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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적인 큰 위기 속에서도, 그나마 차분하게 연구 및 강

의에 온 힘을 다해주신 교수님들과, 소임을 다해주신 공과대학 직

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마음을 모아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을 응원

해주시는 동문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공과대학은 흔들리지 않고 전

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2016년 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 방문평가’에

서 공학교육인증 평가 대상 8개 프로그램 [건축공학, 고분자공학, 기

계공학, 신소재공학, 에너지자원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모두 3년간 인증을 유지하게 되었고, ‘CAMPUS Asia- AIMS 사업(기

간: 4년 6개월, 사업비: 6억 4800만원)’에 선정되어 외국학생들이 

기계공학부, 신소재공학부와 에너지자원공학과에서 수학하고 우리 

학생들이 관련 대학으로 파견을 가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공과대학 내에 대학특성화사업[CK-1] 3개 사업단(팀)이 선정 및 

유지되었으며, 이는 ‘ICT융합 기반 친환경자동차 인력양성사업단’

(기계공학부, 전자컴퓨터공학부, 전기공학과 참여, 2016년 사업비 

약 24억원), ‘지능형 소재・부품 창의인재 양성사업단’(화학공학부, 

신소재공학부 참여, 2016년 사업비 약 9억원)과 ‘차세대 에너지 융

합 특성화 사업팀’(환경에너지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고분자융

합소재공학부 참여, 사업비 약 3억 5천만원)입니다. 또한 ‘여성공학

인재양성[WE-UP] 사업’에도 선정되어 2019년까지 약 21억원의 예

산을 지원받아 글로컬 엔지니어 양성 트랙/젠더혁신 공학교육/코

칭리더십 교과과정 등의 개발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

어 8월에는 ‘대학 ICT연구센터’(센터장: 전자컴퓨터공학부 김진영 

교수)가 개소하여 향후 6년간 총 37억 5,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 도시재난대응 ICT융합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10월에

는 총 사업비 340억원을 투자하여 ‘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센터장 

: 기계공학부 박종오 교수)가 첨단산업단지에 준공되어 의료로봇의 

본산으로서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신소재공학부 김진혁 교

수 연구실에서 ‘GET-Future 연구실사업’ 3단계에 선정되어 향후 3

년간 총 22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태양전지소재 연구

에 매진 할 것입니다.

남정 양동순 동문께서 2억원을 기부하여 ‘남정 양동순 전기전자컴

퓨터공학기초실험실’과 ‘남정 양동순 신재생에너지연구실’을 열어

주시어 동문들의 모교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해 정유년(丁酉年)을 맞아 그간 공과대학 구성원 여러분들

의 성과를 밑거름 삼아, 쉽지 않은 여건 하에서도 전남대학교 공과

대학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공과대학이 전남대학교를 이끌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공과대학 기

획위원회’를 운영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컨설팅하고 다른 공과

대학과의 비교우위도 분석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

과대학 사업단장 협의회’를 운영하여 ‘공학교육혁신센터’ 및 사업단

들 간에 소통을 통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

습니다.

대학구조개혁의 준엄한 회오리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과대

학 구성원들과 열린 소통과 합의의 리더십으로 공과대학을 운영해 

대비해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면서도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과대학의 주요 

결정은 시스템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면

서, 공과대학 구성원들 간의 궁극적인 화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177분의 공과대학 교수님, 6천여 명의 공과대학생 및 3만6천여 동

문 여러분!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이 세계우수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지방거점

대학으로서 역할을 튼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십시다. 

희망찬 새해에 공과대학 가족 모두가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세계우수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지방거점대학으로서 역할을 튼실하게

2017년 2월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장 김 영 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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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 생각은 물리쳐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명(黎明)을 알리는 닭의 힘찬 울음소리가 

국내 상황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희망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 되길 기대합니다.

정유년은 ‘닭의 해’로, 예로부터 닭은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세상

을 불러들이는 ‘빛의 전령’으로 상서롭고 신통력을 지닌, 주력(呪力)

과 벽사(辟邪)적인 힘을 지닌 신성조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한 다섯 

가지 덕(德)을 지닌 동물로 칭송되는데, 즉 닭의 벼슬(冠)은 문(文)

을, 발톱은 무(武)를, 적을 앞에 두고 용감히 싸우는 것은 용(勇)이

며, 먹이를 보고 꼭꼭거려 무리를 부르는 것은 인(仁), 때를 맞추어 

울어서 새벽을 알림은 신(信)이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호초복

(守護招福), 부귀공명(富貴功名), 자손번창을 상징합니다.   

동문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말이 오고가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시

대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은 생각은 물리쳐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

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공과대학 동창회는 그 동안 모교 발전을 위해 모교 보직교수들과의 

간담회, 발전기금 기탁, 공학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각종 행사지

원 등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동창회의 목적인 친목 

도모, 모교 후원, 후진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김영만 공과대학 학장이 우리 대학 재학생들의 취업에 적극 

힘써주실 것을 요청하여 동창회 임원들은 학부・학과 전공 관련업

체에 근무 중인 책임급 동문들과 깊은 유대를 토대로 후배들의 취

업 활동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격변하는 현실 속에 적응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동문 여러분 모

두 자신의 역할과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만 모교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후배들에게는 사기를 충만시켜주는 동문들 서로

가 자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로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현 공과대학이 마주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등 

어려운 대학 운영 현실에 동문인들의 결속을 다지고, 영원한 모교

의 후견 조직으로 모교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길 바랍

니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3만 6천 동문님!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건강한 미

소가 넘쳐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7년 2월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동창회장 정 석 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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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으로	진화한다

지구의 환경은 수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행성 전체에 열기가 

작렬하는 불 지옥이었던 적도 있었고 완전

히 얼어붙어 지표에 생물체가 살 수 없는 

행성이었던 적도 있었다. 바다에서 처음 잉

태되었다고 생각되는 지구의 생물체는 이

렇듯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

여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지느러미를 다리

로 바꾸어 육상으로 이주함으로써 지각변

동으로 인해 포화 생태계가 된 바다를 탈

출하여 새로운 환경으로 진출한 종도 있고, 

다리를 날개로 바꾸어 날아다님으로써 육

상의 경쟁을 피해 하늘을 삶의 터전으로 바

꾼 종도 있다. 이렇듯 오늘날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은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의 몸을 진화시킴으로써 변화하는 지구의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은 승자들이다. 

자연계에서 생물의 진화는 선택과 집중

의 문제이다. 물고기는 팔다리를 포기하

고 유선형의 몸체와 지느러미를 얻음으로

써 수중활동을 위한 최적화를 이루었고, 새

는 가벼운 몸체와 날개를 선택함으로써 하

늘을 무대로 활동하기에 유리한 몸을 갖

게 되었다. 육지의 동물들은 네 발을 가짐

으로써 중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육상에서 

무게 중심을 낮추고 먹이를 추적하거나 반

대로 포식자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신속

하게 달릴 수 있는 기동성을 얻었다. 이렇

듯 자연에서는 한 개체가 모든 것을 다 가

질 수 없다. 하늘을 날면서 수중과 육지에

서 활동할 수 있는 생물체가 없는 것은(아

주 없지는 않다. 가령, 모기유충은 수중에

서 살다가 성충이 되면 날아다닌다든지, 날

치(flying fish)와 같은 물고기나 날다람쥐

(flying squirrel)와 같은 포유류도 어느 정

도 활공비행이 가능하다.) 이것이 매우 비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간의 몸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우선 날개가 없

으니 비행은 포기하고 수중활동에 적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육상에서 두 다리로 

뒤뚱뒤뚱 뛰는 모습이 그다지 날렵해 보이

지도 않다. 게다가, 네 다리 중 두 다리를 포

기하여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척추질환도 생겼고 네 발 짐승에는 없는 심

장병이나 고혈압도 앓게 되었다. 대신 인간

은 두 손을 얻었다. 손을 이용하여 도구를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사고의 깊이가 깊어지

고 뇌의 용적이 커졌다. 즉 인간은 ‘손과 두

뇌’를 집중의 목표로 선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신체구조가 자연에서

는 비효율적이지만 자신이 효율적으로 생

활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자체를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이 개발한 다양한 주거환

경이나 이동수단도 그러한 예이다. 

많은 동물들은 스스로의 몸을 진화시켜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살아남았지만 여기

에는 한계가 있다. 생명체의 진화에는 수천 

년에서 수만 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환경

이 급격하게 변하면 진화의 속도가 따라가

지 못하여 결국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데 이

러한 경우에 생물은 멸종하거나 환경 적응

에 성공한 극히 소수의 돌연변이만 살아남

게 된다. 이러한 대격변에서 살아남은 종은 

대격변 이후의 시대를 지배하게 되는데 빙

하기를 맞이하여 멸종한 공룡 대신 등장한 

포유류가 그러한 예일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 외 생물은 환경변화를 예측하거나 대

비할 수 없으며 그저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

가는 피동적인 존재이다. 이와 달리 인간은 

주변 환경을 인간이 살기 적합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공학의	관점으로	자연을	이해한다

인간은 발달된 두뇌를 이용하여 특정 환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배우며 

공학을 진보시켜왔다. 최근에는 

물고기나 새와 같이 생태계에서 

쉽게 보고 관찰할 수 있는 큰 

개체가 아닌 작은 곤충이나 

미생물을 대상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체의 스케일이 

매우 작아지면 물고기나 새와 

같이 큰 스케일에서 적용되는 

기계공학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세계가 열린다.

Speedo’s Super-Fast, Shark-Skin-Inspired Fastskin Swimsuit 

Is Actually Nothing Like a Shark’s Skin, Popula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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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최적화된 동물의 생태를 자세히 관찰

하고 도구를 활용하여 이를 모방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인간의 이러한 모방은 그저 단순

한 흉내가 아니다. 필자는 기계공학이론을 

동원하여 자연계의 현상을 해석하고 그 원

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생명체들은 각기 독창적인 방법

으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터득

하였는데, 이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가령, 

수중생물체인 물고기는 아가미를 사용하

여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효과적으로 흡

수하고 유선형의 몸체를 가져 물의 저항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지느러미를 사용하여 

수중 기동성을 확보하였다. 가장 빠른 수

중 생물 중 하나인 상어의 수중 속력은 시

속 50km를 넘나든다. 수중에서 이렇게 빠

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표면에 걸리는 유

동저항(drag)이 작아야 한다. 상어는 자신

의 피부를 매끄럽게 하는 대신 굴곡을 주어 

신체를 따라 흐르는 유동이 층류(laminar 

flow)에서 난류(turbulent flow)로 바뀌는 

전이점(transition point)을 늦춤으로써 유

동저항을 크게 낮춘다. 

이렇듯 기계공학이론으로 밝혀진 상어의 

비밀은 항공기의 날개에 적용되어 항공기

가 받는 공기저항을 최소화하여 더 빠르게 

더 멀리 날아가는데 활용되고 있다. 

기계공학은 스포츠에도 응용되어 상어의 

피부와 같이 매우 낮은 저항계수를 가진 수

영복을 개발함으로써 수영선수가 자신의 기

록을 더욱 단축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만재배수량 48,000톤

의 타이푼 잠수함(typhoon class)이 물 위

에서 유유히 떠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아르키

메데스가 발견한 부력의 원리이지만 거대

한 잠수함이 물 속에서 자유롭게 수심을 조

절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가 가진 부레를 

모방한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때문이

다. 잠수함이 깊은 물속으로 잠항할 때에는 

외부의 해수를 밸러스트 탱크 안으로 유입

시켜 부력을 줄여 가라앉고 낮은 수심으로 

부상하려고 할 때는 펌프를 이용하여 밸러

스트 탱크 내에 차있는 물을 외부로 배출시

키면서 빈 공간에 압축공기를 채워 부력을 

얻는다. 

송골매(falcon)와 같은 맹금류는 평소에

는 천천히 하늘을 날면서 먹이를 찾다가 먹

잇감을 발견하면 빠른 속도로 하강하여 포

착한 먹이를 잡는다. 먹이를 찾기 위해 천

천히 하늘을 날 때에는 날개를 크게 펼쳐

서 송골매가 공기 중에 떠있게 하는 양력

(lift force)을 최대로 받는다. 바람의 속도가 

빠를 경우 송골매는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 

만으로도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다. 마치 연

과 같다. 이를 통해 송골매는 꼭 필요한 순

간을 위해 자신의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

하면서 상공에서 대기한다. 높은 상공을 표

류하던 송골매가 먹잇감을 포착하면 최대

한 빠른 속력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날개를 움츠린다. 날개를 움츠리면 양력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송골매의 전면에 작용

하는 항력(drag force)도 감소하므로 속력을 

높일 수 있다. 

미 해군(U.S. Navy)의 F-14는 이러한 송골

매와 닮았다. 함재기인 F-14는 항공모함에서 

위 : Wikipedia.com / 아래 : F-14 Tomcat, United States of America, Air force technolog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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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진하여 적 항공기로부터 항공모함을 방어

하는 전투기이다. F-14는 자신의 모함 근처

에 적 항공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시간 

하늘을 날면서 경계태세를 취한다. 바다에서

는 비행기가 착륙할 것이 항공모함뿐이므로 

이러한 초계비행을 할 때는 연료소모를 최

소로 하기 위해 송골매와 같이 날개를 활짝 

편 채로 비행한다. 공기가 희박하여 양력을 

얻기 어려운 높은 고도에 오르고자 할 때도 

역시 날개를 활짝 편다. 그러나 적을 포착하

거나 모함으로부터 적기를 요격하라는 지시

가 떨어지면 날개를 접고 고속으로 비행할 

수 있다. 공기밀도가 높아 쉽게 양력을 얻을 

수 있는 저고도로 적진에 침투할 때에도 날

개를 접고 비행한다. 

자연으로부터	배운다

이처럼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배우며 공

학을 진보시켜왔다. 최근에는 물고기나 새

와 같이 생태계에서 쉽게 보고 관찰할 수 

있는 큰 개체가 아닌 작은 곤충이나 미생

물을 대상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체의 스케일이 매우 작아지면 물

고기나 새와 같이 큰 스케일에서 적용되는 

기계공학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세계

가 열린다. 물 속에 사는 짚신벌레의 운동

모습을 살펴보면 같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

와는 전혀 다른 동작으로 움직인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짚신벌레에는 물고기의 지

느러미나 새의 날개가 없고 섬모가 나 있어 

섬모운동(ciliary movement)을 하면서 꾸

물거리면서 움직인다. 난자와 결합하여 생

명을 잉태하게 하는 정자는 하나의 긴 꼬

리(filament)를 이용하여 힘겹게 몸부림 치

면서 이동한다. 이와 같이 미생물이 섬모나 

꼬리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것은 미생물이 

느끼는 물 속은 우리가 느끼는 물이 아닌 

벌꿀과 같은 끈적이는 높은 점성을 가진 세

계이기 때문이다. 모기나 파리와 같은 곤충

이 비행기나 새와 달리 매우 다양한 비행능

력을 가지는 것 역시 이들이 느끼는 세계가 

인간이나 새가 느끼는 세계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에 자연으로부터 배워왔던 기계공학

이 주거환경이나 탈 것의 개발에 주로 응용

되어왔다면, 최근 기계공학자들은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데 주목하고 있다. 가령, 세

포를 모방한 의료용 로봇의 개발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완보동물(tardigrada)의 일

종인 곰벌레(water bear)의 수명이 150년

이 넘는다는 것은 생물학자의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지만 이 생물이 150도 이상의 

고온 환경이나 1,000기압도 넘는 초고압

의 환경, 그리고 유독한 방사능으로부터 살

아남는다는 것은 기계공학자에게도 큰 관

심을 갖게 한다. 왜냐면 인간이 기술개발을 

통해 이러한 곰벌레의 능력을 갖게 된다면 

난치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인간의 생활터

전을 깊은 바다나 우주로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학문은 관찰로부터 시작한다. 관찰 

다음에는 모방이다. 이는 갓 태어난 어린 아

기가 하는 행동과 비슷하다. 모방에 익숙해

지게 되면 거기에 자기만의 살을 덧붙여 응

용하고 도약하게 된다. 어려운 공학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오래 전 우리의 선조들이 

그리하였듯이 다시 한 번 자연으로 눈을 돌

려 관찰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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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

인류문명은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을까? 물론 생각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재료가 그 시대에 주로 사

용 되었는가에 따라 시대를 구분 지을 수 

있다. 석기시대에는 단단한 ‘돌’의 특성을 

이용하여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청

동기 시대에는 녹는 점이 낮은 구리와 주석

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돌보다 더 단단

한 ‘청동’이라는 금속 무기를 주로 사용하

였다. 철기시대에는 경도가 더 높고 매장량

이 많으며 다양한 성질을 만들어 낼 수 있

는 ‘철’을 주로 이용하여 다양한 도구로 활

용하였다. 이처럼 재료는 인류문명의 변화

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를 어떤 재료의 시대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아직

도 철기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 철은 각 종 건축의 

구조재료, 자동차, 선박, 기계 및 도구 등 산

업 전반과 생활 용품에서 전방위적으로 활

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의 철

기시대를 살았던 인류의 삶과 현재의 철기

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의 삶은 완전히 다르

다. 왜냐하면 철의 활용이 점차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물건들

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됐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먼저 자

동차나 기차, 비행기와 같은 운송수단의 탄

생으로 인해 과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던 

거리를 이제는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TV, 냉장고, 컴퓨터와 같

은 다양한 전자제품의 탄생은 우리의 일상

생활의 패턴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주거공간의 탄생은 가

족의 모습을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에서 핵

가족 중심으로 변화시켰다. 과거에는 공상

과학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던 지문인

식이나 홍채인식 등의 최첨단 기술을 탑재

한 휴대전화 같은 제품들이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산업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산업의 탄생은 각 산업의 

특수한 목적에 맞는 새로운 

성질을 가진 재료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이로 인해 재료의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결국 

이는 기존의 다양한 재료가 

가지고 있는 물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형을 통해 

새로운 특성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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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같은 철기시대라고 할지라도 현

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과거와 

비교해 크게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

화는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

게 급속도로 발전, 변화하는 시대에서 재료

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아주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해 왔고 앞으로 미래의 인류 발전

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

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의 삶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좋은 재료, 생활을 편

리하게 해주는 재료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재료의	이해와	발전

산업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산업의 탄생

은 각 산업의 특수한 목적에 맞는 새로운 

성질을 가진 재료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이로 인해 재료의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

는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결국 이

는 기존의 다양한 재료가 가지고 있는 물성

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형을 통해 새

로운 특성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재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물리, 화학적 현상들

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인 이해가 절대적으

로 필요하게 되었다. 

재료에 대한 거시적 이해란 재료의 특성

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나타낸다. 금속의 경

우를 생각해보자. 금속은 두드리면 펴지고, 

잘 늘어나며 또한 전기가 잘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필요로 하는 

곳에 금속을 사용하기 위하여 1000도가 넘

는 고온에서 금속을 녹인 후 원하는 모양대

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 때, 금속을 안전하

게 녹이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속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그 형태와 강도를 유지하며 

화학적 작용 등에도 견딜 수 있는 재료가 

필요했고, 그로 인해 내화물 산업이 발달하

였다. 결과적으로 점차 더 높은 온도에서 다

양한 금속들을 녹일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금속 재료를 이용하여 기

계나 건축, 조선 등과 같은 거시적인 구조물

을 만드는 것이 과거 우리의 주된 산업이었

다. 따라서 1970~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주축을 이루던 산업들은 재료들의 거시적 

특성을 이용한 산업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재료의 거시적 특성만을 

이용해서 다양한 산업에서 원하는 특성을 

갖는 재료를 만들어 내는 기술은 한계점에 

이르게 되었다.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 미래

우주산업, 에너지산업 등 여러 산업들은 각

각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마다 특성에 맞

는 새로운 재료의 공급을 계속해서 요구하

고 있다. 미래우주산업의 경우 우주와 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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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에서도 재료가 원래 가지고 있는 특

성의 변화가 크지 않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재료들이 필요하다.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막기 위

해 대두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산업은 햇

빛, 바람, 물, 지열, 강수 등을 에너지로 전환

시킬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재료를 요구하

고 있다. 의료분야의 성장은 인공장기 또는 

다양한 의료 측정기기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재료의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들에 요구되는 특성

을 갖춘 재료의 개발은 거시적 특성만을 이

용해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래의 산업

들에 요구되는 특성을 갖춘 첨단 재료를 연

구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미시적 특성에 대

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재료의	미시적	특성

재료의 미시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먼저 재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물질

은 구성원소들인 원자들의 특정한 배열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 때, 원자들이 어떠한 

배열을 갖는가에 따라 물질의 성질이 결정

된다. 따라서 원자들의 구조를 이해하고 관

찰하는 것이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는 첫번

째 과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시세계를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 원자들의 구조

와 배열, 그리고 그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결함에 대해 관찰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현미경이 개발되어 다양

한 현상을 분석 관찰하는 것이 가능해졌

다. 먼저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광학현미경

이 개발되었으나 가시광선의 파장이 너무 

길어 angstrom 단위의 원자들의 배열을 정

확히 관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가시광선 대신 전자를 이용한 전자현미경

이 개발됨으로써 단백질과 같은 작은 구조

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현미

경은 아주 얇은 시편을 진공속에서만 관찰

할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자현

미경(AFM)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나노 크

기 측정뿐만 아니라, 자르고 끊고, 옮기는 

등 나노 재료를 조작하는 도구로도 다양하

게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사전자현미

경(SEM), 투과전자현미경(TEM), 투사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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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현미경(STEM)과 같은 다양한 현미경

들이 재료의 표면 및 내부 구조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다.

비록 다양한 현미경들이 개발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원자단위에서 재료들의 배열

을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재료

의 크기가 나노 사이즈만큼 작아지면 재료

들은 원래 가졌던 성질과는 다른 새로운 특

성이 발현되는데, 이를 양자제한효과라고 

한다. 이는 재료가 원래 가지고 있던 3차원

적인 원자배열에서 저차원으로 원자배열

이 변형되면서 나타나는 전자 구조나 성질

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금은 노란색을 띄지만 나노 사이즈만

큼 작아지면 붉은색을 띈다. 또한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표면반응 속도가 현저하게 증

가하기도 한다. 이처럼 재료의 성질은 원자

의 종류, 크기와 배열 등에 따라 변화가 급

격히 발생하므로 원자단위에서 재료를 관

찰, 분석하는 것은 재료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전산재료과학의	중요성

비록 현미경을 사용하여 재료의 배열을 

원자 단위에서 관찰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

하지만 컴퓨터의 발전은 시뮬레이션을 이

용하여 원자의 배열 및 변화의 예측을 가능

하게 하였다. 특히 제 1원리 계산기법은 양

자역학의 근본 원리인 Schrödinger 방정식

을 풀어서 물질이 갖는 전자구조를 예측함

으로써, 원자단위에서 구성원소들이 갖는 

특정한 배열이나 구조로 인해 나타날 수 있

는 성질의 변화를 예상한다. 특히 최근에는 

범밀도 함수론(DFT)이라는 계산기법을 이

용하여 Schrödinger 방정식을 더욱 효율적

으로 풀어내면서, 실제 실험으로는 알아내

기 어려운 나노스케일에서의 원자 반응이

나 변화를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

다. 최근에는 이러한 계산기법을 분자동역

학이나 Monte Carlo 등과 같은 다양한 계

산기법과 접목하여 단순 물성계산 뿐만 아

니라 재료의 시간에 따른 변화나 확률적

인 배열 분포를 이해, 예측하게 되었다. 이

렇게 물질의 성질이나 배열, 그리고 시간

에 따른 변화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자단

위에서 관찰해내는 학문이 전산재료과학

이다. 과거에는 새로운 재료의 물성을 예측

하고 이해하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만 가능

하였지만, 이제는 실험뿐만 아니라 컴퓨터

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원자나 

전자 단위에서 나타나는 재료의 성질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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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특성에 맞는 최적

화된 재료의 개발을 위해서 전산재료과학

의 역할이 점차 증대될 것이다. 

전산재료과학의	가치와	효율성

만약 새로운 산업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물성을 갖는 재료를 찾는다고 가정해 보자. 

기존의 실험 방법은 다양한 조합군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합을 직접 다 합성해야 한

다. 만약 합성이 잘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합성법을 개발해야 하고, 다양한 장비나 처

리기법을 적용하여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

아내야 한다. 합성이 성공적으로 된 후에는 

만들어진 재료를 장비를 이용하여 물성을 

측정해야 하고 만약 잘 측정되지 않는다면 

측정 장비를 재설정하거나 교체 또는 새로

운 측정 장비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물질의 

물성을 파악해야 한다. 만약 새로운 물질이 

산업에서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

다면 아쉽게도 다른 조합을 이용하여 반복

적인 과정을 통해 원하는 신소재가 만들어 

질 때까지 실험을 반복해야한다. 이런한 전

통적인 실험 방법으로 새로운 물질을 만드

는 것은 trial and error 과정에서 많은 시간

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반면에 제1원리를 이용한 계산기법은 직

접 재료를 합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연

구 방법보다 재료의 비용 측면에서 손실이 

적다. 또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양자역학 

기반의 제1원리를 계산하여 새로운 물질

의 물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조

합을 동시에 실험해 볼 수 있으므로 물질의 

합성에 요구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셈이 된

다. 따라서, 이러한 전산재료과학을 적용해

서 신소재를 개발하는 것은 기존의 실험 방

법에 비해 trial and error 과정에서 요구되

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신소재 

개발이 가능하다. 

 최근 삼성전자가 이번 년도 10월에 업계 

최초로 10나노 핀펫 공정 양산을 발표하였

다. 삼성전자의 10나노 로직 공정으로 인해 

기존의 14나노 1세대 대비, 성능은 27% 개

선하고, 소비전력은 40% 절감했으며, 면적 

효율은 약 30% 향상되었다. 이처럼 현재 

산업에서 나노 소재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실험을 통한 물성의 예측은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

대 사회에서 전산재료과학은 나노 소재의 

물성을 원자단위에서 정확하게 예측함으

로써 궁극적으로 새로운 소재 개발에 큰 역

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전산재료과학은 

나노 소재의 물성을 

원자단위에서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새로운 소재 개발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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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빨라지는	기술혁명	속도

미래란 과거, 현재와 함께 시간 구분 개념 

중 하나로 현재의 다음 시간을 말하며 아

직 일어나지 않은 예측 불허한 시간을 말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로부터 사회에는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았고,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즐거운 주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주제들은 영화화되거나 책으

로 출판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영화나 책의 

내용은 기술 발달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 

1989년 영화인 “백투더퓨처2”를 보면 주인

공이 타임머신을 타고 2015년 미래사회로 

가는 내용이 나온다. 물론 영화의 2015년 

미래사회 분위기는 우리가 겪었던 2015년

의 사회 분위기와 다소 다르지만, 부분부분 

실현된 내용도 있다. 실현된 내용들은 대

부분 IT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장치 및 서

비스들로, 사람들이 전자안경을 쓰고 다니

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구글 글래스나 오

큘러스 리프트와 같은 HMD(Head Mount 

Display)로 실현되고 있으며, 영화보다 훨

씬 세련된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기

능이 제공되고, 공중 비행하며 취재하는 카

메라는 드론으로 현실화 되었다.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 또는 발전은 

기술혁명과 연관 지을 수 있다. 기술을 기

술적 프로세스, 방법, 지식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라 정의 할 때, 기

술이 경제나 사회에 가시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능력이 크게 변하게 되는 사건을 기술

혁명이라 말한다. 소위, 간단한 도구의 발

명, 언어와 문자의 발명, 공학과 건설 방법 

등이 오래 전의 기술혁명이라 말할 수 있

다. 경제학자 대니얼 스미훌라는 보편적 기

술혁명을 금융-농업혁명(1600-1740), 산

업혁명(1780-1840), 2차 산업혁명(1880-

1920), 과학기술혁명(1940-1970), 정보통신

혁명(1985-2000), 클라우드 및 모바일혁명

(2000-2015)의 6가지 혁명으로 정리한다. 

금융-농업 혁명에서는 금융 인프라와 주

식시장의 창설 그리고 효율적 경작법의 개

발을 통해 상업 발전 및 금융망을 형성하였

다. 산업혁명에서는 철과 석탄연료 증기기

관의 발전을 통해 기계효율성을 크게 증가

시켜 산업의 기틀 자체를 바꾸었다. 2차 산

업혁명은 석유를 이용한 철강과 화학물질

의 대량생산 그리고 교통이나 전기를 위한 

망의 확장 및 초기 전화망의 구축 등이 중

심이 되어 사회를 변화 시켰다. 이후, 아날

로그 및 디지털 신호처리 장치, 컴퓨터, 그

리고 이러한 장치들의 연결과 원격제어를 

위한 초창기 디지털 정보 통신망 등의 개발

이 중심이 된 과학기술혁명이 있었다. 정보

통신혁명에서는 인터넷, 디지털정보 및 서

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광대역 접속망, 

장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을 지

원하는 초창기 이동통신 등이 중심이 되었

고, 클라우드 및 모바일 혁명에서는 범세계

적 클라우드 인프라의 개발, 인류의 생활방

식에 이동성과 분산성을 지원하기 위한 스

마트기기와 광대역 이동통신망의 발전이 

중심이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앞선 세 번의 기술혁명은 

약 300년에 걸쳐 발생하였으나, 뒤의 세 번

의 기술혁명은 10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속도의 차이

는 새로운 기술들을 연결하고 경제적 사회

적 변화를 주도하는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속도와 연관 지을 수 있다. 1900년 초반 2

차 산업혁명까지는 정보의 공유를 위한 네

트워크에서 속도, 용량, 표현 등의 제약에 

따라 기술과 시장에서 관련 장치 및 도구들 

간의 상호연결성 및 상호의존성이 높지 않

았다. 하지만, 1990년부터 시작된 인터넷 

시대를 기점으로 기술의 연결성 및 의존성

은 가속화되었고, 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영화 백투더퓨처 2 장면 캡쳐

http://images.kbench.com:8080/kbench/article/  

2016_01/ vr_machine/omni.jpg

텔레컨퍼런스

http://www.omecca.co.kr/default/img/business/

img_sample2_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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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명이 발생하는 주기가 빨라졌다.

인터넷 시대는 알고 있는 URL(Universal 

Resource Locator)을 브라우저에 입력하

여 인터넷 상의 콘텐츠를 발견하는 기능과 

함께 본격적으로 개막되었으며, 이러한 기

능은 곧바로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미지의 

콘텐츠 발견 기능으로 최적화되어 Google, 

Yahoo, Naver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을 탄

생시켰다. 이는 다시 개인 콘텐츠의 공유로 

발전하고 이러한 공유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에 대한 요구 없이 이루어지며 음악・영화・

도서・언론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후, 

무분별한 콘텐츠 공유를 제한하기 위해 멀

티미디어 콘텐츠 디저털 저작권이 강화되

었고, 인터넷을 통한 상품 거래 기능 강화 

및 전자상거래가 시작되었다. 또한, 소셜 미

디어상의 개인 의견 및 사진 공유가 활성화 

되고 모바일 기기 사용이 보편화 되었다. 

방대한	네트워크,	사물	인터넷	시대

이러한 인터넷의 성장은 사람뿐만 아니

라 디지털화된 사물까지도 연결하게 되

었고, 이러한 기기들이 방대한 네트워크

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시대를 열게 되었다. 공장이나 창

고 또는 트럭, 선박, 비행기 안의 모든 소재, 

부품, 완성 제품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고, 

또 배송 경로의 상태나 각 매장의 실시간 

재고량, 결제 금액이나 현금 보유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다. 

다양한 정보 및 기기들에서 지속적인 피드

백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 되고 이 정

보나 데이터를 지식 또는 지능형 프로세스

로 변환 시킬 수 있다면, 하나의 명령으로 

전체 제조 공정이나 서비스를 최적화 할 수 

있다. 즉,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말하였

던 기존의 모든 기계들과 기술들을 이용한 

새로운 조합 각각을 새로운 첨단 기계라고 

간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고려하면, 사물

인터넷에 저비용으로 연결된 기계 및 기술 

개체의 산술적 증가로 인해 새로운 첨단 기

계 및 기술 개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발달과 연결된 사람이나 기

기의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도처에 존재

하는 데이터를 구하거나 사람 간 또는 기

기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

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

다. 고대,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데이터 수

집은 음성 언어로 이루어짐에 따라,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 지역성이 데이터 수집

에 큰 장벽이었다. 문자 언어의 개발은 이

러한 데이터 수집의 지역성을 해소 시켰고, 

활자와 인쇄술과 같은 기술혁명을 통해 데

이터 생산 비용을 크게 낮추었다. 전신과 

http://cdn.makeuseof.com/wp-content/uploads/2016/09/internet.jpg?9472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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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의 개발은 먼 거리 사이에서 실시간 대

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과 같은 대규모 멀티미디어 통신의 개

발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병렬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능력을 강화시켰다. 또

한 컴퓨터의 발달과 전자기기의 발달에 따

른, 데이터 기록 방법의 발달 및 데이터 전

송 방법의 발달은 데이터 수집의 글로벌화

를 가속화시켰다.

공익성,	기술진보가	만든	빅데이터

오늘날, IP 네트워킹과 인터넷의 개발에 

따라 데이터 통신의 글로벌 규모, 실시간

성, 장소독립성, 대규모 병렬성 등이 극대

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웹페이

지를 만들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품 홍

보를 할 수 있고, 스키장으로 출발하기 전 

스키장의 모습을 원격 카메라로 미리 확인

할 수 있다. 이렇듯,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

든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어떤 사물이

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전 세계

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

오늘날, IP 네트워킹과 인터넷의 

개발에 따라 데이터 통신의 글로벌 

규모, 실시간성, 장소독립성, 

대규모 병렬성 등이 극대화되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어떤 

사물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다. 또한, 한때 사적으로 소유하여 고가로 

판매되었던 금융시장 데이터, 기상 데이터, 

지도 및 위치 데이터, 주택 데이터, 여행 데

이터, 상품 가격 데이터, 개인 선호사항 데

이터 등의 다양한 데이터들은 인터넷을 통

해 수집될 수 있는데, 이는 소위 무료 서비

스라 불리는 새로운 경제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

는 사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나 행위 추적 데

이터 등의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클릭 형태 

및 횟수와 쿠키정보 교환과 같은 기술을 통

해 수집하고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무료

로 제공하는 것이 합의되었다는 것이다. 이

러한 데이터의 수집은 임의의 장소에서 저

비용으로 데이터를 통신하는 네트워킹 기

술의 발달과 결합되어 거대한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기틀이 되었다.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

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

는 비정형 데이터의 집합을 말한다. 1800

년대에는 1킬로바이트(103)가 빅데이터였

고, 1960년대에는 1메가바이트(106)가 빅데

이터였다. 오늘날에는 수 페타바이트(1015)

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

하고, 수십 제타바이트(1021)의 데이터가 인

터넷 상에 퍼져있다. 빅데이터는 빅테이블, 

HBase, 카산드라와 같은 대규모 저장 용량 

방안, 구글 맵리듀스, 하둡, 스파크와 같은 

병렬 데이터 분석을 위한 분산처리 방법론, 

대량의 디지털 데이터에서 내재된 정보를 

추출하고 고유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데

이터 상관관계 분석 능력 등을 포함하는 빅

데이터 방법론을 통해 의미 있는 데이터로 

소형화 되어 사용자들에게 제공된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소형화는 데이터의 

지식화와 관련된다. 즉, 데이터는 관찰을 

통해 실제로 수집되고, 데이터 사이의 관계

http://www.truste.com/events/iot/wp-content/uploads/2014/07/the-internet-of-thing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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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여 정보를 생성하게 되며, 생성된 

정보의 의미를 기술하는 모델을 정립함으

로써 지식을 생성한다. 이러한 빅데이터 방

법론을 통한 데이터의 지식화 추세는 신경

망(Neural Network) 기반 학습 및 심층 학

습(Deep Learning) 등 인공지능의 능동적 

지능학습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알파고,	디지털	닥터	등	인공지능	강화

초기 인공지능연구의 목적은 주어진 문

제에 대한 인간 수준의 이해를 목표로 하였

다. 하지만, 빅데이터 입력을 이용한 심층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이 사람이 흔히 수행

하는 정도의 경험적 또는 직관적 판단을 하

는 수준을 넘어 점점 더 복잡한 문제를 반

복적으로 해결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

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분석의 예로, 알

파고(AlphaGo)가 이창호 9단의 바둑대국

에서 알파고가 이긴 사건이나 구글에서 개

발한 당뇨병 망막증 식별 프로그램이 전문

가들과 비슷한 진단을 내린 사건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

능이 사람을 대체한다.”라는 주장을 펼 수

도 있겠지만, 이는 약간 과장되어 있다 할 

수 있다. 보다 현실성 있는 주장은 인공지

능 기술은 불완전한 지식을 보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인간의 사고력 및 지능을 

강화시키는 “증강지능”으로 활용된다는 것

이다. 알파고는 바둑의 대가이지만 추가적

인 데이터 입력 없이 바둑이 아닌 다른 게

임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당뇨병 망

막증을 식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여 

당뇨병을 치료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알파

고의 주된 알고리즘에 알맞은 데이터를 넣

어준다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

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하고, 당

뇨병 망막증 식별프로그램은 당뇨병 치료 

프로세스를 간소화 시킬 수 있다. 즉, 증강

지능은 인간 개인의 기능이나 지식을 보완

하고 의사결정이나 지식획득을 보조하게 

된다.

https://www.xperiology.com/wp-content/uploads/2015/10/bigstock-Big-data-concept-in-word-tag-c-4992231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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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준 사고를 위한 교육방법의 분류를 

난이도 순으로 나열하면 암기, 이해, 응용, 

분석, 평가, 창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정보

의 기억 및 회상에 집중하는 암기 기술의 

경우 네트워크로 연결된 저장장치들로 구

성된 정보서비스 및 검색서비스를 통해 제

공될 수 있다. 여러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

는 데이터간의 상관관계를 해석하여 정보

를 생성하는 이해와 응용 기술의 경우 빅데

이터 방법론을 도입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

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정보에 관한 상황

을 반영하는 분별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

한 분석 과 평가는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의사결정 서비스들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새로운 개념과 사고의 합성능력을 말하는 

창조 기술을 위해 앞서 말한 다양한 서비스

들이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네트워크, 빅데이터 그리고 

증강지능으로 변해가는 사회의 한 중심에 

서 있다. 수학, 과학, 공학 등의 기초 원리를 

발견한 이래 인간의 사고 방법을 증강시킬 

수 있는 도구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점에

서 인간이 암기나 이해만 하는 기술을 갖추

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필요한 것은 다양한 

방면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왜?” 라는 

질문을 이끌어내는 능력과 이에 대한 대답

을 하기 위한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다.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준비를 충분히 한다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한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만연

한 사회 보다는 인류의 지능이 한 단계 발

전된 미래 사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암기나 이해만 하는 기술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필요한 

것은 다양한 방면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왜?” 라는 질문을 

이끌어내는 능력과 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한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다. 

http://famaschool.com/MondoBrain/images/augmented-intelligence-careers/MondoBrain_Careers_1000x46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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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세계의 큰 흐름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을 접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 해야 할 

