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 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
회장은 카이스트신문 개편을 맞아
본지와 한 인터뷰에서 신문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변화할 신문에 대
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학우
들이 만드는 학생언론이기에, 한층
강화된 학생 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라며 착성 있
는 보도, 성역 없는 보도를 당부했
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카이스트신문이전면개편되었다. 개편된
신문이더유심히살폈으면하는내용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학우의 소소
한 일상과 접한 신문을 보고 싶
다. 뛰어난 학내 동아리들의 대외
활동 소식을 그동안의 신문에서 쉽
게 접할 수 없는 것은 아쉬웠다. 

또한, 학교와 학우 간 마찰이 일
어나는 여러 쟁점에 대해 학우의
입장과 학교의 입장을 나누어 자세
히 비교하는 기사를 싣는 것도 좋
겠다. 양 측의 처지를 더 깊이 이해
할 수 있고, 간접적이지만 훌륭한
소통의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로부
터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내언론으로서카이스트신문이지향하
는바는무엇이라고보나

카이스트신문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학교의 사료로 원

히 기록된다는 특징이 있다. 학우
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학생사회의 담론이 오고 갈 수 있
는 공론장이 바로 카이스트신문의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카이스트신문
은 생산적인 논의를 발생시키고 여
론을 결집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이다.

박 회장에게 있어 카이스트신문이 갖는
의미는

맡은 역할 때문인지, 학내 소식
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학우
들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1면과
<종합(보도)>, <오피니언>에 눈길이
오래 간다. 실제로 카이스트신문은
입학 후부터 지금까지 학내의 동향
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시
야를 크게 넓혀 주었다. 카이스트
신문은 지금의 총학 회장이라는 자
리에 오를 수 있었던 힘이 아닐까.

카이스트신문에 어떤 총학 회장으로 기
록되고싶은가

두 가지 희망이 있다. 첫째로 현
재 최대의 숙원인 등록금 문제 해
결을 실천한 총학의 회장으로, 둘
째로 우리 학교의 총학 대의체계를
민주적으로 개혁한 회장으로 우리
학교 역사에 남고 싶다.

손하늘 기자

press@kaist.ac.kr

카이스트신문이 새로워집니다.
더 자세한 소식과 날카로운 비판을
담는 다양한 지면을 신설하고 독자
참여의 장을 넓혔습니다.

<종합>, 갈등을이해하는실마리
우리 학교 안에서도 수많은 단체

들과 사람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정치적인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
런 사건들 안에 존재하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언론 본연
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종합>을 신설
해, 실타래처럼 얽힌 갈등과 문제

를 하나씩 풀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캠퍼스>,  작은것까지보여주는돋보기
학교는 넓고 사람은 많습니다.

새로운 사건은 계속 생기는데 이를
개인의 노력으로 모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놓
치는 일도 종종 생깁니다.

<캠퍼스>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지만 알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독
자에게 속속들이 보여주는 돋보기
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사와 함
께 [단신]으로 학내 주요 행사 일정

을, [동정]으로 학내 구성원의 소식
을 깔끔하게 정리해 전합니다.

<사람>, 우리주변의이야기
5천 명의 학부생, 만 명의 대학

원생, 6백 명의 교수 등 수많은 구
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학내 사회
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에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인물의 특별한 이야기나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소수자의 눈
물을 조명합니다. 

<연구>, 최신학계동향을쉽고재미있게
우리 학교의 많은 연구들은 각

분야에서 최신 흐름을 주도하고 있
습니다. 최첨단 연구를 독자들이
좀 더 가깝게 느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연구>에서는 관련 전공 지식이
없는 독자도 최신 연구 원리를 쉽
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독자참여늘리고가독성높여
<오피니언>을 재정비하고 독자

퀴즈를 신설해 쌍방향 소통의 공간

으로 다시 꾸몄습니다. 
한편, 신문 전반적으로 그래픽

요소를 많이 활용하고 디자인에 변
화를 주어 가독성을 높 습니다.

2010년, 카이스트신문의또다른도약
카이스트신문은 1988년 2월 1일

‘과기대학보'란 이름으로 창간된
이래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
다. 1992년 제38호부터 신문의 판
형이 작아지면서 제호가‘과기원신
문'으로 변경되었고, 2002년 제208
호부터 지금의 카이스트신문으로
이어졌습니다. 2010년, 또 한 번의
도약이 펼쳐집니다.

