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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유망기술

미국 스탠퍼드 대학 동창생인 두 젊은이가 500달러 겨우 넘는

차고에서 시작된 젊은이들의 도전은 글로벌 기술 혁신의 성지라고

창업 선순환 구조는 실리콘밸리를 창업자들에게 ‘꿈의 도시’로

THEME QUESTION

푼돈으로 과감히 사업을 시작했다. 그들의 첫 사무실은 몇 평 남짓한

불리는 ‘실리콘밸리’로 완성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이러한 ‘차고

만들었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선 지금 실리콘밸리는 또

자신의 차고에 불과했으며, 그들이 처음으로 생산해 판매한 제품은

혁신’은 실리콘밸리 안에서 미국의 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다른 창업 성공신화를 기다리고 있다.

음향발진기였다. 세계적인 전자기기 기업인 ‘HP’의 출발점이었다.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대변하듯 현재 실리콘밸리에는

창업 성공신화의 대표격인 인물인 빌 게이츠는 인터뷰를 통해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나 스탠퍼드 대학의 또 다른 대학원생 두 명 역시 매달

구글, 시스코, 이베이, 애플, HP, 야후, 인텔 등 전 세계에서도 가장

누군가가 차고에서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개발하고 있지 않을까

HP부터 구글, 그리고 애플까지

임대료를 내면서 남의 차고를 빌려 창업을 시작했다. 젊은이다운

혁신적인 기업들이 모여 있으며, 이들 기업은 새로운 첨단기술을

두렵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패기와 도전정신으로 모험을 감행한 이들의 미래는 현재 세계적인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라이벌로 떠오른 ‘구글’의 신화가 바로 그해 차고에서 시작됐다.

창업을 통한 성공신화,
꿈만 꾸시나요?

인터넷 검색 기업인 ‘구글’이라는 브랜드로 거듭나 기술 혁신을 통해

이처럼 실리콘밸리가 ‘차고 혁신’을 받아들이고 세계 제1의 첨단기술

지금도 미국의 어느 집 차고에선 제2의 구글이나 애플을 꿈꾸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잘 구축된 창업 생태계가

청년 창업가들이 ‘차고 창업’을 통해 실리콘밸리로 입성할 준비를

전 세계 얼리어답터들에게 ‘Must Have Item’ 브랜드로 자리 잡고

뒷받침돼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탠퍼드와 UC Berkeley 등의

진행 중인지도 모른다. 혹은 어쩌면 대한민국에서도 제2의 삼성이나

있는 ‘애플’의 경우에도 그 첫 시작은 스티브 잡스의 차고였으며,

명문대학이 인접해 있어 고급 기술인재들이 넘쳐났으며, 또 이들은

LG를 꿈꾸는 젊은 한국의 청년들이 대학의 연구실에서 창업의 꿈을

온라인 서점을 오픈하면서 글로벌 인터넷 종합 쇼핑몰로 성장한

안정적인 취직 대신 창업에 뛰어들면서 도전을 이어나갔다. 더욱이

설계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마존닷컴’의 경우에도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의 차고에서 그 싹이

‘HP’를 비롯한 많은 선배 창업가들의 성공사례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차고 혁신’의 또 다른 사례인 ‘월트 디즈니’는 “만약 당신이 꿈을 꿀

움텄다.

이끌어 자유로운 투자 환경을 조성했으며, 이를 통한 다양한 창업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의 패러다임 혁신을 꾀하고 전 세계 시장 판도를 바꿔온 ‘혁신’은

기회는 유능한 엔지니어와 사업가들을 불러 모아 창업의 선순환

그렇다면 꿈을 꾸는 당신!

이렇게 젊은 인재들의 아이디어와 모험정신을 통해 ‘차고’라는

구조를 형성시켰다.

공간에서 비롯됐다.

결국 실리콘밸리의 풍부한 인력풀과 젊은이들의 도전의식, 그리고

창업을 통한 성공신화,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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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유망기술
THEM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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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순간!

창업 성공을 위한 ‘A to Z’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조류에 맞닥뜨린 지금, 과학자들의 역할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아마도 19세기가 낳은 세계적인 과학자이자 발명왕인 토마스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탐구하라.”
자신의 말처럼 에디슨은 평생 동안 전구를 비롯한 다양한 발명품을 통해 과학기술의 실용화를
이끌어 왔으며, 스스로가 창업자가 되어 현재의 글로벌 기업 GE의 근간을 만들었다.

MENTORING
MENTORING
& CONSULTING
& CONSULTING

세상을 바꾸는 과학자들의 혁명, 창업을 통해 가능해진다.

CHECKCHECK
LIST LIST

DREAMS
DREAMS
COME COME
TRUE TRUE

INNOVATION
INNOVATION
TECHNOLOG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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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과학인재들의 미래를 바꾸는 선택

대학 내 잠든 과학기술을 깨워라!

창업,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높은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는 방

대학 기반의 기술창업은 창업 당사자에 있어

최근 정부는 복잡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정보

안이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 동

서는 꿈의 실현과 사회·경제적 성공을, 대학

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K-스타트업’을

력으로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에 있어서는 연구기술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운영함으로써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창업

GIST 창업진흥센터 기성근 센터장은 “4~6년

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정책자금, 판로 등 다

전만 해도 대학생들이 창업한다고 하면 학업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실업률 완화 및 기술

양한 창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

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창업을 선

기반 부가가치 창출 등의 효과를 창출한다.

다. 또, 언제 어디서든 창업 정보를 확인할 수

택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요즘에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기술 기반 창업기업

있도록 K-스타트업 모바일 앱인 ‘창업마당’을

는 설사 실패한다고 해도 그 경험 역시 소중

의 경우 일반 창업기업 대비 3년간 생존율과

출시해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이로써 예

한 자산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꿈의

고용 규모 측면에서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비 창업자들은 모바일을 통해 창업 정보를 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이 창업을 시도하는 사례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대학 기반

공받음으로써 창업 준비부터 창업 후 기업 운

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의 기술창업이 성공률이 더 높을 뿐 아니라,

영까지 성장단계별 과정에 필요한 노하우를

이처럼 그동안 대학에서 젊은 지성인 집단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일으킴으

습득할 수 있게 됐다.

이 차곡차곡 쌓아온 과학연구개발 성과가 ‘죽

로써 국가 경제 활력을 위한 성장 키로 작용

그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청년이 창

은 지식’이 아닌 실생활과 인류에 도움이 되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것이 바로 대학 중

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와

는 ‘응용과학기술’로 ‘창업’을 통해 꽃피우고

심의 기술창업이 중요한 이유며, 최고 지성인

소득세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세액 감면

있으며, 도전하고자 하는 일부 과학인재들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대학의 잠들어 있는 연

율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의 미래도 ‘창업’으로 인해 재설계할 수 있게

구 결과물을 찾아내 사업화해야 하는 결정적

도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으로 거

됐다.

근거다.

듭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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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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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CHALLENGE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체크리스트

이상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Yes’라면 이제

론 지역별로 다양한 창업자금 지원 프로그램

및 컨설팅, 해외시장 마케팅 서포팅 등 창업

성공 회수 자금을 재투자하고 엔젤투자시장,

술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그 후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지만,

야 겨우 당신은 창업의 출발점에 선 것이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까닭이다. 대학 기

기업의 성장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전

M&A 시장, 벤처캐피털 등 후속 투자시장도

속주자로 학생 기술창업 기업인 ‘뉴로핏’과

반 기술창업자들의 희망인 ‘TIPS 프로그램’

방위적으로 제공하므로 창업 성공률을 높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TIPS 프로그램은 우리

‘㈜에스오에스랩’ 등도 최근 TIPS 프로그램

시도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창업자들이 실패하게 되는 주된 이유 중 하

창업 성공을 위한 키포인트

과 창업 도약기에 머물러 있는 창업기업들의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이미 창업에

나라 창업 생태계를 선순환시키며 많은 기술

에 선정되며 성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

나는 창업이 체계적인 준비와 학습 안에서 이

창업의 출발점에 서게 됐다면 창업 성공을 위

생명줄인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그리고

성공한 선배 창업가 및 전문가의 멘토링 서

인재들의 기술창업을 유도하고, 대학 내 잠들

GIST의 청년 창업기업 CEO들은 과연 제2,

뤄져야 하고, 그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해 본격적으로 체크해야 할 많은 창업 정보

다양한 정부 및 지역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그

비스와 성공 노하우까지 전수하므로 창업 시

어 있는 사업 유망기술들의 실용화에 기여하

제3의 ‘애니젠’이 될 수 있을까? 아니, 만약

는 것을 모른 채 시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스트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장에서 단연 인기가 높다. 실제로 이스라엘

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당신이라면 창업에 도전해 성공을 이룰 수 있

창업 후 아이템을 어떻게 제품화할지 모르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자금 확보’다.

나 타케팅 마켓을 설정하지 않아 우왕좌왕하

예비 창업자의 경우 아이템의 제품화 및 생산

창업 선순환 시스템, TIPS 프로그램

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차세대 기술창업 성공사례는 바로 당신!

GIST 창업진흥센터 기성근 센터장은 “좋은

다가 실패하게 경우도 많다. 그러기에 창업을

시설 구축, 시장 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

이 중에서도 모든 기술창업기업의 희망이

더욱이 좋은 기술 사업 아이템만 있다면 자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기술로 20억 원의 후

창업 아이템과 굳건한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하기 전 예비 창업자들은 몇 가지 자가진

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더욱이 창업

라고 할 수 있는 ‘TIPS(Tech Incubator

본 없이도 창업이 가능한 데다, 만에 하나 실

속 투자 유치에 성공한 ‘루닛’을 비롯해 시각

창업이 가능한 시대”라고 강조했으며, GIST

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체크하면서 창업에

한 후에도 1~2년 동안에는 매출이 거의 이뤄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은 정부와

패 시에도 어떠한 패널티도 부여하지 않기 때

장애인을 위한 능동적 점자로 최근 1,000만

내에는 당장이라도 사업화가 가능한 연구기

대한 마음가짐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지지 않아 자금난에 빠질 수도 있다. 결국 이

엔젤투자사, 엑셀러레이터가 함께 만들어가

문에 최근 대학 내 전도유망한 기술 인재들

달러 수출 계약에 성공한 IT 하드웨어 기업

술이 특허기술 770여 개, 유망기술은 50여

자, 다음의 간단한 질문에 답해보자.

때문에 ‘데스밸리(죽음의 계곡)’에서 벗어나

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이 TIPS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창업에 도전하

‘닷’ 등 최근 TIPS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개에 이른다. 즉, 한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상

당신은 창업 교육을 이수할 준비가 돼 있는가?

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을 말한다. 창업 인프라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면서 더욱 많은 창업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기술창업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저마다 크고

황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공부를 열심히 할 마음가짐이 서 있는

찾아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TIP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한

있다.

작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 아래 사업화가 가능한 유

가? 목표는 굳건한가? 실패해도 재도전할 자신

하지만 방법은 있다. 창업 시 애로사항을 해

국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현지화시킨 것

특히, 정부 지원을 넘어 민간주도 기술창업

GIST에서도 교수창업 기업인 ‘애니젠’의 경

망기술이 충분한 지금, 당신도 차기 창업 성

은 있는가?

소하고 창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물

으로, R&D에서부터 창업자금 지원, 멘토링

플랫폼으로서 선배 기업가들이 후배기업에

우 지난해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대학 기반 기

공주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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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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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유망기술
THEME INTERVIEW

GIST 창업진흥센터에

GIST 학생의 경우 창업을 하려면

GIST 창업진흥센터만의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차별화된 창업 프로그램이 있다면?

