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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UI(University Identity)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UI는 1950년 제작된 공대 뱃지에 모티브를 두어

디자인되었다. ENGINEERING 영문 로고타입에 알파벳‘I’자와 한자의

‘工’자와의 결합을 통해 공과대학의 현재와 과거의 공존을 표현함은

물론 알파벳‘I’자의 곡선 변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공과대학의

상징색인 오렌지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창조적·역동적 글로벌 미래

비전을 담았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UI의 활용을 통하여 대학의

주목성과 더욱 확고한 상징성을 확립해 나아가고 있으며, 공과대학

전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양하여 조직 공동체로서의 참여

유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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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 레터

지금 서울공 에서는

2012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서울대 37위, 공학분야 32위 아시아대학평가 서울대 4위

‘공명: 어울림의 가을축전’성황리 끝나

‘창의성센터(Creativity Center)’만들다

융합강의동 및 중앙광장 준공

동부그룹과 협력

‘도전! 골든벨!’

창의설계축전 개최

공대 발전기금 출연자 초청, 감사의 밤 개최

2012년‘제22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훌륭한공대교수상 시상식 개최

21세기 지구공동체를 위한 적정기술 국제컨퍼런스 열려

기름값 절약, ‘알뜰운전’1등을 뽑아라.

2012년도 서울공대 동창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개최

신양공학학술상 시상식 개최

글로벌 리더와 융합형 엔지니어를 동시에 키운다

국제협력 소식

교수 수상소식 및 연구성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최창식 동부하이텍 사장

신기술동향 : 스마트 리버 기술

기획 : 서일원 객원편집위원(건설환경공학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이용한미래하천정보관리 - 고덕구K-water연구원원장, 채효석K-water연구원수석연구원

첨단하천모니터링기술 - 김동수단국대학교토목환경공학과교수

IT 기반하천시설물관리기술 - 김홍식㈜웹솔루스대표이사

물리-데이터기반하이브리드모델링시스템 - 서일원건설환경공학부교수

칼럼

공대생의인문학산책Ⅱ - 박칠림동문(건축학과)

아마추어의명반사냥이야기일곱번째 - 나용수편집위원(원자핵공학과)

빛의원리와발광다이오드조명 - 서종모전기정보공학부교수, 이병호전기정보공학부교수

물과바람이만나면낭만이된다 - 이신형조선해양공학과교수

서울공대동문극단‘실극’- 박소영주간조선기자

자랑스러운서울대인수상소감

신임교수 소감

인사발령

발전기금 출연 소식

동창회비 납부자명단

학과별 동창회 소식

AIP 소식

ACPMP 소식

AIS 소식

FIP 소식

NIP 소식

ACNP 소식

EPM 소식

http://mysnu.net, http://eng.snu.ac.kr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부터 새로이 편집장을 맡게 된 건축학과의 전봉희입니다.

그간 김남수 교수님께서 편집장으로 큰 역할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독자 여러분과 함께 감

사의 뜻을 전합니다. 

[서울공대]는 자랑스러운 서울공대 동문과 교직원 모두가 함께 하는 종합 잡지입니다. 잡지라는 말 뜻 그

대로 학교의 소식과 동문의 근황을 비롯하여 최첨단의 기술 동향에 이르기까지 일반의 대중지나 전문 학회지

등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여러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공대가 우리나라 근대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공 분야의 발전에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그 성과를 널리 알리고 사회 제 분야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는 면에

있어서는 부족하였던 점도 사실입니다.

[서울공대]는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울공대인들의 횡적 연대를 강화하는데 일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학

기술 전반에 걸친 우리의 성과와 의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서울공대인들의 참여와 지

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호에는 반가운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공대가 세계적인 대학평가에서 공학분야의 세계32위라는 괄목할 순위에 올라섰다

는 기사를 비롯하여, 수년 만에 부활한 서울공대 체육대회 및 창의설계 경진대회 등 학생 축전의 내용도 소개합니다.

학생 활동 강화는 이번 서울공대 학장단의 일관된 관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함께 어울려 몸을 부딪쳐 서로를 느끼는 행위야말로

가장 원초적이면서 직접적인 만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동부그룹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것이고,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협약의 내용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집으로 다루는 분야는 수자원 관리인데, 동문들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최신의 기술 동향을 알기 쉽게 설

명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 때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에 대한 기술적 차원의 현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남들이 찾아오고 알아줄 것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외부와 소통하고 대내적으론 끊임없이 성찰하고

자극하고 격려하는 길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서울공대]를 통하여 보다 활발한 의견들이 오가길 기대하며, 독자 여러

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전봉희편집장

편집장 전 봉 희

Editor’s Letter
편집장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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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QS 세계대학평가에서서울대37위, 공학분야32위

아시아대학평가서울대4위

서울대학교는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인 QS

(Quacquarelli Symonds)에서 실시한 2012년 QS

세계대학평가(QS World University Rankings)에

서 37위를 기록했고 공학분야는 32위를 기록했다. 

금번순위는지난해 42위보다 5계단상승한것으

로서, 동평가가시작된이후가장높은순위를기록

하였다. 특히금번순위는도쿄대(30위), UCLA(31위),

홍콩과기대(33위) 등세계일류대학과같은30위권으

로나타나, 글로벌선도대학을향한서울대의지속적

인노력이점차결실을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 2012 QS 아시아 대학평가(QS Asian

University Rankings)에서서울대는 4위를기록하

였다. 

QS 세계대학평가는 학계 평판 40%, 연구영향도

20%, 교수대학생비율20%, 기업계평판 10%, 외

국인교수비율5%, 외국인학생비율5%를합산하

여 평가한다. 서울대는 평가지표 중 해외 학계에서

의인지도를알수있는학계평판항목에서세계29

위를차지하였고, 기업인대상설문조사로평가하는

졸업생평판항목에서도상당한개선을이루었다. 

서울대는교수들의활발한국제학술활동, 졸업생

들의기업내역량발휘등이이번세계대학평가종

합순위상승에기여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지수로 평가하는 연구영향도의

경우지난해에비하여높은평가를받았음에도불구

하고 세계 일류 대학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교수 및 학생 항목에서

도점수가높지않아연구의질적수준제고와구성

원의글로벌다양성확보는서울대가지속적으로추

진해나가야할과제로나타났다. 

학계평판, 기업계평판, 연구영향도항목으로평

가하는 5개 학문분야별 세계 순위에서도 전반적으

로 지난해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문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학 분야 전체가 32위로 33위였던 지난

해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공학분야 중에서 기계항

공 33위, 화공 35위, 컴퓨터 41위, 건설 48위, 전기

공학51위를기록하였다.

서울대는올해부터글로벌선도연구중심대학프

로젝트를실시하여노벨수상자급석학유치, 차세대

신진교수초빙, 창의선도연구자지원, 글로벌초우

수인재육성등을통해세계일류대학으로서의인

프라를 구축하고, 기초학문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

장학생을선정하는등세계적연구성과산출의토대

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는 이번

세계대학평가결과에만족하지않고,‘세계를선도하

는 창의적 지식공동체’로 도약하기 위해 보다 겸허

한 자세로 창의적 글로벌 리더 육성과 학문적 가치

창출등본연의사명을다하는데더욱배전의노력

을기울여나갈것이다. 

연도별서울대의 QS 세계대학평가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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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 어울림의가을축전’성황리끝나

지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어울림의가을축

전: 공명’이개최되었습니다. 창의와융합, 리더쉽과

도전정신, 소통과참여를목표로하는문화체육축전

인‘어울림의 가을 축전, 공명’은 개체화된 학생들

의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 주파수를 맞추어 큰 소리

로울려퍼지는자리를만들자는의미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공대 중앙광장에서는 창의설계축

전(Creativity Design Fair)행사의 이름 아래 건축

전, 항공전, 전자전, 창의설계경진대회가 열렸고,

‘Creativity·Convergence·Collaboration’의 앞 글

자를 묶어‘C-Cube’라고 명명한 창의성센터

(Creativity Center)가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학부

(과) 대표팀간의체육대회, 밴드동아리경연대회인락

(樂) 페스티벌등다양한프로그램을진행하였습니다. 

공대에서이러한문화체육축전을마련하게된이

유는많은공대학생들이대학생활의다양한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수업, 시험, 과제, 학점의 울

타리를맴돌며수동적이고추억이나낭만과는거리

가먼일상의연장선에머물고있는것을보았기때

문입니다. 4년이라는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에 좁은

강의실을벗어나지못하고다른사람을생각할여유

도 없이 혼자서 과제하고 시험보고 좋은 학점을 따

고 졸업하는‘나홀로 공대생’이 과연‘세계를 선도

할진취적인인재’, ‘인류문명의발전에공헌하는인

재’가될수있을까염려가되었습니다. 

훌륭한대학에는훌륭한교수, 훌륭한학생, 그리

고훌륭한동문이라는세가지요소가있습니다. 특

히 미래의 훌륭한 동문이 될 현재의 학생들에게 가

장많은투자를해야만훌륭한대학이될수있습니

다. 우리 서울대 공대생들이 미래사회를 이끌 리더

가되려면전공지식의습득뿐아니라‘따뜻한인간

애’와‘내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을대학시절에함양해야합니다. 

우리학생들은과거에비해경제적성장과물질적

풍요로 인한 자족감과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럼에도불구하고미래에대한불확실성은대학의분

위기를개인주의와단순학점경쟁에매몰되게만들

고있습니다.  학생들이지친학업생활에서잠시벗

어나 동료들과 함께 봉사활동, 체육활동, 문화활동

을하면서새로운활력을얻을수있는기회를적극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점점 메

말라가고거칠어지는우리학생들이남을배려하고

풍성하고 생기있고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캠퍼스의분위기를바꾸어야합니다.

‘어울림의가을축전, 공명’은개인주의와학점경

쟁으로사라진공대문화를복원하고소통과참여의

기회를통해소속감과협동심을키우고졸업후에도

오래남을학창시절의추억을만드는첫걸음이었습

니다. 

서울대공대의교육목표는‘소통과공감의역량을

갖춘 창의적 글로벌 리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에 공헌하는 따뜻한 공학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

다. 서울대공대의문화체육축전이다른대학으로도

공명(共鳴)되어 더 많은 공학인들이 따뜻한 공학정

신을구현하는리더가되길기대해봅니다.

글 | 이우일공과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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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센터(Creativity Center)’만들다.

모든것이‘소진’되는시대이다. 천연자원의고갈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지는 이미 오래되

었다. 기업은미래먹거리의고갈에대한고민이깊

어지고 있다. 이제는 지식의‘고갈’이 화두로 떠오

르고 있다. 과학혁명 이후 학문은‘나누기’로 진행

되어왔다. 전문분야별로나누어더좁게그리고더

깊게지식을채굴하여왔다. 공학교육도마찬가지이

다. 전공마다 높은 벽을 만들고 각자의 영역 안에서

‘좁고깊은’교육과연구에매달려왔다. 그러다보니

작년에한것이올해도반복되고선배가한것을후배

가그대로답습하는일이자연스러운현상이되는실

정이다. 새로운생각과새로운접근을모색할여지가

없어지면서새로운지식의창출원이고갈되고있다. 

천연자원을대체할것이지식자원이고미래의먹

거리도새로운기술로부터나온다면당연히공학교

육도이제는창의성을추구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

한다. 공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

다. 이길을향해서울공대가실험을준비하고있다. 

서울대공대는 9월 24일 4시에공과대학 39동에

서 창의성 센터(Creativity Center)를 개소한다. 개

소식에는‘W이론’으로 유명한 이면우 산업공학과

명예교수의특별강연과KT 이석채회장의특별강연

이 있었는데 강연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학생

들이참석하여특강을경청하였다. 

창의적실험의시작은‘새로운교육공간’에서출

발한다. 창의성 센터는 강의실도 아니고 실험실도

아닌새로운창의적공간을마련하였다. ‘Creativity·

Convergence·Collaboration’의 앞 글자를 묶어

‘C-Cube’라고명명한창의적공간에서‘새로운교

육내용’과‘새로운교육방식’을도입하고자한다.

실험적 창의공간인‘C-Cube’는 사실 지하의 커다

란‘창고’에 만들었다. 이 공간에는 소그룹이 모여

생각하고토론하는브레인스토밍방, 간단한제작을

할수있는작업공간, 토론식강의를진행할수있는

강의공간, 편하게앉아서의견을나눌수있는휴식

공간등이그때그때필요에따라설치되고분해되는

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주위에 실험용 기계들이 즐

비하게늘어서있는공작실한가운데에창의성공간

을 두기로 한 것부터가 파격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강의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서 출발

하여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교육 내용과 방식을

제공하는실험을시도한다는것이다.

창의성센터에서는현재여러학부에서산발적으

로 진행되고 있는 창의 설계 과목들의 실태를 파악

하고이를전체적으로조정하는일을하게된다. 또

여러가지기법을활용하여새로운아이디어를끌어

내는‘Ideation과목’들을 신설하여 운영하게 된다.

나아가미대, 음대, 인문대등과연계하여다학제적

창의교과목을개발하고운영할계획도가지고있다.

기업들의관심도높아지고있어머지않아산학이함

께운영하는실용적프로그램들도신설될전망이다.

외국대학의창의성교육은이미실험이아니라정

착의 단계이다. 미국의 MIT, 하버드대, Stanford

대, 미시간대등은이미오래전부터창의성교육을

강화해 왔다. 다양한 형태의 관리조직을 설치하고

대규모교육/실습공간을만들어서공학, 경영학, 인

문학, 예술 등이 다학제적으로 참여하는 창의성 교

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온 것이다. 대부분 초기에

는 소규모의 실험으로 출발하였지만 이제는 내용,

공간, 자원의 모든 면에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 인기도 높아서 수강생들이 몰

리고있는실정이다. 싱가폴과홍콩의선도대학들도

창의성교육에활발히나서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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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강의동및중앙광장준공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융합강의동(33동)과 중앙

광장이 준공되어 2012년 9월 25일 4시에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융합강의동은기존의33동건물을증축

하면서공과대학의동문들이학교발전과후학양성을

위해기부한발전기금으로건립되었다.

융합강의동은 32동과 33동 사이 공간에 연면적

1,931의지하1층, 지상 3층건물로작년 9월에공사

를시작하여1년의공사기간이걸렸다. 특히, 서울대

학교에너지절약사업의핵심시범빌딩으로건립되

어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 에너

지 저장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 설비의 운영

효율최적화기술등을구현하는개방형테스트베드

를구축하였다.

융합강의동에는해동학술정보실을만들어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멀티미디어

정보실을 조성하였고, 학생들이 좀 더 편리한 환경

에서디지털정보에접속하여자료를검색하고학습

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2층에는계단식좌석배

치로전면시야각을확보하여학생들의수업집중력

을향상시킬수있는최적의강의공간으로해동오디

토리움을만들었다. 해동학술정보실과해동오디토리

움은공대동문인김정식해동문화재단이사장이기

부한 발전기금으로 조성되었다.중앙광장은 기존 광

장의분절된외부공간들을통합함으로써중앙도서관

에서 공대로 이어지는 걷고싶은 거리의 종착지이자

공대의새로운랜드마크이다. 기존광장이여러레벨

로 나뉘진 플랫폼의 조합과 사이조경으로 이루어진

동선중심의공간이었다면, 새로운중앙광장은이동

공간과함께머물고쉴수있는공간이다. 그래서새

광장은시각적으로명쾌하게열려있고선택할수있

는동선의다양함을제공하며움직이고때로는머무

는과정에서공간적체험을유발하는, 사색과향유가

공존하는, 조용하면서도역동적인공간이다. 

어느새수많은건물들이들어찬캠퍼스내의외부

공간들은점점이동공간으로서의역할만할뿐머무

를수있는공간이절실해진상황이다. 공간을비집

고 들어와 꽂히는 당찬 비수처럼 새 중앙광장은 숨

을 터주고 막힌 혈을 흐르게 하는 여유로운 공간이

될것이다. 봄밤의아련한추억들이묻어나는공간,

한여름밤의꿈처럼무수히내려앉는별들이기억되

는공간, 사색과향유가이루어지는장소가될수있

을것이다. 

준공식에는오연천서울대총장, 임광수총동창회

장, 윤우석 공대동창회장, 본부 보직 교수, 각 단과

대학장등 100여명이참석하여융합강의동과중앙

광장을관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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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대, 동부그룹과협력

서울대학교공과대학 2012년 9월 26일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학생들의 창

의력향상과인재육성을위해긴밀한협력을강화하

기로하였다.

동부그룹은서울대공대학생들의다양한창의성

개발을위해새롭게시작한창의설계축전행사에필

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서울대 공대의 여러 행사

와시설을지원하기로하였다. 동부그룹은창의설계

축전에출품한학생팀들에게포상금과부상일체를

지원하여학생들의활발한참여를유도하였고행사

가성황리에끝날수있도록협력하였다.

또, 동부그룹은 최근 준공한 융합강의동의 1층에

첨단 네트워크 환경에서 수업 및 세미나가 가능한

멀티미디어강의실과최신컴퓨터를기증하였다. ‘동

부플라자’라고 명명한 멀티미디어강의실은 학생들

이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수업, 토론, 세미나, 연구

발표 등을 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도전! 골든벨!’

서울대학교공과대학은 2012년 9월 24일부터 26

일까지진행되는 "공명: 어울림의가을축전"의첫포

문을여는행사로9월24일 13시, 해동학술문화관4

층에서‘도전! 골든벨’행사를개최하였다. 

서울대학교공과대학재학생들의지식및상식을

마음껏펼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소통과참여

를 통한 구성원의 자부심과 소속감 증진을 위하여

이번행사마련하였다. 

번호 추첨, 가위바위보, 싸이의 강남스타일 댄스

따라잡기등다양한이벤트를통하여경품을나눠줬

으며, 과학, 상식, 역사, 문학, 예술, 경제등다양한

분야에걸쳐문제가출제되어많은학생들이열정적

으로문제풀이에임하였다.

1등노트북은화학생물공학부김봉규학생이, 2등

아이패드는 건축학과 정인철 학생, 조선해양공학과

김태훈학생이나란히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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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설계축전개최

서울대학교공과대학은2012년9월24일부터26일

까지창의설계축전행사를진행하였다. 

‘공명: 어울림의가을축전’의일환으로개최된창

의설계축전(Creativity Design Fair)은새로단장한

공대중앙광장에서부스를설치하여진행되었다. 창

의설계축전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건축전, 항공전,

전자전, 창의설계경진대회등의행사가진행되었다.

특히창의설계경진대회에는Hands, 하나로, 워크나

인, 로봇고래, 타투이스트, 카두이노등의다학제학

생팀들이자신들이만든창작시제품들을가지고참

가하였다. 창의설계축전의 대상팀에게는 동부그룹

의후원으로해외연수의기회까지주어졌다. 

과거에 학과별로 진행되었던 항공전, 건축전, 전

자전을같은시간과공간에서함께개최하여부스를

통합설치하고전시함으로공대재학생뿐아니라고

등학생등일반인들에게도공개하였다. 

항공전에는 불나비, 하나로, 이카루스, SMERF,

SNUSAT, 폴라리스등의팀이참가하여하나로, 이

카루스 두 팀이 상을 받았다. 건축전에는 건축공학

4년(6팀), 건축학 4년(6팀), 건축학 5년(6팀) 등 총

18팀이 참가하여‘지구를 지켜라(윤여춘, 박지형)’

팀이최우수상을수상하였다. 전자전에는번뇌의트

라이앵글, 마이더스, 워크나인, 제조고려설계, 모모

등이참가하여워크나인이상을받았다. 

창의설계경진대회에는 스쿠바, 로봇고래, 칸드로

이노, 하나로, 플라잉 웨일, A팀, 아티스마, 바쿠스

등의 팀들이 출전하였는데 로봇고래, 칸드로이노,

아티스마 세 팀이 상을 받았다. 이 세 팀은 추후에

전국창의설계경진대회에출전하여타대학학생들

과경쟁하게된다. 매년서울대공대대표팀들은전

국대회에출전하여국무총리상을수상하는등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면 국제

창의설계경진대회에한국대표로나갈수있는기회

가주어지는데작년에서울대공대팀은국제대회에

도출전하여대상을차지한바있다.

창의설계축전 시상식에는 행사를 후원한 동부그

룹의 동부문화재단, 동부메탈, 동부하이텍 사장 및

임원진들이대거참석하여직접학생들을격려해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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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발전기금출연자초청, 감사의밤개최

가을의 끝자락에 머물고 있는 11월의 밤, 27일에

서울대학교공과대학은공과대학발전에견인차역

할을해주신발전기금출연자들을모시고감사와존

경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우리 서울

대공대는발전기금출연자들의관심과나눔의손길

로 나날이 발전하여, 이제는 QS 세계대학평가에서

32위를 하는 등 창의적 글로벌 리더 공과대학으로

자리매김을하고있다.  

서울대학교공과대학감사의밤행사는해동김정

식 이사장이 기부해서 지어진 해동학술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4층 다목적학술문화실에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이우일 공과대학 학장, 윤우석 공과대

학동창회장, 임광수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을비롯

한서울공대를후원해오신 20여명의공대동문들이

참석하여자리를빛내주었다.

행사 1부에서는 공과대학 학장의 인사말 및 공과

대학현황발표가있었고,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과

공과대학 동창회장의 축사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준비된만찬과함께담소를나누며행사의분위기가

무르익었으며, 이어2부에서는발전기금을통해장학

금을 지원받는 공과대학 STEM(SNU Tomorrow’s

Edge Membership) 학생 대표의 활동 보고 및

GLP(Global Leadership Program) 학생대표의감

사의인사가있었다. 

2부마지막에는지난주개최된공명행사-학생뽐

내기대회에서대상을차지한원자핵공학과학생밴

드팀의축하공연이있었다. 끝으로기념촬영및폐

회식으로공식적인행사가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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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제22회자랑스러운서울대인’에

- 승효상㈜이로재대표, 황창규지식경제R&D 전략기획단장선정

서울대학교는 2012년‘제22회

자랑스러운서울대인’에건축예

술의 새로운 장을 연 승효상 ㈜

이로재 대표(60, 건축학과 졸

업), 반도체산업발전을통해대

한민국의경제성장에기여한황

창규 지식경제R&D 전략기획단

장(59, 전기공학과졸업), 우리나라문화예술발전에

공헌한신영균㈜한주홀딩스코리아명예회장(84, 치

의학과졸업)을선정하였다. 

‘2012년자랑스러운서울대인’으로선정된3명은

인간의이기적인유전자에도불구하고공감의능력

을 발휘하여,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위대

함’을보여준분들이다. ‘공감’, 이웃의희노애락을

나의 희노애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은 21세기

최고지도자에게가장절실히요구된다. ‘공감’의마

음은‘자신으로부터한걸음밖으로나가는’엑스타

시(ek-stasis)의 단계이며‘자신을 남으로 채우는’

무아(無我)의 경지로 들어가는행위이다. 우리는 대

학교육을통해, 우리가아닌다른것들을배운다. 그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내 자신이 욕심에서 벗어나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여, 인간 마음

에내재한‘공감’의위대함을‘밖으로꺼내기’위함

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중심’적인삶에서벗어나나와너의구분이없

는‘우리-중심’적인삶을영위하기위해역사상위

대한 족적을 남긴 분들의 아이디어를 공부한다. 궁

극적으로자신을초월하여이웃과의공동체적가치,

나아가 사회나 국가,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올해자랑스러운서울대인으로선정된분

들은인간의마음에내재한‘공감’의능력을발휘하

여, 인류를향한공동체적가치를추구하기위해평

생을헌신해온분들이다. 

우리 시대 우리의 건축’을 추구하는 승효상 대표

는 20여년간‘빈자(貧者)의 미학’주제를 중심에 두

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예술 작가이다. 한국

건축의 거장 김수근 선생을 사사했고, 건축가로는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선정‘올해의 작가’에 뽑

혔으며, 파주출판도시 코디네이터와 2011년 광주디

자인비엔날레총감독으로활동했다. 베니스비엔날레

전시, 펜실베이니아대초청건축전, 베를린 AEDES

갤러리 초청 등 국제 유수 전시회로 대한민국 대표

건축가로활동하였다. 대한민국문화예술상, 한국건

축문화대상, 김수근문화상등을수상했다. 

