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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선임된 신임 학
과장 오병하 교수입니다.
2015년 KAIST 생명과학과
소식지 발간을 축하하고 이
를 통해 생명과학과 가족 여
러분께 학과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말 드리게 되
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학과가 추진하고 있는 두 가
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KAIST 생명과학과 동창회를 조직합니다.
KAIST 생명과학과는 현재 학부생 204명, 대학원생 290
명, 석·박사 연구원 47명, 교수 33명, 그리고 행정직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가족이며 모두 자신의 발전과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1974년 생물공학과란 이름으로 첫 대학원생을 받아들인
후 지금까지 졸업한 대학원생은 1539명에 이릅니다. 또
한 1986년 첫 학부생들이 입학한 후 2015년 2월까지 총
1216명의 학부생을 배출하 습니다. 졸업생들은 사회 각
계 각층에 진출하여 중요한 위치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학과임에도 불구하
고 의아하게도 KAIST 생명과학과의 동창회가 현재 존재
하질 않습니다. 동창회를 통해 졸업생들은 KAIST 생명과
학과와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동료, 선·후배 간에 서로
도와 각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학
과가 동창회 조직을 시작하 고 동창회 homepage를 구
축하 습니다(http://bio.kaist.ac.kr/alumni/). 또한 신용철
동문 (경상대 교수/아미코젠 대표이사)이 동창회장을, 윤
유식 동문 (중앙대 교수)이 부회장을 그리고 김진우 동문
(KAIST 교수)이 총무를 맡아 주시기로 하여 그 뼈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내년 KAIST 교정에서 KAIST 생명과학
과 동창회를 겸한 home-coming day를 열어 동창회 탄
생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동창회 홈페이지 http://bio.kaist.ac.kr/alumni/ 를 방문하
여 간단하게 동창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졸업생 여
러분들의 동창회 가입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이
을 보시면 주위의 동기나 동창에게도 동창회 가입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연구동 신축 디딤돌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전체 교수 수의 약 30%가 생명과
학 관련 교수들입니다. 그만큼 생명과학의 중요성이 커졌
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직면한 고령화, 환경, 에너지, 식
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생명과학의 연구로
부터 나온다는 확신에 기인합니다. 혁신적 기술은 점점
더 학문간 융합 연구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생
명과학 관련 교수 수는 융합 연구가 꿈틀거리기에는 그
수가 많이 부족하고 (전체교수의 ~15%), 또한 가장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는 연구공간 인프라가 놀랍게도 열악합
니다. KAIST 생명과학과는 혁신적인 기술을 창출하여 사
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는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구 공간이
필수이나 현재로는 아무런 여유 공간이 남아있지를 않습
니다. 우리는 2015년 8월“연구동 신축 디딤돌 기금 모
음”을 시작하 고 현재까지 약 100분이 캠패인에 참여해
주셨으며 약 2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부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분명 가슴 벅찬 출발이
긴 하나 아직 설정 목표액인 20억에는 많이 부족한 금액
입니다. 학부생, 대학원생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에게 쾌
적하고 효율적인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KAIST 생명과학
과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뉴스레터는 졸업생과 학부모님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보고
싶은 뉴스레터, 받아보면 반가운 뉴스레터를 제작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참신한 표지의 로고를 장성민 대학원
학생이 만들었고, 졸업생 인터뷰를 위해 학부생 정연진
학생이 봉사하 음을 밝히고 저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
다. 다른 내용 제작을 위해서 학과 스태프들이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역점을 두어 진행하고 있는 두 가지 행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간곡하게 말 드립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동문, 재학생, 학부모 그리고 가족 모두의 건강
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병 하
KAIST 생명과학과 학과장

학과장 인사말 Gr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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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뉴스 News

동창회조직과탄생

많은 사람들이 KAIST 생명과학과 동창회가 부재하

다는 사실에 의아해 하 습니다. 동창회 활동이 초

기에는 있었으나 조직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

질 않아 10여년 전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졸업생

수가 2,700명이 넘기 때문에 새로이 동창회를 조직하고 속적인 운 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학과가 주

도해야 한다고 생각 하에 2015년 8월 동창회 홈페이지를 구축하 습니다 (http://bio.kaist.ac.kr/alumni/).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간략한 정보만 입력하여 동창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 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연락처 입력 정보는 관리자만 볼 수 있게 하 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동창회

임원진이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 회 장 :  신용철 동문 (아미코젠 대표이사/경상대 교수)

● 부회장 :  윤유식 동문 (중앙대 교수)

● 총 무 :  김진우 동문 (KAIST 교수)

현재 학과 홍보위원회가 진행 중인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졸업생들의 연락처 갱신

● 동창회 가입 홍보 e-mail 발송

● 2016년 홈커밍데이를 겸한 동창회 개최

동창회의 조직이 완성되면 임원진이 동창회를 운 하며 학과는 그 활동을 유기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생명과학과 동창회는 졸업생들의 구심점이며 학과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자긍심이 있는 KAIST 생명과학

과의 같은 동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2700여명이 넘는 동문

들의 잠재적 network가 실제적 network로 탄생할 수 있도록 클릭합시다! http://bio.kaist.ac.kr/alumni/

연구동신축디딤돌기금모금
지난 40여년간 KAIST 생명과학과는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다수 창출하 고 생명과학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

하는 국내 최고의 학과로 자리매김 하 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동안 쌓은 탄탄한 기초과학 실력을 기반으

로 일반적 파급효과가 큰 실용적 연구 결과를 창출하여 국가와 사회에 직접적인 공헌을 하는 학과로 발전하

고자 합니다. 하지만 명성에 걸맞지 않게 기존의 KAIST 생명과학과 연구 공간은 너무 협소하고 공간 구조가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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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꺼이 임원직을 수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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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지 않습니다. KAIST 생명과학과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고 제

2의 도약을 하려면 연구동 신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

고“연구동 신축 디딤돌 기금 모음”을 시작하 습니다. 20억원의 종

자기금 (seed fund)을 조성하고 이 금액을 디딤돌로 하여 궁극적으로

200억원 상당의 연구동을 신축하려고 하려는 캠페인 입니다. 이 계획

이 실현되면 현재 공백인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를 새로 입할 수

있고 첨단 연구기기 지원실들 (core facility)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신축 연구동은 효율적 연구 공간일 뿐만 아니라 연구하기에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학부와 대학원 학생을 포

