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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준의 
학문적 가치, 기술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대한민국의 희망 집단

국민의 자긍심이 되는 대학

상상 이상의 아름다운 변화를 향해
Making a Beautiful Difference beyond Imagination

의 멤버가 되어 
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응원해주세요!

신성철 총장(하단 사진 오른쪽에서 4번째)과 차기철 총동문회장(5번째)이 
재학생들과 함께 team KAIST 2031 캠페인의 

성공을 기원하며 도약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는 2006년 ‘대한민국 우주인’으로 최종 선발되어 
2008년 우주선 소유즈 TMA-12호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
했다. 그곳에서 11일간 체류하면서 식물 발아 생장과 변이 관찰, 
노화 유전자 연구 등 18가지 과학실험을 수행했다. 이 박사의 
우주비행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36번째로 
우주인을 배출한 국가가 됐다.

창의와 혁신의 함수에 KAIST를 대입했더니,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역사가 탄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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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eam KAIST

대한민국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교수는 1982년 국내 최초의 인터넷인 SDN(System 
Development Network)을 구축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첨단 
기술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유입되었던 것과는 달리 SDN은  
이례적으로 한국에서 먼저 시작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구축된 인터넷망이었다.

대한민국
인공위성의 시작

최순달 · 성단근 교수는 1989년에 설립된 KAIST 인공위성연구
센터와 함께 한국을 위성수출국으로 성장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KITSAT-1)를 영국 서리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와 공동
으로 개발해 1992년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22번째로 상용위성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 

세계 최초
무선충전 전기버스

조동호 교수 연구팀은 2009년 무선으로 대용량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상용화가 가능한 무선충전 전기버스를 선보였다. 미국 타임(Time)
지는 KAIST의 전기버스를 ‘2010년을 빛낸 세계 50대 발명품’
으로 선정했으며,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전기버스를 ‘세계 
10대 유망기술’로 소개했다.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는 2006년 ‘대한민국 우주인’으로 최종 선발되어 
2008년 우주선 소유즈 TMA-12호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도
착했다. 그곳에서 11일간 체류하면서 식물 발아 생장과 변이 관
찰, 노화 유전자 연구 등 18가지 과학실험을 수행했다. 이 박사
의 우주비행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36번째로 
우주인을 배출한 국가가 됐다.

창의와 혁신의 함수에 KAIST를 대입했더니,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역사가 탄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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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EAM KAIST

대한민국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교수는 1982년 국내 최초의 인터넷인 SDN(System 
Development Network)을 구축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첨단 
기술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유입되었던 것과는 달리 SDN은  
이례적으로 한국에서 먼저 시작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구축된 인터넷망이었다.

대한민국
인공위성의 시작

최순달 · 성단근 교수는 1989년에 설립된 KAIST 인공위성연구
센터와 함께 한국을 위성수출국으로 성장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KITSAT-1)를 영국 서리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와 공동
으로 개발해 1992년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22번째로 상용위성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 

세계 최초
무선충전 전기버스

조동호 교수 연구팀은 2009년 무선으로 대용량의 에너지를 전
달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상
용화가 가능한 무선충전 전기버스를 선보였다. 미국 타임(Time)
지는 KAIST의 전기버스를 ‘2010년을 빛낸 세계 50대 발명품’으
로 선정했으며,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전기버스를 ‘세계 
10대 유망기술’로 소개했다.

세계 최초
그래픽 온라인 게임

김정주 NXC 의장은 1993년 KAIST에서 전산학과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94년 ‘넥슨’을 설립했다. 최초로 개발한 그래픽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는 1996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장수 MMORPG
이다. 이 외에도 ‘카트라이더’, ‘서든어택’ 등 새로운 시도를 담은 
우수한 게임 콘텐츠를 서비스하며 창조적인 DNA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최대 검색포털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1992년 KAIST에서 전산학과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99년 ‘네이버컴’(현 네이버)을 설립했다. 네이버는 
‘항해하다’라는 뜻의 Navigate와 ‘-하는 사람’의 접미사 –er이 
만나 탄생한 이름이다. 네이버는 현재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 
1위의 포털로, 이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재난 대응 로봇

오준호 교수는 순수 독자기술로 한국 최초의 이족보행 로봇인 
KHR-1,2,3 시리즈를 개발했으며, 2004년에는 인간형 로봇인 휴
보(HUBO)를 선보였다. 2015년에는 미 국방성 산하 방위고등
연구계획국(DARPA)에서 개최한 재난로봇 결선대회(DRC)에서 
KAIST의 휴보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출전한 23개 
팀을 제치고 당당히 일등을 차지했다.