창업진흥센터는 1999년에 초기 창업 회사

본 센터는 학생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성공

대학창업진흥센터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우

의 보육 및 지원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일

적인 창업사례를 만들어가기 위해 창업교

리 센터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창업지원 프

반적으로 초기 창업자들은 사업 아이템만

육에서부터 모의창업, 그리고 실전창업으

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시작한

가지고 있을 뿐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비

로 이어지는 단계별 플랫폼을 구축해 진행

‘Lab to Market’이 그것으로, 이 프로그램

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매출을 올려야 하는

하고 있습니다.

을 통해 GIST Lab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업

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

창업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창업교육’

화 가능기술로 실제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

실입니다. 본 센터는 이처럼 초기 창업자들

단계에서는 온-오프라인 창업 교육 강좌를

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터 벤처 인큐베이팅 및 안정화,

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장에

실시해 창업에 대한 이해와 기업가정신을

이 프로그램은 크게 GIST Lab 소속 교수 및

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통 3

교육하게 되며, 이후 기술창업 동아리 및

학생이 코디네이터의 집중 멘토링을 통해

그리고 홀로서기까지

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 창업 보육

집중 창업캠프, 창업 미니스쿨과 같은 모

비즈니스 모델 및 플랜을 완성해 창업할 수

및 지원을 위한 기관입니다.

임을 통해 학생들이 창업 성공의 노하우 및

있도록 지원하는 ‘T2M(Tech to Market)’

설립 이후 매년 20~30여 개 창업회사들을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창업에 대한 관

과 시장/투자전문가인 이노베이터가 GIST

보육해 왔으며, 현재 연구소기업 및 패밀리

심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Lab 연구책임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GIST

기업 모두 합쳐 50여 개의 창업회사를 지

‘모의창업’ 단계에서는 GIST Sprint for

Lab 사업화 가능기술로 외부 전문가가 직접

원하고 있습니다.

Startup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PP(Innovator

자신의 창업 아이디어로 사업 계획서 및 비

Participation Program)’으로 나뉩니다.

귀 센터의 주요 활동 및 역할은

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실제 시제품도 제작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우

무엇인가요?

해 봄으로써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리 센터의 선례를 기반으로 향후 전국의 많

GIST 창업진흥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있도록 합니다.

은 대학에서도 실용화되지 못한 채 잠자고

중소기업청 간 긴밀한 연계 네트워크를 통

‘실전창업’ 단계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법

있는 많은 숨은 기술들을 발굴해 기술창업

해 우수 기술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인설립을 전제로 하는 실전창업 프로그램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결

창업 지원 및 도약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

인 Campus CEO Challenge를 운영하고

국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성장 동력

지난 5월, GIST 창업진흥센터가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창업

습니다. 이 같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본

있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을 획득했다.

센터는 창업 관련 교육에서부터 1:1 기술/

는 제품화 및 생산설비 구축, 마케팅 등 사

비타민 처방 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런치, 1인1사 기술지도 등

경영 멘토링, 디자인 및 제품 개선, 지식재

업 활동을 위한 자금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GIST 창업진흥센터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산권 확보, 판로개척에 이르는 보다 체계

TIPS 창업기획사를 대상으로 한 IR를 수

향후 목표 및 계획은?

줌으로써 좋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이다.

적이고 단계적인 창업 보육 및 지원 플랫폼

시로 개최하면서 초기 기술창업자들과 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우리 센터는

더욱이 2017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됨

속에서 다양한 창업 성공사례를 쌓아가고

자자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지난해 11월에

창업진흥센터 B동에 ‘드론 특화 존’을 구축

으로써 예비 창업 단계의 아이템 검증부터 도약 단계의 데스밸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에 열린 창

열린 ‘GIST CEO 포럼’이 그 대표적인 투

하고 내부 드론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적극

리(죽음의 계곡) 극복까지, 창업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조경제벤처창업대전에서 창업지원 단체부

자유치 설명회로, 당시 이 행사를 통해 학

지원함으로써 드론 특화 기업을 육성하고

쾌거도 달성했다.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데

생 창업자 한 명이 기술성과 사업성을 인

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다양한 창

이처럼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창업자들의

이어, 올해 5월에는 전국 창업보육센터 운

정받아 TIPS 운영사로부터 1억 원의 투자

업 성공사례를 쌓아 누구나 창업할 수 있다

사업 성공을 이끌고 있는 GIST 창업진흥센터의 저력을 살펴봤다.

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창

지원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도 1명의 학생

는 것을 일반인들에게도 홍보하고 과학연

업선도대학으로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

기술창업자가 투자를 지원받는 쾌거를 이

구기술의 실용화를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러

니다.

뤄냈습니다.

운 창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GIST 창업진흥센터

기성근 센터장

초기 창업자들의 사업 성공
이끄는 숨은 주역!
STAR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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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최우수(S) 등급’ 획득

GIST 창업진흥센터 프로그램

2016 창조경제벤처창업대전 창업지원 단체부문

최근 GIST 창업진흥센터가 대학교 창업보육 및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2017 매일경제 대학창업지수 1위,

평가에서 잇달아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전국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예비 및 기초 기술창업자들의 성공을 리드하는 GIST

한국경제 이공계 대학평가 창업보육센터부문 1위 선정.

창업진흥센터의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학생창업 지원 플랫폼
A

창업교육
●

●

GIST 사업화 가능기술을 통한 창업 프로그램 : LAB TO MARKET

T2M Tech to Market

온라인

오프라인

JETS TRACK 운영

GIST 창업 교과목 운영

특성화대학 온라인 창업 강좌
온라인 창업 강좌

창업실무 교육

코디네이터가 집중 멘토링을 통해 BM(Business Model) 및

기술창업 동아리 지원

BP(Business Plan)를 완성해 주고, LAB 소속 교수 및 학생이

●

집중 창업캠프

직접 기술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창업 미니스쿨

GIST 창업 교과목

●

●

기업가정신

●

기술사업화

●

비즈니스 개발

●

Innovator Participation Program IPP
이노베이터(시장/투자전문가)와 연구책임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상용화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이노베이터가 직접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GIST LAB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간단한 사업기획서로 제출

모의창업

GIST LAB 보유기술을 코디네이터를 통해 사업화 지원

B

기간 : 2017. 6~12(6개월)

모의창업 프로그램

GIST LAB 보유기술을 이노베이터를 통해 사업화 지원
과제 개요

기간 : 2017. 8~2018. 1(6개월)

내용 : LAB 5개 선정 ➜ 집중 멘토링 ➜ 투자용 사업계획서 완성

내용 : LAB 5개+이노베이터 5명 선발 ➜ 6개월 상주, 실용화

GIST Sprint for Startup 프로그램 →

➜ 사업화 자금 지원 ➜ 성공적인 기술창업

개발 및 시장 연결 ➜ 기술창업

BM 개발, 멘토링, 시제품 제작 지원

총사업비 : 1.2억 원

총사업비 : 4.3억 원

● 

기술사업화(기술창업)를 희망하는 LAB

C

실전창업

●

최근 5년간 GTI(과학기술응용연구단) 과제참여 LAB 의무 참여

●

GTI 지원을 받지 않은 LAB 자율 참여

●

GIST 지식재산권(IP) 기반 과제를 우선으로 함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LAB
신청자격
및 요건

IP는 없으나, 과제수행 후 IP 권리 확보와 기술이전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신청가능(기술기반과제)


IP는
없으나, 과제수행 후 IP 권리 확보와 기술이전 가능성이

※ IPP 과제신청 LAB이 해당 과제에 참여할 이노베이터를 추천해 줄 것을
권장함

충분한 경우 신청가능(기술기반과제)

정부지원 프로그램

Campus CEO Challenge

●

프로그램 → 시제품 제작/

●

아이코어사업

마케팅 지원

●

이노폴리스 캠퍼스

● 

창업맞춤형사업

민간지원 프로그램
20,000천 원/LAB, 총 5개 LAB

TIPS 창업기획사

● 

대상으로 수시 IR 개최
및 투자유치 지원

Goal

80,000천 원/LAB, 총 5개 과제

지원 금액

외부심의위원 및 GTI 내부심의위원의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에

외부심의위원 및 GTI 내부심의위원의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에

● 

● 

의한 우선순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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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지식재산권(IP) 기반 과제를 우선으로 함

● 

● 

실전창업 프로그램

●

사업계획서 서면평가와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의 과정이 있음

의한 우선순위 선정
선정 방식

●

3단계 발표심사를 통한 최종 선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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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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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테스트 소켓으로 시장 공략 나섰다!
㈜이노글로벌 이은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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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원 김병석 원장

GIST 그륀베르크자성나노소재연구센터
페테르 그륀베르크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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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캠퍼스 열전

라이다 센서 분야의 ‘어벤저스팀’을 꿈꾸다!

GIST를 통해 UC Berkeley를 경험하다

㈜에스오에스랩 정지성 대표

GIST vs. UC Berkeley

GIST + GLOCAL
아시아문화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명사 초대석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10월에 설립한 준정부 기관으로, 아시아 문

관객을 오게 하는
창·제작 중심의 예술기관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
되겠습니다!

화 연구 및 창·제작, 전시, 공연, 교육 등의 주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관련 홍보·교육·연구와 더불어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의 주요 사업 활동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아시아문화원은 아시아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을 목표로 각종 문화자원을 수집하고,
아시아 문화 가치창출 확산과 다양한 보존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
어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각국의 문화·예술 관련 협력사업을 추
진하는 것은 물론 자체 기획 및 제작한 문화 콘텐츠를 다시 아시아와 세계 각국으로 내보
내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창·제작된 다양한 아시아 문화 콘텐츠를 현
재 우리 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선보임으로써 ‘관객을 오게
하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를 이끌며 ‘관객이 오고 싶은 전
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원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문화가 인간의 삶을 의미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아시아 문화는 결국 아시아인의 삶을 나
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아시아 대륙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45억 명

김병석 아시아문화원 원장

이상이 살고 있고, 수많은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를 이해할 때

Asia Culture
Institute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각의 문화에 대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원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그 문화적 다양성을 좋은 프로그램이나 문화 콘텐
츠로 승화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기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 문화융성의 거점으로서 지역경제를 위해 어떤 업무를 진행 중이신가요?
2015년 11월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식 오픈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선보여 왔습니다. 방문자 수만 해도 2015년에 87만 명, 2016년에는 204만
명,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5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문화전당
방문자들이 지역민을 포함한 타 지역민으로 넓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향후 아시아문화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구분 짓지 말라. 그리고 굳이 정의하려 하지 말라.

남도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기존의 먹거리 중심으로 일관됐던 전라

이제는 프레임을 깨고 나와 디테일에 집중할 때다.”

도의 이미지를 먹거리와 문화,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융복합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아시아문화원 김병석 원장의 일침이다. 과학기술과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화예술의 융합에 대한 질문에 그는 과학과 문화

아시아문화원의 지향점과 향후 목표,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를 구분하고 정의하는 순간 사고가 고정돼 한계라

아직도 신규 창·제작자들의 경우 자신의 상상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을 찾는 데 어

는 프레임 속에 갇히게 된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과

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콘텐츠를 실험 제작할 수 있는 창·제작센

과학기술은 결국 디테일로 승부해야 하는데, 현재

터 랩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 원은 신규 도전자들이 문화전당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우리는 프레임 속에 갇혀 살면서 스스로 한계를 짓

쌓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성장을 돕는 자양분이 되고자 합니다. 마치

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어릴 때 살던 곳으로 돌아가듯 우리 원을 통해 새롭게 도전하며 성

이에 덧붙여 김병석 원장은 GIST 학생들에게 “프

취를 거둔 창·제작자들이 성공 후 다시 우리 원과 협력해 더 좋은 문화 콘텐츠를 세상에

레임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디테일이 나올 수 없다”

선보일 수 있도록 돕는 주춧돌 역할을 지향합니다.