함한 모든 구성원이‘분야’가 구별되지 않는‘토탈리서치’를 수행하

여 세계적인 실용적 연구 결과를 창출하여 KAIST 생명과학과가 인간 삶의 질 향상에 큰 공헌을 하는 학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 모금 운동은 2015년 8월 10일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약 2억원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는 100여명의 교수,

학생, 그리고 회사들도 참여하 습니다. 동문, 학부모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생명과학과 제2의 도약을 위해 연

구동 신축 기금 조성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도움을 주실 분은 언제든지 환 하

며 이 또한 KAIST 생명과학과 홈페이지에 (http://bio.kaist.ac.kr/contents/) 접속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

니다.

카이스트 역사상 많은 건물들이 기부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복지회관인 태울관을 비롯하여

KAIST 클리닉, KAIST Institute (KI) 빌딩들이 그러합니다. 생명과학과 동문과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과발전기

금, KI 건립기금, 장학기금, 연구기금 형태로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기부 덕택으로 학생들과 연구원

들은 작년 이전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과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학과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었

습니다. 비록 학교에서 기부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있었지만 학과 차원의 감사 표시가 전달되지 못하 다면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제 저희 학과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표시를 확실히

할 것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연구동 신축 디딤돌 기금 모음”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콘코리아(주) 1000만원 기부 쓰리샤인(주) 1000만원 기부 칼자이스(주) 1500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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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홈페이지개편

산뜻하게보이고그리고쉽게정보를찾을수있도록홈페이지를새로이구축하 습니다(http://bio.kaist.ac.kr/).

동창회 조직과연구동신축모금소식도이곳에서접하실수있습니다. 한번 방문해보세요!

개편된홈페이지에대해개선할점또는바라는바를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상 Contact US).

제1회 KAIST 생명과학과캠프개최
동문들의중학생자녀들을위해캠프를계획하고있습니다.

● 대 상 : 중학교 1-3년

● 지원자격 : 동문 자녀

● 언 제 : 2016년 여름방학 기간 중

● 내 용 : 첨단 생물학적 법과학(forensic science) 방법 체험 등

실비에 해당하는 참가비만을 받을 것이며 이 행사를 기점으로 학과가 동문들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추후 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호응이 좋으면 겨울 방학 기간

중에도개최할것이며향후초등학생과고등학생을위한캠프로확대할것입니다.

학부생, 대학원생들을 비롯한 모든 연구자들에게 쾌적하고 효율적인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KAIST 생명

과학과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동참은 두 번 click으로 가능합니다.

http://bio.kaist.ac.kr/

큰 액수의 유증 (endowment) 등 기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생명과학과 학과장에게 직접 연락 주

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 bhoh@kaist.ac.kr; 전화 : 042-350-2648).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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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소식 News

수상소식
Dean’s list : 대학의 성적 및 봉사활동 우수자

우대 정책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된 학생에게는 학장 표창

장 및 부상 수여되고 학적부 및 성적표 등에 이를 기재합

니다. 올해에 다음 4명의 생명과학과 학부생이 선발되었

습니다.

● 2012학번 : 윤주형

● 2013학번 : 김서경, 남기진

● 2014학번 : 이지헌

●인성장학생 : 조 득 학생회장이 선정되었습니다.

※ 수상식은 8월 25일 생명과학대학 학장실에서 개최하 습니다. 

대학축제(2015.5.19~5.21)

콜팝 부스에서의단상 (조 득 학생회장)

저는 축제 때 콜팝(콜라+치킨)을 팔면서, 우선, 생명과학

과가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다른 학

교와 달리 KAIST에서는, 학과가 중심이 된다기 보다는,

동아리가 축제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생명과학과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었다는 점이 저는 상

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했습니다. 2013년도에 치킨을 튀겨

팔며 우리에게 튀김기라는 애물단지가 있었는데, 학생회

친구들이 한데 모여‘이걸 어떻게 하지’고민한 결과, 콜

팝이라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사실

모자라서 중간에 더 비싼 콜팝 재료를 샀기에 판매량과

수익이 비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스를 진행하며 학생회 뿐만 아니라, 생명과학과의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들을 데려오고, 학과 교수님들 및

직원분들께서도 직접 콜팝을 사먹으려 찾아와 주셔서 정

말 감사했고, 이런 작은 부스 진행 하나 만으로도 학과가

이렇게 한데 모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대학 축제에서 생명과학과가 주관이 되어 행

사를 치루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확신하며

이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계속되길 바라면서…

임해실습참가(2015.6. 22~6.28)

(강릉 원주대학교 인근)

임해 실습은 충남대학교 생물학과와 공조하여 진행하는

field trip 과목으로 성격상 수강 인원이 제한됩니다. 올해는

총 8명이 참가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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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학번 : 윤찬형, 이명하

● 2013학번 : 박하람, 유지은, 하동수, David Kim 

● 2014학번 : 신호철, 이종선

- 윤찬형학생의임해실습후기 -

한창 더워질 무렵 출발한 임해 실습은 예상과는 다른 일

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해안가에 자리한 연구센터는 평소

에 보던 주변과는 전혀 다른 모습 있었습니다. 충남대 친

구들과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즐거웠고 다른 관점에서 생물학을 배우는 것도 정말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한 학기를 막 마친 터라 다들

알게 모르게 지쳐 있었지만 별다른 부담감 없이 지낸 일

주일은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다른 동기나 후배들도

꼭 실습에 참여해볼 것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학과에서

마련된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경험

이 될 것입니다.

열대다양성실습참가(2015.6. 22~ 7. 2)

열대 다양성 실습은 Vietnam National University

- Hanoi대학 (HUS)과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

행하는 field trip 과목입니다. KAIST 학부생들이 HUS에

서 진행하는 실습 교과목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HUS의

학부생들이 KAIST-Experience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여

여름학기 동안 원하는 교수 실험실에서 실험 경험을 합니

다. 과목 특성으로 수강 인원이 제한되며 올해는 총 8명

이 참가하 습니다.