세계 로봇축구
종주국

김종환 교수는 1995년 두 팀이 각각 3~4대의 작은 로봇을 움직
여 상대 골문에 공을 넣는 게임인 로봇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
했다. 영상처리, 인공지능, 보행과 주행, 균형 잡기 등 다양한 첨
단기술의 결과물이었다. 김 교수 연구팀은 1996년 제1회 세계로
봇축구대회를 KAIST에서 개최했으며, 2017년에는 세계 최초의 
AI 월드컵을 개최했다.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KAIST에 보내주신 응원 덕분에 국가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는 2006년 ‘대한민국 우주인’으로 최종 선발되어 
2008년 우주선 소유즈 TMA-12호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
했다. 그곳에서 11일간 체류하면서 식물 발아 생장과 변이 관찰, 
노화 유전자 연구 등 18가지 과학실험을 수행했다. 이 박사의 
우주비행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36번째로 
우주인을 배출한 국가가 됐다.

창의와 혁신의 함수에 KAIST를 대입했더니,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역사가 탄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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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eam KAIST

대한민국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교수는 1982년 국내 최초의 인터넷인 SDN (System 
Development Network)을 구축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첨단기
술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유입되었던 것과는 달리 SDN은 이례
적으로 한국에서 먼저 시작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구축된 인터넷망이었다.

대한민국
인공위성의 시작

최순달   성단근 교수는 1989년에 설립된 KAIST 인공위성연구
센터와 함께 한국을 위성수출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KITSAT-1)를 영국 서리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와 공동으
로 개발해 1992년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22번
째로 상용위성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 

세계 최초
무선충전 전기버스

조동호 교수 연구팀은 2009년 무선으로 대용량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상용화가 가능한 무선충전 전기버스를 선보였다. 미국 타임(Time)
지는 KAIST의 전기버스를 ‘2010년을 빛낸 세계 50대 발명품’
으로 선정했으며,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전기버스를 ‘세계 
10대 유망기술’로 소개했다.

세계 최초
그래픽 온라인 게임

김정주 NXC 의장은 1993년 KAIST에서 전산학과 석사학위를 받
은 뒤 1994년 ‘넥슨’을 설립했다. 최초로 개발한 그래픽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는 1996년에 서비스를 시작해 올해 22주년을 
맞은 장수 MMORPG이다. 이 외에도 ‘카트라이더’, ‘서든어택’ 등 
새로운 시도를 담은 우수한 게임 콘텐츠를 서비스하며 창조적인 
DNA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최대 검색포털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1992년 KAIST에서 전산학과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99년 ‘네이버컴’(현 네이버)를 설립했다. 네이버는 ‘항
해하다‘라는 뜻의 Navigate와 ‘-하는 사람’의 접미사 –er이 만나 
탄생한 이름이다. 현재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 1위의 포털로, 이
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재난 대응 로봇

오준호 교수는 순수 독자기술로 한국 최초의 이족보행 로봇인 
KHR-1,2,3 시리즈를 개발했으며, 2004년에는 인간형 로봇인 
휴보(HUBO)를 선보였다. 2015년에는 미 국방성 산하 방위고등
연구계획국(DARPA)에서 개최한 재난로봇 결선대회(DRC)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출전한 23개 팀을 제치고 당
당히 1등을 차지했다. 

세계 로봇축구
종주국

김종환 교수는 1995년 두 팀이 각각 3~4대의 작은 로봇을 움직여 
상대 골문에 공을 넣는 게임인 로봇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영상처리, 인공지능, 보행과 주행, 균형 잡기 등 다양한 첨단기술의 
결과물이었다. 김 교수 연구팀은 1996년 제1회 세계로봇축구
대회를 KAIST에서 개최했으며, 2017년에는 세계 최초의 AI 월드컵을 
개최했다.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KAIST에 보내주신 응원 덕분에 국가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반세기 전 KAIST는 
대한민국 산업화 태동기에 
국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1971
한국 산업에 필요한 고급 이공계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국과학원(KAIS)이란 이름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2015
KAIST의 휴보(Hubo)가 ‘DARPA 로보틱스 챌린지’
에서 우승하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재난대응 
로봇이  되었습니다.