전망 중 하나는 ‘21세기는 생물공학의 시

대’, 혹은 ‘21세기는 바이오의 시대’라는 것

이다. OECD에서는 “The Bioeconomy to 

2030”이라는 보고서에서 2030년경 바이

오경제 시대가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

다. 즉, 지금부터 불과 십여 년 후에는 생물

공학기술이 결정적인 기반기술이 될 것이

며, 생물공학기술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변화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저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도 

‘부의 미래’라는 저서에서 우리의 삶의 기

반을 근본적으로 바꾼 변화의 패러다임을 

언급하면서 생물공학이 농업혁명, 산업혁

명과 정보화혁명을 이은 제 4의 물결을 이

끌 것이며, 세계는 생물공학 기반의 바이오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생물공학(biotechnology)라는 단어는 헝

가리의 공학자인 Karoly Ereky에 의하여 

1919년에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온라인 백

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는 ‘생물공학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물체와 

생명과학 기술을 적용, 응용하는 기술’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물공학기술은 생각

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류는 신

석기시대였던 BC 5000년 경 부터 빵이

나 치즈와 같은 발효식품을 만들거나, 곡

물과 과일을 이용하여 술을 빚는 등 식생

활 분야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생물공학기

술을 활용해 왔다. 과거 기본적인 삶의 조

건인 식생활을 보다 더 풍요롭게 영위하

기 위하여 활용되었던 생물공학 기술은 현

재 상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

되고 있는데, 이는 EU의 2005년 ‘제 12회 

European Biotechnology Congress’부터 

각 분야를 대표하는 다양한 색깔들로 표

현되기도 한다. White (industrial, 산업), 

Red(medical, 의학), Green(food, 식품), 

Blue(environment, 환경)의 4가지 색깔로 

생물공학의 기본적인 응용 분야를 나타낸 

것을 시작으로, 현재 학계에서는 의학, 산

업, 영양, 해양, 농업, 생물 정보학, 바이오테

산업 생물공학은 석유자원의 

고갈이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강조되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매스 활용과 

생물공정의 도입을 통한 산업 

생물공학 제품의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바이오연료, 바이오케미컬, 

바이오플라스틱과 같은 산업 

생물공학 제품 생산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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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와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광범위한 생물

공학의 분야를 표현하는 데, 색깔을 도입하

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생물공학의 분야 

중 미래에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생

각되는 산업 생물공학(white/industrial 

biotechnology)과 의약 생물공학(red/

healthcare biotechnology)의 현실과 이들

이 가져다 줄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생산	과정에서	응용되는	기술	산업	바이오

White Biotechnology(바이오화학 또는 

산업바이오)란 산업 생산과정에서 응용되

는 생물공학 기술을 통틀어 말하는 개념이

다. 즉, 당, 유지와 같은 탄수화물을 기본으

로 하는 식물원료 자원은 물론 석유원료 유

래의 물질을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나 효소

를 이용한 생촉매 전환과 같은 생물학적 공

정을 통해 고분자, 화장품, 섬유, 제지, 세제, 

에너지・연료 등을 생산하여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석유기반 화학제품을 

대체하는 생물공학의 분야를 말하며, 이러

한 분야에 속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 

바이오화학 산업이다. 바이오화학 산업의 

원료가 되는 물질인 바이오매스(biomass)

는 동물과 식물, 미생물의 유기물 총량으로 

직접 연소시키거나 열분해 혹은 발효 과정

을 통해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포괄적으로는 에너지 전용의 작물

과 나무, 농산품과 사료작물, 농작 폐기물

과 찌꺼기, 임산 폐기물과 부스러기, 수초, 

동물의 배설물, 도시 쓰레기, 그리고 여타

의 폐기물에서 추출된 재생 가능한 유기 물

질 전체를 바이오매스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바이오화학 산업에는 석유 유래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리파이

너리(refinery)라는 개념에 대응하는 바이

오리파이너리(biorefinery)라는 개념이 있

다. 이는 기존에 석유나 화석원료에서 얻던 

각종 제품을 바이오매스나 생물학적 공정

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첨단 생물공학 기술

을 의미한다. 바이오리파이너리는 기존에 

사용되던 석유기반의 자원 대신 바이오매

스를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석유에 대한 의

존도를 줄이고, 나아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억제하여 온실가스를 비롯한 각종 환경오

염물질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리파이너리가 석유화학기반의 리

파이너리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

는 바이오슈가(biosugar)의 사용이다. 석

유화학 기반의 리파이너리에서 석유유래

의 나프타가 기본 원료가 된다면, 바이오매

스 기반의 바이오리파이너리 분야에서는 

탄수화물 유래의 바이오슈가가 기본 원료

가 된다. 바이오슈가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의 이화학적 혹은 생물학적 처리로 얻을 수 

있는 포도당(glucose) 위주의 C6당과 목

당(xylose) 위주의 C5당을 주성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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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면서 다양한 미생물 발효에 탄소원으

로 직접 사용 가능한 발효당(fermentable 

sugar)을 의미하며, 식용 바이오매스로부

터 제조되는 일반 당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생물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미생물 배

양을 수단으로 하는 바이오화학의 기초 원

료로, 기존의 발효용 전분당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바이

오화학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바이오화학물질 등의 분야

에서 바이오슈가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증

가하고 있다. 특히, 코카콜라, 펩시, 하인즈, 

P&G, 도요타, 소니, HP 등 다양한 분야의 

선도 기업들이 자사의 용기나 부품의 일부

분에 바이오매스기반의 제품을 채택하기 

시작한 것을 시작하였고, 앞으로도 바이오

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로서 바이오슈가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

이오슈가는 좁게는 비식용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므로, 식량자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전분당을 대체할 수 있는 탄소원이며, 넓게

는 바이오슈가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물질

의 다양성 측면에서 에너지와 화학산업의 

기초 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유의 

가치에 비견된다. 최근 에너지 이외의 다양

한 분야에서 적용 될 수 있는 바이오슈가

의 가치를 인식하고 바이오슈가의 상업화

를 표방하는 기업과 바이오슈가 제조기술

을 판매하려는 기술개발 기업이 미국을 중

심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으

로 Virdia, Renmatix, Bluefire, Proterro 및 

Sweetwater Energy를 들 수 있다.

이산화탄소,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의 증

가로 인한 기후변화와 전 세계적인 환경 규

제에 대응 하고, 석유자원의 고갈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현

재 바이오화학 산업은 전 세계적인 메가트

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선진국을 중

심으로 바이오화학 관련 산업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중이며, 그 중 미국은 바이

오화학분야가 가장 앞선 나라라고 할 수 있

다. 미국은 자국의 풍부한 바이오매스와 연

구개발 능력을 활용하여 이미 많은 기업들

이 바이오화학제품의 상업화에 도달한 상

태이다. 또한 향후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존 기업들 간의 경쟁보

다는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

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정책을 지원하

면서 바이오경제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달리 주로 재생 가

능한 자원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바이오화

학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아직까지 대다

수의 정책이 에너지 분야와 바이오매스 개

발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바이오화

학제품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

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늘

리고 있다. 한편, 일본은 교토 의정서의 주

도국으로서 이산화탄소 저감 및 자원재활

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바이오화학

제품 중에서도 특히 바이오플라스틱에 관

심이 많아 1990년 초부터 생분해성 플라

스틱제품 보급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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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바이오매스유래 플라스틱의 

이용확대를 추진하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정부조달품목에 포함시키고 각종 

행사에서의 사용 및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

술, 시장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 및 일

본에 비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

이다.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추어 국내외

의 많은 기업들이 산업 생물공학 관련 산

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격적으

로 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산

업 생물공학은 바이오연료, 바이오고분

자, 산업용 효소 및 시약류, 연구・실험용 

효소 및 시약류, 바이오화장품 및 생활화

학 제품, 바이오농약 및 비료등과 같이 다

양한 산업과 제품의 생산에 기여하고 있

다. 최근, DuPont, Shell, Cargill, Braskem, 

Solvay, BASF, TATE & LYLE등과 같은 거

대 화학기업과 국내의 CJ, SKinnovation, 

GScaltex, 대상 등은 바이오연료, 바이오

케미컬 개발을 위하여 바이오매스를 원료

로 하는 integrated cellulosic biorefinary

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는 최근

까지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부탄올 등 바이오에너지 제

조를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cellulosic 바

이오알콜의 시장이 열리기 전에 파일럿 플

랜트 규모의 생산시설을 가동하면서 바이

오매스로부터 사료, 비료, 비타민, 특수 바

이오소재 등 다양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

는 바이오리파이너리 기술의 개발과 기술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Inbicon, Borregaard, Catchlight Energy, E 

I duPont, Iogen Energy, Kao Corp, New 

Oji Paper, Novozyme A/S등의 회사를 들 

수 있다. 

산업 생물공학은 석유자원의 고갈이나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측면이 매우 강조되

는 분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는

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매스 활

용과 생물공정의 도입을 통한 산업 생물공

학 제품의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

로 바이오연료, 바이오케미컬, 바이오플라

스틱과 같은 산업 생물공학 제품 생산의 경

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화학 산업

의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

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원료나 공정에

서 오는 장점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

물질의 생산성, 물성 등이 석유화학산업 유

래의 물질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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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 대한 입증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는 바이오에탄올이나 바

이오디젤, PLA (polylactic acid)와 같은 산

업생물공학의 산물은 원료나 공정에서 바

이오매스나 생물공정을 활용하므로, 이산

화탄소 배출이나 비석유 유래 자원을 활용

한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기

존의 화학제품을 대체하기에는 물성이 다

소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

하는 것 또한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바이오센터	등	치료·진단	영역으로	확대

Red biotechnology(의약 생물공학)이

란 생물공학의 의약적 활용을 통틀어 말

하는 개념이다. 즉, 화합물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 의약용 장

기, 진단시약, 헬스케어 등의 제품이나 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이용되는 생물공

학 기술들 즉, genomics, bioinformatics, 

proteomics, target validation 등의 기술

을 광범위 하게 포함하고 있다. 의약 생물

공학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저분자의약품, 

재조합 단백질의약품, 재생의약제품 등과 

같이 직접 약효와 관련된 제품 뿐 아니라, 

바이오칩, 바이오센서와 같은 진단을 위한 

제품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주로 화학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들이 제작되었

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생물학적인 방법

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바이

오의약품의 생산이 점차 확대되면서 화합

물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의 구분이 없어

지는 추세이다. 

의약 생물공학의 발달로 인한 미래는 어

떠할까? 최근 국내 유수의 경제연구소들이 

제시한 예측을 보면, 고령화, 웰빙, 융합 등

이 미래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

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미래에 개발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기술은 기존의 나노, 정보기술 

등에 생물공학기술이 융합된, 현재는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기술이 주를 이룰 것

이다. 그 중 첫 번째는 새로운 의약물질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유전자 분석기술이 획

기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얻어지는 생명자

원의 정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

러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생명정보 분석 기

술로 인하여 생물시스템을 활용하는 실제 

실험 (in vivo)과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실

험 (in silico)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

다. 이는 의약 개발의 속도와 정확도를 급

격하게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이에 따라 

신약개발의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맞춤의약” 개발의 가능성이다. 

현재의 속도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1,000

의 가격으로 사람의 게놈 (genome)을 분

석할 수 있는 시대, 즉, ‘$1,000 게놈 시대’

에 곧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

이 지날수록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본인의 

게놈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될 것이

다. 유전자 분석의 보편화는 머지않아 각 

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의약(customized 

drug) 제공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외에도 

3D 프린트 기술과 세포 배양기술을 융합

하여 맞춤형 인공장기를 생산하는 기술과 

유전자 가위 등을 활용한 유전자 치료 기술 

등이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 될 수 있을 것

이다.   

본고에서는 생물공학의 전반적인 미래 전

망을 제시하고, 생물공학의 중심 분야인 산

업 생물공학과 의약 생물공학에 대한 소개

와 관련 기술들이 제공하게 될 미래에 대하

여 생각해 보았다. 산업 생물공학과 의약 생

물공학의 발전은 환경문제, 자원문제와 같

은 시급한 현실적인 세계적 과제를 해결하

고, 생명과학 분야에 기여하면서 전 세계 인

류의 삶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생물공학의 발전은 국내 바이오산업의 발

전과 확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어 우리

나라가 명실상부한 바이오경제체제로 진입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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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ICT 교육현황
(ICT융합공학기초)

최수일 교수│전자컴퓨터공학부

1.	공과대학	ICT	교양	교과목	신설	배경

전기전자컴퓨터 공학이론은 모든 공학 기술의 해석 및 응용에 전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산업현

장의 산업공정이 디지털 계측 또는 자동화 되어 있어 전기, 전자, 컴퓨터 관련 공학도 이외의 공과대학 학생

들에게 이와 관련된 개념 정립 및 기본 지식 교육과 그에 따른 실험 실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화학 및 소재공정의 자동화,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교통분야의 교통정보시스템, 

환경분야의 계측 및 수질관리 시스템, 물류 정보시스템 등 모든 산업분야에 원방감시제어시스템(SCADA) 및 

자동화시스템의 적용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현재 공과대학의 공학교육인증(이하,ABEEK)에서도 General Engineer 양성을 목적으로 수학/기초과학/전

산학(이하, MSC)을 교과영역의 기초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개설된 ABEEK의 MSC교과목 중 일부 

컴퓨터 관련 교과목의 교육내용을 보면 워드프로세싱 관련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MSC 일부 컴퓨터 관련 교과목의 내용을 전기전자컴퓨터의 다학제간 융합교육의 내용으로 개선

하고자, 전기전자회로, 센서, 데이터 취득, 데이터 변환 및 이를 이용한 감시제어 등 일련의 과정을 쉽게 이해

하고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개발하고, 개발된 교과내용은 ABEEK 인증 학과의 MSC의 컴퓨터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공학인증교육의 General Engineer 양성의 질적 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2.	ICT공학	기초교육	필요성	증대

(a) 기초 및 전공교육 강화 유도 정책

정부 정책은 공학 기초·전공교육 강화를 통해 공학 기본지식에 대한 수준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는 기초·전공과목은 공학교육인증 학점이수기준 (기초과목 30학점, 전공주제 54학점(전공 설계 12학점 포함)) 

수준 이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전남대의 경우 졸업 이수학점은 140학점이며 공학교육인증은 2016년에 공

과대학 8개 학부/학과/전공에서 3년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현재
 *주요 20개 대학 기준

앞으로
 *공학교육 인증 기준

※	현재	공대	졸업이수	학점은	총	120~130	학점	수준

전공주제

50
학점

54
학점

기초

25
학점

30
학점

전공설계

6
학점

12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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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학인증 프로그램 졸업요건 비교

교과영역 인증 프로그램 비인증 프로그램

수학·기초과학·전산학 30학점 이상 별도의 요구기준 없음

전공주제 54학점 이상 학칙에 따름

전공관련 설계 12학점 이상 별도의 요구기준 없음

공학전문교양* 18학점 이상 일반적인 교양과목으로 별도의 요구기준 없음

* 전문교양:기초전공교과목 이외에 엔지니어로서 갖추어야 할 Soft Skill (공학윤리, 법, 경제, 환경 등)

(b) 전공 기초과목으로 SW교육 확대 권장

교육부에서는 공학기초과목으로 SW교육의 확대를 권장하고 있으나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의 소프트웨어 및 

IT 관련 기초교육은 표2 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워드프로세싱 관련 교육에 일부 치중되어 있다. 특히 부산대의 

사례와 비교하면 교과목 수와 수업단위 측면에서 미미한 수준이다. 더불어, 중고등학교에서 IT 교육의 후퇴로 

대학에서 기초과목으로서 컴퓨터 기초 교육 및 SW교육의 확대가 요청된다.

표 2. 공과대학 소프트웨어 및 IT 관련 기초교육 현황 (’15.3.)

학부(과) 시행여부 교과목명 학년 담당교수

건축학부 O CAD, 건축전산응용 2 시간강사

토목공학과 X

환경에너지공학과 O 공학인증 전산 3학점

에너지자원공학과 O 공학인증 전산 3학점

기계공학부 O C프로그래밍(교필) 1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양

신소재공학부 O 공학인증 전산 3학점

응용화학공학부 O 공학인증 전산 3학점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양

고분자융합소재공학과 O
생활응용컴퓨터(교양)
Matlab및실습(전공)

1
2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양
학과 전임교수

산업공학과 O
프로그래밍기초
객체지향프로그래밍

2
2

학과 전임교수

전기공학과 O 생활응용컴퓨터(교필) 1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양

생물공학과 O 공학인증 전산 3학점

전자컴퓨터공학부 O

C프로그래밍(교필)

생활응용컴퓨터(교양)
Matlab및실습(전공)

1~2 전임교수 및 시간강사

사례분석: 부산대의 IT관련 교육 현황

- 2000년도부터 컴퓨터 및 정보기술활용 교육을 교양 필수로 운영

- 2013학년도의 경우 1학기 216개 분반, 하계 47개 분반, 2학기 132개 분반, 동계 26개 분반 등 총 421개 분

반 운영 (전남대학교는 약 40개 분반 운영)했으며 총 수강 학생 수는 13,000명

- 정보기술 활용 교육으로 약 20개 교과목을 운영: C언어를 활용한 프로그램 이해 및 활용, Visual Basic을 

활용한 프로그램 이해 및 활용, Matlab 이해 및 활용, SPSS를 활용한 통계분석의 이해, 그래픽 프로그램의 

이해 및 활용, 엑셀과 액세스를 활용한 자료관리, 동영상 이해 및 편집 활용, 고급문서 편집 및 전자출판, 인

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안 및 관리,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고급 활용, 플래시 게임 프로그램 제작 및 

이해, 멀티미디어의 이해와 활용,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의 활용, IT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전자문서 

프로그램의 활용, 컴퓨터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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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관련 자격증당 한 과목의 교양 교과목 이수를 대체 인정하여 수업 면제: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전문가, 사회조사분석사 1, 2급, 컴퓨터운용사, 전자상거래관리사 1, 2급, 전자상거래운용사 

(c) 전기전자 관련 공학도구 과목의 필요성 증대

최근 공학분야는 다학제간 융합 특히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와의 융합을 통해서 

학문을 발전시키는 추세이며, 현대 공학에서 센서의 데이터를 계측하고,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또는 툴을 사용

하여 데이터를 가공하고, 가공한 데이터를 물질에 대한 해석 또는 자동 제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 ICT가 발전되고 스마트 기기가 발전되면서 컴퓨터 대신 스마트폰 같은 이동단말기를 사용하여 데이

터를 받아들이고 가공하고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앱으로서 급속히 활용되고 있다.

공과대학 전기전자 공학도구 과목 현황 (’16.12.)

학부(과) 교과목명 학년/학기 비고

전기공학과

공학프로그래밍언어
전기공학기초실험
전기공학실험1
공학소프트웨어응용

2/1
2/2
3/2
3/2

전공에 필요한 공학도구 제공

전자컴퓨터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전자공학기초실험1
C프로그래밍기초및실습
전자공학기초실험2
고급프로그래밍및실습
전자공학입문프로젝트

2/1
2/1
2/2
2/2
2/2

전공에 필요한 공학도구 제공

신소재공학부 재료전기공학 2/1
자동화 개요, 저항, 트랜스포머, 
다이오드, Op Amp, ADC, DAC, AVR배움

기계시스템공학부

C프로그래밍
계측공학
전기및전자공학개론
기계공학기초실험

1/1
2/1
2/2
3/1

전기회로와 OP AMP, 계측기 기초, 
TTL-로직, 신호처리, 
신호측정과 데이터 획득장치 배움

 

(d)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양성 사업 추진 필요성 증대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학 소프트웨어(이하, ‘SW’)교육 혁신모델을 전 대학에 확산하기 위한 SW중심대학 사업

을 수행하고 있다. 「SW중심대학」은 대학 등 교육기관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

하는 “공급절벽”을 해소하고자, 대학 SW교육을 현장 수요기반으로 혁신하기 위한 사업이며, 대학들이 아래의 

4가지 목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과과정 전면 개편

- 타 전공지식과 SW소양을 겸비한 융합인재 양성

- 인재선발·교원평가 개선 및 SW가치 확산 

- SW중심대학교육 확산을 위한 협력 강화

SW중심대학 추진을 통해 SW전문인력 양성, SW인력 양성 저변확대, 실효성 있는 산학협력, SW특화 교육환

경 구축, SW가치 확산 등 대학 SW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K-ICT 전략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우수한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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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전자컴퓨터공학기초	교과목	신설	목적

SW중심대학 추진을 통해 SW전문인력 양성, SW인력 양성 저변확대, 실효성 있는 산학협력, SW특화 교육환

경 구축, SW가치 확산 등 대학 SW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K-ICT 전략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우수한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최근 산업현장의 모든 산업공정이 디지털 계측 또는 자동화 되어 있어 전기, 전자, 컴퓨터 관련 공학도 이

외의 공과대학 학생들에게 이와 관련된 개념 정립 및 기본 지식의 교육과 실험실습이 요구된다.

- 공과대학이 추진 운영하고 있는 공학교육인증제의 현장적응형 General Engineer의 양성에 필요한 MSC 

교과영역에 포함시켜 인증평가지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 현재 개설된 ABEEK의 MSC교과목 중 일부 컴퓨터 관련 교과목의 교육내용을 보면 워드프로세싱 관련 교

육에 일부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교과목 내용을 전기전자컴퓨터의 다학제간 융합교육 내용으

로 개선하여 전기전자회로, 센서, 데이터 취득, 데이터 변환 및 이를 이용한 감시 제어 등 일련의 과정을 쉽

게 이해하고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 개선된 교과내용은 산업현장의 시대적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엔지니어 양성의 공학교

육 목표달성에 이바지하고, ABEEK 교과과정의 개선된 MSC 교과목에 해당됨으로 인증프로그램 이수학생

의 글로벌 엔지니어 양성에 기여함.

강의개요

1) 전기 전자 컴퓨터 기기의 구성 및 산업현장 연계활용을 이해한다.

2) 회로 및 기판, 키트 등 구성단위별로 적용되는 이론, 사용법 및 활용분야를 이해한다.

3) S/W와 H/W를 오픈 확장하여 측정, 분석, 제어 등에 필요한 기술 및 도구의 특징. 종류, 활용방법 등을 이해한다.

4) 공학 전공 산업별로 전기 전자 컴퓨터 기술, ICT 응용 및 진화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5) 실험실습을 통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여 이해력을 높인다.

4.	전기전자컴퓨터공학기초	교과목	구성

전기전자컴퓨터공학기초 교재의 내용 구성은 크게 전기전자 분야와 컴퓨터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a)전기전자분야

우선 전기전자 분야 실험/실습을 진행하기 위해 디지털 멀티미터, 함수발생기, 디지털파워서플라이 및 오실

로스코프 라는 4가지 실험장비가 활용된다.

상기에 소개된 실험장비를 활용하여 전압, 전류 및 저항값을 측정하는 실험부터연산증폭기 실험까지 진행하

게 된다. 전기전자 분야의 주제는 아래 7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주제 내용

1 실험의 기초지식 - PCB기판 사용법  - 브레드보드 및 멀티미터 사용법

2 저항, 전압 및 전류의 측정

- 수동 회로소자의 용량 (저항, 콘덴서)

- 전압 및 전류의 측정  

- 실험준비, 실험방법 및 실험결과

3 오옴의 법칙
- 오옴의 법칙 

 - 저항의 직렬연결회로 및 병렬연결 회로

4 교류신호와 함수발생기 - 교류신호 및 함수발생기   - 실험준비, 실험방법 및 실험결과

디지털멀티미터

함수발생기

디지털파워서플라이

오실로스코프

<전기전자분야 활용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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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주제 내용

5 오실로스코프 사용법
- 직류전압 및 교류전압 측정   - 직교류 합성 전압 측정

- 정현파의 주기와 주파수 측정   - 실험준비, 실험방법 및 실험결과

6 연산증폭기의 기초

- 이상적인 연산증폭기 및 실제 연산증폭기

- 비교기, 반전증폭기 및 비반전증폭기

- 전압팔로워   - 실험준비,실험방법 및 실험결과

7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변환
- AD변환,AD변환방식, 8비트 AD변환기   - DA변환, 가중 저항형DA변환기

- R/2R 사다리형DA변환기, 8비트 DA변환기

(b) 컴퓨터 분야

스마트 센서(Smart Sensor)는 컴퓨터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 처리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갖는 센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센서의 지능화는 전통적인 센서 활용 분야를 뛰어넘어 스마트 홈 시스템, 원격 진료 시스템, 대규모의 

환경 감시 시스템 등으로 센서의 활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 컴퓨터 분야에서는 스마트 센서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누이노와 다양한 센서 모듈을 활용한다.

아두이노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보드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완성된 보드와 관련 개발 도구 및 환경

을 의미한다. 아두이노와 상기의 8개 센서외에 다양한 센서 모듈을 활용하여 컴퓨터 분야 주제는 11개로 구성

되어 있으며 주제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 주제 내용

1 Arduino 개요 - Arduino소개, 특징 및 응용   - Arduino종류, 관련 모듈 및 구성

2 Arduino 개발환경 설치

- Arduino Software 설치   - Arduino Sketch 소개
- Arduino 환경설정 및 드라이버 설정
- 기본 예제 프로그램 작성 및 컴파일
- 이미지 로딩 및 디버그 방법

3 Arduino 기본문법
- 기본 구조, 제어 구조, 변수 및 추가 문법
- 상수, Arduino 지원 함수

4 Switch를 이용한 LED 제어 - Digital 입력 및 출력, LED 제어   - Switch 입력을 통한 LED 제어

5 가변저항을 이용한 LED 밝기 조절 - Analog 입력 및 출력   - 가변 저항, 회로 구성,예제 소스

6 조도 센서를 이용한 LED 제어 - 조도 센서 소개   - 회로 구성, 예제 소스, 실험

7 온도/습도 센서를 통한 온도/습도 측정 - 온도/습도센서(DHT11) 소개   - 회로 구성, 예제 소스, 실험

8 적외선 센서를 통한 거리 측정 - 적외선 거리 센서 소개   - 회로 구성, 예제 소스, 실험

9 초음파 센서를 통한 거리 측정 - 초음파 거리 센서 소개   - 회로 구성, 예제 소스, 실험

10 DC모터 제어
- 서보 모터 소개, PWM 신호 및 각도 제어
- 예제 소스, 실험

11 Term 프로젝트
- 조명 제어, 무인 온도 조절 시스템
- 주차 공간 획인 시스템, 주차장 출입 차단기

아두이노2560

5PI LED Button Switch Joystick CSD Sensor

Temp/Humi Sensor PSD Sensor Ultrasonic Sensor 3X-Gyro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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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전자컴퓨터공학기초	교과목	운영	및	실험실	현황

(a) 교과목 운영방법

- 이 교과목은 이론강의 2시간 + 실습 2시간으로 편성하며, 실험실습을 고려하여 분반당 수강인원을 40명 

이내로 제한한다.

- 이론 강의는 산업현장 및 생활밀착형 사례와 경험들을 접목하여 진행하며, 실험실습을 통하여 콘텐츠 구

성 및 활용 분야를 체험하게 하여 관심과 흥미를 배가시킨다.

- 평가방식: 과목의 특성상 절대평가를 실시하며, 실기시험을 위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실험실습 시간에는 실습테마 별로 전공 실험실습조교(TA)를 배치하여 담당교수와 함께 실험실습을 겸한 

실시간 멘토링을 진행한다.

- 실험실습 테마에 대하여 개인별로 Pre-Report와 Final-Report를 제출하며 과제물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PreReport
1. 실험 테마 설정   
2. 이론 및 응용분야 자료 조사  
3. 실험서와 참고자료를 통한 실험법 및 장비조작법 예습 작성

Final Report

1. 실험 주제에 대한 서론 기술    
2. 실험방법    
3. 실험결과 도출     
4. 결론 및 토론

(b) 전기전자컴퓨터공학기초 실험실

공과대학은 대학차원에서 실험실습에 필요한 공동실습실 및 장비를 구축하여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실험실

습에 필요한 재료구입 및 장비의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전기전자컴퓨터공학기초 실험실 공과대학 7호관 1층

에 마련되어 2016학년도 2학기부터 활용되고 있다.

6.	기대효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기초는 ICT 공학기초 교양 교과목으로서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 중이며, 본 교과

목을 통해 전기전자회로, 센서, 데이터 취득, 데이터 변환 및 이를 이용한 감시 제어 등의 이해와 개념 정립으로 

산업현장의 자동화 및 컴퓨팅 공정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공학도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더불어, 일상화된 컴퓨터 활용과 달리 하드웨어적인 실습을 통하여 컴퓨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

한 폭넓은 이해와 창의력 제고 및 전공에 대한 정체성 확립할 수 있다.

전기전자컴퓨터실험실 전기전자컴퓨터실험실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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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원	교양교육지원센터는	어떤	곳일까?

기초교육원 산하에 있는 교양교육지원센터(http://cge.jnu.ac.kr)는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교양교육을 

통해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0년 3월에 설립되었다. 교양교육지원센터에서는 교양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교양 교육과정의 운영 및 학사 업무 지원, 글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기타 

교양교육지원센터의 목적에 맞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인 프로그램으로는 열린 글쓰기 상담실과 핵심교양 보고서 공모전이 있다.

  

전남대	교양	교육과정	구성

전남대 교양 교육의 목적은 교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분석능력·비판적 사고능력·다

양한 학문 및 문화에 대한 이해력·자기개발능력·공동체의식을 배양하는데 있다. 교양 교육과정은 크

게 핵심교양, 기초교양, 일반교양 등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핵심교양은 대학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공통지식·학문 탐구 방법·학문하는 태도에 관한 지식

을 학습하고, 이를 학제적 관점에서 통합할 수 있는 비판적·통합적 사유 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 기초교양은 모국어와 외국어 학습을 통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구사능력 및 학문연

구의 기초가 되는 논리적·수학적·과학적 지식과 사고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 일반교양은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 영역의 지식을 이해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하고, 지역과 세계의 문화 및 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건전한 지성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시민의식

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미래의 직업과 진로 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이효성 연구원│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공과대학 교양교과목
수강 현황 및 추천 교과목

 사회의 이해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자연과 기술의 이해

 기초 도구

 기초 과학

 경력개발

 공학전문교양

 사회과학

 자연과학

 민주주의 · 인권

 문화예술

 인문학

 기술 · 공학

 체육/건강

 문화콘텐츠 활용능력 전문교양

 외국인을 위한 한국의 이해

일반교양

핵심교양 기초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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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교양교과목	개설	및	수강	현황

최근 3년간 전남대의 교양교과목 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166과목에서 최대 207과목이 개설되었다. 한 학기

를 기준으로 교양교과목을 수강한 인원은 약 3만 명에서 4만 명에 이르고, 개설된 교양교과목의 분반 당 평균 

수강인원은 약 46.6명이다.

최근 3년 교양교과목 개설 및 수강 현황 

학기

핵심교양 기초교양 일반교양 합계

과목 분반
전체수강
인원(명)

과목 분반
전체수강
인원(명)

과목 분반
전체수강
인원(명)

과목 분반
전체수강
인원(명)

2014-1 30 156 11,219 32 392 15,493 116 236 12,296 178 784 39,008

2014-2 30 150 10,103 34 326 11,006 102 241 12,637 166 717 33,746

2015-1 31 165 11,633 31 385 14,715 116 261 12,369 178 811 38,717

2015-2 31 152 10,083 34 328 11,317 142 236 11,957 207 717 33,357

2016-1 31 162 11,271 35 379 13,790 103 263 12,258 169 804 37,319

2016-2 31 149 9,298 37 316 10,409 98 218 11,426 166 683 31,133

공과대학	학생들의	교양교과목	수강	현황

2016학년도 2학기 공과대학 학생들의 교양교과목 수강현황을 살펴보면, 총 152개 과목을 7,352명(중복 수

강 포함)이 수강하였다. 교양 영역별로 보면, 기초교양 영역을 가장 많은 3,953명이 수강하였고, 핵심교양 영역

은 1,816명, 일반교양 영역은 1,583명이 수강하였다.

2016학년도 2학기 공과대학 학생들의 교양 영역별 수강 현황

영역 세부영역 수강생 수 영역 세부영역 수강생 수

핵심
교양

문학과 예술 333

일반
교양

경력 개발 299

공학 전문 교양 224
사회의 이해 508 문화 예술 170

문화 콘텐츠 활용능력 전문교양 38역사와 철학 517
사회 과학 116

자연과 기술의 이해 458 인문학 98

자연 과학 202계 1,816
기술·공학 268

기초
교양

기초 과학 3,012 민주주의·인권 19

체육·건강 62
기초 도구 941 외국인을 위한 한국의 이해 87

계 3,953 계 1,583

교양 세부영역별로 수강 현황을 살펴보면, 핵심교양 영역에서는 경제학개론(299명), 철학의 이해(272명), 과

학기술과 지식재산(211명), 예술과 미학(188명) 과목을 가장 많이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학년도 2학기 공과대학 학생들의 핵심교양 교양교과목 수강 현황

세부영역 교과목 명 수강생 수 세부영역 교과목 명 수강생 수

문학과 예술
예술과 미학 188

역사와 철학
철학의 이해 272

서양문학의 이해(영미중심) 53 한국사 112

사회의 이해
경제학개론 299 자연과

기술의 이해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211

심리학개론 133 생활정보와 통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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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양 영역에서는 공과대학 학생들이 학과(부) 필수로 지정되어 이수하고 있는 기초과학 영역의 수학, 물

리, 화학 과목의 수강생 수가 많았고, 기초도구 영역에서는 글쓰기 과목을 가장 많이 수강하고 있었다. 일반교

양 영역에서는 <생활응용 컴퓨터> 과목을 가장 많이 수강하였고, 다음으로 <공학소양 특강>, <대학과 사회봉

사> 과목을 많이 수강하였다. 

 2016학년도 2학기 공과대학 학생들의 기초교양 교양교과목 수강 현황

영역 세부영역 교과목 명 수강생 수 세부영역 교과목 명 수강생 수

기초
교양

기초과학

수학2 654

기초도구

글쓰기 659

대학물리2 468 생활영어1 97

일반물리2 300 기초일본어 46

일반물리실험2 500 생활영어2 39

일반화학2 446 기초중국어 16

화학실험2 326 한문 12

일반
교양

경력개발 대학과 사회봉사 97 자연과학 보석의 신비 38

공학전문교양 공학소양특강 111 기술·공학 생활응용컴퓨터 234

문화예술 한국음악의 이해 29 민주주의·인권 호남의역사와문화 11

문화콘텐츠활용
능력전문교양

네트워크와
모바일기술

20 체육·건강 현대사회와 스포츠 43

인문학 인간과 가치 48
외국인을 위한 
한국의 이해

한국어듣기말하기1 24

공과대학의	교양교과목	운영

공과대학은 2015-2018학년도 교양 교육과정에 개설된 교양교과목 중에서 총 22개의 교과목을 담당하여 운

영하고 있다. 이번 2학기에는 총 11개의 교양교과목을 개설하였고 총 1,385명의 학생이 수강하였다. 이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했던 과목은 <생활응용컴퓨터>로 461명이 수강하였고,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이 

388명, <공학소양특강>이 245명 등의 순서로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학년도 2학기 공과대학 교양교과목 운영 현황

영역 세부영역 교과목명 협력학과 수강생 수

핵심교양 자연과 기술의 이해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응용화학공학부 388

일반교양

공학전문교양

공학기술과 사회

공과대학

36

공학소양특강 245

기술과 창업 28

전기전자컴퓨터공학기초 48

문화콘텐츠활용능력
전문교양

네트워크와 모바일기술

전자컴퓨터공학부

50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40

기술·공학

과학기술컴퓨팅 23

생활응용컴퓨터 461

웹 프로그래밍 23

C프로그래밍 43

계 4개 영역 11과목 1,385

졸업을	위해	교양교과목	이수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학과(부)에서 각각 필수로 지정한 교양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여기에서

는 대학 차원에서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수해야 할 교양교과목 내용 중에서 공과대학 학생들과 관련 있는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전남대는 대학공통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시>(3학점)와 <진로설계와 자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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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2학점)를 운영하고 있다.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과목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 2016학년도부터 공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과대학 및 공학대학 신입생 중 대학수학능

력시험 수학영역 6등급이하(수학 영역 미 응시 포함)에 해당하는 학생은 <수학1>(3학점)을 수강하기 전에 

<대학수학>(3학점)을 먼저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 전남대 학생들은 기초교양 중 1과목(3학점)을, 핵심교양 4개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각 3학점씩 9학점 이상

을 취득해야 한다. 특히, 융·복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이공계 교양교과목을, 이공

계열 학생들은 인문사회계 교양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공계열 학생들은 핵심교양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의 이해’, 일반교양 ‘문화예술’, ‘사회과학’, ‘인문학’, ‘민주주의·인권’ 영역에서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모든 학생들은 계열 상관없이 교양과목 이수 시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을 8학점 이

상 이수해야 한다.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의 인정 영역은 핵심교양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기초교양 ‘기

초도구’(<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시>, <생활영어 1·2> 제외), 일반교양 ‘문화예술’, ‘인문학’으로 제한하고 

있다. 

 

추천할	만한	교양교과목	

공과대학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융·복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전남대의 역사적 전통인 민주·인권·

평화 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교양교과목을 소개한다.

<말하기> 이 과목은 KBS와 한국교통방송에서 15년 동안 방송 활동을 한 박진영 교수(전남대 객원교수)가 학생

들의 자기 표현력과 발표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대학 및 사회에서 요구하는 말하기 능력을 배양시키

고자 개발하여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말하기의 원칙과 기법이 포함된 스피치 

이론을 소개하고, 타인과 소통에 적용할 수 있는 LRWS(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모델을 습득함으로써 말의 본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참여수업과 발표훈련을 반복하여 정확한 발음훈련을 한다. 강의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강의마다 단순한 스피치 스킬이 아닌 스피치 목적에 맞게 적용하고 상대의 ‘심리’에 초점을 맞춘 전문 코칭  

2) 청강 위주가 아닌 트레이닝

3) 1:1 피드백과 코칭

4) 실제 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습 

<설득과	소통> 이 과목은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학문 횡단형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 능력 계발

을 주된 목적으로 학문적 논쟁의 방법적인 기초를 학습한다. 또한, 논쟁 참여의 방법적 기초와 실제 논쟁을 통

해서 비판적 사고, 합리적 의사소통,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기른다. 강의에서는 명제·논제·문제 찾기, 설득 지

향적 토론과 상호 이해 지향적 토론, 의사소통적 토론, 도구적 수사학과 의사소통적 수사학 등을 다룬다. 

<김대중의	사상과	리더십> 이 과목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아이콘이자 역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사시킴으로써 남북관계에 새 이정표를 세우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

의 사상과 리더십을 배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강의에서는 김대중의 생애와 교훈, 김대중과 민주주의, 평화

통일론, 외교, 리더십 등의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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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금융의	이해> 이 과목은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 기초 지식 및 추후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 갖추어

야 할 기본적인 금융역량을 갖추기 위한 강좌이다. 이 과목에서는 금융상품의 이해, 부채와 신용관리, 연금, 보

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등 실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금융지식을 다룬다. 과목은 금융감독원 소

속의 금융전문가가 가르치고, 금융감독원에서 편찬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이라는 교재를 무료로 배부하

여 활용하고 있다.

