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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분야 ‘2015 THE 학문분야별 

Top 100’ 선정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에서 선정하는 6대 학문분야별 평

가에서 의학, 공학, 자연과학(물리학) 3개 분

야가  ‘학문분야별 TOP 100’에 선정되었다. 

본교는 4월 발표된 조선일보-QS아시아 대학

평가에서도 국내 종합사립대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연구

역량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서 최근 대학 순

위가 급상승하고 있다.

자연과학 全학과 BK21 플러스 사업 선정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BK21 플러

스 사업 중간평가에서 본교 31개 사업단이 선

정되어, 사업단 수 기준으로 전국 2위를 달성

하였다. 이번 중간 평가의 성과는 대학평판도 

뿐만 아니라 Truly, 글로벌 리딩 연구중심대학

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한것으로 평가되며 자

연과학대학은 생명과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全학과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제2회 성균관대-북경대 한중포럼 개최

본교와 북경대(총장 린쟨화)가 공동 주최하

는 제2회 한중학술포럼이 9월 9일부터 11일

까지 본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한중학술포

럼은 양교 학자들의 심도있는 주제발언과 토

론으로 진행되었다. 법, 경영. 정보통신. 나노 

총 4개 학문분야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

서 화학과 이효영교수가 ‘3D-nanostructred 

Graphene Flakes for High Performance 

Energy Storge’를 주제로, 물리학과 박두선교

수가 ‘ Unconventional Superconductivity and 

Tunable Quantum Critical Points ’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국제 학술교류협정 체결

자연과학대학은 중국과학원 근대물리연구

소, 이탈리아 University of Florence, 태국 

Prince Songkla of University, National Taiwan 

University, King Mongkut’s University of 

Technology Thonburi와 학술·학생교류 협약

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활

발한 국제 공동연구 활동과 실질적인 학생교

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 EAIE Conference and Exhibition 참가

자연과학대학에서는 스코틀랜드 Glasgow

에서 개최된 EAIE(유럽교육자협의회) 국제

회의/박람회에 참여하여 해외대학들과의 학

생 및 학술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논

의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영국 북부 지역의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University of Glasgow

와 University of Edinburgh와 미팅을 갖고 향

후 공동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하여 논의 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고 Western University 

of Australia(호주), Tohoku University(일본), 

Radboud University(네덜란드) 등과 별도의 

미팅을 갖고 2016년부터 학생교환 프로그램

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자연과학대학 글로벌프로그램

(SCI-WORLD) 설명회 개최

자연과학대학에서는 11월 9일 자연과학대학 

글로벌프로그램(SCI-WORLD) 설명회를  개

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약 50여명의 학생

들이 참석하여 글로벌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자연과학대학은 2016년에 약 

10개의 해외대학에서 교환학생/인턴십/복수

학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Radboud University Nijmegen 

Faculty of Science 방문

자연과학대학장은 10월 27일 네덜란드 

Nijmegen에 위치한 Radboud University을 방

문하여 자연과학분야에서의 양교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2016년부터 별도의 

자연과학분야 학생교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로 하였다.

2015년 PERU 대통령장학생 및 유학생    

유치 박람회 참가

자연과학대학장은 10월 30일부터 3일간 페

루 LIMA에 소재한 리마상공회의소에서 개최 

된 PERU 대통령장학생 및 유학생 유치 박

람회에 참석하였다. 페루 국가장학원과 주페

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초청으로 성사

된 이번 박람회 참여를 통해 현지 고등교육

관계자와 대통령장학금(Beca Presidente de 

la Republica) 수혜자를 비롯한 페루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본교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하여 논의하고 우리 대학의 우수한 교육·연

구 인프라/대학원프로그램/장학금제도/지원

시스템 등에 대하여 현지 학생들에게 홍보하

였다.

태국 Burapha University Faculty of 

Science 학장일행 방문

11월 19일 태국 Burapha University Faculty 

of Science의 Ekaruth Srisook 학장, Nawasit 

Rakbumrung 국제교류고문 등을 포함한 9명

의 학장일행이 실질적인 학술 및 학생교류를 

위한 논의를 위하여 자연과학대학을 방문하

였다. 이번 미팅을 통해 양교 자연과학분야에

서의 양해각서를 갱신하고 향후 학생교환프

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삼성학술정

보관을 포함한 우리 대학의 연구/교육환경을 

둘러보는 기회를 가졌다.

University of Minnesota Dr. Eric Kaler 

총장단 방문 

자연과학대학장은 11월 16일 미국의 명문

대학 University of Minnesota의 Eric Kaler 

총장단 일행과의 미팅에 참석하여 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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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하여 논의하고 협력방

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연과학대학은 2014년 University 

of Minnesota 자연과학공과대학의 Steve 

Crouch학장과 자연과학분야 교류에 대해 

상호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2015년 2학기 ‘Honors Board’ 게시자 선정

자연과학대학에서는 자연과학대학 로비에 설

치한 ‘Honors Board’ 의 2015년 2학기 게시

자를 선정하고 10월 8일 부착식을 진행하였

다. 2015년 2학기 ‘Honors Board’ 게시자는 

티칭 어워드 수상자 수학과 천기상 교수, 생

명과학과 이우성 교수, 화학과 박성호 교수, 

물리학과 이주열 교수, 생명과학과 배외식 교

수이며, 글로벌박사펠로우십(GPF) 선정자 생

명과학과 김선직, 물리학과 김민빈, 화학과 

강기태 학생이다.

