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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가 개교 60주년이 되는 2031년에는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가치 창출 

세계 선도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담은 ‘KAIST 비전 2031’을 2018년 

3월 20일 학술문화관 정근모 컨퍼런스홀에서 선포했다. 

KAIST가 발표한 새 비전은 끊임없는 도전과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주요골자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하는 세계 선도대학으로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학문적 가치, 기술적 가

치, 경제적 가치를 선도적으로 창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며 이웃을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대학이 되고자 하고 있다. 

비전 성취를 위한 5대 혁신 전략으로는 ▲교육혁신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

치를 제고하는 창의 리더 양성 ▲연구혁신으로 인류와 국가의 난제 해결 연

구 ▲기술사업화혁신으로 기술가치창출 기업가형 대학 구축 ▲국제화혁신으

로 World Bridge KAIST ▲미래전략혁신으로 ‘문제해결 How’에서 ‘문제정의 

What’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5대 혁신전략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인류난제를 해결하려는 도전

(Challenge) 정신, 창발적 아이디어의 창의(Creativity) 정신, 포용과 존중의 

배려(Caring) 정신, 소위 ‘C³’ 정신을 KAIST 핵심가치이자 KAIST 인재상으

로 삼았다. 

신성철 총장은 “KAIST는 새로운 비전, 5대 혁신 전략, ‘C³’ 정신으로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과학기술혁신대학으로 우뚝 서,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고

양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초석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세계 10위권 ‘글로벌 가치 창출 세계 선도 대학’ 향한
‘KAIST 비전 2031’ 선포

KAIST 2031 비전선포식에는 전·현직 총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총장자문위원회 위원, 정부 관계자, 주한 대사 등 각계 각층의 인사가 

참석하여 KAIST 발전을 위한 응원의 힘을 보탰다.

KAIST는 개교 60주년이 되는 2031년에는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가치 창출 세계 선도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KAIST 비전 2031’을 선포했다.

KAIST 비전 2031을 선포하고 있는 신성철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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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가 ‘2018 로이터 랭킹-아시아 최고 혁신대학 75(Reuters Top 75: Asia’s Most Innovative Universities)’ 순위에

도 1위를 차지해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로이터 통신이 발표한  ‘2018 로이터 랭킹-아시아 최고 혁신대학 75’ 순위는 아시아 각 대학이 지난 2011년부터 2016

년 사이 발표한 학술논문 및 특허출원 실적 등 10개 평가지표가 반영된 결과이다. KAIST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1,000개의 특허를 제출해 79.8%의 특허 성공률을 보였다. 상업적 영향력 또한 5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

록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18 세계대학평가 순위에서 40위를 기록했

다. 세계대학평가 순위는 2017년도 41위보다 한 단계 상승했으며 이는 서울대(36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이

다. 특히 교원당 논문 피인용 수만 봤을 때 16위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KAIST가 지속가능한 연구혁신을 위한 ‘KAIST 초세대 협업 연구실’ 개소식을 2018년 4월 26일 대전 본원에서 

열었다.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초세대 협업연구실 제도는 그동안 교수가 은퇴하면 함께 사라지던 축적된 연구 업적, 노

하우 등의 학문적 유산을 후배 교수들이 계승, 발전해나가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세대를 뛰어넘어 상호 

보완적, 연속적 협력을 통해 학문의 대를 잇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구실에는 1명의 시니어 교수와 2~3명의 주니어 교수가 함께 협업 연구하며,  이번에 처음 선발된 두 팀은 생

명화학공학과 이상엽 특훈교수가 책임을 맡은 ‘시스템 대사공학 및 시스템 헬스케어’ 연구실과 기계공학과 성

형진 석좌교수가 책임을 맡은 ‘헬스케어 음향미세유체’ 연구실이다.

‘시스템 대사공학 및 시스템 헬스케어’ 연구실은 시스템 대사공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이상엽 특훈교수가 

책임교수를 맡고 같은 학과 김현욱 교수가 참여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세포 기술에 빅 데이터 및 인

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산업 화학물질 및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물질을 더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헬스케어 음향미세유체’ 연구실은 유체역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성형진 석좌교수가 책임교수를 맡고 같

은 학과 조연우 교수, 김형수 교수가 참

여한다. 고주파수 음파를 활용해 마이크

로-나노스케일에서 유동과 물체를 정교

하게 제어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자맞춤형 진단 및 질병 치

료를 위한 차세대 헬스케어 플랫폼 개

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KAIST, 아시아 혁신대학 3년 연속 1위
QS 2018 세계 대학 평가 40위 달성

학문의 대를 잇는 ‘초세대 협업 연구실’ 개소
시니어-주니어 교수 협업 연구 통해 지속 가능한 연구 풍토 조성

KAIST NEWS

KAIST NEWS

KAIST의 새로운 랜드마크, 학술문화관이 2018년 3월 

19일 개관했다. 

학술문화관은 기존의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학

술문화창의관’을 신축하여 하나로 연결, 학술과 연구를 

위한 공간인 동시에 과학과 문화가 융합되는 장소로 

활용된다. 학술문화관은 방대한 학술정보자원과 IT 인

프라를 활용해 전공을 넘나드는 협업과 창의적인 활동

으로 KAIST 구성원들의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나아가 

새로운 학문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술문화관에는 건물 위에 비스듬하게 얹어진 

벽돌색 직사각형 모양의 특이한 구조물이 눈에 띈다. 

학술문화창의관 5층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가 바로 

그것으로, 그 특이한 모양 덕분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초코바’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이 스카이라

운지는 정남쪽을 향해 있는데, 이곳에서 학교의 아름

다운 오리연못과 분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KAIST 새로운 랜드마크, 
학술문화관 개관
학술과 연구를 위한 공간이자, 
과학과 문화가 융합되는 
장소로 활용 기대

‘올해의 KAIST인’ 으로 선정된 박용근 교수(왼쪽)

KAIST는 2018년 1월 2일 물리학과 박용근 교수를 ‘2017년 올해의 

KAIST인’으로 선정했다. 수상의 영예를 거머쥔 박 교수는 홀로그래픽 

측정과 제어기술 개발 및 새로운 응용 분야 정립을 통해 KAIST의 위상

을 높였다.

2017년 ‘올해의 KAIST인’에 
물리학과 박용근 교수 선정

KAIST는 2018년 2월 23일 이루어진 

학위수여식에서 과학기술발전에 기여

한 공로를 인정해 권오현 삼성전자 대

표이사 회장 겸 삼성종합기술원 회장

에게 ‘명예경영학박사’학위를 수여하

였다. 

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권 회장은 삼성에서 33년간 재

임하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신화를 

최전선에서 이끌고 있다. 삼성의 반도

체 사업이 종합반도체 세계 1위를 달

성하고 삼성전자가 글로벌 초일류 기

업의 반열에 오르는데 구심점 역할을 

담당, 샐러리맨에서 출발해 최고경영

자 자리까지 오른 ‘샐러리맨의 신화’를 

이룬 인물로 꼽히고 있다.

권오현 동문, 
KAIST 
명예박사 수여

신성철 총장(오른쪽)과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권오현 동문(가운데)

이상엽 교수가 책임을 맡은 ‘시스템 대사공학 및 

시스템 헬스케어’ 연구실 현판식

성형진 교수가 책임을 맡은 

‘헬스케어 음향미세유체’ 연구실 현판식

Value Creator KAIST Magazine   Vol.2 _ 2018 상반기04 05



KAIST 
KAIST NEWS 

KAIST가 ‘2018 로이터 랭킹-아시아 최고 혁신대학 75(Reuters Top 75: Asia’s Most Innovative Universities)’ 순위에

도 1위를 차지해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로이터 통신이 발표한  ‘2018 로이터 랭킹-아시아 최고 혁신대학 75’ 순위는 아시아 각 대학이 지난 2011년부터 2016

년 사이 발표한 학술논문 및 특허출원 실적 등 10개 평가지표가 반영된 결과이다. KAIST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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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노스케일에서 유동과 물체를 정교

하게 제어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자맞춤형 진단 및 질병 치

료를 위한 차세대 헬스케어 플랫폼 개

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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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문화관은 기존의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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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학문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술문화관에는 건물 위에 비스듬하게 얹어진 

벽돌색 직사각형 모양의 특이한 구조물이 눈에 띈다. 

학술문화창의관 5층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가 바로 

그것으로, 그 특이한 모양 덕분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초코바’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이 스카이라

운지는 정남쪽을 향해 있는데, 이곳에서 학교의 아름

다운 오리연못과 분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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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과 연구를 위한 공간이자, 
과학과 문화가 융합되는 
장소로 활용 기대

‘올해의 KAIST인’ 으로 선정된 박용근 교수(왼쪽)

KAIST는 2018년 1월 2일 물리학과 박용근 교수를 ‘2017년 올해의 

KAIST인’으로 선정했다. 수상의 영예를 거머쥔 박 교수는 홀로그래픽 

측정과 제어기술 개발 및 새로운 응용 분야 정립을 통해 KAIST의 위상

을 높였다.

2017년 ‘올해의 KAIST인’에 
물리학과 박용근 교수 선정

KAIST는 2018년 2월 23일 이루어진 

학위수여식에서 과학기술발전에 기여

한 공로를 인정해 권오현 삼성전자 대

표이사 회장 겸 삼성종합기술원 회장

에게 ‘명예경영학박사’학위를 수여하

였다. 

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권 회장은 삼성에서 33년간 재

임하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신화를 

최전선에서 이끌고 있다. 삼성의 반도

체 사업이 종합반도체 세계 1위를 달

성하고 삼성전자가 글로벌 초일류 기

업의 반열에 오르는데 구심점 역할을 

담당, 샐러리맨에서 출발해 최고경영

자 자리까지 오른 ‘샐러리맨의 신화’를 

이룬 인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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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글로벌봉사단

아프리카로의 봉사활동도 벌써 두 번째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몽골로 다녀온 적

정기술 봉사가 인상깊게 남아서, 대학에 오기 전 나의 목표는 ‘대학생이 되면 해외 

봉사를 최대한 많이 가보자’였다. 그런 모토(motto)를 갖고 작년에 에티오피아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힘들었던 경험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밌었고 행복

한 기억만 남겨지고 있을 즈음, 우간다로 해외봉사를 가보기로 결심했다. 

출국 일자가 가까워질수록 한 달이라는 긴 공백기 동안 한국을 떠나 외딴 곳으로 

간다는 것이 후회되기도 했다. 하지만 우간다 해외 봉사를 다녀 오면서 너무나 소

중한 사람들을 만났고, 에티오피아 봉사와는 다르게 ‘처음 파견되는 글로벌 봉사

단’ 이라는 점이 나를 정금같이 단단하게 다잡아 주었다. 

전기및전자공학부 

17학번 

박민경 학우 

우간다에 도착했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생활에 필요

한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봉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 결국 함께했던 15명의 학생들과 함께 하루에 몇 번씩 회

의를 하면서 생활 환경을 직접 구축해 나갔다. 상황이 워낙 열

악하다 보니, 한국에서 준비해갔던 일정대로 봉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그곳에서 3주간 하기로 했던 우리의 수업은 실라버

스를 조금씩 조정해 가며 9번의 수업, 1번의 기말고사, 1번의 

수료식으로 진행되었다.

예상과는 다르게 하루하루가 이어졌지만 그것이 큰 문제는 아

니었다. 함께 간 4개의 팀들이 회의실에서 모여 즐겁게 수업을 

준비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함께 부대끼며 생활한다는 것

이 우리를 가족같이 만들어주었다. 다음날 있을 수업 준비를 하

면서 새벽 3시에 끓여 먹던 라면과 갑자기 튀어나온 바퀴벌레, 

그리고 새벽에 변기가 터져 한바탕 소동으로 끝난 물난리. 이런 

모든 즐거운 경험들은 우간다에서의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

들어주었고, 끈끈하게 만들어주었다. 

사실 준비해간 만큼 수업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이 열

심히 들어주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우간다 학생들은 우리

를 연예인처럼 신기하게 쳐다보았고, 우린 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 그 결과 좋은 우간다 친구들도 

사귈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봉사도 잘 마무리된 것 같다. 

봉사와 함께 2박 3일동안 문화탐방도 이루어졌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파리를 직접 경험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올 법

한 풍경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호텔 로비에 앉아있는데 

경비원이 오셔서 하마를 보여주겠다고 하고는 숙소 바로 앞에 

데려가 주시기도 하고, 다른 곳을 봤더니 원숭이가, 또 다른 언

덕을 보니 가젤이 있는 광경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 우간다

는 나에게 봉사, 문화탐방,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얻은 좋은 경

험이었고, 힘든 기억이 다 잊혀지리 만큼 친구들과 함께 고생했

기 때문에 더 갚지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우간다 
해외 봉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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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글로벌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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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사파리를 직접 경험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올 법

한 풍경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호텔 로비에 앉아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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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EEWS대학원 정유

성 교수(사진)가 아태이론 

및 계산화학회가 수여하는 

2018년도 ‘포플 메달’을 수

상했다. 포플 메달은 양자역

학 이론을 분자화학에 적용

하기 위한 계산방법론을 개

발한 공으로 1998년 노벨화

학상을 받은 존 포플 교수를 

기념해 2007년 처음 제정됐다. 이 상은 매년 아시아-태

평양 지역에서 연구업적이 우수한 만 45세 이하의 젊은 

이론계산화학자 1인에게 주어진다.

정 교수는 기존의 양자화학 계산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

시키는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고 이를 에너지 소재 개발

에 응용해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금까지 120편 이상의 논문을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

고 8,000회 이상의 피인용 횟수와 44의 H-지수를 기

록 중이다.

KAIST 의과학대학원 고규영 

특훈교수(사진)가 호암재단이 

4월 10일 발표한 ‘제28회 호암

상’ 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고 교수는 암 혈관을 없애는 

기존 치료법 대신 오히려 정상

화하는 역발상적 접근으로 항

암제 전달 효율성을 높여 암 성장과 전이를 줄이는 새 

원리를 제시한 공을 인정받았다. 

고 교수는 인간 장기의 모세혈관과 림프관의 숨겨진 특

성 규명을 통해 신약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암 혈

관 생성 관련 국제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다. 

KAIST 항공우주공학

과 방효충 교수 연구

팀이 제1회 큐브위성 

경연대회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최우수상)을 받았다.

연구팀은 국내에서 개최된 2012년 큐브위성 경연대회에 

참가해 최종 선발됐다. 이후 초소형위성인 큐브샛 LINK

를 개발하고 2017년 4월 발사한 후 임무를 수행하는 과

정까지 완료했다.

LINK는 벨기에 폰 카르만 인스티튜트에서 주관하는 

QB50 프로젝트의 하나로 개발됐다. 이는 큰 대기항력 

때문에 관측이 덜 이루어진 저고도 지구 대기를 개발비

용이 저렴한 큐브샛을 다수 발사해 관측하는 국제 공동 

프로젝트로 전 세계 23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했다. 큐브

샛 LINK는 2unit(20x10x10㎤) 크기로 무게가 약 2kg이

며 지구관측을 위해 이온-중성자 질량 분광기 및 랑뮈

어 탐침을 탑재했다. 랑뮈어 탐침은 KAIST 물리학과 

민경욱 교수 연구팀에서 개발했다.

KAIST 생명화학

공학과 이상엽 특

훈교수가 제11회 

‘조지 워싱턴 카

버 상’ 산업생명공

학 혁신상 수상자

로 선정됐다. 조지 워싱턴 카버 상은 매년 산업 생명공

학을 통해 바이오 기반 경제를 구축하고 친환경적, 지속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

된다. 이 상은 100여년 전 재생 가능한 농작물을 원료로 

바이오 제품과 에너지를 생산한 조지 워싱턴 카버의 뜻

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 특훈교수는 시스템대사공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해 비

식용 바이오매스로부터 화학물질, 연료, 재료를 생산하

는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미생물 공정을 개발했

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미국 국립과학원 외국회원과 

미국 공학한림원 외국회원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양대 

한림원 모두 선임된 외국 회원은 전 세계에 13명뿐이고, 

국내에서는 이 특훈교수가 유일하다. 

정유성 교수, 아태이론 및 
계산화학회 포플 메달 수상

고규영 특훈교수, 
제28회 호암상 수상

방효충 교수 연구팀, 제1회 큐브
위성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이상엽 특훈교수, 
조지 워싱턴 카버 상 수상

탄닌산으로 제조한 단백질 복합체가 심장 조직에 전달되는 모식도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인 심혈관계 질환. 심근경색과 같

은 질환이 대표적이며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생

활습관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많은 연구자가 이러한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화학 약물요법이나 치료용 단백질 

등을 개발하고 있지만, 수술과 카테터, 스텐트 삽입 등

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는 심장의 강한 운동성으로 인해 

정맥주사로 개발된 약물은 순환하는 동안 심장으로 전달

되는 효율이 급격하게 저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KAIST 화학과 이해신 교수(사

진) 연구팀이 와인의 탄닌산을 이용해 간단한 정맥주사

로 약물을 심장 조직에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과

일 껍질, 견과류 등에 다량 존재하는 탄닌산은 혀의 점

막 단백질과 결합해 떫은맛을 낸다. 연구팀은 이를 이용

해 치료용 단백질, 유전자 전달체인 바이러스 또는 기능

성 펩타이드 약물 등을 간단하게 섞어 입자화에 성공했

다. 입자화된 단백질 복합체 표면에 코팅된 탄닌산이 심

장의 기능 유지를 위해 밀집된 엘라스틴 및 콜라겐 단백

질과 강한 상호작용을 하며 심장 조직에 부착된 상태로 

오랜 시간 머무는 심장 표적화 기술이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예측모델 연구센터 김기석 박사 연

구팀과 공동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는 네이처 자매지 ‘네

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Nature Biomedical 

Engineering)’ 2018년 4월 30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색상을 자유롭게 바꾸거나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는 옷

이 나온다? 저비용의 간단한 공정으로 고성능 섬유형 웨

어러블 디스플레이 상용화의 길이 열렸다. KAIST 전기

및전자공학부 최경철 교수 연구팀은 지름이 90∼300μ

m(마이크로미터)로 머리카락보다 얇은 고성능 섬유형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이하 OLED) 제작에 성공했다.

권선일 박사과정(사진)이 주도한 이번 연구는 나노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나노 레터스(Nano Letters)’ 2017년 

12월 6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섬유에 적합한 OLED 소자 구조 설계와 3차원 

섬유 구조에 적합한 딥 코팅 공정을 통해 평판 제작물에 

버금가는 고효율, 고수명의 OLED를 개발했다. 이 기술

은 OLED 구조를 그대로 섬유에 적용해도 성능 저하가 

없고 11cd/A(암페어) 이상의 효율을 보였다. 개발한 섬

유형 OLED는 4.3%의 기계적 변형률에도 성능이 잘 유

지되고, 직물에 직조에도 문제가 없었다. 또한, 105℃ 

이하의 저온 공정이 가능해 열에 약한 일반 섬유에도 적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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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형 OLED를 직조해 구동한 모습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에 
OLED 제작 성공,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상용화 
길 열린다

와인의 떫은맛 
‘탄닌산ʼ으로 심혈관계 
질환 치료 돕는다, 
정맥주사로 
심장에 약물 전달

KAIST 
Amazing KAIS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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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교수(사진)가 아태이론 

및 계산화학회가 수여하는 

2018년도 ‘포플 메달’을 수

상했다. 포플 메달은 양자역

학 이론을 분자화학에 적용

하기 위한 계산방법론을 개

발한 공으로 1998년 노벨화

학상을 받은 존 포플 교수를 

기념해 2007년 처음 제정됐다. 이 상은 매년 아시아-태

평양 지역에서 연구업적이 우수한 만 45세 이하의 젊은 

이론계산화학자 1인에게 주어진다.

정 교수는 기존의 양자화학 계산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

시키는 알고리즘들을 개발하고 이를 에너지 소재 개발

에 응용해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금까지 120편 이상의 논문을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

고 8,000회 이상의 피인용 횟수와 44의 H-지수를 기

록 중이다.

KAIST 의과학대학원 고규영 

특훈교수(사진)가 호암재단이 

4월 10일 발표한 ‘제28회 호암

상’ 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고 교수는 암 혈관을 없애는 

기존 치료법 대신 오히려 정상

화하는 역발상적 접근으로 항

암제 전달 효율성을 높여 암 성장과 전이를 줄이는 새 

원리를 제시한 공을 인정받았다. 

고 교수는 인간 장기의 모세혈관과 림프관의 숨겨진 특

성 규명을 통해 신약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암 혈

관 생성 관련 국제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다. 

KAIST 항공우주공학

과 방효충 교수 연구

팀이 제1회 큐브위성 

경연대회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최우수상)을 받았다.

연구팀은 국내에서 개최된 2012년 큐브위성 경연대회에 

참가해 최종 선발됐다. 이후 초소형위성인 큐브샛 LINK

를 개발하고 2017년 4월 발사한 후 임무를 수행하는 과

정까지 완료했다.

LINK는 벨기에 폰 카르만 인스티튜트에서 주관하는 

QB50 프로젝트의 하나로 개발됐다. 이는 큰 대기항력 

때문에 관측이 덜 이루어진 저고도 지구 대기를 개발비

용이 저렴한 큐브샛을 다수 발사해 관측하는 국제 공동 

프로젝트로 전 세계 23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했다. 큐브

샛 LINK는 2unit(20x10x10㎤) 크기로 무게가 약 2kg이

며 지구관측을 위해 이온-중성자 질량 분광기 및 랑뮈

어 탐침을 탑재했다. 랑뮈어 탐침은 KAIST 물리학과 

민경욱 교수 연구팀에서 개발했다.

KAIST 생명화학

공학과 이상엽 특

훈교수가 제11회 

‘조지 워싱턴 카

버 상’ 산업생명공

학 혁신상 수상자

로 선정됐다. 조지 워싱턴 카버 상은 매년 산업 생명공

학을 통해 바이오 기반 경제를 구축하고 친환경적, 지속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

된다. 이 상은 100여년 전 재생 가능한 농작물을 원료로 

바이오 제품과 에너지를 생산한 조지 워싱턴 카버의 뜻

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 특훈교수는 시스템대사공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해 비

식용 바이오매스로부터 화학물질, 연료, 재료를 생산하

는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미생물 공정을 개발했

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미국 국립과학원 외국회원과 

미국 공학한림원 외국회원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양대 

한림원 모두 선임된 외국 회원은 전 세계에 13명뿐이고, 

국내에서는 이 특훈교수가 유일하다. 

정유성 교수, 아태이론 및 
계산화학회 포플 메달 수상

고규영 특훈교수, 
제28회 호암상 수상

방효충 교수 연구팀, 제1회 큐브
위성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이상엽 특훈교수, 
조지 워싱턴 카버 상 수상

탄닌산으로 제조한 단백질 복합체가 심장 조직에 전달되는 모식도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인 심혈관계 질환. 심근경색과 같

은 질환이 대표적이며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생

활습관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많은 연구자가 이러한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화학 약물요법이나 치료용 단백질 

등을 개발하고 있지만, 수술과 카테터, 스텐트 삽입 등

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는 심장의 강한 운동성으로 인해 

정맥주사로 개발된 약물은 순환하는 동안 심장으로 전달

되는 효율이 급격하게 저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KAIST 화학과 이해신 교수(사

진) 연구팀이 와인의 탄닌산을 이용해 간단한 정맥주사

로 약물을 심장 조직에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과

일 껍질, 견과류 등에 다량 존재하는 탄닌산은 혀의 점

막 단백질과 결합해 떫은맛을 낸다. 연구팀은 이를 이용

해 치료용 단백질, 유전자 전달체인 바이러스 또는 기능

성 펩타이드 약물 등을 간단하게 섞어 입자화에 성공했

다. 입자화된 단백질 복합체 표면에 코팅된 탄닌산이 심

장의 기능 유지를 위해 밀집된 엘라스틴 및 콜라겐 단백

질과 강한 상호작용을 하며 심장 조직에 부착된 상태로 

오랜 시간 머무는 심장 표적화 기술이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예측모델 연구센터 김기석 박사 연

구팀과 공동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는 네이처 자매지 ‘네

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Nature Biomedical 

Engineering)’ 2018년 4월 30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색상을 자유롭게 바꾸거나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는 옷

이 나온다? 저비용의 간단한 공정으로 고성능 섬유형 웨

어러블 디스플레이 상용화의 길이 열렸다. KAIST 전기

및전자공학부 최경철 교수 연구팀은 지름이 90∼300μ

m(마이크로미터)로 머리카락보다 얇은 고성능 섬유형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이하 OLED) 제작에 성공했다.

권선일 박사과정(사진)이 주도한 이번 연구는 나노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나노 레터스(Nano Letters)’ 2017년 

12월 6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섬유에 적합한 OLED 소자 구조 설계와 3차원 

섬유 구조에 적합한 딥 코팅 공정을 통해 평판 제작물에 

버금가는 고효율, 고수명의 OLED를 개발했다. 이 기술

은 OLED 구조를 그대로 섬유에 적용해도 성능 저하가 

없고 11cd/A(암페어) 이상의 효율을 보였다. 개발한 섬

유형 OLED는 4.3%의 기계적 변형률에도 성능이 잘 유

지되고, 직물에 직조에도 문제가 없었다. 또한, 105℃ 

이하의 저온 공정이 가능해 열에 약한 일반 섬유에도 적

용할 수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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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형 OLED를 직조해 구동한 모습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에 
OLED 제작 성공,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상용화 
길 열린다

와인의 떫은맛 
‘탄닌산ʼ으로 심혈관계 
질환 치료 돕는다, 
정맥주사로 
심장에 약물 전달

KAIST 
Amazing KAIS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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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사업은 총학생회 국제사무국에서 진행하는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로 해외 명문대학 총학생회와 교류 및 연수를 진행하는 프

로그램입니다. 해외 문화 탐방 및 해외 대학생들과 각 대학교의 시

설 및 환경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KAIST의 이점과 동시에 미래 발

전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고 진로 탐색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

적인 목표입니다. 

올해의 경우 싱가포르국립대(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NUS) 총학생회와 총학생회의 구조, 재학생의 혜택, 

각 대학의 특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대학별 역사 및 문화교

류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기획부터 진행

KAIST총학생회 국제사무국에서는 매해 해외 명문대학 총학생회와 교류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해외대학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해외 경험이 없거나 유학에 관심이 있

는 KAIST 학우들에게 문화 탐방과 현지 대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업에는 올해에도 35명의 학생이 함께했다. 2018년 해외연수사업을 담당하여 

여름방학 동안 싱가포르국립대학교를 다녀온 총학생회 국제사무국장 고명찬 학우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까지 담당자로 참여하게 되어, 힘들었지만 현지 대학생들에게 와

줘서 ‘고맙다,’ ‘유익한 시간이었다.’ 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참

가 학우분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들었을 때의 뿌듯함은 가슴속에 

오래오래 남아있을 것만 같습니다. 

공식일정 이후 NUS 총학생회의 교류사업 담당자와 서로 편안한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이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

다. 가장 자극이 많이 됐던 이야기는 그 친구에게 NUS 총학생회

에서 ‘네가 하는 역할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였습니다. KAIST

보다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외국인 비율이 더 높

은 학교에서 국제사무국과 같은 부서의 하는 일이 궁금했었고, 제

가 받은 대답은 저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NUS 총학생회의 

Global Relations 부서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해외 대학 총학생회 방문을 호스팅하는 것과 연대하고 있는 해외

대학 총학생회들과의 미팅이 있을 때 출장을 간다는 것이었습니

다. 저는 여기서 적잖은 충격과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타 대학 

총학생회의 비슷한 부서가 하는 일의 스케일이 이렇게 비교될 거

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것이죠. 이날부터 지금까지도 KAIST 학부

총학생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을 하게 만

든 트리거(Trigger)가 되고 있습니다. 

NUS 학생사회와 KAIST 학생사회의 가장 큰 차이는 제도적인 부

분이었습니다. NUS 총학생회 임원직은 학생회칙뿐만 아니라 싱

가포르 법령으로 정의가 된 자리입니다. 나중에 정계로 나갈 수도 

있는 좋은 발판이라 NUS 학생사회에서 임원직을 역임한다는 것

에 많은 사람들이 메리트를 느끼고 갈망한다고 합니다. 학생회비 

납부액은 24 싱가포르 달러로(약 20,400원) KAIST와 비슷하지

만, 학생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외부 기업들에서 스폰서를 많이 

받아 1년에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관리하고 사용한다고 합니

다. 아무래도 4만명에 가까운 학생들로부터 학생회비를 받고 사용

하다 보니 캠퍼스 내에 많은 공공시설을 학생회 돈으로 건설한다

고 합니다. 인상 깊었던 것 중 한 가지는 우기가 잦은 싱가포르에

서 학생들이 비를 안 맞고 다닐 수 있도록 모든 캠퍼스에서 버스정

류장으로 가는 길에 천장을 설치한 점이었습니다. 

올해 총학생회 국제사무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내 문화적 융합 

및 친목입니다. 현재 KAIST 학생 10명 중 1명은 국제학우이며 매

년 국제학생 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계

기로, 외국인 학우와 한국인 학우간 친목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외국인 학우에게 선뜻 먼

저 다가가기 힘든 게 당연하지만,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도 같은 공간에서 삶의 터를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인

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문화권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문화에 적응해야 하며 타지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심리적으로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혹여나 외국인 학생

들과 마주치고 같은 공간에서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면 먼저 다가

가 보는 게 어떨까요? 

싱가포르에서의 5일, 
학생 자치의
다양한 방향성과 가치의 확인

2018 KAIST-NUS 총학 교류사업 방문기
국제사무국장 고명찬 학우 (기계공학과 16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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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ian Story

해외연수사업은 총학생회 국제사무국에서 진행하는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로 해외 명문대학 총학생회와 교류 및 연수를 진행하는 프

로그램입니다. 해외 문화 탐방 및 해외 대학생들과 각 대학교의 시

설 및 환경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KAIST의 이점과 동시에 미래 발

전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고 진로 탐색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

적인 목표입니다. 

올해의 경우 싱가포르국립대(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NUS) 총학생회와 총학생회의 구조, 재학생의 혜택, 

각 대학의 특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대학별 역사 및 문화교

류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기획부터 진행

KAIST총학생회 국제사무국에서는 매해 해외 명문대학 총학생회와 교류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해외대학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해외 경험이 없거나 유학에 관심이 있

는 KAIST 학우들에게 문화 탐방과 현지 대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업에는 올해에도 35명의 학생이 함께했다. 2018년 해외연수사업을 담당하여 

여름방학 동안 싱가포르국립대학교를 다녀온 총학생회 국제사무국장 고명찬 학우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까지 담당자로 참여하게 되어, 힘들었지만 현지 대학생들에게 와

줘서 ‘고맙다,’ ‘유익한 시간이었다.’ 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참

가 학우분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들었을 때의 뿌듯함은 가슴속에 

오래오래 남아있을 것만 같습니다. 

공식일정 이후 NUS 총학생회의 교류사업 담당자와 서로 편안한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이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

다. 가장 자극이 많이 됐던 이야기는 그 친구에게 NUS 총학생회

에서 ‘네가 하는 역할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였습니다. KAIST

보다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외국인 비율이 더 높

은 학교에서 국제사무국과 같은 부서의 하는 일이 궁금했었고, 제

가 받은 대답은 저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NUS 총학생회의 

Global Relations 부서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해외 대학 총학생회 방문을 호스팅하는 것과 연대하고 있는 해외

대학 총학생회들과의 미팅이 있을 때 출장을 간다는 것이었습니

다. 저는 여기서 적잖은 충격과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타 대학 

총학생회의 비슷한 부서가 하는 일의 스케일이 이렇게 비교될 거

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것이죠. 이날부터 지금까지도 KAIST 학부

총학생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을 하게 만

든 트리거(Trigger)가 되고 있습니다. 

NUS 학생사회와 KAIST 학생사회의 가장 큰 차이는 제도적인 부

분이었습니다. NUS 총학생회 임원직은 학생회칙뿐만 아니라 싱

가포르 법령으로 정의가 된 자리입니다. 나중에 정계로 나갈 수도 

있는 좋은 발판이라 NUS 학생사회에서 임원직을 역임한다는 것

에 많은 사람들이 메리트를 느끼고 갈망한다고 합니다. 학생회비 

납부액은 24 싱가포르 달러로(약 20,400원) KAIST와 비슷하지

만, 학생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외부 기업들에서 스폰서를 많이 

받아 1년에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관리하고 사용한다고 합니

다. 아무래도 4만명에 가까운 학생들로부터 학생회비를 받고 사용

하다 보니 캠퍼스 내에 많은 공공시설을 학생회 돈으로 건설한다

고 합니다. 인상 깊었던 것 중 한 가지는 우기가 잦은 싱가포르에

서 학생들이 비를 안 맞고 다닐 수 있도록 모든 캠퍼스에서 버스정

류장으로 가는 길에 천장을 설치한 점이었습니다. 