김선린기자

kimsr0511@kaist.ac.kr

22년간학우의눈이되어온카이스트신문
새로운모습으로한걸음더다가서겠습니다
가독성높인지면개편…<오피니언>에서독자의참여기회확대
학내소식을더자세하고다양하게보도하는<종합>, <캠퍼스>
따뜻한시선의인터뷰섹션<사람>, 학계의최신흐름다루는<연구>

“회장으로서시야를넓혀준신문,
“소통의매개체로역할다해주길”

카이스트신문의역사 구건모기자

학생사회와함께한22년. 과기대학보, 과기원신문, 카이스트신문을거쳐현재에이르 고, 336개의신문을발행했다.  좌측상단부
터시계방향으로제200호, 제300호, 창간호, 제100호.

우리학교에첫학부과정학우가입학
한지24년이흘 습니다. 짧지않은역
사를가진우리의학생사회는지난4년
간, 그이전20년에맞먹는커다란변화
를겪어야만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과
학기술계의 일원으로 위기를맞고, 내적
으로는개혁정책을경험하면서한층더
성숙할수있었습니다. 우리학교와학우
들에대한언론의관심이그어느때보다
도높았던것이이를입증합니다.

하지만, 학생사회가분열하거나학교
와정책적입장차이로갈등하며우리스
스로에게 실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제우리는원하든원하지않든, 많은기회
를얻게됨과동시에또다른위기와어려
움에직면하게될것입니다.

독일의저명한경제학자인빌헬름뢰
프케는“한사회가아무리부패해도법조
인, 언론인, 그리고학자가양심적으로행
동한다면그사회에는희망이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이야기는 우리에게
도똑같이적용될수있습니다. 앞으로다
가올위기와어려움속에서희망을가질
수있도록, 카이스트신문이우리학교학
우들을위한언론으로서제역할을해내
겠습니다. 카이스트신문은 우리의 학생

사회가민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합
리적으로 생각하며, 토론과토의로 합의
를 도출하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발전하
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러한노력의구체적인방안으로신
문지면을대폭개편하고많은부분을개
선했습니다. 카이스트신문은학교의여러
권력을비판하는 날카로운 감시자, 우리
학교의어두운면을구석구석밝히는등
불, 학우여러분의이야기를알리는신문
고로, 항상독자여러분곁에가장가깝고
친한친구로남겠습니다.

카이스트신문편집장유근정

학우여러분, 카이스트신문의친구가되어주세요

2카이스트신문개편 337호 2010년9월7일 카이스트신문

학생사회의훌륭한공론장
이를위한독립성보장돼야

15졸업카이스트신문 2010년9월7일 337호

최최정정환환 전향 챔버를 이용한 다중 안테나 시스템의 성능 평가와 전파 측정에 관한 응용 연구
한한규규석석 이동통신망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보안 기술 연구
한한승승호호 GSC 기반 음성개선을 위한 확률적 AMC 및 채널보상
전전형형석석 물리계층 보안 시스템을 위한 다중 사용자 이득 분석
CC.. PPoohh KKiitt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위한 오퍼튜니스틱 캐스팅
정정상상수수 무선 메쉬 네트워크를 위한 자율 부하 분산 필드 기반 애니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정정복복래래 광대역 무선 액세스 서비스를 위한 유-무선 통합망 연구
한한 태태 NGN 품질보장현 서비스에 대한 측정 기반 트래픽 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조조상상현현 SAR ADC를 위한 전력효율향상 알고리즘
최최용용훈훈 인지 무선 네트워크에서 다중 무선 액서스를 위한 최적 자원 할당

정보통신공학과(10)

이이기기호호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및 도파민 삼중 재흡수 억제제로서 프로필아민 및 피퍼리딘계 약물 디자인, 
합성 및 구조-약효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신신재재선선 PA4608과 C5 protein의 구조 연구
채채희희석석 대장균 6S RNA를 코드하는 ssrS 유전자의 전사 개시 및 종결의 조절에 관한 연구
김김 미미 상동재조합 손상 DNA 복구 과정에 관여하는 BLM 단백질과 Rad51D 단백질의 DNA 상호작용에 관한

NMR 연구
오오지지 용액 공정 산화아연 나노입자의 제조 및 박막트랜지스터 특성에 관한 연구
CCeelliinnddrroo,, NN..CC.. (-)-디시허베인의 합성에 관한 연구
이이지지 2,2 위치에 두 개의 치환기를 갖는 1,3-프로판다이올의 비대칭화 반응에 관한 연구와 (+)-다이하이드

로마이우론의 합성
박박형형주주 생체물질의 전기적인 검출을 위한 나노갭 소자의 연구
박박명명환환 유기금속 촉매를 이용한 기능성 폴리올레핀의 합성과 응용성에 관한 연구
박박지지찬찬 촉매 반응을 위한 금속 및 산화금속 혼성 나노구조체의 합성 및 형상 조절에 관한 연구
공공호호열열 유기 반도체 고분자의 합성 및 박막 트랜지스터 특성에 관한 연구
가가두두연연 탄소 동소체를 포함한 고분자 복합체의 제조 및 응용 연구
박박은은주주 구리 촉매를 이용하는 알파-다이아조에스테르의 [3+2] 고리화 반응 및 히드로시안화 반응에 관한 연구