황창규 단장은 2002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대표이사사장) 시절 ISSCC에서‘메모리신성장이

론’(이른바‘황의 법칙’)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의

정설이던무어의법칙을다시쓰게하고, 반도체산

업의 획기적 전환을 이끌어냈다. 최고 수준의 전문

성을 바탕으로 지식경제R&D전략기획단장을 맡아

국가 R&D 전략수립, 대한민국의미래를밝힐선도

적기술개발을주도하고있다. 대한민국최고과학기

술인상, 미국 IT업계노벨상으로불리는기술리더상

등을수상했고, 세계 10대신사고혁신경영인(뉴스

위크), 한국을일으킨엔지니어60인(공학한림원등)

등에선정되었다. 

서울대학교는인격과덕망을겸비하고국가와인

류사회발전에크게기여하여, 서울대학교의명예를

드높인분들을‘자랑스러운서울대인’으로선정해오

고 있다. 지난 1991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그

소중한 의미를 한층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개교기념식 행사에 초청하여 선정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올해‘제22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선정증서

수여식은 10월 12일(금) 문화관중강당에서열린제

66주년개교기념식에서진행되었다. 

승효상 | ㈜이로재대표 황창규 | 지식경제R&D
전략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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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11월 28일 12시, 서울대

학교엔지니어하우스에서서울대학교공과대학‘훌

륭한공대교수상’시상식을가졌다.

‘훌륭한공대교수상’은공과대학교수들의연구활

동을진작하고산업기술의선진화를기하기위하여

1992년 7월 공대 15회

동문들이출연한기금으

로 공대 학술상과 기술

상을 제정하여 1994년

까지 3회에걸쳐시상하

였고, 1995년에공대 15

회 동문들의 추가 기금

출연으로교육상을신설

하면서 상의 명칭을“훌륭한공대교수상”으로 변경

하여 시상하였으며, 2003년부터 시상 부문을 교육

상과연구상으로변경하여시상하고있다. 

교육상은창의적이고진취적인교육에헌신한공

대교수에게, 연구상은연구논문및저술업적이탁

월하거나기술개발또는특허등을통하여산업기술

발전에큰공헌을한공대교수에게수여하고있다.

교육상을수상한건축학과김광현교수는 1993년

부터 건축학과 재임하면서 건축설계, 건축이론 및

건축의장 분야를 강의하고 있다. 특히 2002년 5년

제건축학전공을시행하기위한새로운교과과정의

기틀을 독자적으로 마련하여 건축학전공의 신교육

의 바탕을 마련했으며, 높은 건축 철학과 연륜으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교육헌장”을 제

정하기도했다. 또지금까지 19년간 건축학전공교

육의핵심인졸업설계를지속적으로총괄하여건축

설계교육의 버팀목이 되어 왔다. 그리고 건축의 문

화적 의미와 현대적 과제에 대한 학제적 과목이자

건축가가갖추어야할기초개념을총망라한‘건축의

장학’을 전면 개편하였으며, 우리나라 대학에서 유

일한‘건축이론세미나’과목을 통해 학부생의 통합

적인건축사고를확립해주었다. 대외적으로‘한국

건축학교육협의회’를 창설하였고, ‘친환경건축설계

아카데미’를설립하고그교육을이끌고있으며, 건

축기본법 제정을 주도하면서 국민이 갖추어야 할

“기초건축교육”의 중요성을 사회에 인식시키고 기

초건축교육체계와내용및실행프로그램을개발함

으로써그총체적인기틀을마련하여건축교육의영

역을확대하고있다. 

연구상을 수상한 전기정보공학부 황기웅 교수는

저온플라즈마공학을30 년전에국내에처음소개

하고, 이에관한창의적인연구를통해학생들을키

우고, 활발한산학협동연구를통해국내의산업발

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플라즈마 에치나 증착에 관

한연구를통해80년대당시국내반도체산업이막

시작하던시기에국내에서는아직생소하던플라즈

마이론을소개해, 삼성, LG 및현대전자는물론관

련 중소 장비 업체의 엔지니어들에게 큰 도움을 주

었다. PDP에관한연구는고효율달성에연구의초

점을모아, 기존의효율을 2배이상달성할수있는

기술을개발함으로서SID, IDW와같은디스플레이

관련 주요 국제 학술 대회에서 다수의 초청 강연을

하여학계와업계의큰관심을끌어왔다. PDP에관

한선도적인연구의탁월성을인정받아한국인으로

서는 처음으로 2006년에 미국 정보 디스플레이 학

회의 Fellow로 선임된바있고, 삼성 SDI가 서울대

에설립한디스플레이연구센터를맡아 4년간기술

지도를하였다.

훌륭한공대교수상시상식개최

- 김광현(교육상), 황기웅(연구상) 교수

(사진 왼쪽부터) 이우일학장, 김광현교수, 황기웅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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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지구공동체를위한적정기술국제컨퍼런스열려

서울대공대와 (사)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가주관

하는제3회적적정기술국제컨퍼런스가‘21세기지

구공동체를 위한 적정기술’이라는 주제로 11월 9일

(금) 서울대교수회관에서개최되었다.

이번「제3회적정기술국제컨퍼런스」는국경없는

기술자회(EWB: Engineers Without Borders)의

미국지부회장 Daniel L. Harpstead P.E.의 기조

연설과포항공대장수영교수의초청강연을시작으

로, 국내·외적정기술관련전문인20여명의발표와

토론으로진행되었다. 

우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우성박사는

‘ODA 효과성 증진을 위한 한국형 ODA란 무엇인

가’라는주제의전문가발표를통하여한국형ODA

모델발굴을통한한국과학기술의발전경험전수와

보다 효과적인 ODA 사업을 수행하려는 우리 정부

의의지를표출하였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신선경 교수의 주재로 진

행된‘적정기술토크콘서트’는적정기술관련분야

전문인 6인으로부터 적정기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길과지향하는바는무엇인가? 적정기술의지속

가능성을답보하기위해풀어나가야할현시점의과

제는무엇인가?에대해묻고답하는시간을가졌다.

‘적정기술의오늘과내일’이라는주제로, 과학기술,

디자인, 사회적 기업,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6인이

적정기술을통한현장활동의딜레마로인식되는사

안들에대해구체적으로논의하였다. 

물, 지역개발, 융복합세션을운영하여전세계40

억 인구가 직면해 있는 글로벌 이슈 앞에서의 기술

의 역할과, 그 하나의 해법으로서의 적정기술의 가

능성과 사례들을 펼쳐보였다. 특히 이번에는‘적정

기술품 전시회’를 병렬적으로 진행하여‘가난, 재

난, 기아에 기술과 디자인은 어떻게 동참할 것인

가?’에대하여생각해보는자리를마련하였다. 이로

써적정기술에대한이해도증진과적정기술연구개

발방향성을제시함으로써다양한관심주체들의적

정기술에 대한 인식제고에 도움이 되었다. 「제3회

적정기술 국제컨퍼런스」는 기술과 교육, 디자인 그

리고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논의들이 진행됨으로써,

‘적정기술’이 21세기 지구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

한국제사회의요구와국내의과학, 기술, 교육분야

의새로운패러다임형성에기여하는유의미한학술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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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절약, ‘알뜰운전’1등을뽑아라.

- 서울대학생중연비왕선발

서울대학생중에누가더알뜰하게운전하는지를

가리는 연비왕 선발대회가 11월 12일부터 5일간 진

행되었다. 대회 지원자들중에 예선을거쳐 48명이

다시 본선을 치르는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우연

인지 필연인지 자동차를 전공하는 기계항공공학부

학생들이우승과준우승을차지하였다.

서울대에서 인덕원까

지의총 16km를갔다오

는데 알뜰운전을 하면

기름값을최대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연비왕의

비결은 뭘까. 우승을 차

지한기계항공공학부이

충희씨는“가장중요한건서행과안전거리유지이

죠. 가속페달과브레이크밟는횟수를최소화해, 관

성과중력의힘을최대한활용하는겁니다.”라고말

했다. 준우승을한기계항공공학부이준용씨는“수

업시간에배운전공지식을최대한동원했지만평소

에경제운전이습관이되어있지않아서우승을놓쳤

다.”며아쉬워했다. 

행사를진행한서울대공대김민수부학장도자동

차공학이 전공이다. 하지만 전공자라고 알뜰운전을

잘하는것은아니라고한다. 예를들면출발후 5초

정도에시속20km가되도록서서히가속해야하는데

습관적으로빨리가속페달을밟게되는경우가많다.

이번연비왕선발대회에는현대자동차와 LG화학

이공동제공한쏘나타하이브리드차가사용되어대

학생들에게 하이브리드 차량의 친환경성과 배터리

의우수한기술력을알리는기회가되었다.

2012년도서울공대동창회정기총회및송년회개최

2012년 서울공대 동창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12월 21일(금) 오후 6시 30분 서울대학교 엔지니어

하우스에서 개최된다. 행사 예약 관계로 동창회에

사전등록을 하면 좋고, 사전 미등록자는 현장 등록

시당일 30,000원의동창회비를납부하면된다. 연

회비납부여부는 [서울공대]지혹은서울공대동창

회홈페이지(포털사이트한글입력혹은mysnu.net

주소입력) 공지사항내납부자명단을확인하면된다.

연회비는 [서울공대]지와 함께 발송된 지로용지로

납부하거나 농협 301-0105-7492-91 서울대공과

대학동창회계좌로입금하면된다. 

자세한 신청문

의는 서울공대동

창회 사무실(전화

: 02-880-7030,

02-880-8328,

팩스 : 02-875-

7144, 

이메일:

aace@snu.ac.kr)

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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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더와융합형엔지니어를동시에키운다.

- 서울대공대, IBM 오스틴연구소와협력

신양공학학술상시상식개최

- 권성훈, 김승회, 김영오, 민동주, 이신형, 홍성현교수수상

서울대학교공과대학은 IBM 오스틴연구소(미국)

와양해각서를맺고2012년 9월말에제1기인턴쉽

대학원생을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은 앞으로 6개월

간 IBM 오스틴연구소에서각종연구와프로젝트에

참여하게된다. IBM 오스틴연구소에서는서울대에

서 응모한 학생을 엄정한 서류심사 및 인터뷰를 통

해 최종 8명을 선발하였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IBM 오스틴연구소는앞으로이프로그램을지속적

으로추진하려고하며, IBM TJ 와트슨연구소에서도

관심을표명하며모집분야설명을보내왔다. 학분분

야도 컴퓨터공학 및 전기공학을 포함하여 공과대학

여러학문분야로확대할예정이다. 국내대학에서외

국의주요기업현지연구소에양해각서를맺고다수

의인턴쉽학생을파견하는것은매우드문일이다. 

서울대학교공과대학은12월12일 12시, 서울대학

교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신양공학학술상 시상식을

가졌다. ‘신양공학학술상’은서울대공대동문인태

성고무화학(주)의창업자인정석규(鄭晳圭, 84) 신양

문화재단이사장이모교의젊은교수들을위해제정

한 상이다. 정 이사장의 호를 따‘신양공학학술상’

으로 명명한 이 상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직 교

수중부교수및정교수로승진하는젊은교수중업

적이가장뛰어난교수를선발하여시상한다.

이번 신양공학학술상은 전기정보공학부 권성훈,

건축학과김승회, 건설환경공학부김영오, 에너지자

원공학과민동주, 조선해양공학과이신형, 재료공학

부홍성현교수등총6명에게수여하였으며부상으

로천만원씩의신양공학연구기금을전달했다.

정이사장은서울대화학공학과를졸업(1952년)한

후 50여년간키우고운영해온회사를지난 2001년

에 매각한 자금으로 신양문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첨단정보검색실과열람실을구비한도서관인신양

학술정보관 I 을 2004년에 서울대에 건립, 모교에

기증한바있다.  또한 2005년 9월에는신양문화재

단을 신양학술정보관 4층으로 이전하여 본격적인

장학사업을펼치고있으며, 서울대학교내에신양학

술정보관II호관과III호관의도서관을건립하였다.

인턴쉽에참가하는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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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소식

러시아National Research University, Moscow

Power Engineering Institute(MPEI) 방문단

9월 7일 러시아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Moscow Power Engineering Institute(MPEI) 의

교수인Vice Director, Valery Didenko교수가공과

대학을방문하였다. 이번방문은전기공학부최종호

교수의호스트로진행되었으며공대본부를방문하

여 국제교류에 대해서 논의하고 양 대학간의 협력

방안에대해의견을나누었다. 

미국American Concrete Institute 대표단방문

9월 13일 미국 American Concrete Instite의

President인 Prof. James Wight와 Rob Burg

(Executive Vice President)가 공과대학을방문하여

공과대학의시설을탐방하고상호연구협력및기타

학술교환협정증진방안에대해토론하였다. 

일본Hokkaido University(홋카이도대학) 학장방문

9월 14일일본홋카이도대학의Naoshi Baba 공

대 학장, Yukinori Kobayashi 교수 외 1명이 공과

대학을 방문하였다. 공과대학의 학장과 대외부학장

이 환대하였으며, 한일 양국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일본최신산업공학기술정보교류의장인해동일본

기술정보센터를방문하고, 현재활발히진행되고있

는서울대공과대학과홋카이도대학간의인턴십과

정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인턴십을 수행중인

홋카이도대학학생들을만나간담회를열고, 인턴십

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 대학간의 심도깊은 국

제협력교류에대해서논의하였다. 

싱가포르폴리텍학생대표단방문

9월18일싱가포르폴리텍대학의Environmental

Management, Water Technology, Landscape

Architecture과의 학생단 30여명이 공과대학을 방

문하였다. 국제화 및 학문융합화 추세에 발맞춰 나

아가는건설환경공학부및공대시설을견학하여현

대사회가요구하는끊임없는변화에적응함은물론

국제적 전문가 및 지도자 양성에 중점적인 노력을

보이는 공과대학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어 공과대

학 우수학생센터 공우(STEM)학생들과의 간담회에

서글로벌리더로서의성장을다짐하였다. 

인도네시아University of Indonesia 방문단

9월 20일인도네시아대학의기계과Harinaldi 교

수외강사진4인이공과대학을방문하였다. 공과대

학의 학장과 학사부학장이 환대하였으며, 차세대자

동차연구센터및조선해양공학부등공과대학시설

을방문하여대한민국의산업과과학기술의미래를

선도하는시설을견학하였다. 

하얼빈공대에서글로벌초우수인재유치설명회개최

10월 29일 글로벌 초우수 인재유치 사업의 일환

으로설명회를하얼빈공과대학에서개최하였다. 하

얼빈 공과대학은 1920년 건립 이후에 중국판 아이

비리그 9개(C9-중국의 명문 9개 대학을 가리키는

용어로이른바중국판아이비리그(미국동부8개명

문 사립대)를 가리킨다. C9에는 베이징(北京)대, 칭

화(淸華)대, 저장(浙江)대, 하얼빈(哈爾濱) 공대, 푸단

(復旦)대, 상하이(上海) 교통대, 난징(南京)대, 중국과

기대, 시안(西安) 교통대가 포함)중 하나로 특히 공

학중심의학교이다. 공과대학학장외 4인은이대

학을 방문하여 서울대학교 소개 및 글로벌 초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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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유치 관련 장학금을 소개하였다. 이 설명회에

는약50여명의우수공과대학생이참석하여성황을

이루었다.

미국 Iowa대학방문

10월 12일미국아이오와대학의공대학장인 Dr.

Alec Scranton외 4인이서울대학교및공과대학을

방문하였다. 이번방문을통하여공과대학과의국제

학술및학생교류에적극적으로동참하겠다는의사

를밝혔다. 

스웨덴공학한림원장12개대학총장단과서울대방문

11월 8일 스웨덴공학한림원(IVA)원장, 비욘 닐슨

외 10인이 서울대학교를방문하였다. 스웨덴공학한

림원은 1919년 스웨덴 원로 공학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이다. 닐슨원장은“스웨덴과한국은무리를이

뤄 협동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내놓은 공통점이 있

다”면서“영토가크지않다는점, 인구규모, 산업분

야와그에필요한두뇌양성이중요하다는점에서도

많이비슷하다”고했다. 또“IT,반도체산업으로승

부를 거는 한국에서 통찰력을 얻기 위해 방문했다”

며“한국의산학현장을중점적으로보고갈것”이라

고말하였다. 

프랑스쌩텍치엔에꼴데민학생교류협정

서울대공대는 11월 15일 프랑스의 우수대학인 그

랑제꼴 계열 대학, 쌩텍치엔 에꼴데민(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Mines De Saint

Etienne)과의 공과

대학과의 학생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프랑스 쌩떼찌엔 에

꼴데민은 그랑제꼴

중에서 선두그룹에

있는학교로서서울대학교공과대학과공학석사복수

학위(MASTER OF SCIENCE IN ENGINEERING)

협정을 2007년체결한바있다. 복수학위프로그램

은 양 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학하면서 학위조건을

이행하면졸업시양대학의학위증을모두취득하는

프로그램이다. 복수학위협정은대학끼리교수와학

생의수준및역량을서로인정하는것으로, 두학교

의연구방향과철학, 학풍을배우고국제감각도익

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학부

학생교환협정까지 그 범위를 넒힘으로서 학부생들

에게도국제화의기회를열어주는계기가되었다. 



No. 88:017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Engineering

강기석교수 (재료공학부)

신개념리튬이차전지소재개발

재료공학부 강기석 교수팀이 기존 리튬이차전지

양극 소재를 대체할 신개념‘나노복합소재’개발에

성공했다. 차세대전기자동차에대한관심이높아지

면서고용량·고출력·고안전성리튬이차전지개발

을위해많은연구개발이진행되고있지만, 전극소

재측면에있어서기존의흑연음극과리튬전이금속

산화물양극을성공적으로대체할수있는소재는여

전히개발되지않았다. 일반적인리튬이차전지용양

극소재는전기화학반응에필요한리튬과산화환원

쌍을하나의결정내에포함하고있는리튬전이금속

화합물이사용된다. 그러나리튬과산화환원쌍을모

두포함하고있는소재는그수가제한되어있을뿐

아니라, 이차전지에활용될수있을만큼의가역성과

에너지밀도를가지고있어야하기때문에지난십수

년간리튬전이금속산화물및리튬전이금속인산염등

의소재들에한정되어연구개발이이루어져왔다.

강교수연구팀이개발한것은리튬이차전지용양

극 소재의 선택폭을 넓힐 수 있는 신개념 나노복합

소재다. 리튬을제공해줄수있는리튬화합물과산

화환원쌍을제공해줄수있는전이금속화합물이나

노 입자화되어 균일하게 섞인 복합체를 형성시키면

기존의 양극 소재처럼 리튬의 삽입·탈리가 일어나

면서에너지를가역적으로저장할수있게된다.

연구팀은이에대해“나노복합소재내에서리튬과

전이금속과의거리가충분히가까워지기때문에, 기

존의단일결정화합물양극소재와마찬가지로리튬

의 삽입·탈리 반응과 전이금속의 환원·산화 반응

이동시에일어날수있다”고설명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다양한 리튬화합물과 전이금

속화합물의 조합이 가능해지고 그동안 한계에 부딪

혔던 리튬전이금속화합물 위주 양극 소재 개발에서

벗어난새로운양극소재들의개발을할수있다. 또

조합을변화시킴에따라출력전압및에너지밀도등

을손쉽게제어할수있기때문에, 이차전지설계에

있어서매우용이하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나노

소재분야세계적학술지나노투데이에게재됐다. 

서갑양교수 (기계항공공학부)

피부처럼유연하고미세자극감지센서개발

기계항공공학부 서갑양 교수팀이 원생생물의 감각

기관인섬모(纖毛)를본떠피부처럼유연하면서도다양

한미세자극을느낄수있는다기능센서를개발했다. 

연구팀은주형을만들고고분자액체를흘리는간

단한 공정을 거쳐 기판에 나노미터(㎚·10억분의

1m) 크기의섬모가붙은센서를제작했다. 이센서는

얇고 잘 휘어지는 데다 기존 센서보다 2∼5배 면적

이넓다는것이특징이다. 얇고투명해손목에차거

나몸속에넣어생체신호를감지할수있다. 

이센서를이용하면사람피부가감지하는힘의약

2000분의 1 정도까지느낄수있다. 간단한회로설

계를이용하면총 64개의작은센서로공간을분할

하는것도가능하다. 특히이섬모는1만회이상반복

적으로압력을가해도안정적으로작동해터치패드,

로봇기술, 의료기기등에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

대된다. 연구 성과는 과학전문지 네이처의 나노기

술·재료 분야 자매지인‘네이처 머티리얼즈

(Nature Materials)’에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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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국헌교수 (화학생물공학부)

자연계주름모방에성공

자연계에는여러종류의주름이존재한다. 동·식물

의피부가노화되면서주름이생기는것이가장대표적

이다. 필름이아주얇을경우(박막) 표면적이증가될때

주름이생기기도한다. 주름이발생하는메커니즘을이

해하면휘어지는디스플레이나태양전지에적용할수

있어그동안많은과학자들이주름을조절하기위한기

술을개발해왔다. 

지금까지박막의주름연구는막의두께가매우얇은

경우단단한기판위에붙어있지않으면자유자재로다

루기에매우힘들었다. 

화학생물공학부 차국헌 교수팀이 로마신화에 나오

는 야누스의 두 얼굴에서 착안한‘고분자 나노벽

(Janus Nanowalls)’을구현해자연계에존재하는주름

을모방하는데성공했다. 연구팀은얇은막위에주름

을만들기위해반도체공정으로나노미터(10억분의1

미터) 크기의얇은벽을제작하고, 이고분자나노벽의

한쪽에만알루미늄을코팅해양쪽이서로다른이른바

‘야누스나노벽’을구현해냈다. 이연구는재료분야

권위지‘어드밴스트펑셔널머티리얼즈’최신호에게

재됐다. 

유기윤교수 (건설환경공학부)

보행자용내비게이션개발

어린이·노인등이복잡한골목길에서도쉽게집과

목적지를찾게돕는‘보행자내비게이션’이국내처음

으로개발됐다. 건설환경공학부유기윤교수팀은인도

(人道)를중심으로횡단보도·육교·지하도정보등을

자세히제공하는내비게이션제작에성공했다. 유기윤

교수는“그동안내비게이션시스템은큰도로의중앙

선을중심으로길안내를해보행자가이용하기엔불편

했다”고말했다.

보행자내비게이션은스마트폰을통해앱으로내

려받아사용할수있다. 일단내년2월까지서울시관

악구에서일부휴대전화사용자를대상으로시험서비

스를한뒤서울과전국으로확대할예정이다. 사용법

도쉽다. 휴대전화앱에서지번·도로명주소를검색해

출발지와목적지를설정하거나, 지도위에서직접목적

지를클릭하면인도중심의길안내정보가표시된다.

유기윤교수는“다음·네이버와미국구글등포털사

이트도보행자서비스를제공하지만상세한정보가들

어간‘고정밀 서비스’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특히정부가앞서구축한지리정보데이터베이

스(DB)를기반으로연구팀이‘보행자전용지도망’제

작에성공한게내비게이션상용화에큰도움이됐다”

고했다. 보통‘차량용’내비게이션구축시현장조사

등을포함해초기비용으로100억원이소요되는데‘보

행자용’은정밀도가높아돈이더들어민간업체가개

발하기쉽지않다. 유교수팀은국토지리정보원이매년

제작·배포하는수치지도(경위도등좌표가표시된일

반지도)와항공사진등을결합하는기술을개발해보

행자전용지도를만들수있었다. 현장실측등의수작

업이필요없어구축비용은10% 줄이고, 유지·보수비

도95% 이상절약돼경제성이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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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택교수 (전기정보공학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1906̀ 수상

전기정보공학부홍용택교수가`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가

수여하는 ÌEC 1906 어워드`를수상하였다. IEC는전기

전자분야국제표준을정하는세계3대국제표준기구

의하나로1906년에설립돼81개국이가입돼있다. 우

리나라는 1963년에가입했다. IEC는 100주년기념사

업의일환으로2005년부터IEC 1906 어워드를제정했

다. 기술위원회별로국제표준화활동에기여도가큰

전문가에게매년수상하고있다. 