올해 총학생회 국제사무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내 문화적 융합 

및 친목입니다. 현재 KAIST 학생 10명 중 1명은 국제학우이며 매

년 국제학생 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계

기로, 외국인 학우와 한국인 학우간 친목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외국인 학우에게 선뜻 먼

저 다가가기 힘든 게 당연하지만,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도 같은 공간에서 삶의 터를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인

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문화권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문화에 적응해야 하며 타지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심리적으로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혹여나 외국인 학생

들과 마주치고 같은 공간에서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면 먼저 다가

가 보는 게 어떨까요? 

싱가포르에서의 5일, 
학생 자치의
다양한 방향성과 가치의 확인

2018 KAIST-NUS 총학 교류사업 방문기
국제사무국장 고명찬 학우 (기계공학과 16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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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호 _ 얼마 전부터 생명과학과의 전상용 교수님 바이오나노의약 연구실에서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URP)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KAIST를 졸업하고 해외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서 더 넓은 환

경에서 관련 분야의 공부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한규범 _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영화/영상, 시나리오, 사진, 게임개발, 창업 등 다양한 것을 공부하고 도전할 생각입니

다. 또,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 주저 없이 시도해 볼 것입니다. 물론 병역에 대한 고민도 해야겠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정원호 _ 17년도 봄, 학교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문제적 남자> KAIST 특집 출연자를 지원받는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보고 문득 떠오른 것은 <문제적 남자>에 죽고 못 사는 1학년 때의 룸메이트였습니다. 자주 <문제적 남자>에서 나온 

문제 중에 인상 깊었던 문제들은 캡처해 두었다가 저를 포함한 반 친구들에게 풀게 했던 그 친구 덕분에 저도 어느 정도 <문

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TV는커녕 카메라 앞에도 많이 서보지 않은 저로서 이런 인기 프로그

램에 출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팀으로 신청해도 된다는 글을 보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때 제가 상상했

었던 KAIST 특집은 <문제적 남자> 100회 특집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출연하면 덜 긴장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원서를 그 친구와 함께 2인조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일련의 사

건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규범 _ KAIST 특집 문제적 남자 지원 마감일이 제 생일 전날이었습니다. 제 생일을 미리 축하해주던 친구들과 놀고 있던 

중 친구의 제안으로 다 같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저를 포함해 2명만 서류를 붙었고, 또 면접에서 저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나요?Q
A

한규범 _ 별 부담 없이 즐기는 마음으로 참여하여서 문제를 푸는데 큰 의의를 두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문제적 남자에 나오

는 문제들을 못 풀기도 해서 스스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촬영 다음에 시험이 있어 시험공부를 하

느라 바빴습니다.

정원호 _ 출연이 확정되고 난 뒤 굉장히 많은 <문제적 남자> 기출 문제들을 찾아서 풀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

의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는 퍼즐 게임들을 다운 받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출연 전 예상문제 같은 것들을 예측해 보기도 했나요?Q
A

정원호 _ <문제적 남자> KAIST 특집에서 제가 주기율 게임과 함께 소개되며 ‘화학화학(?)’한 이미지로 방송에 나오게 되었

는데, 실은 저는 화학보다는 생명과학이 더 좋습니다. 방송에서 화제가 된 그 문제의 주기율 게임은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같이 지원을 하였던 화학과 친구가 만든 것이랍니다! 골수 화학과인 그 친구는 주기율표를 다 외우고 있어서 그런 게임을 

생각해냈겠지만, 그 친구는 떨어지고 제가 방송에 나가게 되면서 방송을 위해 주기율표를 다 외우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덕분에 방송 출연 이후 들었던 주기율표를 암기해야 하는 몇몇 화학과 전공과목들은 좀 편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규범 _ 제작진이 저를 뽑은 이유를 제가 핑크색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옷을 핑크색으로 입고 나와 달라 요청하였

습니다. 핑크색을 좋아하여 핑크색 옷 몇 벌 가지고 있고 핑크색으로 머리도 염색하였지만, 이렇게 ‘안 어울리게’ 핑크색으

로 입어달라는 요청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핑크색 옷을 거의 입고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촬영 

후 많이 놀림을 받기도 했고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Q
A

Q

정원호 _ 사실 첫 출연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만큼 대단한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면접에서 말을 똑 부러

지게 한 것도 아닌데 심지어 그 많던 지원자 중에서 뽑힌 출연자가 6명이라니. 믿기지 않았던 만큼 긴장도 많이 한 것 같습

니다. 다른 출연자들에 비해서 말도 많이 못했을 뿐더러 촬영하는 그 시간을 즐기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

던 것 같습니다. 3주년 특집의 출연은 이 아쉬움을 채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문제들도 KAIST 편보다 

3주년 특집이 더 다양하고 창의적이어서 재미있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여 문제 하나를 

풀어내는 짜릿한 기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송으로 보여질 분량을 위해서 몇 배의 시간 동안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며 방송인들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규범 _ 가족여행에 가 있을 때 제작진 분께 출연요청 연락을 받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문제밖에 풀지 않았던 제가 

특별한 3주년 특집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덕분에 방송국 세트장도 가보고, 연예인분들도 한 번 더 만날 

수 있었고, 방송을 한 번 더 체험하는 것 등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연예인분들도 진짜 고생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었

고, 또 대단한 게스트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 넓은 세상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기도 했습니다.

KAIST 편에 이어 3주년 특집방송까지 다시 한 번 출연했는데, 출연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Q
A

한규범 _ KAIST에 입학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KAIST는 이공계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곳

이고, 그렇기에 입학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지원자들의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공부

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순간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확고

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그 수는 적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되지 못함에 힘들어하지 말고,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원호 _ KAIST는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해외 인턴, 기술 창업 교육 등, 이공계 학생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다양

한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KAIST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원하는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꿈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어 실력을 미리 키워두시길 추천합니다. KAIST의 대부분의 수업들은 영어로 진행되며 뿐만 아니라 논문을 읽거나 

외국 학생들과 교류할 때 영어가 절실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학할 때 보는 영어 시험을 통과하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영어 과목도 면제받을 수 있으니 미리 영어를 공부해두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송을 보고 KAIST에 입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Q
A

A

01 첫 출연 당시 KAIST 참가자 6인과 연기자들

02 3주년 특집방송 출연자들과 함께한 정원호(왼쪽)학우와 

 한규범(오른쪽) 학우

01 02

KAIST의 ‘문제적 남자’ 
화학과 16학번 정원호 학우·전산학부 17학번 한규범 학우

2017년 4월 tvN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뇌섹시대-문제적 남자‘가 KAIST로 찾아와 KAIST 

학우 6인과 함께 봄맞이 대학특집 방송을 했다. 이 방송에 출연했던 정원호, 한규범 학우

는 3주년 기념 특집 방송에서 다시 한 번 출연해 반가운 모습을 보였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온 두 학우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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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호 _ 얼마 전부터 생명과학과의 전상용 교수님 바이오나노의약 연구실에서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URP)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KAIST를 졸업하고 해외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서 더 넓은 환

경에서 관련 분야의 공부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한규범 _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영화/영상, 시나리오, 사진, 게임개발, 창업 등 다양한 것을 공부하고 도전할 생각입니

다. 또,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 주저 없이 시도해 볼 것입니다. 물론 병역에 대한 고민도 해야겠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정원호 _ 17년도 봄, 학교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문제적 남자> KAIST 특집 출연자를 지원받는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보고 문득 떠오른 것은 <문제적 남자>에 죽고 못 사는 1학년 때의 룸메이트였습니다. 자주 <문제적 남자>에서 나온 

문제 중에 인상 깊었던 문제들은 캡처해 두었다가 저를 포함한 반 친구들에게 풀게 했던 그 친구 덕분에 저도 어느 정도 <문

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TV는커녕 카메라 앞에도 많이 서보지 않은 저로서 이런 인기 프로그

램에 출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팀으로 신청해도 된다는 글을 보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때 제가 상상했

었던 KAIST 특집은 <문제적 남자> 100회 특집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출연하면 덜 긴장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원서를 그 친구와 함께 2인조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일련의 사

건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규범 _ KAIST 특집 문제적 남자 지원 마감일이 제 생일 전날이었습니다. 제 생일을 미리 축하해주던 친구들과 놀고 있던 

중 친구의 제안으로 다 같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저를 포함해 2명만 서류를 붙었고, 또 면접에서 저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나요?Q
A

한규범 _ 별 부담 없이 즐기는 마음으로 참여하여서 문제를 푸는데 큰 의의를 두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문제적 남자에 나오

는 문제들을 못 풀기도 해서 스스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촬영 다음에 시험이 있어 시험공부를 하

느라 바빴습니다.

정원호 _ 출연이 확정되고 난 뒤 굉장히 많은 <문제적 남자> 기출 문제들을 찾아서 풀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

의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는 퍼즐 게임들을 다운 받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출연 전 예상문제 같은 것들을 예측해 보기도 했나요?Q
A

정원호 _ <문제적 남자> KAIST 특집에서 제가 주기율 게임과 함께 소개되며 ‘화학화학(?)’한 이미지로 방송에 나오게 되었

는데, 실은 저는 화학보다는 생명과학이 더 좋습니다. 방송에서 화제가 된 그 문제의 주기율 게임은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같이 지원을 하였던 화학과 친구가 만든 것이랍니다! 골수 화학과인 그 친구는 주기율표를 다 외우고 있어서 그런 게임을 

생각해냈겠지만, 그 친구는 떨어지고 제가 방송에 나가게 되면서 방송을 위해 주기율표를 다 외우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덕분에 방송 출연 이후 들었던 주기율표를 암기해야 하는 몇몇 화학과 전공과목들은 좀 편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규범 _ 제작진이 저를 뽑은 이유를 제가 핑크색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옷을 핑크색으로 입고 나와 달라 요청하였

습니다. 핑크색을 좋아하여 핑크색 옷 몇 벌 가지고 있고 핑크색으로 머리도 염색하였지만, 이렇게 ‘안 어울리게’ 핑크색으

로 입어달라는 요청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핑크색 옷을 거의 입고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촬영 

후 많이 놀림을 받기도 했고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Q
A

Q

정원호 _ 사실 첫 출연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만큼 대단한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면접에서 말을 똑 부러

지게 한 것도 아닌데 심지어 그 많던 지원자 중에서 뽑힌 출연자가 6명이라니. 믿기지 않았던 만큼 긴장도 많이 한 것 같습

니다. 다른 출연자들에 비해서 말도 많이 못했을 뿐더러 촬영하는 그 시간을 즐기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

던 것 같습니다. 3주년 특집의 출연은 이 아쉬움을 채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문제들도 KAIST 편보다 

3주년 특집이 더 다양하고 창의적이어서 재미있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여 문제 하나를 

풀어내는 짜릿한 기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송으로 보여질 분량을 위해서 몇 배의 시간 동안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며 방송인들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규범 _ 가족여행에 가 있을 때 제작진 분께 출연요청 연락을 받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문제밖에 풀지 않았던 제가 

특별한 3주년 특집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덕분에 방송국 세트장도 가보고, 연예인분들도 한 번 더 만날 

수 있었고, 방송을 한 번 더 체험하는 것 등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연예인분들도 진짜 고생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었

고, 또 대단한 게스트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 넓은 세상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기도 했습니다.

KAIST 편에 이어 3주년 특집방송까지 다시 한 번 출연했는데, 출연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Q
A

한규범 _ KAIST에 입학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KAIST는 이공계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곳

이고, 그렇기에 입학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지원자들의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공부

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순간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확고

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그 수는 적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되지 못함에 힘들어하지 말고,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원호 _ KAIST는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해외 인턴, 기술 창업 교육 등, 이공계 학생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다양

한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KAIST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원하는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꿈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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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베트남으로 향하다

저는 자연에서 다양한 생명체들을 발견하고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

무래도 집이 강원도라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산과 들에서 야생 동, 식물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외에서 생명체를 탐구

하는 것이 좋아졌고, 자연과학과 생명과학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KAIST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생명체를 다루는 내용을 학부 과정에서는 자세히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캠퍼스 내의 이런저

런 동식물들을 살펴보면서 재미를 찾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학과에서 베

트남 열대 산지에서 베트남 학생들과 생태 실습을 진행한다는 공지를 보았고, 

주저 없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일주일

7일 동안 베트남 북부 산지인 ‘탐 다오 국립공원’에서 베트남 하노이 대학

교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생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탐 다오 국립공

원은 하노이에서 북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발 

1,000m 이상의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습은 하루에 한 주제씩 진행되었

는데, 각각 육상곤충, 수서곤충, 종 다양성, 식물, 어류/양서류/파충류, 조류/

포유류, 균류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마다 실습하는 내용은 조금씩 다

르지만, 기본적인 틀은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학생들이 한 곳에 집결하면 교

수님께서 조를 배정하고, 채집 방법과 주의사항, 간단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을 진행합니다. 곧 이어서 채집 도구들을 준비하고, 그대로 야생의 정글

로 이동합니다. 정글에서 조원들과 함께 생명체를 채집하면, 돌아와서 이를 

분류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이었습니다. 7일간의 실습이 끝나고, 마지

막 날에는 하노이로 돌아와 하노이 대학의 표본실을 둘러보고, 하롱베이에서 

하루 관광을 한 뒤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것들을 배

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학생이 여름방학 동안 인턴을 가고, 개별연구를 하고, 여행 등으로 바쁘다.

하지만 정성준 학우는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번 여름방학을 보내기로 했다.

베트남 하노이대학에서 진행하는 ‘열대종 다양성 실습(Tropical Biodiversity)’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정성준 학우는 일주일 동안 직접 베트남의 열대우림에서 다양한 채집과 분류를 하는 실습을 하고 돌아왔다.

소신 있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 나아가고 있는 정성준 학우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여름방학 베트남에서 열대종 다양성 
실습하고 돌아온 
정성준 학우 (생명과학과 16학번)

01 하노이 대학교 생물학과 국제반 학생들과 함께

02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Nguyen Trung Thanh 

 교수(왼쪽)와 학생들

03 채집한 Parantica 속의 나비

04 탐 다오 국립공원에서 내려다 본 밀림

01 02 03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생물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없는 생명체들이 자

연에는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

버지께서는 나들이를 갈 때면 “저 나무는 무슨 나무다, 

저 풀은 무슨 풀이다” 하시며 식물 이름을 가르쳐주시곤 

했습니다. 그냥 연두색 풀 무더기처럼 보이는데도, 아버

지께서 가리키신 방향에는 꼭 아름다운 특징을 가진 식물

이 있었습니다. 자연에 정말 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각각 다 구별되는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연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다니게 되

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을 관찰하면 할수록 신기한 생명

체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생명체의 움직임을 주의 깊

게 살피면, 색다른 행동 양상을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생명과학을 

전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장인을 꿈꾸다

실습을 하는 일주일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두말할 것

도 없이 정글 탐험이었습니다. 채집을 하기 위해서 밀림

으로 이동하는데, 길이 없는 가파른 곳이나, 물이 흐르는 

계곡을 헤쳐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반바지

만 챙겨간 바람에 온갖 풀과 나뭇가지에 긁히고, 거머리

와 모기에 뜯기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밀림이 그 정도

로 빽빽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다음부터는 꼭 긴 바지를 

챙겨가야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 훨씬 많았습니다. 종 다양성이 얼

마나 중요한지, 이를 어떻게 정량화하고 연구할 수 있는

지도 배우고, 일반적인 동식물 채집 방법과 요령을 구체

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아주 유익했습니다. 우리나

라에서 서식하는 생명체와는 사뭇 다른 종들을 보는 것

도 즐거웠습니다. 많은 경험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자면, 마지막 날에 방문한 하노이 대학 내의 식물 

표본실을 꼽고 싶습니다. 그곳에는 여든을 훌쩍 넘긴 교

수님께서 도감이 빼곡하게 꽂힌 방에 앉아계셨습니다. 우

리에게 아주 열정적인 목소리로 식물 표본 만드는 법부터 

채집하는 법, 도감을 보고 식물을 동정하는 법 등을 설명

해주시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연구실 옆방에는 교수님

께서 지금까지 채집한 식물 표본들이 담긴 상자들이 가득

했는데, 그 열정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서 연구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한 분야

에 바친 대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한 분야의 

장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찰하는 재미

같은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우리 주

위의 생명체들을 관찰하는 재미를 알았으면 합니다. 언

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관찰하다 보

면 생각보다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들을 잘 기억해두었다가 연구와 실험을 하다 보면 새로운 

발견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이색적인 자

연환경과 생명체들을 경험하고 싶다면 열대 실습에 꼭 참

여해 보길 권합니다.

제 꿈은 한 분야의 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 분야를 연

구하는 사람들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

니다. 인기나 유행을 좇아 연구하기보다, 제가 하고 싶은 

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가 될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

습니다. 그때까지 더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를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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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베트남으로 향하다

저는 자연에서 다양한 생명체들을 발견하고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

무래도 집이 강원도라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산과 들에서 야생 동, 식물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외에서 생명체를 탐구

하는 것이 좋아졌고, 자연과학과 생명과학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KAIST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생명체를 다루는 내용을 학부 과정에서는 자세히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캠퍼스 내의 이런저

런 동식물들을 살펴보면서 재미를 찾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학과에서 베

트남 열대 산지에서 베트남 학생들과 생태 실습을 진행한다는 공지를 보았고, 

주저 없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일주일

7일 동안 베트남 북부 산지인 ‘탐 다오 국립공원’에서 베트남 하노이 대학

교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생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탐 다오 국립공

원은 하노이에서 북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발 

1,000m 이상의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습은 하루에 한 주제씩 진행되었

는데, 각각 육상곤충, 수서곤충, 종 다양성, 식물, 어류/양서류/파충류, 조류/

포유류, 균류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마다 실습하는 내용은 조금씩 다

르지만, 기본적인 틀은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학생들이 한 곳에 집결하면 교

수님께서 조를 배정하고, 채집 방법과 주의사항, 간단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을 진행합니다. 곧 이어서 채집 도구들을 준비하고, 그대로 야생의 정글

로 이동합니다. 정글에서 조원들과 함께 생명체를 채집하면, 돌아와서 이를 

분류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이었습니다. 7일간의 실습이 끝나고, 마지

막 날에는 하노이로 돌아와 하노이 대학의 표본실을 둘러보고, 하롱베이에서 

하루 관광을 한 뒤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것들을 배

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학생이 여름방학 동안 인턴을 가고, 개별연구를 하고, 여행 등으로 바쁘다.

하지만 정성준 학우는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번 여름방학을 보내기로 했다.

베트남 하노이대학에서 진행하는 ‘열대종 다양성 실습(Tropical Biodiversity)’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정성준 학우는 일주일 동안 직접 베트남의 열대우림에서 다양한 채집과 분류를 하는 실습을 하고 돌아왔다.

소신 있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 나아가고 있는 정성준 학우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여름방학 베트남에서 열대종 다양성 
실습하고 돌아온 
정성준 학우 (생명과학과 16학번)

01 하노이 대학교 생물학과 국제반 학생들과 함께

02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Nguyen Trung Thanh 

 교수(왼쪽)와 학생들

03 채집한 Parantica 속의 나비

04 탐 다오 국립공원에서 내려다 본 밀림

01 02 03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생물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없는 생명체들이 자

연에는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

버지께서는 나들이를 갈 때면 “저 나무는 무슨 나무다, 

저 풀은 무슨 풀이다” 하시며 식물 이름을 가르쳐주시곤 

했습니다. 그냥 연두색 풀 무더기처럼 보이는데도, 아버

지께서 가리키신 방향에는 꼭 아름다운 특징을 가진 식물

이 있었습니다. 자연에 정말 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각각 다 구별되는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연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다니게 되

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을 관찰하면 할수록 신기한 생명

체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생명체의 움직임을 주의 깊

게 살피면, 색다른 행동 양상을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생명과학을 

전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장인을 꿈꾸다

실습을 하는 일주일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두말할 것

도 없이 정글 탐험이었습니다. 채집을 하기 위해서 밀림

으로 이동하는데, 길이 없는 가파른 곳이나, 물이 흐르는 

계곡을 헤쳐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반바지

만 챙겨간 바람에 온갖 풀과 나뭇가지에 긁히고, 거머리

와 모기에 뜯기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밀림이 그 정도

로 빽빽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다음부터는 꼭 긴 바지를 

챙겨가야겠다고 수도 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 훨씬 많았습니다. 종 다양성이 얼

마나 중요한지, 이를 어떻게 정량화하고 연구할 수 있는

지도 배우고, 일반적인 동식물 채집 방법과 요령을 구체

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아주 유익했습니다. 우리나

라에서 서식하는 생명체와는 사뭇 다른 종들을 보는 것

도 즐거웠습니다. 많은 경험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자면, 마지막 날에 방문한 하노이 대학 내의 식물 

표본실을 꼽고 싶습니다. 그곳에는 여든을 훌쩍 넘긴 교

수님께서 도감이 빼곡하게 꽂힌 방에 앉아계셨습니다. 우

리에게 아주 열정적인 목소리로 식물 표본 만드는 법부터 

채집하는 법, 도감을 보고 식물을 동정하는 법 등을 설명

해주시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연구실 옆방에는 교수님

께서 지금까지 채집한 식물 표본들이 담긴 상자들이 가득

했는데, 그 열정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서 연구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한 분야

에 바친 대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한 분야의 

장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찰하는 재미

같은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우리 주

위의 생명체들을 관찰하는 재미를 알았으면 합니다. 언

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관찰하다 보

면 생각보다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들을 잘 기억해두었다가 연구와 실험을 하다 보면 새로운 

발견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이색적인 자

연환경과 생명체들을 경험하고 싶다면 열대 실습에 꼭 참

여해 보길 권합니다.

제 꿈은 한 분야의 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 분야를 연

구하는 사람들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

니다. 인기나 유행을 좇아 연구하기보다, 제가 하고 싶은 

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가 될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

습니다. 그때까지 더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를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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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턴십기금’을 기부해 주셔서, 저와 같은 KAIST 학생들이 매년 여름방학에 인턴십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해외 인턴십을 통해 후배들이 어떤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하

셨는지요?

나의 대학 시절에는 해외 경험이 있는 학생도 많지 않았고, 해외를 경험할 기회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도 넓은 세상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학생들

은 인턴을 준비하면서 사회가 바라는 인재상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또 교수는 학생의 

연구 분야에 대해 고민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 인턴 생활을 하면서는 책에서 얻은 지식

이 현실화되는 경험과 이를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면 좋겠어요. 

교수님의 인생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KAIST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거친 후 미국으로 가

셨는데, 미국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미국행을 결심했다기보다는, 박사과정 중 진행한 연구 기술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

멘티, 
     멘토를 만나다

KAIST 출신 토종 박사로 하버드에 임용되어 화제를 모은 하버드 의대 윤석현 교수(물리

학과 학사 91, 석사 93, 박사 97)는 후배들에게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외

인턴십 지원기금을 기부했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글로벌리더십센터에서는 매년 여름 방

학이면 윤 교수가 재직 중인 *MGH 웰만센터로 인턴십 학생을 파견하고 있다. 2018년 여

름 방학 MGH 인턴십에 참여한 최보인(생명과학과 14학번) 학우가 멘토 윤석현 교수를 만

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본다. 

생명과학과 최보인 학우, 물리학과 선배 하버드 의대 윤석현 교수 만나다

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도교수님과 함께 초창기 Start up팀을 만들어 창업 멤버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창업 준비를 함께 진행하면서 그 후에 투자를 받아 Start up팀

을 이끌고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지요. 

미국 생활 초창기는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Start up 회사를 미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20~30명으로 시작했는데 1년 후에는 

120명 정도로 직원이 늘어날 만큼 매일 각종 미팅과 프로그램 계획 등 회사에서 수

많은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처음으로 학교를 떠났고, 회사 경험은 전혀 없는 상

태에서 기술개발자로서 굉장히 큰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회사에 공헌하고 싶고, 또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은 마음에 비해 회사 운영 경험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제일 어려

웠죠. 

미국에서 벤처 창업 멤버로 회사가 잘 되어가고 있는 중에 하버드의대 교수에 지원하

셨어요. 잘 나가고 있었던 만큼, 이직을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

게 결심하게 되었나요?

그 당시 광통신 연구 분야는 이미 너무 성장해버렸고, 나는 아직 개발이 많이 이루

어지지 않은 초기 단계의 연구를 진행하고 싶었기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새로운 분

야를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biomedical field 분야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MGH의 

Wellman center에 junior faculty로 원래는 1년 정도만 새 분야를 경험해 볼 생각

이었는데, 연구도 잘 풀리고 실제 결과물도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이 분야를 계속해

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faculty position에 지원해서 랩을 꾸리게 되었

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항상 선택의 순간에 해야 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에 대한 고민을 하곤 하는데요. 교수님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것을 고르시나요?

자신의 열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솔직하게 물어봐요. 매 순간 선택이라는 게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결국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또한 나잖아요. 내 인생이 최

적의 선택들로 승승장구해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없어요.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해도 그때만큼 노력을 들

일 수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 같지 않거든요. 

10여년간 하버드에 계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였나요? 

biomedical 분야는 technology가 기반이었던 내게 새롭고 생소한 분야였는데, 연구

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껴요. 나의 노력과 연구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을 때 느끼는 보람이 있죠. 또, 나는 멘토로서, 학생은 

멘티로서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해요. 멘토로서 멘티의 성

장에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도 느끼고,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

었을 때 보람도 느끼게 돼요. 

앞으로의 꿈이나 바람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는 과학 분야에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건 과학자라면 누구

나 갖고 있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지식을 세상에 남긴다거나,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 등을 많이 이루고 싶은 게 하나의 바람이

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새삼 공부의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이런 배움의 즐거움은 내 

직업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배움의 즐거움을 오랫동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MGH(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웰만(Wellman) 센터는 하버드 의대 소속 

교수와 의학, 이학, 공학 박사후 연구원, 

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되어 광기술을 이

용한 진단과 치료, 기초 의학 및 생물 연

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

관이다. 

윤석현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 

KAIST 물리학과 학사/석사/박사 

2005~ 미국 하버드대학교 부설 

 매사추세츠종합병원 웰만센터 조교수 

2005~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2003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 

2000~2003 벤처기업 노베라옵틱스 

  엔지니어링 매니저

01 윤석현 교수님(왼쪽)을 인터뷰하고 있는 

 최보인(오른쪽) 학우

02 MGH 인턴십에 참가 중인 학생들과 

 윤석현 교수님(사진 가운데)

최보인 학우의 
인터뷰 뒷 이야기

윤석현 교수님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 실제로 뵐 수 있게 되자, 마

치 어제 뵌 듯한 편안한 감정이 

나의 긴장감을 녹여 내렸다. 윤석

현 교수님과의 인터뷰는 나 스스

로를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

간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멋

진 분이 한국인으로서 과학계에 

한 획을 그으신 사실과 또 우리 

KAIST 선배님이라는 사실에 다

시 한 번 감사함과 자긍심을 느

낄 수 있었다. 이번 인터뷰를 통

해 교수님께 이 프로그램을 향한 

가치관과 방향성을 들으면서 우

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은 기

간을 보내야 하며 인턴 경험을 

토대로 학교로 돌아가서는 어떻

게 해야 하는가 다시금 생각해보

고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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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턴십기금’을 기부해 주셔서, 저와 같은 KAIST 학생들이 매년 여름방학에 인턴십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해외 인턴십을 통해 후배들이 어떤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하

셨는지요?

나의 대학 시절에는 해외 경험이 있는 학생도 많지 않았고, 해외를 경험할 기회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도 넓은 세상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학생들

은 인턴을 준비하면서 사회가 바라는 인재상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또 교수는 학생의 

연구 분야에 대해 고민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 인턴 생활을 하면서는 책에서 얻은 지식

이 현실화되는 경험과 이를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면 좋겠어요. 

교수님의 인생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KAIST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거친 후 미국으로 가

셨는데, 미국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미국행을 결심했다기보다는, 박사과정 중 진행한 연구 기술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

멘티, 
     멘토를 만나다

KAIST 출신 토종 박사로 하버드에 임용되어 화제를 모은 하버드 의대 윤석현 교수(물리

학과 학사 91, 석사 93, 박사 97)는 후배들에게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외

인턴십 지원기금을 기부했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글로벌리더십센터에서는 매년 여름 방

학이면 윤 교수가 재직 중인 *MGH 웰만센터로 인턴십 학생을 파견하고 있다. 2018년 여

름 방학 MGH 인턴십에 참여한 최보인(생명과학과 14학번) 학우가 멘토 윤석현 교수를 만

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본다. 

생명과학과 최보인 학우, 물리학과 선배 하버드 의대 윤석현 교수 만나다

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도교수님과 함께 초창기 Start up팀을 만들어 창업 멤버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창업 준비를 함께 진행하면서 그 후에 투자를 받아 Start up팀

을 이끌고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지요. 

미국 생활 초창기는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Start up 회사를 미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20~30명으로 시작했는데 1년 후에는 

120명 정도로 직원이 늘어날 만큼 매일 각종 미팅과 프로그램 계획 등 회사에서 수

많은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처음으로 학교를 떠났고, 회사 경험은 전혀 없는 상

태에서 기술개발자로서 굉장히 큰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회사에 공헌하고 싶고, 또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은 마음에 비해 회사 운영 경험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제일 어려

웠죠. 

미국에서 벤처 창업 멤버로 회사가 잘 되어가고 있는 중에 하버드의대 교수에 지원하

셨어요. 잘 나가고 있었던 만큼, 이직을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

게 결심하게 되었나요?

그 당시 광통신 연구 분야는 이미 너무 성장해버렸고, 나는 아직 개발이 많이 이루

어지지 않은 초기 단계의 연구를 진행하고 싶었기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새로운 분

야를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biomedical field 분야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MGH의 

Wellman center에 junior faculty로 원래는 1년 정도만 새 분야를 경험해 볼 생각

이었는데, 연구도 잘 풀리고 실제 결과물도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이 분야를 계속해

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faculty position에 지원해서 랩을 꾸리게 되었

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항상 선택의 순간에 해야 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에 대한 고민을 하곤 하는데요. 교수님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것을 고르시나요?

자신의 열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솔직하게 물어봐요. 매 순간 선택이라는 게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결국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또한 나잖아요. 내 인생이 최

적의 선택들로 승승장구해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없어요.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해도 그때만큼 노력을 들

일 수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 같지 않거든요. 

10여년간 하버드에 계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였나요? 

biomedical 분야는 technology가 기반이었던 내게 새롭고 생소한 분야였는데, 연구

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껴요. 나의 노력과 연구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을 때 느끼는 보람이 있죠. 또, 나는 멘토로서, 학생은 

멘티로서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해요. 멘토로서 멘티의 성

장에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도 느끼고,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

었을 때 보람도 느끼게 돼요. 

앞으로의 꿈이나 바람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는 과학 분야에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건 과학자라면 누구

나 갖고 있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지식을 세상에 남긴다거나,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 등을 많이 이루고 싶은 게 하나의 바람이

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새삼 공부의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이런 배움의 즐거움은 내 

직업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배움의 즐거움을 오랫동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MGH(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웰만(Wellman) 센터는 하버드 의대 소속 

교수와 의학, 이학, 공학 박사후 연구원, 

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되어 광기술을 이

용한 진단과 치료, 기초 의학 및 생물 연

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

관이다. 

윤석현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 

KAIST 물리학과 학사/석사/박사 

2005~ 미국 하버드대학교 부설 

 매사추세츠종합병원 웰만센터 조교수 

2005~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2003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 

2000~2003 벤처기업 노베라옵틱스 

  엔지니어링 매니저

01 윤석현 교수님(왼쪽)을 인터뷰하고 있는 

 최보인(오른쪽) 학우

02 MGH 인턴십에 참가 중인 학생들과 

 윤석현 교수님(사진 가운데)

최보인 학우의 
인터뷰 뒷 이야기

윤석현 교수님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 실제로 뵐 수 있게 되자, 마

치 어제 뵌 듯한 편안한 감정이 

나의 긴장감을 녹여 내렸다. 윤석

현 교수님과의 인터뷰는 나 스스

로를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

간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멋

진 분이 한국인으로서 과학계에 

한 획을 그으신 사실과 또 우리 

KAIST 선배님이라는 사실에 다

시 한 번 감사함과 자긍심을 느

낄 수 있었다. 이번 인터뷰를 통

해 교수님께 이 프로그램을 향한 

가치관과 방향성을 들으면서 우

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은 기

간을 보내야 하며 인턴 경험을 

토대로 학교로 돌아가서는 어떻

게 해야 하는가 다시금 생각해보

고 깨달았다.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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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8년도 KAIST 

총동문회 신년교례회’가 개최됐다. 