며, “다양한 아시아 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이와 더불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원은 창·제작자와 기획자, 과학자, 철학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새로운 방향성을 모

자, 수학자, 예술가 등의 공동작업을 연결하는 문화 허브로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

색하고 다양한 시도를 경험해 보라”고 조언했다.

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는 기존의 다른 문화예술 기관과 차별화되는 우리 원만의 포
부로,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더 많은 가치가 창출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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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 GLOCAL
창업 당시 아직 학생이었는데, 과감히 회사 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스타트업

㈜에스오에스랩의 법인 설립은 2016년 6월이지만, 사실 창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에스오에스랩

자율주행차 라이다 센서 분야의
‘어벤저스팀’을 꿈꾸다!

2013년부터입니다. 당시 GTI 사업단장이었던 담당 교수님의 영향이 있기도 했고, 무

2017년 5월, 같은 연구실 박사과정을

엇보다 ‘캠퍼스 CEO 챌린지 프로그램’ 등 잘 구축된 GIST의 창업지원 플랫폼 덕분에

밟고 있던 네 명의 GIST 학생들이

창업을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같은 연구실에 있었던 박사과정 학생들과 함께

의기투합해 시작한 ㈜에스오에스랩이

총 네 명이 의기투합해 2013년에 모의창업 및 실전창업 등 다양한 GIST의 창업 프로

설립 1년 만에 투자자로부터 잠재력을

그램에 참여하면서 창업에 대한 꿈을 꾸게 됐으며, 2015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지

인정받고 수억 원의 투자금을 지원받

원을 통해 미국 아이코어(I-Corps) 사업 교육 및 실전 창업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창

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퍼스트

업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이후 연구실에서 개발했던 연구의 기술이전을 통해

무버로의 야심찬 첫발을 내디뎠다.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창업자본으로 활용해 2016년에 본격적으로 창업하게 된 것이죠.

자율주행차 라이다 센서 시장 개척자
로서의 향후 행보, ㈜에스오에스랩
정지성 대표로부터 들었다.

㈜에스오에스랩의 주요 사업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레이저를 통해 근거리 지형을 파악함으로써 장애물 회피는 물론 자율주행 및 자율비
행을 가능케 하는 라이다(LiDAR) 센서를 개발 중입니다. 이는 로봇청소기부터 드론
등 소형 로봇은 물론 자율주행차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우선은 로봇청소기 및
드론용 근거리 라이다 센서를 개발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근거리용 라이다 센서의 경

LiDAR SENSOR

우 데모 시연이 가능해 일부 대기업 등에서 샘플을 요구한 상태며, 계속적으로 양산화
와 관련한 미팅도 진행 중입니다. 이후 샘플 공급 및 미팅 등을 통해 긍정적인 협의가
이뤄진다면 신뢰성 검증 후 양산까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이다 센서 사업의 향후 비전을 전망해 보신다면?

정지성

앞서 언급한 것처럼 1차적으로 근거리용 라이다 센서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기

㈜에스오에스랩 대표

대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 라이다 센서의 적용 범위를 한층 확대해 자율주행차에 적용
가능한 섹션 라이다 센서도 개발 중입니다. 자율주행차에 적용 가능한 라이다 센서는
세계적으로도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아직 양산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으
로, 미국 실리콘밸리 회사 및 이스라엘, 프랑스 등의 기업을 필두로 활발하게 연구개발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율주행차 라이다 센서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린 셈이
지요. 당사 역시 이 기술에 대한 잠재력과 밝은 시장 전망에 근거해 최근 2억 원 정도
의 투자금을 지원받은 상태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에 적용 가능한 라이다 센서의 양
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보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라이다 센서 시장은 이제 막 시작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분야인 데다,
당사의 경우 창업 이전부터 학교 연구실에서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오면서 경험
과 노하우를 쌓아온 터라, 연구자 입장에서는 물론 스타트업의 대표 입장에서도 충분
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고 자신합니다.
향후 귀사의 계획과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당사에 있어 2017년은 2018년 도약을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근거리 라이다 센서
의 실제 양산화를 위한 준비기간, 그리고 자율주행차용 라이다 센서 개발을 위한 최
소한의 데모 준비기간인 셈이죠. 특히, 자율주행차 라이다 센서 개발을 위해서는 보
다 큰 규모의 후속 자금투자도 지원받고, 관련 분야의 시니어 엔지니어들을 채용해 라
이다 분야의 ‘어벤저스팀’을 구성함으로써 실리콘밸리 기업이나 이스라엘 및 프랑스
의 글로벌 기업들과도 견줄 수 있는 드림팀을 통해 세계 어느 기업보다 더 좋은 결과물
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한편, 보다 장기적으로는 창업 시에 내건 ‘Doing Good while
Doing Business’라는 기업 철학에 따라 돈을 벌면서 좋은 일도 동시에 진행하는 사
회적인 기업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센서 전문기업 혹은 자율주행차 관련 전문기업으
로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회사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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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이노글로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노글로벌은 2014년 9월에 설립된 테스트 소켓 및 레이저 장비 전문 회사입니다.

GIST GBI 기업
㈜이노글로벌

신개념 테스트 소켓으로
시장 공략 나섰다!

창업 당시에는 레이저 기초 기술 분야에 강한 대전에서 터를 잡았지만, 이후 본격적인
제품 개발에 있어서는 레이저 미세가공이 요구됐기에 레이저 응용 기술 분야에 강한
GIST의 도움을 받고자 광주로 회사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테스트 소켓 제작
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옮겨온 것이지만, GIST와의 많은 협업을 경험한 후 현
재 패밀리기업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귀사의 주요 아이템은 어떤 제품인가요?
당사의 대표적인 사업 아이템은 반도체 및 카메라 모듈 등의 전자제품 제조공정 중 파
이널 테스트 공정에서 반도체 칩과 테스터 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테스트 소켓입
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제조공정에서는 Fab 공정이 끝난 웨이퍼를 대상으로 웨이퍼 테스
트와 패키지가 완료된 칩을 대상으로 패키지 테스트가 이뤄집니다. 이 중 패키지 테스

Socket & Laser

트 공정에서는 반도체를 검사장비에 넣고 다양한 조건의 전압이나 전기신호, 온도 등
을 가해 제품의 전기적·기능적 특성과 동작 속도 등을 측정해 불량 유무를 구별하는
데, 여기서 사용되는 부품이 바로 테스트 소켓입니다.
기존 관련 제품 대비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기존의 경우 테스트 소켓의 내부 부품인 Plunger, Body, 스프링을 각각 가공해 수작업
으로 조립하는 ‘포고 핀(Pogo Pin) 타입’과 금도금이 된 니켈 파우더를 상하 전자석을 활

이은주

용해 일렬로 정렬시켜 전극을 형성하는 ‘PCR 타입’의 제품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노글로벌 대표

최근 전자기기 중 모바일 제품의 경우 0.3mm 이하의 Pitch를 가진 테스트 소켓을 요구
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포고 핀 타입과 PCR 타입의 제품 적용이 어려워지는 등의 일이 빈
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포고 핀 타입의 경우 보다 작아진 스프링을 적용함으로써 수명이
짧아지는 등의 한계가 있었으며, PCR 타입의 경우에는 0.3mm 제품 제작 시 전극이 구

“사업 아이템을 본 순간
이건 되겠다 싶었어요.”
이은주 대표는 사업 아이템인
테스트 소켓에 대해 듣는 순간

분되지 않고 쇼트가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까닭입니다.
이에 당사는 이러한 기존 테스트 소켓 타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프링 대신 고무
재질을 적용해 텐션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테스트 소켓을 개발해 시장에 선보였
습니다. 출시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가격 대비 수명이 길 뿐 아니라, 전기적 특성
이 좋아 현재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성공을 예감했다고 전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판로 개척을 위한 특별한 마케팅 전략이 있나요?

10여 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보다는 해외 판로를 먼저 개척해 세계시장에서 우선 인정을 받은 후 다시 국내시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장을 공략하는 우회 전략을 진행 중입니다. 회사 규모가 아닌 기술력으로 인정받기 위

해당 아이템은 변화된 반도체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이었던 까닭이다.

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많은 해외 바이어들과 접촉했으며,
그 결과 미국 굴지의 반도체 대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중이기에 곧 미국 시장
에서 좋은 성과물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노글로벌 이은주 대표가

향후 사업 계획 및 목표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써 내려갈 성공 스토리를

우선은 내년에 대폭 확대될 예정인 생산물량에 맞춰 올해 말까지 생산시설을 두 배 이

미리 들어봤다.

상 늘리고 인력도 보다 확충할 계획입니다. ‘규모의 경제’ 논리에 따르는 반도체 시장
의 특성상 생산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올해부터 2019년까지는 테스트 소켓 사업에서의 매출을 늘려 회사 규모를 확대
할 계획이며, 이후 2020년부터는 리스크 분산을 위해 레이저 장비 사업에 착수해 사
업영역을 한층 넓히면서 성장 가속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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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셨는데요. 노벨상 수상을 이끈 원동력은 무엇이었

멘토 인터뷰

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의 멘토링 포인트
GIST 그륀베르크자성나노소재연구센터 센터장

페테르 그륀베르크

선택과 집중,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맺은 결실

“무엇보다도 수학이다. 물리적인 배경지식을 무시하지 마라(Physikalischer Hosenboden).”
노벨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게 큰 영향을 준 한 마디입니다. 제가 실험과 관련된 계산 업무를 하
고 있었을 당시 연구소장이었던 K. H. Hellwege 교수님의 조언이지요. 이 한 마디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자성구조이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새로운 현상을 설명해야만 했
는데, 이 말 한 마디가 제게 실험에 대한 용기를 줬을 뿐 아니라 방향성까지 제시해 주었기 때문
입니다. 이 조언을 실천했기에 훌륭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결국 제가 지금의 위치까
지 올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GIST 그륀베르크자성나노소재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계신데, 해당직을 역임하

Nobel Prize
Winner’s
Advice

지난 5월, GIST에 반가운 손님이 방문했다. 2007년 자성 구조에서의

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대자기저항 효과(Giant Magnetoresistance : GMR)를 발견해

GIST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 GIST를 방문해 보니 연구에 대한 학생들의 열의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페테르 그륀베르크 박사가 그
주인공이다.
현재 GIST 그륀베르크자성나노소재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페테르 그륀베르크 박사로부터 과학자 및 연구자로서의
마음가짐과 노벨상 수상의 비결에 대해 들었다.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제게도 이 자리가 좋은 기회
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안을 받아들인 후 GIST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시
한 번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GIST 외에도 동일한 센터가 다른 나라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다국적 학생 및
연구원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에서도 인류에 공헌하는 좋은 과학기술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 노벨상 수상자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꼭 노벨상을 받아야만 가치가 있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연구하는 데에 있습니다.
제 경우 끊임없는 연구 외에는 특별한 비결이 없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하기 전에도 많은 성과
가 있었고, 이로 인해 학계에서 유명해진 덕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죠. 연구자로서 당
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해 나갔기에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집중하면 많은 행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포기
해야 하는 부분도 생길 수는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구에 몰두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저절
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최근 박사님이 집중하고 있는 연구는 무엇이고, 그로 인해 향후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나이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실험하기는 힘들지만, 그 대신에 지금은 새로운 물리적
법칙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세한 크기에 포커스된 레이저를 다양한 필드
하에 있는 물질에 입사해 주면 원자 간의 상호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좀 더 보편적인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물리 법칙을 찾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은 대개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
는데, 저는 보다 넒은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물리 법칙을 관찰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다양한 분야가 연결돼 있는지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혹은 인생 선배로서 GIST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일단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 연구 등을
열심히 해야 하며, 거기에 대한 욕심과 열정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이에게 기회가 찾아오
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욕심이 지나쳐 자신을 해칠 정도로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건강을 유지한 상태에서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적당한 운동과 취미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단련시키고, 자신
의 연구에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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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 GLOCAL
캠퍼스 열전

GIST에서 꿈꾸고 기회를 잡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UC Berkeley에서
다양성을 경험하다!

