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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의 교육·연구 혁신모델이 통째로 케냐에 수출된다. 그간 중동이나 중국에 KAIST의 교육·연

구 관련 프로그램이 일부 수출된 적은 있지만, 케냐와 같이 통째로 수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KAIST는 케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주하고 콘자 기술혁신도시(Konza Technopolis) 개발청이 시

행하는 ‘케냐 과학기술원 건립 컨설팅 사업’의 최종 계약자로 선정됐다. 

케냐 과학기술원 건립은 케냐 정부가 ‘아프리카 실리콘밸리’ 건설을 목표로 나이로비 인근에 조성 중

인 콘자 기술혁신도시의 핵심 주력 사업이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차관을 제공받아 총사

업비가 1,070억원(약 9,500만 달러) 규모로 추진되며, KAIST 컨소시엄이 계약 체결을 마친 교육·건

축설계와 감리·연수 분야에는 모두 106억원(945만 달러)이 투입된다. 

이 계약에 따라 KAIST는 2019년부터 36개월간 ▲기계공학·전기 및 전자공학·ICT 공학·화학공

학·토목공학·농업생명공학 등 6개 핵심학과와 공통 기초과학 프로그램의 설계 ▲교육·실험 및 일

반 기자재 공급계획 ▲산·학 협력을 포함한 대학 경영계획 등의 분야에서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KAIST의 과학기술 교육은 일본과학기술원(1990년 개교)과 홍콩과기대 및 싱가포르 난양공대(이상 

1991년 개교)를 설립하는 롤 모델이 되기도 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 모델로 부각돼 왔으나 이

번처럼 KAIST의 교육·연구프로그램과 건축설계 및 감리·건설회사를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사례

는 ‘케냐 과학기술원 건립 프로젝트’가 처음이다.

케냐 과학기술원 건립 사업은 국내 우수한 과

학기술 인력의 글로벌 활용은 물론 독자적인 

교육·연구혁신 모델을 수출하는 세계 선도대

학으로서의 역량과 가능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과시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

가된다.

신성철 총장은 “대외 원조사업을 통해 설립된 

지 반세기 만에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선도대

학으로 도약한 KAIST의 성공적인 발전모델을 

개도국에 전수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

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KAIST의 성공적인 교육·연구프로그램,
아프리카 케냐에 수출

Cover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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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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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KAIST NEWS 

KAIST 의과학대학원 이정호 교수가 ‘2018년 올해의 KAIST인’으로 

선정됐다. 18회째를 맞는 ‘올해의 KAIST인 상’은 한 해 동안 국내·

외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탁월한 교육·연구실적을 낸 인

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인 이 교수는 후천성 뇌 돌연변이에 의한 난치성 뇌전증의 

발생 원리와 치료법을 최초로 규명한 연구 성과를 ‘네이처 매디슨’ 

지에 2015년, 2018년에 게재했다. 또 한국인 최초로 난치성 뇌전증

의 유전 병리학적 진단기준을 세우는 세계 뇌전증학회 핵심위원으

로 참여해 국제기준을 만드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18년 8월에는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돌연변이가 암 부

위가 아닌 암에서 멀리 떨어진 뇌실하영역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해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6페이지). 이는 기존의 학설을 뒤집는 연구결과로 국내외 언

론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교수는“KAIST인이라면 누구나 최고의 명예로 생각하는 상을 받게 돼 매우 큰 영광이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각종 난치병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통해 인류의 건강한 삶을 구현

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KAIST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KAIST가 2018년 10월 24일부터 4일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8 한국 전자전’에 참가했다. 이번 전자전에서는 약 1,200여 

개의 기술이 소개되었으며, 기업 관계자와 투자자, 일반 시민 등 

약 6만여 명이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다.

과기특성화대학 소속으로 참가한 KAIST는 4차 산업혁명을 이

끌어갈 핵심 분야 특허기술 중 산업계에 파급 효과가 큰 기술

을 출품했다. KAIST가 선보인 기술은 ① 협동 로봇이나 기존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분야에 적용 가능한 양손 객체 제어 방

법 및 장치(배석형 교수·산업디자인학과) ② 상호간섭이 없는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이창희 교수·전

기및전자공학부) ③ 다수의 DID 장치 간 실시간 콘텐츠 동기 재

생 기술(정성관 연구원·IT 융합연구소) 등이었다.

최경철 KAIST 산학협력단장은 “앞으로 KAIST는 핵심 특허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사

업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AIST NEWS

2018 올해의 KAIST인에
의과학대학원 이정호 교수 선정

국내 최대 규모 가전·IT 전시회 ‘2018 한국 전자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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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가 지난 2018년 11월 8일 ‘글로벌 라운지’를 개관했다. 학술

문화관 4층에 220㎡의 규모로 조성된 ‘글로벌 라운지’는 KAIST 구

성원들이 국적·종교·민족성 등과 관계없이 유기적인 글로벌 네

트워크를 쌓고 내·외국인의 활발한 언어 및 문화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교류 공간으로 사용될 로비에는 국내외 여행 

참고 도서 및 정기 간행물, 각 대사관으로부터 기증받은 전시물 등

이 비치됐다. 세미나실은 심리상담 및 미술치료, 영화치료, 소규모 

회의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다도·명상·예절 교육 등의 

강좌가 운영될 온돌식 다도실도 사용할 수 있다. 

신성철 총장은 “다양한 국적의 구성원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며 어

울리는 과정에서 도전성과 창의성을 키워가기를 바란다”며 “글로

벌 라운지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장소로 활용해달

라”고 당부했다.

KAIST NEWS

언어·문화교류를 위한 글로벌 라운지 개관

KAIST 아프리카 ICT 봉사단(이하 ICT 봉사단)이 ‘2018 월드프렌즈 성과보고대회’ 우수활동팀 부문, 사진 공모전 및 

UCC 공모전에서 총 다섯 개의 상을 받으며 전체 수상 분야를 석권했다. ICT 봉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

보화진흥원이 2011년부터 파견해온 해외 봉사단으로 개도국에 ICT 기술을 전수한다. KAIST는 2015년부터 글로벌리

더십센터(센터장 김영걸) 주관으로 아프리카에서 ICT 교육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그중 탄자니아로 봉사 활동을 떠난 KAIST 음펨바 이펙트 팀(Mpemba Effect, 정유리·이동은 생명과학 16학번, 이현

직 전기전자 17학번, 김다빈 화학 15학번)이 우수활동팀 부문 대상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 다른 탄자니아 봉사팀, 브이티에스 팀(VTS, 윤유상 기계 16학번, 최지원·이상효 전기전자 17학번)도 같은 부문 우

수상에 선정돼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사진 공모전에서 에티오피아에 파견된 조하연(물리 15학번) 

학생이 대상을, 탄자니아 음펨바 이펙트 팀 이동은(생명과학 16학번)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외에도 음펨바 이

펙트 팀은 UCC 공모전 우수상까지 차지하며 3관왕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총 35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ICT 봉사단은 지난 2018년 여름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로 각각 파견됐다. 탄자니아에서

는 ‘넬슨 만델라 공과대학’과 ‘스타 고등학교’에서 현지 적정기술 프로젝트와 ICT 교육 및 사이언스 페어 준비 등 봉

사 활동을 진행했다. 에티오피아

에서는 ‘아디스아바바 과학기술

원’에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

션 개발, 이미지 프로세싱, 파이썬

(Python) 등 ICT 교육과 한국어, 

전통문화 전수 등 한국문화 교육 

봉사를 진행했다.

KAIST 아프리카 ICT 봉사단 과학기술부 장관상 수상

우수활동팀 부문 대상을 받은 KAIST 음펨바 이펙트 팀 봉사활동 사진 공모전 대상 수상작(물리 15학번 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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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은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며 대중에게 잘 알려진 치

명적인 질병이다. 교모세포종은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종양으로 수술로 제거

하더라도 재발 우려가 크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표적항암제 등을 병행해도 

치료법이 명확하지 않다. 암 관련 연구 또한 암 조직 분석 및 치료 연구에만 집

중되어 암의 기원이 되는 조직에 관한 연구는 부족했다.

KAIST 의과학대학원 이정호 교수 연구팀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강석구 교

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돌연변이 발생이 암 부위

가 아닌 암에서 멀리 떨어진 ‘뇌실하영역’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이

는 기존의 학설을 뒤집는 연구결과로, 악성도가 가장 높은 교모세포종의 치료

법 개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교수는 “암 중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교모세포종의 원인을 파악하고 동물 

모델 제작까지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의과학대학원 졸업생 이주호 박사가 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

술지 ‘네이처’ 2018년 8월 1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KAIST 교원창업(소바젠, 대표 김병태)을 통해 뇌실하영역의 세포

가 교모세포종으로 진화되는 과정을 막기 위한 치료약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휴대전화가 충전되는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KAIST EEWS대학원·신소재공학과 강정구 교수 연구팀이 기존 배터리보다 

100배 이상 빠른 출력 밀도를 보이며 수십 초 내로 급속 충전이 가능한 물 기

반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 소자를 개발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에너지 저장 소

자는 다공성 금속 산화물 나노입자와 그래핀을 이용해 높은 에너지 밀도와 고

출력 및 우수한 사이클 등의 특성을 갖는다. 강원대학교 정형모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결과는 재료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 2018년 8월 15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리튬 이온 배터리를 비롯한 기존 유계(油系) 전해질 기반 에너지 저장 소자는 

전압 범위가 넓고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화재 등 안전 문제가 늘 제기됐다. 또 

전기화학적 반응 속도가 느려 충전 시간이 길고 충·방전 사이클이 짧다. 이에 

반해 수계(水系) 에너지 저장 소자는 안전한 친환경 소자로 주목받고 있다. 하

지만 제한된 전압 범위와 낮은 용량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은 단점이 있었다.

강 교수는 “다공성의 금속 산화물 전극이 가진 기존 기술 이상의 고용량, 고출

력 특성은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 저장장치 상용화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수십 

초 내의 급속 충전이 가능해 휴대전화, 전기자동차 등의 주전원이나 태양에너

지를 전기로 직접 저장해 플렉서블 기기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KAIST 
Amazing KAIS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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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학설 뒤집는
악성 뇌종양 근본 원인 찾다

수십 초 만에 휴대폰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 소자 개발

의과학대학원 이정호 교수, 이주호 박사

EEWS대학원/신소재공학과 강정구 교수 연구팀

이주호 박사

강정구 교수

교모세포종 발암의 시작을 불꽃놀이에 비유한 그림

그래핀 위에 형성된 다공성 금속 산화물 나노입자

전극의 수계 이온 저장 특성을 나타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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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김병윤 교수(사

진)가 3·1 문화재단(이

사장 김기영)으로부터 

제60회 3·1 문화상 수

상자로 선정됐다. 김병

윤 교수는 광통신의 핵

심 요소인 광섬유 분야

에서 새로운 개념을 정

립하는 기초연구로부터 광통신과 센서 등 실질적

인 응용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를 선도해 온 공로

를 인정받아 학술상 자연과학부문 수상자로 선정

됐다. 

3·1 문화상은 숭고한 3·1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의 문화 향상과 산업 발전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당시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가 창설해 1960년 3

월 1일 제1회 시상식을 진행했다. 1966년 8월에는 

재단법인 3·1 문화재단 설립으로 이어져 운영되

고 있는 공익 포상제도다.

KAIST 이지운 교수(수리과학과)와 변혜령 교수(화학과), 김호민 교

수(의과학대학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18년 올해의 젊

은과학자상 수상자로, 그리고 이해신 교수(화학과)는 2018년 10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올해의 젊은과학자상’을 수상한 이지운 교수는 랜덤행렬 이론 분

야에서 수십 년간 연구돼온 난제를 해결했고, 변혜령 교수는 표

면·계면에서 발생하는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에너지 저장시스템 

분야에서 성과를 냈으며, 김호민 교수는 패혈증 발병기전과 치료

제 개발에 이바지했다. 

이와 함께 이해신(화학과) 교수는 세계 최초 ‘무출혈 주삿바늘’을 

개발해 에이즈, 에볼라, 간염 바이러스 등 환자 혈액에 따른 2차 

감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달의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다.

김병윤 교수,
3·1 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돼

KAIST 교원 4인, ‘올해의 젊은과학자상’, 
‘이달의 과학인상’ 수상

‘살충제 달걀 사건’으로 여전히 달걀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김신현 교수와 재료연구소(소장 이정환) 김동호 박사 공동 연구팀이 현장에서 즉시 생체 시료에 들

어있는 미량의 분자를 직접 검출하는 센서를 개발했다. 특히 국내와 유럽에서 문제가 됐던 달걀 속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 술폰’을 시료 전처리 없이 검출했다.

일반적인 생체 시료 분석법은 대형 장비를 이용한 시료 전처리 과정이 필수지만 신속한 현장 분석

이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연구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친수성(親水性) 나노 그물 구조인 

하이드로젤에 주목했다. 이는 단백질처럼 크기가 큰 분자는 배제하고, 작은 분자만 내부로 확산시

킨다. 또 하이드로젤이 전하를 띠는 경우 반대 전하를 띠는 분자를 선택적으로 흡착해 농축시킨다. 

연구팀은 미세유체기술을 이용해 금 나노입자 응집체를 형성하는 동시에 전하를 띠는 하이드로젤 

미세입자 안 캡슐화에 성공했다. 김 교수는 “새롭게 개발한 센서는 식품 내 살충제 성분 검출뿐 아

니라 혈액과 소변, 땀 등 인체 속 약물, 마약 성분 등 다양한 바이오마커의 직접 검출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재 박사과정이 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나노분야의 국제학술지 ‘스몰’ 

2018년 10월 4일자 내부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현장에서 바로
‘살충제 달걀’ 잡아내는 검출 센서 개발
생명화학공학과 김신현 교수 연구팀

김신현 교수(왼쪽), 김동재 박사과정

분자 전하 선택적 농축 및

배제를 보여주는 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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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KAISTian Story 

2017년 국내대회로 열렸던 ‘AI World Cup’ 행사가 2018년에는 국제대회로 규모를 키워 8월 

KAIST에서 개최됐다. 대회 종목은 온라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술로 스스로 학습한 

5명의 선수가 한 팀을 이뤄 상대팀 골대에 골을 넣어 득점하는 ▲AI 축구와 온라인 경기 영상을 

분석하고 해설하는 ▲AI 경기 해설, 그리고 온라인 경기 결과를 기사로 작성하는 ▲AI 기자 등 

모두 3개로 구성됐다.

김종환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AI World Cup 조직위원장)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우

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브라질, 이란, 중국, 대만, 프랑스, 인도 등 세계 12개국에서 총 24개 축

구팀이 참가했다. 구글·미국 MIT,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KAIST를 비롯해 서울대 등 인공지

능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참가자들이 출전했다. 

KAIST는 AI 축구 종목에서 우승(AFC_WISRL)과 준우승(Team-Siit), AI 기자 종목에서 우승(SIIT-

reporter) 팀을 배출해내며 우리 인공지능 기술의 세계적 입지를 견고히 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 기술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이 시점, 흥미 유발과 교육·

연구 환경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AI World Cup은 전 세계 210만명이 대회 홈

페이지에 들어올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주최한 김종환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AI World Cup 2018>
개최의 주역,
김종환 교수를 만나다

The red team is 
taking the lead 
in this game!

The red team 
just intercepted 
a pass!! The blue team 

starts to attack to 
red team.

GOAAAL!!!

자료제공  AI World Cup  공식 홈페이지 aiworldcu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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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카이스트’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던 기존의 로봇 축구와 

‘2018 AI Soccer’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995년, 제가 창안한 기존의 로봇 축구는 참가자들이 실제 로봇을 만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술을 직접 코딩해야 했지요. 반면에 

AI Soccer는 주최 측인 우리가 제공하는 SW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참가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로봇을 만들지 않아도 되지요. 대신 기계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합니다. AI 개체들이 스스로 학습을 

진행하여 경기 상황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로봇 

축구와 AI Soccer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AI World Cup을 국제대회로 기획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2016년 3월에 열렸던 Google Deepmind의 AlphaGo와 이세돌 프로 9

단의 대국을 통하여 Google의 AI 기술이 큰 주목을 받았지요. 이에 우

리도 우리 AI 기술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여겨 AI Soccer를 창안했고, 

이를 국제대회로 만들기 위해 경기 규칙과 SW 플랫폼 및 학습용 전술 

데모 소스 코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우리 AI 

기술을 국제적으로 알리기를 원했고 핵심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AI

를 더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지요.