독일 Univ of Wuppertal Per Jensen 교수 방문 

자연과학대학에서는 독일 University of 

Wuppertal 수리자연과학대학의 Per Jensen 

교수(물리화학 전공)를 초청하여 Local Modes 

in Vibrational (and Rotational) Spectroscopy이

라는 주제로 10월 7일 학술세미나를 개최하

였다. 세미나에는 약 30여명의 관련 분야 전

공교수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분광학 및 

물리화학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와 경험을 공

유하였다. 또한 세미나 이후에는 김영독 교수

와 팽기욱 교수 연구실 등 화학과의 첨단 연

구시설을 둘러보며 상호 공동연구에 대한 의

견을 교환하는 기회도 가졌다.

2015 기초과학독서로훈련하다 시상식 개최

자연과학대학과 학술정보관(오거서)가 공동 

주최한 < 2015 기초과학, 독서로 훈련하다 >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시상식이 11월 27

일 개최 되어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상장과 상

금을 전달하였다. <기초과학, 독서로 훈련하

다>는 자연과학대학 및 계열 학생들을 대상

으로 폭 넓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독서 

장려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약 90명의 학생들

이 참가하여 추천도서를 읽고 독서리뷰를 제

출하였다.

생명과학과 배외식 교수 

패혈증 치료, 신약후보물질 첫 발견

배외식 교수 연구진이 패혈

증 발병시 주요 장기가 손

상되고 사망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세포 신호 전달 분

자인 ‘PLD2’에 의한 것임을 

세계최초로 규명했다. 패혈증 발병 시 중요 

면역세포인 ‘호중구’에 존재하는 PLD2가 감

염균 제거 역할을 하는 ‘호중구 세포 외 덫’의 

생성을 억제해 살균작용을 약화시키고, 호중

구의 이동을 방해해 사망률을 높인다는 사실

을 확인했다.

수학과 수학 소프트웨어 경시대회 후원

수학과에서는 1월 21일 “수학 소프트웨어 경

시대회”를 후원하고 행사를 진행하였다. 복잡

한 수학 수식과 계산들을 MAPLE, MATLAB

와 같은 수학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알

아보기 위하여 진행된 이번 경시대회에는 약 

1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 하였다.

수학과 수학문제생성채점교육 클라우드  

컴퓨팅 특허등록

이상구 교수를 중심으로 한 

수학과 교수진은  “임의 수

학 문제를 제공하는 클라우

드 컴퓨팅 서버, 방법 및 기

록매체”로 국내 특허를 취

득하였다.(특허등록번호: 10-1560802) 그동

안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종속된 클라우드 컴

퓨팅 기능을 완전히 국산화하여 세계 최초로 

새로운 모델의 문제 생성-평가-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며 수학 모의 수능시험 

등 다양한 수학 문제 관련 서비스에 이용이 

가능하다. 

물리학과 박종윤 교수님 정년퇴임 기념 

심포지움 개최 

물리학과에서는 박종윤 교수님의 정년퇴임

을 기념하여 1월 28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

원에서 ‘Symposium on Nanophysics: the 

Leading Science of the 21st Century“을 개최

하였다. 물리학과 교수와 학생 그리고 물리학

과 관련 단체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하였으

며, 유지범 부총장을 비롯하여 권영욱 자연과

학대학장, 강희재 한국진공학회 회장 등이 내

빈으로 초대되어 자리를 빛내주었다. 

물리학과 수리물리캠프 개최

물리학과에서는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수리물리캠프를 개최하였

다. 수리물리캠프는 물리 학습에 필요한 수학적 

스킬을 배우고 수학적 언어로 표현되는 물리적 

현상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루 6시간의 

이론수업 및 문제풀이 강의로 진행되었다.

물리학과 헬물리캠프 개최

고전역학에서 양자역학에 이르기까지 학기 중

에는 세세하게 익히지 못했던 내용들을 방학기

간 동안 세미나와 문제풀이 등을 통해 깨우치

고 전공학습능력의 기반을 강화시키고자 12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물리학과 진입생 및 물리학 전공생, 물리학 학

습에 관심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헬물리캠프를 

개최하였다. 헬물리캠프는 고전역학, 양자역학 

문제 80선, 세미나로 진행되었다.

물리학과 진입생 전공학습력강화캠프 개최

물리학과에서는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간 안면도 새섬리조트에서 진입생 전공학습력 

강화캠프를 개최하였다. 멘토/멘티 프로그램

과 수준별 로드맵 제시 등을 통해 전공 기반지

식을 집중적으로 함양할 기회를 가졌으며 이번 

캠프에는 물리학과 진입생 이외에 학과장(이주

열 교수), 학부 재학생 20여명이 참석하였다.

물리학과 안종렬 교수 

세계에서 가장 얇은 ‘그래핀 코팅’ 기술 개발

안종렬 물리학과 교수팀

은 0.25n 두께의 그래핀으

로 3차원 구조의 실리콘 기

판을 완벽하게 코팅하는 기

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

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과학 분야 권위지

인 ‘나노스케일(Nanoscale)’ 10월 29일 자 온

라인판에 발표됐다.