280여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한 이번 신년교례회에서는 총동

문회에서 선정한 2017년도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자 6명에 대

한 시상식과 고정식 제23대 총동문회장의 이임과 차기철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순서로 마련되었다. 

2017년도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자는 ▲김병윤 KAIST 창업원

장 ▲김명환 LG화학 사장(배터리연구소장) ▲장경호 ㈜이녹스

첨단소재 대표이사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윤

태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 ▲정진배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 6명이다.

KAIST 제24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한 차기철 ㈜인바디 대표

는 “KAIST는 6만여 동문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마음의 고

향”이라며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 동문 등 누구나가 KAIST인

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동문회 조직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사 4회 졸업생들이 졸업 40주년을 맞아 2018년 5월 26일 서

울 경영대학에서 모교 방문행사인 ‘홈커밍데이’를 가졌다. 이

날 열린 홈커밍데이 행사에 석사 4회 졸업생으로는 백만기 산

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장, 임형규 前 삼성전자 사장, 손

상혁 DGIST 총장, 박오옥 교학부총장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

뤘다. 특히 은사로는 김재균 전기및전자공학부 명예교수, 김충

기 전기및전자공학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고, 신성철 총장을 

비롯해 차기철 총동문회장 등 학교관계자를 포함해 모두 120

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 이 행사에서 4회 졸업생들은 1회 선배들의 ‘아너 카

이스트(Honor KAIST)’ 정신을 이어받아 학교에 발전기금 15억 

원을 쾌척했다.

임형규 KAIST 동문학술장학재단 이사장은 4회 졸업생을 대표

해 ‘아너 카이스트’ 약정서를 신성철 총장에게 전달하면서 “선

배들이 나서서 후배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존경받는 선

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고 있는 

후배들이 자신의 열정을 더욱 진화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는 일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철 총장 또한 "동문

들이 보내주신 사랑과 애정은 모교 발전을 위한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신년교례회 개최

석사 4회 졸업 40주년 
홈커밍 개최

안녕하십니까. 

KAIST 총동문회 24대 회장 차기철(기계 석사 8회, 1982년 졸업)입니다. 

KAIST는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1971년 설립된 학교입니다. 설

립 이래 6만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학계, 산업계, 공공부문에서 눈부신 업적을 남겼습니

다. 학문적으로 KAIST의 연구 업적은 세계대학과 순위 다툼을 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나

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초창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KAIST 졸업생이 주

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많은 기술벤처기업을 설립하였고 네이버, 게임회사 넥슨과 같은 

걸출한 벤처기업을 만들었습니다. 

KAIST는 당초 설립 목적에 맞추어 지난 40여년간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이 나라의 산업 경

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자부입니다. 

한편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KAIST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임무를 수행

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에 충실히 임하기 위하여 신성철 총장님께서는 

‘KAIST 비전 2031 선포식’을 가지고 우리의 나갈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KAIST 동문 여러분! KAIST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는 과정에 이제 동문회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 명문대학 동문회가 그러하듯 동문간의 교류, 학교

발전, 후배사랑으로 KAIST동문회가 세계 일류 대학 KAIST를 만드는데 제 역할을 담당해

야 합니다. 지난 40여년 연구개발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과 같이 앞에 

놓여진 국가적으로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각오를 다져야 할 때 입니다. KAIST는 

국가 대표선수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합시다. 

김철환  (재)카이트창업가재단 이사장 (생명화학공학과)

박인규  한화금융투자 상무대우/실장 (EMBA)

배종태  KAIST 교수 (경영공학전공)

안상현  SH그룹, ASHK 회장/대표 (물리학과)

윤유식  중앙대학교 교수 (생명과학과)

이낙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장 (기계공학과)

이현주  ㈜유더블유에스 대표이사 (EMBA)

임한준  ㈜미림씨스콘 대표이사 (EMBA)

정성우  ㈜링크제니시스 대표이사 (전산학부)

주동욱  영일프레시젼 대표이사 (EMBA)

한상필  PSE Korea 대표이사 (생명화학공학과)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 (전기및전자공학부)

박형수  법무법인 민국 대표변호사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성환호  ㈜피에스텍 대표이사 (전기및전자공학부)

우창헌  ㈜위지웍스튜디오 소장 (물리학과)

이강수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부사장 (기계공학과)

이도헌  KAIST 교수 (전산학부)

임윤철  ㈜기술과가치 대표이사 (경영공학전공)

임형규  인터베스트㈜ 본부장/전무이사 (경영공학전공)

정해봉  에코프론티어 대표이사 (경영공학전공)

조창제  ㈜가온아이 대표 (전산학부)

한재흥  KAIST 교수 (항공우주공학과)

총동문회장 차기철 (석사 08회, 기계공학과)

부회장

감사 김영배 (석사 08회, 경영공학전공) 자문회의 (의장 : 표삼수, 위원 : 19인)

총동문회사무국 (사무국장 박수천, 팀장 김진명, 담당 권성희)

차기철 총동문회장

(사진 왼쪽)이 

고정식 전 회장으로부터 

동문기를 이임받고 있다.

2017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자로 

선정된 KAIST 동문들. 

왼쪽부터 

고정식 전 동문회장, 

정진배 동문, 김명환 동문, 

김병윤 동문, 이윤태 동문, 

김정관 동문, 장경호 동문, 

신성철 총장

임형규 前 삼성전자 사장(사진 왼쪽)이 석사 4회를 대표하여 신성철 총장에게 

Honor KAIST 발전기금 15억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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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8년도 KAIST 

총동문회 신년교례회’가 개최됐다. 

280여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한 이번 신년교례회에서는 총동

문회에서 선정한 2017년도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자 6명에 대

한 시상식과 고정식 제23대 총동문회장의 이임과 차기철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순서로 마련되었다. 

2017년도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자는 ▲김병윤 KAIST 창업원

장 ▲김명환 LG화학 사장(배터리연구소장) ▲장경호 ㈜이녹스

첨단소재 대표이사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윤

태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 ▲정진배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 6명이다.

KAIST 제24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한 차기철 ㈜인바디 대표

는 “KAIST는 6만여 동문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마음의 고

향”이라며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 동문 등 누구나가 KAIST인

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동문회 조직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사 4회 졸업생들이 졸업 40주년을 맞아 2018년 5월 26일 서

울 경영대학에서 모교 방문행사인 ‘홈커밍데이’를 가졌다. 이

날 열린 홈커밍데이 행사에 석사 4회 졸업생으로는 백만기 산

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장, 임형규 前 삼성전자 사장, 손

상혁 DGIST 총장, 박오옥 교학부총장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

뤘다. 특히 은사로는 김재균 전기및전자공학부 명예교수, 김충

기 전기및전자공학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고, 신성철 총장을 

비롯해 차기철 총동문회장 등 학교관계자를 포함해 모두 120

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 이 행사에서 4회 졸업생들은 1회 선배들의 ‘아너 카

이스트(Honor KAIST)’ 정신을 이어받아 학교에 발전기금 15억 

원을 쾌척했다.

임형규 KAIST 동문학술장학재단 이사장은 4회 졸업생을 대표

해 ‘아너 카이스트’ 약정서를 신성철 총장에게 전달하면서 “선

배들이 나서서 후배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존경받는 선

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고 있는 

후배들이 자신의 열정을 더욱 진화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는 일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철 총장 또한 "동문

들이 보내주신 사랑과 애정은 모교 발전을 위한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신년교례회 개최

석사 4회 졸업 40주년 
홈커밍 개최

안녕하십니까. 

KAIST 총동문회 24대 회장 차기철(기계 석사 8회, 1982년 졸업)입니다. 

KAIST는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1971년 설립된 학교입니다. 설

립 이래 6만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학계, 산업계, 공공부문에서 눈부신 업적을 남겼습니

다. 학문적으로 KAIST의 연구 업적은 세계대학과 순위 다툼을 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나

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초창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KAIST 졸업생이 주

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많은 기술벤처기업을 설립하였고 네이버, 게임회사 넥슨과 같은 

걸출한 벤처기업을 만들었습니다. 

KAIST는 당초 설립 목적에 맞추어 지난 40여년간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이 나라의 산업 경

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자부입니다. 

한편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KAIST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임무를 수행

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에 충실히 임하기 위하여 신성철 총장님께서는 

‘KAIST 비전 2031 선포식’을 가지고 우리의 나갈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KAIST 동문 여러분! KAIST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는 과정에 이제 동문회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 명문대학 동문회가 그러하듯 동문간의 교류, 학교

발전, 후배사랑으로 KAIST동문회가 세계 일류 대학 KAIST를 만드는데 제 역할을 담당해

야 합니다. 지난 40여년 연구개발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과 같이 앞에 

놓여진 국가적으로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각오를 다져야 할 때 입니다. KAIST는 

국가 대표선수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합시다. 

김철환  (재)카이트창업가재단 이사장 (생명화학공학과)

박인규  한화금융투자 상무대우/실장 (EMBA)

배종태  KAIST 교수 (경영공학전공)

안상현  SH그룹, ASHK 회장/대표 (물리학과)

윤유식  중앙대학교 교수 (생명과학과)

이낙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장 (기계공학과)

이현주  ㈜유더블유에스 대표이사 (EMBA)

임한준  ㈜미림씨스콘 대표이사 (EMBA)

정성우  ㈜링크제니시스 대표이사 (전산학부)

주동욱  영일프레시젼 대표이사 (EMBA)

한상필  PSE Korea 대표이사 (생명화학공학과)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 (전기및전자공학부)

박형수  법무법인 민국 대표변호사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성환호  ㈜피에스텍 대표이사 (전기및전자공학부)

우창헌  ㈜위지웍스튜디오 소장 (물리학과)

이강수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부사장 (기계공학과)

이도헌  KAIST 교수 (전산학부)

임윤철  ㈜기술과가치 대표이사 (경영공학전공)

임형규  인터베스트㈜ 본부장/전무이사 (경영공학전공)

정해봉  에코프론티어 대표이사 (경영공학전공)

조창제  ㈜가온아이 대표 (전산학부)

한재흥  KAIST 교수 (항공우주공학과)

총동문회장 차기철 (석사 08회, 기계공학과)

부회장

감사 김영배 (석사 08회, 경영공학전공) 자문회의 (의장 : 표삼수, 위원 : 19인)

총동문회사무국 (사무국장 박수천, 팀장 김진명, 담당 권성희)

차기철 총동문회장

(사진 왼쪽)이 

고정식 전 회장으로부터 

동문기를 이임받고 있다.

2017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자로 

선정된 KAIST 동문들. 

왼쪽부터 

고정식 전 동문회장, 

정진배 동문, 김명환 동문, 

김병윤 동문, 이윤태 동문, 

김정관 동문, 장경호 동문, 

신성철 총장

임형규 前 삼성전자 사장(사진 왼쪽)이 석사 4회를 대표하여 신성철 총장에게 

Honor KAIST 발전기금 15억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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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 10. 18(목) 11:30~20:00

| 장소 |  아덴힐 CC(경기도 안성시)

| 대상 |  KAIST 구성원 

           (동문, 교수, 보직자)

| 대회방식 |  신페리오 방식 

                 2개팀 동시 티업

| 신청문의 |  총동문회사무국

(042-350-2091, alumni@kaist.ac.kr)

| 일시 | 2019. 1. 19(토) 18시

| 장소 |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 참가대상 |  KAIST 동문, 임원, 초청 내·외빈

                  (참가비 10만원/1인)

| 주요내용 |  자랑스런 동문상 시상, 

                 KAIST 창업어워즈 시상 등

| 신청문의 |  총동문회사무국

(042-350-2091, alumni@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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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30일 KAIST 도곡캠퍼스에서 동문 기술창업포럼

이 개최됐다. 동문 및 재학생들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서로간의 기술협력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KAIST 총동문회, 경영대 동문회, 산학협력단, 총학생회, 그리

고 KAIST 동문 벤처 창업 기업가들의 모임인 과기회(Co)가 공

동 주관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실질적인 기술협력을 위해 ‘KAIST와 KAIST 동문기업 간 협력 

방안’, ‘동문 기술 및 동문 벤처캐피탈리스트 소개’, ‘동문 기업 

성공사례 발표’ 등 다양한 주제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 또한 ‘KAIST 창업 활성화 방안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벤처 

창업 메카로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KAIST가 앞으로 우수 

학생 및 동문을 벤처 창업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모아 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차기철 총동문회장(인바디 대표)·박오옥 

KAIST 교학부총장·김영배 KAIST 경영대학장·권재중 KAIST 

경영대학 총동문회장(케이런벤처스 대표)·다원시스 박선순 

사장·미원상사 김정돈 회장·카이트창업가재단 김철환 이사

장·컴퍼니케이파트너스 이강수 부사장·인터베스트 임형규 

본부장·윤유식 중앙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동문 벤처와 캐피

탈리스트가 참가해 성황리에 끝났다.

KAIST 총동문회 동문학술장학재단은 2018년 4월 21일 ‘모교

를 빛낼 후배’ 49명을 선정해 개인당 연간 400만원(외국인 학

생은 100만원)씩 장학금을 최대 3년간 지급하는 내용의 ‘2018

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서울 프리마호텔에서 가졌다. 총 장학

생 49명은 올해 선발된 10명과 기존 장학생 39명이며 이들은 

총 1억7,50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이날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임형규 이사장을 포함해 차

기철 총동문회장·고정식 전 특허청장·문영환 ㈜코아텍 대

표·신윤승 전 삼성전자 부사장·유태경 ㈜루멘스 대표·이

윤태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정광춘 ㈜잉크테크 대표·정

성우 ㈜링크제네시스 대표·정칠희 삼성종합기술원 상임고문 

등 동문 기부자와 20여명의 장학생이 참석했다.

장학 재단은 일정금액 이상을 기부하면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지정 장학금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올해 지정 장학금 기부

자는 총 28명으로 명단은 아래와 같다.

동문 기술창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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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학술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고정식 장학금 (前 KAIST 총동문회장) 

김명준 장학금 (소프트웨어정책연구 소장) 

김영달 장학금 (㈜아이디스 대표이사) 

나현찬 장학금 (㈜세믹스 이사) 

문영환 장학금 (㈜코아텍 대표이사)

박선순 장학금 (㈜다원시스 대표이사) 

박성동 장학금 (쎄트렉아이 의장)

박승빈 장학금 (KAIST 교수) 

박오옥 장학금 (KAIST 교학부총장)

백광현 장학금 (SAWTRON Inc. 대표)

백만기 장학금 (김&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서경열 장학금 (㈜뷰웍스 전무이사) 

신윤승 장학금 (前 삼성전자 부사장)

유태경 장학금 (㈜루멘스 대표이사) 

이경국 장학금 (㈜오렌더 대표이사) 

이동면 장학금 (KT 융합기술원 사장)

이윤태 장학금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 

임윤철 장학금 (기술과가치 대표이사)

임형규 장학금 (KAIST 동문학술장학재단 이사장) 

전영현 장학금 (삼성 SDI 대표이사 사장) 

정광춘 장학금 (㈜잉크테크 대표이사) 

정성우 장학금 (㈜링크제니시스 대표이사)

정칠희 장학금 (삼성종합기술원 상임고문)

정태성 장학금 (SK 하이닉스 사장)  

정항근 장학금 (전북대학교 교수) 

차기철 장학금 (KAIST 총동문회장) 

최문기 장학금 (KAIST 교수)

표삼수 장학금 (前 KAIST 총동문회장)   

2018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 행사 계획 

KAIST 총동문회장배 

친선 골프대회 

2019년 총동문회 

신년교례회

(가나다 순)

2018년 동문학술장학재단  

지정 장학금 기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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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 10. 18(목) 11:30~20:00

| 장소 |  아덴힐 CC(경기도 안성시)

| 대상 |  KAIST 구성원 

           (동문, 교수, 보직자)

| 대회방식 |  신페리오 방식 

                 2개팀 동시 티업

| 신청문의 |  총동문회사무국

(042-350-2091, alumni@kaist.ac.kr)

| 일시 | 2019. 1. 19(토) 18시

| 장소 |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 참가대상 |  KAIST 동문, 임원, 초청 내·외빈

                  (참가비 10만원/1인)

| 주요내용 |  자랑스런 동문상 시상, 

                 KAIST 창업어워즈 시상 등

| 신청문의 |  총동문회사무국

(042-350-2091, alumni@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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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30일 KAIST 도곡캠퍼스에서 동문 기술창업포럼

이 개최됐다. 동문 및 재학생들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서로간의 기술협력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KAIST 총동문회, 경영대 동문회, 산학협력단, 총학생회, 그리

고 KAIST 동문 벤처 창업 기업가들의 모임인 과기회(Co)가 공

동 주관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실질적인 기술협력을 위해 ‘KAIST와 KAIST 동문기업 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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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동문학술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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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장학금 기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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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동문회 
KAIST Alumni Story

대학생 
장병규의 
하루
장병규 동문은 

요즘 가장 ‘핫’한 KAIST인 중 한 명이다. 

2000년대 초반 채팅 열풍을 몰고 온 세이클럽의 

네오위즈, NHN에 매각된 검색업체 첫눈, 

현재 5,000만 장 넘게 판매된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 블루홀을 설립한 

기업가이자 국내 최초 초기기업 전문 벤처캐피털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를 설립한 투자자다. 

작년부터는 4차산업혁명위원장을 맡아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위한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

그가 이 화려한 이력을 시작한 나이가 23세.  

KAIST 전산학부 학사 91학번, 95년부터는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친 장병규 동문과 함께 

대학생으로 돌아가 25년 전 

KAIST 캠퍼스에서의 추억을 회상한다.

기숙사는 그저 잠을 자는 공간일 뿐... 

아침 10~11시에 일어나 동아리방 또는 실험실로 

향한 뒤 새벽 4~5시에 기숙사로 돌아오는 

일상이 무한 반복되었다.

사람보다는 컴퓨터가 중요하던 그 때, 사람이 

사는 기숙사엔 에어컨이 없었지만 컴퓨터가 

있는 동아리방은 항상 시원했다.

올 여름을 강타한 폭염이 1994년의 여름과 

자주 비교되는데, 그 당시엔 컴퓨터 근처에만 

있다 보니 크게 더웠던 기억이 없다.

그 당시에도 존재하던 전설적인 말, ‘술에 만취한 

학우는 절대로 기숙사에 도착할 수 없다’. 

일명 엔들리스로드.

쪽문이 생기기 전까지는 무려 봉명동 일대에서 

허허벌판(그 당시 논밭이었다)을 

하염없이 걸어와야 했다.

흥에 취해 노래를 부르며 한참 걸어오다 보면 

주변에 다른 KAIST 무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엔들리스로드를 걸어오는 그 길이 외롭지 않았다.

1992년 한빛아파트가 생기며 어은동과 궁동이 

본격 개발되기 시작한다.

실험실에서 연구하다가 12시 부근이 되면 차 있는

선배를 중심으로 ‘궁동팟’을 모아본다.

그 당시 최고 인기있는 곳은 역시 당구장과 만화방.

쪽문 너머 일대가 발전하며 KAIST생들이 누비는 

무대가 점점 봉명동에서 어은동/궁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까리용은 학교 다니던 도중에 생긴 구조물이다. 

아직까지도 학교의 상징이라니 신기하다.

지금은 오리연못에 거위가 살지만 그 땐 진짜 

오리가 살았다. KAIST를 상징하는 동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geese crossing’

이라는 표지판이 있을 정도라니!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하는 좋은 면도 있군. 하하하!

창의학습관이 없던 그 때는 

대부분의 수업을 전산과 빌딩에서

들었다. 지금은 몇 개 남지 않은 

하늘색 타일의 학과 건물들이 

그 때는 한창 지어지고 있을 때였다. 

‘목욕탕 건물’이라 불렀던 그곳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이 배웠다.

스팍스 동방(=동아리방)이 위치했던 곳

이다.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다. 프로그래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공간이라 나에게는 

큰 의미를 가진다. 내가 동아리 회장을 

하던 1993년에 스팍스는 이곳에서 

교양분관(N10)으로 보금자리를 옮긴다.

*스팍스(SPARCS) : 1991년에 생긴 컴퓨터 동아리. 

KAIST 구성원이 사용하는 ARA, OTL, FTP 서버를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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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장병규

고객 5,000명을 가진 파워 학부생 프로그래밍을 사랑한 공대 남자 시행착오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회

‘웹’이 개발되기 전인 90년대 초, KAIST 학생들은 수강신

청을 하기 위해 터미널이 깔려있는 특정지점에 가야만 수

강신청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매학기마다 수강신청 장소

에선 마치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투표소의 광경이 반복되

곤 했다.

불편함을 개선해 보고자 스팍스 회장 장병규(당시 대학교 

3학년)가 친구들을 모아 학교 내 어느곳에서나 수강신청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그 당시 KAIST 전자계산소장

이었던 김병천 교수와 교직원들의 허락으로 학교 공식 시스

템으로 채택, 수강신청을 피해갈 수 없는 KAIST 학석박 재

학생 5,000명을 충성고객으로 가진 파워 학부생이 된다.

“학생을 ‘가르쳐야 할 대상’이라기 보다는 ‘학교를 위해 함

께 행동하는 동료’로 생각하고 믿어주신 임직원 분들 덕분

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 역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정을 

갖고 몰입했고, 당시에 쌓은 실력과 자그만 명성이 저를 창

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학우들의 건의사항을 모아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본 기억이 네오위즈를 창업할 때 

중요한 자산이 되었구요.”

“후회되는 건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그는 단번에 대답

한다. “아니오.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대단해서라기    

보다는, 모든 일이 제 인생에 의미가 있었다고 믿기 때문입

니다.”

개발자, 경영자, 사업가, 투자자, 그리고 정책가까지 여러방

면을 두루 거친 장병규 동문. 화려한 이력 너머엔 분명 힘든 

시간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힘든 기억보다는 매순간 

최선을 다해 ‘순리’대로 살다보니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

었다는 그의 대답에서 자신감과 겸손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의 인생을 표현하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

들이 자기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찾기 위해 시

간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사

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KAIST 학생들의 남녀성비는 지금보다도 더 심각했

다. 지금은 흔한 CC(캠퍼스 커플)도 그 당시에는 연애를 드

러내놓고 하는 문화가 적어서인지 많지는 않았다고 한다. 

공돌이들의 소개팅 성공률도 그닥 높지 않았던 그 시절. 드

라마 카이스트의 흥행이라도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드라

마 카이스트는 장병규 동문이 학업을 마친 뒤인 1999년부

터 방영된다.)

웹이나 스마트폰이 없었던 때라 지금처럼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다. 학부 도서관(지금의 

교양분관) 근처에 공중전화가 몇대 있었는데, 저녁 8~9시부

터 새벽 1시 정도까지는 공중전화부스 앞에 줄을 서 있는 학

생들을 볼 수 있었다. 그 당시 연애의 모습이었다. “KAIST는 

캠퍼스가 넓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기도 어려우니 공부하

기엔 정말 최적의 환경이었죠. 저 역시 많은 공돌이 중 한명

이었습니다. 기본적인 학과 수업, 동아리 활동, 학교 근처의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받은 SW개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

신 없이 바쁘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는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식 중 하나이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벌어질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로 

각각의 행동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결과를 통해 인과관계

를 추론하여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병규 동문과의 인

터뷰에서 자주 들을 수 있었던 단어가 바로 ‘시행착오’ 였다.

“과학기술계에서 KAIST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습니다. 기

초연구의 경우 시행착오가 더 필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국

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많

아야 하는데 KAIST와 같은 기관이 목소리를 많이 내줬으면 

합니다.”

그는 KAIST에 대한 애정어린 당부로 인터뷰를 마쳤다.

“때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옳을 때

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 전자계산소에서 파격적인 시도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창업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KAIST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과 임직원분들도 새로운 도전

을 많이 하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01 KAIST 학부시절 장병규 동문이 당시 스팍스(SPARCS) 동아리방이 있던 전자계산소에서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더 편한 복장으로 컴퓨터 작업에 몰두했다고 한다. 

 (앞쪽 지도위의 2번)

02 1994년 KAIST 학부생 장병규 동문(왼쪽)이 친구의 게임 동아리 '하제'의 동아리방에서 

 이민재 동문과 학부 졸업을 기념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재 이민재 동문은 

 블루홀 북미 법인인 엔메스엔터테인먼트(En Masse Entertainment)에서 일하고 있다.

03 1994년 2월 17일 KAIST 학위수여식에서 장병규 동문(왼쪽)이 친구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쪽 지도위의 W9, 노천극장) 

04 장병규 동문(가운데)이 공동 창업한 게임 개발사 블루홀의 판교 본사에서 재학생 후배들과 함께 

 KAIST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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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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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5,000명을 가진 파워 학부생 프로그래밍을 사랑한 공대 남자 시행착오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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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청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매학기마다 수강신청 장소

에선 마치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투표소의 광경이 반복되

곤 했다.

불편함을 개선해 보고자 스팍스 회장 장병규(당시 대학교 

3학년)가 친구들을 모아 학교 내 어느곳에서나 수강신청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그 당시 KAIST 전자계산소장

이었던 김병천 교수와 교직원들의 허락으로 학교 공식 시스

템으로 채택, 수강신청을 피해갈 수 없는 KAIST 학석박 재

학생 5,000명을 충성고객으로 가진 파워 학부생이 된다.

“학생을 ‘가르쳐야 할 대상’이라기 보다는 ‘학교를 위해 함

께 행동하는 동료’로 생각하고 믿어주신 임직원 분들 덕분

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 역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정을 

갖고 몰입했고, 당시에 쌓은 실력과 자그만 명성이 저를 창

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학우들의 건의사항을 모아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본 기억이 네오위즈를 창업할 때 

중요한 자산이 되었구요.”

“후회되는 건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그는 단번에 대답

한다. “아니오.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대단해서라기    

보다는, 모든 일이 제 인생에 의미가 있었다고 믿기 때문입

니다.”

개발자, 경영자, 사업가, 투자자, 그리고 정책가까지 여러방

면을 두루 거친 장병규 동문. 화려한 이력 너머엔 분명 힘든 

시간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힘든 기억보다는 매순간 

최선을 다해 ‘순리’대로 살다보니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

었다는 그의 대답에서 자신감과 겸손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의 인생을 표현하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

들이 자기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찾기 위해 시

간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사

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KAIST 학생들의 남녀성비는 지금보다도 더 심각했

다. 지금은 흔한 CC(캠퍼스 커플)도 그 당시에는 연애를 드

러내놓고 하는 문화가 적어서인지 많지는 않았다고 한다. 

공돌이들의 소개팅 성공률도 그닥 높지 않았던 그 시절. 드

라마 카이스트의 흥행이라도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드라

마 카이스트는 장병규 동문이 학업을 마친 뒤인 1999년부

터 방영된다.)

웹이나 스마트폰이 없었던 때라 지금처럼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다. 학부 도서관(지금의 

교양분관) 근처에 공중전화가 몇대 있었는데, 저녁 8~9시부

터 새벽 1시 정도까지는 공중전화부스 앞에 줄을 서 있는 학

생들을 볼 수 있었다. 그 당시 연애의 모습이었다. “KAIST는 

캠퍼스가 넓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기도 어려우니 공부하

기엔 정말 최적의 환경이었죠. 저 역시 많은 공돌이 중 한명

이었습니다. 기본적인 학과 수업, 동아리 활동, 학교 근처의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받은 SW개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

신 없이 바쁘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는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식 중 하나이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벌어질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로 

각각의 행동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결과를 통해 인과관계

를 추론하여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병규 동문과의 인

터뷰에서 자주 들을 수 있었던 단어가 바로 ‘시행착오’ 였다.

“과학기술계에서 KAIST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습니다. 기

초연구의 경우 시행착오가 더 필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국

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많

아야 하는데 KAIST와 같은 기관이 목소리를 많이 내줬으면 

합니다.”

그는 KAIST에 대한 애정어린 당부로 인터뷰를 마쳤다.

“때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옳을 때

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 전자계산소에서 파격적인 시도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창업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KAIST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과 임직원분들도 새로운 도전

을 많이 하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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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LG화학 사장

기술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어낼 줄 아는 경영자가 필요한 시대

과거 남이 개발한 기술을 도입해서 그대로 따라 만들기만 하던 

시절에는 사람이 ‘도구’였다. 적은 인원으로 가져온 기술을 복

사하기만 하면 되니 똑똑한 사람보다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회사에 더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늦게까지 

야근하고 회식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해외 기업과 경쟁하려면 기술 트렌드를 

잘 알아야 한다. 경영자도 기술을 잘 이해해야 뒤처지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LG에는 지금까지 공과대학 백그라운드를 

가진 CEO들이 많았다. 점점 더 이공계 출신들이 R&D를 경험

한 뒤 경영으로 가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R&D 분야의 경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도전

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 분야에서 경험을 시작한다면 기술에 

대해 두루두루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다. 또한 이과 학생들이 

문과적 소양을 익히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쉬울 수 있기 

때문에, KAIST 후배들에게는 R&D를 경험한 CEO가 되는 것

이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취업과 대학원 진학 사이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본인의 포텐셜이 어

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했거나, 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싶다면 학부만 졸업하고 바로 직장을 갖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

한다.

석사학위를 가진다는 것은 연구실에서 무언가 만들어서 논문

까지 써봤다는 것이고, 박사학위를 가진다는 것은 아무도 해보

지 않은 것을 완성해 봤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회사에 입사한 

뒤 어렵고 복잡한 일에 부딪혔을 때 박사들은 학위를 따면서 

문제를 극복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적은 것 같다. 하

지만 학위를 따는데 걸리는 4~7년의 기간만큼을 입사한 뒤 적

극적인 자세로 일한다면 충분히 학위를 따는 것과 같은 레벨에 

도달할 수 있다. 관련분야 논문도 읽고 새로운 것도 시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안하며 일한다면 학위를 더 따지 않더라

도 동등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결국엔 본인이 일하는 방식

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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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소개

김명환 LG화학 사장(배터리연구소장)은 KAIST 생

명화학공학과 석사 80학번으로 국내 최초로 리튬

이온전지 개발과 양산에 성공시킨 인물이다.

1997년부터 LG화학 배터리연구소를 이끌며 20년 

넘게 ‘배터리 연구’ 한 우물을 판 김명환 동문은 LG 

화학의 전지 사업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전기 자동차용 중대형 전지 상용화를 통해 국

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이 2차 전지 강대국으

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에게 주어지는 ‘KAIST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상한 김명환 동문을 만나 모

교에 대한 애정과 앞으로의 꿈에 대해 들어보았다.

마음의 근육에도 ‘회복탄력성’이 있다.　

KAIST 학생들이면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온 

친구들이다. 지금까지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 사

람들로부터 잘한다고 칭찬만 받다가 회사에 입사하면 상사

한테 혼날 때가 있다. 혼나는 것에 대한 면역이 없다 보니 

똑같이 혼나도 더 많이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다. 

탄성체가 바닥에 떨어지면 다시 튕겨 올라오는 것처럼, 마

음의 근육에도 ‘회복탄력성’이 있다. 우리 KAIST 후배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 학교에서 책도 많이 읽고 교양 수업도 많

이 들으면서 마음 근육에 있는 회복탄력성을 잘 단련시켰으

면 한다. 항상 잘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어려움이 닥쳐

도 크게 좌절할 가능성이 높다. 살다 보면 반드시 닥치게 되

는 힘든 관문들 앞에서 잘 단련된 탄성을 받아 더 크게 점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신을 더 높이는 것

겸손과 자신감은 둘 다 ‘실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실력

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겸손도 실력 있

는 자가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실력도 없으면서 무작정 자신

을 낮추는 것은 ‘겸손’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같이 여러 사람의 지혜를 합쳐야 무언가를 개발해낼 수 

있는 집단 지성의 시대에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신이 잘난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

나 도움을 잘 받느냐가 중요하다. 

후배들이 자신감과 겸손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신을 더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자

신감 있는 사람이 겸손까지 갖추면 주위에 사람이 몰리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의 환경문제에 기여하는 꿈

나에게는 내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하

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내가 개발한 것들이 사회에 돌아다

니는 것을 보고 싶다는 생각. 그러한 꿈은 이미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다. 

