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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새해에도 풍요롭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해년(己亥年)의 기(己)는 황(黃)을 뜻하여, 기해년은 황금

돼지의 해가 된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돼지는 우리 민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물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돼지는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을 점지한 영험한 동물임과 

동시에 중요한 재물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개업식 등 중요한 행사에 돼지머리를 올리고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또한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낳아 다산과 부를 상징

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돼지의 좋은 의미와 기운이 

가득 담긴 기해년을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들께서도 풍요롭고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67년 전통의 공과대학 동문회 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동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과대학 동문회는 상임이사회를 매 분기별로 개최

하였으며, 8월 취임하신 고성석 학장을 비롯한 모교 보직 

교수들과 함께 공과대학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논의

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관운 동문의 학교발전

기금 기부, 한은미 교수의 부총장 임명 등 동문들의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옴으로 인해 저 역시 이 자리에 있음에 

영광스러웠습니다. 이렇듯 개인의 발전이 모교의 밑거름이 

되고 상생발전의 효과가 배가 되어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3만 6천 동문님!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2019년 1월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동창회장      정 석 우 드림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해년에 우리대학 구성원 및 동문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은 지난해 어려운 교육 환경 여건 속에서도 

교육 및 연구 부분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작년 

큰 연구비 수주는 단연 교육부 2018 중점 연구소(9년간 49억의 

연구비) 선정과 공학 분야 선도 연구센터(ERC:7년간 177억 

연구비수주)선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박종진 교수님팀의 ‘문신 같은 전자회로’ 개발, 기계공학부 

이동원 교수님팀의 타이어 압력감지 시스템용 ‘나노 발전기’ 

개발 등 공과 대학의 위상을 올리는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공과대학 교수님들의 노고는 대·

내외적 다양한 수상 실적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공과대학 학생들의 활동도 두드러진 해였습니다. 생물공학과 

대학원생들이 국제학생대회에서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수상

하였고, 신소재공학과 김하준 박사 과정생은 ‘글로벌 박사 

펠로우쉽에 선정되어 2년간 6천만 원의 연구 활동비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물공학과 최류빈 학생이 천강문학상을 

수상하며 시인으로 등단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공과

대학생들의 우수성을 드러낸 한 해였습니다. 

  

현재의 교육환경은 지역거점대학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 하기에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학생 수 격감과 대학 

예산 감소 등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활동이 위축되곤 합니다. 

그러나 2002년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양관운 동문(12억원 

기부)의 전남대 발전기금 기부와 같은 소식은 불황으로 나눔의 

손길이 움츠러드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 모교 발전에 크나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문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이 

학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다시  한번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기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지난 해 이룬 이 같은 성과는 공과대학 가족들의 노고가 있었

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묵묵히 

연구실과 강의실을 지켜준 교수님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응원해 준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을 

발간하여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소통

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도 동문 여러분과 교직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후원을 당부 드리며 공과대학 가족 모두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장      고 성 석 드림

공과 대학의 위상을 올리는 
다양한 연구 성과와 학생들의 
활동도 두드러진 해

개인의 발전이 모교의 밑거름이 되고 
상생발전의 효과가 배가되어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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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 광주광역시에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지역대표산업과 연계되는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해 액티브에이징시티(Active Aging City) 조성 

사업을 기획하였다. 액티브에이징시티 조성 사업은 50세 이

상의 활동적인 장년층과 노년층을 엑티브에이징 세대로 규

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전주기적 인생 재설계와 노년층의 

취·창업,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하는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산업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산업 발굴 기획 사업이다. 

기획이 진행되는 동안 개최된 여러 강연에서는 인간의 고

령화에 따른 능력 저하가 현실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편

견이며, 미디어 및 일부 전문가의 초고령 사회에 대한 주장

이 대안 제시가 없는 채로 무작정 불안감만을 자극하는 현상

임을 역설하였다. 특히 박상철 교수(현재 전남대학교 석좌교

수)는 과거 평균수명 40대이던 시절의 데이터(의료비사용, 

신체기능저하정도 등)를 가지고 평균수명 80대가 넘는 현재

의 고령자의 건강상태, 활동상태 및 인식능력을 평가하고 있

음을 지적하였다. 초고령 사회는 무조건 사회적 비용 지출이 

증가할 것이고, 전체 사회 시스템의 부정에 기인한 강박적 

위기의식의 자극을 경계해야 함을 역설하고 이를 “고령화충

격의 허구성”이라 밝혔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 광주과학기술원이 운영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필자가 느

낀 초고령 사회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회적 변형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 앞날을 두려워 하며 살아갈 방법을 찾으라’

와 같은 결론 없는 문제제기, 대안 없는 지적에 상당 부분 지

쳐 있던 필자에게 박상철 교수의 노화 혁명을 위한 제안은 센

터에서 고령친화산업을 위한 추진 방향과 많이 다르지 않음

을 확인하며 많은 위안과 안도감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고령자가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잠재적 수요계층

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령자 시장을 위해 관련 산업의 신규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 고령자의 행동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

여 새로운 제품 또는 향상된 기존 제품을 개발하는 것 등이 

결국 초고령 사회의 대응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막연한 생각

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늙어간다, 우리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조

금 더 빠르게 늙어간다. 초고령 사회는 분명 위협적인 사실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에 대비하는 
고령 친화 사업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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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분명한 기회는 존재한다. 급팽창하는 

고령 인구의 거대 수요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전환할 노

력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쌓이는 데이터와 초연결성은 새로운 산업의 영역

을 선물할 것이다. 신제품의 개발과 기존 영역의 확장은 사

람에게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의료산업, 고령자용품·복

지용구 산업, 여가산업 등 고령친화산업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름조차 생소할 수 있는 고령친화산업 전반

에 걸쳐 분석해보고자 한다. 물론 인구학, 복지학, 사회학을 

전공한 학자가 아니기에 파편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고령친화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동향 등을 분석하고, 관

련 산업군의 미래먹거리 모색에 일조하고자 한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

UN은 고령화 사회 분류 기준으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

상의 인구 비례를 활용하여 해당 국가의 고령화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표 1】 UN의 고령화 지표

명    칭 65세이상 인구 비율 우리나라 해당년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7%이상 14%미만 2000년

고령 사회(Aged Society) 14%이상 20%미만 2018년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20%이상 2026년

우리나라는 2018년 10월 현재 전체인구대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14.7%1)로 UN의 지표에 따르면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산율의 감소

와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라 생산가능인구2)는 2016년 3,763

만 명을 정점으로 가파르게 감소하여 2065년에는 2,062만 

명(47.9%)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대로 고령인구는 2065년 

1,827만 명(42.5%)으로 2015년 대비 2.8배 증가, 유소년 인구는 

2065년 413만 명(9.6%)으로 2015년 대비 59%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현재 고령인구 14 퍼센트를 아직 견딜만한 수

준으로 크게 불편함이 없는 정도로 평가하고 살아가고 있

는 듯하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12.7%로 매우 젊은 도시에(전국 17개 시도기준 5위) 해당하는

데, 특별히 고령화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그림 2에서 보는 것처

럼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

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까지는 26년이 걸

리게 될 예정이다. 그에 비해 일본은 36년(2006년), 프랑스 

154년(2018년), 독일 77년(2009년), 미국 94년(2036년)으로 초

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 기간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 전체에 근원적인 영향을 끼친다. 

인구구조는 여타의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천

천히 변화하고 그 영향도 간접적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실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장 느리

지만 가장 확실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임이 분명하다. 우리나

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고령화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이고,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조금은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

각으로 고령화를 분석하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사유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물론 생산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걱

정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결코 암울해할 필요는 없다. 단편적

으로 일본의 고령화는 거의 완성 단계3)에 까지 들어왔다. 일

본의 사회 체제는 우리와 많이 닮아있고, 사람들의 사고방식

도 우리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우리는 고령화에 관해 훌륭

한 백과사전에 준하는 참고서를 곁에 두고 있는 것이다. 또

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제적 성장

은 우리 비즈니스의 좋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마찬가

지로 우리와 비슷하고 빠르게 고령화 단계를 거치고 있는 12

억 인구의 중국은 매우 훌륭한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만큼 그에 합당한 신중하고도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명확한 비전과 계획 없이 해외 

사례를 무작정 적용하는 무모한 행동은 실패와 함께 아주 값

비싼 수업료(시간, 시장잠식 등)를 지출할 것이다.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활용

2) 만 15세부터 64세 까지의 인구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칭함.

3) 완성의 단계라는 표현은 일본은 이미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상황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세대와 일본의 단카이세대는 많이 닮아있다. 즉,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사회 형태변화 등의 관찰에 필요한 좋은 모델, 교과서가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

주요 국가별 인구고령화 속도

연령별 인구구조 (1965~2065년) 연령별 인구구성비 (1965~2065년)

*자료: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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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령별 인구구조 및 구성비(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8년 기준) 재작성)

그림 2  국가별 초고령사회 도달년수(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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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변화되는 소비계층

인간은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다. 제조, 화학, 서비스, 판매, 

유통, 의료, 제약, 복지, IT, 웹, 통신 등 모든 산업은 시장이 있

게 마련이고 시장은 인간에 의해 결정되고 움직인다. 각 시

장의 규모, 제품의 질, 종사자 등의 증감은 그 사회의 구성원

과 구성원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변화되어진다. 가령 1980년

대에는 노동시장의 중심으로 청년세대(15~29세)가 주를 이

루었다. 특히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베이비붐세대4)

는 1980년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

었다. 이후 베이비붐세대가 30대·40대·50대로 이동하면서 

고용구조 및 소비경제 경향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는 사회 전체의 소비성향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같

은 소득을 더 오랜 기간동안 쓸 수 있도록 소비의 규모를 조

정하고, 상속·증여 등 자산의 세대 간 이전도 늦춰지며, 당장 

구매하기 보다는 건강관리를 비롯한 노후대비를 위한 지출

을 유보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화에 의한 

소비성향 변화 양상이 무조건 노인용 제품의 증가를 의미하

지는 않는다. 반면 ‘젊고 혁신적인 소비’를 즐기는 경향의 액

티브에이징(Active Aging) 세대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특성

을 고려한 식품·주거·편의용품·유통 등의 산업이 확대될 것

이다. 2017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

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1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식·음료품, 보

건 부문 등의 지출 비중은 높아지고 교육, 의류, 통신 등의 부

문은 지출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5) 1인 가구의 

증가 역시 산업의 양적 확산과 질적 재편을 동시에 수반한다

는데, 양적으로만 보아도 1인 가구의 소비성향은 2인가구의 

소비성향보다 영역이 넓으며 높게 측정되고 있다. 이러한 단

편적인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 구조를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

지 못한 양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트랜드에 맞게 데이터와 초연결

성을 무기로 변화되어질 환경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부문별 

시나리오와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역시 변화되고 있으며, 제품 개발을 위한 R&D의 방향도 생

산된 제품의 소비자 반응을 검출하는 방식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의 아이템을 도출해내는 리빙랩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

다. 특히, 제조분야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변화에 알맞게 스

마트공장 등의 시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시장은 변화되고 있다. 소비 계층은 무기력한 고령화 시대

를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시장의 소비 주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경제력이 풍부한 

중년의 소비자에서 장년층·노년층의 소비자로 변화되고 있

다. 그렇다면 당연히 생산과 산업의 영역에서도 변화가 뒤따

라야 한다. 기존의 방법과 방식, 제품으로는 소비자의 외면을 

살 수밖에 없다.

시장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무리한 투자와 근시안적 정

책 등의 결과로 세상의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기술, 기업은 

소리 없이 사라질  것이다. 고령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

고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고령 사회의 진입은 그저 실패

만을 남길 수밖에 없다. 

4) 3.0명 이상의 높은 출산율이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구집단으로 우리나라는 1955년부터 1963년 생을 1차 베이비붐 세대로 지칭하고 있음.

5) 통계청,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결과를 재분석하였음.

6) 해당연구를 통해, 이전 정부정책 또는 관련법상에서 제시했던 15대 고령친화산업 범위를 데이터수집 가능여부, 최근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하여 9대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고령친화산업의 정의와 범위

고령친화산업의 정의는 2006년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진

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고령자의 삶을 영위할 때 

필요한 전 영역에 해당하는 매우 광범위한 산업이다. ‘고령

친화’라는 용어는 기존의 실버(Silver)산업이라는 용어가 갖

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한 것인데,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이래로 보편화 되었다. ‘노인이 편

리하면 모든 사람도 편리하다’는 취지하에 편리성과 안정성

에 입각한 노인의 선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을 의미한다.

고령친화산업은 신산업이기보다는 고령자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러 산업 활동 중에서 고령자를 대

상으로 한 부분들이 하나의 산업 영역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한 “고령친화산

업 시장동향”에서는 【표 2】에 나타낸 것처럼 고령친화산업

을 9개 영역으로 명시하고 있다.6) 9개 산업영역에서 해당되

는 세부사업을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3】의 시장동향을 간략하게 분석하면 고령친화산업 중 

여가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표 2】 고령친화산업의 영역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고령친화산업 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요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다. 노인 요양 서비스
라.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바.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 서비스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노인을 위한 의약품·화장품
     -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표 3】 고령친화산업의 영역과 시장규모                                                                                                                                                 (단위 : 억원, %)

산업영역
2012년 2015년 2020년 CAGR

(12-20)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의 약 품 37,791 13.8 54,010 13.8 97,937 13.4 12.6 

의료기기 12,438 4.5 17,827 4.5 32,479 4.5 12.8 

식      품 64,016 23.4 93,609 23.8 186,343 24.2 13.5 

화 장 품 6,945 2.5 10,645 2.7 21,690 3.0 15.3 

용      품 16,689 6.1 18,770 4.8 22,907 3.1 4.0 

요      양 29,349 10.7 46,533 11.9 100,316 13.8 16.6 

주      거 13,546 5.0 14,209 3.6 14,301 2.0 0.7 

여      가 93,034 34.0 137,237 34.9 262,331 36.0 13.8 

전      체 273,808 100 392,840 100 738,304 100 13.0

※출처 : 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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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시장규모 중 2012년 대비 가장 큰 비중 변화

를 보이는 산업은 요양산업으로 최근 노인돌봄서비스(방

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시설 등)를 수행하는 기관 및 민

간시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주변에서 손쉽

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빠르게 시장에 안착되고 있

다.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

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 이라는 비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정부의 지원 

사업을 획일적 시설요양에서 지역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를 전면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

다. 바야흐로 고령친화산업의 트렌드가 질병치료 및 재활중

심에서 예방 및 건강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역주력산업으로 「디지털 생체의료」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2002년(2개 기업, 연 매출 2억 원) 의

료산업의 불모지로 시작했던 광주의 의료산업은 2016년 현

재 211개사 연 매출 3,821억 원으로 한 개 산업을 육성하기 위

하여 정부의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부문 

특이한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는 광주테크노파크 생체의료소재부품센터, 치과용 소

재부품 기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병원 차세대 

정형외과용 생체이식융합의료기기 지원센터 센터와 5개의 

풀뿌리 기업육성사업단(뷰티미용(사업종료), 통증건강기기

(사업종료), 콘텐츠렌즈, 치기공, 광의료)이 기업육성지원사

업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광주지역에서는 디지털생체의

료산업을 향후 광주지역의 대표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

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의 분야들은 고령친화의료기기, 용품 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향후 발전의 가능성 등이 기대된다.

산업부문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의약품

신경계용약 치매용제, 알츠하이머용제

대사성의약품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당뇨병치료제

순환계용약 고혈압용제, 동맹경화용제

해열진통소염제 해열진통소염제

안과용제 안과용제

전립선치료제 전립선치료제

종양치료제 종양치료제

의료기기

치과분야
치과용금속, 치관용재료, 의치상재료, 치관용근관, 충전 및 치료제, 치고용접착 및 충전재료, 
치과용인상재료, 치과용왁스, 치과용모형재료

재활분야
정형용품, 부목, 정형 및 기능회복용기구, 환자운반차, 시력보정용안경, 시력보정용렌즈, 보청기, 
인체조직 및 기능대치품

진단분야
의료용엑스선장치, 비전리진단장치, 방사선진료장치, 체온측정용기구, 혈액검사용기기, 혈압검사 
또는 맥파검사용기기, 검안용기기, 청력검사용기기, 지각 및 신체진단용 기구

치료분야
의료용침대, 호흡보조기, 내장기능대용기, 이학진료용기구, 개인용전기자극기, 침 또는 구용기구,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건강·의료용품
건강측정용품, 호흡기 치료용품, 투약용품, 욕창예방용품, 온열·한냉용품, 안마기, 자극기, 한방기기, 
신발·의류, 신체보호용품

기능저하예방용품 유산소운동용품, 근력운동용품, 기능훈련용품, 근력 및 운동기능 측정용품

이동기기
한 손 조작 보행용품, 보행보조기, 복지차량,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변환용구, 
리프트, 보행보조기 부속품, 휠체어 부속품, 자동차 개조용 부품

식품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두부류 또는 묵류, 전통·발효식품(장류,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포함)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기초제품류 노화방지 화장품(주름개선 및 완화), 피부미백 및 검버섯 제거 화장품, 자외선 차단 및 방지 화장품

색조제품류 피부색 보정 화장품

바디제품류 피부건조 및 가려움 개선 화장품, 체취방지용 화장품(데오도란트, 향수류)

헤어케어류 탈모 방지용 화장품, 염모용 화장품

용품

개인건강·의료용품
건강측정용품, 호흡기 치료용품, 욕창예방용품, 자세변환 용구, 욕창예방용품, 온열·한냉용품, 
안마기, 자극기, 한방용품, 신발·의류, 운동훈련용품

일상생활용품 이동기기, 목욕용품, 배변용품, 식사용품

주거설비용품
침구용품, 의자용가구, 가구높이조절장치, 안전손잡이, 주택용 건축부품, 건축물용 안전장치, 
조명기구, 수납가구, 문·창·커튼 개폐장치, 수직승강장치

정보통신기기 시각용품, 청각용품, 발성용품, 그리기·글쓰기 용품, 전화기·통화용기기, 신호표시기, 경보기

여가용품 장난감, 게임, 운동용구

목욕용품 목욕보조용품, 기타 목욕 용품

배변용품 배변처리기, 기저귀용품, 화장실용품

침구용품 침대, 매트리스·모포 및 배게, 침대용탁자, 침대부품

가사용품 취사용품, 세적용품, 식사용품, 청소용품, 의류제작 및 수선용품, 탁자

요양

시설요양서비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요양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복지용구 제공 및 지원서비스

예방지원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 질병상담 및 관리서비스, 영양개선서비스, 운동기능향상서비스

주거
주택 개보수 주택 개보수

고령자주택공급 고령자 주택공급

여가산업

문화(컨텐츠) 기능성게임, 고령친화방송, 정보제공 웹 사이트, 영화, 음악 및 공연, 공예, 문화오락센터

스포츠
시설운영업, 경기업, 정보업

고령친화휴양단지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여행관광 관광편의시설업, 국내(해외)관광, 복권, 카지노, 경마, 놀이공원

※출처 :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전략 보고서(2018.1)  고령친화산업시장동향, 보건산업진흥원(2015) 종합분석 및 재분류 그림 3  광주광역시 디지털생체의료산업 발전 현황(생체소재부품 중심), 출처 : 광주 대표산업 생태계분석 보고서(광주광역시, 2017.4) 

【표 4.】 고령친화산업의 유형 및 전략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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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출현

우리나라에서 시장의 변화를 예상하는 기업은 이미 상당

부분 고령화 시대의 자사제품 홍보 및 마케팅전략을 수립하

고 있다. 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라 명명되는 노년층과 

향후 노년층이 될 장년층은 놓치지 말아야 할 새로운 시장, 

새로운 고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년층 비중이 줄

게 되기 때문에, 액티브시니어 계층의 소비는 소매 판매액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소비 여력이 있는 장

년층과 노년층의 기호와 소비 패턴에 적합한 제품 기획과 마

케팅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고령자 관련 비즈니스의 영역

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카이 세대7)

은퇴 사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령층 소비구조

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일본은 고령층

이 내수 전체를 주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목

할 만한 것은 단카이 세대 은퇴 이후 변화된 소비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보다 8년 앞서 출생한 단카이 세

대 은퇴 이후 고령층의 소비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이들의 

은퇴 초기에는 고령친화 관련 산업이 지지부진하고 크게 성

장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65세가 되어 연금을 본격적

으로 수령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고령가구가 일본의 내수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에는 단카이 세대가 포

함된 60-69세 가구의 소비증가율은 2.7%8)로 일본 전체 소

비증가율 1.1%보다 훨씬 높아졌다.9) 명확하게 단카이 세대가 

연금을 수령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일본의 시장은 중년층과 

노년층의 소비구조로 명확하게 바뀌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고령화 시장에 뛰어들었다.

일본의 식품 산업의 경우에는 매우 복합적으로 배달업 및 

          【표 5】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의 고령친화산업진출 사례

기업명 기존사업영역 브랜드명/고령자관련 분야 비  고

마루베니(주) 종합상사 일본 라이프케어/개호숍, 화장품 약국 연계 체인점 활용 영업

미쓰비씨그룹 중공업, 방위산업 케어디자인플라자/고령자컨설팅업 투자, 상속 등

야마하 악기, 교육 야마하헬스케어숍/건강·의료관련 건강관리 컨설팅 등

히다치 전기전자산업 히다치/보청기, 상담실, 개호숍 개호보험전문취급

세븐일레븐 24시편의점 세븐밀/도시락배달, 생활지원사업
지역포괄지원센터 
연계사업(건강관리)

로손 24시편의점 로손/개호거점 병설형 점포(개호숍)
모임공간제공, 
이동(차량)판매운영

이온그룹 대형마트 Fantastick, GG Mall / 생활용품
지팡이 전문브랜드
고령자 커뮤니티
여가활동 지원

야마시타 병원용소모품 야마시타 / 개호전문용품숍 개호용품전문유통숍

7) 단카이 세대(団塊の世代) : 일본에서 제2차세계대전 이후 1947년~1949년 사이에 베이비붐으로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현재 일본 인구의 약5%인 675만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전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고 서구문화에 익숙하며 일본의 고속성장기에 청년시절을 겪으며 경제성장의 주역역할을 하는 등 우리나라
    의 베이비붐세대와 매우 유산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8) ‘연금받기 시작한 단카이 세대, 日 내수 구세주로’ 한국경제신문, 2012. 4. 24

9) 우리나라 고령층의 특징과 소비구조변화,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분석, 2018. 2

그림 4  일본 동경 게이오백화점 내 고령자 상담창구 및 고령자 용품 판매점 ※출처:2018.6 저자 촬영사진

 한 층을 GG(Grand Generation)Mall로 오픈, 고령자 커뮤니티 형성 및 생활프로그램 운영 ※출처 : 2018. 6 저자 촬영사진

생활용품 코너에 고령자용품이 판매되는 모습과 마트 내 지팡이 전문브랜드(FataStick) 매장 전경
그림 5  일본 도쿄 시내 AEON그룹 마트 카사이점 전경 ※출처 : 2018. 6 저자 촬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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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업과 연계되어 있다. 로손, 세븐 일레븐 등 편의점이 식

품 기업과 연계되어 있다. 배달되는 도시락은 메디푸드라 명

명되는 개별맞춤형 도시락으로, 당뇨 점심, 고혈압 저녁 등의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의 편의점의 기능을 향상시

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다. 대표적

으로 그림 510)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동식 편의점’으로 요양

원, 공동생활가정 등의 집단생활을 하는 고령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행하기도 한다.

 일본 정부 및 닛세이기초연구소 등의 발표를 참고해 효과

를 보고 있다 판단되는 민간서비스는 ‘도시락 방문 배달 서

비스’이다.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여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육

안으로 확인되는 정도의 수준에서 고령자 상태를 보호자(자

녀, 지역사회 보호자 등)에게 간략 리포트 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연계상품은 서비스와 제품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

켜 사회적 안정감을 선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유한킴벌리의 CSV 

(Creating Shared Value ; 공유가치창출) 경영의 일환으로 시

도되었던 고령자용품전문점 ‘골든 프렌즈’(대구, 낙원상가

점)와 ‘시니어허브’(강남점), ‘타임 브릿즈’(을지로점)를 들 수 

있다. 고령자를 매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국내 중소기업

에서 제조하는 고령친화용품을 한곳에 정리하여 노인전문

매장을 운영한다는 매우 좋은 취지로 시도된 매장이다. 하지

만 현재는 안타깝게도 골든 프랜즈(낙원상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쇄된 상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노인전문매장의 시도는 여러 형태가 있었

으나,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폐쇄 되거나 업종전환이 이루어

졌다. 사례를 분석하면 시장 미성숙을 고려하지 않은 비즈니

스 모델의 부재, 고령자 일자리 사업연계에 따른 사업 운영

자의 책임의식 부족, 고령자를 세분화하여 인지시키는 용어 

사용의 어려움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인 비즈니

스 모델의 검증은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옵토닉스는 군수용 정밀 광기반부품(무선항

그림 6  이동식 편의점 트럭(300~400종의 상품) 그림 7  전기차를 활용한 도시락 배달서비스

10) 사진출처 : 세븐일레븐 제공사진 (2017.5.17. 조선일보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7/2017051700044.html

법장치 등)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2018년 6월에 헬스케어사업본부를 신설하고 

복지용구 개발(다기능 전동침대), 고령자전문용품점 개점(광주광역시 남구 행

암동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1층), 기타 서비스 제공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술

한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2019년 2월부터 3년 내 전국 17개 고령자 전문매장 오

그림 8  유한킴벌리의 CSV 경영일환으로 시도된 
           고령자용품 전문점

【표 6】 유한킴벌리 CSV에 참여한 중소기업 및 제품

기업명 내  용

폴랑폴랑 치유동물을 통한 시니어 치유 및 시니어 치유동물팀 양성

(주)에코11 시니어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힐링텃밭 보급

(주)제타랩 시니어의 인생 재설계 동기부여를 위한 소통 아카데미(엔딩 노트)

(주)한국갭이어 시니어 안심통학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통학 구축 및 시니어 일자리 창출

(주)리움 RFID 기술 기반 분실방지 웨어러블(시계) 개발사업

이플루비 시니어 세대를 위한 패션 돋보기

(주)두손컴퍼니 시니어 세대의 안검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용용품

(주)해피인터내셔널 시니어용 기능성 언더웨어 (보온 + 보습)

(주)상상우리 시니어의 새로운 인생설계와 재출발을 위한 액티브시니어 상상놀이터 사업

GRIPIN 시니어에게 편리한 IT 악세서리 및 생활용품 제조 사업

(주)책농장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읽어주는 책농장 이야기 - ‘어르신 구연동화 프로그램’

삼인정밀 카본 소재 보행용 지팡이 및 미끄럼 방지 고무발 개발

고엘바이오 노인성 난청 문제를 해결하는 3ways 공진 증폭형 보청기

더뉴히어로즈 옥수수에서 추출한 친환경 PLA 섬유를 이용한 친환경 패션양말 '콘삭스

엘엔비 멋과 기능을 살린 시니어용 웰빙 모자제품

이풀약초협동조합 약초 및 약초부산물을 활용한 건강식품 개발

이피쿱 기존 제품보다 편리한 원터치 향미개선 기능이 탑재된 커피추출기

비엠시스 건강 기능성 인솔 개발

(사)다산문화진흥원 무설탕 여주 제과/ 제빵류 개발(당뇨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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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을 준비하고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여 민

간영역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금

씩 고령 연령을 고려한 영역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여타의 

다른 분야에서는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조금

씩 나타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령 식품기업 풀무원은 지난해(2017년) 가을부터 공익성

을 담보하는 캠페인성 활동들을 통해 시장의 변화 움직임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령자대상 바른 먹거리 캠페인 

‘시니어 식생활 개선 사업’을 실시하면서 바른 먹거리 캠페

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는 기업자

체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밥상, 영양상담, 식생활 교

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니어 식생활 개선을 위

한 맞춤형 프로그램, 영양보충을 위한 건강기능제품의 제공

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니어 전문 브랜드 소프트메이드

(Softmade)를 론칭하고 고령자용 급식을 위한 맞춤형 상품과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기도 하다.

중소기업으로는 2011년 창업한 (주)사랑과선행을 들 수 있

다. (주)사랑과선행은 일본의 대표적인 고령자 급식 서비스 

업체 “시니어 라이프 크리에트”와 기술 제휴를 맺고 제품 개

발을 진행하였다. 또한, 고령자 삼킴장애 문제해결을 위한 특

허(3종) 획득, ‘요양원 전문 위탁급식 서비스’, 고령자용 도시

락 서비스를 시행하는 고령자 식품중소기업이다. 특이할만

한 사항은 일본 투자전문기업 MK인베스트먼트 홀딩스로 부

터 2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경기도 성남 인근

에 도시락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관

련 비즈니스 외 최근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들의 아이템

을 살펴보면 고령친화제품이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

지만 전반적인 헬스케어 영역의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명 진출분야 내  용

CJ제일제당 케어푸드 덮밥, 비빔밥 소스류 등 14종

아워홈 연화식 연화식 4종

풀무원 고령자급식서비스 식생활개선 및 급식서비스 표준화

(주)사랑과선행 고령자급식서비스 전문위탁급식, 고령자용도시락 배달

※출처 : 관련기사, 고령친화산업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의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저자가 재구성 하였음

【표 7】 우리나라 주요 식품기업의 고령친화산업 진출 사례

그림 9  풀무원의 시니어 바른먹거리 캠페인 및 시니어전문 브랜드 제품        
            ※사진출처: (주)풀무원 웹사이트(news.pulmuone.kr)

고령친화 복지용구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11) “심신기능

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

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 한다. 복지용구는 

의료기기, 재활보조기구, 고령친화용품 등의 이름으로 혼용

하여 사용되고 있다. 복지용구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노인

과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하고 있으며, 지정고시 된 17개 품목(표. 9 참고)의 제품을 구

입 및 대여하는데 85%이상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표 8】 복지용구 급여비율

일반대상자 감경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 15% 7.5% 없음

공단지원금 85% 92.5% 100%

2018년 4월 현재 전체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복지용구 급여

대상은(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등급판정을 받은 자) 

8.4%에 해당하는 611,957명12)이며, 약 1,500억 원 정도의 규모

이다. 복지용구 시장은 연평균 17억 원(1.6%)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복지용구는 고령친화산업 진입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시장이다. 아래 【표 9】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용구 대상품목이고, 연번의 순서는 복지

용구 사용량 및 공단부담금이 많은 순서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복지용구는 어쩔 수 없

이 써야하는 제품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과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해 제품의 품질이 미흡한 경우가 다수이다. 또한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제품 개발보다는 해외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복지용구로 등록하는 비율이 상당하다. 최근에는 

일본, 대만 등지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품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진행속도는 매우 미미하다. 