화학과 배한용 동문 

대한화학회 우수박사학위논문상 수상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

최된 제116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에서 화학과 배

한용 동문이 우수박사학위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배한용 동문은 

현재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

원으로 재직 중이다.

화학과 화학캠프 개최

화학과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대부도 

테마펜션시티에서 화학캠프를 개최하였다. 

각 세부전공에 대한 설명과 BK21플러스 사

업의 홍보, 신임교수의 특별 세미나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생의 전공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진로탐색을 돕고자 하였다. 화학캠프

는 매년 진행되는 행사로 이번 화학캠프에서

는 학생과 교수 총 50여명이 참석하여 화합

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화학과 효천장학회 만찬간담회 개최

12월 10일 효천장학회 만찬간담회가 개최되

었다. 이 날 행사에는 장학회 회장 조규학 동

문(화학57)과 화학과 교수, 장학생 및 졸업생

이 참석하여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조규학 동문은 장학생들

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았고, 

선배 장학생들은 후배 장학생들에게 직접 체

험한 값진 경험담을 나누며 선후배간의 발전

을 견인 할 수 있는 상호 교류의 장이 되었다.

화학과 한국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개최

화학과에서는 1월 10일부터 22일까지 한국

화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를 진행하였다. 1월 

10일 열린 입교식을 시작으로 고2반은 1주, 

고1반은 2주간 진행되었으며, 겨울학교에 참

가한 총 80여 명의 학생들은 유기화학, 물리

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 등 다양한 화학 분

야의 강의와 실험에 참가하였다. 고2반에서 

선발된 4명의 국가대표는 7월에 열릴 국제화

학올림피아드에 출전, 전 세계의 학생들과 실

력을 겨룰 예정이다.

화학과 BK21플러스 심포지움 개최

화학과는 1월 28일, 29일 양일간 대명비발디

파크에서 ‘BK21플러스 심포지움’을 개최하였

다. 화학과 교수 12명과 180여명의 대학원생 

및 학부연구생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움은 우

수논문상 수상자들의 연구실적발표 및 구두

발표와 포스터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대

학원생들의 우수 연구실적 발표와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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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글로벌프로그램 

SCI-WORLD

SCI-WORLD 참여대학 및 프로그램 자연과학대학에서는 2016년도부터 자연과학분야 전공학생들에게 글로벌 역

량을 발휘하고 향상시키는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연과학대학 자

체적으로 글로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SCI-WORLD는 SCIENCE와 WORLD의 합성어로 자연과학대학만의 특성화 

된 글로벌프로그램을 대표하는 명칭이며, 이를 통해 자연과학대학 소속 학생

이면 누구나 해외대학에서의 복수학위(dual degree), 교환학생(exchange), 

여름단기과정 및 연구실 인턴십(internship)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	031-290-5802  cscience@skku.edu

학기 Country University Program

여름학기

Hong Kong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Summer Study Program

Japan Tohoku University TSSP

Taiwan National Taiwan University NTU Plus Academy 

Thailand King Mongkut's University of Technology Thonburi Laboratory Internship

UK University of Edinburgh Laboratory Internship

USA Indiana University Laboratory Internship

정규학기

Australia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Exchange/Study Abroad

China
Beijing Jiaotong University Exchange

Jiangnan University Exchange

Denmark Linnaeus University Exchange

Germany University of Wuppertal Exchange

Japan Tohoku University JYPE/COLABS/DEEP

Netherlands Radboud University Nijmegen Exchange

Poland Gdansk University of Technology Exchange

Sweden Umea University Exchange

Taiwan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Exchange

Thailand
King Mongkut's University of Technology Thonburi Exchange

Prince of Songkla University Exchange

USA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Dual Degree

 자연과학전공 학생들에게 해외대학에서 공부하는 경험이 중요한가요?

글로벌 학습·연구 역량은 전공을 불문하고 글로벌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

요한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경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

문화이해능력과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대학이든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자연과학 관련 전공은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을 전공한다는 것은 어느 대학에서나 본인의 준비상태와 능력에 따라 다

른 사람들이 쉽게 포착하기 어려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적인 무

대를 직접 경험하면서 자연과학 전공자로서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좋

은 기회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글로벌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은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하나요?

글로벌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어학(영어)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

합니다. 따라서 전공 공부와 함께 어학 공부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하고 TOEFL과 같은 공

인어학시험 준비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쌓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점평

균(GPA)도 평가요소에 반영되기 때문에 성적도 관리를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달성

하고자 하는 목표를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

외대학에서 공부해보겠다는 꿈과 의지가 아닐까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

기 마련이니까요. 

