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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지금 서울공 에서는
최창 (주)코리아니켈 회장, ‘서울 공 발전공로상’받아

두산인프라코어와 협약, 공작기기 등 4억 5천만원 지원

서울 -삼성전자 SW 공동연구센터 설립 / 제 3회 공과 학 UCC공모전 개최

제 4회 학부모 초청행사 열려 / 장학증서 전달식 및 튜터증서 수여식

‘우수학생센터(STEM)’2기 발 식

국제 협력 소식

서울공 교수 수상 및 연구성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장세창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신기술동향 : 미래 사회 속의 디스플레이 기술
기획 : 홍용택 편집위원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 이충훈 유비산업리서치 표이사

전자종이의 개발현황과 향후 전망 - 김창동 LG Display 상무

플렉서블, 투명 AMOLED - 김성철 삼성 모바일디스플레이 연구소장

투명 AMLCD 기술 - 허순양 삼성전자 LCD사업부 책임연구원

인쇄 공정 기반 전자종이용 OTFT Backplane - 송정근 동아 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칼럼
아마츄어의 명반사냥이야기 - 나용수 원자핵공학과 교수

방사선 비상피폭상황에 한 이해 - 김은희 원자핵공학과 교수

전문용어의 실상, 알고나 시다! - 리의재 서울 금속공학과 동문

[공돌만평] 김진균 건축학과 명예기금교수

서울공 우수연구실(연구소) 소개
전기공학부 전국진 교수 연구실

컴퓨터공학부 이상구 교수 연구실

산업공학과 박진우 교수 연구실

뉴미디어통신공동 연구소

반도체공동 연구소

재학생 소식 : 관악캠퍼스 100% 활용하기

학생 동아리 소개 : 건축학과 동아리‘ACT’

신임교수 소감
인사발령
발전기금 출연
동창회비 납부자명단
학과별 동창회 소식
AIP 소식
AIS 소식
ACPMP 소식
FIP 소식
NIP 소식
EPM 소식

편집후기

http://mysnu.net, http://eng.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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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 시 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경쟁의 심화 속에서 필요한 강력한 지식이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하는것이우리 학의의무이자사명일것입니다. 세계적인 학으로거듭나는우리서울 학교공과 학

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하여교육과연구에가장최적화된새로운캠퍼스를창조하고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본공학관 38동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

니다. 2012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인 이 건물에는 교육과학

기술부 지정 로벌공학교육센터(Global Education

Center for Engineers, GECE)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

국과학재단 주관으로 실시된 선정평가 과정에서 국제적 인

지도, 국제 공학교육센터 및 국제공동강의 운 경험, 기업

연계 프로그램의 우수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리 캠

퍼스 내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에서 총 사업비 36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는

GECE 사업은 우리나라 공과 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공학 전문성을 갖춘 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의 선진화, 교육의 개방화, 인력의 국

제화를목표로하며, 공학교육을선도하는핵심기관이자공학교육의종합네트워크허브로서의역할을할것입니다.

원격화상강의 시스템 구축, 로벌 공학교육 프로그램 제공, 로벌 PM(Project Manager)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

, 로벌체험교육시스템구축, 국제교류지원시스템구축등차별화된교육과정을통하여세계적수준의우수한

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다목적 강의실, 화상 강의실, 실험 실습실, 세미나실 등이 갖추어질 예정이며, 서울 를 비롯한 전국 공과

학생들의우수성을키워주고, 잠재력을이끌어내어우리나라의새로운도약을이끌인재를양성하는공학교육의거

점으로새롭게태어날것입니다. 

공과 학 캠퍼스 재창조

서울 학교 공과 학 학장 | 강 태 진

Engineering Campus Renovation

38동( 로벌공학교육센터) 재건축 조감도



No. 82:03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Engineering

두 번째 사업은 2012년 3

월에 완공 예정인 33동 리

모델링 및 본공학관 강의동

증축입니다. 33동은 본공학

관의 학부, 학과가 도보로

5~10분 이내에 위치, 학생

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융

합교육 시행이 가능한 지리

적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

다. 이러한 지리적 장점을

이용하여 첨단 그린기술을

도입한‘초학제융합그린강

의동’으로 새롭게 탄생시켜

다학제간교류를통해창의적이고실험적인교육을선도할것입니다. 또한, 이건물은 학본부의친환경에너지중

심의 Green Zone Initiative 사업의 핵심 시범 빌딩으로 선정되어 첨단그린기술을 도입하여 에너지 전력을 친환경

적으로자체생산하는그린스마트빌딩으로지어질예정입니다. 이는서울 전체의지속가능한캠퍼스구현에중심

이되어친환경캠퍼스로의변화에앞장서는데에도큰의미가있습니다. 

또한, 공과 학 구성원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공과 학 중앙광

장의 개선사업이 진행 중 입니다. 33동, 34동, 36동, 37동

가운데 위치한 중앙광장은 총 면적 4,462㎡로 노후한 시설

들을 새로운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

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불철주야 연구에 몰두하는 공과 학 구성원들에게 마음 편

히쉴수있는공간이되기를기 합니다. 

이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 중인 2012년도 서울 학교 신규 시설사업으로 30동 리모델링과 에너지관련 정

부출연기관과공동으로32동재건축을추진하고있습니다. 30동은본공학관건물중가장큰면적을가지고있어리

모델링시활용가치가높습니다. 32동은증축과주변건축부지를이용해기존면적2,957㎡의두배이상더큰규모

로 확장하여 지어질 예정이며 에너지효율 1등급 건물로서 태양열과 지열 등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기존 건물에 비

해에너지40%이상절감할수있는친환경건물로건립될예정입니다. 

한 사람의 탁월한 엔지니어가 1만 명 이상의 삶을 책임질 만큼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시 입니다. 이것이

우리사회의미래를위해공학교육을더발전시켜야하는의무이자사명입니다. 이를위한가장기본적인일은미래

지향적인교육과연구환경을조성하는일일것입니다. 우리공과 학이캠퍼스의재건축과리모델링을통해연구와

교육을위한최적화된환경과최첨단설비를갖추어세계를리드하는탁월한인재를양성하는공학교육의장으로변

화해가는모습을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33동 리모델링 및 본공학관 강의동 조감도

중앙광장 조감도



두산인프라코어와 협약, 공작기기 등 4억 5천만원 지원

서울 학교 공과 학은 두산인프라코어와 공작기

계기증및공작실정비를위한협정식을4월5일가

졌다. 협정식은서울 학교강

태진 공과 학 학장과 두산인

프라코어 김용성 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학교 공

과 학에서진행되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산학 연

구 협력을 위해 기존의 공작

실을 정비하고 부족한 공작기

계 2 를 기증하는 등 총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 학교 공작실은 정비 완료 후‘두산인프라코

어공작실’로명명된다.

‘두산인프라코어 공작실’은 기계 공작과 관련된

설계, 조립, 가공 측정 및 평가가 단일 공간에서 가

능해 향후 서울 학교 기계공학 교육 및 연구 등에

활용될예정이다.

또한 협정식 후 서울 학생들을 상으로 두산인

프라코어 김용성 표이사의‘CEO 특강’도 진행되

었다.

서울 학교는 두산인프라코어와 차량에너지 통합

시뮬레이션에 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

며 협약식을 계기로 양측을 협력을 보다 강화할 계

획이다.

서울공 Summer 2011  |  지금서울공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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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 (주)코리아니켈 회장, 

‘서울 공 발전공로상’받아

서울 학교 공과 학은 5월 18일 12시, 서울 학

교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서울 학교 공과 학 발전

공로상시상식을가졌다. 

서울 공 발전공로상은 1989년부터 시작해 올

해로 21번째이며 공과 학 발

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상으

로매년수상자를선정하고있

다. 이번발전공로상수상자로

최창 (주)코리아 니켈 회장

을 선정하 다. 최창 회장

은 서울 에 31억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쾌척하여 훌륭한

후학들을 키우는데 크게 공헌하 다. 

최 회장은 69년 서울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76년 미국 콜롬비아 공 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고려아연에 입사하 고 98년부터 (주)코리아

니켈 회장을 맡고 있다. 최 회장은 엔지니어이자 경

자로서 금속공학 및 비철금속제련 기술개발에 주

력하여 세계 최초의 그리고 세계최고의 기술을 상용

화하여국가발전에크게기여하 다. 

시상식에는 서울 학교 오연천 총장, 이승종 부총

장, 윤우석 서울공 동창회장, 강태진 학장 외에 서

울공 교수100여명이참석하 다.
(왼쪽부터)이승종 부총장, 오연천 총장, 최창 회장, 

강태진 공과 학장, 윤우석 공 동창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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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 -삼성전자 SW 공동연구센터 설립

서울 와삼성전자가소프트웨어분야선행기술연

구및인재양성을위한공동연구센터를출범시켰다.

5월 31일(화) 서울 신공학관에서 진행된 개소식

에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김기남 원장, 서울 강

태진 공과 학장 등이 참석하여 CIC(Center for

Intelligent Computing)로 명명된 공동연구센터의

출범을 선언하 다. 본격적인 스마트 IT 시 로 돌

입하면서 소프트웨어 역량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

로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더욱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삼성전자와 서울 컴퓨터공

학부는 우수 인재 양성과 한국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를위해지난해부터CIC 설립을추진하 다.