GIST는 뚜렷한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GIST는 여름방학 동안 학부생들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대학에서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챌린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여름방학 동안 UC Berkeley Summer Session 프로그램을 통해
한 뼘 더 성장한 GIST 신소재공학부 3학년 정준영 학생의 경험담을 들어봤다.

GIST
신소재공학부 3학년
정준영 학생

Start Line

Campus Life

Similar Point

Different Point

Catch the Chance

1

2

3

4

5

벽을 넘자
길이 보였습니다

GIST에서는 자기계발을,
UC Berkeley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학업에 대한 열정이
똑 닮았어요!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극성을 배웠어요

GIST에서 UC Berkeley까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저는 과학고 출신이었기에 연구중심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GIST에

GIST에서의 생활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된 자기계발의 시간이었다면,

제가 UC Berkeley 캠퍼스 생활을 통해 알게

다른 점이 있다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적

UC Berkeley 여름학기 프로그램을 통해 한

입학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도 GIST는 같은 학교 대다수의 친구들이 들

UC Berkeley에서의 생활은 보다 활동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

된 놀라웠던 점은 학업에 대한 학생들의 열

극성을 꼽을 수 있겠네요. GIST 역시 비교적

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체험

어가고 싶어할 정도로 매력도가 높은 대학교였습니다. 각종 해외 교류

었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매일 학과 공부와 연구

정과 마음가짐, 심지어 교육과정과 진도, 수

자유롭게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

하며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한층 넓힐 수

프로그램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를 병행하느라 바빴던 GIST에서와 달리, UC Berkeley에서는 유기화

업방식이 GIST와 서로 비슷하다는 것이었

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적극적인 학

있었습니다. GIST에서 계획한 미래 비전을

프로그램이 많은 데다, 교수 대 학생 비율도 1:10로 교수들과 접촉할

학과 이산수학 두 과목만 수강하면서 수영 및 여행 등 자유시간을 통

어요.

생들이 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죠. 반면,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해야겠다는 동기부여

기회가 많으며, 기숙사 무료 제공 등 학생 복지도 톱 수준이니까요.

해 다양한 경험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나 앎에 대한

UC Berkeley에서는 학생들 대다수가 적극

가 됐던 시간이었던 셈이죠. 실제로 프로그

치열한 입시 경쟁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입시라는 벽을 넘어 GIST라

일찌감치 수업이 모두 끝나면 수영을 즐기거나 아이스크림 파티 및 바

열정 및 의지가 GIST 학생들과 매우 닮아 있

적으로 질문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램을 다녀온 후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는 세계로 들어오자 더 넓은 세상을 보다 쉽게 경험하게 됐어요. 그 대

비큐 파티 등 UC Berkeley에서 제공하는 여러 친목 프로그램에 참가

어 오랜 명문대학의 저력을 체감하는 동시에

수업이 보다 활기를 띱니다.

됐으며, 대학원 진학 및 창업에 대한 실현의

표적인 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UC Berkeley 여름학기 프로그램이었

해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친분을 쌓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했습니

GIST의 발전 가능성까지 직접 확인해 볼 수

한편, 학생들 대부분이 한국인인 GIST와

지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죠. GIST가 2학년 재학생들을 위해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토익 785

다. 그 외에도 디즈니랜드나 영화 ‘라라랜드’의 배경이 된 그리피스 천

있었죠. 진도를 나가는 속도나 학업 내용도

달리, UC Berkeley 학생들은 성적소수자

이처럼 저는 GIST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것

점과 학사경고가 없다는 조건만 갖춘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비

문대 등을 여행하면서 정신적으로 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GIST의 수업과 거의 일치했고요.

(LGBT)를 포함한 여러 문화와 인종의 학생

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프로그램 이

행기 값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지원받게 되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같은 경험을 통해 다시금 제가 원하는 미래에

학업 외적으로는 UC Berkeley 학생들 역시

들로 구성돼 있어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외에도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 교수님과의

저는 GIST에 합격한 순간부터 토익공부를 시작해 1학년 여름방학 때

대해 심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마디로, GIST에

‘롤’이나 ‘오버워치’와 같은 게임에 대한 관심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교류, 연구실 인턴, 창업 등 학생들의 발전을

이미 토익 기준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큰 부담이 없는 점수였던 데다,

서는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플랜을 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도가 높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네요. 서로 다

특히, 편견 없이 서로가 서로를 그 모습 그대

위해 학교가 제공하는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

GIST에서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 조

다져나갔다면, UC Berkeley의 경험을 통해서는 그 꿈을 반드시 실천

른 나라의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켜보면서 다

다. 따라서 GIST는 학생이 준비가 돼 있다면

건을 맞추는 데에는 큰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기대감이 가득했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져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게임에 열광한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놀라움

양성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

언제든지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까지 느꼈습니다.

었습니다.

곳이라 확신합니다.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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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소재 연구 및 고급인력 양성
GIST 신소재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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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실험동물의 윤리적 관리 및 연구자 친화적 기술지원

국내 디지털 TV 및 3차원 영상서비스 분야의 ‘마에스트로’

서비스 실현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호요성 교수

GIST 실험동물자원센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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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칭포인트

지온나래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세계적 연구그룹으로 도약한다!

GIST人들이 여름을 즐기는 색다른 방법

융합기술원 의생명공학과 박한수 교수

GIST in Summer ‘4色8樂’

GIST + GIST
칼리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소재 연구 및
고급인력 양성

GIST 신소재공학부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소재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빠
른 속도로 증가했으나, 최근의 신소재 개발 속도는 수요를 충족시
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나노과학기술 등 21세기 국
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서는 신소재에 대한 더욱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대응해 GIST 신소재공학부는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우주기술(ST) 등 첨단과학 기술 발
전을 이끄는 주역이자 전자 및 생명, 환경 등의 다양한 전문 분야
를 이해하는 21세기 신소재 분야의 ‘융합기술형’ 인재 양성을 위
한 박사 및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1세기 신소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산실

졸업 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융합인재로 성장

신소재공학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교수와 학생들의 협력을 통해

이 같은 우수한 교수진 외에도 신소재공학부는 석·박사과정 대학원

2017년 2월 기준 신소재공학부에서 배출한 석사 졸업생은 총 746

국가 발전과 인류복지 향상을 위한 신개념 소재 창출과 교육의 산실

생들의 풍부한 연구경험 축적을 위해 연구에 필요한 최첨단 실험 장

명으로, 이 중 대다수가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거나 삼성 및 LG, SK

이 되는 세계 속의 GIST 신소재공학부를 만드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비와 시설, 지원시설을 확보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하이닉스, GS, POSCO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연구소에 취업했다.

인재 육성의 주축이 되는 교수진 및 교육환경을 최고의 수준으로 갖

있다. 그 결과, 신소재공학부는 연구논문 및 연구비 확보 부문에서

또한, 총 238명의 박사 졸업생들은 하버드 대학 및 코넬, MIT 등 세

추고,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우수한 교수들의 지도 아래 21

국내 최고 수준을 넘어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계 명문대학에서 Post Doctor 과정을 밟고 있거나 KIST, ETRI, 한

세기 신소재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사가 발표한 세계대

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소 및 유관연구소에

신소재공학부의 교수진으로는 재료 및 화공, 화학, 물리 등 다양한

학평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Citations Per Faculty)’ 부문에

취업해 신소재 공학 부문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 중이다. 실제

분야에서 세계적 연구업적을 거둔 교수들을 비롯해 세계화 시대에

서 GIST가 2015년 세계 2위, 2016년 세계 3위로 평가되기까지 신

로, 신소재공학부가 배출한 졸업생인 성균관대 박재형 교수 및 가톨

요구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인 교수, 그리고 객원교수로서 단기

소재공학부가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릭대 이은성 교수, KIST 김광명 박사의 경우 지난 2016년 톰슨로이

강좌를 진행하는 세계 석학들로 이뤄져 있다. 각각의 교수들은 전 교

이 외에도 신소재공학부는 3개의 국가지정 연구실을 유치 운영하고

터(Thomson Reuter)가 발표한 ‘세계 상위 1% 연구자’에 선정되

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면서 개별 연구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

있으며, LG전자 소재기술원과 산학기술교류회를 운영하는 산학협력

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니라, 대학원생을 지도해 우리나라 첨단산업을 선도할 연구 인력의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MINI INTERVIEW
GIST 신소재공학부에 입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분자 소재 공학을 학부 전공으로 공부하면서 소재(Materials)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학부 교수님들
과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로부터 다양한 응용 분야와 심도 있는 핵심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GIST 신소재
공학부로의 진학을 추천 받았죠. 오픈랩과 인턴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빠르게 발전하는 신소재공학과의 모
습을 두 눈으로 직접 지켜보면서 해당 학과로 진학 목표 설정을 굳혔습니다. 특히, 신소재공학부에는 유기(고분
자) 재료 분야에서 명성 높은 교수님들과 연구실이 많았기에 현재 지도교수님과 연구실을 선택했습니다.
신소재공학부 입학 후 가장 만족스러운 교육 과정 및 수업이 있다면요?
신소재공학부 대학원 코스워크(Coursework) 과정은 대외적으로 타 대학에 비해 한층 깐깐하게 진행된다는 명
성이 있을 정도로 교수님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때문인지 교육 과정 모두 만족스
럽습니다. 신소재공학은 다양한 재료와 응용 분야를 동반하는 학과 분야이기 때문에 유기/고분자 소재를 전공
했던 저로서는 전자/반도체 소재 분야가 생소해 기초를 빠른 기간 내에 이해하는 데 있어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
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생’이라는 직위에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교육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분야에 대한 부담감, 진입 장벽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신소재공학부 졸업 후 진로 선택 방향은 어떻게 되시나요?
해외 유수의 연구그룹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으면서 더 많은 응용 연구와 공부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지
신소재공학부 박사과정
이원준 학생

금 속해 있는 연구실에서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연구자가 되기 위한 많은 지도와 교육을 받으며 체득하고 성장
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삶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사람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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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전문서적 저술 통해 후학 양성에 주력

국내 디지털 TV 및 3차원
영상서비스 분야의 ‘마에스트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수확하듯 지
금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향
후 5년 혹은 10년 뒤의 자신의 모습이 달라
질 것입니다. 물론 유혹도 많겠지만, 이 중요
한 기간에는 미래를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연
구와 공부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담당 교수를 귀찮게 하세
요. 많이 묻고 더 많이 경험해 GIST 학생들
모두 큰 인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호요성 교수가 최근 과학기술진흥 유공 포상자로 선정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0여 년간 국내 디지털 TV와 3차원 영상서비스 분야의 연구 및 교육에 매진하며 국내 정보통신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
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에 호요성 교수는 “단지 해야 할 것에 집중해 열심히 해 온 결과”라는 소감을 밝히면서 GIST 학생
들에게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절로 빛이 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호요성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지난 4월 ‘제50회 과학의 날’ 행사를 맞아 과학기술진흥 유공 포상

가능하다면 학생들과 국제 표준화 미팅에 함께 동행하고자 노력하고

는데요. 이처럼 활발하게 서적을 출간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영상통신 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는

교수를 업으로 하고 있는 이상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좋은 인재를

물론 적용기술까지 학습하게 되며, 연구자로서의 역할도 깨닫게 됩니

양성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영상기술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다. 이와 더불어 현실에서 적용되는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훈련도

그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깨달은 사실 중 하나는 국내에는 영상통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졸업생들이 관련 대기업 연구소 및 국가

신 기술에 대한 기초 및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서적이

기관 연구소에 취업해 각자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학생의 경우 이 같은 경험들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곧바로 표준화 업무

서 열심히 연구하고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한 결실이라

영상통신 기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기 쉽도록 이해시키고자 연구실

에 투입돼 경력을 쌓은 후 국제 표준화 위원으로 국제 미팅에 참석한

고 봅니다.