1989
한국과학기술대학(KIT)과 통합하며 대덕캠퍼스
에서 본격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시대를 시작
했습니다.

1992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
하며 과학기술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2013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바이오 기반의 화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대장균으로부터 가솔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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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1989

1992

2013

2015

세계 최초
그래픽 온라인 게임

김정주 NXC 의장은 1993년 KAIST에서 전산학과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94년 ‘넥슨’을 설립했다. 최초로 개발한 그래픽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는 1996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장수 MMORPG
이다. 이 외에도 ‘카트라이더’, ‘서든어택’ 등 새로운 시도를 담은 
우수한 게임 콘텐츠를 서비스하며 창조적인 DNA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최대 검색포털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1992년 KAIST에서 전산학과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99년 ‘네이버컴’(현 네이버)을 설립했다. 네이버는 
‘항해하다’라는 뜻의 Navigate와 ‘-하는 사람’의 접미사 –er이 
만나 탄생한 이름이다. 네이버는 현재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 
1위의 포털로, 이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재난 대응 로봇

오준호 교수는 순수 독자기술로 한국 최초의 이족보행 로봇인 
KHR-1,2,3 시리즈를 개발했으며, 2004년에는 인간형 로봇인 
휴보(HUBO)를 선보였다. 2015년에는 미 국방성 산하 방위고등
연구계획국(DARPA)에서 개최한 재난로봇 결선대회(DRC)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출전한 23개 팀을 제치고 
당당히 1등을 차지했다. 

세계 로봇축구
종주국

김종환 교수는 1995년 두 팀이 각각 3~4대의 작은 로봇을 움직여 
상대 골문에 공을 넣는 게임인 로봇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영상처리, 인공지능, 보행과 주행, 균형 잡기 등 다양한 첨단기술의 
결과물이었다. 김 교수 연구팀은 1996년 제1회 세계로봇축구
대회를 KAIST에서 개최했으며, 2017년에는 세계 최초의 AI 
월드컵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는 2006년 ‘대한민국 우주인’으로 최종 선발되어 
2008년 우주선 소유즈 TMA-12호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도
착했다. 그곳에서 11일간 체류하면서 식물 발아 생장과 변이 관
찰, 노화 유전자 연구 등 18가지 과학실험을 수행했다. 이 박사
의 우주비행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36번째로 
우주인을 배출한 국가가 됐다.

창의와 혁신의 함수에 KAIST를 대입했더니,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역사가 탄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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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교수는 1982년 국내 최초의 인터넷인 SDN(System 
Development Network)을 구축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첨단 
기술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유입되었던 것과는 달리 SDN은  
이례적으로 한국에서 먼저 시작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구축된 인터넷망이었다.

대한민국
인공위성의 시작

최순달 · 성단근 교수는 1989년에 설립된 KAIST 인공위성연구
센터와 함께 한국을 위성수출국으로 성장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KITSAT-1)를 영국 서리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와 공동
으로 개발해 1992년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22번째로 상용위성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 

세계 최초
무선충전 전기버스

조동호 교수 연구팀은 2009년 무선으로 대용량의 에너지를 전
달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상
용화가 가능한 무선충전 전기버스를 선보였다. 미국 타임(Time)
지는 KAIST의 전기버스를 ‘2010년을 빛낸 세계 50대 발명품’으
로 선정했으며,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전기버스를 ‘세계 
10대 유망기술’로 소개했다.

세계 최초
그래픽 온라인 게임

김정주 NXC 의장은 1993년 KAIST에서 전산학과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94년 ‘넥슨’을 설립했다. 최초로 개발한 그래픽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는 1996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장수 MMORPG
이다. 이 외에도 ‘카트라이더’, ‘서든어택’ 등 새로운 시도를 담은 
우수한 게임 콘텐츠를 서비스하며 창조적인 DNA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최대 검색포털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1992년 KAIST에서 전산학과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99년 ‘네이버컴’(현 네이버)을 설립했다. 네이버는 
‘항해하다’라는 뜻의 Navigate와 ‘-하는 사람’의 접미사 –er이 
만나 탄생한 이름이다. 네이버는 현재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 
1위의 포털로, 이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재난 대응 로봇

오준호 교수는 순수 독자기술로 한국 최초의 이족보행 로봇인 
KHR-1,2,3 시리즈를 개발했으며, 2004년에는 인간형 로봇인 휴
보(HUBO)를 선보였다. 2015년에는 미 국방성 산하 방위고등
연구계획국(DARPA)에서 개최한 재난로봇 결선대회(DRC)에서 
KAIST의 휴보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출전한 23개 
팀을 제치고 당당히 일등을 차지했다.