 국제교류팀에서도 교환학생을 모집하던데, SCI-WORLD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연과학대학의 SCI-WORLD는 자연과학대학에 소속된 학부·대학원 과정 학생들만을 

위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른 학과의 학생들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즉, 

비교적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선발될 수 있는 확률

이 높다고 볼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전공학생들의 특성

을 가장 잘 아는 각 학과 교수님들께서 직접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자

연과학분야에 특성화 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모든 전공을 대상으

로 모집하는 일반적인 해외수학(study abroad) 프로그램보다 유익

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선발 규모가 상대적으

로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프로그램 담당자와 상

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작지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외에서 공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나라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공부 한다고 해서 무

조건 비싸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보다 생활물가가 저렴한 

곳이 분명 있기 때문이지요. 아마 현재 집에서 나와 기숙사나 하숙·

자취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비용 차이는 더 적어지게 될 것입니

다. 또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해외에서 공부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

는 학생들을 위하여 우리 대학에서 선발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

과에서 자체적인 심사를 통하여 지원금(SCI-WORLD Scholarship)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부 해외대학의 경우 해외대

학에서 파견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보조해 주

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 = ‘기회가 없다’라는 등식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파견대학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파견대학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검색”을 하는 것이지요. Google에 대학 이름만 영어로 입력 해 보

세요. 각 대학의 홈페이지는 물론 Wikipedia 등 다양한 온라인 소스

(source)를 통해 각 대학의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의 해외대학 홈페이지는 외국인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안내페이지를 

구축 해 놓거나 PDF등의 형태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Google 

Street View를 통해서 캠퍼스나 주변 환경을 미리 살펴보는 것도 가

능하지요. 만약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어렵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행정실에 연락해 보세요. 친절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생소한 대학이 대부분인데,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대학에 가서 

제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 있는 대학 중 ‘내가 들어본 대학’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요? 범위를 좁혀서, 세계 대학 순위 500위 안에 랭크 된 대학 중 과

연 ‘내가 들어본 대학’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내가 들어본 대학’,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어야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선택

의 기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글로벌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는 대학’이 본인에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는 것 아닐까요? 본인에게 어떤 면이 도움

이 되었는지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것이라고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해요.

Q1

Q2 Q4

Q5

Q6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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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은 더욱 넓은 시야와 안목을 가

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생명과학이라

는 분야에 대해 더 잘 느껴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조

금씩 적응해 나갈수록 네덜란드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네덜란드

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 곳에서의 배움과 여유, 나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던 환경이 너무나 그립기 때

문입니다. 

Leiden 학생들은 3학년 2학기가 되면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 교수님의 연구실에 들어

가 한 학기 동안 학부 연구생을 지내며 논

문을 씁니다. 그 때 듣는 수업이 Bachelor 

Internship과 General Research Skill(GRS)

이라는 과목인데, GRS의 경우 실험 결과

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고, 

Bachelor Internship의 경우 학부 연구생 생

활을 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한국으로 돌

아가서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지만, 네덜란드에서 학부 

연구생을 지내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여 학점은 신경 쓰지 않기

로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교환학생을 하며 지냈던 경

험은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화에서 생활해 보고 다른 나라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유럽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느껴볼 수 있었던 너무나 좋은 경

험이었습니다.  

해외봉사를 떠나기 전부터 교육봉사와 문화

교류 준비 등으로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매

우 바쁜 일정이었지만, 모든 단원들이 열심

히 준비한다는 점에 매우 놀랐습니다. 열정

이라는 씨앗을 품은 모두의 태도에 감탄했

고, 베트남에서는 더욱 감탄을 금치 못했었

습니다. 잠시 힘들어 ‘이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 옆의 단원은 부족하다며 

열정을 더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단원들과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에 생

생히 떠오릅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갑

자기 비가 와서 비로 흠뻑 젖었던 적, 하루에

도 몇 번씩 정전되었던 적, 콜라 한 캔에 행

복함을 느껴본 적, 그 더운 날 서로 짐을 들

겠다며 아웅다웅하면서 걸어본 적, 사소하지

만 다시는 경험해보지 못할 일들을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한, 이상한 외국말을 

하는 저희가 무서웠을 텐데 환한 미소로 우

리를 반겨주고, 먼저 학교에 도착해 우리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순수한 그 미소를 보고 

있자면 저도 저절로 행복해지고 웃음이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이들이 가

지 말라며 우는 모습은 정말 마음이 아팠습

니다. 10박 12일 동안 순수한 눈빛, 몸짓만

으로 정을 주고받았던 쑤안히엡 초등학교 아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사람은 항상 성장하고, 모든 배경과 경험이 

훗날 그 사람을 만드는 밑거름이라고 생각

합니다. 각자 마음에 품고 있던 열정씨앗들

이 이번 해외봉사활동에서 받은 감동과 경

험을 통해 훗날 어떤 꽃으로 성장할지는 모

르겠지만, 저 자신을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

어 주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온새미로’는 ‘언제나 변함없는’ 이라는 뜻

의 순우리말로, 제32대 자연과학대학 학생

회의 이름이자 모토이기도 합니다. 선거운동

본부 당시에 당선이 되고 나서나 시간이 지

나 임기만료가 다가올 때까지, ‘선거운동 할 

때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변함없이 보

여주자!’ 라는 다짐을 하며 ‘온새미로’ 라는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자연과

학계열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새내기 새로

배움터의 성공적인 개최를 시작으로, 저희

를 지지해주셨던 학우 분들에게 약속을 드

린 사업들이 3월 개강 직후부터 곧바로 추

진될 수 있도록 저희 온새미로는 방학부터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자보를 

통한 알림과 카카오톡 옐로우아이디, 페이스

북 등의 SNS를 통해 학우 분들에게 묻고 질

문을 받으며 소통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리며, 언제나 

변함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꼭 지켜봐 주시

길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학교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다