CIC에서는 서울 -삼성전자 간 공동연구 수행,

소프트웨어 분야 미래 시나리오 도출, 참신한 아이

디어의 발굴 및 구현, 교과목 연계 프로젝트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을 운 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CIC의

연구 인프라 구축, 관련 기자재 도입, 프로그램 운

비 등 전액을 지원하고, 서울 는 연구실과 교수진

을 지원하기로 하 다. CIC는 소프트웨어를 연구하

는 개방형 연구센터로서, 컴퓨터공학부는 물론 서울

내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누구든지

참여하고활용할수‘창의공간’으로운 된다. 

강태진 학장은“소프트웨어 역량은 기업의 경쟁력

및 국내 산업 전반에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며,

“공동 연구센터 설립이 한국 소프트웨어 연구에 새

로운모멘텀이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김기남 사장은“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는 미래 준비의 핵심”이라며, “CIC가 삼

성전자와 서울 뿐 아니라,  국내 소프트웨어 분야

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밝혔다. 

제 3회 공과 학 UCC공모전 개최

공과 학은 학부∙학과∙동아리의 홍보와 공과

학 학부생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자 <제3회 UCC

공모전>을 개최하 다. UCC공모전은 공과 학 학

부생 및 학원생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

신한 아이디어를 기반

으로 2~3분 분량의

UCC를 제작하여 공

모하면 된다. 심사는

공과 학 보직교수들

이 맡았으며 주제전달의 명확성, 내용의 독창성, 흥

미 유발 및 구성의 완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하 다.

시상식은 2011년 4월 13일에 보직교수 및 학부∙과

장교수들의 참석하에 진행되었으며, 수상자들에게

는 최우수상은 150만원, 우수상 2명은 70만원, 장려

상 3명은 3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었다. 참가팀 전원

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 고, 입선작은 공과

학 전자게시판에 상 된다. 수상작은 공 홈페이지

의UCC광장을통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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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학부모 초청행사 열려

서울 학교 공과 학 제 4회 학부모 초청행사가 4

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서울 학교 301동 118

호에서 열렸다. 공과 학 홍보 동 상 상 에 이어

개회사와 공과 학장 인사, 학장단 및 보직교수 소

개, 공과 학비젼, 마지막으로학부(과) 탐방의순으

로행사가진행되었다. 비가오는날이었지만행사장

안에 미리 준비해 둔 여분의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행사가 성황을 이루었다.

EnVision 2020을소개하며강태진서울공 학장은

"서울공 는 2020년에 세계 20위권의 공과 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

최고의 교육 및 연구 시스템을 바탕으로 서울공 의

학생들은훗날한국의산업발전과국가의성장에크

게기여할재원으로자랄것"이라자부하 다.

전체 행사에 이어 학부(과) 탐방 시간에는 학부

(과)별로 학부(과) 안내, 주요 시설 탐방, 연구소 탐

방 등이 진행되었다. 한 기계항공공학부 학부모는 "

기계항공공학부에 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 왔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연구하는 학부인지 모르고 있었

는데, 이번 기회에 아들이 서울공 에서 무슨 공부

를 하게 되었는지 잘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

었다"라고말했다.

장학증서 전달식 및 튜터증서 수여식

서울 학교 공과 학에서는 4월 22일 공과 학

39동 회의실에서 2011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장학생

장학증서 전달식를 개최하 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총 40명의 학생들 중 21명의 학생들이 행사에 참석

하 고, 강태진 학장과 김재정 학생부학장이 장학증

서를전달하 다.

또한, 3월 28일에는 제8기 튜터 활동증서수여식

및 제9기 튜터∙튜티 발족식을 개최하 다. 이날 행

사에는 2010학년도 2학기에 활동한 제8기 튜터∙튜

티24팀과2011학년도1학기에활동할제9기튜터∙

튜티 23팀 중 약 20명의 학생이 참석하 다. 특히

활발한활동을보여준산업공학과강석호학생은최우

수튜터로선정되어별도의상장과부상을받았다.

제9기 튜터∙튜티 발족식에는 이번 학기에 활동

할 튜터와 튜티로부터 열심히 활동할 것을 서약하는

서약식을 진행하 다. 이 외에도 지난 학기 튜터와

튜티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는데, 튜터와

튜티 모두 공과 학의 튜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보람을 느끼고, 도움을 받았으며, 특히 외국인학생

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다방면에서 매우 유익했다는

평가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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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 리더 양성을 위한

서울 공 ‘우수학생센터(STEM)’2기 발 식 열려

서울 학교 공과 학은 3월 31일 18시, 서울 학

교 엔지니어하우스에서‘우수학생센터(STEM:

SNU Tomorrow’s Edge Membership)’2기 발

식을가졌다. 

‘STEM’란 일정 자격(4학기 누적평점이 3.7이상

이거나 학부/과 석차상위10% 이상에 해당하며, 외

국어 능력이 우수한 서울 공과 학생 중 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춘 학생)을 갖춘 학생들에게

다양한특별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 로벌리더로

서의역할을할수있는인재를양성하는제도이다.

외국의 경우, 이미‘우수학생센터’제도가 오래전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Phi Beta Kappa의

경우 1776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17명의 통령과

37명의 법관, 13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

다. 공학 분야에서는 1885년에 시작된 Tau Beta

Phi가 가장 큰‘우수학생센터’로 회원들이 51만명의

회원을보유하고각계에서사회를리드하고있다. 

서울 학교 공과 학‘우수학생센터’는 2010년

공학교육혁신위원회의 안건으로 처음 제안된 이래

로, ‘우수학생센터’정책과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6

개월간의 심도 있는 정책과제 연구를 통하여‘우수

학생센터’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세부적인 운

방향 등을 결정하 다. 이후 공과 학 기획위원회의

심의와 전체교수회의 심의를 차례로 통과하면서 작

년에‘우수학생센터(STEM)'가 만들어졌고, 작년 6

월 1기 발 식을 가졌다. 이렇게 시작한 STEM  1기

학생들은‘배워서 남주자’는 목표로 고등학생들에

게 공학의 꿈을 심어주는 비전멘토링, 리더쉽코스

이수, 각종 사회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

하고STEM의터를닦은후지난2월에수료하 다. 

1기의 성공적인 활동에 힘입어 많은 학생들이

STEM 2기모집에지원하 다. 많은지원자중엄격

한심사를통해선발된24명은명실공히공과 학을

표하는우수학생들이다.

서울 학교 공과 학‘우수학생센터’는 STEM

(SNU Tomorrow’s Edge Membership)으로 명명

하 다. ‘엔지니어로서 큰 줄기처럼 힘차게 뻗어나

가 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인재가되리라.’는취지이다.

김광웅 서울 리더쉽센터 상임고문은 '리더레카

(Leadereka)'라는 기념강연을 통해“여러분은 주어

진 문제에 정답을 찾는 배움의 자세에서 벗어나 스

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로벌 리더로서의

능력을 키우며, 이러한 산 경험들을 통해‘진정한 리

더십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한 자신만의 해

답을찾을것”을요구하 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최상의 교육 서비스

와 지적 도전의 기회, 로벌 리더십 교육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한 봉사의

의무를 요구하여 리더의 소양과 책임감을 갖추도록

교육할 것이며, 학생들은 평생회원으로서 앞으로 사

회 각 분야에서 그 잠재력과 향력을 펼치게 될 것

이다.

강태진 공과 학장은 축사를 통해“STEM 회원이

되는 것은 각자에게 장래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를

이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성취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이제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 우수학생

센터를통해차세 리더로성장할것을주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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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력 소식

스웨덴룬드 학(Lund Univ.) Per Eriksson

총장방문

3월 29일 스웨덴 룬드 학(Lund Univ.)의 Per

Eriksson 총장과 Rolf Johansson, Bengt

Johansson, Mats Johnsson 등의 교수들이 서울

학교 공과 학을 방문하여 학생교류 협정을 체결하

고구체적인협력방안등을논의하 다.

일본 홋카이도 학(Hokkaido Univ.) 복수학

위및인턴십프로그램논의

3월 25일 일본 홋카이도 학(Hokkaido Univ.)의

Yoshihiro Narita 공 부학장과 CEED(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Development) 부센터장

인 Yoshikawa 교수가 서울 학교 공과 학을 방문

하여 복수학위 및 인턴십 프로그램에 해 구체적인

논의를하 다. 

이번 방문으로 학생교환을 통하여 양교 학생들이

복수학위취득이가능해지고, 양 학의연구실인턴

십 프로그램으로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세계 속의

인재로성장할수있기를기 한다. 

스위스로잔공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Lausanne) 연구협력및학생교환논의

4월5일스위스로잔공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Lausanne) 의국제협력을담당하고

있는 Marius Burgat, JongEun IHM 교수 등 국제

담당관들이 서

울 공 를 방

문하 다. 서울

공 와 공동

연구 협력 및 학

생교환에 한

진지하게 논의하 다. 특히 서울 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로잔공 에서 근무하는 JongEun IHM 박

사는 양 학간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

하 다.