화학과(15)

김김도도군군 노입자에 의한 질산과 휴믹산의 전환
김김종종태태 다양한 지반 구조물에 대한 표면파 기법의 적용성 평가
김김태태 연료전지를 이용한 전기와 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료구성 및 운전인자 연구
신신정정열열 차체길이 조정을 통한 고속철도 교량의 진동저감기술에 관한 연구
장장일일한한 바이오폴리머를 이용한 화강잔류토 처리: 지반공학적 거동 특성 및 활용
신신동동규규 개선된 모드별 비탄성 정적해석법의 개발과 교량구조물에 대한 적용
김김봉봉래래 입자/섬유 보강 복합재료의 역학적 거동 예측을 위한 미시역학적 점진 손상 해석 모델

건설및환경공학과(7)

류류희희환환 터널 전기비저항 탐사 시스템 개발 및 적용
배배광광일일 주가의 행태와 옵션에 관한 연구
이이효효섭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프리미엄에 관한 연구

건설및환경공학과(3)

이이현현철철 소재 강화기구를 이용한 고강도 볼트 공정 설계
임임동동현현 공진하는 탄소나노튜브 켄틸레버의 기체 감쇠를 기반으로 한 나노기전 가스센서
안안중중은은 베이지언 방법을 이용한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의 정확도 향상에 관한 연구
이이효효광광 Sallow Water Equation의 2D SPH 기반 해법을 이용한 인터랙티브 해수면의 실시간 시뮬레이션
홍홍덕덕화화 상 퀄리티 향상을 위한 능동 결상 시스템에 관한 연구

기계공학전공(5)

방방준준혁혁 실리콘 및 산화아연 반도체에서의 결함 특성과 수소화된 그라핀의 전기전도 특성에 대한 제일 원리
연구

신신재재성성 유도 브릴루앙 산란파의 자체 위상 제어를 이용한 4-광선 결합 레이저 시스템의 능동적 제어를 통한
위상 안정화

김김덕덕 고체헬륨의 비고전적 회전관성과 층 리기 탄성률
박박승승훈훈 입자 시늉에 의한 이온 빔과 중성 빔의 특성 연구
장장경경진진 거대자기저항효과 물질과 다강체 물질에서의 결맞음 포논에 대한 연구
김김튼튼튼튼 이차원 광결정에서의 자기조준 현상을 이용한 광학 소자의 구현
강강주주형형 파장 크기와 파장보다 작은 크기의 공진기와 그 응용에 대한 연구
이이순순혁혁 감쇄 시간과 상관성에 기초한 형광분광법 연구

물리학과(8)

유유재재권권 방향 및 근거리 제약조건을 이용한 다중경로 암묵신호 추출
이이재재형형 감각 정보 이해를 위한 비선형 특징 추출 방법들과 이의 음성 신호에 대한 응용
윤윤경경식식 감성과 이성의 복잡한 상호작용 관점에서 고등의사결정과정의 신경기작 규명

바이오및뇌공학과(3)

오오광광명명 로봇 제품의 경험 디자인: 사회적 관계에 기초한 아동과 로봇의 인터랙션 연구

산업디자인학과

임임헌헌상상 추계적 과정 모형 하에서의 가속 열화 시험의 설계
김김관관우우 공정 평균의 가법 및 승법 조정 하에서 공정능력지수들에 대한 통계적 추론과 시료수 결정
오오경경진진 무선 환경에서 멀티캐스트를 위한 자원할당 기법

산업및시스템공학과(3)

손손 덕덕 유전 공학을 이용한 CHO 세포에서 재조합 에리스로포이에틴의 시알산 증진
강강명명석석 분자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농축산 폐기물의 혐기성 소화조 내 미생물 다양성 연구
김김진진현현 합리적 설계 및 분자 진화 기술을 이용한 고기능 Quorum Qeunching 효소 개발
김김은은진진 류마티스 질환의 약물유전학 연구
권권석석규규 NGL-3와 receptor protein tyrosine phosphatase인 LAR, PTP delta, PTP sigma의 상호작용에 의한 흥분성

시냅스 형성에 관한 연구
우우주주연연 흥분성 시냅스에서 NGL-3와 LAR 결합과 그 기능에 대한 연구
이이철철환환 진핵 생물의 오카자키 단편 처리 과정의 다양성

생명과학과(7)

김김경경훈훈 난분해성 유기오염물의 습식산화를 위한 전이금속산화물 촉매 특성에 관한 연구
조조아아연연 대사 네트워크에서의 탄소 모노머 합성을 위한 새로운 효소 가능 후보군을 제안하는 시스템 방법론