세계 로봇축구
종주국

김종환 교수는 1995년 두 팀이 각각 3~4대의 작은 로봇을 움직
여 상대 골문에 공을 넣는 게임인 로봇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
했다. 영상처리, 인공지능, 보행과 주행, 균형 잡기 등 다양한 첨
단기술의 결과물이었다. 김 교수 연구팀은 1996년 제1회 세계로
봇축구대회를 KAIST에서 개최했으며, 2017년에는 세계 최초의 
AI 월드컵을 개최했다.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KAIST에 보내주신 응원 덕분에 국가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는 2006년 ‘대한민국 우주인’으로 최종 선발되어 
2008년 우주선 소유즈 TMA-12호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
했다. 그곳에서 11일간 체류하면서 식물 발아 생장과 변이 관찰, 
노화 유전자 연구 등 18가지 과학실험을 수행했다. 이 박사의 
우주비행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36번째로 
우주인을 배출한 국가가 됐다.

창의와 혁신의 함수에 KAIST를 대입했더니,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역사가 탄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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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교수는 1982년 국내 최초의 인터넷인 SDN (System 
Development Network)을 구축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첨단기
술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유입되었던 것과는 달리 SDN은 이례
적으로 한국에서 먼저 시작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구축된 인터넷망이었다.

대한민국
인공위성의 시작

최순달   성단근 교수는 1989년에 설립된 KAIST 인공위성연구
센터와 함께 한국을 위성수출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KITSAT-1)를 영국 서리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와 공동으
로 개발해 1992년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22번
째로 상용위성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 

세계 최초
무선충전 전기버스

조동호 교수 연구팀은 2009년 무선으로 대용량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상용화가 가능한 무선충전 전기버스를 선보였다. 미국 타임(Time)
지는 KAIST의 전기버스를 ‘2010년을 빛낸 세계 50대 발명품’
으로 선정했으며,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전기버스를 ‘세계 
10대 유망기술’로 소개했다.

세계 최초
그래픽 온라인 게임

김정주 NXC 의장은 1993년 KAIST에서 전산학과 석사학위를 받
은 뒤 1994년 ‘넥슨’을 설립했다. 최초로 개발한 그래픽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는 1996년에 서비스를 시작해 올해 22주년을 
맞은 장수 MMORPG이다. 이 외에도 ‘카트라이더’, ‘서든어택’ 등 
새로운 시도를 담은 우수한 게임 콘텐츠를 서비스하며 창조적인 
DNA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최대 검색포털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1992년 KAIST에서 전산학과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99년 ‘네이버컴’(현 네이버)를 설립했다. 네이버는 ‘항
해하다‘라는 뜻의 Navigate와 ‘-하는 사람’의 접미사 –er이 만나 
탄생한 이름이다. 현재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 1위의 포털로, 이
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재난 대응 로봇

오준호 교수는 순수 독자기술로 한국 최초의 이족보행 로봇인 
KHR-1,2,3 시리즈를 개발했으며, 2004년에는 인간형 로봇인 
휴보(HUBO)를 선보였다. 2015년에는 미 국방성 산하 방위고등
연구계획국(DARPA)에서 개최한 재난로봇 결선대회(DRC)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출전한 23개 팀을 제치고 당
당히 1등을 차지했다. 

세계 로봇축구
종주국

김종환 교수는 1995년 두 팀이 각각 3~4대의 작은 로봇을 움직여 
상대 골문에 공을 넣는 게임인 로봇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영상처리, 인공지능, 보행과 주행, 균형 잡기 등 다양한 첨단기술의 
결과물이었다. 김 교수 연구팀은 1996년 제1회 세계로봇축구
대회를 KAIST에서 개최했으며, 2017년에는 세계 최초의 AI 월드컵을 
개최했다.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KAIST에 보내주신 응원 덕분에 국가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반세기 전 KAIST는 
대한민국 산업화 태동기에 
국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1971
한국 산업에 필요한 고급 이공계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국과학원(KAIS)이란 이름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2015
KAIST의 휴보(Hubo)가 ‘DARPA 로보틱스 챌린지’
에서 우승하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재난대응 
로봇이  되었습니다.