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데에는 매우 수동적

이었습니다. 또한, 학과 수업이나 봉사활동 

외에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행사에도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4학년이 되어

서야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

해 후회하였지만, 졸업과 동시에 사회로의 

첫 발을 내딛을 준비를 해야 하기에 처음에

는 국토대장정을 신청하는 것이 옳은 일인

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대장정에 가기로 결심한 뒤로 

소극적이었던 제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지

금까지 스스로 운동을 해 본 적이 없었지만, 

떠나기 한 달 전부터 운동을 하며 준비했고, 

그렇게 한 달간의 준비운동을 마치고 10일 

간의 국토대장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잠

시 현실에서 벗어나 국토대장정을 떠난 저

는 취업 준비와 불안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

스를 날려버리고 외부의 문제들이 아닌 제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고민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국토

대장정을 하면서 물집도 생기고 발톱도 빠

져서 체력적으로는 매우 힘든 여정이었지만, 

힘들 때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꿀 맛 같은 

휴식의 기쁨을 더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

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국토대장정은 경쟁자

들과 치열하게 다투며 사회로 나아가는 길

목에 서 있던 저에게,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

의 손길을 느끼게 해준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지금 겪은 일보다 더한 위기

가 저에게 찾아오겠지만 국토대장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여러 원소들로 어떤 화합물을 만들

어 보는 상상을 하곤 했지만 실제로 만들어

보거나 만져본 경험은 없어서 아쉬웠던 차

에 URP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URP에서 수행했던 연구는 “Electr ical 

resistance study on Ca(Ir1-xCox)2 poly 

crystal superconductor”입니다. 

학부생 수준에서 지원 없이 연구하는 것이 

어려운데 운이 좋게 도움을 받아 연구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 학부생때

는 이론을 주로 배우는데 이렇게 배운 것을 

이용해보고 실습해보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물리가 조금은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실험 

및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과 이론들도 어려

워 보이고 골치 아프게 보였지만 알고나면 

쉽고 재밌을 것이란 기대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URP를 통해 자기의 연구를 해본 것은 처음

이고 작은 한 걸음이지만 연구소에서 혹은 

산업 현장에서 이 경험이 나의 발전을 점화

시키는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명과학과 |	김나혜

2015년 1학기
네덜란드 Leiden University 교환학생

나를 위한 
새로운 도전

교환학생

화학과 |	류은열

2015년 여름 LS해외봉사단 참여

열정씨앗 
꽃을 피워라

해외봉사

수학과 |	오훈영

제32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언제나 
변함없는
‘온새미로’

학생회

수학과 |	박지원

2015년 여름 국토대장정 참여

위기 극복 
프로젝트

국토대장정

물리학과 |	정상현

2015년 1,2학기 URP참여

연구가 
좋아진 순간

URP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URP”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학부생

이 주체적으로 연구주제를 설정하여 수행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주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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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GUT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주제

신수현: 무거운 페르미온 금속 중 전하밀도

파, 초전도, 그리고 강자성체라는 세 가지의 

바닥상태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물질인 

(La,Sm)NiC2에대한 단결정 성장과 물성측정

이 이번 연수의 주제입니다. 단결정 성장은 

tetra-arc furnace에 Czochralski방법을 이용

하였으며, 물성측정은 X선회절분광법을 기본

으로 전기적, 자기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연구

하였습니다.

장하림: 흥미로운 물성을 보이는 양자물질을 

합성하는 것과 분석하는 것을 주제로 하여, 무

거운 페르미온 금속 중 하나인 (Ce,La)In3의 

물성 측정과 초전도체와 자성체의 관계를 연

구할 수 있는 (La,Sm)NiC2단결정 성장과 물성 

측정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➋ GUT에서 연구를 하게 된 계기/동기

신수현: 물리분야의 난제 중에 하나인 비정

상초전도성이 강자성과 전하밀도파와 어떠

한 연관성을 갖는지 연구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La,Sm)NiC2단결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연구에 대한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

고 있는 GUT와 Institute of Low Temperature 

and Structure Research, Polish Academy of 

Science in Wroclaw에 방문하기 위해서 GUT

에서의 연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장하림: GUT는 (Ce,La)In3에 대한 공동연구

를 진행하고 있으며, 질이 좋은 (La,Sm)NiC2

결정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술과 장비를 보유

한 우수한 연구실 입니다. 또한 단기연구교류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생 교류’가 가능

한 곳이라는 점도 제가 GUT에서 연구하기로 

결정한 중요한 동기입니다.

➌ GUT에서 연구 경험이 본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신수현: 질 좋은 단결정을 만드는 과정을 해

외대학의 전문가의 지도아래 직접 체험해보

고 배운다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값

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수기간 동

안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실에 부족한 점

을 새로 보고 배우며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를 가지게 된 것도 개인적으로 매우 유익했다

고 생각합니다.

장하림: 장비를 더 안전하고 오래 쓸 수 있도

록 운용하는 방법, 시료를 경제적으로 보관 

및 사용하는 방법부터 연구 주제나 내용이 구

성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공유되는 것을 직

접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➊ 연구실 및 연구 주제 소개

저는 암세포생물실험실에서 연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주제로는 DNA 손상 

반응과 세포분열 과정에서 또한 만성 골수

성 백혈병 환자에서 단백질의 기능 연구 등

이 있습니다.