● 2012학번 : 김우현, 박수연, Nguyen

● 2013학번 : 김유현, 이충우

● 2014학번 : 고한얼, 안형산, 이도헌

- 박수연학생의 Tam Dao 열대실습후기 -

한국에서는 정말 경험하기 힘든 수업이다. 동물, 식물, 어

류, 균류 등 책에서만 봤던 다양한 개체들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채집하는 수업은 Tam Dao 국립공원이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

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일주일을 좀 더 특

별하게 만들어주었던 것은 같이 수업을 들은 베트남 친구

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대화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우리가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은 10분의 짧

은 대화만으로도 날려버릴 수 있었고, 우리에게 일주일

간의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준 너무나 좋은 친구들이었다.

비행기 일정에 문제가 생겨 하롱베이에 가지 못했던 것도

아쉬웠고,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친구들이 밤에 불러도

잘 나가지 않았던 것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

리석었던 판단이었을 정도로 친구들과의 경험이 하나하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수업이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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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교환학생프로그램참가
봄학기파견

● 2012학번 : 윤미루(Linkoping University/스웨덴), 유도

현(DTU/덴마크), 연지수(SUNY Stony

Brook/미국)

● 2013학번 : 박지은(Polytechnic University of Turin/

이탈리아)

가을학기파견

● 2012학번 : 이승연(싱가포르 국립 대학/싱가포르), 김다

윤(덴마크공과대학교/덴마크), 이지은(덴마

크공과대학교/덴마크), 한준호(Uppsala

University/스웨덴)

● 2013학번 : 남기진(뮌헨 공과대학교/독일), 박건희(토리

노폴리테크닉 대학교/이탈리아), 신기훈(싱

가포르 국립 대학/싱가포르)

● 2014학번 : 안형산(로잔 공과대학교/스위스)

※ 교환 학생 프로그램 선발 기준은 지원시점을 기준으

로 학사 2학년 이상이며 (33학점 이상 취득) 누적

평균평점이 3.0이상이고 파견대학에서 요구한 언어

성적을 충족한 재학생

실험실설명회
3월 23일 각 학과 교수님 실험실을 소개하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포스터 발표 형태로 진행되었고

많은 학부생들이 참여하 습니다. 학부생 연구 참여와 대

학원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행사로 매년 개최됩니다.

2학년진입생MT 및 학과설명회
5월 9일 새로이 학과를 정한 진입생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계룡산 산행 MT 행사가 있었으며 이 행사는

당일 저녁 환 회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저녁행사에는 학

과장과 KAIST 생명과학과 출신인 김재훈, 이대엽 교수님

이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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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학습관 1층

계룡산 수통골

진입 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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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URP, KAIST-Experience 
프로그램

KAIST 생명과학과 학부생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6주간 (6.29~8.7) 진행되는 BioURP(Bio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는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학생 4명이 참여하는 KAIST-Experience 프로그램

과 함께 진행됩니다. KAIST 생명과학과 대학원을 타대학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행사로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학부생가을나들이행사
9. 19 ~ 9. 20 1박 2일 행사로 2-4학년 학부생

들이 충북 보령에서 침목과 우의를 다졌습니다. 강창원,

최광욱, 오병하, 강석조, 송지준 교수님도 참석하여 덕담

과 학과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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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URP 마지막 날 수료식

VNU-Hanoi 학생과 동행 교수 3인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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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들과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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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소식 News

박사학위수여
올해 박사학위자가 총 38명 배출되었습니다.

2월 졸업생 (28명)

2003학번 : 유용철
2004학번 : 조성용
2007학번 : 김현희
2008학번 : 김다정, 김동규, 김태형, 김택훈, 이정은, Bui

Le Minh, Phung Huong TT
2009학번 : 반 재, 김미주, 이성현, 이중재, 최수연,

Li Yan
2010학번 : 김선 , Annie A. Demin, SHREELATHA

KONCHADI, 정석채, 정혜윤, 최철운, 박상진,
소 민

2011학번 : 한규민, 한상수, CHANGHAO CUI
2012학번 : 안수경

8월 졸업생 (10명)

2007학번 : 민경현, 김예하
2008학번 : Nguyen M. Binh
2009학번 : 박한진, 고창민, 원종훈, 장세일
2010학번 : 강현아
2011학번 : 권정태
2012학번 : 최민석

박사학위 수여를 축하합니다!

수상소식
여러 대학원생들이 각처에서 수상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박시형 : 제5회 분자세물생물학회장상
●박기현, 오정화 : 2015 포스코청암사이언스펠로십선정
●김관수 : 2016 포스코 청암사이언스 펠로십 선정
●류이슬 : 제1회 엔지노믹스 우수박사학위 논문상
●소 민 :생명과학기술대학 우수논문상, 한국생화학분자
생물학회 Best Poster Award, 한국구조생물학회 우수
논문상

●노해민, 김민후, 송유향 : 로벌 PhD 선정
●천유진, 한성욱 : 현대차정몽구재단기초과학분야장학금
선정

●박혜림 : 제1회 다카라 우수논문상 (이학분야)
●권신호, 김민경 :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
우수포스터상

●권신호, 정경화 :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초파리분과하계
연구회 우수연제상

●김재현 : 2015 한국뇌신경과학회 우수 구연 발표상
●최동희 : 2015 한국미생물학회 국제학술대회 우수 포스
터 논문상

●김은하, 문경환, 이예진, 김재현, 정이레 : 제9회 BK21
플러스 생물사업단 연구발표회 포스터 발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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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라 우수논문상(박혜림)엔지노믹스 우수박사학위 논문상(류이슬)

분자세포생물학회장상(박시형)우수발표상(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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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논문발표
높은 연구 수준을 나타내는 우수논문들이

(impact factor > 10)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탁월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대학원생들의 불철주야 노력과 지도교수

