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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hinking Human Potential: Implications for Gifted Education
인간 잠재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 영재교육에의 적용

David Yun Dai(데이비드 윤 다이)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UAlbany)

  - Historical Changes in Conceptions of Human Potential(HP)(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역사적 변천)

  - New Understanding of Human Potential for Excellence(탁월함을 이루기 위한 인간 잠재력의 새로운 이해)

  - Implications: Redefining Giftedness and Gifted Education(적용: 영재성과 영재교육의 재정의)

2021 Nobel Prize 수상 업적 해설 

"기후과학자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보며" -  민승기(포스텍 환경공학부)

"원석을 찾아 가공하여 보석을 만드는 화학자" - 최인성(KAIST 화학과)

"온도와 기계적 감각에 대한 수용체 발견" - 손종우(KAIST 생명과학과)

공경철 KAIST 교수님을 만나다

<Robotics for better life>

진짜 '아이언 맨'을 만들고 계시는

"공경철"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연구원 행사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Stories

당신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까? 2021년 KAIST STEAM 심화 과정 교사 연수 참여 후기

잊지 못하는 순간,  STEAM 수업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연수 프로그램 참여 후기입니다

2021년 KAIST STEAM 심화 과정 교사 연수 참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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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istorical Changes in Conceptions of Human Potential (HP)

Based on Dewey and Bentley (1949), I delineate the historical changes in conceptions of human potential 

as going through three phases. In the first phase, human potential is conce ptuali zed as some type of fixed 

capacity, only to be unleashed by the environmental forces (stimulation and opportunity). In the second 

phase, human potential takes the form of inclination, or disposition vis-a-vis particular situations. In 

other words, human potential is interactive, sensitive and relative to situations. In the third phase, human 

potential is transactional, seen as a property of person-environment functional relationship. Based on this 

transactional view, nature (genetics, anatomy, physiology, neural systems) can constrain nurture (how 

[ ABSTRACT ]

Historically, "giftedness" is often seen as indicative of some mental quality that distinguishes a few from 

the rest of human beings. This alleged giftedness not only makes this small group homogeneous (the 

assumption of homogeneity), but also maintains its unity, identity, and continuity over time (the assumption 

of permanence). This view represents what I call essentialism (Dai, 2010, 2016, 2018). I see giftedness simply 

as human potential for excellence, which can be manifested in a variety of ways and at different levels. 

There is a myriad of excellence in various domains and contexts and at different developmental junctures 

(e.g., child prodigies, various talents, expertise, polymaths, creative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Instead 

of making the essentialist explanation of such a diverse array of human excellence, I see manifestations of 

giftedness and talent as forms of human potential for excellence that is dynamic rather static, contextually 

and developmentally shaped rather sitting idly in the head or body.

David Yun Dai(데이비드 윤 다이)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UAlbany)

인간 잠재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 영재교육에의 적용
Rethinking Human Potential: Implications for Gif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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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one can learn and how far one can go in achieving excellence; Howard, 2009; Hambrick et al, 2018); 

conversely, nurture (extend transactional experiences, delibrate practice, and extended problem solving) 

can change nature (anatomy, physiology, and neural systems, cognitive efficiency; Ceci & Liker, 1986; 

Schlaug, 2001).

II. New Understanding of Human Potential for Excellence

A transactional view of human potential (HP) stresses the following points: HP is epigenetic (how genes 

express themselves is contingent on what kinds and degrees of environmental stimulation, opportunities, 

and experience one has), and thus is developmental in nature (Gottlieb, 1998); HP is increasingly 

domainspecific with transactional experience with domainspecific tasks; HP is experience-enhancing 

in terms of conceptual proficiency as well as neural and physiological efficiency; and finally, HP involves 

individuality (i.e., a distinct, personal way of representing and acting upon the world) that is evolving and 

play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on the road to excellence. A transactional view of human potential 

gives credence to evidence rather than assumptions, The evidence of potential can be observed through 

the rate of learn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learning curve) in specific domains as well as the apparent 

plateau (asymptote) one has reached (Shiffrin, 1996). Preponderance of evidence points to what is 

typically called Matthew Effect (i.e., cumulated advantages over time; the term is originated from Bible, 

meaning metaphorically as well as literally that the rich get richer, the poor get poorer). Matthew Effect 

can be attributed to individual factors such as ease of learning, interest, and persistence. It can also be 

attributed to various social advantages and privileges that help the privileged get ahead more easily 

(Merton, 1996). Interested readers can refer to a new book Bob Sternberg and I edited on human potential 

(Dai & Sternberg, 2021). Here I use a study of mine to illustrate the point.

The data presented above come from a study of graduates of a prestigious early college entrance STEM 

program in China who went ahead to pursue advanced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and later became 

young promising scientists and university professors. As shown in the Figure, a roughly four-year 

difference between this group and US national averages in terms of the age of entry to college converts 

to an eight-year difference in terms of the age of gaining professional recognition. Our study sh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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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individual and social factors jointly and interactively contributing to this accelerated STEM research 

career (Dai & Li, 2020). The complex interplay of individual and social advantages in producing Matthew 

Effect(i.e., the fan-spread effect) and the accelerated talent trajectory suggests that we should rethink 

how human potential is shaped in multiple ways. Two key principles can be derived from the epigenetic 

and contextual nature of gifted and talent development. The first is equifinality, which means that the 

same phenomenon or developmental outcome can have different origins and pathways. The second 

principle is the flip side of equifinality: multifinality, which means even the starting point is the same, 

there is no pre-ordained pathway, as life circumstances or small changes in life course can change one's 

life trajectory dramatically; high-level development is especially contingent on small or big life-changing 

chance encounters and life events. To use metaphors to describe these two principles, sometimes all roads 

lead to Rome, and sometimes twists and turns can lead you to Daegu, Seoul, or Shanghai (see Cicchetti & 

Rogosch, 1996 for elaboration of the two concepts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II. Implications: Redefining Giftedness and Gifted Education

Gifted education has operated for a long time under the essentialist assumptions of homogeneity and 

permanence, what I call the Gifted Child Paradigm (Dai, 2011, Dai & Chen, 2013). Gifted education has 

also been somewhat insulated over time from the changes in society and general education. Moreover, 

when gifted education is operated in a top-down manner, as is the case in most countries (see Dai & Kuo, 

2016), it tends to become part of the bureaucratic education system, rendering it less sensitive to the 

changing educational needs and more prone to losing its invigorating power. I am calling for a new era of 

gifted education that shift s its focus to talent development; namely, the Talent Development Paradigm 

is the future direction and norm of gifted education, because it is scientifically more compelling, socially 

more equitable, and educationally more productive (Dai, 2016, 2019). The main assumptions of talent 

development driving education innovations are the following:

  • Talent is diverse and widely distributed in a population

  • Talent is developmental in nature and can be cultivated

  • Talent for the 21st century can be quit e different from that for the 20th century