에서 하는 일을 비롯해 MPEG 등의 국제 동영상 표준화 소식 등을 정

사례도 있습니다. 제게 가르침을 받던 학생이 어느새 경쟁자로서 자리

리해 자료로 공유하기 위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소문이 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쁘기도 하고 그만큼 큰 보람도 느낍니다.

자로 선정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셨는데요. 소감 한 마디 부탁드
립니다.
매년 ‘과학의 날’ 행사를 통해 과학 및 정보통신 분야의 우수한 연구
자 및 전문가들이 과학기술진흥 유공 포상자로 선정되는데, 여러 우
수한 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번에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 전기공학 분야에

교수

교수님의 이력을 살펴보면 영상매체와 관련한 다양한 서적을 출간하셨

교수님의 주요 연구 분야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신다면?

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 어떠냐는 제안이 있어 책을 출간하기

TV와 관련된 연구, 즉 영상통신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해 왔습니

시작했으며, 이렇게 출간한 서적이 어느새 10여 권을 훌쩍 넘기게 됐

과학기술에 몸담고 있는 공학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라

다. TV 기술의 발전을 살펴보면 흑백에서 시작해 컬러 TV로 발전돼

습니다. 올해도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워했던 부분을 고려해 디지

고 보시나요?

왔으며,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 미국에서 디지털 TV 기술이 처음

털 신호처리의 기본적인 원리와 응용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을

공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새로운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야 한

으로 제안됐습니다. 당시 저는 박사과정을 끝내고 미국 디지털 TV

출간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는 것입니다. 공학자는 우선 이론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바탕

관련 연구소에 들어가 함께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때 배운 경험과 기

으로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책임감

술, 노하우를 한국에서도 적용해 국내 디지털 TV 기술 보급 및 발전

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무엇보다 집중하고 계신데요. 좋은 인재 양성

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로 하여금 처음에는 먼저 기본 이론

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D TV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

을 위한 교수님의 특별한 교수법이 있다면요?

을 이해한 후, 탐구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실생활에 적용해

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통신 기술의 경우 MPEG 표준을 기본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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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공학 분야에서 풍부한 이론과 연구, 실무경력을 갖춘 의사들
이 교수진으로 대거 합류한 까닭이다. 그중 서울대 의대 및 하버드
의과대학, 미국 잭슨랩 등을 거치며 화려한 이력을 쌓아온 박한수
박사도 교수진으로 합류하면서 한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마이크
로바이옴을 통한 항암 및 비만치료제 개발, GIST 인재들과 함께 만

융 합 기술 원 의 생 명 공 학 과

야심차게 설립한 의생명공학과의 행보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교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분야의 세계적
연구그룹으로 도약한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Medical Pioneer 양성을 위해 융합기술원이

박한수

항암 및 비만치료를 위한
신약개발 도전!

좋아하는 야구 감독이 했던 말을 학생들에게도 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은 물론 절박함까지 가지고 있
어야 한다는 말이죠. 융합기술원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도 마찬가지
입니다.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과 그에 대한 절박함을 가질 것. 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야말로 진정한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다
고 봅니다. 우리는 절박한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의과학자로서 인류
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들어갈 도전과 비전을 박한수 교수로부터 들었다.

지난해 8월 1일자로 GIST 융합기술원 교수로 임용되셨는데요. GIST

성에 관여하고 있으며, 여러 질환의 발생 및 치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

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이를 바탕

교수로 오시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기반한 파마프로바이오틱스는 향후

으로 다른 연구자와 함께 성과물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GIST 교수로 임용되기 전에 기초의학 및 유전체 의학 등의 전공과정

항암치료에 있어서 혁신적인 치료보조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있도록 협업의 역량을 배양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을 거친 후 미국 하버드 의대와 잭슨랩(The Jackson Laboratory)에

최근 실제 암환자와 정상인에서 추출한 마이크로바이옴 결과를 바탕

GIST 융합기술원의 다양한 커리큘럼과 교육 환경이 이러

서 유전체 연구, 마우스 아바타 및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연

으로 암 모델 마우스와 비만 모델 마우스 실험을 수행했고, 암과 비만

한 인재육성에 바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를 7년간 진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지놈앤컴퍼니㈜라는 바이오

억제 기능을 가지는 장내 미생물을 발굴하는 데 성공해 현재 실용화를

회사도 창업하면서 지속적으로 정밀의학 연구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목표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러다 보니 R&D를 바탕으로 신약개발을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성공

이와 더불어 새로운 항암면역치료제 개발 플랫폼을 확립하고, 항암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GIST에서 매우 훌륭한 동료

적인 결과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제 산업 현장과 교육 아카데

역치료제 후보 물질 10개를 규명하여 항암면역치료제 개발에도 전력

교수 및 학생들과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공동으로

미 간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궁극적으로 저의 경

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실은 올해 50억 원의 미래창조과학부 연

진행 중이며, 궁극적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바탕으로

험과 지식을 후배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교수 임용 후

구과제인 ‘미생물 제어 및 응용원천 기술개발 사업’을 수주했을 뿐 아

정밀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그룹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

GIST의 좋은 연구 환경 속에서 좋은 동료 교수 및 학생들과 함께 연구

니라, 산학연 연계로 70억 원의 투자도 지원받으면서 세계적인 연구

다. 이를 위해 GIST에서 확고한 연구 역량을 갖춘 연구자

에 몰두하면서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 세계 50조에 달하

양성에 힘을 쓰는 것은 물론 제가 창업한 경험을 많은 학

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대학교 중에서도 GIST를 선택한 이유는

는 항암면역치료제 및 보조치료제 시장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선보

생들에게 소개하면서 행복한 연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제가 지금까지 거쳐 온 어느 글로벌 연구소와 비교해도 연구 환경은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열정 있는 동료 교수 및 열의와 재능 있

융합인재가 요구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교수님의 교수

마지막으로 GIST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는 학생들과 함께 공동 연구할 수 있는 지금의 환경에 진심으로 감사

철학은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한 분야에만 정통한 전문인을 길러내는 것이 목표였

뭔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교수는 물론 주변 다른 사람들

다면, 융합시대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 인력들이 서로 모여서 긴밀하

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더 나아가 세계 석학들에게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주력하고 연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게 협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인재양성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맞

도 도움을 요청해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암과 비만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와

대어 틀을 깨고 더 좋은 방법을 찾는 협업만이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

것이죠. 이처럼 해답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노력하다 보

항암 면역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인간의 몸과 장내에 공존 공생하는

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면 이러한 경험과 지식이 쌓이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향

약 1000조 개의 장내 미생물은 인간의 대사, 면역 및 신경전달물질 생

인재육성에 있어 우선적으로는 학생이 스스로 계획하고 연구해 무언가

후 자신에 있어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료 교수 및 학생들의 수준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교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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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 GIST
랩 투어

실험동물을 위한 3R 원칙 준수 및
연구자 친화적 기술지원 서비스 실현

GIST 실험동물자원센터

지난 5월 17일, GIST 실험동물자원센터의 개소식

실험동물자원센터를 설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성과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통해 연구 효율 극대화를 위한 인프라를

행사가 열렸다.

실험동물은 생명과학의 발전뿐 아니라, 식품의 안전성 평가, 의료기

제공할 계획입니다.

“실험동물의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연구자

기 및 신약개발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실

또한, 유전자변형마우스(GEM) 제작 서비스, 마우스 청정화 지원

친화적 기술지원 서비스를 통해 국내 BT 산업의 혁

험동물은 현재 기초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

서비스, 조직병리 및 임상병리 분석 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수요

신을 선도하고자 한다.”

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제3의 축산’ 및 ‘Mouse

자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GIST 원내 실험동물과 관련된

실험동물 복지와 연구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

Economy’와 같은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Unmet Needs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고 설계돼 더욱 주목받고 있는 GIST 실험동물자
실험동물자원센터

남정석

원센터의 향후 행보를 남정석 센터장에게 직접
들었다.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GIST에서도 실험동물에 대
한 최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실험동물자원센터를 설립하게 됐습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이에

니다.

대한 GIST 실험동물자원센터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화장품 동물실험금지법이 발효돼 동물실

센터장

실험동물자원센터의 시설 규모와 차별화된 특징에 대해 설명 부탁드

험을 거친 화장품의 판매 및 유통이 전면 금지됐을 뿐 아니라, 국내에

립니다.

서도 올 2월부터 동물실험 화장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실험동물자원센터는 총사업비 182억 원을 투자해 최첨단 연구 인프

물론 대체시험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

라를 구축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설치류 전문 연구시설입니다. 건물 외

만, 현실적으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 및 대책이 마

벽에는 수직 루버 차양 장치를 설치해 일사량을 조절함으로써 전체적

련돼 있지 않은 실험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반대보다는 동

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실험 연구자들

물실험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험을 허용하며, 실

의 편의와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한 것이 특징입

험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니다.

GIST 실험동물자원센터는 동물실험에 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및

세부적으로 청정 실험실과 사육실, 감염실험실(Biosafety Level-2),

국내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로

임상병리 및 조직병리실, 부검실, 검역실, 건강모니터링 실험실로 구

서 GIST 원내에서 동물실험이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

성돼 있습니다. 특히, 모든 청정 사육실에 개별 환기케이지 시스템을

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도입해 각각의 사육 케이지에 독립적인 배리어 환경을 만들어줌으로
써 사육 케이지별 바이러스나 미생물의 유입을 최소화했으며, 이를 통

향후 실험동물자원센터의 계획 및 목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기 및 신약 개발 등 생명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

해 사육실 내 교차오염 방지와 연구자의 감염 등을 방지해 최적의 사

실험동물자원센터는 GIST 원내 실험동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

물실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육 환경이 조정될 수 있도록 고려했습니다.

고 윤리적으로 사육·관리함으로써 동물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해
생명과학 산업의 기초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음지에 있었던 동물실험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실험동물의 복지를 배려하고 연구자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 우리 센터의 최우선 가치이자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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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자원센터의 역할 및 주요 활동 목표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년에는 글로벌 수준의 동물실험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

동물실험 대체(Replace)와 감소(Reduce), 개선(Refine)의 ‘3R 원

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 인증을 위한 현장실사 준비를 계획하고

칙’을 통한 동물복지와 연구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내 최고 수

있습니다.

준의 실험동물 시설로서 국제실험동물관리공인협의회(AAALAC)의

우리 센터는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국내 BT 산업의 활

인증을 받아 글로벌 선도 연구대학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합니

성화, 연구개발 역량 증진 및 국가 단위 대형 R&D 연구사업단 유치

다. 이를 위해 원내에서 이뤄지는 생명과학 연구에 필요한 실험동물

기반 조성, R&D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GIST 대학 브랜드 가치 상

자원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사육·관리함으로써 동물실험 결과의 재

승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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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 GIST
지온나래

ORANGE

GIST人들이
여름을 즐기는 색다른 방법

해외 장학 프로그램

젊음을 즐겨라!