홍 교수는전자디스플레이디바이스기술위원회(TC

110.Electronic Display Devices) 부문수상자로선정됐

다. 홍교수는디스플레이및인쇄전자분야에서130여

편에이르는국제학술지논문저술및학술대회발표

를했으며여러국제학회에서초청강연을하는등국

제적으로인정을받고있는전문가이다. 홍교수는현

재인쇄공정기반유기물.산화물박막소자및회로와

플렉시블디스플레이및반도체조명, 신축성전자소자

및회로등빠르게발전하고있는신개념플렉시블전

자소자및인쇄공정관련분야에서활발한연구활동

을하고있다. 

2012년 ÌEC 1906 어워드 ̀수여식은12월2일일본교

토에서개최된IEC TC110 총회에서진행되었다. 

이재진교수 (컴퓨터공학부)

‘천둥’보다빠른국산슈퍼컴세계를놀라게하다

국내기술로만든슈퍼컴퓨터가세계적인수준임을

인정받았다. 컴퓨터공학부이재진교수팀은11월 12일

미국솔트레이크시티에서열린‘2012 슈퍼컴퓨팅학술

대회’에서자체개발한슈퍼컴퓨터‘천둥’이세계슈퍼

컴퓨터톱500에서278위에올랐다고밝혔다.

슈퍼컴퓨터는계산속도기준으로세계 500위안에

들면성능이뛰어나다고평가를받는데, 국산슈퍼컴퓨

터가500위권에포함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 톱500

에든국내슈퍼컴퓨터는천둥외에도기상청2대, 한

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대가포함됐지만이들

은모두외국산제품을들여온것이다. 연구진은시중

에서쉽게구할수있는부품과직접설계한냉각시스

템을적용해천둥을만들었다. 계산속도는 106.8테라

플롭스로초당106.8조번의계산이가능하다. 천둥은

‘노드’라고불리는컴퓨터56대를네트워크로연결한

구조로, 노드당계산속도가1.907테라플롭스로세계에

서두번째로빠르다.

특히성능이뛰어난노드를쓰기때문에전체노드의

수를줄여구축비용을낮출수있다는장점이있다. 전

력소모도적어슈퍼컴퓨터톱500 중에서전력효율순

위로는21위에올랐다.

연구진은천둥의규모를3배로키운다면기상청이나

KISTI의슈퍼컴퓨터와비슷한성능을내면서비용은

절반이하로줄일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교수는“미국, 일본, 중국등이슈퍼컴퓨터1위를

놓고각축을벌이는동안우리나라는슈퍼컴퓨터연구

분야에서한참뒤쳐져있었다”며“이번연구로국내에

서도비용과성능, 전력효율세마리토끼를모두잡는

세계최고수준의슈퍼컴퓨터를개발할수있음을확인

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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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훈교수 (전기정보공학부)

QR코드넣어위조약막는기술개발

전기정보공학부 권성훈 교수는 경희대 전자전파공

학과박욱교수팀과약을만들때함께넣을수있는`마

이크로식별자`를 개발했다. 마이크로식별자는 물건을

추적하거나위조를방지하기위해사용되는크기가작

은입자를말한다. 

제약업계는그동안의약품위조방지를위해포장지

에QR코드와같은식별자를넣는방식을사용해왔다.

그러나복제위험이높고포장을제거하면내용물이위

조된약인지, 유통기한이지났는지등정확한정보를

알수없었다. 이를해결하기위해마이크로식별자기

술이개발됐지만정보저장량이적고제조과정에서압

력이나충격을받으면정보인식이안되는경우가많

았다. 연구팀은 200㎛(마이크로미터.1㎛는 100만분의

1ｍ) 크기의마이크로식별자에대용량정보를넣을수

있는기술을개발했다. 기존의마이크로식별자에비해

100배이상의정보를저장할수있어약의이름, 성분,

제조지, 제조일, 유통기한등제품과관련된모든정보

를담을수있는것이특징이다. 연구팀은마이크로식별

자에QR코드를넣고가루약과함께제조한뒤정보를

읽어내는시연에성공했다. 박교수는 "인체에무해한

폴리머입자로만들어안전하다"며"약을제조하는과정

에서일부손상이되더라도정보를정상적으로인식할

수있는기능도추가해실용화가능성도높였다"고말했

다. 연구팀은마이크로식별자가가루약뿐아니라낱개

로된알약, 물약에도적용이가능하다고덧붙였다. 

연구팀은마이크로식별자에있는QR코드가스마트

폰으로도확인이가능해손쉽게위조약유통을막을수

있는기술로활용될수있다고전했다. 연구결과는재

료분야권위지인 `어드밴스트머터리얼스 ̀에표지논문

에게재됐다. 

한무영교수(건설환경공학부),

제18회한·일국제환경상수상

건설환경공학부 한무영 교수가 조선일보와 마이니

치신문이공동제정한한·일국제환경상을수상하였

다. 10월 25일서울프레스센터에서열린시상식에는

환경보전에힘써온전문가, 봉사자등200여명이참석

했다.한국측수상자인서울대건설환경공학부한무영

교수는 "빗물은가장깨끗하고에너지가적게드는수

자원"이라며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도록 제도와 빗물

저장시설을만드는'레인시티(Rain City)'가더많아지

길바란다"고수상소감을밝혔다. 한교수는또 "앞으

로도빗물의중요성을더연구하고알려나가, 전세계

의물부족과오염문제를해결하는데힘을보태겠다"

고했다. 25일오후서울프레스센터에서열린제18회

한·일국제환경상시상식에참석한수상자와정원식

심사위원장은"올해수상자들은환경을위해국제적인

협력활동을벌여왔다는점에서그의미가더각별하다

"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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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교수 (전기정보공학부), 박종우교수 (기계항공공학부),

美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회원(Fellow) 선정

전기정보공학부 박종근 교수와 기계항공공학부 박

종우교수가미국전기전자공학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석학회원

(Fellow)으로선정되었다. 

미국 전기전자공학회(IEEE)는 전기·전자·컴퓨

터·통신등의분야에서세계최대권위와규모의학회

로175개국40만명의회원을보유하고전세계전기·전

자공학, 컴퓨터과학, 통신분야관련총문건의30%를

출간하고있으며, 900여개의산업표준을제정하였다.

IEEE 회원의최고등급인Fellow는반도체, 전기, 전

자, 통신등각분야에서 10년이상경력자인학회의

senior member 중탁월한자질과연구개발업적으로

궁극적으로사회복지(발전)에중요한기여를한사람을

기준으로매년선정한다. 개인업적과기술성취실적,

전문분야총괄경력등7가지의까다로운선정기준으

로Fellow 자격을부여하며, 매년열리는전체회의에서

회원증서수여식을갖는다.

이번에박종근, 박종우교수가석학회원(Fellow)으로

선정되어최상위0.1% 내에있는회원만이가질수있

는IEEE Fellow 자격을얻었다. 2010년에이광복, 이재

홍, 조보형교수가, 2011년에노종선, 장래혁교수가선

정되는등서울대공대교수중매년 2-3명이 IEEE

Fellow로선정되고있다. 이는국내외의학계내에서도

굉장히드문케이스이다. 국내에는25명정도의IEEE

Fellow가있는데그중절반이서울대공대교수이다. 

박종근교수는전력경제및정책분야와전력시스템

기술분야에서국내를대표하는연구자로서울대전기

공학과를졸업하고일본동경대에서석사와박사를마

친뒤서울대교수로재직중이다. 국내전력계통분야

기술발전과학문적이론의현장상용화를주도했고녹

색성장과미래전기공학발전역량을결집하는등다방

면에서활동하고있다. 대한전기학회회장, 기초전력공

학공동연구소장, 서울대연구처장등을역임하였으며,

현재서울대평의원회회장도맡고있다. 박교수는전

력시장설계에 공헌한 공로로 Power And Energy

Society에서박영문서울대명예교수를이어두번째로

Fellow가되었다.  박종우교수는로보틱스분야의대

가로미국MIT에서학사를졸업하고미국하버드에서

응용수학으로석사와박사를마쳤다. 이후미국UC, 어

바인기계항공공학과에서교수를하다가95년부터서

울대교수로재직하고있다. 특히, 기계항공공학부교

수로는국내에서처음으로IEEE Fellow가되었다.

박종근교수

박종우교수

강신형교수(기계항공공학부),

올해의기계인선정

기계항공공학부강신형교수가‘2012 기계의날’행

사에서‘올해의기계인’으로선정됐다. 올해의기계인

은기계의날을기념해우리나라기계산업발전에공헌

을한사람을추대해기계인의자긍심을고취하고자올

해처음으로제정됐다. 강교수는30여년간유체기계

를전문으로연구개발과교육을통해학문발전에기여

했다. 또다수의기계관련학회의회장을역임하며기

계산업발전과기계인의단합에노력했다. 강교수는

지난4월이같은공로를인정받아과학기술훈장창조

장을수훈하기도했다.

시상식은 11월 16일 63컨벤션센터주니퍼룸에서열

린'2012 기계의날' 행사에서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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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수, 안성훈교수(기계항공공학부),

서울대학교교육상및학술연구상수상

기계항공공학부최만수교수와안성훈교수가서울

대학교학술연구상및교육상을수상하였다. 서울대학

교는창의적이고활발한연구활동으로탁월한연구실

적을낸‘2012학년도서울대학교학술연구상’수상자와

교육에대한남다른열정과창의적인강의로교육수준

을향상시키는데크게기여한‘2012학년도서울대학교

교육상’수상자를선정하였다. 

교육상수상자는안성훈교수와철학과김남두교수,

물리·천문학부유재준교수, 법학전문대학원박준교

수등4명이며, 학술연구상수상자는최만수교수와국

사학과노태돈교수, 물리·천문학부김대식교수, 의학

과서정선교수, 법학전문대학원최병조교수등5명이

다. 시상식은11월6일(화) 61동320호에서개최하였다. 

서울대학교는5년이상재직교수중높은수준의강

의와창의적인교육방법을개발하거나학생지도에남

다른열성으로동료교수들과학생들에게귀감이되는

교수를선정하여교육수준향상에기여하고자2005년

‘서울대학교교육상’을신설했고, 창의적이고활발한

연구활동을통해탁월한연구실적을낸교수들을선정

하여교수들의연구의욕을고취하고연구경쟁력을제

고하기위해 2008년‘서울대학교학술연구상’을마련

하였다. 

안성훈교수는‘사회공헌, 창의성, 실습’등의요소

를융합하여수업에접목시켜왔다. ‘적정기술’을주제

로저개발국사람들과장애인들을위한제품을설계하

며, 특허를출원하고, 시제품을만들어적용해보는과

제를다양한전공및다양한국적의학생들이팀을이

루어 수행하게 하여 학생들에게‘전공을 통한 봉사의

비전’을심어주었다

최만수 교수는 나노입자제어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으로우수한업적을발표하여왔다. 특히나노스케일

정밀도의병렬식나노입자조립기술은나노입자를이

용하는다양한미래나노소자에적용가능하여파급효

과가크며, 나노공학발전에이정표가될중요한기술

로평가받고있다. 

최만수교수

안성훈교수

신광선교수(재료공학부),

대한금속재료학회회장에선출

재료공학부신광선교수가대한금속재료학회제43

대회장으로선출됐다. 신교수는서울대학교금속공학

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리조나주립대학교 재료공학과

조교수와부교수를거쳐현재서울대학교재료공학부

교수 및 서울대학교 마그네슘기술혁신센터 센터장으

로재직중이다. 사단법인대한금속재료학회는회원이

1만3000명에이르는국내공학관련최대규모학회로

재료공학학술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와 수준을 자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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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교수

권동일교수

성우제교수(조선해양공학과),

‘한국음향학회’회장으로선출

조선해양공학과 성우제 교수가 한국음향학회 차기

회장으로선출되었다. 한국음향학회는최근여수디오

션리조트에서정기총회를개최하고성우제교수를회

장으로선출하였다. 2013년1월1일취임하며임기는1

년이다. 

한국음향학회는1981년창립되어현재2,000여명의

학계및 산업체의회원들이참여하고있으며, 음성처

리연구회를비롯음향신호처리연구회, 음향통신기술

연구회, 전기음향연구회, 심리및음악음향연구회, 뉴

미디어연구회, 수중음향연구회, 물리음향및광음향

연구회, 초음파연구회, 건축음향연구회, 구조음향연

구회, 언어및실험음성연구회의12개학술연구회를

구성하여각기속한분야에서활발한학술활동을하고

있다. 

이준식교수(기계항공공학부), 권동일교수(재료공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민관합동조사단공동단장에선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지난11월7일원전부품품질검

증서위조사건을규명하기위한민관합동조사단을발

족하였다. 서울대학교재료공학부권동일교수와서울

대학교기계공학과이준식교수가공동단장을맡게된

민관합동조사단은민간전문가20명, 안전기술원전문

가 16명, 안전위직원 22명등총 58명으로구성되었

다. 민관합동조사단은11월8일회의를시작으로한국

수력원자력이앞서발표한품질검증서위조품목들을

포함하여품질검증제도가적용되는모든품목에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

보며, 나아가원전설비에이미설치된부품을대상으로

는샘플방식을통하여조사를진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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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식 동부하이텍사장

서울공대인터뷰 만·나·고·싶·었·습·니·다

대담 | 전 봉희

서울공대지편집장

(건축학과교수)

최창식 사장님은 1973년에 서울대 공대 재료공학과에 입학하여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시고, 미국

North Carolina대에서 전자공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특히 30년간 일관되게 반도체분야에

매진하셨습니다. 공학의 많은 분야 중에서 반도체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요?  

어린시절부터공학자가되는것이내길이라고여겼습니다. 그당시시대적상황이바탕이되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우연이었는지운명의계획이었는지 1980년도에KBS에서방영된‘선진국의첨단기술,

반도체’라는 3일간의특집시리즈를보게되었고, 이것이앞으로내가할일이라는느낌을강하게받게

되었습니다. 최첨단기술인반도체를통해국가발전에, 세계인류의삶에큰기여를할수있으리라여겼

고, 엔지니어로서주사위를던지고내가가진모든열정을쏟자는결심을하게되었습니다. 이결심으로

지금껏초심을잃지않고이길을걸어가게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대학을 졸업한 후 첫 직장으로 (주)동부메탈에 입사하여 동부그룹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

셨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로 옮겨 제품개발의 최선선에서 큰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최근 2012년 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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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부하이텍 사장을 맡으면서 첫 직장인 동부그룹으로

다시오게되었습니다. 어떤계기가있었는지요?

동부그룹의계열사인삼척산업(현동부메탈)에서반도체

의소재인실리콘웨이퍼를생산하기위해미국의몬산토와

합작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반도체와

본격적으로인연을맺기시작했지요. 

이후삼성전자에서DRAM 개발을주도했고, 시스템반도

체분야로옮겨시스템LSI 제조센터장과파운드리센터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면서도동업종에종사하고있는반도체인으로서동

부하이텍에늘관심을가지고있었습니다. 특히어려운환

경속에서도열정을가지고시스템반도체라는새로운분야

에 도전하고 있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님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역시반도체일을하는사람으로서동부하이텍의발전

에조금이라도기여할수있을것이라는생각에동부에입

사하게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최근 개최한‘아날로그반도체 리더스포

럼’에서 반도체산업 위기론을 주장하였습니다. 비(非)메모

리 분야인 아날로그 반도체에 집중 투자해야만 한다고 하

셨는데 아날로그 반도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반도체산업 위기론이라고까지 하기에는 너무 거창합니

다. (웃음) 우리나라는기업, 학교, 정부가합심하여반도체

산업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장동력으로 키워냈습니다.

반도체에서이룬세계1등의자신감과경험은휴대폰, 컴퓨

터, 스마트가전등다양한분야에서세계최고의첨단IT제

품을생산할수있게했습니다. 

‘반도체산업위기론’이라기보다는이제한국의반도체산

업이메모리반도체에서이룬성공을바탕으로질적으로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로 얘기한 것입니다. 시스템

LSI, 장비·재료분야에서도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진

정한세계1위의반도체강국으로도약해야겠다는뜻이지요. 

대표적인 시스템반도체인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은 연간

470억불로한화로무려 50조원을상회하는메모리반도체

와같은규모의거대한시장을이루고있습니다. 하지만아

날로그반도체는 국내 수요의 97%인 4조원 규모를 수입에

의존하고있는대표적인무역적자분야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삼성전자에 계실 때 System LSI 사업

부에 계시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동부하이텍도

2008년부터 아날로그 반도체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왜 중요한가요? 

90년대에는PC가IT 성장의중심축이었고, 2000년대에는

인터넷과모바일폰이각각발전했습니다. 이러한혁신을가

능하게만든것은디지털분야반도체의고직접화였습니다.

2010년대에는이두분야가합쳐지는트렌드로스마트폰이

주도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변화의중심에아날로그반도체가있습니다.

아날로그반도체를한마디로정의한다면실제세상과디

지털세상을연결해주는핵심반도체부품입니다. 일상생활

에서빛·소리·압력·온도등자연계의각종아날로그신

호를컴퓨터가인식할수있도록디지털신호로바꾸거나,

또는 컴퓨터의 연산 처리결과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신호로바꿔주는반도체이지요.

“최첨단기술인반도체를통해국가발전에, 세계 인류의삶에큰기여를할수있으리라여겼고, 

엔지니어로서주사위를던지고내가가진모든열정을쏟자는결심을하게되었습니다. 

이 결심으로지금껏초심을잃지않고이길을걸어가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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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태블릿PC에서도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

하는디지털영역의반도체와함께이러한 IT정보를천연상

태에가깝게인간의 I/O인시각, 청각, 촉각으로전달하는아

날로그반도체의역할이중요해집니다. 예를들어최근출시

된스마트폰의경우22개의반도체가들어가는데이중디지

털(메모리) 반도체는 3종인 반면, 아날로그반도체는 19종이

들어갑니다. 이트렌드는더욱확대될것입니다. 

아날로그반도체 분야의 현재의 어려움과 향후 전망은

어떤지요?

기술인력의부족이가장큰어려움입니다. 

디지털반도체가 모든 시스템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표준

화되어있다면, 아날로그반도체는각각의시스템에따라최적

화해서설계되어야합니다. 따라서숙련된엔지니어가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시장진입장벽으로작용하지만반대로시장

을선도하는공정기술을개발하고제품을적기에출시했을때

는장기적으로안정적인수익을올릴수있지요.  

예를들어디지털은 0과 1의신호를구분하지만, 아날로그

반도체중에서색상을조정하는칩은 128개의색상을정확하

게구분하여구현해내야해요. 그래서공정엔지니어의기술

력과양산경험이매우중요하지요. 동부하이텍은 2008년부

터고부가가치아날로그반도체분야에집중했습니다. 

초기에는사업경험과전문엔지니어가부족하여고전을면

치못했습니다. 하지만이럴때일수록기술이중요하다는신념

으로해외선진기술을과감히도입하여우리의기술로발전시

켰습니다.

정부도‘고효율전력반도체R&D’사업을야심차게준비하면

서, 앞으로7년간3230억원을투입할계획입니다. 

향후학교, 기업, 정부가유기적으로협력하여이산업을본

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조만간 획기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반도체 분야는 국제경쟁이 불가피하며 국제경쟁력을 향

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굉장한 수고 없이는 현상유지도 어렵

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시장의 공급과잉과 경쟁심화로 수

익성 저하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화

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장님께서 특히

더 노력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근세계경제상황은한치앞을내다볼수없을정도로불

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IT산업 역시 불확실성이라는 큰

흐름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과변

화의시대는곧기회의시기입니다.  

첫째우리가눈여겨보어야할것은시장의변화를예의주

시하고솔루션을준비하기위해시장과제품의흐름을정확히

읽을수있는‘마켓인텔리젼스’능력을키워야한다는것입

니다. 둘째아날로그반도체분야에서는생산의규모도중요하

지만설계와생산능력이더욱중요하기때문에‘세계적인아

날로그반도체엔지니어링그룹’을만드는것이제가특히노

력하고있는부분입니다.     

전자산업이나 반도체분야에는 서울대 공대 출신의 동문

들이 많이 있고 각자의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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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면은 당연히 많을테니 접어두고, 사장님이 보실 때

특히후배동문들에게 어떤면이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후배동문들에게무엇이부족하다고얘기할만한자격이있

는지는모르겠지만, 인생을먼저살아온선배로서젊은이들

이살아가면서조금이라도도움이되길바라는마음에서말씀

드리겠습니다. 

단한번뿐인인생의목표를편한것, 쉬운것에두지않기를

진심으로바랍니다. 인생의목표를좀더크고의미있게두고

이를실천해나가기위해노력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물

론 그목표를 이루기위해노력하는 것은 새로운길이고, 또

힘든길입니다. 이길을걷기위해서는반드시‘열정’이필요

합니다. 

랠프에멀슨은 "열정이없으면어느것하나도위대한일을

달성할수없다"고하였습니다. 개인의업무성과는개인능력

차이에서최대 5배지만열정에의한차이는 100배가난다고

합니다. 

험하고고통스러운길이지만그만큼강한만족감과나부

터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한다면 나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과사회가열정을가질수있게할수있으며, 이를통해

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큰 업적과 성취감을 이룰 수 있을 것

입니다. 반도체산업은최선의속도와집중이필요한분야입

니다.

시장을선점하지못하면막대한투자비용과노력이수포

로돌아가다른나라기업들의하청업체로전락하고맙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후배들은 반드시 사명감을 가슴에 새겨야

하며, 스스로의열정의불길이계속솟게할수있는자신만의

땔감을찾아정진해야합니다. 

많은역경이있겠지만전심전력으로이겨내는과정속에서

큰업적들을이루고우뚝서게될것입니다.

동부그룹은 서울대 공대의‘2012년 창의설계축전’을

후원하였고, 향후 10년간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서울대 공대

에서는 최근 산학협력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육

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산학협력의 더 많

은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 의견을 부탁드립

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해가는 것이 중요합

니다. 

동부하이텍은“산학이함께노력하여대한민국시스템반도

체산업에기여한다”는목표로지난십여년동안꾸준히노

력해왔습니다. 

매년‘대학생 시스템반도체 IP 설계 공모전’을 개최하여

대학생들이 설계한 반도체를 팹에서 직접 생산하는 등 실질

적인도움이될수있는연구기회를제공하고있으며, ‘아날로

그반도체리더스포럼’을열어세계적인전문가를초빙해국

내에서쉽게접하지못하는수준높은강연회를진행하고있

습니다. 

또각대학의반도체연구소들과활발하게기술교류를추진

하고 있으며,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와 협력하여 반도체

공정기술관련공개세미나와교육을진행하는등반도체인

재양성을위해다양한프로그램을펼치고있습니다. 

그동안축적해온현장기술과경험을학생들에게제공하는

것이 산학협력의 기본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대학생 인턴십

제도를도입하고확대하는등그협력범위를지속적으로넓혀

갈것입니다.  

대학도반도체업계가요구하는인재를키우기위해노력하

고있는것으로압니다. 가장밑받침이되는Fundamental을

이해토록하는교육이이루어지길바랍니다.     

“단한번뿐인인생의목표를편한것, 쉬운 것에 두지않기를진심으로바랍니다. 