한국이 주체가 되는 대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어떤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우리 공대는 세계 15위입니다. 저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

에게 더 큰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AI 기술력은 세계 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싶었지

요. 실제도 그러합니다. 이번 국제대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룬 성과

를 보세요. 우승을 차지한 우리 학생들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우

리 학생들도 이를 느끼고 이제는 리더의 자세로 창의적인 연구에 매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Q/A

김종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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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학생들과의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셨다면?

우리가 채택한 시뮬레이터는 스위스 회사에서 개발한 것인데, 대회 프로그램 개발 중에 이 회사로부터 

기술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회사 연구원들과 함께 경기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대등하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 학생들이 국제기업과 함께 일하며 인턴십

과 같은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말하더군요. 우리 연구실 학생들의 헌신적인 준비과정 없이는 이런 국제

대회를 개최할 수 없었겠지요. 수고한 연구실 학생들에게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가를 위해 밤낮으로 준비한 만큼 교수님 역시 개최를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을 텐

데 준비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이 대회를 통하여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워낙 강렬하고 염원이 담긴 것이라 심적으로 매우 부

담이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AI 기술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세계인들에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마침 2017년 초에 이 대회를 후원하겠다는 기업이 있어 본격적으로 SW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도

중에 이 후원이 취소되어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대의 지원으로 2017년 12월

에 1회 국내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우리 HW 및 SW 시스템의 안정성을 테스트해볼 수 

있었지요. 이어 2018년 4월에 교내대회를 통해 한 번 더 시스템을 검증 후 세계대회를 8월에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매우 단순한 과정이지만 사실 그 각 과정에는 불확실성이 많아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한 조직위원회 교수님들과 공과대학교학팀 직원들의 헌신적인 지원 덕

분에 첫 번째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계의 세계화’를 위해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시

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새로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정보화 사회와 함께 세계화 열풍이 불었습니

다. 이에 1995년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만든 무대에서 세계 젊은이와 함께 겨루며 어울릴 기회

를 제공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세계화라고 생각했어요. 1998년에는 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청소년 대상 강연을 노벨상 수상자에 이어 했는데 저는 같은 내용의 강연을 두 번 했어요. 아직도 강연

장 밖에서 학생들이 줄 서고 기다리고 있다며 주최 측에서 한 번 더 해달라는 거예요. 질문 중에는 청

소년들을 위한 로봇 대회를 마련해달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 당시 어린이들에게서 그런 이메일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대견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해 국제로봇올림피아드를 창안했고, 이제 2019

년 12월에 제21회 국제대회가 태국에서 개최될 겁니다. 학술적으로는 1996년에 SEAL과 2014년에 

RITA 국제학회도 창설했지요.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AI가 한 번 더 봉사하라고 부르는 것 같아 나서

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교수로서 시대적 사명감이라고도 생각해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 기술의 선도자로서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용자와 동반 성장하는 인공지능, 즉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인공지능의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의 발전상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 인류

의 삶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 것입니다. 이에 발 빠른 대처를 하는 

여러분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를 유념하고 AI 기술이 이끄는 이 혁신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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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World Cup 국제대회’가 2019년 10월, 두 번째 막을 올립니다. 

이 대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나요?

산·학·연, 그리고 대중을 모두 아우르는 ‘혁신기술을 공유하는 협

력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2018 AI Soccer’는 기계학습 기술을 축구

라는 친숙한 대상에 접목한 것입니다. 사실 새로운 기술은 획기적일 

수는 있어도 대중에게 빠르게 친숙해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AI 

Soccer가 신기술과 대중을 이어주는 교량이 되길 바랍니다. 2018년도 

대회에 많은 호응을 보여주신 일반인 관람자만 보아도 신기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와 열정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AI World Cup과 

함께 AI Premier League를 창설하여 이 리그 내에 클럽 팀을 운영하

고자 합니다. 기회가 되면 이 리그를 프로화하여 교육과 연구 및 엔터

테인먼트가 함께 가는 형태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김종환 교수님의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이미 은퇴하신 선배 교수님들을 보며 저도 60이 되면 연구

를 줄여 “은퇴준비나 해야지”라는 편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되고 보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한 평생 축적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풍부한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데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연구 활동을 줄인다는 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제 상상력이 살아 있

을 때까지 더 일하고, 마지막까지 연구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개인적

인 목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덕

분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학에서 천하의 인재들과 함께 지식도 쌓을 수 

있었고, 풍부한 경험도 일궈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에 돌려줄 때

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로서 후진 양성에 더욱 힘쓰고, 연구자

로서 우리나라 기술발전에 기여하면서 제가 받아온 것보다 더 많이 우

리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1

2018년 8월 22일 KAIST에서

열린 AI World Cup 결선에서  

‘AFC-WISRL팀’과 

‘Team-Siit팀’이 승부를 가리고 

있다. 

2

AI World Cup에서 우승을 

차지한 ‘AFC-WISRL팀’과 

김종환 교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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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추운 1월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던 낯선 그곳, 편치 않은 

환경에도 사랑과 배려가 가득했던 호산나에서의 추억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생각

과 감정을 나누기에 12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기에 아쉬움

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캄보디아를 떠나던 마지막 날 

저녁에는 먼 길을 마중 나온 아이들을 보며 쉽게 발길이 떨어지

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 단원들과 함

께했던 추억이 그리울 것 같아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소중

한 인연을 만났지만, 그 인연을 단단히 다지기에는 부족했던 이

번 봉사활동.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도 일상 속에

서 희미해지기 마련이기에 더 늦기 전에 캄보디아 해외 봉사단

을 통해 얻은 소중한 추억과 감정들을 글로 남겨 간직하고자 합

니다.

2018년 11월 봉사단이 꾸려지고 우리는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

었습니다. 저는 졸업 직전에 봉사단을 지원해서 그런지 나이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나를 어려워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단원들이라 그런지 모두 

성격도 좋아서 다행히 잘 어울려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바쁜 

학기 중에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를 하고 수업 자료를 만드느라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캄보디아 먼 곳에서 우리를 기

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상상하며 좀 더 유익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학기가 끝

나고 합숙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실험을 해보고, 문화교

류 K-pop 댄스 연습을 했습니다. TF를 중심으로 모든 단원이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해주었고, 덕분에 지난 5년간 몸담았던 

어느 단체보다도 트러블 없이 깔끔하게 일이 잘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게 준비하다 보니 어느덧 출국일이 되었고 우리는 캄보디

아로 향했습니다. 1월의 캄보디아는 매우 더웠지만, 건기라 그

런지 습하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공항에서 10분 정도 차를 타

고 이동해 호산나스쿨에 도착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

도로에, 길거리에는 쓰레기더미가 나뒹구는 동네에 자리한 학

교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학교 내 숙소는 단수 위험 때문에 양

짙은 어둠이 깔린 한밤중에도 학교 앞 철길의 기차가 

요란하게 경적을 울립니다. 해는 어찌나 빨리 뜨는

지 이른 아침부터 닭이 울어대고 호산나의 꼬마 아이

들이 앳된 목소리로 힘차게 태권도 기합을 넣습니다. 

찬물로 세수하고 부엌으로 가 토스트를 구울 때면 어

김없이 창밖으로 도마뱀과 참새가 아침 인사를 하러 

찾아오고, 마키에 선생님은 굿모닝 인사하며 프라이

팬에 물을 끓여 커피를 타 먹습니다. 부산하게 수업 

준비를 마치고 교실로 내려가면 먼 곳에 사는 에잉라

이가 일찍 도착해 ‘헬로 티처’ 하며 반갑게 인사합니

다.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기타 연주에 맞춰 손

으로 박자를 만들어 꿈을 노래하고, 눈망울이 참 예

뻤던 피카추 꼬마는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맨발로 학

교를 뛰놀다 안아달라며 저를 타오릅니다. 

경계를 허물고
더 넓은
꿈을 꾸다

화학과
학사 14학번

안하람 학우

KAIST 지영석 캄보디아 
해외봉사단 후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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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로 물을 담아 샤워해야 했고 한여름 기온에서 선풍기만으

로 버텨야 하는 곳이었지만, 바쁜 일정을 보내며 금세 익숙해졌

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불편할 수 있는 이곳이 누군가

에게는 일상이고 삶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자 한편으로 감사

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호산나의 교실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칠판이 전부였습니다. 한

국에서는 그 흔한 모니터나 프로젝터 하나 찾아볼 수 없었고, 

냉방 시설도 없어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공부하고 있었습

니다. 그러나 교육 환경은 다소 열악할지 몰라도 호산나의 아이

들은 항상 행복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제겐 사소할 수도 있는 

과학 키트 하나하나가 큰 재미이자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도구였고, 작은 배움에도 호기심을 가지고 열의가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의력과 호기심 대신 방대하고 전문

적인 지식을 택해 야자시간마다 잠과 싸우며 공부하던 지난 고

등학교 생활을 떠올리면, 항상 밝게 웃으며 공부하는 이 아이들

이 한편으로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캄보디아 학생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것은, 환경만 다를 뿐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아이들이라는 것입

니다. 장난꾸러기 같아 보여도 어려운 개념도 잘 이해하고 예상

치 못한 질문을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생에 처음 해보는 프

레젠테이션 발표에 밤을 새워 연습해 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한

국의 또래 학생들에 비하면 가진 지식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학

생들의 잠재력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평생 몰랐을 흥미로운 과학과 IT의 세계, 프레젠테이션

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경험. 어쩌

면 미래 아시아의 잡스가 꿈을 싹틔웠을지도 모르는 이곳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꿈의 경계를 그어버리는 세

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재능을 나누면 아이

들은 그 경계를 허물고 더 넓은 꿈을 꿀 수 있다고. 

지난 대학 생활 동안 전국 방방곡곡 봉사활동을 참 많이 다녔지

만 이렇게 오래 준비해서 해외로 봉사를 다녀온 것은 처음이었

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캄보디아를 다녀온 게 믿기지 않아 꿈

을 꾼 것 같기도 하지만, 종종 안부를 묻는 우리 반 아스나와 왓

따이와 연락하며 다시 실감하곤 합니다. 이전에는 굳이 해외까

지 나가서 봉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이번 봉사를 통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문화와 환경이 있고 그

들이 필요한 도움도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국제적 안목으로 다양한 세계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

습니다. 

지난 3개월간 우리 봉사단원들 정말 고생 많았고, 이 친구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똑똑한 건 물론 하나

같이 착하고 매력 넘치는 우리 단원들 덕분에 덥고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졸업하면 서

로 얼굴 보기 힘들겠지만, 각자 열심히 살아가다 가끔 호산나에

서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이은하 선생님을 비롯한 글로

벌 리더십 센터 직원분들과 지영석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봉사 단원들, 그리고 호산나 학교에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2

1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온 KAIST-지영석 캄보디아 해외봉사단원들과 안하람 학우 (오른쪽 맨위) 

2  호산나 학교 학생들과 안하람 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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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에 가다

저는 KAIST의 학부생 연구 참여 제도에서 흥미를 느껴 현

재 연구자로서의 커리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부로 

MIT Media Lab에서의 인턴은 학계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크나큰 매

력으로 느껴졌습니다. 

MIT 미디어랩 인턴을 하면서 MIT의 연구환경을 느껴보고 

그곳의 교수님 및 학생들과 직접 연구해볼 수 있다는 것, 짧

지만 간접적으로 유학 생활을 경험하며 스스로 계획을 점

검해볼 수 있다는 것은 제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한, 해당 교수님이 제가 논문을 몇 편 읽었던 적이 있을 정

도로 KAIST에서 연구했던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

이셨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의미 있

는 연구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 인턴십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턴 모집에 대한 공고를 확인했을 때부터 선발되기까지 시

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서류를 만드는 것과 화상 인터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지원 

당시 제출했던 영문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그리고 인터뷰에

서 지금까지 제가 어떤 것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지원하기 전

까지 해왔던 연구, 수강했던 수업 등이 인턴에 지원하기 위

한 준비 아닌 준비과정이었습니다.

연구하고 구현하다

제가 인턴을 갔던 Signal Kinetics 그룹은 무선 신호로 다양

한 것을 감지하는 연구그룹이었습니다. 

전기및
전자공학부
학사 17학번

민영제 학우

1KAISTian에게 방학은

단순히 휴식을 위한 기간이 아니라

더 큰 도전을 위한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다.

저마다의 계획으로 바쁘지만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내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그중 2018년 여름, 3개월 동안

미국의 메사추세츠공대 미디어 랩(MIT Media Lab) 

Signal Kinetics 그룹에서 인턴을 하며 

충실한 여름방학을 보내고 온

민영제 학생의 후기를 만나본다.

KAISTian,
세계로
나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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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프로젝트가 있었지만, 그중 제가 참여했던 것은 mmWave라는 

매우 짧은 파장의 RF 신호를 사용하여 일종의 레이터 시스템을 구성, 사

람의 몸에 접촉하지 않고서도 혈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였습니

다. 3개월간의 인턴 중 첫 두 달은 시스템 구현을 주로 담당하면서 상용

화된 칩과 보드를 이용해서 신호처리 이전의 원신호(raw signal)를 측정

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또 신호처리를 실시간으로 하여 추후 혈압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도록 

실시간 측정 시스템을 디자인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은 같이 연구하

던 박사후연구원분과 같이 원신호(raw signal)로부터 혈압을 측정하기 

위한 신호처리 파트를 같이 연구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다 

미디어 랩 내의 그룹마다 환경이 달랐는데 제가 속해있던 그룹은 대부분 

늦은 시간에 연구하는 편이라 보통 점심때쯤 출근해서 자정쯤 퇴근하고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하는 편이었습니다. 연구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항상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풀었는데, 다양한 맛집들을 찾아가서 

즐기던 것도 하나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연구하며 인상 깊었던 부분은 똑똑하고 열정 넘치는 학생들이 많아 생산

적인 논의를 많이 할 수 있었고, 서로 좋은 자극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오피스와 그룹의 연구공간이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교수님의 뜨거운 열정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룹 멤버들이 

인턴이 아닌 함께 연구하는 동료로 대우해 준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미래를 그려보다

해외에서의 인턴은 언젠가 해외에서 연구, 혹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그 

환경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의 인턴은 정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

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일을 해보는 귀중

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쓰며 생활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인데, 저로서는 이를 미리 겪어봄으로써 미래의 생

활을 가늠해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관심 있는 대학에서

의 연구 경험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미리 

유학 생활을 경험해 볼 기회, 인턴 담당 교수님을 비롯해 그 학교의 다른 

교수님들도 연락해서 직접 만나 뵙고 본인을 어필할 기회가 됩니다. 또 

인턴 기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면 어드미션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앞으로 이렇게 해외에서 연구해볼 기회가 KAIST 학생들에게 많이 주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KAISTian이라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1  함께 인턴을 한 친구들과 민영제 학생(가장 왼쪽) 

2  mmWave radar system

3  퇴근 후 함께 맛있는 음식점에서 식사 

    (맨 오른쪽 민영제 학우)

4  연구실에서 함께 찍은 사진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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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KAIST 최고의 수영동아리 ‘가오리’는 

1992년에 설립되어 2019년 27주년을 맞

이하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동아리입니다. 

1992년, 핀 수영 국가대표이자 제2회 아

시아 핀수영 선수권대회 800m 금메달

리스트인 KAIST 89학번 김진수 선배님

의 창립으로 시작된 ‘가오리’는 27년간 

구성원들의 꾸준하고 활발한 활동으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국가대표급 실력을 갖춘 선배님들이 있

었던 핀 수영팀 시절뿐 아니라, 최근까

지도 가오리는 2015년 전국대학수영선

수권대회 남자 2부 우승, 2016년 남자 2

부 준우승, 2017년 남자, 여자 2부 준우

승, 2018년 남자 2부 3위, 여자 2부 준

우승 등 전국에서 자랑스러운 활약을 펼

쳐내고 있습니다.