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 Seung-Kyoon Kim, Hosuk Lee, Kyumin Han, Sang Cheol Kim,
Yoonjung Choi, Sang-Wook Park, Geunu Bak, Younghoon Lee,
Jung Kyoon Choi, Tae-Kyung Kim, Yong-Mahn Han, and
Daeyoup Lee (201412) SET7/9 Methylation of the Pluripotency
Factor LIN28A Is a Nucleolar Localization Mechanism that

Blocks let-7 Biogenesis in Human ESCs. 15(6):735-49. CELL
STEM CELL

- Young-Min Soh, Frank Bu  ̈rmann, Ho-Chul Shin, Takashi Oda,

Kyeong Sik Jin, Christopher P. Toseland, Cheolhee Kim, Hansol

Lee, Soo Jin Kim, Min-Seok Kong, Marie-Laure Durand-Diebold,

Yeon-Gil Kim, Ho Min Kim, Nam Ki Lee, Mamoru Sato, Byung-

Ha Oh, and Stephan Gruber (201501) Molecular basis for SMC

rod formation and its dissolution upon DNA binding. 57(2):290-

303. MOLECULAR CELL

- Yiseul Ryu, Zongwen Jin, Joong-jae Lee, Seung-hyun Noh, Tae-

Hyun Shin, Seong-Min Jo, Joonsung Choi, HyunWook Park,

Jinwoo Cheon, and Hak-Sung Kim (201501) Size-controlled

construction of magnetic nanoparticle clusters using DNA-

binding zinc finger protein. 54(3):923-6. ANGEW CHEM INT EDIT

- Woosuk Chung, Su Yeon Choi, Eunee Lee, Haram Park,

Jaeseung Kang, Hanwool Park, Yeonsoo Choi, Dongsoo Lee,

Sae-Geun Park, Ryunhee Kim, Yi Sul Cho, Jeonghoon Choi,

Myoung-Hwan Kim, Jong Won Lee, Seungjoon Lee, Issac Rhim,

Min Whan Jung, Daesoo Kim, Yong Chul Bae & Eunjoon Kim

(201503) Social deficits in IRSp53 mutant mice improved by

NMDAR and mGluR5 suppression. 18(3):435-43. NATURE

NEUROSCIENCE

- Yoon Seok Suh, Shreelatha Bhat, Seung-Hyun Hong, Minjung

Shin, Suhyoung Bahk, Kyung Sang Cho, Seung-Whan Kim, Kyu-

Sun Lee, Young-Joon Kim, Walton D. Jones & Kweon Yu

(201507) Genome-wide microRNA screening reveals that the

evolutionary conserved miR-9a regulates body growth by

targeting sNPFR1/NPYR. 6:7693. NATURE COMMUNICATIONS

- Joong-jae Lee, Hyo-Jung Choi, Misun Yun, YingJin Kang, Ji-Eun

Jung, Yiseul Ryu, Tae Yoon Kim, Young-je Cha, Hyun-Soo Cho,

Jung-Joon Min, Chul-Woong Chung, and Hak-Sung Kim

(201510) Enzymatic Prenylation and Oxime Ligation for the

Synthesis of Stable and Homogeneous Protein–Drug Conjugates

for Targeted Therapy. 54(41):12020-4. ANGEW CHEM INT EDIT

- Taeyoon Kyung, Sangkyu Lee, Jung Eun Kim, Taesup Cho,

Hyerim Park, Yun-Mi Jeong, Dongkyu Kim, Anna Shin, Sungsoo

Kim, Jinhee Baek, Jihoon Kim, Na Yeon Kim, Doyeon Woo, Sujin

Chae, Cheol-Hee Kim, Hee-Sup Shin, Yong-Mahn Han,

Daesoo Kim & Won Do Heo (201510) Optogenetic control of

endogenous Ca(2+) channels in vivo. 33(10):1092-6. NATURE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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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사이언스 펠로쉽(박기현)

생명과학기술대학 우수논문상(소 민)

현대차 정몽구 재단 장학생(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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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플러스 Retreat
2월 23일부터 3일간 하이원리조트에서 3일간의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 대학원생들의 연구발표와

신입생들의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통해 화합의 장을 마련

하 습니다.

추계체육행사
생명과학과 대학원생들의 친목도모 및 구성원

들간의 상호교류를 위하여 10월 8일 대학원 추계 체육행

사가 있었습니다. 생명과 소속 교수, 학생, 연구원 등 모

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건물별로 4개팀으로 구성하여 축

구, 배드민턴, 농구, 피구, 족구 등의 종목에서 경기를 펼

쳤습니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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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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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배 교수 신규 임용(2015. 6. 1. 부)
뉴욕주립대에서 근무하는 서성배 교수가 겸임교수 형태로

학과에 부임하 습니다. 3년간은 KAIST에서 1년에 3개월

간 근무하고 그 다음부터는 KAIST에서 full-time으로 근

무하십니다. 연구 전문분야는 식욕의 신경생물학적 기작입

니다.

학회장 선출
최준호 교수님이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

출되어 우리 학과의 위상을 높이셨습니다.

수상 소식
- 오병하교수 : 동헌생화학상수상(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

- 전상용교수 : 2015 College of Fellow(American Institute

for Med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 전상용 교수 :Theranostics 저널 최다 피인용 논문상

수상

- 이대엽 교수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 김은준 교수 : 올해의 KAIST인상 수상

- 이승희 교수 : Young Scientist Award(다보스 Forum

Annual Meeting of New Champions 2015)

- 강창원 교수 : 박인원 학술상 수상(대한화학회)

- 강창원 교수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표창

- 손종우 교수 : 청암사이언스 펠로십 선정(청암재단)

- 김정회 교수 : 산학협력 유공 표창(한국연구재단)

- 한진희 교수 : 한국뇌신경과학회싸이텍코리아젊은과학

자상

교수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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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하이라이트
- 경태윤, 허원도 교수 실험실 대학원생 - 

“빛으로 생체 내 칼슘이온 농도를 자유자
재로조절”

