 실험의 

결과들로 만들어진 여러 재료 중, 쓸모없다고 판단해 버렸던 것이었는데요. 브리얼리는 자신이 발견한 

쇳조각이 오래됐을 뿐 아니라 비까지 맞았지만 조금도 녹슬지 않았다는 이상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실험실로 그 쇳조각을 가져와 분석한 결과 철과 크롬이 혼합돼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동일한 

비율로 합금을 만들어 다시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 합금이 놀랍게도 산에 대한 반응이 극히 느리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을 발견한 브리얼리는 이 금속이 공기 중에 방치해도 녹이 슬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는 바람에 소총 개발을 하는 연구소 임원진은 이 가공하기 힘든 

합금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브리얼리는 이 합금에 관한 연구를 이어나가 마침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스테인리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 3가지 위대한 발명이 실패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연한 기회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언젠가 

여러분만의 세렌디피티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이미 링크가 폭발한 실험물을 바로 버렸다면, 

베네딕투스가 플라스크를 치우는 것에만 몰두했다면, 해리 브라일리가 반짝이는 쇳조각을 그저 착각으로 

생각했다면, 이 모든 우연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발견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구독자 여러분

들도 이 3명의 사람처럼 여러분 주변에 존재하는 우연과 실패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반짝이는 발명을 하게 될 운명일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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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PLUS • 공대생이 보는 세상

공대생이 보는 세상 ① 

물리학과가 본 고속도로.귀성길
Dept. of Physics

“전방에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내비게이션 안내음이 들리자마자 아빠께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시네. 그런데 자동차의 과속은 어떻게 단속하는 거지? 

과속 단속 카메라는 크게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카메라’로 나눌 수 

있어.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자동차 번호판의 사진을 찍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속력을 측정하는 감지선은 도로 바닥에 깔려 있어. 감지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발생한 자기장 위로 도체인 자동차가 지나가면 전자기 유도 법칙에 따라 자동차에 

전류가 유도돼. 이 유도 전류로 만들어진 자기장은 다시 움직이며 바닥의 

감지선에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지. 그래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두 감지선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시간 간격을 측정해서 속력을 계산할 수 있어. 이와 달리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카메라에서 방출하는 파동의 ‘도플러 효과’에 따른 변화를 

감지하여 차량의 속력을 측정해. 도플러 효과는 파원과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 파동의 진동수와 파장이 변하는 현상이야. 카메라에서 레이저나 초음파를 

쏘면 자동차에 반사되어 카메라로 되돌아오는데, 이때 도플러 효과에 의해 파동의 

진동수와 파장이 변한 정도를 측정하여 속력을 계산하는 거지.

“전방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과속 단속 구간이 끝나니까 이번엔 급커브 구간이네. 

그런데 급커브 구간에서는 도로가 약간 기울어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자동차가 급하게 회전할 때 회전 방향의 반대로 몸이 기울어지는 경험을 다들 

해 본 적이 있을 거야. 이러한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는데, 원심력이 심해지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급커브 도로에서는 차량 회전의 중심 

방향으로 10도 정도의 경사를 만들어 놓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경사를 

‘편경사’라고 불러. 편경사가 있으면 자동차는 경사면의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겠지? 이 힘이 원심력을 상쇄시켜서 자동차가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래도 편경사를 믿고 급커브 구간에서 과속하면 절대 안 되겠지? 

원심력의 크기는 차량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편경사가 있더라도 

속력이 커지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럼 부모님께서 안전 운전하실 수 

있도록 얘기해 드려야겠다! 

그럼~ 안녕!

알리미 25기 

전자전기공학과 19학번 장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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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미 26기 

무은재학부 20학번  최 진 석

공대생이 보는 세상 ② 

산업경영공학과가 본 고속도로.귀성길
Dept. of Industrial and Management Engineering

으아~ 이러다가 약속에 늦겠어! 빨리 가려고 일부러 지하철 대신에 택시를 탔는데 

고속도로는 또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약속 장소까지 가는 길이 하나만 더 있었다면, 

기사님께 그 길로 가달라고 할 텐데 말이야. 그런데, 과연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신설된다고 해서 교통 체증이 해결될까? 답은 아니야! 도로 네트워크에 하나 이상의 

도로를 추가했을 때 전체 교통의 흐름이 느려질 수 있는 것을 “브레스의 역설”이라고 

불러. 쉽게 말하자면 지름길이 생기면 교통량이 지름길로 몰려서 체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거지. 이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볼까?

다음 그림을 보자. 이 그림에서 T는 총 교통량, t는 걸리는 시간을 의미해. Start에서 

출발하여 A로 가는 길 하나, B로 가는 길 하나, 또 각 A, B 지점에서 END로 가는 길 

두 개, 총 네 개의 길이 있어. Start->A 경로를 통해 걸리는 시간은 T/100분이고, 

Start->B 경로는 교통량에 상관없이 45분이 걸린다고 하자. 그리고 A -> END 경로는 

교통량과 관계없이 45분, B->END 경로는 T/100분이 걸린다고 할게. 총 4천 대의 

차가 이동하고 있다고 하자. START-A-END 경로나 STAR-B-END 경로 둘 다 

걸리는 시간이 동일하니까 각 경로로 2천 대씩 차들이 갈리겠지? 그렇다면 두 경로의 

이동 시간은 2000/100 + 45 = 65분으로 같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도로가 신설된다고 해볼게. 이때 이 도로에서 걸리는 시간은 정말 작다고(0) 가정하고. 

이때 똑똑한 한 운전자가 START-A-B-END 경로가 지름길인 것을 눈치채고 이 

경로로 운전을 한다면, 총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변할까? 2000/100 + 2001/100을 

계산하면, 40.01분이 걸리게 돼! 65분에 비해 시간이 정말 단축됐지? 그런데 이때, 이 

길이 지름길인 것이 소문이 나서 이 START-A-B-END의 경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2,500명이 됐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경로를 통해 걸리는 시간은? 2500/100 + 

4000/100 = 65. 65분으로서 지름길이 생기기 전 시간과 같은 시간이 걸려. 이때 남은 

1,500명의 운전자는 START-B-END 경로로 주행하게 되고, 이때 걸리는 시간은 45 

+ 4000/100 = 85. 무려 20분이나 증가한 85분이 걸리게 되지. 이렇게 새로운 도로가 

추가되더라도 교통량의 성격에 따라 교통 체증이 심해질 수도 있는 거야.

 실제로 이 이론을 적용하여 뉴욕, 런던, 보스턴에선 

도로를 닫음으로써 교통 체증이 줄어들었어! 

나도 앞으론 길이 막힌다고 “도로를 조금만 늘렸으면”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겠다. 그럼 이만 안녕!

참고문헌(브레스의 역설)

1  https://en.wikipedia.org/wiki/Braess%27s_paradox

2  https://www.youtube.com/watch?v=8mlH9bnvWVE

3  https://www.youtube.com/watch?v=RmLrpci_t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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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이 보는 세상 ③ 

생명과학과가 본 고속도로.귀성길
Dept. of Life Sciences

귀경길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벌써 밤이 되어 버렸어…. 그런데 길 옆의 

풀숲에서 뭔가 빛나고 있네? 정확히 무슨 동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물의 

눈인 것 같아! 왜 사람과 다르게 일부 동물들은 밤에 눈이 빛날까?

야행성 동물은 사람과 달리 망막 뒤에 휘판 Tapetum Lucidum이라는 막이 하나 

더 있다고 해. 이 막은 빛을 망막 쪽으로 반사하여 망막에서 느낄 수 있는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 덕분에 동물들이 빛이 밝지 않은 밤에도 

사물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지! 이 휘판에서 눈으로 들어온 빛을 다시 

반사하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동물의 눈을 보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처럼 동물들의 눈은 사람과 구조적인 차이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동물들끼리도 각자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고양이는 망막에 

명암을 구분하는 간상세포를 사람의 6배 이상 가지고 있어서 밤에 잘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색깔을 보는 원추 세포는 적어서 고양이가 낮에 보는 세상은 

파스텔 톤일 것이라고 해. 이와 다르게 새들은 원추 세포를 네 종류나 가지고 

있고 세포의 밀도도 커서 굉장히 선명하게 세상을 볼 수 있어!

그런데 혹시 밤에 차도에서 고라니 같은 야생 동물을 만났을 때, 불빛을 

비추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니? 앞에서 말한 휘판 덕분에 야행성 동물들은 

어둠 속에서 더 잘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빛을 너무 잘 흡수해서 차량 불빛과 

같이 밝은 빛을 비추게 되면 빛을 흡수하는 세포들이 과하게 흥분하여 

일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해. 이 때문에 밝은 빛을 보면 자동차가 

다가와도 쉽게 피하지 못해서 밤에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하는 동물들이 많다고 하니, 

기억해 뒀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하자!

알리미 26기 

무은재학부 20학번 신 유 빈

참고문헌

1  이용식, 「봄이면 급증하는 ‘고라니 로드킬’… 도로에 울타리 설치 등 대책 시급」, 

『SBS 뉴스』, 2019. 5. 1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71145

2  김효원, 「같은 듯 다른, 인간의 눈 VS 동물의 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6. 2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ith_msip&logNo=2210

35209160&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3  고양이가 보는 세상

     Credit: Nickolay lamm (https://nickolaylamm.com/art-for-clients/what-

do-cats-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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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이 보는 세상 ④ 

화학과가 본 고속도로.귀성길
Dept. of Chemistry

고속도로에서는 차들이 너무 빨라서 무서운데…. 그래도 사고가 나면 나를 

지켜줄 에어백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다면 자동차 사고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에어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에어백 작동은 사고가 났다는 것을 판단하는 충격 감지 시스템과 에어백이 

터지도록 하는 기체 팽창 장치, 그리고 에어백을 통해 이루어져! 