가오리는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새벽 

6시에 다 같이 수영장에 모여서 훈련을 

하고, 훈련이 끝나면 같이 아침을 먹습

니다. 또, 전국단위 마스터즈 수영대회

부터 서울대, 한국외대, 홍익대 수영팀 

등에서 주최하는 수영대회까지 다양한 

수영대회에 참가하여 열심히 훈련한 실

력을 뽐냅니다. 매년 여름에 ‘학암포 장

KAIST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동아리가 있다. 

어떤 동아리에 가입할까? 이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학교생활의 활력이 될 동아리 활동을 고민하고 있다면?!

27년 전통의 KAIST 수영동아리 ‘가오리’ 

한만혁(생명과학과 학사 17학번) 회장의 동아리 소개를 들어보자.

Break
Your Limit!

KAIST 수영동아리 ‘가오리’

핀 수영 (Fin Swimming)이란?

핀(Fin : 물갈퀴)을 발에 끼고 근육의 힘만으로

물 표면이나 수중에서 실시하는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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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핀 수영대회’와 같은 바다대회에 

참가하여 핀과 수영복만 가지고 바다에

서 3km를 헤엄치거나, 매년 대한적십

자사에서 주관하는 ‘수상 인명구조 요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수영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가오리는 학부 동아리지만, 창단부터 

지금까지 수영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

람이라면 학부/대학원생 막론하고 다

양한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대학교에 

갓 입학한 학부 신입생부터 대학원생까

지, 가오리에 들어와 1년 동안 같이 힘

든 훈련을 함께 하다 보면 어느새 누구

보다 넓은 스펙트럼의 사람들과 사귈 

수 있습니다.

수영동아리만의 매력

수영은 실내운동으로 날씨, 기온과 상관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또 수영

복 외에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아 

도서관, 연구실에서 공부나 연구를 하다

가 언제든지 수영복만 가지고 와서 즐길 

수 있습니다. 학교 수영장 안에는 샤워

실과 사우나(!)가 있어서 수영을 즐긴 뒤 

뜨거운 물 안에서 피로를 풀고 몸을 씻

을 수 있다는 것도 다른 운동과는 구별

되는 수영동아리만의 장점입니다.

‘가오리’에 입단하려면?

가오리에 들어오려면 자유형으로 

1,500m를 쉬지 않고 완주하는 테스트

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단을 원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테스트를 보게 하

지는 않고, 3주간 저희와 같이 아침 훈

련을 받으며 수영 실력을 키워서 마지막 

날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1,500m라는 

거리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

가 깔끔하지 못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

도 상관없으니까요. 3주간 열심히 노력

하고 성실하게 훈련에 참여한다면 이전

에 수영을 배우지 않았어도 충분히 가능

합니다!

‘가오리’만의 자부심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오리는 매주 월, 

화, 목, 금 오전 6시까지 수영장에 모여

서 훈련합니다. 물론 시험 기간 3주 동

안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쉬지만, 그 이외에는 계속 훈련에 참여

합니다. 이런 성실함과 규칙성이야말로 

가오리의 상징이고, 그 어떤 동아리와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가오리의 자

랑입니다.

동아리 ‘가오리’ 입단을 망설이고 있나

요? 1년간의 가오리 활동은 분명 힘들지

만, 그만큼 많은 것을 얻는 일이라고 생

각합니다. 정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

나고, 그들과 함께 힘든 훈련을 이겨내

며 서로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죠. 

힘듦을 각오하고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싶다면, 가오리에 들어오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1 2

3 4

1  학암포 핀 장거리 수영대회 3km 완주 메달 

2  훈련 중인 가오리 동아리원들

3  각양각색의 핀(Fin)

4  제2회 한국외대 아마추어 수영대회에 참가한 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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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동문회
신년교례회
개최

KAIST 총동문회(회장 차기철, 인바디 대표)가 주최하고 KAIST 발전

재단(이사장 이수영)이 주관한 ‘KAIST 총동문회 2019 신년교례회’가 

지난 2019년 1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신성철 총장을 포함한 주요 보직교수를 비롯해 

차기철 총동문회장 등 약 800여명의 동문이 대거 참석했다. 역대 동

문 행사 중 최다 참석자 수를 경신했으며, 행사 현장에서 모인 모금액

이 5억원에 육박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뿐만 아니라 이날 열린 신년교례회에서는 서길수 영남대 총장과 김

광수 하버드대 의대 교수, 문영환 코아텍 대표, 전영현 삼성SDI 대

표 등 4명의 2018 KAIST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

과 함께 배우 겸 탤런트인 이민우 씨의 KAIST 홍보대사 위촉식도 

함께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신성철 총장은 “KAIST의 미래에 대한 꿈을 공유하고, 

동문끼리 스킨십을 나누는 유익한 자리였다. KAIST가 지난 반세기동

안 이뤘던 첫 번째 기적의 역사를 또 한 번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

다”고 말하며 행사를 의미있게 마친 것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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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을 가득 메운 800여명의 KAIST 동문, 교수, 재학생 

이민우 배우, KAIST 홍보대사 위촉장 수여 개교 이래 첫 동문 총장인 신성철 총장 부부(안쪽)와
행사를 준비한 차기철 총동문회장 부부(바깥쪽)

사회자 정재민 교수(경영대학)와 차미영 교수(전산학부) 오프닝 공연으로 힘차게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KAIST응원단 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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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동문회 
KAIST Alumni NEWS

우수한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가이자 탁월한 업무 추진

력과 리더십으로 현장과 정책을 잇는 교육 혁신 행정가로 두

각을 나타내며 학계에서 신망을 얻고 있다.

신경생물학 분야의 선구자적 연구를 통해 파킨슨병 치료제 

연구 개발에 기여하는 등 우리 대학의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

임을 증명하며 모교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자 소개

KAIST Alumni

NEWS

서길수 _ 화학과 석사 75, 박사 78학번

영남대학교 총장

김광수 _ 생명과학과 석사 77, 박사 79학번

하버드 의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제게 과분한 2019년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상한 카

이스트 석사 3회, 75학번 서길수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KAIST라고 하는 고향을 가지고 있다

는 것입니다. 이미 몇몇 분들은 고향에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우

리 동문은 고향을 떠나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난 우리는 모

두 우리 카이스트가 세계의 중심에서 세상을 바꾸는 카이스트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동문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노력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교육행정가로서 많은 동문 교수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AIST 동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유대현 교수님 지도하에 

1979년에 석사, 1983년에 박사를 마치고 현재는 하버드 의대 신

경생물학과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올해의 KAIST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상하게 되어 크

나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를 추천해 주신 고정식 前 동문회장님

과 임원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신 이유는 더욱 연구와 교육에 매

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고통당하는 환자들

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에는 동문 여러분들의 계획과 소원이 200% 모두 

달성되시고, 또 모교 카이스트에서도 신성철 총장님의 리더십으

로 곧 세계적인 초일류 선도대학으로 도약하시기를 소망하며 인

사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상소감 수상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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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공정에 필요한 환경 촉매·특수 가스 전문 업체인 코아

텍을 설립·운영하며 경쟁력 있는 제조 기술을 확보해 수입

대체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높여 산업 발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기술 전문가로 기술 혁신 리

더십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공정 기술 향상을 주도해 삼성전

자를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으로 이끄는 등 국가 경쟁력을 높

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가 어제 밤새도록 이 상을 받아야 하나, 받을 자격

이 있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니 기억

하고 싶은 것보다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래도 일단 받고 보자 해요, 앞으로 자랑스러운 일을 더 많이 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원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 있는 

학교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을 더 많이 하려고 앞으로도 노력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영현입니다. 이렇게 너무 훌륭한 상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해가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한 

지 딱 30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제가 카이스트를 졸

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그동안 카이스트 출신이라는 것에서 

많은 힘과 도움을 얻었고, 이제부터는 제가 여기에 참석하신 후

배님들을 위해서 좀 더 자랑스러운 선배로서 더 자랑스러운 카이

스트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KAIST 자랑스런 동문상은 산업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뛰어난 학문적 성취 및 사회봉사로 모교의 명예를 

빛낸 동문을 매년 선정해 총동문회가 수여한다. 1992년 제정해 지금까지 27회에 걸쳐 9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해도 학술, 사회,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 4인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KAIST의 명예를 드높인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자들을 신년교례회에서 직접 만나 수상소감을 들어봤다.

문영환 _ 생명화학공학과 석사 82, 박사 87학번

코아텍 대표이사

전영현 _ 전기및전자공학부 석사 84, 박사 86학번

삼성 SDI 대표이사 사장

수상소감 수상소감

역대 주요 수상자로는 신성철 총장(2010년 수상),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종합기술원 회장(2009년 수상), 유룡 교수

(2007년 수상),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2006년 수상),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2004년 수상), 이해진 네이버 의장

(2003년 수상), 차기철 총동문회장/인바디 대표이사(2003년 수상) 등이 있다.

역대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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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동문회와 동문학술장학재단에서는 재학생과 동문 

후배에게 창업에 대한 자극을 심어주기 위해 ‘CES 장학금’을 

신설했다. 갓 창업했거나 창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대상으

로 ‘창업어워드 2018’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에게 총상금 2,500

만원과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 2019에 무상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을 지원한다.

CES는 매년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

단기술박람회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열렸다. 축구장 

36개 크기에 펼쳐진 이번 행사에는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신기술을 뽐냈고, 18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가해 인

산인해를 이뤘다. 한국 관람객만 8,000명이 넘어선 것으로 추

산된 가운데 KAIST 재학생과 동문 33명도 총동문회의 지원을 

받아 CES 참관 대열에 합류, 발전하는 세계 기술 수준을 보고 

창업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시장 구석구석을 누볐다. 

미래 CES의 주역을 꿈꾸며 이번 전시회를 돌아본 학생들은 

“이번 CES 2019 참관을 계기로 세계 무대를 향해 나아가겠다

는 목표가 생겼다”며 “후원해주신 동문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후원한 차기철 총동문회장은 

“KAIST 학생들은 현재 학교에서 세계 최고의 지식을 배우고 

있다. 이것을 하나로 꿰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훈련을 하

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CES 장학금을 만들었다”며 “후배들이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세계 무대에서 뛰어놀 수 있게 이 사

업이 일조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총동문회는 ‘CES 참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이며, ‘CES 2020’ 참관을 위한 ‘창업어워드 2019’는 6월 이후 

모집할 예정이다.

총동문회 CES 장학금 신설

KAIST Alum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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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
석사 15학번

김다운

한국에서 가던 많은 박람회와 컨퍼런

스는 스타트업끼리 경쟁하는 개인전

이라 생각했는데, CES에 와 보니 개

인 회사들을 떠나서 전체 국가가 보입

니다. 마치 올림픽처럼 국가 대 국가로 

기술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학사 14학번

김성온

그 어떤 강연과 수업도 알려주지 못한 

젊음의 소중함을, 전 세계 젊은 창업가

를 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창업자

인 저에게 CES는 큰 선물을 주었습니

다. 나는 젊으며, 할 수 있으며, 하고 

싶다는 소망을 심어준 소중한 시간이

었습니다.

전기전자
박사 15학번

한정봉

매체로만 접하던 회사들을 실제로 보

고 만져볼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이었습

니다. 빠르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새로

운 기회를 찾은 작은 회사들에게 자극

을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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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 장학금 참여하기

더 많은 우리 후배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어, 더 많은 도전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선배와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선배의 400만원이면 1명의 후배에게 CES 참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CES
참관 후기

1  참관단은 관심 분야별로 팀을 나누어 CES 부스들을 탐방했다.

   샌즈 엑스포(Sands Expo) 2층에 설치된 인바디 부스에서

   차기철 동문회장(인바디 대표이사)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2  CES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체험한 뒤 그랜드 캐니언으로 이동해

    세계 최고의 자연경관을 관람했다.

3  창업어워드 시상식은 2019년 KAIST 총동문회 신년교례회에서 열렸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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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동문회 홈페이지가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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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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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학사 87,
석사 91학번

정성우

전산 학사 99,
석사 05학번

오진웅

산업디자인
학사 10,

석사 15학번

김계영

물리 학사 99,
경영공학 석사 05, 
물리 석박통합 08학번

안상현

홈페이지 제작 후기

온라인을 통해 친구들을 만나고, 

동문 기업들은 원하는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는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

다.

많이 힘든 작업이었지만, KAIST 

총동문회가 발전되는 데에 보탬이 

되는 작업물이라 저도 뿌듯함을 느

꼈습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프로젝트 기획 홈페이지 개발

KAIST 총동문회 홈페이지 작업을 

하는 동안 졸업 뒤에 KAIST라는 

곳을 다시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

었습니다. 리뉴얼된 총동문회 홈페

이지가 동문 선후배가 더욱 끈끈하

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

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기획/디자인

총동문회 홈페이지가 동문의 활발

한 교류의 신호탄이 되기를 희망하

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향후에

는 온라인을 기점으로 오프라인 모

임들도 활성화되고 나아가 동문 간

의 인적 네트워크가 더욱 끈끈하고 

발전적으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홈페이지 제작 총괄

| SNS연동 로그인 | 최초의 회원가입 1번만 하면 이후에는 SNS연동 로그인으로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다.

| 동문소식 | 동문의 이야기와 동문기업 소개 글을 읽고 다른 동문에게 동문 소식을 전달할 수 있다.

| 총동문회 사업 | 매년 진행하는 동문회 행사와 이벤트들을 항목별로 보여주고, 

                      행사 신청 기간일 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 동문회비, 후원금 확인 | 실시간으로 총동문회 총 모금현황을 볼 수 있고,

                                 마이페이지에서 동문회비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동문행사 사진 | 행사별로 분류된 사진 앨범에서 동문 선후배들의 사진을  찾아볼 수 있다.

| 키워드검색 | 다양한 행사정보와 동문이 올린 소모임, 커뮤니티 글을 검색할 수 있다. 

| 동문찾기 | 동문회 홈페이지에 가입한 동문을 직접 찾아볼 수 있고, 

                연락하고 싶은 동문을 ‘팔로잉’할 수 있다.

| 동문기업 찾기 | 동문이 창업한 기업들을 분야별로 살펴볼 수 있고, 구인소식을 찾을 수 있다.

검색창

로그인

KAIST 동문소식

KAIST 총동문회
사업 살펴보기

모금현황

KAIST 총동문회
행사 앨범

개교 48주년 기념일인 2019년 2월 16일, KAIST 총동문회 홈페이지가 리뉴얼 오픈했다.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으로 새

로운 변화를 시도한 총동문회는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KAIST 동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

고 동문 간 네트워킹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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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8일, 소유즈 12호가 차가운 구름을 뚫고 하늘로 

치솟았다. 이 우주선에는 36,206명의 지원자 중 최후의 1인으

로 선정된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이 타고 있었다. 

국제정거장 ISS에서의 9박 10일 동안 18가지 우주과학실험 연

구를 수행, 대한민국이 부여한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한 우주인. 한국을 36번째 우주인 배출국으로 만든 순간

이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 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망설임 없이 ‘Fly me to the moon’의 한 소절을 불러주

던 30세 젊은이는 어느새 40대가 되어 모교 후배들과 마주한

다. KAIST 기계공학과 학사 97학번, 석사 01학번, 바이오및뇌

공학과 박사 02학번 이소연 동문(41세)이 그 주인공이다.

대학교 3~4학년에 재학 중이라는 후배들의 인사를 듣자마자 

이거 하나만큼은 꼭 이야기해주고 싶다며 인터뷰를 시작한다. 