<융·복합	교과목> 기초교육원에서는 사회와 학문의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융·복합 지식 및 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해 융·복합 교과목으로 <철학하는 과학>, <미디어문화와 디자인>, <삶과 지적대화> 총 3과목을 개발

하였다. 각 과목의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철학하는 과학>: 현대 핵심과학기술의 범주를 이해하고, 문제점 및 긍정적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

는 기본 교양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철학, 물리학, 유전자 변형, 줄기세포 연구, 생명체 복제, 식물생명공학 

등의 기본 지식을 배우고, 이러한 내용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2) <미디어문화와 디자인>: 창의적인 가치 창출과 문제해결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는 과목으로, 미디어 메시

지에 대한 이론과 실무의 접목 및 창의적 생산과 비평적 수용의 조화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미디어를 활용한 이미지의 예술적 디자인과 공학적 제작을 실습하고 미디어 이미지에 대한 인문

학적 접근을 연습함으로써,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비평적인 사고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3) <삶과 지적대화>: 학문의 융·복합적 탐색을 통하여 인간을 둘러싼 세계 속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 성찰

적으로 보는 안목, 대처할 수 있는 창조적 지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의학, 문학, 역사, 자

연과학, 공학, 약학, 법학, 정보학, 경영학 등 여러 학문 탐색을 통하여 학생들의 합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 통

시적 사고, 인문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 공학적 사고, 인도주의적 사고 등 통합적 사고의 성장을 돕고, 이러

한 융·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각 개인의 진로를 설계해보는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추천할	만한	교양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열린	글쓰기	상담실> 이 프로그램은 상담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초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료 상담 도우미들과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글쓰기 능력과 관련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남대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상담을 의뢰할 수 있고, 상담을 의뢰할 수 있는 글

의 종류는 자기소개서, 서평, 보고서, 연구 제안서 등이다. <열린 글쓰기 상담실>은 온라인 글쓰기 상담과 면대

면 글쓰기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글쓰기 상담은 글쓰기 능력을 갖춘 학부 3~4학년과 대학원생들이 담

당하고, 면대면 글쓰기 상담은 글쓰기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박사급 전문 인력들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수학습지원센터 누리집(http://ctl.jnu.ac.kr)의 <열린 글쓰기 상담실>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핵심교양	보고서	공모전> 이 프로그램은 완성도 높은 보고서 작성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분석 능력, 의사소

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핵심교양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모전은 

서평과 연구보고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공모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수상자에게는 총장상 및 기초교육원장 

상을 수여하고, 상금 및 자기 계발 활동기록부 기재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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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소식

사진과 함께하는 
모교소식 파노라마

신임교수 소개
윤상윤	교수│전기공학과	
이원오	교수│기계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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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배	교수│기계공학부	
최광훈	교수│전자컴퓨터공학부	

추억 속의 은사
- 따뜻한 격려의 힘, 김진환 교수님│최하춘
- 허허실실 외유내강, 주석중 교수님│유진상
- 아름다운 자유인, 양갑승 교수님│최영옥
- 언제나 열정 ‘ing’, 박돈희 교수님│정귀택
- 후회하더라도 최선을, 조규종 교수님│백만인
- 언제나 청춘, 구할본 교수님│김은미 

Alma 
mater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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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SYSTEM 

대학시스템의 변화

우리 대학에서 교수로 봉직하면서 교육과 연구활동을 통해 대학발전과 학문창달, 인재양성에 

공헌하신 교수님이 정년을 맞이하였다. 2월 29일 남해곤 교수(전기공학과), 8월 31일 김진환 교

수(화학공학부), 주석중 교수(건축학과)가 퇴임식을 가졌다. 한편,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김성민 

교수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로 3월 1일자로 이직하게 되어 사직하였다. 

2016년 신임교수 5명이 임용되었다. 3월    

1일자로 기계공학부에 이원오 교수(부교수)와 

문창배 교수(조교수), 8월 1일자로 전기공학

과에 윤상윤 교수가 부교수로 임용되었으며, 

9월 1일자로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에 장민철 

교수(조교수)와 전자컴퓨터공학부에 최광훈 

교수(부교수)가 신규 임용되었다. 이로써 우

리 대학 전임교원은 177명이 되었다.  

남해곤·김진환·주석중	교수	정년	퇴임

공과대학	교수	신규	임용

전기공학과에서 28년간

재직하신 남해곤 교수

화학공학부에서 38년간 

재직하신 김진환 교수

건축학부에서 33년간 

재직하신 주석중 교수

2016년 8월 1일부터 공과대학 제32대 학장단이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한 2년간의 여정에 들어갔

다. 이번 학장단은 김영만 학장(신소재공학부)을 중심으로 교무학생부학장에 최수일 교수(전자컴

퓨터공학부), 기획연구부학장에 최종일 교수(생물공학과), 산학협력부학장에 홍창국 교수(화학공

학부)로 구성되었다. 한편 제31대 학장단이었던 김택현 학장(화학공학부)과 교무학생부학장 이준

기 교수(신소재공학부), 기획연구부학장 황인태 교수(전자컴퓨터공학부), 산학협력부학장 이윤성 

교수(화학공학부)는 지난 2년간의 공과대학 업무를 뒤로 하고 연구실로 복귀하였다.

공과대학	제32대	학장단	업무	시작

김영만 학장 최수일 부학장(교무학생) 최종일 부학장(기획연구) 홍창국 부학장(산학협력)

이원오 교수

윤상윤 교수

최광훈 교수

문창배 교수

장민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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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이 대학특성화사업(CK,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3년차인 2016년 선정평가 결

과, 2개 사업단과 1개 사업팀이 최종 선정되었다. CK사업은 대학의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여 대학

이 경쟁력을 갖도록 학과(부)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2014년에 시작되었으며 2018년까

지 5년간 추진된다. 금년은 사업 3년차로 우수한 신규 사업단에게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사

업단의 성과 관리를 유도하고자 선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공과대학은 2개 사업단과 1

개 사업팀이 최종 선정되었다.

 우리 대학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여성

공학인재양성(WE-UP, Women in Engineering-

Undergraduate Leading Program) 사업에 선

정되었다. 우리 대학에서 선정된 ‘여성공학 

4.0 인재양성사업단(책임자 화학공학부 한은

미 교수)’은 2019년 까지 3년간 약 2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여성공학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기획연구회’를 구성하여 학과별 사

회수요에 부합하는 ▲글로컬 엔지니어 양성 

트랙 ▲젠더혁신 공학교육 ▲코칭리더십 교

과과정 등을 개발한다.

공과대학	2016년	대학특성화사업	3개	사업단(팀)	선정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사업	선정

7월 20일, 공과대학 역사상 처음으로 동문 기업인의 호와 이름을 딴 연구실과 실험실을 여는 매

우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1959년 우리 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동문인 양동

순 영암태양광발전(주) 회장으로 우리 대학에 2억원이 넘는 발전기금을 기탁하여 공과대학과 동

문 후배들의 교육연구에 크게 이바지해온 존경받는 동문 기업인이다. 공과대학에서는 양동순 동

문의 모교사랑에 대한 깊은 뜻을 기리고자 ‘남정 양동순 전기전자컴퓨터공학기초실험실’과 ‘남정 

양동순 신재생에너지연구실’을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공과대학에	동문	기업인	이름	딴	

‘남정	양동순	전기전자컴퓨터공학기초실험실’	

‘남정	양동순	신재생에너지연구실’	구축

참석 내외 귀빈 기념촬영(좌측), 박성준 교수 연구진행 과정 설명(우측)

<공과대학 선정 사업단 현황>

분야 사업단명 (참여학부/과) 사업단장
2016년도 사업비

(천원)

지역전략
ICT융합 기반 친환경자동차 인력양성사업단
(기계공학부, 전자컴퓨터공학부, 전기공학과)

박규해 교수 
(기계공학부)

2,413,000

대학자율
지능형 소재·부품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화학공학부, 신소재공학부) 

조성준 교수 
(화학공학부)

1,000,000

지역대학
차세대 에너지 융합 특성화 사업팀 
(환경에너지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이용운 교수 
(환경에너지공학부)

350,000

지난 4월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실

시한 방문평가를 받은 우리 대학 8개 프로그

램(건축공학, 고분자공학, 기계공학, 신소재공

학, 에너지자원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환

경공학)이 모두 공학교육인증을 유지하게 되

었다. 이번 평가는 2016년 1월 자체평가보고

서를 제출하고, 4월 방문평가를 받는 일정으

로 진행되었으며, 방문평가에 대한 예비논평

이 6월 전달되었고, 지난 10월 12일 우리 대학

의 8개 프로그램 모두 인증유지 결과를 통보 

받았다. 

공학교육인증	평가	

8개	프로그램	모두	인증	유지

사진과 함께하는 모교소식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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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출력 백색 LED 구동 시 발광효율을 최

대 20%이상 높일 수 있는 형광소재가 임원

빈(신소재공학부)·윤현석(고분자융합소재공

학부) 교수팀에 의해 개발되어 2016년 2월 소

식을 전했다. 최근 저명 국제학술지인 ‘ACS 

Nano’(피인용지수 12.88)에 ‘그래핀을 코팅

한 형광체 플레이트의 고출력 백색 LED 효율 

향상(Effective Heat Dissipation from Color-

Converting Plates in High-Power White 

LEDs by Transparent Graphene Wrapping, 

2015.12.9.)’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연

구팀은 기존 백색 LED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

한 방안으로 열적, 화학적 안정성이 높은 유리 

소재(glass frit)를 형광체 담지재로 사용해 고

온에서의 변성 및 변형을 방지했다. 또한 투과

도와 열전도도가 높은 그래핀을 이용해 형광

체 플레이트를 감싸는 방법으로 형광체 플레

이트의 열적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임원빈·윤현석	교수팀,	

고효율	형광소재	개발

RESEARCH

연구소식

기계공학부 최병철 교수는 에너지 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소현상을 알기 쉽게 설명한 전

공서적 『연소공학』(문운당 출판사)을 단독저자로 2월 12일 출간하였다. 국내 연소공학 분야의 교

육이나 연구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관련 책들은 번역서가 대부분이다. 이제 연소공학 분야에

서도 우리 교육이나 연구 실정에 적합한 도서가 나올 시기가 되었는데, 최병철 교수가 시기적절

하게 책을 낸 것이다.

기계공학부	최병철	교수,	『연소공학』	출간

우리 대학 신소재공학부 광·전자박막연구실 김진혁 교수

팀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실및 KAIST 전자

현미경연구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최근 저가이면서 친환

경적인 CZTSSe 태양전지를 개발, 그 연구결과를 저명 학술

지인 ‘그린 화학(Green Chemistry : IF=8.02)’에 전면표지 

논문(2월7일자 온라인 판)으로 발표했다. 이 연구결과는 화

학물질과 화학제품 제조공정 과정에서 사람의 건강과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린 케미스트리(Green Chemistr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논문명: Sputtering processed highly efficient Cu2ZnSn(S,Se)4 

solar cells by a low-cost, simpl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up-scalable strategy

신소재공학부	김진혁	교수팀,	

저가	친환경	고효율	박막	태양전지	개발,	

‘Green	Chemistry’	전면표지	논문	게재

기계공학부 전인수 교수가 대한기계학회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4

월 28일 2016년도 대한기계학회 신뢰성부문 춘계학술대회에서 ‘신뢰학

술상’을 받았다. 이 상은 대한기계학회에서 매년 우리나라 신뢰성 분야의 

학술발전에 기여한 학자 1인에게 수여하고 있다. 전인수 교수는 최근 ‘X-

선을 이용한 재료의 비파괴 분석 및 신뢰성 평가’ 분야에서 “고해상도 X-

선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단파장 평행 X-선을 단 하나의 X-선 거울과 일

반적인 X-선 시스템을 이용해 유도할 수 있음”을 증명한 연구논문 등 여

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여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전인수 교수는 ‘고인장성 빠른 자가치유 하

이드로젤(Extremely stretchable and fast self-healing hydrogels)’ 개발에 대한 연구결과를 세계

적인 과학 학술지 ‘Advanced Materials(인용지수 17.493)’ 온라인판(4월 9일자)에 제1저자로 발표

했다.

기계공학부	전인수	교수,	대한기계학회	신뢰학술상	·	우수논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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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부 이동원 교수가 나노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6월 21일~25일 

열린 ISGMA(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Green Manufacturing and Applications) 

2016 국제학술대회에서 Kaph-Yang Suh 

Award를 수상하였다. Kaph-Yang Suh Award

는 서갑양 교수(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의 

탁월한 연구업적과 정밀공학분야에 대한 기

여를 기념하고 고인을 기리기 위하여 한국정

밀공학회(The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s, KSPE)에서 2014년 제정한 특별상

으로 나노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기록한 연

구자 중 1인을 선발하여 ISGMA 학회기간 중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이윤성	교수팀,	고성능	에너지저장시스템	개발 기계공학부	이동원	교수,	

ISGMA	2016	Kaph-Yang	Suh	

Award	수상

화학공학부 이윤성 교수팀이 미래창조과학부의 ‘2016년 기초연구실(BRL) 지원 사업’에 선정되

어 향후 3년간 13억 5,000만원을 1단계 연구비로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기초연구실 지

원 사업은 특정 분야의 소규모 기초연구 그룹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연구응집력과 역량강

화 및 자생적 연구그룹의 형성을 유도하고, 우수 연구 집단으로의 성장을 견인해 국가 기초연구

의 저변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윤성 교수팀은 ‘소듐/그래핀 기반 신

규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며, 화학공학부 고창현, 박용일, 전영시 교수

와 한양대학교 김동원 교수가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해 소듐계 하이브리드 커패시터를 세계 최초

로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소듐/그래핀 기반 하이브리드 커패시터는 고출력·고용량 특성을 동시

에 가지는 신규 에너지저장 시스템으로서 다양한 산업용 에너지 저장장치로의 활용이 가능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화학공학부	이윤성	교수팀,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선정

화학공학부 이윤성 교수가 친환경 활성탄을 이용한 새로운 에너지 저

장 시스템을 개발, 에너지 재료 분야 최고 권위지인 ‘Advanced Energy 

Materials(IF : 16.146)’ 4월호에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윤성 교수의 

이번 논문은 ‘친환경적 활성탄을 이용한 새로운 고성능 소듐 하이브리

드 커패시터 시스템 개발’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커

패시터 연구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연구는 특히, 경제적이고 친환경적

인 신규 하이브리드 커패시터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제시했다는 측면에

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번 논문은 삼성미래기술육성센터의 연구지원을 통해 진행

되었고, 연구의 독창성 및 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Advanced Energy Materials’지의 4월호에 ‘Inside 

Front Cover’로 선정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5월 24일 발표한 ‘2016년도 대학ICT연구센터’ 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따르면, 전남대학교는 전국 8개 선

정대학에 포함되었다. 8개 선정대학은 K-ICT 10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 △디지털콘텐츠(VR) △

사물인터넷(IoT) △전파응용 △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안 △ICT+국방분야 △공공안전·재해예방 ICT분야 등이며, 우리 대

학이 선정된 ‘대학ICT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과제는 ‘도시 재난재해 대응 ICT 융합시스템 연구’로, 전자컴퓨터공학부 김진

영 교수가 책임을 맡은 ‘도시재난재해대응 스마트시스템연구센터’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우리 대학 ‘ICT연구센터’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총 37억5,500만원(국고 29억원 + 대학·기업체·지자체 8억5,500만원)의 사업

비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자컴퓨터공학부	김진영	교수팀,	2016년도	대학ICT연구센터	지원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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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기계공학부) 교수 연구팀은 항암제

를 탑재한 대식세포의 구동제어가 가능해 고

형암을 추적·치료할 수 있는 지름 20μm(100

만분의 1m)의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

했다고 7월 27일 밝혔다. 이에 박석호 교수팀

은 동물 유래의 대식세포를 기반으로 한 마이

크로로봇을 개발, NPs를 이용한 약물전달 체

계 및 기존 면역세포 치료방식의 한계를 극복

했다. 박 교수팀이 개발한 마이크로로봇은 산

화철(Fe3O4)을 탑재해 외부 자기장에 의해 능

동적으로 종양 주변부까지 도달이 가능하고, 

자체 암 지향성을 지닌 대식세포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종양 중심부를 표적할 수 있다. 

따라서 항암제를 탑재한 대식세포 기반 마이

크로로봇은 항암제의 효율적 도달과 대식세

포의 초기면역반응으로 인해 보다 효과적인 

암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유망융합기술 파

이오니어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

구결과는 세계 3대 학술지 Nature의 자매지

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6월 27일자로 게재됐다.

박석호	교수팀,	신개념	암치료용	

마이크로로봇	개발		

신소재공학부 김진혁 교수 연구팀(광전자 박막 연구실)이 8월 4일 산

업통상자원부의 ‘미래선도 인력양성 과제(GET-Future 연구실 사업: 비

실리콘계 박막태양전지 기술 분야)’ 3단계 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

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인력양성 프로

그램 중 하나인 ‘GET-Future 연구실 사업’은 초기에 선정된 연구실이 단계 별로 한 팀씩 탈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7월 진행된 단계평가에서 김진혁 교수 연구팀은 수도권 2개 대학

과의 경쟁을 통해 3단계 지원을 받는 유일한 연구실로 선정됐다. 

김진혁	교수	연구실,	

GET-Future	연구실사업	3단계	선정

박종오	교수,	제10회	다산대상	수상

기계공학부 박종오 교수가 제10회 다산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박

종오 교수가 9월 3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다산유적지에서 열

린 제10회 다산대상 시상식에서 ‘실용과학’ 분야 다산대상을 수상하였다. 

다산대상은 경기도 남양주시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위민정신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현하는 인재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각 분야 전

문가의 심사와 검증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 해는 실용과학 분야의 박종오 교수를 비롯하여, 

문화예술 분야 이병훈 PD, 청렴봉사 분야 서울 은평구 평생학습관 김시업 관장이 수상하였으며, 박

종오 교수는 로봇 분야 연구개발을 통해 마이크로 의료로봇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화학공학부 김종호 교수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후원하고 

한국석유화학협회(회장: 허수영)가 주관하는 제8회 화학 산업의 날 기념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번 화학 산업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추 산업으로 화학 산업

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화학 산업의 진흥 및 발전에 크게 공헌한 화

학 산업인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는 화학 산업 유공자 포상도 실시하였다. 김종호 교수는 35

년 동안 제올라이트 및 광촉매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70여 편 국내외 학술지, 41건 특허 등록, 

16권 저서 및 번역서를 출판한 공로가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김종호	교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2016년 12월 30일, 우리대학 홍창국 교수(화학공학부)는 이낙연 전라남도 도지사에게서 화학·철강 분야 공로를 인정받아

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수상자인 홍창국 교수는 전라남도에서 전남 특화사업 R&D 분야 기획위원으로 10여 년간 활동하였

으며, 예타사업으로 진행 중인 기능성 화학소재 기획에 참여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석유화학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를 인정받아 이번에 수상하였다.

	홍창국	교수,	화학철강분야	전남도지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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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소재공학부 김재국 교수가 포스코(POSCO) 석좌교수로 임명돼, 향후 

3년간 포스코그룹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저장소재 분

야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포스코는 지난 1995년부

터 철강 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개발 자문 등을 위해 석좌교수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환경 분야 연구개발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혁

신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2015년 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재국 교수는 현재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도약)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과제,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 프

런티어 과제 등에 핵심연구자로 참여하면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BK21플러스 그린

에너지소재사업단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전남대학교의 연구역량 향상과 고급 연구개발 인력 양

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소재공학부 이병택 교수가 국내 최고 권

위를 자랑하는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임됐다. 이병택 교수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화합물반도

체 및 투명전극 분야 국제전문학술지에 140

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인 학술 업

적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광주 광산업 등 지

역산업진흥을 선도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회 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공학한림

원은 공학과 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우수 공학기술인을 발굴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 

법인으로, 정원 300명인 정회원의 자격심사

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신소재공학부	김재국	교수,	포스코	석좌교수	임명	

이병택	교수,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선임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박종진 교수 연구팀은 잉크젯 프린팅의 미세 

유적을 토출하는 원리를 적용해 은나노 입자를 환원시키는 프린팅 방법

으로 전도성 패턴을 형성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2월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교육부의 기초연구지원사업, LINC사업 및 산업기술자원부

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학부생 박시용 군과 대학원생 박성웅 군이 공동1저자로 함께 참여했

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Chemistry Letters’ 12월 10일자 온라인에 게재됐다.

* 논문원제 : Facile Inkjet Printing Using Silver Precursor with Controllable Surface Tension for 

Fabricating Ultra Pliable Paper Electrode

박종진	교수팀,	

전도성	패턴	형성	프린팅시스템	개발

환경에너지공학과 김성준 교수가 한국분석과학회 성문우수논문상

을 수상했다. 김성준 교수는 11월 17일~18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분석

과학회에서 ‘하천수와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유기물 분포 및 분해특성’

(Analytical & Technology 게재)이라는 논문으로 성문우수논문상을 받았

다. 김 교수의 연구논문은 광주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피인용지수가 과거 5년 간 발표논문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김성준 교수는 6월 개최

된 한국도시환경학회에서 학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학회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성준	교수,	한국분석과학회	성문우수논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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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CAMPUS COORPERATION

대외협력활동

지난 11월 3일 오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

원(KTR) 헬스케어본부와 지역 화학 산업 전

문가 양성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양 기

관은 이날 공과대학에서 협정식을 갖고 지역 

화학 산업 발전과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전

문가 양성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대학 

환경에너지공학과는 지난 3월 ‘화학물질 관

리 전문가 양성 특성화 대학원(책임교수 김성

준)’으로 선정됐으며, 2016학년도 2학기부터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등을 위한 석ㆍ박사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원하

는 ‘화학물질 관리 전문가 양성 특성화 대학

원’ 사업은 최근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이 시행되는 등 화학물질 규제

가 강화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화학물질 

정보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공과대학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KTR)	헬스케어본부와	

지역	화학	산업	전문가	양성	

상호협력	협정	체결	

공과대학은 11월 23일(수) 공과대학 회의실에서 GS칼텍스 Smart Work 지원단, 전남창조경제혁

신센터 고용존, 한국화학공학회 광주전남제주지부 등 3개 기관과 화학공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최신 화학공학의 이해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한 화학공학 전문가 양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기관은 이를 위해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교과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협력 체계 구축과 다각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 모색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공과대학	GS칼텍스	등	3개	기관과	상호협력	MOU	체결	

공과대학은 11월 3일 오후 ‘BIPO 2016’이 열리고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VIP실에서 한국전

력공사 전력계통본부와 고압직류송전(HVDC) 인재양성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

날 협정식에서 △HVDC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HVDC 분야 전문가 특강 

및 실무 현장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관련 프로그램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과대학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본부와	

HVDC	인재양성	상호협력	협정	체결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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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ACTIVITY

대외학생활동

기계공학부 3학년 

김나경 학생(지도교

수 강현욱)이 ‘제7회 

전국 대학생 유체공

학 경진대회’에서 장

려상을 수상하였다. 

대한기계학회 70주년 기념학술대회의 특별

세션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김나경 학생은 

‘복합구조 산화아연-은 나노물질을 이용한 표

면에너지 제어 및 측정에 관한 연구’란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기계공학부 MNTL(MEMS & Nanotechnology 

Lab.)연구실 소속의 이광용, 오선 박사과정생

(지도교수 이동원)이 최근 중국 ‘2015년도 국

가 우수 자비유학생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되

었다. 중국 ‘국가 우수 자비유학생 장학금’은 

2003년 중국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가 제

정한 것으로 해외에서 박사과정으로 공부하

는 자비 유학생 중 연구 성과가 탁월한 학생

에게 지급된다. 영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중국인 유학생이 집중된 5개국을 시작으

로, 현재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32개국 유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는 한

국에서 총 13명이 선발됐으며, 전남대학교에

서는 이광용, 오선 등 2명이 선발됐다. 

공과대학	학생들	창업경진대회에서	두각

우리 대학 기계공학부

(학부장 전인수)가 중앙일

보의 ‘2016 이공계열 학과

평가’ 결과 상위그룹에 올

랐다. 기계공학부는 중앙

일보가 최근 창간 51주년 

및 대학평가 23주년을 맞

아 실시한 이공계열 학과

평가에서 전국 59개 대학 

기계공학과(부) 가운데 두 

번째 등급인 상위에 랭크됐다. 최상위 등급에는 5개가 뽑혔고, 상위에는 전남대를 비롯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서울), 한양대(ERICA) 등 9개 대학이 각각 선

정됐다. 이번 이공계열 학과평가는 교수 연구실적과 학생 취업률, 학생 당 장학금 등 12개 지표 별

로 이뤄졌으며, 합산 점수가 상위 10% 미만이면 ‘최상’, 10~25%는 ‘상’을 부여했다. 특히 우리 대

학 기계공학부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14.9명) 부문에서 KAIST(7.6명), 포스텍(8.2명)에 이어 전

국 3위를 기록해 종합대학 가운데서는 교육여건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계공학부,	중앙일보	이공계열	학과평가	상위	등급	랭크

기계공학부	김나경	학생,	

유체공학경진대회에서	입상

기계공학부	박사과정생	2명	

중국	국가우수장학생	선발

전남대학교 창업교육센터(센터장 원용관, 전자컴

퓨터공학부) 소속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2015년에 열

린 전국 규모 각종 창업경진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

다. 창업동아리 CUBE팀(팀장 정기원, 산업공학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 산업진흥원이 주

관하여 지난해 11월 열린 제5회 전국 대학생 기술사

업화 경진대회 창업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CUBE팀은 앞서 지난해 6월 열린 순천대학교 

화창 창업경진대회에서 금상, PSV(Pre-Star-Venture) 전국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발군의 실력을 자랑했다.또 ‘CNUREE’팀(팀장 고준영, 전기공학과)은 전력 차단 시 생기는 아크 

접점을 회로적으로 없앤 ‘무아크 DC 차단기’로 한국전력 주최 ‘2015 빛가람 전력기술 엑스포 국제

발명대전’에서 동상을 획득하였다. 이 밖에도 순천대학교 화창 창업경진대회에서는 ‘DAOR’팀(팀

장 양수민, 응용화학공학부)이 폐 스마트폰을 블랙박스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 거치대 및 APP인 

‘Cardian’으로 ‘창업지락’에서 장려상을, 최석영(전자컴퓨터공학부) 학생은 한전 SG소프트파워전

문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사진과 함께하는 모교소식 파노라마모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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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박사과정 이성현 · 윤형석 학생

(지도교수 전인수)이 전국규모 학술대회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성현 학생은 지난 4월 열린 한국기계가공

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

문 발표상을 수상했고, 윤형석 학생은 대한기

계학회 신뢰성 부문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

한 논문으로 우수학생 논문상을 받았다. 

우리 대학 신소재공학부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실시한 ‘2015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결과 금속 분야에서 종합판정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신소재

공학부는 금속 분야 3개 평가영역 가운데 △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 운영 △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 

운영성과 등 두 개 영역과 종합평가에서 각각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금속 분야 평가에는 

전국 23개 대학이 참여하였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산업계 입장에서 분야별 직무수행에 필

요한 핵심 직무역량, 필수 교과목 등을 제시하고, 대학 교육과정이 이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경제5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평가결과 분

야별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교육부와 경제5단체·대교협 공동 명의의 인증패를 수여하고, 

경제5단체는 회원기업에 분야별 최우수대학 졸업생에 대한 취업 인센티브 부여를 권고한다.

기계공학과	박사과정	학생

전국	학술대회	잇단	수상

신소재공학부	‘2015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금속분야	최우수	등급	받아

신소재공학부를 졸

업한 강정원 박사가 

한국연구재단이 지

원하는 ‘이공분야 기

초연구사업-학문후

속세대양성사업’의 

대통령 포스닥 펠로우십에 선정되었다. 

대통령 포스닥 펠로우십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연구 역

량을 갖춘 신진 연구자를 선정해 연간 1억

3,000만원씩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 프로그

램으로 올해 강정원 박사를 비롯해 총 11명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신소재공학부	강정원	박사	

대통령	포스닥	펠로우십	선정

화학공학부 발명동아리 

‘CEO(지도교수 송요순, 조재

신)’팀 소속 학부 학생들이 지

난 5월 태양광응용제품 아이

디어·사업화 공모전에서 우수

상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

와 충청남도, 창업진흥원, 태양

광산업협회 등이 후원하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최한 이 공모전에서 안수빈, 공조성, 김하

정, 이동호, 조성준으로 구성된 우리 대학 ‘CEO’팀은 ‘태양광 자가발전 녹조 예방 및 수질개선용 수

중폭기장치’를 출품, 영예의 우수상을 수상했다.

화학공학부	발명동아리	‘CEO’,	공모전	우수상

10월 4일 화학공학부 광전자

화공소재전공 학생들이 융복

합디스플레이 공모전에 응모

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

디스플레이연구조합이 주관해 

올해 처음 열린 ‘융복합디스플

레이 공모전’에서 박재형 · 강

옥구 · 고은서 · 박경란 학생으로 구성된 응용화학공학부팀은 ‘홀로그램을 이용한 휴대용 디바이

스, 홀로건’이라는 작품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화학공학부	학생들	융복합디스플레이공모전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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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전국 공학도의 축제

인 「2016 공학교육페스티벌(E² FESTA)」이 11

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일산 킨택스에서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개최되는 공

학교육페스티벌은 전국 100여개의 공과대학

을 비롯하여 해외 유수의 공과대학이 참여하

는 최대 규모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

리 대학 학생들은 △공학홍보대사 △제 10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 △2016 창의적 종

합설계 경진대회 등에 총 27명이 참가하였으

며, 제10회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에서 전

자컴퓨터공학부 김양우 학생이 은상을 수상

했고, 기계공학부 이건후 학생이 동상을 수상

했다. 또한 ‘2016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에서 전자컴퓨터공학부 이상욱 외 학생들로 

구성된 ‘트롤링팀(지도교수 노봉남)’이 특별상

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환경에너지공학과	정석희	교수	연구실	

국제학회	및	국내학회	2016년	3회	수상

공과대학	학생들	

‘2016	공학교육페스티벌’	참가			

환경에너지공학과 정석희 

교수가 이끄는 ‘환경에너지융

합연구실’이 국·내외 학회에

서 잇따라 수상해 학계의 주

목을 받고 있다. 환경에너지

융합연구실은 2016년 개최

된 국제학회에서 2회(아시아

태평양 국제 미생물전기화학 

학회 AP-ISMET, 아시아 바이오 수소 및 바이오 가스 심포지엄 ABBS), 국내학회에서 1회(한국공업

화학회), 총 3회의 우수논문상과 최우수 발표상을 수상했다.

고분자섬유시스템공학

과 4학년 박영균 학생이 지

난 10월 경기 일산 KINTEX

에서 열린 ‘2016 캡스톤디

자인경진대회’에 정은지(경

영학부 4)·김민태(지역바

이오시스템공학과) 학생과 

‘Triple Point’라는 팀명으로 

참가해 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우리 대학교 지병문 총장은 12월 5일(월) 오후 대학본부 5층 접견실

에서 전국 규모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들 학생들에게 각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

급했다. 이들 세 명 학생은 지난 10월 경기 일산 KINTEX에서 열린 ‘2016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

에 ‘Triple Point’라는 팀명으로 참가, 전국 55개 LINC사업 참여대학과 실력을 겨룬 끝에 대상인 교

육부장관 겸 부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분자섬유시스템공학과	박영균	학생	

‘2016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	대상	수상

사진과 함께하는 모교소식 파노라마모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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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공학과 석사과정 유현상 학생(지도교수 이정환)이 지난 10월 4~6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2016 아시아 

태평양 가스 컨퍼런스(Asia Pacific Gas Conference, APGC)’에서 「Optimum Design on the Mixed Ratio of Injection Gas 

Considering Economical Efficiency in ECBM Process」란 주제로 우수논문 발표상을 수상했다. APGC는 가스 산업의 전 벨

류체인을 포괄하는 국내 유일의 가스관련 국제회의로, 국내외 가스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스 산업에 대한 최신동향과 

기술정보를 교류한다. 

유현상	대학원생	‘아시아	태평양	가스	컨퍼런스’	우수논문	발표상	수상

기계공학부 BK21Plus 미래융합기계시스템사업단(단장 이동원 기계공학부 교수) 참여 대학원생 

5명이 전국 규모 국내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잇달아 수상했다. 신달호 석사과정 학생(지도

교수 박수한)은 지난 10월 6일~8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국액체미립화학회 학술강연회에서 ‘흡

기 조건 변화에 따른 바이오디젤의 연소 및 배기 특성’이라는 논문으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석·박사통합과정 Piao Jinlong 학생(지도교수 박종오)은 지난 5월 개최된 한국 정밀공학회 2016 

춘계학술대회에서 ‘6자유도 완전구속 케이블 로봇의 구조에 따른 고유진동수 분석’이라는 제목으

로 논문을 발표해 지난 10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Qian Jingui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지도교수 이동원)은 한국 정밀공학회 2016 춘계학술대회에

서 ‘분집 접촉 원리 기반의 회전 마찰대전 나노 발전기’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해 지난 10월 전

남 여수에서 개최된 한국 정밀공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석사과정 이명준 학생(지도교수 박규해)은 지난 5월 한국 비파괴검사학회 2016년도 춘계

학술대회에서 압축센싱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측정 기법을 적용하여 회전체 시스템의 결함을 판

별한 연구를 통해 ‘압축센싱과 3차원 진단기법을 적용한 회전체 시스템의 상태진단’이라는 제목

으로 발표해 최근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이창원 석사과정 학생(지도교수 박규해)은 지난 5월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된 한국비파괴검사학

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이미지 영상처리를 이용한 패널의 크랙 결함 탐지’라는 제목으로 

프레스라인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기저 및 무기저 방법으로 결함을 탐지하는 방법을 연

구한 논문을 발표해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논문발표상’을 11월 추계학술대회

에서 수상했다.

BK21Plus	미래융합기계시스템사업단	참여	대학원생	

국내학술대회	5회	잇따라	수상

공과대학 대학원 바이오에너지 및 바이오

소재 협동과정에 재학 중인 김수미(지도교수 

최종일) 학생이 최근 열린 2016 한국 생물공

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에서 

“WISET · KSBB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또, 같은 과정의 김형진 학생(지도교수 박돈

희)도 2016 한국 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발표

대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받았다. 김수미 

학생(석사과정)은 지난 10월 12일~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 한국 생물

공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유래 저온 활성 펩

티다아제의 클로닝, 정제 및 특성화’라는 논문

으로 구두발표 부문 ‘WISET · KSBB 젊은 연구

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형진 학생(박

사과정)은 지난 11월 2일~4일 광주 김대중컨

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 한국 신재생에너지

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국내 도서지역 에너

지 자립화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

표해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했다. 

공과대학	대학원	

바이오	에너지	소재	협동과정생	

우수논문상	수상

신달호 이창원Piao Jinlong 이명준Qian Jingui

김형진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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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 ACTIVITY

각종 행사

산업대학원 최고산업전략과정(AISP) 9기 수료식이 2016년 1월 13일(수) 공과대학 영명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수료식에는 공과대학 학장단 및 AISP 총동창회 임원과 가족 등 60여 명이 참석

하여, 꾸준한 자기계발 의지로 각고의 노력 끝에 CEO로서 필요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식을 쌓

아 수료하게 된 수료생 30명의 노고를 치하하고 

축하해주었다. 한편 9기 임병남 회장은 원우들

의 뜻을 모아 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김택현 산업

대학원장에게 전달하였고, 김택현 산업대학원장

은 지난 한 해 AISP총동문회의 화합과 발전에 힘

써온 박진성 총동문회장과 정정길 사무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2015학년도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최고산업전략과정	수료식	

우리 대학은 2월 26일 오전 10시 체육관에

서 2015학년도 제64회 전기 학위 수여식을 

열었다. 지병문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고사하

는 자리에서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는 것은 

지성인이 해야 할 몫”이라며 “사회가 요구하

는 지성인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한

다”고 말했다. 이어서 “졸업식은 마지막이 아

니라 인생의 새 출발을 위한 다짐의 자리가 

돼어야 한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

기계발에 힘쓰고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우리 공과

대학에서는 공학사 538명, 공학석사 124명, 

공학박사 28명 등 모두 690명의 졸업생이 학

위를 수여받았다.

2015학년도	

제64회	전기	학위수여식

2016학년도	공과대학	신입생	829명	입학

우리 대학 2016학년도 입학식이 지난 2월 29일(월) 오후 2시 체육관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날 입학식에서 공과대학 신입생 가운데 화학공학부 최석운 등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 24명이 

총장상을 받았다. 지병문 총장은 훈사(訓辭)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 혼신

의 힘을 다해 실천함으로써 인생의 성공에 다가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목표는 어린 시

절 꾸었던 꿈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는 자세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2016학년도 우리 공과대학에 입

학한 신입생은 총 829명이며, 모집단위별로는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응용화학공학부는 이번 학년

도부터 학부 명칭을 화학공학부로 변경하여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공과대학 모집단위별 신입생 수, 총 829명>

모집단위 건축학부 
고분자융합
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산업공학과 생물공학과 
신소재
공학부 

입학생 수 50 64 91 47 33 76

모집단위
에너지자원

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컴퓨터
공학부

토목공학과 화학공학부
환경에너지

공학과 

입학생 수 35 49 164 37 14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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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학부(과)에서 2016학년도 새 학기 맞이 신입생 환영회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

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신입생 환영회에서의 과도한 음주문화, 후배 길들이기 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자 학생들 스스로 사회적 시각에 발맞추어 재고

한 결과이며, 학생들의 귀중한 만남과 소중한 시간을 보람되게 이끌어 신입생들의 참여와 호응을 

얻어내고, 놀자판 대학문화가 아닌 사회실상을 고민하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청년문화를 보

여주는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먼저 행사 명칭이 “환영회”, “MT”에서 “워크숍”, “전공캠프”로 바뀌었고, 체육대회를 여는 학부

(과)도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프로그램이 다양해져 대학생활 및 전공 소개, 미래설계 특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또한 과도한 음주와 그에 따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밤 행사를 배제하고, 체

력단련과 화합을 고려한 체육행사 등, 신입생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환영회가 열렸다.

2016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다양한	환영	행사	열어

<2016학년도 공과대학 학부(과)별 신입생 환영 행사>

학부(과) 행사명 일자 장소

건축학부 전공 워크숍 3.18.~19. 보성 다비치콘도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진로캠프 3.25.~26. 지리산가족호텔

기계공학부 전공 워크숍 3.4. 영광 청소년수련관

산업공학과 전공 워크숍 3.18.~19. 전남대 장성수련원 

생물공학과 제2회 생물공학과 회장배 볼링대회 4.28. 시내 볼링장 

신소재공학부 봄 체육대회 4.29. 공대 운동장

에너지자원공학과 2016년 에너지자원공학과 워크숍 3.24.~25. 화순 금호리조트

전기공학과 학과 체육대회 3.31. 교내 운동장　

전자컴퓨터공학부 진로설계캠프 3.21.~22.
영광 청소년수련원
한국수력원자력(한빛) 

토목공학과 2016토목공학과 친목캠프 3.11.~12. 나주 중흥골드스파

화학공학부 2016년 화학공학부 케미캠프 3.18~20. 화순 스파랜드 

환경에너지공학과 학과체육대회 3.24. 공대 운동장 

우리 대학은 6월 29일(수) 공학실습교육센

터 기계공작실과 3D프린팅교육실에서 전남대

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

상으로 ‘공학자유학기교실’ 자유학기제 체험프

로그램 시범교육을 실시하였다. 2016학년도 2

학기 본격적인 자유학기제 시행에 앞서 우리

대학 프로그램을 중학생들에게 시범적으로 제

공함으로써 중학생들의 학업 수준과 정보, 운

영 상 개선할 점 등을 탐색하여 프로그램 완성

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계설계 및 제작 체험활동’, ‘3D프린팅 및 

3차원 모델링’ 2가지 프로그램에 과학 독서 

동아리(15명)와 소프트웨어 동아리(19명) 학

생들 34명이 참여하였고, 우리 실생활에 사

용되고 있는 생활필수품과 기계, 그리고 부품

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이해하고 직접 체

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학자유학기교실’ 

체험프로그램은 8월 23일(화)부터 전남대 사

범대 부설중학교를 시작으로 광주·전남지역

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이 이루어진다.