칼슘이온은 세포성장을 비롯하

여 신경전달이나 근육수축 등

거의 모든 생명현상에 관여하

는 생리활성 물질이다. 세포는

일부러 세포 안쪽의 칼슘농도

를 아주 낮게 (50-100nM) 유

지하고 필요에 따라 세포막 상

에 있는 칼슘이온 통로를 열어

아주 빠르게 세포 외부로부터

칼슘이온을 받아들인다. 이와 같이 칼슘이온 통로의 개폐

는 정교하게 조절되지만 이상이 생기면 인지장애, 운동실

조, 심장부정맥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

한 질환의 치료방법으로는 약물이나 전기 자극 등이 있었

지만 정교성, 가역성, 특이성이 떨어져 모두 부작용이 심

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식물의 광수용체

단백질 (photoreceptor)과 인간의 칼슘통로 개폐 조절 단

백질 (STIM1; 문지기 단백질)을 하나의 단백질로 융합시

켜 청색 빛을 조사하면 칼슘이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술 (OptoSTIM1)을 개발하 다. 우리 연구진은

식물의 청색광 수용체 단백질이 동물세포에서 청색 빛에

반응하여 군집을 이루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그리

고 문지기 단백질이 군집을 이루면 칼슘이온 통로를 여는

특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이 두 특성에 착안하여 두 단

백질이 합체된 단백질을 만든 것인데 예상했던 데로 그

단백질은 청색 빛을 쪼이면 칼슘이온 통로를 열었고 빛을

쪼이지 않으면 그 통로는 닫힌 상태로 돌아갔다. 빛으로

세포 내의 칼슘이온 유입을 자유자제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어서 이 방법은 암세포, 인간배아줄기세포 및 신경세

포, 그리고 제브라피쉬 (열대어 모델) 등에서 범용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쥐의 뇌 부위 중 공간에

대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hippocampus)에 선택적으로

칼슘이온 농도를 높여주었을 때 쥐의 단기 기억력이 2배

로 증가한다는 것도 보 다. 나는 이 기술을 사용하면 다

양한 질환에서 칼슘이온의 역할을 쉽게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또한 빛을 사용한 비침습적 질병치료 방법

의 개발도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본 기술은 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완성이 되었지만 사실

은 2013년 2월에 논문투고 준비를 마치고 설 연휴 직후

에 투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핵심적인 연구 결과

의 일부가 다른 그룹에 의해 설 연휴에 발표되어 우리의

연구의 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되는 울분을 삼켜야 했다.

그 해 2013년 2월 설 연휴를 침울한 얼굴로 보냈던 기억

이 생생하다. 심기일전하고 이 기술을 다양한 세포에 적

용 가능한 범용적이고 훨씬 효과적인 기술로 진보시키려

고 우리학과의 김대수, 한용만 교수님 실험실과 in vivo

응용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작하 다. 결과적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연구결과를 낼 수 있었고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Nature Biotechnology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지

난 5년 동안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과 공동연구의 강력한 힘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경 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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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인터뷰 Interview

아미코젠 대표이사 및 경상대학

교 생명과학부 교수이신 신용철

동문께서 (석사 11회, 88년 박

사) 매우 바쁜 일정 가운데 인터

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아침 일찍

부터 인터뷰를 위해 멀리 진주에

서부터 카이스트까지 와주셨다.

‘아미코젠’의 코스닥 상장 이후 더욱 눈코 뜰새 없이 바빠

지신 신용철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랜만에모교인 KAIST에 방문하신소감한마디부탁

학교에 온 것은 매우 오랜만이다. 나는 카이스트가 홍릉

에 있을 때에 입학하여 1988년에 졸업했다. (그때 당시엔

카이스트에 학부는 없었다.) 졸업 이후에도 지도 교수님

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 기에 학교에는 10여년이 넘

게 있었다. 이사 온 대전의 카이스트 또한 자주 방문했던

것은 아니지만 가끔 왔기에 익숙하다. 익숙하면서 항상

기분이 좋다. 내가 현재 교수로 있는 경상대학 또한 느낌

이 좋은데, 아마‘학교’라는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

다. 기업과 달리 다른 이해관계가 없기에 천국이라 생각

할 정도다. 회사 사람들에게도 우스갯소리로 학교로 갈

때면 천국에 다녀온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현재 나는 사

업을 하고 있지만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렇기에 학교에 발을 디딜 때마다 포근하고 행복하다는 느

낌을 받는다. 또한 카이스트는 교내를 매우 잘 가꾸어 놓

지 않았는가? 자연을 잘 표현해 놓은 것 같다. 마음이 매

우 편안해 진다. 옛날 생각도 많이 떠오르게 만들어 자연

스레 미소 짓게 만드니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KAIST에서석사와박사두과정을이수한것이맞는지?

그렇다. 대학 졸업 후 카이스트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모

두 밟았다. 우리 때는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가는 길이

두 갈래 있었다. 석사 과정을 마친 후 그대로 국내에서

박사를 밟거나, 3년의 군복무를 마친 후 해외로 나가 박

사과정을 밟는 방법이었다. 나는 그대로 국내에서 박사를

한 케이스에 속한다. 어찌 되었든 당시에는 석사를 하면

박사까지 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 다. 다만 연구

실에 TO (정원)가 그리 많지는 않아 경쟁률은 2대 1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한다.

● KAIST 재학 당시의 특별한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

화가있다면?

첫 번째로는 지도 교수님과의 일화가 떠오른다. 당시

KAIST에 입학하던 이들은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 우리나

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일념이 강했다.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나라에 기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

다고 보면 된다. 당시 지도 교수님 (변시명 교수님, 현 생

명과학과 명예교수)께서는 매우 철저하신 분이셨다. 교수

님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다. 대학원에서 매주 이뤄지는 랩

세미나에서 실험노트까지 검사했었다. 제대로 안되어 있

으면 찢고 던지고 했을 정도다. 당시엔 담배 제한이 없어

실내에서도 담배를 많이 피우곤 했는데, 세미나 중간에

재떨이도 날라 다녔다 (웃음). 그만큼 열정이 대단하셨다.