“제가 KAIST 생활을 하며 얻은 가장 큰 보물은 저를 우주인 

이소연이 아닌, 동고동락한 동료로서 좋아해 주며 부정적인 이

야기도 스스럼없이 해주는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더 솔

직하게 저에게 조언해 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

다. 야 너 요즘 좀 그렇더라? 했을 때 욱하기보다는 내가 좀 그

렇지?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어린 나이에 과학고등학교와 KAIST 캠퍼스에서 함께 생활하

며 ‘인간 이소연’으로 인연을 맺은 친구들 덕분에 자신을 더 객

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소연 박사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을 둘러보세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습니다. 자신을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쭉정이)과, 크리티

컬한 메시지를 주는 사람(알곡)을 구별해야 합니다. KAIST에 

1  KAIST 도곡캠퍼스 정문에서 인터뷰에 참석한 학생들과 함께. 

   (왼쪽부터) 신소재공학과 16학번 고명찬 학생, 이소연 동문, 

   신소재공학과 15학번 정한결 학생, 전기및전자공학부 15학번 

   김혜연 학생

2  도곡캠퍼스 회의실에서 이소연 동문과 재학생 후배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

2

나의 청춘,
나의 KAIST,
나의 우주

대한민국 1호 우주인, 

이소연 박사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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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후배들은 후자인 친구들을 오랜 시간 자신의 주변에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 우리에겐 긴 삶의 여

행이 남아있으니까요.”

오프닝 멘트부터 강한 메시지를 전달받은 학생들은 진로 고민

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이는 기계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수학하고, 박사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바이오및뇌공학과로 

진학한 선배에 대한 궁금증에서였다.

“저도 공부하는 동안 저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해 고민이 많았

습니다. 박사과정 논문을 마무리하려고 보니, 생물학 지식이 필

요하여 생명과학과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들었고, 회로를 만들고 

칩을 움직이게 하려면 회로이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전자

과 전공수업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지식을 공부

하다 보니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기계공학인지 바이오인지 전

자과인지 재료공학인지 모호해졌고, 궁극적으로 제가 공학도인

지, 과학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공부했습니다.”

4가지의 전공을 넘나들며 힘들게 공부했던 시간이 고스란히 우

주인이 되는 밑거름이 될지 20대의 이소연은 몰랐을 것이다. 

“우주인이 되기에는 딱 맞춤이었습니다. 우주에서 수행해야 하

는 18가지 실험이 모두 다른 분야에 속했는데, 정체성에 혼란

을 느끼며 들었던 다양한 전공 지식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었습

니다. 저의 가장 약점이 가장 큰 강점이 된 거죠.”

우주에 다녀온 지 만 10년이 지나 지금, 이소연 박사는 우주를 

어떻게 추억하고 있을까.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던 순간은 아직까지 생생하게 남아있

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기억을 왜곡시키

는 것은 아닐까? 나의 편협한 기억 속에 우주를 다녀온 경험을 

한쪽에 넣어두고 가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가 늘 걱정입니다.”

그녀가 우주정거장에서 ‘플라이 미 투 더 문’을 불렀던 장면은 

그 당시 큰 화제가 되었다. 오디오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최

초의 우주인이 부른 이 노래는 이후 무중력 상태에서 둥실거리

며 국민에게 손을 흔들던 우주인 이소연의 모습과 더해져 더욱 

몽환적인 여운을 남겼다.

“제가 바라본 지구는 새파랗고 영롱했습니다. 그 찰나 같은 순

간에도 지구 안에서는 부유한 사람,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

가는 사람, 사소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 등 수억 명의 사람들의 

복잡한 삶이 진행되고 있었겠지요. 그 모든 복잡함을 사라지게 

할 만큼 지구는 아름다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은 2008년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온 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하다 2012년 MBA로 진학한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당시 저에게는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정책 대학원, 해외봉사 등등 이런저런 고

민을 하다가 다른 나라 우주인의 대부분이 종국적으로 경영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

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인 저도 언젠가는 관리자나 경영자의 길

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내린 결론이 MBA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단 한 명의 우주인이었지만 전 세계에서는 500여

명의 우주인 중 한 명이었다. 연구자들과 시민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공학박사를 

거쳐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이소연 박사에게 MBA는 또 다른 

도전이었다.

“비즈니스를 배우면서 저라는 사람은 비즈니스도 이공계의 시

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학부에서부

터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들과 함께 타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서

럽기도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두세 시간이면 읽을 책 한 권

을 저는 밤을 새워 겨우 읽곤 했습니다.”

3  2008년 우주인 선발 당시 

    이소연의 프로필 사진

4  우주에서 18가지 실험을 수행하던 

    이소연의 모습. 

    자신의 임무를 다하겠다며 밝고 

    여유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였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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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 졸업식에서 이소연 박사는 그 누구보다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고 한다. 하지만 그녀가 KAIST에서 3번의 학위를 수여하는 동안에는 

정작 단 한 번도 졸업식장에 가본 적이 없다.

“어린 시절 저에게 졸업식이란 빅 딜(big deal)이 아니었습니다. 고생하

며 MBA 학위를 받고 보니 KAIST에 다니던 시절 이만큼 감동받고 감

사하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모교에 대한 미안함에 오늘 이 인터뷰에

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KAIST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고 

저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에도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삶은 때로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동안 본인이 쌓아온 것

들이 든든한 자산이 될 거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시종일관 웃음 

띤 얼굴로 후배들에게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려준 이소연 동문의 앞으

로의 행보를 응원한다.

5  2018년 10월 26일 남산 제이그랜하우스 젝시가든에서  

    열린 ‘KAIST 발전 후원의 밤’에 참석해 

   우주탐사 1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이소연 박사

6  지금까지도 우주복이 몸에 딱 맞을 수 있게 신체를 

    유지한 것이 지난 10년간 자신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하며 유쾌하게 기념 스피치를 시작하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KAIST 재학생들이 이소연 박사 (등신대)와 함께

교양분관(N10)과 학사매점(N12)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전히 KAIST 학생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받고 있는 우빈떡볶이

5 6

사진으로
보는
이소연 박사
1문 1답

Q. 캠퍼스에서 거의 10년이란 시간을 보내셨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인가?

A. 가장 열심히 가던 곳은 북측 기숙사 쪽에 있던 매점이다. 교양 분관에서 공부하다가 친구들과 

 매점에서 먹던 라면 맛을 잊을 수가 없다.

Q. 쪽문 너머 최애 맛집은 어디였나? 얼마나 자주 갔는지 단골 인증을 해달라.

A. 우빈 떡볶이는 한 달에 몇 번씩 갔던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작은 포장마차였는데, 지금은 깔끔한 

 트럭으로 업그레이드된 것도 후배들에게 들어 알고 있다. 대학원 시절, 우빈떡볶이 포차에서 

 아주머니와 함께 노상 막걸리를 마시기도 했다. 

 - 실제 우빈떡볶이 아주머니께서 이소연 박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다. 단골 검증 완료!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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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연 박사 KAIST 영리더 특강, 

‘무중력으로부터의 깨달음’ 수강 후기
2018년 10월 25일, 이소연 박사가 모교를 방문해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이자 KAIST 동문 선배로서 후배들 앞에 섰다. 

이 날 강연에는 130여명의 재학생들이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학생들이 직접 쓴 수강 후기에서 그날의 열기를 느껴보자.

무중력이 아닌, 열정과 긍정적 에너지를 타고두둥실 떠오른 “진짜 우주인 이소연”
지구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아직도 여전히 떠올라있다. 
전기및전자공학부 14학번  문승준

깨닫지 못하고
누리고 있는 것, 이제 내가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화학과 16학번  손미나

우리는 모두 특별하다.
별처럼 발견되었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

전산학부 17학번  송다예

우주는 특이하지만,
특별하진 않다. 우리도 그렇다.

수리과학과 14학번  장준규

비범함과 평범함은
한 끗 차이이며 마음가짐에

따라 바뀐다. 

바이오및뇌공학과 15학번  장민철

C-1에
최선을 더하면

C+1가 될 수 있다.

화학과 17학번  윤현수

무중력에서 온
무한한 감사.

전산학부 15학번  최민성

우리는
아직 요람 속에
잠든 아기다.

화학과 15학번  박영진

“A planet is the cradle of liumanity,
but one should not live in a cradle forever”

평생 지구에서만 살 순 없다. 요람 안에서만
평생 살 수 없듯이.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요람을 벗어나 도전해야 한다.

수리과학과 13학번  김동현

우주적 관점에서 ‘나’는

많은 행운을 가진 사람이고,

그 행운은 당연한 게 아니다.

생명과학과 17학번  김지
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받았다.
대가 없이 많은 것을 받았더라.

항공우주공학과 17학번  이정운

중력, 그것은 나를 얽매고 있던 긴장감.
무중력이란

그 긴장감을 해소했다는 것.

전산학부 17학번  고창현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산업및시스템공학과 14학번  김주현

A cross the universe,
guess your dream.

우주를 건너, 네 꿈을 맞혀라.

전산학부 15학번  김경서

지구라는 요람을 걸어
나와 공허한 우주에서

나를 채워온다.

전기및전자공학부 12학번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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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참석자를 경신한 올해 신년교례회에 유난히 즐겁고 

유쾌한 테이블이 있었다. 1986년 KAIST 학부와 함께 설립되어 

33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하드락 밴드 동아리 ‘강적’의 선

후배들이 그 주인공이다. 선배로 참여한 10명의 동문 중, 드라

마앤컴퍼니 대표이사인 최재호 동문은 동아리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다. 바쁜 와중에도 신년교례회에 참석을 요청한 후배들

의 전화 한 통에 흔쾌히 참석을 수락했다고. “현재 인생에서 가

장 큰 영향을 준 것을 꼽으라면 단연 동아리 생활이라고 말씀드

릴 수 있습니다. 학부 재학시절 내내 가장 중요시했던 활동이었

으며, 대학 생활의 활력소이자 현재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경험

과 배움을 있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동아리는 단순히 취미생활을 넘어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자산이었다. 대학교 2학년이었던 2001년, 강적 회장을 역

임하고 이후 2년간 베이스(bass) 연주 역할을 맡아 1년에 4번 

공연을 준비했다. “동아리는 혼자 책 읽고 수업 듣고 과제를 수

행하는 개인의 학교생활을 넘어, 팀으로서 큰 미션을 수행하고 

완성해가는 경험을 전해줬습니다. 선배들이 파트별로 오디션을 

통해 후배를 선발하고, 그렇게 운명처럼 동기가 되어 하나의 팀

을 이루고, 우리 기수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과정은 

‘나 혼자’가 아닌 ‘팀’으로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다시 학부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또 강적을 0순위로 선택하고 다시금 애정을 갖고 시간과 

열정을 쏟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조율하기도 하면서 강한 전우애로 열정

을 쏟아내던 그 시간이 회사 생활을 하고 창업을 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데에도 큰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KAIST 전 동문이
명함으로 연결되는
세상을 꿈꾸다
드라마앤컴퍼니 대표,

최재호 동문(전기전자 학사 00학번)

1  최재호 대표가 설립한 드라마앤컴퍼니의 DRAMA는 

   “꿈꾸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사명이다. 꿈은 모두가 꿀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내는 

   강인한 의지와 실행력은 우리가 갖고 있다는 자신감이 담겨 

   있기도 하다.

2  강적에서 베이스를 연주하던 최재호 동문.

3  최재호 대표는 현재 68명의 동료들과 함께 멋진 드라마를

    만들어 가고 있다.

1

2

3

그림 출처 : http://dramancompany.com/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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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KAIST 재학 시절, 활발한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재미 

삼아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시작해 학업과 병행했을 정도로 독

특한 학생이었다. 평범한 KAIST인처럼 느껴지지 않을 만큼 화

려한 이력을 쌓았던 그에게 ‘학부생 최재호’를 설명하는 형용사 

3개를 물어보았다. 

쾌활한 항상 밝고 유쾌한 이미지가 강했고 실제로도 그러한 성격

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은 아니었지만 성격 그대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좀 더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

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학부 졸업 후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은 쾌활

함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아쉽습니다. 열정과 도전이라는 

키워드는 여전히 저를 수식하는 대표적 형용사로 손색이 없다고 생

각하는데, 쾌활함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해봐야겠네요.

열정적인 무엇인가를 할 때면 참으로 열정적으로 진행했었습니

다. 주위로부터 ‘너 정말 열심히 산다’는 말을 종종 듣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여전히 듣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속해있는 조직과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애정’을 갖

고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동아리 

회장, 동문회 기장 등을 하면서 동아리든 동문회든 강한 애정을 가지

고 해야 할 일들을 즐겁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또, 무언가 하나에

만 완전히 올인하기 보다는 다른 것들도 놓치지 않고 잘 해내고자 하

는 ‘욕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을 두려워 않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진취적으로 더 

많이 새로운 시도를 해봐도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당시에는 도

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본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그러했고, 당시 처음으로 시작된 미국 대학으로의 summer 

session에도 참여해보았고, 중간에 군대를 현역을 간 것도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했던 도전이었고, 복학 후 인터넷 쇼핑몰을 해본 것도 

또 하나의 도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최재호 동문은 졸업 후 2013년 드라마앤컴퍼니를 창업, 2014년 

1월 명함관리 서비스 ‘리멤버’를 출시해 현재 250만명 이상의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대표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한국판 링크드인을 만들어 대한민국 비즈니스맨들이 

더욱 의미 있게 연결되고 교류하여, 각자의 업무와 사업의 성

공을 위한 기회로 이어지는 것을 돕고 싶다는 최재호 대표에게 

KAIST 동문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 “사회

에 나와보니 공대생들이 상대적으로 네트워킹에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KAIST는 공대밖에 없어서 그러한 성

향이 더욱 강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또 개개인의 맨파워가 

강해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보다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려

는 성향이 강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KAIST 동문 간의 끈끈한 교류를 소망하는 KAIST 총동문회의 

고민을 그는 이해해 주었다. 동문 교류 활성화라는 어려운 숙제

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혼자 할 수 없고 반

드시 누군가와 함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의미 있

던 시간 중 하나인 대학 캠퍼스 생활을 공유하고 있는 동문 간

에 더욱 의미 있는 교류와 도움의 주고받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

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는 학부 동아리의 인연이 이어져 현재 2명의 강적 선

후배들과 회사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다. “동문회가 활성화되려

면,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데 ‘선의’에만 기대서는 절대로 활성

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문회 행사를 참여하거나 온·

오프라인상에서 모교와 stay connect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 명확해야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직종에서 종사하는 동문 간의 교류

로 필요한 인맥을 쌓고 정보를 얻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기대 

가치가 될 수 있고, 리크루팅이 필요한 동문 기업과 재학생들

과의 연결고리도 동문회가 서로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

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룬 동문의 이야

기를 통해 영감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 교류도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앤컴퍼니는 최근 사람을 연결하는 ‘모임주소록’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동문 네트워킹에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확실히 동문 네트워크 활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임주소록 기능은 모임개설자가 모임을 개설한 

후 링크로 구성원들을 초대하고, 각 구성원이 본인 명함을 올리

면 명함 기반의 모임주소록이 완성되는 서비스입니다. KAIST 

동문 주소록에서 특정 기업에 종사하는 동문을 키워드로 손쉽

게 찾고, 특정 직군에 종사하는 동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큰 가

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책자 형태로 회원 명부가 제공되어 필요

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리멤버의 모임주소록 서비스는 

그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업과 전문가를 찾게 도와

주는 서비스도 상반기에 출시하려 준비 중이다. “한국판 링크드

인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며 온라인 네트워킹 서비스가 출시

되면 KAIST 동문분들부터 그 가치를 누리실 수 있게 미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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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는 명함을 촬영만 하면 정보를 대신 입력해주는 

대한민국 No.1 명함 관리 앱이다.

휴대폰 주소록 저장, 전화 수신 시 발신자 명함정보 표시, 

최신 명함정보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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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동문회 
추억의 캠퍼스

KAIST의
마스코트,
오리냐? 거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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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을 통과하면 사시사철 KAIST

에 생기를 불어넣는 넓고 아름다운 

연못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연못

의 공식 명칭은 ‘석림지(池)’. 그러

나 교·내외를 막론하고 사람들에

게 ‘오리 연못’이라고 불린다. 