공과대학	

‘공학자유학기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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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2016	봄	학술대회	열어

4월 15일~16일, 공과대학 

2호관에서 미래의 순환자원

기술 활용을 위한 “한국건설

순환자원학회 봄 학술대회”

가 개최되었다. 학술대회 주

요 내용은 ▲순환자원 일반

특성, 미활용 순환소재, 순환

자원 생산시스템, 품질 고도화, 현장시공·적용 등에 대한 학술발표 ▲슬래그활용 PC제품, 공동주

택 누수예방·성능복원 기술 등의 각 세션별 토론 ▲미래의 순환자원 기술 활용 강연 등으로 이뤄

졌다.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는 국내 학계·연구기관·언론계·산업계·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건설폐기물·건설분야에서 순환 가능한 자원의 관리·재활용과 관련한 기술, 정책 등 건설과 

환경 등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에 설립된 학회다.

4월 15일 전남대로봇연구소(소장 기계공학부 박종오 교수) 주관으로 G&R HUB 세미나실에서 

“제 4회 국제케이블로봇 포럼”이 개최되었다. 포럼의 주요 내용은 ▲ Demystifying Industry 4.0 ▲

Robotics focus with priority in Korea ▲Software Architecture for Cable-Driven Parallel Robots 

▲High dynamic cable robots & kinematic parameter calibration 등으로 이루어졌다. 제4회 국제

케이블로봇 포럼에는 전남대 로봇연구소 박종오 소장을 비롯한 광주시 관계자와 독일 프라운호

퍼 아이피에이 페를 교수, 프라운호퍼 아시아 대표 카타리나 란드그라프, 주한 독일대사관 마리

나 파울리 참사관, 대우조선해양 연구진 및 우리대학 송진규 연구처장 등 여러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연정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리지역의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제4회	국제케이블로봇포럼	성료

한국주택건설주식회사 정석우 대표이사(공

과대학 동창회장)가 모교인 공과대학에 발전

기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 정석우 대표이사

는 7월 28일 “우수한 공학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는 모교에 마음을 보태고 싶다”며 발전기

금을 전달했다. 공과대학은 이날 받은 발전기

금을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정석우 대

표이사는 1978년 우리대학 기계공학과를 졸

업했으며, 현재 공과대학 동창회장으로 활동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과대학 동창회(회장 

정석우 한국주택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는 

‘2016년도 공과대학 동창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2016년 공과대학 동창회 장학생으로

는 일반대학원 전자컴퓨터공학과 추명훈 학

생과 신화학소재공학과 박성호 학생이 선정

되었으며, 정석우 동창회장은 두 학생에게 동

문 선배들이 지원하는 뜻깊은 장학금 100만

원씩과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공과대학 동

창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38명의 

공과대학 학생들에게 선배들의 사랑이 담긴 

장학금을 전달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예

정이다.

정석우	공과대학	동창회장	

공과대학	발전기금	기탁,	

동창회	장학금	전달식	가져	

사진과 함께하는 모교소식 파노라마모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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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목) 개교64주년 기념행사로 공과대학 교직원 체육대회 및 2016년 8월 31일자 정년퇴

임 교수님 공로패 전달식이 무안 및 목포대학교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공과대학 교직원을 중심으

로 명예교수, 공과대학 동창회 임원, 최고산업전략과정(AISP) 임원 등 공과대학의 다양한 계층 내

빈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화학공학부 김진환 교수님과 건축학부 주석중 교수님

께 그간 우리 대학 발전에 기여하신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공로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자

리를 가졌다. 또한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테니스, 등산, 골프 등의 체육경기를 통해 우의와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여 즐겁고 귀한 시간을 함께하였다.성황리에 진행된 우리 대학 개교

64주년 기념 체육대회 테니스 경기에서는 환경에너지공학과 박정훈, 김성준 교수 팀이 우승을 차

지하였고, 등산에서는 베스트드레서상에 이준웅 교수(산업공학과), 분위기메이커상에 송진규 교

수(건축학부)가 각각 선정되었다. 가장 치열한 경합을 벌인 골프경기에서는 홍성길(신소재공학

부), 박돈희 교수(생물공학과)가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김형진 교수(화학공학부)는 메

달리스트에 올랐다.

공과대학의 취업업무 관계자 대상 조교 워크숍이 6월 23일(목)과 24일(금) 제주특별자치도 대

명리조트에서 진행되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한 학과별 학생 진로·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논의와 

조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동료 간의 인화 단결을 목적으로 계획된 이번 워크숍은 이준기 교무

부학장을 비롯하여 28명의 조교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학과(부) 상호간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

고, 샤려니숲길, 제주돌문화공원 등 생태탐방을 통하여 우리나라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가

졌다. 워크숍에 참석한 조교들은 이번 행사가 취업과 진로에 대하여 학장단과 조교, 관련 직원들

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토론

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협업으로 대학발전과 학생들

의 취업활동에 더욱 매진하

기로 하였다.

개교64주년	공과대학	기념행사	열어

공과대학	학생취업업무	관계자	워크숍	가져

1969년 우리 대학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정

인채 새천년종합건설(주) 회장이 8월 26일 우

리 대학교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명예 공학박

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정인채 회장은 지난 

2001년 새천년종합건설 회장으로 취임하기

까지 건설사 엔지니어·임원, 부사장 등을 지

내는 등 50년 이상 토목 건설인으로서 삶을 

살아왔으며, 장인정신과 경영능력을 인정받

아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 받게 되었다.

정 회장은 “학위를 받음으로써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춘 만큼 현장에서 익힌 노하우를 후

배와 후학에게 전수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공과대학 동창회장, 총동창

회 수석상임부회장을 역임한 정 회장은 지난 

2012년 전남대학교 개교 60주년을 맞아 우

리 공과대학에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하기

도 했다.

정인채	새천년종합건설	회장,	

명예	공학박사	학위	수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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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제64회)	후기	학위수여식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

여식’이 8월 26일(금) 오전 

10시 민주마루(구 대강당)에

서 졸업생과 가족, 교직원 및 

재학생, 동문 등 1,5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날 학위수여식

에서는 학사 1,360명, 석사 403명, 박사 130명, 명예박사 1명, 명예학사 5명 등 모두 1,899명이 학

위를 수여받았다. 이중에서 공과대학은 공학사 309명, 공학석사 90명, 공학박사 20명, 명예공학

박사 1명, 명예공학사 2명 등 모두 422명을 배출하였다. 특히,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1969년 우리 

대학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50여 년 동안 건설현장의 외길을 걸으며 광주·전남 지역경제와 국

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인채 새천년종합건설(주) 회장에게 명예공학박사학위가 수여되었으며, 

80년대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가 졸업시기를 놓친 고 양일승(신소재공학부, 2001년 사망), 정준

(기계공학부) 동문에게는 명예학사학위 증서가 수여되었다.

2016년 건축학부 졸업작품전이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대 2호관 1층 영명홀에서 개최되

었다. 이번 작품전에는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5학년 학생 27명과 건축공학전공 4학년 34명 등 61

명 학생들의 개성 있는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건축학부	‘졸업작품전	2016’	열어

공과대학은 봄, 가을 두 차례 퇴임교수님들

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공과대학 발전을 위

해 기울이신 노고에 감사드리는 한편 공과대

학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고견을 청취했다. 스

승의 날 주간인 5월 10일 열린 춘계 간담회에

는 총 44명의 명예교수 중 20분이 참석해 김

택현 학장으로부터 공과대학 현황 및 성과보

고, 추진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발전적 

의견을 나누었다. 공과대학 학장단은 교수님

들의 건강과 안녕을 여쭙고 공과대학의 든든

한 어른인 퇴임 교수님들의 대학 운영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청취했다. 10월 18일 열린 추

계간담회에도 20명의 명예교수님들이 참석, 

공과대학 32대 학장단과 공과대학 운영과 발

전에 대한 의미있는 담화를 나눴다. 명예교수

님들은 오전 간담회를 마치고 오후에 전북 부

안의 내소사를 방문하여 산사의 깊어가는 가

을 정취를 만끽하면서 문화 탐방의 시간을 가

졌다.

2016년	춘계·추계	

퇴임교수	간담회	

사진과 함께하는 모교소식 파노라마모교소식 

58    2017.Vol.26



공과대학 학생들은 학과(학부) 별로 축구, 농구, 

볼링 등 다양한 체육동아리를 구성하고 체육활

동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동료들과 우의를 다

지는 건전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

에 부응하여 공과대학은 ‘2016년 공대학장배 축

구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학부(과)별로 구

성된 14팀이 출전하여 지난 9월 19일부터 예선전

을 치르고, 27일(화)에 결승전이 열렸다. 이날 결

승전은 기계공학부 “MSC-A” 팀과 전자컴퓨터공

학부 “RANDOM”팀이 맞붙어 승부차기까지 가는 

명승부 끝에 “MSC-A”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

전 경기가 열린 종합운동장에는 김영만 공대 학

장과 기계공학부 전인수 학부장 등 교수 학생들이 참석하여 응원과 격려를 통해 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번 학장배 축구대회 출전 팀은 FC랜덤-A(전자컴퓨터공학부), FC

랜덤-B(전자컴퓨터공학부), 래알 트랜스(전기공학과), EnR(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TEX(고분자

융합소재공학부), ACCER(건축학부), 불새(화학공학부), HELIX(화학공학부), MSC-A(기계공학부), 

MSC-S(기계공학부), 시스템(산업공학과), 모멘트(토목공학과), 메테르(신소재공학부), 하프라인

(환경에너지공학과) 등 14팀이다. 

학생	체육행사	축제	계속	‘공대	학장배	축구대회’

공과대학은 지난해 12월 29일 공대 영명홀

에서 우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송년

회를 열었다. 이날 송년회에는 70여명의 공과

대학 외국인 학생들이 참석하여 동료유학생

들과 간단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새해소망 기

원, 모국 소개, 한국 OX 퀴즈, 장기자랑, 행운

권 추첨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공과대

학은 이번 행사를 유학생들이 모국에 대한 향

수를 달래고, 타향살이에 치진 마음에 위안이 

되도록 준비하였으며, 참석 유학생들의 감동

에 힘입어 공과대학 연말 행사로 정착할 계획

이다. 이번 공과대학 외국인유학생 송년회는 

우리 대학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단인 ‘WE-

UP 사업단(단장 화학공학부 한은미 교수)’의 

학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2016년	공과대학	

외국인	유학생	송년회	열어

공대	가을	축제	‘코스모스	대동풀이’

공과대학 학생들의 가을 축제인 ‘코스모스 대

동풀이’가 지난 10월 6일(목) 밤 공대 매점 앞 

광장에서 개최 되었다. 이날 축제는 풍물패 ’꽂

감‘과 ‘ᄒᆞᆫ소리’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2016년 공

과대학 학장배 축구대회‘ 시상식, 장기자랑, 공

연, 추억의 부스체험 등 다양하고 건전한 축제

로 공동체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공대학생회는 학내 교육연구 분위기를 감안하

여 축제 행사를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하고, 과거에 2~3일씩 해오던 행사를 단 하루로 축소하여 

진행하였다. 9월 22일(목)에는 화학공학부 학생들이 학부 축제를 열어 우의를 다지고 즐거운 시

간을 가졌다. 9월 23일(금)에는 기계공학부에서 학부생들의 단합 및 친목을 도모하고 동기애 강

화를 위한 ‘치차제’를 열었다. 또한 9월 27일 밤에는 건축학부 학생들이 공대 2호관 영명홀과 100

강의실 로비에서 ’건축인의 밤‘ 행사를 열어, 건축학도 간에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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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윤 교수│전기공학과	

이원오 교수│기계공학부	

장민철 교수│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문창배 교수│기계공학부	

최광훈 교수│전자컴퓨터공학부	

신임교수를 
소개합니다

저를 모르는 많은 분들께 이렇게 지면으

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는 올해 8월에 전기공학과에 임용된 윤상

윤입니다. 7월 말에 전남대학교에 내려와

서 제 연구실을 지정받고 대전에서 부랴부

랴 짐을 옮기고 정리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

데 벌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독립된 

제 방이 생겼다는 기쁨과 앞으로의 대학에

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마치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낮선 사회생활을 시작했

던 때와 비슷한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경험

저는 학위를 마치고 충북 청주의 LG산

전이라는 중전기기 제조회사의 연구소에

서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 전

공은 전력계통공학으로 발전, 송전 및 배

전계통의 운영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분

야입니다. 사실 분야가 너무 넓어서 배전

계통의 보호와 신뢰도 쪽을 전공했다고 해

야 맞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장이나 빌딩

내부의 계통운영을 감시, 제어하는 시스템 

개발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 

및 송전계통운영을 담당하는 EMS(energy 

management system)까지의 개발 프로젝

트에 참여했습니다. 계통 운영시스템을 개

발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전공자들에게도 적

은데, 실제 적용상의 많은 지식들과 대형 시

스템의 구조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귀한 

경험을 월급까지 받으며 했으니 생각해보

면 제가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

다. LG에서 만 7년을 채우고 2010년에 대

새로운 
시작의 설렘

윤상윤 교수
전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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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한전 전력연구원에 경력직으로 이직

하여 또 다른 신입의 경험을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도, 여기서도 이전에 했던 계통운영

시스템 쪽을 계속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차

세대 배전계통 운영시스템인 Smart DMS

와 마이크로그리드 운영시스템(Microgrid 

EMS)의 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한전에서

의 마지막 연구 프로젝트는 캐나다 온타리

오주의 패네텡귀쉰(Penetaguishene)이라

는 곳에 마이크로그리드 사이트를 구축하

고 배터리 운영을 실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눈이 오

는 지역인데, 어느 겨울날에 길을 잘못 들어 

보았던 끝없이 펼쳐진 눈밭과 간간히 서있

는 침엽수의 풍경이 아직도 선합니다.

새로운	시작

첫 수업 시간에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다가 

학생들의 무반응과 차려입은 양복과 넥타

이의 조임에 진땀을 흘렸던 기억에서 이제

는 조금씩 주변과 저를 둘러볼 수 있는 여

유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면

서 생각해보니 항상 바쁘고 급하기는 했지

만 중간 중간의 여행길마다 좋은 친구들과 

스승들을 만나며 큰 고민 없이 재미있게 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여행을 시작한 

지금, 제가 스승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만 

빼고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즐거운 길

임은 같다고 봅니다.

교직에 이제 막 입문한 저로서는 교수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

고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와 함께 새

로운 여행을 함께하는 학생들은 이전 여행

길에 같이하던 회사원들이 아니므로 단기

의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기본 개념의 이해

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이것에 도움을 주

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는 생각하고 있습니

다. 제 자신의 단편적 지식을 탓하며 밤늦게

까지 수업을 준비하고, 틈틈이 참여하는 연

구 프로젝트의 밀린 숙제도 하고, 잠깐 잠깐 

논문도 준비하다보면 일주일이 어떻게 가

는지 모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교정의 젊

은 에너지와, 집까지 걸어가는 길의 금목서

와 은목서의 향기에 하루하루 배터리를 충

전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지식의 전달과 더불어 

교감을 통한 동무이자 존경받는 스승이 되

고 싶습니다. 제가 열정을 가지는 만큼 반응

해주는 학생들에게서 이번 여행의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반응에 일희

일비하는 초보 교수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저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허락해주신 우리

대학과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서없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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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융합적	연구	방법론	연구

고등학교 때까지 줄곧 인천에서 자라왔

고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에서 대학 생활

을 하였습니다. 이후 동 대학 재료공학부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이 기간 동안 배우

고 익힌 다양한 재료에 대한 물성 모사 기

술 및 해석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박

사학위 취득 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기

계공학부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복합재료의 실험법 및 데이터 처리법 연구

와 더불어 meso-scale analysis를 통한 연

속체에서의 물성 예측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구성방정식의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개발된 구성방정식으로부터 사용자 서브

루틴코드를 작성하여 이를 상온 및 고온 성

형해석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

다. 이후, 경상남도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복합

‘미래 인재 키우기’
 가슴 뛰는 시작

이원오 교수
기계공학부 

재료연구본부에서 7년 8개월간 근무하며, 

구조용 복합재료의 열 성형 및 다양한 탄소

나노소재(CNT, 그래핀 등)를 활용한 기능

성 복합소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다학제간 학문적, 연구적 이력

을 바탕으로 현재 저는 기계역학+섬유복합

재+기능성화학소재 분야라는 키워드를 바

탕으로 다양한 신소재의 학문융합적 연구 

방법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료역

학기반의 다학제간 연구를 통해 신소재 기

반 구조 재료의 미래형 융합연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래형 융합기술 연구라는 큰 주제 아래

에서 1) 미래형 자동차용 섬유강화 복합재 

부품 고속 열 성형 기술 (재료역학/복합재 

분야), 2) 기능성 나노 구조소재를 이용한 

복합재 계면 향상 기술 (나노소재/복합재 

분야), 3) 웨어러블 일렉트로닉스용 텍스타

일형 수퍼커패시터 및 복합감지 센서 (텍스

타일/고분자소재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기계+화학+소재라는 융합적 

학문 접근론을 바탕으로, 미래형 신소재의 

구조/기능성 응용 연구를 통해 기존 기계

공학분야에서의 연구를 보다 확장하고, 새

로운 융합기술형 연구 패러다임에 부합하

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자 합니다.

재료	역학	신소재	이해	교육	중점

 앞으로 저는 다양한 재료 및 역학적 기술

을 보유한 미래 인력을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계공학

분야에서는 소재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지

식을 바탕으로 구조, 기능 및 시스템 설계

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미래형 구조 재료들은 기계적・열적・기능

적 거동이 비선형적이고 비등방성이기 때

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해석할 수 있

는 재료역학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노・섬유 신소재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기계공학의 필수가 되는 수학, 기초과학 

및 전산 기술의 습득을 장려하며 학부생 필

수 과목의 성공적인 이수와 이해도 증진을 

위해 직접 면담과 관련 노하우 전달에 힘

쓸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의 기계공학도는 

소재에 대한 깊은 이해 및 시스템을 바라

볼 수 있는 재료 역학적 지식이 병행되어야 

다양한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양한 재료(금속, 세라믹, 고

분자 및 최첨단 소재)에 대한 거시적/미시

적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관련 

수업 이수를 장려하고, 재료역학 관련 과목 

수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에 도전

하는 학생들에게 함께 공부한다는 마음가

모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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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으로 일대일 개인 지도를 병행하고자 합

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하여 표현할 수 있는 발표 능력 향상과 국

제화 의식 고취에 힘쓰려고 합니다. 대부

분의 산업 현장에서는 본인의 업무를 충실

히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잘 가다듬

어 효율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국제적인 시각과 언어로 자신의 의

사를 돋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습・설계 수업 등에서 영어 발표를 장려

하고, 결과물의 달성도뿐만 아니라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스킬, 해당 

내용의 세계적인 기술 동향 및 앞으로의 방

향 등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는 능

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

용적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연 실무자들과

의 만남을 통한 진로 설계를 도모할 수 있

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진로와 관련한 학

생들의 여러 고민 중 하나가 자신이 정말로 

어떤 분야에 적합하고 가장 만족할 것인지

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장의 

실무자들과 허물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직

접 경험하고 느끼면서 방향을 찾아갈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다년간의 연구 경력을 통

해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 및 전문가와의 네

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만남, 대담, 세미나 

등을 통해 학생 자신에게 맞는 취업 방향을 

설계하여 진로 설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제 각 업계의 실무자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인재상과 실무능력을 수시로 전

달받고 숙지하여, 업체의 해당 업무에서 요

구하는 기본 지식과 특정 기술(장비, 프로

그램, 해당 산업 이해, 현 생산 및 제조 기술 

등)을 Early Involvement Training을 통해 

취업 전에 잘 준비된 맞춤형 인재를 키우

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지식과 기술을 사전

에 잘 이해하고 기초적인 실무 능력이 있는 

학생이 취업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제 연구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포

부가 전남대학교라는 큰 우물에서 달성되

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불안정

할 수 있지만 모험과 도전을 선택했었고 앞

으로도 그러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더 깨달은 것은 원하는 모험과 

도전을 위해서는 이를 받쳐주고 길을 제시

해 줄 수 있는 경쟁력과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쟁력과 비전을 가지지 못한 위

치에서의 모험과 도전은 말 그대로 무모함

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연구와 인

재양성에 대한 모험과 도전에 대한 모델로 

전남대학교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선

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세계적인 대

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하고도 전문적

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큰 그릇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첫 걸음 내디딘 제가 조금이

나마 일조하고, 꿈을 실현시키고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Fiber-reinforced
Composites

- Fiber/matrix interface

- Constitutive model
- Thermo-stamping
- Nano-composites

Advanced
Materials

- Organic/Polymeric
- Bioinspired materials
- Textile OFETs

- Fiber supercapacitors

Mechanics	of	Materials

- Optimum design theory

- Viscoelasticity, Plasticity

- Multi-scale mechanics
- Process design for EVI

Fiber-type	energy	storage

Textile	OFET	&	sensors

Automotive	compositesMechanics	of	composites

Multi-functional
nano-composites

Structural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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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스트블뤼테’의	간절함으로

1997년 전남대학교 물질화학공학과(현 

화학공학부)에 입학하여, 우연찮게도 ‘전자

재료’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conjugated 

polymer (공액 고분자)를 접하게 되었습니

다. 이 과목을 통해 공액 고분자에 대한 학

문적 호기심이 생기면서, 보다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해 2004년 서울대학교 화학생물

공학부 장정식 교수님 연구실에 석사과정

으로 진학 하였습니다. 첫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슴 설레기도 했지만, 낯선 생

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을 많

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게 주어진 첫 과제는 6개월 동안 거의 

날밤을 지새고 주말에도 일을 하면서 열심

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

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앙스트블뤼테

(Angstblute, 불안 속에 피는 꽃)’에 대한 이

야기를 친구로부터 듣게 되었고, 그 이후 

나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 보자는 생각으로, 다시 맘을 가다듬고 

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6개월을 끈

질기게 노력한 결과, 마침내 PEDOT 나노

재료를 제조하는데 성공하게 되었고, 2006

년 무사히 석사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업적으로 2007년 춘계 고분자 학

회에서 우수석사학위 논문상을 수상하기

도 하였습니다. 

석사학위를 시작할 때는 박사학위까지 

마칠 계획이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아쉽

게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석사를 마치

고 LG화학에 입사할 때도 세 번의 신체검

사를 마친 후에야 겨우 입사할 수 있었습

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주로 비할

로겐계 난연 ABS(acrylonitrile-butadiene-

styrene) 수지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회

사 생활은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비록 회

사생활은 만족스러웠지만, 무언지 모르는 

허전함이 항상 가슴 한 켠에 자리잡고 있었

습니다. 2007년 신혼여행 겸 미국에서 열

리는 아내의 연구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하

게 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

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이 한 자리

에 모여서 자신들의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

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연구

에 대한 열정이 다시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허전함은 바로 제가 원했

던 박사학위를 마치지 못했다는 미련이 가

슴 한 켠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미국으로의 유

학을 결정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유학준비

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 초

에 조지아텍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았습니

다. 그런데, 출국 한 달을 남겨두고 안면마

비가 온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구안와

사’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

데, 의사 선생님께서 안면 양쪽이 마비가 

오는 경우는 뇌종양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

하셨고, 빨리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셨

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아들은 어떡하

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집사람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저는 그저 “괜찮을 거야” 라고 위로할 뿐이

었습니다.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서 정밀검

사를 받는 동안 하루 하루가 너무도 힘들었

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간절하면 이루

어진다.’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

다.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

라는 마음으로……. 드디어, 며칠 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담담한 마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

니다. 그 때,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15년 의

사생활 하는 동안 이런 경우 정상으로 결과

가 나온 게 처음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웃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장민철 교수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모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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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안면 양쪽이 마비

가 왔지만 ‘구안와사’였습니다. 제 간절함

이 하늘에 통했나 봅니다. 

늦깍이	수학,	영어와	사투

우여 곡절 끝에 미국 유학을 위해 출국을 

하게 되었고, 첫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

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얼굴의 신경들이 

회복되지 않아서, 눈이 잘 감기지 않고, 입

이 잘 움직여 지지 않는 다는 것이었습니

다. 저는 회복이 너무 더디었던 것 같습니

다. 지금도 오른쪽 얼굴이 회복이 덜 되어

서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더군다나 영어

를 잘 못하는 저에게는 첫 학기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첫 학기 동안은 수업만 듣고 

거의 영어를 사용해 본 기억이 없는 것 같

습니다. 수업을 알아 듣기도 힘들었고, 영

어 대화가 힘들어서 외국인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Qualifying Exam과 Thesis 

Proposal에서 정말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

다. 하지만 이대로 걱정만하고 있을 수 없

다는 생각에 다시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는 믿음으로 매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

다. 모두 잘 될 거라고…… 그리고, 영어실

력을 키우기 위해 매일 30분 이상씩 외국

인 친구들과 대화하고 매일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어느 

순간 수업을 듣고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하

는데 어려움 없이 미국생활에 익숙해져 가

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와 노력덕분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지도교수님과 다른 커미티 멤

버 교수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박사학위 디

펜스를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끝낼 수 있

었습니다. 특히, 박사학위 Proposal에서 굉

장히 공격적이셨던 한 교수님은 저의 영어

와 연구능력이 믿기지 않을 만큼 일취월장 

했다고 정말 감동적이라고 하시면서 칭찬

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기반	고연성	복합	재료	연구

저는 박사과정 동안, 유기 전자재료 및 소

자 분야에 전문가이신 Elsa Reichmanis 

교수님 지도하에 공액 고분자 필름의 

morphology를 제어하여 필름의 전하수송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방법을 개발

하였고, 더 나아가, 공정이 공액 고분자 필

름의 구조, 물성, 그리고 전하수송능력에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 및 이해

를 바탕으로 공정 최적화를 통해 공액 고분

자 필름의 전하 수송능력을 극대화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에모리 대학교 화학과

에 신임교수로 오신 Eilaf Egap 교수님과 

일하면서, 실험실에 필요한 연구장비들을 

설치하고, 박사과정 연구의 확장 및 발전의 

일환으로서 고분자 용액 처리 공정과 더불

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박막제조 

공정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는 유기 반도체의 나노 구조와 분자 배

향을 제어할 수 있는 공정 개발 및 공정-구

조-물성의 상관관계 이해를 통한 고성능 

전자/에너지 박막소자를 개발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차세대 스마트 기기인 웨어러블 

디바이스응용을 위해 유・무기 반도체를 기

반으로 하는 고연성 복합재료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위해 미국유학을 결심

했을 때, 꼭 박사학위가 끝나고 제 모교인 

전남대학교에 돌아가 후배를 양성하고 학

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수가 되고 싶

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장애물과 시련이 있었지만, ‘간절하면 이루

어진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준비해 온 결

과, 저는 약 2개월 전부터 제 모교인 전남대

학교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에 신임교원으

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꿈을 꾸

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되기도 합니

다. 지금까지는 연구자로서의 삶을 살아오

면서 제 자신의 성장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시

작하려 합니다.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교육

자로서 학생들의 성장과 유익, 더 나아가서

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

서 새로운 꿈을 꾸려 합니다. ‘앙스트블뤼

테’라는 단어를 항상 되새기면서, ‘간절하

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제 꿈을 향한 

새로운 레이스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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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로봇의	운동제어	경로생성	연구

올해 2016년 2월말에 광주로 이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듯 한데 벌써 한해가 지

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학기와 마

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2학기를 보내면

서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

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수님들을 

만나게 되어 뜻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부안에서 태어나서 초등

학교 1학년 이후에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에

는 97년도에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

학하였습니다. 학부 시절에는 중간에 병역

특례를 위해서 약 4년간 S/W 개발자로 일

을 했습니다. 기계공학과 전공이지만 중간

에 관련 분야를 공부해서 취업하였고 주로 

웹 서버개발, 윈도우디바이스 드라이버개

발 등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해당 기간

의 S/W 개발 경험이 향후 연구를 수행하

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학부 졸

업이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학부 졸업과 

함께 석사과정으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박

사 학위를 2012년에 받았습니다. 학위 연구 

내용은 이동로봇의 운동제어 및 경로생성

에 관한 분야 입니다. 로봇이 이동할 때 어

떻게 길을 찾고 이동하는지를 계산하는 내

용입니다. 박사과정 이후에는 BK21+ 지원

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

였습니다. 이후 2014년 ~ 2016 년 2월 까지

는 현대모비스 선행실에서 근무하면서 자

율주행자동차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였습니다.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문창배 교수
기계공학부

제 연구분야는 이동로봇연구(Mobile 

Robot)입니다. 기존의 산업용 로봇 팔과

는 다르게 이동 로봇은 몸체가 이동하기 때

문에 기존의 로봇연구과는 많이 다른 분

야 입니다. 이동 로봇은 최근 두각을 드러

내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시해서 가

정용으로 쓰이는 청소용 로봇 및 공장에

서 사용되는 무인 AGV 및 서비스 로봇 등

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동 로봇은 기

술적으로는 크게 위치추정(Localization), 

경로계획(Path Planning), 운동제어

(Motion Planning),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석사학위과정에서는 는 위치추

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박사과정에

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로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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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제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동 로

봇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 간 융합 성

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분야 교수님과

의 협업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에서는 센서 정보 융합을 통한 자율 주행차

의 위치추정 기술 개발 및 고정밀 지도 개

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영상기반	측위	기술	개발

현재는 자율 주행차의 영상기반 측위 기

술을 현대모비스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한, 모바일 매니퓰레이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매

니퓰레이션은 이동하는 플랫폼에 로봇 팔

을 부착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기술입

니다. 이는 기존의 이동체에 조작할 수 있

는 팔을 달아서 유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입니다.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다

양한 조작기 관련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고, 

고정축이 이동하는 부분에서 오는 어려움

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

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이동하는 모든 

것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연구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딱딱한 듯 해서 제 취미 생활에 대해

서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에 한

국화 관련 동아리에서 회장직을 수행하며 

동아리에서 한국화를 그렸습니다. 지금은 

먹물을 버릴 곳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약 

7~8년간 열심히 배웠습니다. 최근에는 현

대모비스에 다니면서 배웠던 실내 스포츠 

클라이밍을 시작했습니다. 전신 운동이 되

면서 운동량도 많아서 운동을 시작하고 싶

으신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만 광주

로 이사오면서 아직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향후에도 지금처럼 늘 배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동 로봇 분야는 다양

한 분야가 융합되어 있는 분야이고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동 로

봇을 연구하는 학과는 컴퓨터학과, 전자전

기공학부, 기계공학부, 제어계측학과등 다

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연구를 위

해서 필요한 지식도 많은 분야 입니다. 현

재도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

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고싶습니다. 

Hdma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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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에 충실한 삶’
새기며 시작

최광훈 교수
전자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	버그잡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

소프트웨어언어 및 시스템 연구실의 최

광훈 교수입니다. 제 전공 분야는 프로그래

밍언어, 컴파일러, 소프트웨어공학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버그를 잡는 소프트웨어

를 만드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테스트하면서 버그를 찾는 기술

과 사람이 눈으로 소스 코드를 살펴보는 과

정처럼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오류를 

찾는 기술이 있습니다. 또는 원천적으로 버

그가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래밍언어를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

합니다. 마치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 차량

에 경유를 실수로 주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주유기 총을 다르게 만드는 것처럼 말

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를 잘 

설계하면 오류의 빈도를 제어할 수 있답니

다. 수백만 라인이나 되는 갤럭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에 자잘한 버그는 있지만 그럭

저럭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러한 소프트웨어공학의 기술 덕분입니다. 

각 개발 절차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편적인 컴퓨팅 기기인 안

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소프트웨어를 대상

으로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앞으

로는 사물인터넷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

능의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더 넓은 분야

를 다뤄볼 생각입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기초 코딩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프트웨

어 중심 사회라는 용어를 한 번 쯤은 들어

보셨지요? 한동안 티브이를 틀기만 하면 

김태희씨가 나오는 아파트 광고를 볼 수 있

었지만 이제는 모바일 게임 광고가 그 자리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이렇게 바뀌

었습니다. 국내외의 많은 대학에서 이미 기

초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크래

치, 앱인벤터, 파이썬, 또는 자바 등의 프로

그래밍언어를 컴퓨터 비전공자에게도 교

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스몰 

베이직 프로그래밍언어의 코딩 환경을 맨 

밑바닥부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본 기능을 구

현하는 초기 개발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국

내외 활용 및 개발 커뮤니티를 만들어 기초 

코딩 교육을 위한 유익한 환경을 만들어 보

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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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	연구	참여

전공 얘기는 이만 하고 이제부터는 개인

적인 얘기를 풀어볼까요? 27년 만입니다. 

광주에서 나고 자라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

학 가면서 떠난 이후로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네요. 광주시에서 톨게이트에 저의 귀

향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걸어주지 않을

까 기대했었는데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더

군요. 물론 본가와 처가 부모님들께서 광주

에 계시기 때문에 명절 때 내려오곤 했었지

만 이제는 광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

는 전남대 사거리에서 가까운 용봉초등학

교를 졸업했습니다. 기아타이거즈, 그때는 

해태 타이거즈였지요. 해태 타이거즈 어린

이 회원 잠바를 입고 동네 친구들하고 야구 

배트와 글러브를 챙겨 전남대로 야구하러 

오곤 했었습니다. 잔디가 야구하기 좋았거

든요. 그때도 우리 전남대 캠퍼스는 참 아

름다웠습니다. 수위 아저씨에게 쫓겨나기

도 하고 농대 대학생에게 야단도 맞기도 했

지요. 돌이켜 보면 그 때부터 전남대와 추

억을 쌓기 시작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광주과학고에 입학했고 한국과학기

술원에서 학부와 석・박사 과정을 마쳤습니

다. 일본 자이스트와 토호쿠대학의 아쯔시 

오호리 교수 연구실에서 프로그래밍언어 

및 컴파일러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후

에는 LG전자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였습니다. 특히 리눅스 기반 스마트폰 소

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을 총 지휘해서 바르

셀로나에서 매년 개최하는 모바일 월드 콩

그레스에 시제품을 전시하기도 했고, 상용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개발하였습니다. 

LG전자에 근무하면서 지금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안드로이드를 일찍 접했고, 소프

트웨어공학에 관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

다. 이후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BK21 연구

교수를 거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컴퓨

터정보통신공학부에서 조교수로 근무하였

습니다. 회사와 다르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임을 느꼈고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수만 열심히 

공부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알게 되었

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포닥 연구원, 회사, 

학교를 거치면서 쌓은 다양한 경력이 앞으

로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9월에 임용되면서 스스로 초짜 교수는 아

니니 여유롭게 잘 할 것이라 자부했었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로 맡은 

강의를 준비하고 과제 이전하면서 텅 빈 연

구실을 컴퓨터와 책상으로 하나씩 채워나

가느라 정신없이 이번 학기를 보내고 있습

니다. 그리고 도시 반 시골 반인 원주에서 

출퇴근할 때는 길도 넓고 교통체증 없이 다

니다 광주에 이사 오면서 걸리는 신호등과 

늘어선 자동차에 답답함을 느꼈던 것도 사

실입니다. 하지만 무려 4D 상영관을 겸비

한 CGV 영화관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

이 CGV VIP 고객으로서 어찌 기쁘지 아니

할까요? 금요일이나 주말에 영화 보는 소

소한 즐거움을 광주에 와서 더 잘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담담하게 일상을 그리는 한

국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최근에는 한예리 

주연의 <최악의 하루>와 <춘몽>을 재미있

게 보았습니다. 영화 이외에도 클래식 기타

에 취미를 붙여서 초급을 이제 막 지나 중

급으로 상승 중입니다. 머리가 무거울 때는 

달리기를 합니다. 지난 10월2일에 광주 송

정 비행장 옆에서 진행된 광주평화통일 마

라톤대회에서 5킬로를 완주했습니다. 

모든 시작이 그러하듯이 기대도 많고 고

민도 있지요. 공과대학 전자컴퓨터공학부

의 구성원으로 중요한 시작을 하게 되었습

니다. 항상 멀리 내다보되 기본에 충실한 

사람으로 맡은 역할을 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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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도의 마인드로서 중요한 가치관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폭

넓은 교육과 공학적 해결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김진환 교수님을 만난 건 

우리들의 일생에 크나 큰 행운이고 행복이

었습니다.

먼저 교수님을 만난 건 크나 큰 행운이고 

행복이었고, 교수님께서는 움츠려 있던 우

리들의 마음속에 작은 열매의 불씨를 꺼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따뜻한 손길과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에게 필요한 품위

와 행동거지 하나하나 몸소 행하셨기에, 우

리는 올바르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

다. 그리움이 깊어 갈수록 교수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날들의 기억들이 우리의 가

슴을 아프게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교수님의 고운 

말씀 고이 접어 가슴 깊이 품고 굳건히 지

켜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약속드립

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아 오시면서 헌신과 

사랑으로 교단을 지켜 오신 김진환 교수님

의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는 마음에 앞

서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더 큽니다. 퇴

임을 하시기는 아직도 젊으시고 온후하고 

인자하신 모습을 학교에서 뵐 수 없다고 생

각하니 그 무엇보다 아쉽습니다. 탁월하신 

교육력으로 박사 6명 석사 21명의 인재를 

양성하시고 이 시대에 맞는 진정한 공학도

의 가치관을 깨우쳐 주신 교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친형제	같은	다정함과	인자함

또한 탁월하신 교육력을 인정받아 모교에

서 공과대학 부속공장장, 기술공학연구원

장(님) 공과대학 학생과장(님) 등을 역임하

최하춘│(주)다솔테크놀로지 상무이사(화학공학과 84학번)

김진환 교수님
따뜻한 격려의 힘

모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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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연구 분야에서는 화학공학 분리공정

으로 여러 가지 주요논문을 학술지 및 학회

로 발표하셨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교

육현장에서는 따뜻한 애정으로 2세 교육을 

위해 헌신하셨고, 교육 행정 기관에서는 교

육 전문가로서 보통 교육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부단한 연구와 보살핌으로 인재들을 

인도함으로써 저희 실험실 구성원 모두가 

교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으로 신뢰하고 이해하며 친

형제와 같이 편안하고 다정하게 이끌어 주

시는 인자한 모습, 원칙을 지키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항상 바르고 일치하시는 생활 

모습,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탁월한 

지혜와 사명감 등으로 볼 때 교수님은 교육

계의 거목이며 존경스러운 분이라 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잊지 못할 일화 몇 가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바쁘신 중에도 제자들의 

안부와 각종 직장에서 표창을 받거나 승진 

하는 등의 일에 칭찬과 격려를 일일이 전화

로 전해주시고 그 전화를 받은 저희 제자들

은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에

서 저녁 늦게 실험을 하고 지친 저희들을 

궂은 날씨 가리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손수 

실험실 앞에서 기다리시며 마치 큰 형님이 

오랜만에 집에 오는 가족을 대문 앞에서 맞

이하듯이, 따뜻한 미소로 손잡으시며 격려

해주시고 친절하게 맞이하시는 모습에서 

먼저 다가오는 관리자상을 보이시기도 하

셨습니다.