먼저 충격 감지 시스템으로 충격을 감지한 후 점화 장치에 신호를 보내면 

기체 팽창 장치가 작동하지. 에어백을 순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서 기체 

팽창 장치는 화약과 같은 점화제인 아지드화 나트륨 NaN3, Sodium Azide과 

기폭 장치를 사용해. 실제로 에어백이 장착된 운전대에는 에어백과 

아지드화 나트륨 캡슐, 소량의 산화 철(Ⅲ) Fe2O3, Iron Oxide 그리고 기폭 장치가 

들어있는데, 전기 신호를 받은 점화 장치가 기폭 장치를 작동시키면 불꽃과 

함께 순간적으로 높은 열을 발생시켜 아지드화 나트륨 캡슐을 터트리게 돼. 

이 아지드화 나트륨은 350℃ 정도의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도 불이 붙지 

않고 충돌 시에도 폭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내에서 보관할 수 있어. 이 물질에 불꽃에 의한 매우 높은 열이 

가해지면 질소 기체와 나트륨으로 분해돼. 이때 발생하는 질소가 에어백을 

채워 부풀게 하는 거야. 사용되는 아지드화 나트륨의 질량 중에는 65%가 

질소이기 때문에 충돌 시에 기폭 장치에 의해 생성된 불꽃이 발생하면 

0.04초 이내로 많은 양의 질소가 발생해. 또한 생성물인 나트륨은 산화 철과 

격렬히 반응하며 산화 나트륨 Na2O, Sodium Oxide을 만들게 되는데, 이 물질은 

금속인 나트륨보다 훨씬 안정한 상태로 존재한다고 해.

질소는 에어백을 부풀린 후 시간이 지나면 작은 구멍을 통해 점점 

빠져나가게 돼. 그러면 자동차 사고에서 탑승객을 보호하고 에어백은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게 되겠지? 휴~ 무서웠던 

교통사고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에어백이 있어서 다행이야! 

물론 교통사고는 나지 않는 게 좋겠지! 

그럼 난 조심히 가볼게. 안녕~.

알리미 25기 

화학공학과 19학번 김 은 진

참고문헌

1  차도리, 「자동차에 숨어 있는 에어백의 작동원리와 종류」, 『한화손해보험 블로그』, 

2019.7.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4

&sid2 =322&oid=055&aid=000011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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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IQ를 가진 수학자

테렌스 타오
Terence Tao

교수님도 풀지 못해 학생들에게 던져 준 수학 난제를 수업 시간에 풀어낸 학생의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테렌스 타오 Terence Tao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뛰어난 두각을 드러낸 그는 수많은 수학적 업적을 남기고 

그에 따른 상을 휩쓸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수학자, 테렌스 타오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수학계 신동으로 소문난 유년 시절  

소아청소년과 의사였던 아버지와 수학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1975년에 태어난 테렌스 타오는 머리가 좋은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가장 유별났습니다. 그는 2살 때 ‘세서미 스트리트 Sesame Street’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산술과 영어를 시작하였고 5살 때는 군론과 미적분학을 독학하였으며 7살 때 애들레이드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그의 영재성을 일찍부터 알아챈 부모님은 그의 수학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8살 때는 미국의 수학 능력 시험인 SAT의 수학 과목에서 800점 만점에 760점을 받게 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10세부터 호주를 대표하여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IMO를 나갔는데 첫 올림피아드에서 

동메달을, 12세의 나이로 나간 두 번째 올림피아드에선 금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IMO 역사상 최연소 

기록으로 아직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수학 연구 

이후 이 놀라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그의 재능을 많은 교수와 연구자들이 주목하였고 여러 기관에서 

러브콜이 왔습니다. 이에 중학교 1학년의 나이에 MIT 과학연구기관에서 수학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중학교 

3학년의 나이에는 플린더스 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이후 20세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4세에 UCLA의 정교수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많은 양의 논문과 

업적을 남겼는데요. 가장 유명한 업적은 옥스퍼드의 벤 그린 Ben J. Green과 2004년에 증명한 그린-타오 정리 

Green-Tao theorem입니다. 이는 “임의의 길이의 소수로 이루어진 등차수열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매우 간단한 

내용의 정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열이 {7, 19, 31, 43}이라면 항의 수가 4개이고 공차가 12인 소수로만 

이루어진 등차수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되던지 반드시 소수로만 이루어진 등차수열을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내용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는 정수론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고 특히 수백 년간 풀리지 않은 쌍둥이 소수 추측에 대한 큰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기여였습니다. 이때 쌍둥이 소수 추측은 “(3, 5)나 (5, 7)과 같이 p와 p+2라는 수가 둘 다 소수인 p가 무한히 

많을 것이다”라는 가설로 현재에도 증명이나 반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그린-타오 정리에 대한 공로로 

2006년에 수학자에게 가장 큰 영예로 여겨지는 필즈상을 받았답니다. 정수론뿐만 아니라 조화해석학, 확률론, 

미분방정식에서도 수많은 논문과 연구 성과를 남긴 그는 현재까지 수십여 개의 메달과 상을 받았습니다.

PLUS • 복면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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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미 25기  

화학공학과 19학번 임 창 현

협업으로 풀어낸 에르되시 불일치 문제 

2009년 영국의 수학자 윌리엄 티머시 가워스 William Timothy Gowers는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 

“수학에서 대규모 협업 연구가 가능할까?”라는 글과 함께 ‘폴리매스 프로젝트 Polymath Project’라는 

공동 연구에 참여할 수학자를 모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학자들이 온라인으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공동으로 협력하여 수학적 난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평소 수학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길 좋아하는 

테렌스 타오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에서 풀려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80년간 미해결되었던 ‘에르되시 불일치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과 -1로만 이루어진 임의의 무한수열 {xn}과 임의의 정수 C에 대하여 | ∑k
i=1xi.d |  > C를 만족하는 정수 k와 d가 

존재하는가?”

이 문제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온라인 토론을 통해 테렌스 타오를 포함한 수학자들이 풀어보았지만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2가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위 문제가 f(mn) = f(m)f(n) 꼴의 

완전 곱셈적 함수일 때만 증명된다면 다른 함수에서는 증명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됨을 알아냈습니다. 

두 번째로 완전 곱셈적 함수가 디리클레 지표 Dirichlet Character와 관련 있으면 이 함수는 반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결론적으로 완전 곱셈적 함수가 디리클레 지표와 관련이 있다면 불일치 문제가 사실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후에 프로젝트가 끝나고 테렌스 타오는 위 결과들과 기존의 연구 결과, 자신의 최신 연구를 종합하여 

에르되시 불일치 문제를 해결합니다. 단순히 테렌스 타오 한 명의 천재성이 아닌 여러 수학자의 집단 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한 폴리매스 프로젝트는 수학계에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테렌스 타오에게도 값진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수학자

필즈상 수상자인 프린스턴 대학의 찰스 페퍼먼 Charles Fefferman은 “풀리지 않는 문제에 봉착했다면 이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문제로 타오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농담이었겠지만 현재 테렌스 

타오의 수학적 명성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그의 연구 비결은 여러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심사를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만 공부하기보다 때로는 

테렌스 타오처럼 가진 지식을 남과 나누며 공부해 보는 것은 어떤가요?

[ 참고 ]  1  고호관, 「테렌스 타오 교수 인터뷰 -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 수상자」, 『과학기술인공제회』, 2020.12.05. https://www.sema.or.kr/webzine/100101/sub_100101_4.html            

            2  동화 같은 수학 이야기, 「테렌스 타오와 에르되시의 불일치 문제」 2020.12.05. https://www.youtube.com/watch?v=cTl0mDv0SjQ

            3  Wikioedia, 「Terence Tao」 2020.12.05. https://en.wikipedia.org/wiki/Terence_T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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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 Matrix의 수학적인 활용과 기본적인 

연산에 대해 알아보기 전, 자주 사용될 용어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봅시다. 먼저 행렬은 1개 

이상의 수나 식을 사각형의 배열로 나열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행렬 안에 배열된 숫자, 

혹은 문자들을 우리는 행렬의 성분이라고 

부르며 어떤 M이라는 행렬에 대해서 mij 

라는 표현은 M 행렬의 i 행, j 열의 성분을 

의미합니다. 행렬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행렬은 가로줄인 행 Row과 세로줄인 

열 Column로 이루어져 있고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은 통상적으로  m × n 

행렬이라고 말하며 m × n을 행렬의 크기이자 

차원 Dimens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행렬을 하나의 연산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기존 수학에서 사용하던 '수'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숫자끼리 사칙 연산을 진행할 수 있듯, 행렬도 

하나의 숫자처럼 생각하고 행렬끼리의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정식에서도 미지수의 

계수가 행렬일 수도 있고 미지수 자체가 

행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러한 

행렬들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식을 간단히 

표현하고 간단히 계산하고자 합니다.

먼저 덧셈과 뺄셈입니다.  

두 행렬의 덧셈과 뺄셈이 정의되기 위해선 

연산을 진행할 두 행렬의 차원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행렬의 차원이 

서로 다르면 연산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같은 차원을 갖는 두 행렬 A, B에 대해서 

A+B는 기존의 두 행렬과 차원이 같고 각 

원소는 A, B의 원소들에 대응하는 위치의 

것들끼리 더한 값이 됩니다. 뺄셈 또한 

동일하게 정의됩니다. 즉,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생소한 기호들이 있어서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 줄, 한 줄 살펴보면 A, B가 실수 

성분의 m*n 행렬일 때, A±B도 m*n 행렬이며 

A±B의 i 행 j 열 성분은 A의 i 행 j 열 성분과 

B의 i 행 j 열 성분을 합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곱셈입니다. 

우선 덧셈, 뺄셈과 마찬가지로 곱셈 또한 

정의되기 위해선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왼쪽 피연산행렬의 열의 개수와 오른쪽 

피연산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행렬 A와 B가 있을 때, A*B가 

정의되기 위해선 A의 열의 개수와 B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만약 행렬 

A의 차원이 2*3이고 B의 차원이 3*5면 A의 

열의 개수와 B의 행의 개수가 3으로 같아서 

정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곱셈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식으로 먼저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으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니 직접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A와 B의 곱을 계산한다고 하면 A에서 

한 행을 잡고 B의 한 열과 각 대응되는 

원소를 곱한 뒤 더해주어 C의 하나의 원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곱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렬의 곱셈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스칼라끼리의 곱셈, 즉 숫자끼리의 곱셈과는 

달리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렬 

곱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행렬의 기본적인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연산을 

바탕으로 하여 행렬은 연립방정식과 같이 

기존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던 연산을 

간단히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더 궁금한 

친구들은 '가우스 소거법' 이나 '크래머 

정리'를 키워드로 공부해 보세요! 이제까지의 

수학과는 다소 다른 행렬, 수학에 관심 있는 

친구라면 한 번쯤 공부해 보는 건 어떨까요?