GIST 해외 장학 프로그램은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해외 유명

4色8樂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새로운 문화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

GIST in Summer

백태승 대사

>> Q. 어떤 대학에 다녀왔나요?
저는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Numerical Methods in Physics를
오규식 대사

박선미 대사

계절학기로 수강했습니다. 미분방정식과 물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코드를 짜는 과목인데요. GIST의 레시테이션 시간과 비
슷한데, 모르는 점은 옆에 계신 교수님이나 조교님께 바로바로 물

RED

어보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또한 버클리에 비해 여

지온나래 2기

봉사 프로그램

마음을 키워라!

유로운 수업 일정 덕분에, 남은 방학기간 동안 유럽여행을 하면서

GIST인들은 방학에 공부뿐만 아니라 봉사활동도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도 있어서 참 좋았어요.

열심히 한답니다. 몰도바에서 진행하는 IT 해외 봉

- 기초교육학부 16학번 황소정

사가 대표적이죠.
배대훈 대사

힘들었던 기말고사에 안녕을 고하고

약 두 달간의 꿈같은 휴식기를 맞았던
GIST 학생들의 여름방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 Q. 몰도바 해외 봉사 프로그램은 어땠나요?
몰도바 해외 봉사를 통해 매일 오전 3시간 IT 교육, 오후 3시간
한국어 교육 총 6시간의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여기 친구들이
한국에 관심이 정말 많아서 IT 교육보다도 한국어 교육을 더 좋

GIST가 준비한 4色8樂 프로그램을 통해
한층 성장한 GIST 학생들의 신나는 여름방학을

윤다슬 대사

은 기회입니다.

BLUE

지온나래 2기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아하더라고요. 매일 밤 수업을 준비하며 힘든 점이 많아 불평하

지성을 높여라!

기도 했지만, 수업을 시작하고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몰도바 친구들을 다시 만

GIST에서는 방학 중에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강의들이 개설

나고, 봉사활동도 더 하고 싶어요! - 기초교육학부 16학번 홍유진

됩니다. GIST 교수님들은 물론 Caltech 등의 저명한 외부 대
학 교수님들도 오셔서 강의를 진행하죠. 특히, 특색 있는 강

4色 프로그램
BLUE
ORANGE

교육

樂 2 : UC 버클리
해외 장학 樂 3 : 코펜하겐
樂 4 :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

RED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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樂 1 : 여름 계절학기

봉사
인턴십

의들이 많아 일부 학생들은 여름방학에도 GIST에 남아 강의
를 듣습니다.
GREEN
>> Q. 올 여름 교육 프로그램은 어땠나요?

인턴십 프로그램

경험치를 올려라!

제가 수강한 수업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Harvey Mudd

GIST는 여름방학에도 미래의 과학도들을 위해

樂 5 : 배움마당
樂 6 : 해외 IT 봉사단

College(이하 HMC)의 Dr. Rachel Levy 교수님께서 2주간 진

G-SURF, Caltech SURF, MEET US 등 다양한 인

행한 ‘Mathematical Modeling for Engineers’로, 실생활 속

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계와 동

樂 7 : 하계 인턴십
樂 8 : Meet Us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델링하고, 이를 직접 컴

계 방학기간에 진행되는 MEET US 프로그램은 GIST

퓨터를 사용해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수업입니다. 첫 주에는 주

1, 2학년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성과 열정, 그리고 젊은이다운 패기를 한껏 품고 있는

로 이미 모델링이 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둘째 주에는 팀 단위

GIST 학생들은 여름방학도 색다르게 보냅니다.

로 실생활 문제를 직접 모델링해 보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문제

>> Q. MEET US 프로그램은 어땠나요?

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 장학 프로그램, 봉사 프로그램,

를 풀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2주 동안 MEET US를 하면서 제 적성에는 공학보다 자연과

인턴십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4色 프로그램’과 이런 프

이 수업을 통해 일상에서도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문제를 풀어

학 쪽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이것을 깨닫게 된 것

로그램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8가지 즐길 거리(8樂)’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교수님 말고도 수업을

만으로도 이번 MEET US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큰 수확을 얻

지온나래가 준비한 내용들 재밌게 보셨나요? GIST 홍보대사 지온나래의

는 GIST만의 특별한 여름 선물입니다.

수강하러 온 HMC 학생들 및 조교들과도 수업을 함께함으로써

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하계 프로그램에는 지원자가 적었지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더 보시려면 지온나래 공식 SNS를 방문해 주세요!

때로는 차가운 지성으로, 또 때로는 활활 타는 뜨거운

교류를 통해 영어가 늘 뿐 아니라 외국인 친구도 사귈 수 있게

만, 앞으로는 저처럼 전공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MEET US

가슴으로 젊음을 만끽했을 GIST 학생들의 찬란한 여름

되는 등 정말 의미 있는 2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온나래 및 GIST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gist1993

을 공개합니다!





- 물리학과 15학번 조혜린

박지혜 대사

- 기초교육학부 17학번 손태근

김자원 대사

GIST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GIST.ac.kr

37

GIST +

TOGETHER
40

42

44

46

대학 입학 안내

대학원 입학 안내

GIST NEWS

GIVE TO GIST

49

GIST BOOK CAFÉ

┃GIST 희망정수기

┃기후변화

┃기부자 명단, 후원의 집

┃융합 인문학

┃GIST 발전기금 약정서

┃사람아 아, 사람아
┃빅뱅 우주론의 세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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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몬을 잡고 행운을 잡아라!

GIST + TOGETHER
대학 입학 안내

GIST 대학 입학 안내

대한민국의 칼텍,
GIST 대학

1993년에 설립된 GIST가 어느덧 설립 24주년을 맞았습니다. GIST는 지난 20여 년간 쌓은 연구 인프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

Knock
Your Dream

미래의 과학기술인으로서
큰 꿈을 품고 도전하고자 한다면,
GIST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꿈을 향한 여러분의 도전에
GIST가 함께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GIST 대학 입학전형 개요

역량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교수 1인당 SCI 논문발표 수에 있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국내 1위를 지키고 있으며, 2016년에는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 세계 대학 평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부문에서 2년 연속 세계 2위로 평가됐습니다.
소수정예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및 커리큘럼 구축, 전공 탐색과 인문·사회 및 기초과학 교양 교육 강화를 위한 기초교육학부

| 전형유형 및 모집인원 |
모집단위

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정원

일반전형

125명 내외

학교장추천전형

30명 내외

고른기회전형

15명 내외

실기 위주

특기자전형

10명 내외

수능 위주

일반전형

20명 내외

운영 등 GIST 대학이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방식은 이공계 대학교육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시

기초교육학부

창의력·협동·의사소통·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21세기형 인재 육성

정시

육학부에서는 수학과 기초과학 그리고 인문·사회적 소양을 잘 갖추도록 교육하고, 심화전공과정에서는 선택한 전공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전공 교육
을 진행합니다.

20명 내외
20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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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일정 |
주요내용

수시모집

정시모집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017. 9. 11.(월)~15.(금)

2017. 12. 30.(토)~2018. 1. 2.(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0. 24.(화) 예정

2018. 1. 15.(월) 예정

도록 일반 교양 교육이나 문화·예능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 처음 시도한 ‘팀-티칭(Team-Teaching)’이 융합 교육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면접전형

2017. 10. 31.(화)~11. 3.(금) 중

2018. 1. 19.(금) 예정

팀-티칭은 한 수업에 서로 다른 분야를 전공한 교수 여러 명이 참여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수업 시간 동안 학생의 궁금증과 교수들의 전문성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11. 24.(금) 예정

2018. 1. 25.(목) 예정

이 결합되고 확장되는 심도 있는 융합 교육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합격자 등록

2017. 12. 18.(월)~21.(목)

2018. 1. 31.(수)~2. 2.(금)

미등록 충원 합격

2017. 12. 27.(수) 21:00까지

2018. 2. 13.(화) 21:00까지

미등록 충원 등록

2017. 12. 28.(목)

2018. 2. 14.(수)

GIST 대학은 다른 이공계 특성화대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문·사회 분야 교육과 교양 교육이 풍부해, 이론만 아는 딱딱한 이공계 인재가 아
니라 인문 소양을 갖춘 전인적(全人的)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융합 연구를 위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사고방식을 확장할 수 있

글로벌 이공계 교육을 선도하는 GIST 대학에서는 2학년 여름방학 때 세계 유수의 대학을 방문해 Summer School을 경험할 수 있으며, 칼텍과 UC
버클리 등 미국 일류대학에서 정규학기를 수강할 수 있는 ‘Study Abroad Program’ 등 세계 초일류 대학과의 교육 교류를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생들이 대학원 실험실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대학원 연구장학 프로그램(Caltech SURF, GIST SURF)은 연구를 통한 교육을 실현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습니다.

40

180명 내외

계

GIST 대학의 교육철학과 인재상은 ‘3C1P’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의력(Creativity)이 넘치고, 융합연구를 위해 상호협동(Cooperation)을 할 줄 알
며,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잘해 문제해결능력(Problem-solving)을 갖춘 21세기형 이공계 인재를 키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기초교

학생부 위주(종합)

소계

| 입학문의 |	입학사정관팀 Tel. 062-715-2950 | Fax. 062-715-2959 | E-mail : uadmission@gist.ac.kr | Homepage : www.gist.ac.kr/uadm/
블로그 : blog.naver.com/gistian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GistCollege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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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학 안내

Brighten
the World

GIST 대학원 입학 안내

GIST 대학원과 함께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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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T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우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난
20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도전정신과 열정이 가득한
학생 여러분, 세계 초일류
이공계 대학 GIST의 가족이 되어
세계 무대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GIST 대학원 입학전형 개요
GIST 대학원에는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지구·환경공학부, 생명과학부, 물리·광과학과, 화학과, 의생명공학과, 융합기술학

2016년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가 발표한 세계대학평가에서 GIST는 ‘교수 1인당 논문

제학부(에너지, 문화기술, 지능로봇)의 9개 학부(과)가 개설돼 있으며, 각 학부별로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박사통합과정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입학

피인용 수’ 부문에서 2년 연속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GIST의 학문적 성과 및 연구 수준

전형은 봄학기 1차 전형, 봄학기 2차 전형, 가을학기 전형 등 매년 3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각 전형을 앞두고 지역별 찾아가는 입학설명회와 오픈랩이 진

이 세계 우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되며, 원서접수 한두 달 전부터 입학정보 홈페이지(www.gist.ac.kr/uadm/)에 안내됩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뛰어난 연구 성과와 자질도 GIST 대학원의 자랑입니다. 어느덧 1,100명을 돌

| 전형유형 |

파한 박사과정 졸업생의 재학 중 SCI급 논문 게재 편수는 1인당 6~7편에 달하여 국내에서는 독보
적인 위치에 있으며, 박사과정 졸업생 중 약 10%가 KAIST,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뉴욕시립대,
테네시공대 등 국내외 우수 대학에 교수로 임용돼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6년 2월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가 발표한 ‘세계 상위 1% 연구자’들 가운데 한
국인은 19명이었는데, 그중 3명이 GIST 박사과정 졸업생이었습니다. GIST의 짧은 역사를 감안하
여 40대 젊은 연구자 6명만 놓고 본다면, 절반이 GIST 출신인 셈입니다.

구 분

2018학년도 봄학기 1차 전형

2018학년도 봄학기 2차 전형

2018학년도 가을학기 전형

원서접수

2017. 6. 29.(목)~7. 11.(화)

2017. 10. 12.(목)~10. 24.(화)

2018. 4. 24.(화)~5. 8.(화)

합격자 발표

2017. 8. 18.(금)

2017. 11. 30.(목)

2018. 6. 8.(금)

입학시기

2018. 3.(2017. 9. 조기입학 신청 가능)

2018. 3.