두 번째로는 동료와의 일화다. 현재 BIONEER의 CEO인

박한오 대표와 실험실이 붙어 있어 자주 만나곤 하 는

데, 당시에 그는 연구 기자재를 만들고 하는 데에 관심이

많았다. 그때 그와 청계천 상가에 가서 직접 부품과 기자

재들을 사모아 기계를 만들곤 하 다. 졸업 후에 이 기계

들로 열심히 돈 벌자라고 하며 서로를 북돋았던 것이 떠

오른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향을 미쳤던 일화다. 당시

교내에서 열리는 10km 마라톤 대회가 있었다. 늘 운동을

하여 1등으로 달리던 박한오 대표와는 달리 난 달리기를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니었다. 달리기를 하면 내 앞에만

100여명 정도 있었는데, 그날은 사람들이 종점을 1~2km

정도 앞두고 이제 다 도착했다는 생각이었는지 하나 둘씩

정 연 진 학생기자

모교방문소감01

대학원생활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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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지더라. 난 끝까지 열심히 뛰었고 의외로 5등으로 골인

했다. 당시 1~10등은 메달을 주었는데, 나 또한 받을 수

있었다. 이 날의 일이 지금 생각하면 큰 교훈이 되고 있다.

●지금의내가되는데가장큰 향을준스승님이있다면?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다만 주위에

항상 똑똑한 이들이 많았다. 이들의 향이 컸던 것 같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지도 교수님이다. 지도 교수님이 매

우 엄격하신 분이셨는데, 늘 원칙과 본질을 강조하셨다.

내가 세미나 준비를 위해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발표하

면 지도 교수님께서는 몇 초도 안되어서 내용을 알아들으

시고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단번에 집어내시고는 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매우 혹독하셨다.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겠다는 사명감이 있었던 듯 하다. 실험실에 있다 보면 많

은 일이 생긴다. 실험이 늘 잘되지 않는다. 때문에 다들

예민해져 있는 상태다.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감해진 상태로 서로 싸우기도 했다. 진짜로 치

고 박고 싸우는 경우도 있었다. 내가 실험실에 있을 당시

실제로 경찰서까지 간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 당시엔 사

람들이 좀 거칠게 행동했다. 그럴 때 마다 지도교수님과

함께 가서 해결해서 돌아오곤 했다. 이런 일들에도 불구

하고 교수님은 늘 한결같이 학생들을 혹독하게 대하셨다.

그러나 교수님은 졸업을 한 학생에게는 그렇게 잘 해주셨

다. 학생들 하나하나 모두 배려해 주셨다. 일례로 해외로

유학 갔다가 한국에 들어온 경우 일자리를 알아봐주셨다.

인터넷이 덜 활성화 되어 있던 당시 해외에 있으면서 서

류준비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 작업을 모두 교수님께서 도

와주셨다. 물론 그 작업은 당시 연구실에 있던 내가 주로

했다 (웃음). 다만 당시 제자들이 본인이 잘해준 걸 모른

다며 많이 속상해 하셨던 게 기억난다. 그래서 인지는 몰

라도 나의 경우 이렇듯 지도 교수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했

다. 엄격하고 원칙을 중요시하시며 학생들을 배려해 주시

는 교수님을 계속 생각하게 된다.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주변에서도 말이 많다. 기업이 망하

면 교수직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비꼬

기도 한다. 그러나 과학을 한다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

면 알겠지만 생명과학이라는 것은 학교와 더 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 다른 분야는 대부분 업 또는 마케팅을 잘

했던 기업이 성공한다. 그런데 바이오 등의 첨단기술 분

야는 주로 기술자들이 성공한다. 페이스 북의 마크 주커

버그나 애플의 고(故) 스티브 잡스를 보면 알 수 있다. 스

티브 잡스는 주로 기술자들과 많은 교류를 가졌었다. 따

라서 기술이 먼저고 그 이 후에 마케팅 등이 붙어 성공하

게 되는 것이다. 특히나 바이오 쪽은 시간이 더 많이 걸

리는 산업이다. 결론적으로 난 지도 교수님께 가장 향

을 많이 받았다. 진부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

실이다. 지도 교수님께서는 항상‘본질’을 중요시하라고

강조 하시며 사셨고, 지금 나 역시 그 부분을 마음 속 깊

이 새기며 살고 있다. 실제로 내 주변의 학생들을 지도하

거나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들에게 문제의‘본

질’인 근원을 잘 생각하며 행동하라고 조언한다. 이러한

향으로 주변에서 들려오는 교수직과 기업인을 병행하

는 것에 대한 비판을 크게 개의치 않으나, 실제로 이렇게

전선에 뛰어들고 나니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서

지금은 교수직에서 물러나려고 한다.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해 현재 계속 출강을 하고 있으나 학교에 오래 있진 않

을 생각이다.

●바쁘신 와중에도 KAIST 생명과학과 동문회 회장직을

흔쾌히수락하셨다고들었다. 그 계기가무엇인가요?

나는 원래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한다. 아미코젠을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 원칙을 하나 세웠다. 어디에 가서

명예로운 자리를 맡는다거나 한 자리 하겠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 자는 것이다. 어디 가서 강연을 한다거나

그러지도 말자라는 생각을 했다. 원칙을 세우게 된 계기

는 2000년도에 창업했을 당시 휴맥스 대표 던 변대규

회장의 강연 때문이었다. 이제 막 벤처를 시작한 이들을

위한 강연이었다. 내용인즉슨, 자신의 회사가 커져 유명

해지든 그렇지 못하든 어디 가서 강연을 한다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다. 강연을 하는 동안 경쟁 회사는 더 크게

성장하며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고 했다. 이때의 한 마디가 매우 인상 깊게 남았다. 교수

직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의 심사위원회로 많이 불려

가게 되지만 모든 것을 거절했다. 때문에 내가 세운 원칙

에 따라 동문회 회장 또한 거절할 생각이었다. 대학동문

인 오병하 교수(현 카이스트 학과장)로부터 연락을 받고

동문회회장직수락계기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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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회장직 후보로는 선배들이 있지 않냐는 얘기를 꺼

냈더니 선배님들은 나이가 많아 힘드시니 50대 중반 즈음

에서 회장을 뽑아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대답하더라.