PLUS • 지식더하기

지식더하기 ① 

행렬
Matrix

여러분은 혹시 '선형대수학' 이란 학문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선형대수학은 

지금부터 배우게 될 '행렬'과 '벡터'를 

다루는 수학의 한 분야입니다. 설명만 

듣고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학이란 학문이 크게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선형대수학은 앞으로의 

수학에 있어 기본이 되는 분야입니다. 또한 

수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형대수학에서 

배우는 '행렬'이나 '벡터'의 개념은 과학과 

공학에 직접적인 응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대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러한 

선형대수학의 언어로 가장 기초가 되는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알리미 25기 | 전자전기공학과 19학번 서 동 희

참고문헌

선형대수학 1. 행렬의 연산(1), 『Tistory』, 2020.1.1, 

https://stementor.tistory.com/entry/%EC%84%A0%ED%98%95

%EB%8C%80%EC%88%98%ED%95%9911%ED%96%89%EB%A

0%AC%EC%9D%98-%EC%97%B0%EC%82%B0

 3 4       6 8 10        3x5+4x6   3x7+4x8 3x9+4x10[1 2]×[5 7 9]=[1x5+2x6 1x7+2x8 1x9+2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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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대수는 영국의 수학자 조지 불 George 

Boole이 19세기 중엽에 창안한 대수의 한 

형식인데요1. 입력에 대해 참(1), 거짓(0) 

2가지 상태만을 판단하는 일종의 논리적 

연산입니다. 이런 논리적 연산은 다양한 

연산자 Gate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연산자로 NOT, AND, OR이 

있습니다. NOT은 이름 그대로 하나의 

입력을 받아 반전시켜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 1이 입력으로 들어온다면 0을 

내보내는 식이죠. 

그다음으로 AND gate는 수학적으로 곱셈 

연산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 

모두가 1이어야 1을 출력하고 하나라도 

0이면 0을 출력합니다. OR gate는 곱셈이 

아닌 덧셈 연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n개의 

입력 중 하나라도 1이 있다면 1을 출력하는 

것이겠죠. 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Truth Table인데요, 그림과 같이 

입력에 따라 출력되는 결괏값을 표로 정리한 

것을 뜻합니다. 연산자에는 앞서 소개한 

3개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각 

gate의 설명을 읽고 직접 Truth Table을 

그려본다면 논리 연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불 대수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불필요한 연산을 줄인다는 

점, 즉 최적화를 하기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최적화를 배우기 전, 먼저 2가지 가장 

기초적인 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XX’는 X와 X’이 AND gate로 묶여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2. 둘 중에 하나는 항상 

0이기 때문에 출력은 0입니다. 유사하게 

X+X’는 X와 X’이 OR gate로 묶여 있고, 

둘 중 하나는 항상 1이므로 출력은 1입니다. 

이 간단한 규칙을 사용하여 직접 최적화를 

진행해 봅시다.

 Z = A(A’+B) + B(A+A’)라는 연산이 

있습니다. 입력으로는 A, B가 들어오고 있고 

출력은 Z가 되겠네요. 이를 실제 Gate로 

그려본다면 1개의 NOT gate (A')와 각각 

2개의 AND, OR gate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꽤 많은 

연산자가 필요하죠? 그럼 한번 최적화를 

해 봅시다. 순서대로 A(A’+B)를 풀어보면 

AA’+AB가 나옵니다. 이때 앞서 설명했듯이 

AA’는 0이므로 AB만 남게 됩니다. 뒤에는 

A+A’이 보이네요! 이는 항상 1이므로 B만 

남을 것입니다. 남은 항을 모아보면 Z = AB 

+ B가 되고 이를 B로 묶으면 B(A+1)이 

됩니다. 그런데 (A+1)은 항상 1이므로 

결국 Z = B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연산은 단 하나의 연산자도 필요가 

없었네요! 이렇게 불대수를 사용하면 복잡한 

연산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 대수의 정의와 간단한 

논리 Gate, 그리고 최적화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컴퓨터의 동작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 대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다양한 

gate와 불 대수의 특징들을 공부해 본다면 

분명 좋은 공부가 될 거예요! 

지식더하기 ② 

컴퓨터의 언어 
불 대수
Boolean algebra 

01110… IT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0과 

1만 사용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0과 1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2진수, 즉 컴퓨터의 

언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내리는 모든 명령은 2진수로 변환되어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컴퓨터 동작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불 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리미 25기 | 전자전기공학과 19학번 김 현 우

각주

1 네이버 지식백과, 「불대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44426&cid=423

46&categoryId=42346

2  X'은 X에 NOT 연산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https://introcs.cs.princeton.edu/java/71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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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스템설계 수업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요즘 미래를 예측하는 키워드로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포함한 4차 산업 혁명을 

가능하게 한 그 기반에는 다름 아닌 디지털 

기술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컴퓨터의 성능이 

발달하면서 딥러닝을 포함한 인공지능 

연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이란 

‘0’과 ‘1’로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이러한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것이 디지털시스템설계 

수업의 목표입니다. 수업 초반부에는 

디지털 시스템의 기본 요소가 되는 조합 

논리 회로에 대해 배웁니다. AND, OR 

게이트와 같은 단위 소자들을 조합하여 좀 

더 복잡한 기능을 구현하는데, 이때 적은 

수의 게이트로 구현하기 위해 최적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합 논리 회로에 정보를 

저장하는 소자를 더하여, 현재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순차 회로 혹은 순차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순차 시스템으로 여러분은 

엘리베이터 제어기, 교통 신호등, 자판기 

등의 기본적인 전자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HDL이라는 

하드웨어 기술 언어를 배우고, HDL을 

이용하여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식도 

배웁니다. HDL은 마치 프로그램 언어와 

유사해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 

기능을 소프트웨어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해도, 회로 합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실험 과목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시스템설계를 공부하기에 앞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은 무엇이 

있나요?

사실 디지털시스템설계 과목을 위해 미리 

공부해야 하는 지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중, 조합 논리 회로를 이해하기 위한 부울 

대수와 순차 회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한 

유한 상태 기계 Finite State Machine에 대해 미리 

알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 기술 언어인 

Verilog HDL이라는 언어를 다루는데, 

문법적으로는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하여 C 언어 등을 접해 본 학생이 

더 수월하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음 디지털시스템설계 과목을 접하더라도 

충분히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많을 

수도 있지만, 매주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차근차근 공부한다면 어렵지 않게 마칠 

수 있고, 학생들도 얻는 것이 많은 유익한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Q1

Q2

포스텍 프리뷰
            
디지털시스템설계

미리 알아보는 포스텍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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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자전기공학과 과목들과 

디지털시스템설계 과목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과목과 비교할 때 디지털시스템설계는 

제가 학부 시절 가장 쉽고 재미있게 배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 공학 

분야로 세부 전공을 택하고 연구를 계속하게 

된 듯합니다.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전공과목에는 

회로이론, 전자기학개론, 신호 및 

시스템, 전자회로 등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전자전기공학과에서 아주 중요한 

과목들인데, 이 과목들이 향후 학생들이 

선택하는 세부 전공들의 기초가 됩니다. 

전자전기공학과의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는 

세부 전공은 크게 회로, 통신, 컴퓨터, 제어, 

반도체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컴퓨터 

분야는 다시 컴퓨터 아키텍처, 임베디드 

시스템, 인공지능 하드웨어, 반도체 설계 

자동화 등으로 세분화되는데, 이러한 

주제로 연구를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이 디지털시스템설계입니다. 여러분이 

대학교 3, 4학년이 되면 세부 전공 선택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한 가지 방법은 어떤 

과목이 본인에게 가장 흥미가 있고 잘 

맞는지, 그 기초 과목을 배우면서 생각해 

보고 전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디지털시스템설계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이 향후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에서 공부를 해 나갈 

때 어떤 분야에 필요한가요? 

디지털시스템설계 과목을 통해 배운 

지식은 전자과 내에서도 컴퓨터 공학 

분야의 연구를 계속 진행할 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컴퓨터 아키텍처,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 연구에서도 기존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여러 새로운 지식이 

추가됩니다. 또한, 디지털 시스템의 설계 

지식은 시스템 반도체와 같은 하드웨어 

설계에도 아주 비중 있게 사용됩니다.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뉘는데, 이 중 시스템 

반도체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4차 산업 혁명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에, 

앞으로 디지털시스템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분야가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유망한 

진로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시스템설계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더 깊게 다루거나 확장시키는 

과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디지털시스템설계 수업에서는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기본적인 

설계 방법을 배웁니다. 이 지식을 더욱 

확장하기 위한 과목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 

구조및응용’, ‘컴퓨터설계’ 그리고 ‘VLSI 설계 

입문’  등이 있습니다.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컴퓨터설계 과목에서는 디지털 시스템 

지식을 확장하여 보다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LSI 설계 입문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과정을 배우고, 

상용 CAD 툴을 사용하여 직접 설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강 석 형

Q3

Q4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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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 앞서서, 간단한 문제를 내고자 한다. 실수 직선 위에 있는 닫힌 구간 [0, 1]이 

주어졌을 때, 그 길이는 얼마인가? 당연히 1이다. 거기서 점 하나를 뺀 집합이 있다고 

하면, 그 집합의 길이는 얼마인가? 열린 구간 (0, 1)은 어떤가? 맞다. 길이는 1이 된다. 

(그래야 할 것 같기도 하다.) 그럼 무한히 많은 점을 빼도 길이가 1로 남아있을까? 