1989
한국과학기술대학(KIT)과 통합하며 대덕캠퍼스
에서 본격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시대를 시작
했습니다.

1992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
하며 과학기술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2013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바이오 기반의 화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대장균으로부터 가솔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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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교수는 1982년 국내 최초의 인터넷인 SDN (System 
Development Network)을 구축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첨단기
술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유입되었던 것과는 달리 SDN은 이례
적으로 한국에서 먼저 시작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구축된 인터넷망이었다.

대한민국
인공위성의 시작

최순달   성단근 교수는 1989년에 설립된 KAIST 인공위성연구
센터와 함께 한국을 위성수출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KITSAT-1)를 영국 서리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와 공동으
로 개발해 1992년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22번
째로 상용위성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 

세계 최초
무선충전 전기버스

조동호 교수 연구팀은 2009년 무선으로 대용량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상용화가 가능한 무선충전 전기버스를 선보였다. 미국 타임(Time)
지는 KAIST의 전기버스를 ‘2010년을 빛낸 세계 50대 발명품’
으로 선정했으며,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전기버스를 ‘세계 
10대 유망기술’로 소개했다.

세계 최초
그래픽 온라인 게임

김정주 NXC 의장은 1993년 KAIST에서 전산학과 석사학위를 받
은 뒤 1994년 ‘넥슨’을 설립했다. 최초로 개발한 그래픽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는 1996년에 서비스를 시작해 올해 22주년을 
맞은 장수 MMORPG이다. 이 외에도 ‘카트라이더’, ‘서든어택’ 등 
새로운 시도를 담은 우수한 게임 콘텐츠를 서비스하며 창조적인 
DNA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최대 검색포털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1992년 KAIST에서 전산학과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99년 ‘네이버컴’(현 네이버)를 설립했다. 네이버는 ‘항
해하다‘라는 뜻의 Navigate와 ‘-하는 사람’의 접미사 –er이 만나 
탄생한 이름이다. 현재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 1위의 포털로, 이
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재난 대응 로봇

오준호 교수는 순수 독자기술로 한국 최초의 이족보행 로봇인 
KHR-1,2,3 시리즈를 개발했으며, 2004년에는 인간형 로봇인 
휴보(HUBO)를 선보였다. 2015년에는 미 국방성 산하 방위고등
연구계획국(DARPA)에서 개최한 재난로봇 결선대회(DRC)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출전한 23개 팀을 제치고 
당당히 1등을 차지했다. 

세계 로봇축구
종주국

김종환 교수는 1995년 두 팀이 각각 3~4대의 작은 로봇을 움직여 
상대 골문에 공을 넣는 게임인 로봇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영상처리, 인공지능, 보행과 주행, 균형 잡기 등 다양한 첨단기술의 
결과물이었다. 김 교수 연구팀은 1996년 제1회 세계로봇축구
대회를 KAIST에서 개최했으며, 2017년에는 세계 최초의 AI 
월드컵을 개최했다.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KAIST에 보내주신 응원 덕분에 국가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반세기 전 KAIST는 
대한민국 산업화 태동기에 
국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현재 KAIST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국가적 책무 앞에 

놓여 있습니다

1971
한국 산업에 필요한 고급 이공계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국과학원 (KAIS) 이란 이름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2015
KAIST의 휴보(Hubo)가 ‘DARPA 로보틱스 챌린
지’에서 우승하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재난
대응 로봇이  되었습니다.

1989
한국과학기술대학 (KIT) 과 통합하며 대덕캠퍼
스에서 본격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1992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
하며 과학기술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2013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바이오 기반의 화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대장균으로부터 가솔
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과학기술의 미래이자 역사가 되기 위해 또 
한 번의 창의와 혁신에 도전합니다.

2051
양자컴퓨팅, 나노기술, 뇌과학, 생명과학 등에서 
기록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컴퓨터는 수십 억 
이상 인간의 두뇌를 능가하는 통합인공지능으로 
융합됩니다.

2021
웨어러블 모바일 디바이스가 보편화됩니다. 
스마트 안경, 스마트 의류뿐만 아니라 생체
이식형 디바이스 등 다양한 품목들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합니다.