이 얘기를 듣고 나니 회장직은 희생이라는 생각이 들었

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는 생각에 흔쾌히 수락하

게 되었다.

●교수와 창업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가 궁금한

데요

1. 교수가되기전힘들었던점

난 매 순간이 힘들었다. 지금도 대학 입시가 어렵다고 하

지만 옛 날에도 대학 가기가 힘들었다. 시골에 있는 고등

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교사들이 자주 바뀌곤 해서 결국

책을 다 배우지 못하고 시험을 쳤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

갔지만 졸업도 쉽지 않더라. 당시 집에서는 등록금을 대

줄 형편이 되지 않았고 내가 직접 돈을 마련해야 했기에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다. 대학에 다닐 당시 우등장학

생이었으나 그렇게 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야 했고 때문

에 매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난 지금도 대학 졸업

시험을 보는 꿈을 꾼다. 필수도 아닌데 미술이나 음악 과

목을 듣지 않아 떨어지는 꿈이다. 황당하긴 한데 그때의

힘들었던 기억들이 이런 식으로 엮어져 꿈 언저리에 남게

된 것 같다. 대학원 가서도 힘들었다. 매 수업마다 주어지

는 과제를 하면서 날밤을 새기가 일수 으며, 실험에도

욕심이많아일을많이하다보니힘들게졸업하게되었다.

2. 교수가된이후의이야기

이렇게 졸업을 하고 교수직으로 가게 되었으나 교수생활

도 내 생각처럼 안되더라. 20대 후반에 교수 생활을 시작

했는데 연구비도 많이 따고 열심히 했다. 당시 연구에 필

요한 웬만한 기자재는 모두 사 들일 수 있었다. 활발한

활동과 성과를 보며 나는 내가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

했다. 그런데 2~3년 뒤에 보니 내가 졸업시킨 학생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더라. 좋은 회사에 추천을 해도 회사측

에서 모두 지방대학이라며 거절하더라. 그때부터 고민이

되었다. 나는 왜 이러한 일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대학의 목적은

두 가지다. 연구와 교육. 연구비는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으나 학생들의 진로는 내가 어찌 못해 준다는 것이 매

우 충격이었다. 졸업생의 5%도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

하니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더라.

3. 창업 동기

창업 동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앞서 말했듯이 졸업

한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시 진

주에 있는 한 회사에서 바이오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하

여 회사에 발을 들여놓았다. 벤처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

에 창업을 하게 된 것이다. 난 바이오 기술 쪽의 공장을

진두 지휘했었는데 이때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들을 많이

데려갔었다. 하나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원했던 그들은 금방 회사 문을 닫아 버렸다.

이때가 1997년의 일이다. 이후 2000년에 내가 다시 창업

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대학원 당시 접했던 응

용연구에 익숙해서이다. 대학원에 입학한 후 지도교수님

께서 유독 나에게만 산학 프로젝트를 많이 시키셨는데 이

때의 일들이 창업에 큰 도움을 주었다. 당시에는 다른 동

기들은 다들 기초연구를 하고 있는데 혼자만 배울 것도

없는 약간의 응용 기술이 필요한 연구만 시키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내심 불만도 많았었다. 고년차가 되었을 때 어

느 날 교수님 댁으로 맥주를 사서 들고 가서 대놓고 여쭈

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일을 하기는 해야 하는 데 네

가 잘 할 것 같아서이고 배울게 많을 거라고 하시더라.

고생도 많았다. 당시 열악한 기업의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개발한 기술을 산업화 시키고 공장에 적용 시

키기 위해 2~3달 가량을 머물기도 했다. 하지만 그 때의

일들이 창업의 부담감을 줄 고 현재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재기업 CEO로서의목표는무엇인가요?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은(우리 회사를 포함해) 타기

업과 비교했을 때 아직 매출 구조나 이익 구조에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 회사를 안정적인 회사로 크

게 키우고 싶다. 나는 개인적으로 현재 잘 알려져 있는

NHN(네이버)을 상당히 의미 있는 회사라고 생각한다. 이

유는 신생기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제계 순위가

높은 기업들은 대부분 세습되었다. 대표적으로 삼성, 현대,

KAIST 졸업 후바이오벤처 CEO가 되기까지04



생명과학과 한마당 소식지 17

엘지, 효성, 한진 등이 그러하다. 해외에선 그렇지 않다.

오히려 새로운 기업들이 앞다투어 순위를 이룬다. 이렇게

열린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사회가 발전해 나간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네이버가 그 가능성을 보여준 회사다. IT

분야에서 확고히 자리매김을 했다. 때문에 아미코젠을 바

이오 기업의 네이버와 같은 회사로 만들고 싶다. 다른 회

사들도 이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어찌되었든 바이오도 산업으로써 의미 있는 매출과 성장

을 보여주고 싶다.

대학시절 모여서 선후배들 사이에 토론하는 서클활동을

약 2년간 한 적이 있다. 1박 2일로 저녁에 식사 후 한 사

람씩 자신이 1년 동안 한 일 또는 평생의 이야기를 하기

도 한다. 전공을 살려 작물 종자를 개발한 이야기, 졸업하

고 군대를 다녀온 후 땅을 개간하여 옥토로 가꾼 이야기

등 이러한 이야기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때 당시 들

었던 얘기들이 현재의 나에게도 많은 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내가 한 말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향을 줄 수

도 있겠다. 조심스러워진다. 먼저 난 본인에게 있어서 의

미 있는 일을 찾으라고 권하고 싶다. 교수든 바이오 벤처

든 직업 자체가 중요하진 않다.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 대상이 사람이 되었든 환경이 되

었든 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일을 찾다 보면 그것이 연구

소든 대학원이든 길이 열리게 된다. 즉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중요하지 직업이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직업

을 목표로 향해 가다 보면 오히려 도착했을 때 실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잘 할 수 있고 흥미로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

악하라고 얘기하고 싶다. 다음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연

구든 사업이든 대화, 즉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

이다. 

처음 우리 회사는 인력부족으로 상황이 매우 열악하 다.