2018. 9.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GIST 대학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제도 및 특전을 자랑합니다. 우선 2017년 기준으로 매년 683만 원(학기당 341만 5,000원)에 달하는 납입금을

GIST는 세계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GIST는 이러한 역량

전액 면제받습니다. 아울러 매달 석사과정 14만 원, 박사과정 29만 5,000원의 학자금(조교수당) 및 급식보조비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기본적

이 인류·국가·지역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와 혁신을 추구하

으로 받는 혜택 외에 다양한 연구 참여를 통해서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16년 기준으로 연구장려금 연 평균액은 석사과정은 442만 원, 박사과정

고 있습니다.

은 1,167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최신 시설을 갖춘 기숙사와 기혼자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GIST의 연구 성과는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쾌적하게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으로

전 과목 영어강의, 이상적인 학생 대 교수 비율(10:1), 다양한 해외 연구기회 제공, 학위논문인증제도(박사논문 심사위원 중 해외석학 포함) 등 차별화된
교육환경도 GIST 대학원의 자랑입니다.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GIST를 선택한 여러분의 결정이 탁월했다는 것을 머지않아 느끼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42

| 입학문의 |

학생팀 Tel : 062-715-2052     Email : admission@gist.ac.kr     Homepage : www.gist.ac.kr/ua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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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 TOGETHER
GIST NEWS

GIST, 베트남 관련 연구소와 MOU 체결
베트남에서 과학한류의 결실 맺어
GIST가 베트남을 방문해 과학한류의 결실을 꽃피웠

GIST
NEWS

다. 지난 6월 5일, GIST는 베트남 국립식품관리연
구원(NIFC)을 방문해 연구 협력을 위한 MOU를 체
결한 후 우수한 인력의 교류 및 교육 방법에 대한 세
부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그 다음 날인 6월 6일에
는 베트남 지질자원연구원(VIGMR)을 방문해 기관
다. 특히, 이날 GIST 국제환경연구소와의 기후변화

GIST 실험동물자원센터 개소식 개최
실험동물 복지와 연구자 안전에 중점

GIST 발전재단 사무실 개소식 가져
GIST 발전과 인재양성 위해 협력

임춘택 교수팀의 비접촉 전력전달 기술,
현대기아차 발명대회 대상 차지

관련 협력을 담당할 현지 사무소 설립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GIST가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생명과학 연구에

GIST가 지난 6월 26일 부총장 및 대외부총장, 처

GIST 융합기술원 임춘택 교수 연구팀과 현대자동

또한, 베트남 일정 마지막 날에는 문승현 총장이 베트남 출신 GIST 졸업생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총동문회 발족

필요한 실험동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생산 및 사

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GIST 행정동 5층 발전재단

차 윤형인·제명권 책임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슬

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총동문회 초대 회장에는 베트남 보건부에 재직 중인 Do Manh Cuong 박

육, 관리하기 위해 GIST 실험동물자원센터를 설

사무실 앞에서 GIST 발전재단 사무실 개소식을

라이딩 도어용 비접촉식 전력전달 기술’이 지난 5

사가, 사무국장에는 하노이시립대학에 재직 중인 Nguyen Van Anh 박사가 선출됐다. 한편, 베트남 GIST 총동문회는

립하고, 지난 5월 17일에는 개소식 행사를 가졌

개최했다.

월 18일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사내 발

5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GIST 졸업 후 자국으로 돌아와 대학 교수 및 연구원,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

다. GIST 실험동물자원센터는 실험동물의 복지와

이날 참석자들은 <따뜻한 동행>이라는 발전재단

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인벤시아드(Invensiad)’에

이다.

연구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설치류

의 가치관을 새긴 현수막으로 제막식을 가졌으며,

서 대상을 받았다.

전문 연구시설로,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

발전재단 설립 1주년 및 사무실 개소를 기념했다.

이 기술 개발을 위해 GIST는 2016년부터 현대자

(AAALAC)의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킨다.

이날 행사를 통해 GIST 발전재단 부총장 및 대외

동차와 산학협력을 해 왔으며, 구범우·최진수 박사

GIST 실험동물자원센터 남정석 센터장은 “실험동

부총장은 “내년에 GIST가 설립 25주년을 앞두고

과정 학생과 손호성 석사과정 학생 등이 참여했다.

물의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연구자 친화적

있는 만큼 발전재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25주년

임춘택 교수는 “기존의 슬라이딩 도어를 비접촉식

기술지원 서비스를 통해 GIST에서 이뤄지는 모든

캠페인에 힘을 모을 계획”이라면서, “GIST의 발

으로 바꾸면 케이블 마모 문제나 단선 문제 등을

생명과학 연구에 필요한 실험동물 자원을 안정적

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발전재단이 앞으로도 더욱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앞으로 슬라이딩

으로 생산하고, 더 나아가 국내 BT 산업의 혁신을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개소식 소감을 전했다.

도어가 일반 자동차에 보다 널리 쓰일 전망”이라

현황을 청취하고 연구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

GIST 문화행사, 방송인 김제동 초청
지역민 및 학생과 희망 메시지 나눠
GIST가 지난 6월 1일 GIST 문화행사에 방송인 김
제동을 초청해 지역민과 함께 다양한 희망 메시지를
나눴다.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말했다.

GIST 문화행사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GIST 구성원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을 초청해 상·하반기로 두 차례 진행하고 있으
며, 이번 행사는 많은 지역민들의 참여 속에서 GIST
오룡관 다산홀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민 MC 김제동을 초청해 ‘4차 산업혁명과 청년의 미래’를 주제로 지역 주민과 학생 등 참석자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달
했다.
문승현 총장은 “앞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문화행사를 자주 열어 지역민과 소통하고 GIST를 알릴 수 있
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자 한다”며, “교육과 인재양성, 창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지역사회 발전
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17년 5~7월에
있었던 GIST의 주요
뉴스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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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KIST 국가기반
기술연구본부, 기술개발 MOU 체결

제2기 UNU 인턴십 프로그램 시작
캐나다 및 독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GIST 고등광기술연구소
서머스쿨(SSOLLA 2017) 개최

GIST 창업진흥센터,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최우수(S) 등급 획득

지난 6월 29일,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와

GIST 국제환경연구소는 지난 6월 20일 지구환경

GIST 고등광기술연구소(APRI)가 지난 7월 3일부

KIST 국가기반기술연구본부는 GIST 신재생에너

공학 전공자인 박주현, 남지윤, 박지석, 신지우 학

터 일주일 동안 전 세계 레이저와 광기술 분야에

GIST 창업진흥센터가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창업

지연구동 회의실에서 연구 및 교육 협력을 위한

생을 ‘제2기 UNU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로 최

종사하는 젊은 연구원을 초청해 레이저와 레이저

보육센터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을 획득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종 선발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응용에 관한 ‘서머스쿨(SSOLLA 2017)’을 개최

다. 비타민 처방 프로그램과 네트워킹 런치, 1인 1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 연구와 교육에

이 프로그램은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

했다.

사 기술지도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

관련된 자료 및 정보 교류 ▲ 연구 및 교육 협력을

지 8주간 진행되며, 선발된 학생들은 캐나다 온타

이번 서머스쿨에는 11개국 20명의 연구원을 초청

영하고, 2016년 입주기업의 매출액 230억 원 달성

위한 인력 교류 ▲ 공동 연구과제의 발굴 및 추진

리오에 있는 UNU-INWEH와 독일 드레스덴에

하고, GIST 교수와 APRI 연구원 14명이 참여했

및 고용 217명 창출 등 눈에 띄는 실적을 달성한 것

▲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 ▲ 국제학술지 발간

있는 UNU-FLORES의 연구 프로그램에 인턴으

으며, 레이저 안전, 광의료, 분광, 광전자, 레이저

이 이번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추진 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로 참여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미세가공 등 레이저 기초에서 응용까지 다양한 주

뿐만 아니라, GIST 창업진흥센터는 지역 내 창업거

GIST 홍성안 석좌교수는 “다년간 연구기술 노하

GIST 국제환경연구소 김준하 소장은 “이번 인턴

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점으로서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이노폴리스 캠퍼스 지정·육성사업 등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며, 2017

우를 축적한 KIST 연료전지연구센터와 우수한 인

십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미래 과학기술

APRI 이병하 소장은 “향후 SSOLLA 참가국을 미

년에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창업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등 창업기업 육

재를 보유한 GIST 간 협력이 최근 국내외로 재부

인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 역량을 키우길

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레이저

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하고 있는 수소에너지 사회 조기 진입에 큰 역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계 각국에 위치한 유엔대

연구 선진국인 독일과 스위스 등 유럽의 대학 연

창업진흥센터 기성근 센터장은 “우수 기술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집중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기업을

할을 함으로써 우수 성공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

학과의 협력 및 프로그램을 통해 GIST의 역량을

구소와도 긴밀하게 국제협력을 추진해 APRI의 위

배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다”고 밝혔다.

세계에 알리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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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기부자 명단

2017년 상반기, GIST 발전기금 기부(약정)자 명단
표기된 금액은 2017년 1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기간 납입액(원) 기준입니다. (명단 금액 내 가나다 순)

여러분의 사랑,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GIST가 세계 초일류 이공계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GIST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사랑과 관심을
마음으로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부가 GIST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1억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

고씨광주종문장학기금

일반

1천만 원 이상
㈜정훈정보시스템
기업
김기선
교직원
김성봉
동문(GTMBA)
국중돈
일반

5백만 원 이상
김정식
(재)해동과학문화재단
에스에스솔루션
기업
박화석
일반

GIST 문화행사
일반
YTN
기업
강문성
동문
강창현
교직원
강호종
교직원
공득조
교직원
광주전남이노비즈협회 기업
김가영
동문
김광일
교직원
김미경
동문
김미연
교직원
김민곤
교직원
김병철
동문
김봉중
교직원
김상배
학부모
김순오
동문
김양훈
동문
김영길
교직원
김영모
교직원
김예경
동문
김익수
교직원
김일영
교직원

김재관
교직원
김지연
동문
김지훈
교직원
김태욱
동문
남창희
교직원
도용주
교직원
마이클예 교직원
문승현
교직원
문현철
일반
박동수
교직원
박성훈
동문
박세희
동문
박은식
교직원
박인철
교직원
박정우
동문
박정혜
학부모
박종윤
교직원
박지민
동문
박진수
동문
박철홍 ㈜지용금속
박필환
교직원
박현진
교직원

박효정
교직원
방우석
교직원
배연희
교직원
베트남 동문회 동문
서삼영 ㈜엘에스티
서석준
동문
서응원
일반
석희용
교직원
성기원
동문
손용담
일반
송우근
교직원
송정훈
동문
신성희
동문
심준목
동문
양동열
교직원
양성
교직원
양정훈
동문
연경호
동문
왕세명
교직원
우중제
동문
유니크메디케어 일반
윤성현
동문

GIST 발전기금 후원의 집

이권호
이규대
이기범
이동선
이병훈
이삼화
이상아
이상한
이수정
이승재
이애실
이영락
이영숙
이용주
이용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영
이종진
이주영
이주형
이진우

동문
교직원
동문
교직원
교직원
교직원
동문
교직원
교직원
교직원
교직원
교직원
교직원
교직원
동문
교직원
교직원
교직원
동문
동문
교직원
동문

이진현
동문
이현주
동문
이형태
㈜나눔이앤씨
임성훈
교직원
임진호
동문
임춘택
교직원
장기찬
동문
장삼진
교직원
장진호
교직원
전성찬
교직원
전영록
교직원
전영수
교직원
정건영
교직원
정명식 ㈜한국주류식품연구소
정성호
교직원
정인숙
일반
정종철
교직원
정창수
교직원
정학수
교직원
조광훈
학부모
조명수
㈜엔에스지
조병관
교직원

조성은
교직원
조승희
동문
㈜웰파이토 기업
주재영
동문
㈜한국씨앤에스 기업
최낙민 ㈜아성온
최수인
교직원
최수형
동문
최영수
교직원
최영우
동문
최은영
동문
최재환
동문
최준식
일반
한병현
동문
한상돈
동문
허정미
학부모
허호길
교직원
홍길환
동문
홍민경
동문
홍인덕
교직원
홍정희
학부모
황치옥
교직원

참여방법 GIST 대외협력팀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 : 대외협력팀 062-715-2022
이메일 : dreamfund@gist.ac.kr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GIST의 희망이며 가족입니다.