IV. Conclusion

Gifted education has been undergoing a paradigm shift based on new understandings of human potential 

for excellence. Accommodating a variety of talent trajectories and pathways, rather than "serving the 

gifted", should be the main agenda for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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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역사적으로 “영재성”은 인간만이 가진 다른 종들과는 구별되는 정신적인 능력으로 알려져 왔다. 이렇게 정의된 영

재성은 하나의 동일한 특성을 지닌 단일 단위로, 정체성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성을 유지한다고 여겨져 왔

다. 이러한 견해를 나는 본질주의(essentialism)라고 부른다. 나는 영재성이란 다양한 방법과 수준으로 나타낼 수 있

는 뛰어난 인간의 잠재력이라고 본다. 다양한 영역과 상황, 여러 발달적 연결점들을 통해, 탁월함은 무수한 형태로 나

타날 수 있다(예를 들어, 신동, 다양한 재능들, 전문 지식, 박학다식한 사람, 창의적 수행 능력과 생산성). 이러한 인간

의 탁월함의 다양한 배열에 대한 본질주의자적인 해석 대신에, 나는 영재성과 재능을 인간 잠재력이 탁월함의 형태

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는 정적이기보다는 역동적이고, 머리와 육체에 단지 들어 있기보다는 상황에 영향

을 받으면서 발달적으로 형성해 간다고 본다. 

I.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역사적 변천

  Dewey와 Bentley(1949)의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 잠재력에 대한 역사적 변화를 세 번의 시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인간 잠재력이란 환경적 영향(자극과 기회)에 의해서만 촉발되는 고정된 능력으로 이해하는 시기이다. 두 번

째 시기는, 인간 잠재력이란 어떠한 경향성을 띠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성향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다른 말로 설

명하자면, 인간 잠재력은 상황과 상호작용하며, 특정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세 번째 시

기는, 인간잠재력은 인간-환경의 기능적 관계의 산물로 보는 것이다. 이 상호작용적 관점에서는 본성(유전, 해부학, 생리

학, 신경 체계)은 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사람이 얼마나 빨리 배우고 어느 정도까지 성취할 수 있는지; Howard, 2009; 

Hambrick et al, 2018); 역으로 말하면, 양육(상호작용적 경험의 확장, 신중하게 구성된 연습, 문제해결력의 신장)은 타고

난 본성(해부학, 생리학, 신경 체계, 인지적 효율성; Ceci & Liker, 1986; Schlaug, 2001)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II. 탁월함을 이루기 위한 인간 잠재력의 새로운 이해

  인간잠재력(Human Potential)에 대한 상호작용적 관점은 다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잠재력은 후성유전(epigenetic) 

(유전자가 스스로를 어떻게 나타내는지는, 어떤 환경적 자극과 기회, 그리고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와 같은 우연함에따라 이

루어진다)으로, 본질적으로 발달적이다(Gottlieb, 1998); 인간 잠재력은 특정 영역의 과업에 대해 상호작용적 경험을 통

해 영역 특수적으로 성장한다; 인간 잠재력은 개념적인 측면뿐 아니라 신경학적이고 생리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경험-증진

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잠재력은 탁월함으로 가는 데 있어 지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영향을 주면서, 개별적으

로 일어난다(즉, 세상에 대해 개별적이고 개인적으로 작용하고 발현된다). 

  인간 잠재력에 대한 상호작용적 시각은 가정이 아닌 여러 증거들을 통해 증명된다. 잠재력은 한 개인이 도달하는 분명한 지

점(점근선, 계속 함께 가지만 절대 만나지는 않는)뿐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의 학습 정도를 통해서도 발현된다(학습곡선에서

의 개인차는 존재). 

  일반적으로 매튜 효과라고 불리는 것들(예를 들어, 오랜 시간 축적된 장점들; 성경에서 유래된 용어임; 은유적이고 문학적

으로 설명하자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것)에 대한 여러 증거가 있다. 매튜 효과는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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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 나온 자료는 중국에서 이공계(STEM) 프로그램으로 대학을 조기 입학한 졸업생들에 관한 연구이다. 이들은 졸업 후 

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어린 나이에 유망한 과학자가 되거나 교수가 되었다. 위 표에 나타난 것처럼, 이들 집단과 미국의 

평균 대학 입학생 집단과는 약 4년의 차이가 나고, 전문직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약 8년의 차이가 난다. 우리 연구 결과, 뛰어

난 이공계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이 모두 연계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

었다(Dai & Li, 2020).

  매튜효과를 만드는 개인과 사회의 장점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예를 들면 선풍기 바람(fan-spread) 효과) 재능의 속

진 경로는 인간 잠재력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영재성과 재능발달에 대해 후

성유전과 맥락적 본질을 바탕으로 두 가지 주요 원칙을 알아냈다. 첫 번째 원칙은 동일 결과성(equifinality)이다. 이는 같

은 현상과 결과는 다양한 원인과 경로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동일 결과성(equifinality)과 반

대되는 주장인데, 다중성이다. 즉 비록 시작이 같다고 하더라도, 한 개인이 걸어가는 삶의 궤도를 따라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드라마틱하게 삶을 변화시키는 상황을 만나거나, 삶의 여정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사전에 정해 놓은 하나

의 경로는 없다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발달은 특히 살면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변화무쌍한 다양한 기회들과의 만남과 인

생 사건들을 통해 우연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이다. 

이를 조금 더 비틀면, 모든 길은 대구, 서울, 상하이로 결국 통한다. (발달 정신병리학적 측면에서 두 개념에 대한 보다 정교

한 설명을 보고 싶으면, Cicchetti & Rogosch, 1996을 참고하기 바람)

III. 적용: 영재성과 영재교육의 재정의

  영재교육은 오랫동안 내가 ‘영재아 패러다임’이라고 불렀던 본질주의자들의 동질성과 영구성의 가정하에서 이루어져 왔다

(Dai, 2011, Dai & Chen, 2013). 영재교육은 오랜 기간 사회와 일반교육의 변화로부터 다소 고립되어 왔다. 더군다나, 

영재교육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향식으로 진행되었다(Dai & Kuo, 2016). 관료주의적 교육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실시

되었고, 교육적 필요에 대한 변화의 요구에 덜 민감하고, 자체적으로 기운을 솟게 하는 힘을 잃은 경향이 있다. 나는 이제 재

능발달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영재교육의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름하여, ‘재능발달 패러

다임’은 영재교육의 표준이고 미래에 우리가 향할 방향이다. 왜냐하면, 이는 과학적으로 더욱 설득력 있고, 사회적으로 더욱 

른 학습속도, 흥미, 끈기와 같은 개별적 요인들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것들을 더욱 쉽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적 혜택들과 특권들로도 설명할 수 있다(Merton, 1996). 관심 있는 독자들은 스턴버그 교수와 내가 인간 잠재력에 대해 

새로이 편찬한 책을 찾아보기 바란다(Dai & Sternberg, 2021). 이 점에 대해 내가 했던 연구로 설명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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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며, 교육적으로 더욱더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Dai, 2016, 2019). 교육 혁신을 가져올 재능발달은 다음을 가정하고 

있다.:

  - 재능은 사람들 사이에 다양하고 넓게 분포되어 있다.