그런데 복지용구와 관련하여 고령자 본인이 제품을 활용

하면 삶이 편해지고, 안전해진다는 식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낮은 품질의 제품을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출현하게 되면 당연히 고객은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실 수준에서 기능의 

보강, 그저 예쁘기만 한 제품은 쉽게 고객층의 외면을 받기 쉽

다. 시장에서 성공하는 복지용구를 위해서는 리빙랩을 기반

으로 하는 제품의 개발 및 재설계방식이 추천되고 있다.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제공 기준 등)

12)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품목별 구입·대여 급여현황자료(2018.4.30. 기준)를 활용하였음

【표 9】 복지용구 대상품목

번호 대  여 구  입

1 전동침대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용액, 양말)

2 수동휠체어 안전손잡이

3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변기

4 배회감지기 목욕의자

5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6 경사로 욕창예방방석

7 수동침대 지팡이

8 목욕리프트 자세변환용구

9 간이변기

10 요실금팬티(2018년 승인 현재 미시행) 

합계 8종 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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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랩 기반 고령친화제품 개발 방법

고령친화제품 개발은 소비자 즉, 고령자의 삶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과 기술이 누구에게

나, 특히 고령자에게 사용이 용이한 제품의 형태로 재설계되

어 시장에 선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공급자 중심

의 연구 개발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사용자 참여와 현장지향성을 

강조하는 리빙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리빙랩은 ‘우리 마을 실험실’, ‘살아있는 실험실’, ‘일상생활 

실험실’이란 뜻으로 특정 지역의 생활 공간을 설정하고 공

공-민간-시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제품

의 개발 및 혁신 과정에서 사용자(시민)가 주도적으로 참여

하는 ‘사용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 실험모델’이다. 리빙랩은 

2004년 MIT의 W.Mitchell 교수가 ‘Place Lab’을 구현한 것에

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한다. 생활공간인 특정 아파트에 센서

를 설치하고 사용자의 제품의 활용 정도를 관찰하는 생활형 

실험실을 구성한 것이다.

리빙랩은 실제 생활현장에서 사용자와 생산자가 공동으

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실험실이자 테스트

베드로 정의되고 있다. 현재 리빙랩은 시행 초기 단계로 개

념이 폭넓게 해석되고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품·서비스 개발, 공공인프라 

조성, 지역사회혁신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리빙랩 방식 

활용하고 있다. 특히 사용성 평가, 유니버셜 디자인, 재설계

(Re-Design)도 리빙랩의 범주에 해당한다. 

리빙랩을 기반으로 한 대표 사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서 시행하는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 사업」이 있다. 리

빙랩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술 개발부터 실용화 단계까지 

사용자의 참여형 연구 개발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 사업에

서는 탐색-실험-평가에서 세 단계의 리빙랩 기법을 활용

하는데, 시제품 개발 전까지는 리빙랩 탐색(exploration)단

계로 아이디어 및 개념 정립 중심의 리빙랩을 운영한다. 실

험(experimentation)리빙랩 단계에서는 다양한 행위자들

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시제품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evaluation)는 사업화 후 운영되는 리빙랩으로 사업화 후 발

생할 여러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평가 테스트 방식으로 

운영한다.

리빙랩 기반 연구개발의 핵심은 이해 관계자의 참여에 있

a b c

그림 12  전체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형성되는 리빙랩 기반 과제수행
              ※출처 : 리빙랩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2을 참조하여 저자의 재해석 및 도식화 함

그림 11  리빙랩 기반 연구개발의 영역, 출처 : 리빙랩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2을 참조하여 저자의 재해석 및 도식화 함

그림 10  진화하고 있는 고령친화제품

(a) 일본 벤처기업 윌(WHILL) 개발한 휠체어-스마트폰 연동
(b) 스위스 SCEWO에서 개발한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휠체어  (※출처: http://www.scewo.com/)
(c) 일본 파나소닉 휠체어겸용 전동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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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인허가담당기관, 사회혁신조직, 

잠재적소비계층 등 전체 이해관계 주체들의 참여로 과제의 

수행이 소비 현장에 직접 연계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

록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안과, (주)이루

다, 동국대학교가 참여한 휴대형 안저카메라 기술 개발을 들 

수 있다. 

“안저카메라에 대해 내가 가장 잘 아니까, 내가 필요한 걸 

만들면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완전히 틀렸다”

위의 내용은 2016년 10월 25일 국가연구 개발사업에서의 

리빙랩 사례발표회 현장에서 과제책임자인 김윤택 교수(이

화여자대학교 병원, 안과 전문의)의 발표 내용이다. 리빙랩

을 활용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이유에 관한 매우 효과적인 설

명이라 할 수 있겠다. 안저카메라 기술개발사업은 고령화로 

인해 실명을 유발하는 주요 4대 망막질환 환자가 2009년 38

만 2,247명에서 2013년 51만 413명으로 5년 간 35.1%가 증가하

였는데, 이 중 실명 원인 1위는 당뇨망막병증이며 안저 검사

를 통한 조기 진단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로 시작된 

사업이다.13)

안저카메라 연구팀은 의료기기 사용 및 보급분야의 기관

들(보건소 등), 기술 개발자(임베디드시스템, 영상처리, 네트

워크 등), 리빙랩 운용ㆍ검증 및 인허가 분야 전문가(식품의

약품안전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의료인, 일반인 등 제

품의 기획에서 사용 및 수혜자(환자)에 이르기까지 제품과 

관계된 모든 이해 관계자가 제품의 개발과 사용까지 전 과정

을 함께 논의하여 완성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전국고령친화종합체험관(광주, 성남, 대

구)에서 시행된 사용성 평가 결과를 제품화 한 ‘자동기립형 

스마트비데’를 들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변기 장착형 안전 손

잡이가 근력이 저하된 고령자들에게 불편한 도구임을 밝히

고 보완하여 새롭게 디자인된 자동기립보조기능을 부착한 

비데이다.

현재는 일반적인 아이디어제품으로 시중에 출시되고 있

는데 (주)링크옵틱스에서도 관련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사용성(Usability)은 어떤 도구나 인간이 만든 물건, 서비

스를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때에 어느 정

도 쉽게 사용하는가를 측정하는 용어이다. 산업공학, 산업디

자인전공분야에서는 매우 친숙한 용어일 것이다. 더 나아가 

사용성 편의 평가(Usability evaluation)라 함은 사용자의 경

그림 14  (좌)자동기립형스마트비데 사용성평가 장면 
            (우)광주 (주)링크옵틱스에서 개발한 자동기립형 스마트 비데

험에 의한 신체적 특성(성별, 나이, 지식 등)에 관계없이 사

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가

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 개념으로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베리어리프리(Barrier-Free) 등이 있으며 주로 제품 

디자인 위주로 활용되고 있다. 

제품을 개발할 때는 사용예정자의 안정성, 만족도, 조작성

을 쉽게 가늠할 수 없어 KC, KS등의 제품의 규격을 기준으로 

제품을 개발하게 된다. 물론 인증규격이 사용자의 만족도까

지 포용하면 좋겠지만 기계적 특성 실험 등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해야하는 시험규격에서는 쉽게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결국 인증규격은 최소한이라 할 수 있다. 사용성 평

가는 이러한 인증규격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다. 

사용성 평가는 크게 분석적 방법(휴리스틱 방법 등)과 실

증적 방법(실험실 평가, 현장 평가)으로 구분된다. 특히 실증

적 방법의 현장 평가에 의한 사용성 평가는 직관적이고 실질

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현장 평가의 핵심

은 관찰과 설문조사이지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 실험군을 모집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현장 평가를 실

시할 때 대상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험을 들어야 

하는데 종종 단순한 선호, 행동 외에 경험에서 느끼는 동기, 

태도, 그리고 그와 관련된 행동과 감정을 조사해야한다는 어

려움이 있다.

고령친화제품의 경우 분석적 방법, 실험실 평가의 지표 등

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복지용구 17종, 고령친화우수제품 

27종에 대해서 사용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웹사이트에 게

시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제품의 사용대상자 및 전문가 

등을 위한 설문조사 표본을 제작하여 사용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현장 평가

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남구 

행암동에 위치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하루 평규 4,000여 

명의 65세 이상 고령자가 이용하는 대규모 노인복지타운이

다. 타운 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운영하는 기업지원기관으로 고령자 관련제품의 사용성 평가, 

전시등을 지원하는 센터이다.   

지팡이를 예를 들어보면 센터 1층 로비에 여러 종류의 지

팡이를 두고 출입하는 고령자에게 사용해보기를 권하고 사

용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질문을 할 수 있다.

•어르신 지팡이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그 지팡이가 마음에 드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이세요?

•구매하신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면 구매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녀분들이 구입해 주신다면 사용하시겠나요?

•본인이 구입하시면 어느 정도 금액에 구입하시겠어요?

•색깔은 어떤 것이 마음에 드시나요?

등등의 질문을 할 수 있고, 질문의 답을 통해 제품의 재

설계 방향 등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림 13  사회문제해결형 리빙랩 도입 안저카메라 개발 
            ※출처 : 국내리빙랩현황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2017.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존 안저카메라 개발된 휴대용 안저카메라

13)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 사업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2017. 6

그림 15  광주 남구 행암동에 위치한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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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사례도 우리 주변에서 서서히 찾아볼 수 있

다. 2016년 여름 광주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간병인 등)을 모시고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브라운백 미팅을 

진행하였다. 회의의 주 내용은 병원 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에 불편감을 느낀 문제들을 청취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나타

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한 후, 기업 관계자를 초

청해 그들과 함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탐색하였다. 

탐색 결과 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엔지

니어와 제안을 주었던 의료인을 연계하는 기술개발 팀을 구

성하고 함께 개발과정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대표적인 제품

으로 (주)푸르마의 의료폐기물 적출기14), (주)메디소닉의 초

음파스케일러15)가 개발될 수 있었다. 이후 사용성 평가 등의 

추가 지원을 통해 제품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였다.

사용성 평가 대상이 제품으로 출시된 형태로만 국한되

는 것은 아니다. 연구개발단계에서도 사용성 평가는 시

행될 수 있다.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인 경우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임상시험심사위원)의 승인을 

얻고, 위험도 평가를 거친 후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효과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토 타입 결과물의 

형태를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가능성을 예측하는 수준에서 진

행할 수 있으며, 이는 R&D결과물이 현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는 권고 할 만한 일이다.

맺음말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우리에게 많은 걱정거리와 두려

움을 안겨준다.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의 속도만큼

이나 확대되고 변화되는 새로운 소비계층이 생성될 것이고, 

시장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게 될 것이

다.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현재 논의되는 커뮤니티 케어는 고령자에게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고령자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장수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은 결

국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고령

화를 짊어지고 이겨내야만 하는 과제에서 삶의 질이 실질적

으로 개선시키는 제도로 해석된다.

고령친화산업은 민간을 통해 정부의 책임에 해당하는 국

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접근이기도 하

며, 산업 활성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산업이다. 고령

자를 건강하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령친화 관련 산업의 발전을 수반하게 되며, 사

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함께 가져올 수 있는 모

범적 사례의 산업이다. 단순한 도시락 배달사업, 생활지원 사

업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고령자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려 개인에게는 안심과 전체 국민에게는 사회적 신뢰를 쌓

아갈 수 있는 효과를 덤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산업이다. 향

후 나의 물리적 기능이 소멸되어갈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의

료기술이, 건강을 지켜주는 헬스케어 기술이, 여가를 풍요롭

게 만들 수 있는 문화기술이 나이듦의 갈증과 물리적 통증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음을 신뢰하여 현재를 조금 더 치열

그림 16  브라운백 미팅을 통해 출시된 제품들

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산업이다.

고령친화산업이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의 확산과 산업 활

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고령친화산업

은 큰 시장 규모로 형성될 산업임에 분명하지만 그 세부 내

용은 다양하고 민감한 세분화된 소형 시장의 합으로 구성되

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품종 대량생산에 적합한 대

기업보다는 아이디어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

품종 소량생산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으로 내수확산과 

고용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다. 잠재적 소비자로 

분류되는 장년층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첨단제품보다는 생

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의 개발, 다양한 요

구를 담보하기 위한 융합형 서비스디자인을 위해 리빙랩을 

활용한 제품의 분석, 고령자의 행동분석은 신제품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산업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

원하는 복지용구 재설계(Re-Design), 절대적 필요제품의 품

질향상에 초점을 맞추길 조언한다.

필자는 2020년경 현재 고령자의 연금 수입이 확대되는 시

기에 산업의 활성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 예측한다. 2018년 현

재 고령친화산업은 첨단과학기술과 제품, 서비스가 융합되

어 고령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리빙랩을 기반으로 수요

를 예측하여 제품을 설계하고, 시제품을 만들어 사용성 평가 

등을 통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결국 제품의 결

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하는 시점이다.

14) 요양병원 및 중환자실 등에서 많이 이용되는 기저귀의 악취를 해결하는 제품 상단부에 사용한 기저   귀를 투입하면 밀봉되어 장비의 하단부로 투출되는 제품 

15) 치과용의료기기로 잇몸치료기(스케일러)의 풋스위치(발판스위치)를 없애고 구강내 임피던스를 측정해서 동작여부가 결정되어 치료시 피로감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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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한간의 평화 무드가 급

진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세 차례의 역사

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적인 남·북 협력에 대한 기대감

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현재의 평화적인 정세

가 빠른 시일 내에 평화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

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이를 위한 상호 협력

과 철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5년간의 분단을 끝내고 1990년 성공적인 평화 통일

을 이룬 독일도 통일 후 29년이 지난 현재까지 통일에 

대한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73년간 이어진 

분단으로 인해 생긴 남·북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이

질감 및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북한의 현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남‧북 협력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공학 분야 종사자로서 향후 남·북 협력의 과정

에서 어떠한 분야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이를 위해 어떠

에너지 분야 남북협력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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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글에서는 장차 한국경제의 미래

이자, 우리 생활과 밀접해 있으며, 인류의 먹거리가 될 

에너지 분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것은 현재 북

한의 극심한 에너지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공급선 확보라는 상호 이익

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성공적인 남·북 협력을 위해 앞서 성공적으로 통일

을 이룬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까지도 통일로 인한 후유

증을 앓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한반도

에서 남과 북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생각

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산업 및 

일상생활의 정상화에 있어 중요성을 인지하고 에너지 

분야의 통합이 통일 이전에 가장 먼저 진행되었다. 

당시 동독의 주 에너지원은 노천광산에서 채굴된 갈

탄이었다. 또한 사회주의 시스템 때문에 설비의 효율

성을 고려한 에너지원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환경적 에너지원이 개발되

고 공급 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독일은 에너지 분

야에서의 기술협력 및 환경보호에 대한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에너지 시스템 통합과정에서는 

동독의 국영 에너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혁과 사유화 과정이 진행 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

로 대부분의 동독 에너지 기업들이 서독 소유로 넘어

가면서 이에 대한 동독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동·서간 국민 갈등의 원

인 중 하나로 지적되며, 서독 또한 45년간의 분단에 걸

쳐 생긴 동·서간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거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북한의 상황을 살펴보면 취사·난방·조명 등 민간분

야 에너지는 물론 각종 산업분야에 이르기까지 전 분

야에 걸친 심각한 에너지 공급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한 선수단 공동입장, 출처: 한국일보 남북정상 천지산책, 출처:한겨레

는 북한 경제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 바

이다. 특히 열악한 에너지 자원은 수송 기능 및 산업 생

산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두만강 접경에서 바라보는 중국과 북한의 대비되는 

모습은 현재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낸

다. 요즘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는 중국 연길에

서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한 도문시 두만강 광

장에서는 좁은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눈으로 볼 수 있다. 두만강 건너 북한은 어스름

한 저녁이 되어도 불이 켜진 건물도 별로 없이 황량하

기 그지없다. 반면 바로 강 건너 두만강 광장은 관광시

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광장

을 밝히는 화려한 조명 불빛 때문에 강 건너 북한을 더

욱 초라해 보이게 한다. 뿐만 아니라, 2014년 로이터에

서 선정하는 올해의 사진으로 NASA가 우주 정거장에

서 찍은 ‘한반도의 밤 사진’이 뽑힌 적이 있는데, 불빛

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평양을 

제외한 전 지역이 암흑에 잠겨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에너지 공급에 있어 남한은 화력발전(약 66%)과 원

자력발전(약 22%)이 전력 생산의 주를 이루는 반면, 

북한은 부존자원 활용을 극대화 한 수력발전(약 60%)

과 화력발전(약 40%)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2016년 기

준 북한은 남한에 비해 18배 많은 석탄 생산량을 기록

할 정도로 석탄 자원이 풍부하여 에너지 자립을 위한 

(윗줄)두만강 광장에서 바라본 두만강 너머 북한의 모습, (아래왼쪽)두만강 광장에서 열린 빙설축제, 출처:길림신문, 
(아래오른쪽)한반도의 밤사진, 출처: 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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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주도 산업구조를 우선시 하였다. 그러나 석탄 생

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 현재 가동 중인 설비도 1960-1970년대 구소련 

및 동유럽으로부터 도입된 이후 교체 되지 못하고 노후

화 되어 과거 동독과 마찬가지로 가동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수력발전도 설비 노후화와 댐 기능 저하, 가뭄 등

으로 가동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천연

가스는 인프라가 없어 아예 도입조차  하지 못하는 실

정이다. 이러한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자연재해와 경제

난 때문에 이미 1990년대부터 퇴보해 오고 있었으며, 폐

쇄적 에너지 정책 시스템 및 북한의 자체 에너지원 공

급량 감소, 대북 봉쇄전략에 따른 외부 에너지원(원유) 

공급량 감소, 불안정한 송배전 시스템 등에 의해 남·북

간의 에너지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유 도입량의 경우 남한은 

1980년대에 비해 2014년 5배 정도 증가한 반면 북한은 

같은 기간 대북제제에 의해 오히려 4배가 감소했고, 정

유능력도 남한은 4.7배가 증가한 반면 북한은 1980년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과거 1975년까지는 북한

의 발전설비 총용량이 남한보다 앞섰지만, 그 이후 남

한의 발전설비 총용량이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갈수록 그 격차가 커져서 현재 북한의 발전설비 총용

량은 남한의 1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북한의 인구

는 남한의 절반 규모인데도 에너지 소비량은 10분의 1

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의 다수가 적절한 

전력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에

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송배전망도 노후화 되어서 그나마 

생산한 전력도 공급 과정에서 상당부분 손실되고 있다. 

전력의 도중손실도 70%나 된다고 하는데, 그 까닭으로 

송전탑과 대자 등 절연체들의 불량이 거론된다.

 

구  분 연도 단위 남한 북한 남/북(배)

인구 2016 천명 51,246 24,879 2.1

석탄생산량 2016 천M/T 1,726 31,060 1/18

철광석생산량 2016 천M/T 445 5,249 1/11.8

비철금속생산량 2016 천M/T 1,822 398 4.6

수출 2016 억달러 4,954 28 175.7

수입 2016 억달러 4,062 37 109.5

국민총소득 2016 십억원 1,639,067 36,373 45.1

1인당 국민총소득 2016 만원 3,198 146 21.9

발전설비용량 2016 MW 105,866 7,661 13.8

발전전력량 2016 억kWh 5,404 239 22.6

원유도입량 2016 천배럴 1,078,119 3,885 277.5

남북한 주요통계지표 비교                                                           출처:통계청, 2017

북한의 에너지 시스템이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각종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

렵다. 단순한 경제적 원조보다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산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산업에 필수

요소인 에너지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남한과 북한이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각

각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전

망된다.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의 에너

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본 글에서 다양한 자

료를 제시한 것처럼 북한의 에너지 현황은 국제에너지

기구(IEA)나  통일부, 수·출입은행,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여러 기관의 자료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북

한의 폐쇄적인 정책 시스템을 고려하면 현재까지는 신

뢰할 만한 자료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오랜 기

간에 걸쳐 큰 격차가 생긴 남·북한 간의 에너지 협력을 

위해서는 한 번에 급진적인 성과를 이루겠다는 조급함

이 아닌 단기적·장기적 관점의 교차를 통한 에너지 협

력 정책을 설정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발전시설 확대를 통해 당장에 시급한 

전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송배전망 정비를 통해 전

력손실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제가 북한의 외부 에너지 

수입 및 남·북간 협력에 치명적 장애물이었는데, 현재의 
2015년 기준 남북 발전설비의 구성과 용량 격차 남북 발전설비 총용량의 변화 추이, 출처:연합뉴스

남북 발전설비용량 격차 (2015년 기준) 남북 발전설비 총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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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무드가 더욱 진전되고 잘 유지된다면 다양한 남·

북 에너지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우선 현재 중단 상태인 남·북 에너지 협력 사업을 재

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남·북 교류 중단으

로 현재 가동이 중지된 개성공단에 에너지 공급 사업

을 재개하여 경질유와 LPG 같은 석유류 및 LNG 공급, 

배전망을 통한 전기 공급을 재개하는 것이다. 기존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에너지 생산과 운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석탄 화력과 수력 설비의 개보수 및 현

대화, 송배전망 정비와 개선 등에 있어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에도 참여하여 신규 발전용량 

신설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인프라가 없어

서 활용하지 못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

에도 참여가 가능하며, 러시아 사할린에서 북한을 거

쳐 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및 송유관 건설을 통해 

북한의 에너지원 공급부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남한

에도 천연가스 및 원유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수력 및 화력 발전에만 국한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함께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발전에 근거한 단기적인 에너지 공급능

력 확대에 따른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환경문제

로 대두될 수 있어 태양광 발전이나 서해안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략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적

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령 북한은 낮은 가

정용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 송전망과 분리

된 지역발전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활

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

에너지 기술은 첨단 소재기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

에, 남한의 앞선 태양전지 기술력 및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여러모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전력난으로 평양과 원산을 제

외한 대부분 지방은 전력공급이 매우 제한적이라 북

한 주민들은 전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태양광 전

지 패널과 변압기가 필수품이 되었다. 북한의 평균 일

사량은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유럽 북부보다 풍부하고 

남한과 유사한 수준이며, 북한 내 약 10만 가구에서 태

양광 전지 패널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이 북한 민간에 널리 보급되고 있지만, 아

직까지는 핵심부품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조립 

생산하는 수준이므로, 앞으로 남‧북 협력을 통해 남한

의 전문가들이 이 분야에 진출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 분야에 태양광 발

전 시스템 구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기

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 발전보다 풍

력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 북한에서 풍력 발전이 가능한 지역의 발전 가능 용

량은 43.6 GW로 남한보다 1.7배 가량 많은 것으로 알려

졌다. 풍속이 4.5 m/s를 넘는 지역이 북한 전체 면적의 

18% 수준이며 특히 서해안 지역은 8-10 m/s 정도의 빠

른 풍속의 남서풍이 안정적으로 불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에 좋은 입지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산악 지역과 

내륙 중심부 개마고원 지역 역시 풍속이 빨라 육상 풍

력 발전에도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은 풍

력발전 기술과 관련한 기초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었으

나 산업화 단계까지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추후 남한의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

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원자력 발전 건설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수급

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따

라 지원이 중단되었던 경수로 건설이 현재의 평화 무

드 및 핵무기 포기에 따라 재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평양의 야경, 출처:통일뉴스

태양광 전지패널이 설치된 북한주택, 출처:연합뉴스 북한 장재도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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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한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반대 여론과 탈 

원전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남‧북 협력에 따른 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북한의 고도성장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전력수요 또한 급상승할 것

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도 원자력 발전 

기반의 저원가 전력산업을 구축하여 경제성장에 활용

을 하였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고려해 볼 가

치는 있을 것이다. 다만 남·북간의 평화 무드가 지속되

고, 핵무기 개발 포기에 대한 상호 신뢰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탈 원전에 대한 논의에서 다뤄지듯이 안전

에 대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한반도 신 경제제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

하였는데 환동해권, 환서해권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H

형태의 경제벨트 구상을 내놨다. 그 중에는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해 환동해권을 에너지 자원 벨트로 구

축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나진-선봉이나 청진·

신포-단천, 원산·함흥-흥남 등 주요 지역에 도로나 철

도 등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 러시아와 천연가스 및 전

가들이 활용하는 것이다. 북한이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포함되는 것은 남-북-러 연계 전력망을 들 수 있다. 북

한의 전력 수급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지만 남-북-러 송전망 구축으로 어느 정도의 전

력난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송전망을 러시아에서 한

국까지 연결하면 북한은 통과국으로서 수수료를 전기

로 대체해서 받을 수 있고, 전력수급 해소 및 발전소 건

설비용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선 기존의 발전설비와 송배전망 개선

을 지원하고 중앙 송전망과 분리된 지역발전 형태의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지역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

을 돕는 것이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북한의 에너지난

을 해결하는 협력 방안이 될 것이다. 나아가 친환경적

인 측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를 추구해야 할 것이기에 태양광·풍력·해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남·북이 함

께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자원공학과, 환

경에너지공학과, 화학공학부, 신소재공학부 등에서 신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준비를 한다면 향후 남·북 

협력 과정에서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 및 공학자로서,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역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미래시대를 준비하고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H형태의 경제벨트, 출처:아시아경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6303#09T0
http://www.energycen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42710383577613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84870#cb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514
김경술, 북한 에너지 현황과 남북 에너지협력 전망,한국원자력학회·한국핵정책학회 세미나, 2018

동북아-동남아-인도를 연결하는 아시아 슈퍼그리드 한국 중심의 아시아 슈퍼그리드, 출처:한국에너지

력망 연계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

는 것이다. 이를 통해 PNG(Pipeline Natural Gas) 연결

과 동북아슈퍼그리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남·북 협력에 따른 교역이 재개되면 북한에 

매장량이 풍부한 무연탄과 갈탄의 남한 수입 또한 확

대가 예상된다. 따라서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에너지 공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도 가능해 

질 것이다.

특히 PNG 연결과 동북아슈퍼그리드 사업을 통해 청

정 전력망 연계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에 나설 수 있

다. 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재생 에너지가 설치된 곳에서는 에너지가 남아돈다는 

재생 에너지의 역설은 현재 남·북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가를 초월한 광역 송전망 구축인 슈퍼그

리드를 통해 다(多)국가 간 전력자원 상호교류로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발전으로 대규

모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고압직류(HVDC) 송전 등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슈퍼그리드 프로젝트로는 북해연안의 해

상육상풍력, 수력 등을 활용하는 북유럽 슈퍼그리드,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태양 및 풍력 에너지 전원

을 활용하는 남유럽 슈퍼그리드, 남아프리카 지역 콩

고강의 풍부한 수력 자원을 활용하는 남아프리카 슈퍼

그리드, 라오스의 수력 자원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동

남아시아 슈퍼그리드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북유럽 

슈퍼그리드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러시아 및 몽골의 풍부한 에너

지 자원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한국·중국·일

본에 공급해 활용하는 구상으로 제시되었다. 몽골 사

막의 태양광 전력과 사할린의 풍력 전력을 동북아 국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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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에 따른 사회적·학문적 변화의 요구에 대응하

고, 창의적인 발상과 융복합 지식·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융합

전공’ 공모에서 공과대학 3개 전공이 선정되었다. 공과대학에서 개설 운영되는 융합전

공은 기계공학부 주관의 ‘로봇공학융합전공’, 전자컴퓨터공학부 주관의 ‘IoT인공지능융

합전공’, 환경에너지공학과 주관의 ‘미래에너지공학융합전공’ 등이다. 이 융합전공은 2

개 이상의 학과(부) 또는 전공 소속 교원이 참여해 운영하고, 현 소속 학과(부)·전공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또 융합전공을 주전공

으로 이수할 경우 융합전공 이수만으로도 졸업이 가능하다.

공과대학 제33대 학장, 건축학부 고성석 교수 취임

공과대학에 로봇공학, 미래에너지, IoT 인공지능 융합전공 개설

토목공학과에 공학대학 해양토목공학과 교수 2명 소속 변경 발령

공대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지난 3월 1일자 전남대학교 인사발령 ‘전임교원 소속 변경에 따라 공학대학 해양토목공

학과 김재민 교수와 김영상 교수가 공과대학 토목공학과로 소속이 변경 되었다. 

이번 소속 변경 발령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 방향과 재정지원 사업 및 대학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학과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2020학년도 3월 공과대학 토목공

학과와 공학대학 해양토목공학과의 통합 추진의 일환이다. 2개학과 통합 찬성의견은 이미 

2017년 10월 26일, 27일에 대학본부에 제출되었으며, 2020년 여수캠퍼스 해양토목공학과

는 폐과되고 해양토목공학과 입학정원은 여수캠퍼스 입학정원으로 활용된다. 해양토목공

학과 전임교원 총 10명 중 6명이 소속변경을 희망하였으며, 이 교원들 중에서 2018년 3월  

1일자로 2명, 2020년 2월 29일 이전까지 나머지 4명이 소속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김재민 교수 김영상 교수

지난 8월 1일 영명홀에서 열린 고성석 학장 취임식장에서 공과대학 제33대 학장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성석 학장(가운데), 이정환 부학장(우측), 윤정우 부학장(좌측)]

지난 8월 1일부터 공과대학 제33대 학장단이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한 2년간(2018.8.1. 

~ 2020. 7.31.)의 여정에 들어갔다. 이번 학장단은 고성석 학장(건축학부)을 중심으로 교

무학생부학장에 이정환 교수(에너지자원공학과) 및 기획연구부학장에 윤정우 교수(화

학공학부)로 구성되었다. 

한편, 제32대 학장단으로 활동해온 김영만 학장과 최수일, 최종일, 홍창국 부학장은 지

난 2년간의 업무를 마치고 연구실로 복귀하였다.