전문분야의	능력과	뛰어난	교수법

교수님께서는 평소, 다른 교수님들과 저

희제자들을 사랑하고 칭찬과 격려로 대하

면 사회에서도 자기향상은 물론 스스로의 

인성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셨고, 직장에선 

직원들과 집에서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도 꿈과 사랑, 희망을 주게 되어 신바람 나

는 진정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다고 하셨

습니다.

저도 직장간부로서 이와 같이 실천하여 

보니 정말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신바람 나

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모습을 볼 때 김진환 교수님은 

본인 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가슴 따뜻하

고 온화한 인품을 소유하시고, 교육자라면 

누구나 본받아야 할 전문적인 교육기술을 

보유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보다, 교수님께서 오랜 세월동안 건

강하게 아무 탈 없이 2세 교육만을 위해 전

념하시게 된 이면에는 사모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정성 어린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라

고 봅니다. 언제나 꿋꿋하게 소임을 다 하

시도록 배려하여 주신 사모님께 깊은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환 교수님.

교육현장에서 퇴임하시게 된 것은 안타

까운 일이오나 마음만은 교직에 남아 경륜

과 풍부하신 교육의 전문성으로, 부족한 후

진들을 위하여 측면에서 계속 지도하여 주

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한 과정을 찬

란하게 매듭짓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좋은 모습으

로 영원히 기억 될 것입니다. 교수님과 함

께 한 지난날이 참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늘 건강하시고 가정

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건강하신 모습 곁에 저희가 영원히 함께 있

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사랑합니다…… 교수님.

공학도의 마인드로서 

중요한 가치관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폭넓은 교육과 

공학적 해결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김진환 교수님을 만난 건 

우리들의 일생에 크나 큰 행운이고 

행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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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대 사회는 내가 학업을 수행

하던 때처럼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만

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네. 팔방미인 단명

하던 시대는 갈 거야.’ 주석중 교수님께서 

내 대학 초년 때 술자리에서 허투루 들려

주신 이 한마디는 사실 내게 명징하지도 

않았고 엄명이나 길라잡이처럼 들리지도 

않았다.

교수님께선 그저 항상 그리 허투루 이야

기해주셨다. 중요한 이야기도 스치듯 일상

인 듯.....

나도 그저 허투루 들었던 그 한마디는 하

지만 결코 가볍지도 않았다. 진득하고 묵진

하게 숙명처럼 내 곁에 붙어 때론 격려하고 

때론 경고하며 지금 이 시간까지 날 이끌고 

있다.

대학 입학 때까지만 해도 난 그저 잔재주 

넘쳐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며 욕심을 주

체하지 못하는 바람같이 가벼운 상태였다. 

‘한 우물을 파야지 너 그렇게 집중 못 하고 

오만 거 다 할라글믄 암껏도 안되아야.’ 부

모님을 비롯한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러시

든 말든 나는 그야말로 잡기에 있어서 타

의 추종을 불허하며 일가를 이루어가고 있

었다. 술, 여자, 스쿠버, 판소리, 경주용오토

바이, 테니스, 국궁, 그림, 알바의 신 등. 하

지만 그 끝 모를 호기심의 결말이 예상되는 

말로가 나라고 결코 편할 리가 없었다. 전

공 성적은 자꾸 뒤처지고 고학년이 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주 교수

님의 반응은 의외로 심플하셨다. 설계만 잘

하면 되지 다른 것들은 자네 때 되면 다 하

게 돼있어. 자네는 참 인생 재미있게 살아 

부럽네. 허허.

슬렁슬렁	여유	속	‘몰입의	대가’

이게 뭔가! 다른 스승님들처럼 따끔하게 

혼도 내고 선문답 같은 화두도 던져서 지엄

한 뭔가를 던져주시지 않고.

교수님은 그러셨다. 당신께서도 그저 날 

좋으면 놀러가자 하셨고, 일도 가볍게 가볍

게 처리하시고 학생들과 아무 때건 어떤 형

식이건 스스럼없이 잘 어울리셨다. 주 교수

님은 MT때 내가 유일하게 주무시는 교수

님 얼굴에 유성매직으로 낙서를 했던 분이

유진상│창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건축공학과 88학번)

전문가나 리더들에게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는 통섭의 시대. 

그리고 25년 전 가벼운 바람을 

다스려 어느 시인의 글처럼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험한 산도 아무 생각 없이 

오르게 해주신 스승님의 

큰 가르침에 

다시 한 번 경외를 보낸다.

주석중 교수님
허허실실 외유내강

모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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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

그리 허허실실 사람 좋은 분께도 절대 양

보 없는 부분이 하나 있었다. 그건 바로 ‘몰

입’이었다.

교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잘 몰입하셨

다. 술자리도, 꽃놀이도, 그리고 연구도. 교

수님이 저리 노셔도 되나? 교수님께서 아

마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겠지

만 24시간 대학원생이 되어 옆을 보필해 

본 나는 알게 됐다. 그분이 몰입의 대가라

는 것을. 몰입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전이됐

다. 설계도, 연구도, 잡기와 놀이에도 교수

님처럼 난 곧잘 몰입했다. 몰입의 힘은 이

후 지속적으로 팔방미인 바람 같은 유진상

을 뭔가 단단한 칡뿌리처럼 옭아서 내 신념

과 자신감을 한 데 묶어주었다.

나는 교수님께 석사를 수학하고 미국 유

학준비를 하였다. 하지만 뭔가 혼란스러웠

다. 유럽유학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 교수

님께서는 이 역시 아주 심플하고 쿨하게 해

결해주셨다. ‘자네 유럽유학 가고픈데 어학

이 걱정된가? 자네 같은 한량이 설계 바로 

못하고 어학부터 새로 공부할라 그러면 시

간이 아깝겠지. 프랑스에서 막 들어온 서울

대 내 후배한테 한번 가보소.’

이후 서울대에서 만난 새로운 스승님(김

현철 교수)은 그야말로 내 눈물 콧물을 쏙 

빼는 도제식 교육으로 지방대출신 나를 그 

전문가나 리더들에게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는 통섭의 시대. 

그리고 25년 전 가벼운 바람을 

다스려 어느 시인의 글처럼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험한 산도 아무 생각 없이 

오르게 해주신 스승님의 

큰 가르침에 

다시 한 번 경외를 보낸다.

연구실 박사과정 1호로 만드셨다. 나는 하

루에 박사논문 원고 30장씩을 쓰고 1년 동

안 하루 세 시간 밖에 자지 않는 기염을 토

하면서 서울대 교수님들께 큰 칭찬을 받으

면서 박사를 졸업했다. 그야말로 내 인생에

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놀이가 아닌 공부에 몰입하게 되었고 원하

던 유럽의 교육을 유학생들보다도 더 깊이 

수학할 수 있었다. 주 교수님께서 주신 그 

신의 한수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교수님께서 주신 신

의 한수는 그 뿐이 아니라 곳곳 옹이처럼 

내 정신 속에 박혀있다. 미학과 철학에 눈

뜨게 해주신 황지우 총장님 등 인맥 소개들

이 그렇다.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신	큰	스승

사실 교수님과 공유했던 이 보다 더 드라

마틱하고 재미있는 인연과 이야기는 끝도 

없이 많다. 스킨스쿠버 동아리의 지도교수

이셨지만 교수님은 내 스쿠버 제자이기도 

하셨다. 스쿠버 교육해드리면서 교수님 학

점 안주시면 계속 이렇게 물 드실 수 있어

요.... 했던 웃지 못 할 추억. 그리고 사모님

께 드리는 말씀. ‘주 교수님 술 취하시면 항

상 꽃다발 사들고 가셨죠? 지금 와서 이야

긴데 그거 매번 제가 사서 주 교수님 손에 

쥐어드렸답니다.’ 교수님께서 얼마 전 은퇴

준비로 구입하셨던 중고 요트도 조정면허

를 먼저 딴 내가 내 것처럼 먼저 운전했다. 

절친한 친구나 부자지간 아니고선 결코 쉬

운 일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가

르침은 신념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방식이

다. 교수님께서 말없이 친구처럼 행동으로 

내게 주신 그 방식은 바로 외유내강이다. 

내가 생면부지 경상남도 창원에 자리 잡은 

지가 벌써 12년이 됐다. 타향, 그것도 경상

도에서 겪은 어려움이 당연 많았지만 그 중 

으뜸은 정치적 신념의 표출 여부였다. 나는 

교수님의 가르침 덕분에 크게 적을 두지 않

고도 시민운동 과정을 거쳐 2014년, 2016

년 경상남도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직을 

수행했다. 타 당 텃밭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아니 처음엔 너무나 두려웠다. 

하지만 많은 수확이 있었던 올해 난 미운오

리와 개표 트라우마에서 벗어났고 내 신념

에 대해 확신하게 됐다.

전문가나 리더들에게 다양한 능력을 요

구하는 통섭의 시대. 그리고 25년 전 가벼

운 바람을 다스려 어느 시인의 글처럼 그물

에도 걸리지 않고 험한 산도 아무 생각 없

이 오르게 해주신 스승님의 큰 가르침에 다

시 한 번 경외를 보낸다. 아울러 28년 한결

같이 사제지간도 예를 지키면 친구처럼 대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현명함에 고개를 숙

인다.

우리 교수님, 아마 본인 독사진 원치 않으

실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사랑

하시는 제자들과 가장 행복해하시던 단체

사진 그리고 제 작품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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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자유인(Being a noble person 

with freedom through CARBON)! 학생

시절 그렇게나 많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

서 그려지고 그리고 입에 달고 살았던 말

이다. 이 말은 그때 그 시절 우리가 믿고 따

르던 양갑승 교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지

어 주신 큰 뜻을 담고 있는 말이다. “성공

하려면 미쳐야한다.”라는 말이 있다. “탄소

(Carbon)”에 미쳐 관련지식과 경험을 쌓아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도록 자신을 성장

시켜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자유인(실

력자)”이 되어보자는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다. 우리는 그 말을 아주 자주 빈번하게 

머리에서 입으로 뱉어 내면서 스스로를 최

면상태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다. 돌이켜 생

각해 보면 그 말 덕분에 조금씩, 조금씩 성

장하게 된 것 같다. 

달콤	쌉싸래한	커피	같은	첫	만남

교수님과의 첫 만남은 그리 달콤하지만

은 않았다. 1991년에 대학 입학하여 1학년 

시절의 만남은 있지만 기억에 남는 교수

님과의 만남은 유기화학이라는 전공 강의

를 수강하는 2학년 때였다. 강의에 열정적

이셨던 교수님은 중간・기말시험 외에 매

주 퀴즈와 월말시험 등으로 한창 자유로울 

학생들에게 자비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

회・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조금이나마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탐구하도록 독려하

는 차원이라지만 이를 밀어내려는 내 스스

로의 방어벽에 의해 첫 만남이 달콤할 수 

없었다. 고학년이 되어가면서 보다 많은 교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고, 나름 그 스타일에 

동화되면서, 또한 강의실 안팎에서 교수님

을 보고 알아가면서 첫 만남의 맛은 달콤 

쌉싸래한, 싫지 않은 커피처럼 발전하게 되

었다.

부드러운	초코	브라우니	같은	두	번째	만남

나의 석사과정은 양 교수님 연구실이 아

최영옥│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융합섬유그룹장(섬유공학과 91학번)

양갑승 교수님
아름다운 자유인  

닌 다른 교수님 연구실에서 보냈다. 교수님

의 연구실은 내가 지냈던 연구실 바로 앞

집. 그래서인가 교수님은 종종 우리 집 대

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들어오셔서 가볍

게 인사를 건네고, 아무 말씀 없이 나가시

곤 했다. 교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이 이때

인 것 같다. 뚜렷한 목표를 못 세우고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날뛰고 있던 때라 그렇

게 불쑥 오셨다 가시는 게 다소 스트레스였

고, ‘똑바로 해라.’라는 무언의 야단인가라

는 생각에 움찔하기를 여러 번. 보통 당신

의 해당 연구실이 아닌 타 연구실에 찾아가

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교수님은 몇 번

을 그렇게 다녀가셨다. 훗날 돌이켜보니 가

까운 곳에 계시면서 가야할 방향을 잃고 허

우적대는 모습이 안타까워 스스로 잘 해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일부러 아무 말 없

이 먼발치에서 입안 살살 녹는 브라우니처

럼 부드러운 시선으로 관심을 보여주셨던 

것이었다. 

모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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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지만	섞이면	달콤해지는	

양파	같은	세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나에겐 인생의 전환점으로 

기억된다. 나는 그 부드러운 시선에 압도되

어 앞집이 아닌 한 집안 식구가 되었고, 박

사과정의 약 4년 동안 보다 가까이에서 교

수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매일 우리보

다 먼저 나오셔선 아침 점호 하듯 학생들 

연구실에 오셔서 커피 한잔에 당신의 일상

과 우리들의 일상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

하면서 눈높이를 맞추려하셨다. 전날 회식

으로 새벽까지 같이 술을 마신 다음 날도 

똑같았다. 논문 세미나 발표 및 연구 진행 

결과 보고 등의 미팅도 예외 없이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그만큼 자기 관리에 철

저하셨고, 인자한 모습 속에 단단한 내면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 마치 맵지만 섞이면 

육류나 생선의 냄새를 없애면서 달콤해지

는, 안쪽으로 갈수록 단단한 양파처럼. 양

파의 매운 기운에 눈물 흘리기를 여러 번. 

늘 추구했던 ‘아름다운 자유인’이 되고자 

우리는 부단히도 노력(정확하게는 오기)했

던 것 같다. 그러면서 흔히 지도교수를 아

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아가기 시작했

다. 우리의 아버지와 같이 자식에게는 때론 

야단치고 무뚝뚝하지만 자식의 성장을 위

한 마음은 끝이 없고, 자식의 조그마한 성

공에 기뻐하며 주위에 모자랄 정도로 자랑

하시는 그런 분. 자식이 부모를 닮듯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느낌(!)있는	색다른	만남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제자

들은 지도교수님을 어려워한다. 그렇기 때

문에 지도 교수님들의 친근한 화법과 다소 

망가진 몸짓은 제자들에게 일종의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회식 후 종종 갔던 학

교 후문의 노래방은 교수님과의 색다른 만

남의 장소이다. 마이크를 한 손에 잡고 미

소를 지긋이 보이면서 조용필의 <친구여>, 

양희은의 <한계령> 등을 열창하시는 교수

님의 모습, 다소 한 템포 느릿하게 부르시

지만 감미로운 목소리는 짱이다. 진짜 대박

은 제자들이 부르는 댄스곡에 망가진 당신

의 몸짓이다. 역시 ‘일도 잘하는 사람이 놀

기도 잘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엉

성하여 더 좋았다. 엇박자 춤이라고 해야 

할까? 몸치시지만 아주 열심히 몸을 흔드

는 모습으로 망가지시는 교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웃음을 짓게 된다. 연구실 밖을 벗

어나면 가수가 되고, 친구가 되고, 탤런트

가 되고, 지친 내 어깨를 떠미는 큰 산이 되

어 주신 분이다. 

졸업을 하고 학교를 떠난 후 연구실이 아

닌 다른 장소에서 교수님을 종종 만나곤 했

다. 출가한 자식이 부모님께 소홀해지는 경

우처럼, 나는 아니겠지 했지만 스승님께 진

심을 다하지 못한 불효자가 되어 있었다. 

외부에서 만날 때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당신은 마치 출가

시킨 자식 걱정하듯 “건강하게 잘 지내니 

이렇게 만나네.”, “와이프와 애들도 건강하

지.” 하시면서 늘 나와 내 가족 안부까지 챙

기시는 그 마음이 애틋하다. 

나는 교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며, 그로인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 같은 연구실 출신 선후배뿐만 아니

라 관련 대학/기관/기업 연구자 등 교수님

을 통해 이루어진 여러 network는 나의 큰 

자산인 셈이다. 나는 최근에 교수님을 통해 

연을 맺게 된 국내외 관련 학회에서 교수님

의 퇴임 시기에 즈음하여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후학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교수

님을 초빙하여 마련한 특별 강연 자리에 참

석하였다. 많은 관련 연구자들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강연을 마친 후 모두

가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그때 그 

순간 교수님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이 역시

“탄소 대통령”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운 자

유인”이었다.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던 양갑승 

교수님!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하고 보

람을 느끼고,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세월이 빗겨가지 않아 정년퇴임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아름다운 자유인!으로.

아름다운 자유인(Being a noble 

person with freedom through 

CARBON)! 학생시절 그렇게나 

많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려지고 그리고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다. 이 말은 그때 그 

시절 우리가 믿고 따르던 양갑승 

교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지어 

주신 큰 뜻을 담고 있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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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와 메일을 

보니 ‘전남공대’ 소식지 ‘추억 속의 은사’라

는 코너에 추억을 보내달라고 한다. 원고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박돈

희 교수님은 ~ing’였다. 나의 뇌리에 박돈

희 교수님은 추억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은 너무 이른감이 있다. 며칠 전에도 학회

에서 뵈었고.

내가 박돈희 교수님을 처음 뵌 것은 1992

년 겨울이었다. 어느덧 24년이란 시간이 지

나가고 있다. 1992년 3월 지금의 생물공학

과의 전신인 생물화학공학과에 1회 입학생

으로 들어갔으나, 교수님은 미국 M.I.T.에 

가 계셔서, 그 때 친구와 나는 아무것도 모

른 채 교수님이 하시던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다. 그 일이 교수님과 나의 인연의 시

작인 것 같다. 학부를 졸업할 때까지 교수

님의 강의를 들으면 교과서의 내용뿐만 아

니라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보다 폭 넓

은 지식과 국내외 경험을 알려주시려 하셨

던 기억이 난다. 그런 일이 나도 학생들에

게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수고스러

운지, 또 관심과 애정이 없이는 힘들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다. 

박사과정	진학	이끌어주신	은혜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진학을 결심할 

때, ‘어디로 갈까?’라는 고민은 없었다. 석

사과정을 마칠 무렵 나는 취업과 진학을 고

민했다. 가정형편상 나와 동생이 계속 공

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어 나보다 나

은 동생을 밀어보자는 생각이 있었다. 그것

을 아신 교수님은 아버지를 만나셨고 나는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그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동생은 동생의 길을, 너는 너의 길

을 가라.’였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때 교수

님이 이끌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무

엇을 하고 있을까? ‘감사합니다.’라는 말밖

정귀택 │부경대학교 생물공학과 부교수(생물공학과 92학번)

박돈희 교수님
언제나 열정 ‘ing’

세상 모든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 오늘도 자신과 제자들이 

내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신 교수님!!! 그런 교수님을 

늘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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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2002년에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렸

다. 그 때 나는 교수님과 함께 미국에 있었

다. 교수님께서 연구 년으로 가 계시면서 

나를 Vanderbilt University 화학공학과의 

Robert D. Tanner 교수님 연구실에 방문학

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

다. 낮선 미국 땅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도 

많았으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할 수 있

었다. 우리도 선진국과 다름없는 연구 환경

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단지 새로운 생각과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열정의 차이일 뿐

이라는 것을. 휴일에는 교수님 가족과 함께 

주변의 공원을 찾아 바비큐 파티도 하고, 

플로리다로의 장거리 여행도 했다. TV로

만 보던 미키마우스가 나오는 그 곳도 가봤

다. 교수님과 사모님이신 유아교육과 김영

옥 교수님은 나를 항상 가족처럼 대해주시

고 챙겨주셨다. 한국전 월드컵 경기가 있을 

때는 한인교포의 집에 모여서 함께 응원도 

하면서 현지인들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

다. 그 외에도 미국, 독일, 덴마크, 인도, 대

만, 일본, 필리핀 등 다양한 나라에서 개최

된 국제학회에 참가할 기회를 주셨다. 그곳

에서는 항상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경

험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시는	큰	마음

교수님은 출장 중이 아니시면 매일 이른 

아침에 아무도 없는 연구실에 들러 둘러보

시고 일과를 시작하셨다. 식물유래 유용물

질 생산과 바이오에너지 생산 등과 같은 다

양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많은 결과를 얻었

지만,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

셨다. 지금 나에게도 연구실에서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따라쟁이가 된 듯하다.

각종 교외 활동도 다양하게 열정적으로 

하셨다. 광주・전남 안실련(안전생활실천시

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으셔서 연구실이 아

닌 일상에서의 생활안전에 대해서도 교육

과 실천을 강조하시고, 교내 봉사교과목과 

연결하여 지금까지도 학생들의 봉사정신 

함양과 실천을 지속하고 계신다고 한다. 한

국생물공학회 회장으로 일하셨을 때, 매주 

서울로 출장을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힘드

시지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었다. 지금까지

도 다양한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을 보면 정말 대단하시고, 한편으로는 부럽

기도 하다. 그래서 ‘추억 속의 은사’ 원고를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박돈희 교수님은 ~ing’인 것 같다. 

교수님께서는 2004년에 “꿈의 실현은 

변화에 있다.”를 외치시면서 총장선거에 

출마하셨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하셨으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바라보는 우리

의 마음은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러나 다

시 꿋꿋이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

속으로 존경과 감사를 보냈다. 바이오에너

지인력양성사업단을 운영하시면서 대학

원생을 육성하고 이와 더불어 국내외 바

이오에너지 정보교류를 확대하고자 하셨

다. 이에 ‘Bioenergy Korea Conference 

International Symposium’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개최하시면서 국내외 연

사를 초정해 어떻게 하면 많은 전문가와 정

보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

는 모습을 보았다. 준비과정 중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나고 난 지금에는 쉽

게 얻을 수 없는 경험과 추억으로 남아있

다. 그 때의 인연으로 지금은 나와 함께 아

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내도 만났다. 감사합

니다.

교수님은 작은 인연도 소홀히 생각지 않

으신다. 출장 중 이동하시면서 만난 택시기

사님과도 서슴없이 교류하시고, 추운 겨울

이면 동네 단골식당 주방 아주머니 분들께 

붕어빵 한 봉지를 건네주시는 따뜻한 분이

시다. 그러니 고향이 광주도 아니시면서 웬

만한 광주 사람보다도 많은 우인을 갖고 계

시는 마당발이시다.

2009년 9월에 제가 부산에 있는 국립부

경대학교 생물공학과 전임교원 공채에 지

원하여 최종합격했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는 아들이 합격한 것처럼 기뻐해주셨다. 교

수로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당

부하시면서, “學問盡力必有華結”이라고 쓴 

액자를 선물해 주셨다. 지금은 나의 연구실 

책상 정면에 걸어놓고 보고 있다. 항상 박

돈희 교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 또한 그 가르침을 제

자들에게 이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부산으로 오면서 교수님을 찾아뵙는 시

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 죄송할 따름

이다. 세상 모든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 오늘도 자신과 제자들이 내

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신 교수

님!!! 그런 교수님을 늘 존경하고 응원합니

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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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 지난 지금도 항상 한결 같이 인자

하게 제자들을 대하시는 교수님은 저에게

는 동네 형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실

험실에서 교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20여 

년 전, 지금처럼 낙엽이 떨어지던 가을이

었습니다. 공대 3호관 1층 실험실은 그렇게 

제 인생에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하게 되었

습니다. 교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우연이었

으나, 지금까지 사제의 인연을 맺어가고 있

는 것은 필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처

음 교수님을 만난 것은 학사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주말에 후배가 다니

고 있던 대학원 실험실에 들렀는데, 교수님

께서는 실험실 학생들과 한참 세미나를 하

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당시 직장 생활

을 하는 저에게는 참 신선했었고, 학부 때 

전공과목 수업을 하실 때의 보았던 모습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의 세미나 

후, 저를 보시고 졸업한지 2년이 지났지만 

이름까지 기억해 주셨던 그 때 모습이 아직

도 생생합니다. 또 그 때 교수님께서 하셨

던 말씀 덕분에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

고, 아직도 그 때의 경험과 지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세미나	지도	열정

교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은 “무슨 일

이든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일단 해보

고 또 최선을 다한 다음에 후회해도 늦지 않

다.”였습니다. 졸업을 하고 파트 타임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선배들도 많이 있고 너에

게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 대학원에 진학해

서 전공 분야에 지식을 더 쌓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 회사 생활과 대학

원 생활이라는 이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파트 타임이라고 편이를 봐주는 것 

없이, 매주 토요일이면 빨간 펜을 들고 전공 

분야의 세미나를 지도하시던 열정과 대학원

생들의 연구 테마와 방향을 지도하시던 모

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때로는 엄한 아버지

와 같은 모습이었다가, 학생들이 힘들어 할 

때는 자상한 어머니와 같이 학생들을 지도

하시는 모습은 실험실 동료와 후배들이 모

일 때마다 자주 회자되곤 하였습니다.

백만인│LG전자 생산기술원 금형 기술개발 실장(기계공학과 86학번)

조규종 교수님
후회하더라도 최선을

세상 모든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 오늘도 자신과 제자들이 

내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신 교수님!!! 그런 교수님을 

늘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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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즈음 학회 논문 발표를 위해 준비하

는 과정에 교수님께서 첨삭 지도하셨던 그 

빨간색 펜은 저에게 많은 영감이자, 인생

의 큰 가르침이셨습니다. 논문의 방향과 공

식 하나하나까지 적합하게 적용되었는지 

일일이 설명하시던 그 빨간색 펜으로 빼곡

히 채웠던 연구 테마는 30년이 지난 지금

도 제 책장에 소중한 보물로 보관하고 있는

데, 이사를 할 때마다 버리자는 아내의 원성

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자료보다 소중히 간

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 논문 발표장

에서 떨고 있는 제자를 위해서 부연 설명과 

연구테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모습은 20여 년이 지났지만,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눈 앞에 선합니다. 지금은 제가 회

사에서 후배 사원들에게 교수님께서 열정

적으로 지도하셨던 그 빨간색 펜을 이용해

서 지시를 하고 있고, 저는 이런 제 모습과 

태도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꼼꼼한	가르침	소중한	재산

저에게 “응용역학 실험실”과 교수님의 지

도는 20여년의 회사생활에 자양분이었으

며, 컴퓨터를 이용한 해석 업무를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제

가 대학원에서 이런 분야의 전공을 잘 배

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도 있었지

만, 교수님의 ‘해보고 후회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시간을 견

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한요소 해석의 

기본 이론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모델링, 다

양한 경계 조건들, 그리고 해석을 통해 얻

은 결과 분석까지 하나하나 전 과정에 대해

서 지도하시고 방향을 설정해 주시던 그 꼼

꼼함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중요한 

프로세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데

이터를 넣으면 쓰레기 결과 밖에 나오지 않

는다.”라는 말씀과 “해석을 하기 전에 항상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결과

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먼

저 해야 한다.”는 가르침 또한 지금까지 제

가 반복해서 새기고 있고 후배 사원들에게

도 똑같이 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가 배웠던 시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

와 실험을 하고 있지만 그 시절만큼 이론적

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모습들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의 가르침은 제가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동안은 꼭 지킬 것입니다.

대학원 시절 매년 여름이면 테마 연구에 

지친 실험실 구성원 전체와 함께 했던 수련

회 또한 좋은 추억거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지리산 골짜기 한적한 민박집 평

상에 앉아 함께 막걸리 한 잔과 파전을 같

이 할 때나, 남도의 조그마한 섬에서 무더

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 낚시를 했던 기억들

이 같은 대학원 생활을 했던 선후배가 만나

면 지금도 소중한 웃음거리로 얘기되곤 합

니다. 실험실에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선후

배들의 끈끈한 정 또한 교수님의 품성을 닮

아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

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의 2막을 시작하실 교

수님께 뜨거운 축하와 응원을 드리고자 합

니다. 학교에서 열정적으로 제자를 지도하

셨던 그런 모습이라면 새로운 인생의 2막

도 열정적으로 지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항상 사모님과 함께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후배들은 교수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겠지만 그 모습과 제자를 

대하는 성품은 두고두고 회자될 것입니다. 

교수님의 너털웃음이 다시 한 번 그리워

지는 시간입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고, 같이 실험실에서 교수님의 가

르침을 받았던 모든 선후배님들 또한 그 너

털웃음을 추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 웃음을 추억하면서 교수님의 퇴임

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교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제 인생의 소중한 자양분이

었으며, 그 덕분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감사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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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충북대학교 화학공학과 초빙 조교수(대학원 전기공학과 04학번)

東道西器와 豁達大度를 인생의 좌우명으

로 하시면서 항상 바람과 경쟁하신다던 구

할본 교수님, 

매일 아침 복도 저 끝에서 ‘딸랑이’ 소리

와 함께 멋진 슈트차림으로 커피 한 잔 하

시러 연구실로 향하시던 교수님의 모습이 

선하게 떠오릅니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하시면서 학생들과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

시고 연구결과를 함께 토론하던 그때가 그

립습니다. 그 때만하더라도 교수님의 머리

카락은 지금처럼 온통 하얀색이 아니셨건

만, 그 때만하더라도 지금처럼 두피가 훤하

지 않으셨건만, 지금의 교수님을 뵈면 마음 

한편이 짠하고 뭉클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교수님께서 교직생

활을 하신지 25년이 훌쩍 넘어 벌써 정년퇴

임을 맞이하시게 되니 제자로서 아쉽고 안

타까운 마음이 가득 합니다.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하신 교수님의 제2의 청춘을 기대

하면서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기능성고

분자연구실 선후배님들의 마음을 담아 ‘추

억속의 은사’라는 글을 한 자 한 자 적어봅

니다.

따뜻한	스승,	예리한	연구자

처음 구할본 교수님을 뵌 건 2004년 8월

이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저

는 2004년도에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 석

사과정으로 입학하게 되었는데 한국말도 

서툰 저에건 한국의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

웠습니다. 그 때마다 교수님의 따뜻한 말씀

과 배려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타

지에 생활하는 저희들이 잘 먹고 다니는지,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항상 걱정을 해

주셨고 가끔 댁으로 초대를 하셔서 따뜻한 

밥과 맛있는 음식도 내주셨습니다. 그 때 

손수 만들어주신 스파게티의 맛은 잊을 수

가 없습니다. 

연구를 대하는 구할본 교수님의 자세는 

항상 예리하고 열정적이셨습니다. 실험을 

하다 풀리지 않으면 구할본 교수님과 머리

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또는 교수

님께서 직접 실험하시면서 원인을 찾던 그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구할본 교수님은 

도전성 고분자를 비롯하여 유기전계발광, 

Buckminsterfullerene, 리튬이차전지,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해 

한국,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나라에서 기

구할본 교수님
언제나 청춘

두 번째 청춘을 맞이하는
구할본 교수님께 올리는
제자의 작은 마음

모교소식 

80    2017.Vol.26

추억 속의 은사



능성고분자 연구실로 모여든 선후배님들

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여,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전문 학술지에 많은 논문들을 게재하

였을 뿐만 아니라, 학술상, 논문상 등 많은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저도 구할본 교수님

의 그 열정에 감동하여 석・박사 과정 동안 

15편 이상의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구할본 교수님께서는 한국전기전자재료

학회, 한국전지학회, 대한전기학회 등 다수

의 국내외 학회에서 회장, 부회장, 편집위

원장 등 중책을 맡으시면서 학계의 발전에

도 애쓰셨습니다. 

활기찬	수업	인기있는	열강

넥타이에 슈트차림으로 강의실에 들어오

시던 모습, 하얀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던 모습은 구할본 교

수님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구할본 교

수님께서는 수업시간에 학생들과의 소통

을 중요시하셨습니다. 가끔은 강의내용에 

대한 돌발적인 질문에 난처한 적도 있었지

만 활기찬 분위기로 교수님의 수업은 항상 

인기과목이었습니다. 구할본 교수님은 언

제나 열정적이셔서 강의시간이 오버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구할본 

교수님께서는 미안하다며 웃어넘기곤 하

셨습니다. 

구할본 교수님께서는 또한 연구실 멤버

십도 중요시 하셨습니다. 매년 1~2회 휴가

를 학생들과 같이 즐기기도 하셨습니다. 같

이 둘러앉아 민속놀이, 일명 ‘꽃 맞추기’도 

하고 술잔도 기울이면서 학생들의 고민도 

들어주시곤 하셨습니다. 연구를 하다 오후 

4~5시쯤 배가 출출하다고 신호를 보낼 때 

‘사다리타기’게임을 해서 맛있는 간식을 사

먹던 기억도 많이 납니다. 교수님께서 많이 

걸리긴 하셨지만 그 또한 가끔 커피한잔을 

하다 문뜩 문뜩 떠오르는 즐거운 추억이 되

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즐거운 추억을 만들

어주셔서 저의 지도교수님 이신 구할본 교

수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계실 줄만 

알았던 교수님께서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정

년퇴임을 맞이하게 되시고 저 또한 4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학교가 아

닌 학교 밖의 세계에서 교수님의 두 번째 

청춘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선후배님

들을 마음을 담이 이 글을 올립니다. 구할

본 교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전남대학교 기능성고분자연구실 

2010년 8월 박사졸업생 김은미 올림.

2016년 10월 21일 (금)

東道西器와 豁達大度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하시면서 항상 바람과 

경쟁하신다던 구할본 교수님,  

매일 아침 복도 저 끝에서 ‘딸랑이’ 

소리와 함께 멋진 슈트차림으로 

커피 한 잔 하시러 연구실로 

향하시던 교수님의 모습이 선하게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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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소식

자랑스러운 동문 인터뷰
양동순│(주)영암태양광발전	회장│전기공학과
기사작성│도선인	학생기자│국어국문학과	3학년

새내기 동문
오은영│삼성	SDI│응용화학공학부	
권치영│한국전력기술(KEPCO	ENC)│기계공학부	

글로벌 동문
김덕봉	교수│Tennessee	Technological	University│기계공학부	
Tran Anh Tuan	교수│
University	of	Natural	Science,	HCMC│전자컴퓨터공학부

동문동정

Alumni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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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도전은 계속 된다”

양
동
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부터	
신재생산업을	통한	에너지	기부까지

양동순│(주)영암태양광발전 회장│전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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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도전이란 어느새 두려운 존재

가 되어버렸다. 변화가 두렵고, 실패가 걱

정되고, 새로운 길은 낯설다. 그래서 더 이

상 새로운 무언가를 찾지 않게 된다. 성공

한 남들의 길을 따라가며 그 길만이 진리인 

양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것이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

는 것을. 양동순 회장은 너무나 일찍 그 ‘도

전’의 의미를 알아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평생을 도전하며 삶을 살아왔다. 공과대

학 4호관 정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의 이름

을 볼 수 있다. 1층 로비 한 쪽 벽면을 통째

로 자리 잡고 있는 ‘공과대학 발전에 도움

을 주신분들’ 목록에서 말이다. 많은 이름 

중 유독 한 이름, ‘양동순’이라는 이름이 눈

에 뛴다. 지금까지 3억원 이상을 후배 양성

을 위해 쾌척한 영암 태양광 발전의 양동순 

회장. 양 회장의 장학 사업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1999년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장까지 역임한 양 회장은 지금도 사무실에

서 전대 동창신문과 전대신문을 받아 보며 

모교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양 회장의 식지 

않은 후배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

까? 은행잎 떨어지는 가을, 광주 북구에 위

치한 (주)영암태양광발전 사무실로 향했다. 

공부가	좋았던	소년,	

하루	4시간을	걸어	통학하다

1930년대 그 시절은 아이가 태어나도 곧

바로 호적에 올리지 않았던 시절이다. 양 

회장도 그 시절을 겪었다. 그는 “오늘날은 

바로 출생 당일 출생신고를 한다”며 “그러

나 내 어렸을 적만 해도 건강하지 못해 언

제 죽을지 모르니 늦게 신고했다. 누구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던 때, 그런 시절에 살았

다.”고 말했다. 요즘 무엇을 하며 지내냐는 

기자의 질문에 양 회장은 ‘늙은이가 어떻게 

지내겠는가?’라고 하며 되물었다. 그는 “자

2008년 명예공학박사 학위 수여기념 액자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성석 교수(건축), 강신영 전임학장(화공), 양동순 회장, 김광헌 교수(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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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며 “운동을 꾸

준히 했는데, 지금은 운동보다는 병원을 더 

많이 다닌다”고 웃었다. 양 회장은 1955년 

공과대학 전기학과에 입학했다. 전남대학

교가 51년에 설립인가가 났으니 거의 전남

대학교의 산 증인인 셈이다. 공업 고등학교

를 졸업한 그는 바로 한국전력공사에 입사

했다. 2년 동안 회사만을 출퇴근하며 근무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공부’라는 꿈이 자

라고 있었다. 뒤 늦게라도 대학 진학을 결

심한 이유는 단지 공부를 하고 싶다는 바

람, 그리고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생각 때

문이었다. 양 회장은 “교수님 성함이 아직

도 기억에 생생하다”며 “등록금을 벌기 위

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간 교대로 계

속 일을 하며, 밤에는 야간 근무를 하고 낮

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당시 기억

을 더듬으며 말했다. 그 당시 공과대는 교

실이 없었다. 미군들이 쓰다 남은 건물에서 

공부를 했다. 양 회장은 “여름에는 더워서 

찜통이 되고, 겨울에는 얼음장 같이 추운 

열악한 환경이었다”며 “심지어 집도 멀어 

보성에서 광주까지 통학했다”고 말했다. 하

지만 그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공부를 하겠

다는 집념으로 당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을 졸업했고 “만약 공과대를 나오지 못했

더라면 성공을 못했을 것이다”고 전했다.

태양광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에	이바지

33년생. 올해로 여든이 훌쩍 넘었지만, 양 

회장에게 아직 80이라는 나이는 숫자에 불

과한가보다. 모두가 퇴직할 나이라고 할 

때, 그는 아직도 태양광이라는 신재생 에

너지 생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태양광발

전은 발전기의 도움 없이 태양전지를 이용

하여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

키는 발전방식이다. 지금까지 9년째 영암

의 한 부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

해 전력을 생산 중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

소의 부지는 영암에 있지만 많은 인력이 필

요한 구조가 아니며 영암에서 근무해야 하

는 것도 아니다. 광주 사무실에서 실시간으

로 하루 일조량 정보 및 발전 정보를 확인

하면 된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시대가 열리

면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획기적인 에

너지 보급이 시작되었다. 양 회장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2008년 당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

업을 권장했다”며 “생산하는 전력에너지

를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며, 나라에 이바

지한다는 마음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

어 그는 “전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보수가 

따라온다”고 웃으며 말했다. 태양광발전의 

장점은 공해가 없고,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만큼만 발전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가 용이

하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원료가 필요 없

고 인력도 필요 없어 발전소 운영이 편하

  85



다”며 “풍력발전도 좋지만 소음이 심해 태

양광발전이 보다 친환경적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15년간 더 태양광 발

전소를 이끌 것이다.