인생의 목표를좀더크고의미있게두고이를실천해나가기위해노력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물론 그 목표를이루기위해노력하는것은새로운길이고, 또 힘든 길입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반드시‘열정’이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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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최대 이슈는 국제화입니다. 우리 대학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사회

와 세계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지도자적 역량이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공학은 국내용이 의

미가 없고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제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업 분야도 비슷

한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과 산업 분야에서국제화에 대한사장장님의 견해를듣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은이제응용기술분야를이용하여산업화하는데는상당한수준에올라국제경쟁력을

갖추고있습니다. 향후이를더욱발전시키기위해서는밑바탕이되는기초과학분야및기본소재

분야의깊이가더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기본을충실히다지는것이국제화의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개인적으로나 회사 차원에서 가장 크게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

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동부하이텍을 경쟁력을 갖춰 지속성장이 충분한 회사로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단순히눈앞의이익에만집착하는것이아니라아날로그와파워분야에서‘세계최고의엔지니어링

그룹’을만들어, 어떠한위기상황에서도이를슬기롭게극복할수있는강건한회사로만드는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임직원들에게안정적인삶을약속하는것이고, 또한국내시스템반도체의수준

을한단계높이고, 대한민국이진정한반도체강국으로도약하는데조금이나마기여할수있는일

이라고생각합니다. 

최창식 동부하이텍 사장

최창식 동부하이텍 대표이사 사장은 1977년에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에서 학사를, 1979년에는 석사를 마

쳤다, 1990년 미국 North Carolina대학에서전자공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 

1983년부터 1996년까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근무했다. 64KD램을 개발했으며, 256KD램과

256MD램의 개발 책임자로써 그 공로를 인정받아 삼성그룹회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97년부터 반도체

산업의핵심분야이지만당시에는불모지였던시스템LSI사업부로자리를옮겨공정개발책임자로일했다.

2006년부터는 시스템LSI 제조센터장과 파운드리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생산 비

중을확대하는데크게기여했다. 2010년부터 삼성이 5대 신사업을시작하면서태양광사업부장을역임했

으며, 2012년 동부하이텍대표이사사장으로취임했다.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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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공학부(수공학전공) 교수

신∙∙기∙∙술∙∙동∙∙향

서울 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미국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수

공학(水工學)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Illinois

주 수자원연구소에 재직하 으며, 1992년 서

울 학교에 부임하 다. 서울 학교 공학전산

실장,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장을 역임하 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국토해양부 중

앙하천관리 위원,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기술수

준평가 전문위원,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전문

위원회 위원 등 정부 부처의 기술 자문 및 평가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해양부가

지원하는 건설기술혁신사업의 일환인 [첨단기

술 기반 하천 운 및 관리 선진화] 연구단의

단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하천 및 환

경수리학, 하천 흐름 및 오염물 거동 수치모델

링 등이며, 주요 연구업적으로는 하천구조물

설계 기술 및 하폐수 방류관 신기술 개발, 하천

의 수리, 오염물 거동, 하상변동을 모델링 할

수 있는 하천수리해석 상용 소프트웨어

RAMS(River Analysis and Modeling System)

가 있다. 현재까지 국내외 정기 학술지 130여

편, 국내외 학술 회 230여편, 특허 35개 등 활

발한 연구와 더불어 기술의 전파 및 적용에도

힘쓰고 있다.

하천은 인류 문명의 태동 및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생도 큰 하천을 주변으로 발생하였다. 고대 문명의 발생지 중 한 곳인

‘메소포타미아’는 중간을 의미하는 메소(meso)와 강을 의미하는 포타미아

(potamia)의 합성어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단

어이다. 인간은 하천을 이용해 농사를 짓게 됨으로써 풍요로워졌으며, 풍요로워진

삶은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켰다. 이에 따라서 하천을 잘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

가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홍수 및 가뭄의 발생양

상 등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근년에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및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4대강 살리기’라는 유례없는 큰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하천

의 거동 뿐만 아니라 하천의 지형적, 환경적 특성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하천

의 수리(水理)적, 환경적 큰 변화는 기존의 하천관리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점을 보여주었으며, 새로운 하천관리 기술의 필요성을 낳았다. 이러한 새로운 하천

관리 기술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관리라는 정부의 요구와 함께 하천을 안전하

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한 하천정보를 원하는 일반 국민들의 요구가 모두 반영되

어야 하며, 이러한 점들을 모두 만족하기 위한 새로운 하천 관리 기술을‘스마트 리

버 기술’로서 정의되고 있다.

스마트(smart)라는 단어는 본래‘영리하다’, ‘깔끔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

고 있으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전한 기술의 특징에 따라 그 의미도 함께 변

화하는 대표적인 단어이다. 과거, 버튼 하나로 편리하게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기술로 대표되는 시기에는 스마트는‘편리함’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후 여러 기능의 집적화와 소형화 기술을 통해 스마트라는 단어는‘다기능의’, ‘휴대

성이 있는’이란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현재는‘네트워킹이 가능한’이라는 의

미로 대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집에서는‘스마트 리버 기술’이라는 주제로‘네트워킹이 가능한’혹은

‘네트워킹을 이용한’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하천 모니터링 시스템, 하천 정보 관리,

하천 모델링, 하천 관리 등 현재 사용 중인 혹은 개발 중인 기술 몇 가지 소개하고

이들 기술을 통한 하천관리 방향을 살펴보았다. 바쁜 일정에도 원고를 맡아주신 필

자들에게 감사드리며, 공대 동문들께서도 하천관리와 관련된 현안들의 이해에 도움

이 되기를 기대한다.



1. 서론

현재운용되고있는물관련시스템들은최근기후변화등으로인해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홍수, 가뭄 및 수질오염 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데많은기여를하고있다. 그러나보다더효율적이고과학적인물관

리를실현하기위해서는 IT 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해현재운영되고있는물관

리시스템에대한효율성을극대화시킬필요가있다. 특히, 다양한정부부처및

공공기관에서 구축한 많은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빅 데이터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적용및새로운정보패러다임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보다새

로운관점의논의와연구가필요하다.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활용한GIS 데이터처리

스마트 정보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빅 데이

터(Big Data)와 결합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의 확산은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정충식, 2012). 클라우드 컴퓨팅은 스

토리지, 서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정보등각종 IT자원을인터넷을통해

온디맨드(on demand) 방식으로이용자에게제공하는인터넷기반의컴퓨팅기

술이다. 또한, 상호연결되고가상화된컴퓨터의집합으로구성된병렬분산시

스템의 한 유형으로 이들 컴퓨팅 자원은 서비스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협의된

SLA(Service Level Agreements)에따라동적으로분배되어통합된컴퓨팅자

원으로제공된다(Buyya et al., 2009; 이창범, 2010). 이는정보화사회의새로

운패러다임으로자리매김하고있으며, 향후물관리업무에있어서도매우중요

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GIS의핵심자료중하나인공간자료는방대한양으로구축되어있으며, 이러

한대형자료와저장소의분산병렬처리를위해GIS와클라우드컴퓨팅을융합

한 새로운 기술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융합 기술은 방대한 양의

고덕구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원장

고덕구 원장은 서울 학교 농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 다. 1995년도부터 K-water연

구원에 근무하면서 우리나라의 물관련 정보화 추진 및

정책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국가수자원

종합정보시스템 및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개발 등

을 주도적으로 추진하 다. 박사학위 취득 후 1995년

까지 충북 학교 수자원수질연구센터 연구교수를 역

임하 으며, 지난 2011년 12월 K-water연구원 원장으

로 취임하 다.

채효석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수석연구원

채효석 박사는 전북 학교 자원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 다. 1996년부터 K-water연구

원에 근무하면서 원격탐사나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이

용한 물관련 정보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3년 5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일본토목연구소 객

원연구원으로 근무하 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물관련 정보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이의 활용을 위

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이용한미래하천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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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들을 사용자들이 실시간적으로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정보서비스

시대를주도할것으로기대된다. 따라서본고에서는스마트리버를실현하기위해필요한정보관리를효

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 특히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이용하여GIS 데이터(하천공간

정보) 처리를위한새로운아키텍처를제시하고자한다.

3. 클라우드인프라와GIS 어플리케이션

Google, MicroSoft, VMWare, Amazon 등과같은많은회사들이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제공하

고 있다. 이중 GIS 클라우드와 관련된 Amazon의 AWS(Amazon Web Services)는 EC2(Elastic

Compute Cloud) 서비스를통해가상머신(VM; Virtual Machine)들을제공한다. 개발자들은 AWS 웹

사이트를통해VM에요청하여어느소프트웨어든설치및사용이가능하다. VM은사실상아마존데이

터 센터에 위치하며, 사용자는 VM을 운용하는 시간마다 비용을 지불한다. 이 서비스 모델은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에서 최하단의 패브릭과 같은 하드웨어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가상화된 서버, 스토리지 등의 인프라 자원을 제공)라 부른다. VM사용자는 객체를 제작

시AMI(Amazon Machine Image)를설정한다. AMI는리눅시또는윈도우즈서버기반에서운용된다.

그래서 많은 AMI들을 운영되며, VM 내에는 어플리케이션, DBRS, 웹서버 등 다양한 형태의 AMI들이

포함되어있다.

AWS는데이터를저장하기위해서몇가지다른옵션들을제공한다. 옵션에는EC2 VM 파일시스템의

컨텐츠를 지속하기 위한 탄력적인 블록 저장(Elastic Block Store) 스토리지가 있고, S3(Simple

Storage Service)는이러한스토리지를어플리케이션에게제공한다. 또다른AWS 옵션으로MySQL 기

<그림 1> 클라우드 인프라와 GIS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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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관계형저장서비스인RDS(Relational Database Service)를포함한다. 이외에도비관계형데이터

셋과같은매우큰구조의저장소도지원한다. 그림 1은클라우드인프라와 GIS 어플리케이션이통합적

으로연계된구성아키텍처를나타낸것이다. 

3.1 클라우드기반의GIS 어플리케이션

일반적으로GIS 어플리케이션은대용량의자료를계산하고분석하는전용클러스터와저장공간을필

요로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분석과정과 저장공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도움을준다. 사용자는데이터의실행및유통을제어하기위해웹인터페이스를사용할수있다.

사용자가최소한의개입을통해최종결과물을실시간으로획득할수있다. 클라우드기반의GIS 어플리

케이션실행및분석은기존의접근방법보다많은장점을가지고있다 (표 1).

3.2 공간정보플랫폼서비스의구조

그림 2는공간정보플랫폼의서비스아키텍처이다. 공간정보표준웹서비스는공간정보부문의국제표

준기구인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Inc.)의 WMS(Web Map Service), WFS(Web Feature

Service), WCS(Web Coverage Service), CSW(Catalog Service for the Web) 등을따른다. 데이터포

맷과인코딩표준은 OGC의 GML(Geography Markup Language), XML기반의 OGC KML(Keyhole

Markup Language) 등을이용한다. 시각화는인터페이스상에서SLD(Styled Layer Descriptor)를이

용하여웹맵서비스를제공한다.  

변수 전통적접근법 클라우드컴퓨팅이용시

<표 1>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

가용성
클러스터는일반적으로크기와

가용성에제한

클라우드 가상 컴퓨팅 노드를 사용, 따라서 노드의 요청

시크고무제한으로즉시엑세스를제공

역동적구성
클러스터는각응용프로그램에

대한재구성을할수없음

가상머신은 GIS 어플리케이션을사용자의요구사항에

따라구성가능

On Demand Access 클러스트 사용을위한예약필요
클라우드컴퓨팅은요청즉시노드를제공

PAYGO(pay-as-you-go)모델

저장 공간
클러스터는로컬및네트워크

공유모드에서제한된저장공간

클라우드제공자는 GIS 어플리케이션자료의저장을

위해넓은공간을제공

Global Access

(GIS 연구자 간의협업)

클러스터는방화벽이일반적이며, 

도메인에서는엑세스할수없음

클라우드의가상머신은공공IP를 가지고 전세계

어디에서나엑세스가능

비용
클러스터의 설정은 초기 투자에 큰

금액이필요
클라우드서비스사용에대한 PAYGO 모델 이용

오류/유지보수

클러스터 노드의 오류 비율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 (공유모드). 유지

보수는 실시간 GIS 어플리케이션에

대한매우비싼비용과시간이소요

가상 머신은 클라우드 하드웨어에서 호스팅되며 지속적으

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업그레이드 됨. 가상 머신은 하

드웨어장애시다른호스트로온라인마이그레이션가능

GIS 어플리케이션 너무많은간접비 저렴한비용으로접근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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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오늘날정보화분야에서미래성장동력으로가장주목받는분야가클라우드컴퓨팅이다. 이러한클라

우드컴퓨팅은그난해한개념과우려에도불구하고다양한국가와기업들이경쟁적으로도입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우리정부도세계적인흐름에맞추어정보자원통합의관점에서이를적극적으로활용하

기위한다양한관련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하천공간정보관리에서GIS와클라우드컴퓨팅

이융합되어활용된다면, 관리자측면에서는실시간으로많은양의관련자료를처리하고결과를이용할

수있게됨으로써하천관리에혁신적인변화가있을것이다. 또한, 관련자료와다양한컴퓨팅자원을손

쉽게활용할수있게됨으로써대국민정보서비스체계에일대변혁이이루어질수있다. 클라우딩컴퓨

팅기술에는클러스터와그리드를사용하는전통적인GIS 어플리케이션방식에비해많은장점이있다.

따라서하천관련정보가방대해짐에따라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이용하여빅데이터를효율적으로관

리하고운영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 동시에하천정보의접속, 교환, 저장을이용자의주문형서비스

와인터넷기반의접근성을개선할수있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하천관련자료처

리 기반 기술 개발, GIS 하천 공간정보 DB 설계 및 활용시스템 기술, 하천정보 표준 DB 활용체계 및

S/W 기술개발,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적용한하천관리체계개발및스마트리버정보활용기술개발

등이중장기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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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간정보 플랫폼의 서비스 아키텍처



1. 서론

하천관리는치수나이수측면에서매우중요하고특히최근 4대강살리기사

업을통해대규모국가프로젝트로수행되어오고있다. 하천관리의기본은하천

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즉 얼마만큼의 물이 어떤 유속과 깊이로 흐르고

있는가를 최대한 많은 지점에서 파악하는 것에 있다. 하천에서 유속 및 수심을

관측하는 것은 일면 쉬워 보이면서도 적절한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계측은

생각보다 어렵다. 특히 태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는 상태에서 하천의 유속 및

수심을 재는 일은 자칫 관측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도 하고 눈에 뻔히

보이는 하천의 흐름을 측정하라고 하는데도 막상 방법 또한 마땅치가 않았다.

그러나 인류 문명에게 하천의 지극히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기술자들은 원시적

지만나름의방식을고안해왔다. 그 중에대표적인방법이부자를활용한방식

이다. 부자는말그대로물에뜨는막대기같은것으로상류에서부자를던지고

거리를알고있는하류까지이동하는시간을측정하여유속을간략하게구하는

방법이다. 이방법은단순하면서도비용이저렴하여수백년동안적용되어왔고

현재에도다수사용되고있다. 

물론정확도는당연히낮으며상당한인력이동원되어실제로관측비용도만

만치않다. 좀더진보된형태로소형프로펠러를막대에달아유속에의한회전

수를측정하여유속을산출하는프로펠러유속계가있으나한계는자명하다. 수

심계측도마찬가지로얼마만큼이물이하천에있는지를파악해야하므로하천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수심계측 방식으로 다리의 교각에

자(Scale)를붙여목측을하거나사람이막대자를가지고실제물에들어가거나

아니면좀더깊은곳은줄자에추를매달아재는방식이대부분통용되어왔다.

부자나자를이용하여하천정보를파악하는방식은우주로로켓을쏘아올리는

현재까지도대다수활용되고있다는사실은다소충격적으로받아들일수있으

나현실이그렇다. 이는기술의진보가아직하천계측분야에본격적으로활용

되지못하고있음을시사한다.

첨단하천모니터링

기술

김동수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교수

김동수 교수는 서울 학교 토목공학과에서 학사, 석

사, 미국 아이오와 학교 토목환경공학과에서 박사학

위를 취득하 다. 2010년부터 단국 학교 토목환경공

학과에 재직하면서 첨단하천계측, 수리학 및 실험, 지

리정보시스템 기반 하천 정보화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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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하천 모니터링 기술

그러나 최근 전기/전자, 컴퓨터, 그리고 신호처리기법의 비약적인 발전

은 결국 하천의 유동현상을 측정 및 도시하게 해주는 디지털 관측기기들

의개발을유도하기시작했다. 이는사실최근 10여년사이의일이다. 하

지만발전은그간의느림을보상할정도로급속하게이루어지고있다. 새

로등장한다양한유속및수심관측기기들은우리에게이미익숙한음파

(acoustic), 전자기적파동 (light), 자기장 (electromagnetic field)그리고

이미지분석 (image processing) 기법을디지털기술과결합하여측정기

기에 발전적으로 적용하여 개발되었다. 이러한 기술과 하천 관측 방법의

결합을통해탄생된최신유속및수심관측기법으로초음파를응용한관

측기기인 초음파유속계(ADCP) 및 초음파수심계(MBES), 이미지 분석기

법을활용한수심관측방법인LSPIV, RADAR 기법을응용한전자파표면

유속계, 자기장의 변화를 활용한 자기유속계, 빛(light)를 활용한 광역수

심측정기 등이 있다. 이들은 하천의 유속 및 수심 관측 능력을 급속도로

향상시켜광범위한지역에서매우상세한정보를신속, 정확, 저렴하게취

득가능하게하여하천해석을현장관측만으로가능하게해주는혁명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개

발된대표적인하천유속및수심계측기기들을소개하고자한다.

2. 하천 수리량 계측기기

2.1 초음파 유속계 (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ADCP)

초음파를 이용한 계측센서들의 등장은 하천에서의 수리동역학적인 특

성을 규명하는 능력을 급속히 향상시켜왔다. 이러한 센서들은 우리에게

잘알려진소나(Sonar) 기술을정교화한것으로잠수함같은물체의위치

를 확인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하천의 부유물질에 반사된 음파의 도플러

편차를이용하여유속까지관측할수있는기법으로ADCP가대표적인계

측기기이다. ADCP는 비접촉식으로 3차원 유속과 수심자료를 매우 효율

적이고빠르게측정하며그자료의 공간및시간적해상도는기존의전통

적인속도측정방법과비교하여매우세밀하다. ADCP를활용한유량관측

은현존하는유량관측기법중매우정확한기법으로알려져있으며기계

식의프로펠러미터나부자가하천의한지점에서의유속을제한적으로측

정하는반면에ADCP는선박에장착하여횡단운항하거나하천의측면이

나바닥에고정시켜하천단면의다수의지점에서 3차원유속을매우신속하게측정하여제공한다. 이동

식ADCP는 20~30도정도기울어진 3~4개의빔을기하학적으로위치시키고약 200kHz~3MHz 분포

의 초음파를 발사하여 하천의 부유물질에 반사된 음파의 도플러 편차를 이용하여 주어진 깊이

(2~100cm) 단위로빔진행방향의유속을측정하고각각의빔에서의유속을수학적으로전환하여3차원

유속을 측정한다. 그리고 각각의 빔에서 부가적으로 수심 정보도 제공한다. ADCP는 기존 방식에 비해

높은정확도로유속및수심을동시에측정할수있어하천계측의대표주자로부상하고있다.

<그림 1> 재래식 수심, 유속 측정 방식

<그림 2> 초음파를 이용한 다양한 유속계측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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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멀티빔 초음파수심계 (Multibeam EcoSounder, MBES)

음파가 수심을 관측하는 원리는 소나와 정확하게 일치하며 센서로부

터 방사된 음파가 하천 바닥에 부딪쳐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수심

을 재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약 500m이상의 수심도 측정가능해 해양

에서이미활발하게이용되어왔고하천의저수심용으로도개발되어최

근사용되기시작하고있다. 하지만보통방사기(Transducer)가하나인

단발음파수심기(single beam ecosounder)가일반적이나수심을공간

보간해야하상을추정할수있어정밀도가적은단점이있다. 최근멀티

빔으로하상을스캔하는방식 (MBES)가개발되어보급되고있는데 cm

단위의 공간해상도로 수심을 스캔하므로 수심관측 공간정밀도가 매우

탁월하여 하상을 정밀하게 관측하고자 할 때 매우 혁신적인 방식으로

활용될수있다. 역시보트에탑재해운영할수있으므로측정의효율성

도 매우 높아 수심 정밀 계측에 있어 혁신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방식은최근이슈가되고있는 4대강사업후하상의침식경향등을

파악하는데필수적인계측기기로대두되고있다.

2.3 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AUV의무인소형잠수정으로물속을미리입력된위치를운항하며수

심이나유속또는수질등을측정하는일종의수중로봇이라고할수있

다. 최근4대강초기에개발이고려되었던로봇물고기와유사한형태라

고할수있다. 무인으로넓은장소의다양한하천자료를수집할수있

다면측면에서최근각광을받고있으며해외에서상용화되어있다. 활

동성을 높이기 위해 강한 축전지를 이용하거나 태양광 발전, 선박으로

부터의직접전력송신등의방식이강구되고있다. 물론 아직까지대당

가격이 매우 비싸고 유실의 위험이 있어 범용으로 사용되기에는 이른

감이있다. 이계측기기역시수심이나유속관측을위해초음파를활용

하고있다.

2.4 이미지 표면유속계 (Large Scale Particle Image Velocimetry)

초음파 방식이 유속 및 하상을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측정하는 데 장

점이 있는 반면에 물과 접촉해서 측정한다는 면에서 모든 흐름조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유속이 매우 빠른 홍수기 유속 측

정의 경우 접촉식은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한다. 산더미와 같은 물이

쏟아지고있는상황에서물속에고가의계측센서를넣는다는것은측정

자체도어렵고유실의문제도있다. 따라서이경우비접촉식의유속측

정방식이대안으로고려된다. 만약비디오캠코더의이미지를활용하여

유속을측정할수있다면장비도저가이고비접촉식이라위험하지도않

<그림 3> 멀티빔 하상스캔 초음파 센서 (MBES)

<그림 4> 수중무인계측로봇 (UAV)

<그림 5> 이미지표면유속계(LSP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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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홍수기 유속 측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를 활용한 유속측정방식으로 실내 실험실의 유속

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장비인 PIV (Particle Image Velocimetry)로 이미 검증되어 활발하게 이용되

고있다. PIV는 시간간격을알고있는연속된두장을이미지상의부유물질사이의상관관계를통해유

속을매우정밀하게측정하는방식이다. 이방식을보다넓은하천에활용한방식이하천이미지유속계

(Large-Scale Particle Image Velocimetry; LSPIV)이다. LSPIV는흐름표면을촬영한이미지를기반

으로표면유속장을산출할수있는방식이다. 최근스마트폰이나캠코더등영상을취득할수있는방법

이보편화되었고하천방재용으로전국에걸쳐설치된 CCTV 등을활용한다면실시간으로저렴하게유

속및유량을측정할수있는획기적인방법이다. 다만야간관측시문제점이있어적외선카메라를활용

하는등개선이꾸준히추진되고있다.

2.5 전자파 표면유속계 (Electromagnetic Surface Current Meter)

전자파 표면유속계는 약 10GHz의 마이크로웨이브를 수표면에 전

송하여 흐름 표면에서 산란되어 반송되는 신호의 도플러 변위를 측

정하여 흐름 방향의 표면 유속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측정된

표면유속을 표면유속과 평균유속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유속을

간접 계산하고 미리 관측된 단면 면적자료와의 곱으로 유량을 산출

한다. 기존 유속계와 비교할 때 비접촉식으로 비교적 안전하고 홍수

기등의유량이나유속값이평시보다매우클경우나야간관측에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실용화를 연구

하여 상용화하였고, 민간 업체에 기술 이전되어 평갈수용 전자파표

면유속계로 성능이 향상되었다. 가능 측정 유속범위는 0.03~20.0

m/s 이며이동형으로사용될수있다. 