노르웨이 Norwegian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학생단방문

4월 26일 노르웨이 과기 학생단 71명과 교수진

2명이 서울 학교 공과 학을 방문하 다. 공학분

야의 신기술을 보유하고, 로벌 역량이 강화된 서

울 학교 공과 학의 방문을 통하여 공과 학의 연

혁, 연구비 수주 현황, 학생 생활에 해 관심을 표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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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하얼빈공 Ren Nanqi 부총장방문

4월 12일 중국 하얼빈공 Ren Nanqi 국제교류

담당 부총장과 Yin Geping 부학장, Feng Yujie,

Zhang Fengmiao 교수 등이 서울 학교 공과 학

을 방문하 다. 하얼빈공 는 올해 개교 91주년을

맞아 적극적인 국제화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에 서울 공 를 벤치마킹하고자 방문하여 국제교

류 현황 등에 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또한 양 학

간학생교류도적극적으로진행하기로협의하 다.

서울공 -USC 간상호연구협력

서울 학교공과 학이미국남가주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IMSC(Integrated

Media Systems Center)와공동연구주제교환에

한 연구협력이 진행 중이다. 5월 18일 IMSC의 김선

호 교수가 방문하여 각 학의 연구주제에 한 논

의가 진행되었고, 2011년 여름방학 중 공동세미나

또는 워크샵을 개최하여 양교 협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The University of Kansas 학생교류

5월 26일 미국 The University of Kansas의 Jae

D. Chang 교수가 양교 학생교류 및 협력방안을 논

의하기 위해 서울 학교 공과 학을 방문하 다.

The University of Kansas 학의 건축 학과 서울

학교 공과 학의 공동연구 및 연구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 다. 앞으로 학생 교류 및 공과 학

과의공동연구에관한MoU를확 할계획이다. 

미국펜실베니아주립 (Penn State Univ.)와

중국상해교통 (Sanghai Jiao Tong Univ.) 교수단

방문

6월 13일과 14일 양일간 미국 펜실베니아주립

(Penn State Univ.)의 Karen Thole 기계에너지공

학과 학과장, Paul Griffin 산업제조공학과 학과장,

Ed DeMeter 교수, Martin Trethewey 교수,

Michael Alley 교수와 중국 상해교통 (Sanghai

Jiao Tong Univ.)의 로벌 공학프로그램을 운 하

는 Chen Li 교수, Yu Lili 교수가 서울 학교 공과

학과 로벌공학교육센터(GECE)를 방문하 다.

특히 펜실베니아 주립 공과 학에서공학커뮤니케

이션 교과목을 담당하는 Michael Alley 교수는 서울

학교 공과 학의 학생들을 상으로‘Presenting

Research in Engineering and Science’라는 주

제의 특강을 하 다. Michael Alley 교수는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자신의 연구에 한 열정

을 자신감으로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을 강의하여

학생들로부터많은호응을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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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택환 교수 (화학생물공학부)

당뇨 주사 필요없는 인슐린 캡술 개발

췌장 이식이나 매일 3�4회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고도 혈당을 조절해 제1형(선천성)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열렸다. 화학생물

공학부 현택환 교수팀은 미국 존스홉킨스의 의 불

티 교수팀과 함께 인슐린을 주기적으로 자동 보급하

도록 설계된 고분자 마이크로 2중 캡슐과 이를 기존

의 방사선 장비로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신기술을 개

발했다.이 캡슐은 안쪽에는 고농도의 나노 입자 조

제가, 바깥쪽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도 세포가

저장되는 2중 구조로 돼 있다. 또 캡슐은‘알지네이

트’라는 생체 적합형 반투과성 고분자 막으로 만들

어졌다. 현 교수는“당뇨에 걸린 쥐에 캡슐을 이식한

후 4개월간 관찰한 결과 혈당 수치가 정상적으로 유

지됐으며, 캡슐의 위치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보고했다. 연구 결과는 독일화학회지인‘안게반

테케미(Angewandte Chemi)’3월호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박 준 교수 (전기공학부)

세계 최고 감도 바이오센서 개발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감도와 측정 범

위를갖춘고성능바이오센서를개발했다.

박 준 전기공학부(나노응용시스템연구센터) 교

수 연구팀이 나노 물질과 기존 반도체를 결합한 나

노바이오센서칩을만드는데성공했다.

바이오센서는 생물의 다양한 반응 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기적 변화를 감지해 특정 유기화합물 등

의존재나상태, 농도등을측정하는장비를말한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바이오센서는

100펨토몰라(femto molar;물방울 1㎕당 분자 5만

개 정도 농도) 수준의 특이 DNA 분자까지 판별이

가능할 만큼 고감도를 자랑한다. 더구나 측정 가능

한 농도 범위도 7오더(7order;범위 내 최고값이 최

저값의10의7제곱)급으로세계최고수준이다.

일단 DNA 염기서열 분석용으로 개발됐지만, 검

출 상을 바꾸면 기 중 미세한 불순물이나 독소

등도 잡아낼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칩에 장착된 만큼

통신 등을 통해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검

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전송하는 일

도가능할전망이다. 

연구팀은 반도체 칩 위에 금 전극을 자기정렬 방

식으로 놓고 탄소나노튜브로 코팅한 뒤, 다시 수 나

노 크기의 금 입자를 탄소나노튜브 층 위에 뿌려 이

바이오센서를 제작했다. 두 물질의 접합 부분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를 전기적으로 측정하는 방식

이다. 

박 준 교수는 "반도체 칩에 장착된 나노센서를

통해 감염된 동물이나 인간에서 나타나는 극미량의

바이러스 DNA, 독성 물질 등을 찾아내고 IT 환경에

서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구

제역 등의 감염 여부를 빠르고 간단하게 진단하는

데도 응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학회지'ACS nano' 4월호에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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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 교수 (화학생물공학부), 

광합성 원리로 물분해 수소 양산

녹색식물의 광합성을 그 로 모방한 뒤 태양빛으

로 물을 분해해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를 량 생산할

수 있는 신개념 광촉매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이종협 교수팀은 가시광선에 감응하는 두

광촉매를 한 나노입자에 구현하여 광합성 원리를 적

용하면, 가시광선을 통해서도 물에서 수소를 량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이 교수팀은 식

물의 광합성은 자외선이 아닌 가시광선을 이용한다

는 점에 착안해 에너지 세기가 낮은 가시광선에서

반응이 뛰어난 두 광촉매(황화카드뮴, 탄소도핑 이

산화티탄)를 나노크기(10억분의 1미터)로 조합해 인

공광합성나노시스템을구현하는데성공했다. 

이 교수팀은 가시광선에서도 전자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특성이 뛰어난 탄소도핑(첨가) 이산화티탄

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나노크기로 합성하는데 성공

했다. 또 가시광선에서 자유전자를 쉽게 제공하는

특성이 우수한 황화카드뮴(CdS)을 나노크기로 분산

시켰다. 이종협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식물 광합성을

모방한 신개념 광촉매 기술의 개발일뿐만 아니라 물

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도 적용

되는 의미있는 성과"라며 "향후 식물의 광합성을 고

체 상태에서도 완벽하게 모방한 인공광합성 구현을

가능하게 해 청정 수소에너지 기반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

는 나노물질분야 학술지인 'ACS Nano' 4월호에 게

재됐다.

이종협 교수 (화학생물공학부), 

광학현미경만으로 `나노 입자 ̀성장과정 규명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으로 나노미터(10억분의 1미

터) 크기의 입자성장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기술이국내공동연구팀에의해개발되었다.

화학생물공학부 이종협 교수는 서강 강태욱 교

수, 고려 최연호 교수와 수행한 이번 연구결과는

화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의 하나인‘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5월호 표지논문으로 게재되었고, 편집장

이 지정하는‘주목받는 논문(Hot paper)’으로도 선

정되었다. 연구팀은 보통 광학현미경으로는 나노입

자를 볼 수 없다는 통설을 깨고 나노 입자의 성장 메

커니즘을 규명하는 기법을 발견해 실제 나노입자의

실시간 성정과정을 추적하는데 성공했다. 지금까지

는 고가의 전자현미경을 통해 특정 순간의 나노입자

를 관찰하거나, 무수히 많은 나노입자의 평균적인

성장과정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개개의 나노 입자의 3차원적인 성장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연구팀은 금속 나노 입자에 빛을

비출 경우, 입자의 크기 또는 모양에 따라 특이한 산

란신호를 나타내는 것에 착안하여 하나의 나노 입자

에 한 광학분석을 시도했다. 연구팀은 금과 폴리

스티렌으로 구성된 나노 입자 위에서 금의 성장에

따른 산란된 빛의 변화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데성공함으로써입자의3차원입체구조의성장과정

을 밝혀냈다. 이종협 교수는“간편한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단일 입자의 3차원 구조 및 성장패턴을 이

미지 왜곡 없이 유추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나노 입

자를 원하는 모양 및 크기로 정 하게 합성하는데

중요한단서를제공하게되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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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동 교수 (기계항공공학부)

버려지는 에너지 모아 전기로 만드는‘EH스킨’개발

에어컨 실외기 표면에 얇은 압전소자를 타일처럼

붙여 진동을 수확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됐다. 기계

항공공학부 김윤 교수와 시스템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연구실 윤병동 교수는 공동연구를 통해 최근 진

동하는 판을 가진 장치에 직접 붙여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EH스킨’을 개발했다. 기존에 진동을 수확

하는EH장치는막 형태로돼있어공간을많이차

지했다. 조임쇠가느슨해지는등내구성도떨어졌다.