그렇다면 연못에서 한가로운 여유

를 즐기다 못해 교내 이곳저곳을 

제집 안방인 양 돌아다니는 이 무

리의 정체는 당연히 오리 가족이어

야 하는데, 바라보고 있자니 어딘가 

석연치 않다. 성인 허리춤까지 오는 

크기에 툭 튀어나온 이마, “저건 거

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드러

낼 때면 어디선가 “에이, 오리 연못

인데 오리지”하는 의견이 나와 진

실 공방이 펼쳐지고는 한다. 

약 20여 년간 KAIST를 누비고 있는 

녀석들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알

아보자.

애초에 석림지에는 오리도 거위도 살지 않았다. 그저 연못의 모양이 오리와 

닮아 ‘오리 연못’이라는 별칭이 생겼을 뿐. 고요한 이 연못에 생명체가 나타나

게 된 것은 2000년 당시 전산학과에 재직 중이던 이광형 교수(현 바이오및뇌

공학과 교수) 덕분이었다. 그는 넓은 캠퍼스 안 적막한 연못에 움직이는 것을 

두어 활력을 주고 싶었다고 한다. 처음엔 연못의 이름에 걸맞게 오리를 사다 

기르기 시작했다. 연구실 제자들과 함께 주먹만 한 새끼 오리들을 추위와 고

양이로부터 보호하고 돌보았다. 그러나 이후 넓은 캠퍼스에 비해 오리는 너무 

몸집이 작다는 생각이 들어 거위를 사 왔다고 한다.

현재(2019년 2월 기준)는 KAIST의 오리 연못에 거위 10마리와 오리 1마리가 

살고 있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가 유행하던 시절, 거위들 틈에서 홀로 노니

는 오리를 보고 많은 이들이 학교 측의 의도적 캐스팅이 아니냐며 입을 모았

다고 한다) 원년 멤버인 오리들이 거의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

이 있지만, 오리보다 수명도 길고 면역력이 강해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거위

들이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오

리들이 KAIST 바로 앞에 있는 갑천으로 이주했다는 것이다. ‘거위의 꿈’이라

는 유명한 노래도 있듯 날지 못해 슬픈 동물인 거위만이 KAIST를 졸업하지 

못하고 있다는 풍문이다.

이런저런 소문에도 명실상부 캠퍼스의 상징이 된 거위들. 교내에는 차도로 연

못의 동·서측을 오가는 녀석들을 위해 마련된 ‘Geese Crossing’ 표지판도 있

어 방송에서 취재를 나올 정도이다. 그뿐 아니라 매년 학위수여식에 학사모를 

쓰고 등장해 학교 사랑을 실천 중인 졸업생 대표의 배달부가 되어 마스코트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학우들 사이에서는 ‘KAIST의 실질적 서열 1위’

라는 이야기가….) 이제 보니 그 정체가 오리인지 거위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듯하다. 녀석들이 KAIST 동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채 캠퍼스의 추억

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라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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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동문회 
동문회비 납부 안내

 동문회비 사용처

KAIST 총동문회는 동문 여러분의 참여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문님들의 진심어린 회비와 후원금은 모교 발전 지원과

동창회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약정 정보를 작성하셔서 아래 총동문회사무국 연락처로 보내주세요.  

    Tel. 042-350-2091   Fax. 042-350-2093    E-mail. alumni@kaist.ac.kr

❖ 송금인 란에 보내시는 분의 성명과 학과명, 입학연도를 기재해 주시면 동명이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홍길동 기계 09)

❖ 회비 납부는 연중 가능하며, 회비를 납부하신 분들께 모교 소식이 담긴 매거진과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약정금액 : 연회비 3만원 / 평생회비 30만원 중 택 1

납부계좌 : 우리은행 270-139249-01-001

              (예금주 : 카이스트총동창회)

회비납부문의 : 042-350-2091 총동문회사무국

지원
모교발전 지원

제작
총동문회 뉴스/인터뷰

콘텐츠 제작

개발
홈페이지 운영관리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행사
각종 동창회

행사 비용

운영
동창회 사무실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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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오른쪽 숫자 : 입학년도  동문 장학금 기부자 및 동문회비 납부자 명단

 2019년 총동문회 주요 행사

 동문동정

 _ 고정석 동문(TMBA 석사 95)
  삼성물산 상사부문 대표이사 사장 취임

 _ 구현모 동문(경영공학부 석사 85, 박사 93) 
  KT 커스터머&미디어사업 부문장(사장) 취임

 _ 권종로 동문(EMBA 석사 06)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이사 사장 취임

 _ 김기남 동문(전기및전자공학부 석사 81)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취임 

 _ 김동원 동문(산업및시스템공학과 석사 82)
  국립 전북대학교 총장 취임 

 _ 김인회 동문(경영공학부 석사 87)
  KT 경영기획부문장(사장) 취임 

 _ 김진용 동문(전기및전자공학부 석사 83)
  LG전자 VS 사업본부장(부사장)취임 

 _ 김창용 동문(기계공학과 석사 85, 
  자동화및설계공학 박사 93)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취임

 _ 김철수 동문(경영공학부 석사 84) 
  KHT 사장 취임

 _ 문대흥 동문(기계공학과 석사 82)
  현대오트론 사장 취임

 _ 박인규 동문(EMBA 석사 11)
  하나금융투자 미금역지점 지점장 취임 

 _ 신동렬 동문(전기및전자공학부 석사 80)
  성균관대학교 총장 취임 

 _ 오광옥 동문(금융공학 석사 01)
  충남경제진흥원장 취임 

 _ 유호석 동문(금융공학 석사 01)
  삼성생명 부사장 취임

 _ 이동면 동문
  (전기및전자공학부 석사 85, 박사 87)
  KT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사장) 취임

 _ 전홍범 동문
  (전기및전자공학부 석사 85, 박사 87)
  KT 융합기술원장(부사장)

 _ 정문철 동문(TMBA 석사 03)
  국민은행 본부장 취임 

 _ 천정철 동문(TMBA 석사 95)
  세아홀딩스 대표이사 부사장 취임

 _ 허용수 동문(EMBA 석사 05)
  GS에너지 대표이사/사장 

김명준 　전산 석사 78 김영달 전산 학사 87 / 석사 91 / 박사 93 나현찬 기계 학사 87 / 석사 92

문영환 생명화학 석사 82 / 박사 87 박선순 전기전자 석사 84 / 박사 86 박성동 전기전자 학사 86

박오옥 생명화학 석사 76 백광현 전기전자 학사 86 백만기 전기전자 석사 76

서경열 전기전자 학사 86 신윤승 전기전자 석사 78 / 박사 80 유태경 전기전자 석사 83 / 박사 85

이경국 전기전자 석사 82 이동면 전기전자 석사 85 / 박사 87 이윤태 전기전자 석사 83 / 박사 89

임윤철 경영 석사 82 / 박사 84 임형규 전기전자 석사 76 전영현 전기전자 석사 84 / 박사 86

정광춘 화학 석사 76 / 박사 81 정성우 전산 학사 87 / 석사 91 정칠희 물리 석사 79

정태성 전기전자 석사 83 정항근 전기전자 석사 77 차기철 기계 석사 80

동문학술장학재단 장학금 기부자 (2018. 01. 01. ~ 2019. 01. 31)

김영배 경영 석사 80 / 박사 82 박경렬 기술경영 석사 16 박헌준 산업 학사 09 / STP 석사 14

우창헌 물리 학사 86 / 석사 90 / 박사 95 유효열 전기전자 석사 89 / 박사 91 윤영표 기계 석사 80

임한준 EMBA 석사 11 조용철 기계 석사 84 조창제 전산 석사 85 / 박사 87

홍석경 신소재 석사 84 　

총동문회 동문회비 납부자 (2018. 08. 01. ~ 2019. 01. 31)

5월 May

 S M T W T F S

    1 2 3 4

 12 13 14 15 16 17 18

 5 6 7 8 9 10 11
동문학술
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석사 5기
졸업
40주년 
홈커밍

동문기술
창업포럼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월 October

 S M T W T F S

 6 7 8 9 10 11 12

가족동반
등산대회 

총동문
회장배
골프대회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13 14 15 16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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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KAIST 발전 후원의 밤’이 2018년 10월 26일 

오후 5시 서울 남산제이그랜하우스 젝시가든에서 개최됐다. 

‘KAIST 발전 후원의 밤’은 그동안 KAIST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한 기부자를 

포함하여 동문, 기부 수혜자, 잠재 기부자 등을 한자리에 모시고 그동안의 

기부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기부로 인해 변화된 KAIST 발전상을 공유

하여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수영 발전재단 이사장, 김병호 회장 등 고액 기부자를 비롯

해 과기처 장관을 2차례(제12대·15대) 지낸 정근모 박사와 김우식 前 부총

리 겸 제25대 과학기술부장관,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 등 KAIST의 

지속 발전을 응원하는 동문 및 송지나 작가 등 각계 외빈 등 200여 명이 참

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KAIST 동문이자 한국인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의 

우주탐사 10주년과 1999년 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SBS-TV를 통해 방

영돼 KAIST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드라마 

카이스트’ 방영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스페셜 이벤트도 함께 펼쳐졌다. 

‘KAIST 발전·후원의 밤’ 행사는 송지나 작가를 비롯한 이민우, 채림 등 당시 

주요 출연진이 드라마 종영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다.

기부자 감사 위한
‘KAIST 발전 후원의 밤’ 개최

기부로 인해 변화된 KAIST 발전상 공유 

우주인 이소연 박사, ‘드라마 카이스트’ 기념 행사도 함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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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가 설립된 1971년부터 2018년까지 47년간의 총 발전기금 모금액은 총 3,247억원으로 집계됐

다. 기부자 수는 12,765명이 81,284건의 기부를 시행했다. 

총 3,247억원 중에는 기업의 기부금액 비율이 4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반인 기부비율

도 39.1%로 집계돼 KAIST는 기업과 개인에게 고른 성원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AIST의 기부 문화를 보면 특히 KAIST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일반인의 고액기부가 끊이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99년 김영한 여사의 유증 기부로 시작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는 

고액 기부자는 이후 정문술 회장(2001년, 2014년), 박병준 회장(2007년), 류근철 박사(2008년), 김병

호 회장(2009년, 2011년), 조천식 회장(2010년, 2012년), 오이원 여사(2010년), 이수영 회장(2012년, 

2016년), 최태원 회장(2014년), 조정자 여사(2015년), 손창근 회장(2017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KAIST와 특별한 인연이 없는 이들 고액 기부자들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전달

하며 모두 한결같이 ‘국가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 인재를 키워 달라’고 당부했다. 

KAIST 발전에 대한 고액 기부자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신뢰는 재기부로 이어져 정문술 회장과 김병

호 회장, 조천식 회장, 이수영 회장의 경우 추가로 고액의 발전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액을 쾌척하는 기부자만이 KAIST 기부 문화를 창출하는 것만은 아니다. 기부자 수 기준 통

계자료를 살펴보면 총 12,765명의 기부자 가운데 동문이 4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학부모

와 재학생이 각각 26.1%와 12.7%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총 81,284건에 달하는 기부 건수 기준 통계에서도 동문의 비율이 3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학부모 

20.3%, 직원 20%, 교수 13.3%, 재학생 5.7% 순으로 나타나 개인의 반복적인 기부 또한 KAIST 기부

문화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발전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소액 정기기부 캠페인 참여자는 매년 증가해 2007년 2,112건, 2013

년 6,364건, 2016년 8,908건에 이어 2017년에는 처음으로 1만 건이 넘은 12,039건을 기록했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5.7배나 증가한 수치다. 

동문, 학부모, 교직원, 재학생, 기업, 일반인 등이 한마음으로 조성해준 발전기금은 ▲건축·시설기금

으로 819억원 ▲학술·연구기금으로 797억원 ▲학사운영기금으로 390억원 ▲장학기금으로 52억원

을 사용하는 등 총 2,058억원을 집행해 KAIST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했다. 

KAIST 설립 이래
47년간 발전기금 3,247억원 모금 
KAIST만의 기부 문화는 오늘 현재도 진행 중

Cover Story
-

KAIST
발전 후원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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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발전재단 
KAIST 발전 후원의 밤

사진으로 보는 
KAIST 발전 후원의 밤

KAIST 기부자 감사를 위한 ‘발전 후원의 밤’ 행사에는 고액 기부자를 비롯하여
보직자, 동문, 기부 수혜자, 잠재 기부자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KAIST 지속 발전을 응원했다.

정은아 아나운서의 사회로
KAIST 발전 후원의 밤 행사가 시작되었다. 

신성철 총장은 KAIST 발전 후원의 밤에서 화학과 발전기금을 
쾌척해주신 故 오동영 명예교수 부인 김찬숙 여사(사진 오른쪽)
에게 발전기금 감사패를 전달했다.

신성철 총장이 발전 후원의 밤에서 
‘KAIST VISION 2031’을 발표하고 있다. 

Value Creator38



KAIST 브랜드 홍보에 크게 기여한 SBS ‘드라마 카이스트’의 주요 출연진이 한자리에 모여 20년전 KAIST를 추억했다.
왼쪽부터 배우 연정훈, 작가 송지나, 채림, 이민우, 류중희 동문

KAIST 발전 후원의 밤 행사에서는 2008년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사진 왼쪽)의
우주 탐험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KAIST 발전 후원의 밤 행사에는 총동문회에서 ‘후배사랑 후원금’으로 10억원(사진 왼쪽),
권오현 동문(사진 가운데, 김영걸 상임이사 대신 전달)이 10억원, 임형규 동문학술장학재단 이사장이 5억원을 KAIST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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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발전 후원의 밤에서는 KAIST의 비상을 기원하며  

응원 메시지를 노란색 종이비행기에 적어 하늘로 높이 날렸다. 

노란 종이비행기에 담긴 KAIST를 사랑하는 분들의 메시지를 전한다. (성명 가나다 순)

세계의 명문대학교 

KAIST

구은모 안재현 교수 배우자

드라마 카이스트는 카이스트의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그때의 그분들이 그립습니다.

송지나 작가

카이스트는 내 인생

입니다. 평생 카이스트의 

발전을 위해 뛰고

응원하겠습니다!

박수경 KAIST 이사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KAIST를 

응원합니다!

구창회 기아대책 팀장

파이팅!

KAIST 무궁한

발전을!!!

박정호 화학과 행정팀장

카이스트여 웅비하라!

권영선 기술경영학부장

함께 더 높은 곳으로!

강석중 KAIST 이사

KAIST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성형진 기계공학과 교수

KAIST는 항상 다른 대학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걸어왔습니다. 그런 KAIST가 더욱 더 성장하고 

진보할 것을 믿고 응원합니다!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이사

한국기술을 선도하는

대학 KAIST 영원하라!~ 

KAIST FOREVER

권정걸 학부모

혁신의 KAIST

우리 모두 함께!!

박종철 학술문화원장

2031년 세계 top 10을

향하여! 한국의 희망,

세계의 꿈 KAIST

김영배 경영대학장

미래가 우리 손에~! 

KAIST 파이팅~!

김상규 자연과학대학장

세계 최첨단 브레인의

요람이 되세요.

김창홍 변호사

녹색빛 LED처럼

세상을 환하게,

지속 가능하게…

김상협 경영공학부 교수

KAIST 입학, 졸업.

인생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배” 기부! 파이팅!

김현철 HK 네트웍스 대표이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힘 

KAIST! 나가자 세계로!

김흥남
K-Industry4.0 추진본부 본부장

Can wait, Will wait,

Till you do it!

김소영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학과장

KAIST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는 꽃이 되어, 

세상을 환히 비추는

별입니다.

김경화 화백

KAIST 세계 10위 대학

노벨상 수상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호 기아대책 본부장

카이스트~ 발전하길…

항상 감사합니다.

김영희 학부모

카이스트를 사랑합니다. 

카이스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미애 조수철 교수 배우자

KAIST의 밝은 미래를

모두 함께 나가자!

방효충 공과대부학장

KAIST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김정돈 미원상사 회장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전을 위하여 KAIST와 

함께 노력합시다.