우리 대학 6호관 남쪽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가 한 달간의 공사를 거쳐 완

료 되었다. 공대 충전소는 전기자동차 두 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설비가 갖춰

져 있으며, 주차장에는 태양광 발전 캐노피를 설치하여 Smart Energy Campus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시스템의 변화
모교소식

사진과 함께하는
모교소식 파노라마   37
대학시스템의 변화
대학행사
교수동정
학생활동

신임교수 소개   55 

김우현 교수│기계공학부
이상현 교수│화학공학부

추억 속의 은사   62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 임명택 교수님
임옥택│울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수많은 가르침을 주신, 임영철 교수님
위석오│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 

새 항로의 개척을 시작한, 박혜령 교수님
이성규│코오롱 인더스티리 연구개발본부 연구원

성실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신, 이기영 교수님
김   진│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생체의료기기 사용성 평가센터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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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대학원 최

고산업전략과정(AISP) 총동문회가 2월 23일

(금) 저녁 공대 영명홀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AISP 

총동문회 활동을 짚어보고, 동문동향과 결산

보고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한편, 김보곤 총동문회장은 전임 회장단과 

김영만 학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였고, 지난 

2010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희망 그리고 행

복 나누기" 동문회 장학사업으로 김희진(화

학공학부 3년)학생과 지역 고등학생 3명에게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하며 학생들을 격려

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였다. 

김영만 학장과 인도네시아 공과대학 Ir. Hendri D S Budiono 학장의 대학기념품 교환(좌측 사진), 기념 
촬영(우측 사진, 좌로부터 동행 방문한 전자컴퓨터공학부 김대진 교수와 양교 학장)

공과대학이 지난 1월 31일(수) 인도네시아 국립대학(University of Indonesia, UI) 공과대학과 

상호 연구 분야 과제 발굴 및 인력, 기술 교환 등에 관한 상호협력협약(MOA)을 논의하고, 본격

적인 교류 확대에 나섰다.

산업대학원 최고산업전략과정 
총동문회 정기총회 열어

공과대학,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공과대학과 교류확대 
인도네시아 국립대학(University of Indonesia)과 교류 협력 합의

2018학년도 전남대 입학식 거행, 
공과대학 신입생 821명 입학

2018년 2월 26일,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공대 동문 기업인 박승현 영진종합
건설(주) 회장 명예공학박사학위 
수여 받아

우리 대학교의 2018학년도 입학식이 3월 

2일(금) 오후 2시 민주마루에서 성대하게 치

러졌다. 공과대학에는 ▲학부 신입생 821명, 

편입생 52명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108명, 박

사과정 66명, 석박사통합과정 9명 ▲산업대학

원 석사과정 54명 등 총 1,110명이 입학하였다. 

우리 대학교의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

식’이 2월 26일(월) 오전 10시 민주마루와 여

수캠퍼스 산학연구관 국제회의실에서 각각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3,085명, 석

사 779명, 박사 133명 등 모두 3,997명의 졸

업생들이 영예로운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이

중 공과대학은 공학사 560명, 공학석사 103

명, 공학박사 30명 등 693명의 졸업생을 배

출하였다.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박승현 영

진종합건설(주) 회장이 우리 대학교에서 명예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승현 회장의 명예공학박사 학위수여식

은 지난 2월 23일(금) 오전 11시 정병석 총장

과 차성식 대학원장, 김영만 공과대학장을 비

롯한 주요 보직자, 정인채 회장을 비롯한 총

동창회 임원, 내외 귀빈과 교직원·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대 2호관 1층 영

명홀에서 거행되었다.

대학 행사
2018학년도 공대 “Job-Road 
Map 설계 프로그램” 오리엔테
이션 가져

제6회 국제케이블로봇포럼 개최

공과대학 동창회 2018년도 제1회 상임이사회 개최

공대에서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2018 춘계 정기학술
대회’ 열려

공과대학은 3월 22일(목) 18:00에 코스모

스홀에서 2018학년도 ‘Job-Road Map 설계 

프로그램(두근두근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6

기)’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

션을 가졌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175명의 공대생들이 신

청하여, 130명(32팀)을 선정하였으며, 오리엔

테이션에서는 △프로그램의 취지 및 진행방

법 △주요 활동 및 지원 내용 △질의응답 △

각 조별 모임 등을 진행하였다.

우리 대학 기계공학부 박종오 교수가 소장

인 ‘전남대학교 로봇연구소’와 독일 프라운호

퍼 IPA(생산기술 및 자동화연구소)가 2013년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로봇연구소(JRL: Joint 

Robotics Lab)’에서 주관한 ‘제6회 국제케이

블로봇 포럼’이 지난 4월 13일 광주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센터장, 기계공학부 박종오 교

수)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공과대학 동창회(회장 정석우 

(주)한국주택건설 대표, 1979년 

기계공학과 졸업)가 3월 6일(화) 

오후 시내 식당에서 ‘2018년도 

제1회 상임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모

교소식을 전하여 의견을 듣고 ▲

각 학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서로의 정보 교환 ▲동창회 미 

구성 학과에 대한 이사회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공과대학 동창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명예회장(공과대학장),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

사는 모든 학과의 동창회장이 맡고, 전임회장들로 구성된 고문단, 감사 2인, 총무이사 1인 등 현

재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창회 활성화 및 모교 발전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년 

4회 분기별로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한편, 각 학과 동창회 관련 소식 공유 및 활성화를 위한 제안은 동창회 총무이사인 화

학공학부 한은미 교수에게 연락하면 된다. <공대 동창회 홈페이지 http://alumni.jnu.

ac.kr/?r=alumnus>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학회(회장 박용철 엠코테크놀로

지코리아 대표) 2018 춘계 정기

학술대회’가 4월 5일(목)과 6일

(금) 양일간 공과대학 영명홀과 

코스모스홀에서 개최되어 성황

을 이루었다.(위 사진, 학회관계

자 및 귀빈 기념촬영)

박용철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학술대회는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관련분야의 선진

회사, 대학 및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하여 ▲전자부품 및 패키지 ▲인쇄회

로기판 및 표면실장 ▲웨어러블 소자, 센서, 파워소자, ▲접합소재/공정 및 신뢰성 분야 등에 대

한 기술교류와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 되었다. 한편, 학회에서는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학생들에

게 논문상을 시상하여 격려하였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일반대학원 신화학소재공학과 2학년 박

준성 학생(지도교수 하준석)이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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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금) 오후, 평양과학기술대학 

전유택 총장 일행이 공과대학을 방문했다.

(위 왼쪽사진 우측에서 반시계방향으로 김

필주 농생대 학장, 전유택 총장, 최세열 공대 교

수, 이병무 치대학장) 전총장 일행은 공대 학장

실에서 김영만 학장과 함께 평양에 조성하는 

‘신기술 복합농업단지’에 공학분야 지원 방안

에 대하여 논의한 후에 공대의 교육지원시설과 

기계공학부 이동원 교수의 연구시설(오른쪽 

위 사진) 및 신소재공학부 송선주 교수의 실험

연구실(오른쪽 아래 사진)을 견학 했다. 

평양과학기술대학 전유택 총장 
일행 공대 방문

공과대학 개교66주년 기념행사 열어산업대학원 최고산업전략과정 총동문회 2018년도 춘계 체육행사 개최

산업대학원 최고산업전략과정
(AISP) 2018신입원우 환영회 개최

공대 퇴임교수 2018년도 춘계 
간담회 개최

공과대학은 지난 6월 8일(금) 무안에서 개

교66주년 기념행사로 ‘공과대학 교직원/동문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공대교

수회(회장 화학공학부 김도형 교수)가 주관하

고 공대동창회와 산업대학원 최고산업전략과

정 동문회와 원우회가 함께했으며, 공대 교직

원과 동창회 임원 등 60여명이 참여하여 골프

와 등산을 함께하며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장

이 되었다.

공과대학은 지난 4월 13일(금)부터 14일(토)

까지 산업대학원 최고산업전략과정(AISP) 12

기 신입원우환영회를 개최하였다. 20여명의 

12기 원우들은 3분 스피치를 통해 자기소개 시

간을 갖고, 자신의 사업 업종 소개 및 고향과 

가족얘기를 나누며 친목을 도모했다.

공과대학은 4월 17일(화), 우리 대학에서 교

육연구에 전념하다가 퇴직한 교수들을 초청하

여 ‘2018년도 춘계 공과대학 퇴임교수 간담회’

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20여명의 공대 퇴임

교수들이 참석했으며, 참석 교수들은 공대 학

장단과 오찬을 함께하며 공과대학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지난 5월 15일(화) 무안에서는 공과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대학원 최고산업전략과정

(이하 AISP) 총동문회 체육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AISP 동문과 학교관계자 1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친목을 도모하고, 기수별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만 산업대

학원장은 AISP 원우회 활성화를 위해 행사를 준비한 김보곤 총동문회장(디케이[주] 대표이사)

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행사를 참여한 분들에게 모교인 전남대 공대 발전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산업대학원 최고산업전략과정 
1학기 해외연수 다녀와

우리 대학 자동차연구소 '국제
첨단자동차기술컨퍼런스' 개최

ICT융합 기반 친환경자동차 인력양성사업단 ‘2018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공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대학원 최

고산업전략과정의 원우 25명이 지난 6월 4일

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오

사카, 교토, 와카야마 지역으로 1학기 해외연수

를 다녀왔다.

‘2018 ICAT’ 행사장에서 정병석 총장을 비롯한 

우리 대학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우리 대학 자동차연구소(소장 최병철 기

계공학부 교수)가 지난 6월 5일부터 7일까

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8 국제첨단자

동차기술컨퍼런스[‘2018 ICAT(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Automotive 

Technology)’, 이하 ‘2018 ICAT’]를 개최했다.

우리 대학 기계공학부, 전기공학

과, 전자컴퓨터공학부가 참여하고 있

는 ‘ICT융합 기반 친환경자동차 인력

양성사업단’이 7월 5일 ‘안전과 공학

(Engineering for Safety)’을 주제로 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번 경진대회는 지난 4월 참가신청서를 

접수하여 총 52개 팀이 지원하였으며, 

1~2차 서류심사를 통해 13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팀별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선보인 경진대회를 열었다. 

여성공학4.0 인재양성사업단 ‘2018 여성공학도 진로캠프’ 열어

우리 대학 ‘여성공학4.0 인재양성

사업단’(단장 화학공학부 한은미 교

수, 이하 ‘WE-UP사업단’)이 여성공

학도의 비전설정과 자기이해를 위한 

취업진로설정을 목표로 여성공학도

를 위한 ‘2018 여성공학도 진로캠프’

를 열었다. 

‘WE-UP사업단’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전남대학교 및 전북대학교 공학계 여학생 40명이 참가한 가운

데 학생들의 진로 설정 및 자기분석, 직무별 분석 및 직무기술서 작성, 비전설정 및 시간관리 능

력 등을 증진시키는 진로캠프를 진행했다. 

공과대학 양관운 동문, 전남대에 발전기금 12억원 기부

지난 2002년 공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양관

운 AF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6월 8일 우리 대학교

에 발전기금 12억원을 기부했다. 이는 지금까지 

전남대 발전기금 개인 기부자 가운데 최고 금액

이다. 양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광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지원을 위한 기부활동 등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으며,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

어티 광주지역 제9호 회원이기도 하다.
전남대 개교기념식에서 양관운 동문 동생이 정병석 
총장께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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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동창회(회장 정석우 (주)한국주택

건설 대표, 1979년 기계공학과 졸업)가 지난 

7월 17일(화) 저녁에 시내 식당에서 ‘2018년

도 제2분기 상임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모교소식을 전하

여 의견을 듣고 ▲각 학과 동창회 활성화를 위

해 서로의 정보 교환 ▲동창회 미 구성 학과에 

대한 이사회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공과대학 동창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명예

회장(공과대학장),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2

인, 이사는 모든 학과의 동창회장이 맡고, 전

임회장들로 구성된 고문단, 감사 2인, 총무이

사 1인 등 현재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창회 활성화 및 모교 발전 지원방안을 논의

하기 위하여 년 4회 분기별로 정기모임을 갖

고 있다.

공과대학이 지난 1월 31일(수) 인도네시아 국립대학(University of Indonesia, UI) 공과대학과 

상호 연구 분야 과제 발굴 및 인력, 기술 교환 등에 관한 상호협력협약(MOA)을 논의하고, 

본격적인 교류 확대에 나섰다.

건축학부 건축재료실험 참관, 유우상 교수 특강

기계공학부 랩투어 및 학부소개 후 기념촬영

생물공학과 소개 및 실험실습 체험

전자컴퓨터공학부 전공 소개

공과대학 동창회 상임이사회 
개최

2018년 「반기는 전공체험, Pride&Hope」 지역 고교생들에게 
호응 얻어

공대에서 ‘Asia Pacific Internet Governance 
Academy 2018’ 개최

공대에서 ‘Asia Pacific Internet Governance 
Academy 2018’ 개최

중남미 10개국 우수 공대생 초청연수 진행

201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지난 7월 21일(토), 우리 대학 공학실습교육센터(센터장 최종일 교수)는 이공계 진

학에 관심이 많은 지역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2018년 대학-고교 하계 과학캠프’를 

열었다. 이 프로그램은 고교 과학중점반 학생들에게 공학이론과 실험실습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연현상과 과학을 기반으로 한 공학의 기본원리에 대한 정보제공과 공

학계열 진학의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대는 이번 캠프에 참가한 교육부지정 과학중점고인 전남 나주 봉황고 학생 20

명에게 담당교수와 전문연구원의 공학강의와 함께 공대 해당 실험실 탐방과 공학실험실습 시간으로 △제조공학과 제작체험 △전자현미경과 미세

구조분석 △건축으로 본 미래 △환경공학과 화학물질의 이해 등 4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과대학에서는 7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2018 아•태 인터넷 거버넌스 아

카데미(Asia Pacific Internet Governance Academy 2018)‘가 열렸다. 한국인터넷진

흥원(KISA)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공동 마련한 이 아카데미는 ▲인터

넷 거버넌스 주요 이슈 ▲아·태 지역 인터넷주소 관리체계 ▲인터넷 보안 ▲4차 산업

혁명 주요 기술인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등 총 20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8월 1일 영명홀에서 열린 고성석 학장 취임식장에서 공과대학 제33대 학장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성석 학장(가운데), 이정환 부학장(우측), 윤정우 부학장(좌측)]

지난 8월 1일부터 공과대학 제33대 학장단이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한 2년간

(2018.8.1. ~ 2020. 7.31.)의 여정에 들어갔다. 이번 학장단은 고성석 학장(건축학부)

을 중심으로 교무학생부학장에 이정환 교수(에너지자원공학과) 및 기획연구부학장

에 윤정우 교수(화학공학부)로 구성되었다. 한편, 제32대 학장단으로 활동해온 김영

만 학장과 최수일, 최종일, 홍창국 부학장은 지난 2년간의 업무를 마치고 연구실로 

복귀하였다.

우리 대학교 ‘201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8월 24일(금) 오전 교내 민주마루

에서 졸업생과 가족, 교직원 및 재학생, 동문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

게 치러졌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245명, 석사 415명, 박사 137명 등 모두 

1,797명이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공과대학에서는 공학사 284명, 공학석사 108명, 

공학박사 28명 등 420명이 졸업 하였다.  정병석 총장은 고사(告辭)를 통해 졸업생

들에게 ‘긴 호흡, 멀리 보는 전남대인’으로 살아주실 것과 인생의 짐을 너무 버거워

하지 말고 마주하려는 용기를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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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일본 기후대학-전남대 공대 공동 심포지엄’ 성료

지난 9월 10일(월)~13일(목)까지 우리 대학에서 열린 ‘제10

차 일본 기후대학-전남대 공대 공동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마무

리 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두 대학에서 39편의 공학논문이 발

표되었으며 관련교수, 연구원 및 대학원생, 학부생 등 11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한편, 두 대학의 주관 교수들

은 우수 논문을 선정하고 발표학생을 시상하여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송렬 학생(전남대 신화학소재공학과 석박사통합과

정)과 Masahiro Hirotsu 학생(일본 기후대학 공학부 대학원)이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여 상장과 부상을 수여받았다. 

특히,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그 동안 두 대학이 학생들을 파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해온 7곳의 연구실에서 연구실별 워크숍이 열렸으며, 유사

분야를 연구하는 두 대학 교수 학생들 간에 학문교류를 통한 친교의 시간이 되었다. 한편, 일본 기후대학과는 지난 2002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

한 이래 10회째에 걸쳐 상호방문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63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상호 파견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두 대학은 활발

한 학술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학년도 제2학기 공대캠퍼
스 개강식 열어 ‘새로운 시작, 
기타선율을 타고’

공대 어드벤처디자인 강의실 
현판식 가져

2018학년도 건축학부 졸업작
품전 열어

지난 9월 4일(화)에 공대 5호관 중앙야외정

원에서 ‘메밀꽃 필 무렵, 가을 공대캠퍼스 개강

식’이 열렸다. 

공대 교직원 및 학생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구성원의 활기찬 가을학기 시작을 응원하기 위

하여 열린 이번 행사에는 공과대학 교직원과 

학생 등 50여명이 함께 하였다.

이날 개강식은 공대 5호관 1층 WE-factory 

zone에서 진행되었으며, 행사에 참석한 고성

석 공대학장을 비롯한 학과(부)장, 전공주임, 

학생대표, E-UPgrader 등 50여명은 공대5호

관 중앙 야외정원에서 통기타 연주와 함께 담

소를 나누며 오찬을 함께했다.

지난 9월 4일(화), 공과대학에서는 공대 환경

개선사업 보고 및 어드벤처디자인 강의실 현판

식’이 있었다.

이번 행사는 △공과대학 어드벤처디자인 강

의실 현판식과 더불어 △공대 2호관 바이오하

우징의 맞춤형 ‘산학협력스튜디오’ 조성 △공대 

5호관 1층 ‘WE-factory실’의 리모델링 완료 등

을 축하하고 이 공간들의 활용 안내를 위하여 

진행되었다.

한편, 이번 공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전

남대학교 여성공학4.o인재양성사업단(단장 화

학공학부 한은미 교수)과 지능형소재부품창의

인재양성사업단(단장 화학공학부 조성준 교수)

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9월 6(목), 공대 2호관 영명홀과 최상

준홀에서 ‘2018년도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건

축학부 졸업작품전’이 개최되었다. 

이번 졸업작품전에는 건축학부의 건축·도

시설계전공(지도 이민석 교수) 54명의 학생과 

건축공학전공(지도 이방연 교수) 10팀(32명)이 

한 해 동안 준비한 작품을 출품하였고, 이 중 

건축·도시설계전공 4명, 건축공학전공 4팀의 

작품이 각 각 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올해 

졸업작품전은 2018. 9. 13.(목)까지 외부에 개

방될 예정이다.

일본 기후대학 학생들 공대에서 공동연구 마치고 귀국

‘수소에너지와 수소전기차 활성화’ 심포지엄 열려

산업대학원 최고산업전략과정(AISP) 
총동문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일본 기후대학 공학부 SAYA UENO, AYANA UCHIDA 학생이 우리 대학 교수를 지도

교수로 하여 공대 대학원생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후에 돌아갔다.

이번 공동연구는 2018. 9. 10. ~ 28.까지 진행되었으며, SAYA UENO 학생은 에너지

자원공학과 이종운 교수 실험연구실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고, AYANA UCHIDA 학생은 

생물공학과 최종일 교수 연구실에서 공동연구에 참여했다. 이에 고성석 공대학장은 

공동연구를 마친 두 학생들에게 ‘공동연구참여확인서’를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한편, 우리 대학과 일본 기후대학은 지난 2002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이래 63명의 

학생들을 상호파견하고, 10회에 걸쳐 상호방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수소에너지연구센터(센터장 기계공학부 오병수 교수)가 지난 10일 5일(금) 오후에 

공대2호관 영명홀에서 ‘수소에너지와 수소전기차 활성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하였다. GIST 홍성안 교수, 공대학장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수소

전기차 카쉐어링(제이카 강오순 대표) ▲수소공급 애플리케이션용 수소발생기 개발 및 

생산(휴그린파워 대표 강신왕 박사) ▲PEMFC 개발 및 전망(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창수 박사) ▲고압수전해 기술(엘켐텍 대표 문상봉 박사) ▲현대 자동차 수소전기차 

개발(현대자동차 환경기술연구소 정귀성 박사) ▲한국전력의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기술 현황(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유영성 박사) 등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10월 13일(토) 산업대학원 최고산업전략과정(AISP) 총동문한마음체육대회가 

공과대학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AISP 1기부터 12기까지 130여명

의 동문과 학교 관계자가 참석하여 다양한 운동을 통해 동기간의 화합과 동문들과

의 교류를 돈독히 하였다. 참석자들은 교정에서 점심을 나눈 이후, 시상식과 푸짐한 

행운권 추첨으로 즐거운 시간을 갖고 내년에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였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장학금 모금 이벤트가 펼쳐졌으며, 모금액은 내년 2월 정기

총회 때 형편이 어려운 지역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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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봉 교수의 (주)피피아이, 미 인텔사에 핵심 광전송부품 수출 개시

신소재공학부 김재국 교수팀, 아연이온배터리 핵심소재 첫 개발

화학공학부 홍창국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

우리대학 화학공학부 김진봉 교수(사진)가 운영하는 (주)피피아이가 

올해 2월 세계적 반도체 기업 (주)인텔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100기가

급 광송수신기용 DEMUX 모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제품은 (주)피피아이의 독보적 기술인 초고속 대용량 광집적회

로기술에 기반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데이터센터 구축의 핵심 부품이다. 국내에서는 (주)피피아이가 유일

하게 (주)인텔의 100기가급 광송수신기용 DEMUX 모듈 개발에 참여

하면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전기자동차 등에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배터리 공급이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2차전지의 핵심 물질을 김재국 

교수(사진) 연구팀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 대학 신소재공학부 김재국 교수팀은 차세대 2차전지로 기대

를 모으고 있는 아연이온배터리 전극소재로 바나듐계 양극(+) 물질

(Na2V6O16·3H2O)을 독특한 입자형상으로 합성하는 것은 물론 

충·방전 메커니즘까지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관련 연구논문

이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화학학회(ACS)의 학회지 ‘나노 레터스’ 4월호에 게재됐다.

김재국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로 그간 정체되었던 차세대 2차 전지 개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전략과제후속연구 지원으로 이뤄진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기능성 소

재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화학공학부 홍창국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

창을 수상했다. 홍 교수는 지난달 4월 21일, ‘과학기술의 날’을 맞아 

에너지소재 및 고분자소재 연구,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기술 등 관련 

연구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홍창국 교수는 SCI 학술지에 14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한 바 있고, 

33건의 국내외 특허등록을 가지고 있다. 

교수동정

기계공학부 이동원 교수 연구팀,  타이어 압력감지 시스템용 '나노 발전기' 개발

공과대학 광전자융합기술연구소, 교육부 2018년 중점연구소 지원대상 선정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박종진 교수 연구팀, ‘문신같은 전자회로’ 개발

Interfaces’ 5월 14일자 온라인 판에 ‘피부와 같은 탄성고무 접착제 위에 침투된 은 나노입자 전극을 이용한 다목적 일회용 전극회로’(Skin-Like 

Disposable Tattoo on Elastic Rubber Adhesive with Silver Particles Penetrated Electrode for Multi-Purpose Applications)라는 논문명으로 게

재됐으며, 특허출원까지 완료하였다. 

우리 대학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박종진 교수 연구팀

이 비닐처럼 얇은 반투명의 고무에 녹인 은(銀)으로 전

자회로를 그려 넣은 뒤, 이를 피부에 붙여 사용할 수 있

는 ‘문신형 패턴제작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전자회로가 딱딱한 기판 위나 구부

러지는 표면에 회로를 그려넣는 것과 달리, 은 전구체가 

고무를 녹이며 내부로 들어가므로 외부 온·습도의 영향

을 적게 받고, 70%가량 늘려도 부러지거나 깨지지 않는 

높은 신축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ACS Applied & Materials 

지난 5월 우리 대학 기계공학부 이동원 교수 연구팀

이 TPMS에 설치할 수 있는 배터리 없이 영구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차량용 마찰 대전형 나노 발전

기'(V-TENG)를 개발했다. 

TPMS는 타이어 내부 압력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타

이어의 파열 등을 막는 시스템으로 미국·유럽에서는 신

규 자동차 장착이 의무화 된 핵심부품 중 하나이다. 기

존 TPMS는 타이어 내부에 코인 형태의 배터리를 사용

지난 5월, 공과대학 광전자융합기술연구소(소장 신소재공학부 김진혁 교수, 사진)가 

교육부의 2018년 중점연구소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중점연구소지원사업

은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의 인프라 지원을 통해 대학의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우수 신진 연구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광전자융합기술연구소는 향후 

9년 동안 49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기자재 구입비용은 별도로 지원받는다.

해 교환비용이 많이 들고, 배터리 수명 자체가 TPMS의 효율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코인 배터리를 대체할 

초소형 발전기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극한 환경에서의 전원공급에 한계를 보여왔다. 이 교수팀이 개발한 V-TENG은 타이어의 기계에

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했다.

피부 부착형 회로제작 과정

차량용 마찰 대전형 나노 발전기(V-T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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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공학부 임원빈 교수 ‘제22회 용봉학술상’ 수상 기계공학부 박규해 교수, 
과총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우리 대학 신소재공학부 임원빈 교수가 ‘제22회 용봉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6월 8일 

민주마루에서 진행된 전남대 개교기념행사장에서 상패 및 상금 6백만 원을 수여 받았다.

임원빈 교수 연구팀의 ‘data-mining으로 발굴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조성의 형광체’에 

관한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저명 학술지인 Cell 자매지 Joule 저널 2018년 2월 19일자 온라인 판에 게

재되었고, 지난 2017년에는 ‘고온에도 빛이 줄지 않는 새로운 형광체 개발’에 대한 연구결과가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네이쳐 머티리얼즈(Nature Materials, IF = 38.891), 2017년 5월 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

됐기도 했다.

지난 7월 기계공학부 박규해 교수(사진)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가 수여

하는 ‘28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한국비파괴검사학회지에 발표된 논

문 “레이저 스캐닝 센싱 및 웨이블렛 기반 파

수 필터링을 이용한 판구조물의 손상 깊이 추

정”(공동저자 김두환, 전준영, 강토, 한순우)으

로 이번 상을 수상했다. 이 논문은 구조물의 결

함을 비접촉식 측정을 통해 신속하게 탐지하고 

정량화 하는 기법으로 비파괴검사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Nature Materials’지 표지, 임원빈 교수 연구팀 김윤화 연구원(좌측), 임원빈 교수(우측) 

기계공학부 최병철 교수 광주시장상 수상

우리 대학 기계공학부 최병철 교수(사진)는 지난 7월 5일(목)

부터 7일(토)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 그린

카 전시회와 동시에 개최된 국제 첨단 자동차 기술 컨퍼런스[이하 

‘2018 ICAT(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Automotive 

Technology)’]의 지난 4년 동안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ICAT을 

통하여 광주시의 자동차 산업체의 세계 자동차 기술현황 파악, 광주

시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 기반 조성 및 친환경차 업무활성화, 광주시 

자동차 산업체의 국제 공동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광주광역시장상을 수상하였다. 

신소재공학부 김재국 교수팀, 공학분야 선도연구센터(ERC) 선정

지난 7월 우리 대학 신소재공학부 김재국 교수 연구팀이 ‘2018년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공학분야(ERC) 연구수행그룹’으로 선정되어 

향후 7년간 177억원의 국고지원을 받는다. 김재국 교수팀은 ‘인공지

능 활용 이오닉스 기반 소재개발 플랫폼 연구센터’를 구성하고, ‘인

공신경망 센서 흐름이 적용된 분석 알고리즘을 소재연구에 적용한 

고기능성 이오닉스 기반 전기화학 소재 플랫폼 개발’ 에 나서겠다는 

연구 과제를 제시해 ERC 연구수행그룹으로 선정되었다.연구센터는 

총괄책임자인 김재국 교수를 비롯하여 신소재공학부 이종숙, 송선

주, 박찬진, 임원빈, 심욱 교수와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허수미 교수

가 핵심연구원으로 참여한다.

좌로부터 김재국, 송선주, 이종숙, 박찬진, 임원빈, 허수미, 심욱 교수

우리 대학에 기계공학부 김우현 교수(좌측 

사진)와 화학공학부 이상현 교수(우측 사진)가 

9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되어 이번학기부터 공과

대학에서 교육연구활동을 펼치게 된다.

김우현 교수는 미국 Purdue대학에서 학

위 후에 삼성전자, 미국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senior scientist를 거쳐 우

리 대학 교수에 임용되었고, 이상현 교수는 일

본 Tohoku 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삼성종합

기술원,  일본 학술진흥재단 연구원/박사 후 연

구원, 미국 오크리지 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 한

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책임연구원(센터장)을 

거쳐 우리 대학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우리 대학 화학공학부 홍창국 교수가 전남

대 우수학술연구자로 선정되어, 지난 9월 10

일 오후에 정병석 총장으로부터 연구비 5천

만 원을 지원받는 증서를 수여 받았다. 홍창

국 교수는 국제학술지 Materials Today지에 

‘차세대 태양전지를 위한 나노다공성 티 타

입 금속전극’이란 논문을 게재해 우수학술연

구자로 선정됐다. 홍창국 교수는 우리 대학에

서 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애크런대학

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미국 서던미시

시피 대학 연구교수, 삼성전자 디지털 메디아 

책임연구원을 역임했고, 2010년 8월부터 공

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차세대 고효율 태

양전지,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 고기능성 고

분자소재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화학공학부 이윤성 교수(사진)가 2018

년 10월 10~12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Interbattery 2018/The battery conference 

2018’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

였다. 본 시상에서는 전지산업관련 관계자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연·관에서 전지산

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이 각각 표창을 받았

다.