  - 재능은 본질적으로 발달적이고 육성될 수 있다

  - 21세기를 위한 재능은 20세기 재능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 

IV. 결론

  영재교육은 수월성에 대한 인간 잠재력의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영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다양한 재능 방향들과 경로들을 찾아내는 것이 영재교육과 재능교육의 주된 내용이어야 한다. 

본 글은 2020 Asia Pacific Conference on Giftedness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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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과학자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보며

민승기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지난 10월 5일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 노벨 물리학상은 조르조 파리시 이탈리아 사피엔자대 

교수, 슈쿠로 마나베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그리고 클라우스 하셀만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원에게 공동으로 수여 되

였다(아래 그림). 파리시 교수는 무질서한 물질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넓힌 공로를, 마나베 교수와 하셀만 연구원의 경우 인

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예측 방법론을 개척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기후과학 분야에서 아니 지구과학 분야에서 노벨 물리

학상 수상자가 나온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는 기후변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전 세계적인 이슈임을 단적으로 보여주

는 결과이다. 또한 앞으로 차세대 과학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출처]The Nobel Prize in Physics 2021. NobelPrize.org. Nobel Prize Outreach AB 2021. Wed. 27 Oct 2021. 
<https://www.nobelprize.org/prizes/physics/2021/summary/>

<특집> 2021 Nobel Prize 수상 업적 해설 1 - 노벨 물리학상 

[그림 1] 2021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

  최근 미디어에서 지속해서 접할 수 있듯이 이상기후를 동반한 ‘기후재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점점 빈

번해지고 그 강도 또한 커지고 있다.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 심각해지는 가뭄과 더불어 걷잡을 수 없

이 확산되는 산불, 더 강해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등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기상재해들은 ‘기

후 위기’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1 실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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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I)에서 발표한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https://www.ipcc.ch/report/ar6/wg1/, 아래 그림), 지난 150년간 전 

지구 평균 지표 온도는 약 1.1도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폭염, 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

였다. 또한,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은 바로 우리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의 증가임이 명백하며(“unequivocal”), 앞

으로 얼마나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구온난화의 크기와 그로 인한 기후재해 증가 폭이 결정됨을 강

조하고 있다. 또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채택한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온난화 2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즉각적이고 획기적으로 줄여야 함을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출처]https://www.ipcc.ch/report/ar6/wg1/downloads/report/IPCC_AR6_WGI_SPM.pdf

[그림 2] IPCC 실무그룹1 6차 보고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 표지

  이러한 ‘기후 위기’의 문제를 전 세계가 거의 사실(fact)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한 대응책을 준비한다는 것은 인위적 기후변

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그만큼 확실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들은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니며 지난 수십 

년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의 산실이다. 그 시작점에 있는 두 기후과학자에게 노벨상이 수여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

하고 오히려 너무 늦은 감도 있다.

  온실가스가 증가했을 때 미래의 기후변화 예측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뿐인 지구를 대상으로 직접 이런저런 실험을 할 수 

없고 ‘가상의 지구’가 필요한데 현재 기후과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리학의 기본법칙을 바탕으로 지구 기후를 

모의하는 컴퓨터 코드인 “전 지구 기후 모델”이다. 슈쿠로 마나베 교수는 이러한 전 지구 기후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11

KAIST GIFTED TIMESIssue

열어준 과학자이다. 그는 1959년 동경대에서 기상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프린스턴 대학으로 건너가 최근까지 기후 모

델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1967년 발표한 논문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바뀔 때의 지표부터 성층권까지의 기

온변화를 처음으로 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는데 300ppm에서 600ppm으로 두 배 증가했을 때 지표 온도가 약 2.4

도 증가함을 보였다. 이는 현재의 추정치와 매우 비슷한 결과로 특히 실제 지구에서 나타나는 대류와 구름 등의 물리현상의 

영향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기후 모델의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아래 그림). 실제 마나베 교수는 이 논문이 이토록 

많은 관심을 끌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고 하며 단지 호기심을 가지고 60년 동안 푹 빠져서 연구해왔다고 소감을 전하였

다.

[그림 3] 마나베 교수가 도입한 기후모델. 복사평형과 함께 실제 지구에서 나타나는 대류현상과 수증기의 온실가스 되먹임 효과를 고려하였다.

[출처]https://www.ipcc.ch/report/ar6/wg1/downloads/report/IPCC_AR6_WGI_SPM.pdf

  미래의 기후변화 예측이 기후 모델을 통해 가능해졌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클라우스 하셀만 연구원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간 활동에 있음을 밝혀내는 기후변화 원인 규명 방법론의 창시자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이 배

출한 온실가스 증가 때문임을 밝히려면 우선 지구가 자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후의 변동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셀만 연구원은 1976년 발표한 논문에서 지구 기후 시스템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변동성의 개념 모

델을 제시하였다. 나비효과로 알려진 매일매일 변하는 날씨로부터 천천히 변하는 해양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였

고, 이는 기후 모델이 모의하는 변동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주었다. 199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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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내는 “지문” 방법을 제안하였다. 온실가스와 에어로졸로 대표되는 인위적인 요인들과 태양 활동과 화산활동을 포함하

는 자연적인 요인들은 각각 특징적인 기후변화 패턴을 남기는데 이러한 지문 패턴들이 실제 관측에 존재하는지를 자연적 변

동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론이 개발됨에 따라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관측된 전 지구 온난

화에 얼마나 이바지를 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래 그림), 후속 연구를 통해 전 지구 물순환의 강화, 북극 

해빙을 포함한 빙권의 감소, 해들리 순환과 인도-북서 태평양 웜풀을 포함한 열대 영역의 팽창, 전 지구적인 폭염과 호우의 

증가 등에서 인간이 기후에 미치는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 과거 기후변화의 대부분이 인간 때문임이 명확해지면

서 기후 모델을 이용한 미래 기후변화 전망도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마나베 교수와 하셀만 연구원의 이러한 개척 연구들이 없었다면 인위적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미래 예측, 그리고 

인류의 공동 대응 노력은 훨씬 어려워졌을 것이다. 무엇보다 순수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수십 년에 걸쳐 끊임없이 도전해 얻

은 값진 결과이다. 하지만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물리학, 수학 등 기초과학에 대

한 깊은 이해가 커다란 밑거름으로 작용했음을 새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하셀만 교수는 물리학 박사 출신으로 브라운 운동

의 개념 등 물리학의 이론들을 기후에 처음으로 접목한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러한 시도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물리학, 화학, 수학 박사가 기후 문제로 전향하여 세계적인 기후과학자가 