김병윤 KAIST 창업원장

무궁무진한 KAIST의

발전을 위하여!

배문자 고액후원자

KAIST는 나의 모든 것! 

영원하길!

김종환 공과대학장

신성철 총장님의 2031 

비전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ㅡ^

김병호 고액후원자

KAIST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서상기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총재

꼭 성공하겠습니다.

고명찬 카이나무

한국에 KAIST가 있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손유연 손종현 회장 가족

우리나라 이공계

발전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인물이

되겠습니다.

신유환 카이나무

2031 비전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KAIST 파이팅!! ^ㅡ^

김삼열 고액후원자

얍컴퍼니! 성공시켜

모교에 기여하겠습니다. 

KAIST! 홧팅! ^ㅡ^

김주형 얍컴퍼니 전무

파이팅!!

영원히 발전하세요!!

서은경 한성대학교 교수

과학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KAIST 

응원합니다.

고선자 학부모

카 아알 같이 날카로운 머리로

이 세상에 이로운 

스 승이 많이 나오는 대학

트 을림 없이 달성되리라

손종현 남선기공 회장

KAIST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VIVA KAIST!!

민계식 현대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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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쭉 후원하겠습니다!

왕수현
오일홍재단 상임이사

나의 청춘 KAIST! 1999년 난 이미 이곳에서

열정을 보았습니다.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KAIST를… 하지만 더 앞으로 나아갈 열정

남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화이팅!

채림 배우

Innovation Institution

전길남 전산학부 명예교수

영원히 오늘보다

더 내일 빛나는 KAIST

정광춘 잉크테크 사장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명근 카이나무

중단없는 전진.

노벨상 수상의 영예를

향하여!!

유병덕
김경화 화백 배우자

2031 KAIST 꼭

World Top 되시길!

전용주
딜라이브미디어 대표이사

달성하라! KAIST 세계 

Top 10 대학!

이광형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과학기술의 발전은 곧 나라 발전이다. 

이를 위해 노벨상도 나오고 이를

뒷받침할 기부금을 많이 받도록 하자.

이수영 KAIST 발전재단 이사장

자랑스럽고 존경받는 

KAIST가 될 것입니다.

이태억 KAIST 교육원장

대한민국의 미래

‘카이스트’ 영원하라!

이영민 안상현 회장 배우자

KAIST여 영원하라!

이혜자
민계식 이사장 배우자

대한민국의 미래는

카이스트! 전 세계의

미래는 카이스트!

이희석 경영공학부 교수

KAIST 자랑스럽습니다!

더 높은 도약을 향새 나아갈 KAIST

파이팅입니다!

임윤경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초대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영숙 성형진 교수 배우자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최고의 대학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의찬 이소연 박사 매니저

사랑해요, KAIST.

이동희 손종현 회장 배우자

영원히 함께 행복할 수

있는 KAIST가

될 수 있길…

이인무 경영공학부장

KAIST 세계 1등 대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KAIST 파이팅.

KAIST 사랑합니다.

이명선 이희석 교수 배우자

제2의 MIT에서

세계 최고의 KAIST로!

정성우
링크제니시스 대표이사

KAIST 2031

응원합니다.

이지오 화학과장

카이스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미경 학부모

KAIST 파이팅!!

정한결 카이나무

카이스트의 비약을

기원합니다.

조애리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장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No.1

이진주 학부모

카이스트! 앞으로 영원히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조희재
민트세이지 대표이사

2031 Vision!

꼭 초과 달성하세요.

늘 응원합니다.

감사한 KAIST

이민우 배우

카이스트 파이팅

조미숙 학부모

최고의 대학으로

커가는 KAIST를

응원합니다!

오종훈
플랫폼 팩토리 대표이사

세계를 선도하는

인류에 기여하는 

KAIST

최성민 원자력및양자공학과장

행복한 오리, 행복한 학생, 

행복한 교수님, 행복한

교직원, 행복한 학교.

KAIST 파이팅!!

이소연 우주인

더욱 든든한, 자랑스러운 

KAIST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태식 산업시스템공학과장

아! 누구던가. 이렇게 숭고

하고도 아름다운 깃발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사람? 답: 카이스트

조수철 서울대학교 교수

가즈아!

KAIST 미래를 향해서~

오진국 GA코리아 상무

꼭 10년 안에 KAIST에서 

노벨상 나오기를

응원합니다.

이규만 GA코리아 상무

KAIST는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차기철 KAIST 총동문회장

KAIST 대박

한인구 경영공학부 교수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홍영은 고액후원자

KAIST 후배들이여, 열정과 

자신감으로 한국과 세계를 

이끕시다!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임형규
KAIST 동문학술장학재단 이사장

날자. 한국의 희망 

KAIST! 저 또한 최선을 

다해 기여하겠습니다!

신하용 입학처장

2031 꿈 꼭 이루세요!!

연정훈 배우

더 열심히 벌어서 더 열심히

기부하자. 2031 World

Top 10 University

꼭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안상현 SH그룹 회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KAIST!

심영선 인터시티 소장

교수도, 학생도, 교직원도, 졸업생도 추억하고

생각하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곳!

KAIST가 되길 응원합니다!

신현정 학생생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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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KAIST 발전재단 이사장이 자서전을 출간했다. 지난 2013년부터 지금

까지 KAIST 발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광원산업 이수영 회장이 직접 쓴 자

서전이다. 

1936년생인 이수영 회장이 늦게나마 펜을 들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록한 

이유는 자신이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다. 이 회장이 평생 가장 

많이 들었던 세 가지다. 첫째, 당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법조인의 길을 걷

지 않고 기자의 삶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가? 둘째, 여성의 몸으로 결혼

도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었는가? 세 번째, 왜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고 그것도 KAIST에 기부했는가? 이 회장은 자신의 삶을 

하나씩 되돌아보며 이 질문의 답을 찾는다. 

책은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기자로 살다, 기자 이수영이 만난 사람들, 기업가가 

되다, 기부자가 되다 등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어린 시절’은 4남 4녀 막내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란 

성장기이다. 2부 ‘학창 시절’은 경기여중, 경기여고, 서울대 법대를 거치며 주변

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학생 이수영’의 이야기다. 3부 ‘기자로 살다’는 법조

인의 꿈을 접고, 1963년 서울신문 10기 수습기자로 기자의 삶을 시작한 이야기

가 소개된다. 4부 ‘기자 이수영이 만난 사람들’에서는 경제지 기자 시절 만나고 

취재하며 어울렸던 사람들이 등장한다. 5부 ‘기업가가 되다’는 기자에서 기업가

로의 변신기가 스펙터클하게 펼쳐진다. 마지막 6부 ‘기부자가 되다’에서는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KAIST로 결정한 스토리가 담겨 있다. 

400쪽에 가까운 자서전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딸로 태어나, 기

자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부자가 되어 KAIST에 기부했다.” 하지만 누구나 그

렇듯 이 회장 역시 80년 넘는 인생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이 회장 자신도 프롤로그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꽃길도 있었고 가시밭길도 있었다. 화사하고 예쁜 꽃만 피는 들판은 없다. 주

변에는 잡초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으며 심지어 온통 진흙탕인 곳도 있다. 그런 

곳에서 꽃은 핀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돌아보면 꽃길과 가시밭길은 따

로 있지 않고 하나였다. 진흙탕에서 꽃을 피우려 온몸을 던졌고, 아름다운 정원

에서 잡초처럼 살기도 했다. 그게 인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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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KAIST에 기부했습니까?
이수영 이사장 자서전 출간

KAIST 발전재단 
KAIST Development Foundation NEWS

Value Creator42



KAIST 발전을 위해 거액을 기부해주신 故 조천식 회장과 故 오이원 여사의 추

모식 행사가 고인의 기일에 맞춰 각각 열렸다. 

KAIST 발전재단은 2018년 10월 2일 충남 천안시 선영에서 故 조천식 회장 1주

기 추모식을 하고 고인의 업적을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윤창기 여사와 가족들을 비롯해 김병호 회장 내외, 신성철 총장 

내외, 김영걸 발전재단 상임이사 등 30여명이 모여 조천식 회장을 추모했다. 

추모식은 대전카톨릭 사회복지회의 추모 미사를 시작으로 신성철 총장 추모사, 

고인에 대한 묵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신성철 총장은 “조 회장님은 청렴결백하게 결코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사

시며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재산을 환원하셨다”며 “KAIST에 남겨주신 고귀한 

삶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기부한 것이 일생에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였다고 말

씀하실 수 있도록 학교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추도했다.

이와 함께 2018년 11월 1일에는 경기도 가평 경춘공원에서 故오이원 여사 4주

기 추모식 행사를 개최하고 고인의 숭고한 기부 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평소 친분을 많이 쌓으며 KAIST 발전을 함께 이야기했던 이광

형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고인의 유지를 되새겼다. 

한편 KAIST 발전재단은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해주신 KAIST 기부자의 뜻을 

오래도록 잇기 위해 매년 기부자의 기일에 맞춰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 

故 조천식 회장 1주기,
故 오이원 여사 4주기
추모식 행사 개최

1  2018년 10월 2일 충남 천안시 선영에서 진행된 

   故 조천식 회장 1주기 추모식 

2  2018년 11월 1일 경기도 가평 경춘공원에서 진행된 

    故 오이원 여사 4주기 추모식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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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중 신소재공학과 명예교수의 발전기금 감사패 전달식이 2018년 11월 8일 

교수회관에서 열렸다.

강석중 교수는 지난 2015년 졸업 40주년을 기념해 열린 홈커밍 데이에서 ‘아너

카이스트(Honor KAIST)’ 기금으로 1억원을 약정하고, 2018년 9월, 약속한 발

전기금을 모두 학교에 전달했다. 

강 교수는 “KAIST 동문만의 자랑스러운 기부 전통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미력한 금액이지만 저의 발전기금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KAIST 신소재공학과의 지속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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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중 명예교수에
발전기금 감사패 전달

1  Honor KAIST는

    KAIST가 1기 졸업생을 배출한 지 4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평생동안 학교에 1억원을 기부하여 1조원의 기금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2  석사 1기 졸업 40주년 홈커밍 데이(2015. 04. 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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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부터 KAIST 생명화학공학과 ‘두명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는 미원

상사와 관계사가 2018년 장학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화학과 두명 장학금’을 

신설했다.

‘두명 장학금’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두 사람, 세 사람 등 

여러 사람에게 다시 베푸는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김정돈 미원상사 회장의 뜻

이 담겨 있다. 미원상사는 계면활성제, 산화방지제 등 고부가가치 첨단 정밀 화

학 제품 생산 업체로, 김정돈 생명화학공학과 동문이 이끌고 있는 기업이다.

화학과의 두명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은 2019년 1월 25일(금) 오후 1시 화학과 

교수회의실에서 김정돈 미원상사 회장과 양세인 사장을 비롯하여 김상규 자연

과학대학장, 이지오 화학과 학과장, 유룡 화학과 교수, 김상율 화학과 교수, 생

명화학공학과 박승빈 교수, 장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화학과의 두명 장학금은 2~4학년을 대상으로 학년별 각 2명씩 총 6명이 선발

되어 매년 각 40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김정돈 회장은 “두명장학금을 받는 우리 KAIST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적인 책

임을 느낄 때가 되면 꼭 후배들을 위해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최고 이공계 대학의 우수한 학생들의 지원을 통해 우리나

라 화학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생명화학공학과에서는 2019년 1월 25일 미원상사 후원으로 완성한 ‘IT 정

보실습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20명이 동시 사용 가능한 ‘IT 정보 실습실’은 최

적화된 전산 교육 실습 환경을 갖추게 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전공 교과목 연계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뤄질 계획이다. 

미원상사,
‘두명 장학금’ 두 학과로 확대 지원
생명화학공학과 이어 화학과 ‘두명 장학금’ 신설

1  화학과 미원상사 두명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2  생명화학공학과 IT 정보 실습실 현판식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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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발전재단 
Campaign

KAIST의 새로운 도전,
teamKAIST 캠페인 Global Challenge 시작!

김정식 ‘Save the Earth’ 글로벌 챌린지 3팀 선정
2019년 여름방학 동안 몽골 기후 변화 환경 탐사,  

시베리아 횡단 도전, 북극 생태 조사 등 도전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KAIST를 응원하는 

‘teamKAIST’ 캠페인의 새로운 도전, 글로벌 챌린지가 시

작되었다.

‘KAIST Challege’ 프로젝트는 ‘teamKAIST’ 캠페인

(KAIST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기 

기금 모금 캠페인, 2019년 1월말 현재 631명이 가입, 30억

원 약정)의 활동에 도전 정신을 곱해 새로운 연구영역 개

척,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무한 도전, 전 세계에 대한민

국 과학기술을 소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2018년 9월, 김정식 해동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의 후원으

로 글로벌리더십센터에서는 KAIST 학생들이 다양한 글

로벌 이슈에 대해 고민하여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고, 글로

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접 활동 주제 및 

국가를 선정하여 탐방하는 김정식 ‘teamKAIST Save the 

Earth Global Challenge’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글로벌 이슈 연구, 탐사 및 도전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두

고 KAIST 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44팀이 

접수하여 약 14대 1의 경쟁을 뚫고 최종 3팀이 선정되었다. 

최종 선발팀은 ▲몽골 기후변화 환경 탐사 ‘룬움룬움’ ▲시

베리아 자동차 횡단 도전 ‘질주’ ▲북극 생태조사 ‘스발바

르’ 등이다. 이들은 2019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개별적으

로 챌린지를 시작하며, 팀당 최대 2만달러의 지원금을 받

게 된다. 

글로벌 챌린지에 도전한 3팀의 스펙터클한 후기는 Value Creator 4호에서 자세히 전할 예정이다. 

룬움룬움

경영대학 지속가능 경영동아리 K-SUS의 녹색경영정

책 석사 4명으로 구성, 몽골의 도시민과 유목민의 삶

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몽골의 생활양식과 대기오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몽골을 새로운 시각에

서 바라보겠다는 ‘몽골몽골’을 뒤집은 의미로 팀명을 

정했다.

질주

자동차 제작·수리 경험이 풍부한 학부생 4명이 한팀

을 이뤄 대한민국 최초의 경차 ‘티코’를 타고 약 1만

km를 질주하는 시베리아 횡단을 준비하고 있다. 블라

디보스토크에서 하바로프스크, 이르쿠츠크, 첼랴빈스

크, 모스크바를 거쳐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최소 20

년 이상 된 오래된 차를 타고 러시아의 열악한 도로 

사정을 극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스발바르

스스로 연구 체질이라 생각하는 학부생 4명으로 구성

되어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 뉘올레순의 다산과학기

지를 방문하여 북극지방 생태조사를 위한 연구를 진

행할 계획이다. 극지방의 중금속 조사와 함께 해양에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미세 

플라스틱이 극지방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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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발전재단 
사진으로 보는 발전재단 활동

2018년 9월 4일, 대전상공회의소 임원 초청 간담회

대전 지역 기업과의 산학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하여 대전상공회의소 임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8년 11월 7일, ‘故 손세기 선생 기증 서화 특별전’ 관람

서강대 박물관에서 열린 ‘故 손세기 선생 기증 서화 특별전’에
김병호·김삼열 부부(사진 오른쪽)가 방문하여 전시를 관람했다.
故 손세기 선생은 2017년 KAIST 발전기금을 쾌척한 손창근 회장의 선친이다. 

KAIST 고액 기부자 생일 예우

KAIST 발전재단은 고액 기부자의 생일 등 특별한 기념일을 매년 함께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91세 생일을 맞이한 윤창기 여사의 생일 축하 자리에 신성철 총장 
부부와 김수현 대외부총장 부부 등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오른쪽은 69세 생일을 맞이한 김삼열 여사 생일 축하 오찬. 

사진으로
보는 
발전재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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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발전재단 
기부자 이야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제자들이 
연구와 공부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故 오동영

화학과 명예교수,

제자 사랑 발전기금 2억원 쾌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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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동영 화학과 명예교수가 건강이 악화되는 위독한 상황에

서도 KAIST 화학과 제자를 위한 발전기금 2억원을 쾌척했다. 