어려웠던	삶을	통해	기부실천

양 회장은 우리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한국전력주식회사에서 발전 사업 분야에 

종사했다. 이후 1969년 전기공사업을 시작

으로 1981년 대한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하

면서 40여년을 건설업으로 외길을 걸어왔

다. 그 정도로 자신 이외를 돌아볼 시간이 

없던 그가 2002년 부터 거액 3억 1000만

원의 기부를 시작했다. 기부의 발단은 어려

웠던 시절의 양 회장 자신의 모습 때문이었

다. 그는 “어렵게 공부했던 시절이 문득 떠

올랐다”며 “자신과 같이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시작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공과대 (2억) 뿐만 아니

라 호남학연구소 (1억), 법학전문원 (1,000

만원) 등 여러 곳에 기부를 실천하고 있었

다. 그는 “로타리(봉사단체)에서 모교생을 

많이 후원하지만 큰 바램은 없다”며 “공부

를 열심히 하고 잘 살면 그것으로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에게는 주는 재미가 있다. 

받는 사람은 장학금을 타서 공부하는 재미

가 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둘 다 좋다.”

며 덧붙여 말했다.

‘남정	양동순	전기전자컴퓨터공학기초실

험실’과	‘신재생에너지연구실’을	개소

최근 우리 대학 공과대 7호관과 2호관 내

에 ‘남정 양동순 전기전자컴퓨터공학기초

실험실’과 ‘신재생에너지연구실’을 개소했

다. 이날 문을 연 실험실과 연구실의 명칭

은 양 회장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평소 

많은 대학발전기금을 기탁하는 등 남다른 

모교사랑으로 후배들의 교육・연구에 이바

지한 그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함이다.

양 회장은 “이번 실험실과 연구실의 개소

식에 감개무량하다”며 “후배들을 위한 일

이기에 앞으로도 모교에 많은 것을 투자하

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공대에 바라

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과대학 7호관 1층에 조성된 ‘남

정 양동순 전기전자컴퓨터공학기초실험

실’은 전공 분야 학생들에게 제어 및 자동

화 공정에 대한 선진화된 공학기초실험실

공과대 (2억) 뿐만 아니라 호남학연구소 (1억), 법학전문원 (1,000만원) 등 

여러 곳에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양동순 회장. 공대 4호관 1층 로비 벽면

<공과대학 발전에 도움을 주신분들>

 

김택현 전임 학장이 양동순 실험실 개소 기념으로 제작한 부조를 증정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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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비전공 학생들에

게 IT 융합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과대학 2호관 1층에 마련

된 ‘남정 양동순 신재생에너지연구실’은 전

기공학과 박성준 교수 연구팀의 태양광 시

스템, 풍력발전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 

전동기기에 대한 연구 공간으로 활용될 예

정이다. 김택현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장은 

“존경받는 동문 기업인의 이름이 명명된 

연구실과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후배 학생들은 남다른 긍지를 느끼는 가운

데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

했다. 양 회장은 우리 대학을 나와 지역사

회 발전에 기여하고 모교의 명예를 빛낸 동

문으로 선정되어 용봉인 영예대상을 받기

도 했다.

‘N포세대’를	살고	있는	후배들에게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은 삼포

세대, 나아가 오포, 칠포세대까지 최근에 

회자되고 있다. 삼포세대만 하더라도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인데 여

기에 오포세대는 인간관계와 집을, 칠포 세

대는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세대까지 이야

기한다. 최근에는 이를 포괄한 ‘N포세대’라

는 단어도 등장했다. ‘N포세대’에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양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살

아야 한다”며 “그래야 취업도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남대는 호남에서 제

일의 대학이다. 거기에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다. 좋은 학교에서 충실히 공부하면 결

과는 따라 올 것이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 학생기자 도선인 

공과대학 7호관에 있는 ‘남정 양동순 전기전자컴퓨터공학 기초실험실’ 공과대학 2호관에 있는 ‘남정 양동순 신재생 에너지 연구실’

  87



안녕하세요. 화학공학전공 11학번 오은영

입니다. 저는 현재 삼성 SDI(이하 ‘SDI’) 구

매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SDI는 OLED, 

편광 필름과 같은 전자 소재, Mobile, 전동 

공구용 소형 전지, EV, ESS용의 중대형 전

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차전지, 배

터리에 관심이 많아 에너지 관련 기업을 찾

아보았고, 그 중 SDI에 지원하게 되었습니

다. 2016년 상반기에 지원해 합격하여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업에 배치 받은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8월에 입사 후 약 두 달 간 그

룹 및 사내 연수를 받아 교육 기간이 길었

기 때문입니다. 그룹 연수를 통해서 SDI 동

기들뿐만 아니라 타 계열사의 많은 동기를 

만나면서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었고, 사

내 연수에서는 실제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

인 지식을 쌓고, 회사에 대해 더 알아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연수 기간 중에는 주어진 다

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준비하여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나아가

서는 미션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해 수행하

는 등 많은 경험과 배움을 쌓을 수 있었습

니다. 동기들과 즐겁게 연수에 임하면서도 

현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자유로운 시간

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추억을 쌓으며 신나

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구매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지의 4대 소재 중 하나인 전

해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학공학전공

에도 불구하고 구매팀 소속이라는 점이 의

아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입사 당시 연

구개발 직무에 지원하여 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에 배치면담을 하는 과정에

서 구매팀에서 일해 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권유로 구매팀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

니다. 아무래도 ‘구매’라는 직무는 제가 알

던 분야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배치

되었을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구매

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구매라는 직무

에 대해 나름의 매력을 느끼고, 화학공학전

공자로서 소재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더 빨

오은영│삼성 SDI│응용화학공학부 11학번

새로운 분야, 새로운 출발 그리고 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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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

고 구매 전문가로서 역량을 더 키워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처음 

지원한 직무가 아니지만 새로운 곳에서 새

롭게 출발하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자는 

자신감으로 일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팀에서 맡은 업무는 전해액 수

급입니다. 구매팀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

재를 생산계획에 맞춰 자재가 들어올 수 있

도록 서포터 해주는 일을 담당합니다. 특

히 저는 소형 전지 생산에 필요한 전해액

을 맡아 매일 DO(Delivery Order) 및 매주 

PO(Purchase Order)를 발행하는 업무를 하

고 있습니다. 구매의 기본은 수급입니다. 적

재적소에 제품을 준비하는 것과 함께 적시

에 자재를 생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

니다. 따라서 타 부서에서 전해준 생산계획

을 가지고 구매 담당자가 여러 업체 중 제품

을 납기 할 수 있는 업체, 가격 및 품질이 우

수한 곳을 선정하여 주문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라는 직무가 소위 ‘갑’의 

부서라고 생각하지만, 구매는 ‘갑’의 부서가 

아니라 협력사와 회사 사이에서 서로 Win-

Win 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부서입

니다. 자재를 구매한다고 해서 악덕 횡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를 하면서 회사의 이

득과 협력사의 이득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매 담

당자는 협력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

고 있어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가 원하

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의사소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입

니다. 그래서 협력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직접 협력사의 공장을 견학하고, 협

력사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공부하기도 

합니다. 

또한, 구매 담당자가 가져야 할 능력은 구

매하는 자재에 대한 기술적 지식입니다. 자

재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 구매만 한다면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데 해를 끼칠 수 있

습니다. 또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자재를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담당 자재에 대한 기술적 지식, 산업 현황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아 선배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스스로 지식을 쌓기 위해 뉴

스를 찾아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아직은 업무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시기이

기에 다양한 에피소드는 없지만, 현업에 온 

짧은 기간 동안 회사생활을 능동적으로 해

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심을 잃지 말자!’ 는 것입니다. 초심

을 잃지 말라는 말을 선배들에게서도 많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 선배들이 입사

를 축하해 주면서, 앞으로의 회사 생활을 어

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모

두가 하나같이 열정적인 지금, 어떤 일이든 

잘 해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잃지 말고 5

년,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이어나가야 한

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서 저도 언젠가는 반복적인 업무에 회의감

이 들기도 하고, 지쳐 버리는 순간이 오겠지

만, 그 순간 지금 가진 초심을 잃지 않고 일

에 대한 열정을 꾸준히 키워 나가야 한 걸

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

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업무를 하는 

것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

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

이든,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마음가짐을 끝까

지 가지고 행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

니다. 

지금까지 지루한 이야기를 함께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

고 현재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조언과 도움

을 주신 응용화학공학부 교수님들께 감사

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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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치영│한국전력기술(KEPCO ENC)│기계공학부 09학번

자신만의 가치 찾고 키워가길

안녕하세요? 기계공학부를 졸업한 09학

번 권치영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으로 한국전력기술(Kepco enc) 김천 본사

에서 근무 중이며, 5개월의 인턴 생활 후 지

금은 1년차 사원으로 배관기술그룹의 엔지

니어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5년

간 광주 토박이로 살다 김천이라는 낯선 곳

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서 적

응하기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함께해 온 친

구들도 없고, 같이 살 가족도 없었죠. 하지

만 동기들과 부서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은 

타지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엔지니어

로서 회사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김천으로 회

사가 이전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이유로 한국전력기술이라는 곳을 떠

나기에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제가 다니는 한국전력기술이라는 회사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드뭅니다. 보통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공사로 착각을 하시죠. 한국 

전력 기술에 대해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많은 단계

가 필요합니다. 먼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

산하고 그 전기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값을 

매긴 후 우리가 있는 가정 및 산업으로 전

기가 공급됩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

소와 화력발전소, 기타 다양한 방법들을 통

해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때 원자력 발전소

와 화력 발전소를 설계하는 회사가 바로 한

국전력기술입니다. 즉, 현대 엔지니어링이

나, 삼성 엔지니어링같은 발전소 설계 회사

인거죠. 엔지니어로서 국민의 전기를 책임

지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에 남아 역량을 기르고 싶었

기에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남기

로 결정했죠.

저희 회사에는 화학공학이나 기계공학, 

전기공학 등 공학을 전공하신 박사님이나 

엔지니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학

술 대회 참석기회와 원자력관련 교육전문 

교육을 제공하여 설계에 필요한 전문지식

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실제로 이번 년도에 KAIST 원자력 전

문 기술 강좌, 배관 용접 부착물 건전성평

가 기본교육, 한국 CAD/CAM 학술 발표회 

등 기술력 강화에 필요한 대회나 교육 프로

그램에 참가하여 습득한 지식을 현업에 적

용하고,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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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제가 맡은 업무는 3D 프로그램

을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소 시공 단계 전에 

발생하는 피지컬적인 문제와 그 외 설계 관

점의 문제들을 발췌하고 이를 해결하는 일

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는 계통에 관련된 업무, 기기검증, 배관이

나 냉동 공조 시스템의 레이아웃 등 다양

한 업무들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 기술 그룹, 배관기술그

룹, 기계기술 그룹 등 여러 부서들로 나누

어져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수행된 결과물

들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라는 목표를 이

루기 위해 통합되는데 이때 통합하고 정리

하며 생기는 문제점을 직접 해결하거나 각 

부서에 통보하여 해결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조율하는 업무가 우리 회사에서 맡

은 제 업무입니다. 사실 각 부서의 부장, 차

장급과 부딪히는 경우가 잦은 부서라 1년

차 사원이 맡을 수 있는 업무의 비중이 낮

고, 각 부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조율해야하

는 업무가 많아 경험이 부족한 사원으로서

의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

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맡은 업무를 수행하

면서 토목, 기계, 전기 등 각각의 기술 부서

에서 요구하는 설계의 개념을 배우게 되었

고, 여러 부서와 접촉하는 기회를 통해 폭

넓은 인간관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년차

로서 2016년은 저에게 배움의 시간이었습

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시간이었고, 사회생

활의 첫걸음을 내딛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전남대학교 후배들에게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생

활을 즐기라는 겁니다. 대학생활을 즐기라

는 것이 동기 모임이나 각종 술자리를 즐기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

은 말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무

언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동아리를 통해 자

신의 역량을 증폭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미리 사회 경험을 겪

어 보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니면, 밤샘 게임이나 술자리를 통해 누구보

다 친한 선후배, 친구를 사귈 수도 있을 거

구요.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꼭 뒤돌아보고 

다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리고 뒤돌아보았을 때 후회한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가치의 중점이 다

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중

점에 두는 가치를 잘 판단하고 그것을 잘 

가꾸어나가는 것이 대학생이 가져야하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역량은 

사회생활에서도 분명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후배 여러분들도 자신만

의 가치를 찾고 발전시켜 간다면 어느 회사 

어느 위치에서도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만의 가치를 찾게 도와준 모든 

기계공학부 교수님들과 동아리 동기, 후배,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

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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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요? 어떻게요? 한국에서 학위를 하

고도,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나요?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하나요? 도저히 상상

이 안 되는데요?” 대략 1년 2개월 전에 한

국에서 미국국립표준과학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이

하 NIST)로 연가 오신 교수님께서 저에게 

“김박사, 좋은 대학교는 아니지만, 미국에 

대학교가 많이 있으니, 교수직을 한번 알아

보라.”고 권유를 하셨고, 저는 처음에는 어

이가 없어서,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렀고 오늘 미국에

서 첫 학기 강의를 끝내고, 이렇게 글을 쓰

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란 게, 다이나믹하

고 재미있고 다시 한 번 새옹지마 (塞翁之

馬) 라는 한자 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김

덕봉이라고 합니다. 전남대학교 기계공학

과를 96년도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2003

년에 전남대를 졸업하고 2011년에 광주

과학기술원 기전공학과에서 박사학위

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미국 매릴랜

드주에 있는 NIST라는 곳에서 약 5년 정

김덕봉	교수│Tennessee Technological University│기계공학부

미국 테네시주 테네시 공대에서

도 근무를 했고, 지금은 미국 테네시주, 쿡

빌(Cookeville) 이라는 조용한 도시에 있

는 테네시 공대(Tennessee Technological 

University)에서 올해 8월부터 정년트랙 

(tenure-track) 조교수로 임용이 되어 생활

을 하고 있습니다. 지면이지만, 이렇게 인

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곳

에서 현재 처와 8살, 6살 두 아들과 함께 살

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기계공학과 학과

장님인 전인수 교수님과 환경공학과 김성

준 교수님으로부터 원고를 부탁 받고, ‘내

가 동문 여러분에게 무엇을 나눌 수 있을

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것

은 없지만 테네시주에 대해서, 테네시 공대

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제

가 걸어온 길, 미국 대학교 교수 임용절차

에 관해 제가 경험하고 느낀 점에 대해 잠

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미국	남부를	대표하는	테네시	공대

테네시주는 애팔래치안 산맥 일대에 동

서방향으로 펼쳐져 있고, 버지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앨라바마, 미시시피, 

아칸소, 미주리, 켄터키 등 8개 주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주도는 내쉬빌(Nashville) 

이고, 컨츄리 음악과 같은 음악이 유명

합니다. 참고로 이곳은 엘비스 프레슬리 

(Elvis Presley)와 테이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원래 농업 기

반의 도시였으나 값싼 비지니스 환경으

로 인해, 현재는 니산 (Nissan), 폭스바겐 

(Volkswagen) 등 메이저 자동차 회사와 협

력업체들이 이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

다. 참고로 한국타이어 공장도 현재 내쉬

빌 근처 클락스빌 (Clarksville)이라는 곳에 

공장을 짓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곳 

쿡빌은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이고, 내쉬빌

과 낙스빌 (Knoxville) 중간 지점에 있습니

다. 이곳의 인구는 약 3만명 정도이고, 이

곳에서 서쪽인 내쉬빌까지는 자동차로 약 

한 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되며, 동쪽에 있

는 낙스빌까지는 약 한 시간 반이 소요됩

니다. 참고로, 낙스빌 근처에 미국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산하 연구 기관인 

오크릿지국립연구소(Oak Ridge National 

Lab)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30분만 더 가

면, 국립공원인 크레이트 스모키 마운틴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산들은 한국의 

산들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사람

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그리우면 스모키마

운틴으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에

서 대도시인 조지아주 애틀란타 (Atlanta) 

는 자동차로 약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곳 테네시 공대는 학부생 9000 명 

대학원생 2000명 정도해서 약 11000

명 정도가 수학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공

대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테네시 공대

는 US News World Report가 선정한 남

부 마스터스 부문에 이름을 올린 가장 좋

은 대학교 중에 하나로 랭크되었습니다. 

비교적 학비가 싸고 물가가 저렴하기 때

문에, 교환학생, 어학연수를 하러 한국에

서 오는 학생들을 종종 볼 수 가 있습니

다. 공학, 비즈니스, 교육학, 예술과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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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학 등 44개의 학사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저는 제조학과(Manufacturing & 

Engineering and Technology)에서 근무

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스마트 제

조 (smart manufacturing), 데이터 아날리

틱스 (data analytics),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3차원 프린터)에 관해 연

구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테네시 

공대에 ‘smart manufacturing and data 

analytics 실험실’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현

재는 실험실 세팅 등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	통합	프레임워크	개발

다음은 저의 연구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제조업이 강화되면서 전 세계 제조

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

자 각국에서는 미래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

나갈 ‘신 성장 동력 사업’에 관해 관심을 많

이 가지고 있으며, 이중 정보통신 (ICT) 기

술을 제조업에 융합시킨 ‘스마트제조’ 기

술이 핵심 중의 하나라는 의견이 일치하

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0년 발표한 ‘첨단

기술전략 2020’의 미래 프로젝트 중 하나

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기계 산업

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 생

산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생산 과정이 최적

화’되는 Industry 4.0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수증기가 동력 구

실을 한 1차 산업혁명, 20세기 초반 전기

를 이용해 노동 분업을 이룬 2차 산업혁명, 

1970년대 이후 인터넷을 통한 3차 산업혁

명을 거쳐 도달한 ‘4차 산업혁명’은 ICT 기

술과 제조업을 융합해 산업기기부터 생산 

과정까지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정보

를 교환해, 사람 없이도 기계 스스로 생산, 

통제, 수리가 가능한 ‘스마트제조(Smart 

Manufacturing) 패러다임’ 으로 진화하겠

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스마트제조 패러다임과 적층 가

공 생산 방식에 대해 높은 기대감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두 생산 기술이 전통적인 생

산 공정을 대신할 것이라고 결론짓기는 다

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시장 규모로 볼 때, 

스마트제조 시스템 시장이 매년 20%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글로벌 G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아직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오늘날 표준화, 

자동화된 생산 공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저

렴한 비용 수준을 단기간에 두 생산 방식이 

따라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

만 아니라 이 기술이 넘어야 할 기술적 장

벽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기술 자체가 시작 

단계인 만큼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의 종류도 제한적일 뿐

만 아니라, 생산 속도 역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적용되는 평가/척도 및 기

술에 따라서 제품의 완성도, 강도, 정밀도 

면에서 기존 방식 대비 열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세대 생산 기술인 스마트제조

와 적층 가공 생산 방식으로 제조할 수 있

는 제품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평

가/척도 및 소재 및 공정에 대한 연구가 선

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제

조업자가 제품 생산 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 프레임워크 개발이 필요합니

다. 저는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

습니다.  

테네시공대 임용 전, NIST에서 있었던 이

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 매릴랜

드주 게이더스버그(Gaithersburg)에 위치

한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

서 2011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약

직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NIST

는 1901년 산업의 기술적 발전을 보조하

고 상품의 질과 생산과정을 현대화하며 상

품에 대한 신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

으로 미국 의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

재 미국 상무부기술관리국(Department of 

Commerce) 산하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목적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기

술과 측정 분야에 국가 기준이 되는 표준

을 선정하고 개발, 적용하는 연구소입니다. 

특히, 민간 자본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경

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

술의 선행 연구를 수행합니다. 저는 NIST

에서 대형 국가과제인 ‘스마트제조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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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 참여하여 ‘Modeling Methodology 

for Smart Manufacturing Systems’ 프로

젝트 일원으로 참여 하였습니다. 또한, ‘적

층 가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Systems 

Integration for Additive Manufacturing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현

재 미국은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이 두 생

산 방식에 관한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NIST에서

는 스마트제조 기술 및 적층 가공 생산(3D 

Printing)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 중에 

있습니다. NIST 특성상,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중국, 인도, 스페인, 핀란드 등 전 세

계에서 박사 수준의 인력들이 국제적 감각

과 과학, 기술, 표준, 특허 등 전문적인 지식

을 습득하기 위해 중・단기로 연수를 오고 

있습니다. NIST 에 있으면서, 전문 지식과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었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NIST 근무 전에는 광주과학기술원 기전

공학과 이관행 교수님 지도하에서 수학을 

하였습니다. 박사 과정 동안 저는 국가지

정 과제(NRL)인 “실감재질 모델링 기술”

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기

간 동안 자동차 및 산업 제품의 외관 디자

인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GIST-

RMS III/IV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하

였습니다. 빛의 산란 분포도(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Function)를 이

용하여 관한 기초 연구를 하였었는데, 지

금 생각해도 상당히 재미 있는 연구를 했다

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적 감각을 익히

기 위해,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원하는 해외

공동 연구로 2004년 6월부터 2005년 6월

까지 1년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 Renato 

Pajarola 교수님 지도를 받았으며, 성공적

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도전과	실패	거듭하며	결실

학부 시절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군 입

대 전 광양 제철소에서 제4냉연 건설 현장

에서, 노무자로 6개월 간 일한 적이 있으며, 

그때 기계 설비하는 한국 엔지니어와 일

본 엔지니어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

어 지지 않는 것을 보고, 국제화 시대에 ‘내

가 해야 할 것은 저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영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운이 좋아 해외

에 나갈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군대 가

기 전인 97년도에는 국책사업으로 미국 미

시간주 플린트(Flint) 라는 곳을 방학을 통

해 약 한 달 간 다녀왔고, 2001년도 군대를 

전역한 후에는 본인이 마련한 비용과 BK21 

사업으로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라는 곳을 약 한달 

반 정도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

만,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

다.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 

실제 미국인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영어를 

공부하자라는 생각으로 영어 공부를 했습

니다. 다음은 제가 어떻게 NIST에서 테네

시 공대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도 자국민 우선주의정

책(American First) 기류가 팽배해 있습니

다. NIST는 연방 연구소이고, 그런 맥락 하

에서 계약직이었던 저는 NIST를 나가라는 

권고를 받았고, 참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하나? 미국에 남

아야 하나?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떻

게 보면 제 자신이 운이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미 없는 ‘지독한 사

람으로 여겨질 수 도 있겠다.’라고 생각했

습니다.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나 혼자 살

려고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 친척 지인들 

모두 외면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힘들게 사는 구나.’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자리를 

잡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행복

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위 분들께서 조

Smart	Manufacturing	&	Data	Analytic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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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을 해주시고, 또 생각해 보니 그런 거 같

아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리를 가리지 않

고 지원을 하였고, 미국 대학을 중점적으

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 때가 2015년 11

월 경이었습니다. 약 130 개 정도의 대학교

에 지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약 20곳에서 

전화 인터뷰를 보게 되었고, 4곳에 방문 면

접을 갔습니다. 보통 일정은 다음과 같습

니다. 면접 전 날 면접위원회와 가볍게 저

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눕니

다. 면접 당일 날은 어떤 곳은 아침부터 면

접 위원들과 밥을 먹는 경우가 있고, 그렇

지 않은 경우에는 8시부터 학과를 돌아다

니면서, 공대 학장, 학과장, 교수 등과 일 대 

일 면담을 3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오전 

또는 오후 적당한 시간에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이 세미나

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문 면접

을 1박 2일 동안 보았고, 끝나고 저의 분위

기는 “이러다가 첫 번째 면접부터 정말로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대우를 잘해주었고, 정말로 되는 줄 알았

습니다. ‘안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정말로 실망이 컸습니다. 지금 재직하고 있

는 곳은 4월 달에 면접을 보았고, 두 번째

로 면접을 본 곳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 테

네시 공대에 재직하고 있는 한국인 교수님

으로부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연락을 받

았고, 5월 초에 면접을 두 번 더 보게 되었

습니다. 맨 마지막에 본 대학교를 가고 싶

었지만, 그곳에서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

니다. 제가 느낀 경험은 이름 있는 대학교

로 정년 트랙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통 교육 

중심 대학교에서 경험과 실적을 쌓은 다음

에 연구중심대학으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

인 거 같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철창에	가두지	마라

다음은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보고 느

낀 점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미국을 자유의 나라라고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 미국 생활 5년이 넘어서야 

이제 미국을 왜 자유의 나라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차별과 편견

으로부터의 자유’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

국에서도 차별과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다른 종류의 차별과 편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 테네시 공대에 재

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첫 번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길은 걷다 보

면, 또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몸이 불

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는 느껴보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자신

감입니다. 눈빛에서 이야기할 때의 자신감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것은 장애

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고, 자

기 자신의 가능성을 줄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에는 사회적 책임도 크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이야기 하고 싶

습니다. 지방대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크기를 가능성을 스스로 작은 

철장 속에 가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

코 연구환경이 미국대학교의 연구환경에 

비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한국사람들을 상당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같이 일을 해보면, 한국인들이 우수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원

생들은 거의 중국인이나 인도인이라고 보

면 되는데, 한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는 느낌이 듭니다. 미국에는 MIT, Harvard 

말고도 2000개가 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도전을 해보고 싶으면, 공부를 해서 미국으

로 유학 생활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미

리 준비를 하면 입학하는 것이 생각만큼 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어가서 연구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

니다. 참고로 많은 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의 

학비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어느 분이 저

에게 해준 말씀이 생각납니다. ‘미국은 삼

진 아웃제가 없다.’고 말입니다. 워낙 시장

이 넓고,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준비

만 하고 살려고 하는 자세만 있다면 얼마

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

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무엇

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 어떤 결정을 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이 좋기도 

했지만, 용기를 갖고 시도한 결과 이렇게 

이곳에 있습니다. 혹시 조언이 필요하신 후

배님이 있으시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모교인 전남대학교와 

앞으로도 좋은 인연이 있어서, 연구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 대학원

생 수급이 쉽지 않은데, 기회가 된다면 유

능한 공대 후배님을 우리 실험실 대학원생

으로 모시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여름방학 때 모교인 전남대학교를 방

문할 예정인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여러 

교수님들과 후배님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또, 테네시 공대-전남대학교 새로운 교환학

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좋은 인연을 계속

해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읽

어봐도 글이 정말 두서 없습니다. 두서 없

는 글 장시간 읽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

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

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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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	Anh	Tuan	교수│University of Natural Science, HCMC│전자컴퓨터공학부

I will never forget
my special days at CNU.

My	Introduction

My name is Tran Anh Tuan and I am 33 

years old. I love doing research, making 

friends, participating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acquiring new experiences. 

I tend to enjoy everything and always 

feel optimistic. Before deciding to study 

abroad, I was a young lecturer at the 

University of Sciences in Vietnam. 

My research focuses on computer 

vision; however, I taught some courses 

in mathematics and programming 

languages. In my opinion, mathematics 

is a basic science for every creativity in 

the world and programming is a useful 

tool to actualize your ideas. With this 

enthusiasm and eagerness, I entered a 

new country – Korea – for the first time, 

and embarked on a wonderful journey of 

science exploration.

My	life	in	CNU,	Korea

I still  remember my first day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verything looked like a new world. 

The weather was fresher and colder than 

in Vietnam, the university facilities were 

better-equipped than those in Vietnam, 

and especially the transportation was 

an unbelievable network of railways, 

highways, bus routes and subways. The 

common vehicle in Korea is a car, not 

a motorbike. Every payment is paid by 

card or smartphone, which is especially 

impressive to me. 

Enjoying food in Korea is also an 

interesting story. On the first day, I was 

not familiar with Korean cuisine because 

it is quite different from the cuisine of 

my country. But day by day, I realized 

that food in Korea is very healthy and 

very appropriate for people living here. 

Kimchi is popular and protects people 

from the winter cold. When I eat Kimchi 

I feel better and warmer in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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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udies in Korea were also very good 

with the assistance from my professor 

Kim Jin Young and all other lab mates. 

I learned a lot of science knowledge, 

time management and work attitude. I 

would like to thank Professor Kim, who 

has helped me to open my mind when 

visiting other countries for presentations 

or summer trips. Although he was very 

busy, he always encouraged me to finish 

my studies and sometimes took all the 

lab members to a special restaurant. 

These things were all beyond my wildest 

dreams before coming here.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Korea 

let me build solid relationships and 

understand much more about living life. 

I luckily hold some special positions in 

Korea such as President of Chonnam 

Vietnamese students, Vice President of 

Vietnamese Community in Gwangju, and 

representative member of Vietnamese 

students in Korea. In these positions, 

I have made lasting friendships, which 

have provided me with comfort and 

confidence while living in Korea. 

In sum, I think that my time in Korea 

has been a special story in my life. I will 

never forget it. I will remember all the 

faces of my friends in Korea, I also will 

never forget the encouragement of my 

professor and lab-mates in my studies. 

Everything has been really wonderful. 

My	Life	at	Present

Now, I continue my teaching in the 

University of Sciences in Vietnam. With 

the knowledge I learned from Korea, I 

feel more confident in and passionate 

about instructing my students in their 

research as well as doing my own 

research in computer vision. Moreover, 

I am also working for a company in the 

image processing field to apply all of my 

learnings to real life. In the future, I hope 

there will be more products used in my 

country. If this is accomplished, I will 

thank Korea, a modern and appropriate 

country for students to study abroad. In 

recent years, many of my students have 

studied or plan to study in Korea. I will 

always be willing to support them in any 

way I can. I plan to return to Korea with 

my family in the future. If this happens, I 

am confident this will be another fun and 

rewarding chapter of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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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화공과 총동문회를 2016년 12월 3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개최하였다. 여수산단의 

임직원을 비롯해 광주전남 뿐아니라 대전 등 전국에서 전남대 화공과 출신 동문들이 참석해 자리

를 빛내 주셨다. 현 전남대 화공과 동문회장이신 금호 미쓰이화학(주) 전무이사 손영원 회장님께

서 내년 1년간 회장직을 연임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동문회 총무는 (유)월드켐 대표 박하웅 사장

님이 재무는 전남대학교 윤정우 교수가 맡고 있다. 행사는 오후 1시 체육행사 후 7시에 디오션 리

조트에서 진행되었다.

화학공학과	동문회

공과대학 동창회(회장 정석우(주)한국주택 건설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25일(화)에 ‘2016년 가을 공대동창회 상임이사회’를 가졌다. 공대동창회 상

임이사회는 공대총동창회 임원과 공대 학부(과) 동창회 회장 및 총무로 구

성되어 있으며, 공대 학장은 명예회장으로 참여한다. 공대동창회는 모교에 

발전기금 기탁, 후배 재학생 장학금 전달, 각종 행사지원등의 활동으로 공

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모임에서는 김영만 공대 학장이 우리 

대학 재학생들의 취업에 적극 힘써주실 것을 요청 드렸고, 동창회 임원들은 

학부 학과별로 관련업체에 근무 중인 책임급 동문들과 깊은 유대를 통하여 

후배들의 취업호라동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특히, 최상준(남화토건(주) 대표이사, 1964년 건축공

학과 졸업) 전 동창회장은 직원 2명을 고용하여 건축학부 졸업동문들의 근황을 파악하게 하여 모

교와 동문간에 결속을 다지는데 지원하기로 했다.

공과대학	동창회	상임이사회

- 5기 윤명성 원우, 경무관 승진, 12월 8일자 광주경찰청 2부장으로 부임

- 7기 김용국 원우, 2016년 8월 제5회 대한민국 모범기업인 대상 수상

- 1기 최광일 원우,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인증 획득

- 7기 박석인 원우, 국제와이즈맨 무등클럽 회장 취임

- 2기 노의철 원우, 한국일보사 주최 제10회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 수상

- 6기 김보곤 원우, 3710지구 RI회장대리 임명

- 5기 정영곤 원우, 전북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AISP	원우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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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소식	▶ 2016년 2월 23일 재경동문회 정기총회 방문 ▶2016년 2월~3월 동문회 주소록 

연락처 갱신 ▶ 2017년 38회, 39회 홈커밍데이 예정 ●	동문동정 ▶이상배(40회) : 광주광역시 

전략사업본부장 보임 ▶박현구(41회) : 2015 송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임용 ▶정현원(41회) : 

광주광역시 사무관 승진 ▶박주욱(산업대학원) : 광주광역시 북구청 안전도시국장 보임	●	제18

대	동문회	임원(2015.10	-	2017.9) ▶회장 : 이강일(25회) ▶부회장 : 최석(25회), 류영국(대학원), 

이상준(29회), 박동준(29회), 장세면(31회), 이순미(31회,) 양병범(32회), 이상배(40회), 최형범(41

회), 정명철(산업대학원) ▶감사 : 고성석(30회), 오세규(31회) ▶간사 : 이효원(총무, 35회), 정영석

(재무, 38회) ●	재경	동문회	회장단 ▶회장 : 이병용(25회) ▶감사 : 박석희(53회) ▶사무총장 : 김

형석(35회) ▶차장 : 이한민(홍보, 35회), 조성연(기획, 49회) ●	산업대학원	동문회	임원 ▶회장 : 

박주욱(광주광역시 북구청 안전도시국장) ▶부회장 : 오동식(대라건설 대표이사), 유포숙 ▶총무 

간사 : 정명철(주, AMG그룹 건축사사무소)

건축학부	동문회	

2016년 11월 26일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 동문회(회장 이승안)가 주최하는 동문의 날 ‘골프대

회 및 정기총회가 전남 보성 CC에서 열렸다. 오전에는 동문들의 화합을 다지는 단합골프, 오후에

는 2017년 사업 등을 논의하는 정기총회를 가졌다.

전기공학과	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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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에세이
글로벌 특성화탐방
박인주 · 김선일 · 송승원│전자컴퓨터공학부   
강운비 · 조민진 · 문웅주│기계공학부		

재학생 해외 교환학생 및 연수
유우미│토목공학과	(호주,	RMIT	University)
안소연│응용화학공학부	(캐나다,	University	of	Victoria)
박사빈│신소재공학부	(미국,	Purdue	University,	Calumet)

AISP 해외연수 - 대만
송광철│산업대학원	최고산업전략과정	10기	

연구년 해외 파견 교수
황재승 교수│건축학부	(미국,	University	of	Notre	Dame)
김진술 교수│전자컴퓨터공학부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교수 에세이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만남 <내 안의 또 다른 나>
김남기 교수│산업공학과

Engineering
Eㄴ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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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주	·	김선일	·	송승원│LA산 규소계곡 (Silicon Valley) 팀│전자컴퓨터공학부  

작년, 여름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나를 마지막으로 우리 팀원 모두가 군 복

무를 마쳤다. 복학을 앞두고 우리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절정에 이르렀다. 같은 처지에 

놓인 친한 동기들이라 함께 ‘그냥 휴학하고 

다른 진로를 찾아볼까?’라는 이야기를 많

이 나눴지만, 막상 ‘무엇을 할까?’, ‘뭔가 달

라지는 게 있을까?’란 막연한 걱정만을 되

풀이하며 시간을 허비해 버렸다. 진짜 전

공 공부를 해보고 다시 고민해보자며, 복학

을 했다. 그 어떤 복학생이 그러하듯 2년의 

공백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컸다. 그 공

백을 위해 열심히 학교생활을 했고, 어느덧 

학교에 익숙해진 우리를 다시 보았을 땐 그

로부터 1년이 지나있었다.

시간은 흘러 여름은 다시 돌아왔고, 열심

히 하자던 우리는 현재의 삶에 안주하며 무

의미하게 하루를 보내는 배 나온 아저씨의 

모습이었다. 우리에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느낀 시점에 ‘하계 글로컬 특성

화 탐방 모집’이라는 공지를 보았고, 보자

마자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입생 

때부터 함께해온 이 친구들과 함께 의지를 

불태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생각만큼 시작부터 수월하지 않

았다. 의지만으론 지원서가 써지진 않았다. 

큰 그림을 그리자며 처음부터 목적지를 미

국으로 잡았지만, 셋 모두 어학 능력이 낮

았기에 해외기업을 섭외해야 하는 일은 정

말 답답했다. 심지어, 팀원 모두가 비행기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환영이야”
글로벌	특성화탐방

Engineering
Eㄴ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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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타본 적 없는 터라 그 고통은 배가 되

었다.

지원서 작성으로 많은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우연히 내가 있는 연구실의 이웃 교수

님 방에 한 가족이 찾아왔다. 단순히 교수

님 가족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며, 나는 지도 교수님과 면담을 하고 있던 

때였다. 그 가족은 우리 교수님께도 찾아와

서 인사를 했고, 그 때 그들을 처음 보았다. 

특이하게 그들은 영어로 대화를 하기에 ‘교

수님 가족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며 신기

해하고 있을 때, 우리 교수님과 인사를 마친 

가족은 자리를 떠났다. 이후 교수님께 호기

심에 그 가족에 대해 여쭤보았고, 돌아온 답

변은 나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졸

업한 선배의 가족으로 현재 실리콘밸리 구

글에서 근무한다고 했다. 이웃 연구실 출신

이라 휴가 차 한국에 놀러 왔다는 것이었다. 

이토록 흥미로운 답변을 듣고 나는 한 편의 

소설같은 지원서를 써나갔다. 그 선배를 만

나 멘토링을 하고 동시에 실리콘밸리를 탐

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모두 퇴근한 늦은 금요일이었기에, 차분

히 주말동안 실리콘밸리를 조사했다. 그저 

국제적 기업이나 벤처 기업 등 많은 기업이 

밀집된 기업 집합소라 생각하던 것과는 다

르게 상상 이상으로 실리콘밸리는 흥미로

운 대단한 지역이었다.

나는 사정을 설명하며 조심스럽게 수소

문 끝에 그 선배의 연락처를 얻었고, 3일의 

고심 끝에 메일을 보내 문의했다. 돌아온 

답변은 나의 우려와는 다르게 매우 긍정적

이었다. 이후, 선배와의 일정을 확고히 하

고자 연락을 주고받으며, 실리콘밸리로 가

는 탐방 계획을 세워나갔다. 하지만 이것만

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우리는 한 분의 

엔지니어를 더 섭외하고 싶었고, 우리는 한 

기사를 발견했다. 그 기사는 테슬라 본사 

오토파일럿 부서에서 근무하는 한인 엔지

니어에 관한 내용이었다. 우리가 가고자 하

는 탐방의 취지와 너무 잘 맞는 엔지니어분

이라고 여겼기에 나는 먼저 기자에게 문의

했다. 초조한 심정 속에 만 하루가 되어서

야 기자에게 답이 왔고, 우리를 매우 긍정

적으로 생각한 그는 우리가 직접 엔지니어

와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긴 가뭄 속 한 줄기 단비같은 그 분에게 조

심스럽게 문의를 하였고, 그는 우리를 흔쾌

히 만나주기로 하였다. 그렇게 약 2주 동안 

2명의 멘토를 섭외한 우리는 계획대로 차

근차근 지원서를 잘 작성할 수 있었고, 하

계 글로컬 탐방에 합격했다.

설렘과 긴장 속에 우리는 드디어 미국으

로 가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영어도 못 하

는 우리는 경유까지 하며 매순간 절망의 연

속이었다.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떠듬떠듬 기회의 땅, 미국에 도착했다.