내가 전지 분야를 시작할 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서 일본과 경쟁해야 했기 때문에 물어볼 사람도 없이 맨땅

에 헤딩하는 느낌이 강했다. 하지만 지금은 나를 포함해서 

초창기부터 제법 경험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코치도 해주

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됐다. 전지 산업을 더욱 

키우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가 전지 분야

를 리드하면서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의 환경 문제에 기여하

는 것이 내 꿈이다.

KAIST는 나에게 큰 자부심이자 원동력이다.

젊은 시절 가장 중요한 시기에 KAIST에서 공부했던 것

이 지금까지도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해보는 것에 두려워하

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다. KAIST만큼은 예전처

럼 다른 대학과는 다르게 좀 더 프랙티컬한 수업을 제공하

고 연구를 많이 하는 대학이었으면 좋겠다. 또한 KAIST를 

졸업한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지식을 직접 활용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꿈꾸게 된다면 좋겠다. 우리 회

사에도 KAIST 출신들이 일을 잘한다. 앞으로도 KAIST 동

문들이 그런 정신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나도 KAIST의 명

예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

01 올해 1월, 산업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동문에게 수여하는 KAIST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상했다. 김명환 동문(왼쪽), 고정식 前총동문회장(오른쪽)

02 team KAIST의 든든한 멤버가 되어 주신 김명환 동문이 재학생 후배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생명화학공학과 15학번 김지혜(왼쪽), 16학번 안예지(오른쪽)

01 02

LG화학 김명환 선배님 인터뷰 방문 후기

 대기업의 사장님으로서가 아닌, 같은 고민을 겪었던 동문 선배의 입장에서 

 말씀해주셔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했다. 공항 입출국심사 같은 

 보안 시스템도 인상적이었다. 다니고 싶게 만드는 회사! 

생명화학공학과
15학번 김지혜

생명화학공학과
16학번 안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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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극복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적은 것 같다. 하

지만 학위를 따는데 걸리는 4~7년의 기간만큼을 입사한 뒤 적

극적인 자세로 일한다면 충분히 학위를 따는 것과 같은 레벨에 

도달할 수 있다. 관련분야 논문도 읽고 새로운 것도 시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안하며 일한다면 학위를 더 따지 않더라

도 동등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결국엔 본인이 일하는 방식

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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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전지 분야를 시작할 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서 일본과 경쟁해야 했기 때문에 물어볼 사람도 없이 맨땅

에 헤딩하는 느낌이 강했다. 하지만 지금은 나를 포함해서 

초창기부터 제법 경험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코치도 해주

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됐다. 전지 산업을 더욱 

키우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가 전지 분야

를 리드하면서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의 환경 문제에 기여하

는 것이 내 꿈이다.

KAIST는 나에게 큰 자부심이자 원동력이다.

젊은 시절 가장 중요한 시기에 KAIST에서 공부했던 것

이 지금까지도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해보는 것에 두려워하

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다. KAIST만큼은 예전처

럼 다른 대학과는 다르게 좀 더 프랙티컬한 수업을 제공하

고 연구를 많이 하는 대학이었으면 좋겠다. 또한 KAIST를 

졸업한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지식을 직접 활용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꿈꾸게 된다면 좋겠다. 우리 회

사에도 KAIST 출신들이 일을 잘한다. 앞으로도 KAIST 동

문들이 그런 정신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나도 KAIST의 명

예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

01 올해 1월, 산업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동문에게 수여하는 KAIST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상했다. 김명환 동문(왼쪽), 고정식 前총동문회장(오른쪽)

02 team KAIST의 든든한 멤버가 되어 주신 김명환 동문이 재학생 후배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생명화학공학과 15학번 김지혜(왼쪽), 16학번 안예지(오른쪽)

01 02

LG화학 김명환 선배님 인터뷰 방문 후기

 대기업의 사장님으로서가 아닌, 같은 고민을 겪었던 동문 선배의 입장에서 

 말씀해주셔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했다. 공항 입출국심사 같은 

 보안 시스템도 인상적이었다. 다니고 싶게 만드는 회사! 

생명화학공학과
15학번 김지혜

생명화학공학과
16학번 안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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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

국가와 산업에 보탬이 되고 싶었던 청년, KAIST에서 성장하다

사업보국(事業報國). 기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더 나아가서는 

인류에 공헌하고 봉사한다. 이윤태 동문의 인터뷰에서 묻어나는 

KAIST와 삼성에 대한 애정은 ‘사업보국’이란 단어로 연결된다.

“과학원 재학 시절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들은 

배운 것을 활용해 빨리 산업을 근대화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

국의 경제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가 발전에 필요한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수

진이 큰 역할을 했다고 그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졸업 무렵, 지도교수님이셨던 김충기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

더니 ‘말랑말랑한 머리를 잘 써서 한국의 산업에 큰 도움이 되

어라’고 하셨던 것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경종민 교수

님 역시 개인의 성취를 넘어 국가를 위한 연구를 강조하셨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과학원에서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 덕분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역할을 넘어 과학기술자로서의 태도

와 사업보국의 정신을 심어준 멘토. 그는 교수님들에 대해 이

렇게 소회를 밝혔다. 이윤태 동문이 KAIST 시절에 대해 이야

기할 때 ‘공부’라는 단어 대신 ‘training’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

용하는 것도 이 때문인지 모른다.

준비된 자가 미래를 본다　

이윤태 동문은 삼성전자 통신설계팀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삼성전

자 시스템LSI개발실장, 삼성디스플레이 LCD개발실장 부사장을 

거쳐 현재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다.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조직관리와 경영에서도 그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기술자로 열심히 하여 인정을 받아 임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보직을 바꾸기도 하고, 다른 회사에서 경영을 하면서 다음 단

계에 요구되는 것들을 미리 교육받고 준비하여 경영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같은 KAIST 동문이신 권오현 선배님

과 임형규 선배님으로부터 경영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을 꿈꾸는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 그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운동’에 비유했다.

“아픈 다음 병을 치료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건

강을 챙기며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듯,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입사 후 단계가 올라갈수록 고객과의 소통능력, 비

02

자랑스런
동문 소개

이윤태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은 KAIST 전기및전

자공학부 석사 83학번, 박사 89학번으로 삼성전자

의 성장 동력이라 꼽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반도체 설계전문가로 불린다.

2014년부터 삼성전기에서 부품사업에 대한 안목과 

과감한 사업 결단력으로 경영을 주도해 강건한 사

업체제를 구축하는 등 삼성전기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KAIST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상한 이윤태 동

문은 이전부터 꾸준히 KAIST 동문학술장학재단을 

통해 재학생 후배들의 꿈을 응원해 오고 있다. 따뜻

한 미소로 학생들을 반겨준 이윤태 동문을 만났다.

즈니스 감각, 글로벌 역량이 중요해지는데, 필요할 때 닥쳐

서 하기보다는 다음 단계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나 자격요건

을 미리 알아보고 틈나는 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교로부터 받은 것에 이자를 더해 후배들에게 갚는다는 마음으로

KAIST 동문학술장학재단(이사장 임형규)은 2013년에 새로

이 출범하여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 지원사업, 후

배들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윤태 동문 역

시 매년 ‘이윤태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동문학술장학재단은 임형규 선배님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

니다. 저도 KAIST에서 장학금을 받았었고 내가 받은 것을 

갚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받은 기쁨과 행복을 다음 

세대 후배들에게 다시 기부하는 문화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는 이윤태 동문. 그는 장학금 기부뿐만 아니라 더 높은 시선

으로 후배들에 대해 사유하고 있었다.

“앞으로 우리 KAIST 동문들 중에서 아주 크게 성공한 기업

가들이 나오려면 한국 인더스트리 자체가 더 커져야 합니

다. 후배들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1월 신년교례회에서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상한 그는 

“부족한 저에게 모교의 자랑이라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

립니다. 항상 KAIST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

습니다. 이번 수상을 앞으로 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

다.” 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짧지만 큰 울림을 남긴 만남

인터뷰가 끝나갈 즈음 마지막으로 KAIST 구성원들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를 부탁했다. 그는 사자성어로 말문을 열

었다. 자리이타(自利利他).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결국 자

기를 이롭게 한다’라는 뜻을 지닌 이 단어에 KAIST에 대한 

그의 바람이 함축되어 있다.

“KAIST 구성원은 이미 개인이라는 개념 그 이상입니다. 개

인 이상의 가치 창출이 필요하죠. KAIST 출신이라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이타’, ‘사업보

국’ 이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

니다.”

‘그대 눈길을 걸어갈 때, 부디 어지럽게 걷지 마시오.

오늘 내가 남긴 이 흔적들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네.’

2018년 삼성전기 시무식에서 서산대사의 시 ‘그대 눈길을 

걸어갈 때’를 직접 낭송한 이윤태 동문. 후배들에게 자랑스

런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앞으로의 꿈이라고 말하는 그의 

이야기에서 삼성전기와 모교에 대한 애정이 묻어난다.

누군가에게는, 개인 삶의 행복이, 혹은 더 나아가 국가 산

업의 발전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이윤태 

동문이 남긴 긍정적인 발자국은 많은 KAIST 동문들에게 

훗날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01 KAIST 동문학술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이윤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전산학부 가재령 학생(왼쪽), 전산학부 김요한 학생(오른쪽)

02 삼성전기 로고 앞에서 이윤태 동문과 재학생 후배들이 KAIST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기및전자공학부 16학번 이승혜(왼쪽), 15학번 정명근(왼쪽 두 번째), 

 기계공학과 16학번 고명찬(오른쪽)

01 02

삼성전기 이윤태 선배님 인터뷰 방문 후기

 인터뷰를 통해 선배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가 생겼다. 

 많은 것을 겪고 이겨내신 분의 말씀을 직접 만나서 들으니 더욱 와 닿는 것 같다.    

 현재 인턴중인 회사의 사장님을 인터뷰하게 되어 영광이었다. 처음 해보는 인터뷰였는 

 데 편안한 분위기에서 애정을 가지고 답변해주시는 모습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학생으로서 만나기 어려운 분을 만나게 되어 우리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직접 

 후배들을 반겨주시고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전기및전자공학부

15학번 정명근

전기및전자공학부

16학번 이승혜

기계공학과
16학번 고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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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

국가와 산업에 보탬이 되고 싶었던 청년, KAIST에서 성장하다

사업보국(事業報國). 기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더 나아가서는 

인류에 공헌하고 봉사한다. 이윤태 동문의 인터뷰에서 묻어나는 

KAIST와 삼성에 대한 애정은 ‘사업보국’이란 단어로 연결된다.

“과학원 재학 시절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들은 

배운 것을 활용해 빨리 산업을 근대화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

국의 경제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가 발전에 필요한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수

진이 큰 역할을 했다고 그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졸업 무렵, 지도교수님이셨던 김충기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

더니 ‘말랑말랑한 머리를 잘 써서 한국의 산업에 큰 도움이 되

어라’고 하셨던 것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경종민 교수

님 역시 개인의 성취를 넘어 국가를 위한 연구를 강조하셨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과학원에서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 덕분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역할을 넘어 과학기술자로서의 태도

와 사업보국의 정신을 심어준 멘토. 그는 교수님들에 대해 이

렇게 소회를 밝혔다. 이윤태 동문이 KAIST 시절에 대해 이야

기할 때 ‘공부’라는 단어 대신 ‘training’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

용하는 것도 이 때문인지 모른다.

준비된 자가 미래를 본다　

이윤태 동문은 삼성전자 통신설계팀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삼성전

자 시스템LSI개발실장, 삼성디스플레이 LCD개발실장 부사장을 

거쳐 현재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다.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조직관리와 경영에서도 그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기술자로 열심히 하여 인정을 받아 임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보직을 바꾸기도 하고, 다른 회사에서 경영을 하면서 다음 단

계에 요구되는 것들을 미리 교육받고 준비하여 경영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같은 KAIST 동문이신 권오현 선배님

과 임형규 선배님으로부터 경영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을 꿈꾸는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 그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운동’에 비유했다.

“아픈 다음 병을 치료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건

강을 챙기며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듯,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입사 후 단계가 올라갈수록 고객과의 소통능력, 비

02

자랑스런
동문 소개

이윤태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은 KAIST 전기및전

자공학부 석사 83학번, 박사 89학번으로 삼성전자

의 성장 동력이라 꼽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반도체 설계전문가로 불린다.

2014년부터 삼성전기에서 부품사업에 대한 안목과 

과감한 사업 결단력으로 경영을 주도해 강건한 사

업체제를 구축하는 등 삼성전기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KAIST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상한 이윤태 동

문은 이전부터 꾸준히 KAIST 동문학술장학재단을 

통해 재학생 후배들의 꿈을 응원해 오고 있다. 따뜻

한 미소로 학생들을 반겨준 이윤태 동문을 만났다.

즈니스 감각, 글로벌 역량이 중요해지는데, 필요할 때 닥쳐

서 하기보다는 다음 단계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나 자격요건

을 미리 알아보고 틈나는 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교로부터 받은 것에 이자를 더해 후배들에게 갚는다는 마음으로

KAIST 동문학술장학재단(이사장 임형규)은 2013년에 새로

이 출범하여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 지원사업, 후

배들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윤태 동문 역

시 매년 ‘이윤태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동문학술장학재단은 임형규 선배님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

니다. 저도 KAIST에서 장학금을 받았었고 내가 받은 것을 

갚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받은 기쁨과 행복을 다음 

세대 후배들에게 다시 기부하는 문화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는 이윤태 동문. 그는 장학금 기부뿐만 아니라 더 높은 시선

으로 후배들에 대해 사유하고 있었다.

“앞으로 우리 KAIST 동문들 중에서 아주 크게 성공한 기업

가들이 나오려면 한국 인더스트리 자체가 더 커져야 합니

다. 후배들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1월 신년교례회에서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상한 그는 

“부족한 저에게 모교의 자랑이라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

립니다. 항상 KAIST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

습니다. 이번 수상을 앞으로 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

다.” 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짧지만 큰 울림을 남긴 만남

인터뷰가 끝나갈 즈음 마지막으로 KAIST 구성원들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를 부탁했다. 그는 사자성어로 말문을 열

었다. 자리이타(自利利他).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결국 자

기를 이롭게 한다’라는 뜻을 지닌 이 단어에 KAIST에 대한 

그의 바람이 함축되어 있다.

“KAIST 구성원은 이미 개인이라는 개념 그 이상입니다. 개

인 이상의 가치 창출이 필요하죠. KAIST 출신이라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이타’, ‘사업보

국’ 이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

니다.”

‘그대 눈길을 걸어갈 때, 부디 어지럽게 걷지 마시오.

오늘 내가 남긴 이 흔적들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네.’

2018년 삼성전기 시무식에서 서산대사의 시 ‘그대 눈길을 

걸어갈 때’를 직접 낭송한 이윤태 동문. 후배들에게 자랑스

런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앞으로의 꿈이라고 말하는 그의 

이야기에서 삼성전기와 모교에 대한 애정이 묻어난다.

누군가에게는, 개인 삶의 행복이, 혹은 더 나아가 국가 산

업의 발전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이윤태 

동문이 남긴 긍정적인 발자국은 많은 KAIST 동문들에게 

훗날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01 KAIST 동문학술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이윤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전산학부 가재령 학생(왼쪽), 전산학부 김요한 학생(오른쪽)

02 삼성전기 로고 앞에서 이윤태 동문과 재학생 후배들이 KAIST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기및전자공학부 16학번 이승혜(왼쪽), 15학번 정명근(왼쪽 두 번째), 

 기계공학과 16학번 고명찬(오른쪽)

01 02

삼성전기 이윤태 선배님 인터뷰 방문 후기

 인터뷰를 통해 선배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가 생겼다. 

 많은 것을 겪고 이겨내신 분의 말씀을 직접 만나서 들으니 더욱 와 닿는 것 같다.    

 현재 인턴중인 회사의 사장님을 인터뷰하게 되어 영광이었다. 처음 해보는 인터뷰였는 

 데 편안한 분위기에서 애정을 가지고 답변해주시는 모습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학생으로서 만나기 어려운 분을 만나게 되어 우리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직접 

 후배들을 반겨주시고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전기및전자공학부

15학번 정명근

전기및전자공학부

16학번 이승혜

기계공학과
16학번 고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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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고 정신없었던 한 학기가 끝이 났다.  새로운 곳에서 보낸 한 학기의 끝. 나는 늘 그래왔든 KAIST 재학 당
시 나를 후원해주셨던 임형규 선배님께 안부를 전하며 KAIST에서 보냈던 5년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함께했던 KAIST 동문학술장학재단의 후원자 선배님들에 대한 기억을 되새겨 본다. 

나는 KAIST 동문학술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금 수혜자이다. 서울에서 열린 첫 장학증서 수여식에서의 기억
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SKT 부회장이셨던 임형규 선배님, 김&장 법률사무소 변리사이셨던 백만기 회장
님, 차기철 인바디 대표이사님 등 많은 분들이 후원자로서 수여식에 함께 하셨다. 내가 감히 쉽게 만날 수 없
는 분들과 함께한 자리였기에 처음엔 걱정도 많이 했지만 수여식은 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선배님들
은 먼저 대화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KAIST 후배라는 이유만으로도 선배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주셨던 것 같다. 뉴스나 기사로나 들어 볼 법한 이런 대단하
신 분들이 나의 KAIST 선배라는 점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고 KAIST 동문의 힘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는 시
간들이었다.

선배님들은 하나 같이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셨지만 모두 인간미가 넘치셨고 또 당신의 성공의 이유에 
대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KAIST라는 좋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라고 생각하시는 겸손하고 존
경스러운 분들이셨다. 또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나누어주며 사회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선배님들에게도 커다란 
기쁨이라는 따뜻한 말씀도 해주시는 멋진 분들이셨다. 우리에게 훌륭한 동문으로 성장하여 오늘 받은 장학금과 선
배님들의 도움을 다시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격려의 말씀은 아직도 내게 좋은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나의 후원자 선배님이신 임형규 선배님은 후원을 받는 후배들에게 친히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셨는데 추석이
나 각종 명절 때 연락을 주고 받을 때마다 항상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다. 또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젊은
이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는 감사한 격려도 많이 해주셨다. KAIST에서 동문 학술 장학생으로 있는 몇 
년 동안 뵈었던 임형규 선배님은 내가 지금까지 봐온 가장 멋진 어른이자 존경하고 닮고 싶은 선배님이시다.

갓 새내기 티를 벗은 2학년에서 KAIST를 졸업할 때까지 선배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게는 든든한 지원
군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또 대학교 시절 딸 둘을 혼자 키우시는 어머니께서 경제적으로 버거우실 
때마다 받았던 이 장학금은 내게 정말 값지고 소중했다.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항상 도움의 손길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던 너무나 고마운 장학금이었다.

지금의 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의공학도로서의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
전히 나를 도와주셨던 선배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가슴 속 깊이 남아 사회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후
배들에게 이를 돌려줄 수 있는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는 진심 어린 꿈이 생겼다. 또 KAIST에 이런 멋진 선배
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KAIST 동문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후배들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고 싶어 적은 돈이지만 매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
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학생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의과대학 학생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선배님들의 말처럼 
멋진 어른이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선배님들께 받은 도움을 사회에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꿈
이자 목표이다.  

나에게 경제적으로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KAIST라는 좋은 곳에 머무는 동안 나를 성장시켜주었던 KAIST 동문 
학술 장학재단과 후원자 선배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선배들의 도움의 손길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성장시켜 줬습니다. 

기계공학과 

13학번 

오유영 동문

동문학술장학재단 

장학생 이야기

KAIST 총동문회 
동문학술장학재단 장학생 이야기

저에겐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의 과학한국을 이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초등 5학년 때 나로호 1차 발사 실패를 보며 
추락하지 않는 우주선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어 우리나라 과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어릴 때의 순
수한 꿈은 KSA, KAIST를 거치며 「자연, 환경, 그리고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꿈과 
목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신소재공학·화학·물리학이 어우러진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연구를 하며 학문
적 열정과 도전 의지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며 미래 과학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봉사하는 과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KSA) 1학년 때 선
발된 제2기 ‘한성 노벨 영·수재 장학생’으로서 장학회 손재한 이사장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넘어 국
가 발전과 과학인재 양성에 대한 집념과 나눔을 실천하는 큰 뜻과 삶의 철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통령 과학 장학생’과 이번 ‘KAIST 동문 학술장학재단 장학생’ 선정은 앞으로 성장해나가면서 제가 받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지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것을 더욱 확고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AIST 동문 
학술장학재단의 장학 취지를 가슴에 담아 ‘봉사하는 과학자’에 한층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KAIST 동문학술장학재단 기부자 선배님께 감사의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신지요? 
KAIST 17학번 신소재공학과 최진호입니다. 
지난 봄, KAIST 동문 학술장학생에 선정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의 중심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최고의 과학기술대학’ KAIST에 KPF로 선발되어 꿈같은 새내기 생활을 보
내고 어느덧 학사 2년 차가 되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한 후 여기저기 강의실을 찾아 훌륭하신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존경하는 교수님 연구실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활동도 즐겁게 하고 있으
며,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작은 책상 앞에 손 글씨로 꾹꾹 눌러쓴 좌우명을 새기고 꿈과 목표를 정하여 ‘즐거운 도전’을 하였습니
다. “마음이 일어나면 뜻이 되고, 힘내 뜻을 세우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평범한 진리는 저의 꿈을 실천하는 마
음의 사다리였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학문에 매진하고 연구에 몰두하여 한국 과학의 미래를 선도하며 제
가 받은 모든 것을 나누는 과학자가 되기 위하여 또 하나의 ‘즐거운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꿈을 키
우며 노력하면 결국에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임윤철 선배님께서 ㈜기술과 가치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언급하신 “미래는 우리의 
생각과 꿈, 그리고 ‘실천’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랑하는 후배, 자랑스러워

하는 후배, 이 시대와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후배가 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
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기를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KAIST 신소재공학과 17학번 최진호 올립니다.

내 꿈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봉사하는 과학자’가 되는 것

신소재공학과 

17학번 

최진호 학우

동문학술장학재단 

장학생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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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고 정신없었던 한 학기가 끝이 났다.  새로운 곳에서 보낸 한 학기의 끝. 나는 늘 그래왔든 KAIST 재학 당
시 나를 후원해주셨던 임형규 선배님께 안부를 전하며 KAIST에서 보냈던 5년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함께했던 KAIST 동문학술장학재단의 후원자 선배님들에 대한 기억을 되새겨 본다. 

나는 KAIST 동문학술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금 수혜자이다. 서울에서 열린 첫 장학증서 수여식에서의 기억
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SKT 부회장이셨던 임형규 선배님, 김&장 법률사무소 변리사이셨던 백만기 회장
님, 차기철 인바디 대표이사님 등 많은 분들이 후원자로서 수여식에 함께 하셨다. 내가 감히 쉽게 만날 수 없
는 분들과 함께한 자리였기에 처음엔 걱정도 많이 했지만 수여식은 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선배님들
은 먼저 대화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KAIST 후배라는 이유만으로도 선배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주셨던 것 같다. 뉴스나 기사로나 들어 볼 법한 이런 대단하
신 분들이 나의 KAIST 선배라는 점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고 KAIST 동문의 힘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는 시
간들이었다.

선배님들은 하나 같이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셨지만 모두 인간미가 넘치셨고 또 당신의 성공의 이유에 
대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KAIST라는 좋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라고 생각하시는 겸손하고 존
경스러운 분들이셨다. 또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나누어주며 사회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선배님들에게도 커다란 
기쁨이라는 따뜻한 말씀도 해주시는 멋진 분들이셨다. 우리에게 훌륭한 동문으로 성장하여 오늘 받은 장학금과 선
배님들의 도움을 다시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격려의 말씀은 아직도 내게 좋은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나의 후원자 선배님이신 임형규 선배님은 후원을 받는 후배들에게 친히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셨는데 추석이
나 각종 명절 때 연락을 주고 받을 때마다 항상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다. 또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젊은
이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는 감사한 격려도 많이 해주셨다. KAIST에서 동문 학술 장학생으로 있는 몇 
년 동안 뵈었던 임형규 선배님은 내가 지금까지 봐온 가장 멋진 어른이자 존경하고 닮고 싶은 선배님이시다.

갓 새내기 티를 벗은 2학년에서 KAIST를 졸업할 때까지 선배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게는 든든한 지원
군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또 대학교 시절 딸 둘을 혼자 키우시는 어머니께서 경제적으로 버거우실 
때마다 받았던 이 장학금은 내게 정말 값지고 소중했다.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항상 도움의 손길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던 너무나 고마운 장학금이었다.

지금의 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의공학도로서의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
전히 나를 도와주셨던 선배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가슴 속 깊이 남아 사회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후
배들에게 이를 돌려줄 수 있는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는 진심 어린 꿈이 생겼다. 또 KAIST에 이런 멋진 선배
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KAIST 동문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후배들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고 싶어 적은 돈이지만 매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
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학생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의과대학 학생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선배님들의 말처럼 
멋진 어른이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선배님들께 받은 도움을 사회에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꿈
이자 목표이다.  

나에게 경제적으로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KAIST라는 좋은 곳에 머무는 동안 나를 성장시켜주었던 KAIST 동문 
학술 장학재단과 후원자 선배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선배들의 도움의 손길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성장시켜 줬습니다. 

기계공학과 

13학번 

오유영 동문

동문학술장학재단 

장학생 이야기

KAIST 총동문회 
동문학술장학재단 장학생 이야기

저에겐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의 과학한국을 이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초등 5학년 때 나로호 1차 발사 실패를 보며 
추락하지 않는 우주선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어 우리나라 과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어릴 때의 순
수한 꿈은 KSA, KAIST를 거치며 「자연, 환경, 그리고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꿈과 
목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신소재공학·화학·물리학이 어우러진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연구를 하며 학문
적 열정과 도전 의지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며 미래 과학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봉사하는 과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KSA) 1학년 때 선
발된 제2기 ‘한성 노벨 영·수재 장학생’으로서 장학회 손재한 이사장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넘어 국
가 발전과 과학인재 양성에 대한 집념과 나눔을 실천하는 큰 뜻과 삶의 철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통령 과학 장학생’과 이번 ‘KAIST 동문 학술장학재단 장학생’ 선정은 앞으로 성장해나가면서 제가 받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지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것을 더욱 확고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AIST 동문 
학술장학재단의 장학 취지를 가슴에 담아 ‘봉사하는 과학자’에 한층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KAIST 동문학술장학재단 기부자 선배님께 감사의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신지요? 
KAIST 17학번 신소재공학과 최진호입니다. 
지난 봄, KAIST 동문 학술장학생에 선정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의 중심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최고의 과학기술대학’ KAIST에 KPF로 선발되어 꿈같은 새내기 생활을 보
내고 어느덧 학사 2년 차가 되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한 후 여기저기 강의실을 찾아 훌륭하신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존경하는 교수님 연구실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활동도 즐겁게 하고 있으
며,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작은 책상 앞에 손 글씨로 꾹꾹 눌러쓴 좌우명을 새기고 꿈과 목표를 정하여 ‘즐거운 도전’을 하였습니
다. “마음이 일어나면 뜻이 되고, 힘내 뜻을 세우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평범한 진리는 저의 꿈을 실천하는 마
음의 사다리였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학문에 매진하고 연구에 몰두하여 한국 과학의 미래를 선도하며 제
가 받은 모든 것을 나누는 과학자가 되기 위하여 또 하나의 ‘즐거운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꿈을 키
우며 노력하면 결국에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임윤철 선배님께서 ㈜기술과 가치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언급하신 “미래는 우리의 
생각과 꿈, 그리고 ‘실천’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랑하는 후배, 자랑스러워

하는 후배, 이 시대와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후배가 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
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기를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KAIST 신소재공학과 17학번 최진호 올립니다.

내 꿈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봉사하는 과학자’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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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리용이 궁금해요!

까리용은 크게 두 차례의 수난기를 거쳤다. 첫 번째 고장은 1996년 이후로 오리연못 주변의 조경 공

사를 하는 중에 굴삭기가 까리용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선을 끊어버린 것이다. 그 사고로 한동안 연주

가 중단됐다가 A/S를 통해 제 소리를 되찾았다. 까리용의 두 번째 수난은 2003년(추정)부터 최근까

지 이어졌다. 종 부분에 장착되어있는 솔레노이드의 일부가 오작동해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동요라

고 알고 들어도 도무지 무슨 곡인지를 맞힐 수 없을 정도의 소리가 나서 그 이후 까리용 연주가 중단

됐다. 2013년 12월에 보수한 이후 현재까지 명쾌한 종소리로 밝고 활기찬 캠퍼스를 만들어주고 있다.

A

까리용을 수리하려면 ‘프랑스 기술자를 불러와야 한다.’, ‘아니다 덴마크 기술자다.’ 등의 의견이 분분

하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풍문일 뿐! 우리 학교 까리용은 네덜란드 회사가 만들었다. 더 정확

하게는 세계 유수의 까리용 전문 제작사인 Royal Eijsbouts 사의 기술이다.

A

까리용이 세워졌을 당시에는 전용 건반이 있었다. 까리용 벤치 밑에 있는 컨트롤 유닛에 건반을 연결

하면 까리용을 직접 연주할 수 있었다. 김명석 교수가 축제 때 까리용 연주 대회를 해보자고 제안한 

적 있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A

기계공학과 양동열 교수의 말에 따르면, 설립 초창기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포함해 100곡 이상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정해진 시간에 연주되었다. 현재는 하루에 네 번 (9시·12시·13시·18시) 울

리며 클래식, 동요, 영화음악, 팝 등을 아우르는 총 28곡이 선곡되어 있어 요일과 시간대 별로 각기 

다른 연주를 들을 수 있다.

A

설립 당시는 캠퍼스에 고층 건물이 많지 않던 시절이라 비 오는 날이면 캠퍼스 전역에서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보수를 마친 현재, 까리용 소리가 어디까지 들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KAIST 공식 페이스북이나 학내 게시판에서 공론화한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까리용 소

리를 가장 희미하게 듣는 캠퍼스 최전방의 학우는 누구일지 궁금하다.

A

까리용, 

언제 

멈췄을까?

Q

까리용은 

어느 

나라 기술일까?

Q

까리용을 

직접 연주할 수 

있을까?

Q

까리용에서는 

총 몇 곡의 

음악이 연주될까?

Q

까리용의 

소리, 

어디까지 들릴까?

Q

1991년 어느 여름날, 

산업디자인학과 김명석 교수의 방에 

우리 학교 1회 졸업생인 

기계공학과 양동열 교수가 찾아왔다.

 

총동창회가 KAIST 상징물을 제작해

학교에 기증하려고 하는데, 

그 디자인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개교 20주년이 되던 해,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 까리용을 태동시켰다. 

위치는 오리 연못 근처로 정해졌다. 정문을 통과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곳, 조형물

이 주변과 어우러졌을 때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김명석 교수

도 오리 연못 근처를 산책하던 중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보고 지금과 같은 지

그재그 형태를 착안했다. 

하늘로 솟구치는 아지랑이처럼 과학기술의 미래도 끊임없이 발전하길 기원하는 의

미다. 인류의 빛이 되는 과학기술을 상징하기 위해 빛의 삼원색인 빨강·초록·파

랑을 세 기둥에 입혔다. 색감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 아폴로 우주선을 도색했던 

특수 페인트를 사용했고, 강한 태풍도 견뎌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까리용의 기능을 더했다. 후배들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꿈을 키

우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본디, 까리용은 레버와 페달을 눌러 종을 울리는 악기

지만 우리 학교는 솔레노이드로 각각의 종을 제어하는 전자식 연주를 도입했다. 

국내 대학 캠퍼스에 최초로 들어선 까리용이었으며, 1992년 10월 17일 완공되었

다. 지금은 까리용이란 별명으로 널리 불리고 있지만 ‘석학들의 숲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라는 뜻의 ‘석림(碩林)의 종’이 정식 명칭이다. 건립비에는 KAIST가 추구

하는 가치인 '창조·조화·도약'이 새겨져 있다.

석림碩林의 종, 
까리용
(Carillon) 01  현재는 학술문화관이 된 

     옛 중앙도서관과 1994년의 까리용     

02  김명석 교수가 1991년 스케치한 까리용 디자인

02

KAIST 총동문회 
추억의 캠퍼스 

까리용은 개교 20주년 당시 

수많은 동문이 정성을 다해 모금한 기금으로 제작해 

기증한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KAIST의 기념물입니다. 

당시, 국내 대학 최초로 캠퍼스에 까리용을 설치한 데에는

음악 소리가 KAIST 구성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까리용이 KAIST 도약과 조화의 상징으로 

오래 오래 KAIST와 졸업생들의 마음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현재 까리용은 건립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KI빌딩과 학술문화관 

앞에서 여전히 그 자태를 뽐내며 캠퍼스를 지켜주고 있다.