이윤성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

업기술평가관리원(KEIT)과 한국에너지기술평

가원(KETEP)의 연구과제를 지난 10년 이상 수

행해 오면서 다수의 원천기술 확보, 산업체 기

술지도 및 왕성한 학술 활동 등을 수행하여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현, 이상현 교수 신규 임용 화학공학부 이윤성 교수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홍창국 교수, 전남대 우수학술
연구자로 선정

공과대학 교수 6명 퇴임[5명 정년퇴임, 1명 명예퇴임] 

2월에 김준수(에너지자원공학과), 박남국(화학공학부), 임명택(기

계공학부) 교수가 정년퇴임하였고, 박혜령(화학공학부) 교수는 명예

퇴임으로 교단과 이별하였다. 8월에는 이기영(화학공학부)교수, 임

영철 교수(전기공학과)가 정년퇴임을 맞아 공과대학을 떠났다. 공대 

학장단은 공과대학 모든 교직원의 뜻을 모아, 교수님께서 한 평생 우

리 대학 발전에 애쓰고 기여하심에 깊이 감사드리고, 건강하신 모습

으로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맞으심에 축하드리며, 이후에도 즐겁고 

보람된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기원 드렸다.

좌로부터 김준수 교수, 박남국 교수, 임명택 교수, 박혜령 교수, 이기영 교수, 임영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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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소재·부품창의인재양성사업단 참여학생들 10개 특허출원 
성과 거두어

공대 대학원생 6명 일본 기후
대학 파견 공동 연구활동 펼쳐

우리 대학 지능형소재•부품창의인재양성사업단(단장 조성준 화학공학부 교수)은 지난 1월 23일

~26일까지 4일(총 36시간) 동안 제 3차 ‘창의아이디어 특허출원 아카데미’를 진행하여, 이 프로그램

에 참가한 학부생 20명(4개팀)이 총 10개의 공동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우리 대학 대학원생 6명이 2018. 1. 10. ~ 2. 7

까지 4주간 일본 기후대학에 파견되어 기후대

학 교수 학생들과 공동연구활동을 펼치고 돌아

왔다. 이번에 파견된 학생들은 우리 대학 연구

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를 기후대 교

수 대학원생들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좌측 사진, 좌로부터 강성민

(화공), 송창우(에너지), 오성일(화공), 배철균

(전컴), 고혜인(화공), 박서정(생물) 학생, 기후

대 교정에서 기념촬영]

공학교육혁신센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11차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캠프’ 참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지난 2월 1일~8일까지 말레이

시아 국립대학교에서 전북대학교 공학교육혁신거점

센터가 주관하여 진행한 『11차 d-Camp(International 

Student Multidisciplinary Design Camp)』에 전남

대-UKM 연합팀으로 참가하여 동상을 수상하였다. 전

남대-UKM 연합팀에는 우리 대학 전자컴퓨터공학부 

김형성, 장현준 학생이 참여했다. 

생물공학과 학생들 전남대학교 학생문예지 
‘글아치’ 기획 발간

WE-UP사업단 ‘E- Upgrader’ 발대식 가져

공과대학 생물공학과 최류빈, 박상준 

학생이 구상하고 기획한 전남대학교 학생

문예지 ‘글아치’<사진>가 발간되었다. 

이번 ‘글아치’ 창간호에는 우리 대학교 

학생문예지 제작팀 ‘스토리에이블’이 공

모전을 열어 출품된 총 182편(시 154편, 

수필 14편, 단편소설 12편, 산문 2편)의 작

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500여 부를 발간

해 구성원들에게 배포했다.

우리 대학 ‘여성공학4.o인재양성사업단WE-UP사업단‘(단장 

한은미 화학공학부 교수)이 지난 3월 5일(월) 공대 영명홀에서  

‘WE-UPgrader’ 제2기 발대식을 가졌다.

학생활동
생물공학과 최류빈 학생, 광주
문화재단 “청년 예술인 창작지
원 사업” 최연소 단독 선정

공대 박준성 대학원생, 마이크
로전자 및 패키징 학회 우수포
스터상 수상

공과대학 생물공학과 4년 최류빈(25, 사진) 

학생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주문화재단

에서 주관하는 “2018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문화예술 창작 기금을 

지원받는다. 

공대 대학원 신화학소재공학과 석사과정 박

준성 학생(사진)이 4월 열린 ‘2018년도 한국마

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박준성 학생은 지난 

4월 초, 공과대학 영명홀과 코스모스홀에서 열

린 학술대회에서 ‘포토리소그래피를 통한 광통

신용 실리콘 렌즈 공정 연구’를 발표했다.

‘2018 춘계 공과대학 학생체육대회’ 개최 

생물공학과 대학원생들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 발표상 수상

지난 4월 27일(금), 공대 운동

장에서 공대 학생들이 신록의 계

절에 맞춰 ‘2018 춘계 공과대학 

학생체육대회’를 열었다. 공대생

들은 새 학기 시작으로 강의실과 

실험실 및 도서관에서 전공 공부

에 여념이 없는 중에도 잠시 심신

의 휴식과 체력단련, 동료 간의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체육대회는 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많이 편성하여 남·여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고 상호 간에 배

려와 협력의 마당이 되었다.(사진=공대 남·여학생들이 피구 경기를 펼치고 있다.)

‘2018학년도 1학기 공과대학 ’진로캠프‘ 열어

공과대학은 4월27(금)과 28일

(토) 이틀간, 2호관 영명홀에서 

공대 재학생의 진로경로(career 

path) 탐색 및 목표의식 강화 프로

그램인 “진로캠프”를 열었다.

공대생들의 진로(취업) 목표의

식 강화를 목적으로 계획된 이번 

진로캠프에는 60 여명의 학생들이 참여였으며, ▲대형 ROBOT 제작 프로젝트와 자신의 강점 찾기 

▲학년별 목표와 계획 수립 ▲실천 전략 진로 로드맵 작성 등의 특강 및 실습이 진행되었다.

대학원 바이오에너지 및 바이오소재 협동

과정에 재학중인 박성호, 박성주 대학원생(석사

과정, 지도교수 생물공학과 최종일)이 2018. 4월 

열린 한국생물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과 한국화학공학회 봄 총회 및 학술

대회에서 각각 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 

박성호 학생은 지난 4월 19일~4월 20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생물공학회 국제심포지엄에서 “Pur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 heterologous lipase from Janthinobacterium sp.” 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 부문에서 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 박 군은 이 논문에 미생물로부터 생산된 효소를 탐색, 정제하고 효소의 

특성을 분석하여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박성호 학생 박성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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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혁신센터, 2018 기초
창의설계 경진대회 개최

화학공학부 2018년도 ‘GS칼텍
스-전남대 공대 산학강좌’ 장
학금 수여식 가져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공과대학 및 공학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설계 교육을 통하여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팀워크 활동의 중요성 

인식 및 발표회를 통한 자신감과 성취감 고취

를 목적으로 『2018년 기초창의설계 경진대회

(1학기)』를 6월 1일(금) 공과대학 2호관 100강

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공과대학 화학공학부와 GS칼텍스는 지난 6

월 8일(금) ‘2018년도 화학공학 전문가 양성 산

학연 과정’ 종강식을 가졌다. 이 과정은 화학

공학부가 지능형 소재·부품 인재 양성 사업단

(CK-1)과 함께 활발히 추진해 온 산학협력 융합

강좌로 GS칼텍스와 상호 협력 하에 2017년부터 

‘화공품질관리’ 교과목을 개설하여 2년째 운영

하고 있으며, 이 교과목은 화학공학부의 인기강

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전자컴퓨터공학부 최근창 학생, 학회 논문경시대회에서 금상 수상

우리 대학 전자컴퓨터공학부 4학년에 재학중인 최근창 학생이 지난 7일부터 9일까

지 조선대에서 열린 ‘2018년 한국정보기술학회·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하계공동학술

대회 대학생 논문경시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최근창 학생은 우리 대학 도시재난재해대응스마트시스템 연구센터(ITRC, 센터장 

전자컴퓨터공학부 김진영 교수)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센터에서 연구한 ‘싱

크홀 예방 및 진단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같은 학부 3학

년 이승철 학생과 공동으로 대학원생들과 협력하여 관련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

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창 학생이 정보기술·디지털콘텐츠학회 학술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

공과대학 2학년 이상호 학생 
버스안 칼부림 막아 화제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2학년 이상호 학생

(사진 우측에서 두 번째)이 7월 1일 통영에서 

광주로 오던 고속버스 안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가해자를 제압해 경찰 표창장을 받았다.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

시 50분쯤 하동군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고

속버스에서 조울증을 앓던 승객 A(21·여) 씨가 

갑자기 주변 승객 B(44) 씨를 흉기로 찌르기 

시작했고, 당시 앞자리에서 잠을 자던 이상호 

학생은 “사람 살려”라는 비명 소리를 듣고 바

로 가해자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뺏으려고 몸싸

움을 벌였으며, 뒤이어 다른 승객 한 명과 버스 

운전기사가 합세해 가해자를 제압했다고 한다.

‘차세대에너지융합특성화사업
단’ 일본대학에서 글로벌 인턴
십 가져

토목공학과 학생들 제10회 
KOCED 지진방재연구센터 내
진설계 경진대회 입상 

공대생 10명(환경에너지공학과 3명, 에너지

자원공학과 3명,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4명)

이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일본 니혼대학에서 

연수를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공대 ‘차세대 에너지융합 특

성화 사업단’ 소속 우수학생들의 글로벌 리더

십을 배양하고 전공별 실험실에 배치하여 전공 

이론을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해외대학 글로벌 인턴십」이다.

우리 대학 토목공학과 4학년 학생들로 구성

된 De-Quakers팀이 지난 7월 26~27일까지 한

국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KOCED) 지진방재연

구센터가 부산대에서 개최한 ‘2018 구조물 내진

설계 경진대회’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상을 수상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아두이노-드론 창의인재 아카데미’ 참가

우리 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지난 8월 8

일부터 8월 10일까지 제주대학교에서 진행된 

‘아두이노-드론 창의인재 아카데미’에 송호정

(건축학부 3학년) 학생 외 3명을 선발하여 참가

하였다.

아두이노-드론 창의인재 아카데미는 제주대

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전북대학

교, 광운대학교가 공동주관하여 매년 진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창의·융합 역량 강화 및 사

회수요 맞춤형 지역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개인별로 드론에 아두이노 보드를 연계 및 응용하여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제작 과정 중에 제어기술을 습득하고, 완성된 자작드론을 드론 레이싱, 항공영

상 촬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공학4.o인재양성사업단 
‘비즈니스 모델 캠프’ 성료

여성공학4.o인재양성사업단(단장 화학공학

부 한은미 교수, 이하 ‘WE-UP사업단’)은 7월 

서울 여의도 블록큐브에서 20명의 전남대 공

학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3박 4일간 ‘전남대

학교 비즈니스 모델 캠프’를 실시했다. 

비즈니스 모델캠프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대

처할 수 있는 능력과 기업가 정신을 갖춘 융합

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예비창업자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개발된 전남대 특화 프로그램이

다. 세 번째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단계별 체계

화 된 창업교육과정을 통해 사업 타당성에 대

한 전문가 진단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을 지원

하기 위한 것이며, ▲창업가의 성공전략 ▲스

타트업 입문자를 위한 용어 강의와 사업타당성

을 통해 학생들이 만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전문가의 멘토링 ▲다양한 창업기관과 창업지

원기관의 현장 견학 등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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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부 학생들 ‘2018 대학
생 자작자동차 경진대회’ 참가

신소재공학과 김하준 박사과정생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선정

우리 대학 기계공학부 학생들이 지난 8월 17

일(금) ~19일(일)까지 새만금군산자동차경주

장에서 열린 ‘2018 대학생 자작자동차 경진대

회‘에 참가하였다.     

한국자동차공학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 96개 대학에서 184

개 팀이 참가해 국내 최대 규모 자작자동차경

진대회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 대학 기계공

학부 자작차동아리 ‘AUTO’와 ‘AERO’ 소속 학

생 30여명이 참가했다.

대학원 신소재공학과 박사과정 김하준(사진, 

지도교수 신소재공학부 임원빈) 학생이 교육부

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 지원하는 ‘2018년도 글

로벌 박사 펠로우십(Global Ph.D. Fellowship, 

GPF)’에 선정돼 2년간 6,000만원의 연구 활동

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은 세계 수준의 연구

자 양성을 위해 2011년 시작된 사업으로, 국내 

대학원에 재학중인 박사과정 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장기간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국가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2018년도 공과대학 코스모스 대동풀이’ 개최 

공과대학 학생회가 주최한 ‘2018 공

과대학 코스모스 대동풀이 축제’가 지난 

주 수요일(10월 2일) 공대 1, 2호관 사이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Wassup’이란 부

제로 강의시간 이후에 열린 이번 학생축

제에서는 ▲풍물패의 길놀이 ▲메이

플 밴드의 공연 ▲학과(부)대항 게임 

▲뉴에라 댄스 동아리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공대 학우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

를 제공하고 공동체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주최 측 목적에 부합되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이번 축제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고 학내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된 대학축제를 진

행하고자했으나 개인적으로 술을 구매해 와서 마시는 학생들이 있어 완전한 ‘캠퍼스 금주문화’ 

정착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물공학과 학생시인 최류빈, 
천강문학상 수상

공대 학생시인으로 잘 알려진 최류빈 학생

(생물공학과 4학년)이 경남 의령군에서 주관하

는 ‘제9회 천강문학상’ 시 부문 우수상 수상자

로 선정됐다. 

천강문학상은 글 뜻대로 ‘하늘이 내린 의로

운 문학상’을 의미하며, 의병장인 천강 곽재우 

홍의장군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문학상이다. 

모두 4,842편에 944명이 응모해 문단의 이

목이 쏠린 이번 공모전에서 우리 대학 최류빈 

학생은 ‘편백나무의 영토’ 등 3편의 작품을 출

품해 시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시상식은 망우당 곽재우 의병장의 탄신 466

주년 다례제에 즈음한 오는 10월 5일 의령군민

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리며, 최류빈 학생은 

부상으로 상패와 상금 300만원을 수여받는다. 

또 수상작품은 기념 작품집으로 발간돼 서점을 

통해 일반 독자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2학기 기계

공학부에 임용된 김우현입니다. 제가 전

남대학교에서 생활한지도 2개월이란 시

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바쁜 일정을 보내느라 그 시

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

다. 현재는 선배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

의 도움으로 실험실 준비를 느리지만 조

금씩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에 온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신임교원초

빙이 있다고 하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

다. 저에게는 전라도 광주라는 곳이 아

직은 많이 낯선 곳입니다. 주변에 볼 것

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학기 중 가본 곳

은 아직 무등산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중에는 광주의 많은 곳을 돌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삶

저는 공학도 출신인 아버지의 영향으

로 공학에 대하여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는 회

사에 자주 놀러 가던 경험이 이후 제가 

공학 연구자가 되는 데 저도 모르는 사

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저는 에너지시스템 효율 향상과 빌딩

에너지 절감 분야에 기여하고자 국내 

학‧석사를 마치고 유학길에 올라 기계

공학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겁도 없

이 시작한 타지 생활이었지만 좋은 교

수님들과 박사 과정 친구들 덕에 나름 

큰 걱정 없이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미 정부 에너

지부 산하 퍼시픽노스웨스트 국립 연구

소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경험

을 쌓았습니다. 제가 근무하였던 연구

소는 미국 에너지부는 물론 기타 정부

기관들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약 1

조원 규모의 환경, 에너지, 국가보안, 핵

폐기물 분야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

었습니다. 저는 30개 이상의 과제를 통

해 외부의 대학 교수들, 다른 국립 연구

소 연구자들과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였

고, 대외 활동으로는 ASHRAE의 위원회

에서 멤버로서 활동을 하였으며, UTRC, 

Siemens, Carrier와 같은 기업 연구소와

도 공동으로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진행하였던 연구 분

야는 열에너지 시스템의 효율 향상과 건

물 에너지 절감에 대한 것입니다. 대표

적인 과제는 트랜스액티브 에너지 시스

템을 이용하여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트랜스액티브 에

너지 시스템이란 양방향 정보교환을 통

김우현ㅣ기계공학부

신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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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실시간으로 지역적으로 분산된 에너

지원들을 조정해 소비자 간의 수요와 공

급의 균형을 맞추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원을 이

용한 에너지원 공급자들과 이를 사용하

는 건물들 간 서로 소통이 가능한 양방향 

구조에서 실시간 전기요금과 건물에 사

용되는 에너지의 사용량을 서로 교환하

여 전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건물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연구소에 근무하기 전에는 미국 퍼듀 

대학교에서 에너지 시스템의 실시간 성

능 진단에 대해 연구 수행 하였습니다. 

에너지 시스템은 시간의 경과 또는 사용

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그 성능이 변화될 

수 있고, 고장에 의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수도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장 진단은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상태를 예측 및 진단하여 

시스템의 성능개선과 서비스 비용을 절

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저가의 

설치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가

상 센서들을 새롭게 개발하여 실시간 성

능 진단 및 고장 관리를 영구적으로 제공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연구로 SCI저

널인 International of refrigerant에서 수

여하는 2013년 최고 논문상을 수상하였

습니다. 

박사 과정 이전에는 삼성전자 가전연

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서 다양한 에너

지 시스템의 고효율화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습니다. 저의 주 업무는 시스템의 

설계, 실험을 통한 성능 분석 및 모델링

을 이용한 해석을 통하여 고효율 시스템

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

으로 일반적 시스템 에어컨 대비 두 배의 

에너지 효율을 갖는 시스템을 개발하였

습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에 따라 운전 

조건을 신속하게 맞추고, 버려지는 폐열

을 회수하여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최대 50%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

는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저는 연구자이면서도 지식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가치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 근무할 

때에는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결

하기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활동하였고, 또 외적으로는 중‧고등학생

들이 시스템(SYSTEM) 분야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

여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내 여러 대학

에서 저의 연구에 대한 세미나를 학부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학생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제가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멘

토로 도움을 주고 때로는 저 또한 배우

기도 하면서 학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롤에 대해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눌 때, 또 제가 관

심 있어 하는 분야를 다른 청중이 관심 

있어 할 때만큼 말 그대로 재미있는 순

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가 연

구소를 떠나 언젠가는 꼭 학교로 돌아가

고 싶다고 다짐해 온 큰 이유입니다.

앞으로의 전남대학교에서 저의 계획

을 연구와 교육으로 나누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연구적인 측면에서 저는 

한국의 “스마트에너지 융합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를 포함하는 기술적 키워드는 중

요한 정부 정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

니다. 또한, 해마다 거듭되는 에너지 위

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는 신규 원전발전소를 건설해 공급을 늘

리는 정책 방향에서 탈피해, 수요를 줄

이는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

니다. 이에 트랜스액티브 에너지 시스템

의 적용은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

지원 및 전력저장장치의 결합, 전기자동

차,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의 개발 등 새

로운 가치창출의 기본적인 인프라로 인

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대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두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계의 학습효과를 적용함으로써 전반

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는 물

론 에너지 활용의 스마트화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에

너지시스템이 스마트빌딩에서의 냉난

방시스템, 전기자동차, 조명시스템, 신재

생에너지 등을 지능적으로 제어하여 에

너지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신재

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습

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전남대학교의 교수

님들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빌딩 

통합 연구와 빌딩과 그리드의 통합 연구

과 빌딩에너지 절감분야에 대해 지속적

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

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인 스마트 에

너지 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는 기계공학의 

교육 목적이 종합 설계 능력을 갖추고 

글로벌 사회에 유익한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생

각합니다. 종합 설계 능력은 이론만으로

는 어렵고 경험만으로도 어려운, 그야말

로 멀티 플레이어만이 가질 수 있는 능

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과학과 공학

적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성을 갖춘 인

재 양성을 수업의 목적으로 삼고 싶습니
퍼시픽노스웨스트 국립 연구소, 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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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졸업 후에 기업체나 연구소에

서 근무하기를 바라는 학생들에게 기본

적인 공학 이론 외에도 어떻게 창의적으

로 문제를 정의하고, 어디에서 관련 새

로운 기술에 대한 자료나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효율

적으로 전달하고, 동료들과 팀워크를 이

룰 수 있는지를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는 모든 학생에게 최적화 된, 

one-size-fits-all 교육 방법은 절대 없다

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역량을 발전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

나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인 아

이디어와 자유로운 생각의 전환을 최대

한 존중하는 범위에서 교육을 이끄는 것

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실험실에서 실패

는 정말 중요한 학습도구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실험 하면서 많은 것

을 느끼고 자신의 지식의 경계를 넓혀 

나가야 합니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

디어에 익숙한 교육자가 되도록 노력하

며, 학생들 스스로 최신 기계공학 분야 

정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면

서 졸업 후의 미래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도와주

는 교육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려 합니다. 

저는 기업체, 대학교, 국가 연구소에서 

다양한 과제를 진행하면서 많은 이론 지

식과 연구 경험을 통해 산업체가 만족하

는 질 높은 교육과정을 위해 노력할 것

입니다. 특히, 학생들 스스로 최신 기계

공학 분야 정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

록 유도하면서 졸업 후의 미래에 대해서

도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자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자로서의 생활은 지식의 깊이

나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 단체

에 대한 봉사활동에 특별한 관심과 열의

를 가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전

남대학교에서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들

에게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

하고자 합니다. 전남 대학교의 교훈이 ‘진

리, 창조, 봉사’입니다. 열의 있는 교육과 

꾸준한 연구, 그리고 학교와 지역 사회에

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배 교수님들과 교직원 분들의 많은 

충고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 나노소재?

돌이켜보면 군대 제대 후 학부 3학년

을 마칠 때 즈음 진로를 결정했던 것 같

습니다. 당시 아무런 배경지식 없이 반

도체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막

연한 생각으로 학과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석사 과정으로 시작한 연

구 주제는 생각했던 분야와는 조금 다른 

광학용 반도체 소재에 대한 연구였습니

다. 하지만 이 시기 실험과 논문을 통해 

대학 학부 과정의 수업에서는 느끼지 못

했던 성취감은 물론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 도전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석사를 마칠 즈음 지도 교수님의 추천으

로 외국에 박사 과정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사정도 넉넉

하지 않았고 외국 생활을 즐길 용기도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 IMF 외환위기로 

경제 상황이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았는

데, 다행히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나노소

재 분야의 연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성종합기술원에서는 탄소나노튜

브를 기반으로 한 전계방출 디스플레이 

팀에 소속되어 1차원 나노소재의 합성과 

전계 방출 특성 분석 및 향상에 대한 연

구를 담당하였습니다. 전계방출 특성을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레 물리학을 접하

게 되면서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물리학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상용화하기 위해 탄소나노튜브에 집중

하는 한편, 삼성 SDI로 파견 근무를 하며 

디스플레이 소재 팀에서 연구를 수행하

던 탄소나노튜브 기반 38인치 디스플레

이 개발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상용

화 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학

교에서의 연구와는 다른 점들을 배울 수 

있었지만, 박사학위에 대한 미련은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마침 같은 마음을 가진 

아내를 만나 결혼과 함께 퇴직을 결정하

고 바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타향살이의 시작

토호쿠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센다

이에서 시작한 일본 생활은 도전, 그 자

체였습니다. 일본어와 문화를 전혀 알지 

못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시작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

한 신혼이자 유학 생활은 힘든 일도 많

았지만, 작은 일에도 함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박사학위는 토호쿠 대학의 응용물리

학과에서 취득하였습니다. 물리학에 대

가치 있는 삶으로의 동행

이상현ㅣ화학공학부

SMART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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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경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았

지만, 석사 과정 중 화합물 반도체 소재

에 대한 경험과 삼성종합기술원에서의 

연구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사 

과정 동안 중점적인 연구 분야는 산화물 

반도체 나노구조 제어와 광학적 특성 측

정 및 분석이었습니다. 연구실 동료들, 

주변 교수님들, 그리고 바이오센서 분야

로 박사 과정을 시작한 아내의 도움으로 

무사히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박

사 3년차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 일본

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한 연구계획서가 

채택되어 박사 3년차와 포스닥 기간 동

안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운이 좋

게도 박사 과정 졸업 시에 연구업적 및 

성적 등의 다면평가를 통해 학과 대학원 

졸업생 대표로 공대 학장 상을 수여 받

았습니다. 또한 수상자가 졸업식 송사를 

하는 학교의 전통에 따라 대표로서 송사

를 낭독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했었는지

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 때 느꼈던 

긴장감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납

니다. 

일본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박사 

학위 취득 후, 아내의 연구실에서 포스

닥 생활을 하며 미국 대학 경험을 쌓기 

위해 여러 학교 및 기관을 알아보았습니

다. 일본에서 1년간 포스닥 이후, 미국 테

네시 주에 위치한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에서 그간 연구하였던 화합물 반도체 나

노구조를 응용한 무기물 기반의 태양전

지와 방사선 센서에 관련한 연구를 수행

하였습니다. 초기에 프로젝트에 참여하

였고, 소속되어있던 부서가 신축 건물로 

이전하면서 실험실의 레이아웃부터 신

규 장비도입까지 맡아서 진행하였습니

다. 해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연구 환경

이 조성되고, 방사선 검출, 시뮬레이션 

및 구조분석 등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여 좋은 연구 성과도 성취

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그룹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둘째 아이가 태어난 후 미국에서의 거

주를 결심할 무렵, 뜻하지 않은 상황으

로 갑작스럽게 귀국을 결정하게 되었습

니다. 마침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전

북 지역에 분원을 설립하고 에너지 관련 

소재 분야에 대한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아내와 둘이 유학을 떠난 후 거의 9년 

만에 아이 둘과 함께 귀국하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은 복합

소재를 중점 연구 분야로 취하며, 최근

에 설립되어 젊은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소재 중점에 맞추

어 연구 경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하였고 그래핀를 비롯한 탄소나노소

재를 기반으로 한 방열, 유연 전극 및 화

학/바이오 물질의 흡착 등의 기능성 소

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입원 

후 2년이 지날 무렵 분원장님으로부터 

센터 원장 직을 맡아달라는 뜻밖의 제안

을 받았습니다. 관리나 운영에 대한 경

험이 없었던 터라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

다. 원장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15명의 다양한 분야의 박사를 포함한 

약 70명 이상의 연구원들로 구성된 센터

의 장으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첨단 기능

성 소재 개발을 목표로 하여, ‘양자응용

복합소재 연구센터’로 센터 명을 바꾸고 

새로운 미션과 중점 연구 내용을 수립하

였습니다. 보직자 활동을 통해 더 넓은 

시야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관점들

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전남대학교 화학공학부의 임용공고

를 보고 교원의 길에 도전할 수 있는 마

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

고 행운의 결과로 이렇게 신입교원으로 

자기소개서를 쓸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

다. 며칠 전에 한 학생과 면담 중 그로부

터 “저는 반도체를 공부하고 관련된 기

업에 취업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듣

고, 그 옛날 제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나

왔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연구하

는 동안 학생들과 그간의 경험을 많이 

공유하며 그들이 새로운 다양한 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싶습

니다. 많은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에 나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

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

점에 다시 서서 앞으로의 연구와 교육이 

함께하는 전남대에서의 미래를 설계하

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출처:KIST일본 토호쿠대학, 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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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에게 한결같이 따뜻한 

임명택 교수님
임옥택ㅣ91학번 전남대 기계공학과  
 울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이 말은 내가 박사 학위를 마치고 대학 임용에 도전 할 

무렵 임명택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다. 당시 나는 박

사 학위 디펜스를 막 마치고 이제 포닥을 할 것인지 아니

면 다시 일본의 국립연구소로 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한

국으로 무작정 귀국할지를 결정해야 할 시기였다. 학위

를 마치자 당장의 수입이던 장학금도 끊기고, 다니던 연

구소의 복귀도 몇 달 남지 않았기에 막막한 상황이었다. 

그때 바로 지금의 대학에서 면접을 오라는 소식을 들었

지만 내심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기에 교수님께 국제전

화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

에게 있어 임명택 교수님은 늘 거기에 서 계시며 해답을 

주시는 그런 분이셨다.

학부 중에 내가 들었던 내연기관 수업은 딱딱한 증

명과 계산만 가득한 공대수업이 아니었다. 수업은 최

근의 동향과 기술이 어우러져 늘 다음이 기대되는 강

의였다. 교수님은 매번 확신이 찬 목소리와 초롱초롱

한 눈동자, 표정으로 ‘나의 강의에 집중해라’ 라는 무언

의 암시를 하시곤 하셨다. 때문에 교수님의 연구실은 

한창 우리 학부가 자동차 관련 특화 학부로 발돋움 하

는 시기와 맞물려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연구

실이었다.

한편 나는 IMF 사태로 인해 졸업 후 입사가 예정되

어 있던 H 기업으로부터 갑작스런 입사 취소를 통보

받았다. 입사 취소는 나로 하여금 인생의 쓴맛을 알게 

하는 순간이었다. 이때 기계공학과 교수님들께서 매

번 하시던 ‘공부해서 남 주나’라는 말씀이 나를 학교로 

이끌었다. 나는 교수님께 나의 절박한 사정과 간절한 

마음을 전하였고, 이후 석사 과정에 입학하였다.

 석사 시절을 보낸 엔진실험동은 다른 연구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공간이었다. 함께 거주하는 대학원

생들은 매일 새로운 실험을 하였고, 현대차 등 유수한 

기업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지

식을 빚어내기도 하였다. 그곳은 단순히 연구실이 아

니라 대학원생들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었다. 교수님은 시계추처럼 일정한 시간에 연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

구실에 오셨다 가시며 학생들을 지켜보셨다. 그 시절 

교수님께서는 대학원생들보다 매번 일찍 출근하고 늦

게 퇴근하는 학자의 삶을 사셨다. 뿐만 아니라 지금 기억

하기에도 교수님은 허례허식 없는 소탈한 모습이셨다. 

교수님에 대한 존경과 동경은 대학원 생활을 하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나는 아직 서투른 학생이었

다.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행해진 미팅에서 연구 결과

를 보여드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심지어 대학원 졸업

조차도 다른 학생들보다 늦어졌다. 그러나 교수님은 

나에게 질책이 아닌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셨고 그것

을 행함에 있어 늘 함께 해 주셨다. 나뿐만 아니라 여

러 학생들과 더불어 지내는 교수님의 모습은 ‘나도 교

수님처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학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이는 나를 비롯한 우리 연구

실 동기 모두가 갖는 생각이기도 하다. 