EH스킨은 진동하는 부분에 바로 부착해 더 많은 에

너지를수확할수있으며별도의공간이필요없다.

윤 교수팀은 에어컨 실외기 표면을 분석해 진동이

가장 많은 곳에 EH스킨을 잘라 붙 다. 실외기에서

나오는 전체 진동 에너지의 70%를 수확해

3.7mW( 리와트)의 전기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이

는 무선센서를 작동하기에 충분한 전력이다. 실제로

교수팀은 EH스킨에 발광다이오드(LED) 전구와 온

도 센서를 부착해 진동의 힘으로 불을 밝히고 원격

으로 실시간 온도 정보를 확인하기도 했다. 윤 교수

는“KTX나 비행기 날개 등에 EH스킨을 붙이면 이

보다 더 많은 전기를 얻을 수 있다”며“무선센서의

배터리 교체 비용을 폭 줄일 수 있고 지금껏 전원

문제 때문에 센서를 달지 못했던 곳까지 모니터링할

수있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 

이 연구는‘스마트 머티리얼스 & 스트럭처스’등

국제학술지에 3월 발표된 후 한 달간 가장 많이 읽

힌 논문 10편에 꼽혔으며 지난달 미국 인터넷 과학

매체인‘피즈오그(PhysOrg)’에 주목할 만한 논문으

로소개됐다. 

권성훈 교수 (전기공학부)

자연 구조색 모방한 나노입자 잉크 개발

국내 연구진은 곤충 껍질이나 나비 날개의 색 구

조를 본떠 화폐 등의 인증∙보안 부문에 활용될 특

수 잉크를 개발했다. 권성훈 전기공학부 교수는 자

연계의 구조색 원리를 응용, 잉크를 만들고 이를 통

해 다양한 색의 패턴( 자∙숫자 등)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구조색이란 나노미터(㎚;10억분의 1ｍ) 단위 입자

들의 간격이나 배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색을

말하는데, 딱정벌레의 등껍질이나 전복 껍데기, 나

비의 날개 등에서 나타나는 롱하고 특이한 빛깔은

모두이같은구조색때문이다.

연구진은 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ｍ) 크기의

잉크 입자 안에 수많은 150㎚ 크기의 산화철 입자를

인위적으로배열해구조색을재현했다.

특히 이 산화철 알갱이는 자성을 띠고 있어 자석

을 이용해 배열을 바꾸면 원하는 자나 숫자 등 다

양한패턴을자유롭게만들수있다. 

이처럼 다양한 패턴이 가능하고, 구조색의 색감

자체가 독특해 이 기술은 화폐 위조 방지 홀로그램

등 인증∙보안 분야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

로기 된다.

권성훈 교수는 "다양한 색 특성과 자성을 통한 가

변성을 활용하면 디스플레이나 새로운 섬유소재 등

에까지응용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 

이 논문은 융합과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스

몰(Small)' 5월표지논문으로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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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재익 교수 (기계항공공학부)

바늘과 통증 없는 약물 줄기 주사기 개발

국내 연구진이 레이저를 이용해 주삿바늘 없는 무

통(無痛) 주사기를 개발했다. 여재익 교수(기계항공

공학부)가 개발한 주사기는 용기 중간에 고무 막이

있고 위쪽엔 물이, 아래엔 액체 약물이 들어 있다.

레이저를 용기 위쪽 물에 쏘면 그 안에서 거품이 생

겼다가 터진다. 이때 순식간에 압력이 기압의 1만

배로 급증해 아래쪽 고무 막을 고 그 힘으로 약물

이 노즐로 나온다.여 교수는 "노즐로 나오는 약물 줄

기가 주삿바늘보다 가늘어 신경을 건드릴 확률도 낮

고 설사 건드려도 약물 줄기의 이동 속도가 초당

100~ 200m로 워낙 빨라 통증을 느낄 새가 없다"고

말했다.연구진은 피부과 병원에 레이저 주사기를 먼

저 적용할 계획이다. 여 교수는 "피부과에는 부분

레이저 치료기가 있어 손가락 두 개 크기의 주사기

만 끼우면 된다"며 "보톡스나 피부관리물질을 통증

없이 효과적으로 피부에 주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여 교수가 개발한 주사기는 미국 물리학회에

서 펴내는 '응용물리저널(Journal of Applied

Physics)' 5월호에발표됐다. 

이병기 교수 (전기공학부)

정보통신의 날 기념 정보통신 상 수상

이병기 전기공학부 교수(전 방통위 상임위원)가

제56회정보통신의날을기념해수여하는정보통신

상수상자로결정됐다. 

이교수는지난25년간서울 교수로재직하면서

한국 정보통신분야 학술발전과 국위 선양에 힘써왔

고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정책수립에 기

여했다. 

특히 국내 정보통신분야 최고 수준의 학술 회인

통신정보합동학술 회(JCCI)를 창립, 국제 저널

(JCN) 창간 및 SCI 등재, 아태지역 국제학술 회인

APCC 창립 등을 통해 국내 정보통신을 국제 통신

무 에연결하는역할을해냈다.

이 교수는 또 아태지역 최초로 세계 최고 학술단

체인 IEEE ComSoc(컴삭) 회장으로 선출돼 한국 정

보통신 위상 제고는 물론 세계 정보통신 발전에 일

익을담당하고있다.

시상식은 한국통신학회가 4월 22일 전자신문 후

원으로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개최한‘스마트시 의

미디어융합및빅뱅’토론회에서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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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 교수 (건설환경공학부)

제1회 서울 학교 사회봉사상’수상자 선정

서울 학교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서

울 의 사회적 책무를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울 학교 사회봉사상’을 제정하고, 제1회 수상자로

건설환경공학부 한무 교수와 의과 학 안규리 교

수를선정하 다. 

한무 교수는 빗물 관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

로 지난 5년간 꾸준히 물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국

내 섬 지역 등에 빗물이용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서

울 학생들과 함께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빗물봉사

활동을 수행하 다. 한 교수는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서울 의 위상을 크게 높 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빗물이용을 알리기 위해 외국인, 공무원, 시민

단체, 학교 등 다양한 사람들을 상으로 빗물 강연

을 하 으며, 빗물을 사용하려는 국내∙외 단체, 개

인에 빗물 자문을 하 다. 특히 기후변화에 의한 물

부족과 홍수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 5년 동안 연속

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물론

국내 섬 지방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주고 있다.

학내에서는 서울 기숙사, 공과 학 39동, 버들골

에빗물이용시설을설치하 다. 

서울 는 올해부터 사회봉사상 수상자 선정을 계

기로 국민에게 봉사 하고, 국립 로서 사회적 책무

를 충실히 수행하는 학이 되기 위해 한층 노력해

나갈것이다. 

김태유(산업∙조선공학부), 박종근 교수(전기공학부)

한전학술 상 수상

김태유 산업∙조선공학부 교수와 박종근 전기공

학부 교수가 한국전력공사가 주는 한전학술 상 초

수상자로선정되었다. 

한전학술 상(KEPCO Research GrandPrix)은

한전이 창립 제50주년을 맞아 국민적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로벌 기업으로서의 이미

지를 정립하고자 제정한 상으로 수상자에게 각각 1

억원의상금과상패가수여된다. 

김태유교수는30여년간전력산업의경쟁력강화

및 국가에너지 정책관련 연구수행 등의 업적이 탁월

했으며, 박종근 교수는 국내 전력계통 분야 기술발

전과 학문적 이론의 현장 상용화를 주도했고 녹색성

장과 미래 전기공학 발전역량을 결집 하는 등 그동

안의공적을인정받았다.

학총장∙연구기관장∙학술단체장으로부터 추

천받은 7명을 상으로 에너지분야를 표하는 학

계∙연구계 및 전력산업계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

성된 심사위원회에서 7개의 심사기준에 따라 수상

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6월 30일 한전 창립 제50

주년기념식행사시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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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세 창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서울공 인터뷰 만∙나∙고∙싶∙었∙습∙니∙다

담 | 김 남 수

서울공 지 편집장

(전기공학부 교수)

장세창 회장님은 1969년에 전기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이천전기(주)에 입사하셔서 한 길을 걸어오

셨습니다. 공학의 많은 분야 중에서 전기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전기공학

을 전공하신 것이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어떤 유익과 의미를 가지게 했는지요? 

저의 선친(故 장병찬 회장)은 동경제 (東京帝大)를 졸업후, 해방후 펌프∙모터제조업체( 동공업)를

운 하시다일본도시바(東芝) 한국공장이던이천전기를공동인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부께서는 한국전력의 전신 중 하나인 남선전업의 사장이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연히 전기

공학과에입학하 고, 평생이길을가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꼭필요한전기(빛)에관련한업무를하는것에항상긍지를가지고있습니다.