개발
최최홍홍균균 콜로이드 결정을 기반으로 한 나노패턴의 제작과 그 응용

생명화학공학과(3)

조조윤윤형형 사교다양체상의 원의 작용에 대한 연구
이이인인제제 인수함수의 분할에 관한 연구

수리과학과(2)

이이상상용용 유기기판용 에폭시/BaTiO3 내장형 커패시터 필름의 재료 물성 및 신뢰성에 관한 연구
이이덕덕현현 블록 공중합체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맞춤형 탄소나노튜브 어레이의 성장에 관한 연구

신소재공학과(2)

안안민민호호 원전 임시저장시설에서 관리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LILW) 에 대한 통합안전성 평가 방법론에
관한 연구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전전종종욱욱 패장초 수추출물의 FAK 신호전달을 통한 혈관생성 촉진 효과에 관한 연구

의과학대학원

김김재재문문 전력-율-왜곡 최적화를 위한 H.264/AVC 인코더 분석 및 구조 설계
정정철철 부분 채널 정보를 이용한 비재생 다중 입출력 중계기 시스템에서의 사전부호화기 설계
나나상상권권 무선 감시 카메라를 위한 에너지를 고려한 상 압축
강강경경수수 3차원 프로세서 시스템을 위한 실시간 동적 전력 관리
조조규규민민 고효율 저가격 서버 파워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AC/DC 컨버터에 관한 연구
정정병병욱욱 주파수 다양성을 이용한 분산 센서에서의 검파
김김정정수수 무선 상 센터 시스템을 위한 동적 전력 관리

전기및전자공학과(7)

김김성성건건 명시적 관리 메모리를 가진 멀티코어를 위한 비정규 리덕션의 병렬화 및 벡터화
김김재재극극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경량화 플래시 파일 시스템에 관한 연구
강강나나협협 부피비를 이용한 다종 유체 시뮬레이션의 하이브리드적 접근
고고양양우우 즉각적 인터랙션 네트워크 아키텍쳐

전산학과(4)

HH.. MMiinn LLii 고속의 처리량과 향상된 보안 기능의 무선랜 MAC 시스템 구현
NN.. HHuuyy HHiieeuu 고성능 프로그래머블 이득 증폭기 설계
BB.. OO.. OOBBEELLEE 통합 광-무선 가입자망에서 QoS 동작과 이동성 관리에 대한 연구

정보통신공학과(3)

강강지지원원 양자 화학적 표면묘사 기법의 비교와 자기조립 단분자막을 이루는 표면계 해석에 대한 이론적
연구
강강태태준준 나노선 기반 표면 증강 라만 센서 개발: 광학적 특성 및 생의학 응용
정정용용식식 크로모좀 세그리게이션을 저해하는 인센트롬 에이의 구조-활성 상관관계와 표적 단백질 규명을 위 한
프로테오믹스에 관한 연구
서서대대하하 나노플라즈모닉 활용을 위한 금 하이브리드 나노구조체의 디자인
양양성성호호 생체 모방 실리카 합성과 표면 및 세포에의 응용 연구

화학과(5)

김김경경훈훈 표면활성화 접합에 의한 Cu-Ni 정 층상 복합소재의 제조공정 및 접합특성
박박경경진진 용액의 온도 및 합금 원소 Mn이 금속의 부동태 특성에 미치는 향
정정용용진진 에너지 저장 및 변환용 탄소나노튜브/탄소 나노복합재료의 제조공정 및 특성연구
김김은은태태 상변화 메모리응용을 위한 InSbTe 칼코게나이드 화합물의 미세구조와 전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이현현근근 질화 알루미늄의 열 및 전기전도도 특성에 관한 연구
정정후후 PEALD 방법으로 성장된 TiO2 박막의 저항변화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지지 근근 무연솔더 접합부의 계면 반응과 충격 신뢰성에 Zn가 미치는 향
박박희희섭섭 고온고압에서 소결된 입방정 질화붕소 나노복합재료의 미세조직 제어 및 기계적 특성 연구
엄엄광광섭섭 화학적수소화물 및 알루미늄 합금으로부터의 가수분해를 통한 On-board 수소 생산에관한 연구
김김령령희희 리튬이차전지용 주석계 음극의 표면형상 및 미세구조 변화가 전기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향
이이민민곤곤 BaTiO3 단상계의 입계구조에 따른 입계이동도와 치 화 양상
김김연연철철 CMP공정용 다이아몬드 코팅 컨디셔너의 마모와 연마 특성
정정준준호호 동적재결정이 V-microalloyed 중탄소강의 결정조직과 상변태에 미치는 향
김김성성욱욱 전극소재 나노구현을 통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관한 연구

신소재공학과(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