매해 7월 17일 전후로 연구실에서는 교수님과 사모

님을 뵙고 일 년을 되돌아보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교

수님은 그때에도 늘 학생들과 함께 하셨다. 지금 잘 나

가는 제자이든, 조금은 뒤쳐진 제자이든 관계없이 개

개인, 그리고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향후 계획을 유심

히 들어주셨다. 또한 교수님은 국내·외 여러 연구자

들과의 만남에서 늘 우리가 당신의 제자임을 자랑스

럽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힘이 되어 훗날 나 역시 그분

들을 다시 뵐 때에 “전남대학교 임명택 교수님의 제자

입니다.”라며 자랑스럽게 말하곤 한다. 아직도 대학원 

시절 교수님과 함께 뵈었던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 및 

회사·연구소 분들과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내가 다시 유학을 결심하고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지원할 때에도, 그리고 합격한 이후에도 교수님은 늘 

한결같은 모습이셨다. 교수님은 그저 ‘한결같이 노력

하고 겸손하라’라는 말씀만을  하셨다. 누구에게나 자

랑할 만한 큰일이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라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다. 스승으로부터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됨됨이를 배운 날들이었다.  

자신에겐 늘 엄격하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에겐 한결

같이 따뜻한 교수님께서 이제 학교를 떠나 그동안 달

려오신 길에 쉼을 갖고 계신다. 기계공학과 4층 교수

님 방 문을 열면 따뜻한 미소와 차 한 잔으로 깊은 대

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지금도 있을 것 같아 광주를 

떠올리기만 해도 따뜻한데, 아쉽지만 이제는 교수님

께서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시고 행복하시길 멀리서

나마 기원한다. 교수님 늘 건강하시고 꼭 식사를 같이 

하는 그 시간들이 오래 오래 지속되었으면 하는 게 우

리 연구실 출신 연구자들이 느끼는 한결같은 마음입

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교수님을 모시고 전국에 있는 연구실 출신들과 같이 조촐하게 
점심을 하였다. 가장 기쁜 것은 지도 교수님께서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계시는 것과 연구실 출신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
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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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가르침을 주신 

임영철 교수님
위석오ㅣ86학번 전남대 전기공학과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영철 교수님과의 첫 만남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86년. 

제가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하여 학과 오리엔테이션

을 받을 때였습니다. 너무나 생동감 있고, 친근한 표정 때문에 

미처 교수님이라 알아차리지 못하고 학과 조교선생님인줄로

만 알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신입생들도 저와 비슷한 

착각을 하여 교수님과 스스럼없이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으

로 기억합니다. 교수님은 풋내기 신입생들에게 아주 자세히 

대학생활 및 학사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요새말로 TMI(Too 

Much Information)식의 안내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한 번

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많은 내용을 머리에 쏙쏙 들어

오게 설명해 주셔서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입생 시절에는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민감해서 

학내는 매일같이 시위의 연속이었습니다. 신입생 시절 최전

방 군부대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는 병영집체 훈련이라는 교

육이 있었습니다. 군부대 가는 열차 내, 군부대 내, 훈련 후 내

려오는 길에서 시위는 계속되었고, 결국 누군가 열차를 영등

포역에 세워 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전기공학과 신

입생 7명은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서울 구경을 하기로 작정하

였습니다. 촌놈들이 간 곳은 명동성당이었습니다. 당시 

명동성당에서는 중요한 단식농성이 있었고, 사복경찰

이 쫙 깔려 있었던 때였습니다. 당연히 촌놈 7명은 그 자

리에서 잡혀 중부경찰서에 끌려가 밤새 조서를 쓰는 신

세가 되었습니다. 피곤함과 두려움이 범벅인 괴로운 새

벽 시간에 그 나락에서 우리를 꺼내 주신 건 임영철 교

수님이었습니다. 말썽쟁이들을 군부대에 입소시켜놓고 

노심초사 서울에서 대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새

벽 기차로 광주에 돌아가면서, 서울 구경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았던 제 자신이 기억납니다. 교수님은 새벽

에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경찰들에게 머리 조아려가며 

우리를 빼내주신 상황이었는데, 엉뚱하게도 그런 생각

이 들었다니…. 그 때는 참 어리고 속없는 때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를 회상해보면 교수님께서 얼마나 

학생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지니고 한명 한명을 걱정과 근

심으로 대하고 계셨는지 생각해보게 하는 일화였던 것 같

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 시기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

지만, 1·2학년 때 너무 ‘데모’와 ‘막걸리’에 심취한 영향

으로 취업은 되지 않고, 결국 진로는 대학원에 진학하

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당시 교수님 연구실험실에 대

한 인상은 컴퓨터로 무언가 계측하고 제어하는 멋진 일

을 하는 곳으로,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서려있던 

곳이었습니다. ‘데모’하던 시절 교수님께 반기를 들고 대

들었던 기억 때문에 감히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교수님의 방문을 노

크하고 들어갔을 때, 교수님께서는 기꺼이 저를 받아 주

시고 지도해 주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중부경찰서 사

건’ 이후 또 다시 저의 인생에 큰 손을 내어 주시는 순간

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지도하에 석·박사를 모두 마치

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한국천문연구원에 입원하게 되

었는데, 그 과정도 임영철 교수님의 따뜻한 배려와 많은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시

기 때마다 큰 도움과 은혜를 주신 분이 임영철 교수님이

셨습니다. 스승은 임금, 부모님과 일체라는 말이 있는데 

저에게는 참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팝송 “El Condor Pasa” 가사 중 일부인 “I’d 

rather be a sparrow than a snail” 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땅바닥에 기어 다니며 만족하고 살아가

는 달팽이의 인생보다는 비록 참새지만 날아다니는 삶

을 꿈꾸어라. 좀 더 나은 세상을 동경하며 나아가는 삶

을 살아가라”라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항상 제자들이 

현실에 안주해 살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실을 박

차고 나아가라는 교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당신께

서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더욱 마음에 와 닿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항상 교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도

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연구실에는 “해불양수(海不讓水)”라는 문구

의 표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문구처럼 교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을 받아들여 지도하셨습니다. 석·박사급 

제자만 100여명을 넘게 지도양성 하셨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말이 있지만, 그 말에 개의치 

않으시고 교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많은 제자들 중 한

명입니다. 교수님으로부터 학문적인 지도를 받고, 삶의 

방법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은 것이 저에게는 크나큰 행

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영철 교수님께서는 IEEE IE(Industrial Electronics)

를 포함하는 SCI 논문 44편을 게재하시는 등 뛰어난 학

문적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학회 활동도 활발히 하셔

서 전력전자학회장까지 역임 하셨으며, 학내에서는 산

학연구처장, 지역협력센터장(RRC:  Regional Research 

Center), 기자재관리소장 등 다방면에 쉬지 않고 활동하

셨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활동을 통해 전남대학교와 지

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 교수님께서 벌써 정

년퇴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시간은 많은 기억을 뒤로하

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교수님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똑같으신데 은퇴를 하신다니 너무나 아

쉽고 서운한 마음뿐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은퇴하시지만 교수님께서 주셨던 

수많은 가르침과 보여주신 모범은 제자들의 가슴과 생활 

속에 울림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교수님의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더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으로 뵙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임영철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2000년 8월 21일 보길도에서... (COMCON원우회 모임을 마치고)

추억 속의 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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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항로의 개척을 시작한 

박혜령 교수님
이성규ㅣ09학번 전남대 대학원 신화학소재공학과
 코오롱 인더스트리 연구개발본부 연구원

이 글로 말미암아 긴 시간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신 박혜령 교수님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간 교수님께 못 다한 이야기를 다하고자 합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면 교수님께서 학부시절 저의 지도 

교수님이 되시며 인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수님께 많은 가르침과 아낌없는 조언

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매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제가 살아

온 이야기도 당신의 일처럼 들어주시던 그 날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학 졸업 무렵, 교수님이 연구

하셨던 분야를 이어받아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 말씀드렸을 때, 한 시간이 넘도록 자세하게 진로·

연구 분야에 대해 상담 해 주신 날이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교수님에 대한 존경이 있었지만, 교수님이

라면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느낄 수 있었

습니다.

이후 대학원에 들어오기 전 생각해 본 연구 분야

를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구할 때도 교수님

께서는 항상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본

인의 경험에 근거한 아낌없는 조언을 하시며 많은 

부분을 보완해주셨습니다. 또한 필요한 자재를 구

매할 때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던 교수님을 통해 능

동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

니다. 

실험실에 들어온 이후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잠을 참아가며 새벽까지 실험을 하고 

분석을 맡기던 때도 있었고, 6개월 내내 이어가던 

실험 내용이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의 주저앉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대학원생의 신분으로 경험하였던 

여러 일들이 이 글을 쓰면서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제가 힘들어 할 때마다 교수님께서는 늦게까지 남

아 저를 도와주셨고, 진심으로 제자를 걱정해주시

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의 기억을 앞으로도 잊을 수 없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수님의 모습을 통해 폭넓

은 지식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끈기와 배려를 함께 

익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학을 떠나 다른 분야

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때의 기억이 저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제 길고도 짧았던 학부 생활과 대학원 생

활을 보내고 교수님의 의지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키가 작아 창문 아래에 있던 대학원생이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어느덧 창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수님 

덕분입니다. 그간 몸담아 온 대학을 떠나 새로운 인

생을 걸어가시는 교수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될 교수님이 앞으로 어떤 

분야를 개척해 나아가실지, 제자인 저로서는 무척 

궁금한 마음입니다. 어떠한 길을 나아가시든 교수

님의 제자인 제가 멀리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추억 속의 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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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신 

이기영 교수님
김 진ㅣ07학번 전남대 대학원 신화학소재공학과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생체의료기기 사용성평가센터 연구교수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에서 발간되는 “추억 속의 은사” 코너에 실릴 글을 준비하며 이기영 교수님과 

함께 했던 지난날을 추억해봅니다. 어느새 우리들 주변에 가을이 깊숙이 들어와 아기손바닥 같은 단

풍잎과 은행잎이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 가네요. 은행잎이 다 떨어지면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겠죠. 세

월이 흐르는 건 아쉽지만, 다시금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으니 참 고마운 일입니다. 35년간의 학교생

활을 마무리하는 정년퇴임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기원하면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새로운 

출발을 도약하는 교수님께 응원과 축하의 마음을 담아 글을 올립니다. 

이제 제대로 해볼 만한데 벌써 정년이라는 교수

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곤 합니다. 교수님께서

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실험을 마음껏 해보라며 절

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모르는 것이 있으

면 배울 수 있도록 끝없는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공

대 5호관에서 공부하며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할 

만한 공간과 시설이 세팅된 곳은 우리방 밖에 없다

며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대학원 생활을 했던 것 같

습니다. 특히 이기영 교수님의 생물고분자 연구실

은 매일 나인 투 나인(오전 9시 출근과 오후 9시 퇴

근)이라는 규칙 아래 학생들에게 저녁식사까지 제

공해가며 열심히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되

어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

게 애정과 관심이 참 많으셨습니다. 또한 남들이 번

거롭고 어렵다하는 일일지언정, 당신의 시간과 애

정을 토대로 개설하신 화장품학협동과정은 많은 미

용인 및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

교수님께서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출근하여 

영어공부와 운동을 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실험실 세미나를 진행하셨고,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과제에 도전하셨습니다.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여

기고 최선을 다하시는 교수님의 모습을 보며 ‘노력

하면 안될 것이 없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

다. 이기영 교수님께서는 때로는 인자하신 아버지

의 모습으로, 때로는 엄격하신 스승의 모습으로 학

생들을 대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진심어린 배려 덕

분에 우리 제자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추억 많은 대

학원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교수님을 학교에서 뵐 수 없다는 사

실이 아쉽지만, 학교 울타리 밖의 넓은 세상에서 더 

좋은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고대합니다. 제자

들을 대표하여 “교수님 언제나 늘 그렇듯이 존경하

고 사랑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날들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

원합니다. 이기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추억 속의 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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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 있

을 것이다. 대학 새내기 시절,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생 시절, 아니면 더 어릴 

적의 유년기 시절 등 각자가 돌아가고 싶은 시기는 각기 다르다. 그 생각에는 

‘돌아가기만 한다면 미래를 더 좋은 상태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함께한다. 우리 대학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김형순 동문은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엔 좋은 과거를 기록으로 남기며, 더 좋은 미래를 만

드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충실할 것을 강조

한다. 36년 전 호남정유(현 GS칼텍스)에 일반 사원으로 입사해 현재는 해양도

시가스를 이끌고 있는 김현순 동문. 그의 삶과 도전의 이야기를 온 세상이 단

풍으로 물든 11월 어느 날 해양도시가스를 방문해 직접 들어보았다.

에 지원했다. 결국 포항제철에 합격했지만 직장

생활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기계와 금속이 전문

이었던 포항제철에서 화학공학과 출신은 비주류

였다. ‘전공이 아닌 그 곳에서 계속 일하는 건 비전

이 없겠다’고 생각한 그는 결국 입사 11개월 만에 

회사를 옮기기로 결심했다. 

현재 GS칼텍스인 호남정유에 지원해 합격한 

김 동문은 “호남정유로 오며 다른 인생이 시작됐

다”고 말한다. 전공과 맞지 않아 이직을 했던 그

는 전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공이 자신의 ‘뿌

리’라 말한 그는 “전공을 빼놓고 다른 곳에서 다른 

걸 기웃거리는 건 비효율적이다”며 “자신이 4년 

동안 듣고 해온 것들이 새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며 사회에 나와 자신

을 표현할 수 있는 특기가 된다”고 말한다. 이어 

“이왕 할 거라면 전공에 대해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공부하는 게 사회

생활을 가장 쉽게 하는 길이다”고 전한다.

김 동문은 공대 출신 아버지의 직장생활을 보

며 ‘공대에 가면 좋겠다’는 꿈을 키웠다. 마침 우리 

대학 화학공학과에서 특성화사업이 진행 중이었

기에 많은 교수님들이 새로 들어왔고 다른 대학

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공정설계 등을 배울 수 있

는 기회가 있었다. 

대학에 입학해 1, 2학년 때는 독서 동아리 활동도 

하며 놀러 다니느라 학점이 안 좋았다는 김 동문이

지만 군대를 다녀와 복학을 해서는 4.5에 가까운 성

적을 받았다. 하루 종일 도서관에 살며 학점을 높

인 결과 졸업할 때는 성적우수로 총장상까지 받았

다. 그러나 3·4학년 때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

학원 준비를 시도했으나 떨어지고 말았다. 

당시 대학원 입학시험과 대기업 입사 시험일

이 같았던 탓에 대학원 입시에 떨어지자 내년 모

집기간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

다는 김 동문. 하지만 포항제철 입사 시험이 일주

일 뒤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포항제철

전공은 ‘뿌리’다

김 동문은 36년째 GS그룹의 석유, 에너지 분야

에 몸담고 있다. IMF 위기에도 부장으로 승진하

고 입사 16년 만에 최연소로 임원 승진을 한 그의 

비결은 ‘준비’였다. 그의 회사 생활에 가장 큰 도움

을 준 건 대학 시절 공부한 내용이 담긴 노트였다. 

그는 직장 생활 10년 차까지 대학시절 필기한 노

트를 가지고 있었다. 실험 계획법, 열역학, 디스틸

레이션, LP(Linear Program)등 전공과목 140학점

을 들으며 배운 것들은 회사에서 그가 두각을 드

러내는 데 일조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곤

란한 문제가 생길 때도 그는 노트를 들여다보면 

노트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회사 생활을 하

며 대학시절에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하니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오래 기억에 남았고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도 있었다.  

김 동문이 GS칼텍스에 입사 한 80년대와 90년

대는 모든 산업이 그랬듯 원유 시장도 큰 변화를 

겪는 시기였다. 그는 대학시절 배운 내용을 현장

에서 적용해가며 변화의 중심에서 활약했다. 이

전까지 사용하던 IBM 대형 LP를 오늘날 사용하

는 PC 베이스 시스템으로 바꾸고, 공정설계학과

를 전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 화학공장 5개 가

량을 짓기도 했다. 그때 지은 공장은 오늘날까지 

가동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김 동문은 ‘준비’의 중

요성을 이야기한다. 그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

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며 “어떤 사람들

은 운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운이라는 건 굉장

히 작은 부분이고, 실제로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고 말한다. 이어 “주어진 위치에서 ‘지금부

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고 생각하며 항상 최선

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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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연극의 ‘막’에 비유하는 김 동문은 인생

의 1막인 유년시절과 2막인 직장 생활을 지나 현

재 3막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앞으로의 4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남에게 피

해를 안 끼치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백세까지 살아야한다며 건강을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웃으며 말하는 그의 

얼굴에 천진함이 보이기도 한다.

김 동문은 요즘 박사학위 취득을 생각하고 있

다. 석유자원이 고갈되고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

각해지는 상황에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그는 대체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대체에너지 중에서도 바이오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3년 전에는 바이오

에너지 연구로 우리 대학 화학공학과에서 석사학

위를 받기도 했다. 지구를 오래 가게 할 연료에 대

한 연구가 이미 학교나 기업에서 많이 이뤄지고 

함께 하는, 

‘인생 3막’을 

준비하다

있지만 개인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것도 중

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앞으로도 바이오에너지나 

다른 대체에너지를 더 연구해 박사학위를 취득할 

계획이다.

한편 김 동문은 후배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오

늘날 안정화 된 석유 산업을 만들기까지 실수하

며 손수 겪었던 경험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이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

뀌던 시대를 살아왔다는 김 동문은 후배들과의 

만남 자리에도 자주 참여하고 있다. 우리 대학 화

학공학과 동창회장을 맡았고 공과대학 동창회 수

석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또 화학공학과에서 하

는 동문 선배 세미나에서 초청강연을 하는 등 후

배들을 만나고 학교와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노력하고 있다. 그는 “호남이 지역 발전 

측면에서 많이 소외돼 있다 보니 인재 육성 사각

지대에 놓여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나눌 수 있

는 일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GIST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에너지 캠

프에 매년 지원금을 주고 있으며 우리 대학을 포

함한 6개 대학에 매년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가스 기기 무

료 설치,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타이머 콕’ 

설치 등 형편이 안 좋은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사

업도 하고 있다. 기업이 만드는 이윤 중 상당 부분

을 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김 동문의 신념 

때문이다. 그는 “이윤창출이 기업의 첫 번째 목표

이고 존재 이유일수도 있으나 이윤을 가지고 사

회가 건전해질 수 있도록 번 돈의 일부를 소외된 

계층을 도우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새로운 공정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전체 공장

에 새로운 설계를 마치고 첫 작동을 시작한 다음

날. 갑자기 들려온 ‘뻥’ 소리와 함께 2명의 직원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다보니 

평형상태로 가기까지 중간 과정에 대한 선행 연

구가 없었고, 숫자 밸런스와 히트 밸런스는 수시

로 바뀌기에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없었다. 평성 상

태로 가기까지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화학공장 특성상 모든 걸 제대로 

해놨더라도 예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책임자로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사고 발생 후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김 동문은 그대로 무너지

지 않았다. 원인을 분석하고 모든 일들을 기록했

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배 직

원들에게 분석 내용을 전수해주었다. ‘기록’을 통

해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다. 

“결국은 과거가 모여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고, 오늘의 내가 미래를 또 만들어간다”고 김 동문

은 강조한다. 시간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기에 

다시는 

오지 않는 대학생활,

많은 경험을 쌓길

허투루 써버리면 안된다고 말한다. 주변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항상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는 마음

으로 도전을 계속하라고 말한다.

후배들이 대학에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잔뜩 하고 사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김 동문. 그

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 체험을 적극적

으로 하고 미래에 대해 준비하는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직장생활에

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인간관계에 대한 훈련

도 ‘실패해도 괜찮은’ 지금 하라고 덧붙인다. 그는 

“사회에서는 자기가 싫다 해도 인간관계를 끝낼 

수가 없다”며 “자기랑 안 맞는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현명하게 견뎌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고 전했다.

대학 시절을 ‘가장 좋은 때’라고 회상하는 김 동

문. 그는 “대학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절이다”며 “다시 안 오는 시절이니 멋진 대학시절

을 보내라”고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할 것을 마지

막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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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함께 해 온 
삶의 여정

전공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일 뿐이었다. 좀 

자신감이 생겼다. “좀 더 많은걸 보고 경험

하고 싶다!” 광주로 내려오면서 생각했다. 

석사과정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많은걸 

해보고 싶은 나는 전남대가 아닌 다른 학

교에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알고 싶었

다. 유학도 고민해보았지만 결국 난 광주

과학기술원에 박사과정으로 진학을 했다. 

나는 석사 이후에 국내에서 그것도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에 박사과정으로 진학하

는 조금은 특이한 결정을 했다. 전남대와 

나의 연구실이 싫어서 또는 선생님과 문

제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지금까지와 

다른 것을 보고 경험해보고 싶어서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타 학교로 진학하는 제자

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많은 도움을 주신 

나의 선생님도 대단하신 분이다. 내가 본

인 제자로 내심 마음에 들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조금 있었다. 

광주과기원에서의 생활은 우선 언어에 

대한 부담이 정말 컸다. 학교에서 영어를 

출신인 내가…”라는 생각은 남아있지 않

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것들을 시도하고 

경험하면서 내겐 더 이상 과거의 불필요한 

패배의식은 없었다. 불필요한 생각이 사라

지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

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국립대 출신에 국

내박사는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내

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암묵적인 

분위기도 여러번 느꼈지만 나 스스로 나를 

의심하지는 않았다.

 이후에 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주 언어로 사용하고 외국 학생들도 많았

다. 꿀 먹은 벙어리로 상당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이 끝나갈 즈음 외국에 나가도 굶

어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

서 공부했던 논문의 저자들에게 당신과 연

구를 하고 싶다는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

다.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 메일을 

매일매일 뿌려댔다. 내가 정성들여 뿌린 

메일은 대부분은 그냥 씹혔다. 하지만 모

조리 버려진 건 아니었다. 미국지질조사국

(USGS)에서 나에게 긍정적인 답을 보내

왔고 이걸 계기로 난 미국행 비행기를 탔

다. 

책으로만 보던 사람을 만나고 내가 

USGS에서 연구를 한다는 현실에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 많은 것을 보고 경

험했다. 하지만 논문을 많이 쓰지는 못했

다. 엄청난 실적을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

는 무너졌고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보았다는 만족감을 가지고 귀국했

다. 실적은 없었지만 내겐 더 이상 “국립대 

세상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아침저녁으

로 제법 차가운 공기가 시간이 흘러감을 

느끼게 해준다. 내가 있는 이곳 강원도 춘

천의 지금은 광주의 지금보다 더욱 차가워 

이젠 광주를 떠나 다른 도시에 있음을 실

감한다. 올해 나에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모두의 축복을 받으

며 결혼을 했고, 강원대학교 에너지자원공

학과에 임용되어 춘천으로 옮겨왔다. 모든 

첫 학기를 보내는 교수님들이 그러하듯 나 

또한 첫 학기를 맞아 수업준비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빚 독촉 받는 사람처럼 바삐 

지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남대학교 신

수임 교수님으로부터 원고 부탁을 받고 무

엇을 써야하나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이제

야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 

어떤 이야기를 써볼까... 라는 생각이 깊

어지면서 나의 스승님인 이종운 교수님

(전남대 에너지자원공학과)께서 2003년

에 서울대학교 연구실 소식지에 쓰신 「대

학원 후배들에게」라는 글이 떠올랐다. 나

의 대학원 생활을 관통하여 지금에 이르기

까지 마음에 새기고 있는 글이다. 가능하

다면 나의 후배들이 이 글을 읽어보길 권

장한다. 선생님의 글을 처음 읽고 난 구구

절절 맞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선생님의 문

장력에 감탄을 마지못했다. 하지만 나에게 

의문도 남았다. “서울대 대학원생들은 이

렇게 하면 되나본데…”하는 생각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전혀 쓸모없는 생각 이지만 

대학원생 초년에 난 그런 생각을 했었다. 

다시 한번, 아주 쓸모없는 생각이었음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은 수능시험으

로 입시를 경험한 자의 불필요한 패배의식

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나는 어떻게 이 불

필요한 패배의식을 떨쳐버렸는지 이야기 하

려고 한다.

중학생이 될 무렵 광주로 유학(?) 오기 

전에는 많은 시골 아이들처럼 자연스레 들

판에서 뛰어 노는 게 나의 일상이었다. 그

래서일까? 난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다. 산

악자전거를 즐겨 탈 만큼 격한 운동을 좋

아하고 이곳저곳 다니기를 좋아한다. 무언

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서 

숨이 막힌다. 그런 면에서 자원공학은 나

와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전공이다.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실험실에만 있지 않고 이곳

저곳을 다니며 현장조사와 시료채취를 해

야하니 말이다. 

석사과정에 입학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

아 선생님과 서울대학교에 과제회의를 다

녀왔다. 처음으로 KTX를 타고 상경해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대입구역에 도착했다. 

도착한 서울대입구역에는 서울대학교 교

문이 없다는 것에 크게 놀랐다. 무슨 말인

지 궁금하면 한번 가보라. 과제회의는 무

탈하게 잘 마무리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다시 광주로 내려오는 기차 안에

서 “서울대라고해서 별거 없구나”라는 생

각을 했다. 당시에 나는 서울대 대학원생

들을 만나면 내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 걱

정이 많았다. 하지만, 그들도 나와 동일한 

새내기
동문

고명수 교수ㅣ01학번 건설지구환경공학부 지구시스템공학전공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산업공학부 에너지자원공학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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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포닥생활을 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

에서는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다. 취업 1순

위라는 공사·공단에 공채과정을 통과해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난 다시 독특한 

결정을 한다.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의 비

정규직인 연구교수로 이직을 했다. 지금은 

강원대에 임용되어 공단을 그만둔 것에 대

해 이견이 없지만, 당시에는 많은 만류를 

뿌리쳐야 했다. 정년이 보장되어있는데 왜 

굳이 그만두는가에 대한 이유는 단 하나였

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난 얼마든지 다른 

걸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정말 다행

인 것은 회사를 그만둘 때 내가 연구재단

에서 시행하는 대통령포닥펠로쉽에 선정

되었다는 것이다. 당분간은 연구비가 있으

니 열심히 하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란 기

대가 있었다. 나의 결정에 큰 힘을 준 당시 

나의 연인이자 지금의 아내에게 정말 고마

운 마음이다. 

나의 독특한 결정은 지금 강원대 임용

으로 이어졌으니 후회는 없지만, 만약 연

구교수생활이 길어졌다면 힘들었을 거란 

생각도 있다. 지금까지를 돌이켜 보면 나

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아다녔다. 더 많은걸 

해보고 싶어서였다. 지금까지 한번에 되

는 것은 없었다. 모든 일은 단계가 있고 인

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단계를 밟아가야 했

다. 항상 앞으로만 나아가지는 못했다. 밀

려나기도 했고 돌아가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이다. 학

교에 임용 되었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취업 이후엔 무엇을 할 건가? 앞

으로 살아갈 시간이 훨씬 더 길다. 나의 전

남대 후배들 그리고 지금 강원대에서 학

생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했던 부끄러

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마

지막으로 이야기 하지만 정말 쓸모없는 생

각이다.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은 졸업장이 

미천해서가 아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의 후배들을 

보면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 학생들이 학

과공부를 하면서 전공서적이 아니라 교수

님들께서 수업시간에 나눠준 자료만 본다

는 것이다. 마치 시험을 준비하는 중·고등

학생들처럼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벌써 꼰대

처럼 보일까봐 걱정이지만 대학(大學)생

이라면 그에 어울리는 공부의 양과 깊이가 

필요하다. 대학원생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

고 내가 공부하는 전공과 관련해서 세계에

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둬야 한다. 학교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

다. 그 울타리 밖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다. 내가 미물이

라고 느껴질 만큼 실력자도 정말 많다. 많

은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봐라. 내 

학과 전공과 관련여부는 상관없다. 옛말에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게 있다고 했다. 여

러분 본인에게 만족하지 말고 냉정하게 바

라보면서도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 중요

하다. 

전남대학교를 졸업한지 딱 20년이 되어간다. 조교 

선생이 된 후배의 꿈같은 연락을 받고, 머릿속은 20

년을 거슬러 다시 20살의 대학생이 되는 신기한 경

험을 했다. 난 92년, 그때만 해도 생소하던 생물화학

공학과에 입학했다. 주변인들로부터 무엇을 공부하

는 학문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머뭇거리던 내 자신

이 지금도 기억날 만큼 생소했던 전공이었다고 고해

성사를 해본다. 화학공학과 생물화학공학 전공으로 

석사를 마치고, 때 아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던 나

는 광주과기원 내의 금호생명과학연구소에서 인턴

연구원 생활을 했다. 막연하게 연구원에 대한 로망만 

가지고 시작한 일이 즐거움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논문을 리비젼하시는 박사님을 따라 일요일에도 일

을 한다는 투덜거림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내 안의 갈증은 좀 더 깊이 학문 연구에 몰

두하고 싶은 열망에서 비롯된 것일까. 몇 년의 시간

이 흘러 우연한 기회에 조교의 신분으로 연세대학교

에서 전혀 생소한 생리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하루

하루 생리학을 알아가는 몇 년의 시간을 보내다 비

로소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남들

은 박사를 마치고, 포닥 과정을 하거나 교수로 임용

되던 시기에 나는 늦깎이 박사과정을 시작하였다. 세

포신호전달이라는 낯선 학문을 마주하고서도 난 두

렵지 않았다. 모니터에 그려지는 신호들을 보며 세포

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고, 그 착각

은 연휴고 주말이고 개의치 않고 일에 빠져들게 했으

며 한국에 막 부임하셨던 지도 교수님과 연구 시너지

를 내면서 많은 실적을 만들어 내었다. 그 실적들은 

졸업과 동시에 미국 달라스에 위치한 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에 박사 후 연

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찾아왔다. 물론 누구나처럼 

CV를 여러 곳에 발산했고, 박사과정시의 생각보다 

많은 실적은 4-5군데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었던 걸

로 기억한다. 