 기계공학과

양동열
교수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예술적 감성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예술과 과학이 합쳐지고, 감성과 이성이 조화를 이룰 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이 생겨납니다. 

까리용 소리가 새롭게 울려 퍼지는 학문의 동산에서 

창조하고 조화를 이루며 도약하는 

꿈을 이뤄가기 바랍니다.

산업디자인학과

김명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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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까리용이 궁금해요!

까리용은 크게 두 차례의 수난기를 거쳤다. 첫 번째 고장은 1996년 이후로 오리연못 주변의 조경 공

사를 하는 중에 굴삭기가 까리용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선을 끊어버린 것이다. 그 사고로 한동안 연주

가 중단됐다가 A/S를 통해 제 소리를 되찾았다. 까리용의 두 번째 수난은 2003년(추정)부터 최근까

지 이어졌다. 종 부분에 장착되어있는 솔레노이드의 일부가 오작동해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동요라

고 알고 들어도 도무지 무슨 곡인지를 맞힐 수 없을 정도의 소리가 나서 그 이후 까리용 연주가 중단

됐다. 2013년 12월에 보수한 이후 현재까지 명쾌한 종소리로 밝고 활기찬 캠퍼스를 만들어주고 있다.

A

까리용을 수리하려면 ‘프랑스 기술자를 불러와야 한다.’, ‘아니다 덴마크 기술자다.’ 등의 의견이 분분

하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풍문일 뿐! 우리 학교 까리용은 네덜란드 회사가 만들었다. 더 정확

하게는 세계 유수의 까리용 전문 제작사인 Royal Eijsbouts 사의 기술이다.

A

까리용이 세워졌을 당시에는 전용 건반이 있었다. 까리용 벤치 밑에 있는 컨트롤 유닛에 건반을 연결

하면 까리용을 직접 연주할 수 있었다. 김명석 교수가 축제 때 까리용 연주 대회를 해보자고 제안한 

적 있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A

기계공학과 양동열 교수의 말에 따르면, 설립 초창기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포함해 100곡 이상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정해진 시간에 연주되었다. 현재는 하루에 네 번 (9시·12시·13시·18시) 울

리며 클래식, 동요, 영화음악, 팝 등을 아우르는 총 28곡이 선곡되어 있어 요일과 시간대 별로 각기 

다른 연주를 들을 수 있다.

A

설립 당시는 캠퍼스에 고층 건물이 많지 않던 시절이라 비 오는 날이면 캠퍼스 전역에서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보수를 마친 현재, 까리용 소리가 어디까지 들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KAIST 공식 페이스북이나 학내 게시판에서 공론화한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까리용 소

리를 가장 희미하게 듣는 캠퍼스 최전방의 학우는 누구일지 궁금하다.

A

까리용, 

언제 

멈췄을까?

Q

까리용은 

어느 

나라 기술일까?

Q

까리용을 

직접 연주할 수 

있을까?

Q

까리용에서는 

총 몇 곡의 

음악이 연주될까?

Q

까리용의 

소리, 

어디까지 들릴까?

Q

1991년 어느 여름날, 

산업디자인학과 김명석 교수의 방에 

우리 학교 1회 졸업생인 

기계공학과 양동열 교수가 찾아왔다.

 

총동창회가 KAIST 상징물을 제작해

학교에 기증하려고 하는데, 

그 디자인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개교 20주년이 되던 해,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 까리용을 태동시켰다. 

위치는 오리 연못 근처로 정해졌다. 정문을 통과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곳, 조형물

이 주변과 어우러졌을 때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김명석 교수

도 오리 연못 근처를 산책하던 중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보고 지금과 같은 지

그재그 형태를 착안했다. 

하늘로 솟구치는 아지랑이처럼 과학기술의 미래도 끊임없이 발전하길 기원하는 의

미다. 인류의 빛이 되는 과학기술을 상징하기 위해 빛의 삼원색인 빨강·초록·파

랑을 세 기둥에 입혔다. 색감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 아폴로 우주선을 도색했던 

특수 페인트를 사용했고, 강한 태풍도 견뎌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까리용의 기능을 더했다. 후배들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꿈을 키

우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본디, 까리용은 레버와 페달을 눌러 종을 울리는 악기

지만 우리 학교는 솔레노이드로 각각의 종을 제어하는 전자식 연주를 도입했다. 

국내 대학 캠퍼스에 최초로 들어선 까리용이었으며, 1992년 10월 17일 완공되었

다. 지금은 까리용이란 별명으로 널리 불리고 있지만 ‘석학들의 숲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라는 뜻의 ‘석림(碩林)의 종’이 정식 명칭이다. 건립비에는 KAIST가 추구

하는 가치인 '창조·조화·도약'이 새겨져 있다.

석림碩林의 종, 
까리용
(Carillon) 01  현재는 학술문화관이 된 

     옛 중앙도서관과 1994년의 까리용     

02  김명석 교수가 1991년 스케치한 까리용 디자인

02

KAIST 총동문회 
추억의 캠퍼스 

까리용은 개교 20주년 당시 

수많은 동문이 정성을 다해 모금한 기금으로 제작해 

기증한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KAIST의 기념물입니다. 

당시, 국내 대학 최초로 캠퍼스에 까리용을 설치한 데에는

음악 소리가 KAIST 구성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까리용이 KAIST 도약과 조화의 상징으로 

오래 오래 KAIST와 졸업생들의 마음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현재 까리용은 건립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KI빌딩과 학술문화관 

앞에서 여전히 그 자태를 뽐내며 캠퍼스를 지켜주고 있다.

 기계공학과

양동열
교수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예술적 감성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예술과 과학이 합쳐지고, 감성과 이성이 조화를 이룰 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이 생겨납니다. 

까리용 소리가 새롭게 울려 퍼지는 학문의 동산에서 

창조하고 조화를 이루며 도약하는 

꿈을 이뤄가기 바랍니다.

산업디자인학과

김명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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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동문회
동문회비 납부자 명단

기간 : 2017. 8. 1. ~ 2018. 7. 31.   학과 오른쪽 숫자 : 입학년도 

김영배 경영 석80 / 박82 안상현 물리 학99 / 경영 석05 / 물리 박08 차기철 기계 석80

박선순 전기전자 석84 / 박86 우창헌 물리 학86 / 석90 / 박92 최석우 기계 석84　

배종태 경영 석82 / 박84 윤유식 생명 학86 / 석90 / 박92 한상필 생명화학 학86 / 석90 / 박92

서경열 전기전자 학86　 이강수 기계 석94　 한재흥 기계 학87 / 항공 석91 / 박93

서주원 신소재 학86 / 석91 / 박93 이현주 이그제큐티브 석11　 황우택 신소재 석81

성환호 전기전자 석88 / 박90　 임형규 경영 학87 / 산업 석91

 회장단 및 이사

강남철 기계 학87　 김형도 물리 학91 / 석94 / 박96 전권희 KCAMP 18기

김우태 항공 학90 박중근 신소재 석74 최홍석 물리 학93 / 산업 석97

김준산 전산 학96 / 석01 / 경영 박07 안명규 신소재 학87 /  석91 /  박93

김태영 기계 학93 / 석97 이봉춘 부품소재CEO 7기　

 종신회원

 동문동정

강병직 　KCAMP 14기 서정호 AIM 25기 임철영 지식재산 석11

경연정 전기전자 박94 송민우 물리 학13 장공진 KCAMP 13기

구상훈 산업 석00 송원득 생명화학 석87 /  박88 전명석 생명화학 석88 / 박89

김명진 생명화학 석81 송은강 전산 석86 정명진 과학저널리즘 석16　

김상곤 경영 석87 / 박89 송호준 경영 학90 정창환 AIC 11기

김영수 전기전자 학94 / 원자력 석98 / 박00 안덕노 부품소재CEO 8기 조용흥 KCAMP 13기

김영일 항공 학11 / 우주탐사 석16 안성훈 경영 석07　 진성백 신소재 학95

김종상 AIM 23기 윤태주 KCAMP 5기 최우석 미래전략 석17　

김지은 건설환경 학93 / 석97 / 박03 이강문 전산 학87 최윤석 AeG 22기

김형열 KCAMP 12기 이병한 KCAMP 14기 최해호 KFMP 2기

류지형 공학 이상각 전산 학90 하성민 경영 학93

문성모 신소재 학87 / 석91 / 박93 이장환 경영 박97 한국현 전기전자 학93 / 석97 / 박99

박정복 KCAMP 7기 이재령 KCAMP 2기 홍성우 KCAMP 13기

서용재 기계 석89 / 박91 임성례 KCAMP 10기

 일반회원

KAIST 총동문회는 동문 여러분의 참여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문님들의 진심어린 회비와 후원금은 모교 발전 지원과

동창회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연회비 : 50,000원      종신회비 : 500,000원  

총동문회비 납부 계좌 : 우리은행 270-139249-01-001(카이스트총동창회)

“선배의 300만원이면 1명의 후배에게 CES 참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KAIST 후배들의 창업정신과 도전정신 고취
- 창업문화 조성 및 동문 유니콘 벤처 육성 - 

창업 어워즈(2018년 8월~9월)
창업 유지,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

*심사기준 : 시장 규모와 성장률, 기술의 차별성 및 신규성, 핵심인력 역량 및 기업가정신, 

지속성장가증성, (잠재)고객,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 기여도

*아이디어 창업보다는 기술 창업에 가점을 부여하며 기타 정성적 평가 포함

사업계획서 
제출

수상자
발표

서류 및 
발표심사

CES 참석 및 관람(2019년 1월)
창업에 대한 자극과 도전정신 고취

*주최 : KAIST총동문     

*주관 : K School 경영대학, 경영대학 동문회   

*후원 : KAIST동문, KAIST 창업과, 과기회, KAIST VC 모임

CES 참관
(1/7~1/12)

네트워킹
(항시)

최종 결산 보고
(1/19~ )

매년 30명, 50명, 100명으로 늘려가며 CES 참관 및 부스 설치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및 기타 창업 육성

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1월 열리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박람회로, 

세계 주요 전자업체들의 제품을 전시하여 가전, 통신, 미래 발전 산업 등에 관한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KAIST 후배의
창업과 도전 정신

고취를 위해

총동문회에서 
‘CES 참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KAIST 후배의
창업과 도전 정신

고취를 위해

총동문회에서 
‘CES 참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후배사랑 동문후원금 납부 계좌 _ 우리은행 270-003359-01-005 (한국과학기술원)

 문의 : KAIST 총동문회 권성희  _ Tel. 042-350-4007      E-mail. alumni.giving@kaist.ac.kr 

KAIST 총동문회 
후배사랑 동문 후원금 소개 

 _ 김성수 동문(화학과 박사 85)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취임

 _ 나희승 동문(기계공학과 석사 90, 박사 9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취임

 _ 김종열 동문(건설및환경공학과 석사 83)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취임

 _ 임춘택 동문(전기및전자공학부 석사 85, 박사 8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취임 

 _ 김장성 동문(생명과학과 석사 89, 박사 0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취임

_ 생명과학과 : 김정회 동문

_ 전기및전자공학부 : 김병국, 이만섭, 이수영, 이황수 동문

_ 경영공학부 : 문송천, 한민희 동문

_ 물리학과 : 공홍진, 김병윤 동문

_ 기계공학과 : 임세영, 최상민 동문

_ 전기및전자공학부 : 경종민, 나종범, 박홍식, 유형준, 조규형 동문

_ 전산학부 : 한태숙 동문

- 2018년 2월 동문교수 정년퇴임 -

- 2018년 8월 동문교수 정년퇴임 -

Value Creator KAIST Magazine   Vol.2 _ 2018 상반기34 35



KAIST 총동문회
동문회비 납부자 명단

기간 : 2017. 8. 1. ~ 2018. 7. 31.   학과 오른쪽 숫자 : 입학년도 

김영배 경영 석80 / 박82 안상현 물리 학99 / 경영 석05 / 물리 박08 차기철 기계 석80

박선순 전기전자 석84 / 박86 우창헌 물리 학86 / 석90 / 박92 최석우 기계 석84　

배종태 경영 석82 / 박84 윤유식 생명 학86 / 석90 / 박92 한상필 생명화학 학86 / 석90 / 박92

서경열 전기전자 학86　 이강수 기계 석94　 한재흥 기계 학87 / 항공 석91 / 박93

서주원 신소재 학86 / 석91 / 박93 이현주 이그제큐티브 석11　 황우택 신소재 석81

성환호 전기전자 석88 / 박90　 임형규 경영 학87 / 산업 석91

 회장단 및 이사

강남철 기계 학87　 김형도 물리 학91 / 석94 / 박96 전권희 KCAMP 18기

김우태 항공 학90 박중근 신소재 석74 최홍석 물리 학93 / 산업 석97

김준산 전산 학96 / 석01 / 경영 박07 안명규 신소재 학87 /  석91 /  박93

김태영 기계 학93 / 석97 이봉춘 부품소재CEO 7기　

 종신회원

 동문동정

강병직 　KCAMP 14기 서정호 AIM 25기 임철영 지식재산 석11

경연정 전기전자 박94 송민우 물리 학13 장공진 KCAMP 13기

구상훈 산업 석00 송원득 생명화학 석87 /  박88 전명석 생명화학 석88 / 박89

김명진 생명화학 석81 송은강 전산 석86 정명진 과학저널리즘 석16　

김상곤 경영 석87 / 박89 송호준 경영 학90 정창환 AIC 11기

김영수 전기전자 학94 / 원자력 석98 / 박00 안덕노 부품소재CEO 8기 조용흥 KCAMP 13기

김영일 항공 학11 / 우주탐사 석16 안성훈 경영 석07　 진성백 신소재 학95

김종상 AIM 23기 윤태주 KCAMP 5기 최우석 미래전략 석17　

김지은 건설환경 학93 / 석97 / 박03 이강문 전산 학87 최윤석 AeG 22기

김형열 KCAMP 12기 이병한 KCAMP 14기 최해호 KFMP 2기

류지형 공학 이상각 전산 학90 하성민 경영 학93

문성모 신소재 학87 / 석91 / 박93 이장환 경영 박97 한국현 전기전자 학93 / 석97 / 박99

박정복 KCAMP 7기 이재령 KCAMP 2기 홍성우 KCAMP 13기

서용재 기계 석89 / 박91 임성례 KCAMP 10기

 일반회원

KAIST 총동문회는 동문 여러분의 참여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문님들의 진심어린 회비와 후원금은 모교 발전 지원과

동창회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연회비 : 50,000원      종신회비 : 500,000원  

총동문회비 납부 계좌 : 우리은행 270-139249-01-001(카이스트총동창회)

“선배의 300만원이면 1명의 후배에게 CES 참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KAIST 후배들의 창업정신과 도전정신 고취
- 창업문화 조성 및 동문 유니콘 벤처 육성 - 

창업 어워즈(2018년 8월~9월)
창업 유지,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

*심사기준 : 시장 규모와 성장률, 기술의 차별성 및 신규성, 핵심인력 역량 및 기업가정신, 

지속성장가증성, (잠재)고객,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 기여도

*아이디어 창업보다는 기술 창업에 가점을 부여하며 기타 정성적 평가 포함

사업계획서 
제출

수상자
발표

서류 및 
발표심사

CES 참석 및 관람(2019년 1월)
창업에 대한 자극과 도전정신 고취

*주최 : KAIST총동문     

*주관 : K School 경영대학, 경영대학 동문회   

*후원 : KAIST동문, KAIST 창업과, 과기회, KAIST VC 모임

CES 참관
(1/7~1/12)

네트워킹
(항시)

최종 결산 보고
(1/19~ )

매년 30명, 50명, 100명으로 늘려가며 CES 참관 및 부스 설치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및 기타 창업 육성

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1월 열리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박람회로, 

세계 주요 전자업체들의 제품을 전시하여 가전, 통신, 미래 발전 산업 등에 관한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KAIST 후배의
창업과 도전 정신

고취를 위해

총동문회에서 
‘CES 참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KAIST 후배의
창업과 도전 정신

고취를 위해

총동문회에서 
‘CES 참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후배사랑 동문후원금 납부 계좌 _ 우리은행 270-003359-01-005 (한국과학기술원)

 문의 : KAIST 총동문회 권성희  _ Tel. 042-350-4007      E-mail. alumni.giving@kaist.ac.kr 

KAIST 총동문회 
후배사랑 동문 후원금 소개 

 _ 김성수 동문(화학과 박사 85)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취임

 _ 나희승 동문(기계공학과 석사 90, 박사 9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취임

 _ 김종열 동문(건설및환경공학과 석사 83)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취임

 _ 임춘택 동문(전기및전자공학부 석사 85, 박사 8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취임 

 _ 김장성 동문(생명과학과 석사 89, 박사 0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취임

_ 생명과학과 : 김정회 동문

_ 전기및전자공학부 : 김병국, 이만섭, 이수영, 이황수 동문

_ 경영공학부 : 문송천, 한민희 동문

_ 물리학과 : 공홍진, 김병윤 동문

_ 기계공학과 : 임세영, 최상민 동문

_ 전기및전자공학부 : 경종민, 나종범, 박홍식, 유형준, 조규형 동문

_ 전산학부 : 한태숙 동문

- 2018년 2월 동문교수 정년퇴임 -

- 2018년 8월 동문교수 정년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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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발전재단COVER
STORY

“과학자들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었으니, 앞으로 우리

나라를 계속해서 성장시킬 사람들은 분명 KAIST 과학자일테죠. 

KAIST 발전을 응원하며 발전기금을 전합니다.”

배문자 여사가 2018년 7월 5일 KAIST 발전기금 5억원을 약정했

다. 배 여사는 기부금이 KAIST 발전에 도움이 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배문자 여사는 K-Industry 4.0 추진본부를 맡고 있는 김흥남 본

부장의 이모이다. 배 여사는 “집안 제사와 행사 등에서 조카를 만

나면, KAIST에서 맡게 된 K-Industry 4.0 추진본부 사업을 듣

곤 했다”며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이 될 KAIST의 4차 

산업 혁명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K-Industry 4.0 추진본부는 국가 발전을 위한 메가트렌드인 4차 

산업 혁명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KAIST의 과학기술 연구 및 

인재양성 역량을 중소·중견 기업에 지원하는 부서로, 2017년 11

월에 설립됐다.

KAIST는 배문자 여사의 기부금을 K-Industry 4.0 추진본부 발

전기금과 함께 Dr.M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Dr.M은 모

바일, 사물인터넷 기반의 웨어러블 기기와 센서, 빅데이터 등 정

보 통신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헬스 케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

젝트이다. KAIST는 배문자 여사의 발전기금을 오래도록 기억하

기 위해 Dr.M 쇼룸을 ‘김방영·배문자 Dr.M 쇼룸’으로 명명했다. 

배문자 여사는 “기부는 뉴스에 나오는 훌륭한 독지가만이 실행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KAIST의 놀라운 연구 성

과와 실적 등을 눈으로 확인하니 기부자로서 마음이 벅차 올랐다”

고 언급했다. 

이어 배 여사는 “먼저 간 남편(김방영 의학박사)과 함께 KAIST에 

이름을 남기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 KAIST의 발전상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01 2018년 7월 5일 총장실에서 열린 배문자 여사 발전기금 약정식. 
 왼쪽부터 박오옥 교학부총장, 김흥남 K-Industry 4.0 추진본부장, 

 배문자 여사, 신성철 총장, 민원기 여사, 김영걸 발전재단 상임이사

02 Dr.M 쇼룸 네이밍 제막식

03 캠퍼스 투어 후 KAIST 포토존에서 배문자 여사(사진 왼쪽)와 
 김흥남 본부장

03

KAIST 발전을 응원하는 기부 
배문자 여사, 발전기금 5억원 약정
4차 산업 이끌 KAIST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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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KAIST발전재단 이사장이 2018년 1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

사에서 열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이수영 이사장은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 걸쳐 평생을 아껴 모아 마련한 

800만달러 상당의 미국 LA의 부동산을 KAIST에 유증하여 KAIST 교육 프

로그램 발전에 공헌했다. 

이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3년 서울신문 기자로 언론계에 발

을 디딘 후 한국경제신문과 서울경제신문을 거치는 등 1980년까지 17년간 

취재 현장을 누볐다. 기자 생활을 하던 중 1971년 광원목장을 창업하여 축산

업을 시작했고, 1988년 부동산 전문기업인 광원산업을 창업해 현재까지 회

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창업 초창기부터 장학 사업에 관심을 두어 1971년부터 1994년

까지 서울대 법대 낙산장학회 이사를 지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법대장학재단 이사장을 맡으며 매년 기부금을 쾌척해왔다. 

이 이사장은 2012년 “우리나라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주저 없이 KAIST를 선택하게 되었다”며 “한국을 이끌 훌륭한 과학기술 인

재 양성이 되길 바란다”며 부동산을 유증했다. 이에 2016년에는 지속적인 

KAIST 발전을 기원하며 추가로 1건의 부동산을 추가로 유언 기부했다. 

이 이사장의 기부는 미국에서는 기부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유증 기

부를 실천해 우리나라에서도 유증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 이 이사장의 유증 이후 KAIST에는 3건의 유증 기부가 추가로 이뤄졌

다. 유언을 통한 기부는 단순 재산 처분이나 상속이 아닌 의식적이고 계획적

인 것으로,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 사용 목적 등을 정해 점차 성숙해가고 있

는 우리나라 기부 문화에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국민추천포상은 국민들이 직접 추천한 숨은 공로자를 찾아 장려하자

는 취지로 국민의 추천을 받아 훈·포장을 주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되

어 오고 있다. KAIST 기부자 중에는 故 조천식 회장(2011년 목련장), 김병

호 회장(2012년 목련장), 故 오이원 여사(2013년 목련장), 박병준 회장(2016

년 목련장)이 수상한 바 있다.   

‘KAIST 발전공로상’의 첫 발전공로상 수상자에 기부자인 김병호·김삼열 

부부와 이광형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가 선정되었다. 

KAIST발전공로상은 발전기금 유치 및 모금 활동 등 KAIST 발전에 크게 공

헌한 교내·외 인사를 선정하여 공로를 표창하고자 2018년 처음 제정하여 

매년 학위수여식 행사에서 시상하기로 했다. 첫 KAIST 발전공로상 시상식

은 2018년 2월 23일 류근철스포츠컴플렉스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개최되

었다. 

첫 수상자로 선정된 김병호·김삼열 부부는 부부가 평생을 아껴 모은 남편

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인의 재산마저 KAIST에 희사하여 아름다운 부부 기

부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 사회에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와 함께 이웃에 

따뜻한 기부 바이러스를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조천식 회장(2010년, 2012년 

기부)과 손창근 회장(2017년 기부) 등 또 다른 고액 기부가 연이어 성사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이광형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는 끝없는 열정과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바탕

으로 정문술 회장(2001년, 2014년 기부)과 오이원 여사(2010년 기부)의 기

부를 유치하여 KAIST 교육과 연구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

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의 융합학과인 바이오및뇌공학과와 문술미래전략대

학원을 설립하여 새로운 학문을 개척하여 국가 과학 기술 신성장 동력을 확

보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김병호·김삼열 부부는 “KAIST 가족의 일원으로서 KAIST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다”며 “행복한 기부 바이러스가 계

속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광형 교수는 “KAIST 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을 기원하는 기부자분들의 

뜻이 저를 통해 실현될 수 있어 보람되었다”며 “앞으로도 KAIST만의 기

부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

고 전했다. 

이수영
발전재단 이사장,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KAIST 
발전공로상 제정, 
첫 수상자로 
김병호·김삼열 부부, 
이광형 교수 선정

2018년 1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이수영 발전재단 이사장(사진 가운데)이 

이낙연 총리(사진 왼쪽)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사진 오른쪽은 이수영 이사장 남편 김창홍 변호사.

2018년 2월 23일 류근철스포츠컴플렉스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김병호·김삼열 부부가 

신성철 총장으로부터 KAIST 발전공로상을 수상하고 있다. 

2018년 2월 23일 류근철스포츠컴플렉스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이광형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가 신성철 총장으로부터 KAIST 발전공로상을 수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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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장의 기부는 미국에서는 기부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유증 기

부를 실천해 우리나라에서도 유증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 이 이사장의 유증 이후 KAIST에는 3건의 유증 기부가 추가로 이뤄졌

다. 유언을 통한 기부는 단순 재산 처분이나 상속이 아닌 의식적이고 계획적

인 것으로,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 사용 목적 등을 정해 점차 성숙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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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와 이광형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가 선정되었다. 

KAIST발전공로상은 발전기금 유치 및 모금 활동 등 KAIST 발전에 크게 공

헌한 교내·외 인사를 선정하여 공로를 표창하고자 2018년 처음 제정하여 

매년 학위수여식 행사에서 시상하기로 했다. 첫 KAIST 발전공로상 시상식

은 2018년 2월 23일 류근철스포츠컴플렉스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개최되

었다. 

첫 수상자로 선정된 김병호·김삼열 부부는 부부가 평생을 아껴 모은 남편

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인의 재산마저 KAIST에 희사하여 아름다운 부부 기

부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 사회에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와 함께 이웃에 

따뜻한 기부 바이러스를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조천식 회장(2010년, 2012년 

기부)과 손창근 회장(2017년 기부) 등 또 다른 고액 기부가 연이어 성사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이광형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는 끝없는 열정과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바탕

으로 정문술 회장(2001년, 2014년 기부)과 오이원 여사(2010년 기부)의 기

부를 유치하여 KAIST 교육과 연구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

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의 융합학과인 바이오및뇌공학과와 문술미래전략대

학원을 설립하여 새로운 학문을 개척하여 국가 과학 기술 신성장 동력을 확

보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김병호·김삼열 부부는 “KAIST 가족의 일원으로서 KAIST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다”며 “행복한 기부 바이러스가 계

속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광형 교수는 “KAIST 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을 기원하는 기부자분들의 

뜻이 저를 통해 실현될 수 있어 보람되었다”며 “앞으로도 KAIST만의 기

부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

고 전했다. 

이수영
발전재단 이사장,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KAIST 
발전공로상 제정, 
첫 수상자로 
김병호·김삼열 부부, 
이광형 교수 선정

2018년 1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이수영 발전재단 이사장(사진 가운데)이 

이낙연 총리(사진 왼쪽)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사진 오른쪽은 이수영 이사장 남편 김창홍 변호사.

2018년 2월 23일 류근철스포츠컴플렉스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김병호·김삼열 부부가 

신성철 총장으로부터 KAIST 발전공로상을 수상하고 있다. 

2018년 2월 23일 류근철스포츠컴플렉스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이광형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가 신성철 총장으로부터 KAIST 발전공로상을 수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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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 
벤처 창업 지원 기금 
1억원 기부
KAIST 경영대학, 
국제적 벤처 창업 요람 
성장 기원

컴퍼니케이파트너스, 
KAIST 창업 End-Run 
기금 약정 
KAIST 학생, 교수 등에 
창업 멘토로 
도움 되길 바람 

“선택과 도전을 통한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벤처 창업 교육

을 통해 KAIST 경영대학이 글로벌 세계에 걸맞은 벤처 창

업의 요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엔젤 투자가, 벤처 캐피탈리스트 출신으로 현재 싱가포르 국

립대학 경영대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는 이인 교수가 KAIST 

경영대학 벤처 창업 지원 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이인 교수는 20대 후반 미국으로 건너가 전자 기술을 기반

으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겨나는 생태계를 본 후 벤처 

사업에 뛰어들었다. 많은 창업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수없

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같이 해결하며 유망한 벤처를 발굴

하고 육성시켜 NASDAQ에 7개 회사를 상장시키고 100여건

의 국제적인 M&A를 직간접적으로 성사시켰다. 

이인 교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부분의 국제적인 경영대학

들은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략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고, 지금은 전세계의 인재와 시장, 자본과 연계하여 벤처 

생태계의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한국인은 승부근성과 

경쟁심리가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벤처 산업의 특성과 잘 

맞아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성공과 성장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벤처 관련 기조 연설

할 기회가 있었는데, 미래를 지배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나 창업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창의력이 특출한 한국에 가서 

찾아보라고 조언했다”며 “반대로, KAIST 동문들은 어디든 

시장 기회와 좋은 파트너가 있는 곳을 찾아 해외 벤처업계

나 학교와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태생적 글로벌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회사인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KAIST의 활발한 

창업 활동 지원을 위해 발전기금을 약정했다. 

KAIST는 2018년 4월 25일 본관 제1회의실에서 김학범 컴

퍼니케이파트너스 대표이사, 이강수 부사장, 황유선 부사

장, 변준영 이사, 이연구 팀장 등을 비롯하여 신성철 총장, 

박오옥 교학부총장, 박희경 연구부총장, 김병윤 창업원장, 

김영걸 발전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컴퍼니케이

파트너스 발전기금 약정식’을 진행했다. 

이번 약정에 따라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2018년부터 2년간 

KAIST 창업원 End-Run 프로젝트에 1억원의 기금을 기탁

할 예정이다. KAIST 창업원의 End-Run 프로젝트는 미식

축구에서 공격수가 수비진을 뚫고 터치다운을 위해 질주한

다는 뜻의 용어로, KAIST 보유 기술이 성공적으로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 사업에 참여해 가능성을 인정받은 교수, 학생은 창업에 

필요한 각종 법률자문, 투자유치, 네트워킹, 마케팅, 장비 

공유 등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창업의 산실이자 벤처 창업의 사관학

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KAIST를 주목하고, 창업 기금 

지원뿐 아니라 벤처 투자회사로서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전하는 멘토 역할을 하기로 했다.   

김학범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대표이사는 “KAIST의 대한민

(born-global start-up)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빌 게이츠의 “당신의 꿈이 이 세상의 누구와 비

교되는 것이라면 그건 바로 당신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Don’t compare yourself with anyone in this world. 

if you do so, you are insulting yourself)”라는 말을 좋

아한다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DNA를 갖고 태어

났기 때문에, 독특한 나만의 장점과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분야를 찾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꼭 성공하게 될 것”이라며 “KAIST 동문들이 꿈을 크게 갖고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글로벌 벤처 산업의 성공 모델을 많이 만들어내기

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이인 교수는 오직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이민 

생활과 벤처 업계에서의 현재 성취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 

‘WONDER’와 ‘TOMORROW’를 출간했다. 다채로운 실제 

경험과 사례를 소개하여 미국과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등

에서 스테디셀러 반열에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

았다. 

 서적 구입 문의 www.ikelee.com 

국 최고의 과학기술 인재들이 활발한 창업으로 대한민국에 

활력을 넣어야 할 때”라며 “이번 약정을 계기로 경제적인 지

원뿐 아니라 창업팀에 대한 보육과 투자 등 지속적이고 종합

적인 후원자로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성철 총장은 “KAIST 그동안 네이버, 넥슨 등 1,500여개

의 벤처 창업회사를 배출하며 국내 창업 문화를 선도해가고 

있다”며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기부금을 소중히 활용해 대

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지원 모델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이인 교수 2018년 4월 25일 KAIST 본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약정식에서

김학범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대표이사(사진 오른쪽)가

신성철 총장에게 발전기금 지원을 약속했다.

이인 교수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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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 
벤처 창업 지원 기금 
1억원 기부
KAIST 경영대학, 
국제적 벤처 창업 요람 
성장 기원

컴퍼니케이파트너스, 
KAIST 창업 End-Run 
기금 약정 
KAIST 학생, 교수 등에 
창업 멘토로 
도움 되길 바람 

“선택과 도전을 통한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벤처 창업 교육

을 통해 KAIST 경영대학이 글로벌 세계에 걸맞은 벤처 창

업의 요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엔젤 투자가, 벤처 캐피탈리스트 출신으로 현재 싱가포르 국

립대학 경영대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는 이인 교수가 KAIST 

경영대학 벤처 창업 지원 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이인 교수는 20대 후반 미국으로 건너가 전자 기술을 기반

으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겨나는 생태계를 본 후 벤처 

사업에 뛰어들었다. 많은 창업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수없

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같이 해결하며 유망한 벤처를 발굴

하고 육성시켜 NASDAQ에 7개 회사를 상장시키고 100여건

의 국제적인 M&A를 직간접적으로 성사시켰다. 

이인 교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부분의 국제적인 경영대학

들은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략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고, 지금은 전세계의 인재와 시장, 자본과 연계하여 벤처 

생태계의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한국인은 승부근성과 

경쟁심리가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벤처 산업의 특성과 잘 

맞아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성공과 성장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벤처 관련 기조 연설

할 기회가 있었는데, 미래를 지배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나 창업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창의력이 특출한 한국에 가서 

찾아보라고 조언했다”며 “반대로, KAIST 동문들은 어디든 

시장 기회와 좋은 파트너가 있는 곳을 찾아 해외 벤처업계

나 학교와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태생적 글로벌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회사인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KAIST의 활발한 

창업 활동 지원을 위해 발전기금을 약정했다. 