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다학제간 융합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분야 간의 교류와 협력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앞으로 기초과학의 견고한 뿌리를 가지고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도전

하는 젊은 과학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림 3] 하셀만 연구원의 “지문” 방법 적용 예시. 관측과 기후 모델 모의 결과의 패턴을 비교한 결과 인간 활동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킨 주원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https://www.ipcc.ch/report/ar6/wg1/downloads/report/IPCC_AR6_WGI_SP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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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을 찾아 가공하여 보석을 만드는 화학자

최인성

KAIST 화학과 교수

  흰 실험복에 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예쁜 색깔의 액체가 들어 있는 플라스크를 쳐다보고 있는 연구원. 머릿속에서 가장 먼

저 떠오르는 화학연구원의 모습일 것이다. 그들이 하는 것은 반응이다. 화학반응이다. 그들은 화학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물

질을 만든다. 신약과 신소재 등 인류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한다. 2021년 노벨 화

학상은 화학반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두 명의 화학자에게 돌아갔다.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의 벤

자민 리스트(Benjamin List)와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의 데이비드 맥밀란(David MacMillan)은 “비대칭 유기촉매반응

(asymmetric organocatalysis)”을 개발한 공로로 2021년 노벨 화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비대칭 유기촉매반응”... 어려운 말이다. 하나하나 뜯어보자.

[출처]The Nobel Prize in Physics 2021. NobelPrize.org. Nobel Prize Outreach AB 2021. Wed. 27 Oct 2021. 
<https://www.nobelprize.org/prizes/chemistry/2021/summary/>

<특집> 2021 Nobel Prize 수상 업적 해설 2 - 노벨 화학상

[그림 1] 2021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

  중학교 과학 과목에서 배운 기억을 떠올려보면, “촉매”는 화학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속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은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촉매”라고 하면 화학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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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을 일컫는다. 신약을 만드는 데 12개의 연속적인 화학반응이 필요하다고 할 때, 만약에 한 반응이 완료되는 데 한 달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신약 합성을 위해서는 1년이 필요하다. 하지만, 촉매를 사용하여 각 반응의 완료 시간을 1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면 하루 만에 신약 합성이 가능하다. 촉매반응 연구가 화학 연구 분야 중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출처]https://www.nobelprize.org/prizes/lists/all-nobel-prizes-in-chemistry/

[그림 2]Benjamin List Proline

  20세기 말까지 물질 합성에 있어서 대부분의 촉매반응은 두 가지 촉매에 의존해서 진행되어 왔었다. 효소촉매와 금속촉매

이다. 생명체에서 발견된 주로 단백질을 근간으로 하는 생체촉매인 효소(enzyme)는 삶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화학반응

을 우리 몸 안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생명체 안의 효소촉

매반응을 플라스크 안의 화학

반응에도 유용하게 사용한다. 

생명체 내 촉매반응 중에는 금

속, 다른 말로 미네랄이 촉매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아니, 

많다. 이 반응을 플라스크 안으

로 옮겨 놓은 것이 금속촉매반

응이다. 20세기 말경, 리스트

와 맥밀란은 서로 독립적으로 

제3의 촉매반응인 유기촉매반

응을 제안하고 플라스크 내에

서 시연하였다. 작은 유기물, 

다른 말로 저분자가 촉매로 작

용하는 반응이다. 물론 생명체 [출처]https://www.nobelprize.org/prizes/lists/all-nobel-prizes-in-chemistry/

[그림 3]David MacMillan Organo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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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저분자가 촉매로 작용하는 반응은 알려져 있었다. 리스트와 맥밀란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플라스크로 옮

겨와, 원하는 화학반응을 화학자의 디자인에 의해 유기촉매반응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였다.

  원하는 화학반응이란 무엇일까? 대표적인 예가 “비대칭 반응”이다. 생명체 내의 대부분 물질은 거울상 대칭적 물질 중에 

하나의 물질로만 존재한다. 왼손 물질과 오른손 물질 중에 하나만 선택되어 존재한다. 셀카 사진과 일반적 사진은 대칭이다. 

두 사진 중에 하나만 선택된다. 셀카 사진만 찍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사진을 찍어주는 것을 거부한다. 생명체 내의 물질도 

자신과 다른 대칭성을 가지는 물질을 거부한다. 신약을 개발할 때 대칭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셀카 사진과 

일반 사진을 잘 구별하여, 한 종류의 사진만을 찍어야 한다. 왼손 물질과 오른손 물질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왼손과 오

른손은 엄밀하게 이야기하여 입체적으로 같지는 않지만, 언뜻 보면 같다. 그 구별을 잘하여, 한쪽 물질만 합성하는 것이 비대

칭 화학반응이다. 리스트와 맥밀란은 저분자 유기물질만을 사용하여도, 저분자 유기물질을 화학적으로 잘 설계하면 비대칭 

화학반응이 효율적으로 진행됨을 보였다. “비대칭 유기촉매반응”을 개발하였다.

[그림 4] S-LIMONENE & R-LIMONENE

[출처]https://www.ipcc.ch/report/ar6/wg1/downloads/report/IPCC_AR6_WGI_SPM.pdf

  리스트와 맥밀란의 연구는, 원석을 찾아 이를 가공하여 보석을 만드는 연구라고 할 것이다. 보석이 될 수 있는 원석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눈앞의 보석 값어치만 따지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렇다. 눈앞의 경쟁을 뛰어넘어 원석을 찾고자 하

는 도전적 모험심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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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벨 생리의학상,
온도와 기계적 감각에 대한 수용체 발견

손종우

KAIST 생명과학과 교수

  2021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신경계가 온도 변화, 통증, 압력 등 일반적인감각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 기전을 규명한 데이비

드 줄리어스(David Julius)와 아뎀 파타푸티언(Ardem Patapoutian)에게 수여 되었다.

[출처]The Nobel Prize in Physics 2021. NobelPrize.org. Nobel Prize Outreach AB 2021. Wed. 29 Oct 2021. 
<https://www.nobelprize.org/prizes/medicine/2021/summary/>

<특집> 2021 Nobel Prize 수상 업적 해설 3 - 노벨 생리의학상 

[그림 1] 2021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의 특수 감각은 해당 기능 수행에 특화된 기관이 있고, 눈, 귀, 코, 혀에서 빛, 소리, 냄새, 맛 등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기전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로 피부를 통해 전달되는 일반적인 감각이 신경계의 전기 신호로 변환되는 기전에 대해서는 21세기가 다 되어서

도 알려진 것이 별로 없어 많은 사람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던 데이비드 줄리어스도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 중 한 명이었다. 특

히 데이비드는 고추나 고추냉이 등 천연물이 어떻게 통증을 유발하는지가 궁금했다. 어느 날 부인인 홀리 인그라함(Holy 

Ingraham)과 함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데이비드는 야채 코너에 진열된 칠리고추와 핫소스 앞에서 멈추어 “고추와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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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는 어떻게 매운 맛과 통증을 유발하는 걸까? 정말 모르겠네.” 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앞서 가던 부인은 데이비드가 

따라오지 않는 것을 알아채고 뒤돌아 와서 데이비드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데이비드는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던 질문

에 대해 홀리에게 이야기했다. 같은 대학에서 근무하는 과학자였던 홀리는 그 얘기를 듣고는“그만 고민하세요. 흥미로운 질

문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 실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바로 해 보는 게 어때요?” 라

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데이비드는 연구실로 가서 같이 연구하던 박사후연구원인 마이클 카테리나(Michael Caterina)에게 이 이

야기를 하였고, 이야기를 들은 마이클은 곧바로 자신이 이 문제의 해결에 도전해 보겠다고 하였다. 데이비드와 마이클은 통

증 전달 경로에 있는 등쪽신경절(dorsal root ganglion)에서 신경세포를 채취한 후 여기에 발현된 유전자를 모두 얻었다. 