➋ 논문관련 분야의 동향과 전망

DNA 손상 반응은 세포 유전체의 온전한 상

태를 지키기 위한 기작입니다. 놀랍게도 한 

세포는 하루에 1만회 이상의 DNA 손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DNA 손상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세포 외적으로는 

자외선, 발암 물질 등이 있고, 세포 내적으로

는 활성 산소에 의해 DNA 손상이 일어납니

다. 만약 DNA 손상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

한다면 사람은 암, 심장질환, 면역질환 등 여

러 가지 질병을 가지게 됩니다. 세포는 DNA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서 여러 단백질들과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을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

니다.

➌ 연구활동하면서 느낀 점

연구를 하면서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

니다. 기존에 발표된 내용의 실험을 진행할 

때, 그 실험을 재현해야 하는데 논문에 나

온만큼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

다. 실험은 어려웠지만 새로운 정보를 배우

고 공부하는 과정은 즐거웠습니다. 공부를 

할 때, 정말 그런걸까, 왜 그런걸까, 어떻게 

그런걸까를 생각하면서 신기해하고 즐거웠

던 것 같습니다. 또한 논문에 담겨진 내용들

은 세계에서 처음 밝혀진 연구 결과이기 때

문에 논문들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 분야의 

첨단에서 조금 더 전진하는 중이구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밝히고 있는 중이구

나’ 하는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➍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후배들에게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생명과학

을 공부하는 즐거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

학적 사고, 물리적 현상, 화학 반응도 흥미롭

지만 저에게 “생명현상”은 그 어떤 공부보다 

신비롭고 오묘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생

명과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고, 즐겁게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연구하기가 힘

들 때 초심을 생각하며 미소지어보시길 바

랍니다.

➎ 연구활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저는 텍사스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Junjie Chen 교수의 연구실에서 

박사후연구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DNA 손상반응 또는 다른 생명현상에서 어

떤 단백질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연구하

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인류

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해외대학에서 연구한 경험으로
 다양한 장소와 환경에서 연구하고 싶어”

“신비롭고 오묘한 생명현상
 어렵지만 즐거워”

➍ GUT에서 연구하면서 느낀 우리 학교와의 

차이점

신수현: 학부생이 연구실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대학 학부학생들도 어느 정도 전공지식

이 쌓이고 나면 적극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실의 문을 두드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하림: 연구실 구성원들 간의 수평적인 관

계라든지 자유분방한 분위기는 우리 학교와

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학부 초

기부터 자신이 연구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닌

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세부전공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

이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➏ 해외대학에서 연구활동을 해 보고 싶은 후

배들에게

신수현: 해외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어려움 없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학부때부터 미리 준비를 시작 

했으면 합니다.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개인의 목표와 관심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 해외대학에서의 

연구활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

전하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장하림: 너무 순수한 ‘연구’에만 집중하지 않

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험한 결과를 분석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만이 아니라 해외대학이

나 현지사람들로부터 생각하는 방향이나 방

식, 문화 등 연구 외적인 부분들에서 배우는 

것들도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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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중 자연과학대학과 학술·학생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폴란드의 

Gdansk University of Technology(GUT)에서 응집물질물리분야 연구를 

수행한 물리학과 신수현·장하림 학생의 경험담을 들어보았습니다.

물리학과	신수현	|	석박통합과정	5기

물리학과	장하림	|	학부과정	4학년

양자물질초전도체창의연구소	소속	(물리학과	박두선	교수)

생명과학과 김홍태 교수 연구팀이 DNA 손상 복원에 중요한 단백질인 

RAP80과 결합하는 TRAIP 단백질을 규명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네

이처 커뮤니케이션즈’ 학술지에 게재(제1저자 이남수, 정희진)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이남수 학생을 만나 앞으로의 연구계획과 

포부를 들어보았습니다.

생명과학과	이남수	|	석박통합과정	6기

2013년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박사펠로우십(GPF)	선정

암세포생물실험실	소속	(생명과학과	김홍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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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천장학금을 어떻게 알고 신청하게 되었나요? 

변재용: 제대 후 3학년

으로 복학을 하게 되었

습니다. 2년 동안 전공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한 

터라 불안감이 컸습니다. 

역시나 처음에는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고 뒤죽박

죽 섞여 너무 힘이 들었

습니다. 반복을 거듭한 결

과 나무만 보이던 것이 

어느 순간 숲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전공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

다. 원래 장학금과는 거

리가 멀다고 생각해서 관

심이 없었는데 전공에 흥미를 갖게 되어 열심히 하다 보니 효천장

학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큰 동기부여가 되

어 계속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창민: 저는 2014년에 2학년으로 복학하면서 화학과 게시판을 

통해 효천장학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등록금을 대출하여 등

록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기회로 보였습니다. 그

래서 신청시기, 신청절차,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직 

장학금을 받기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장학금 때문에 공부를 억지로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결국 억척스럽게 올려놓은 학점으로 겨우 효천장학금을 받게 되었

습니다.