파워맥스는 한민국 중전기기의 역사인 이천전기를 모태로 2000년에 재탄생한 회사로 전세계

전력 인프라 구축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 회장님은 1986년부터 이천전기 사장을 맡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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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데 기업을 운 하시면서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셨는지요?

1993년 회사의 주주이자 선친의 파트너이신 제일교포분께서 저와 주식매각협상 중 사전상의도 없

이 주식을 모재벌에 팔았습니다. 그 결과 경 권을 잃고 후에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선친에 한 죄책감 때문에....  아마 그때 저의 처와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려움을극복하기힘들었겠지요.

발전기시장은 국제경쟁이 불가피하며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굉장한 수고 없이

는 현상유지도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파워맥스가 더 심화되는 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특히 더 노력하고 있는 점이나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발전기의 경우, 엔진, 동체, 콘트롤부(조작패널)과 베이스로 그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핵심부품

은 엔진부로 국내에서는 한정된 용량(~750kW)에 해1~2개 업체에서만 생산되고 있어 국제경쟁력

을가지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 용량의엔진개발이필수적이라고볼수있습니다. 

특히 동일본지역 지진 및 쓰나미의 피해로 인해 전력수급이 불안함에 따라 일본의 많은 수요처에

서 용량 및 중소용량의 발전기 공급의뢰가 오고 있으나, 국내 엔진업체의 공급능력의 절 부족으

로 적기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국내업체의 용량엔진의 부재로 외국사제품 엔진

을채용해야하는등국제경쟁력확보차원에서많은아쉬움으로남고있습니다.

발전기제작업체에서는동체및콘트롤부등을제작,생산하는입장에서경쟁력있는엔진의수급만

이 시장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워맥스에서는 엔진업체와 MOU 등을 통한 공조로

경쟁력있는엔진의수급과동체의효율적인설계기법을통하여국제경쟁력에 응하고있습니다.

요즘 환경에 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환경친화적인 기술들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할 만큼

필수적인데 파워맥스의 경우 개발하거나 개발중인 친환경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또 환경과

에너지문제에 어떻게 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워맥스의 주력제품은 변압기, 발전기 및 개폐장치(차단기/개폐기)로써 각각의 제품에 하여 전

세계의 Trend 및 정부의 녹색성장전략에 발맞추어 친환경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변압기의

경우, 사용 후 문제기 될 수 있는 절연유에 하여 기존의 광유에서 식물유 및 팜에스테르류 등의 친

환경 절연유를 채용하고, 콤팩트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소호능력이 우수하여 차단기 및 개폐

기 등의 개폐장치에 채용되고 있는 기존의 육불화황(SF6)가스도 교토의정서에 의해 2013년부터는

발전기 제작업체에서는 동체 및 콘트롤부 등을 제작,생산하는 입장에서 경쟁력 있는 엔진의 수급만이 시장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워맥스에서는 엔진업체와 MOU 등을 통한 공조로 경쟁력 있는 엔진의 수급과 동체의 효율적인 설계기법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에 응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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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의무 상국가로 규제 상이 되므로 개폐장치에 육불화황(SF6)가스를 고체절연재로 변

경한친환경제품개발도활발히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발전시스템(태양광+풍력+디젤엔진발전)의 컨셉제품을 개발, 2010년 SiEF(서울

국제종합전기기전시회)에 출품하여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시장상황을 주시하면서 상품화를

추진할예정으로있습니다.

파워맥스가 최근 개발한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에 해 시장의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향

후 발전기 시장의 방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전세계적으로친환경정책에따라녹색에너지에 한관심이고조되어파워맥스에서발표한하이

브리드발전시스템에 한 관심이 많아 많은 기자들로 부터 연락이 오고 몇 개 방송사에서 방송취재

까지섭외가들어오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경우, 전력공급인프라가너무 잘되어있어

본 제품은 낙도 등의 섬지방에 소용량(100kW 이하, 30~50가구)제품이 적용 될 수 있으며,  주 타겟

은 섬지방이 많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동남아지역 및 몽골지역으로 등에서 관심이 많아 시황을

보아가면서본격적인사업을추진할예정으로있습니다.

사업화에는 효율적인 운전을 위한 추가적인 제품개발(시스템화)이 필요하여 정부정책과제를 통한

연구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으로있습니다.

전기공업발전 민간협의회 위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한국표준협회 이사, 한전기협회 이사, 한전기학회 부회장, 한국전력공

사 경 혁신위원, 한국엔지니어클럽 이사,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부회장 등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국가경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9년 통령 표

창, 1990년 3.1문화상, 2003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하 습니다. 이러한 수상이나 활동들

중 가장 의미있고 광스럽게 생각되신 것은 어떤 때 는지요?

이모든것이부족한저에게는과분한자리이고상들이지만, 앞으로더욱활동을열심히하여평가

받겠습니다.

회장님은 지난 3월‘한국전기산업진흥회’10 회장에 선임되셨습니다. 진흥회 병설기구인

‘한국전기산업기술연구조합’이사장도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공 동문들에게 한국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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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회에 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앞으로 우리나라 전기산업의 나아갈 길에 한 구상도 부

탁드립니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기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 사업자 단체로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지원, 중전기기 공인검수시험면제, 국제 전시회 개최, 해외 수출시장 개척, 정책 R&D

과제 수행 등의 사업을 통해 전기업계 경쟁력 제고와 국내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89년 3

월 1일 사무국을 설립, 동년 12월 7일 창립총회를 거쳐, 1990년 설립 되었으며 현 중공업, 효성, LS

산전, 일진전기등200여전기관련기업이회원사로있는단체입니다.  

저는한국전기산업진흥회설립이전부터민간발전협의회활동등을통하여협회설립에주도적인역

할을하 으며, 그간오랫동안임원및부회장을역임하다가이제21년이된지금에와서한국전기산

업진흥회장을맡고보니감회가느껴집니다.

저는 우리 전기업계가 헤쳐 나갈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현 시점에서 중차 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회원사 이익증진을 위해 진흥회 스텝들과 함께 늘 고민하고 정부와의 긴 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

은 물론 언론매체나 한전 등 공기업, 그리고 유관 협.단체 등과도 유 를 더욱 공고히 하며, 회원이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는 전기조합과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협력하고 해외사업 등 일부 사업에 해

공동으로추진할예정이며,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한전기학회등업무적으로가

까운 단체와의 연계사업 발굴을 통해 산. 학. 연을 함께 아우르는 활동 및 기업 표와의 정례적인

간담회 및 .중소 실무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틀을 더욱 굳건히 유지하

도록실천해나갈예정입니다. 

회장님께서는 2009년부터 전기공학부 총동창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동창회 일을 하시면서 느

끼시는 동창회에 한 생각이나 서울 공 의 발전을 위해 동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학생활을재미있고보람있게지낸사람은그리많지않으리라생각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운동, 학생활동 특히「산업공학회」를 창립하여 지철근 교수님∙김재주 교수

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많은 산∙학 협동활동을 하 습니다. 그때 중요멤버로는 이운형 회장(세아

제강), 이윤우부회장(삼성전자), 이구택회장(포스코) 이상렬총장등산업화역군이많습니다.

이런 배경을 만든 것은 역시 모교입니다. 좀더 모교에 한 애정을 갖고, 넓게 보고 행동하면 뒷날

좋은결과가있으리라생각합니다. 특히, 동창회활동을통해은사들을뵐수있는기쁨이큽니다.

기업 경쟁력은 좋은 인적자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벌기업으로 거듭

나기 위해 회장님은 21세기를 선도할 핵심인재를 육성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

울 공 졸업생들이 파워맥스에 입사하려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요? 회장님께서 바라는 인

재상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주지의 사실이지만, 기업은 사람입니다. 즉, 우수한 인재에 의해 기업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경쟁력은 기업의 로벌 경쟁력에 달려 있으며,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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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

게도 국내 학생들은 중소기업보단 기업만 지향하는 잘 못된 취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나 만처럼 중소기업이 강해야만 국가경쟁력이 제고되고 이로 인해 온 국민이 더욱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파워맥스는 중소기업의 리더로서 중견기업, 더 나아가서는 기업과 어깨를 나

란히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서울 학교 졸업생처럼 유능한 인재가 입사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습니다. 

파워맥스의 요구 인재상은 크게 5가지로써 Creativity(창조, 혁신적인 사람), Passion &

Energy(열정적인 사람), Globalization( 로벌 지향적인 사람), Execution(실행력을 가진 사람),

Learning Ability(학습능력을가진사람)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좌우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항상정직하고성실하게살고싶습니다.