2.6 ABL (Airborne Lidar)

지상에서 하천 수심을 관측하는 방식 대신 항공기에 전자기파(빛)

을이용한 Lidar 계측센서를탑재하여수심을관측하는방식도최근

도입이되고있다. 항공기에서방사된빛은일부는수표면에서반사되고일부는물속으로전파되어하상

에서 반사된다. 이러한 반사되는 빛을 수신하여 수심을 계측한다. 일반적으로 빛은 물속에서 흡수가 빨

라깊은수심이나탁한물을경우투과율이짧은단점이있다. 하지만대략 2~3m를투과할정도로최근

기술력이향상되었다. 항공기에탑재하여수심을측정하는경우넓은지역의수심을매우신속하게측정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심관측에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다. 다만, 항공기와 수심관측용 Lidar을 가격

이매우비싼흠이있다. 또한주파수가낮은전자기파를이용하는경우전자기파는하상의퇴적층을뚫

고 들어가 단단한 지반에서 반사되어 적절한 후처리를 거쳐 퇴적층의 두께를 측정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하천이나 호수에서 퇴적되는 양을 파악하는 일도 이전에는 매우 어렵고 직접 측정의 경우 고비용

을 수반하였으나 이 방식을 활용할 경우 매우 효율적으로 퇴적된 양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이 기술은

아직연구단계에있다.

<그림 6> 전자파 표면유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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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기유속계 (Electromagnetic Surface Current Meter)

자기유속계는전통적인프로펠러유속계와마찬가지로직접흐름과접촉하여유속을측정하는방식이

다. 자기유속계는전자기유도법칙인페러데이법칙을이용하여유속을측정한다. 페러데이법칙은도체

(conductor, 이경우유체)가자기장을횡단하여이동할때전압(voltage)이산출되는데이전압은도체

가자기장을통화하여이동하는속도에비례한다는물리적특성을의미한다. 그림과같이흐름방향에위

치한센서가자기장을형성하고유체의흐름에의한전압변화를감지하여유속으로변환한다. 

3. 결론

최근 10여년간하천에서유속및수심을계측하는기기는재래식의부자, 나무자, 프로펠러유속계에

비해괄목할만큼이루어지고있다. 또한지면의한계로소개하지못했지만계측된결과를처리하는소

프트웨어, 자료전송을위한네트워크, 자료처리및표출을위한하천정보화시스템도병행하여급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이러한첨단하천계측센서의발전은인류가하천을보다잘이해하고이용하며,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계측센서가 해외에서 개

발되어 국내의 경우 아직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기술의 종속이 심화되고 있다는 측면이다. 다행히

여러논란에도불구하고 4대강사업이후국내에서도하천계측센서에대한인식이재고되어있으며세

계적수준의 IT 기술을기반으로, 해외기술못지않은국산기술을바탕으로한계측센서의개발이기대

된다. 

<그림 8> 자기유속계의 원리와 계측기기

<그림 7> 항공기 탑재 수심관측용 Li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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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하천시설물은 본래 그 역할이 홍수 및 유사의 제어와 조절, 이·치수를 위한

흐름의 제어와 유도, 그리고 하천 환경의 유지와 개선에 있으므로 물과의 접촉

빈도가많아타시설물보다손상및노후화가빠르다. 또한, 하천시설물은댐,

하구둑, 제방, 호안, 수제, 보, 갑문, 수문, 수로터널, 운하 등(하천법 제 2조에

의거) 주로규모가큰토목시설들이므로하천시설물관리가소홀하게되어문제

가 발생할 시에는 유지보수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구비가 소요될 뿐만 아

니라, 큰 재해로이어지게되어있다. 따라서, 하천시설물의유지관리는경제적

측면과시민들의안전을위해서반드시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하천시설물들은 첨단화된 관리 기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IT기술 발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첨단화된 IT기술을 하천시설물 관리에 적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하천시설물을유지관리할수있는지에대하여논의해보고자한다. 

2.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의 개념 및 현황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란 완성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할 수 있도록 취하는

모든제반조치를일컫는것으로서크게점검과보수로구분된다. 하천시설물의

주기적인점검을통해시설물의상태및노후정도를파악하여필요시에보수공

사를실시하게되는것이다. 따라서하천시설물을첨단기술을이용하여관리한

다함은보수가아니라점검부분에적용한다는의미가된다.

시설물의점검은하천시설물의손상및결함을조기에발견하여손상의확대

를미연에방지하는데에그목적이있다. 이에 따라, 하천시설물은「시설물안

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의하여각시설물마다정기점검을실시하게되어있으

며, 필요시에는 긴급점검이나 상시점검 등을 통하여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국내하천시설물의점검관리는대부분수작업으로이루어지고있

어인력을낭비하고있으며, 시설물의변화에대해서도미연에방지하지못함에

따라여러위험한상황에놓이기도한다. 

김홍식 ┃㈜웹솔루스대표이사

김홍식 표이사는 서울 학교 토목공학과에서 학

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 다. (주)웹솔루스를

2001년도에 창업하면서 수자원, 상하수도 분야에

IT를 융합시키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

기술부 등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 참여하 으며,

하수관거모니터링시스템, 상수도통합관리시스템,

수량 수질 계측센서개발 등 융합기술개발을 시도하

고 있다.

IT 기반하천시설물

관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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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하천시설물의관리는관리대장에수기로기록하고추후전산화시키는방법을주로사용하

고있다. 또한, 점검자는시설물을점검하기위해서점검해야할시설물을관리하는문서를통하여당일

확인하고 점검한다. 따라서 관리자가 수기로 기재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점검

시기를놓치더라도이를알수있는방법이없다. 

최근에는전자펜등으로점검사항을입력하거나웹을통해하천시설물을관리하는방법도시도되고있

다. 하지만이러한시스템은점검내용을디지털화하여저장할수있게되었다는장점은있으나, 전자펜

에입력된내용을 USB 등을통해컴퓨터로옮기는과정을거쳐야하거나웹을통해사용자가컴퓨터에

일일이점검사항을입력해야하는등여전히번거롭고편리하지않은단점이있다.

3. 첨단 기술을 이용한 하천시설물 관리 방안

실제 다기능보운영관리자와의 심층면담을통하여하천시설물 점검시에는 시설물제원및해당시

설물 담당자 연락처 등이 가장 필요한 정보라는 점과, 수시로 실시하는 육안점검 중에 하천시설물에 문

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카메라로 직접 촬영을 하여 사무실로 복귀 후 모니터를 통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는점등을확인하였다. 이에따라하천시설물정보를손쉽게취득하는방법으로서NFC태그를이

용하게되었고, 이태그를읽어제원정보를보고, 점검사진과점검내용을함께업로드할수있는기능을

구현하기위하여하이브리드앱기술을사용하게되었다.

3.1 적용기술

3.1.1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NFC)

NFC는 Near Field Communication 의 약어로, 근거리 자기장 통신을 뜻한다. 널리 잘알려진 차세

대인식기술인RFID(전자태그)의일종으로서RFID 이후의기술이라고할수있다. NFC는 13.56MHz

주파수를사용하여 10Cm 이내거리에서낮은전력으로전자기기간의무선통신을가능하게해주는비

접촉근거리무선통신으로, 초당전송속도는최대 42kbps이며, 근접성의특성과암호화기술로보안성

이뛰어나고, 단말기끼리인식하는데복잡한페어링(pairing)1) 절차 없이 1/10초 이하로인식이가능하

다는특징이있다.

<그림 1> NFC 태그와 스마트폰 사이의 작동원리

1) Pairing : 두 기기가 블루투스 등의 신호로 연결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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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NFC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NFC태그와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리더기가 필요하다.

RFID태그는리더기로서PDA가별도로필요한반면에, NFC는우리가일상적으로사용하는스마트폰으

로도인식이가능하기때문에별도로리더기를구매하지않아도된다는장점이있다. 2011년 후반기이

후출시된안드로이드모델대부분은NFC 리더기의기능을탑재하고있어이를통해신용카드및교통

카드등의기능을사용할수있게된다. 

3.1.2 하이브리드 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종류는 네이티브 앱(Native App), 웹 앱(Web 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 등 3가지로구분되는데, 하이브리드앱은그이름에서유추할수있는바와같이네이티브앱과웹

앱의중간적인형태로이두가지어플리케이션의장점만을모아놓은것이다. 

현재웹이나앱에서주목받는키워드는‘크로스플랫폼’이라고할수있다. 즉, 어떤앱을개발하였을

때어떤플랫폼에서도구동될수있도록개발하고있는추세로, 이를표방하는것이바로‘하이브리드’라

는 개념이다. 하이브리드 앱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호환성이 좋은 웹 앱의 요소와 각 플랫폼에 의존적인

디바이스(Device) 기능을쓸수있는네이티브앱의요소를가지고있다는특징이있다. 

하이브리드앱의장점으로는하드웨어접근성이양호하며일반적인웹기술로구현이가능하다는점,

실행속도가양호하며앱스토어를통한배포가가능하여사용자접근성이높다는점, 멀티플랫폼을지원

하여호환이나이식이좋다는점등이있다.

이러한하이브리드앱의구현을가능하게해주는것이바로폰갭(Phone Gap)이다. 폰갭의가장큰특

징은HTML5, CSS, 자바스크립트를이용하면폰갭에서의라이브러리를통해여러종류의스마트폰어

플리케이션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폰갭을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의 자이로 센서, 카메라,

주소록, GPS 등스마트폰에탑재된기기들을제어할수있는네이티브앱의기능을활용할수있어이를

응용한다양한어플리케이션을제작하는것이가능해진다.

기능 설명

<표 1> NFC의 기능

Card Emulation 카드기능이있어카드를대신할수있음

Reader/Writer 읽고 쓰기가 가능하여 chip에 간단한 정보저장이가능함(1K Bytes)

Peer to Peer
상호 단말기끼리통신이가능하여, 한 단말기가데이터를읽어오는 Reader가 되고 나머지

다른단말기가데이터를저장하는태그가될수있음

구분 NFC RFID

통신거리 10cm이내 수십 cm이내

리더기형태 스마트폰 PDA

특징 양방향읽기/쓰기 가능 읽기만가능

보안성 암호화적용가능 암호화적용불가능

이용성 사람중심의서비스 물체중심적서비스

주요서비스분야 결제, 광고, 공유, 원격제어, 모바일 신분증등 유통, 물류, 물품관리, 상품추적, 이력관리 등

<표 2> NFC와 RFID의 차이점



3.2 NFC 태그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하천시설물 관리 시나리오

먼저, 점검이필요한하천시설물혹은그주변에는고유의 ID를심은NFC태그가부착되어있다. 하천

시설물관리자는업무시작시간에맞춰정기점검혹은상시점검알람을스마트폰을통해전달받게되고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러 나간다. 점검을 나선 하천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

고로그인을한다. 그리고스마트폰을NFC태그에인식시키면담당자는해당하천시설물의제원이나담

당자등에대한정보를볼수있게된다. 하천시설물관리자는각점검항목에대해서 <양호, 보통, 미흡>2)

으로 구분되어 있는 스마트폰 화면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완료버튼을 누른다. 이때 서버로 전송된

체크 리스트는 날짜 및 시설물별로 저장되어 점검 히스토리를 구성하게 되고, 로그인한 담당자의 점검

이력도 서버에 남게 된다. 이렇게

저장된점검이력은정기점검과상

시점검을 알람으로 알려주기 위한

데이터로써도활용되게된다.  

하천시설물 관리자는 점검 중에

균열이나 누수 등 육안으로 판단

가능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DB에 업

로드한다. 이렇게업로드된 사진은 컴퓨터모니터혹은빔프로젝션

을통하여함께살펴보면서상태파악및보수등에대한계획을세울

수있도록도와주는 역할을하게된다. 또한 하천시설물 관리자는 점

검을 통해 위급상황이나 문의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하천시설물 제원

정보에 함께 기재된 담당자 이름을 누름으로써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게된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한 방법으로 하천시설물 점검 이력을

체계화하여누적시키게되면담당자가바뀌거나새로운인력이투입

되는경우에도업무인수인계및업무파악을용이하게할수있게되

며, 추후 하천시설물을 새로 설계할 때에도 점검 및 보수 이력 등을

참고할수있게된다. 

4. 전망 및 제언

하천시설물은댐이나제방, 보부터친수공간에설치된다양한시설물까지많은것들을포함한다. 이러

한모든 하천시설물에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NFC태그와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점검관리 한다면하천시

설물들의 유지관리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천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

이는데에크게기여하리라고생각한다. 

한발더나아가, 본래모든시설물은유사한과정을통해점검·관리된다는점에착안하여 NFC태그

와스마트폰을타시설물관리에도적용한다면그활용성은더욱높아지리라기대할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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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FC 태그를 부착한 하천시설물(예시)  

<그림 3> 하천시설물관리 앱 로그인 화면

2) 「2012년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는 손상 판정기준을 참고함



1. 서론

약 3세기전뉴턴의사과로부터 시작된초기이론물리학에서 상대론, 양자론

이라는현대물리학에이르기까지수많은과학자들은‘자연은일정한법칙에따

라운동하는복잡하고거대한기계’라는기본적전제를가지고자연의현상들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가진 법칙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고자 많은 노력

을 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인류에게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는 사람을 우주로 보냈고,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시

작했다. 특히, 최근의발전을더욱가속시킨것이바로컴퓨터의발전이다. 컴퓨

터는인간이만든최고의도구로서컴퓨터개발이전상상으로만가능했던많은

것을가능하게해주었다. 특히, 과학자들에게는자연현상의물리적인관계를설

명하기위한복잡하고방대한수학적모델들을불과수초에서수일안에수행하

여자연현상을재현하고앞으로발생할현상이어떨지를예측할수있는수준까

지 가능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실제 자연현상을 이루고 있는 여러 요인들간의

복잡성(complexity)과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한 물리적 관계에 대한 한계성 때

문에물리기반의수학적모델들은여러가정을통해단순화되어제한된자연현

상의 물리적인 관계만을 설명해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물리기반 모델들의

단점은 실험실에서 재현된 현상 혹은 관련된 자연현상을 관측한 데이터로부터

물리적현상의복잡성을감소시키는경험적(empirical) 방법과복잡한통계방법

을 통해 보완되어 왔다. 최근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기존 방식으로는 분석할 수

없었던방대한데이터를분석할수있게되면서빅데이터(Big Data) 분석이라

는개념이등장하였고, 이러한빅데이터분석을통해물리적으로설명할수없

는사회현상변화의해석과불확실한물리적관계의해석이가능해지고있다.

2. 물리기반 모델과 데이터 기반 모델의 결합

옛날선조들은수박을두드렸을때의소리로그수박이잘익었는지, 아직덜

익었는지 구별할 수 있었다. 지금은 보통 수박의 당도, 색깔, 무게 등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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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그수치들이수박이가장잘익었을때의수치와비슷할때그수박이잘익었다고판단할수있는방

식으로수박의상태를구별하고있다. 두방식중어느것이더정확할까? 물론, 두번째방식이객관적이

고더정확할것이라고생각할것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방식은정확성이떨어질까? 이 방식은과학적

으로정확하게밝혀지지않았지만파동과관련이있고그파동의변화를통해수박의상태를상당히정

확하게예측할수있음이밝혀졌다. 

사실 두 가지 방식은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

로한방식들이다. 첫번째방식은수박을두드

렸을때의소리와수박의상태, 두번째방식은

수박이 잘 익었을 때의 조건과 수박의 상태라

는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수박의 상태를 판단

하는모델이라할수있다. 이방식에서수박의

물리적생성과정과여러환경요인에의한물리

적인변화등은중요하지않다. 수박이잘익었

을 때의 수박 상태에 대한 데이터만을 고려할

뿐이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모델은 우리에게

매우친숙하다. 바로우리가판단하고행동하는것을결정하는인간의뇌가아주복잡한데이터기반모

델이기때문이다. 우리의뇌는눈과여러감각기관으로부터주변의많은데이터를수집하고이것들은다

시경험혹은기억으로구성되어그것이무엇인지, 어떤행동을할것인지판단하거나유추하게된다. 하

지만, 이런데이터기반모델들은정확한판단이나유추를위해정확한데이터의습득이중요하다. 우리

가 두 번째 방식이 더 정확하다고 느끼는 것은 수박의 상태를 측정하는 물리적인 프로세스의 정확성에

큰가중치가주어지기때문이다. 수박의당도, 무게, 색깔등의측정결과는물리적인프로세스를통해수

치적으로표현하는일종의물리기반모델로볼수있다. 이렇듯우리는물리기반모델과데이터기반모

델을결합을통해보다정확한판단을기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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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박선택 모델

<그림 2> 물리 및 데이터 기반 모델 결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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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기반모델과데이터기반모델의결합은일종의앙상블(ensemble) 모델링개념으로설명할수있

다. 앙상블모델링은크게, 같은데이터를여러다른모델의적용을통해데이터가가지는불확실성의범

위나결과의변동성을분석하는방법과한모델의결과를이용하여다른모델의적용을통해새로운결

과를유추하는방법으로나눌수있다. 앙상블모델링의개념은물리기반모델과데이터기반모델의상

호보완적인결합방식을가능케한다(그림2). 우선, 물리기반모델을통해정확히해석되는부분이외의

부분을데이터기반모델을통해분석하거나 (Type I), 물리기반모델이가지는여러가정의불확실성범

위에따른결과의변동성과불확실성을데이터기반모델로분석하는방식(Type II)과 데이터기반모델

로분석한결과를제시하고이를통해물리기반모델로분석하는방식(Type III)이그것이다. 

3. 물리-데이터 기반 결합 모델의 사례

최근물리기반및데이터기반모델을결합한분석방식(이하물리-데이터기반하이브리드모델)을통

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물리-데이터기반하이브리드모델에대한몇가지사례를소개하고자

한다.

3.1 빅 데이터 분석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과 더불어 빅 데이터 분석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빅 데이터는 데이터의 크기,

데이터가흘러들어오는속도, 데이터의형태등의요소에서정형화된기존의데이터와는상당히다른특

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통계 및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으로는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 데이터는 각종 센서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 및 가공된 데이터,

이데이터를이용한데이터기반및물리기반모델로생성된또다른결과데이터들이모두포함한다. 이

데이터를기반으로분석하는것을빅데이터분석이라고하며, 넓은범주에서앞서말한데이터기반및

물리기반모델의Type III 결합이라볼수있다.

현재구글, 야후!,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이베이, 아마존등많은글로벌인터넷, 커머스업체들

은이러한빅데이터분석기술과자신들만의프레임워크를개발하여플랫폼화하고오픈소스로공개하

기도한다. 국내의대표적인포털인네이버, 다음그리고삼성전자와같은디바이스제조사도스마트폰,

<그림 3> 빅 데이터 분석

(출처: Nigel Holmes 2012 / from The Human Face of Big Data)

<그림 4> F-35 전투기



스마트TV 시장이커지면서이에따른자체서비스의확장성과사업, 기술경쟁력강화를위해서자체기

술인력을확보하여기술을내재화하는동시에아마존등과클라우드서비스협력을강화하는등의움직

임을발빠르게진행하고있다. 

그렇다면왜빅데이터분석이필요할까? 

빅데이터분석을통해물리적으로설명하기어려운질병이나사회현상의변화에관한새로운시각이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으며 심지어, 미국 MIT의 토머스 멀른(Thomas Malone)과 같은 일부 학자들은 빅

데이터분석을통해인류가유사이래처음으로인간행동을미리예측할수있을것이라고믿고있다. 

빅 데이터분석은이미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고있다. 예를들면, 엄청나게폭주하는주식거래의실

시간 트랜잭션을 분석해서 위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찾아내거나 새로운 광고를 웹사이트에 노출 시켰

을 때 방문자들의 클릭 스트림을 빠르게 처리해서 고객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이를 광고의 노출 빈도와

시간을결정하는것에참고하고있다. 

3.2 고장예지 기술 (PHM: 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

Prognostics(예지기술)는어떤시스템이나그구성요소가제기능을수행하지못하는시기를예측하

는 공학 분야이다. Prognostic은 이상 징후를 의미하는 단어로 교량이나 항공기 등 구조물의 결함이나

비즈니스측면에서의위험성등시스템이가지고있는결함을모두포함한다. 고장예지기술은 1980년대

영국민간항공국에서헬기사고율이항공기보다 30배이상높아이를줄이기위해연구가시작된것으

로알려져있다. 1990년대 들어 헬기의 건전성상태를 관찰하는 HUMS(Health & Usage Monitoring

System)를 개발해 실제 헬기에 장착 및 운영함으로써 사고율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 2000년대에는 미

국국방고등연구국(DARPA)이구조건전성예지시스템과조건부정비프로그램을차세대통합전투기사

업인F-35 개발시적용해정비단계를획기적으로감소시켰다.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요구하는 전투기와 같은 항공기의 경우 대부분 신뢰성 기반 설계를 하고, 정

기적 유지보수, 즉 예방정비(PM: Time-based Preventive Maintenance)를 한다. 하지만 예방정비는

대부분을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어 아무리 숙련된 정비사라도 결함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제

결함의 유무와 상관없이 정해진 정비주기가 되면 무조건 정비를 실시하므로 잦은 가동중단(DT: Down

Time)과부품교체등으로막대한경제적손실이생긴다. 또한, 기존복잡한장비배선을제거한뒤다시

조립하는과정중작업실수로인해오히려큰사고의원인이되기도한다. 고장예지기술은운용중인시

스템혹은장비의결함이나성능저하를관찰하고, 이상징후를진단해고장수준또는사용불능에도달

할지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다. 고장예지 기술은 기존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기반 모델과

결함의 물리적 진행을 계산하는 물리기반 모델을 사용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은 결함 및 성

능저하진행에관한물리적특성을고려하지않고측정되는데이터를활용하여결함발생에대한불확

실성을주로분석한다. 

물리기반모델은시스템에대한물리적손상모델이있는경우에적용이가능하며, 가상의항공기운용

시발생하는물리적모델을통해결함의발생, 형태및성능저하진행을분석하는방법이다. 물리-데이

터기반하이브리드모델을통한고장예지기술은물리기반모델을통한결함의발생결과를데이터기반

모델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분석되며 데이터 기반 및 물리기반 모델의 Type II 결합이라 볼 수 있다 (출

처: 국방일보2012.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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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하이브리드 하천 모델링 시스템

국토해양부가지원하는건설기술혁신사업의일환인 [첨단기술기반하천운영및관리선진화] 연구단

(단장: 서울대학교서일원교수)에서는수자원분야에물리기반모델과데이터기반모델의결합을통한

하천모델링을하천관리방안의일부분으로연구하고있다. 수자원분야는지상의하천, 지표면등모든

공간에 존재하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 분야로 수량, 수질 및 환경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수자원분석에미치는요인의복잡도가크고통합적인자료의관측이매우어려워그특성상비

선형성과 불확실성이 큰 분야이다. 물리-데이터 기반 하이브리드 하천 모델링은 하천의 유출량과 관련

있는모든자료를데이터기반모형인인공신경망모형을기반으로클러스터링, 요인분석등다양한데

이터 마이닝 기술을 활용하여 유량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물리기반 모델인 Hydraulic

Performance Graph(HPG)를 이용하여미계측지점의유량및수위를예측하는하천모델링시스템으

로데이터기반및물리기반모델의Type I 결합이라볼수있다.

3.3.1 Artificial Neural Networks(ANNs) 모델링

인공 신경망 모델은 인간의 대뇌 기능을 모방한 학습 능력이 있는 단순화한 수리모델이다. 생물학적

뉴런의 세포체, 수상돌기, 시냅스는 인공 신경망에서 각각 노드(node), 연결가중치(weight), 입력노드

(input node)로구현되고여러계층(layer)을구성한다. 그리고신경망의각노드는각계층별노드와서

로 완전히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특정 입력자료 및 출력자료에 대해서 학습을 통해 연결

가중치가결정되고그연결가중치는입력자료와출력자료의관계를연결하는기억(memory)이된다. 인

공신경망 모델은 입력자료 및 출력자료의 단순 선형 및 비선형적 관계의 해석에 좋은 결과를 나타내며

특히, 복잡도가 큰 문제의 해결도 가능하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이나 알고리즘이 없는 경우에도

적합하며, 입출력 자료에 따라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분야에 널리 사용되어지

고있다. 