나의 선택은 달라스. 그렇게 시작된 미국생활은 정

말 공포였다. 생각보다 언어장벽이 컸다. 나름 박사

과정을 하며, 해외를 여러 번 다니고, 꾸준히 영어학

원을 다녀 영어실력이 있다고 자부했었는데, 텍사스

전남대 졸업 그 이후

홍정희 교수ㅣ92학번 생물화학공학과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과 교수

새내기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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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사되는 중남미 억양과 남미인들이 구사하는 

영어는 정말 멘붕이었다(그곳에 거주하는 근로자들

은 상당수 남미인들이었다). 보험을 들고, 월급을 받

기 위한 서류를 냈던 것 자체가 기적이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미국 생활에 적응될 무렵, 랩이 미국 국립

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으로 이

전하게 되었고 엉겁결에 반공무원 신분이 되었다. 그

곳은 visiting fellow와 research fellow라는 이름으

로 박사 후 연구원이 구분되는데, research fellow는 

영주권 이상을 받은 사람부터 가질 수 있는 직업군이

다. NIH는 겉보기엔 노후해보이지만, 엄청난 연구의 

장이었다. 주차가 불편했던 것만 빼면, 지금도 지하 

2층에 위치한 시약마트는 정말 그리운 곳이다. 대부

분의 시약, 항체, 초자류를 정말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다. 한국에서 50-60만원하는 항체를 10만원 정도

로 현장에서 살 수 있다. 러블리! 

미국이라는 나라와 신호전달이라는 학문에 푹 

빠져 연구에만 빠져있던 나는 2013년부터 ion 

transporter 분야로 소위 말하는 big shot이라는 논

문을 내기 시작했다(PNAS). 당시 랩에는 한국인들

이 많았는데, 모두 교수라는 신분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서도 별다른 동요가 일지 않았

던 것 같다.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는 인재들이 한국

에 돌아오지 않는 부분에 어느 정도 일조하면서 말이

다. 하지만 시간은 나의 기준을 점점 더 높은 목표에 

닿게 하였다. 나도 보스의 연구가 아닌 나의 연구를 

하고 싶었고, 더 많은 실험으로 의지를 달래며 한국

의 몇 군데 대학에서 오퍼도 받고, 지원하기도 하였

다. 교수의 길을 갈지, 타국의 공무원이 되어 살아갈

지 무척이나 고민이 많았던 시기를 지나고 결국 귀국

을 하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 영주권을 손에 쥔 채

로.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에 임용되어 인

천에 둥지를 틀었고 교수의 초년생활은 예상대로 상

당한 도전이었다. 한국에 적응할 새도 없이 연구실을 

꾸리느라 에너지를 쏟고, 젊은(?) 40대 신임 교수에

게 주어지는 허들 같은 연구 실적의 압박 속에서 크

고 작은 논문들을 출간하기 시작하였다. 교수가 되긴 

했지만, 교수가 궁극적 꿈이 아니라 난 진정 내가 하

고 싶었던 연구를 하고 있으니 내가 선택한 길이 화

려하진 않아도 수려한 길쯤은 되는 것 같다. 실험실

에서는 분비선에서 일어나는 질환 (쇼그렌 증후군, 

타석증, 타액선염, 췌장염 등)에서 이온 수송체의 생

리적 역할 및 칼슘신호전달의 기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의과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물론 강의업무도 있

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분비질환이상으로 고통 받는 

인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연구를 한다고 

거창하게 자기최면을 걸며 지낸다.  

연구의 길은 쉽지만은 않다. 여전히 연구비 수주

의 압박이 존재하고, 4차 산업이다 인공지능이다 하

고 급변하는 연구 환경 속에서 시선을 자신의 영역에

만 두고 있을 수만도 없다. 많은 후배들 어린 학생들

이 이 순간도 스스로의 앞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

겠지만 쉽지 않은 길을 지나왔다고 해서 그 길이 앞

으로 쉬워지는 것도 아닌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늘 

어렵다. 어느 인터뷰에서 한말이지만 연구실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고민의 경중을 막론하고, 선택

의 기로, 장래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 여성이기 때문

에 겪어지는 여러 갈등 등 많은 형태의 고민들이 늘 

존재한다. 비단 연구실 내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이

런 환경에서 내가 택한 비법을 수줍게 전하자면, 내

가 버렸던 선택들과 시간들에 대해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순간에는 최선

을 다하는 것. 이 규칙을 늘 지키면서 살다보니 부담

감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다. 학부

와는 전공이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순간을 

후회하진 않는다. 나의 질풍노도의 시기는 지금의 나

를 만들었으니까. 내 자신에게 주어진 다음의 도전은 

대학원생들이 실험함에 있어 실험실 형편을 고민하

지 않게 하는 것, 연구 열정의 불꽃이 잦아들지 않기

를 바라는 소망, 나만의 연구영역을 구축하는 소소한 

바램, 찬란하진 않더라도 잔잔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것이다. 

누구나 안개를 만난다. 하지만 그 안개 속에서 헤

매고 있을지, 헤치고 나올지는 항상 본인의 선택 

DNA가 결정하는 것이다. 인생은 좋은 인연을 만나

고, 그 인연이 가져다주는 기회도 무시할 수 없으며, 

약간의 운도 필요하지만, 성실함과 꾸준함을 무장한 

인생은 최고의 big shot이 아닐 수가 없다. 어느 시

기나 그 사회를 이끄는 화두가 존재하는데, 모교의 

후배들에게 전하는 화두는 ‘지구력’이라고 마지막으

로 전한다.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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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공학도의      
미국 취업기           

형남준ㅣ기계공학부, 미국법인 만도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 10학번 형남준입니다. 

저는 2016년 3월 만도 미국법인(MANDO AMERICA CORP) 주물공장(Casting 

Plant)에서 인턴생활을 시작한 이후, 1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생산기술(PE)팀에 배정

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도 미국법인 주물공장은 브레이크 조립품인 Caliper 및 Carrier를 생산하는 공

장입니다. 공장은 미국의 많은 자동차 기업들로부터 해당 조립품을 공급받아 자동

차를 조립합니다. 브레이크 조립의 기본 틀인 금형개발을 시작으로 조형, 주입, 탈

사, 쇼트피닝, 버따기, 최종검사의 과정을 거치며, 가공라인과 조립라인은 각각의 

제 역할을 합니다.

Casting plant는 많은 공학도(Engineer)의 인력이 요구되는 공장입니다. 업체와 공

급계약 이후 생산 효율성 및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공정만 놓

고 보면 총 다섯 단계를 거치지만, 주물공장은 설비산업이다보니 각 공정을 진행함

에 있어 보다 많은 설비와 엔지니어의 협업을 필요로 합니다. 주입을 하기 위해 용

탕을 만드는 용해로, 몰드를 찍기 위해 몰드용 모래를 만드는 사처리, 만들어진 모

래로 틀을 만드는 조형기, 제품 분리를 위한 정정기, 제품 버제거를 위한 후처리 프

레스, 물품 검수를 위한 최종 검사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치 설비들이 공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물공장은 브레이크뿐만 아니라 회주철을 이용한 모든 제품의 기초산업에 해당

하기에 IT가 각광받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사장되지 않을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

다. 저는 미국 만도 G2 Casting plant의 미래 고객사정보, 사업의 지속성, 공학도로서

의 기술 활용 가능성을 보고 입사를 결심하였습니다.

만도 G2 Casting plant는 설립된지 얼마 안 된 공장이기에 작업자 능력을 비롯한 

세부적인 부분들에 있어 부족함이 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은 추후 

미국 내에 있는 많은 자동차사에 물품을 보급할만한 지속성을 갖추었고, 전반적으

로 브레이크 생산의 첫 시작인 주물부터 가공, 조립 후 고객납품에 이르기까지 회사 

내부에서 직접 진행하기에 점점 더 내실이 튼튼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며 이색적이라 느낀 것은 만도의 기업문화입니다. 만도는 한국

기업이지만 미국에 위치하여 직원 구성에 있어서도 미국인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

다. 그리하여 한국의 기업문화와 미국의 기업문화가 한데 섞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

었습니다. 미국 공장의 설립이 비교적 최근이기에 공정 최적화 및 작업지시서 등 기

술적인 부분은 한국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고 덕분에 수월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

다. 그런가 하면 실제 근무는 미국인들과 함께 영어를 사용하며 이루어지기에 영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온 후 언어 능력과 엔지니어로

서의 경력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설비 및 공정을 파악하는 데 1년을 전부 썼다고 해도 과장

만도 미국법인(MANDO AMERICA CORP)

해외활동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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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닐 것 같습니다. 생산 최적화 및 공정의 개선을 위하여 현재를 파악해야 문제

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 하였기에 모든 공정의 순서 및 작업조건, 기계작동방법, 

매뉴얼 숙지 등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나서야 개선 및 개발팀으로 활동을 할 수 있

었습니다.

저는 PE(Production Engineering)팀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금형 관리, 이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형 관리 및 주조성이 직접적으로 생산성과 제품 품질에 영향

을 주기 때문에 주조방안도 관리, 제품 주조성 관리, 수정 및 수리 이력 관리, 3D 모

델링을 통한 설계 적합도 판단, 주조방안도 설계 및 해석, 샘플링을 통한 해석과의 

결과 값 비교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물 몰드를 생산하여 몰드에 용

탕을 주입할 때에, 내부가 차올라 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기에, 경험에 의존하여 

주물금형을 설계,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2D 도면 기준으로 3D 주조방안도를 설계하여 초기 조건 및 경계 조건 설정

을 주물공장에 맞게끔 활용하여 해석을 진행한 뒤 금형 제작을 의뢰하는 작업을 진

행합니다. 경험을 통한 설계보다는 해석을 통한 결과 값 예측, 이를 토대로 실제 제

작 후 샘플링으로 결과 비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미국에서 금형관련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은 주물 및 사출금형, 프레스 금형을 

다루는 회사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형 제작 의

뢰를 해야 하나, 몇몇 있는 미국 금형업체들이 정밀도가 부

족하여 제작 의뢰가 잘 되지 않았고, 결국은 한국에 있는 금

형 업체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간 물품이 배송되

기에, 물건 오더 작성 및 발주, 배송 조건, 통관, 현지 내의 배

송 수단 등의 업무 또한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외국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누군

가에게는 꿈일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일수

도 있습니다. 저는 전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음 이 공장

에 대한 채용 정보를 얻은 곳은 기계공학부 내의 취업지원과

였습니다. 저는 해외에서의 근무, 혹은 외국계 기업에서의 근

무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꿈을 실현하려 한 적극적

인 면모가 실제 미국 내 회사에 지원을 하게 만들었고 지금

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한국에서 해외여

행 열풍이 불고 있는 것과 맞물려, 만일 외국에서 근무한다

면 해당 국가를 쉽게 여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실제 미국에서 일하며 생각한 

만큼 여행을 다니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의 능력을 해외에서 키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합니다. 이 글을 읽는 공학 동무들에게 해외 근무의 기

회가 찾아온다면 꼭 잡으라 말하고 싶습니다. 개개인이 느끼

는 것은 다를지언정, 이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출처: 만도 미국법인(MANDO AMERICA CORP) 홈페이지

출처: 만도 미국법인(MANDO AMERICA COR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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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부 동문회 개최 AISP 동정

2. 23. 총동문회 총회, 김보곤 회장 취임

3. 14. 12기 입학식

4. 13.~14. 신입원우환영회, 담양 일대

4. 18. 원장배 체육대회

4. 25.
4기 고성수 원우, 
2018 대한민국 중소기업 품질 대상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녹색기술인정서’ 획득

5. 15.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10. 13. 총동문회한마음체육대회

10. 22. 
6기 임득춘 원우, 
H+비즈니스 포럼 회장 취임

10. 31. 
2기 노의철 원우, 
제 15회 광주 건축·도시 문화제 출품 전시

12. 6.
7기 양철훈 원우, 광주광역시 시장 표창 
로하스 산업대전 대상(친환경에너지부문),
2018 조달청 표창

｜ 행사명｜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화공계열 총동창회 이사회 개최

｜일   시｜ 2018년 9월 17일(18:00~21:00)

｜장   소｜ 전라남도 여수시 

｜행사명｜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화공계열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친선골프행사

｜일   시｜ 2018년 11월 11일(12:00 ~ 20:00)

｜장   소｜ 전라남도 순천시 부영CC, 클럽하우스  

화공계열 동창회 이사회 개최 

2018 화공계열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친선골프행사

｜행사명｜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동문회 2018 정기총회

｜일   시｜  2018년 10월 13일(토) 17:00~20:00

｜장   소｜  용봉문화관 스위티움

동문동정

● 박승현(21회) 영진종합건설(주)

- 재광장성군향우회장 취임(2017.12.14.)

- 전남대학교 명예 공학박사 학위 수여(2018.02.23.)

● 최 석(25회) (주)유탑엔지니어링그룹

- 신사옥이전(2018.07.05. 상무지구 유탑 유블레스 트윈시티)

- 대전 대화동 재건축 시공사 선정

- 연매출 1조원 달성

● 박완수(26회) (주)에스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

- 화성 동탄 인큐베이팅 건물 현상설계 외 2건 수주

● 박동준(29회) (주)그룹포에이건축사사무소

- 대한건축학회 작품상 수상(2018.05.)

● 정현아(33회) (주)목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고흥 힐링해수탕 현상설계 외 3건 당선

● 최형범(41회) 제일구조이엔씨

- 한국건축구조기술사 호남지회 지회장 취임

● 정명철(산업대) (주)에이엠지그룹건축사사무소

- 건설의 날 국토부장관상 수상(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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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분야의 혁신허브인 
IMEC에서의 인턴 경험

박주혜 l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교환학생, 워킹홀리데이, 해외 인턴은 대학생들

의 버킷리스트에 항상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 당연

히 나의 버킷리스트에도 이와 같은 활동들이 들어

가 있었다. 학부 때 막연하게 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

었지만 전공공부를 하고 연구실에 들어가 연구에 

집중을 하다 보니 해외 연수에 대한 꿈은 미뤄지게 

되었다. 연구에 흥미를 느껴 석사 진학을 결정한 후, 

나에게 꿈만 같은 해외 인턴의 기회가 주어졌다. 공

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IMEC이라는 회사에서 인

턴을 할 기회가 생긴 것이었다. 처음 하는 타국 생

활, 부족한 영어 실력 때문에 망설이기도 하였지만,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과 더 넓은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설렘과 인턴을 통해 배우는 점

이 무궁무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인턴을 

가기로 결정하였다. 해외 인턴, 게다가 석사 과정 중

에 인턴은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것이라고 생각한

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해외 인턴에 관심이 있는 학생

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도 있다는 것을 소개해 주

고자 한다.

IMEC 연구소는 벨기에 ‘루벤’이라는 도시에 소

재한 반도체 최대 연구소이다. 반도체 재료 및 공정

Belgium l 벨기에

공학에세이
학생 해외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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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다양한 파트너들, 인텔, 삼성, 하이

닉스, TSMC등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에 대해 공

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연구를 하러 모인 

자리인 만큼 모든 의사소통은 다 영어로 이루어진다. IMEC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산학연이 매우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산업체와 교육기관을 잇는 중간적 위치로서 정규직 

연구원들을 비롯한 박사 과정, 석사 인턴, 그리고 회사에서 파

견 오신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다.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산업

체와의 협업은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된다. 교육기관에서 놓치

기 쉬운 회사의 니즈를 파악 할 수 있을뿐더러 다양한 회사들

을 접해 볼 수 있어 내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회사에 대한 정보

를 습득하기에 용이했다.

IMEC 석사 인턴들은 대부분 졸업 논문을 위해 짧게는 3개

월부터 길게는 1년까지 이곳에 머문다. 인턴 학생들 모두 자신

의 프로젝트가 있고, 멘토에게 지도를 받아 연구를 진행한다. 

나 또한 ‘극자외선리소그래피’ 시뮬레이션 및 이에 관련한 실

험을 함께 진행 중이다. 직접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직관적으

로 실험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어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여기에 계신 연구원, 회사 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나의 인턴 경험 중 가장 인상 깊은 것

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주저 않고 PTW 

(Partner Technical Week) 기간 중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나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 말할 것이다. PTW(Partner Technical 

Week)는 IMEC에서 1년에 2번, 4월과 10월, 파트너 기업들에게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주간이다. PTW가 다가올 무렵 나는 멘

토로부터 발표 제안을 받았다. 나에게 주어진 값진 기회이기

에 열심히 준비해 멋진 발표를 하고 싶었지만 마냥 좋았던 것

은 아니었다. ‘석사 1년차인 내가 수많은 연구원 앞에서 영어

로 내 연구를 잘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고, 부담

감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옆에서 아낌없는 

조언은 물론 잘할 수 있다고 힘을 주는 동료, 그리고 지도 교

수님이 있었기에 마음을 다잡고 발표 준비를 하였다.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발표 연습을 하면서 나의 연구 주제에 대해 효

과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법, 논리적인 흐름으로 말하는 

PTW에서 
발표한
값진 경험

법 등을 배울 수 있었다.  

발표 날, 100여 명이 되는 연구원 분들과 파트너 회사에서 

오신 분들 앞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섰다. 나는 수없이 연습

했던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발표를 마친 후 팀원들로부

터  “너 정말 잘했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엄지를 치켜

세운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회사 사람들이 내 연구

가 흥미로웠다며 질문을 할 때, 그때의 쾌감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 중, 그리고 발표를 마친 후 사람

들에게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놓치고 있었던 점

이나 보완해야 할 점 등 방향성을 확실히 잡을 수도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나의 연구에 대한 자긍심과 애틋함

이 생겼다.

나에게 ‘인턴십을 통해 가장 

크게 배운 것이 무엇이야?’라

고 묻는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제 해결과 다양한 사고 능력의 향상’이라 말하고 싶다. 

해외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가 많다. 나 같은 경우는 벨기에에 도착해 집을 구하는 과정에

서 문제가 발생해 두 달 동안 총 세 번의 이사를 하기도 했다. 회

사에서 실험을 하다가 실험기기에 문제가 생겨 책임자에게 전

화를 해 문제를 설명하고 1시간 동안 기다린 경험도 있다. 물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

만,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후 한발자국 더 성장한 나를 볼 

수 있었다. 또한 팀원들의 연구 주제에 대해 듣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같은 주

제라 할지라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팀원들을 

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생각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처음 벨기에에 도착해 정착하고 회사 생활에 적응하는 몇 

주 동안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때문에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

가는 것이 두려웠다. 그럴수록 더 자신감이 없어지는 나를 발

견했다.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 싶어 하루에 동료들에게 궁

금한 점을 한 번 이상 물어보자 다짐하였다. 용기를 가지고 한 

발짝 다가가니 모두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었다. 해외 생활을 잘 해낼 용기가 없어 포기하는 사람

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하고 싶은 것을 끝없이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끝으로 이

렇게 값진 경험을 주신 지도 교수님과 회사 사람들께 감사 인

사를 전하고 싶다.

해외 인턴십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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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청년 기업가정신
캠프 체험기

백재은 l 산업공학과

학생 해외 연수

창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규

모가 작은 회사들의 사무실이 모여 있

는 산업단지와 같은 곳을 방문 하였다. 

이곳은 ‘찌푸트라 재단’에 위치해 있는데, 미국의 실리콘벨리

나 한국의 디지털 단지처럼 다양한 모임들이 함께 모여 협업

도 할 수 있는 곳이었다. 창업을 할 때 목돈이 필요한데 비하

여, 것을 감안하여, 이곳은 작은 회사들끼리 파티션을 나누어 

사무실을 공유하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았다. 더불어 공간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산업공학도로

서 배운 적재적소(適材適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당

장 필요한 다른 산업에 대한 정보를 바로 옆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다.  

흔히 창업이란 ‘첫 걸음마를 땐 아기’와 같이 불안정하고 미

숙하다고 한다. 하지만 함께 공간을 공유하며 일을 하는 이 장

소야 말로 각 기업이 빠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훌륭한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문 후 관계자가 소개해 준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함께 팀

을 이루고 인사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낯설었

지만 부족한 영어실력에도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려하고 반갑게 맞아주어서 긴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

작했었다. 팀명과 우리 팀만의 구호를 정하고 함께 점심을 먹

으면서 서로 낯가림도 많이 없어지고 편하게 웃으면서 대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팀이 3일 동안 함께 할 팀 프로젝트의 주

제는 한국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가져와 인도네시아에 적용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성립하는 것이었다. 강연을 듣고 점심

을 먹은 뒤에는 근처 현지 쇼핑몰에 방문하여 시장조사를 하

였다. 물가가 싼 나라에서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은 그다지 비

싸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제품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은 17504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주변이 모두 바다인 덥고 

습한 지역이다. 때문에 ‘에어커튼’의 온도 유지 장점이 충분히 

시장에서 통할 것이라 판단했고 우리 조는 ‘에어커튼’이라는 

아이템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디자인 스프린트 워크숍에서 팀원들

과 함께 창의력 및 혁신성의 역할과 혁

신적 문제 해결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창의력과 혁신성은 ‘당연한 것을 새롭게 보는 시각’과 

일정 첫날,
적재적소

일정 3일차,
Why not?

창업에 관심 있는 여학생들을 위한 2018 글로벌 청년 기업가정신 캠프를 진행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었다. 산업공학과 

진학시에는 막연히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과 두려

움에 창업에 대한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 창업캠프를 진행 한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으며 창업에 

대해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선발이 되어 2018년 인도네시아 창업캠

프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왜 하필 인도네시아일까?”, “인도네시아에서 창업에 대해 배울 점이 무엇이 있을까?” 라

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러나 자카르타에서 현지 학생들과 팀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 교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다.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후 인도네시아에서의 연수

에 대해 기대를 갖기 시작했다.

Indonesia 
l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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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을 동력으로 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학생들은 

수업을 들을 때 궁금해 하는 태도보다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조

금 달랐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스티븐 킴이 한국에는 배달 

앱 시장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새로운 어플이나 아이템을 잡

기 어렵다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때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대답

은 호기심 어린 눈빛과 함께 “why not?”이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 배우려는 태

도를 보며 내가 아는 선에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생각하는 습

관을 반성하고 배움에 대한 태도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국인으로서 인도네시아에 ‘qraved’ 어플을 창업 한 

스티븐 킴을 만나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

었는지 배운 강연도 기억에 남는다. 그는 ‘시대를 읽는 흐름’

을 강조했다. 그는 5년 전 인도네시아의 큰 흐름은 세계화의 

흐름과 비슷하게 TV를 시청하는 비율보다 핸드폰으로 시청

각 자료를 보는 비율이 더 높았다고 전했다. 때문에 facebook, 

wechat 등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sns 시장이라 하더라도 인

도네시아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성공의 가

능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인도네시아가 국가 산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었

기에 이곳에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도 전했다. 그에 따

르면 인도네시아는 창업을 무모한 도전이나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나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시설, 생활양식, 사고방식 등 여러 부분에

서 낙후되어 있을 것이란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

을 통해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금의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유사한 면이 많다. 한국이 열

정, 끈기, 성실 등을 키워드로 산업의 성공을 이룬 것처럼 인

도네시아 역시 지식 정보화, 4차 산업혁명을 근저로 발전 가

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의 도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특

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훗날 창업을 도모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학년이 끝나고 외국계 기업을 준

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기업

의 특성상 대개 경력직만을 채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을만한 인

턴제도나 다른 해외 프로그램을 찾던 

중 WEST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

다. WEST 프로그램이란 Work English 

Study Trip의 약자로 대학생이나 졸업

한 지 1년 이내의 졸업생들에게 미국에

서의 어학연수와 인턴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

다. 많은 사람이 대학생 신분으로 해외

에서 일한다고 하면 워킹홀리데이를 

떠올리는데, 워킹 홀리데이의 경우 처

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비용을 감당하

는 부담이 있는 반면, WEST 프로그램

은 기수에 따라 다르지만 1년짜리 프로

그램의 경우 아홉 달 동안 지원금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참가비가 있지만 

소득분위에 따라 참가비도 어느 정도 

절감됩니다.  

4학년 1학기가 끝나고 미국 텍사스

로 출국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텍사스 

주의 수도인 Austin에서 어학연수를 받

았는데, 사실 제가 꿈꾸던 어학연수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학생들

이 한국인이라서 가끔은 학교에서 교

양수업을 받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

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WEST에 참가

한 다른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이곳저

곳 구경을 다녔습니다. 특히 Austin에는 

UT(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이 있어서 그곳에서의 여러 활동을 경

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교내 체육

관이나 대학 스포츠 경기를 보러 많이 

갔었는데, 특히 UT의 풋볼 팀인 Texas 

Longhorns의 경기를 본 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에서 최고 인기 스포

츠는 미식축구이기 때문에 경기장 규

모도 엄청나게 크고, 경기가 열리는 날

이면 대부분의 Austin 시민들이 경기장

WEST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에서의 1년
김 찬 l 기계공학부

재학생 해외 교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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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의 어학연수가 끝나

고, 거의 두 달 정도의 구직기간 끝에 

Dallas에 있는 한 호텔의 엔지니어로 인

턴을 배정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원했

던 엔지니어링 회사와는 달리 낯선 직

업이었지만, 미국이라는 곳에서 경력

도 없이 더군다나 영어도 원어민 수준

이 아니라면 화이트칼라 직업을 찾기

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사실을 

구직기간 동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튼 어렵게 얻어낸 기회였기 때문

에 열심히 배우자는 마음으로 인턴생

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Engineer로 근무하며 

플랜트시설의 유지보수나 EOD(Engineer 

On Duty)라 불리는 객실 내 발생하는 시

설의 문제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가령 호텔 내 에어컨, TV 등이 고장 났을 

때 직접 수리하기도 하고, 간혹 문제 사

항이 저의 능력 밖이면 Supervisor와 연

락을 취해 다른 방법을 찾는 일을 담당

했습니다. 호텔의 경우 빠른 일 처리 능

력이 최우선이 때문에 매일 출근을 하

면서 휴대용 라디오를 받아 타 부서 간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처음에는 익숙

하지 않다 보니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

먹는 경우가 많았지만, 점차 비즈니스 

영어에 익숙해지면서 대답하는 데에는 

크게 부담이 없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집 근처에 사는 동료의 

집에 놀러가 같이 비디오 게임도 하고 

맥주도 한잔 하면서 피로를 풀곤 했습

니다. 저도 몇 번 그 친구 집에 한국 음식

을 싸가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이 시작되면서 근무복에 안전화까지 

착용한 저는 땀을 비 오듯 쏟아내곤 했

습니다. 텍사스 지역은 정말 에어컨이 

없었다면 아무도 살지 못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항상 차 안에서 신발을 벗는데, 쭈글쭈

글해진 발바닥을 보며 슬프기도 했지만, 

열심히 일한 증거라 생각하고 6개월 

동안 버텼습니다. 

물론, 일만 한 것은 아닙니다. 틈틈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도 갔는데, 같은 텍

사스 주 안에 있는 휴스턴과 LA, 샌프

란시스코, 라스베가스 등을 여행하며 

역시 미국은 한 번쯤 와봐야 한다는 생

각을 하였습니다. 귀국한 지금 다른 도

시를 더 여행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좋은 동료들과 함께 힘든 시간을 버틴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소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전 동료들과 채

팅을 주고받는데 장난스럽게 다시 미

국에 언제 오느냐, 빨리 와서 같이 일하

자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

저것 따지거나 두려워해 망설이다보면 

손 안에 있는 것도 놓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WEST 프로그램 이

전에 한 번도 외국에 나가 본 적이 없었

고, 달랑 영어 성적 하나가 전부여서 미

국에 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없을 기회라 생각

하고 도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해외 

경험이나 해외인턴 등에 관심이 있다면 

WEST 프로그램에 도전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WEST 프로그

램을 5년 더 연장 진행한다는 기사를 보

았기에, 천천히 시간을 두고 고민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10개월간의 이야기
강은진 l 화학공학부

재학생 해외 교환학생

중국에 막 도착했을 때 설렘보다는 막

막한 감정이 앞섰다. 당시 중국과 정치

적 이슈로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중국의 학교 또한 안전 문제로 한국인과

의 교류를 막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국인 25명과 호주인 1명으로 구성된 수

업에서 중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왕 온 것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을 갖고 현지 생활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학교 밖으로 나갔다. 처음엔 동네

를, 다음엔 시내를 갔다. 새로 만나는 중

국인들은 생각보다 친절했고 정이 넘쳤

다. 과일가게에서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좋은 과일을 골라주기도 하였고, 카페

에서는 직원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해 알아갔고 적응했다.

어느 정도 중국 생활에 적응하고 친구

들과 대련이라는 곳에 가기로 했다. 당

시 어학연수 중이었던 하얼빈과는 기차

로 5시간이 걸리는 곳이었다. 대련을 여

행하기로 한 이유는 국외거주자를 위한 

대선투표를 대련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

이었다. 해양도시인 대련의 관광지를 즐

기고 투표를 한 후 다시 하얼빈으로 돌

아왔다.

중국은 여행하기 좋은 나라다. 대련, 

장춘, 무단장, 북경, 청주, 천진 등 하얼빈

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만을 여행 했지

만 모두 색다른 감동과 느낌을 받았다.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러시아 여

행을 떠나기도 하였다. 10개월의 어학연

수로 1년 비자를 받은 덕에 다른 단기 유

학생들은 경험하기 힘든 러시아 여행을 

간 것이 굉장히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

다. 중국 하얼빈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

톡까지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기차, 버스

로도 갈 수 있다.

잘 하지도 못하는 중국어로 길을 묻고 

버스를 타고 사진촬영을 부탁했다. 혼자 

타국에 와서 여행을 한다는 것이 낯설

었지만 그만큼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다. 

아름다운 호수와 하늘, 궁전을 구경하면

서 중국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중국으로 공부하러 가게 된 경위는 학

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 하

지만 4학년은 1년 파견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 학기만 교환학생 신

분으로 중국에 있을 수 있었다. 한 학기

는 너무 짧다고 느꼈고 특히 당시 중국

어 초보였기에 아쉬움이 컸다. 그래서 

한 학기 더 남아있기로 마음을 먹었고 

방학 때에도 귀국하지 않고 중국에 있는 

어학당에 다녔다. 그곳에서 호주인 친구

를 사귀었고 그 친구와 다른 한국인 언

니 한 명과 무단장이라는 하얼빈과 같은 

헤이룽장 성에 있는 곳을 여행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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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민) 많이!를 외치기도 한다.