전기업계가 헤쳐 나갈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현 시점에서 중차 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회원사 이익증진을 위해 진흥회 스텝들과

함께 늘 고민하고 정부와의 긴 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
”

장세창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장세창 회장은 경기중고를 졸업하고, 1969년에 서울 학교 공과 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하 다. 1972년에 미

국 일리노이 학 경 학원을 졸업하고 1973년엔 일본 도시바에서 연수를 하 다. 1969년부터 부친이

운 하신 이천전기공업(주)에 입사하여 1986년에 표이사 사장, 1994년이 회장을 맡다가 2000년에 사명을

(주)파워맥스로 바꾸어 현재까지 운 하고 있다. 전기공업발전 민간협의회 위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한국표준협회 이사, 한전기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

으며, 산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1989년 통령 표창, 1990년 3.1문화상, 2003년 동탑산업훈

장을 수상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전기학회 부회장, 한국전력공사 경 혁신위원, 한국엔지니어클럽

이사,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국가경제 및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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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노리티 리포트”, “아바타”등최근의 헐리우드 공상과학 화에는 미래

사회 속의 디스플레이 모습을 어김없이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미래 디스플레

이 기술은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투명”과“플렉서블”이라는 두 키워드로 변

할 수 있다. 투명 디스플레이는 보통 평소에는 투명한 성질을 보이지만 구동 시

에는 투명한 바탕에 일반 평판 디스플레이처럼 고품질의 상을 보여 주는 디스

플레이로, 디스플레이의 투명한 성질을 이용하면 향후 거울에 집적된 디스플레

이, 창문에 집적되는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면 창 디스플레이, 증강 현실 디스플

레이 등 그 응용성이 아주 클 것으로 생각된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유연 기

판 상에 고성능의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것으로 초기의 개발 단계에는 초박막,

초경량, 깨지지 않는 평판 디스플레이에의 응용이 주가 되어 현재 형성되어 있

는 평판 디스플레이 시장을 체하는 제품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

며, 향후에는 휘거나 접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말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제품에

의 응용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 된다. 또한 미래에는 디스플레이의 크기 또한

커져서 전체 벽면을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모습도 미래 사회의 디스플레이 형

태로 화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적의 디스플레이 제작을 위해서

는 현재의 유리 기반의 기판 외에 두루마리 형태의 유연 기판 상에 연속 공정을

이용하여 면적의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인쇄 공정 기반의 패턴 형성과 소자 및 회로 제작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

다. 이 에 본 기획 기사에서는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의 시장 응용 및 발전 가능

성, 전자 종이로 변되는 전자 잉크 기반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 현재 평

판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액정디스플레이 기반의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 차세 디스플레이 기술로 각광 받고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 기반의 디스

플레이를 이용한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 그리고 인쇄 공정 기반의 디

스플레이 제작 기술의 순으로 미래 사회 속의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한 현재의

기술과 향후 발전 전망에 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이 주

도하고 있는 평판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한 미래 사회 속의 투명 플렉서블 디

스플레이 제품의 등장 시점과 타 분야로의 응용 및 확장 가능성이 아주 큰 인쇄

전자소자공정기술의발전방향에 해서가늠해볼수있을것으로기 한다.

홍용택 ┃편집위원

전기공학부 교수

신∙∙기∙∙술∙∙동∙∙향



이충훈 ┃유비산업리서치

표이사

경희 학교 화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한국과

학기술연구원 (KIST)에서 반도체용 etchant와 현상액

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 다. 1995년 동경 학교 공학

부 응용화학과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 으며,

구조 설계와 구조 제어를 통한 투명 전극 재료 개발을

전공하 다. 박사 학위 후 삼성 SDI에서 디스플레이

개발을 담당하 으며, 현재 플렉서블 OLED와 hybrid

봉지재를 개발하고 있는 모디스텍을 운 하고 있다.

또한 IT와 GT 분야등에서 시장조사와 기술조사, 정책

기획등을 수행하고 있는 유비산업리서치에서 표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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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의 발달은 전자기기에서부터 방송통신, 자동차, 항공기, 디스플레

이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급속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정보를 무선으로 이동 중에서도 획득할 수 있는 통신 기술 발달과, 막

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 초박형으로 어디든지 장착

가능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는 21세기 인간 사회를 급속도로 변화 시키고 있다.

인간의 욕심은 사무실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이동 중에도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 처리할 수는 모바일 기기를 더욱 필요로 하는 사회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기기들의 융합으로 다양한 기기들이 한가지의 기기에서 사용가

능하도록 변천하고 있다.

유리창은 인간의 생활공간을 외부와 분리하면서도 시각적으로는 일체감을 느

낄 수 있다. 이제는 인간의 정보 공간이 외부와 분리되면서도 시각적으로 일체

감을 느낄 수 있는 증감 현실 구현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 주는 디스플레이에서

도 유리와 같은 투명 디스플레이로의 진화를 요구하고 있다

투명 디스플레이 시장은 투명전자 소자 시장을 소재 시장으로 하고 디스플레

이 산업, 전자 산업 등을 전방산업으로 하는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아직 연구개발 단계로 시장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상용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상용화

가 멀지않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투명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큰 역을 차지하는 분야는 HUD의 적용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전방을 주시하면서 동시에 계기판의 각종 정보를 재빨리 파

악하여야 하는 전투기 및 항공기에는 이미 HUD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최근 자

동차 분야에서도 주행 중 정보 습득을 위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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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디스플레이 산업의 전/후방산업>

후방산업 전방산업

투명전자 소자 등
투명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산업

산업 전자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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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가 기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투명디스플레이라면 HMD (head-mount-display)는 사용자가 직

접 착용하여 사용하는 안경형 디스플레이이다.

이 방식은 반투명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사용되고 있으며 헬멧에 부착된 형태로서 정보를 볼 수 있

게 구성되어져 있다.

빠른 속도에서 작전을 수행중인 전투기에서는 HUD가 사용되고 있지만, 공격용 헬리콥터에서는 HMD

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투명 TFT-LCD가 개발 제품으로 전시된 것은 삼성전자와 LG 전자등 기존 LCD 업체들이 제품을 개

발 중에 있다.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쇼윈도우등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되며, 상품화가 가장 앞서

있는 분야이다.

투명디스플레이가 적용 가능한 역으로서는

1) 고속으로 주행하며 동시에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경우 - 군용 전투기, 군용 헬기, 카레이서용 헬멧, 오토바이

헬멧

2) 작업자가 작업 환경과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동시에 인지해야 할 경우 - 수술용 안경, 다이버용 고 , 소방

관용 고 , 군용 고 (탱크, 개인)

3) 상 방을 화하며 작업이 필요한 경우 - 매표소, 은행창구, 학교 교육용

<그림 2.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HUD와 화면 정보>

<그림 1. 항공기에 사용되고 있는 HUD와 화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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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적 디스플레이 사용으로 시야가 가려질 경우 - 광고용, 군사 작전용, 관제탑, 스마트 윈도우 등

5) 제품 홍보 - 쇼 윈도우

6) 사물과 지형, 지물에 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할 경우 - 제품의 제조 경로와 가격, 인체/사물/지

형/지물의 변화

이들 제품 중에서 증강현실이 우선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부분은 악천후와 야간 등에서 자동차와 항공

기 등이 운행하기 위한 내비게이션 역과, 작업자가 작업 중에 실시간으로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

해야 할 경우(군사용, 의료용, 검사용, 작업, 인체/사물/지형/지물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

으로 예상된다.

투명 디스플레이의 시장은 아직 열리고 있지 않으나 2015년 약 US$20억, 2020년에는 전망은 US$90

억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 디스플레이 응용 분야중 플렉스블 형태는 제품 경쟁력이 매우 강한 역이다.

특히 자동차의 전면 유리는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 HUD를 체할 수 있는 유리 부착형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차세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

되며, 유리창을 사용하고 있는 광고용과 쇼윈도우등에 있어서도 플렉서블 투명 디스플레이의 용도는 극

화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 삼성전자 46인치 투명 LCD(좌)와 LG Display의 투명 TV(우)>

<그림 3. HMD 응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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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서블 투명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 제작에 필요한 active 소자

를 만들기 위한 고온 공정이 가능한 고내열성 기판 재료와 디스플레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스

배리어가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투명한 기판 재료로서 현재 PI와 glass cloth를 이용한 필름들이 상용화를 준비중에 있으며, 또한 개스

베리어 역시 매우 빠른 속도가 제품화가 진행중에 있으나, 본격적인 상용화는 2015년 이후로 추정된다.

이러한 소재류와 전용 장비 개발 등의 현황을 고려했을 때 R2R 방식의 량 생산 시점은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플렉서블 투명 디스플레이 시장의 본격화는 2018년 이후가 될 것

으로 예상 된다.  

<그림 5. application별 투명 디스플레이 매출액 전망>

<표1. application별 투명 디스플레이 매출액 전망>



김창동 ┃LG Display

상무

고려 학교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1996년 동경공

업 학교에서 전자물리 박사학위를 취득하 다. 1988

년 LG전자로 입사하여 초창기부터 LCD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는 LG Display 연구

센터의 상무로 재직 중이다. TFT 소자 및 설계, 공정기

술을 기반으로 D-IC 내장, 저감 기술을 개발하 으며

현재는 Soluble, Oxide, 유기 TFT기술과 함께 고성능

OLED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그 밖에 신규

Display 분야에서도 전자종이, Flexible 등의 미래형

Display기술의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되어 Display 국제학회인 SID 및 IMID에서 Flexible

Display Committee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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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새로운 제품시장을 형성하며 하나의 디스플레이 제품 분야로 자리

잡은‘전자종이(Electronic paper)’란 마치 종이인쇄물과 같은 느낌의 시각 효

과를 갖는 반사형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 즉, 전자종이는 종이와 디스플레이의

결합으로 사람이 갖는 종이에 한 친근함과 현 시 가 요구하는 디스플레이로

써의 용량 정보표시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디스플레이이다.