하천유량을예측하기위한ANNs 모델링절차는아래의그림과같다. 우선유량및수위자료를포함

한강우자료, 유역 면적등데이터를 습득하고, 요인 분석(Factor Analysis) 및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등의데이터프로세싱을통해해당지점의유량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인자

를선택한다. 그리고, 다양한유량패턴에대한학습이잘이루어지도록클러스터링방법을이용하여학

습및검사자료를구성하고인공신경망모델링을통해유량을예측한다.

<그림 5> 인간의 뇌 신경망과 인공신경망



3.3.2 Hydraulic Performance Graph(HPG) 모델링

하천 흐름해석 과정에서 분석 대상 하도 구간의 길

이가 짧아 구간 내 흐름의 통과시간이 수문곡선의 시

간변화에비해상대적으로작은경우에너지방정식을

기반으로 하는 점변 정상류(Gradually varied flow)

계산으로 통수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Hydraulic

Performance Graph(HPG)란 임의의 개수로 구간에

서가능한모든흐름조건에대한배수위곡선을도시

한 그래프(Yen과 Gonzalez-Castro, 2000)이다.

HPG는각하도구간에서가능한모든유량조건에대

한하류및상류수위의관계를그래프상에도시하며

이 때 하류 수위 혹은 수심 또한 가능한 모든 범위를

포함하도록한다. 

HPG는 아래의 그림과 같은 절차로 산정된다. 지형

자료입력후면적및통수반경을계산하고기울기, 조

도계수, 하도길이를 입력한 한계 수심, 등류 수심, 배

수위 등을 계산한다. 계산결과는 각기 다른 유량조건

에따른하류수심과페어를이루는상류수심을연결하

여HPG를완성하게된다.

3.3.3 물리-데이터 기반 하천 모델링 (HPG-ANNs 모델링) 

인공신경망을 통해 예측된 유량은 HPG 모델을 통

해해당지점및미계측지점을포함한전구간에대한

수위를예측하는데사용되어진다. 거꾸로HPG 모델

에의해계산된각지점의유량및수위예측결과는인

공신경망의입력자료가되어미계측지점및전구간에

대한유량을예측할수있게된다. 

인공신경망과 결합한 HPG 모델은 신뢰성 및 신속

성에 큰 장점이 있다. 인공신경망은 데이터를 병렬처

리하기 때문에 그 계산 속도가 빠르며, HPG 모델은

모든유량에대한각지점별수위및유량을미리계산

하여저장하기때문에유량예측에대한계산이빠르게

진행될수있다. 그리고비선형성이큰유량의예측을

인공신경망 모델로 수행하고 수위계산은 그 정확성이

입증된물리기반모델로수행되어지기때문에결과의

신뢰성이높다. 

신∙∙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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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인공신경망 모형을 통한 유량 예측 절차

<그림 7> HPG 계산 절차 및 HP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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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데이터 기반 하이브리드 모델링 시스템

4. 향후 전망

앞서다양한형태로결합된물리-데이터기반하이브리드모형의사례를살펴보았다. 하지만, 아직까

지물리-데이터기반하이브리드모델의활용은그다지많지않다. 단순히물리기반모형의매개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모델을 사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적

용보다는사회현상과인간의심리등을예측하기위한분야에그적용이한정되어있다. 데이터기반모

델은데이터분석에서대표적으로사용되는데이터마이닝, 기계학습과같은컴퓨터사이언스기반으로

발전해왔으며, 컴퓨터의 빠른 발전 속도와 더불어 크게 발전하고 있다. 이 기술을 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자연현상이나아직까지밝혀지지않은물리적관계의발견을위해기존의물리기반모델과결합하

여활용한다면, 기존물리기반모델의한계를보완하고더나아가물리-데이터기반의물리적관계를분

석하는한분야로도발전할수있지않을까조심히예상해본다. 이를위해이분야에대한많은관심과

물리기반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기반 모델의 전문가 혹은 데이터 기반 모델을 연계한 물리기반

모델전문가의양성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그림 8> 물리-데이터 기반 하천 모델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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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의
인문학산책Ⅱ

박칠림 ┃서울대학교공과대학

건축학과동문

박칠림 동문은 1965년에 서울 공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우건설 근무를

시작으로 우건설 기술연구원장,

POSCO 건설본부 등에서 근무하 다.

은퇴이후 연세 , 고려 , 한양 , 성균

관 등에서 강의교수를 맡고 있다. 

한민국 건설기술 상과 통령 표창,

산업훈장 등을 수상하 다.

지난호의 인문학 산책을 요약하면 셰익스피어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500여 년 전

16세기에전문지식을올바로쓰지않고요란한화술과장황한궤변으로국민을혼란

스럽게만들어본질을벗어난결론을유도하는사이비전문가, 지도자를경계했고, 게

오르규는25시에서사상적독재가판치는인권의암흑시대였던50여년전인권의횃

불을전세계에밝혀주었던것을알았다. 이제인문학산책-2를계속해보자.  

프랑스 소설가 서머싯 몸은 오랫동안─왜 위대한 작품을 남긴 사람들은 문제적 삶

을살다갔는가?─라는의문을가졌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이물음을 주제로 소설을 쓴다. 바로 '달과 6펜스'라는 작품이

다. 달은예술적가치나작품창작의위대함을뜻하고6펜스는현실을상징한다.

소설은화가고갱의삶에서힌트를얻었지만그의삶을그대로그린것은아니고창

작이다. 주인공 찰스 스트릭랜드는 평범한 아내와 두 아이를 가진 런던의 40대 주식

중개인이다. 평범한그는사회의보통사람과마찬가지로동일한가치관을가지고있

다. 그러던그가어느날갑자기화가가되겠다며가정과직업, 모든것을버리고파리

로떠난다.

“나도평범한삶이주는조용한사회적가치와안일한행복은알고있다. 그러나좀

더위험스럽고긴장감있는삶을살아보고싶은욕망도있다”그러나그가착한일만

한것은아니다.

파리에서 그가 굶주림과 병으로 쓸어졌을 때 네덜란드 화상 스트로브의 구원을 받

는다. 그는스트릭랜드를집에데려가극진히보살펴준다. 그러나스트릭랜드는스트

로브의아내블랑시와사랑에빠져동거하며, 은인스트로브를배반한다. 그러나그것

도오래가지못하고블랑시와헤어진끝에블랑시를자살로몰아넣고다시거리의노

숙자로 지내던 스트릭랜드는 천신만고 끝에 타히티로 가는 배를 얻어 타게 된다. 그

곳에서원주민처녀와오두막에서살기시작한그는타히티의자연에묻혀열심히그

림을그리던중나병에걸려죽고말지만, 그가원하던미술의경지에도달했기에죽

을때불행하지않았다. 그는 필생의역작을오두막벽에그려놓고마을사람들에게

자기가죽으면자신과오두막과그림을모두불태워달라는유언을남기고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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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런던에두고온전처에이미는집을나간스트릭랜드

에게몹쓸병에걸려죽으라고저주를퍼붓지만그의그림이

유명해지자그의그림으로온집안을장식하고자기가바로

천재화가의부인이라고떠들며다닌다.

이 소설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대립되는 가치관이 엉켜 있

다. 그러나중심화두는‘안일한삶보다창조적열정을발휘

하는 삶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물론 가정과 행복을 버리고

훌륭한 성과를 얻는다 해도 여러 사람을 불행하게 해 놓고,

무슨의미가있는가? 라고생각하는사람도많겠지만그러나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개인과 가정의 행복만을 최고

의 가치로 추구했다면 예수도 부처도 세종대왕도 미켈란젤

로도없지않았을까?

1980년대초반전세계에방영된과학다큐멘터리코스모

스는 TV 교양프로그램으로 시청자의 상상력을 확대시켰다.

46세의 미 코널 대 교수 칼 세이건이 기획 출연한 코스모스

는 무한한 우주의 신비와 개념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설명

하여우리인간이수천兆개의별중하나인푸른지구라는

행성에서살고있는우주의나그네임을깨우쳐주었다.

수천억개의별들로이루어진은하를 수천 억개나품

고있는우주와, 그 광막한대우주의변방에있는아주작은

항성 태양이 이끄는 태양계 안에서 창백하고 푸르게 빛나는

지구에이르기까지코스모스(우주)에대해우리인류가알게

된것, 알게된과정, 앞으로알아갈것들을소개하고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함인 것을 자상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더불어 허블망원경이 찍은 사진을 보여줌으

로서우리에게우주에대한개념을확실하게심어주었다.

우리는 나그네로 시작했으며 나그네로 남아 있다. 인류는

우주의해안에서충분한시간동안꿈을키워왔다. 이제야비

로소별들을향해돛을올릴준비를끝낸셈이다. 명저 코스

모스는TV시리즈원고를책으로재구성한것이다.

사진-1. 우주를 탐색하는 허블망원경 사진-2. 은하의 한 변방에 속한 태양계

사진-4. 태양과 행성 크기 비교 사진-5. 우주의 항성과 태양의 크기 비교

사진-3. 태양계 행성 크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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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우크라이나 이민 노동자의 아들로 뉴욕 브루클린

에서 태어난 어린 소년 칼 세이건은 어느 날 도서관 사서에

게 별(star)에 대한 책을 읽고 싶다며 책을 찾아줄 것을 부

탁한다. 사서가헐리우드의유명연예인(Star)에대한 책을

건네주자소년세이건은고개를저으며하늘에있는진짜별

에대한책을보여달라고요청한다. 세월이흘러세계적천

체 물리학자가 된 소년은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을 기억하며

세계 어디선가 우주, 별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코스모스프로젝트에참여한다.   

광막한우주와인류에대한위대한통찰력과그속에존재하

는티끌같은지구를사랑하는마음이책곳곳에녹아있다. 요

즘같이 파렴치한 종교인, 정치인, 기업인들로 마음이 우울할

때이책을읽으면답답했던마음이시원하게정화될것이다. 

코스모스는 1980년 출간된 이후 전 세계에서 1,000만부

이상팔려나갔으며역사상가장많이팔린과학도서의자리

를 아직도 지키고 있다. 도서 코스모스의 가치는 인간의 본

질을지구적관점이아닌우주적관점에서보았다는데있다.

코스모스는 13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은하단, 은하, 항성,

항성계, 행성 등으로 구성된 우주에서 인류는 그 중심이 아

닌변방임을깨우치는것으로시작된다.

著書 코스모스의 인기와 반대로 칼 세이건은 학계의 질시

를받았고, 학자들의반대로미국립과학아카데미회원자

격도 얻지 못하고 64세로 타계했다. 그는 시인의 가슴으로

추상적이고 어려운 우주를 쉽고 생생하게 전 세계인의 안방

으로전파한위대한과학자였다.

나자신을충전하는과정에서천체물리학에관한월터르

윈 MIT교수의 <나의 행복한 물리학 특강>을 읽어보니 한번

읽기시작하자책에서손을뗄수없었다. 

이제그중몇가지를소개한다.

❶우리가 맨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이다. 이 은하는 우리 은하계로부터 250만 광년

(2,400경<京>km -현기증 나는 거리) 정도 떨어져 있지

만천문학세계에서는바로이웃이나마찬가지거리이다.

이은하에들어있는별은무려2,000억개이지만우리눈

에는 그저 흐릿한 반점으로 보일 뿐이다. 우주에서 보는

빛의 속도(초속 30만km)는 지구에서 달팽이가 기어가는

속도정도로보인다니우주의크기를상상해보시라!

❷현재까지밝혀진바에의하면우리우주에는은하계에있

는별의수만큼많은은하가있다니수천억×수천억=10¹¹

×10¹¹=10²²개의별이우주에있는셈이다. 허블망원경으

로 우주의 심연을 관찰할 때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은하

인데너무나멀리떨어져있어그안에있는엄청나게많

은별들을개별적으로판독하지못한다. 

❸관측 가능한 은하는 1000억 개 정도이며 우리 눈에 보이

는우주의 4%만이별과은하이고 23%는암흑물질이라는

보이지않는물질인데이물질이존재한다는것은알지만

사진-6. 우주선에서 본 지구의 밤빛-선진국과 개도국이 명확히 구분된다 사진-7. Big Bang 이후 우주와 생명의 진화, 원통의 직경은

시간 별 우주의 크기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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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는 아직 모른다. 나머지 73%는 암흑에너지라는

방대한 에너지인데 이것도 보이지 않으며 정체를 모르고

있다. 결국 우리는 우주의 96%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셈이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7억 살이지만 Big Bang 이

후우주공간이엄청나게팽창해왔으므로현재우리는빅

뱅이후 4억~8억년무렵에만들어진은하들도관측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137억 광년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

다. 천문학자들은관측가능한우주의크기가470억광년

정도라고추정한다.

❹인공위성을 타고 우주로 출발하는 우주인들이 출발 시에

잘 맞았던 우주복이 우주 공간에 올라가면 작아져서 꽉

조인다고불평하기에스카이랩우주정거장에서6명의우

주인들을대상으로행한실험에따르면이들모두의키가

우주공간에서는 3% 가량 커졌는데, 이는 키가 170cm인

사람의 경우 5cm 가량 커진다는 뜻이다. 이유는 우주 공

간에는지구의중력이작용하지않아키가커진다는뜻이

며, 그 후우주복은이를고려하여각자키의 3% 정도크

게 만들고 있다. 또 사람이 서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

키가 더 크다. 월터 르윈의 실험에 의하면서 있을 때

185cm인사람은누워있으면2.5cm 커진다.

❺ 1831년 마이클 패러데이는 전선을 여러 번 감아서 만든

코일속에서자석을움직이면코일에전류가발생하는현

상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도 처음에는 이 발견의 중요

성을 알지 못했다. 집에서도 쉽게 실험해 볼 수 있는 이

현상을이용하여발전기가만들어져전기를생산해전세

계 인류의 경제와 생산과 삶의 모든 것이 전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운영된다. 패러데이의 발견 뒤 16년 후 태어

난토머스에디슨에의해전구가발명되고계속하여다양

한전기, 전자산업발전의기폭제가되었다. 만약이현상

을발견하지못했더라면우리는지금도 17세기우리조상

들이 살아왔던 삶과 같은 상태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촛

불이나호롱불을켜고라디오, TV, 전화, 컴퓨터, 이동전

화, 냉장고, 세탁기도없는세상을생각하면세계어떤훌

륭한 정치지도자나 유명인사보다도 인류에 공헌한 패러

데이에게끝없는존경과감사를표해야할것이다. 

이같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은 묵묵히 대가를 바라지 않고

미래의후손들을위해빛안나는공헌을해왔다. 그러나

근래 선거철만 되면 입만 살아서 온갖 선동과 인신공격,

언론 플레이를 일삼는 대다수 정치인들의 행태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러한 훌륭한 과학자들을 아무리 존경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근래 우리 과학자 중에도 권

력과밀착하여그들의주위만서성거리는과학자, 전문가

도많지만말이다.

❻인류의수많은과학적성취들중에비행기처럼대단한것

도드물다. 비행기는기압차이로생기는바람을이용하여

무려 450톤이나되는중력을이겨내고새처럼날아이륙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교과서에는 비행기가 뜨는

것은 모두 베르누이의 정리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사실

은 비행기는 베르누이의 양력만으로는 절대로 뜰 수 없

다. 반작용양력이더해져야한다. 반작용양력은위로조금

기울어진비행기날개밑으로공기가부딪치며지나갈때

발생한다. 실제로 약 1만km 상공에서 시속약 900km로

비행하는 보잉 747의 양력은 80% 이상이 반작용양력에

서 얻고 베르누이양력은 20% 이하이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창문을 내리고 손을 밖으로 내밀고 손바닥의 각도

를 앞쪽이 조금 들리도록 하면 손바닥이 위로 뜨는 느낌

을받을것이다. 이것이바로반작용양력이다.

이상우주의신비를읽고관심있는분은“나의행복한물

리학 특강-월터 르윈 著, 고 종숙 옮김, 김영사 간행”을

읽어보기를권한다. 아마도우리가지금까지잘모르면서

도 대충안다고 생각했던 심오한 우주의 천문학적 지식을

명쾌하게 밝혀줄 것이다. 그것도 이론이 아니라 실험을

통한상세하고알기쉬운설명과더불어.

❼인류는태양계밖의어디엔가있을행성들의생명체를찾

는작업을계속하고있다.

우주에는 10²²개의별이있는데이별들이태양처럼 10개

의행성을가지고있다면우주에는 10²³개의행성이있는

셈이다. 이 무한한 행성 중 어디엔가 있을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한 효과적 방법은 전파를 주고받는 것이다. 그런

데무한히많은별들중어디로보내야하고어떤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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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써야하는가?

어쨌든 1974년 푸에르토리코의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을

통해지구의메시지가전송되었고지금도계속되고있다.

과학자들은가능한한많은수의잠재적수신자들을목표

로M13이라는 30만개의별들로구성된구상성단으로 수

소가 복사하는 에너지의 2진법 기호의 주파수로 1에서

10까지의 숫자, 원소들의 원자번호, DNA분자의 형태와

태양계의모형도가들어있는메시지를보냈다.

이 메시지는앞으로 24,000년 후에나도착하게될것이므

로외계인이메시지를포착하고즉시회답을보낸다하더라

도우리는48,000년을기다려야한다는문제가남아있다.

❽그렇다면 메시지를 전송하는 대신 인류보다 먼저 외계인

이보낸메시지를찾아내는것은어떨까? 지금이순간에

도외계문명이보낸전파가우주공간을휘젓고다닐지모

르니까. 1992년 10월NASA는외계문명이보낸전파수색

계획에 착수했다. 언젠가 우주의 불안한 침묵은 깨질 것

이다. 그날은인류역사의위대한전환점으로기록될것이

다. 비록 우리가 외계 메시지를 해독하지 못한다 하더라

도 메시지 자체가 엄청난 충격일 것이다. 인류가 외톨이

가아니라는인식은인류가물질세계와어떻게조화를이

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이다. 우

주는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이고 우주의 아름다움을

느낄수있는외계의생명체들도우주가고향이라는것을

알게될것이므로. 

프랑스어로“귀족은의무를갖는다”는뜻을의미하며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과 국민의 의무를 실천하는 높

은도덕성을요구하는말이다.

이말의역사와어원은 14세기로거슬러올라간다. 영국과

프랑스의백년전쟁(1337-1453) 당시프랑스의도시칼레(영

불해협에서영국과가장가까운도시)가영국군에게포위당

했으나 전 시민이 1년 가까이 굳게 싸우다 식량이 고갈되어

항복하게 된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칼레시가“항복 할

테니 시민의 생명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 주는 대신

칼레시민6명을장기간저항의대가로시민대표6명을교수

형에처하겠으니선정하여보내라명한다. 

이 소식을 들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모두 황망, 비통하

여울부짖는상황에서그렇다면누가교수형을받을것인가?

서로얼굴만쳐다보며긴침묵에잠겼을때, 첫번째로이도

시 제일의 부자가 처형을 자청하고 나섰고 뒤이어 시장, 돈

많은상인父子, 법률가, 귀족등 6명이자원하여영국왕앞

에서 교수형을 당하려는 순간 이들의 희생정신에 감복한 임

신 중인 영국 왕비가“이들을 죽이면 뱃속의 당신의 아기에

게 불행이 올 것이니 이들을 살려주자”고 왕에게 거듭 간청

하여처형을면하게된사건에서유래한다.

고대로마제국에서도노블레스오블리주는불문율로귀족

들은 실천에 자부심을 갖고 전쟁터에서 그들의 자제를 항상

선봉에세웠으며공공시설건축, 복구와빈곤퇴치에자발적

기부를했고우리나라에도“경주최부자집-흉년에도사방

백리안에굶는백성이없게하라, 벼슬은진사이상하지마

라”등의사례가있다.

1984년 칼레 시는 세계적 조각가 오귀스트 로뎅(1848-

1917)에게 이들 6명을 추모하는 조각 제작을 의뢰하여 11년

간심혈을기울인작품이 1895년 완성되자칼레시민들은당

당하고 영웅적인 인간의 모습을 기대했으나 그들은‘눈앞에

닥친죽음에대한공포와절망에찬너무나도침통하고평범

한인간의모습’을가진작품을보고실망한다. 

그러나로댕은‘죽음의두려움에맞서자신을희생하는것

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뜻을 작품에 나타낸 것이다. 이 작품

은 6명의조각상이각각다른자세로서서사형을목전에둔

침통한표정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 이작품은현재세계12

곳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고, 미국 스텐포드대학 교정에도

세워져있다.(사진) 서울의로뎅갤러리에도전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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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 스텐포드 학 교정에 전시된 칼레의 시민 조각 상(로뎅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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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의 명반사냥이야기 일곱 번째

아침이슬

1926년 윤심덕의 <사의 찬

미>로 부터 시작된 한국의 대

중음악사는 갓 21세의 청년,

김민기를 만남으로서 혁명적

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영어노래가아니면 '촌스럽다'

는편견과트로트그리고사랑

과 이별타령에 갇힌 노랫말의

틀 속에서 김민기와 <아침이

슬>의 등장은 그동안 보지 못

했던 간결하지만 상징적인 가

사와 토속적이면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통해 갈 곳을 잃은

채 주저앉았던 한국 대중음악

에새로운정체성을불어넣으며대중음악사의흐름을단숨에바꾸어놓았다.

김민기는 1951년 3월 31일전라북도이리(익산)에서 10남매중막내로태어났다. 아

버지는 의사였지만 그가 태어나기 전 패퇴하던 인민군에 의해 피살되었다. 경기중학

교, 경기고등학교를거쳐미술반활동을하던그는 1969년서울대회화과에입학하였

으나곧휴학을하고고교동창이었던김영세와함께 '도깨비두마리'라는뜻의포크듀

오 '도비두'를 결성해 대학가와 음악다방을 떠돌며 음악활동을 시작한다. 1971년 <아

하누가그렇게/길 (김민기노래모음)>을발표하며싱어송라이터로한국대중음악사에

등장한다. 한국대중음악사에꼽히는 10대명반중하나의탄생이었다. 이듬해 1972년

봄, 서울대문리대신입생환영회무대에초청된김민기는후배들에게 <꽃피우는아이

>를 가르치다“반정부 분위기를 신입생들에게 심었다.”는 죄명으로 동대문경찰서에

연행된다. 그리고그의독집음반은전량압수, 폐기되었다. 마스터테이프도압수당했

으며, 제작에관여한모든관계자들도수차례남산중앙정보부에끌려가고초를받았

다. 이사건이후 75년긴급조치 9호로한국대중음악 222곡이 '시의에맞지않음', '창

법저속', '불신감조장'이란이유로금지곡판결을받았다. 송창식의 <고래사냥>은영

화에서신체검사에떨어져낙담한주인공이자살하는장면에쓰였다는이유로금지됐

다. 동일하게금지곡낙인을받은 <아침이슬>에는그러나아무런금지사유가명시되

지않았다. 

나용수 ┃편집위원

원자핵공학과교수

"김민기 1집"LP ( 도레코오드사 음반번호: EU 716)



C O L U M N

귀와입을빼앗긴나라. 

<물좀 주소>로 한국이란 척박한 땅에 포크음악을 심었던

한대수는 '행복의나라'를찾아미국으로돌아갔고, 김민기는

요시찰 인물로 규정됨으로써 그들이 이루지 못한 미완의 혁

명은고스란히양희은에게남겨진채, 한국의포크는그상징

성을땅에묻고서정적인가사와멜로디로포장한 '포크송'으

로새로운길을모색해야만했다. 