0부터 1사이에 있는 모든 유리수를 빼면 어떨까? 유리수들만 모아 놓으면 그 길이는 

얼마일까? 이제는 쉽게 답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0, 1] 안에서 이런저런 

점이나 선분들을 빼면 그 길이는 어떻게 될까? 길이가 몇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직관적으로 ‘당연히 길이를 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2. 측정할 수 없는 집합

길이를 잰다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자. 만약 [0, 1]이라는 집합을 입력받으면 

1이라는 값을 내놓는다. 즉, 크기를 재는 것은 실수의 부분집합들의 모임을 정의역으로 

하여 그 부분집합에 각각 0 이상의 실숫값을 주는 함수가 될 것이다. 그 함수를 μ라고 

부르자. 이 함수는 아래와 같은 성질을 가져야 한다.

(i)   서로 겹치지 않는 집합들 E1, E2, … 이 있다면, 그 집합들의 합집합의 크기는 각 

집합의 크기의 합과 같다. 즉, μ(∪∞
i =1 Ei ) = ∑∞

i =1 μ(Ei )가 성립한다. 

(ii)   어떤 집합 E에 평행이동을 한 집합을 E + a 라고 하면, 두 집합의 크기는 같다. 즉, 

μ(E + a) = μ(E) 가 성립한다.

(iii)  닫힌 구간 [0, 1]의 크기는 1이다. 즉, μ([0, 1]) = 1이다.

각각의 성질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만족해야 할 성질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조건은 만족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라는 개념에 부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의를 통해 “모든” 실수의 부분집합에 길이를 주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다. 굉장히 기괴(?)하게 정의된 집합들에 대해서 길이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비탈리 집합(Vitalli Set)을 들 수 있다. 반닫힌구간 [0, 1)에서, 이 구간에 

속한 두 실수 x 와 y가 있을 때 그 차이인 x - y가 유리수라면 그 두 수를 어떤 집합에 

넣자. 그러면 어떤 수 x 와 차이가 유리수인 모든 수를 모은 집합 Sx를 만들 수 있고, x 

말고도 다른 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만듦으로써 그러한 집합이 여러 개 생긴다.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개의 Sx에서 단 하나의 숫자만 빼내서 만든 집합을 비탈리 집합이라고 

부른다. 이 집합의 크기를 재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독자들을 위한 연습문제로 

남긴다. 또 다른 예시로는 바나흐-타르스키 역설(Banach-Tarski Paradox)이라는 

것인데, 3차원 공간에서 구를 ‘적당히’ 유한개로 잘라서 다시 이어 붙이면 같은 부피를 

갖는 구 두 개를 만들 수 있다는 명제이다. 여기서 잘랐을 때 생기는 구의 부분집합들은 

물론 크기를 줄 수 없다. (위의 예시들은 선택 공리를 사용하여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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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할 수 있는 집합

비탈리 집합의 의의는, 길이라는 것을 아예 잴 수 없는 실수의 부분집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실수 위에 있는 점들이 모여 있는 집합인데도 길이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은 굉장히 비직관적으로 보인다. 

측정할 수 없는 것들에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수학자들은 길이를 잴 수 있는 것들만 

길이를 재기로 하였다. 다시 말해, 정의역을 모든 실수의 부분집합의 모임에서 줄이고자 한다. 먼저 

길이를 어떻게 재는지 수학적으로 구성해 보자.

우리의 출발점은 닫힌 구간이다. 닫힌 구간의 길이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 [a, b]의 길이는 

b - a 라는 당연한 사실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집합의 길이를 그 집합을 포함하는 닫힌 구간의 합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 길이를 르베그 외측도(Lebesgue Outer 

Measure)라고 부른다.

m*(A)= inf {∑ |b i - ai |: ai ,  b i ∈R,A⊂∪∞
i =1 [ai ,  b i ]}

이렇게 정의하면 우리는 어떤 집합이든 길이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의는 성질 (i) - (iii)을 한꺼번에 

만족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이것을 기반으로 하되, (i) - (iii)과 충돌하지 않는 집합들만 측정하려고 한다. 

아이디어는 열린 구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열린 구간과 그것들의 합집합들만 길이를 잰다고 

하자. 그러면 열린 구간의 좋은 성질 덕분에 (i) - (iii)이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길이를 잘 줄 수 있다. 만약 

어떤 집합 A가 특정한 열린 구간의 합집합(열린 집합이라고 부른다.) O에 포함되면서 m * (O - A)의 값이 

0에 가깝다면 우리는 A의 길이를 O의 길이와 같은 것으로 취급해도 될 것이다. 거기에 더해 A는 열린 

집합에 포함되므로 (i)-(iii), 특히 (i)을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어떤 열린 집합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열린 집합과의 차집합의 길이가 0에 가까워지는 집합이 있다면, 그 집합을 르베그 가측 집합(Lebesgue 

Measurable Set)이라고 부른다. 또한, 르베그 가측 집합의 모임을 정의역으로 하는 르베그 외측도를 

르베그 측도(Lebesgue Measure)라고 한다. 이 르베그 측도가 결국 우리가 원하던 완전무결한 길이의 

측정 방법이 된다.

4. 마치며

측도론을 접하고 나면, 가장 큰 궁금증은 “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가”일 것이다. 측도론의 유용성은 적분 

이론에서 밝혀진다. 미적분학에서 우리가 배웠던 적분은 리만 적분(Riemann Integral)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러한 적분으로는 적분할 수 없는 함수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함수를 적분하기 위해 르베그 

측도에 기반하여 함수를 적분하는 르베그 적분(Lebesgue Integral)이 개발되었다. 르베그 적분 가능한 

함수는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보다 훨씬 많으며,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함수는 많아진다. 이러한 이론은 

확률론, 동역학, 편미분방정식 등 수많은 해석학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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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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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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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 마르쿠스

| 지난 호 정답자 |  x  김신지 경남여자고등학교 2학년 

▶   MARCUS에는 포스텍 수학동아리 MARCUS가 제공하는 수학 문제를 싣습니다. 정답과 해설은 다음 호에 나옵니다.

▶  이번 호 문제는 2021년 2월 1일(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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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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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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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Q1에 대한 답안인 파이썬  코드이다.

# 무작위 6자리 수를 생성하는 중앙 제곱법을 응용한 난수 생성기이다.

#  seed를 제곱한 뒤, 중간부의 수를 역순으로 배열하여 새로운 난수

를 생성한다.

# 난수를 제곱한 수는 최대 12자리 수, 최소 11자리이다.

#  seed에 따라 다르지만 200~400개 난수 생성 뒤에는 중복된 난

수가 생성된다.

seed = 326456

number_list=[]

while True:

    seed_squared=seed**2

    for x in range(1,5):

        if (seed_squared//10**x)%10!=0:

#  만약 seed 제곱의 (x+1)자리 수가 0이 아니라면 a는 seed 제

곱의 (x+1)자리수, b는 seed 제곱의 (x+2)자리수…

            a=(seed_squared//10**x)%10

            b=(seed_squared//10**(x+1))%10

            c=(seed_squared//10**(x+2))%10

            d=(seed_squared//10**(x+3))%10

            e=(seed_squared//10**(x+4))%10

            f=(seed_squared//10**(x+5))%10

            break

    new_seed=f+e*10+d*100+c*1000+b*10000+a*100000

    print(new_seed)

   

    if new_seed in number_list:

        print("중복으로 나타난 난수를 찾았습니다")

        print("지금까지 생성한 난수의 수")

        print(len(number_list))

        break

    number_list.append(new_seed)

    seed=new_seed

결과로서 seed를 포함해 5개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26456

399153

471132

241635

223747

다음으로 Q2에 대한 답안인 파이썬  코드이다.

#선형 합동법을 응용한 난수 생성기이다.

#a값이 일부 소수의 리스트를 순회하며 바뀐다면 어떨까?

seed=991114

c=4

m=23

list_of_a=[2, 3, 5, 7, 11, 13, 17, 19, 29]

number_list=[]

for x in range(1,100):

    n=x%len(list_of_a)  

    a=list_of_a[n]

    k=seed*a+c

    new_seed=k%m

    print(new_seed)

    number_list.append(new_seed)

    seed=new_seed

결과로서 seed를 포함해 5개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991114

21

17

8

0

[ 겨울호 문제. 2020  WINTER ]
Q 1.   모든 실수의 부분집합의 모임을 정의역으로 가지며 (i)-(iii)을 만족하는 함수 μ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 

        (Hint. 비탈리 집합의 길이를 μ로 재면 모순이 생긴다. 평행이동을 통해 전체 구간 [0, 1)을 덮는 가산 개의 비탈리 집합을 찾아라.)

Q2.  아래는 칸토어 집합(Cantor Set)의 구성 과정을 그린 그림이다. 먼저 구간 [0, 1]을 3등분한 다음 그 가운데를 제거하고, 남은 구간을 각 

각 다시 3등분하여 가운데를 제거한다.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했을 때 남아있는 집합을 칸토어 집합이라고 부른다. 칸토어 집합의 르베그 측도를 측정하라. 

         (Hint. 규칙을 찾으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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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POINT • 알스토리

벌써 올해도 다 지나갔네요. 포스테키안 구독자 여러분은 올해 목표하신 것들 다 이루셨나요? 참 그러기 

쉽지 않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전례 없던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올해는 정말 이도 저도 못 하고 

있는 듯 없는 듯이 지나간 것 같아요. 무엇을 새롭게 도전할 열정보다는 무기력함이 조금 더 컸던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는 이 ‘열정’이란 것에 대해 한번 말해 보려 해요.