2031
각종 센서로 수집한 생활정보와 행동데이터를 
분석해 재난 발생시 최선의 행동방향을 결정
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합니다.

2041
유전공학이 새로운 병원균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전 세계의 사망자 
수는 30% 감소하고, 수명연장이 계속됩니다.

4 team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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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전 KAIST는 
대한민국 산업화 태동기에 
국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현재 KAIST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국가적 책무 앞에 

놓여 있습니다

1971
한국 산업에 필요한 고급 이공계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국과학원(KAIS)이란 이름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2015
KAIST의 휴보(Hubo)가 ‘DARPA 로보틱스 챌린지’
에서 우승하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재난대응 
로봇이 되었습니다.

1989
한국과학기술대학(KIT)과 통합하며 대덕캠퍼스
에서 본격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시대를 시작
했습니다.

1992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
하며 과학기술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2013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바이오 기반의 화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대장균으로부터 가솔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과학기술의 미래이자 역사가 되기 위해 
또 한 번의 창의와 혁신에 도전합니다.

2051
양자컴퓨팅, 나노기술, 뇌과학, 생명과학 등에
서 기록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컴퓨터는 수십 
억 이상 인간의 두뇌를 능가하는 통합인공지능
으로 융합됩니다.

2021
웨어러블 모바일 디바이스가 보편화됩니다. 스
마트 워치, 스마트 안경, 스마트 의류 등 다양한 
품목들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합니다.

2031
3,000억 개의 사물들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초
연결 사회가 도래합니다. 냉장고, TV부터 에너
지 조절장치에 이르는 기기들이 온라인으로 연
결됩니다.

2041
유전공학이 새로운 병원균으로부터 수많은 사
람들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전 세계의 사망자 
수는 30% 감소하고, 수명연장이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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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KAIST에 Challenge를 곱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로 전 세계를 견인하려 합니다.

( x challenge )  =   (  ,  , , , , )

노벨상(스웨덴)

MWC(스페인 바르셀로나)

DARPA챌린지(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미국 캘리포니아)

CES (미국 라스베가스)

NIH(국립보건원) (미국 메릴랜드)

이화학연구소 (일본 도쿄)

NASA (미국 워싱턴D.C.)
막스플랑크연구소(독일)

북극

무한한 도전을 통해 구성원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합니다

연구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인류문명의 발전에 공헌합니다.

남극세종기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소개합니다

team KAIST

 �표시는 KAIST 동문이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도시 및 국가입니다.



KAIST는 앞으로도 

 인류가 당면한 난제에 도전하고 해결함으로써   

    우리 삶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team KAIST

인류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우주에 대한 이해와
인간 생활 영역 확장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조성

대한민국 최초
노벨상 수상

KI (KAIST Institute)
KAIST Institute (KI) is the hub of open innovation and inter-and multidisciplinary research. KI 
aims for innovative and futuristic convergence research among its six research institutes.

Humanoid Robot Research Center
KAIST is the birthplace of biped walking robots in Korea. KAIST developed KHR1 in 2002 which 
later evolved into HUBO 1, Albert HUBO and DRC-HUBO. The DRC-HUBO+ won the 2015 DARPA 
Robotics Challenge, beating out 23 teams from six countries. In January of 2017, KAIST opened 
the Humanoid Robot Research Center at the KAIST Institute.

SaTrec (Satellite Technology 
Research Center)
SaTrec is the cradle of the satellite technology 
advancement in Korea. SaTrec developed, 
manufactured, and launched the first satellite 
series called KITSAT-1,2,3 from 1992. The 
launching of STSAT-1, the first astronomical 
satellite of Korea in 2003, clinched the 
prowess of satellite technology in Korea.

High Risk High Return Initiative
KAIST strategically invests in high risk projects. Annually, the KAIST Research Committee 
selects projects with a low chance of receiving external funding due to their potentially high risk 
but displays innovativeness. The committee supports the innovative approach of the projects to 
show positive results for the campus.

EEWS Research Center
KAIST is pursuing sustainable green growth for the planet. The Energy, Environment, Water, and 
Sustainability (EEWS) Research Center is committed to addressing critical environmental and 
sustainability challenges facing humankind. The EEWS Research Center expands the scope of 
sustainable research from post-lithium batteries to wind power systems.