우리는 공상과학 화나 전자종이 광고의 장면에서 상용화된 전자종이의 모

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인기 화에 나온 흡사 종이와 같은 신문 모양의 디스플

레이는 실시간으로 기사update를 받고, 광고 속에선 사람들이 전자책 단말기를

통하여 책 내용을 다운받고 햇빛이 비치는 야외에서도 편하게 을 읽는다. 실

제 광고 속의 전자종이 전자책 단말기인 아마존(Amazon)의 킨들(Kindle)은

2007년에 최초로 판매되기 시작하여 불과 2년 만에 출하 수 300만 를 돌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자책 단말기의 출현으로 전자책의 판매부수 또한 급증

하여 한 때는 종이책의 판매부수를 뛰어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 다.

전자책 단말기는 화 속의 전자신문과 함께 전자종이 기술의 다양한 응용분

야들 중 하나에 속한다.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전자책 시장에서 전자종이 전

자책 단말기의 예상외 선전은 전자종이 디스플레이의 상업적 잠재력을 보여주

는 첫 번째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종이와 유사한 느낌의 시인성을 갖는 전자종

이는 종이인쇄물을 신하여 정보표시 매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써

일상생활에서 종이가 사용되는 모든 부분들이 전자종이 제품, 사업화의 후보

역이다. 실제로 그림1과 같이 전자종이를 손쉽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종이’는 인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정보전달 및 저장매체의 역할을 수행해 왔

지만. 근래 급속한 과학 발전으로 탄생한 디스플레이, 컴퓨터, 메모리 등의 디지

털 정보 표시, 저장 장치들에게 그 자리의 일부를 내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상용화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디스플레이들은 시인성, 무

전원, Flexibility, 저가격 등과 같은 종이의 고유의 특성을 갖지 못하므로 여전

전자종이의개발현황과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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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종이 인쇄물은 우리 생활 주변 여러 부분에서 정보표시 매체로써 비중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전자종이는 종이의 일부 고유 특성을 구현함으로써 종이를 체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주목 받고 있다. 솔직히 현재의 전자종이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개발과제들을 안고 있는

미성숙의 기술임에 틀림 없지만 종이와 유사한 느낌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과 수많은 응용분야로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즉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기 할 수 있는 미래 디스플레이라 할

수 있다. 

2. 전자종이의 개발 현황

1) 전자종이의특징

종이 역할을 신할 수 있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주목 받는 전자종이는 기존의 디스플레이들과 차별

화되게 다음과 같은 정보전달 매체로써의 종이 인쇄물들의 고유 특성 구현이 요구된다.

첫째, 종이와 같은 가독성을 보여야 한다. 반사형 디스플레이로써 흑과 백의 높은 조비를 이용하여

실제 종이와 같은 시인성을 구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디스플레이는 사람의 눈에 종이와 같은 시각효

과를 불러 일으킨다.

둘째, 전원이 차단된 후에도 마지막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쌍안정성 (Bistability)이다. 이는

타 디스플레이와 달리 동일한 이미지 유지에 전력소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력손실을 최소화하여

실제 전자종이 제품에서 수 많은 횟수의 이미지 변환을 반복 가능하게끔 한다. 전원이 off된 상태에서도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아 실제 종이처럼 반 구적으로 정보전달을 할 수 있다.

셋째, 실제 종이와 같이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고, 쉽게 사용이 가능한 휴 성과 낮은 가격이다. 얇

은 재질에, 가벼워서 종이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읽고 쓰기가 가능하며, 싼 가격으로 여느 종이

인쇄물처럼 부담 없이 손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의 두 가지 특성에 비해 아직

까지 기술, 제품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미 상용화된 전자책 제품의 전자종이 기

술과 함께 빠른 시일 안에 기술개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전자종이의 응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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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종이의개발

최초의 전자종이 기술은 1975년 제록스(Xerox)의 그림2와 같은 자이리콘(Gyricon) 형태의 구동방식

으로 개발되었다. 자이리콘의 내부에는 Black 음전하와 White 양전하를 동시에 지닌 폴리에틸렌 구슬들

로 이루어지며 구슬의 한 편은 black, 반 편은 white 전하로 둘러싸여 있다. 구슬들은 외부 전기장에 따

라 트위스트 되면서 black, white를 구현한다. 이러한 초기 전자종이 구동방식은 현재 전자책 단말기에

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종이 구동방식의 모태가 되었고, 이후에 그 외의 다양한 원리의 전자종이 구

동방식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현재는 E-ink의 capsule 형태의 전기 동 구동방식의 전자종이가 제품 상용화 측면에서 가장 앞서있

으며, 이 기술을 이용하여 L&I, 소니, 아마존, 반즈앤노블 등에서 전자책 단말기 제품을 생산하여 전자책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디스플레이 제품특성 측면에서 CR, 구동속도, Color화 등의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도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그 외로 아직까지

E-ink의 전기 동방식 전자종이의 구동, 제품특성에 비교되어 제품화까지 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구동

방식이 전자종이의 기술로 제안되고 있다. Microcup 형태의 전기 동 구동방식, liquid powder구동방

식, 전기습윤(electorwetting) 방식,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방식, 콜레스테릭

(cholesteric)액정 방식 등이 그 표적인 것에 속한다.

3) 전자종이의구동방식

전자종이의 구동방식의 부분은 반사형 디스플레이 구동방

식이다. 물론 투과형 혹은 반사형 LCD나 자발광의 OLED와

같은 기존의 디스플레이도 전자종이 제품분야로 응용이 가능

하다. 하지만 이들은 종이와 같은 디스플레이 느낌을 낼 수 없

고, 전력소모 등의 부분에서 전자종이라고 하기엔 상당한 거리

가 있다.

반사형 type의 전자종이 구동방식 중 현재 가장 앞서 있거

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몇 가지 기술들의 원리와 현재 개발현

황에 해 간단히 알아 보고자 한다

� 마이크로 캡슐 형태의 전기 동 방식

현재 상용화 되어 부분의 전자책 단말기 제품에 적용 중

인 E-ink의 구동방식으로 투명 마이크로 capsule 안에 분산

되어 있는 흑백의 전기 동입자가 외부 전기장에 의해 움직여

흑백의 상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그림3과 같이 문턱전압이

없는 입자들의 구동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마이크로 캡슐을 도

입하 고, 각각의 캡슐 안은 하나의 독립된 방으로 흑백의 입

자, 바인더, fluid 등이 들어있다. 

E-ink는 MIT 미디어랩의 연구진이 설립한 회사로 2000

년에 능동형 전자종이를 발표를 시작으로 2004년에는 소니

<그림 2. 제록스의 자이리콘 구동방식>

<그림 3. 마이크로 캡슐 형태의 전기 동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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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와 함께 리브리에(Librie)라는 전자책 단말기를 발표했다. 이후2009년에 만의 LCD 회사인 PVI

에 인수되어 현재까지 전자책 단말기 제품의 전기 동 film을 전세계적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E-ink는 지속적으로 조비, 구동속도와 같은 전기 동 특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현재는 10:1이상의

조비와 낮은 계조 표현의 구동이긴 하지만 동 상까지도 구동 가능한 전기 동 film과 구동기술을 보

여주고 있다.

� 마이크로컵 형태의 전기 동 방식

또 다른 전기 동 방식으로 마이크로컵 형태의 Sipix방식이 있다. 그림 4와 같이 격벽으로 방을 만들

고 각 방에 백색의 전기 동입자와 흑색의 fluid로 이루어진 전기 동 분산액을 채운다. 격벽은 mold를

이용한 microembossing방법으로 사각형 또는 육각형의 모양으로 제작하며, roll-to-roll방법을 적용

하여 양산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Sipix 역시 2009년 만의 LCD업체인 AUO에 인수되었다. AUO는 이를 통하여 성장국면에 있는 전

자종이 시장에 진출하여 거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E-ink의 아성에 도전하고자 하

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Sipix의 구동방식은 e-ink의 마이크로캡슐 방식 다음으로 실제 제품화에 가까운 유력한 후보

이며 Sipix에서 꾸준히 제품화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화를 위해서는 온도변화에 따른

전기 동입자 구동의 신뢰성과 정확한 gray level 구현의 uniformity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 Electrowetting 방식

이 방식은 인가전압을 제어하여 절연막 표면이 소수성과 친

수성으로 번갈아 변하는 성질을 이용한다. 그림 5처럼 투명전

극, 절연막, 착색된 유막, 물로 구성되며 전압이 인가되지 않

은 상태에서는 유막이 절연막 전체를 덮기 때문에 유막의 색

이 나타나고 전압을 인가하면 절연막이 친수성으로 변하여 물

이 유막을 어내게 되고 유막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된다. 전압

level를 조절하여 유막이 모이는 양을 조절함으로써 계조표현

이 가능하고 하부에 반사판을 배치하여 반사형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다.