KAIST는 2018년 4월 25일 본관 제1회의실에서 김학범 컴

퍼니케이파트너스 대표이사, 이강수 부사장, 황유선 부사

장, 변준영 이사, 이연구 팀장 등을 비롯하여 신성철 총장, 

박오옥 교학부총장, 박희경 연구부총장, 김병윤 창업원장, 

김영걸 발전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컴퍼니케이

파트너스 발전기금 약정식’을 진행했다. 

이번 약정에 따라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2018년부터 2년간 

KAIST 창업원 End-Run 프로젝트에 1억원의 기금을 기탁

할 예정이다. KAIST 창업원의 End-Run 프로젝트는 미식

축구에서 공격수가 수비진을 뚫고 터치다운을 위해 질주한

다는 뜻의 용어로, KAIST 보유 기술이 성공적으로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 사업에 참여해 가능성을 인정받은 교수, 학생은 창업에 

필요한 각종 법률자문, 투자유치, 네트워킹, 마케팅, 장비 

공유 등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창업의 산실이자 벤처 창업의 사관학

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KAIST를 주목하고, 창업 기금 

지원뿐 아니라 벤처 투자회사로서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전하는 멘토 역할을 하기로 했다.   

김학범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대표이사는 “KAIST의 대한민

(born-global start-up)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빌 게이츠의 “당신의 꿈이 이 세상의 누구와 비

교되는 것이라면 그건 바로 당신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Don’t compare yourself with anyone in this world. 

if you do so, you are insulting yourself)”라는 말을 좋

아한다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DNA를 갖고 태어

났기 때문에, 독특한 나만의 장점과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분야를 찾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꼭 성공하게 될 것”이라며 “KAIST 동문들이 꿈을 크게 갖고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글로벌 벤처 산업의 성공 모델을 많이 만들어내기

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이인 교수는 오직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이민 

생활과 벤처 업계에서의 현재 성취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 

‘WONDER’와 ‘TOMORROW’를 출간했다. 다채로운 실제 

경험과 사례를 소개하여 미국과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등

에서 스테디셀러 반열에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

았다. 

 서적 구입 문의 www.ikelee.com 

국 최고의 과학기술 인재들이 활발한 창업으로 대한민국에 

활력을 넣어야 할 때”라며 “이번 약정을 계기로 경제적인 지

원뿐 아니라 창업팀에 대한 보육과 투자 등 지속적이고 종합

적인 후원자로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성철 총장은 “KAIST 그동안 네이버, 넥슨 등 1,500여개

의 벤처 창업회사를 배출하며 국내 창업 문화를 선도해가고 

있다”며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기부금을 소중히 활용해 대

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지원 모델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이인 교수 2018년 4월 25일 KAIST 본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약정식에서

김학범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대표이사(사진 오른쪽)가

신성철 총장에게 발전기금 지원을 약속했다.

이인 교수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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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관 
물리학과 명예교수, 
제자 위해 
1억원 기부

고규영 교수,
호암상
상금 1억원 쾌척

KAIST 경영대학에 ‘테크노MBA 1기 강의실’이 조성됐다. 

경영대학 테크노MBA 1기(95학번) 동문 30명은 2017년 11

월 23일 열린 졸업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에서 학과 발전

기금 1억원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KAIST에 전달했다. 

이에 경영대학에서는 동문의 기부를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SUPEX 경영관 102호 강의실을 ‘테크노MBA 1기 강의실’로 

명명했다. 2018년 2월 10일 열린 명명식 행사에는 기부에 

참여한 동문을 비롯해 테크노MBA 1기를 지도했던 안병훈, 

박성주, 김지수 명예교수와 김영배 경영대학장 등이 참석하

여 자리를 축하했다. 

조남성 동문은 “학교 발전 및 후배 양성을 위해 기부도 하

고, 강의실에 테크노MBA 1기의 이름을 남기게 되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규열 동문은 “졸업 후 20년 동안 테크노MBA 1기의 동기

들은 삼성그룹 사장, 유수 중견기업 대표, 공공기관장 등 산

업계 주요 리더로 성장하며 KAIST 경영대학 출신으로서 무

한한 자긍심을 갖고 살아왔다”며 “동문이라는 혜택을 화수

분처럼 사용했는데, 그 값을 어떻게 치러야할지 고심하던 차

에 기부로 깊을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고 전했다.  

이어 최 동문은 “졸업 20주년이 되어서야 학교에 자그마한 

흔적을 남기게 되어 부끄러울 뿐”이라며 “다른 동문들은 조

금 더 일찍 학교에 대한 애정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년 2월 10일 테크노MBA 1기 강의실 명명식 및 기부 감사 행사에 참석한 

김영배 경영대학장을 비롯한 교수진과 1기 동문들이 행사를 기념하며 한자리에 모였다. 2018년 5월 18일 총장실에서 열린 김재관 교수 감사패 전달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김은성 물리학과장, 김재관 명예교수, 신성철 총장, 이순칠 물리학과 교수

고규영 의과학대학원 교수(사진 왼쪽)가 2018년 6월 18일 학과 발전기금 1억을 

쾌척하여 신성철 총장이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테크노MBA 1기 
졸업 20주년 기념,
발전기금 1억원 기부 
SUPEX 경영관 강의실 
‘테크노MBA 1기 강의실’로 
명명

김재관 물리학과 명예교수가 제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물리학

과 발전기금 1억원을 5월 기부했다.

김재관 명예교수는 KAIST에 1972년 부임한 이후 1997년 정

년퇴임 할 때까지 25년여를 재직하면서 긴 세월을 연구와 제

자 양성이라는 한 길을 걸어왔다. 

김 명예교수는 “KAIST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면서 KAIST 

발전과 국가 발전에 일조하였다는 기쁨과 보람이 있었다”며 

“미약하지만 KAIST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전달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KAIST 최초의 동문 총장이자, 제자인 신성철 총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지속적인 KAIST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신성철 총장은 “제자를 향한 스승의 따뜻한 마음은 KAIST 발

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물리학과뿐 아니라 우리 

대학이 혁신을 거듭해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으로 성장해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국민들께 꿈과 자긍심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규영 의과학대학원 특훈교수가 호암상 상금 1억원을 KAIST 

발전기금으로 쾌척했다.

혈관생물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고규영 교수는 2018년 

6월 1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제28회 호암상’ 시상식에서 의

학상을 수상했다. 고 교수는 암 혈관을 제거하는 대신 정상화

시키는 역발상 접근으로 항암제 전달 효율성을 높여 암의 성

장과 전이를 줄일 수 있는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 공을 인정받

았다. 

고 교수는 “기초의학자로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호암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며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연

구에 박차를 다해 갈 것”이라며 수상금의 일부를 연구의 원동

력이 된 의과학대학원에 기부했다.

특히 고 교수는 지난 2012년에는 제5회 아산의학상을, 2011

년에는 제7회 경암상을, 2007년에는 제17회 분쉬의학상 수상

한 바 있으며, 수상시마다 매번 상금을 의과학대학원 발전기

금으로 기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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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관 
물리학과 명예교수, 
제자 위해 
1억원 기부

고규영 교수,
호암상
상금 1억원 쾌척

KAIST 경영대학에 ‘테크노MBA 1기 강의실’이 조성됐다. 

경영대학 테크노MBA 1기(95학번) 동문 30명은 2017년 11

월 23일 열린 졸업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에서 학과 발전

기금 1억원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KAIST에 전달했다. 

이에 경영대학에서는 동문의 기부를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SUPEX 경영관 102호 강의실을 ‘테크노MBA 1기 강의실’로 

명명했다. 2018년 2월 10일 열린 명명식 행사에는 기부에 

참여한 동문을 비롯해 테크노MBA 1기를 지도했던 안병훈, 

박성주, 김지수 명예교수와 김영배 경영대학장 등이 참석하

여 자리를 축하했다. 

조남성 동문은 “학교 발전 및 후배 양성을 위해 기부도 하

고, 강의실에 테크노MBA 1기의 이름을 남기게 되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규열 동문은 “졸업 후 20년 동안 테크노MBA 1기의 동기

들은 삼성그룹 사장, 유수 중견기업 대표, 공공기관장 등 산

업계 주요 리더로 성장하며 KAIST 경영대학 출신으로서 무

한한 자긍심을 갖고 살아왔다”며 “동문이라는 혜택을 화수

분처럼 사용했는데, 그 값을 어떻게 치러야할지 고심하던 차

에 기부로 깊을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고 전했다.  

이어 최 동문은 “졸업 20주년이 되어서야 학교에 자그마한 

흔적을 남기게 되어 부끄러울 뿐”이라며 “다른 동문들은 조

금 더 일찍 학교에 대한 애정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년 2월 10일 테크노MBA 1기 강의실 명명식 및 기부 감사 행사에 참석한 

김영배 경영대학장을 비롯한 교수진과 1기 동문들이 행사를 기념하며 한자리에 모였다. 2018년 5월 18일 총장실에서 열린 김재관 교수 감사패 전달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김은성 물리학과장, 김재관 명예교수, 신성철 총장, 이순칠 물리학과 교수

고규영 의과학대학원 교수(사진 왼쪽)가 2018년 6월 18일 학과 발전기금 1억을 

쾌척하여 신성철 총장이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테크노MBA 1기 
졸업 20주년 기념,
발전기금 1억원 기부 
SUPEX 경영관 강의실 
‘테크노MBA 1기 강의실’로 
명명

김재관 물리학과 명예교수가 제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물리학

과 발전기금 1억원을 5월 기부했다.

김재관 명예교수는 KAIST에 1972년 부임한 이후 1997년 정

년퇴임 할 때까지 25년여를 재직하면서 긴 세월을 연구와 제

자 양성이라는 한 길을 걸어왔다. 

김 명예교수는 “KAIST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면서 KAIST 

발전과 국가 발전에 일조하였다는 기쁨과 보람이 있었다”며 

“미약하지만 KAIST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전달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KAIST 최초의 동문 총장이자, 제자인 신성철 총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지속적인 KAIST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신성철 총장은 “제자를 향한 스승의 따뜻한 마음은 KAIST 발

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물리학과뿐 아니라 우리 

대학이 혁신을 거듭해 ‘글로벌 가치창출 선도대학’으로 성장해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국민들께 꿈과 자긍심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규영 의과학대학원 특훈교수가 호암상 상금 1억원을 KAIST 

발전기금으로 쾌척했다.

혈관생물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고규영 교수는 2018년 

6월 1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제28회 호암상’ 시상식에서 의

학상을 수상했다. 고 교수는 암 혈관을 제거하는 대신 정상화

시키는 역발상 접근으로 항암제 전달 효율성을 높여 암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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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 동문의 
훈훈한 기부 릴레이 

지도교수 정년퇴임 기념하며 

‘후배사랑 장학금’ 기부 

녹색성장대학원 동문회, 

대학원 발전 기원 기부 이어져

KAIST 경영대학 동문의 훈훈한 기부 릴레이가 2018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도형 테크노MBA(5기) 동문이 지도교수인 한민희 교수

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며 ‘후배사랑 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2018년 1월 KAIST에 전달했다. 

Accenture, SK Telecom, SK E&S를 거쳐 현재는 중견제

약사인 동구바이오제약에서 사업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김도

형 동문은 “테크노MBA 재학 당시 KAIST에서 베풀어 준 장

학금이 과정을 이수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며 “언젠

가는 이 은혜를 학교에 되돌려주고, 또 후배들이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장학금 전액과 약간의 이자

를 더해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KAIST 기초과학동 설립의 초석을 마련해준 김창원 앰코 회

장이 2018년 3월 28일 하와이에서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김창원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화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전쟁 때 미군 통역관으로 일하다 1952년 하와이에 이주해 

하와이대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다. 건축회사에 입사해 말

단 직원에서 회장직에 오르는 샐러리맨 신화를 이룩한 뒤 한

인사회와 지역사회에 기부와 헌신의 삶을 실천했다. 

미주 한인 최초의 하와이주립대 이사장과 총동창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모교를 위한 발전기금을 모으는데 앞장섰고 60

만달러 상당의 사재도 기부했다. 3달러 모금운동을 주도해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고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발전기금 150만달러를 쾌척하기도 

했다. 2006년에는 ‘하와이 한인 사회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로 한인 은행인 오하나퍼시픽은행을 설립하고 유명을 달리

하기 전까지 이사장직을 맡았다. 

김 회장은 KAIST와는 총장자문회의 위원으로 인연을 맺고, 

2009년 기초과학 연구에 힘써 달라며 100만달러를 기부했

다. 김 회장의 기부금을 초석으로 KAIST는 2013년 2월 나

노, 바이오, 물리, 화학, 생명 등 기초 과학 분야의 융합 연

구를 위한 최첨단 연구 시설인 ‘기초과학동’을 건립했다. 이

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KAIST는 2010년 2월 학위수여

식에서 김창원 회장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어 김 동문은 “한민희 교수님의 가르침으로 지금의 위치에 

올 수 있었다”며 “실력과 열정은 있는데 비전을 실천하지 못

하는 환경에 처해 있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의 밑거

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녹색성장대학원 동문회에서는 녹색성장대학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후배 양성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2018년 5월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장병일 녹색성장대학원 동문회장(녹색정책 석사 13학번)은 

“이번 기부가 동문들이 느끼는 KAIST 경영대학과 녹색성장

대학원에 대한 깊은 애정의 첫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동문들은 KAIST 동문으로서의 사명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

민해 나갈 것”이라고 학교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전했다. 

유족으로는 아이리스 경옥 여사와 2남이 있으며, 장례식은 

2018년 5월 22일 하와이 한인기독교회에서 가족장으로 치

러졌다. KAIST에서는 김영걸 발전재단 상임이사와 이지오 

화학과 학과장이 참석하여 고인을 추모했다. 

장남 Rex Kim은 추모사를 통해 “아버지는 온 가족이 참석

하여 KAIST에서 명예박사를 받으신 것을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하셨다”며 “베푸는 삶을 실천하셨어도, 항상 더 주지 못

한 것을 아쉬워하셨다”고 고인을 회고했다. 마지막으로 고인

의 유훈을 전했다. 

“If you can help, why not?”

사진 왼쪽부터 이희석 경영대 대외부학장, 김도형 동문, 한민희 교수, 김영배 경영대학장

김창원 앰코회장 별세
기초과학 연구 위해 
100만달러 기부, 
기초과학동 설립 
초석 마련

故 김창원 앰코회장

2018년 5월 31일 녹색성장대학원 동문회 기부감사식에 김영배 학장을 비롯한 

녹색성장대학원 교수와 여러 동문, 재학생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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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발전재단 
Campaign

KAIST만의 ‘하루과일 캠페인’ 
학부모 호응 나날이 증가

학부모, 동문 등 231명 참여, 과일 44만개 약정 
2018년 1학기 매일 평균 530명 학생에게 
92,328개 제철 과일 제공 

신성철 총장의 ‘Care’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작된 KAIST만

의 ‘하루과일 캠페인’이 자녀사랑, 후배사랑의 호응에 힘입

어 231명의 학부모, 동문 등이 참여하여 과일 44만4,636개 

약정을 돌파했다. 

‘하루과일 캠페인’은 글로벌리더십센터와 KAIST발전재단이 

함께 KAIST 모든 학생들이 매일 아침 제철 과일을 먹고 건

강히 학교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7년 2학기부

터 시작한 프로젝트로, 후원금으로 매일 아침 학생식당에서 

제철 과일을 무료로 제공한다. 

2017년 2학기에는 본교 동측, 서측, 북측 학생식당에서 하

루 평균 약 410명의 학생이 매일 아침 사과, 바나나, 감귤, 

방울토마토, 키위, 천도복숭아, 자두, 연시, 포도 등의 제철

과일 70,850개를 먹었다. 2018년 1학기에는 대상을 확대하

여 본교 뿐 아니라 문지캠퍼스와 화암기숙사 학생식당에 바

나나, 오렌지, 방울토마토, 딸기, 사과, 토마토, 청포도, 체

리, 수박 등 92,328개의 과일이 제공되어 하루 평균 530명

의 학생이 과일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새내기 배진성 학생의 어머니 허진수 학부

모님은 6월 1일 KAIST를 방문하여 아침 식사를 하는 아들

과 친구들에게 직접 체리를 나눠주며 격려했다. 허진수 학부

모님은 “학교에 초대해줘서 과일을 나눠주며 아들과 이야기

하며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감사하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KAIST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

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같이 참여한 새내기 이도균 학생의 부모 이원

호, 박은덕 학부모님은 “많은 후원을 받아 KAIST 학생들의 

건강에 더 신경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학교에

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캠페인을 지속해 나가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하버드, MIT, 스탠포드에도 없는 KAIST만의 ‘하루과일 캠

페인’은 오늘도 진행 중이다. 

2018년 6월 1일, 하루과일 캠페인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아침 식사를 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체리를 전달하며 하루를 응원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도균 학생 아버지 이원호, 어머니 박은덕 학부모님, 

배진성 학생 어머니 허진수 학부모님, 김영걸 글로벌리더십센터장 겸 발전재단 상임이사

‘team KAIST’ 멤버 557명 가입, 약정 25억원 돌파 
2018년, 도전 정신 더한 ‘KAIST Challenge 300’ 모집 중

KAIST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응원하는 ‘team KAIST’ 멤버

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team KAIST’ 캠페인은 매월 1만원 이상의 정기 기부로 팀카

이스트 멤버가 되어 KAIST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나가

기 위한 기금 모금 캠페인으로, 2016년 3월 시작한 이후 2018

년 7월말 현재 557명이 가입하여 약정액 25억원을 돌파했다. 

KAIST의 역사와 함께 한 석사 1기 선배 멤버, 동문이자 학부

모인 멤버, 동문 부부 멤버, 학부모 멤버, 동문이자 직원인 멤

버 등 team KAIST 멤버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KAIST의 눈

부신 도약을 기원했다. 

특히 2018년에는 기존 team KAIST 활동에 도전 정신을 곱

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로 전 세계를 견인하기 위한 ‘KAIST 

Challenge 300’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KAIST Challenge 300’은 월 10만원씩 1년 이상 또는 일시납 

100만원 이상 후원금을 특별히 따로 관리하여, 새로운 연구영

역 개척, 리더십 역량 강화 위한 무한 도전, 전세계 대한민국 

과학기술 소개를 위한 프로젝트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team KAIST’ 멤버는 지금, 바로 누구나 매월 1만원 이상 정

기 기부로 가입 가능하다. 

KAIST Challenge 300

01 연구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인류문명의 발전에

공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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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무한한 도전을 통해

구성원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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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소개합니다.

■CES, MWC, IFA 등 국제 IT전시회를 통한 우수 기술 확산

■APCS(Asia-Pacific Clties Summit) Young 

   Professional’s Forum 운영

■KAIST Model ITU(국제 ITU 총회 모의 전권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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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철 총장(오른쪽 네 번째)과 차기철 동문회장(다섯 번째)이 

재학생들과 함께 team KAIST 캠페인의 성공을 기원하며 도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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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발전재단 
Campaign

KAIST만의 ‘하루과일 캠페인’ 
학부모 호응 나날이 증가

학부모, 동문 등 231명 참여, 과일 44만개 약정 
2018년 1학기 매일 평균 530명 학생에게 
92,328개 제철 과일 제공 

신성철 총장의 ‘Care’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작된 KAIST만

의 ‘하루과일 캠페인’이 자녀사랑, 후배사랑의 호응에 힘입

어 231명의 학부모, 동문 등이 참여하여 과일 44만4,636개 

약정을 돌파했다. 

‘하루과일 캠페인’은 글로벌리더십센터와 KAIST발전재단이 

함께 KAIST 모든 학생들이 매일 아침 제철 과일을 먹고 건

강히 학교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7년 2학기부

터 시작한 프로젝트로, 후원금으로 매일 아침 학생식당에서 

제철 과일을 무료로 제공한다. 

2017년 2학기에는 본교 동측, 서측, 북측 학생식당에서 하

루 평균 약 410명의 학생이 매일 아침 사과, 바나나, 감귤, 

방울토마토, 키위, 천도복숭아, 자두, 연시, 포도 등의 제철

과일 70,850개를 먹었다. 2018년 1학기에는 대상을 확대하

여 본교 뿐 아니라 문지캠퍼스와 화암기숙사 학생식당에 바

나나, 오렌지, 방울토마토, 딸기, 사과, 토마토, 청포도, 체

리, 수박 등 92,328개의 과일이 제공되어 하루 평균 530명

의 학생이 과일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새내기 배진성 학생의 어머니 허진수 학부

모님은 6월 1일 KAIST를 방문하여 아침 식사를 하는 아들

과 친구들에게 직접 체리를 나눠주며 격려했다. 허진수 학부

모님은 “학교에 초대해줘서 과일을 나눠주며 아들과 이야기

하며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감사하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KAIST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

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같이 참여한 새내기 이도균 학생의 부모 이원

호, 박은덕 학부모님은 “많은 후원을 받아 KAIST 학생들의 

건강에 더 신경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학교에

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캠페인을 지속해 나가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하버드, MIT, 스탠포드에도 없는 KAIST만의 ‘하루과일 캠

페인’은 오늘도 진행 중이다. 

2018년 6월 1일, 하루과일 캠페인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아침 식사를 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체리를 전달하며 하루를 응원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도균 학생 아버지 이원호, 어머니 박은덕 학부모님, 

배진성 학생 어머니 허진수 학부모님, 김영걸 글로벌리더십센터장 겸 발전재단 상임이사

‘team KAIST’ 멤버 557명 가입, 약정 25억원 돌파 
2018년, 도전 정신 더한 ‘KAIST Challenge 300’ 모집 중

KAIST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응원하는 ‘team KAIST’ 멤버

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team KAIST’ 캠페인은 매월 1만원 이상의 정기 기부로 팀카

이스트 멤버가 되어 KAIST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나가

기 위한 기금 모금 캠페인으로, 2016년 3월 시작한 이후 2018

년 7월말 현재 557명이 가입하여 약정액 25억원을 돌파했다. 

KAIST의 역사와 함께 한 석사 1기 선배 멤버, 동문이자 학부

모인 멤버, 동문 부부 멤버, 학부모 멤버, 동문이자 직원인 멤

버 등 team KAIST 멤버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KAIST의 눈

부신 도약을 기원했다. 

특히 2018년에는 기존 team KAIST 활동에 도전 정신을 곱

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로 전 세계를 견인하기 위한 ‘KAIST 

Challenge 300’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KAIST Challenge 300’은 월 10만원씩 1년 이상 또는 일시납 

100만원 이상 후원금을 특별히 따로 관리하여, 새로운 연구영

역 개척, 리더십 역량 강화 위한 무한 도전, 전세계 대한민국 

과학기술 소개를 위한 프로젝트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team KAIST’ 멤버는 지금, 바로 누구나 매월 1만원 이상 정

기 기부로 가입 가능하다. 

KAIST Challenge 300

01 연구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인류문명의 발전에

공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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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무한한 도전을 통해

구성원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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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소개합니다.

■CES, MWC, IFA 등 국제 IT전시회를 통한 우수 기술 확산

■APCS(Asia-Pacific Clties Summit) Young 

   Professional’s Forum 운영

■KAIST Model ITU(국제 ITU 총회 모의 전권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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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철 총장(오른쪽 네 번째)과 차기철 동문회장(다섯 번째)이 

재학생들과 함께 team KAIST 캠페인의 성공을 기원하며 도약하고 있다. 

연도별 약정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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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발전재단 
기부자 이야기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학과 전통처럼 이어져 온 증축기

금과 발전기금 모금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항공우주공학과는 KAIST가 서울에 있었던 때 대학원 과정으

로, 학부 과정이 없이 시작하게 되어 공간이나 대형 실험 건

물이 부족했다. 항공우주공학과는 2017년 QS 세계대학평가

의 기계항공공학부 분야에서 세계 15위(국내 1위)를 하고 있

는 등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보이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반

면 항공우주공학과만의 상징적인 연구 설비가 부족한 상황이

다. 이에 동문과 기부자, 학과가 함께 공간 확보를 위한 틀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모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항공우주공학과가 특히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기부를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기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조금씩이라도 졸업생으로서 모

교와 학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저 또한 동문이자 교수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

다. 더 많은 구성원이 힘을 합쳐 학과를 만들어가는 문화를 

위해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많은 학생들에게 전파하고 있

다.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서신과 같은 방법으로 이야기를 전

달하기도 했었다. 실제로 학생들도 이를 많이 공감해주고 기

부를 실천하는 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니 매우 기쁘다. 

2015년 학위수여식에서 시작된 졸업생 기부 캠페인

이 이제는 KAIST의 졸업 기부 문화로 자리잡고 있

다. 특별히 항공우주공학과 학생들의 기부가 눈에 

띈다.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졸업하며 기

부를 약정한 동문의 37%(94명 중 35명)가 항공우

주공학과 학생이었다. 이는 해당 기간 항공우주공

학과 졸업생 중 약 20%가 학과 발전을 위한 기부에 

동참한 것이다. 과연 무엇이 학생들을 움직였을까? 

한재흥 항공우주공학과 학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

눠봤다.

단순한 기부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학과 

‘항공우주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학과장 한재흥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는데 학과의 기부 문화 확

산 캠페인에 크게 감동했는지 학부생으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을 약정하기도 했다.

학과 발전기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주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학과 발전기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이다. 올해 상반기에 ‘TEAM 

KAIST AE’라는 소액 정기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직은 동문과 재학생들에게 큰 기부를 요구하려 하

지 않는다. 커피 2~3잔 값 정도로 한 달에 1만원 이

상, 기간도 너무 길지 않게 2년 정도의 약정을 요청한

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더 큰 액수를 기부하더라도 

지금은 학과와 학생 간에 꾸준한 관계가 있었으면 좋

겠다. 

TEAM KAIST AE member라는 새로운 기부자 유치 캠

페인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율과 반응은 어떠한지 최종 

목표가 있다면?

2018년에는 ‘TEAM KAIST AE’ 멤버 100명을 모집

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까지 약 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처음 이 캠페인을 계획했을 때부터 많은 학생들

이 참여해주었으면 하기 보다는 학과를 지원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소개하고 싶었다. ‘TEAM KAIST 

AE’의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 재학생, 졸업생, 기부자, 

학부모와 학과 간의 끈끈한 네트워크 구축이다. 기부 

금액보다도 뉴스레터 등의 매체를 통한 콘택트(관계망 

구축)가 목표다. 큰 액수보다 장기적인 소액 기부를 

늘려 지속적인 관계망과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캠페인

의 취지다. 또 다른 목표라고 한다면 학과 구성원들에

게 기부가 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드

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과에서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진행하

는 활동이 있는지?

내년은 학과가 설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

다. 이에 2019년 3월 29일 KAIST 대전 본원 학술문

화관에서 ‘KAIST AE 설립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

할 예정이다. 행사는 항공우주공학과 구성원과 졸업생 

및 재학생을 초청해 약 300~400명 규모의 큰 행사로 

기획 중이다. 학술 기념 강연, 연구실별 홈커밍행사 

등을 통해 학과 동문과 구성원들이 그동안 학교가 얼

마나 발전해왔는지 함께 둘러보며 자긍심도 높이고 학

과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비전을 함께 세우고 공유하

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졸업생을 포함한 KAIST 구성원들의 기부 참여율 제고

를 위해 학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학과와 동문 그리고 재학생들이 함께 비전을 나누고 

공감하는 것. 그리고 함께 힘을 합치면 학과와 학교가 

굉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기적으로 

서로의 가치관을 믿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에서는 굉장히 좋은 

비전을 가지고 여러 구성원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작은 노력도 응집되면 큰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는 것이다. 조그마한 기여도 합쳐지면 큰 게 되듯이 

기부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 모두가 꾸준히 한다면 

큰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다. 올해 ‘TEAM KAIST AE’

에 참여하는 인원이 100명이 되고, 2~3년 후에 점점 

늘어나 500명이 된다고 생각해보면 작은 노력이 엄청

난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또 우리 학과 졸업생들이 자

발적으로 학과를 위해 기부를 실천한다는 이야기가 전

해져 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학과의 홍보 및 기금위원장인 이정률 교수

님, 학과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해주시는 다수

의 기업을 비롯해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 그리고 항

공우주공학과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글_학생 기자 신유환(17학번 전기및전자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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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발전재단 
기부자 이야기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학과 전통처럼 이어져 온 증축기

금과 발전기금 모금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항공우주공학과는 KAIST가 서울에 있었던 때 대학원 과정으

로, 학부 과정이 없이 시작하게 되어 공간이나 대형 실험 건

물이 부족했다. 항공우주공학과는 2017년 QS 세계대학평가

의 기계항공공학부 분야에서 세계 15위(국내 1위)를 하고 있

는 등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보이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반

면 항공우주공학과만의 상징적인 연구 설비가 부족한 상황이

다. 이에 동문과 기부자, 학과가 함께 공간 확보를 위한 틀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모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항공우주공학과가 특히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기부를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기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조금씩이라도 졸업생으로서 모

교와 학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저 또한 동문이자 교수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

다. 더 많은 구성원이 힘을 합쳐 학과를 만들어가는 문화를 

위해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많은 학생들에게 전파하고 있

다.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서신과 같은 방법으로 이야기를 전

달하기도 했었다. 실제로 학생들도 이를 많이 공감해주고 기

부를 실천하는 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니 매우 기쁘다. 

2015년 학위수여식에서 시작된 졸업생 기부 캠페인

이 이제는 KAIST의 졸업 기부 문화로 자리잡고 있

다. 특별히 항공우주공학과 학생들의 기부가 눈에 

띈다.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졸업하며 기

부를 약정한 동문의 37%(94명 중 35명)가 항공우

주공학과 학생이었다. 이는 해당 기간 항공우주공

학과 졸업생 중 약 20%가 학과 발전을 위한 기부에 

동참한 것이다. 과연 무엇이 학생들을 움직였을까? 

한재흥 항공우주공학과 학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

눠봤다.

단순한 기부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학과 

‘항공우주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학과장 한재흥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는데 학과의 기부 문화 확

산 캠페인에 크게 감동했는지 학부생으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을 약정하기도 했다.

학과 발전기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주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학과 발전기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이다. 올해 상반기에 ‘TEAM 

KAIST AE’라는 소액 정기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직은 동문과 재학생들에게 큰 기부를 요구하려 하

지 않는다. 커피 2~3잔 값 정도로 한 달에 1만원 이

상, 기간도 너무 길지 않게 2년 정도의 약정을 요청한

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더 큰 액수를 기부하더라도 

지금은 학과와 학생 간에 꾸준한 관계가 있었으면 좋

겠다. 

TEAM KAIST AE member라는 새로운 기부자 유치 캠

페인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율과 반응은 어떠한지 최종 

목표가 있다면?

2018년에는 ‘TEAM KAIST AE’ 멤버 100명을 모집

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까지 약 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처음 이 캠페인을 계획했을 때부터 많은 학생들

이 참여해주었으면 하기 보다는 학과를 지원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소개하고 싶었다. ‘TEAM KAIST 

AE’의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 재학생, 졸업생, 기부자, 

학부모와 학과 간의 끈끈한 네트워크 구축이다. 기부 

금액보다도 뉴스레터 등의 매체를 통한 콘택트(관계망 

구축)가 목표다. 큰 액수보다 장기적인 소액 기부를 

늘려 지속적인 관계망과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캠페인

의 취지다. 또 다른 목표라고 한다면 학과 구성원들에

게 기부가 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드

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과에서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진행하

는 활동이 있는지?

내년은 학과가 설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

다. 이에 2019년 3월 29일 KAIST 대전 본원 학술문

화관에서 ‘KAIST AE 설립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

할 예정이다. 행사는 항공우주공학과 구성원과 졸업생 

및 재학생을 초청해 약 300~400명 규모의 큰 행사로 

기획 중이다. 학술 기념 강연, 연구실별 홈커밍행사 

등을 통해 학과 동문과 구성원들이 그동안 학교가 얼

마나 발전해왔는지 함께 둘러보며 자긍심도 높이고 학

과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비전을 함께 세우고 공유하

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졸업생을 포함한 KAIST 구성원들의 기부 참여율 제고

를 위해 학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학과와 동문 그리고 재학생들이 함께 비전을 나누고 

공감하는 것. 그리고 함께 힘을 합치면 학과와 학교가 

굉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기적으로 

서로의 가치관을 믿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에서는 굉장히 좋은 

비전을 가지고 여러 구성원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작은 노력도 응집되면 큰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는 것이다. 조그마한 기여도 합쳐지면 큰 게 되듯이 

기부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 모두가 꾸준히 한다면 

큰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다. 올해 ‘TEAM KAIST AE’

에 참여하는 인원이 100명이 되고, 2~3년 후에 점점 

늘어나 500명이 된다고 생각해보면 작은 노력이 엄청

난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또 우리 학과 졸업생들이 자

발적으로 학과를 위해 기부를 실천한다는 이야기가 전

해져 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학과의 홍보 및 기금위원장인 이정률 교수

님, 학과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해주시는 다수

의 기업을 비롯해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 그리고 항

공우주공학과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글_학생 기자 신유환(17학번 전기및전자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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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가 박상재 동문 소개 부탁드립니다.