•  KI for the BioCentury
•  KI for IT Convergence
•  KI for Robotics
•  KI for NanoCentury
•  KI for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  KI for Artificial Intelligence
•  Saudi Aramco-KAIST CO2 Management Center
•  I-Space Research Center
•  Fourth Industrial Intelligence Center

AI-Based 10 Flagship Research Projects
KAIST encompasses both 
basic and applied research, 
and practical and theoretical 
approaches to create knowledge 
commensurate with changing 
needs and challenges. KAIST 
selected 10 AI-based flagship 
research projects relevant with 
the emerging technologies in 
the wak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Fake News Detection 

•  Information Security

•  Cyber Warfare between AI Computers

•  Unmanned Vehicles

•  Drone Technology

•   Drone Swarm Technology Integrating AI 
with 5G

•   Virtual Computer Cells and AI-Based 
Biosystems

•  Neurodegenerative Diseases Treatment 
with AI & IoT

•  Intelligent Industrial Robot Technology 
for Smart Factories

• Ubiquitous 3D Display Systems

2002
KHR1

2003
KHR2

2004
HUBO1

2009
HUBO2

2013
DRC-HUBO

2015
DRC-HUBO+

2005
Albert HUBO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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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KAIST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며 글로벌 가치를 창출해가는 KAIST를 위해

team KAIST의 든든한 멤버가 되어주십시오.

기술 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벤처 창업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전수

세계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 양성



12 team KAIST

“사회적 가치 창출 창의리더 양성” 

●창의적 잠재력을 갖춘 인재선발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체제 혁신
●창의적 융합 인재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방식 혁신

● 교육혁신 비전 2031 ●

“인류와 국가의 난제 해결 연구” 

●지속가능한 연구제도 혁신
●창의적 / 도전적 연구 지원혁신
●글로벌 선도 융합, 협업 연구그룹 육성

● 연구혁신 비전 2031 ●

“World Bridge KAIST by 2031” 
●글로벌 캠퍼스                
●해외 국제 캠퍼스
● KAIST  주도 국제연구
● KAIST  발전모델 제 3세계 확산

● 국제화혁신 비전 2031 ●

“기술가치 창출 기업가형 대학” 

●기업가 정신교육 설계 및 확산
●창업지원기반 조성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프로세스 전문화
●기술출자 기업육성 및 산학협력 클러스터 구축

● 기술사업화혁신 비전 2031 ●

전 세계를 향한 여러분의  기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   ( ,  , , , )

● KAIST Challenge 300 ●

월 10만원씩 1년 이상 또는 일시납 100만원 이상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기부금은 특별히
‘KAIST Challenge 300’ 에 사용됩니다.

‘현재 33명의 멤버가
KAIST Challenge 후원에 참여하고 있고
267명의 새 멤버를 기다립니다!’

●   몽골 사막화 방지 연구,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연구,  
     �남극기지 기후변화 예측 등 현장 탐사연구 확대로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조성

●   초학제간 융합과제 연구를 통한 인류의 건강 증진 

연구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인류문명의 발전에 
공헌합니다.

01

●   Ironman World Championship 등 해외  철인 3종 경기 도전
● ��Tour de France Full Course 싸이클링 완주 및 미국 대륙횡단
●   아프리카 극빈국 연구 봉사단 파견 및 적정기술 보급
●   제3세계 과학 대학원 설립 및 어린이 수학, 과학 캠프 봉사

무한한 도전을 통해 
구성원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합니다.

02

●   CES, MWC, IFA 등 국제 IT전시회를 통한 우수 기술 확산
●   APCS(Asia-Pacific Cities Summit) Young Professional’s
     Forum 운영
●   KAIST Model ITU(국제 ITU 총회 모의 전권회의) 개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소개합니다.

03

12 team KAIST

“사회적 가치 창출 창의리더 양성” 

●창의적 잠재력을 갖춘 인재선발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체제 혁신
●창의적 융합 인재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방식 혁신

● 교육혁신 비전 2031 ●

“인류와 국가의 난제 해결 연구” 

●지속가능한 연구제도 혁신
●창의적 / 도전적 연구 지원혁신
●글로벌 선도 융합, 협업 연구그룹 육성

● 연구혁신 비전 2031 ●

“World Bridge KAIST by 2031” 
●글로벌 캠퍼스                
●해외 국제 캠퍼스
● KAIST  주도 국제연구
● KAIST  발전모델 제 3세계 확산

● 국제화혁신 비전 2031 ●

“기술가치 창출 기업가형 대학” 

●기업가 정신교육 설계 및 확산
●창업지원기반 조성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프로세스 전문화
●기술출자 기업육성 및 산학협력 클러스터 구축

● 기술사업화혁신 비전 2031 ●

전 세계를 향한 여러분의  기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   ( ,  , , , )

● KAIST Challenge 300 ●

월 10만원씩 1년 이상 또는 일시납 100만원 이상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기부금은 특별히
‘KAIST Challenge 300’ 에 사용됩니다.