제가 학교생활 했을 때를 한번 돌아보면, 전 참 특이한 학생이었어요. 학교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다 

참가했거든요. 그게 아무리 사소한 대회일지라도, 전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 대회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았어요. “넌 그렇게 공부하면서 대회 같은 것도 다 

나가면 안 힘들어?”라고 말이죠. 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입시를 준비하면서 나의 나태함 때문에 

후회하는 일은 없게 하고 싶다.”라고 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서 이러한 답이 나온 이유는, ‘자기 

자신이 열정적으로 했던 모든 일은 결국 다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일에는 경중이 있고, 그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모든 일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설령 여러분의 입시나 공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내 발표 대회를 준비한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발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청중 앞에서 

떨지 않고 말하는 능력, 발표 자료를 보기 좋게 깔끔하게 만드는 능력, 자료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는 

능력 등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외에도 팀원들 간에 공정하게 역할 배분을 하는 방법, 팀원들이 

모일 때의 장소 선정 등 한 활동에 정말 많은 배움이 담겨있답니다. 이를 터득하는 본인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활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중에 정말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께 한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요. “노력을 아끼지 마세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분명 그 안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결국 그 활동들이 모여서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어떠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밑져야 본전이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용기이자 또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건, 그것이 하나의 기회이고, 온전한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해 보세요. 아마 열정적으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나가는 여러분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알스토리 ①

노력을 아끼지 말자

알리미 26기 | 무은재학부 20학번 최 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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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부터 저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어요. 꿈도 화가였다가 가수였다가 어느 날은 아나운서를, 다른 날엔 대통령을 

꿈꾸기도 했고, 그나마 오래 정착한 꿈이 자동차 디자이너였죠. 친구들이 한참 수학 학원을 열심히 다닐 때도 저는 

종이접기·클레이 학원과 로봇 학원에 다니며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했었답니다. 남들보다 늦게 다니기 시작한 수학 학원에서 

영재학교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학교 이름에 끌려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했고 운 좋게도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여러 방면에 흩어진 제 관심사가 문제 될 게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 후, 저는 다양한 관심사에 시간을 

할애하느라 공부에 집중하지 못해 큰 위기를 겪었어요. 학교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준비 위원회까지 

맡았고, 나서서 기숙사를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에 기숙사 자치위원장으로도 활동했거든요.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릴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노래와 악기 연주, 댄스 공연도 준비했답니다. 사실 이런 활동들이 제가 공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서 진로를 잘못 정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 두 학기의 성적이 나왔는데, 둘 다 많이 

실망스러운 성적이었어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무래도 부족한 실력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나 봐요. 진로를 공학자로 정한 이상, 학업 외 활동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던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학년 1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나름대로 큰 

결심을 했어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확실히 구분하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꼭 해야 하는 일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만 하겠다고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2학년의 수확은 꽤 성공적이었어요. 성적이 눈에 띄게 좋아진 동시에, 하고 싶은 것들도 대부분 이뤄냈거든요. 

성적이 향상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해야 하는 일 1순위인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하고 싶은 교과 외 활동을 1학년 때보다 많이 

줄이고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렸던 게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또, 1학년 때 난생처음 열성을 

다해 공부하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비로소 제게 맞는 공부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을 따르면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성적은 

자연스레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공부 시간을 늘렸다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포기한 건 아니랍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일을 벌여놓고, 공부 시간을 절대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하고 싶은 일을 짬짬이 했어요. 예를 들면, 1학년 때는 

춤 연습 이후에는 피곤해서 자습 시간에 자꾸 졸게 되는데도 꿋꿋이 주말에 자습 전후로 춤 연습을 했어요. 반면 2학년 때는 

자습 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자습 전 연습은 포기하고 자습이 모두 끝난 후에만 연습했답니다. 이 방식을 한번 터득하고 나니,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모두 잡으며 만족스럽고 보람찬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학업에 방해를 받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저처럼 ‘나는 

공부가 아닌 다른 일을 할 때 더 행복한데 진로를 바꿔야 하나?’ 하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은 끝까지 ‘좋아하는 일’로 

남겨두기로 다짐했어요. 살다 보면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때문에도 스트레스받을 

일이 많을 텐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나만의 도피처로 

남겨두기로요. 여러분에게 공부를 강요하려는 게 아니라, 진로를 향해 계속 나아갈 

필요성을 느끼지만 자꾸만 회의감이 들어서 마음을 다잡기 어려운 모든 친구를 위해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더불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에, 해야 

하는 일을 먼저 챙기면서 하고 싶은 일도 현명하게 병행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을 여러분을 온 마음 담아 응원합니다!

알스토리 ②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알리미 26기 | 무은재학부 20학번 이 승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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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의 시너지

흔히들 ‘입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혼자만의 싸움’이라는 말을 함께 떠올리고는 하죠. 가끔 주변에서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또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으니까 입시에 집중하고 인간관계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에 더해서 “친구들도 다 경쟁자니까 너한테만 집중해”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인간관계에서 과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겠지만,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편이었어요. 혼자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얼마 가지 않아 딴짓하기 일쑤였죠. 이런 

점 때문에 공부의 효율이 정말 낮았어요. 아무리 오래 책상에 앉아 있어도 실제로 공부를 한 양은 많지 않았어요. 해야 할 

공부가 산더미 같은데 그나마 주어진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니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죠. 

집중력 외에도 한가지 문제점이 더 있었는데, 바로 공부 계획을 잘 세우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시험 기간에는 공부량도 

많고 과목도 많아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주어진 양을 끝낼 수 없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지만, 그 외의 기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니 끝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지 않아서 공부하기는 하지만 끝도 없이 늘어지게 되었고, 이것 

또한 제 큰 스트레스 중 하나였어요. 당시에 저는 3학년이었고, 집중이 절실한 시기였기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에 친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끼리 서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다잡아주면서 공부를 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비슷한 친구들을 몇 명 모아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각자 공부하는 내용도 

다르다 보니 세세하게 서로 봐주는 것보다는 매주 계획 짰는지 확인하기, 지난주 계획 얼마나 완료했는지 확인하기와 같이 

간단한 것만 공유했어요. 대신 계획표에서 최대 쉬는 시간이나 최소 공부 시간 등은 정해두었죠. 만약 계획을 너무 많이 

완료하지 못했거나 계획을 짜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몇백 원씩 벌금을 내기도 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일도 줄어들었고, 계획을 다 완료하지 못해도 그만이라는 생각도 덜 하게 되었어요. 입시라는 큰 

목표 외에도 단기 목표가 생기니 조금 더 동기 부여가 잘 되더라고요. 

추가로 저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하는 방법 외에, 친구들과 함께 앉아 토론하며 공부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친구들과 

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게 되면, 딴짓하려다가도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집중한 얼굴을 보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각자가 잘 아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공부 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친구에게 질문하거나 함께 토론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도 입시 생활에 있어서 

소소한 재미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야기하다가 공부가 아니라 수다를 떠는 것이 

위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너무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친구들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공부를 잊고 

놀기도 하면서, 힘든 입시 생활을 끝내고 되돌아보았을 때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시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함께’의 시너지를 

체감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OINT • 우리들의 공부비법

알리미 26기 | 무은재학부 20학번 신 유 빈



POSTECHIAN83

우리들의 공부비법 ② 

가르침과 배움을 함께하면 가치가 배가 돼요

2020년도 벌써 끝이 났네요. 포스테키안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2020년은 만족스러운 1년이 되었나요? 2020년은 끝났지만, 

공부도 끝난 것은 아니죠. 가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뭔가 잘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평소 해오지 않던 

공부 방법을 시도해 보기도 하죠. 지금부터 새로운 공부 방법을 찾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제가 고등학생 때 했던 공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부의 끝, 즉 목표는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목표는 ‘완전한 이해’였어요.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해 응용을 하기 위해서도,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도 완전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느꼈죠. 

완전한 이해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가 택했던 방법은 선생님이 되어 보는 것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고, 친구들의 의문을 모두 해결해줄 수 있는 수준으로 아는 것이 완전한 이해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처럼 수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선생님의 수업을 복제하는 것은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 않아요. 수업의 내용을 

자신만의 언어로 말하고, 해석하면서 더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저는 수업을 들으며 한 필기를 

보며 배운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을 가장 먼저 파악했어요. 흐름을 파악하고 내용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용어들은 정확한 

표현으로 기억해야 하지만, 과정에 대한 설명은 자신만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더 기억에도 오래가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비슷한 개념이나 대조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일련의 과정에 따라 나오는 개념은 함께 

묶어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처럼 부담이 될 수 있는 암기를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하거나 범주를 

나눠서 했더니, 외운 내용이 기억에도 오래 남고 외우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어느 정도 흐름과 내용 파악이 된 이후에는 본문을 가리고 표나 그림, 사진들만 남기고 원래 있었던 본문을 자신의 말로 

만들어나가는 연습을 했어요. 본문을 보지 않고 스스로 내용을 하나씩 채워가면 내가 어느 부분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지 알게 되며 어떤 부분의 내용을 더 보충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또 배운 내용에 비해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 복습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용에 대해 복습하는 것을 마치고 나면 그림이나 표까지 그려보면서 

응용으로 나올 수 있는 예시들에 대비하여 한층 더 완벽하게 공부한 내용을 내면화, 즉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친구와 배운 내용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 

앞서 공부한 내용을 설명해주면서 자신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해볼 수 있어요. 특히 설명해주면서 

설명을 듣는 친구가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는데,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생각해 보며 더 깊은 공부와 이해를 할 

기회가 생기기도 해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교학상장’이라는 말을 자주 강조했어요. 교학상장이라는 말은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인데, 제가 공부할 때 쓴 방법을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요.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배우고 이해한 것을 다른 

친구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가 높아지고, 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질문들에 

대답하며 시험에 대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했던 공부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힘든 시기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서 노력하면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포스텍을 꿈꾸며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알리미 26기 | 무은재학부 20학번 최 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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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H, 달라진 입시 풍경 ‘비대면 면접’ 실시
12월 5일~6일 온라인으로 입시 면접 진행, 철저한 준비로 수험생 만족도 높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폭증하는 가운데 PO-

STECH이 비대면 방식으로 면접평가를 무사히 

치러내면서 새로운 면접 방식에 대한 선견(先

見)을 보여줬다.

POSTECH은 지난 8월 초 이미 ‘비대면 면접평

가’ 방침을 세우고 온라인 면접을 준비했다. 안

정성이 검증된 온택트(On-tact) 화상 플랫폼을 

선정해 4개월 동안 점검하고, 수험생들에게 안

내했다. 온라인 간담회, 랜선 캠퍼스 투어, 선배들의 격려 메시지 등 사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전

국 각지에서 동시에 접속하는 만큼 접속자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도 마련했다. 