건전한 기업가 정신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GIST의 발전에 동참하고자 하는 업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후원의 집’은 GIST
구성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점, 기관들이 GIST의 우수한 인재들의 큰 꿈과 비전을 응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GIST 설립초기인 1996년 문을 연 ‘회박사’가 ‘후원의 집’ 1호점으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34개의 업체에 ‘후원의 집’ 명패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GIST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주신 모든 ‘후원의 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후원의집’ 참여 업체

김밥랜드
T. 062-972-1891

꽃돼지감나무집
T. 061-383-6123

넓으실
T. 062-972-8201

대명
T. 062-972-6555

데엔떼
T. 062-974-1436

로사리움
T. 062-972-1209

맛찬들 상무점
T. 062-385-9952

맛찬들 첨단점
T. 062-972-9956

백년미가
T. 062-974-3392

본향
T. 062-973-4411

상무초밥
T. 062-972-7474

쌍암골
안경매니져 첨단월계점
어느멋진날
T. 062-971-2381 T. 062-971-3977 T. 062-576-6279

영광굴비한정식
T. 062-973-0053

유한회사매력한우
T. 062-383-8118

이노티안경
T. 062-972-4100

첨단짱뚱어
T. 062-973-2492

추어명가
파리바게뜨 첨단쌍암점
페퍼가든
T. 062-971-9966 T. 062-973-8203 T. 062-974-1600

회박사
T. 062-971-1338

SK한백주유소
T. 062-974-0700

푸른하늘모퉁이
T. 061-392-2374

발전기금 후원 안내
전화번호 062-715-2022   팩스 062-715-2029   이메일 dreamfund@gist.ac.kr   홈페이지 dreamfund.gist.ac.kr
우편주소 (61005)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대외협력팀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200-946136(예금주 : 광주과학기술원) / 우
 리은행 1005-003-009723(예금주 : 지스트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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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발전기금 약정서
[후원자 정보] 

□ 기부내역 공개를 원치 않음

성명/단체명*
연 락 처*

[약정 정보 내용 및 납부 방법]
약 정 액*

□ 정기

□ 3만 원 □ 5만 원 □ 10만 원 □ 기타 (           원)

□ 일시

(￦             원)

LIBERAL ARTS COLLEGE, GIST

GIST BOOK CAFÉ

휴대전화 * :

GIST

Book Café

목적지정 기부금
희망사용처
*단일 체크

□ 설립 25주년 기념관 건립기금

□ 희망정수기

□ 장학기금

□ 우수교원 연구기금

□ 석좌교수 기금

□ 학부발전기금 (학부 : 

□ President Fund
)

GIST 교수들은 ‘과학’ 외에도 ‘문화와 예술’까지 아우르며 과학적 논리 위에 인문학적 소양도 쌓을 수 있는 실질적인 Liberal Arts 교육을 선보이고
있다. 과학이론서에서부터 문학평론, 교양,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까지 섭렵하며 관련 서적까지 출간한 GIST 교수들의 출판물들을 살펴봤다.

비지정 기부금
□ 일반발전 기부금(기금 사용처 기관 위임)
기부처
*단일 체크

납부방법
*단일 체크

□ 광주과학기술원(GIST)

□ 지스트발전재단

□ 급여공제

□ 자동이체(CMS)

지구과학

인문과학

□ 무통장입금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기후변화

융합 인문학(인문 예술과 자연과학의 융합적 만남)

※ 아래의 상세 내용은 담당자가 유선연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준하 | 지구·환경공학부 교수

이용주 공저 | 기초교육학부 교수

GIST PRESS

이학사

납부 방법

생

일

기부자
연락처

□ 금전 □ 현물

□ 일시납 □ 분할납 [분할 기간 :      년    월 ~     년    월 (총   회)]

□ 급여공제 사번 (       )

매월 급여일에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 자동이체(CMS)

(       )은행 / 계좌번호 :                  이체일 : □ 10일 □ 25일

□ 무통장입금
예금주 (       )   

우리은행 1005-200-946136 광주과학기술원
우리은행 1005-003-009723 지스트발전재단

   월   일(양 / 음)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영수증 발급

□ 개인 □ 법인

부서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가 사실상 성과를 거두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융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해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일반 대중들과 학생들에게 있어 융합은 그저 낯설고 어려운 개념일 뿐이다.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체제인 ‘신기후체제(Post 2020)’ 구축에 전 세계 190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자(이용주)는 물론 철학자(김상환), 건축가(함성호),

개 업체가 동참하는 등 자연 및 사회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진작가(강운구), 과학자(장회익), 사학자(주경철) 등 국내 내로라하는 지식인들이
뭉쳐 ‘융합’에 대해 소개하는 책을 출간했다. 이렇게 탄생한 ‘융합 인문학’은 각

□ 동문

소속 / 입학연도

□ 교직원

□ 학부모

학생정보

□ 기타

한편으로는 여름철이 한층 더워졌다는 사실 외에는 대한민국 대중이 이러한

휴대폰

자택/직장 전화번호

기후환경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분야 지식인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다채롭게 접근한 ‘융합을 위한 인문학’

이메일 주소

우편물 수령 주소

이 책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변화들, 즉 기후변화로

혹은 ‘융합에 필요한 인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융합 인문학서’다. 저자 중 GIST

인한 자연환경 변화와 파리협약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다 현실적으로

기초교육학부 이용주 교수는 융합을 이야기하기 위한 근본적 출발점으로서 분류의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준하 교수는 이 책을 통해 기후변화가 과학 혹은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는 ‘분류’를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계적 이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뿌리로부터 변화시킬 문제라는

방식이라고 소개하며, 세상의 분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바탕 위에서만 기존의

것을 인식시키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안한다.

체계를 해체하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판을 짤 수 있음을 역설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GIST와 지스트발전재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발전기금 관련>

□ 동의함   □ 동의 안 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예우프로그램 시행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발전기금 모금 사업 종료일까지

GIST와 지스트발전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위의 이용목적 외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으며, 후원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없으며, 발급된 영수증 내역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3에 따라 5년간 보관됩니다.

자기계발
<GIST와 지스트발전재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기부자 예우 및 자동이체 관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기부자 예우 관리 및 효성 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성명, 생년월일 6자리, 연락처, 이메일, 결제사명, 결제자명,
계좌은행, 계좌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개인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GIST와 지스트발전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위의 이용목적 외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으며, 후원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
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예우프로그램과 자동이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기부자 예우 및 자동이체 관련>

천문·지구과학

□ 동의함   □ 동의 안 함

□ 동의함   □ 동의 안 함

사람아 아, 사람아(뜨겁고 아름다운 존재의 발견)

빅뱅 우주론의 세 기둥

정진홍 |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희준 | 기초교육학부 교수

21세기북스

생각의 힘

이 책은 ‘정진홍의 사람공부’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정진홍 교수가 500여 명의

인간이 우주의 기원을 알게 된 것은 과학 전체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해 온 지난 10여 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빅뱅 우주론은 어떤 하나의 발견을 통해 이루어진

글이다. 그동안 인문학적 깊이와 날카로운 통찰로 독자들을 감동시켜 왔던 저자

것이 아니라, 지난 100년의 세월에 걸쳐 여러 과학자들의 노력이 더해져 우주의

정진홍은 ‘사람’의 깊이를 읽을 줄 알아야 성장하고 성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기원을 설명하는 확고한 이론으로 자리를 잡았다.

사람을 공부하고,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우리 삶의 목적과 희망을 얻을 수

이 책은 특히 빅뱅 우주론의 기틀을 설계하고 발전시키며 완성에 기여한 리비트,

있다는 것이다.

슬라이퍼, 허블, 휴메이슨, 페인, 가모브 등의 일생과 업적에 주목했다. 남성

이 책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며

천문학자들이 찍어온 사진을 분석하는 단순하고 재미없는 일로부터 우주에 대한

위 개인정보는 연말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 예우관리, 자동이체 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세상을 바꿔나간 사람들의 치열하고 감동적인 삶의 기록을 보여준다. 역사 속

관점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발견을 해낸 리비트, 그리고 허블 법칙의

※ 발전기금 약정과 동시에 GIST 발전후원회의 회원이 됩니다.

위인이거나 현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굴곡을 생생하게 소개하며,

발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윌슨산 천문대의 노새꾼이자 수위였던 휴메이슨 등

그들이 남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또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엘리트 과학자가 전혀 아니었던 이들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과학 지식뿐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질문한다.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도움과나눔,
㈜케이크커뮤니케이션즈, ㈜비즈인

성명, 연락처, 이메일, 우편물 수령 주소지

기부자 예우 관련
물품 및 서비스 제공

트라패스, 효성에프엠에스㈜, 금융기관,
성명, 생년월일 6자리, 연락처, 이메일, 결제사명,
통신사,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자세한
결제자명, 계좌은행, 계좌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www.efnc.co.kr)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후원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예우프로그램과 자동이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GIST 발전을 위한 기금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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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 TOGETHER
EVENT

G몬을 잡고 행운을 잡아라!

SPECIAL
EVENT

웹진 <GIST>를 방문해 G몬을 잡고 행운도 가져가세요!
그동안 GIST 소식지에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웹진 <GIST>가 오픈했어요!
2017년부터는 새로운 정보 공유 공간인 웹진 <GIST>를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로 한 발 더 가깝게 GIST 소식들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웹진 오픈을 기념하며, 더 많은 GIST 친구들이 웹진을 방문할 수 있도록 재밌는 퀴즈 이벤트도 준비했답니다.
웹진 속에 숨어 있는 G몬을 잡으면 숨겨진 퀴즈가 공개되는데요. 웹진만 읽어보면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G몬을 잡고 문제를 풀어 행운도 잡아볼까요?

QUIZ EVENT

G몬을 잡고 숨겨진 퀴즈를 풀어라!
대상 GIST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
기한 2017년 9월 30일까지
상품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티콘 발송
방법
① 웹진 <GIST> 콘텐츠 중 GIST+THEME에 출몰하는 G몬 클릭
② G몬이 내는 퀴즈 풀기(해답은 GIST+THEME 기사 안에 다 있어요!)
③ 퀴즈 해답은 hykim522@gist.ac.kr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웹진 <GIST> 더 빠르게 가기
주소창에 webzine.gist.ac.kr 입력하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바로 가기

2017년 GIST 웹진 <봄호> 퀴즈 정답자
당첨을 축하합니다!
GIST 웹진 오픈을 기념하며 진행했던 ‘G몬을 찾아라!’ 이벤트에 당첨된 분들을 소개합니다.
선착순을 통해 당첨된 총 10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티콘을 발송했습니다.

류**(4358)
박**(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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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6671)
이**(9905)

배**(8427)
하이원***(0259)

이**(3997)
김**(6090)

최**(8604)
이**(2324)

GIST + CHALLENGE
교육에서부터 창업, 그리고 홀로서기까지
GIST의 창업 캠퍼스가
도전을 결실로 꽃피우겠습니다.

GIST 소식지 내용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소식지 신청 문의 : 국제협력팀 062-715-2027 (E-mail : hykim522@g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