그리고는 유전자들을 약 16,000개씩 한 그룹으로 모아 세포에 발현 시켜 어떤 그룹의 유전자를 발현시켰을 때 그 세포가 고

추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에 반응하는지 일일이 확인하였다. 열 한 번째 그룹에서 캡사이신에 대한 반응을 확인

한 데이비드와 마이클은 이어서 그 그룹에 속한 유전자 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수많은 시

도 끝에 마침내 캡사이신에 반응하는 유전자를 발견하고 이를 바닐라 유사 수용체 1(vanilloid receptor 1, VR1)이라고 명

명하였다. 또한, VR1이 높은 온도에서도 활성화됨을 발견하고 이 결과를 1997년 네이처(nature)지에 발표하였다. 매운맛

과 높은 온도에 의한 통증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키는 수용체인 VR1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발견이었다. 몇 년 후 VR1이 

transient receptor potential(TRP) 이온통로라고 부르는 비선택성 양이온 통로(양이온인 Na+, Ca2+ 등을 모두 통과시

키는 이온통로)의 한 종류임이 밝혀졌고, VR1을 TRPV1이라고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다.

  

[출처]https://www.nobelprize.org/prizes/medicine/2021/summary/

[그림 2]Capsaicin을 이용한 열 민감 통각 수용체(TRPV1)의 발견

  한편, TRP 이온통로 중에 TRPM8은 멘솔에 반응하여 또는 낮은 온도에서 활성화되는데 이를 처음 발견하여 보고한 과학

자가 바로 다른 수상자인 스크립스 연구소의 아뎀 파타푸티언이다. 아뎀은 레바논에서 태어났지만, 전쟁을 피해 18살에  미

국으로 건너왔다. 박사학위와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마치고 독립적인 연구자가 된 아뎀은 기계적 자극이 어떻게 전기적 신호

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TRPM8 발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아뎀은 2000년대에는 주로 TRP 이온

통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TRP 이온통로는 다양한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중 기계적 자극에 의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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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알려진 TRP 이온통로 중에는 기계적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이 없었다.

[그림 3] 기계적 자극에 반응 활성되는 이온채널 PIEZO 1,2의 발견

[출처]https://www.nobelprize.org/prizes/medicine/2021/summary/

  아뎀 연구실의 박사후연구원인 버트런드 코스테(Bertrand Coste)와 함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하였다. 기계적 자극

에 의해 활성화되는 세포에서 이 현상을 매개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전자의 목록을 만들고 이를 하나씩 없애 보기로 한 것이

다. 하나의 유전자를 테스트할 때마다 3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거의 1년 동안 쉬지 않고 테스트를 진행하였지만, 결과

는 모두 허탕이었다. 그러던 중 72번째 유전자를 제거하였을 때 드디어 세포가 기계적 자극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 후 원래 

기계적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세포에 이 유전자를 발현시켰더니 이 세포가 기계적 자극에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세

포가 기계적 자극에 반응하는데 이 유전자의 발현으로 생긴 이온통로가 필요하고도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아

뎀은 이 이온통로를 그리스어로 ‘압력’을 뜻하는 단어인 piezo라고 이름 붙이고 이 결과를 사이언스(science)지에 발표하

였다. Piezo는 두 가지의 아형으로 존재하는데, 이 중 piezo2가 감각 전달 경로인 등쪽신경절에도 발현되어 있어 동물에서 

압력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아뎀과 그의 연구 그룹은 후속 연구를 진행

하여 Piezo2가 압력뿐 아니라 관절과 근육의 위치를 느끼는 감각인 고유감각을 전달하는 데에도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19

KAIST GIFTED TIMESIssue

  요약하면 2021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일반 감각인 온도, 통각, 압각, 고유 감각 등이 TRPV1이나 Piezo2와 같은 이온통로 

통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며 이것이 우리가 신경계를 통해 세상을 느끼는 중요한 기전이라는 것을 밝혀낸 과학자들에게 돌

아갔다. 이들에게 노벨상의 영광을 안겨 준 발견은 데이비드 줄리어스와 아뎀 파타푸티언이 본인만의 질문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림 3] TRP와 PIEZO 발견을 통한 신경계의 열, 추위, 촉감 신호 원리 규명

[출처]https://www.nobelprize.org/prizes/medicine/2021/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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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ics for better life>, 진짜 아이언 맨을 만드는 교수님

공경철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님을 만나다

  인공지능 시대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더욱 가속화된 AI 기술과 공학은, 평범한 사람을 

초인으로 만들어 주는 '아이언 맨' 슈트를 꿈꾸게도 하고, 영국의 미니 시리즈 ‘블랙 미

러’처럼 인간의 본능과 결합하여 다양한 불안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게도 한다. 하지

만 현실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고, 공학과 과학기술 분야에는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인재들을 양성하는 여러 훌륭하신 분 중, 이번 호에서는 KAIST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

수님을 만나보았다. 공경철 교수님은 로봇 공학자로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로봇 슈트를 개발하시는 분이다. 2020년 11월에는 국제 장애인 로봇 올

림픽인 ‘사이배슬론’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해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는데, 공경철 교

수님을 만나 하고 있는 일과 연구에 대한 생각과 철학 등을 들어보았다. 

인터뷰 영상은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공식 YOUTUBE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youtube.com/kaisttal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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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 제어하고 로봇 분야 가르치고 있고요 공경철이라

고 합니다.

교수님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어릴 때는 밖에서 뛰어 놀다가 다섯시 반 되면 집에 돌아가는 평범한 꼬마 남자애

였습니다. 그저 로봇 나오는 만화 영화 좋아하는 그런 꼬마였다가, 초등학교에 들

어갈 때 '장래 희망이 뭔가요?'라는 질문에 “로봇 과학자”라고 적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언이 돼 버려서 로봇 공학자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바뀐 거 같아

요. 중학교 올라갈 때 '아, 로봇은 공학이구나!' 그래서 로봇 과학자에서 로봇 공

학자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로봇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웨어러블 로봇을 공부하게 된 건 언제부터 인가요?