학부를 호주에서 마치고 사업과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오면서 2013년 

KAIST 경영대학에 입학했습니다. MBA 수업을 들으면서 취미로 ‘홈브루잉’에 특별한 관

심을 가졌고 맥주 양조법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여 2016년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란 맥

주 제조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였습니다. 현재는 ‘Brewguru’(브루잉을 하는 도사들)이

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할리우드 배우들이 즐겨 찾는, 건강하고 맛있는 발효 음료인 ‘콤부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병 스타트업 장학금’의 ‘세병’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세병’은 제 ‘호’입니다. 요즘 주위에서 ‘호’를 쓰는 사람은 보기 드물지만, 아버지께서 제

가 만 나이로 20살이 되었을 때 생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 세(世)’, ‘잡을 병(炳)’, 두 

자로 ‘세상을 잡는 큰 사람이 되어라’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끊임없이 노력해서인지 지금까지 창업한 회사들은 운영이 잘 되고 있으나 쉽게 1억원을 

기부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진 않았습니다. 기부 계기는 제 삶에, 그리고 사업을 

하는 매 순간 KAIST 경영대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KAIST는 지

식 면에서 저를 다듬어주었고, 전·현직 회사와 거래처, 투자자 등에서 KAIST 동문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학교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세병 스타트업 장학금이 후배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기를 바라시나요?

재학 시절동안 아쉬웠던 점이 결혼, 자녀, 나이 등 리스크를 감내하며 바로 ‘창업을 해야

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성적 우수자, 경제적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는 장학금이 아닌, 진정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드리려 합니다.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밥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창업을 하며 

겪었던 사업 계획서 작성, 팀의 갈등 및 분쟁 해결, 거래처 사람들과의 경험 등을 멘토링

하게 될 것이며, 추후 성장성이 보이는 사업에는 직접 투자를 하기까지 다방면으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KAIST 경영대학의 동문으로서, 동문들 모두가 더 나은 사회와 국가를 만들 의무가 있

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동문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간을 KAIST와 함께 보내는 교직원의 학교 사랑은 남다르다. 각기 다른 사

연을 가지고 학교를 위해 봉사와 나눔 그리고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또는 기사나 방송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낀 구성원이 적지 않으

리라 생각된다.

38년, 최윤경 前 수리과학과 행정팀장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KAIST에서 보냈다. 

퇴직을 앞두고 진행하던 기부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 팀장은 오히려 기부 

금액을 늘렸다. 새로 약정한 금액은 총 7,000만원. 그동안 직원의 기부 금액 중 

최고 금액이었다.

최 팀장은 “올해 명예퇴직을 앞두고, 뜻깊은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가장 오

랜 시간을 함께한 학과에 보답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특히 항상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교직원분들께 고마운 마음이 가장 크다”고 웃으며 

말했다.

최윤경 前 팀장과 수리과학과의 인연은 1982년 당시 서울 KAIST*에 응용수학과 

대학원 과정 설립된 지 1년만인 1983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1990년에 한국과학기

술대학(KIT)의 수학과 학사과정과 통합되며 대전 대덕캠퍼스로 이전할 때에도 최 

팀장도 대전에 함께 내려와 수학과에서 근무하게 됐다. 2000년에 들어서 수학과

는 수학전공과 응용수학전공으로 분리되었다가 2007년에 다시 합쳐지며 현재의 

수리과학과가 됐다.

최 팀장은 2007년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가 2015년 수리과학과로 다시 돌아왔다. 

최 팀장은 “가장 애정이 있던 부서인 수리과학과에서 퇴직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

게 생각한다”며 “재직기간의 절반이 넘는 28년이라는 세월 동안 학과의 변천사를 

함께 했기에 특히 더 애착이 있다”고 학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 팀장의 기부금은 수리과학과 통합 공간 마련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수리과학과는 자연과학동과 산업경영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학과 공간을 한 건물

로 통합하기 위해 ‘통합 공간을 위한 기금’ 모금 캠페인을 2015년 9월부터 시작했

다. 2018년 7월까지 학과 교직원과 동문, 학부모 등이 참여해 약 2억3,000만원

(약정 기준)의 기부금이 모였다.

수제 맥주의 대표 스타트업 ‘어메이

징브루잉컴퍼니’ 공동 창업자에서 

‘Brewguru’ 설립까지. 24시간 끊임

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젊은 사업

가, 경영대학 박상재 동문이 ‘세병 

스타트업 장학금’으로 1억원을 기부 

약정했다. 창업의 어려움을 경험한 

본인과 달리, 후배들은 조금 수월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

을 내놓았다. 청년 사업가 박상재 동

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만 30세의 청년 창업가, 
KAIST 경영대학에 1억원을 기부하다! 

박상재 동문(테크노MBA 13학번) ‘세병 스타트업 장학금’으로 1억원 기부 약정 

학과에 대한 ‘남다른 애정(愛情)’이 기부가 되다 
前 수리과학과 행정팀장 최윤경 

01 2018년 5월 20일 경영대학에서 열린 
 기부 감사패 전달식에서. 왼쪽부터 장대철 교수,

 박상재 동문, 김영배 경영대학장, 배종태 교수

02 박상재 동문과 부루구루에서 함께 근무 중인 
 박훈(테크노MBA 17학번) 학생

01, 02    2018년 6월 21일 자연과학동 1401호에서 
열린 최윤경 팀장(사진 앞줄 가운데)의 명예퇴임식에 

수리과학과 및 여러 부서 교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최 팀장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1982년 당시 KAIST는 서울 홍릉 캠퍼스에 있었다. 

이후 학부과정을 운영하던 한국과학기술대학(KIT)과 

KAIST가 통합되면서 1989년에 대전 대덕 캠퍼스로 

이전하게 되었고, 현재 홍릉캠퍼스(서울캠퍼스)에는 

KAIST 경영대학이 남아있다.

01 0102 02

수리과학과 초창기부터 

함께한 교직원들은 

마치 내 식구 같았습니다. 

학교를 떠나며 기부를

통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학과에 보답하고,

또 지내온 시간을

추억하며 흔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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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가 박상재 동문 소개 부탁드립니다.

학부를 호주에서 마치고 사업과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오면서 2013년 

KAIST 경영대학에 입학했습니다. MBA 수업을 들으면서 취미로 ‘홈브루잉’에 특별한 관

심을 가졌고 맥주 양조법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여 2016년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란 맥

주 제조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였습니다. 현재는 ‘Brewguru’(브루잉을 하는 도사들)이

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할리우드 배우들이 즐겨 찾는, 건강하고 맛있는 발효 음료인 ‘콤부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병 스타트업 장학금’의 ‘세병’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세병’은 제 ‘호’입니다. 요즘 주위에서 ‘호’를 쓰는 사람은 보기 드물지만, 아버지께서 제

가 만 나이로 20살이 되었을 때 생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 세(世)’, ‘잡을 병(炳)’, 두 

자로 ‘세상을 잡는 큰 사람이 되어라’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끊임없이 노력해서인지 지금까지 창업한 회사들은 운영이 잘 되고 있으나 쉽게 1억원을 

기부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진 않았습니다. 기부 계기는 제 삶에, 그리고 사업을 

하는 매 순간 KAIST 경영대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KAIST는 지

식 면에서 저를 다듬어주었고, 전·현직 회사와 거래처, 투자자 등에서 KAIST 동문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학교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세병 스타트업 장학금이 후배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기를 바라시나요?

재학 시절동안 아쉬웠던 점이 결혼, 자녀, 나이 등 리스크를 감내하며 바로 ‘창업을 해야

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성적 우수자, 경제적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는 장학금이 아닌, 진정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드리려 합니다.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밥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창업을 하며 

겪었던 사업 계획서 작성, 팀의 갈등 및 분쟁 해결, 거래처 사람들과의 경험 등을 멘토링

하게 될 것이며, 추후 성장성이 보이는 사업에는 직접 투자를 하기까지 다방면으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KAIST 경영대학의 동문으로서, 동문들 모두가 더 나은 사회와 국가를 만들 의무가 있

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동문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간을 KAIST와 함께 보내는 교직원의 학교 사랑은 남다르다. 각기 다른 사

연을 가지고 학교를 위해 봉사와 나눔 그리고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또는 기사나 방송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낀 구성원이 적지 않으

리라 생각된다.

38년, 최윤경 前 수리과학과 행정팀장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KAIST에서 보냈다. 

퇴직을 앞두고 진행하던 기부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 팀장은 오히려 기부 

금액을 늘렸다. 새로 약정한 금액은 총 7,000만원. 그동안 직원의 기부 금액 중 

최고 금액이었다.

최 팀장은 “올해 명예퇴직을 앞두고, 뜻깊은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가장 오

랜 시간을 함께한 학과에 보답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특히 항상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교직원분들께 고마운 마음이 가장 크다”고 웃으며 

말했다.

최윤경 前 팀장과 수리과학과의 인연은 1982년 당시 서울 KAIST*에 응용수학과 

대학원 과정 설립된 지 1년만인 1983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1990년에 한국과학기

술대학(KIT)의 수학과 학사과정과 통합되며 대전 대덕캠퍼스로 이전할 때에도 최 

팀장도 대전에 함께 내려와 수학과에서 근무하게 됐다. 2000년에 들어서 수학과

는 수학전공과 응용수학전공으로 분리되었다가 2007년에 다시 합쳐지며 현재의 

수리과학과가 됐다.

최 팀장은 2007년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가 2015년 수리과학과로 다시 돌아왔다. 

최 팀장은 “가장 애정이 있던 부서인 수리과학과에서 퇴직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

게 생각한다”며 “재직기간의 절반이 넘는 28년이라는 세월 동안 학과의 변천사를 

함께 했기에 특히 더 애착이 있다”고 학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 팀장의 기부금은 수리과학과 통합 공간 마련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수리과학과는 자연과학동과 산업경영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학과 공간을 한 건물

로 통합하기 위해 ‘통합 공간을 위한 기금’ 모금 캠페인을 2015년 9월부터 시작했

다. 2018년 7월까지 학과 교직원과 동문, 학부모 등이 참여해 약 2억3,000만원

(약정 기준)의 기부금이 모였다.

수제 맥주의 대표 스타트업 ‘어메이

징브루잉컴퍼니’ 공동 창업자에서 

‘Brewguru’ 설립까지. 24시간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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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1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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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내온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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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Creator KAIST Magazine   Vol.2 _ 2018 상반기50 51



KAIST 발전재단 
카이나무 

01

02

0304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릴 권리가 

있다는 생각!

나눔의 시작이지 

않을까요 ㅎㅎ

기   기쁨과 행복을 주고

부  부자된 마음을

       느끼게 해 주는 나눔

               :-)

기   기상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부  부대였다.....

기   기죽어 있지 마요, 

        그쪽은

부  부족한 게 없어요. 

       멋진 사람이 되기에.

너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우리’가 되다. 

그 ‘우리’가 슬픔 그리고

행복을 나누는 ‘친구’ 사이가

되다. 이것이 ‘나눔’의

정의다

‘나눔’은 나눌수록

분자가 커지는 마술이다

나눔이란!

내 것을 덜었지만

행복이 더해져서

총합이 일정한 것이다

‘나눔’은 ÷2 가 아니라,

×2인 것!

(feat. 행복도 두배♡)

기   기부는

부  부정적분 ∫소액기부d명

        = 큰 기부액 + c, 
        이 때 c = 행복
       (기부자+수여자) 

기   기발한 이행시를 

        떠올리기엔

부  부족한 

       나의 어휘력 ㅠ^ㅠ

기   기쁨은 탕수육

부  부먹 ㅇㅈ (인정)

기   기차가

부  부아앙기   기시맹에서 가장 

        맛있는 메뉴는

부  부타동!

기   기부기부를 

        뒤집으면

부  부기부기 >.<

기   (시험) 기

부  브으으으우업! 

기   기선은 

       (기선=기초선택과목)

부  부질없다 ^^

기   기필과목도 

        어려워요 ㅠㅠ 시험을

부  부셔버릴거야

기   기숙사 가고 싶다

부  부리나케 가고 싶다

기   기부하는 세상은

        모든 이들의 마음이

부  부족함 없이

       따뜻한 세상!

카이나무와 함께 일상 속 나눔의 
소중함을 느껴보아요.

KAIST
나눔 서포터즈 
‘카이나무
(KAINAMU)’ 

따뜻한 너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상

나는야 공대생! 여기는 카이스트! 상

시험기간 멘붕상

2. 카이나무가 ‘나눔’ 홍보를 위해 선물을 
   마구마구 나눔

카이나무는 석림태울제가 한창인 5월 17일, 스포츠컴플렉스 옆길

에 ‘나눔’을 알리기 위해 돌림판 부스를 설치하고 선물을 나눠주

는 ‘선물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SNS로 50명 이상에게 ‘카

이나무’를 홍보하거나 1,000원을 기부하고 돌림판을 돌려 선물을 

받아가는 꽝이 없는 이벤트였는데요. 축제 부스 가운데 제일 북

적이며 280명의 학생이 참여해 부스 흥행은 대성공이었습니다! 

230명이 카톡 홍보에 참여해 약 11,500명에게 카이나무를 알리

게 되었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이 꼭 거창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즐거운 활동!

앞으로도 카이나무가 내딛는 발걸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1 짝짝짝 축하합니다! 선물 나눔에 100% 당첨되셨습니다~

02 김영걸 발전재단 상임이사(사진 앞줄 제일 오른쪽)와 함께 
 파이팅을 외치는 카이나무

03 이벤트 부스에 나타난 오리 4마리(?!) 

04 카이스트 ♡ 카이나무 모두 사랑합니다

2017년 10월, KAIST 재학생으로 구성된 나눔서포터즈 ‘카이나무’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카이나무는 1기 멤버에 이어 2018년 1학기 2기 멤버를 충원하여 총 10명의 재학생이 활동하게 되었

습니다. 카이나무는 교내외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동문, 학부모 대상 모금 캠페인 참여 및 방문 

인터뷰, 발전기금 소식 홍보, 동문 DB 업데이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KAIST를 사랑하는 동문, 학부모, 기부자분들의 사랑을 담아 KAIST라는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열심히 가꾸고 돌보겠습니다! 2018년 1학기 카이나무 활동일지를 사진으로 보고합니다.

1. 일상 속 나눔 담기

벚꽃이 캠퍼스를 가득 채운 4월, 교양분관 1층과 창의관에 나타난 나눔트리!

시험공부에 한창인 KAIST 학생들이 기부와 나눔에 관한 생각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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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01 ~ 2018. 07. 31 납부기준)

(2017. 12. 01. ~ 2018. 07. 31 납부 기준)

기부자 명단글로벌 가치 창출 세계 선도대학으로 나아가는 힘
KAIST 발전기금  

고승환 김광수 김명진 김정돈 박선순 박세화 송원득 이경국 정진배

차기철 

후배사랑 동문후원금

강기철 강병문 강보영 강상국 강영대 고용식 고용협 고우화 고정석 

공정호 권미애 권순범 권영선 권오규 권오민 권오현 권오훈 권재중 

권정훈 김광선 김덕신 김덕표 김도훈 김동광 김동규 김동석 김두현 

김민기 김범수 김부길 김삼유 김상협 김선희 김성규 김성균 김성엽 

김성욱 김성중 김승현 김영걸 김영배 김영아 김우택 김원식 김은영 

김은희 김재철 김정승 김정완 김정현 김종창 김종철 김종필 김주인 

김주훈 김지수 김진기 김철민 김태현 김학기 김항석 김행란 김혁순 

김현민 김현일 김현준 김형균 김형수 김형진 김화림 남옥향 남흥용 

노정석 류성한 류충렬 류혜원 마민철 마세영 문성훈 문정모 문현경 

박광우 박기준 박문선 박병수 박상찬 박샛별 박성훈 박영일 박이수 

박인복 박정국 박종호 박하진 박형기 박효진 방선홍 방창석 배동진 

배재영 배종태 백윤석 변석준 서민채 서병기 서종현 서찬우 성환호 

송보근 송창준 신명철 신상수 신스캇 신원준 신재용 신현수 심영선 

안성훈 안재현 양상근 양성원 엄지용 여준호 염민경 오경주 오규영 

오성지 오원석 오창화 유명희 유승오 유영찬 유은진 유지찬 유현재

윤미자 윤상배 윤영진 윤주영 윤태호 이경화 이규석 이길형 이대우 

이동수 이문환 이  박 이병태 이병호 이상원 이세정 이수열 이   유

이윤신 이윤용 이익주 이인무 이인선 이임후 이재구 이재성 이정경 

이종열 이지선 이지은 이지환 이진영 이찬삼 이찬진 이채윤 이향숙 

이현수 이혜란 이홍열 이희석 인영환 임대기 임영실 임채호 임태열 

임한준 임혜민 장계영 장문혜 장세진 장승현 장인수 장인환 장재승 

전경수 전수환 전창근 정규상 정나래 정대영 정순철 정순호 정승원 

정유철 정재민 정지연 정형주 조남웅 조대곤 조두희 조성형 주선희 

지주희 진병채 차민석 차봉수 차종석 최규열 최길재 최병수 최서영 

최석윤 최소영 최승우 최우식 최원혁 최정민 최현우 하대일 한상철 

한인구 한호전 허   준 허필석 형인우 호요승 홍인기 홍지중 

KCB 좋아요 Dreamers Club

강병문 강봉근 강승욱 강철구 강학자 고병국 고선영 고윤기 고의준 

고정희 고   준 고창성 공나현 구자석 구정회 권기복 권성희 권순형

권영호 권오억 권정걸 권태현 김경서 김   관 김광수 김금숙 김금희 

김기봉 김남억 김도형 김동규 김동옥 김동준 김락기 김민규 김민수

팀카이스트

미원상사㈜

미원스페셜티케미칼㈜

미원화학㈜ 안양사무소

주식회사 동남합성

태광정밀화학주식회사

미원상사 관계사

김민재 김민환 김변홍 김병문 김병일 김봉석 김석완 김선미 김선옥

김성도 김성원 김세홍 김수현 김순경 김순곤 김승관 김연수 김영걸 

김영구 김영국 김영란 김영미 김영신 김영자 김영주 김영진 김영태 

김영한 김용우 김용훈 김윤자 김은숙 김인경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재명 김재영 김재원 김재현 김정란 김정윤 김정호 김정훈 김종철 

김주형 김준성 김지언 김지연 김진국 김진모 김진혁 김   찬 김천호 

김철안 김철영 김춘자 김태경 김태권 김태연 김태현 김태효 김해숙 

김행순 김헌숙 김   혁 김현미 김현석 김현철 김형근 김형수 김형수 

김홍경 김홍인 김휘용 김희정 김희주 나영복 나은경 남상진 남세동 

남   철 남현준 노어진 노   열 동상근 두석배 마기수 무기명 문득수 

문상배 문양호 문원석 문창곤 민인홍 박경태 박광영 박광용 박구하 

박기희 박동창 박미자 박민규 박선동 박선미 박성준 박성훈 박수원 

박순일 박승언 박영준 박영환 박오옥 박원석 박은희 박재봉 박재서 

박재환 박종미 박종윤 박준재 박지상 박진규 박창만 박창수 박창수 

박창순 박춘호 박치용 박형수 방미정 방상욱 배미경 배상영 배성호 

배수영 배은주 배한성 백도현 백인성 백종철 백진우 변문정 서경임 

서문희 서미영 서윤희 석상도 성관기 성광천 성기방 성노권 성은희 

성현수 손경호 손둘희 손성여 손희진 송미경 송봉섭 송재봉 송재홍 

송재훈 송지현 송철화 송한주 송현지 순주환 신정철 신주호 신흥열 

심경아 심재하 심재현 심종대 심종엽 심희록 양성기 양원진 양태영 

양현기 어홍준 여상오 오정택 오주경 우람찬 우성용 우한민 우현석 

위영옥 유동건 유병현 유선희 유성근 유영제 유영준 유준기 유중희 

유지영 유현민 윤명호 윤석환 윤선진 윤여길 윤   찬 윤현주 이강수 

이경환 이규강 이금배 이기수 이기웅 이동남 이동열 이동현 이명준 

이문락 이민재 이범용 이병주 이상조 이상헌 이석원 이성식 이성욱

이성진 이손수 이승권 이승우 이승우 이승은 이승호 이애형 이양구 

이연연 이연희 이   영 이영란 이영식 이용균 이용인 이우상 이원태

이   유 이윤규 이윤희 이은강 이은아 이은영 이일랑 이재복 이재은 

이재형 이재형 이재화 이정달 이정률 이정복 이정신 이정호 이진숙 

이차자 이찬희 이철희 이철희 이한솔 이헌구 이혁진 이현우 이현철 

이희찬 임상호 임승규 임재림 임정우 임종철 임헌억 장경진 장경철 

장동현 장동현 장병해 장보훈 장수영 장옥희 장원호 장재영 장창환 

장태희 장형규 장홍규 전경준 전병묵 전상준 전석진 전세종 전주매 

정경배 정내준 정동용 정민수 정영미 정원용 정은숙 정인석 정재우 

정재희 정정희 정지원 정지훈 정진경 정진홍 정한주 정혁제 정현호 

조기환 조남규 조동식 조선옥 조성재 조애리 조재민 조재범 조주현 

조주형 조헌권 조현국 조현영 주한용 진성백 차민준 채경애 채민우 

채수은 최광효 최길식 최동규 최봉우 최삼관 최선용 최선웅 최선희 

최의준 최종형 최종호 최지영 최한림 최현용 최호준 추은식 하영수 

하진원 한민규 한상용 한송윤 한순규 한주희 한창수 한태희 함성식 

허선욱 허승옥 현경섭 홍금석 홍문근 홍석인진 홍승환 홍진석 홍형철 

황경택 황성식 황은숙 황준연 황진석 황호석 주식회사 스페이스엔디티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

주식회사동아엘텍

㈜엘지화학

㈜제이스텍

㈜코스콤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행복나래 주식회사

고규영 김현철 배문자 이종우 장병규 

1억원 이상

무기명 성단근 이이남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인플러스 주식회사

서울아산병원

㈜메디톡스

컴퍼니케이파트너스 ㈜

김도형 김은준 김재관 박상재 이형칠 장호남 정우정 정희진 조성환

최윤경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넷마블 주식회사

미담장학회

삼성바이오에피스㈜

㈜대덕과학

주식회사 버넥트

주식회사 아이엠랩

주식회사 에이에스티홀딩스

㈜이노그리드

㈜코리아나고속관광

㈜포스트미디어

한화케미칼㈜

발전기금 모금 현황

기부자 분포

일반인  246

재학생  775

직원  874

학부모  3,213

교수  671

기업  89

단체  15

동문  3,733

9,616

기부건수

언제 어디서나 KAIST 발전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모든 기부에 적용됩니다. 

개     인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     업   KAIST는 법정기부금 기부처로 인정되어 연간 소득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필요경비)로 인정

됩니다.

상속재산   기부금 전액에 대해 상속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AIST 발전기금을 후원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기부형태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현물, 유증 등

참여신청  giving.kaist.ac.kr에서 약정서를 작성하시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로 연락주십시오. 

후원방법   용도 및 지원 대상을 지정하거나 분할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우리은행 270-003359-01-005 

                   (예금주 한국과학기술원)

연락방법   T. 042-350-4500   F. 042-350-3500

             E. foundation@kaist.ac.kr 

강우람 권순조 권지은 김경민 김균후 김금성 김다일 김상현 김선진 

김성윤 김소연 김소형 김영주 김용운 김용호 김윤호 김재서 김진용 

김진홍 김   찬 김혜경 김호현 남웅식 노어진 맹성준 무기명 문성욱 

민지연 박민준 박상진 박성욱 박정인 박지용 서민호 서현민 선강민 

2018년 졸업생

KAIST 발전재단 
기부금 통계 

KAIST 발전재단
기부자 명단 

8,892(92%)

724

(8%)

9,616

기부건수

월정기부 

일반기부 

7,435,643,075

(96%)

284,678,000

(4%)

7,720,321,075

기부금액(원)

일반기부 

월정기부 

학부모  137,810,000재학생  52,630,501

일반인  511,256,000

동문  723,027,700

단체  79,378,516

교수  367,754,940

기업  5,778,873,418

7,720,321,075

기부금액(원)

직원  69,5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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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01 ~ 2018. 07. 31 납부기준)

(2017. 12. 01. ~ 2018. 07. 31 납부 기준)

기부자 명단글로벌 가치 창출 세계 선도대학으로 나아가는 힘
KAIST 발전기금  

고승환 김광수 김명진 김정돈 박선순 박세화 송원득 이경국 정진배

차기철 

후배사랑 동문후원금

강기철 강병문 강보영 강상국 강영대 고용식 고용협 고우화 고정석 

공정호 권미애 권순범 권영선 권오규 권오민 권오현 권오훈 권재중 

권정훈 김광선 김덕신 김덕표 김도훈 김동광 김동규 김동석 김두현 

김민기 김범수 김부길 김삼유 김상협 김선희 김성규 김성균 김성엽 

김성욱 김성중 김승현 김영걸 김영배 김영아 김우택 김원식 김은영 

김은희 김재철 김정승 김정완 김정현 김종창 김종철 김종필 김주인 

김주훈 김지수 김진기 김철민 김태현 김학기 김항석 김행란 김혁순 

김현민 김현일 김현준 김형균 김형수 김형진 김화림 남옥향 남흥용 

노정석 류성한 류충렬 류혜원 마민철 마세영 문성훈 문정모 문현경 

박광우 박기준 박문선 박병수 박상찬 박샛별 박성훈 박영일 박이수 

박인복 박정국 박종호 박하진 박형기 박효진 방선홍 방창석 배동진 

배재영 배종태 백윤석 변석준 서민채 서병기 서종현 서찬우 성환호 

송보근 송창준 신명철 신상수 신스캇 신원준 신재용 신현수 심영선 

안성훈 안재현 양상근 양성원 엄지용 여준호 염민경 오경주 오규영 

오성지 오원석 오창화 유명희 유승오 유영찬 유은진 유지찬 유현재

윤미자 윤상배 윤영진 윤주영 윤태호 이경화 이규석 이길형 이대우 

이동수 이문환 이  박 이병태 이병호 이상원 이세정 이수열 이   유

이윤신 이윤용 이익주 이인무 이인선 이임후 이재구 이재성 이정경 

이종열 이지선 이지은 이지환 이진영 이찬삼 이찬진 이채윤 이향숙 

이현수 이혜란 이홍열 이희석 인영환 임대기 임영실 임채호 임태열 

임한준 임혜민 장계영 장문혜 장세진 장승현 장인수 장인환 장재승 

전경수 전수환 전창근 정규상 정나래 정대영 정순철 정순호 정승원 

정유철 정재민 정지연 정형주 조남웅 조대곤 조두희 조성형 주선희 

지주희 진병채 차민석 차봉수 차종석 최규열 최길재 최병수 최서영 

최석윤 최소영 최승우 최우식 최원혁 최정민 최현우 하대일 한상철 

한인구 한호전 허   준 허필석 형인우 호요승 홍인기 홍지중 

KCB 좋아요 Dreamers Club

강병문 강봉근 강승욱 강철구 강학자 고병국 고선영 고윤기 고의준 

고정희 고   준 고창성 공나현 구자석 구정회 권기복 권성희 권순형

권영호 권오억 권정걸 권태현 김경서 김   관 김광수 김금숙 김금희 

김기봉 김남억 김도형 김동규 김동옥 김동준 김락기 김민규 김민수

팀카이스트

미원상사㈜

미원스페셜티케미칼㈜

미원화학㈜ 안양사무소

주식회사 동남합성

태광정밀화학주식회사

미원상사 관계사

김민재 김민환 김변홍 김병문 김병일 김봉석 김석완 김선미 김선옥

김성도 김성원 김세홍 김수현 김순경 김순곤 김승관 김연수 김영걸 

김영구 김영국 김영란 김영미 김영신 김영자 김영주 김영진 김영태 

김영한 김용우 김용훈 김윤자 김은숙 김인경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재명 김재영 김재원 김재현 김정란 김정윤 김정호 김정훈 김종철 

김주형 김준성 김지언 김지연 김진국 김진모 김진혁 김   찬 김천호 

김철안 김철영 김춘자 김태경 김태권 김태연 김태현 김태효 김해숙 

김행순 김헌숙 김   혁 김현미 김현석 김현철 김형근 김형수 김형수 

김홍경 김홍인 김휘용 김희정 김희주 나영복 나은경 남상진 남세동 

남   철 남현준 노어진 노   열 동상근 두석배 마기수 무기명 문득수 

문상배 문양호 문원석 문창곤 민인홍 박경태 박광영 박광용 박구하 

박기희 박동창 박미자 박민규 박선동 박선미 박성준 박성훈 박수원 

박순일 박승언 박영준 박영환 박오옥 박원석 박은희 박재봉 박재서 

박재환 박종미 박종윤 박준재 박지상 박진규 박창만 박창수 박창수 

박창순 박춘호 박치용 박형수 방미정 방상욱 배미경 배상영 배성호 

배수영 배은주 배한성 백도현 백인성 백종철 백진우 변문정 서경임 

서문희 서미영 서윤희 석상도 성관기 성광천 성기방 성노권 성은희 

성현수 손경호 손둘희 손성여 손희진 송미경 송봉섭 송재봉 송재홍 

송재훈 송지현 송철화 송한주 송현지 순주환 신정철 신주호 신흥열 

심경아 심재하 심재현 심종대 심종엽 심희록 양성기 양원진 양태영 

양현기 어홍준 여상오 오정택 오주경 우람찬 우성용 우한민 우현석 

위영옥 유동건 유병현 유선희 유성근 유영제 유영준 유준기 유중희 

유지영 유현민 윤명호 윤석환 윤선진 윤여길 윤   찬 윤현주 이강수 

이경환 이규강 이금배 이기수 이기웅 이동남 이동열 이동현 이명준 

이문락 이민재 이범용 이병주 이상조 이상헌 이석원 이성식 이성욱

이성진 이손수 이승권 이승우 이승우 이승은 이승호 이애형 이양구 

이연연 이연희 이   영 이영란 이영식 이용균 이용인 이우상 이원태

이   유 이윤규 이윤희 이은강 이은아 이은영 이일랑 이재복 이재은 

이재형 이재형 이재화 이정달 이정률 이정복 이정신 이정호 이진숙 

이차자 이찬희 이철희 이철희 이한솔 이헌구 이혁진 이현우 이현철 

이희찬 임상호 임승규 임재림 임정우 임종철 임헌억 장경진 장경철 

장동현 장동현 장병해 장보훈 장수영 장옥희 장원호 장재영 장창환 

장태희 장형규 장홍규 전경준 전병묵 전상준 전석진 전세종 전주매 

정경배 정내준 정동용 정민수 정영미 정원용 정은숙 정인석 정재우 

정재희 정정희 정지원 정지훈 정진경 정진홍 정한주 정혁제 정현호 

조기환 조남규 조동식 조선옥 조성재 조애리 조재민 조재범 조주현 

조주형 조헌권 조현국 조현영 주한용 진성백 차민준 채경애 채민우 

채수은 최광효 최길식 최동규 최봉우 최삼관 최선용 최선웅 최선희 

최의준 최종형 최종호 최지영 최한림 최현용 최호준 추은식 하영수 

하진원 한민규 한상용 한송윤 한순규 한주희 한창수 한태희 함성식 

허선욱 허승옥 현경섭 홍금석 홍문근 홍석인진 홍승환 홍진석 홍형철 

황경택 황성식 황은숙 황준연 황진석 황호석 주식회사 스페이스엔디티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

주식회사동아엘텍

㈜엘지화학

㈜제이스텍

㈜코스콤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행복나래 주식회사

고규영 김현철 배문자 이종우 장병규 

1억원 이상

무기명 성단근 이이남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인플러스 주식회사

서울아산병원

㈜메디톡스

컴퍼니케이파트너스 ㈜

김도형 김은준 김재관 박상재 이형칠 장호남 정우정 정희진 조성환

최윤경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넷마블 주식회사

미담장학회

삼성바이오에피스㈜

㈜대덕과학

주식회사 버넥트

주식회사 아이엠랩

주식회사 에이에스티홀딩스

㈜이노그리드

㈜코리아나고속관광

㈜포스트미디어

한화케미칼㈜

발전기금 모금 현황

기부자 분포

일반인  246

재학생  775

직원  874

학부모  3,213

교수  671

기업  89

단체  15

동문  3,733

9,616

기부건수

언제 어디서나 KAIST 발전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모든 기부에 적용됩니다. 