온라인 면접평가를 준비한 손성익 입학팀장은 “온라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

한 환경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안정된 환경에서 면접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

다”라며 “이번 온라인 면접은 비대면 시대의 실시간 평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도전

이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면접을 치른 수험생들은 후기를 통해 “제 생각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면접관들이 제 생각을 확실히 이해하셨다는 느낌이 들었다”, “과학적 역량보다는 

인·적성에 초점을 둔 게 정말 인재를 뽑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류를 꼼꼼히 읽으시고 질

문을 준비하신 게 느껴졌다”라고 말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POSTECH 연구의 고정 관념 뒤집다
11월, Science 논문 2편 동시 게재 

POSTECH 연구 성과 2건이 11월 20일(현지

시각)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최신호

에 동시 게재됐다. 이전에 없던 연구를 개척하

며 만들어낸 성과다. 특히 기초와 응용 분야에

서 각각 학문적 진보를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

에서 의미를 더했다. 개교 이래 최초로 사이언

스지 동시 게재를 이뤄낸 두 주인공은 화학과 

김경환 교수와 신소재공학과 정운룡 교수다. 김

경환 교수는 물이 영하 70℃에서 두 가지 액체

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물의 비밀

을 풀 수 있는 가설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이

다. 김경환 교수팀은 스웨덴 스톡홀름대 앤더스 

닐슨 교수팀과 영하 70℃의 얼지 않은 무거운 

물을 만들고, 100 펨토초 이하의 X선을 이용하

여 이 물이 가벼운 물로 바뀌는 과정을 관측하

는 데 성공했다. 이 결과는 물이 원래 무거운 물

과 가벼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의 직접

적 증거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으며 또 

이 연구에는 연구 당시 학부생이었던 유선주 

씨와 정상민 씨도 참여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정운룡 교수는 사람처럼 온도와 압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인공 피부’를 개발한 성과를 발표

했다. 이 역시 기존 열과 압력을 동시에 느낄 수 

없던 인공 피부의 한계를 극복해낸 것이다. 정

운룡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해질을 이용한 전

자 피부 연구의 포문을 여는 첫 단계라 할 수 있

다”며 “연구의 최종 목표는 인간의 촉각 수용체

와 신경 전달을 모사한 인공 전자 피부를 만들

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피부나 장기의 촉각 

기능을 잃은 환자들의 촉각을 복원하는 데 도

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POSTECH, 5년 연속 최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선정
환경공학부 전국 최초 단일학과 전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POSTECH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사업’에서 2020년 전국 

최다 우수연구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POSTECH은 최근 5년간 연속으로 전국 최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획득하고, 2016년·2018년에는 최우수연구실, 2017년에는 최우수

기관 포상을 수상한 기관이 됐다. 특히 환경공학부는 올해 전국 최초 단일학과 전 이화학연구실

(보유 21실)을 우수연구실로 인증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POSTECH은 2012년도부터 행정 사무실 및 연구실을 대상으로 QSS(Quck Six Sigma)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연구실 안전관리와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QSS 활동과 연계한 안전관리 우수연구

실 인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김무환 총장은 “구성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바

탕으로 깨끗한 스마트 안전 캠퍼스 구축을 위해 

기관 차원의 남다른 관심과 노력, 역량을 집중

해 왔다”며 “이번 최다 우수연구실 인증을 계기

로 연구자들이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

고, 대외적으로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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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H-SK하이닉스 인공지능협력센터 개소
분석 인프라 공유 통해 AI연구 협업 체계 강화, 전문가 육성 및 분석 난제 해결력 강화

POSTECH이 11월 23일 정오, 인공지능연구

원 회의실에서 ‘POSTECH-SK하이닉스 인공

지능협력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POSTECH-SK하이닉스 인공지능협력센터(AI 

Collaboration Center, 이하 AICC)는 산업 현

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

으로 난제를 해결할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AI 기술을 연구한다. 센터 개소로, SK하이닉스

가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하면, 인공지능대학원·인공지능연구원에서는 AICC를 통해 산업 

현장의 문제를 직접 풀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 기회를 얻게 됐다. SK하이닉스 역시 데이터에 

익숙한 반도체 분야의 AI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연구 결과를 현업에 바로 적용해 난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장 올해 12월부터 POSTECH-SK하이닉스 AICC에서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 필요한 AI 기술에 대해 여러 가지 과제를 선정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화공 최원용 교수,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선정
권오민, 박주현, 이상문 교수 등 대학 동문 3명도 포함돼

환경공학부·화학공학과 최원용 교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로 선정됐다. 정보 분석 서비스 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이하 클래리베이트)는 ‘웹 오브 사이

언스(Web of Science)’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문 피인용 횟수를 분석, 상위 1%에 해당하는 연구자

(Highly Cited Researcher)를 선정하여, 최근 발표했다. 클래리베이트는 이 연구자를 ‘세계에서 가

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소개하고 있다.

최원용 교수는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광촉매들을 개발하고, 그 특성과 반응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광촉매를 이용한 환경・에너지 기술의 기초를 공고히 해왔다. 특히 새로운 고도 산화 기술

(Advanced Oxidation Technology) 개발과 얼음에서의 새로운 화학 반응 현상을 규명하며 환경

화학 연구 분야를 개척한 연구자로서 세계 학계로부터 주목을 모으고 있다.

최 교수는 지난 3월 미국 화학회가 발간하는 저널 최초로 한국인 총괄 편집장(Editor-in-Chief)에 

선임되어 화제가 됐다. 8월에는 네이처가 발행하는 지속 가능성 관련 종합과학 권위지 네이처 서스

테이너빌리티(Nature Sustainability) 자문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11월에는 (재)두산연강재단이 

시상하는 두산연강환경학술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그는 2018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학 분야 세계 정상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낸 연

구자에게 수여하는 한국공학상을, 2019년에는 

대한환경공학회 학술상을 수상했었다.

한편, 우리 대학 동문인 충북대 권오민 교수, 영

남대 박주현 교수, 경북대 이상문 교수(성명 가

나다순) 등 3명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선정됐다.

‘세계 유일’ 
POSTECH 철강대학원,
에너지 더해 글로벌 소재 
교육.연구거점 거듭난다
철강.에너지소재대학원으로 개편…

교원.학생 증원

세계 유일의 POSTECH 철강대학원은 지금까

지 포스코와 긴밀한 산학 협력 체제 아래에서 

철강과 구조 재료 분야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

적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해 왔

다. 하지만, 최근 환경 문제 급부상과 에너지 

산업의 발달로 소재 부품 연구의 중요성이 날

로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에너지 소재 분야를 

더한 철강.에너지소재대학원으로 확대 개편됐

다. 이에 따라 철강.에너지소재대학원은 철강

뿐만 아니라 첨단금속소재, 에너지소재 융합

교육.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소재 분야

(양극.음극 소재 개발, 차세대 전지 개발, 공정 

개선)에서 전임 교원을 5명 충원하는 한편, 입

학 정원도 15명(석사 10명, 박사 5명)을 증원

할 계획이다. 에너지소재 전공 신입생은 2021

학년도 1학기에 입학하며 특별전형은 12월 

중 실시된다. 이들은 이차 전지 주력 소재 분

야 전문 인력으로 성장, 이차 전지 관련 기업

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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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박준호 씨, 한국인 최초 IEEE 교육위 장학생 선정
아시아, 유럽, 북미 대륙의 주요 학회 석권한 재목

전자전기공학과 박사과정 박준호 씨(지도교수 홍원빈)가 국제전자전기공학회 전파 분과

(IEEE Antennas and Propagation Society/IEEE AP-S) 교육위원회의 장학생으로 선정

돼 장학금(2020 IEEE AP-S C.J. Reddy Educational Grant)을 받는다.

IEEE AP-S 교육위원회 장학금은 매년 연구 업적이 뛰어나고, 향후 우수한 업적을 남길 가

능성이 큰 학생들의 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명 이내로 선정하여 수여한다. 박준호 

씨는 IEEE AP-S의 아시아, 유럽, 북미 대륙의 주요 학회에서 모두 개별적인 논문 주제로 석

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재목이다. 

지난 2018년에는 IEEE AP-S의 주요 3대 학회 중 다른 하나인 아시아 지역 최대 학회

(IEEE ISAP 2018)에서 ‘최고 논문상(1stPrize Best Paper Award)’을, 올해 4월 2020

년 국제전기전자기술인협회 유럽 안테나 앤드 프로퍼게이션 컨퍼런스(IEEE European 

Conference on Antennas and Propagation, EuCAP 2020)에서 ‘최고 학생논문상

(Best Student Paper)’을 수상했다. 또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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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 ‘최고 학생논문상

(1stPrize Best Student Paper)’를 수상했다.

POSTECH 학생들, 대한민국 반도체설계대전서 ETRI 원장상 수상
2014년부터 꾸준히 수상

전자전기공학과 박사과정 한승호 씨, 김찬호 씨, 그리고 통합과정 정순규 씨(지도교수 김병섭 

교수)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최하는 제21회 대한민국 반도체설계대

전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연구팀은 아날로그·혼성 반도체 회로의 레이

아웃을 자동 생성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여러 반도체 공정에서 고속 유선 

송신기의 다양한 레이아웃 설계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데 성공했다.

지금까지 아날로그·혼성 반도체 회로의 레이아웃 설계는 일반적으로 설계자가 일일이 손으

로 그려야 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다. 또, 반

도체 공정이 미세화되고, 설계가 복잡해져 이러한 설계 생산성 문제는 오랜 기간 반도체 산업

의 성장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었다. 한승호 씨 팀은 아날로그 및 혼성 반도체 회로 개발 시간

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대한민국 반도체설계대전은 설계분야의 인력을 양성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00년부터 개최됐으며, 이번 대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3개 팀 137명이 참가했다. 

지금까지 POSTECH 김병섭 교수 연구실은 이 대회에서 2014년도부터 꾸준히 수상해 왔다.

(위)전자전기공학과 박사과정 박준호 씨

(아래)지도교수 홍원빈

(위.왼쪽부터)지도교수 김병섭 교수, 한승호 씨,

                  김찬호 씨, 정순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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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이길호 교수팀, 초고감도 마이크로파 

검출기(볼로메터, bolometer) 개발 : 마

이크로파를 이론적 한계 수준에서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

물리학과 이길호 교수팀, 미국 Raytheon 

BBN Technologies, 하버드대학교, 매사추

세츠공과대학교, 스페인 바르셀로나 과학기

술연구소, 일본 NIMS 물질재료연구기구로 

이뤄진 국제 공동연구팀이 마이크로파를 

이론적 한계 수준의 민감도로 검출할 수 있

는 초고감도 센서를 개발했다. 이 연구는 최

상위 국제학술지인 ‘네이처(Nature)’에 공

개되었다. 