설레는 마음 한가득 도착한 미국은 우리

를 쉽게 들여보내 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

았다. 미처 생각지 못한 연착으로 도착 예

정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도착하면서, 우리

의 일정은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했다. 가장 

걱정한 부분이던 입국심사대에서도 한 친

구가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할 뻔한 해

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작부터 타국의 

냉정함을 느끼며 공항 렌터카 센터로 향했

다. 쭉 중국인들 틈에 섞여 계속 시간을 보

낸 탓일까? 제대로 된 미국이 실감 나지 않

았던 우리는 공항이 출구를 나서자마자 눈

이 휘둥그레졌다. TV에서 보던 금발의 콧

대 높은 서양인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위축되

어 있었다. 서양인과 마주치면 괜히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겨우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허나, 이곳에서 우리의 일정을 완전히 뒤집

어버릴 커다란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땐 알지 못했다.

사전에 예약을 했던 우리에게 렌터카 회

사는 차를 주지 않았다. 이유인즉슨 체크카

드라서 결제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궁여

지책으로 다른 팀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해

보려 했으나 이 역시 좌절됐다. 설상가상으

로 현금 견적은 학생에겐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가격이었다.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

이 렌트 계획을 접어야만 했다. 렌트 회사

와 씨름하는 동안 시간도 열심히 흘러 오후 

2시를 넘기고 있었다. 빠르게 흘러버린 시

간 속에 일정을 지체할 수 없었기에 대중

교통 활용에 나섰다. 이리저리 물어보며 결

국, 첫 번째 숙소가 위치한 산호세에 이르

렀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고 꾸준히 문제가 있

었다. 공항에서 허비한 시간으로 일정은 계

속 밀렸고, 미국의 대중교통은 최악이었다. 

장시간 비행으로 팀원 모두가 최악의 컨디

션이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포드 연구혁신

센터 일정을 취소하고, 테슬라 엔지니어만

을 만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약속한 시각보다 1시간이 

지나서야 테슬라 엔지니어를 마주할 수 있

었다. 미안해하는 우리에게 그는 오히려 

멀리서 자신을 만나러 와주어 고맙다며 우

리를 다독여주었다. 최근 사내 보안 강화

로 회사 내부 견학을 할 수 없었지만, 모두

가 퇴근한 늦은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였다. 테슬라 엔지니어의 도움으로 방

문증을 받고 빠르게 회사 내부로 들어가 

보았다.

테슬라의 내부는 흔한 한국 사무실의 풍

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차량 관련 

실험을 많이 한다는 1층부터 그 분위기는 

압도적이었다. 본격적인 업무를 하는 사무

실은 2층부터 시작하는데 드라마 ‘미생’이

나 교내 연구실에서 보던 것과 달리, 시야

102    2017.Vol.26

공학에세이 글로벌 특성화탐방



를 막는 게 없어 그야말로 탁 트였다는 표

현이 적합한 풍경이었다. 공간을 분리하는 

칸막이라고는 한 개도 찾아볼 수 없는 구

조에 심지어 테슬라의 CEO 엘론 머스크도 

사무실의 한쪽 귀퉁이에서 사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모습이었다. 사원의 대부분이 퇴

근한 후라 사무실은 비교적 조용하고 썰렁

하였지만, 실제 근무시간엔 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시끌벅적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

에서 근무한다고 한다. 엘론 머스크의 근무

환경만 보면 알 수 있듯이 회사 내에서 그 

누구도 직책이나 부서에 얽매이지 않고 자

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의 업무를 공유하

며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고 한다. 

회사 자체도 직원을 인종, 성별, 학력에 상

관없이 오직 실력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수

평적인 근무환경이 형성되며, 이는 실리콘

밸리 기업들의 분위기라고 한다. 테슬라의 

경영방침이나 근무환경을 직접 체험하니 

자연스럽게 창립 후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성공적인 큰 결과를 도출한 것이 당연해 보

였다.

이후 자리를 옮겨 테슬라 엔지니어와 함

께 저녁 식사를 했다. 미국에서의 첫 끼니

가 설마 실리콘밸리의 한인 식당일 거라곤 

상상도 못 했지만 식사를 함께하며, 우리는 

그 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인생 스토리부터 엔지니어다운 공학적인 

이야기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많은 칭

찬과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셨다. 여러 조언 

중 인상 깊은 부분을 뽑자면, 자신은 전남

대보다 안 좋은 대학을 나왔고 우리보다 경

험도 실력도 부족한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언젠가 미국에서 동료들과 축구를 하는 한 

장면을 항상 생각하며 그 한 장면을 직접 

실현하고자 노력한 결과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의 이미지를 그리며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

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라며 출신

이나 학교 간판에 얽매이지 말고 목표를 이

루라는 그의 조언이 가장 기억난다. 화목

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짧

은 시간이었지만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주

신 테슬라 엔지니어에게 감사를 표하며 헤

어졌다. 첫날의 고단함 때문인지, 16시간의 

시차 때문인지 모두 녹초가 된 모습으로 미

국의 첫 날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는 2일 차의 아

침,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일정이 계속 미

뤄지기에 우리는 계획을 전면 수정하였다. 

2일 차의 오전엔 스탠퍼드 대학을 견학하

고, 오후에는 구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

를 만나고, 저녁에는 컴퓨터역사박물관을 

가기로 했다. 첫 방문지인 스탠퍼드 대학으

로 향했다. 방문자 센터에서 우리는 학교에 

대한 안내를 받고 캠퍼스 내로 들어갔다. 

날씨가 무척이나 맑고 쾌적했던 덕분인지 

캠퍼스는 더욱 아름답게만 보였고, 풍기는 

분위기 또한 우리 학교와는 매우 다름을 실

감했다. 스탠퍼드 대학은 실리콘 밸리의 요

람이라 불리는 학교인 만큼 현재까지 실리

콘밸리를 이끌어 가는 많은 인재를 배출해

내고 있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문대학 중 

하나이다. 정문에서부터 학교의 중심 main 

quad에 이르기까지 고전적인 양식 건물의 

조화를 느끼며 스탠퍼드 대학의 공과대학

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스탠퍼드 공대

는 많은 업적 세운 스탠퍼드 출신 인물들

의 이름을 딴 건물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 

NVIDIA의 CEO 젠슨 황 공학센터와 HP사

의 설립자 데이비드 패커드와 윌리엄 빌 휴

렛 공학센터를 방문했다. 우리 대학의 공대 

모습처럼 이곳 역시 사람이 적고 서늘한 기

운이 감도는 듯했다. 어디를 가든 공대 특

유의 분위기는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쭈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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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뼛 눈치를 보며 공대의 이곳저곳을 구경

하고 다녔는데, 다른 학생들의 괜한 시선에 

눈치가 보여 빠르게 자리를 피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방문자에게도 개방된 장

소라고 한다. 좀 더 구석구석 살펴보지 못

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스탠퍼드 대학의 아름다운 모습과 위엄

을 몸소 느끼며 다음 목적지인 구글 본사

로 향했다. 구글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스탠

퍼드는 잊혀졌다. 구글은 정말 웅장하고 짜

릿했다. 누가 직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자유롭고 개방적인 환경이

었다. 그 누구도 스트레스를 모를 것 같았

다. 전날 본 테슬라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

다. 테슬라는 커다란 대강당에 모든 직원 

모아두고 함께 근무하는 환경이라면, 구글

은 날 좋은 날 봉지에 앉아 여유를 즐기면

서 근무하는 환경이었다. 더 신기한건 이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 하는 

직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잔디밭에 누워 

동료들과 업무 내용을 토의하고, 그네에 앉

아 열심히 노트북의 타자를 두드리는 모습 

등 주어진 근무 환경을 충분히 누리며 자

신의 업무를 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의 기

업문화와는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사내 구경을 하다 구글 선배를 만

날 수 있었다. 회사 분위기 때문이었을까? 

우리가 만난 선배의 분위기도 너무나도 구

글스러웠다. 벤치에 앉아 자기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만 해도 선배의 아우라는 

학교에서 보던 다른 선배의 그것과는 달랐

다. 말이나 행동에는 구글스러운 여유도 엿

보였다. 단순히 구글 사원이라 그렇게 느끼

는 것과는 달랐다. 구글의 자유로운 분위기

도 느낄 겸 선배를 따라 직접 구글단지를 

걸으며 인터뷰와 견학을 함께 진행했다. 한

국에서 온 후배가 반가우셨는지 선배는 깨

알같이 구글단지 설명도 빼먹지 않으며, 구

글단지 구석구석 직접 안내를 해주고 사진

도 직접 찍어주셨다

구글 투어를 마치고 선배는 직접 애플도 

안내해 주겠다며 우리를 차에 태웠다. 구글

은 보았으니 가장 쟁쟁한 라이벌 기업인 애

플도 보고 가라는 선배의 호의였다.

구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애플단지 또

한 엄청났다. 구글이 ‘마운틴 뷰’라는 지역

을 장악했다면, 애플은 ‘쿠퍼티노’라는 지

역을 장악하고 있다. 애플 본사에 도착해

보니 의아하게도 본사의 이름은 ‘1 infinite 

loop’라는 이름이었다. 퇴근 시간이 지난 

오후라 직원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방문

자는 끊임없는 분위기였다. 애플은 구글보

다 보안이 엄격하여 사진 찍기는커녕 방문

자들을 칼같이 제한하기 일쑤였다. 사내 분

위기는 구글보단 훨씬 딱딱하고 사무적으

로 보였다. 건물 외부에선 직원들을 위한 

복지 공간도 보이지 않고, 회사 자체가 주

차장과 건물만이 반복된 구조여서 그런지 

훨씬 딱딱한 분위기였다. 애플 본사를 간 

것은 좋았으나 방문객 제한이 많다는 점이 

아쉬웠다. 그곳에서 우리는 최신 아이패드

와 맥북만 열심히 체험하고 왔다.

이곳에서 마무리될 줄 알았던 선배의 투

어는 계속됐다. 다음 장소는 아직 건설 중인 

애플의 신사옥 현장이었다. 50억 달러 규모

의 신사옥의 건설현장을 보며 미국 땅이 정

말 넓다는 걸 새삼 실감했다. 펜타곤의 2/3 

크기에 이른다는 신사옥은 앞으로 1~2년 새

에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공사현장의 

규모만으로도 이렇게 압도적이었으니 완공

된 모습은 어떨지 정말 궁금하다.

애플 견학을 마치고 선배와는 다음을 기

약하며 헤어지고,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

인 컴퓨터 역사박물관으로 향했다. 박물관

에 도착해보니 한국의 IT 박물관과는 그 규

모부터가 달랐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미국

은 넓다는 걸 느꼈다. 컴퓨터 박물관의 규

모가 국립박물관 수준이었으니 그 규모

가 남다름을 한 번 더 느꼈다. 박물관은 컴

퓨터에 관한 구구절절함이 있었다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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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맞는 것 같다. 동양의 주판과 서양의 계

산기를 시작으로 컴퓨터 역사의 흐름을 정

말 꼼꼼하게 잘 정리해 둔 곳이다. 또한, 실

리콘 밸리의 흐름과 역사를 특징적으로 보

여주는 다양한 발명품들이 전시되어 있었

다. ‘apple-1’부터 시작하여 애플의 컴퓨터 

사업 변천사는 물론이며, 실리콘밸리의 대

표적 거대 IT기업들의 발자취를 담고 있다. 

20개의 파트를 모두 관람하고 직원이 강

력 추천한 특별 전시장으로 향했다. 그 곳

은 구글 미래기술 전시장으로, 구글 무인자

동차 ‘구글카’와 구글 지도사업 ‘구글 맵스’

의 시제품이 전시되고 있었다. 비밀이 많은 

사업이라 구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을 이

곳에서 보니 반가움과 허탈함이 공존했다. 

구글카를 본 것은 좋았지만, 그저 전시물에 

불과했다. 운행원리와 모습은 영상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쉬웠다. 하지만 가장 가까

운 미래적인 기술이라 그런지 관심이 끊이

지 않는 박물관 내 가장 히트 전시물이었

다. 박물관에서까지 구글의 위엄을 실감하

며 우리는 그곳을 빠져나와 숙소로 향했다.

탐방 3일 차의 아침이 밝았다. 3일 차는 

토요일, 주말인 만큼 우리에게 허락된 일정

은 많지 않았다. 다행히 인텔은 방문이 가

능했고, 샌프란시스코 숙소로 향하는 도중

에 그 곳을 들렀다. 

인텔 본사에 도착하니 인텔의 브랜드다

운 푸르고 거대한 건물이 있었다. 인텔은 

외부인에게 사내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본

사 1층에 인텔 박물관을 무료 개방하고 있

다. 세계 최대 반도체 칩 제조회사답게 박

물관은 인텔의 역사와 반도체의 개발 및 발

달 과정을 소개하고 있었다. 방문자들이 쉽

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부스 같은 것이 있던 게 인상적이었다. 전

자과 학생이어서 그런지 박물관 내에서 설

명하는 내용이 뜻밖에 수월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 배운 전공수준

으로 인텔에 도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

가 오히려 쉬울 것 같았다.

탐방 일정의 마지막 날, 로스앤젤레스로 

넘어와 자동차광이라면 누구든 눈이 휘둥

그레질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을 갔다. 이곳

은 박물관이 아니라 테마파크 같았다. 외부

의 모습부터 눈이 번쩍 띄었고, 내부 모습

은 화려함 그 자체였다. 박물관은 자동차의 

태초부터 최신 슈퍼카에 이르기까지 150여 

대의 차량이 전시 중이고, 총 3층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층마다 다른 테마로 전시하고 

있다. 이곳은 특이하게 3층부터 아래층으

로 내려오는 관람하는 구조다. 3층은 가장 

과거의 모습이고, 층을 내려갈수록 현대적

이고 미래적인 변화가 보이는 설정이다. 이

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자동차 내

부기관을 다룬 파트였다. 직접 자동차 부품

을 재구성하여 체험 해보고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마음에 들었다.

인생 첫 여행지를 지구 반대편으로 다녀

온 만큼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운 시간

이었다. 짧은 시간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했

고 그만큼 용기내어 부딪친 결과 그들의 문

화와 의식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 혹

자는 겨우 이 정도로 으스댄다 할지 모르지

만, 직접 해보지 않았다면 우린 여전히 미

국의 차이를 몰랐을 것이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란 말처럼 직접 보고 느끼고 배워보

았으면 좋겠다. 아직 해보지 않았다면, 길든 

짧든, 되든 안 되든, 꼭 도전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나는 매

순간 언어의 장벽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며, 

의사소통과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지도 배웠다.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자.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

  105



“따르릉 따르릉”, 중간고사가 막 끝난 주

말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동기로부

터 전화가 왔다. 학부 공지사항에 글로컬 

탐방활동에 관한 글을 보고 같이 지원하자

는 내용 이였다. 글로컬 탐방활동이 무엇인

지도 몰랐던 나는 확인하고 전화를 주겠다

며 전화를 끊었다. 글로컬 탐방활동은 전

남대학교 ICT 융합 기반 친환경자동차 인

력양성사업단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특성화 분야의 지역 산업체 수요와 연계하

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해외 기관이나 연

구소, 대학 등의 탐방을 통해 선진 기술 및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적 식견을 갖춘 

글로벌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

는 프로그램이다. 개요를 읽고 난 뒤 이번 

하계 글로컬 탐방활동에 아시아팀 뿐만 아

니라 유럽 탐방 팀도 뽑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근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하여 친

환경 자동차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 

시점에 자동차의 고장이라고 하는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궁

금했던 나는 고민할 것도 없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지원을 하려니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지 너무 막막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지역 사회에 어떤 자동차 관련 

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하여 조언을 듣고 싶었다. 광주 첨단 

테크노 파크 내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지원 

센터에 방문하여 최건 센터장님과의 면담

을 통해 내연기관의 자동차에서 수소,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에 현재

까지 발전 내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

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광

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6 그

린카 전시회’에 방문하여 여러 기업의 기술

력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글로컬 탐방의 사

전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계획서를 작

성하였고 결과는 최종 발탁되어 유럽행 비

행기를 탈 수 있었다. 독일에 막 도착한 우

리의 첫 일정은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MOTOR WORLD를 방문하면서 시작되었

다. 이곳은 자동차 전시장 겸 수리, 판매를 

하는 곳 이였다. 1세대 자동차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구형 자동차들이 일렬로 쭉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역시 자동차의 

고장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우리

강운비	·	조민진	·	문웅주│말없는 마차팀│기계공학부 

“글로컬! 독일의 기술력을 엿보다”
글로벌	특성화탐방

G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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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경하고 있는 사이 어떤 남성분과 직원

이 구형자동차 중 한 대의 보닛을 열고 여

러 가지 점검을 하더니 마지막에는 그 자동

차를 시승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구형자동차

를 구경하기도 쉽지 않은데 독일에서는 그

런 구형자동차를 판매하는 곳이 있다는 것

이 인상 깊었다. 

둘째 날부터는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쉐, 아

우디의 박물관을 중심으로 일정을 진행하

였다. 첫 번째로 방문했던 곳은 포르쉐 박

물관 이었다. 포르쉐는 독일의 자동차 제조

업체중 한곳으로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있

는 자회사이다. 포르쉐의 창립자인 페르디

난트 포르쉐는 2차 세계대전당시 독일의 

전투용 장갑차량을 만들었다고 한다. 전범 

기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의 아들인 페리 포르쉐가 포르쉐 356을 개

발하여 회사를 재기시켰다는 일화가 기억

에 남는다. 다음으로 간 곳은 벤츠 박물관 

이었는데, 벤츠 박물관에서 가장 기억에 남

는 점은 최근 벤츠에서 연구 및 생산준비중

인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다. 자동차 

공해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

는 만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연구 개발은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에서 필수적인 요소

로 보인다. 

또,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스마트라는 자동차가 있었다. 스마트

는 세계 최고의 시계 회사 중 하나인 스와

치와 자동차 제조업체인 벤츠가 협력 계약

을 맺고 만든 브랜드이다. 이 자동차는 차

체가 매우 작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 유럽

도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기에 이런 시대

적 상황을 반영하여 소형 차량이 개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도 주차 공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많은

데 이런 소형차가 대중화 된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자동차 박물관이 있으나 규모나 콘텐

츠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독일

의 자동차회사의 박물관을 탐방하면서 그

들의 자동차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회사들도 콘

텐츠나 여러 프로그램을 보충하여 큰 자동

차 박물관을 설립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

각이 들었다.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기업 견학을 미

리 연락 했던 담당자가 연락이 갑자기 되지 

않아 일정이 차질이 생긴 적이 있었다. 학

교의 지원을 받아서 간 프로그램이니 무언

가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세계에서 가장 큰 

과학 기술 박물관인 독일의 박물관을 방문

하였다. 이 박물관은 천문학, 광산, 측지학, 

항공, 유리 기술, 컴퓨터 과학, 금속 등 30여

개가 넘는 전문 분야를 테마 별로 나누어서 

전시해 두었다. 우리는 박물관이 너무 방대

한 관계로 우리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공작 

기계, 금속, 주조, 물리학 등의 분야를 살펴

보았다. 전공시간에 책에서 그림으로만 보

았던 주조 틀이나 엔진 주조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후에 우리는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 

위치해 있는 베를린 공과대학교에 방문하

였다. 베를린 공대는 독일 내 3대 공대 안

에 들 정도로 명문학교이며, 현재까지 12명

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대학

이다. 우리는 독일의 기계공학과는 어떤 것

을 배우고 연구하는지 보기 위해, 베를린 

공대, 그 중에서도 우리 전공과 같은 기계

공학과 건물을 찾아가 보았다. 미리 연락을 

드렸던 교수님을 찾아가자 간단한 연구실 

소개를 해주셨는데 조교님을 통해 지금 연

구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을 수 있

었다. 조교님은 지금 연구 중에 있던 브레

이크의 소음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된 연

구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진동 공학의 

감쇠비와 고유진동수 등 전공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나와서 반가웠다. 

대학교 탐방 일정을 끝으로 우리의 독일 

일정은 마무리되었다. 독일은 2차 세계대

전으로 많은 유적지가 손실되었다. 하지만 

독일은 자신들의 기술력만큼은 후대에 전

하기 위해 많은 박물관을 남겼다고 한다. 

전범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극

복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발전시킨 독

일을 우리는 타산지석의 자세로 배우면 좋

을 것 같다. 이번 글로컬 탐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학부 관계자분들께 감사

드리며 글로컬 탐방학습에 주저하고 있는 

학우가 있다면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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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교환학생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았다면 휴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

다.  2013년도 겨울, 그러니까 3학년이 끝

나갈 무렵 처음 교환학생을 결심했다. 물론 

외국에서 학교에 다녀 본다는 것은 무척이

나 좋은 기회지만 그것을 그저 영어를 공부

하는 과정으로 치부해버리고 싶지는 않았

다. 어찌 됐건 나는 수능 이후로 거들떠보

지도 않던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마

음을 먹었고 휴학을 한 뒤 서울에 있는 토

플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 때 나는 정

말 외국인과 말 한 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초보자 수준이었다.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나는 왜 그렇게 토플 점수에 매달렸

을까? 물론 교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하

유우미│토목공학과 (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목표 점수에서 끝

내기에 스스로 영어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

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게 2달 후에 목표 

점수인 85점을 넘기고 나서도 아르바이트

를 마치면 바로 미국드라마나 소설을 보며 

회화 공부를 했다. 이놈의 토플을 끝내면 

나는 외국으로 간다는 사실에 흥분되어 여

기저기 자랑하기 일쑤였고 그 생각은 나를 

책상에 더 끈기 있기 앉아 있게 하였다. 그

런데 왜? 난 미국도 아닌 전혀 생각지도 않

았던 호주행 비행기에 앉아 있는 것일까? 

당시 내 계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첫 번째는 환경, 도

시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나의 생

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곳. 다른 학교와 다

르게 시내 한가운데 있었던 RMIT에 결국 

난 호주에 있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멜버른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RMIT를 선

택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전공이었다. 

RMIT는 공과 전문 대학답게 전공을 전문

적으로 실습하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었기에 해외에서 체계적인 선진

교육을 받아보고 싶었었다. 

마지막 4학년, 남들은 다들 취업준비로 

바쁠 시기에 해외로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

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을 절대 후

회하지 않는다. 그 최고의 선택으로 지금

의 나는, 그 1년의 시간이 너무도 고마우니

까. 전남대학교와 처음으로 수교한 낯선 

땅, 호주에서 다양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호주로 간다”
호주	교환학생

EXCHANGE 
STUDENT

108    2017.Vol.26

공학에세이 재학생 해외 교환학생 및 연수



현실을 몸으로 직접 익히고, 나의 마지막 

학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리

고 그것은 그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호주로 간다.

뜻밖의	혜택

사실 처음 교환학생을 생각하면서 영어

도 걱정되었지만, 금전적으로도 부담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업료 면제와 학교 측에

서 지원금을 주지만 비자를 신청하고 집을 

구해 그 지역에서 생활해 나간다는 것은 꽤 

큰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일생에 한 번의 경험이라면, 거기

다 그 나라 학생 신분으로 가는 흔치 않은 

기회라면 그 정도 돈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

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리하게 아르바이트

를 하던 때, 강신혜 선생님의 도움으로 교

환학생을 위한 많은 장학제도가 있음을 알

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서류 전형으로만 

선발하여 전형이 까다롭지 않은 미래에셋 

영어는 줄여서 쓰는 단어가 많았기에 익숙

해지는 데에만 2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영

어를 쓰기 좋은 조건임은 분명했다. RMIT

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교환학생을 온 친

구들이 대부분이었고 한국인은 단 2명이

었는데, 그 중 한 명이 나였으니 말이다. 그

렇게 유럽 친구들과 여러 국적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서툴지만 매일 표현하려고 애쓰

고, 공부하며 나의 영어 실력을 키워갔다.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가던 날, 몇몇 같은 

국가에서 온 친구들은 이미 많이 친해져 있

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안으로 파고들

기 위해서 나를 표현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교환학생이라는 동

질감으로 조금씩 친해져 가기 위해 나는 적

극성을 조금 발휘해 보았다. 형식적인 오리

엔테이션이 끝나고, 그 날 저녁 독일 친구

들에게 홈 파티 초대를 받았고, 나는 그렇

게 친구들과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 갔다.  

멜버른에서 이사를 총 3번 하였는데, 처음

에는 그저 정착할 곳이 필요했기에 급하게 

구한 곳이 학교에서 기차로 30분이나 걸리

는 시골동네였다. 그 다음 캐나다에서 온 

이사벨과 영국에서 온 알랜과 학교 근처

에 두 번째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시

기에는 정말 정신이 없었다. 하루하루가 사

건, 사고였기 때문에. 이사벨과 알랜은 정

반대의 성격이었고, 알랜이 어지르면 이사

벨이 치우는 톰과 제리 같은 관계였다. 이

사벨은 캐나다사람이었지만 퀘벡에서 왔

기에 불어를 썼는데, 이사벨이 가끔 나에

게 발음을 고쳐줄 때면 알랜은 그 발음이 

아니라며 나를 더욱 헷갈리게 하였다. 마

지막 2학기가 시작되면서, 한 학기만 교환

을 온 대부분의 교환학생 친구들은 자국으

로 돌아가고 남은 브라질 친구들과 함께 살

기로 하면서 마지막 이사를 하게 되었다.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그 해, 운이 좋게도 지원자로 선정되어 한 

학기 600만 원이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꿈에	그리던	외국,	낯선	곳에서의	생활

설렘을 안고 도착한 호주. 공항에 도착

하자마자 그 나라 특유의 냄새가 가장 먼

저 나를 반겨주었다. 미리 신청해둔 RMIT 

측 무료픽업서비스를 받아 가는 길, 인상 

좋은 호주 아저씨는 도로 밖 사인들을 신기

하게 바라보는 나를 보며 자기가 맛있었던 

한국 레스토랑들을 소개해주었다. 

사실상 멜버른은 다국적 도시이기에 아

시안을 위한 레스토랑과 음식재료를 파는 

곳이 많이 있었다. 

영어는 초반에 큰 문제가 되었다. 내가 한

국에서 공부하고 익숙했던 것은 발음이 확

실한 미국식 발음이었기에 호주 발음을 제

대로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특히나 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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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업	방식

한국과 다르게 호주의 수업은 2가지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한 주에 9시간 정도의 수

업을 3번에 나누어서 듣게 되는데, 1번은 

이론수업이고 2번은 실습방식으로 진행되

었다. 

교환학생은 전공수업이 의무가 아니었지

만, 전공공부를 더 해보고 싶었던 나는 전

공수업 두 과목, 경제학 한 과목 그리고 나

머지 한 과목은 교환학생을 위한 수업을 들

었다.

수업을 듣기만 하는 방식에 익숙한 나에

게 실습수업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기초공

학기술이란 수업을 듣는데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이론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바탕

으로 서로 토론을 해야 했다. 원어민 친구

들 앞에서 영어로 의견을 나눈다니, 당황스

럽지 않을 수 없었다. 수업도 제대로 이해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팀끼리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첫 실습수업

은 역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

났다. 

다행스럽게도 실습수업은 대부분 점수

로 직결되지 않았고 이론 수업을 복습한

다는 느낌이었기에, 편하게 친구들과 의

견을 나누며 교수님께 물어볼 수 있었고, 

친구들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

며 더욱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되

었다. 매일 그 실습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는 너무도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

면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에 공부도 더 열

심히 하고 영어로 의견을 표현하는 힘도 

많이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교환학생을	통해	성장한	나

지금도 생각나는 친구들인 스페인에서 

온 둘도 없는 사랑스러운 임마, 장난스러

운 조아킨, 독일에서 온 덩치만 큰 니콜라

스, 착한 줄리, 잘생긴 모리츠는 나의 교환

학생 생활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항상 함께하기도 하였고 외국 친구가 서툰 

나에게 먼저 마음을 열어준 정이 많은 녀석

이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차를 빌려 대륙을 횡단해 보기

도 하고, 서로의 도시락을 싸주기도 하며, 

순수하고도 열정적인 나를 가르쳐 준 친구

들이다. 서로의 다름이 낯섦으로 다가오는 

나에게 순수한 호기심으로 다가와 준 친구

들, 나의 교환학생 생활 중 얻은 가장 소중

한 보물들이다.

마지막 한국으로 돌아가는 차, 무의식적

으로 기사 아저씨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

고 있는 내 모습에 나는 스스로 놀라고 있

었다. 조금은 건방져 보이지만 지난 1년 동

안, 내가 어떻게 이만큼이나 성장할 수 있

었을까? 내가 마주했던 현실은 보고 느끼

기 보다는 읽고 대답해야 했던 공부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교환학생을 하기 위

해 13시간을 날아왔는데, 책 속에만 파묻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도 들었다. 하지

만 그 순간순간 나는 최선을 다했고, 저녁

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새벽에 집에 들어와 공부한 적도 있다. 그

렇게 하루하루 힘들고 지쳤지만, 그 누구보

다 열정적이었고 최선을 다했다. 누군가 내

게 호주생활이 어땠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

렇게 대답할 것이다. 첫 번째로, 도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졌다. 도전한다고 해서 그 

누가 손가락질하진 않는다. 두 번째는, 세

상을 보는 눈이 커졌다는 것이다. 인사밖에 

할 줄 모르던 내가 그 곳 낯선 땅에서 스스

로 친구를 사귀고 어떤 문화권의 친구를 봐

도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한 학기만 수교하기로 했던 게 1년이 되

었고,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결국 5학년 1

학기를 다니게 되었지만, 나의 대학생활 중 

교환학생의 경험은 가장 소중한 기억이다. 

그 1년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시

간임이 분명하기에 나는 정말 모두에게 간

절히 이 경험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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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회,	해외단기파견

누구나 대학교에 오기 전 로망을 품고 입

학했을 것이다. 교환학생은 나의 대학로망

이었다. 외국에 나가 새로운 환경에서 수업

을 듣고 문화를 접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을 뛰게 해주었다. 하지만 현실은 상

상처럼 쉽지 않았다. 1학기와 2학기가 연계

되는 교과과정과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 어

느새 4학년 1학기가 되었고, 교환학생 지원

이 불가능한 시기가 되어버렸다. 이대로 포

기해야만 하나 생각하던 중 나의 꿈을 이

룰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 기존의 해외파

견 프로그램과 다르게 새롭게 생긴 ‘해외단

기파견’은 해외 자매대학에 계절학기 동안 

진행되었고 일선학점을 채울 수도 있었다. 

다음 학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졸업을 앞

둔 시기에 일선학점도 채울 수 있다는 장점

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파견대학교를 선택해야 할 때 나에

게 적합한 조건은 길지 않은 기간과 영어연

수를 할 수 있는 곳이었다. 캐나다의 빅토

리아대학교는 4주간의 프로그램으로 내가 

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였고 외국인 교류

프로그램으로 명성이 높아 선택하게 되었

다. 이외에도 오전에는 영어수업, 오후에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Activity에 참여

하여 어학은 물론, 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1차로 지원서를 심사받고 2차로 면접을 본 

후 합격자는 빠르게 결정되었다. 대학에 필

요한 서류작성은 국제협력본부의 오리엔

테이션을 통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고 

제출한 서류로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허가

를 받은 이후 비행기티켓을 예매할 때야 비

로소 내가 해외파견을 간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예상치	못한	비행기	결항

우리나라에서 빅토리아로 바로 가는 비

행 편은 존재하지 않았고 적어도 밴쿠버에

서 경유를 해야 했다. 나는 외국항공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인천 - 일본 도쿄 - 미국 

샌프란시스코 - 캐나다 밴쿠버 - 캐나다 빅

토리아로 장장 20시간이 넘는 기나긴 비행

을 해야 했다. 나의 긴 비행은 시작부터 문

안소연│응용화학공학부 (University of Vict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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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비행기의 결함으로 

인해 도쿄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

기가 예상비행시간에서 5시간 정도 미뤄진 

것이다. 이후 밴쿠버로 가는 비행기도 탈 

수 없게 되었고 일정이 모두 꼬여버렸다. 

처음으로 혼자 가는 해외여행에, 그것도 외

국항공사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 몹시 당

황하였다. 일찍이 공항에 도착했지만 문제

를 해결하느라 탑승시간이 다 되어서야 들

어갈 수 있었고 도쿄에 도착해서는 따로 대

기해야 했다. 결국 비행은 다음 날로 미뤄

졌고 항공사에서는 새로운 항공권 예약과 

도쿄에 호텔을 마련해주었다. 나는 호텔에 

도착해서야 긴장을 풀 수 있었다. 물론 이

후 일정이 달라져 캐나다에 잡아놓았던 예

약을 모두 변경해야 했지만 예상치 못한 도

쿄의 하룻밤 또한 지나고 보니 특별한 추억

이 되었다. 이번 일을 통해 미리 준비했어

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시작부터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어떤 일이 발생해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Victoria	Life

밴쿠버에서 빅토리아로 이동할 때에는 

캐나다 국내선과 페리, 두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었고 나는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

에 국내선을 통해 빅토리아로 가는 길을 택

했다. 30분 남짓의 짧은 비행을 거쳐 빅토

리아 공항에 도착한 후, 대학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나 택시 혹은 라이드를 통해 빅토

리아 대학교에 갈 수 있었지만 나는 빅토리

아에 있던 지인을 만나 조금은 어려운 방법

인 시내버스를 타고 빅토리아 대학교에 도

착하였다. 서류를 작성할 때 받았던 캠퍼

스지도로 길을 찾아갔고 거의 도착했을 때

는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기도 했다. 또한 

곳곳에 있던 재학생 도우미(이후 CA)의 도

움을 통해 기숙사 입주절차를 받을 수 있

었고, 기숙사는 샤워실과 화장실이 공용이

었지만 기숙사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방

은 모두 1인실로 이루어져 있어 불편함 없

이 생활할 수 있었다. 오후에는 ‘Mix and 

Mingle’이라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환영파티에 참석하였다. 처음으

로 우리 학교에서 온 사람들도 모두 만나 

연락처도 나누고 소개도 하며 조금은 어색

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프로그램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대망의 첫날, 수업에 앞서 큰 홀에 모두가 

모여 레벨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 

이외에도 일본, 멕시코, 브라질, 홍콩, 대만,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참여

한다는 것을 알았고 레벨테스트 이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재학생인 CA

와 함께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설명을 듣고 

위치를 알아갔고 체육관이나 도서관을 이

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우리

나라와 다르게 교내에 펍과 작은 영화관, 

약국이나 간단한 병원도 있어 멀리 이동해

야 하는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다. 캠퍼

스 설명 이후에는 학교에서 식사나 커피

를 마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원카드를 만들

었다. 처음 프로그램을 등록했던 비용에 포

함되어 따로 충전할 필요가 없었고 처음에 

510불가량 들어있었다. 4주간 끼니마다 사

용해야 하고 남은 돈은 되돌려 주지 않기 

때문에 부지런히 사용했지만 프로그램이 

끝날 즈음에 거의 다들 돈이 남았다. 식사

에 대해 더 얘기하면 아침과 점심, 저녁 식

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달랐고, 아침은 기숙

사와 가까운 곳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빵과 

팬케이크, 해시브라운, 베이컨, 스크램블에

그, 시리얼, 과일과 각종 음료 등이 주메뉴

였다. 점심과 저녁은 미스틱마켓이라고 하

는 학교 식당에서 주로 먹었다. 한국의 푸

드코트처럼 각각의 가게가 종합되어 있었

고 주메뉴는 피자, 햄버거 그리고 매일 메

뉴가 바뀌는 식당이 있었는데 파스타와 라

자냐 등 다양한 국가의 음식이 제공되었다. 

매점에서는 스낵과 샐러드, 빵과 스시 등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들도 팔았으며 카페

에서는 케이크와 빵, 쿠키 그리고 음료들을 

팔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메뉴로 식사할 

수 있었다. 한 끼 식사에 평균적으로 15불 

정도였고 평균적으로 모두 맛있었지만 한

식이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

었다. 수업은 8:30~10:20, 10:40~12:30

으로 두 차례로 이루어져 있었고 문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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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ing 수업을 주로 하였다. 책이 있었지

만 주로 선생님이 가져온 프린트물을 다루

었다. 자리는 그룹별로 앉았지만 따로 자리

가 정해져 있지 않아 매번 자리가 바뀌었

고, 자리를 이동하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 시간도 자주 있어 친구들과 쉽게 친

해질 수 있었다. 수업은 크게 어렵지 않았

고 선생님들도 거리감 없이 장난을 주고받

으며 편하게 대해 주셨다. 우리나라의 영어

수업은 듣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프로그램 수업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법적인 지

식은 많이 배우지만 speaking 기회가 많지 

않아 아쉬웠던 점을, 여기에서는 자유롭게 

speaking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즐겁게 

수업에 임할 수 있었다. 점심식사 후에 진

행되었던 Activity는 수업 이외에 speaking 

실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접시

나 책갈피를 만들거나 Food art 등 예술적

인 Activity부터 시작해 Small talk, Tea and 

talk과 같은 speaking에 중점을 둔 Activity

도 있었고 수영, Bumper ball soccer, 요가, 

등산과 같은 활동적인 Activity도 있어 그

날그날 선택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나는 

Laser Tag가 가장 재미있었다. 레이저와 센

서가 부착된 총을 갖고 총격전을 벌일 수 

있었는데 컴퓨터게임으로만 하던 사격게

임을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달리고 숨

고 총을 쏘며 즐길 수 있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시간 동안 뛴 후, 한동안 

근육통에 시달리기도 했다.

주말에는 추가로 돈을 지불해서 할 수 있

는 Activity들이 있었다. 밴쿠버투어, Whale 

Watching, 카약, 부차드가든이 있었고 나

는 그 중 부차드가든에 가는 것만 예약했

다. 빅토리아는 정원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도시 곳곳에 아름다운 꽃과 정원을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빅토리아에서 가장 큰 정

원이라고 하는 부차드가든이 얼마나 아름

다울지 더욱 기대되었다. 형형색색의 꽃과 

나무들로 잘 가꾸어진 정원은 우리나라의 

정원과 또 다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고 밤에 진행된 불꽃놀이도 기대한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하지만 더욱 좋았

던 것은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같이 정원

을 다니며 각자의 나라의 정원에 관해 이야

기하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즐겼던 것이

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정해져 있는 활동

이 없었기 때문에 다운타운에 가거나 근처 

공원이나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각자

의 계획에 맞추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여유	속에서	찾은	깨달음

빅토리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여름이

었지만 초봄의 날씨로 춥게 느껴졌고 2주

가 지난 후에는 늦봄과 초여름 날씨처럼 따

뜻해졌다. 이런 날씨 덕분일지 몰라도 여름

에도 길에는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나는 

빅토리아 어디를 가든지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었다. 또한 학교 주변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산과 비치가 있어, 수업이 끝난 이

후에 친구들과 산책을 하며 즐겼던 행복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활동에는 CA가 

같이 참여해 친구처럼 어울렸고 캐나다의 

실제 생활에 대해서도 알아 가며 이야기하

던 시간도 모두 즐거웠다. 수많은 것을 보

고 느꼈지만 그 중에서도 4주간 캐나다에

서 지내면서 가장 크게 와 닿았던 것은 사

람들의 여유였다. 평일 낮에 공원이나 바다

에 가도 가족 단위로 피크닉을 즐기고 벤치

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

었다. 지금까지 바쁘게만 살아왔던 나에게 

있어 캐나다에서 생활은 가장 깨달음이 많

았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가진 여유는 생각하며 되돌아볼 수 있는 시

간을 주었다. 만약 해외단기파견을 가지 않

았다면 세계에는 얼마나 다양한 문화가 있

는지, 광활한 자연 속에 내가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 내가 캐나다에 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기에 

전공공부 또는 취업준비로 인해 해외연수

나 교환학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여유

를 통해 갖게 된 생각은 내 마음에 조급함

을 달래주었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으

며 남은 마지막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

는 힘이 되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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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마치고 2학년이 끝날 때 즈음, 저

는 학점 3.7에 토익 575점, 그 흔한 자격증 

하나 없는 평균 이하의 ‘흔한 공대생1’이었

습니다. 학교 공지사항, 학부 공지사항을 

확인해도 무슨 활동을 하려면 영어는 항상 

필요했고, 그래서인지 영어와 관련된 것에

는 점점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선배 한 명을 

만나고 나서는 무작정 ‘교환학생을 다녀와

야겠다’라는 마음만 머리 속에 자리잡았고, 

3학년 1학기를 휴학하고 토플 공부를 시작

했습니다. 공대생으로서 3학년 한 학기를 

휴학하는 것은 커리큘럼 구조상 매우 좋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지금 전혀 후회하지 않

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의 저의 모습, 생각은 많은 차이가 있습

니다. 마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느낌입니

다. 교환학생을 다녀온 것은 학교를 다니면 

했던 활동 중에 가장 잘 한 결정이라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

다. ‘공대하면 미국’의 이미지도 강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힘 있고 유명한, 영향력이 

가장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꼭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미국은 여러 문화

가 섞여있는 나라이고, 넓은 나라이며, 그

만큼 느끼는 것도 많은 나라였습니다.