처음 하얼빈을 어학연수 지역으로 선

택한 이유는 딱 하나였다. 표준어를 배

울 수 있는 곳이라 들었기 때문이다. 하

얼빈은 중국 내에서도 아나운서를 가

장 많이 배출한 지역일 만큼 제대로 표

준어를 배울 수 있었다. 내가 생활했던 

하얼빈은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인 곳이

었다. 중앙대가와 방홍탑은 항상 사람

들로 북적북적했고 하얼빈 놀이동산은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연

상시킬 만큼 규모가 크고 즐거웠다. 하

얼빈의 명소 중 하나인 성 소피아 성당

은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중국 내륙에서 

보기 힘든 양식의 건축물이다. 하얼빈은 

이렇듯 중국과 러시아의 양 국가의 매력

을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하얼빈으로 가기 전 3월임에도 날씨

가 영하 10도를 넘어간다는 말에 두려

웠고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우려가 

되었다.

하얼빈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때가 12

월 말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하얼빈

의 겨울을 느끼지는 못했다. 하지만 12

월 말에는 영하 25도를 웃도는 날씨에 

살면서 가장 추운 겨울을 보냈다. 하얼

빈의 겨울은 추웠지만 아름다웠고 즐거

웠다. 하얼빈에는 송화강이라는 굉장히 

큰 강이 있다. 겨울이 되면 이 강이 얼어

붙어 강 위에서 각종 레포츠를 즐기고 

얼음을 잘라 빙등제라는 세계 최대 얼

음축제를 열기도 한다. 심지어 학교에

도 각종 얼음 동상을 만들어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게 한다. 겨울 자체가 이

들에게 축제인 셈이다.

 얼어붙은 송화강. 썰매 등 각종 레포

츠를 즐기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든다.

하얼빈을 떠날 때 굉장히 아쉬웠다. 

지금도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음식들, 

장소들이 그립다.

10월부터 공기가 나빠져 학교에 휴교

령이 내리기도 했고, 비위생적인 식당

과 장소가 많기도 하였다. 또한 융통성 

없는 일 처리, 어이없을 만큼 혼잡한 교

통질서가 좋게 보이지 않았던 중국이었

다. 하지만 겨울에 춥게 입고 다닌다며 

걱정하는 사람들, 혼자 여행 왔다는 말

에 직접 목적지에 데려다 주고 사진을 

찍어주던 사람들이 아직도 생각난다.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1년만 더 살다 갈

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곳에 정이 들었

고 중국 생활이 행복했다.

국의 4대 호수 중 하나인 경박호를 찾아

갔다. 당시 새로 사귄 친구와 여행을 한

다는 자체가 설렜다. 

나는 굉장히 운이 좋은 유학생이었

다. 한 학기 동안 하얼빈 상업대학교에

서 수학하고 그 다음 학기 공업대학교

로 학교를 옮겼다. 또 새로 사람들을 사

귀고 친해질 수 있을까 우려했지만 학

교 등록 당시 내 뒤에 줄을 선 친구와 기

숙사 방이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해졌다. 그리고 그 친구의 룸메이트

와도 친해져 함께 백두산 여행을 떠났

다. 침대기차를 타고 11시간을 달려 백두

산에 도착했고 들뜬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산을 올랐다. 날이 매우 좋아 백두

산을 제대로 즐기겠구나 생각했다. 하

지만 이내 엄청난 비와 우박이 쏟아졌

고 결국 천지 근처도 가지 못했다. 하지

만 그 덕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갖게 

되었다. 비가 와서 빠르게 하산해 역 근

처에 숙소를 대실하고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챙겨온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러시아 여행에는 잊지 못할 해프닝

이 있다. 2개월 정도 공부한 중국어 실

력으로 비행기 표와 숙소를 예매했는

데 큰 실수를 해서 비행기 표를 다시 예

매해야 했다. 중국 친구 ‘우동’과 학교의 

부원장 선생님이 도와주신 덕에 항공사 

직원에게 전화할 수 있었다. 사람들에게 

정말 고마웠고 중국인에 대한 편견과 고

정관념이 많이 바뀐 계기가 되었다. 

중국 하면 여행 외에도 음식이 기억

에 남는다. 지역마다 다른 음식 문화가 

있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있기에 중

국 생활 중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하

나의 즐거움이었다. 식당으로 보면 중

앙대가의 100년 된 원조 꿔바로우(찹쌀 

탕수육)집, 북방지역에서만 먹는 춘빙

을 먹을 수 있는 집이 가장 기억에 남는

다. 이 두 집은 호불호 없이 한국 사람들

이 즐겨 찾는 집이다.

이런 유명 식당 외에도 노점에서 파

는 굴에 면을 올려 파는 요리, 각종 꼬

치요리, 훠거, 마라탕, 마라샹궈 등 곳곳

에 숨어있는 맛집이 많아 유학생활에 

큰 즐거움이 되었다. 중국 음식은 향신

료가 강해 한국인들이 힘들어하는 경

우가 있다. 처음에는 고수, 커민 등의 향

신료에 거부감이 들었고 왜 화장품 냄

새가 나는 향신료를 음식에 넣는지 이

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10개월간의 

중국생활 동안 향신료의 매력에 빠져 

지금은 한국에서 마라음식을 찾아 떠

나기도 하고 양꼬치를 먹을 때면 쯔란

중국에서 처음으로 혼자 간 여행지, 장춘

무단장. 중국의 4대 호수 중 하나, 경박호수 중국에서 간 해외여행지,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중앙대가

방홍탑

성 소피아 성당 얼어붙은 송화강



공학에세이   재학생 해외 교환학생 2019 전남공대Essay

100 101

인간적 성장의 계기가 된 
글로벌 해외파견 경험

임시연 l 전자컴퓨터공학부

재학생 해외 교환학생

내가 대학에 입학할 때 했던 계획들 

중 하나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프로그

램이 있다면 최대한 많이 참가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대학을 다니다 

보니 해외로 가는 프로그램을 신청한다

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커리큘럼을 

놓치면 따라잡기 힘들지 않을까?’, ‘해외

로 갔다 돌아오면 나만 도태되는 게 아

닌가?’, ‘해외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라

는 생각과 함께 망설이게 되었다. 그렇

게 어영부영 1학년을 마치고 나니 대학 

생활에 회의감이 밀려왔다. 이대로 대

학 생활을 보내기엔 나의 20대가 아깝

다 생각했고, 나의 전환점이 되어줄 무

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의 계획을 실현해보기로 결정했고 어

학 성적이 없던 나는 ‘글로벌 해외파견’

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다행히 캐

나다 위니펙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혼자서 해외에 나가는 것은 처음이라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 그러

나 나는 왜인지 모를 설렘과 자신감으

로 캐나다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생

각뿐이었다. 캐나다에 가기 위해 출국

하는 날, 아버지께서 회사에 휴가를 내

시고 인천공항까지 배웅 나와 주셨다. 

몸 조심히 다녀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걱정하지 말라며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

였다. 비행기에 몸을 싣고 나니 그제야 

내가 처음으로 부모님 품을 떠나 혼자 4

개월이라는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려 하

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캐나다로 가는 20시간을 최대한 활용

하고 싶었던 나는 베이징의 72시간 무

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간단하게 관광

을 하기로 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중국

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못 느꼈는

데 막상 도착해보니 지하철역에 들어가

고 나올 때 가방검사를 하거나 관광지

에 들어갈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 

등, 내가 생각했던 중국보다 많이 삼엄

해서 조금 무서웠다. 그래도 고등학교

시절 제 2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웠던 기

억을 더듬으며 혼자 중국 지하철을 타

고 천안문 관광을 하고 돌아왔다. 그리

고 공항에서 기내반입 수하물 검사를 

마치고 간단히 요기를 하고자 공항 레

스토랑에 갔는데 그때서야 내가 핸드폰

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

국 공항은 공용 와이파이가 되지 않아 

부모님께 말도 못 전하고 캐나다 벤쿠

버 행 비행기에 올라야 했다. 캐나다 벤

쿠버로 향하는 비행기 안이 얼마나 서

럽고 우울하던지 영화 ‘인사이드 아웃’

을 보며 눈물을 흘려야 했다.  

캐나다에 처음 도착하니 나를 반긴 

것은 엄청난 추위였다. 위니펙 공항으

로 환승하기 위해 들른 벤쿠버 입국 심

사대에서 내가 위니펙으로 간다고 하자 

심사관이 위니펙은 매우 춥다고 힘내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전해 주었다. 

그때는 그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그저 무사히 입국심사를 끝냈다는 것에 

안도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캐나다의 날씨는 내가 한 번도 경

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4월에 눈이 내

리기도 하고, 이제 눈이 다 녹았구나 생

각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룻밤 사이

에 또 다시 발목까지 오는 눈이 쌓여 있

기도 하였다. 1~2월엔 버스를 타러 나가

면 콧속의 코털이 어는 느낌을 받았고 

얼굴의 감각이 사라져 콧물이 나오는지

도 모를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집 문 밖

을 나서면 보이는 예쁜 2층 주택들과 하

얀 눈이 쌓인 거리, 하굣길에 보이는 여

러 색으로 물든 아름다운 저녁노을이 

추위를 잊게 만들었다. 그동안 내가 도

시를 동경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위니펙

에 있는 동안 여유로움과 한적함의 즐

거움을 알게 되었다. 줄지어진 높은 건

물들로 인한 콘크리트 숲이 아닌 낮은 

건물들 위로 보이는 넓은 하늘과 탁 트

인 마을의 경치는 내 마음을 매일 새롭

게 설레게 하였다. 

한편 캐나다가 선진국가임을 느낀 것

은 다름 아닌 교통버스에서였다. 노약

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탈 때 불편하지 

않도록 버스가 낮아지고, 인도와 버스

를 연결하는 발판이 내려간다. 또한 다

른 승객들도 당연하다는 듯 그들을 비

켜주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

다.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시간이 지체

되어도 눈살을 찌푸리거나 소리치는 모

습이 떠올라 새삼 우리나라가 교통약자

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

각이 들었다. 

위니펙대학교의 수업은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으로 나뉘는데, 오전 수업은 

레벨 테스트를 거쳐 자신의 수준으로 

배치된 수업이고, 오후 수업은 많은 강

의 중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골라들을 

수 있는 수업이었다. 오전 수업은 다행

히도 나와 잘 맞는 선생님이어서 즐겁

게 수업을 듣고 평가에서 많은 스트레

스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오후 수업 또

한 내가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인지 즐

겁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의 상

대평가처럼 학생들끼리 서로 의식하며 

경쟁하는 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서 

오직 내 노력에 의한 평가를 받게 되자 

더욱 더 열의가 생겼고, 스스로의 목표

치를 이전 시험의 ‘나’로 정하자 의욕과 

성취감이 배가 되었다. 또 같은 반 학생

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공부를 하고 과

제를 하는 분위기라 너무 좋았다. 이때 

나는 습관처럼 다른 학생을 의식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상낳괴(상대평가가 

낳은 괴물)’라 자조하기도 하였다. 평가

에서는 선생님들이 각자에 대해 세밀한 

코멘트를 해주고 각자의 방식을 존중해

주었다. 

오전 수업 평가 중에 ‘스토리텔링’ 평

가가 있었는데 다들 기존의 방식인 동

영상으로 녹음본과 그림을 만들어 제출

했지만 나는 내가 연극을 좋아하는 만

큼 이 과제를 연극으로 꾸밀 수 있다고 

생각했고 연극 대본을 만들어 시연했

다. 그 과정에서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하

는 게 더 나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

었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고 생각했고 나는 그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 선생님이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이러했다. ‘I hope it gives you confidence 

to take other creative risks in your life.’ 

이 문장이 왜인지 모르게 내 마음에 와 

닿았다. 

이 문장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슷

하게,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아오

던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

다. 그동안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

으니까 괜히 나서지 말자’라고 생각하

며 하고 싶은 것도 쉽게 시도하지 않았

었다. 그러나 나는 이때부터 좋은 결과

가 안나오더라도 ‘하고 싶으면 일단 해

보자!’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

드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

는 위니펙에서 생활하는 동안 나의 태

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도록 

이끌었다. 평소라면 하지 못했을 졸업

식 연설을 위니픽에서 맡게 되었고, 많

이 긴장했지만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잘

했다고 해주어서 뿌듯했다. 역시 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이런 

태도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위니펙 생활의 또 다른 장점은 '홈스

테이'라고 생각한다. 캐나다 문화를 많

이 체험할 수 있어 캐나다 사람이 된 것 

같은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었다. 캐나

다 문화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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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부분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내가 

지내던 집은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였다. 집의 분위기나 가구가 

다 유럽풍으로 빈티지해서 내가 마치 

동화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을 받았다. 

아침에는 각자 커피 한 잔과 시리얼, 

과일, 잉글리쉬 머핀에 잼과 버터를 곁

들여 먹었고 점심은 도시락, 저녁은 식

구들이 모두 6시에 모여 식사를 했다. 

저녁은 Bill 아저씨가 해주셨는데 연어

구이, 폭챱 스테이크, 피넛버터소스에 

졸인 닭고기, 햄버거 등 맛있는 음식들

이 메뉴로 나와 매번 저녁 식사시간이 

기다려졌다. 저녁식사 후엔 티타임을 

가졌다. 이 티타임은 차와 과자를 먹으

며 대화하는 시간으로 각자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이처럼 홈스테이는 영어를 쓸 수밖

에 없는 환경이었고, 홈스테이 주인인 

Edith와 Bill이 말하길 내 영어회화실력

이 왔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하였

다. 만약 홈스테이가 아니라 기숙사였

다면 아마도 한국 친구들과 자주 어울

려 영어실력의 성장이 느리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되었다. 내가 낯을 많이 가리

는 편이라 처음에는 많이 서먹하여 눈

치를 봤지만, Edith와 Bill이 너무나도 따

뜻하게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어서 적응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나도 더 친

해지고자 티타임 시간에 이야기 할 주

제거리를 미리 생각해 놓거나 Edith가 

파티를 위한 요리를 할 때, 먼저 찾아가

서 도와드릴 것이 없는지 묻는 등의 노

력을 하기도 했다. 홈스테이가 자신에

게 진짜 가정이 되느냐 아니면 그저 숙

식을 해결하는 곳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도 자신의 태도에 달린 것 같다. 내가 

한발자국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면 

그들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으로 돌아와 캐나다 생활을 돌이

켜 보니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지만 캐나다에 가서 했던 

모든 것들이 내 경험과 추억으로 남아 

‘나’라는 사람을 조금 더 비옥하게 만들

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그때 친해진 

일본 친구들과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저번 방학에는 도쿄에 놀러가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사실 ‘공대생이 해외

어학연수가 필요해?’ 라는 물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학과를 떠나서 ‘사람’

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른 문화를 경험

하고, 다양한 문화의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배움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에 이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이 경험이 짧은 

대학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값진 경

험이라 생각한다. 또한 영어에 대해서

도 조금 더 즐겁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통로라고 생각하며 배

우다보니 더 흥미롭고 자신감 있게 영

어에 다가갈 수 있었다.

지금, 나의 새로운 목표는 교환학생

으로 다른 나라 대학을 다녀오는 것이

다. 해외 대학생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생활을 가까이 느끼고 싶다. 함께 어울

리며 이번에 느꼈던 아쉬움을 떨쳐버리

고 싶기도 하다. 혹시 소심한 성격이나 

언어적으로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에 

도전하지 못했다면 기회를 놓치기 전에 

도전하는 걸 추천한다.

AISP 12기 원우들과 홍콩에서의 3박 4일

3월에 입학해서 6월에 1학기를 마치고, 9월에 2학기를 시작해 30주의 과정이 마무리 되어갈 즈음, 2학기 

해외연수를 떠나게 되었다. 가능하면 많은 원우들이 참석할 수 있는 날을 잡다보니 10월 하순으로 예정 되

었던 일정은 학기가 마무리 되어가는 11월말이 되어 버렸다. 9월말에 신청 인원이 22명이라는 얘기를 들었

지만, 늘 그랬듯이 몇 분은 취소하시겠지 싶었다. 그런데 웬걸, 그 인원 그대로 참가하신걸 보니, 원우회 임

원들께서 참가 독려를 하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을지 짐작되었다.

김송희 조교ㅣ공과대학  

AISP
해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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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항 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어김없이 새벽 1시 50분에 부학장님과 

택시를 타고 집결장소로 이동했다. 새벽잠을 떨구고 나와서인지 다들 피곤한 

기색이셔서 소회발표를 요청할까 하다가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을 

하고도 자주 얼굴을 보이지 못한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내 시선은 자꾸 그분들께 향했다. 큰 맘 먹고 

어색함을 무릅쓰고 참가하신 것인데 행여나 마음 다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되었다. 1학기 해

외연수를 함께 다녀오신 분들은 스스럼없이 지내시는데 역시나 이번에 처음 함께 하시는 분들은 혼

자 계시기 일쑤였다. 결석이 잦으셨으니 이번 여행에서 활약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당부 드렸다.

3시간 50여분의 비행 끝에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에 도착해 가이드와 미팅을 했다. 홍콩 영주권

이 있는 베테랑 최호철 가이드의 주의사항 안내를 시작으로 홍콩 여정은 시작되었다. 중화인민공

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서울의 1.8배 면적에 인구는 750만 명이며 그 중 10%는 외국인이라고 했다. 

성조가 9가지나 되는 중국 광동어와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중국 본토는 간자체를 쓰고 있으나, 홍

콩은 천자문을 그대로 쓴다고 한다. 태풍이 없는 지금이 여행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라고도 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리펄스 베이에 들렀다.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의 집이 있다

는 비싼 아파트를 지나 영화 ‘색계’ 에서 남·여 주인공이 처음 만난 식당인 ‘더 베란다 카페’가 있는 

곳을 보기도 했다. 신기하게도 용이 지나는 길을 만드느라 비싼 아파트의 중앙이 뻥 뚫려있었다. 

한참을 한적한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가는 동안 홍콩의 아픈 역사 이야기가 거미에서 실 나오듯 풀어져 나왔다. 청나라 때 광동성 아

래 광저우가 개항 후 영국과 무역을 하였는데, 비단과 보이차를 수입하던 영국이 무역적자에 이르

자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청나라로 밀수출하였고 농민과 공무원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손

에서 놓고 아편에 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청나라 국가기강이 무너지자 정부는 임칙서를 

보내 영국 상인들의 아편을 몰수해 마카오 앞바다에서 불태우고, 아편 상인들을 국외로 추방하는 

등 강경 수단을 써 아편밀수의 근절을 꾀했으나, 영국의 횡포에 밀려 결국엔 불공평한 남경조약(난

징조약)을 맺게 되었고, 이에 홍콩을 내주고, 광주를 비롯한 다섯 개 항구를 개방하였으며, 몰수한 

아편 값도 배상해 줘야 했다는 굴욕의 역사 이야기였다. 

남경조약 이후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영국과 똑같은 대우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잦아져, 결국 청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벨기에 등의 나라들과도 똑같은 조건의 조약을 맺어야 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영국 배 

애로 호의 수색을 빌미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2차 아편전쟁을 일으켜 결국 톈진조약을 체결하였

고, 불리한 조항들에 불복하다 결국 북경까지 점령당하고, 북경조약을 맺어 청나라는 영국에 구룡을 

넘기고 러시아에는 이 조약을 중재해 준 대가로 연해주를 넘기는 굴욕을 당하게 되었다는 설명이었

다. 결국 청나라는 불평등한 조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유럽 여러 나라들의 상품 시장이 되고 말았다는 

아픈 역사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도 그들은 홍콩을 지배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게 했고, 일본이 우리

에게 했듯 민족문화를 말살하지는 않았기에 홍콩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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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는 ‘시장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한다’는 재정 운용 기본 

원칙하에 큰 시장, 작은 정부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철저히 자

유시장 경제체제라는 것이다. 홍콩이 아시아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또한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중국 본토와 경제 통합이 가속화 

되어 향후에도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설명이었

다. 

한편 홍콩은 1970년대에 개발된 도심이 현재 노후화가 심해 도시

재생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즈음 토지 보상 문제가 제일 큰 걸림돌

이라 주로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를 확보한다고도 했다. 그래서 분리

수거를 하지 않고 매립을 하는데 그 또한 환경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설명이었다. 홍콩에서 사업까지 벌렸던 사람이라서인지 경제와 정

치에 밝은 가이드였다. 

한참을 달려서 전통이 있는 점보레스토랑에 배를 타고 들어갔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식당으로 제법 고급스럽고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식당이었다. 우리 일행이 24명이어서 8명씩 세 테이블을 예약

했는데, 손님이 많았는지 12명씩 두 테이블이 세팅 되어 있었다, 우리 

가이드는 손님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생각에 그 

곳 직원들과 경상도 억양의 영어로 단단히 불만

을 제기했다. 식사와 함께 음료수 잔에 가득 담긴 

소주가 있어 우리 원우들은 아무 불만도 없어보

였다. 화려한 식당 조명아래서 어색해 하시는 원

우의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었다. 그래도 그 분들

의 어색함은 좀처럼 가시질 않아보였다.

홍콩의 하이라이트, 빅토리아 산정에서 백만 

불짜리 야경을 감상하기 위해 올라갔으나, 워낙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는 커피 한잔을 

하며 기다리기로 했다. 피크타워 쇼핑타운에서 

커피 한 잔 씩 하다 보니 마침내 원우들 사이의 

어색함은 싹 가시고, 장난스러운 모습들이 보이

기 시작했다. 센트럴 지역 금융가의 화려한 조명

을 배경으로 원우들은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

다. 또 한참을 줄을 서서 피크트램을 타고 하산했

는데, 낡고 오래된 트램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아침, 9시 반에 예정된 링난대학의 일정에 맞추

느라 서둘러 출발했다. 링난대학은 홍콩의 8개 국

립대학 중 하나로 1888년 기독학교로 설립되어, 1967년에 재건되었으

며, 1999년 링난대학으로 개교한 이래 현재 3개의 단과대학(예술, 경

영, 사회과학)과 11개 학과로 구성된 QS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100위

에 랭크된 대학이라고 한다. 또한 학생 2,600여명 전원이 10개동의 

기숙사에 투숙하며, 학교에는 수영장, 학생회관, 24시간 개방 도서관 

등의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링난대학 국제협력본부 담당직원 제이미의 열띤 설

명을 들은 후 캠퍼스 투어에 나섰다.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들으며 

한국어를 독학했다는 현지 학생의 설명을 짬짬이 들으며 학생회관

의 식당과 수영장을 보고, 학교 담당자들과 기념촬영을 하였다. 도

서관으로 이동하는데, 몇몇 원우 분들은 학비와 학교 지원금에 대해 

담당자에게 질문하면서 자녀 유학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친절한 안

내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웡타이신 사원으로 이동했다. 

 

가는 도중에 창밖으로 보이는 묘지가 있어 궁금해 하니, 홍콩은 땅

이 좁아 무덤을 세워 매장을 하며 그래서 영화 ‘강

시’가 관 뚜껑을 열고 통통거리며 나온다는 설명

이었다. 최근에는 납골당 임대비용이 10년에 8천

만 원에 육박하고 계약연장이 안 되는 상황에 이

르러 집에서 모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원은 의술이 뛰어난 윙타이신(황대선)의 이

름에서 따온 것이라 하는데, 홍콩 사람들의 마음

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고 한다. 입구에 12지 신상 

앞에서 각자 띠별로 기념촬영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빌딩숲 사이에 아기자기한 정원이 있어 

한적하게 구경하고 나와 인원점검 후 출발했다. 

버스가 한참을 달렸는데, 사무국장님이 전화를 

받더니 원우 한 분이 버스를 놓쳤단다. 아뿔싸! 이

번 연수에서 활약을 보여 달라고 당부 드렸던 원

우셨다. 버스를 돌려 가니 황당해 하면서 탑승하

셨다. 원우 분들을 큰 박수로 환영하며 “이제 존

재감이 확실해졌다”고 일부러 그런 거냐며 놀리

셨다. 

da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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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 지역을 강 건너에서 보기 위해 예술의 전당 전망대로 향했

다. 우리나라 서울보다 공연료가 싸서 원정 관람을 하러 오는 한국

인도 제법 된다고 한다. 웨딩포토를 찍는 커플도 있었고, 관광객들도 

많이 모여 있었다.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내고 난 후 한국 식당에 방

문했다. 크리스마스트리가 장식된 마당에서 만찬을 하게 되었다. 부

학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양주를 시작으로 서 너 배 비싼 한국 소주

와 맥주가 돌고, 회장님의 재치 넘치는 노래에 원우 분들은 박장대

소 하였다. 12기 원우 분들에게 이렇게 즐거운 식사시간이 또 있었을

까? 참으로 다행이다. 이젠 서먹해 하시는 분도 없고, 수료 후에도 서

로 애경사를 챙기며, 즐겁게 동창회 활동을 하자는 다짐이 이어진다.

 

마카오로 가는 페리를 타기 위해 아침 일찍 여

객선 터미널로 이동했다. 1시간쯤 갔을까? 마카오

에 도착해서 핸섬한 가이드를 만나 성바울(세인트폴) 성당으로 향했

다. 가는 동안 버스 안에서 마카오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400여 년간 

포르투갈에 점령당했다가 1999년 12월 20일 중국으로 주권 회복된 

특별행정지구란다. 338m의 마카오 타워는 세계 최고의 번지점프대

가 있어서 7분마다 한 명씩 뛰어내린다 하고, 유명한 에그타르트는 

180여 년 전 수녀원에서 달걀 흰자로 수녀복을 풀

질하고 남은 노른자를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그 비법이 소수에 의

해 전승되고 있다고 하니 더욱 구미가 당겼다.

성바울 성당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

로 170여년의 세월을 버텨온 마카오의 랜드마크

인데 화재로 성당의 전면부와 계단만이 남아있는 

바로크 양식의 장엄한 유적지였다. 관광객들로 

발 딛을 틈이 없었다. 그 와중에도 우리는 현수막

을 들고 기념촬영을 마쳤다. 바로 옆 에그타르트

를 방문해 간식을 맛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

서 사먹던 에그타르트와는 사뭇 다른 맛이었다. 

육포와 쿠키의 거리를 관광객들에게 떠밀리다

시피 지나니 세나도 광장이 나왔다. 마치 유럽에 

와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포르투갈 식의 건물들

이 많았다. 도자기 타일로 광장 바닥을 시공했는

데, 주말이라 관광객이 많아서 제대로 볼 수 없었

지만 물결무늬의 바닥이 아름다웠다. 마카오 유

일의 테마파크인 피셔맨즈와프를 둘러보고 포르투갈과 마카오의 

퓨전인 매캐니즈식 식당인 덤보 레스토랑에서 단란한 시간을 보낸 

후, 어마어마한 규모의 워터 쇼를 관람하고 야심차게 카지노를 체험

하러 갔다. 빨간색을 입으면 행운이 따른다고 해서 원우 분들은 빨간 

속옷에 빨간 가디건에 빨간 가방까지 신경 써서 챙겨 입고, 돌아갈 

때는 헬기타고 가자며 의기양양하게 입장했건만 게임에 성공하신 

분은 없었다. 카지노에서 많이 따서 공과대학 발전기금을 내라고 하

셨던 학장님의 당부도 다음 기회로 미뤄야했다. 

 

 마카오를 출발해서 홍콩 공항으로 이동했다. 

홍콩에서는 주황색 쓰레기통 주변에서만 흡연이 

가능했다. 짬짬이 흡연하시는 원우 분들끼리 서로 서로 챙겨가면서 

끽연을 권유하곤 했다. 담배를 함께 피우면서도 참 많이 가까워지는 

모양이다. 끈끈한 유대감이 느껴진다. 

환전해 간 홍콩달러를 소진하느라 면세점에서 선물 고르기에 여

념이 없던 원우 분들은 비행기 탑승시간을 기다리면서 3박 4일 동안

의 추억을 정리하느라 핸드폰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셨다. 지난 1

년 여간 수업에 자주 출석하지 않으셨던 원우 분들도 이젠 혼자 계

시는 분이 없어 보인다. 둘씩 셋씩 도란도란 얘기

를 나누시는 모습이 참 다행스럽다. 

오래전에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아웃 오브 아

프리카> 한 편을 보고나니 금세 인천공항에 도착

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기어이 해단식을 하

고 가야한다는 원우분들의 성화에 못 이겨 버스

는 신 공항도시의 어느 왕갈비 집으로 향했다. 또 

소주잔이 바쁘게 돌려진다. 두어 시간의 단란한 

만찬 후에 밤 10시에 출발, 새벽 2시가 넘어 광주

에 도착한 후, 다음 수업시간을 기약하며 연수일

정을 마쳤다. 사업상 바쁜 일정과 건강상 나서기 

힘든 여러 상황들이 있으셨을텐데, 함께 하고자 

애쓰신 우리 12기 원우 분들께 참 고마운 마음이 

든다. 수료 이후에도 이렇게 쭉 우정을 나누시면

서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의 서포터즈가 되어주시

기를 소망한다.   

day3

da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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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미국 박사후연구원과정 중 전남대에 임용되어 쫓

기듯 서둘러 귀국한지 7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연구년을 다

녀오게 되었다. 모든 신임 교수가 임용되면서부터 꿈꾸었

던 연구년을 드디어 가게 된 것이다. 여러 교수님들의 조

언과 도움으로 ‘LG연암해외파견교수’에 선정되어 한결 편한 마음으로 노스웨스턴 대학교

(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연구년을 준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 4명

으로 불어난 가족 모두를 챙기면서 연구년을 준비하는 것은 여전히 버거운 문제였다. DS-

2019 발급 문제로 노심초사 했던 일, 미국에 1년 간 거주할 집을 구하는 일, 우리 가족의 발이 

되어줄 차는 구하는 일 등 세심한 준비와 가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드디어 출국하는 날, 모든 가족들이 무사히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서야 밀려오는 안

도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정체 없는 두려움으로 녹초가 되어 비행 내내 쓰러져 잠

을 청했던 기억이 난다. 물론 귀국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말이다.

이미 미국에서 박사후연구원 생활을 3년이나 했었고, 또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하다 보니 미국 생활에 대한 특별한 두려움이나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 했지만, 

미국 도착 후 곧바로 내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알게 되었다. 8년 전 내 미국 경험에서 아이들

에 관한 것은 없었다. 9살과 5살인 딸, 아들을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입학시키는 것은 생각

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다행히 현지 교민들의 도움으로 아이들 학교 편입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숙소는 대학

에서 1 마일정도 떨어진 곳인 Engelhart에

서 해결하였다. 학교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걸리는 곳으로 가족들이 필요하면 언

제든 갈 수 있고, 출·퇴근도 편한 곳으로 정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정하게 되

었다. 집이 좀 작은 것은 흠이었지만 건물 내

에 세탁소, 놀이방, 무료 인터넷 시설, 공부

방까지 함께 있어 큰 불편함 없이 생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전에 열리

는 Farmers market에 들러서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사는 것은 한가로운 에번스턴에서

어느덧 아련한 추억으로, 그리고 다시 한 번 가지고 싶은 설렘으로 연구

년을 추억한다. 이미 신임 교수와 같은 낯설음으로 새 학기를 시작한지 3개

월이 지났다. 이제는 익숙함에 익숙하고, 분주함이 일상인 ‘연구년’을 다녀

온 9년차 공대 교수가 되었다.