개     인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     업   KAIST는 법정기부금 기부처로 인정되어 연간 소득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필요경비)로 인정

됩니다.

상속재산   기부금 전액에 대해 상속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AIST 발전기금을 후원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기부형태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현물, 유증 등

참여신청  giving.kaist.ac.kr에서 약정서를 작성하시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로 연락주십시오. 

후원방법   용도 및 지원 대상을 지정하거나 분할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우리은행 270-003359-01-005 

                   (예금주 한국과학기술원)

연락방법   T. 042-350-4500   F. 042-350-3500

             E. foundation@kaist.ac.kr 

강우람 권순조 권지은 김경민 김균후 김금성 김다일 김상현 김선진 

김성윤 김소연 김소형 김영주 김용운 김용호 김윤호 김재서 김진용 

김진홍 김   찬 김혜경 김호현 남웅식 노어진 맹성준 무기명 문성욱 

민지연 박민준 박상진 박성욱 박정인 박지용 서민호 서현민 선강민 

2018년 졸업생

KAIST 발전재단 
기부금 통계 

KAIST 발전재단
기부자 명단 

8,892(92%)

724

(8%)

9,616

기부건수

월정기부 

일반기부 

7,435,643,075

(96%)

284,678,000

(4%)

7,720,321,075

기부금액(원)

일반기부 

월정기부 

학부모  137,810,000재학생  52,630,501

일반인  511,256,000

동문  723,027,700

단체  79,378,516

교수  367,754,940

기업  5,778,873,418

7,720,321,075

기부금액(원)

직원  69,5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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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physiology

네오랩 컨버전스

신소재공학과

㈜스캐터랩

주식회사 비햅틱스

주식회사 엘팩토리

㈜아프리카티비

㈜예스코

지속가능발전소 주식회사

카이나무

강경호 강근호 강상욱 강인수 고경민 고광수 고동환 고   은 곽남규 

곽세리나 구범우 구윤모 권순식 권희복 김건철 김경화 김경희 김광화 

김기대 김도완 김동규 김동원 김병규 김병진 김봉석 김석진 김선영 

김성열 김성우 김성호 김성호 김세동 김시우 김영길 김영일 김유청 

김윤수 김윤승 김인석 김인수 김지홍 김철훈 김탁곤 김태효 김태훈 

김한기 김한기 김현중 김희술 김희연 김희주 남세동 무기명 문영주 

민현숙 박경태 박금옥 박기우 박남규 박동준 박범석 박성균 박수천 

박우상 박은애 박재욱 박재필 박종두 박종봉 박종의 박진영 박진우 

박진현 박창현 박혜림 방성태 방효충 배강민 배명화 백승훈 백승훈 

백중현 백현무 서민수 서용석 서우진 서효원 서희원 성영철 성용제 

손갑종 손길호 손선권 손성은 손형탁 송규영 송석우 송섭리 송호영 

신경오 신서식 신지용 신현정 양인철 양재영 양   혁 엄상일 염홍관 

오경숙 오병하 오상은 오세만 오세붕 옥일석 옥일화 우미자 원방연 

원지성 유광선 유성희 유영삼 유오령 유운선 유철인 유학성 윤달수 

윤민한 윤병환 윤여갑 윤재성 윤정애 윤준호 윤지광 윤하영 이광형 

이국영 이근철 이남구 이남희 이미애 이미영 이선민 이성호 이순옥 

이승환 이용남 이용일 이인환 이재남 이재우 이정경 이종윤 이주용 

이주현 이주형 이지윤 이진숙 이진순 이창준 이춘세 이현우 이형석 

임미경 임순신 임신빈 임재완 임춘하 장능인 장세엽 장시운 장영주 

장익준 장인선 장혜자 전민경 전민경 전성윤 전성찬 전태준 정면호 

정병훈 정상원 정상진 정선태 정성훈 정용희 정인덕 정일섭 정재희 

정현문 제성애 조대곤 조민경 조상철 조은경 조은선 주   현 주현우 

진영철 최동호 최민석 최상용 최성진 최성훈 최수용 최영천 최용찬 

최이배 최재용 최재우 최정길 최준환 최진석 최진희 하준호 한국현 

한규일 한삼만 허종욱 현창헌 홍성은 홍승표 홍재한 황규환 황복순 

황봉익 황영미 황태운 

100만원 미만

강석조 강세현 고기형 김동철 김민수 김민혁 김성진 김옥자 김을임 

김일두 김준식 김천곤 남다정 무기명 박강민 박인철 박제균 방수영 

배재성 변재형 시정곤 안재명 오일권 이영훈 이은정 이의진 이정률 

이창옥 장세영 전종호 정민영 정수진 조광현 조승룡 진교택 채선자 

채수찬 최길주 최성민 최성배 최철희 한동수 한재흥 황강욱

Filippo Morabito Martin Ziegler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재)동화산업장학재단

KAIST 문화행사

SK이노베이션㈜

단하유통㈜압구정

데브시스터즈㈜

민트세이지 주식회사

새누리유치원

㈜EG

㈜넥스트진

㈜대학내일

주식회사 더블유게임즈(DoubleUGames)

주식회사 스카이랩스

㈜신진기획인쇄사

㈜엔지노믹스

㈜컴투스

㈜코스모진텍

㈜한국항공우주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차봉사모임회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코리아㈜

권병하

2016년 졸업생

강승모 권성대 기태헌 김가현 김경민 김경수 김근우 김근희 김나경 

김도현 김동준 김세인 김시연 김신엽 김연은 김영주 김재준 김정현 

김제윤 김종인 김주연 김준범 김준현 김준호 김태민 김태영 김현규

김효경 나채민 남재훈 류지승 류하린 모지훈 문준혁 박광천 박문덕 

박민규 박재혁 박준성 박준영 박준호 배종민 서정범 손다윤 신수용 

신승빈 신정윤 신종혁 안세진 안승현 양원준 엄성민 오준수 위준봉 

윤상진 윤지수 윤현민 이건호 이건호 이건희 이도균 이동희 이두형 

이상훈 이수빈 이준수 이진재 이태우 이해준 장봉준 전상우 전혜성 

정다현 정상준 정석영 정예나 정재우 정종영 정태현 정회윤 조은영

주민규 최다연 최동호 최우석 최이승일 하정철 하진필 한예지 허주석

허준용 홍수연 황기욱 황승민 황현진 

새내기 건강달리기

이상효 최승윤 최은서 한지섭

새내기만 캠페인

강령화 권한슬 김관집 김하님 박수연 안우찬 유예은 윤미루 윤인재 

이승준 이준혁 정윤희 허은희

생명과학과 대학원 16학번 일동

고동연 김미희 김수현 박용근 송민호 심홍구 유영애 이현주 무기명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브레인즈스퀘어㈜

삼공엔지니어링㈜

소바젠주식회사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

이상국 교수님 연구실 졸업생

㈜세성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주식회사 데브스택

㈜쎄트렉아이

㈜인바디

㈜토니모리

크레이징랩(Crazing Lab)

현대카드 주식회사

신정환 예성지 유민경 이경욱 이규의 이동욱 이동윤 이상혁 이선호

이승은 이요한 이재호 이주성 이진이 이한솔 임이랑 장광우 정성진

정수연 정재균 정재우 조민현 조유리 조재완 지승욱 최문박 최병옥 

최성원 최성일 최승욱 하승민 한수민 현종민 홍혜림

MOHAMMED ALHASHMI

권용욱 권태훈 김동섭 김봉수 김영식 김형준 문미화 박계현 박문근 

박원희 박재홍 배현근 성환호 오광만 이명기 이재우 이현철 최병현

최재웅 한준석 황철진 

AIM47기

김영걸 김용관 무기명 박용근 성건용 성주연 소민호 송정기 송혜숙

신성철 이성재  

신중훈 교수 장학기금

도영규

아너카이스트

김경희 김기윤 김남희 김동식 김만중 김명순 김민재 김상권 김상균 

김상덕 김상준 김선규 김성자 김소정 김숙희 김승수 김영걸 김영달 

김영도 김영상 김왕기 김요환 김용식 김용채 김은정 김인경 김재명 

김종순 김준열 김준현 김증석 김지은 김진재 김창선 김태우 김태정 

김태흥 김판건 김현돈 김현숙 김현준 김형수 김호순 나종섭 노춘식 

류순옥 류   현 문영태 문종순 문희세 민선규 민인홍 민재기 박경진 

박광수 박균제 박근홍 박두만 박명신 박미정 박순희 박옥기 박은주 

박정연 박한오 박해일 박향진 박현민 박혜미 방미정 배국열 배기헌 

배민정 배성운 배숙경 배재은 배한철 백인성 백정근 백중현 변성수 

성낙정 성정희 손미애 손필선 송교영 송명선 송시박 송장권 신예현 

신유환 신종혁 신현정 심정욱 안재광 안재성 안정선 양인식 엄순영 

오세현 오세훈 오희숙 옥미현 유병기 유영일 유정임 유춘기 윤미정 

윤석춘 윤영숙 윤호곤 이강임 이경미 이경원 이경희 이관식 이귀매 

이규종 이노경 이대희 이문용 이병열 이선경 이성훈 이승철 이시영 

이용재 이원혁 이원호 이은숙 이재철 이정희 이준아 이진근 이진석 

이진숙 이진혜 이창민 이태완 이   현 이희종 임세인 임애숙 임원석 

임창환 장경철 장대전 장영교 전미숙 전정수 전종환 정건채 정병출 

정상호 정영덕 정영랑 정영한 정원문 정윤섭 정은하 정은희 정진모 

정진성 정진협 정진형 정호철 정회민 제성애 조동혁 조병진 조용철

조정숙 차용아 차은주 천은정 최건희 최낙환 최영림 최은옥 최준식 

최지연 최태용 최향선 하선심 한경숙 허정재 현병문 현우경 홍성범 

홍성재 홍성훈 홍영숙 황경택 황성재 황옥선 황유선 황은숙 황정업

강민구 강수진 강종순 계석일 고정화 공정순 곽홍주 구교성 권기복 

권기호 권만섭 권성희 권순웅 권용운 권정은 권혁순 기호경 김경호 

하루과일 캠페인

고백순 권오현 김동우 김민철 김주형 김태호 김현준 노현준 박상근 

박인복 박종걸 백승혁 손현호 송보근 신동환 양성원 여준호 오지석 

윤소정 장병훈 장승현 정승환 조성옥 조윤경 최승용 최재일 현경업

형인우 황인복    

EMBA13기

강병욱 강병직 강성걸 고덕근 고상호 고은영 김동수 김동욱 김상중 

김성호 김욱중 김정환 김홍근 노단비 류치석 문영일 문호원 박근석

박동하 신동욱 신명혁 심현섭 양승욱 양용구 윤홍근 이교원 이동용 

이병춘 이병한 이상준 이순광 이윤석 이익행 이창복 이태훈 전영삼

정상우 조대민 차영균 홍순모 홍혜진 황철진 

KAIST 컨버전스 AMP 14기 원우회

계세경 길효서 김기현 김진철 김태균 노태성 류수호 문상룡 박지용

박진현 박해선 소강원 손병환 신제훈 안상근 오승진 오의석 오치중 

유양환 윤선경 윤소영 이건호 이종관 이주택 이창섭 이   한 장연선 

전성근 정연우 정   헌 한승호 황기영 황영희 황정애 황철현

KAIST 컨버전스 AMP 15기 원우회

강병문 강병석 김병철 김재현 김춘성 오계동 이동근 이영권 장인환

장진화 천정철 삼성SDI㈜   ㈜대성엔지니어링

TMBA 1기 졸업 20주년

김동준 김민재 김우진 김재현 김주원 김준영 김태영 김희상 노우찬 

박지민 박해철 박현진 배종민 배준모 손유일 신승빈 심주연 안세진

안해찬 안효준 엄현서 윤태성 이광현 이상엽 이성우 이승민 이어진

이정한 이준원 이준혁 이준호 정두식 조규호 조재영 최설아 최인규

최종민 

경기북과학고등학교(학부모회)

권문정 권지영 김상욱 김연홍 김은호 김준민 김준엽 류승탁 문수복 

박가람 박상욱 박수경 박형수 박희숙 백현무 백희숙 변형배 송신애 

송윤선 신동희 심지혜 오경목 원중희 윤석표 윤종일 이광국 이상동 

이승훈 이영석 이용일 이재린 이진이 장기백 장기찬 장용근 정승원 

정정교 정진왕 조성환 조증숙 지헌영 최윤석 추국엽 허지한 홍광의

디딤돌 캠페인

김대선 김민규 김준범 김태민 김형우 박원철 박종건 박태형 배진우 

변우현 서정우 성수환 송현준 안승현 윤태호 이승윤 이인희 이재욱 

이준우 조승연 최승윤 최우석 최윤호 추승우 허주석

세종과학고등학교(학부모회)

권혁태 김다은 김지훈 김하운 박세찬 안성준 유환균 윤채란 이송영 

이우진 장민석 정해윤 정혁준 

경남과학고등학교(학부모회)

고경민 권재욱 김상화 김용준 김준홍 김태호 김형진 김호연 박태희 

서민국 서종은 성열훈 신재성 이성민 이주호 이혁성 채혁주 최의환

한재성 현은정 호효림

2017년 졸업생

강효진 권은영 김대성 김   억 김원섭 김향아 김호정 남기영 노세영 

류시천 박찬도 배상민 백현우 석현정 오정환 유연수 이건표 이동규 

이문환 이보람 이신희 이재규 이준서 임윤경 정경원 정상훈 정영욱 

정주옥 정진영 조상영 조앵녀 조형욱 주성욱 최경아 최은지 한동희

산업디자인학과 후배와의차한잔기금

길현준 김강연 김도현 김소정 김은정 노현빈 박규원 송민서 유재혁 

윤초록 이하령 전영은 정다솜 최원석 하진필

인천과학고등학교(학부모회)

김이경 남서연 남지영 명재현 모지훈 민창희 박성종 박세린 박예린 

신지윤 안효건 이동희 이소영 이재혁 이정윤 이호연 임나현 정유민 

정지용 진수연 최혜민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학부모회)

김기호 김명환 김인주 류제하

팀카이스트 챌린지 300

김정원 오왕열

양동열기계동문회

강석훈 강지원 고용식 김도영 김미혜 김순식 김영배 김철호 김형돈 

박송이 박준규 박찬규 박희찬 부기원 성필규 신현수 심정섭 안정열 

오성훈 유석고 윤석훈 이관우 이임후 이택근 이호진 임종우 장효식 

전환진 조두희 조유준 조현영 차봉수 최용준 최윤천 하서진 허필석

황정욱 

금융전문대학원 동문회

강준민 고기영 고은경 김민준 김지완 김지원 김   찬 박나현 박상준

방지석 서의진 설윤아 송채환 송현호 신용민 안재우 오수진 이기훈 

이재호 장규선 전봉관 전선영 최준범 최형수 최호용 표재찬 한상욱 

한성원 한지혜 홍동우 

『카이스트 학생들이 꼽은 최고의 SF』 저자 일동 

강기민 곽상경 권강해 권윤수 김강민 김근우 김도균 김도흔 김   백 

김세형 김수빈 김재원 김준현 김지윤 김진엽 김해찬 도상현 도   현

박경원 박규태 박병주 박소윤 박정빈 박준하 박한성 배민한 백민하

사공철 성진욱 성해찬 손서윤 신종혁 안진웅 이동규 이세연 이소영

이승희 이언주 이진호 임휘준 장규빈 장은영 전남수 전선영 전재형

정선홍 정승재 정윤석 정태욱 정해원 조민준 주강혁 최지훈 홍석우 

황준일

부산일과학고등학교(학부모회)

강태권 권유미 김아영 김연수 김재원 김지원 김지윤 김학성 김효진 

박두리 박   완 박중근 여한익 이동엽 이수빈 이영진 이주연 임혜림 

장병일 정혜림 정호연 최동현 최민지 최용환 최윤라 하현우 황성현

황재은 

녹색성장대학원

Asem Elharati

Christopher Boycie Mokone

Chuluunbat Tsendsuren

Hanane Lasmi

Ibrar

Luis Roberto Giron Segovia

Ronny Estrella

Tania Medina Novoa

Zian Shah Kabir

글로벌IT전문가과정

Embassy of Bangladesh

Embassy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in Korea

Embassy of the Republic of Ecuador

Embassy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Embassy of the Republic of Ghana

Embassy of the Republic of Nicaragua

김종남

2015년 졸업생

태광정밀화학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화토탈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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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physiology

네오랩 컨버전스

신소재공학과

㈜스캐터랩

주식회사 비햅틱스

주식회사 엘팩토리

㈜아프리카티비

㈜예스코

지속가능발전소 주식회사

카이나무

강경호 강근호 강상욱 강인수 고경민 고광수 고동환 고   은 곽남규 

곽세리나 구범우 구윤모 권순식 권희복 김건철 김경화 김경희 김광화 

김기대 김도완 김동규 김동원 김병규 김병진 김봉석 김석진 김선영 

김성열 김성우 김성호 김성호 김세동 김시우 김영길 김영일 김유청 

김윤수 김윤승 김인석 김인수 김지홍 김철훈 김탁곤 김태효 김태훈 

김한기 김한기 김현중 김희술 김희연 김희주 남세동 무기명 문영주 

민현숙 박경태 박금옥 박기우 박남규 박동준 박범석 박성균 박수천 

박우상 박은애 박재욱 박재필 박종두 박종봉 박종의 박진영 박진우 

박진현 박창현 박혜림 방성태 방효충 배강민 배명화 백승훈 백승훈 

백중현 백현무 서민수 서용석 서우진 서효원 서희원 성영철 성용제 

손갑종 손길호 손선권 손성은 손형탁 송규영 송석우 송섭리 송호영 

신경오 신서식 신지용 신현정 양인철 양재영 양   혁 엄상일 염홍관 

오경숙 오병하 오상은 오세만 오세붕 옥일석 옥일화 우미자 원방연 

원지성 유광선 유성희 유영삼 유오령 유운선 유철인 유학성 윤달수 

윤민한 윤병환 윤여갑 윤재성 윤정애 윤준호 윤지광 윤하영 이광형 

이국영 이근철 이남구 이남희 이미애 이미영 이선민 이성호 이순옥 

이승환 이용남 이용일 이인환 이재남 이재우 이정경 이종윤 이주용 

이주현 이주형 이지윤 이진숙 이진순 이창준 이춘세 이현우 이형석 

임미경 임순신 임신빈 임재완 임춘하 장능인 장세엽 장시운 장영주 

장익준 장인선 장혜자 전민경 전민경 전성윤 전성찬 전태준 정면호 

정병훈 정상원 정상진 정선태 정성훈 정용희 정인덕 정일섭 정재희 

정현문 제성애 조대곤 조민경 조상철 조은경 조은선 주   현 주현우 

진영철 최동호 최민석 최상용 최성진 최성훈 최수용 최영천 최용찬 

최이배 최재용 최재우 최정길 최준환 최진석 최진희 하준호 한국현 

한규일 한삼만 허종욱 현창헌 홍성은 홍승표 홍재한 황규환 황복순 

황봉익 황영미 황태운 

100만원 미만

강석조 강세현 고기형 김동철 김민수 김민혁 김성진 김옥자 김을임 

김일두 김준식 김천곤 남다정 무기명 박강민 박인철 박제균 방수영 

배재성 변재형 시정곤 안재명 오일권 이영훈 이은정 이의진 이정률 

이창옥 장세영 전종호 정민영 정수진 조광현 조승룡 진교택 채선자 

채수찬 최길주 최성민 최성배 최철희 한동수 한재흥 황강욱

Filippo Morabito Martin Ziegler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재)동화산업장학재단

KAIST 문화행사

SK이노베이션㈜

단하유통㈜압구정

데브시스터즈㈜

민트세이지 주식회사

새누리유치원

㈜EG

㈜넥스트진

㈜대학내일

주식회사 더블유게임즈(DoubleUGames)

주식회사 스카이랩스

㈜신진기획인쇄사

㈜엔지노믹스

㈜컴투스

㈜코스모진텍

㈜한국항공우주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차봉사모임회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코리아㈜

권병하

2016년 졸업생

강승모 권성대 기태헌 김가현 김경민 김경수 김근우 김근희 김나경 

김도현 김동준 김세인 김시연 김신엽 김연은 김영주 김재준 김정현 

김제윤 김종인 김주연 김준범 김준현 김준호 김태민 김태영 김현규

김효경 나채민 남재훈 류지승 류하린 모지훈 문준혁 박광천 박문덕 

박민규 박재혁 박준성 박준영 박준호 배종민 서정범 손다윤 신수용 

신승빈 신정윤 신종혁 안세진 안승현 양원준 엄성민 오준수 위준봉 

윤상진 윤지수 윤현민 이건호 이건호 이건희 이도균 이동희 이두형 

이상훈 이수빈 이준수 이진재 이태우 이해준 장봉준 전상우 전혜성 

정다현 정상준 정석영 정예나 정재우 정종영 정태현 정회윤 조은영

주민규 최다연 최동호 최우석 최이승일 하정철 하진필 한예지 허주석

허준용 홍수연 황기욱 황승민 황현진 

새내기 건강달리기

이상효 최승윤 최은서 한지섭

새내기만 캠페인

강령화 권한슬 김관집 김하님 박수연 안우찬 유예은 윤미루 윤인재 

이승준 이준혁 정윤희 허은희

생명과학과 대학원 16학번 일동

고동연 김미희 김수현 박용근 송민호 심홍구 유영애 이현주 무기명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브레인즈스퀘어㈜

삼공엔지니어링㈜

소바젠주식회사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

이상국 교수님 연구실 졸업생

㈜세성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주식회사 데브스택

㈜쎄트렉아이

㈜인바디

㈜토니모리

크레이징랩(Crazing Lab)

현대카드 주식회사

신정환 예성지 유민경 이경욱 이규의 이동욱 이동윤 이상혁 이선호

이승은 이요한 이재호 이주성 이진이 이한솔 임이랑 장광우 정성진

정수연 정재균 정재우 조민현 조유리 조재완 지승욱 최문박 최병옥 

최성원 최성일 최승욱 하승민 한수민 현종민 홍혜림

MOHAMMED ALHASHMI

권용욱 권태훈 김동섭 김봉수 김영식 김형준 문미화 박계현 박문근 

박원희 박재홍 배현근 성환호 오광만 이명기 이재우 이현철 최병현

최재웅 한준석 황철진 

AIM47기

김영걸 김용관 무기명 박용근 성건용 성주연 소민호 송정기 송혜숙

신성철 이성재  

신중훈 교수 장학기금

도영규

아너카이스트

김경희 김기윤 김남희 김동식 김만중 김명순 김민재 김상권 김상균 

김상덕 김상준 김선규 김성자 김소정 김숙희 김승수 김영걸 김영달 

김영도 김영상 김왕기 김요환 김용식 김용채 김은정 김인경 김재명 

김종순 김준열 김준현 김증석 김지은 김진재 김창선 김태우 김태정 

김태흥 김판건 김현돈 김현숙 김현준 김형수 김호순 나종섭 노춘식 

류순옥 류   현 문영태 문종순 문희세 민선규 민인홍 민재기 박경진 

박광수 박균제 박근홍 박두만 박명신 박미정 박순희 박옥기 박은주 

박정연 박한오 박해일 박향진 박현민 박혜미 방미정 배국열 배기헌 

배민정 배성운 배숙경 배재은 배한철 백인성 백정근 백중현 변성수 

성낙정 성정희 손미애 손필선 송교영 송명선 송시박 송장권 신예현 

신유환 신종혁 신현정 심정욱 안재광 안재성 안정선 양인식 엄순영 

오세현 오세훈 오희숙 옥미현 유병기 유영일 유정임 유춘기 윤미정 

윤석춘 윤영숙 윤호곤 이강임 이경미 이경원 이경희 이관식 이귀매 

이규종 이노경 이대희 이문용 이병열 이선경 이성훈 이승철 이시영 

이용재 이원혁 이원호 이은숙 이재철 이정희 이준아 이진근 이진석 

이진숙 이진혜 이창민 이태완 이   현 이희종 임세인 임애숙 임원석 

임창환 장경철 장대전 장영교 전미숙 전정수 전종환 정건채 정병출 

정상호 정영덕 정영랑 정영한 정원문 정윤섭 정은하 정은희 정진모 

정진성 정진협 정진형 정호철 정회민 제성애 조동혁 조병진 조용철

조정숙 차용아 차은주 천은정 최건희 최낙환 최영림 최은옥 최준식 

최지연 최태용 최향선 하선심 한경숙 허정재 현병문 현우경 홍성범 

홍성재 홍성훈 홍영숙 황경택 황성재 황옥선 황유선 황은숙 황정업

강민구 강수진 강종순 계석일 고정화 공정순 곽홍주 구교성 권기복 

권기호 권만섭 권성희 권순웅 권용운 권정은 권혁순 기호경 김경호 

하루과일 캠페인

고백순 권오현 김동우 김민철 김주형 김태호 김현준 노현준 박상근 

박인복 박종걸 백승혁 손현호 송보근 신동환 양성원 여준호 오지석 

윤소정 장병훈 장승현 정승환 조성옥 조윤경 최승용 최재일 현경업

형인우 황인복    

EMBA13기

강병욱 강병직 강성걸 고덕근 고상호 고은영 김동수 김동욱 김상중 

김성호 김욱중 김정환 김홍근 노단비 류치석 문영일 문호원 박근석

박동하 신동욱 신명혁 심현섭 양승욱 양용구 윤홍근 이교원 이동용 

이병춘 이병한 이상준 이순광 이윤석 이익행 이창복 이태훈 전영삼

정상우 조대민 차영균 홍순모 홍혜진 황철진 

KAIST 컨버전스 AMP 14기 원우회

계세경 길효서 김기현 김진철 김태균 노태성 류수호 문상룡 박지용

박진현 박해선 소강원 손병환 신제훈 안상근 오승진 오의석 오치중 

유양환 윤선경 윤소영 이건호 이종관 이주택 이창섭 이   한 장연선 

전성근 정연우 정   헌 한승호 황기영 황영희 황정애 황철현

KAIST 컨버전스 AMP 15기 원우회

강병문 강병석 김병철 김재현 김춘성 오계동 이동근 이영권 장인환

장진화 천정철 삼성SDI㈜   ㈜대성엔지니어링

TMBA 1기 졸업 20주년

김동준 김민재 김우진 김재현 김주원 김준영 김태영 김희상 노우찬 

박지민 박해철 박현진 배종민 배준모 손유일 신승빈 심주연 안세진

안해찬 안효준 엄현서 윤태성 이광현 이상엽 이성우 이승민 이어진

이정한 이준원 이준혁 이준호 정두식 조규호 조재영 최설아 최인규

최종민 

경기북과학고등학교(학부모회)

권문정 권지영 김상욱 김연홍 김은호 김준민 김준엽 류승탁 문수복 

박가람 박상욱 박수경 박형수 박희숙 백현무 백희숙 변형배 송신애 

송윤선 신동희 심지혜 오경목 원중희 윤석표 윤종일 이광국 이상동 

이승훈 이영석 이용일 이재린 이진이 장기백 장기찬 장용근 정승원 

정정교 정진왕 조성환 조증숙 지헌영 최윤석 추국엽 허지한 홍광의

디딤돌 캠페인

김대선 김민규 김준범 김태민 김형우 박원철 박종건 박태형 배진우 

변우현 서정우 성수환 송현준 안승현 윤태호 이승윤 이인희 이재욱 

이준우 조승연 최승윤 최우석 최윤호 추승우 허주석

세종과학고등학교(학부모회)

권혁태 김다은 김지훈 김하운 박세찬 안성준 유환균 윤채란 이송영 

이우진 장민석 정해윤 정혁준 

경남과학고등학교(학부모회)

고경민 권재욱 김상화 김용준 김준홍 김태호 김형진 김호연 박태희 

서민국 서종은 성열훈 신재성 이성민 이주호 이혁성 채혁주 최의환

한재성 현은정 호효림

2017년 졸업생

강효진 권은영 김대성 김   억 김원섭 김향아 김호정 남기영 노세영 

류시천 박찬도 배상민 백현우 석현정 오정환 유연수 이건표 이동규 

이문환 이보람 이신희 이재규 이준서 임윤경 정경원 정상훈 정영욱 

정주옥 정진영 조상영 조앵녀 조형욱 주성욱 최경아 최은지 한동희

산업디자인학과 후배와의차한잔기금

길현준 김강연 김도현 김소정 김은정 노현빈 박규원 송민서 유재혁 

윤초록 이하령 전영은 정다솜 최원석 하진필

인천과학고등학교(학부모회)

김이경 남서연 남지영 명재현 모지훈 민창희 박성종 박세린 박예린 

신지윤 안효건 이동희 이소영 이재혁 이정윤 이호연 임나현 정유민 

정지용 진수연 최혜민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학부모회)

김기호 김명환 김인주 류제하

팀카이스트 챌린지 300

김정원 오왕열

양동열기계동문회

강석훈 강지원 고용식 김도영 김미혜 김순식 김영배 김철호 김형돈 

박송이 박준규 박찬규 박희찬 부기원 성필규 신현수 심정섭 안정열 

오성훈 유석고 윤석훈 이관우 이임후 이택근 이호진 임종우 장효식 

전환진 조두희 조유준 조현영 차봉수 최용준 최윤천 하서진 허필석

황정욱 

금융전문대학원 동문회

강준민 고기영 고은경 김민준 김지완 김지원 김   찬 박나현 박상준

방지석 서의진 설윤아 송채환 송현호 신용민 안재우 오수진 이기훈 

이재호 장규선 전봉관 전선영 최준범 최형수 최호용 표재찬 한상욱 

한성원 한지혜 홍동우 

『카이스트 학생들이 꼽은 최고의 SF』 저자 일동 

강기민 곽상경 권강해 권윤수 김강민 김근우 김도균 김도흔 김   백 

김세형 김수빈 김재원 김준현 김지윤 김진엽 김해찬 도상현 도   현

박경원 박규태 박병주 박소윤 박정빈 박준하 박한성 배민한 백민하

사공철 성진욱 성해찬 손서윤 신종혁 안진웅 이동규 이세연 이소영

이승희 이언주 이진호 임휘준 장규빈 장은영 전남수 전선영 전재형

정선홍 정승재 정윤석 정태욱 정해원 조민준 주강혁 최지훈 홍석우 

황준일

부산일과학고등학교(학부모회)

강태권 권유미 김아영 김연수 김재원 김지원 김지윤 김학성 김효진 

박두리 박   완 박중근 여한익 이동엽 이수빈 이영진 이주연 임혜림 

장병일 정혜림 정호연 최동현 최민지 최용환 최윤라 하현우 황성현

황재은 

녹색성장대학원

Asem Elharati

Christopher Boycie Mokone

Chuluunbat Tsendsuren

Hanane Lasmi

Ibrar

Luis Roberto Giron Segovia

Ronny Estrella

Tania Medina Novoa

Zian Shah Kabir

글로벌IT전문가과정

Embassy of Bangladesh

Embassy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in Korea

Embassy of the Republic of Ecuador

Embassy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Embassy of the Republic of Ghana

Embassy of the Republic of Nicaragua

김종남

2015년 졸업생

태광정밀화학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화토탈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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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된 곳은 

네이밍이 완료된 좌석

KAIST 류근철스포츠컴플렉스

KAIST 랜드마크인 류근철스포츠컴플렉스는 KAIST를 사랑하는 분들의 후원금으로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2~3층 주경기장의 2,951개의 의자 가운데 628개의 의자에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총 100만원 이상 기부하신 분들의 이름을 스포츠컴플렉스 의자에 남겨드립니다. 

아직 2,323개 의자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부자의 이름을 스포츠컴플렉스 곳곳에 새겨 그 정성을 기억하겠습니다. 

스포츠컴플렉스에 당신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석좌 동문(Chaired Alumni)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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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42-350-4500   FAX. 042-350-3500   E-MAIL. foundation@kaist.ac.kr

http://giving.kaist.ac.kr

총동문회 발전재단

총동문회 발전재단

팀카이스트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모든 기부자에게 

특별 제작 모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총동문회 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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