오동영 명예교수는 지난 1978년부터 2002년까지 24년간 

KAIST 화학과에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오 교수

는 지난 2018년 8월,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자 오랫동안 

몸담았던 KAIST 화학과를 위해 뜻있는 일을 꼭 실현하고 

싶다고 전하여 부인 김찬숙 청아치과병원 이사장이 화학과 

발전기금 2억원을 대신 전달했다. 오 교수는 지난 2018년 8

월 9일 향년 8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부인 김찬숙 청아치과병원 이사장은 “가정에서는 엄한 아버

지였는데, 학생들, 제자들에게는 항상 친절하게 챙겨주어 따

르는 제자들이 많았다”며 “설, 추석 같은 명절이면 찾아오는 

제자들을 만나는 날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셨었다”고 오 교수

를 회상했다. 

이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시는 상황에서도 학교를 위해, 

제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작은 마음

을 전하게 되었다”며 “화학도 후배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

서 연구와 공부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동영 교수와 김찬숙 이사장은 부부 박사로, 오 교수는 독

일 괴팅겐 대학에서 유기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에

서 처음으로 유기화학 연구를 시작했으며 김 이사장은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치과 교정학 박사로 학위를 받고 국내 1호 

교정 전문의로 활동했다.

오 교수는 유기 화합물 합성 방법 연구로 살충제의 국산화 

연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소형 무기 화학재의 국산화 

연구로 소총탄, 소형 유도탄 등 화약재 개발과 상용화에 지

대한 공헌을 했다. 

KAIST 화학과는 오 교수의 뜻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화

학도 연구에 도움이 연구 장비 활용 등에 발전기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1  故 오동영 교수

2  2018년 10월 26일 KAIST 발전 후원의 밤 행사에서

   김찬숙 이사장 감사패 전달식 행사가 진행됐다.

   사진 왼쪽부터 이지오 화학과 학과장, 박정호 화학과 행정팀장, 김찬숙 이사장,

   유신애 여사(김용해 교수 부인), 김용해 화학과 명예교수, 신하용 입학처장

3  오동영 교수와 김찬숙 이사장과 딸 넷과 사위 넷의 다정한 한때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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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연구진흥팀 이광숙 선임행정원은 2018년 9월 13일 발전

재단을 방문했다. 기부하려는 금액이 복잡해 직접 방문하였다

고 설명했다. 마침 한 달 뒤면 근속연수 35년이 되어 이를 기념

하고자 35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1만원씩 증액하여 정년까지 기

부하기로 했다. 그녀는 “넉넉하다면 ‘0’을 하나 더 붙이면 좋겠

지만 ‘기부’란 ‘동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적은 금액이

라도 기부하기로 했다”며 “기부를 통해 세계를 이끌어 갈 과학

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환

경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녀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기계공학과에서 연구

비 집행업무를 수행하던 시절, 그녀는 2009년 1월 ‘KAIST 이

달의 직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새해 첫 달의 직원상을 

받아 행복했다고 했다. 그 행복을 기계공학과 교직원과 함께 

나누고자 상금을 학과에 기부한 것이다.

그녀에게 이토록 학교에서 받은 혜택을 다시 학교에 돌려주려

고 하는 이유를 묻자 그녀는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 

1984년 여름, 장마로 밤새 내린 비가 평소처럼 출근을 준비하

던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온 동네가 물에 잠겼고, 도로는 하

수구 빗물이 역류해 물바다로 변해있었다. 무릎 아래까지 물이 

차,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업고 지대가 높은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 줬다. 가까스로 출근했지만 이미 1시간 정도 늦은 상태

였다. 

이 소식을 접한 윤옥영 학장(당시 기관장)은 그녀에게 서둘러 

집에 돌아가 어머니를 도와 집안 정리를 하라며 그녀를 걱정했

다. 그길로 퇴근한 그녀의 집에 당시 총무과장과 회계과장이 방

문해 집안 상태를 둘러봤다. 지하실에 있던 연탄이 모두 물에 

잠겨 쓸 수 없음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연탄 100장과 라면(박스)

을 사주고, 위로금도 챙겨줬다.

그다음 날, 그녀는 한국과학기술대학(이하 KIT) 설립추진단(당

시 교직원 약 5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구성원 중 교직원 3명이 

수해를 입었고, 다른 교직원들이 직접 모금을 하고 집을 방문해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녀는 그날 교직원들에게 

받은 도움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그

녀는 여전히 비가 많이 오는 날엔 그날이 떠올라 늘 감사한 마음

으로 언젠가 학교에 보답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광숙 선임행정원은 지난 1983년 10월 KIT 설립추진단 공채 1

기로 입사했다. 약 1년 정도 서울에서 근무하다 대전 유성구 구

성동 건물이 완공되며 대전으로 이사 왔다. ‘86학번’ 첫 입학생

을 시작으로 KIT가 탄생했다. 이후 1989년에 KIT는 한국과학

기술연구원(KIST)과 통합해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이 

됐다. 통합과 함께 그녀는 KAIST에 근무하며 현재 연구진흥팀

에서 KAIST 자체 사업 관리 총괄 업무를 수행 중이다.

2018년 가을 어느 날 우연히 사무실에 도착한 책 

한 권을 폈다. ‘Value Creator’ 2호. 페이지를 넘기

다 우연히 최윤경 前 수리과학과 행정팀장의 기

부 소식을 접했다. 그리고는 문득 잊고 있었던 ‘기

부’에 대해 떠올렸다. 생각해보니 정년이 얼마 남

지 않았다. 그동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

는 아들, 딸이 생긴 것 모두 KAIST로부터 받은 다

양한 혜택 덕이었다. 적은 금액이지만 기부를 해

야겠다고 결심했다.

입사 35주년,
문득 기부를 결심하다
연구진흥팀 이광숙 선임행정원

2009년 1월 이광숙 선임행정원은 ‘이달의 직원상’을 수상했다.

기부는 남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아닌

나의 만족이라 생각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나눔의 기쁨을

함께 느껴 보시면 어떨까요?

Value Creator50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아이와 엄마가 KAIST에 기부를 시작

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중앙분석센터 서희원 선임기술원과 그녀

의 큰아들 박준수, 작은아들 박민수 군. KAIST에 근무하면서 기부

를 하는 직원은 많다. 하지만 그 아이들까지 함께 기부하는 경우

는 그녀가 처음이다. 2008년 KAIST 중앙분석센터와 인연을 맺은 

그녀는 전공을 살린 직업을 갖게 된 것은 물론 업무적으로도 행복

감이 크다고 했다. 그 행복감이 기부를 시작한 동기가 된 것일까? 

매일 아침 출근 준비가 설레는 직장인이자 아들 둘이 있어 행복한 

엄마라고 본인을 소개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지난해부터 KAIST에 본인과 자녀명으로 기부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하다.

20대부터 수년간 어린이 후원 재단에 기부해왔다. 아이들이 태

어난 후에는 아이들 이름으로 점차 기부를 늘려갔다. 그러던 어

느 날 뉴스에서 후원 단체 비리 사건이 터졌고, 오랫동안 유지

해온 후원을 중단했다. 모든 기관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조금

이라도 더 괜찮은 곳을 찾아 후원하고 싶었다. 

다양한 후원방법을 고민하다 아이들의 입학을 기점으로 교육 

관련 사업에 후원하기로 하여 KAIST에 기부를 시작했다. 올해 

둘째 아들이 입학해서 둘째 아이 이름으로 기부를 하나 더 시작

했다. 내 명의로만 기부하는 것보다 아이들 이름으로 기부하면 

우리 아이들이 기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감

도 배우며 그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지 않을까.

KAIST가 가족들에게도 특별한 곳인 것 같다.

큰아들과 KAIST는 참 특별한 인연이 있다. KAIST에서 일하는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 세상에 나온 생후 15일부터 중앙분석센

터를 집 드나들 듯 왔다. 출산 휴가 중에도 업무 관련으로 자연

스럽게 큰아들을 업고 학교에 왔다. 이후 큰아들은 KAIST 어린

이집 1회 입학생이자 1회 졸업생이 됐다. 그러다 보니, 집보다 

KAIST를 더 가깝게 느끼는 듯했다. 우리 가족들에게 KAIST는 

단순한 직장을 떠나 삶의 중심이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곳이라 특별할 수밖에 없다.

기부에 대해 평소 자녀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다면?

기부란 한 방향을 갖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는 원형이라고 설

명해준다. 기부를 통해 혜택을 받으면 반드시 사회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또 바르게 살아간

다면 지금 하는 기부가 혜택이 되어 사회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

다고 말해준다. 나 하나의 노력이 거대한 힘을 가질 수는 없지만, 

조금씩 변화를 일으킬 방법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다.

기부를 통해 KAIST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시는지.

내가 KAIST에 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해봤다. 나와 

같은 사람이 많아지고 학교의 기부금이 늘어나 새 건물을 짓고, 

편의시설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게 되지 않을까. 하

지만 우리 가족들이 학교에 기부하는 이유는 조금 다르다. 내 

삶을 지탱해주는 직장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내 아이가 누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나갈 우리 젊은 일꾼들을 위한 응원이다. 

KAIST 구성원들에게만 혜택을 주길 바라는 것은 아니다. 부모

가 아이에게 기부를 통해 만들어지는 선한 힘을 대물림하여 모

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더 좋은 세상의 기초가 되길 바란다.

기부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기부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양한 동기로 

시작할 수 있다. 아낌없는 지원으로 내 삶에 든든한 힘이 되어

주는 직장에 대한 애정이 동기가 될 수 도 있고, 매일 아침 설렘

을 주는 업무에 대한 감사 또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젊은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는 기쁨이 동기가 될 수도 

있다.

동기가 무엇이든 그것이 씨앗이 되어 흙에 뿌려진다면 반드시 

푸른 숲이 만들어질 것이다. 누군가는 그 씨앗에 물을 줄 것이

고, 반드시 잘 자랄 거라 믿는다. 나 역시 지금 그 씨앗들을 뿌

리고 있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씩 더 많이 뿌리고자 한다. 그 씨

앗들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푸른 숲이 될 먼 훗날을 위해.

부모가 아이에게,
기부라는 선한 힘의 대물림

중앙분석센터 서희원 선임기술원

서희원 선임기술원과 두 아들 학교와 실험실에 놀러온 박준수, 박민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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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발전재단 
무럭 무럭 자라는 카이나무

KAIST 나눔서포터즈
‘카이나무(KAINAMU)’
‘카이나무’는 함께 나누는 기쁨을 알리기 위해 

 2018 가을 학기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피아노를 100대 사서
학교 곳곳에 배치해요!

음악이 있는
카이스트

연금복권을
10만장

사겠습니다.

빅뱅 올콘

 학교에 학과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동아리
전용 빌딩을

교내에 지어서
안정적인 동방확보

동물권 운동 단체&성소수자
단체를 위해 일부 기부하고

카이스트 학생들을 위해 모든
수업용 건물에 쾌적한

“낮잠실” 설치!

카이생을 위한
“식비” 재단

만들기!

시골에 밭 사서
농사지으며
살고파…

2017년 10월 정식 출범한 KAIST의 나눔서포터즈 카이나무(KAINAMU)는 교내외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동문, 학부모 대

상 모금 캠페인 참여 및 방문 인터뷰, 발전기금 소식 홍보, 동문 DB 업데이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체적

으로 다양한 교내 이벤트를 기획하여 학생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알리고 있습니다. 1기와 2기를 포함한 총 9명의 학부 재학

생들이 어떤 활동을 이어나갔는지 사진으로 보고합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재단

설립하기

10억이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은?

1. 크리스마스 씰(Seals), 사실?

지난 11월, 스포츠컴플렉스 옆길을 따라 2018 가을 학생 

문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향초 만들기, 국악기 체험, 

제기차기 등 다양한 부스가 자리를 잡은 가운데 알록달록 시선을 

사로잡는 펭귄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카이나무의 <씰(Seals), 사실?> 부스의 귀여운 씰이었는데요. 카이나무는 수리과학과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16학번 이아로 학생의 디자인 재능기부를 통해 크리스마스 씰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하루과일 캠페인’ 등 KAIST 학생들을 위한 용

도로 기부했습니다. (총 114개의 크리스마스 씰이 판매되었으며 수익금 228,000원이 

KAIST 발전재단으로 기부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씰 판매 이외에도 모교 KAIST에 10억 이상 기부해주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10억이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적는 메모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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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이나무와 함께하는 나눔박스 이벤트

가을 학기 기말고사 기간, 밤낮으로 학구열을 불태우는 학생들로 가득 찬 교양 분관에 

수상한 박스가 나타났다! 매점과 건강관리실이 문을 닫는 늦은 시각에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카이나무가 나눔박스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나눔박

스 안에는 초코파이, 커피믹스 등의 간단한 간식과 핫팩, 밴드, 연고, 소화제, 생리대와 

같이 급하게 필요할 수 있는 물품을 비치하였습니다. 설치를 제외하고는 무인으로 운영

하여 필요한 물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금액을 납부하거나 물품으로 기부, 

혹은 SNS에 나눔을 인증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사의 표시로 적게는 50원

에서 많게는 5,000원까지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주었고 총 23,850원이 기부되었습니다. 

또한, SNS에서 카이나무 나눔박스 이벤트에 대한 인증 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가성 없는 ‘나눔’을 통해 자발적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 카이나무!

함께하는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카이나무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

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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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 창출 선도대학으로 나아가는 힘
KAIST 발전기금  

발전기금 모금 현황

기부자 분포

일반인  173

교수  504

직원  655

학부모  2,516

재학생  480

기업  83

단체  9

동문  2720

7,140

기부건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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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73

367

7,140

기부건수(건)

월정기부 

일반기부 

5,600,259,504

200,508,000

5,800,767,504

기부금액(원)

일반기부 

월정기부 

학부모  103,397,000재학생  18,493,400

동문  371,184,003

일반인  456,054,140

단체  30,393,450

교수  166,213,120

기업  4,635,661,391

5,800,767,504

기부금액(원)

직원  19,371,000

KAIST 발전재단 
기부금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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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8. 01 ~ 2019. 01. 31 납부 기준)기부자 명단

강호철 김경호 김기우 남흥용 박기용 서병기 신용남 윤종욱 이익주

이정환 이종영 이태균 임정재 장병구 장용호 장헌진 장홍성 전상욱

조두희 하철규 한종선 허필석

FMBA(금융MBA) 1기

강명우 강병문 강봉근 강승욱 강철구 강학자 고병국 고선영 고윤기

고정희 고   준 고창성 고효상 공나현 구정회 권기복 권성희 권순형

권영삼 권영호 권오억 권정걸 권태현 권혁준 김경서 김   관 김광수

김금숙 김금희 김기봉 김도운 김도형 김동규 김동옥 김동원 김동준

김락기 김명순 김민규 김민수 김민재 김민환 김변홍 김병문 김병일

김석완 김선미 김선옥 김성도 김성원 김수현 김순경 김순곤 김승관

김양수 김연수 김영걸 김영구 김영국 김영란 김영미 김영신 김영자

김영주 김영태 김용우 김용훈 김윤자 김은숙 김인경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재명 김재영 김재현 김정란 김정윤 김정호 김정훈 김종철

김주형 김준성 김지언 김지연 김진모 김진혁 김   찬 김천호 김철안

김철영 김춘자 김태연 김태현 김해숙 김행순 김헌숙 김   혁 김현미 

김현석 김현준 김현철 김형근 김형수 김형수 김호동 김홍경 김홍인 

김휘용 김흥남 나영복 나은경 남상진 남세동 남   철 남현준 노어진 

노   열 노윤지 도은숙 동상근 두석배 마기수 무기명 문득수 문상배 

문양호 문원석 문창곤 민인홍 민혜령 박경태 박광용 박광자 박구하 

박기희 박동창 박미자 박민규 박선동 박선미 박성준 박성훈 박수원 

박순일 박승언 박영준 박영환 박오옥 박원석 박은희 박재봉 박재서 

박종미 박종윤 박준재 박지상 박진규 박창만 박창수 박창수 박창순 

박치용 박현우 박형수 방미정 방상욱 배미경 배상영 배성호 배수영 

배은주 백도현 백인성 백종철 백진우 변문정 서경임 서문희 서미영 

서윤희 석상도 성관기 성광천 성기방 성노권 성은희 성현수 손경호 

손둘희 송미경 송봉섭 송재홍 송재훈 송지현 송철화 송한주 송현지 

순주환 신소민 신정철 신주호 신흥열 심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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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성 유현민 윤명호 윤석환 윤선진 