미국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다양한 문

화를 경험한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의 생활엔 생각지 못한 많은 변수

가 있었고, 예상치 못한 많은 상황에 처하

기도 했습니다.

제가 갔던 학교는 미 중부 Indiana주의 

Purdue University Calumet은, 명문대인 

Purdue University - West Lafayette의 분

교입니다. 그래서인지 본교의 명성은 없었

지만, 미국을 경험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충

분했습니다. 사실 미국하면 생각나는 상상 

이상의 거대한 캠퍼스를 기대하고 갔지만, 

Purdue Calumet은 작은 도시의 작은 캠퍼

스였다는 것이 조금은 실망적이기도 했습

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

다. 한국의 대학시스템이 미국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런지 이곳 학교는 수강신청이

나, 학부의 구성,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면에

서 한국의 시스템과 유사한 점이 많아서 적

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국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문화 차이를 느낄 때가 많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다면 남녀 기숙사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화충격이

었습니다. 한국의 정서상 기숙사가 이렇게 

구성된다면 분명 문제점으로 지적될 테지

박사빈│신소재공학부 (Purdue University, Calumet)

“교환학생, 또 다른 시작”
미국	교환학생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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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실제로 생활해보니 이성친구에게 필요

한 것이 있을 때도 있고, 같이 식사를 한다

거나 용무가 있을 때도 굳이 밖에 나갈 필

요가 없어서, 남녀가 구분되는 한국의 기숙

사보다 효율적인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스피치나 토론 관련 수업을 제외하

고도 모든 수업에서 수업 중 교수-학생간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

계로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형성하여 질

문도 많고, 수업이 질문-대답의 양방향성으

로 이루어지는 것은 한국의 수업 분위기에 

비해 매우 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전공 

수업을 할 때에도 교수가 학생들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학생

들 또한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질문하는 것

은 한국과의 수업문화의 큰 차이였습니다. 

이 점은 수업의 효율을 위해 한국에서 많이 

본받아야 할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모든 것이 화려하지는 않

았습니다.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일단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니, 자신감이 붙

어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말이 너무 

빠르거나 억양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만

나면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땅은 

넓은데 대중교통은 없어서 불편한 점도 많

았고, 밖을 돌아다니는 것은 꼭 밤이 아니

라도 위험한 경우가 있었으며, 인종차별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먼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삶에 있어서 매우 큰 부분입니다. 학교 내

에서는 수업 중이나, 국제협력사무실에 용

무가 있을 때 등 여러 상황에서 많은 배려

를 받았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완벽

한 언어를 구사할 수 없다는 것은 생활에서

의 큰 불편함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

어도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종종 있

었고, 누군가 저에게 말을 하고 싶어도 제

가 말을 못 알아 듣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

을 경험해보았기에 그들이 한국에서 어떤 

것을 느끼는 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 더 잘 이해해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자신감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스피치 수업을 들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아주 기초과목이지만, 미

국인들과 영어로 스피치를 경쟁한다는 것

은 저에게는 정말 도전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아마 교양과목으로 스피

치를 들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딱딱한 과목이 아니라 매 수업 

제 이야기, 제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면 되

는 수업이었고, 매 수업 발표준비를 하느

라 정말 힘들었지만 살면서 한 과제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자유로운 스피치 분위기, 외국인의 부족

한 발표에도 열심히 귀담아 들어주던 학생

들, 그 때의 기억들은 지금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을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

양하며 새로운 것들을 경험했고, 생전 처음

으로 혼자서 여행도 해봤으며 이런 과정에

서 많은 어려움, 위기에도 처해보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보고, 느꼈고 많이 달라

졌습니다. 막연하게 ‘대기업에 취업하면 좋

겠다’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졸업 후 

어떤 대학원 어떤 연구실에 들어가 후에 어

떤 연구원이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환학생은, 단순하게 외

국에 한 학기 나갔다 온 것이 아니라 좁은 

광주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경험

하며 식견을 넓히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내가 사는 곳은 어떤 곳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제 인생에 있어 의미 있

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니다. 물론 이러한 점들은 제가 미국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기게 하고, 공

부에 있어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뒤쳐

지지 않게 하는 좋은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큰 도시가 아니라면 대중교

통이 없었는데, 그래서 장을 보러 가거나 

인근 지역에 놀러 나갈 때 차가 없으면 셔

틀이 있는 지를 항상 확인했어야 했고, 차

를 얻어 타게 되는 상황이 매우 많았습니

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얻어 타며 친해지는 경

우도 많았습니다. 차가 없다면 밤에 돌아다

니는 것은 자살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Hammond 바로 옆에는 전미 

범죄율 1위 도시인 Gary가 있었는데, 그 때

문인지 종종 밤에 총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교내에서 인종차별을 크게 느끼는 경우

는 없었습니다만,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종종 느꼈는데 쇼핑을 하고 나갈 때 동

양인만 영수증 검사를 한다거나, 주류를 구

매할 때도 같이 간 브라질 친구들은 다 통

과했는데 저만 외국여권은 안 된다고 구매

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항의했지만 규정이라 안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생활을 

하며 느꼈던 것은, 겉으로 드러난 인종차별

은 한국이 더 심하다는 것이었는데 한국에

서는 동남아시아인이나 흑인들에 대해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습

니다. 

교환학생을 가기 전과 다녀온 후의 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다녀와

서는 가기 전에 관심이 없었던, 영어를 필

요로 했던 활동들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

니다. 국제여름학교에 버디로 참가했었고, 

2016-2학기 현재 역시 버디로 활동하고 있

으며 겨울방학에 있는 활동도 이미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제가 외국인으로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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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철│10기

‘또 하나의 작은 중국, 대만’을 다녀와서
산업대학원	최고산업전략과정(AISP)	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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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의 1학기 해외연수의 즐거

웠던 추억이 있었기에 2학기 해외연수를 

준비하는 과정은 여러 번의 원우회 회의 때

마다 들뜨게 했다. 직업도 다르고 사업하는 

분야도 각각이고, 서로의 성향도 각기 다른

데, 여행을 다녀와서는 돈독한 형제애를 가

지게 되었기에 이번 여행에서는 어색했던 

지난 연수보다 나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하리

라 다짐했다.

11월 16일 새벽 2시, 몇 몇 형님들과 새벽

에 일어나기 힘들 것 같아 밤부터 만나 문

어숙회와 전으로 함께 새벽을 맞이하고 집

결장소로 갔다. 3시간여를 버스로 가다가 

아침식사를 하고, 공항으로 이동해서 탑승

수속을 마친 후 로밍센터와 자동 출입국 신

청을 한 후 여유롭게 공항을 즐겼다.

새벽부터 준비를 하고 나와서인지, 비행

기를 타자마자 취침에 들어가는 원우분도 

계시고, 이번 기회에 면세품을 몽땅 쇼핑하

려는지 면세품 안내 책자를 손가락으로 짚

어가며 정독하는 여성원우분도 있었다.

2시간 반 정도 비행을 했을까? 드디어 대

만 타이페이 공항에 도착했다. 

성격이 괄괄해 보이는 여성 가이드가 우

리를 맞이했다. 버스 천정에 붙여놓은 대만 

지도를 펼쳐놓고 지형 설명이 시작된다. 우

리는 대만의 위쪽을 여행하게 된다고 했다.

인구 약 2,300만 명의 대만은 아열대성 해

양기후로 면적은 한국의 3분의 1정도라고 

한다. 20여년 전만해도 대만의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우리가 가

전제품 기술도 앞서고, 국민소득도 앞서게 

되었다고 하니 뿌듯해졌다. 대만이 한국보

다 많은 것이 1년에 360번 이상 관측되는 

지진, 오토바이, 자외선, 모기, 바퀴벌레라는 

설명을 들으니 벌써 몸이 오그라든다. 

첫 번째 관광코스는 세계 4대 박물관이

라는 국립고궁박물관이었다. 중국 국민당

과 공산당의 내전에서 밀린 국민당이 남쪽

으로 내려오면서 중국의 보물들을 몽땅 싣

고 왔는데, 그 때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모

택동이 포를 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을 지

켜만 봤다는 유명한 일화가 생각나서 전시

된 유물들이 사뭇 기대되었다. 어마어마하

게 많은 유물을 1년에 며칠만 전시하는 것

이 있는가 하면, 6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

씩 돌아가면서 전시한다고 한다. 도대체 얼

마나 많은 유물을 가져왔기에 그렇게나 돌

아가면서 전시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겼

다. 우리의 5천년 역사보다도 긴 역사를 가

진 그들의 문물은 어떠했을까? 중요한 전

시품들은 iPod Touch라는 기계를 사용해

서 한국어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눈

이 가는 전시물은 도자기였다. 우리 고려청

자의 우수성을 익히 들어왔던 터라, 중국의 

청자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했다. 청자

의 색은 조금 덜 맑아보였으나, 모양은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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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얇고 섬세한 작품이었다. 공예품은 작고 

섬세할수록 우수한 작품이라는 설명이 생

각났다. 원나라의 백색자기도 그 맑은 빛이 

7~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보존되는 것을 보니 대단한 제작 기법이었

던 것 같고, 명나라의 단아하면서도 섬세한 

기법의 도자기들은 발을 잡기에 충분했다. 

가장 자랑거리라는 청나라의 ‘취옥백채(翠

玉白菜)’라는 옥 공예품을 접하고서는 탄성

이 절로 나왔다. 배추에 메뚜기가 앉아있는 

형상의 지극히 섬세한 공예품이었는데, 관

람객도 제일 많아서 한참을 줄을 서 있다가 

볼 수 있었다.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았는

데, 그런 못난 옥을 그렇게 위대한 작품으

로 탄생시킨 장인정신에 경외감이 들었다.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청나라의 자기

와 공예품과 서화들을 관람하고, 두 시간여

의 고궁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자오시의 온

천장으로 이동했다. 

여독을 푸느라 저녁에도 온천을 하고, 새

벽부터 온천을 한 후에야 원우들을 만날 수 

있었다. 중국의 음식보다는 약간 덜 기름

진 대만음식을 만족스러워하며 아침식사

를 한 후, 화련으로 이동하기 위해 기차역

으로 이동했다. 대만사람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2시간여를 이동해서 대만 동부, 산악

지형의 화련에 도착했다. 제비가 많다고 해

서 이름 붙여진 연자구(燕子口)를 시작으

로, 태로각 협곡의 절경을 배경으로 우리들

은 사진을 찍으며 기념했다. 장개석 총통이 

어머니를 생각하며 만들었다는 자모교 앞

에서도 어김없이 돌아가며 사진을 찍었다. 

태평양이 찰싹이는 회색빛 자갈이 어우

러진 아름다운 치싱탄(七星潭) 해변에서는 

마치 완도 어디쯤 와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삼삼오오 해변에서 파도소리를 들

으며 사진을 찍거나 예쁜 돌을 줍거나, 물

제비를 날려보기도 했다.시원한 망고 쥬스

를 맛보고 다시 타이페이로 이동했다. 

저녁식사 후 생일을 맞은 윤서누님의 생

일 파티를 준비했다. 현지에서 케이크를 사

고 노래방에서 화끈한 축하무대를 준비했

다. 윤서누님의 흡족한 표정을 보니 참 잘

했다 싶었다. 어제 진한 축하주 덕에 아침

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쩌나 걱

정했는데, 단 한분도 빠짐없이 일찍 나와 

준비하고 계셨다.

호텔에서 국립교통대학까지는 2시간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출근길에 막힐까봐 일

찍 출발해야한다는 가이드의 당부대로 우

리는 아침 7시 반에 모여서 출발했다. 산업

대학원이기 때문에 공학이 잘되어있는 대

학을 꼭 탐방해야한다는 학교 측의 준비로 

가게 된 것이다. 9시 반에 약속이 되어있어

서 캠퍼스 여기 저기 둘러보며 기념촬영을 

하면서 약속시간을 기다렸다가, 국제협력

부서의 여직원 두 분의 안내로 학교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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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갔다. 회의실에는 각자의 이름이 적

힌 명패와 기념품이 놓여있었다. 국제사무

처의 임교수라는 분이 프로젝터로 학교 소

개를 하고, 우리 홍부학장님이 통역을 하

기 시작한다. 술자리에서만 봬서 몰랐는데, 

미국에서 학위를 따신 분이라서인지 영어

가 네이티브 수준이었다. 신주시에 위치한 

이 대학은 상해의 난양대학으로 시작했고, 

5개의 캠퍼스 중 메인 캠퍼스이고, 주변에

는 사이언스 파크라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연구소가 근접해 있어서 대만의 실리콘밸

리로 불리며, 산학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했

다. 5천명이 넘는 학부생과 8천명이 다되는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어 연구중심대학이라

고 했다. 현재 60개국에서 유학생이 와있

으며, 세계 182위, 아시아 31위라는 자부심

이 대단해 보였다. 나는 용기를 내서 주변

에 자동차 부품회사도 많은데 왜 자동차 부

품관련 학과가 없는지 질문을 했다. 대답은 

자율주행 쪽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서라고 했다. 부학장님과 그 임교수의 학교 

기념품 교환시간을 가진 후 한국에서 유학

와있는 학생의 안내로 캠퍼스 투어에 나섰

다. 이곳 출신의 인물들이 제작한 물건들과 

연구노트를 전시해 둔 것을 보니 역사를 소

중히 여기는 그들의 문화가 엿보였다. 

지루할 줄 만 알았던 학교 탐방이 의외의 

볼거리와 색다른 경험을 했다는 뿌듯함을 

안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다음 여행지까

지 시간이 있어서 눈을 붙이려는데, 김송

희 조교 선생님이 마이크를 돌리셨다. ‘자

기에게 거울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순서가 된 형

님 누나들은 모두 이번여행의 소감에 대한 

얘기만 하고 쑥스러운 듯 자리에 앉아 버

렸다.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차로 이동해서 

기암괴석이 즐비한 야류해양공원에 도착

했다. 융기로 생긴 곳이라는데, TV에서 보

던 그대로였다. 한국 관광객이 무척이나 많

았고, 각종 멋진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는 

우리 일행들의 모습이 더 즐거웠다. 

다음은 드라마와 영화의 명소 지우펀 거

리 여행이었다. 비도 제법 내리는 터라 우

산을 쓰거나 비옷을 입고 전통의 느낌이 물

씬 나는 좁은 골목을 둘러보았다. 역시나 

취두부 냄새는 지독하기 그지없었다. 저런 

걸 맛있다고 먹다니…

잠깐 둘러보고 나오니 몇 몇 형님들이 보

이지 않는다. 역시나 마트에서 맥주캔을 

기울이고 계신다. 가이드가 이쪽으로 몰았

는지 들어오는 일행들마다 한 캔씩 권하다 

보니 맥주 캔이 수북이 쌓였다. 여기 와서 

꼭 먹어봐야 한다는 땅콩아이스크림을 사

와서 나눠먹었다. 딱히 인상적인 맛은 아

니었다. 

타이페이의 랜드마크인 101빌딩에 올라

가서는 89층에 위치한 전망대에서 타이페

이 시내를 구경하고, 야경을 배경삼아 삼삼

오오 사직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나는 사진 담당이므로 사람들이 모인 곳

마다 셔터를 눌러댔다. 느즈막히 저녁식사

를 하고, 단체로 발 마사지를 받으며 여독

을 풀었다. 대만에서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3박 4일의 2학기 해외연

수는 우리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소중한 시

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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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가을! 바람이 불면 기억의 낙엽을 줍는

다. 바람 따라 널려진 낙엽을 잎새 모양 따

라 모으고 색깔 따라 나누면 쌓인 낙엽 더

미 속에서 기억은 어느새 추억이 된다.

두 번째 외국연수이다. 10여 년 전 파견 형

식으로 다녀온 경험이 있지만, 처음으로 가

져보는 외국연수의 긴장감과 준비과정이 서

툴러서 오는 촉박감이 교차했던 것 같다. 그

런 기억때문인지, 2015년 9월로 정한 연구

년을 위해 근 1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준비하는 시간이 길면 준비대상에 대한 이

해의 폭이 넓어지고, 행정적인 서류처리가 

여유 있고 차근히 매듭지어지며, 세세한 부

분까지 고려하게 되어 외국생활에 연착륙하

리라는 예상은 이번에도 빗나가고 말았다. 7

월 말쯤 내손에 있어야할 예매 항공권 대신 

연구년 초청기관의 사정으로 DS-2019 발급

이 늦어져 11월경에나 연구년 시작이 가능

할 것이라는 양해편지가 쥐어졌다.         

노틀담	대학교에서의	두	번째	연구생활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학회에서 첫 번째 

해외파견 초청자인 노틀담 대학 토목과의 

Kareem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 파키스

탄계 미국인으로 건물에 작용하는 풍하중

과 건축물 풍공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 중 

한 분이다. 국제학회에서 제공한 technical 

tour 때 이제 막 시작한 연구년 준비의 화

답으로 노틀담대학에 다시 한 번 올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이야기를 나

눈 적이 있다. 그래서였을까? 7월 말 연구

기관변경을 시작으로 8월 한 달간의 서류

정리를 통해 9월 중순부터 노틀담대학에서 

다시 한 번 해외연수를 시작할 수 있었다. 

황재승	교수│건축학부

출국 4일전 미국 비자를 받았을 때의 기억

이 아직도 생생하다. 

노틀담 대학(University of Notre Dame)

은 인디애나주 최북단 사우스밴드 인근에 

자리 잡은 카톨릭계 최대 사립대학이다. 시

카고에서는 동부로 90마일 정도에 위치하

고 있으며 차량으로 10분정도 북으로 이동

하면 미시건주여서 인디애나와의 접경인 

이 지역을 통칭하여 미시애나(Michiana)라

고 부른다. 노틀담 대학은 아일랜드계의 이

민사이기도 하다. 1842년 에드워드 소린 신

부에 의해서 통나무 교회당(사진1)을 학교

로 사용하면서 시작되었고, 시어도어 헤즈

버그가 1952년부터 대학총장으로 35년 동

안 재직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1842

년 12월 5일 소린이 눈 내린 겨울 호수를 바

라보면서 쓴 편지(사진2)를 보면 학교 설립

University of Notre D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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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엿볼 수 있으며 

대학이름의 유래인 “호수의 성모마리아대

학 - University of Notre Dame du Lac”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대학건물은 동화 속에 

나오는 성과 같아서 미국 내 최고 아름다운 

대학 중 하나이며, 골든 돔으로 유명한 본관

과 성당, 헤즈버그 도서관은 관광코스의 하

나이기도 하다. 

ABC방송의 유명한 코미디언 Steve 

Harvey가 진행하는 Family Feud는 두 가

족이 나와 설문조사의 문답비율이 가장 높

은 답을 맞히는 게임 쇼이다. 한 번은 미국

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은 어디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한 가족의 대답이 노틀담 대학이

었다. 한국에서의 인식과 달리 실제로 미국 

청소년이 가장 호감을 가진 대학으로 알려

져 있으며, 세대를 이어 진학하는 대학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노틀담 대학의 역사

는 대학미식축구의 역사와 같이한다. 팀명

인 Fighting Irish는 남북전쟁당시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의 병사로 구성된 “아이리쉬 여

단”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9월부터 시작되

는 정규시즌기간의 매주 토요일은 온 캠퍼

스가 축제장이 된다. 

일상이	주는	행복	

대학에서 4마일 정도 떨어진 Mishawaka

시에 타운하우스를 구했다. 10년 전 생활하

던 아파트 단지라 친숙한 곳이었고, 출국준

비로 시간이 없던 터라 선택의 여지가 별

로 없었다. 넓은 단지에 연못을 따라 단장

한 산책길, 잔디 밭 위로 놓인 놀이터, 이층 

창문에서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던 나무 

숲길. 달라진 게 없다. 생활환경, 자연환경

도 마찬가지다. 늘 다니던 Meijer, Walmart 

같은 대형 마트, 10분만 벗어나면 옥수수 

밭과 초원이 시작되는 시 외곽까지. 

정착에 필요한 일들, 아이들 학교편입을 

마치고 노틀담 대학 연구실로 출퇴근하게 

되면서 일상이 시작되었다. 일상은 늘 반복

적이다. 이른 아침 스쿨버스 시간에 맞춰 아

이들 보내고,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는 길을 

따라 연구실에 왔다가 해지기전 다시 그 길

을 따라 집에 오면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주말에 가족

과 함께하는 야외활동, 인근교외의 과수원

에서 계절과일 pick up 체험도 곧 반복적인 

일상으로 편입되었다. 시간에 대한 엔트로

피 법칙은 반복적이며 변화가 없는 삶은 시

간을 더욱 빠르게 흐르게 하여 무의미한 삶

을 만든다고 말한다. 그러나 도시가 주는 외

형적 유희가 주는 삶의 역동성이 시간을 느

리게 흐르게 한들 반복적인 일상가운데 느

끼는 마음의 안정과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

의 행복을 대체할 수 있을까? 대형마트에서 

저녁 먹거리를 고르고, 아이의 손을 잡고 저

녁노을 가운데 산책을 하며, 학교생활에 적

응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보냈던 

저녁시간이 지금도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가족과 함께한 일상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연구생활	

구조물에 바람이 작용하게 되면 다양한 

진동현상이 발생한다. 이번 연구년의 목적 

중 하나는 구조물에 강풍 작용 시 구조물의 

응답을 계측하고, 계측응답을 이용해서 역

으로 풍하중을 추정하여 그 특성을 좀 더 

깊이 연구 하는데 있다. 바람하중을 직접 계

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계측응답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하중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진에 찍

힌 나뭇가지가 어느 나무에 속하는가를 추

정하는 문제와 유사하다. 사진의 수가 적으

면, 즉 정보가 적으면, 나뭇가지를 가지는 

원래의 나무를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바람하중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계측기가 필요하고, 계측된 데이터를 처리

하는 방법에 따라 정밀도가 달라지기 때문

에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요구된다. 

연구년 초청자인 노틀담 대학 Kareem 교수

님의 연구실은 건축물 계측과 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선구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곳으로, 중국, 이태리, 인도 등 전 세계에서 

방문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Kareem 교수님과는 연구과정을 통해 개발

된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개선하

고 있으며, 그간의 연구내용에 대해 공동으

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월말 연구년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 

번의 비행여행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미

국에서 한국으로, 노틀담 대학에서 전남대

로, 미샤와카의 타운하우스에서 광주 아파

트로, 여유로운 생활에서 다시금 지극히 바

쁜 생활로.  

시간을 역행하는 유일한 선물은 추억인가

보다. 문득 경련처럼 일어나는 기억이 나를 

다시 1년 전으로 돌려놓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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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술	교수│전자컴퓨터공학부

새로운	환경에	정착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가장 남쪽에 위

치한 샌디에이고의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ECE(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학과에서 

‘Information theory with application in 

Network and Communication’ 분야를 연

구하는 실험실에서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연구 연수를 진행하

고 있다. 

샌디에이고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최 남부에 있는 도시로 인구는 현재 약 

1,400,000 명으로 해마다 계속 증가 추세

라고 하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두 번째, 

미국에서는 여덟 번째로 큰 도시이다. 멕시

코와의 국경을 이루고 있으며 항만도시로

서 비가 거의 오지 않아 사시사철 쾌적한 

날씨로 미국의 대표적 휴양 도시이며 비싼 

물가로 부유한 백인들이 은퇴 후 노년을 보

내는 도시라고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살기 

좋은 도시이다. 흔히들 하늘 아래 천국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샌디에이고라고 할 정

도이다. 

처음 해외 파견을 나온 본인으로서는 온 

가족이 좋은 지역에서 무사히 정착하기 위

해서 근 한 달 동안은 집과 아이들 학교 등

의 문제로 정신 없이 힘들었던 기억이 생

생하다. 아이들은 처음 새로운 환경 적응에 

힘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미국의 

좋은 교육 환경 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너무도 즐거워했다. 본인은 UCSD 소속 학

교에 등록 및 서류 제출을 마치고 현지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교육을 받았다. 이후부터는 이 곳 교수들의 

연구 내용을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새

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

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연구의 연구에 접목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본인이 속해 있는 UCSD는 전자컴퓨터

공학 계열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며 특히 네트워크 및 통신 분야에서는 세계 

TOP 5 안의 연구 수준을 자랑한다. 특히, 

샌디에이고에는 퀄컴 본사가 위치하고 있

다. 퀄컴 회사는 과거 우리나라 ETRI와 함

께 이동통신분야 공동연구를 통해서 대한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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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에 셀룰러 폰 혁명을 이끌어 낸 이동통

신 분야에 성공한 대표적 선두주자이다. 이 

외에도 삼성, LG 등 많은 기업이 들어와 있

었으며 인근 멕시코 국경근처에는 싼 임금

으로 인하여 대기업 공장들도 많이 위치하

고 있었다. 

열린	연구	환경에서	다양한	연구

UCSD ECE(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학과는 총 104명의 교수 및 

연구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과에는 

1250명 가량의 대학생과 690명 정도의 

석.박사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열중

하고 있었다. 올해 2016년 가을학기에만 석

사 248명과 박사 53명이 입학하였다고 한

다. 물론 이곳도 해외 학생들이 많은 분위

기지만 한국의 현재 대학원 상황에 비교하

면 한없이 부럽기만 하다. 과연 어떻게 하

면 한국의 대학원 상황을 회복할 수 있을

까? 다 같이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

인 것 같다. 본인이 속한 연구실은 UCSD 

ATKINSON HALL 4층에 위치하고 있으

며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것은 모든 학생들

이 중앙에 열린 공간에서 함께 연구를 하도

록 책상이 배치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랩에

서 서로 다른 연구를 하더라도 쉽게 아이디

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었

다. 또한 1년에 두 번은 각 연구실에서 각각 

연구 중인 서로 다른 연구 주제를 한 공간

에 전시하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환경 및 시스템은 미래 융합 

시대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별하게 본인이 속한 연구실에서는 매

주 한 번씩 석・박사 학생들과 함께 랩 세미

나를 가졌으며 이 세미나는 다른 랩의 세

미나와는 다르게 전통적으로 깊이 있는 

Mathematical 중심의 토론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하여 본인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UCSD ECE 학과에 2016년 연구 펀딩이 

$25,000,000에 달한다고 한다. 이 곳에서 

많은 연구 중에 대표적으로 CWC(Center 

for Wireless Communications) 연구가 있

었다. 이 센터에서는 최신 네트워크 및 통

신 관련 연구가 최근 응용서비스와 함께 접

목되는 다양한 시도가 우리나라 국책기관

(ETRI, KETI, etc)을 포함한 전 세계 유명 

연구기관(Qualcomm, Mitsubishi Electric, 

Nokia, Symantec, ViaSat, Samsung, etc)이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오

늘날 우리나라의 빠른 성과 위주의 실용주

의 연구보다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원천기

술을 연구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본인이 연

구 중이던 분야와 관련 있는 주제로 이곳

에서 Prof. S. Dey와 Cloud-Based Virtual 

Space 관련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

였다.

또한 UCSD는 한국의 몇몇 대학과 연계

되어 매 학기 일정 기간 동안 한국 학생들

이 연수 와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자세히 

알아보니 LINC 등 대학에 지원되는 우리

나라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해외 교육 및 연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었다. 현지 교수들의 반응은 짧은 기

간이지만 한국에서 온 학생들은 목표를 가

지고 최선을 다해서 모두 좋은 성과를 내고 

간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았으며 

우리 전남대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찾은	목표

오래 전 학위 과정 때를 빼고는 정말 오랜

만에 다시 해외 대학교에서 연구를 접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잃었던 초심을 다시 찾

았으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목표를 가

지게 되었다. 이래서 3년이나 6년에 한번씩

은 연구년이 필요하고 해외 파견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과 연구와 기타 업무에 정신 없이 보

내다가 1년을 가족과 함께 지낸 해외 생활

이 본인에게는새로운 에너지를 충족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또한 부모님을 

포함한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더 더욱 좋았다. 개인적으로 과거 

유학시절에 부모님을 미국에 모시지 못하

여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 기회에 부모

님께 효도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보람되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 해

보며 끝으로 1년이라는 해외파견을 경험하

게 해주신 학부 교수님들의 배려에 감사 드

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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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만남
- 내 안의 또 다른 나 -

형, 여기 샬롯에서 두 번째 연구년을 보내

게 되었어. 11월의 여기 샬롯은 어디를 가나 

그림 같아. 초록, 연두, 노랑, 빨강들의 화려

한 잔치 같아. 맑고 투명한 햇빛이 축복처

럼 쏟아지면, 금빛 은빛의 나뭇잎들이 춤을 

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다른 어

떤 곳도, 아름다운 자연은 가히 금수강산이

라 할만해. 

4년 전의 샬롯과 지금의 샬롯은 외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그 때의 나와 지금의 나

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고, 아름다움을 더 많이 느끼고, 특히,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애정이 생긴 

것 같아. 4년 전 여기에 와서, 운명적으로 

혹은 기적적으로, 11박 12일 동안의 깊고 아

름다운 침묵을 경험하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 이 경험은 지난번 ‘내 생애 가장 아름

다운 여행 – 내 안으로 떠나 여행’이란 제목

으로 형에게 전했었어.

최근, 나의 이런 변화에 대해 주위의 몇몇 

친구들이 묻기 시작했어. 

“무엇이 너를, 네 삶을 그렇게 변하게 했

니?”

“나는 지금 많이 힘들어, 이런 상황에서 

명상을 하는 너는 어떻게 할 수 있니? 이런 

때 명상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묻는 친구들 말고도 

주위의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물론, 나를 

포함하여) 나름의 문제로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봐. 

현실적인 문제들은, 단기적으로는 현실

적인 해결이 가장 효과적이겠지 (돈이 없

어서 힘든 경우, 돈이 생기는 것이 가장 효

과적인 해결이지만). 하지만, 동시에 내적

인 치유의 병행이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위

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매우, 꼭, 필요한 

것 같아. 

우리가 겪는 고통, 특히 내적인 고통을 만

병통치약처럼 단기적으로 깨끗이 해결 해

주는 그런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명

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 삶을 변화시키

려고 좌충우돌 하면서 경험한 나 같은 경우

에는, 변화의 과정은 매우 조금씩, 매우 천

천히, 매우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긴 

과정이었던 것 같아.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형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리고 나 자

신에게도) 전해보고 싶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거야. 내가 나를 대

하는 태도. 예전에 나는 나 스스로에게 매

우 혹독했어. 내 스스로에게 항상 열심히 

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더할 나

위 없이 완벽하도록, 누구보다도 최고가 되

도록 몰아 붙였어. 그리고는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최선을 다하지 못한 나를, 완

벽하지 못한 나를, 최고에 걸맞지 않은 나

를 혼냈고, 냉담했고, 분발을 촉구했고, 후

회하게 했고, 죄책감에 들게 했고, 이를 악

물게 했고, 각오를 다지게 했어. 그 덕분에 

몇몇 외적인 성공과 찬사를 받긴 했지만, 

내 안의 나는 계속해서 지쳐갔고, 고갈되

김남기 교수│산업공학과 

어 갔고, 짜증이 났고, 스트레스가 쌓였고, 

급기야 짜증과 화가 활화산처럼 폭발하여 

주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용암처

럼 흘러 넘쳤어. 그리곤 결국은 그 정도 밖

에 되지 않는 나에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죄의식을 갖고, 다시 각오를 다

지고, 다신 분발을 촉구하고… 두려움과 불

안에 떠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

안해 하지 말라고 다그쳤고, 그래도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나에게, 왜 그렇게 

겁이 많냐며, 호통을 쳤고, 줄을 잡아 끌듯

이, 나를 잡아당겼어. 두려움과 불안에 떠

는 나는 더욱 더, 긴장하고, 움츠려 들고… 

지금의 내가, 그런 나를 대하는 태도는 많

이 달라졌어. 내가 두려워할 때, 불안할 때, 

긴장할 때, 나는 가장 먼저 달려와, 그런 나

에게 “괜찮아, 남기야”라고 말해줘. 두려

워해도 괜찮아, 불안해 해도 괜찮아, 긴장

해도 괜찮아, 라고 공감해줘. 어린 남기에

게 사랑으로 가득한 엄마가 그러하듯. 우리

가 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해 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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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폭발하고, 뭔가 

잘 못해서 기가 죽을 뻔 하다가도, 그런 나

는 가장 먼저 달려와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해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 

잘 못해도 괜찮아! 천천히 해도 괜찮아! 라

고 말해줘. 이것이 내 인생 일대의 가장 혁

명적인 변화야.

이렇게 완벽(?)하게 불완전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전폭적으로 지

지하면서, 나에게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 

한 치의 에너지도 여분으로 남기지 않고 모

든걸 쏟아 붓듯이 살았던 과거와는 달리,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또 

다른 나 덕분에, 여분의 공간이 생기고, 여

력이 생기고, 그래서 조금씩 더 자유로워 

지기 시작했어. 

더욱 놀라운 일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

른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괜찮다고 말해

주기 시작하게 된거야. 내 스스로에게 괜찮

다고 해주듯이, 상대에게도. 두려워하고, 긴

장하고, 원하는 대로 잘 안 될까봐 걱정하

는 상대에게, 그렇게 두려워해도, 긴장해도, 

설령 일이 잘 안 된다고 해도 괜찮다고 말

해줘.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그런 것은 당

연한 것이라고 말해줘. 그런 스스로를 안아

주라고, 괜찮다고 스스로 말해주라고 그리

고 나 또한 그렇게 함께 안아주고 싶어해.

나에게 있어 또 하나의 변화는, 조금씩 아

주 조금씩 자라나는 삶에 대한 믿음이야.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기적들을 겪으

면서, ‘내가 끊임없이 보호 받고 있구나!’ 하

는 믿음이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

작했어. 승진을 앞두고 점수가 부족해서 밤

잠을 설치던 나에게, 어느 눈 오는 날 아침, 

칠팔 년 전에 포기했던 논문이 게재되었다

는 문자가 뚝! 하고 떨어진다든가, 경험 삼

아 내 본 특허가 승진점수가 된다는 새로운 

규정이 생긴다든가 하는 드라마틱한 기적

에서부터, 신호를 잘 못 보고 사거리에 진

입했다가, 다른 쪽으로부터 진입하는 차들

과 부딪칠 뻔 했지만, 어디서 나왔는지 모

를 기적적인 순발력과 집중력, 그리고 놀

라운 행운이 겹쳐, 가까스로 사고를 피했

던 사건, 사과 한 알에 40여년 동안, 온 우

주의 보살핌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는 것을 

자각하며 감격해 울었던 사건들처럼, 자칫 

사소해 보이지만, 기적이 아닐 수 없는 수

많은 작은 행운들까지. 나는 항상 보호 받

고 있다는 믿음, ‘사랑 아닌 것이 없다. 기적 

아닌 것이 없다. 축복 아닌 것이 없다.’는 믿

음이 생기기 시작했어. 이러한 믿음은 놀랍

게도 또 다른 사랑을, 기적을, 축복을 불러 

들이고, 그래서 다시 그러한 믿음을 조금씩 

강화시키고, 강화된 믿음은 또 다른 그러한 

경험을 불러들이고…

그래도 여전히 두려움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면, 맑은 물 밑에 가라앉은 흙들이 다

시 올라오듯 흙탕물이 올라와. 그래도 예전

보다 내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은, 그런 

나 스스로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그치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괜찮다고, 두려워하

고 불안해 해도 괜찮다고 말해 주고, 안아

주는 또 다른 내가 있어. 예전에는 그런 일

이 생길 때마다, 수많은 대비책을 머릿속

으로 계산하고, 또 다른 백업을 만들고, 그

럼에도 여전히 불안해 떨었어. 지금은 설

령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도, 내가 잘 못 해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또 다른 내가 있어.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에는 나름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

하기 시작했어. 내 짧은 계산에는 좋지 않

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큰 그림에

서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란 믿음

이, 그러한 경험이,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화된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생

기기 시작했어. 그 동안, 한 번도 놓아 본적

이 없는 명상과 기도, 계속해서 가까이 함

께 했던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들, 사랑

으로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이

러한 믿음을 키워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이번 생에, 혹은 이전의 수많은 생애 동

안, 깊이 젖어 있는 습관적인 두려움으로, 

뭔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여전히 

난 반사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그럴 때 

마다 나에게 괜찮다 해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는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었어. 그런 또 다른 나

를 조금씩 더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돼. 

내 안의 또 다른 나 덕분에, 조금 더 평화로

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감사하

게 되고, 사랑 받게 되고, 사랑으로 빛나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내 주위의 많은 사람

들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도 할 수 있는 여

력이 생겼어. 

우리 모두가 더욱더 평화로워 지길, 자유

로워지길, 행복해 지길, 감사하게 되길, 사

랑 받게 되길, 그리고 사랑으로 더욱 빛나

게 되길 기도해. 

사랑과 우정을 전하며.

2016년 11월

금빛 낙엽이 춤을 추는 여기, 

샬롯에서 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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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어느덧 봄, 여름, 가을이 지나가고 다시 겨울이다.

적어도 한 살만큼, 아니면 그 이상, 공과대학은 성장하였으리라.

공과대학을 기룬 것은 학생, 그리고 교직원, 

애뜻한 관심으로 자양분을 보태신 동문들이다. 바로 우리다.

한해 성장의 기록으로 『공대 매거진』을 탈고하였다.

우리가 기룬 공과대학, 그 공과대학이 기룬 『공대 매거진』이다.

결국 『공대 매거진』은 우리의 『님』이다.

『님』이시어 민들레 꽃씨 되어 훨훨 날아가소서.

- 편집위원 일동 -

-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한용훈 「남이 침묵」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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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희망찬 새아침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오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풍성한  기쁨속에 

뜻하신 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교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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