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STECH 생명과학과

소식지

2015년 가을호

2015년 가을호를 시작으로, 1년에 2회 정도 동문회 소
식지를 제작해서 동문분들께 배포할 예정입니다. 본 소
식지는 동문회의 활동보고와 동문 및 모학과의 동향 등
을 전함으로서 소통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동문 여러
분들의 소식으로 채워질 소식지인 만큼,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연락처: 남윤호(ehddn931@postech.ac.kr, 010-6270-8956)

생명과학과동문회소식지소개



동문회 집행부 및 운영위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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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89학번)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회장

조현수 (90학번)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부회장

임준택 (94학번)

포스코 신사업기획실

총무

최지혜 (98학번)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서기

이름 학번 직장 비고
박동현 90 삼성종합기술원
박수형 97 KAIST 의과학대학원
박준영 89 이수앱지스
소문수 90 세종대학교 생명시스템학부 바이오융합공학전공

유영섭 89 대우건설 전임동문회장

윤정호 91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전임 동문회장

이준용 95 덕우전자
한정민 93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윤덕현 91 울산대 의과대학 (아산병원) 
금병락 11 대학원대표 전임 학과학생회장

남윤호 13 학부대표 현 학과학생회장

집행부

운영위원



구분 입금액 이자수익 집행액 잔액
2014년도 14,505,000 263,560 0 14,718,560
2015년도 1,010,000 36,045 530,000 516,045

계 15,515,000 299,605 530,000 15,284,605

2. 생명과학과 동문회 기금 기부 현황 ('15.6.30 기준)
- 기부인원 : 34명
- 총 약정금액 : 26,450,000원
- 현 입금액 : 15,515,000원

3. 동문회 기금 납부 방법 안내
추가적인 기금 납부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금 납부에 참가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 http://bit.ly/postech_development_fund
(포항공과대학교 발전기금 링크)

- 문의사항은 총무 임준택(94학번)으로 문의 주세요.
임준택/juntlim@posco.com

지난 4월 21일, 정부는 제48회 과학의 날(21일), 제59회 정보통신의날(22일)
을 맞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진흥 유공자 95명에 대해 훈장 및 포장, 대통
령 표창, 국무총리 시상하였습니다.
이영숙 교수님께서는 대통령 표창장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동문회 기금 현황

이영숙 교수님 대통령 표창장 수여

1. 생명과학과 동문회 기금 현황 ('15.6.30 기준) [단위 : 원]
- 집행내역
: '15.5월 스승의날 행사비 530,000원

(이영숙 교수님 25주년 감사패 및 축하 화환, 꽃다발)

2015년 5월 11일 저녁 6시, 지곡회관 학생식당에서
생명과학과 학부 학생회 주관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수님과 학부생 약 120명이참가했고, 교수님들께 감사의
선물을 전해드리고 함께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사진은 이영숙 교수님의 25주년 감사패 수여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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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postech_development_fund


도윤경 동문 별세

지난 3월 28일, 도윤경(91학번) 동문이 별
세했습니다. 고(故) 도윤경 동문(43)은 UNIST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한 후, 5년 넘게 난소
암으로 투병하다 요절했습니다. 암 투병 중에
도 쉬지 않고 연구를 하고 병원에서도 의식이
있는 마지막까지 업무용 노트북으로 학생들의
연구와 논문자료를 확인하고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녀가 별세한지 3개월이 지난 6월 30일, 그녀의 마지막 논문이 세계 3대 학술지인 Cell의

자매지 Cell Reports에 실렸습니다. 그녀의 연구결과가 저명한 학술지에 실린 것은 기쁜 일
이지만, 게재를 불과 3개월 앞두고 눈을 감아 어렵사리 이룬 연구의 결실을 끝내 보지 못한
것에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구본경 동문 근황
구본경 동문(96학번)은 2006년까지 포항공대 학/석/박사를 마치고, 2009 - 2013년 네

덜란드 Hubrecht 연구소의 한스 클레버스 교수 연구실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봄부터 캠브리지 대학 부속연구소인 캠브리지 줄기세포연구소에서 그룹리
더를 맡고 있습니다.

유비퀴틴 접합자에 의한 줄기세포 항상성 조절과 소장 및 위장 줄기세포를 연구 중이라
고 합니다. 웰컴 트러스트와 로얄 소사이어티가 제공하는 헨리 데일 펠로쉽을 받았으며, 유
럽피안 리서치 카운슬에서 제공하는 ERC starting grant의 지원도 받고 있는 전도유망한
학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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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에서는 대학근조기를 발송하고 동문회장이 근조화환과 함께 조문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수형 동문 근황

박수형 동문(97학번)은 2008년 2월에 POSTECH 생명과학과 세포면역학실험실 (지
도교수:성영철 교수님)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미국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4년 10월 1일부터 KAIST 의과학
대학원에 조교수로 부임하였습니다.

생명과학과 야구잠바 제작 안내

생명과학과 학생회에서 야구잠바를 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생명과학과 동문선배님들 중 희망하시는 선배
님들께서도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양식을 작성해주시면 됩니
다. 동문가격은 6만원 입니다. 야구잠바 금액의 일부는 생명과학과 학생회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동문회 집행부도 주문할 예정입니다.

http://bit.ly/life_baseball_jumper

박수형 동문이 KAIST에서 open한 실험실의 이름
은 Lab. of Translational Immunology and 
Vaccinology (중개면역 및 백신 연구실)입니다. 연구
하는 주요 분야는, 환자의 혈액 및 조직 샘플을 이용
하여 난치성 감염질환 및 면역질환의 면역기전을 규
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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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H 생명과학과/융합생명공학부 교원 모집
모집공고는 대학 및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전 분야 대상으로 우수한 인재를 상시 채용 예정이니 동문 여러분의 지원 부탁
합니다.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하십시오. 이승우, sw_lee@postech.ac.kr

http://bit.ly/life_baseball_jumper


1. 'POSTECH Family Day 2015’는 "유기농라이프, 삼시세끼 - 포스텍 동창회편"
주제로2015년 10월 17일(토)에 경기도 양평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 총동창회 관련 페이지들입니다. (가입 내지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총동창회 공식 포털 PODO: alumni.postech.ac.kr
참가등록: http://hub.postech.ac.kr/familyday2015

3. 총동창회 평생회비 (45만원) 납부안내 (해당되시는 분)
신한, 562-003-20237562, 포항공과대학교 총동창회
보내는이 - '산경88홍길동'

총동창회 행사 안내

작년은 포항에서 25주년 행사를 진행한 관계로 별도의 동문모임을 갖지 않았지만, 
올해는 새로 동문회도 다시 구성되었고 해서 동문 송년모임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날짜와 시간은 2015년 12월 15일(화) 저녁 7시경에 진행될 예정이고, 서울역 근처
의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이들 참석하시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
다.
인원파악을 위해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 임준택/juntlim@posco.com
• 최지혜/mocabbang22@hanmail.net

생명과학과 동문회 송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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