Northwestern  University
파견 연수기

임원빈 교수ㅣ신소재공학부

출국, 그리고 
미국 에번스턴 생활

연구년
해외파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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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또 다른 재미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쉬었던 일들이 미국에서는 전혀 새로운 일

상들이었으며,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니었는데 새

삼 본인의 준비 부족을 느끼며, 지금은 아련한 추억으로 우리 가족들의 ‘에번스턴 적응기’

를 추억해본다.  1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새삼 느끼게 된다.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재료공학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곳이며, 그 명성에 걸맞게 전 세계 재료연구를 선도하는 곳

이기도 하다.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미국의 중서부 개척기인 1851년에 설립되어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외 도시인 에번스턴과 시카고에 위치한 명문 사립대학이다. 내가 파견 연수를 진

행한 곳은 에번스턴 캠퍼스에 위치한 화학과 Kenneth R. Poeppelmeier 교수님의 연구실이

다.(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파견연구 수행) Poeppelmeier 교수님은 고체화

학 분야에 탁월한 연구역량을 가졌으며 현재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석학

이다. Poeppelmeier 교수님의 넉넉한 마음과 탁월한 연구 감각으로 10여 명의 연구원들과 

다양한 무기재료 분야에 대한 실험 및 분석을 진행하였고, 본인도 그곳에서 다른 연구원들

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무척이나 더웠던 8월의 첫날,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도착했을 때 캠퍼스 곳곳이 신축이나 

증축을 위해서 공사중이었다. 듣자하니 2015년 워렌 버핏의 동생인 로베르타 버핏이 1억 달

러를 학교에 기부하면서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로베르타 버핏은 노스웨스

턴대 동문이며, 오빠인 워렌 버핏의 부인인 수잔 버핏의 로베르타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다

니, 모교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 것 같다. 사실 노스웨스턴대는 미국에서도 졸업한 동문들의 

기부가 많아 항상 기부금을 비롯한 총 기금이 미국 10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학교로도 유명

하다.

본인이 느낀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캠퍼스는 정말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웠다. 푸른 옥색 

미시간 호수(Lake Michigan)와 고풍스런 건물들,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는 현대적인 건물들, 

아름다운 자연과 신구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루어 정말 매혹적인 캠퍼스였다. 특히 미국 오

대호 중 하나인 미시간 호수에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어서, 학교 분위기는 늘 쾌적하고 아름

다웠다. 하지만 본인이 파견을 갔던 2017년 겨울 시카고는 날씨가 매우 추워서 영하 25도까

지 내려가기도 했고, 바람이 매우 강해서 왜 ‘windy city’라고 불리는지 몸소 경험하기도 하

였다. 또한 추운 날씨가 4월 중순까지도 이어져 주위에 봄꽃이 피었지만 눈이 내리는 기이

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추위를 많이 타거나 거친 바람이 싫은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으니, 따뜻한 서부를 찾아보시기를 적극 권한다.

본인이 근무했던 화학과는 Northwestern Technological 

Institute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술한 것처럼 시카고 지역은 

겨울이 무척 길고 추워서 모든 건물들을 실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놓은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출근을 하고 2주 간 안전교육과 실험

실 내규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실험을 진행 할 수 있었다. 8년 만에 해보는 실험이라

서 많이 낯설고 또 다른 환경에서의 실험은 녹녹하지 않았다. 그렇게 석 달 간 실험을 진행

하다 드디어 연구실 박사과정 학생이 이곳으로 파견을 오면서 실험은 한결 수월해 졌고, 어

느 정도 결과도 얻을 수 있었다. 슬프게도 연구에 대한 내 생각은 2010년 추억 속에 멈추어

져 있는데, 몸은 이제 4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현실과 기억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기

도 하였다.

미국에서 연구실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점은 미국 대학원생들의 연구

에 대한 태도였다.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

을 밟고 있는 학생들은 사소한 발견에도 호기심들이 대단해서 마치 자연을 탐험하는 모험

미 중부 명문,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년의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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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같은 인상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논문으로 출판이 어려울 것 같으면 현실적인 선에서 

타협을 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그들에 태도는 본인을 새삼 초라하게 만들었다. 이런 연구에 

대한 태도가 미국 교수들이 정년보장(Tenure) 후에도 열정적으로 70, 80살까지 연구를 지

속 할 수 있는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연구란 논문을 쓰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진리

를 찾아가는 긴 여정에 대한 기록인 것이다.

본인이 9년간 교수로 생활하며 가장 많이 느낀 점은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

이다. 교수라는 직업이 정말 다양한 능력을 본인에게 요구하는 반면 내가 무엇 하나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반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년은 나

의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울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며, 나아가 오랫동안 소

홀했던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큰 목표라 생각하고 시작하

였다. 매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커

피 한잔을 들고 사무실로 출근을 하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다시 집에 돌아와 가족들

과 함께 하는 저녁시간은 연구년이 주는 또 다른 일상에의 즐거움이었다. 아이들의  소소한 

이야기들, 와이프의 애교 섞인 투정들, 그때가 아직도 새롭다. 한 가지 문제는 시간이 지날

수록 반복적인 일상이 너무나 지루해진다는 것이다.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불편한 기분……. 9년간의 교수생활은 생산적이지 않은 일들에 대해 본능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보였고, 이러한 중독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걱정 마시길, 다른 중독은 끊기 어렵지만 일중독은 석 달이면 가능하니 말이다.

뛰어난 연구능력, 지치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열정, 늘 새로운 것을 탐구할 수 

있는 창의력, 마지막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과제 기획력 등, 다재다능함을 요구받으며 

이 모든 것을 수행하려 자신을 채찍질하다보면 어느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게 된

다. 본인이 경험한 1년간의 연구년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남은 

교수 재직 기간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였다. 더불어 소홀했던 

가족에게 아빠와 남편의 빈자리를 잠시나마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본인은 오늘도 또 

한 번의 연구년을 꿈꾸며 긍정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끝으로 1년이라는 해외파견을 경

험하게 해주신 학부 교수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노스웨스턴 대학(Northwestern  University), 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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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센터랄수펠레크에서
University of France, Centrale Supelec

최용훈 교수ㅣ전기공학과

2018년 2월부터 1년 간 프랑스 파리 근교에 위치한 센터랄수펠레크(Centrale Supelec) 

전기공학과에서 해외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미국 교육체계에는 

익숙하지만 유럽, 특히 프랑스 교육체계는 생소할 것 같아 먼저 프랑스 교육 시스템인 

그랑제콜을 소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센터랄수펠레크는 프랑스 이공계 최상위 대학

교인 그랑제콜(Grandes Ecoles) 중의 하나로 QS World University 공학 분야 세계 79위 

대학이고, 폴리테크닉과 함께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포스텍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매년 프랑스 이공계 그랑제콜 순위에서 1~2위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전기공학, 정보공

학 전공에 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센터랄수펠레크의 전신인 에콜 센트랄 파리(Ecole Centrale Paris)는 1829년에 설립

된 이공계 연구 중심 대학원으로, 이 학교의 설립은 유럽 산업혁명에 배경을 두고 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프랑스 제 1 제정을 수립한 나폴레옹은 중앙집권체제 강화 

및 내정개혁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군사학, 과학기술 교육

을 통해 체계화 된 엘리트층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1795년 제정된 교육법에 따

라 광산학, 토목공학, 조선공학, 병기공학 등의 전문학교들과 사관학교들을 중심으로 장

교, 기술관료 등 공무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초기 ‘그랑제콜’ 체계가 구성되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당시 영국과 경제전쟁을 벌이던 프랑

프랑스 센터랄수펠레크 대학(University of France, Centrale Supelec)연구년
해외파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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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공업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기술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첨

단 산업기술 개발과 산업 경영을 뒷받침할 엔지니어 확충을 위해 1829년 에콜 센트랄 파

리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초기 대학 건물은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Hotel Sale로 현재는 

피카소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개교 당시 147명의 첫 입학생 중 장학생을 제외한 대

다수는 상류층 집안의 자제들이었다고 한다. 나폴레옹 3세 폐위 이후 구조 개편을 거쳐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산하 공립기관으로 승격되었고, 1862년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공인 엔지니어 학위를 수여하고, 박사과정도 신설되었다. 이후 2015년에 전기, 정보공학 

그랑제콜 수펠레크(Supelec)와 함께 교육과정 개편 및 일부 통합을 이루어 현재의 센터

랄수펠레크가 되었다.

2017년 개관된 현재의 메인 캠퍼스는 프랑스 수도에서 남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프쉬르이베트(Gif-Sur-Yvette)에 위치하고 있으며, 캠퍼스 부지는 프랑스 국립

과학연구원(CNRS)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실제 필자도 해외 파견을 준비하기 위해 연락

을 주고받던 2017년에는 파견 예정 연구실이 파리에 있었는데, 2018년 파견근무를 시작

할 때는 연구실이 현재의 메인 캠퍼스로 이전하여 주소만 가지고 찾아 가야하는 조금 당

황스런 일도 있었다. 지금도 메인 캠퍼스 주변에는 수많은 건물들이 건설 중에 있고, 10년 

정도 지난 후에는 파리 사클레대학교(Universite-Paris Saclay)라는 통합명칭으로 한국의 

대덕연구단지와 같은 거대한 연구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센터랄수펠레크는 엔지니어(Ingenieur), 전문 석사(Mastere Specialise), 연구 석

사(Master Recherche), 박사(Doctorat)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엔지니어 과정은 볼로냐 

협정의 유럽 공학 석사 학위에 준하는 엔지니어 디플롬(Diplome d’Ingenieur) 학위 과정

으로, 입학 정원은 매년 약 400명이다. 신입생 지원자 중 대다수는 그랑제콜 입시 준비

반(Classes Preparatoires) 또는 타 대학에서 2~3년의 특수 교육 과정을 거친 학부생들

로 구성되며, 수학, 물리, 화학 등 각 과목에서 최종 필기 및 구술 시험을 치른 이후 성적 

상위 3~4% 이내의 응시생들만 입학자격이 주어지므로 센터랄수펠레크 신입생은 엘리

트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3년으로, 전공 과목은 2학년 때부터 수강하게 

된다. 석사 및 박사 과정은 각 전공별 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수기간은 1~2년 및 

3~4년이다. 7개의 연구 그룹 중 세 곳은 국립과학연구원과 공동 운영되고 있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센터랄수펠레크 L2S 연구실(Laboratory of Signals and 

Systems)은 프랑스국립과학연구원, 센터랄수펠레크, Paris-Sud대학교와의 연합 연구그

룹으로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공공연구기관이며, 전기공학 및 

최적화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연구기관으로 전 세계 유명한 회사와 공동 연

구를 수행하며 뛰어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센터랄수펠레크에서 머무는 1년 동

안 가장 좋았던 점 중 하나는 유명 대학 또는 연구소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종종 이 곳에

서 세미나를 한다는 것이었다. 매월 1회 이상 개최되는 석학들의 세미나에 참석하는 기

회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문적으로 많은 

점들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다. 또한, 파견연구를 수행한 초청 교수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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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들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필자는 센터랄수펠레크에서의 1년 동안 무선정보에너지동시전송(Simultaneous 

Wireless Information and Energy Transfer)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LTE/LTE-A 등 

이동통신 방식은 전력선통신에 비해 전파 간섭에 대한 강건성이 입증되었고, 100 Mbps

의 전송속도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글로벌 표준, 보안성, 서비스품질 제공 측면에서 우위

에 있음으로 인해 전국적인 지능형검침 인프라 구축을 빠르게 완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하지만 LTE/LTE-A 통신을 스마트그리드 지능형검침 인프라 구축/확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동통신망 사용자에게 높은 서비스품질을 제공할 뿐 아니라 동시에 

스마트그리드 서비스에게도 낮은 전송지연, 높은 정확성, 강건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

도록 효율적인 무선채널 및 전송전력 할당 기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진정한 스마

트그리드 지능형검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무선정보와 함께 에너지를 동시 전송하

여야 배터리 문제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중의 하나가 최적 자

원 관리 기술이고, 최근에는 Convex/Non-Convex 기법을 활용하여 최적해를 도출하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Convex 함수의 최적해를 도출하는 기법은 알려진 

것들이 있으나, non-convex 문제의 최적해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연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초청 교수와의 협업을 통해 최적해 도출 가능성을 파악하였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해외 파견기간에 수행

한 무선정보에너지동시전송을 위한 최적해 도출 기법에 관한 연구 성과들은 스마트그

리드 지능형검침 인프라 관련 학계 및 산업계에 상당히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센터랄수펠레크가 위치한 지프쉬르이베트 지역은 연구단지이기도 하지만, 파리에 직

장을 가진 중·상류층 프랑스인들의 대표적인 거주지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파견기간동안 상대적으로 주변에서 한인들을 쉽게 볼 수는 없었지만, 근교에 있는 유명 

관광지들을 둘러 볼 수 있는 기회는 비교적 쉽게 가질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

는 장소는 신비의 섬이라고 불리는 몽생미셀과 모네의 정원이 있는 지베르니이다. 몽셀

미셀 수도원을 배경으로 바라본 저녁 노을과 야경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또한, 수련 연

작이 탄생한 모네의 정원을 아침의 신선한 공기와 함께 느긋하게 산책하며 누렸던 행복

감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파견연구를 통한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 전기공학과 덕분에 

가능했기에 전남대학교와 학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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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에서

김경백 교수ㅣ전자컴퓨터공학부

  DSM group photo

2018년 3월부터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UC Irvine)에서 

연구년 파견을 진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

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UC)는 미국 캘리

포니아주가 설립한 주립대학으로, 공립대학교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SU)와는 다른 학교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11개의 캠퍼스, 23만여 명의 재학

생, 1만 9천여 명의 교수진, 19만 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 시스템을 

갖춘 학교이다. 주요 캠퍼스로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UC Berkeley), 캘리포니아 대

학교 로스앤젤레스 (UC LA),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UC San Diego),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UC Davis),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UC Irvine)이 있다.

UC Irvine은 최근 US NEWS 2019 기준으로 미국대학 중에서는 33위, 미국 주립대학 Top 

7을 달성하였고, 더 타임즈 하이어 에듀케이션(The Times Higher Education)이 선정한 미

국에서 개교한지 50년이 안 된 학교 중 랭킹 1위를 달성하였다. UC Irvine은 캘리포니아 지

역 개발 확대의 진행에 따른 대학 수요 여론에 발맞춰 1965년 설립되었다. UC Irvine은 캘리

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Orange County)에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에는 어바인(Irvine) 이

라는 도시는 없었고, 1959년 부동산 개발회사인 어바인 사(Irvine Company)에서 캘리포니

아 대학교에 기증한 1000에이커의 땅만 존재했었다. 이런 연유로 1965년 설립된 새로운 캘

리포니아 대학교는 UC Irvine으로 이름을 정했고, 1971년 UC Irvine과 어바인 사는 캠퍼스를 

둘러싸는 도시를 계획하여 이를 어바인 시로 명명하였다.

UC Irvine과 태생을 같이한 어바인 시는 미국의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뛰어난 교육, 직장 

및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어바인 시는 2012년 CNNMoney.com에 의해 미국 내 여섯 번째

로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고, 2017년에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그리고 주변 도시

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Niche.com에서 정한 미국 내 10대 도시에 선정된 바 있다. 어바인 

시는 2006년부터 Irvine Educational Partnership Fund를 시작하여 공립학교의 교육역량 강화

에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 고등학생들의 SAT성적은 오렌지카운티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달

성하고 있다. 또한 2010년 미국 연방 수사국(FBI, Federal Bureau Investigation)의 발표에 따르

면, 어바인 시는 미국 내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 중 범죄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아직까지

도 이 기록은 계속되고 있다. 차량 물품 절도사건 및 도난사건이 타 지역 신문의 주요 토픽으

로 기술되는 것을 보면, 어바인 시가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새삼 실감 할 수 있다.

안전한 교육도시 Irvine에 
위치한 UC Irvine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연구년
해외파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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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면에서도 어바인은 흥미로운 도시다. 2008년 미국 인

구 총 조사에서 발표한 인구 65,000명 이상의 도시 소득 중간 값 순

위에서는 7위를 기록했고, 메르세데스-벤츠사가 독일 이외의 지역

으로는 유일하게 메르세데스-벤츠 클래식 센터를 설립한 곳이기

도 하다. 북부 캘리포니아에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남부 캘리포니

아에는 어바인이 있다는 말처럼, 유·무선 통신분야 반도체 기업

인 브로드컴(Broadcom), 스타크래프트 및 오버와치 등의 게임으로 

유명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컴퓨터용 

하드디스크 및 SSD 제조 회사인 웨스턴 디지털(Western Digital)을 

포함한 다수의 IT 회사들이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 기업인 기아자동차, 삼성 SDI, 현대캐피탈 및 일본기업 도시

바, 마쓰다의 미주 현지 법인 본사가 어바인에 있다.

이렇듯 안전한 교육도시 어바인에 위치한 UC Irvine은 2002

년 UC 계열 최초의 컴퓨터 과학 대학인 Donald Bren School of 

Information and Computer Sciences(ICS)를 설립하였다. 이는 1968년부터 있어 온 컴퓨터-

과학 학부를 2000년대 초 대학으로 승격시킨 것으로, 사회 및 경제적 영역에서 중요성이 

대두된 컴퓨터-과학 분야에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당시 미국 내에

서도 획기적인 것이었고, 현재에도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18년 UC Irvine 컴퓨터 과학 대학

은 US News & World Report에서 상위 30위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연구년 파견연구는 ICS에서 재직중인 Nalini 

Venkatasubramanian 교수님이 운영하는 DSM(Distributed 

Systems Middleware) 그룹에서 진행 중이다. DSM 그

룹은 동적 미들웨어,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미들웨어, QoS 보장을 위한 데이터 관리, 분

산 영상처리등과 같은 다양한 분산 시스템 및 미들웨어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그룹이다. 

특히 재난대응 시스템, 차세대 메시지 전송 시스템,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 시스템, 상황인

지 기반 메시지 생성 및 전공 기술 관련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최근, CPS(Cyber Physical 

System) 및 IoT(Internet of Things)를 위한 미들웨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Smart City 및 Smart Building에서의 컴퓨팅 환경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IoT 관련 
공동연구 주제 발굴

  UCI Old Computer Science Buildings

UCI ICS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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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 그룹은 국제 공동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대

만, 프랑스, 이탈리아의 유수의 대학들과 공동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파견 연구 중인 현재 대만의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의 Cheng-Hsin Hsu 교수도 방문교수로 DSM 그

룹에서 연구 중이다. 

Venkatasubramanian 교수님과는 2008년 UC Irvine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인연을 맺은 후 지속적으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 주로 재난 상황 시 발생하는 대규모 장애에 대응

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및 컴퓨팅 시스템에 관련된 내

용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남대에 부임한 이후에는 방학 

기간을 활용한 대학원생 교류 지원 및 대학원생 상호지도 

등과 같은 노력으로 연구실 간 연구협력을 활성화 하려 노

력해 왔다. 대학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공동연구에 할애

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찰나, 연구년 파견을 수행할 수 있

는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뻤다.

이번 파견 연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Smart City 

및 Smart Factory의 주요 기술 요소 중 하나인 IoT 기반의 안

정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법 관련 연구 수행을 계획하였

다. 최근 몇 년간 빅데이터 수집·저장·분석 플랫폼에 대

한 연구 및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며 빅데이터에 활용될 데

이터의 중요성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심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IoT 환경에서 데이터 수

집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흥미롭게도 UC Irvine 연구팀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고 있

었다. 이러한 공통점을 토대로 해당 연구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었다.

파견 연구 기간 매주 목요일 오전에 그룹 미팅에 참석하였는데, IoT 환경에 적용되는 다

양한 문제들에 대한 토의를 할 수 있었다. 주요한 토의 주제로는 재난상황에서 에지 컴퓨팅

을 활용한 IoT 센서 데이터 수집 문제, IoT 센서 데이터의 중요도를 인지하는 네트워크 브

로커 구성 문제, IoT 기반 상·하수도관 모니터링 및 분석 문제, 공공 운송수단을 이용한 데

이터 전달 문제, IoT 환경에서의 이상 징후 검출 문제 등이 있었고, 각각의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입각해 토의를 진행 하였다. 파견연구 기간이 4개월여 남은 현재, 여러 주제 

중 두 가지 세부 주제를 도출해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고, 파견 연구 수행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도출하였다.

미국에서의 파견 연구 동안에는 이전보다 가정에 충실한 

삶을 보낼 수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

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면서 가장으로서 

가족과 조금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가끔 시간이 허락하면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으로 캠핑을 가곤 하였는데, 가족들과 함께 광활한 

사막과 기괴한 암석들 한가운데에서 장작불을 피우며 밤하늘에 펼쳐진 은하수와 별자리 

그리고 별똥별들을 헤아리는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UC Irvine은 전남대에 임용되기 전,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예전

에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학생들은 이제 다른 대학의 교수 또는 기업의 연구원이 되었고, 

새로운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으면 

치열했던 예전의 마음가짐이 떠오르곤 했다.

연구년 파견을 수행한지 어느덧 8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이 시간은 대학에서의 바쁜 생

활을 잠시 뒤로 한 채, 한 발짝 떨어져서 나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으며,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잡는 중요한 시간

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간을 위해 UC Irvine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초청해주신 Nalini 

Venkatasubramanian 교수님, 그리고 함께 치열하게 연구와 토론하였던 DSM 그룹 연구원

들과 방문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능하게 해주신 전남

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연구년,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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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131

산업공학과 동창회

전산과(소프트웨어 전공) 동창회

토목공학과 동창회

전기공학과 동창회

환경공학과 동창회

산업대학원 최고산업전략과정(AISP)  동창회

회 장 정상욱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총 무 이 사 이준웅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회 장 이승안 (주)위드F 회장/순천제일대학, 겸임교수

상 임 이 사 김광헌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총 무 이 사 김동희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 박사

회 장 임용석 다도우체국, 국장

상 임 이 사 주관철 겨레하나(시민단체), 사무국장

총 무 이 사 백   훈 (주)서남엔지니어링, 이사

회 장 주성돈 (주)케파스, 대표이사

총 무 이 사 신병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

회 장 박광영 (주)새우리건설건축사사무소

회  장 최 석
(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회장

오세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정영석 
디자인그룹 금성, 이사

부회장

감  사

한승훈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재무간사

이효원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총무간사

건축학부 동창회

류영국   지오시티, 대표

이상준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박동준  그룹포에이건축사사무소, 대표

정대경  광주광역시 경기시설과장

고성석  건축학부, 교수

장세면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대표 

이순미  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대표 

양병범  목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용욱  광주광역시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  광주광역시 전략산업본부장

최형범  제일구조이엔씨, 대표

김정수  KJ구조기술사사무소, 대표

정명철  (주)에이엠지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

금속공학과 동창회

기계공학과 동창회

회 장 이도재 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명예교수

총 무 이 사 이광민 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회 장 정석우 (주)한국주택, 대표

부 회 장 박형구 대경보스텍, 연구고문

총 무 이 사 박규해 전남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총동문회장 김보곤 [6기]
(주)디케이산업

박종근 [5기]
(주)백두산악

조성민[8기]
에이스포장자재(주)

장유진[7기]
(주)가백

김윤섭[7기]
(주)한영정공

이기태[6기]
광주농협우산지점

김용국[7기]
(주)해송산업개발

감  사

수석부회장

여성부회장상임부회장

사무총장

재무이사



전남대학교 최고산업전략과정(AISP)은 

경영과 첨단기술, 문화예술을 넘나들며 창조적 리더십과 

통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Emerging 
Technology 

Smart 
Management

Creative 
Leadership 

전남대학교 최고산업전략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나십시오

Smart Management
혁신을 통한 기업경영방식을

만나십시오 

· 지식을 통한 지속성장 전략

· 네트워크를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전략

·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되는 스마트폰과 

SNS서비스를 통한 고객과의 지혜로운 

소통

· 가치를 창조하는 차별화 마케팅

· 재무관리와 자산운용 전략

· 회계투명성과 국제회계기준

· 글로벌 기업의 혁신사례

· 창의적인 의사결정 기술

기업의 혁신을 통한
스마트 경영인 배양

Emerging Technology 
새로운 트렌드를 

공략하십시오

·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탐색

· 신흥 IT의 전략적 활용방식

· 스마트라이프 패러다임의 유입에 

   대한 대처능력배양

· 바이오공학, 디자인공학, 에너지공학,

   미디어공학, 모바일공학, 나노공학,

   뉴럴공학, 로봇공학, 사회공학,

   빅데이터분석, 저작물사용 허가표시,

   문화정책 및 산업에 대한 정보습득 및 

전략수립

미래환경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최고의 
산업전략가 배양

Creative Leadership 
조직에 창조적 영감을 

부여하십시오

· 성공CEO의 전략적 이미지경영

· 인물로 살펴보는 경영리더십

· 함께 하는 국가경쟁력, 문화

· 행복한 사람을 위한 마음의 관리

· 사회가 만드는 건축, 건축이 만드는 

사회

· 유연하고 창의적인 직장만들기

· 미래지향의 창의적인 집단 창조하기

· 디자인을 활용한 기업의 성장전략

· 지역전통문화를 통한 자긍심고취

성공적인 이미지 개발 및
리더십을 발휘하는 

CEO 배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최고산업전략과정

• 40명 내외 • 기업체 경영자 및 임원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 공무원
• 주요기관 및 단체임원 
•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분 
• 기타 사회적 덕망이 있으신 분

• 교육연구지원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4호관 209호)

• 전화 062-530-1618  
• 팩스 062-530-1942

문의처모집인원 모집대상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無논문 학위취득 가능
학점이수만으로 학위취득이 가능(30학점)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실용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첨단 멀티미디어 시설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 및 전산 실습 교육의 강화

지역의 산업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으로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이 가능

전공분야별 교과목 수강을 통해 최신의 전문 기술을 습득

본인의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을 통해 실용적인 연구 능력의 함양과 특허출원이 가능

대학원 연구실 공간을 제공하고 일반대학원생들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양질의 연구 활동을 수행

졸업 후 연구와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연구, 과제 수행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참여로 산관학간 연구 네트워크 구축

기업체 임직원(연구소장 등)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체에 직접 도움이 되는 연구주제를 발굴

전문기술관련 분야 근무자로 구성된 대학원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 개발을 위한 실용적인 연구
수행 및 공공기관의 기술개발과제에 공동 참여를 유도 

Tel. 062)530-1607    Fax. 062)530-1942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화학공학/
환경에너지공학/식품·외식학/지역환경자원공학/
친환경농업학/전자컴퓨터공학(계약학과)

전형일정

모집학과

직장인 편의를 위한 야간강의 실시
주1~2회, pm7~pm11

ㅣ전기ㅣ 매년 11월 초 ~ 11월 중순
ㅣ후기ㅣ 매년  6월 초 ~  6월 중순

ㅣ전기ㅣ 매년 12월 초 ~
ㅣ후기ㅣ 매년  7월 초 ~

입학원서 접수기간

                전형일시



기해년, 희망찬 새아침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오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풍성한 기쁨속에

뜻하신 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교직원 일동

2018년은 여느 한 해와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일주일 이상 머무르기 일쑤였

던 겨울이 가고 날이 풀림과 동시에 우리는 역

사적인 남북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목격하였습

니다. 그 감동은 2차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

담으로 숨 가쁘게 이어져 갔고, 드디어 남북 간

의 영구적인 평화와 전면적인 교류가 곧 시작

될 것으로 믿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발목 잡힌 남과 북의 평화 프로

세스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유난히 덥고 

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마지 했습니다. 

『전남공대』 제28호 편집위원회는 가을이 깊

어가는 시점에서 봄과 여름에 느꼈던 뜨거운 

감동을 이어받아 남북 교류의 시대를 대비하

는 공과대학의 미래를 기획 기사로 뽑는데 아

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남북협력 시대를 맞

이하는 전남공대”는 새롭고 평화로운 남북관

계에 대한 우리 대학의 뜨거운 소망을 담고 있

습니다. 하지만 공학자로, 또 교육자로 이에 대

비하는 전남공대의 관심과 자세를 환기시키고 

우리의 기술적, 사업적 기회와 능력을 냉철하

게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특집 기사로는 유래가 없이 빠르게 증가

하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공과대학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자 

했습니다. 고령화 시대와 공학기술은 자칫 관

련이 적어 보이지만 이번 특집기사를 통해 공

과대학이 고령 친화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

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교직원간, 모교와 동문 간 소통의 장

이 되도록 힘써 꾸몄습니다. 공과대학의 역사

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기획은 시간과 지

면이 부족하여 다음 번 『전남공대』 매거진으

로 넘기고자 합니다. 

여느 해와 다름없이 시작하여 벅찬 감동의 봄

과 뜨거운 여름을 보낸 2018년이 저물어 갈 때 

즈음, 『전남공대』 28호의 내용이 완성되었습

니다. 돌아보면 이번 『전남공대』 28호를 기획

하고 원고를 준비하면서 편집위원회 회의는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토론과 양질의 원고를 

만들기 위한 고민과 노력으로 항상 뜨거웠습

니다. 

전남공대 제작에 큰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고성석 학장님과 윤정우, 이정환 부학장님, 지

난 4개월 동안 교육과 연구, 봉사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전남공대 편집을 위해 귀중한 시간

을 내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허수미, 신수임, 

조훈성, 박용일, 박수한 교수님, 그리고 행정업

무와 편집, 출간을 맡아 주신 간사 이미정 조교

와 조희정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씀을 전합니다.

내년 더 새롭고 알찬 『전남공대』 제29호가 탄

생하기를 기대하며, 즐거운 새해 맞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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