김민기의 기념비적인 데뷔음반이 압수, 폐기되자 총 10곡

이 수록된 LP 초판은 재킷과 수록곡이 다른 네 가지 버전으

로 발매되었다. 그 중 듀오 '도비두' 시절에 녹음한 <세노야>

와 연주곡 <4월>이 수록된유니버샬 음반은음반사냥꾼들의

표적이되었다. 그러나 1987년첫번째앨범이발표된지 16

년 만에 복권되면서 현대음반에서 1집이 복각되어 재발매되

었다. 그러나문제가되었던 <꽃피우는아이>는여전히삭제

된 채, <아! 대한민국>이라는 '건전가요'가 이를 대체하고 있

었다. 1993년 서울음반에서는 김민기의 곡을 모은 4장의

LP/CD가 발매되었고, 2004년에는그의데뷔음반복원반을

포함한 박스세트 <Past Life of...>가 CD로 발매되었다. 같

은 해 그를 존경하는 이적, 이소은, 이승열, 정재일, 전인권

등의후배들이모여<공장의불빛> 헌정반을발매하였다.

필자가 LP를 처음 수집하기 시작하던 시절, 김민기 1집은

초희귀반으로좀처럼구하기가어려웠다. 하지만한국대중음

악LP 가격이솟구치기시작하면서김민기 1집도서서히LP

가게들과 인터넷 매장에 등장하게 되어 대도 초판과 유니버

샬재발매반을그다지어렵지않게구하게되었다.

록뮤지컬<지하철 1호선>으로2007년독일 '바이마르괴퇴

메달' 수상자로선정된그는이렇게말했다.

“나는깃발을들고뭐라외친적이없다. 내작품은한마디

로우리가사는세상의칙칙한구석을들춰내는것들이다. 그

러니 힘을 잡고 있는 사람들 눈에 나는 역적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 노래들은 희망을 노래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

는것들이다.”

필자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는 하루 일과가

끝날때꼭<아침이슬>을부르게하셨다. 비장한애국가가된

<아침이슬>은자유가박탈된시대에젊은이들의외침이되었

으며 억압의 현실로부터 그들에게 해방감과 하나 되는 일체

감을 안겨주었다. 김민기는 동시대의 젊은이에게는 세대를

대표하는상징적인물로, 80년대이후세대에겐살아있는신

화가되었다. 그러나김민기가회고하듯이이는그의의도와

전혀상관이없었다. 오히려그에게는평생벗어나고자하나

벗어날수없는쇠고랑이되었으리라.

“... 군대생활할때가끔씩서울미대캠퍼스로찾아가거기

학생들이그려놓은그림들을보고“야! 내가발가락으로그려

도저정도는그리겠다.”하자“덩더꿍! 그럼형이화가하쇼.”

한게바로제미술입문의동기니까요. 그때부터음대생인저

는하루종일그림을그리고미대생인김민기는온종일기타

만퉁겨댔습니다. ... 알아두십시오. 한국광대의특징은여리

고여립니다.”조영남이회고하는김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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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김민기 [조선일보] 1970년 초 기독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민기와 양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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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죽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 해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뿐이지만 그래도 그 난

그 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 거든…. 

혼자 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냐

저 위에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텐데 뭐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 을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거기 부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앉아서 나는 봤지 낮은 데로만 흘러 고인 바다

작은 배들이 연기 뿜으며 가고

이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 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 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저며 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뿐이라구

하여 친구여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긴지도 몰라

우리 땀 흘리며가는 여기 숲속의 좁게 난 길

높은 곳엔 봉우리는 없는지도 몰라

그래 친구여 바로 여긴 지도 몰라

우리가 오를 봉우리

- 김민기<봉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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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원리와발광다이오드
(LED: Light Emitting
Diode) 조명

서종모 ┃전기정보공학부교수

서종모 교수는 서울 의 에서 학사와 석사와 박

사학위를 받고 안과 전문의로 서울 병원에서 재

직하 다. 동국 병원을 거쳐 2008년부터 서울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일하고 있다. 의사출신으

로 서울 공 교수가 된 첫 케이스로 전기 의학

융합연구실을 이끌고 있다.

이병호 ┃전기정보공학부교수

이병호 교수는 서울 공 전체 수석으로 전자공

학과를 졸업하고 국비유학으로 미국 UC버클리에

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부터 전기정보공학

부 교수로 일하고 있다. 2009년에 교육과학기술부

가 수여하는 과학기술자상을 수상하기도 하 다.

현재 광공학 및 양자전자연구실을 이끌고 있다.

최근LED 광원이저렴해지면서이를이용한조명기기와검사기기들이많이보급되

고 있습니다. LED 광원은 백열등이나 형광등과는 다른 방식으로 빛을 내기 때문에

기존에사용하던조명들과색감이다르게느껴지기도합니다. 이글에서는빛이만들

어지는원리를소개하고, LED 조명의특징과장단점을이야기하려합니다. 

밀물과썰물같은힘에의하여바닷물에생긴주기적인진동이퍼져나가는것이파

도이고, 공기가 흔들려생긴진동을귀속의달팽이관이 느끼는것이소리입니다. 빛

은 전자기파의 일종인데 전자파는 매질이 없어도 진행하는 특이한 파동입니다. 빛은

입자의 성질도 가지기 때문에 빛의 입자(광자)가 진공 중을 그냥 날아 간다라고 생각

하면매질이없어도빛이전달되는것을쉽게이해할수도있습니다. 전기장이진동하

면자기장이만들어지고자기장이진동하면전기장이만들어지는데이러한현상들이

서로맞물려전기장과자기장의파동이진행해가는것을전자기파라고합니다. 빛은

다양한파장의전자기파중사람의눈이알아차리는부분이며, 가시광선(可視光線)이

라고부르기도합니다. 반복하여흔들리는기본단위길이를파장이라하고, 1초동안

흔들리는횟수를진동수혹은주파수라고합니다. 전자기파는 1초에3억m를가기때

문에, 초당진동수 1억회, 즉 100 MHz 를쓰는FM 라디오주파수의파장은3m입니

다. 사람의 눈이 알아차리는 전자기파의 파장은 380 nm에서 780 nm 사이입니다.

780 nm 에가까운쪽은붉은색, 380 nm에가까운쪽은보라색으로느끼며, 그사이

의파장들을빨주노초파남보무지개빛으로느낍니다. 전자기파가전달하는에너지는

주파수에비례하며, 짧은파장의빛이주파수가높아서더많은에너지를전달합니다. 

불을 피우면열과빛이동시에나옵니다. 이때 나오는빛은불의온도에따라서파

장이변하는데, 낮은 온도에서는 긴파장인붉은빛을, 높은 온도에서는 짧은파장인

파란 빛을 냅니다.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완전히 흡수하였다가 완전히 내보내는 이론

적인 물체를 흑체 (black body)라고 하는데, 태양과 같은 불덩어리에서 나오는 빛이

흑체에서나오는빛과비슷합니다. 이러한원리를이용하여물체의온도를높여서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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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는 방법을 흑체복사라고 하고, 빛을 내는 흑체의 온도

를 색온도(Color temperature)라고 합니다. 즉, 파란 빛이

많이 섞여나오면 흑체의 온도(색온도)가 높은 편이고, 붉은

빛이많이섞여나오면색온도가낮은편입니다. 컴퓨터모니

터에서쓰는색온도라는것이바로여기에서나온말입니다.

낮은 색온도로 모니터를 맞추면 모니터 화면이 전반적으로

부드럽고노란빛이며, 높은색온도로모니터를맞추면모니

터가푸른빛이도는하얀색으로바뀝니다.

전기가흐를때저항이있으면이부분에서전기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전기로 물체의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물체의 온도를 높이면 공기와 반

응하여 불이 나고 타버리기 때문에, 에디슨은 털실을 잘 그

을려서숯같이만든뒤, 공기를빼낸유리관안에넣고전기

를 흘려 온도를 높임으로써 흑체복사 같은 빛을 만들어냈습

니다. 하지만, 털실 숯은 매우 약해서 빛을 안정적으로 만들

어내기 어려웠습니다. 연구를 거듭한 끝에 대나무를 숯같이

만들어서필라멘트로사용함으로써본격적인백열등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후 제네럴 일렉트릭 상표로 텅스텐 필라멘트

로사용한백열등이보급됩니다.

백열등은절대온도를높이는데에한계가있어서, 가시광

선 영역보다 적외선 영역의 복사를 더 많이 내어 효율이 떨

어집니다. 또한, 더 높은 온도의 흑체복사를 흉내내기 위하

여 강한 전류를 흘리면 텅스텐 필라멘트 백열등은 텅스텐이

기화되면서 백열등 유리 내부에 붙기 때문에 필라멘트가 쉽

게 끊어집니다. 그런데, 백열등의 진공유리관 안에 할로겐

원소인 염소나 요오드를 조금 넣어주면 할로겐 복원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서, 기화되었던 텅스텐이 유리벽에 붙는 대신

다시텅스텐필라멘트에붙습니다. 이를이용하여텅스텐필

라멘트 백열등에 강한 전류를 흘려 색온도를 높임으로써 더

밝은흰빛을내도록한것이할로겐등입니다.

흑체복사를 이용하는 조명은 온도를 높여 빛을 만들어 내

기 때문에 매우 뜨거우며, 식지 않은 상태로 만지면 화상을

입을수있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떨어져 있는 두 전극 사이에 강한 전압을

걸고 한쪽 전극을 가열하면 전자가 튀어나와서 다른 전극으

로 가는데, 이를 진공방전이라고 합니다. 유리로 진공관을

만들고, 이관안쪽에형광(螢光, Fluorescence)물질을발라

놓은 상태에서 진공방전을 일으키면 이동하던 전자가 형광

물질과 부딪혀 형광물질의 에너지를 높입니다. 형광물질은

높아진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방출하면서 원래의 에너지 상

태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형광등의

원리이고, 흑체복사와는 다르게 형광물질 내부의 에너지 높

낮이변화를이용하기때문에전자방출을위한전극가열부

분 이외에는 발열이 없습니다. 액정 디스플레이(LCD;

Liquid Crystal Display)의 경우, 액정이 자체적으로 빛을

내지 못하므로, 액정 뒤에 평판 형태의 형광등을 붙여서

LCD 화면을밝게만듭니다.

형광물질이아닌수은과같은액체금속을진공관안에채

운 상태에서 진공방전을 일으키면 수은의 에너지가 높아지

면서 액체도 기체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가 되는데, 이를 플

라즈마(Plasma)라고합니다. 얇고평평한유리판두장사이

에서 이러한 플라즈마/진공방전을 일으키면 빛을 내는 화면

을만들수있는데, 이를 PDP (Plasma Display Panel)이라

고 합니다. 화소 하나하나가 형광등처럼 빛을 내기 때문에

매우밝은화면을만들수있지만, 강한 전압을걸어줘야하

므로전기소모가큽니다.

수은이아닌제논(Xe)같은금속을채우고진공방전을일으

키면, 전극과결합하여있던제논입자들이기화되면서강한

빛을 내는데, 이러한 빛을 아크(Arc)라고 하며, 형광등이나

플라즈마등보다더높은전압이필요합니다. 하지만, 색온도

가높고빛의양이많아서강한빛이필요할때매우유용하

며, 이러한등을HID(High Intensity Discharge) 등이라고

합니다. 비싼 차의 전조등이나 비싼 수술 현미경에는 HID

등이들어있는데, 색온도가높아서푸른빛이감도는흰색이

나옵니다.

어떤물질에에너지를주면그물질을구성하고있는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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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변을도는외곽전자들이에너지를흡수하여높은에너

지 상태로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에너지 상태로 내려오면서

전자기파 형태로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을 내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자가 스스로 낮은 에너

지상태로떨어지면서빛을사방으로내는것인데이를자발

방출(spontaneous emission)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전자가 스스로 떨어지기 전에 지나가던 광자(빛의 입자)의

영향을 받아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광자

의 쌍둥이 광자를 복제해 내는 것입니다. 이를 유도방출

(stimulated emission)이라 부릅니다. 유도방출은 쌍둥이

광자를 복제해 내기 때문에, 빛의 파장과 위상이 동일하게,

즉 파동이 유지되면서 큰 파동으로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

와 같은 유도방출 현상을 이용하여 진동수가 일정하면서 아

주 강한 빛을 만드는 것이 바로 레이저입니다. 에너지로 활

성화시키는물질에따라서파장이정해지며, 따라서빛의색

도정해집니다. 최근에는특수한결정을써서파장을바꾸어

레이저의 색을 바꾸기도 하는데, 붉은 색의 레이저 앞에 이

런결정을끼워서초록색레이저포인터로만들기도합니다. 

화합물반도체라고불리는반도체중에서빛을낼수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의 전도대(conduction band)에

있는높은에너지의전자가가전자대(valence band)의낮은

에너지로떨어지면서빛을방출하는것입니다. 역시이경우

도 자발방출과 유도방출이 있는데, 유도방출을 이용하는 것

을레이저다이오드라고하고, 자발방출을이용하는것을발

광다이오드라고합니다. 자발방출은여러방향으로빛을내

기 때문에 유도방출을 이용하는 레이저 다이오드(레이저 포

인터에 쓰이는 것 같은)의 빛보다 집속성이 떨어지고 더 넓

게 퍼집니다. 그리고, 파장도 단일하지는 않고 스펙트럼의

폭이넓습니다. 하지만, 이폭은할로겐등과같은광원의스

펙트럼보다는 좁습니다. 이러한 발광 다이오드는 조명과 같

은응용분야에매우유용하게쓰이기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발광 다이오드는 붉은색 계열이어서, 초창

기 전자 제품에서 전원이 들어왔음을 표시하는 작은 점멸등

으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다양한 반도체 소자들이 개발됨

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발광 다이오드가 나왔고, 최근에는

파란 발광 다이오드도 나왔습니다. 흰색 발광다이오드는 파

란발광다이오드의표면에형광물질을발라서다파장의빛

이 나오도록 만든 것인데, 원래 파란 다이오드였기 때문에

형광등보다 파란 색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흰색 발광 다이

오드를 광원으로 사용한 병원 검사기기들로 환자를 관찰하

면 할로겐 등이나 백열등을 광원으로 사용한 기존의 검사기

기들로 관찰하는 것보다 파란 빛이 많이 돌아서, 죽은 사람

관찰하는것같다고말씀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

발광다이오드는가볍고, 수명이길고, 백열등이나할로겐

등보다 열이 적게 나오며 효율도 좋아서, 가볍고 배터리도

오래 가는 휴대용 검사기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술장의무영등이나수술현미경의광원으로도발광다이오

드가 쓰이기 시작하였는데, ‘죽은 색깔’같은 색감을 보다

‘살아있는’색감으로 바꾸기 위하여 흰색 발광 다이오드 사

이사이에 붉은색과 초록색 발광 다이오드를 섞어서 전체적

인색온도를낮추는방법을쓰기도합니다. 

최근에발전하고있는유기발광다이오드(Organic LED,

OLED)는플라스틱같은유기화합물을반도체처럼사용하여

만든 발광 다이오드인데, 고밀도로 점점이 늘어놓은 것처럼

만들 수 있어서 LCD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

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성질도 있어서 디스플레

이를휘거나접을수도있기때문에, 구부러지는디스플레이

로소개되기도하였습니다.

모닥불을 피워서 밤을 밝히던 빛이, 기름을 굳혀 만든 촛

불로, 그리고에디슨의백열등을거쳐이제는손안의불빛으

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로 인류의

밤을밝히게될지궁금해하며글을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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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대 교수로서‘서울 공대’지에 훌륭한 연구업적에 관한 기사가 나와야 하는

데“노는 것”을 소개하는 기사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실은비슷한기사를얼마전에‘한국공학교육학회지’에도실었는데, 80% 정

도는 자기표절을 한 것을 자수합니다. 학술지도 아니고 학술논문도 아니니까 너그러

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는어쩌다보니요트를아마추어로서좋아하고즐기게된사람입니다. 시작도얼

떨결에 했듯이, 매사에 그리 치열한 사람이 아닌 저는 유일한 취미인 요트도 그렇게

열정적으로‘올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큰 즐거움을 느끼고

주위사람들을데려가고싶어지니정말훌륭한취미가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도제

가알고있는대로요트에관한소개를드리려고합니다. 한 번맛을들이신후, 여러

분께일어나는일은제가책임질수없음을미리말씀드립니다.  

제가 요트를좋아하고즐긴다고하면제일먼저듣는얘기가있습니다. “보트와요

트는뭐가다르지?”“범선과요트는어떤관계야?”

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요트, 보트, 범선의세가지는모두다른구분법에의한배

의 종류입니다. 먼저“요트”라 하면 놀기 위한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박의 여

러목적중에서“요트”라고불리는배는스포츠와레저활동을위해서쓰입니다. 어부

들의배또는여객을수송하거나짐을옮기는배는“요트”로불리지도않을뿐더러요

트와는그생김새나설계등이다릅니다. 

그렇다면요트는꼭돛단배일까요? 눈치를채셨겠지만놀기위한배인요트의추진

동력은바람이될수도있고엔진이나전기모터가될수도있습니다. 바람의힘으로

추진을하는요트는“세일링요트”, 엔진으로추진하는요트는“파워요트”라고불립

니다. 우리가흔히보는“세일링요트”는또한“딩기요트”와“크루저요트”로나뉘는

데, 그구분은선실의유무와대양항해의가능여부에따릅니다. 즉선실을갖추고대

양을 항해할 수 있으면“크루저 요트”이고 그렇지 않으면“딩기 요트”라고 생각하시

면됩니다. 크루저요트는세일링을위주로하지만입출항이나비상시를위해보조적

으로엔진도장착하고있습니다.

이신형 ┃조선해양공학과교수

이신형 교수는 서울 학교 조선공학과에서 학사

를 졸업하 다. 동 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1998

년에 미국 University of Iowa에서 기계공학으로 박

사학위를 취득하 다. University of Iowa에서 박사

후 연구원, 일본 National Maritime Research

Institute에서 연구원으로, 미국Fluent Inc.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07년부터 서울 학교 조

선해양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전산유

체공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 으며, 서울 학교 요

트부 초 회장, 지도교수로서 국제요트경기 회

에 출전하여 입상하기도 하 다. 서울시 요트협회

이사, 한요트협회 자문위원, 팀코리아 디자인 코

디네이터 등을 맡고 있으며 현재 선박저항성능연

구실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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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보트”는“요트”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보트 (boat)”는“선박 (ship)”보다 규모가

작은 배의 통칭입니다. 그렇지만“ship”과“boat”를 구분하

는명확한기준은사실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이대강큰배

는“ship”, 작은배는“boat”라고부른다고생각하시면됩니

다. (대체적으로길이가40~50 미터이상이면“ship”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크기에 따라 요트는 boat일 수도 있고,

ship일수도있습니다. “boat”중에는 tug boat처럼작업용

이 있는가 하면 요트처럼 레저용도 있는 것입니다. “ship”

중에서도놀기위해건조된경우는소위“수퍼요트”라고해

서요트로구분됩니다.    

마지막으로“범선”은“요트”의조상일까요? 아닙니다. “범

선”은선박의동력원을기준으로하는구분법에따른돛단배

의 명칭입니다. 19세기에 동력선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범선

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업용으로 쓰이는 범선은

전혀 없습니다. 200여 년 만에 범선은 장식용 또는 놀이용

배로 그 용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놀잇배가 된 범선의

후예가요트라고생각하는사람들이있는것같습니다. 하지

만 요트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존재했으며 다만 그 용도가

다를뿐입니다. 동력선이득세하는대세를따라현대에는파

워요트도생긴것을보면알수있습니다.

이제 요트, 보트, 범선이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조금 아시

게되었으리라생각됩니다. 제가좋아하고즐기는요트는주

로“세일링요트”입니다. 따라서본문에서요트라하면세일

링요트를뜻하며그에한정된얘기만쓰려합니다.

침대도 과학인데 요트에 과학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사실은 과학에 더하여 공학기술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

문에 조선공학 관점에서의 요트는 보통 상선이나 군함에 버

금가는, 아니오히려더어려운문제입니다.

우선 요트는 똑바로 떠서 가는 적이 드문 배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선수도

진행방향에서왼쪽또는오른쪽으로비껴서나가는, 한마디

로삐딱하게가는배입니다. 한술더떠서그항주자세도바

람의 세기나 방향, 파도의 크기와 방향, 조류, 그리고 타고

있는 사람의 위치 등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심지어 세

일(돛)의어느부분을더잡아당겨주고늘여주는지, 마스트

(돛대) 등의리깅을어떤형태로바꿔주는지, 물속의센터보

드나 러더(타)의 모양이 어떤지에 따라 요트의 스피드와 핸

들링이 달라집니다. 생애 99% 이상을 똑바른 자세에서,

90% 이상주어진항로를항행하는상선보다는더어려울수

밖에없습니다. 상선보다복잡한군함의경우에도어느해역

에서어떤작전을위해어떤크기로설계되어야하는지가거

의정해지기때문에요트보다는간단합니다. 결국요트의과

학과 기술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위에 언급된 모든 것을 가

장단순화하여, 가장안전하게, 그러면서도아름답게만들어

야하기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요트의 과학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요트의 추진원리입니다. 물론 바람이 오는 정방향

으로거슬러올라갈수는없습니다. 바람이불어오는방향에

<그림 1> 클리퍼 범선“커티삭”(출처 : “History of Ships”Woodman 저) <그림 2> 스쿠너 범선“아메리카 (복제선)”(출처 : www.yachtra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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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좌우로 45도 정도 비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물섬 영

화나미술관그림에서의범선은주로뒷바람, 기껏해야옆바

람을 받고 항해하는 배입니다. 횡범(square rig)을 주로 사

용한 이런 범선 중에서 19세기까지도 맹위를 떨쳤던 종류가

클리퍼인데, 그 중 가장 빠르고 유명한 배가 술 이름으로도

전용된“커티삭(Cutty Sark)”입니다. 요트가 이런 범선과

달리맞바람을거슬러올라갈수있는이유는종범(세로축에

세일을 장착)을 쓰기 때문이다. 종범(fore/aft rig)은 세일의

방향을 바꾸기 쉽고, 맞바람을 받을 때 비행기의 날개처럼

양력을 발생시켜 그 일부분을 추력으로 사용합니다. 종범을

사용하면서 19세기부터 작고 빠른 범선이 인기를 얻게 되었

습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배가 아메리카스컵 대회의 기원

이자 첫 우승자가 되었던 스쿠너라는 종류의“아메리카

(America)”입니다. 위의그림 1과 2를보시면횡범과종범의

세일이어떻게다른지알수있습니다.

횡범이든 종범이든 뒷바람을 받으면 세일로 바람을 안고

서요트는앞으로달려갑니다. 차이가생기는경우는맞바람

을받을때입니다. 앞에서도얘기했듯이종범의세일은맞바

람을 받을 때 양력(lift)을 발생시킵니다. 즉 세일은 두께가

없이캠버만있는행글라이더의날개와같은기능을하는것

입니다. 그림 3은맞바람을받을때세일에걸리는수평방향

힘의 다이어그램을 보여줍니다. 이 때 우리가 원하는 힘의

성분은 배를 앞으로 가게 만드는 추력(driving force)이기

때문에, 횡력(side force)은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또한

세일은물위에만있기때문에, 세일이바람을받게되면배

는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정

성은 물론이고 바람을 받는 세일의 면적이 작아져서 추력도

줄어들게됩니다. 결국요트에는횡력을상쇄하고배의횡방

향 경사를 줄여주기 위한 기구가 필요한데, 배 밑바닥에 튀

어나온킬또는센터보드가그역할을담당하게됩니다. 

그림 4는세일과선체, 그리고킬에걸리는힘의성분들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보통크루저와같은큰요트에는깊숙한

킬이 붙어 있어서 요트가 전복되는 것을 막아 줍니다. 필요

한경우에는납등으로추가중량을킬벌브(keel bulb, 킬의

아래쪽끝에장착한유선형뭉치)에더해주기도합니다. 고

성능 요트에서는 킬벌브에 작은 날개(winged keel)를 붙이

는데, 그 날개에 양력을 발생시켜 추가적인 안정성과 회전

시의 조종성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1983년 아메리카스컵

에도전한 Australia II는 이런킬을비롯한첨단기술에힘

입어사상최초로아메리카스컵을미국밖으로옮겨간주인

공이되었습니다. 