 어릴 적부터 이러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어

릴 때에는 막연하게 로봇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저는 사람한테도 관심

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 과정 때는 로봇을 전공하면서 부전공으로는 의공

학을 공부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로봇을 좋아하는데 사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다 보니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로봇 보조 로봇을 만들게 된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학부 4학년 때 저희 지도 교수님과 ‘우리 앞으로 어떤 연구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면담하고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연구 과제에 대해 같이 찾아 

주셨는데 그때 이 연구 분야에 확 꽂혔죠, ‘웨어러블 로봇 해야겠다!’ 그때는 막연

하게 학생으로서 연구했던 거였고요, 제가 뭘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본격

적으로 기획해서 만들기 시작한 건 박사과정 후반기부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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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어떻게 극복하셨

는지 알고 싶어요.

 힘든 순간이라면 감정적, 체력적, 혹은 상황 그 자체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 아마 제일 힘들었던 때는 본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라

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연구비가 없고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어도 내가 하고 있

는 일이 올바른 방향이고 이게 진짜 나의 비전이 보인다, 이대로만 하면 지금은 힘들

지만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불편하고 조금 고통이 있긴 하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 정말 잘 갖춰진 

환경이라도 자기가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대로 가면 맞는 길인지를 모

르면 결국에는 연구를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힘든 적은 없었습니

다. 물론 이걸 이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도박을 하긴 했는데 스스로에 대

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적은 언제인가요?

 제가 워낙 작은 것에서 감동 받고 보람을 느끼는 성격이라 하루 안에서도 많은 보

람을 느낍니다. 굉장히 큰 보람이라면 제가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기술을 만들

다 보니 그분들의 삶이 더 나아졌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소아 보행 장애

인을 대상으로 로봇을 만들었고 일부 병원에서 실제로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웨어러블 장비로 치료받은 아이가 보행 행동이 많이 개선되어 어머님께서 저

에게 팬레터를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큰 보람입니다. 이게 연구

자로서의 보람이라면 교수로서의 보람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본 비전이 학생에게 

전파됐을 때 또 다른 의미의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후학을 하나 탄

생시키는 그런 과정, 저희 연구실 학생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학부생, 가끔 면

담을 요청하는 고등학생 등 저와 대화한 여러 학생들이 저에게 동화되어서 비전

이 이렇게 전염되는 경우가 가끔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 있

습니다.

 기계공학과에 와 보니, 여학생들이 꽤 보입니다. 기계공학이나 로봇 연

구가 여학생들이 전공하기에 어떤점에서 적합한 분야인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로봇을 공부하고 싶어서 막연하게 전자공학과를 가야 한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몇몇 교수님들께서 저의 관심 분야를 들으시

고는 제 지원 학과를 기계공학과로 바꿔주셨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기계공학

에 대해 오해했습니다. “기계공학”이라고 하니 기계가 많을 것 같고 망치질을 해

야 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갔을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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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적인 판단과 계산을 한 후,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공학 전반의 일부에 불

과합니다, 그것을 기획하려면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고 그 안에서 진짜 필

요한 게 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런 감성적인 과정이 전제가 되어야 로봇이 의

미있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에서 어디가 남자 영역, 어디가 여자의 영역 이런 

건 전혀 없고, 다양한 전공과 성별, 나이가 모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공학입

니다. 공학은 뭔가 의미가 있어야 해요. 과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공학의 결과물

은 사람에게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연구 결과가 실제 인간사회의 무엇을 바꾸었

다 하는 점이 있어야만 진짜 공학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역할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공학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 학문인 거지, 뭔가를 이성

적으로 판단해서 뭔가 계산해서 만드는 과정은 공학의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연구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절반이 여성이

었고, 제가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분위기와 문화가 있어서 굉장히 참신했습

니다. 이것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공학이라는 게 조금 잘못 정의되어 있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 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서 체력이 필요하고, 이것을 실험하는데도 몸으로 해야 되는 점들이요. 이런 점은 

사실 로봇 공학에서 일부입니다. 로봇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와 그 속에 들

어가는 알고리즘을 짜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여학생들이 굉장히 일가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로봇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시뮬레이션을 하고, 저희 로봇 같은 경우

에는 실제 대상자 분들을 만나야 합니다. 저희 로봇은 이 로봇을 착용하실 분들과 

얼마나 교감이 잘 이루어졌느냐가 연구성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여학생들의 역량은 뛰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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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돕기 위해 개발된 입는 로봇이 전쟁에 투입되는 등, 처음의 의도

와는 다른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어떠한 

법적 윤리적인 개발 제한이나 조치 등이 마련되어 있나요? 

 아직 법으로 제재하지는 않지만, 로봇에 대한 윤리법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

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이 인간 노동자를 몇 퍼센트까지 대체할 수 있느

냐와 같은 것들입니다. 로봇은 알고리즘만 바꿔주면 생산성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로봇의 생산성을 어디까지 제한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특정

한 어떤 법적인 규제가 있지 않고 사람의 몸을 너무 많이 도와주면 몸이 점차 퇴보

하게 되고, 또 전혀 도움이 안 되면 입을 필요가 없게 되죠. 딱 필요한 만큼의 보조

를 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의 기술적인 철학입니다.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기술

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구하는 것이 의료기기로 적용될 때에는, 이 로봇이 실제 환자나 

장애인 분들에게 갈 때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가 통과해야 할 법적 기준이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법적으로 다 정해 뒀거든요. 

뭐 전체 중에서 버텨야 되는 무게는 얼마인지, 안전계수는 얼마인지, 사용자에게 

가해지는 온도는 몇 도인지, 소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배터리는 어떻게 하고 

이것들을 법으로 다 정해뒀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맞춰야 하는 법적

인 제한입니다. 

 앞으로의 연구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벌여 둔 일에 비해 아직 너무 완성된 게 없어서요. 저희가 하겠다고 한 것

만이라도 일단 빨리 잘하고 싶습니다. 세세한 기술의 측면에서는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그 점은 연구를 통해 시도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큰 

틀에서는 제 연구실과 제 창업기업의 비전이 항상 Robotics for better life이거

든요. 누군가의 삶을 좋게 하기 위한 로봇 공학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그 비전을 실

행해 나가는 게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가고 싶은 목표입니다. 그걸 실현하

는 방법은 그때그때 계속 바뀔 것 같습니다.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과학자나 공학자의 꿈을 꾸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분야마다 연구자의 독특한 연구 습성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공학 분야 연구자

의 기본 소양은 항상 새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학은 이전에 이어졌

던 이론과 새로운 것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공학 분야는 항상 새로

워야 해요. 그 새로움을 생각한다는 것은 제가 어제까지 해 왔던 모든 일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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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경철 교수님의 인생책 한 권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보고서는 은근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내 인