‘현재 33명의 멤버가
KAIST Challenge 후원에 참여하고 있고
267명의 새 멤버를 기다립니다!’

●   몽골 사막화 방지 연구,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연구,  
     �남극기지 기후변화 예측 등 현장 탐사연구 확대로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조성

●   초학제간 융합과제 연구를 통한 인류의 건강 증진 

연구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인류문명의 발전에 
공헌합니다.

01

●   Ironman World Championship 등 해외  철인 3종 경기 도전
● ��Tour de France Full Course 싸이클링 완주 및 미국 대륙횡단
●   아프리카 극빈국 연구 봉사단 파견 및 적정기술 보급
●   제3세계 과학 대학원 설립 및 어린이 수학, 과학 캠프 봉사

무한한 도전을 통해 
구성원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합니다.

02

●   CES, MWC, IFA 등 국제 IT전시회를 통한 우수 기술 확산
●   APCS(Asia-Pacific Cities Summit) Young Professional’s
     Forum 운영
●   KAIST Model ITU(국제 ITU 총회 모의 전권회의) 개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소개합니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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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와 
함께해 주시는
         

의 
멤버들을 
소개합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은 
최고의 연구와 

최고의 인재로부터”

동문 & 학부모
박치용

“세계를 향한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하여 

조그마한 후원자가 
되고자 합니다.”   

학부모
권영호

“학교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가장 쉽게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기부입니다.”

동문 부부
김준식, 장세영

“대한민국의 자부심인 
KAIST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문
김성도

“아들이 KAIST에 다녀서 
매우 행복합니다. 

잘 키운 보람을 느낍니다. 
국가와 학교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학부모
김병억

team KAIST의 
멤버가 되어

KAIST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자별 약정액

2,379,766,700

학부모  924,170,000재학생  169,840,000

동문  932,006,700

기타  192,010,000교직원  161,740,000

전체

(단위 : 원)

참여자별 현황

550

학부모  233재학생  42

동문  252

기타  10교직원  13

전체

(단위 : 명)

의 멤버가 되어주신 모든 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team KAIST 
기념품을 드립니다.

01

총 100만원 이상 
기부하신 분들은 약정기간

완료 후 KAIST 
스포츠컴플렉스 의자에 
이름을 남겨드립니다.

04

기부자님의 이름을 
team KAIST 

온라인 기념공간에 
게재합니다.

03

매년 KAIST 매거진과 
KAIST 신문, 달력을 

보내드립니다.

02

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CMS 자동이체,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부자 예우를 위한 용도이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 약정서 상의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KAIST 발전기금을 약정합니다. 

발전기금 약정서

문의  KAIST 발전재단 
Tel. 042-350-4500 / E - mail. foundation@kaist.ac.kr / Web. giving.kaist.ac.kr

KAIST이기에 도전할 수 있었던 혁신의 역사, 여러분의 참여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매월 1만원 이상의 정기 기부로 team KAIST의 멤버가 되어주십시오.

사진 촬영 후 1666 - 5095로  
전송하면 가입완료

성      명 주민번호  

약정 내용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          ) 만원

자동이체 

은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연  락  처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구      분

 재학생 학과 / 전공 입학                년

 동문 학과 / 전공 입학                년입학                년 학사 / 석사 / 박사

 학부모 학과 / 전공 입학                년 자녀이름
 교직원 부서 직위

 기업

 일반

20                  년                월                일

   ) 명 서 (                                        인 정 약

*세액공제를 위해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실 말씀

*
  *상상 이상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한
    KAIST challenge 300에 사용됩니다.



KAIST × challenge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상상 이상의 아름다운 변화,
KAIST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KAIST 발전재단    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Tel. 042.350.4500     Fax. 042.350.3500      E-mail. foundation@kaist.ac.kr      http://giving.ka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