윤   찬 윤현주 윤효상 은희광 이강수 이경미 이경율 이규강 이기수 

팀카이스트

미원상사㈜

미원스페셜티케미칼㈜

미원화학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남합성

태광정밀화학주식회사

미원상사 관계사

이기웅 이동남 이동열 이동현 이래형 이명준 이문락 이민재 이범용 

이병주 이상조 이상헌 이석원 이성식 이성욱 이성진 이손수 이승권 

이승우 이승우 이승은 이승호 이승희 이애형 이양구 이연연 이연희 

이   영 이영란 이용균 이용인 이우상 이원태 이   유 이윤규 이윤정 

이윤희 이은강 이은광 이의렬 이일랑 이재복 이재은 이재형 이정달 

이정률 이정복 이정신 이진숙 이차자 이창훈 이철희 이한솔 이헌구 

이혁진 이현우 이현우 이현철 이현호 이호준 임상호 임승규 임재림 

임정우 임종철 임헌억 임현종 장경진 장경철 장동현 장동현 장병해 

장보훈 장수영 장원호 장재영 장창환 장태희 장형규 장홍규 전경준 

전민경 전병묵 전상준 전석진 전주매 정경배 정내준 정동용 정민수 

정석용 정영미 정우성 정원용 정은숙 정인석 정일섭 정재우 정정희 

정준영 정지원 정지훈 정진경 정진홍 정현호 조기환 조남규 조동식 

조선옥 조성욱 조성재 조애리 조재민 조재범 조주현 조주형 조헌권 

조현영 주한용 진성백 차민준 채경애 채민우 채수은 채은옥 최광효 

최규범 최길식 최봉우 최삼관 최선용 최선웅 최선희 최윤석 최의준 

최종형 최종호 최지영 최한림 최현용 최호준 탁민제 하영수 하진원 

한민규 한상용 한송윤 한순규 한주희 한창수 한태희 함성식 허선욱 

허승옥 허정윤 현경섭 홍금석 홍문근 홍석인진 홍순미 홍승환 홍진석 

홍형철 황경택 황대현 황민성 황성식 황은숙 황호석

무기명

에스지에이 주식회사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

㈜엘지화학

㈜코스콤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행복나래 주식회사

김찬숙 무기명 무기명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네이버㈜ 주식회사 버넥트

재단법인 송암이종우장학재단

주식회사 스페이스엔디티

(주)포멀웍스

강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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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선 김부길 김상협 김선희 김성규 김성균 김성엽

김성욱 김승현 김영걸 김영배 김영아 김우택 김은영 김은희 김재철

김정승 김정완 김정현 김종창 김종철 김종필 김주인 김주훈 김철민

KCB 좋아요 Dreamers Club

구자경 김광준 임형규 정이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재)행복나눔재단

KAIST 컨버전스 AMP 16기 원우회

김광준 교수 실험실 일동

나라셀라㈜특판본점

넷마블 주식회사

매일유업 주식회사

무기명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원 기업인 협회

㈜랩스엠알오

㈜바이트컴

㈜브이엠에스 솔루션스

㈜시즈글로벌

주식회사 아이엠랩

주식회사 에이에스티홀딩스

케이투지 파트너스

권기원 금교창 김병호 김성철 김신성 김인욱 김재춘 김정규 김정기

김정수 김정인 김태호 민경욱 박경원 박영진 배문식 배창주 백용순

손영배 손준혁 신현욱 오혁수 유영식 윤강훈 윤보한 이동철 이상영

이종민 이종훈 이중연 이훈호 장세영 정대영 정석열 정인택 주신홍

주재승 허봉재 허상철 허은희 홍재은

AIM 48기

황영희

KAIST 컨버전스 AMP 15기 원우회

KAIST 발전재단 
기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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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조 경기욱 고기형 곽도영 김광수 김동섭 김병호 김영길 김영희

김원준 김은성 김을임 김인준 김장근 김종덕 김진국 노건엽 노은지

류지영 무기명 박강민 박성민 박인규 박지훈 배지은 백형렬 시정곤

엄선영 오승환 옥영석 이근영 이소연 이수영 이영훈 이재길 이재우

이지운 이창옥 이흥규 장세영 전성윤 정경동 정재훈 조광현 진교택

채수찬 최성배 한세광 한용만 한우현 한혁진 홍영은 황강욱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김종창 박정호 원광연 이광준 장호남 최경철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게이즈

㈜밸런스히어로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주식회사 스카이랩스

㈜엠디엑스케이

강수진 강종순 계석일 고정화 공정순 곽홍주 구교성 권기복 권기호

권만섭 권순웅 권용운 권정은 권혁순 기호경 김경호 김경희 김기윤

김동식 김만중 김명순 김미경 김민재 김민정 김상권 김상균 김상덕

김상준 김선규 김성자 김소정 김숙희 김승수 김영걸 김영규 김영달

김영도 김영상 김왕기 김요환 김용식 김용채 김은정 김인경 김재명

김종순 김준열 김준현 김진재 김창선 김태우 김태정 김태흥 김판건

김현돈 김현숙 김현준 김형수 김호순 나종섭 노춘식 류순옥 류영희

류   현 문영태 문종순 문희세 민선규 민인홍 민재기 박경진 박광수

박균제 박근홍 박두만 박명신 박미정 박병권 박순희 박옥기 박은주

박정연 박종면 박진용 박한오 박해일 박향진 박현민 박혜미 방미정

배국열 배기헌 배민정 배성운 배숙경 배재은 배한철 백인성 백정근

백중현 변성수 성낙정 성정희 손미애 손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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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수 이강임 이경미 이경원 이경호

이경희 이관식 이귀매 이규종 이대희 이문용 이선경 이성훈 이승철

이시영 이용재 이원혁 이원호 이은숙 이재철 이정희 이준아 이진근

이진석 이진숙 이진혜 이창민 이   현 이희종 임세인 임애숙 임원석

임창환 장경철 장대전 장영교 전미숙 전정수 전종환 정건채 정병출

하루과일 캠페인

김영일 김준회 김태용 박종갑 백현기 소진호 송영식 신동철 오유섭

정준영 정철화 조낙붕 조영건 진상원

TMBA(테크노경영MBA) 2기

주식회사 오스테오시스 ㈜이녹스첨단소재

차기철

후배사랑 동문후원금

강현구 고은영 고   준 김병관 김상구 김종현 김태규 김태우 도원탁

류형규 박대근 박연춘 성동유 송인애 신덕문 신완규 여청모 오권용

원지성 윤종훈 이호무 이흥로 임은택 전갑린 정근호 최준연 최진호

한정욱

경영공학 96학번

강석중 박경태

아너카이스트

강병문 강병석 고정석 김재현 김춘성 김흥수 오계동 이동근 장인환

장진화 천정철

TMBA(테크노경영MBA) 1기

김경빈 김민정 문강제 문정일 박형준 유하영 이다래 이민규 이시우

이정민 이중훈 정성훈 정우진 조백균

경남과학고(학부모회)

권영호 김광수 김기호 김영걸 김주인 김준식 김행순 나영복 남세동

도정열 무기명 손둘희 윤선진 이용재 임오강 조기환

팀카이스트 챌린지

권문정 권지영 김상욱 김연홍 김은호 김준민 류승탁 문수복 박상욱

박수경 박형수 박희숙 백현무 백희숙 변형배 송신애 송윤선 심지혜

오경목 원중희 윤석표 윤종일 이광국 이상동 이승훈 이용일 이재린

장용근 정승원 정진왕 조성환 조증숙 지헌영 추국엽 허지한 홍광의

디딤돌 캠페인

김태현 김학기 김항석 김행란 김혁순 김현민 김현일 김현준 김형균

김형진 김화림 남옥향 남흥용 노정석 류성한 류충렬 류혜원 마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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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형

이대우 이동수 이문환 이   박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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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실 임채호 임태열 임한준

임혜민 장계영 장문혜 장세진 장승현 장인수 장인환 전경수 전수환

전창근 정규상 정나래 정대영 정순철 정순호 정승원 정유철 정재민

정지연 정형주 조남웅 조대곤 조두희 조성형 조종우 주선희 지주희

진병채 차민석 차봉수 차종석 최규열 최길재 최병수 최서영 최석윤

최소영 최우식 최원혁 최정민 최현우 하대일 한상철 한인구 한호전

허   준 허필석 형인우 호요승 홍지중

정상호 정영덕 정영랑 정영한 정원문 정은숙 정은하 정은희 정진모

정진성 정진협 정진형 정호철 정회민 제성애 조병진 조용철 조정숙

차용아 차은주 천은정 최건희 최낙환 최영림 최은옥 최준식 최지연

최태용 최향선 한경숙 허정재 현우경 홍성범 홍성재 홍성훈 홍영숙

황성재 황옥선 황유선 황은숙 황정업

기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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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호세무회계사무소

주식회사 엘팩토리

카이나무

강경호 강근호 강상욱 강석훈 강인수 고경민 고동환 고   은 곽세리나

구윤모 권부옥 권순식 김건철 김건환 김경희 김광화 김기대 김도완

김동규 김병규 김병진 김봉석 김석진 김선영 김성열 김성호 김세동

김순식 김시우 김영배 김영진 김윤수 김인석 김인수 김지홍 김철훈

김한기 김한기 김현중 김형규 김형진 김희술 김희웅 김희주 남재현

문영주 민현숙 박경태 박광영 박금옥 박기우 박남규 박동준 박범석

박수천 박우상 박종두 박종봉 박종의 박준수 박준영 박진석 박진우

박진현 박헌준 방성태 방효충 배강민 배명화 백현무 변재형 서민수

서용석 서우진 서효원 서희원 성용제 소민호 손갑종 손선권 손성은

손형탁 송섭리 송정기 송혜숙 송호영 신서식 신현정 안재명 안정선

양인철 양재영 양   혁 엄상일 염홍관 오경숙 오병하 오세만 오세붕

옥일석 옥일화 우미자 원방연 원지성 유성희 유오령 유철인 윤달수

윤여갑 윤재성 윤정애 윤준호 윤지광 윤하영 이광숙 이광형 이국영

이근우 이근철 이남구 이남희 이동하 이미애 이미영 이미희 이순옥

이승환 이아로 이용남 이용일 이유주 이재우 이정경 이정률 이종윤

이주용 이주현 이주형 이지윤 이지현 이진순 이창준 이탁렬 이형석

임미경 임순신 임신빈 장기찬 장능인 장세엽 장익준 장인선 장진철

전민경 전석준 전성찬 전재우 전종호 정대룡 정면호 정병훈 정상원

정상진 정선태 정수진 정용희 정인덕 정재희 정현문 제성애 조민경

조은경 조은선 주강현 주무정 주재찬 주   현 진기성 진영철 차봉수

최기백 최동호 최민석 최상용 최성훈 최수용 최이배 최재용 최재우

최정길 최준환 최진석 하준호 한삼만 한재흥 홍승표 홍재한 홍택규

황규환 황복순 황봉익 황영미 황유선

100만원 미만

권병하

2016년 졸업생

이준원

경기북과학고(학부모회)

강승한 김경태 김신엽 김형우 노승은 박준영 신정윤 이동희 이승용

이진재 황기욱

새내기 건강달리기

고경민 권재욱 김상화 김용준 김준홍 김태호 김형진 김호연 박태희

서민국 서종은 성열훈 신재성 이성민 이주호 채혁주 최의환 현은정

호효림

2017년 졸업생

김호영 박세길 윤도희 윤진영 이기준 이진실 정병학 정우석 최갑도

최충현 홍창호 황동혁

2019년 졸업생

강효진 권은영 김대성 김   억 김원섭 김향아 김호정 남기영 박찬도

배상민 석현정 오정환 유연수 이건표 이동규 이보람 이신희 이재규

이준서 임윤경 정경원 정상훈 정영욱 정진영 조상영 조앵녀 조형욱

최경아 최은지

산업디자인학과 후배와의차한잔기금

길현준 김강연 김도현 김소정 김은정 노현빈 박규원 송민서 유재혁

윤초록 이하령 전영은 정다솜 최원석 하진필

인천과학고등학교(학부모회)

김이경 남서연 남지영 모지훈 박세린 안효건 이동희 이정윤 이호연

임나현 정지용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학부모회)

유승화 이익진

양동열기계동문회

김수민 김홍식 오동현 정민규 차상길 최재승 한형석

소프트웨어보안연구실

강우람 김경민 김금성 김다일 김상현 김선진 김소연 김영주 김용운

김용호 김윤호 김진용 김혜경 김호현 남웅식 박민준 박정인 서민호

선강민 유민경 이경욱 이규의 이동욱 이동윤 이승은 이재호 이주성

이진이 이한솔 임이랑 장광우 정성진 조민현 조재완 최성원 최승욱

한수민 현종민

2018년 졸업생

고형탁 권혁준 김나경 김세현 김영서 김현서 박동주 박시헌 박주호

박준길 서해찬 송준기 안정미 양세린 윤석훈 윤성준 이상경 이서영

이   슬 이승현 임성혁 임형빈 정의현 정한빛 정현우 지원희 탁지훈

홍영규 홍지현

내사카 나사카 <색다른 수학의 발견> 저자 일동

강기민 곽상경 권강해 권윤수 김근우 김도흔 김동주 김   백 김재원

김준현 김지윤 김진엽 김해찬 도상현 박경원 박병주 박소윤 박준하

박한성 배민한 백민하 사공철 성진욱 성해찬 손서윤 신종혁 안진웅

이승희 이언주 장규빈 장은영 전남수 정선홍 정승재 정윤석 정해원

주강혁 최지훈 한서윤 황준일

부산일과학고등학교(학부모회)

김종남

2015년 졸업생

(사)한국복합재료학회

(재)동화산업장학재단

KAIST 문화행사

빌리브마이크론㈜

센서케인

주식회사 나다

주식회사 이엠씨플랜

㈜신진기획인쇄사

㈜엔지노믹스

㈜이브자리

㈜인노바드

㈜지니테크

㈜쿠드인터랙티브

차봉사모임회

한국전력공사

한국화이자제약 ㈜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발간 <내생적 혁신> 저자

(2018. 08. 01 ~ 2019. 01. 31 납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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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KAIST 기념와인과
함께 나누세요.
구입가격의 일부가 카이스트 발전기금으로 기부됩니다.

콜럼비아 크레스트 그랜드 이스테이트 카버네 소비뇽
Red Wine 미국 

와인스펙테이터 선정 Top벨류와인 1위 와이너리

오크함과 과일향 한쪽이 과하지 않고

서로 균형이 잘 잡힌 와인으로 다양한 음식에 매칭이 가능한 와인 

\ 36,000원

카모미 비앙코 디 카모미
White Wine 미국/캘리포니아 

로버트 파커가 인정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와인

누구나 좋아할 만한 와인으로

캘리포니아 화이트 포도 품종을 다양하게 블렌딩  

\ 20,000원

Columbia Crest Grand Estate
Cabernet Sauvignon

Ca'Momi
Bianco di Ca'Momi

‘카이스트만을 위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포장비와 택배비 별도

화이트 와인
신규 출시!

주관

KAIST 발전재단

구입문의

나라셀라 특판본점

T. 02-405-4351

최홍윤

uni@naracell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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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TEL. 042-350-4500   FAX. 042-350-3500   E-MAIL. foundation@kaist.ac.kr

http://giving.kaist.ac.kr

teamKAIST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모든 기부자에게 

특별 제작 모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