생을 바꾼 책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을 끝까지 본 

게 인생을 통틀어서 몇 권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독서와 관련하여 특정한 

인생 책이 아니라 인생 책을 보는 방법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것도 공학적인 정신인데요, 저는 책을 보면 이 책이 100% 틀렸다고 생각하고 읽

거든요. ‘이 책은 무조건 틀린 거야’라고 생각하고 책을 읽고 이 책은 그 저자의 생

각이지, 제가 그것에 너무 심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단, 이제 그 저자가 하

는 말을 보고, 제 인생과 제가 하는 일과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매칭을 시켜서 그

냥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뭔지를 쏙쏙 뽑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교과서도 끝까지 읽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로봇 제

어 관련된 교과서를 읽다가도 결국 제가 다시 교과서를 썼어요. 원래 교과서 저자

분의 말대로 강의를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제 말로 쓰인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해야 제 말과 저의 강의와 책이 동기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에게 인생 책을 묻는 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 읽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

라이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제가 <아웃라이어>를 유난히 재미

아침에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되

는 것 같기도 합니다.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스스로가 피해 가야 할 

게 더 많아지는 거죠. 진짜 새로운 것을 탐색하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깨는 것에 매력

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공학 쪽에 좀 더 맞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짧은 인사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있고 뜻깊게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

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구나!’ 정도로만 느껴 주시

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개인에게 맞는 비전을 찾아서 정말 성공하시길 바라

고, 혹시나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해주셔도 좋

을 거 같습니다. 모두 다 행복하시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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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읽은 이유는, 저는 그 책을 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

각을 했었고 뭐든지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나를 분석해 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으니 그

걸 찾아서 그걸 잘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떤 객관적 분석이 먼저 이루

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돼서 그 책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말

을 듣고 굳이 이 책을 사서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저한테 조

금 여운을 준 이유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었고 제가 다시 한

번 저의 생각을 고칠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의미있는 책이었습니다.

2021.10.21. 인터뷰 /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공경철 교수님 인터뷰 질문 중 일부는 KAIST GIFTED TIMES에서 10월 초 진행한 구독자 이벤트를 통하여 선정되었

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 이벤트 등 구독자 참여 방법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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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진행된 행사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KAIST 교육청위탁 사이버영재교육원 1일 온라인 집중교육 

(1차, 대전 초등) 2021.09.11.

(2차, 대전 중등) 2021.09.12.

(3차, 대구, 제주) 2021.09.25.

   2021년 KAIST 교육청위탁 사이버영재교육원 1일 온라인 집

중 교육이 9월 11일 대전 초등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집중 교육을 시작으로 대전 중등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

차 집중 교육이 9월 12일, 대구광역시교육청 사이버영재교육

원 2학기 교육대상자와 제주사이버영재교육원 2학기 교육대상

자를 대상으로 한 3차 집중 교육이 9월 25일 각각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강, 창의적 프로젝트, KAIST 골든벨 

등 모든 교육은 ZOOM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

었다. 이번 온라인 집중 교육 프로그램에는 총 467명의 학생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KAIST 질문다락방

9월, 10월 (매달 진행)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에서는 지난 9월부터 KAIST 질문

다락방 홈페이지(https://question.kaist.ac.kr)를 오픈하

였다. KAIST 질문다락방은 질문 교육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

는 요즘 추세에 맞도록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의 질문하기 

능력과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매월 1개의 주제를 제공하면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남겨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카이스트의 우

수 멘토가 질문 내용, 방식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고 전국의 학

생들이 그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다. 9월의 주제는 수학은 황금비, 과학은 이상기후였는데 약 

200건의 질문과 해결방안이 공모 되었으며 최우수학생 1명을 

포함한 64명의 학생에게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였다. KAIST 질

문다락방은 매월 새로운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실무 연수(2차)

2021.09.06. ~ 2021.09.30.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교원연수팀에서는 9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Edwith를 활용한 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실무 

연수(2차)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수에서는 입학담당관 및 입학

전형에 참여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에서 공정한 절차로 

영재를 선발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입학담당관의 업무와 서류 및 면접 평가의 이해 등에 관련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과학고등학교 신

규입학담당관 및 입학전형 참여 교원 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연수에서는 47명 모두 온라인으로 강좌 및 과제를 제출 완

료, 연수를 이수하였다.



28

KAIST GIFTED TIMESEvents

YTN 사이언스 KAIST 교육청위탁사이버영재교육 촬영

2021.10.28.

  YTN 사이언스에서 과학영재의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과학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신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교육청위탁 사이버영재교

육원을 방문 취재하였다. 인터뷰에는 정현철 연구원장을 비롯

하여 이성혜 연구교수(사이버영재교육팀장), 류준일 튜터, 신

승환 학생이 참여하였다. 해당 방송은 11월 중순경 YTN 사이

언스에서 방영 예정이다. 

KSOP 온라인 학습멘토링 진행

2021.09.11., 9.25., 10.9., 10.23.

  KSOP 온라인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이 지난 9월 11일, 25일 

10월 9일, 23일 전국 900여명의 KSOP 참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한 편 KSOP에서 제작하여 과학영재교

육연구원 공식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는 '내 인생의 책 한권'

시리즈가 총 6편 업로드가 완료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

고 있다. '내 인생의 책 한권' 시리즈는 KSOP에 참여하고 있

는 멘토 선생님이 직접 나와 감명깊게 읽은 책 한권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나채민 멘토를 비롯한 총 6명의 멘토가 참여하였다. 

KSOP에서는 카이스트 멘토가 직접 클래식의 세계를 소개해

주는 '너 클래식 어디까지 알고 있니' 시리즈도 제작하는 등 전

국의 학생들에게 유용한 유튜브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과학영

재교육연구원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

KAISTTALENTED)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2021년도 기본과제 중간발표회

2021.10.20.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에서는 2021년 기본연구과제에 

대한 중간발표회를 10월 20일 온,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었

다. 발표자 9인을 제외한 연구원들은 온라인으로 중간발표회에 

참여하였으며 '과학영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을 위

한 기초연구'를 비롯한 9개 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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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까? >

광덕고등학교 교사 오수연

 당신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까? 

 좋은 선생님이 가져야 할 역량은 무엇입니까?

 사범대 진학을 위해 면접을 준비하는 3학년 제자가 제

게 "선생님은 왜 선생님이 되셨어요?"라고 물으며, 희망

하는 대학의 사전 공개 질문지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

깐 생각하다가, "항상 누군가와 함께 배울 수 있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인공지능(AI), 고교학점제 등

등. 요즘 교육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들의 공통점은 '융

합'입니다. 창의력이란 무에서 유를 생산해내는 능력이 아

니라 서로 다른 것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던가요. 