기계 김동성 교수팀, 줄기세포시트 단 2일

이면 수확한다 : POSTECH/포항세명기

독병원 연구팀, 온도감응형 나노구조 세포 

배양 플랫폼 개발

기계공학과 김동성 교수와 최이현 연구원, 

포항세명기독병원 정형성형병원 류인혁 원

장, 이지호 과장 공동연구팀은 온도에 따라 

물의 젖음 특성이 달라지는 폴리나이팜의 

나노구조를 이용하여 인간 골수 유래 중간

엽줄기세포로 구성된 세포 시트의 총 수확 

기간을 2일로 대폭 단축시켰다. 이 연구 성

과는 생체 재료 분야 국제 학술지 ‘바이오머

티리얼스 사이언스(Biomaterials Science)’ 

최신호에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신소재 최시영-물리 이대수 교수 공동연구

팀, AI로 세상에 없던 메모리 소자용 재료 

만든다 : AI로 원자 구조 변이 제어해 새로

운 물리 현상 구현

신소재공학과의 최시영 교수 연구팀과 물

리학과 이대수 교수 연구팀은 실온에서 분

극 현상을 일으켜 전기를 띄는 새로운 물질

을 합성하고, 심층 신경망 분석 기법을 적용

하여 결정 구조의 변이를 확인했다. 이 논

문은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Nature Communications)’ 최근호에 게

재됐다.

기계·화공 노준석 교수-화공 김진곤 교수 

공동연구팀, 햇살이 뜨거워도 온도 떨어지

는 단열재 개발 : 에너지 소비 없는 주간 복

사 냉각 소재 개발

기계공학과·화학공학과 노준석 교수·박사

과정 이다솔 씨 연구팀과 화학공학과 김진

곤 교수·통합과정 고명철 씨 연구팀은 실

리카가 코팅된 다공성 양극 산화 알루미늄

을 이용해 에너지 소비가 필요 없는 주간 복

사 냉각 기술을 선보였다. 이 연구는 에너지 

분야 국제 과학 저널인 ‘나노 에너지(Nano 

Energy)’ 최신 온라인판에 발표됐다.

화공 정대성 교수팀, 자유롭게 색 재현하는 

OPD 광센서 나온다 : 화학적 도핑 이용한 

광다이오드의 자유로운 색 조절

화학공학과 정대성 교수, 강민균 씨 연구팀은 

화학적 도핑을 통한 유기 포토다이오드의 정

확하고 간편한 접합 공학 기술을 선보였다. 

이 연구는 영국왕립화학회(Royal Society of 

Chemistry, RSC)가 발행하는 재료 분야 국

제 학술지 ‘머티리얼스 호라이즌스(Materials 

Horizons)’에 최근 게재됐다.

신소재 강병우 교수팀, 전기차 6분이면 

90% 충전할 수 있다 : 입자 크기 줄이지 

않고 부피당 고에너지 밀도와 고출력 특성

을 구현할 수 있는 이차전지 양극 소재 비

밀 밝혀

신소재공학과 강병우 교수, 통합과정 김민

경 씨 연구팀은 이차전지 전극 물질에서 

충·방전할 때, 입자 크기를 줄이지 않아도 

획기적으로 충·방전 시간을 단축해 고출력

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이 연구 성과는 재료 분야 국제학술지 ‘에

너지 앤 인바이러먼털 사이언스(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최근호에 게재

됐다.

전자 양현종 교수팀, ‘AI 전자현미경’이라

면 초보자도 척척! :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전자현미경 개발

전자전기공학과 양현종 교수, UNIST 석박

통합과정 장종규 씨(지도교수 양현종) 연

구팀이 최초로 인공지능으로 제어하는 전

자현미경을 개발했다. 이 연구 성과는 세

계 최대 현미경 분야 학회 ‘마이크로스코피 

앤 마이크로애널리시스(Microscopy and 

Microanalysis)’에 2019년, 2020년 연속

으로 발표됐고,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로봇학술대회인 ‘IROS 2020(IEEE/

RSJ Internat 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2020)’

에서도 발표됐다.

신소재 정운룡 교수-화학 박수진 교수 공

동연구팀, 늘어나는 배터리, 늘어나는 회

로와 만나다 : 늘어나는 배터리로 작동되는 

독립형 전자 장치 개발

신소재공학과 정운룡 교수, 통합과정 공민

식 씨 연구팀과 화학과 박수진 교수, 송우

진 박사(현.충남대학교 유기재료공학과 교

수) 연구팀이 늘어나는 배터리를 바탕으로 

스트레쳐블 전자기기의 플랫폼을 제작하

는 데 성공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최

근 소개됐다.

생명 김상욱 교수팀, 항암제 치료효과 예

측하는 머신러닝 기술 개발 : 환자 유래 인

공 미니 장기의 항암제 반응성과 항암제 

표적 단백질과 연관된 유전자의 전사체 정

보 학습

생명과학과 김상욱 교수팀이 암환자 유래 

인공 미니 장기의 전사체*2 정보를 토대

로 환자의 항암제 반응성을 예측하는 인공

지능 기술을 개발했다. 항암제에 반응할 환

자를 선별하는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 실현

은 물론 새로운 항암제의 기전 규명에도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의 성

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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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박태호 교수팀, 이제는 양자점 탠덤 

태양전지로! 최고 효율 달성 : 양자점과 유

기 고분자 접합, 효율 개선

화학공학과 박태호 교수, 박사과정 김홍

일 씨 연구팀은 토론토대(University of 

Toronto)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콜로이

드 양자점(colloidal quantum dot, CQD)

과 유기 분자를 결합해 모놀리식*1 통합 하

이브리드 탠덤 태양전지(Monolithically 

integrated hybrid tandem solar cells, 

TSC)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양자점을 이

용해 기존 탠덤 태양전지의 효율을 뛰어넘

는 효율을 보인 이 성과는 재료 분야의 권위

지인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스(Advanced 

Materials)’에 최근 게재됐다.

기계 조동우 교수팀, 염증 직접 치료하는 

‘기능성 스텐트’ 3D 프린터로 출력한다 : 

방사선 식도염 치료 위한 바이오 잉크 탑재

형 식도 스텐트 개발

기계공학과 조동우 교수, 통합과정 채수훈 

씨, ㈜ 에드믹바이오 하동헌 박사 연구팀은 

방사선 식도염을 직접 치료하기 위해 식도 

유래 바이오 잉크를 탑재한 생분해성 스텐

트*1를 제작하고, 식도염 동물 모델을 통해 

치료 효능을 검증했다. 이 연구 결과는 생체 

재료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가 있는 학술지 

‘바이오머티리얼스(Biomaterials)’에 최근 

게재됐다.

POSTECH 공동연구팀, AI가 새로운 고

엔트로피합금 개발 앞당긴다 : 고엔트로피 

합금 상 예측 위한 딥러닝 기술 개발

기계공학과 이승철 교수·통합과정 이수영 

씨, 기계공학과 진현규 교수·통합과정 변

석영 씨, 신소재공학과 김형섭 교수 공동연

구팀이 AI를 활용한 고엔트로피 합금의 상 

예측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의 성과는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머터리얼스 앤 

디자인(Materials and Design)’ 최신호에 

게재됐다.

기계·화공 노준석 교수-화공 김영기 교수 

공동연구팀, 손가락 터치만으로 홀로그램 

바꾼다 : 홀로그램용 메타물질에 전기, 온

도, 터치에 반응하는 액정 결합

기계공학과·화학공학과 노준석 교수팀과 

화학공학과 김영기 교수팀이 꿈의 소재라는 

메타물질*1에 액정 기술을 접목, 외부 자극

에 반응하는 초소형 홀로그램 장치를 개발

했다. 이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

스드 머티리얼즈 (Advanced Materials)’ 

표지논문(frontispiece)으로 게재되었다.

화공 조길원 교수팀, ‘효율’과 ‘내구성’ 두 

마리 토끼 잡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재 개발 : 유기스페이서 분자설계를 통한 

고성능.고안정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

지 구현

화학공학과 조길원 교수, 박사과정 송성원 

씨 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에 새로

운 유기스페이서 분자 첨가제를 도입함으

로써 페로브스카이트 수분 저항성을 높일 

뿐 아니라 결정의 내부 결함 농도를 획기적

으로 낮추어 고성능·고안정성의 페로브스

카이트 태양전지를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이 연구는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의 과학 저널인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

얼즈(Advanced Energy Material)’의 표

지논문으로 최신호에 게재됐다.

화공 김원배 교수 공동연구팀, ‘산소 빈자

리’ 많을수록 온실가스 전환 잘 된다 : 망간

산화물 촉매의 CO2 전환 반응 성능 향상

화학공학과 김원배 교수·한현수 박사과정 

연구원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서민호 박

사·진송 박사과정 연구원과 함께 플라즈

마 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금속 산화물 표면

에 산소 공공(空孔)*1을 형성시켜 이산화탄

소 전환 반응에 대한 금속 산화물 촉매 성

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 연구 성

과는 최근 국제 학술지 ‘나노 에너지(Nano 

Energy)’에 게재됐다.

융합생명 김경태 교수팀, 뇌 질환 치료 가

능해진다 : 뇌발달 및 퇴행성 뇌질환 핵심 

분자의 국소 발현 조절기작 밝혀

융합생명공학부 김경태 교수와 정영섭 박

사는 신경세포의 시냅스 기능에 중요한 암

파(AMPA) 수용체의 국소적 발현이 BDNF

에 의해 조절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학술지 ‘사

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 

11월호에 게재됐다.