선실이 없이 주로 한두 사람이 탑승하는 딩기 요트에서는

고정된 킬이 아닌 탈부착식의 센터보드나 대거보드가 사용

됩니다. 이는요트의보관이나이동의편의성을위한것이기

도 하지만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맞바람이 아닌 뒷바람을

받고 갈 경우에는 배의 기울어짐이 덜하기 때문에 센터보드

나 대거보드의 깊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함으로써 선체에 걸

리는저항을줄이기위함입니다.

<그림 3> 맞바람을 받는 세일에 걸리는 수평방향 힘의 성분들 <그림 4> 세일과 선체, 그리고 킬에 걸리는 힘의 성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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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추진의기본원리는모두위와같습니다. 다만기능적

으로 다른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스트의 개수가 하나

나둘이될수있고, 세일의개수도다양하며, 세일도탄성이

있는천으로만들거나아예날개형상으로만들기도합니다.

킬도한개이상을붙일수있는데, 심지어옆으로각도를바

꿀수있게하기도합니다. 선체도하나이상인쌍동선또는

삼동선등이있습니다. 

이상으로 요트의 가장 근간이 되는 과학을 살펴보았습니

다. 다음으로요트를즐기는방법에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에 소질이 없는 저는 대부분의 스포츠를 눈으로 즐깁

니다. 요트도 눈으로 즐기기에 아주 좋은 스포츠입니다. 모

든 스포츠에 대표적인 경기가 있듯이 요트에도 소위 3대 경

주가있습니다. 올림픽을제외하고, 요트의 3대경주로는아

메리카스컵, 볼보 오션 레이스, 그리고 월드 매치 레이싱 투

어를듭니다. 

누가뭐라해도요트에서가장권위가있는경주는아메리

카스컵입니다. 아메리카스컵은 근대 이후 가장 역사가 오랜

스포츠 경기이기도 한데, 그 첫 대회는 1851년에 열렸습니

다. 위에서언급되었던스쿠너범선“아메리카”가첫우승자

로서 우승컵을 미국으로 가져가게 되어 경주 이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아메리카스컵은 챔피언과 도전자의 일대일 매

치 레이스로 펼쳐집니다. 보통 3~4년마다 챔피언이 결정한

장소로 도전자를 불러들여 경주를 벌입니다. 도전자는 루이

뷔통컵이라는 예선전을 통해 결정되는데, 보통 한 나라에서

한 개나 두 개의 팀이 참가합니다. 아메리카스컵은 국가 대

항이 아닌 클럽 대항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에서 나

온팀이라도선수들은미국인이아닌경우가많습니다. 얼마

전까지챔피언이었던스위스의알링기팀은대부분의선수가

뉴질랜드출신으로구성되었습니다. 

여태까지아메리카스컵의예선전에라도참가한나라수는

10여개에불과한데, 모두가세계최고의선진국들로G20보

다한수위인글로벌네트워크라고할수있습니다. 이렇게

아메리카스컵이 국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이유는 대회

에참가하기위해필요한최첨단의기술력때문입니다. 아메

리카스컵에출전하는경기정은반드시출전국에서건조되어

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나라는

근본적으로참가가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도아메리카스컵에도전장을내민팀이생겼습

니다. 통상적으로 아메리카스컵에 참가하는 팀의 이름은 스

폰서의것을붙이는데, 우리나라팀은아직스폰서가없어서

<그림 5> 아메리카스컵의 72피트급 경기정 (www.americascup.com) <그림 6> 아메리카스컵(왼쪽)과 루이뷔통컵(오른쪽)의

한국 방문 중 필자의 기념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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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팀코리아”로불립니다. 현재는아메리카스컵의전초전

격인 아메리카스컵 월드시리즈에 참가하면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스컵 월드시리즈는 세계의

유명항구도시들을순례하면서아메리카스컵경기정의축소

판 경기정으로 경주를 하는 대회입니다. 원래 아메리카스컵

월드시리즈라는 대회는 없었는데, 아메리카스컵이 열리지

않는 3~4년 간의 공백도 메우고, 세계의 항구 10여 곳에서

붐을 일으키는 볼보 오션 레이스와 경쟁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작된 경주입니다. 아메리카스컵의 경기는 공식 웹사이트

http://www.americascup.com/ 에서 최첨단 기술로 중계

방송되며각팀의뉴스들도확인할수있습니다.

아메리카스컵이 100미터경주라면볼보오션레이스는마

라톤입니다. 아메리카스컵은 해안 근처에서 비교적 짧은 코

스를누가빨리도는가를따지는경주입니다. 따라서요트도

그에맞춰설계가되고선원들도짧은경주를위해훈련합니

다. 반면에격년제로열리는볼보오션레이스는약9개월동

안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10여 개의 항구를 들르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한항구에서다음항구까지의경주에는20여일

이걸릴때도있고험한항로를거쳐야하기때문에극한스

포츠로최근에인기를끌고있습니다. 하지만관중들이가까

이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까닭에

얼마전부터는항내경주를더하여순위를정하고있습니다.

금년의볼보오션레이스는지난여름에끝났는데공식웹사

이트 http://www.volvooceanrace.com/ 에는 각 팀들의

성적과경기동영상을보여주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월드매치레이싱투어는그야말로선수들의기

량을 확인할 수있는 경주입니다. 아메리카스컵이나 볼보 오

션레이스에서는각팀의요트성능이승패를좌우할만큼중

요합니다. 그러나월드 매치 레이싱 투어에서는 선수들이 주

최측에서제공한배를타고경기를합니다. 보통 1년에 10여

개국을돌면서경주를하는데, 주최측마다30~40 피트급의

요트를 경기정으로 제공합니다. 선수들은 팀을 이루어, 그야

말로몸만가서본인들의세일링기술과팀워크로승부를거

는경주입니다. 해안 가까운곳에서 경기가벌어지는데 라운

드 로빈 방식으로 8강을 정하고 8강부터는 토너먼트로 우승

자를가립니다. 매치레이스특성상, 세일링기술은물론상

대방을어떻게견제하느냐가중요한데, 경기를지켜보면저절

로손에땀이쥐어질정도로짜릿한맛이있습니다. 우리나라

에서도매년 6월경기도화성시전곡항에서코리아매치컵이

라는이름으로월드매치레이싱투어의한대회가열리고있

습니다. 월드매치레이싱투어는자동차의F1처럼고정팬이

많은 경주로 공식 웹사이트 http://www.wmrt.com/ 에서

다양한재미를느낄수있습니다.

몸으로하는운동중에서제가자발적으로즐기는것은요

트가거의유일합니다. 그렇다면저같은몸치에게으름뱅이

가 어떻게 요트는 즐기게 되었을까요? 우선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자연에 몸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트를 타려면

바람이나파도를거스르거나이기려하지말고, 오히려나를

그에맞춰야합니다. 그러다보면나의일을잊게되고, 자연

히걱정도잊게되고, 종국에는나자신도잊게됩니다. 현대

<그림 7> 볼보 오션 레이스의 경기 모습 (www.volvooceanrace.com) <그림 8> 월드 매치 레이싱 투어 - 코리아 매치컵의 경기 모습 (www.wm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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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는가끔단몇시간이라도그런시간을갖게된다는

것이엄청난혜택이라고생각합니다. 

요트는 모터보트와 다릅니다. 모터보트는 뭔가 다른 활동

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즉 낚시를 한다든가, 수상 스키를

즐긴다든가 해야 합니다. 물론 스포츠카로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들처럼 고가의 고속 모터보트로 스피드 자체를 즐길 수

는있지만, 기본적으로활동자체가단순하고자연을극복하

는 것이 모터보트 운항의 기본입니다. 반면 요트는 세일링

그 자체가 재미입니다. 한 번도 같은 바람이 같은 상황에서

불지 않고, 해상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경험을

하게되고배워가는것이요트세일링입니다. 그 맛을한번

들이면자꾸생각나게되는재미입니다.     

또 한 가지 요트를 통해 얻는 즐거움은 색다른 경치입니

다. 같은 풍광이라도육지에서보는것과물위에서보는것

은 확연히 다릅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도 좋지만

물에서육지를바라보는경치도그에못지않게훌륭하며, 희

소성때문인지더오래기억에남게됩니다. 

마지막으로제가자신있게요트를추천할수있는이유는

가족과함께할수있는운동이라는것입니다. 최근가장인기

있는골프를예로들면, 대개는친구나다른지인들과어울려

팀을 이루고 최소한 5~6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주말

에가족을남겨놓고혼자나가노는것이눈총의대상이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트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제

자신도 딸과 함께 각자 1인승 요트를 타고 나가 시합을 하거

나 2인승요트를같이타며놉니다. 크루저요트를탈때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하며 소위 quality time을 즐기기도 합니다.

가족 외에도 저는 실험실 학생들과도 종종 세일링을 즐깁니

다. 삼겹살에 소주 파티도 좋지만, 물 위에서 피어나는 사제

간의정은그보다훨씬더깊으리라믿고있기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쉽게세일링을즐길수있습니다. 요새는요트

학교나 마리나가 여러 곳에 생겨서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교육을 받거나 즐길 수 있습니다. 요트를 구입할 필요도 없

고비용이많이들지도않습니다. 저는여의도의서울마리나

와 난지한강공원 내의 서울요트클럽에서 세일링을 즐기는

데, 딩기 요트대여는자전거대여요금보다약간비쌀뿐이

고, 크루저요트를즐기기위해서는 1인당한시간에 15,000

원이면됩니다. 동호회에가입하시는것도좋은방법입니다.

저는 서울대 요트부 OB 후배들을 모아서 주말에 가족들도

함께 배를 타고 최근에는 클럽대항 시합에 출전하여 우승을

하기도하였습니다. (그림 10) 물론세일링실력이훌륭한후

배들덕입니다. 크루저요트를직접운항하려면요트조종면

허가필요하지만딩기요트를즐기거나교육을받을때는면

허가필요없습니다. 저는요트조종면허를가지고재능기부

도하고있습니다. 서울마리나스키퍼봉사단에가입하여일

반인대상체험세일링의운항을해주고, 제 수고에해당하

는수당을모아서요트를즐길수있는형편이안되는청소

년들을초청하는활동을하고있습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요트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트에 관한 자

세한 사항은 대한요트협회(http://www.ksaf.org/)에 문의

하셔도되고, 필자에게직접연락하셔도물론대환영입니다.

여러분들을물위에서만나뵙기를기대하겠습니다.

<그림 9>] 실험실 학생들과의 세일링 <그림 10> 클럽 항전 우승 후 서울 요트부 OB팀 후배들과 함께

왼쪽부터 필자(조선 86), 심진우(심리 05), 신경(전기전자제어 95), 

김동 (전기전자제어 94), 배진우(항공 91, 사진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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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다시한번갈게요! 지금그대사를조금더비아냥거리는투로해주세요,

아셨죠?”

지난 11월늦은저녁서울성북구삼선동2가에있는한건물의지하연습실. 연기지

도강사의지시가떨어지자한중년남성이고개를끄덕였다. 그는독일계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인콘티넨탈오토모티브이사로일하다가2년전퇴직한정창옥(60)씨. 정씨

는회사를그만둔후연극과봉사활동에전념하고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극단‘실극(實劇)’의 멤버들이다. 실극은 서울대 공대

연극회 출신 졸업생들이 1986년 창단했다. 외부 인력 몇 명을 제외하곤 배우와 스태

프 모두 서울대 공대 졸업생이다. 기업 대표이사부터 대학 교수, 사업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모였다. 실극의회장을맡고있는사람은건국대건축전문대학원이상헌교

수(건축78). 정창옥씨는금속공학과72학번이다.

“그렇죠, 누구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는있으니까. 근데재판이고뭐고, 이런애

들은싹수가보였을때단칼에잘라버려야해요. 돈도아끼고시간도아끼고!”

정씨의목소리톤이며억양은전문배우라해도손색이없는수준이었다. 다른배우

들역시수준급의연기력을선보였다. 이상헌교수는“실극은직업배우들이모인곳

은아니지만실력은프로에준한다”며“연기에대한열정도뒤지지않는다”고말했다.

실극은이번에‘12 배심원’을공연하였다. ‘12 배심원’은미국극작가레지날드로

즈의‘12인의성난사람들(12 Angry Men)’을원작으로한작품으로, 16세소년이친

박소영 ┃주간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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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살해한것을두고배심원열두명이사건의진상을

파헤치며진실을밝힌다는줄거리다. 창단이래 2년에한번

씩 공연을 해오고 있으며 이번 공연은 10회째다. 연출을 맡

은안경모극동대연극영화과교수(전자 89)는“‘12 배심원’

은‘통합’과‘반성’이라는교훈을담고있어오늘날한국사

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그래서 10회 정기공연 작품

으로선택하게됐다”고밝혔다.

실극은 상업성이 없는 작품을 주로 골라 공연한다. 2007

년 양자역학을 소재로 한 과학연극‘코펜하겐’(원작 마이클

프레인)과 2010년 공연한 퓰리처상 극본상 수상작‘글렌게

리 글렌로스’(원작 데이비드 마메트)의 경우, 실극이 직접

번역하고 국내에서 초연한 작품이다. 이상헌 교수는“실극

은상업극단에선수지타산이맞지않아하기힘든작품들을

골라공연하고있다. 여기에실극의존재의의가있다”고말

했다.

“일할 때와 다른‘사는 보람’느낀다”

캐스트의 한 명인 김인수 삼창빌딩경영 대표(건축 74)는

현재 빌딩 사무실 임대·관리업을 하고 있다. 연극을 하는

것에 대한 주변의 반응을 묻자 김 대표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내는 제가 연극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연극을

하면서같이보내는시간이줄었거든요. 그래서어쩌다조금

씩생기는출연료는모조리아내에게갖다바칩니다.(웃음)”

김대표는 1994년실극에들어왔다. 중년에누구에게나한

번씩 찾아오는 삶에 대한 회의가 그를 엄습했다. “인생에서

가장좋았던때가언제였는지돌아보다가문득대학시절생

각이났죠. 답은연극이었어요.”

일을 하면서 연기 연습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하

루종일업무에시달리다가일과후엔연습실로달려가는것

이부담스러울때도있었다. “공연을두달가량앞두고매일

저녁 세 시간씩 연습을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공연이 끝나고 나서 박수를 받을 때의 환희는 말로 표현할

수없습니다. 일을할때와는다른‘사는보람’같은것이느

껴지거든요.”김대표는“연극을반대하던부인이공연이끝

난뒤칭찬해줄때가장기분이좋다”며“연극은내게취미

그이상”이라고했다.

최기창 팬택 고문(전자 81)과 실극과의 인연은 떼려야 뗄

수없다. 실극의모태인‘서울공대연극회’에서지금의부인

을 만났기 때문이다. “당시 공대에는 여학생이 거의 없어서

연극을할때면다른단과대학에서여학생을섭외해오곤했

어요. 간호학과, 가정대, 음대처럼여학생이많은곳이주타

깃이었죠. 대학교 1학년 때‘노비문서’라는 작품을 했는데,

그때 초빙해온 간호학과 여학생이 지금의 제 아내가 됐어

요.”최고문은본래배우는아니었다. 팸플릿을제작하고소

품과 의상을 만드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아시다시피 낮에

일을하는사람이다보니, 두달동안저녁시간을온전히연

극에 바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

죠. 그러다2010년‘글렌게리글렌로스’를준비할때응원차

연습실에 왔는데, 이게 웬걸. 연기 욕심이 나는 거예요.”최

고문은 회사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운 배우를 대신해 연습에

참여하다가 어느 순간 연기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었다고했다. 그때부터무대에섰다. “연극에온정신을쏟으

면 업무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작품 하나를 완성해 가는 과

정에서사람과의유대도느낄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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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극하면 이혼하겠다”

이호 IP큐브파트너스부사장(재료 75)은한때연출가를꿈

꾸었을 정도로 연극을 사랑하는 연극 애호가다. 평균 한 달

에한번은연극을보고, 해외출장길에오를때면꼭뮤지컬

을 감상한다. 이 부사장은 미국·일본·유럽 업체로부터 국

내 IT업체가필요로하는특허를매입해공급하는일을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해외출장도잦다. “생활인으로서연극에

몰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

게 되는 경우, 급한 업무로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 중요한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땐 정

말곤혹스럽죠.”이부사장의가장큰고민역시업무와연극

의병행이다. “나한사람이연습에빠지면그피해가고스란

히다른사람들에게돌아가잖아요. 공연전체의완성도도떨

어질 수밖에 없고요.”그는 실극 활동에 매진하면서도 회사

와가정에소홀하지않도록각별히신경을쓴다고했다.

연극을놓지못하는이유가무엇이냐고묻자그는“연극은

마약같다”고대답했다. “때로는배우들사이에크고작은마

찰이 있기도 하고, 기획 과정에서 비용 문제도 터져 나옵니

다. 하지만 이런 역경들을 헤치고 무사히 공연을 마쳤을 때

의카타르시스는말로다못하죠. 한 회공연을마치고나면

다들 진이 빠져서 각자 생업으로 돌아가고, 연극은 다 잊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2년을 주기로 또 연극하자고 모여들어

요. 마치2년약효마약같죠.(웃음)”

한화 화약사업본부 김광현 글로벌사업TFT 매니저(공업화

학 91)는지난 9월부터김밥두줄로저녁을때우고있다. 업

무를 마치면 연습실로 향하기 바빠 저녁을 먹을 시간이 없

다. 김매니저는“먹는것도부실하고, 잠도잘못자는데신

기하게도 연습실에만 가면 이상한 나라에 온 앨리스처럼 다

른사람이되는기분이다”라고말했다. 그래도부인·아이들

과함께시간을보낼수없는것은아쉬움으로남는다. “올해

셋째 아이가 세 살인데 아빠가 곁에 없으니 엄마에게 많이

매달리는 모양이에요. 참다 못한 아내가‘다음에 또 연극하

면이혼한다’고경고하데요. 죄인처럼밤에들어갔다아침에

몰래 나오는 생활이 계속됐죠. 그런데 결국 아내도 제 열정

에 두손 두발 다 들었어요. ‘전화를 자주 하라’는 조건으로

연극을허락해주었습니다.”

실극의전통은대를이어내려가고있다. 3년전별세한염

창신(공업화학77)씨의아들염인섭(26·인하대연극영화)씨

가 아버지를 대신해 실극을 빛내주고 있다. “아버지가 돌아

가신 뒤 선배들이‘인섭이도 연기를 배우니 아버지 대신 실

극에서활동하면어떨까’제안하셨고, 올해부터기쁜마음으

로 참여하게 됐습니다.”염씨는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만

작업을 하다가 여기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했다. 그것

은나이가들어도식지않는열정이다. “배역에욕심도내시

고, 대사가 잘릴까봐 열심히 외우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자

극을받습니다. 선배들을본받아더열심히하려고요.”

실극의‘12 배심원’은 11월 29일부터 4일간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아트센터K 네모극장에서공연되었다.



저는 71학번으로 한국의 근현대사의 격변기로 독재에 대한 시민사회와 학생들의 격렬한 저

항이 가득했던 시절이 70년대 학부와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시대적 상황 때문에 학교에서 제

대로수업이이뤄지기 어려웠지만, 건축에관한관심으로 매일아침, 저녁으로 도서관을 다니

며건축학도에대한꿈을키워가며공부했습니다. 

고향인부산에서상경해저는항상외톨이었습니다. 사회에나와서도이는마찬

가지였습니다. 졸업후안정되고보장된직장에들어갈수있었지만, 건축에대

해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설계사무소로 진로를 택했습니

다. 그러나그길은역시쉽지않은길이었습니다. 

건축가로일한지 15년 만에 1989년에독립된건축가로서저만의회사를

설립했지만, 세상은학교에서배운것이그대로적용되지않았습니다. 또다

른먹이사슬이존재했고, 또한지연과학연이판치는곳에서제가기댈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건축은 저에게 안식처가 됐고, 유일한 소망이

었습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터 처칠 (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은“우리가건축을만들지만, 건축이다시우리를만

든다”라고말한바있습니다. 저는이말에진심으로공감합니

다. 사회가 도시를 만들고, 도시가 사회를 만듭니다. 건축은

일개 예술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조직하고, 또한

우리사회만들고개조하기도합니다. 

건축을 뜻하는‘architecture’는 으뜸이 되는 기술이자

최초의학문이라고도말합니다. 또한단어첫소문자‘a’를

대문자‘A’로바꾸고정관사를붙이면, 영어성경의조물주

하나님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은 사람과 환

경을 재조하는 것이며, 저에게 있어서는 성직이자 가장 소

중한것입니다.

자랑스러운서울대인
수상소감

070: Winter 2012

승효상 동문(건축 71학번)



No. 88 :071

서울대공대는저의정신적고향입니다. 공학도의부푼이상을안고산업강국을만들어보겠

다는 청년시절의 꿈이 여기 서울대 캠퍼스에서 자라났고 씨를 뿌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꿈은불가능을향한도전이었습니다. 서울대캠퍼스는불가능을허락하지않았습니다. 서울

대공대는저에게있어최고의후원자였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반도체강국과의힘겨운경쟁에

서언제나서울대는저의든든한배후였습니다. 서울대에새긴저의젊음은‘앞으로나가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렇게행진했습니다. 그렇게항해했습니다. 

그렇게결국한고개를넘었고, 경쟁국들을뒤로하고반도체강국을우뚝세울수있었습니

다. 반도체고지에는태극기와함께서울대교기가펄럭이고있습니다. 저의젊음도그곳에서

펄럭였습니다. 저의꿈이있다면, 저의후배들을, 저보다몇배뛰어난후배들을더높아진고

지로 보내는일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경쟁은더욱가혹할것입니다만, 저의 남은역량을

후배들에게모두쏟아제가해내지못한일들, 제가아직꿈꾸고있는과학기술강국을만드는

역사적과제를완수하도록돕겠습니다. 

저는크게두가지신념을가지고있습니다.

첫째, 아무리미래예측이어렵다지만, 그렇다고소리소문없이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현재에 반드시 징후를 남깁니다. 20년 뒤의‘먼 미래’를 주도하

려면‘가까운미래’에대한준비를끊임없이쌓아가는것. 이것외에다른

선택지는없습니다. 미래의기회는준비된사람에게만찾아온다는사실을

저의 경험들은 절절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캠퍼스에서 불가능

해보이는꿈을꾸었듯, 후배들에게도그런꿈을꿀수있도록밀겠습니다.

둘째, 경험없는창조는없습니다. 부딪치고깨지고좌절도좀맛보면서

창의성은길러집니다. 기다리느라좀지치더라도, 우리젊은이들

이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실패로부터

얻은교훈을바탕으로성공의사다리에오를수있도록기

성세대들이책임지고도와주는시스템, 이것을만들어보

고자합니다. 

서울대는, 서울대 공대 학생들은 대한민국을 선두

에서이끌어야할운명을타고났습니다. 이건이미

선택의문제가아닙니다. 선두에서서이끌어가되,

뒤에서돌아오는사람들까지모두품에안고같이

가는 열린 마음, 헌신, 희생, 그리고‘내가 미쳐

남은행복하게해주는正反合의리더쉽’, 이런것

들이앞으로서울대공대가더갖추어야할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

니다.

황창규 동문(전기 72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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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 지는칼럼, 동문소식, 동문동정, 수상소식, 독자의견등자유로운형태로독자들의원고를받고있습니다.

언제든지원고가있으시면서울공 편집실 (eenngg..mmaaggaazziinnee@@ssnnuu..aacc..kkrr,, 888800--99114488)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이전의‘서울공 ’지가궁금하시다면서울 공 홈페이지(eng.snu.ac.kr)를클릭하시면

이북(E-book)으로모두보실수있습니다.

원고투고안내
“ ”

서울공대지는독자들의소식및의견을받습니다.

서/울/공/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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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장비 부품 산업의 한 길을 걸어 온 진성티이씨!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Total Undercarriage Provider를 향한 飛上을 시작합니다.

“공과대학 동창회장, 자원공학과 67卒 윤 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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