효천장학금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김창민: 3학년때 효천 장학생이 된 이후 다시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장학금에 

매달리는 공부를 하지 않고, 처음으로 나를 위한 공부를 해보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니 공부에 대한 스트

레스도 많이 줄었고 장래에 어떤 일을 하게 될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재용: 효천 장학금 수여식 때 선배님께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장학생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되었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술동아리 활동을 통해 스터디 그룹을 만

들어 교재 이외의 자료나 논문도 찾아보면서 심도 있게 공부 했

습니다.

졸업 후의 계획과 포부를 들어보고 싶어요.

변재용: 4학년 1학기가 끝나고, 고민 끝에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

원)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수험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진

학에 필요한 DEET 시험 과목 중 화학 문제가 포함된 과목에서 1

등을 할 수 있었고 원하던 곳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치전원에 

입학해서도 조규학 선배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잊지 않고 최선

을 다해서 어느 분야에서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선배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

아가고 싶습니다.

김창민: 저는 조기졸업

과 학석연계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고 있습

니다. 이제 효천 장학

금을 받을 수는 없겠지

만, 저와 같은 고민을 

안고 소중히 보내야 하

는 시기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

는 학우 여러분들이 저

와 같이 좋은 기회를 통

해 미래에 대한 자신만

의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 받고 
미래의 꿈이 

더 분명해졌어요”

자연과학대학에는 자연과학대학 졸업 동문들이 후배사랑의 따뜻한 마음으로 마련한 동문장학금이 

있습니다. 효천장학금은 화학과 대표 동문장학금으로 한성화학공업(주)의 조규학 회장이 “화학과

의 국제적인 위상확보와 국제경쟁력이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출연하신 36억원의 기금으로 시

작하였으며 2015년까지 132명의 재학생에게 총 5억 6천여만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가까운 미래 
과학자를 꿈꾸며

물리학과	|	박성하 교수

화학과		변재용,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예정

2014년	1학기,	2015년	2학기	효천장학생	선정

화학과		김창민,	화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예정

2015년	1학기,2학기	효천장학생	선정	

놀라운 상상들이 실현 되기 위해서는 교과서적인 지식습득 뿐만 아니라,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상상력, 그리고 자연과 생명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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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가 막 시작될 즈음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의 대부분이 완성되었다고 여겼다. 뉴턴을 중

심으로 한 (고전)역학과 멕스웰에 의한 전자기파의 원리를 통합한 전자기학의 완성, 그리고 이 

두 학문을 필두로 열역학, 광학, 유체역학 등 대부분의 물리현상은 이들의 학문분야에서 설명

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이후 물리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정교한 실험장치를 고안

하고, 이를 이용한 좀 더 정확한 물리적 상수를 실험적으로 구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팽

배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는 달리, 1900년 이후 100여년 동안 물리학에서는 신

르네상스의 시기라 할 만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시공의 재해석을 다룬 아인슈

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시작으로, 극미 아원자의 운동해석을 다루는 양자역학과 소립자물리학, 

실험대상의 크기로는 최대가 될 만한 우주론, 더 나아가 응용물리학으로 대변되는 고체물리학, 

나노물리학, 분자물리학 등 자연을 바라보는 물리학은 더욱 정교해지고 세분화 되기 시작하였

다. 실제로 지난 100여년 간 성취한 물리학적 발전은 이전 1900여 년 동안의 발전보다 양적으

로나 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워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로니컬하게도 놀라운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많은 자연의 비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연구실을 밝히고 

있다.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그의 책 “특이점이 온다”에서 유전공학, 나노기술, 인공지

능의 혁명적인 발달로 인간과 기계가 하나가 되는 시기가 올 것을 예측하고 있다. 인간의 사이

보그화, 가상세계의 현실화, 노화와 질병의 해소, 환경오염 제거, 기아 및 가난의 해소, 혈관사

이를 유영하는 의학용 나노로봇,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뇌의 정보가 컴퓨터로 이

동함으로써 얻는 영생의 삶 등 공상과학 속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들이 과학기술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흥미진진하게 서술되고 있다. 더 나아가 평행우주론으로 잘 알려진 뉴욕 시립대학교 

물리학과 미치오 카쿠 교수는 그의 해박한 지식을 기반으로 그의 책 “불가능은 없다(Physics of 

the Impossible)”에서 투명인간, 순간이동, 우주횡단, 시간여행 등 현재 불가능한 현상들이 과학

적 지식의 축척을 통하여 미래 어느 때쯤에는 가능하리라 역설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예견하는 놀라운 상상들이 가까운 또는 조금 먼 미래에 실현 되기 위해서는 교과

서적인 지식습득 뿐만 아니라,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상상력, 그리고 자

연과 생명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까

운 미래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우리 학생들이 호기심과 경외감으로 자연을 대하고, 풍요로

운 미래세계를 그리며, 매일매일 즐겁게 강의실과 실험실에서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길 부탁드

리고 싶다. 각자 맡은바 본분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인류에 공헌하고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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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연과학대학의 독서 행사인 ‘기초과학, 독서로 훈련하다’

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총 86편에 이르는 독서 노트를 제출

하였다. 올해에도 <자연과학과인문학>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

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이번 행사가 매우 풍성한 독서 행사가 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바쁜 학기 중임에도 독서에 대한 깊은 관심

과 열의를 보여준 학생들을 칭찬해야 할 것이고, 이처럼 매년 학

생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북돋아 주고 있는 자연과학

대학의 교수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올린다. 