창의IT 박성민 교수팀, 이제 고혈압 치료

도 복강경 수술로 : POSTECH/서울대

병원 공동연구팀, 복강경 신장신경차단술 

개발

창의IT융합공학과 박성민 교수·통합과정 

백진환 연구팀이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정

창욱 교수·송원훈 교수 연구팀과 함께 저

항성 고혈압 치료 방법으로 새롭게 개발한 

수술 기기를 이용해 신장 동맥 외벽에서 직

접적으로 신경을 손상시키는 복강경 방식

의 신장신경차단술을 개발했다. 이 연구 성

과는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트랜잭션즈 

온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Transactions 

on Biomedical Engineering)’에 특집 기

사 및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물리 이현우 교수팀, 전원 꺼져도 안 지

워지는 고속 메모리 가능해진다 : PO-

STECH/서울대 공동연구팀, 고속 메모리

의 에너지 효율 문제 해결 방안 발견

물리학과 이현우 교수와 서울대 물리천문

학부 박제근 교수, 장 카이쎈 (Zhang, Kai-

xuan) 박사 공동연구팀은 2차원 반데르발

스 물질*1인 Fe3GeTe2에 전류를 걸면 이 

물질이 강자성 물질에서 연자성 물질로 바

뀐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자기메

모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제

안했다. 이 연구는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

술지 ‘어드밴스트 머터리얼스(Advanced 

Materials)’에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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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조문호 교수팀, 빛으로 결함 제어

해 2차원 반도체 도핑한다 : 파장 따라 가

시광선에서는 p형, 자외선에서는 n형으

로, 2차원 ‘카멜레온 반도체’ 구현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노도영), 원자제

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단장 염한웅), 조

문호 부연구단장(신소재공학과 무은재 석

좌교수) 연구팀은 2차원 반도체 물질을 서

로 다른 파장의 빛을 이용해 도핑할 수 있

음을 발견하고, 자유자재로 반도체 기능을 

바꿀 수 있는 원자층 집적회로 소자를 구

현하였다. 이번 연구 성과는 전자소자 분

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네이처 일렉트로닉

스(Nature Electronics, IF 27.500)’에 온

라인 게재됐다.

화학 류순민 교수팀, 2차원 물질로 ‘2배 

강한 빛’ 제어한다 : 2차원 접합체에서 일

어나는 2차 조화파 간섭 규명

화학과 류순민 교수와 통합과정 김원택 씨 

연구팀은 2차원 물질로 구성된 이종 접합

체에서 일어나는 비선형 광학 현상을 규명

함으로써 빛을 제어하려는 목표에 한발 다

가섰다. 이 연구는 나노과학 분야에서 권

위 있는 국제학술지 ‘나노 레터스(Nano 

Letters)’ 최신 호에 게재되었다. 

생명 신근유 교수팀, 인체 장기 완벽 재

현한 조립형 ‘미니장기’ 나왔다 : PO-

STECH/서울대병원 연구팀, Nature

지에 신개념 어셈블로이드 발표

생명과학과 신근유 교수 연구팀은 다양

한 세포들의 재구성을 통해서 인간조직

을 정확하게 모사하는 신개념 장기 모사

체인 조립형 인공 장기를 개발하고, 이를 

‘어셈블로이드’라고 명명했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 분야 최고의 권위지인 ‘네이처 

(Nature)’ 16일자(현지 시간)를 통해 발표

되었다.

화공 한정우 교수팀, ‘가혹한 온도 변화에

도 살아남는’ 안정한 고활성 촉매 나왔다 : 

고안정성·고활성 CO산화용 세륨 산화물 

촉매 설계

화학공학과 한정우 교수, 박사과정 김형준 

씨, 박사과정 신동재 씨, KAIST 이현주 교

수팀이 희토류 금속(La)과 전이 금속(Cu)

을 동시에 도핑해 활성도가 높은 초고안

정성 세륨 산화물 촉매를 설계하는 데 성

공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촉매 부문 권위

지인 ‘미국화학회 촉매지(ACS Catalysis)’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환경 이기택 교수팀, 오염 물질로 인한 바

다 변화가 가장 빨리 일어나는 곳은 ‘이어

도’  : 동북아 해역에서의 비옥화 원인 밝혀

환경공학부 이기택 교수, 박사과정 문지영 

씨(제1저자) 연구팀은 1980년대 이후 질

소 오염 물질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동북아 

해역의 영양염 균형이 파괴됐으며, 적조를 

유발하는 식물 플랑크톤의 종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질소 오염 물질 유

입에 의해 해황*1의 변화가 가장 빨리 나

타나는 곳이 중국 장강과 가까운 ‘이어도 

과학기지’ 해역임을 확인했다. 이 연구 성

과는 전문저널인 ‘호소학(湖沼學)과 해양

학(Limnology and Oceanography)’에 

소개됐다.

화학 이인수 교수팀, 수퍼 박테리아 잡

는 ‘쟁기질 표면’ 나노결정 발견 : PO-

STECH/UNIST 공동연구팀, 나노 구

조체의 표면질감 제어한다

화학과 이인수 교수·아미트 쿠마 (Amit 

Kumar) 연구교수·니티 쿠마리(Nitee 

Kumari) 박사 연구팀이 고효율 자기 촉매 

플랫폼으로 혼합된 FeCo-산화물 기반 거

친 표면 질감 나노 구조체(MTex)를 국제

학술지 ‘나노 레터스(Nano Letters)’를 통

해 소개했다.

신소재 정운룡 교수팀, ‘액체금속 잉크’로 

형태의 자유 얻다 : POSTECH/연세대 

공동연구팀, 형태 변형이 가능한 3차원 

배선용 액체금속 잉크 개발

신소재공학과 정운룡 교수와 비라판디안 

셀바라지(Veerapandian Selvaraj) 박사

팀이 고전도성과 점소성*2을 갖는 액체 

금속 마이크로입자 잉크를 개발한 연구 결

과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

처 머터리얼스(Nature Materials)’에 1월 

4일자로 게재됐다.

신소재 김종규 교수/화공 한정우 교수 공

동연구팀, 싸고 흔한 니켈로 수소에너지 

만든다 : POSTECH 공동연구팀, 친산

소성 전이금속이 도핑된 니켈 기반 촉매 

시스템 개발

신소재공학과 김종규 교수·통합과정 김

재림 씨 연구팀은 화학공학과 한정우 교

수·통합과정 정현정 씨 연구팀과 공동연

구를 통해 친산소성 전이금속이 도핑된 고

효율 니켈 기반 촉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촉매 흡착 특성과 알칼라인 수소 발생 반

응 효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이번 

연구의 성과는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미

국화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의 표지논문(Front 

Cover Paper)으로 선정됐다.

화공 윤용주 교수팀, ‘거울상 이성질체’ 하

나만 선택한다 : 카이랄 이성질체 선택 생

산 나노 촉매 개발

화학공학과 윤용주 교수, 통합과정 정일

준 씨, 송병주 씨, 김정명 씨 연구팀이 백

금 나노입자의 선택적인 표면 구조 노출

을 통해 거울상 이성질체 중 하나를 선택

적으로 생산하는 백금 나노촉매를 개발했

다. 이 연구는 미국화학회가 발간하는 촉

매 전문 학술지 ‘미국화학회 촉매지(ACS 

Catalysis)’ 에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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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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테키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5기 알리미 원지윤입니다. 

직접 포스테키안을 만들어가는 알리미가 되어 여러분을 만나게 된 

지도 어느덧 일 년이 넘었네요. 올해 초, 포스테키안 봄호 기획특집에서 

‘COvID-19’에 대한 기사를 쓸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금방 

끝나겠지’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020년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네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입시를 준비하시느라 여러분도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으며 

캠퍼스에서 만날 날이 오길 바라고, 그때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번 2021년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길, 

또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2021년에도 알리미들은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는 기사들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

안녕하세요, 포스테키안 구독자 여러분! 

2020년 겨울호 편집후기를 쓰게 된 25기 알리미 윤명지입니다. 

올해 초 개강이 연기되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다린 것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네요. 

이번 호 SCIENCE BLACK BOx 코너 글의 주제인 

세렌디피티처럼 코로나19가 없어지는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만이 찾아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올해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내셨을 

고등학생 구독자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2021년도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들을 통해 만나 뵐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알리미가 되겠습니다. 모두 내년에 만나요. 안녕~!  

알리미 25기  컴퓨터공학과 19학번 
원지윤 Editor

알리미 25기  전자전기공학과 19학번 
윤명지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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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스텍 25기 알리미 임창현이라고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가고 어느새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포스테키안을 보며 포스텍에 대한 꿈을 키웠는데 

어느덧 2019년도 3월에 처음 알리미가 되고 이번 호까지 해서 7번의 

포스테키안 기획에 참여했네요. 알리미끼리 포스테키안을 만들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단순히 잡지 하나를 제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이 이공계 분야와 포스텍에 관심을 가지도록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알리미의 

이런 진심이 포스테키안을 통해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 )  

포스테키안 구독자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치고 공부도 

하기 싫을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돼요.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상황인 만큼 

함께 이겨내야 할 문제이기도 해요. 마스크를 벗을 날을 생각하며 

좀만 더 힘차게 달려보는 것은 어떤가요? 

알리미는 포스테키안을 통해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Review ①

지산고등학교 3학년  김민솔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많고 특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대해 

더 연구해 보고 싶어서 포스텍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포스테키안에서 발견하니 반가웠어요. 

제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보고 반가움을 느낀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의 내용을 

많이 담아주시면 좋겠어요!

Review ②

울산과학고등학교 2학년  김건우

평소 로켓 회수 기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리퍼브리케이터와 

연계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간단한 내용부터 복잡한 내용까지 실생활에서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수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교에서 하는 

공업 수학 등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테키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호 기획특집을 맡았던 26기 알리미 강아림입니다. 

다들 포스테키안 잘 즐겨주시고 계신가요? 비록 여러분께 

포스테키안에서 인사드린 기간은 지난 여름호부터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읽어왔던 포스테키안에 실릴 글을 제 손으로 

쓰고 있다니 아직도 감개무량합니다. 저에게 포스테키안은 기나긴 

입시 생활에서 ‘포스텍’이라는 목표를 다시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연결 고리였어요. 저에게 포스테키안이 큰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포스테키안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나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여러분의 입시 생활이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포스테키안을 읽고 계실 여러분의 끝은 꼭 창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앞으로도 포스테키안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알리미 25기 화학공학과 19학번 
임창현 Editor

알리미 26기  무은재학부 20학번 
강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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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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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