다양한 영역을 접하고 전혀 다른 것을 배움의 현장에 적용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바로 KAIST의 'STEAM 심

화 연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연수를 통해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정용 교수님과 전

문가분들에게 특강을 듣기도 하고, 특정 분과에 소속되어 

수업에 대한 고민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브레인

(Brain)분과였는데, 우리 분과의 다른 선생님들과 의견

을 나누며 아이디어를 얻고 배움의 현장에 적용하기 위

한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은 항상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시선을 경험하고 이미 현장에서 진행 중인 시도들을 응

원하는 일들은 '함께' '배운다'는 것의 기쁨과 보람을 느

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고3 전담입니다. 방학 중의 STEAM 연수가 끝난 

후, 구상한 수업 디자인을 바탕으로 수행평가를 진행했

습니다. 활동 주제는 ‘생명과학기술과 합리적 의사결정’

이었습니다. 이제 곧 성인이 되어 민주시민으로서 합리

적 의사결정을 해야 할 학생들이,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

의 수집, 대안들의 비교, 결정을 위한 용기, 책임감과 윤

리 의식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수업을 디자

인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STEAM의 형식

적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멘토 선

생님은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융합’의 의미에서 ‘고민

과 시도’에 의의를 두고 생각을 펼치라고 조언하셨습니

다.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더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 3

학년 2학기 교실의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학생들의 긴장

감으로 공기는 무겁고, 조급한 마음은 새로운 시도를 경계

합니다. 평가 계획을 소개하는 내내 저는 학생들의 눈

치를 살피며, ‘부담스럽지 않게 잘해보자’는 메시지를 

2021년 KAIST STEAM (심화 과정) 교사 연수 참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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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졌습니다. 다양한 툴(tool)을 활용하며 데이터를 수

집하고 활발한 토의토론을 벌이고 싶었으나, 역시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학생들은 포털사이트의 검색기능만을 

사용해 쉽고 빠르게 하기만을 원했고, 마치 모범답안

이 정해진 것처럼 토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수에

서 알게 된 다양한 정보들을 소개하고, 모둠별로 꼼꼼히 

들여다보며 학생들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학생들은 조금씩 고민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

다. 바쁜 일상 속에서 STEAM 수업에 대한 고민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항상 응원해주신 멘토 선생님이 계시지 않

았다면 용두사미로 끝나버렸을지도 모를 소중한 경험입니

다.

 학교 현장에서의 배움이란 학생과 교사가 모두 함께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STEAM 심화 연

수는 저의 수업을 돌아보고, 제가 학생들과 진정으로 함

께 하고 싶은 배움이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1년 KAIST STEAM (심화 과정) 교사 연수"에 참가한 오수연 선생님의 

후기입니다. 오수연 선생님의 동의를 받아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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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못하는 순간, STEAM 수업 >

 2015년에 발령을 받고 이제 7년 차. 신규 티를 벗긴 한 

건지, 수업, 업무, 학급 운영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기

는 한 걸까. 교사로서 지치거나 매너리즘에 빠질 때면 늘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

 2018년 STEAM 기초 연수에 참여했을 때의 일이다.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연수를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과학창의재단과 KAIST에서 주관하는 이 STEAM 연

수는 아주 악명이 높았다(?). 기초든, 심화든 STEAM 수

업을 직접 설계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2박 3일 동안 모여

서 지도안을 짜고 학습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STEAM이 

맞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어 참 힘들었던 기억

이 난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그렇게 주제를 잡고 나니 이 

수업을 한번 적용해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포켓코드라는 

어플형 프로그래밍 도구를 가지고 지진계를 만들어보는 수

업이었는데, 힘들게 학습지도 만들었으니 ‘한번 해 보자!’ 

싶은 생각이 들었다. 물론 초보 선생님의 좌충우돌 수업이었

겠지만, 아이들은 내가 알려준 것의 몇 배를 만들어냈고, 

진심으로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수업 후 만든 프로그램까

지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수업에 빠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창의적 설계. 각자가 가속도 센서를 

활용해 만든 작품을 공유하는 감성적 체험이 제대로 이루

어지자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다.

 그 순간 ‘이런 수업을 하고 싶다! 아이들이 즐거운 수업

이 내가 하고 싶은 수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부터 나는 STEAM 수업에 빠지게 되었다. 매년 적

어도 1개씩은 STEAM 수업을 설계하고 학급에서 적용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STEAM 연수를 들

었다.

 사실 아무리 다짐을 한다고 해도, STEAM 수업은 설

계, 적용하기가 매우 힘들다. 교과서도 없고 평가표도 

없고, 수업 자료도 없다.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교사가 모

두 재구성을 해야 하고, 과학/기술/공학적 요소를 넣다 

보면 수업의 호흡도 길어진다. 많은 차시의 프로젝트 수

업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준비물, 학습 자료, 모두 교사

가 직접 찾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STEAM 수업을 통해 살아 있는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아이들은 적극적이었고, 매년 프

로젝트로 수업을 하면서 STEAM 수업은 모두를 위한 수

업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런 STEAM 수업을 함께 

약대초등학교 교사 송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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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면서 교사로서의 나를 돌아보고 키워나갈 수 있

는 곳이 STEAM 연수이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관심

사가 같은 선생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만들어내는 

산출물은 훨씬 만족스럽다. 같은 수업을 적용한 후 각기 

다른 학급의 결과를 나누는 것도 재미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1년 여름, 나는 또 STEAM 

심화 연수를 들었다. 온라인 비대면 연수였지만 역시

나 내실 있게 짜인 강의와 멘토 선생님들의 도움 아래 

STEAM 수업을 또 하나 설계했다. 피지컬 컴퓨팅 도

구 중에서도 자신이 없던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해서 수업

을 짜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연수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 반 아이들은 해님 달님 속 문제 상황을 

탐색해 보고 마이크로비트로 SOS 신호를 보내는 프로

젝트를 진행했다. 

 “우와! 선생님 119 신호가 떠요!” 

 “우리 그러면 여기에 어울리는 오브젝트를 추가하자!” 

 교사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움이 일어

나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답을 그려나가는 우리 반 아이

들의 모습에서 왜 내가 STEAM 수업을 하는지 또 한 

번 더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수업 준비하기 귀찮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방학 동안 선생님들과 머리 맞대며 설계

한 수업을 학교에서 적용했을 때 뿌듯함, 학생들이 즐겁

게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의 짜릿함, 그 순간의 저릿

한 기분을 잊지 못한다. STEAM 수업을 적용해 본 선

생님이라면, 아이들이 자신만의 창의적 설계를 그려내

는 수업의 한 장면이, 얼마나 짜릿한지 아실 것이다. 

STEAM 수업은 힘들다. 이런 어려운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열정이고, 본분에 임하기 위한 노

력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순간, STEAM으로 

채우고 싶다는 열정이 있다면 STEAM 심화 연수를 신

청해보시면 좋겠다. 물론 짧은 연수 기간 동안 수업을 설

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각자 학교의 상황이 

달라 수업 적용이 녹록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열정 넘

치는 선생님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 연수

의 현장은 선생님들께 새로운 자극과 수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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