그러나 현재 남부럽지 않게 살아 남았다. 그 이유가 열악

한 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다 보면 해결

책이 찾아진다. 그렇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해야 한다. 즉,

사람들이‘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신이 추

구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하고 더욱 발전 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애플사의

워즈니악은 기술자 으며 초기엔 아이폰은 돈 많은 회사

원들만 쓸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동료인

잡스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생각을 바꾸게 된다. 당

시 잡스는 워즈니악의 주장과 반대로 아이폰은 모든 이가

하나씩 지니고 즐기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 고 워

즈니악은 실제로 아이폰을 모든 사람이 즐기는 장치로 만

들게 된다. 더욱 말의 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

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도 계획해서 하는 말이라기

보단 말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얘기다. 뇌

에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연산

이 이뤄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상대방

의 눈빛, 몸짓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머릿속에 입력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내보이는 것이다. 이 와중

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된다. 

기업 동료들과 대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내었고 어려운 시

기를 무사히 이겨내었던 것을 떠올리며 소통의 중요함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사업을 하겠

단 이가 있으면 할거면 빨리 창업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난‘좀 더 빨리 창업할 걸’하며 후회 중이다. 그랬다면 조

금 더 창의적으로 회사를 잘 꾸려나갔을 것 같다는 생각

이 든다. 내 자식이라도 이왕 사업을 할 거면 빨리 시작

하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창업을 포함해서) 많은

길 중 무언가를 선택하 을 때 후회하지 말고 꾸준히 해

나가야한다.

후배들에게조언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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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이높았던 KAIST 오리 이야기

카이스트 캠퍼스엔 사시사철 거위와 오리들의 무리

를 볼 수 있다. 이들은 작년의 그들이 아닐 수 있다.

생존율이 높지 않아 매년 신입생들이 보충되기 때문

이다. 이들의 생존은 온전히 그들의 몫이나 장래를

고민할 여유는 없다. 당장 과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먼저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생존의 룰이 단순해 지면 창의성은

사라지고 경쟁이 늘어난다. 먹이가 발견되면 왜 소

리를 지르느냐? 먹이가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먹이가 발견된 역의 주인에게 빼앗기느니

주변인들을 불러 모아 같이 뺏어 먹자는 것, 즉‘갱

스터’가설 (Animal Behavior 39:954-959, 1990)이

그것이다. 말이 많을 때는 내 것이 아닌 경우가 많

다. 같은 이치이다.

이러한 캠퍼스 생존 법칙을 깨는 오리가 나타났다.

대단한 카리스마로 입학 초반에 암컷 두 마리를 거

느렸다. 남다른 것은 거위들을 쫓아다니지 않는 다

는 것. 먹이활동도 독자도선을 걸었다. 과자 봉지 소

리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백로가 살던

숲 주변을 다니면서 살아 있는 곤충이나 벌레를 주

요 목표로 삼았다. 때로는 땅을 파고 사냥을 하는데

그 속에 지 이나 쥐며느리 공벌레 등이 희생양이

되었을 것이다. 존 에프 케네디는 동화 (同化 ;

conformity)는 창의성의 적이며 감옥이라고 했다. 남

들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창의성의 기본이라면 이

놈은 카이스트 재로서 기본이 되었다. 카이스트

역사상 최초로 번식을 하는 오리 기대주 일번이

되었다.

그러나 캠퍼스에 서식하던 백로들이 궁동으로 쫓겨

나간 백로사태 이후, 상황이 악화되었다. 백로서식

지의 배설물에 기대어 살던 벌레들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온전히 사람에 기대어 살아야 한

다. 그를 따라 다니던 두 마리 암컷오리가 그를 떠

나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위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남편을 따라 다닌 보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 재오리는 여전히 혼자 다녔다. 오히려 활동범

위가 더욱 넓어졌다. 그 해 여름 나는 놀라운 광경

을 목격했다. 그 놈이 연못에서 잠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보는 오리들은 수면성 오리들로 발

이 몸통의 중간에 달려 있어 잠수가 어렵다. 반면

뿔논병아리나 물닭 같은 잠수성 오리는 다리가 엉덩

이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잠수에 최적화 되어 있다.

구조적으로 잠수가 않되는 수면성 오리가 신체적 한

계를 극복하고 잠수를 하고 있던 것이다. 오죽하면

수면성 오리가 잠수를 했겠는가? 불행히도 카이스

트 연못엔 물고기가 없었다. 아마도 수중이끼와 벌

레들이 타깃이었으리라.

그 해 가을 카이스트 연못 청소가 시작되었다. 물이

깔끔해졌다. 남다른 창의성으로 생명을 이어가던

재오리도 죽었다. 다른 오리들이 교체 투입되었으나

잠수를 하는 오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창

의성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주었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캠퍼스 단상(斷想)
- 김대수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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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삼성바이오에피스협약식(2015. 8. 20)
올바른 실험실 연구노트 작성을 후원하기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매년 1천만원을 생명과학대학에
출연하는 협약식을 총장실에서 진행하 습니다. 이 출연금은 생명과학대학 대학원생 모두가 참여하는 콘테
스트의 상금으로 쓰일 것이다

KAIST-셀트리온산학협력협약식(2015. 9. 17)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에 상호 협조하여 공동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산학협력협약식을 KAIST 총장실에
서 진행하 다. 현재 양 기관의 실무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AC(External Advisory Committee) 평가
스위스 로잔 대학의 Winship Herr 교수가 올해의 EAC 위원으로 10월 13일부터 3일간 학과에 머물면서 학과
의 여러 면에 대해 조언을 하 습니다. 특히 대학원 교과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 대학원 교육은 대학교육
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인식을 입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교과목 개발을 조언 하 습니다. Winship Herr 교수
와 동행한 부인 Nuria Hernandez 교수가 내년부터 로잔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하기 때문에 학과의 visibility에
도 크게 도움이 된 행사라고 평가합니다.

모성보호실설치
여성 연구자를 배려하기 위한 학과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산물로 이번에는 생명과학과
모성보호실이 자연과학대학 건물 2층에 설치되었습니다.

KAIST-셀트리온 산학협력 협약식KAIST-삼성바이오에피스 협약식

◀Winship Herr
교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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