이번 독서 행사에서 심사자는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들에 초점

을 맞추어 심사를 진행하였다. 첫째 선정 도서에 대한 논리적 혹

은 분석적 이해가 드러나는지, 둘째 도서 내용과 관련한 비판적 

평가 혹은 창의적 적용이 이루어졌는지, 셋째 설명력 내지는 설

득력 있는 글쓰기가 수행되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

기한 기준들에 의거하여 1명의 으뜸상, 4명의 학과별 버금상 수

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자는 우수 독서 노트

가 예년과 달리 특정 학과에 몰려 있지 않고 자연과학대학의 거

의 모든 학과들에서 골고루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독

서 노트의 전반적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4회째 대회로 접어든 ‘기초과학, 독서로 훈련하

다’가 자연과학대학 학생들의 주요 독서 행사로 완전히 자리 잡

아 가고 있는 느낌이다. 

‘기초과학, 독서로 훈련하다’는 자연과학대학의 독서 축제이다.  

심사자는 심사 기간 내내 이번 독서 행사에서 보여준 우리 자연

과학대학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의 그리고 독

서 수준의 전반적 향상에 무척 흡족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

었다. 이 프로그램이 자연과학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뿐만 아니

라 우리 성균관대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들 사이에서 하나의 

훌륭한 독서 행사로서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Science Magazine  과학을 읽는 자, 세상을 이끈다

SKKU College of Science

꿈만 같았던 4년이었습니다. 마음껏 책을 읽었으며 마음껏 대화를 나누었으며 마음껏 사색의 시간

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자리에서 좀 더 진지한 대화를 좀 더 많이 나누었더라면 그때 그 강

의실에서, 그 도서관에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하였더라면 하는 후회가 살며시 들기도 합니다. 무지에

의 후회를 하지 않도록 먼저 그 길을 갔고, 그 길을 알고 있는 선배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를 담아보았습니다.

“고민하는 만큼 
 목표 이룰 수 있어”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박사후연구원	이지웅	(화학과)

학부 재학 시절에  화학과 학생회 및 동아리

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군입대 전 휴학기간 동

안 화학과 권영욱 교수님의 소개로 송충의 교

수님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으로 연구를 시

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에 학부 마지막  

1년 동안 유기화학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덕분에 석사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된 점이 현재까지 큰 도움을 주고 있습

니다. 박사과정을 유기화학으로 전공하였지

만 이스라엘에서 1년 동안 material chemistry

를 경험한 바탕으로 현재 UC-Berkeley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Jeffrey Long group 무기

화학분야에서 porous polymer, metal-organic 

framework를 기반으로 한 재료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고정화, 독성물질 중성화 등 다양

한 응용성을 찾아보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UC-Berkeley 화학과 대학원은 연구실적은 

물론이고 교수진, 연구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연구기관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지는 그룹들이 연구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여름을 기점으로 박사후연구원을 

마무리하고 덴마크의 University of Copenhagen

에서 조교수로 연구경력을 이어갈 예정입니

다.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유기/무

기/재료 화학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뛰어난 촉매시스템

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부나 대학원에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할 때, 많은 고민을 하는 만큼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뛰어난 경험과 역량을 갖

춘 많은 교수님들, 연구진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능동적

인 태도로 수업뿐만 아니라 실험실습, 연구

실 인턴십과 같은 가까이 있는 기회들을 잘 

살릴 수 있다면 자연과학을 배우는 사람으

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후배들이 항상 즐거운 마

음으로 주워진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목

표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

니다.

사회가 환영하는 성균인

“자연과학대학 
 학생들의 
 주요 독서 행사로   
 완전히 자리 잡아”

자연과학대학과 학술정보관(오거서)가 공동으로 주최한 독서장려프로그램 ‘2015 기초과학, 독서로 

훈련하다’에 참가한 학생들의 독서노트를 심사한 박상태 교수의 심사평입니다.

학부대학	|	박상태 교수

수상작 선정평

1. 으뜸상 

허재석(물리학과)	『인간본성에 대하여』

수상자는 과학과 철학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폭넓은 관심을 배경으로 선

정 도서를 깊이 있게 이해하였고, 도서 내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비판

적으로 잘 제기하였다. 

2. 버금상

설재훈(생명과학과)	『부분과 전체』

현대의 고전이지만 단편적 에피소드로 구성된 자기 독백적 성격의 도서

에 대한 독서 노트를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정치에 오염된 과

학’을 다룬 부분이 인상적이다.

정일권(수학과)	『리만 가설』

수상자의 독서 노트를 읽으면서 천재적 수학자들에게 훨씬 친근하게 다

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수상자의 글쓰기 솜씨가 빼어나다. 

고광윤(물리학과)	『이기적 유전자』

자신의 구체적 체험을 바탕으로 핵심 주제를 잘 파악하였고 도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진정성 있게 드러내고 있었다. 

이지은(화학과)	『침묵의 봄』

도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고, 적절한 비판적 평가와 더불어 자신의 

입장 도출이 매우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매우 견고하게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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