이 기술의 기본원리는 필립스에서 고안되었으며 2006년 필

립스에서 분사된 리쿼비스타 (Liquavista)에서 디스플레이

기술로써 개발하여 왔다. 작년 말 삼성에서 electorwetting방

식의 주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리퀴비스타를 인수하

으며 차세 전자종이 기술로 개발 중에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시제품의 특성치를 보면 E-ink와 비교 시

우수한 특성의 응답속도와 조비를 갖고 있으나 쌍안정성이

없으며 높은 구동전압과 계조표현을 위한 최적 구동기술을 필

요로 하는 해결과제들을 안고 있다. 

<그림 4. 마이크로컵 형태의 전기 동 방식>

<그림 5. Electrowetting (전기습윤) 구동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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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S 방식

MEMS기술을 이용하여 나비와 같은 곤충들의 껍질이 특정

파장의 빛을 반사하여 색을 나타내는 것처럼 다채로운 빛을

구현하는 pixel을 제작하여 구동하는 방식이다. 디스플레이로

입사되는 외부광의 보강, 상쇄간섭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림

6과 같이 각각의 pixel은 상판, 하판으로 이루어지며 각 pixel

이 표현하고자 하는 색상에 따라 각각의 상, 하판 사이 제어거

리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red pixel은 전압인가가 없을 경우

상, 하판 사이의 거리가 red 빛만을 보강하게끔 조절되어 red

빛 성분이 크게 증폭되고 전압이 인가되었을 경우 상, 하판 거

리가 줄어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을 증폭하게 되어 검

은색을 표현할 수 있다.

생체모방 개념의 반사형 디스플레이인 이 구동방식은 미라

솔(Mirasol)이라고 하며 퀄컴(Qualcomm)에서 개발 중에 있

다. 빠른 반응속도와 컬러표현이 용이하지만 실 pixel 구조가

복잡하며, 계조구현을 위한 시간 또는 공간 분할구동 방식을

선택할 경우 해상도가 낮아지거나 전력소모가 높아진다는 단

점을 가지고 있다.

4) 전자종이의첫상용화제품‘전자책’

지금까지 전자종이는 책, 신문, 광고, 시계 등의 다양한 application으로 데모제품들이 전시회에 출품

되어 왔지만, 실제로 상업화 되어 출시된 첫 제품은 전자책 단말기이다. 2004년 소니에 의해 최초로 리

브리에가 출시되었다. 당시 리브리에는 전자책 컨텐츠의 부족과 기 에 못 미치는 디스플레이 특성으로

제품 소비자인 기존의 종이책 독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전자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

하고 실패하 다. 

이후 2007년 세계 최초이자 최 의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에서 전자책 킨들을 출시하 다. 아마존은

과거 소니의 경우와 달리 출시부터 8만 종 이상의 컨텐츠 제공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책을 구입하여 실

제 독서하는 과정까지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이는 기존의 종이책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킨들은 2010년도엔 800만 이상 팔리는 히트를 기록하 다.

아마존 킨들의 성공 이후로 반스앤노블(Barnes & Noble)의 누크(Nook), 소니의 리더(Reader) 등 여

러 업체에서 전자종이 기술을 이용한 전자책 단말기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여러 벤처기업들도 전자책

출시에 가세하고 있다. 현재 상용화 되어 있는 부분의 전자종이 전자책은 E-ink의 capsule형태의 전

기 동 구동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 방식이 다른 여러 구동방식들에 비해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써 한 단계 우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5) 전자종이와아이패드

킨들 출시 이후 2010년에 나온 애플(Apple)의 아이패드(iPad)는 태블릿(tablet) PC와 더불어 전자책

<그림 6. MEMS 구동방식>

<그림 7. 주요 전자종이 기반 전자책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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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크게 확 하 지만 기존의 전자종이 전자책 단말기에는 큰 위협이 되었다. 실제로 아이패드 출시

로 인해 기존의 전자책 단말기 시장은 전자종이를 통해 책만을 읽는 전자책 시장과 태블릿 PC를 통한 책

도 읽을 수 읽는 전자책 시장으로 양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책이라는 공통의 제품시장에서 LCD의

아이패드와 전자종이 간의 디스플레이 특성의 결이라고 생각할 때 완벽한 컨텐츠와 플랫폼을 갖추고

멀티기능이 첨가된 아이패드가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LCD와는 다른 종이 공유 특성을 구

현하는 전자종이의 차별화점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되었다. 

기존의 액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아이패드는 우수한 터치스크린과 양질의 컬러 동 상 구현을 통해

화려한 멀티미디어 기술을 제공하는 스마트북으로 기존의 종이책으로 경험할 수 없는 탁월한 기능의 전

자책 역할을 한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전자종이 기반의 전자책은 구현할 수 없는 부분임에 틀림없다. 이

에 반해 전자종이 역시 아이패드 비 분명한 차별화점을 가지고 있다. 전력 사용 없이 장시간 동안 표시

된 화면의 유지가 가능하며 back light와 같은 외부광이 필요 없어 전력 사용량이 매우 낮다. 실제 종이

처럼 밝은 햇빛 아래에서도 읽을 수 있으며 장시간 책을 보아도 눈에 피로감이 적은 종이책과 가장 유사

한 느낌의 전자 디스플레이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자책 시장에서 전자종이에 한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상황은 위와

같은 전자종이의 장점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잘 설명해 준다. 또한 큰 규모의 디스플레이 기업들

은 전자종이에 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기존의 전자종이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전략적 제휴에 나서

고 있다. 기업들은 이를 통하여 차세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위해 제품의 다변화 및 전자종이 기술과

연계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전자종이의 미래

1) 전자종이의잠재력

현재 전자종이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기술의 성숙 단계에 접어든 LCD 또는 OLED를 신해 TV, 모

니터, 스마트북을 신할 차세 디스플레이로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 현재 전자종이의 디스플레이

특성을 LCD와 비교한다면 디스플레이 제품으로써 그 사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사람의 눈에 편하고 전력소모가 작은 반사형 디스플레이’라는 매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자종이의

차별적 가치와 디스플레이 제품으로써의 잠재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제품 시장이 형성된 전자책 단말기로의 활용성은 증명이 되었으며 그 이후로 출시된 노트슬레이

트(Noteslate)와 엔투어리지(Entourage) 제품들 또한 전자종이의 다양한 응용제품 활용성을 잘 보여주

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노트슬레이트는 터치펜을 사용하여 필기를 할 수 있어 종이노트를 체할 수 있으

며 엔투어리지는 LCD와 전자종이 두 화면을 제공하여 보는 이의 용도에 맞게 선택하여 책이나 동 상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그림8과 같은 응용제품들이 이미 소개되었으며 향후에는 정보표시 매체의 디스플

레이로 응용할 수 있는 전자종이의 활용분야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도록 전자종이의 성능개선과 사업모델 별 인프

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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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종이의개발방향

전자종이의 성능개선은 구동성능 자체의 향상과 부가기능 개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전자종이의 구동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조비와 같은 기본적인 화질 특성과 함께 컬러화와 동

상 구현이 가장 중요한 개선과제이다. 아직까지 부분의 전자종이 구동방식은 미성숙의 기술로 각각

의 기술은 서로 다른 강점과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electrowetting방식은 E-ink 비 컬러화

와 동 상 구현에 유리하지만 구동전압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로 아직까지 제품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중 상용화에 앞서 있는 기술인E-ink 방식을 base로 하는 컬러화, 동 상 구현 전자종이 기술개발은 디

스플레이, 전자종이, CPU등의 여러 업체들을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림9와 같이 전시회

등에서 진일보된 된 컬러 전자종이, 동 상 구동 데모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시연, 출품되고 있다. 이런 추

세라면 조만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컬러 전자종이와 동 상 구현 전자종이 제품이 1,2년 내에 시장에 선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전자종이의 부가기능 개발이다. 플렉서블화, 터치기능의 최적화, 가격경쟁력 등을 얘기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타 디스플레이 비 전자종이는 flexible화에 용이하다. 실제로 전자종이는 최초로

플렉서블화에 성공하 고 다른 어느 디스플레이보다 제품화에 가까이 있다. 그리고 전자종이가 여기저

기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종이인쇄물을 신하기 위해서는 제품 제작의 용이함과 현실적인 가격경쟁력

또한 갖추어야 한다. 현재 부분의 전자종이 제품이 E-ink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동방식에

한 다변화를 통하여 합리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가기능의 개발은 전자종이의

응용 분야 확 를 통한 제품 다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전자종이의 사업 모델에 한 시스템 구축도 전자종이 개발방향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전의 소니 리브

리에의 실패와 아마존 킨들의 성공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종이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응용 분야 별 소

프트웨어, 플랫폼 등의 인프라 구축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예는 뮤직 플레이어 시장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 아이튠즈(iTunes)라는 편리한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애플의 아이팟(iPod) MP3

플레이어는 뮤직플레이어 시장을 석권하 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디스플레이인 전자종이도

<그림 8. 전자종이의 현 응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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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제품 적용 분야에 맞추어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편의의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하

는 것 또한 전자종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다.

3) 전자종이의전망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은 여러 방면에서 전자종이의 미래에 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현재 시

장조사 업체들은 전자시장의 꾸준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그림 10은 디스플레이뱅크의 시장전망 자

료이다. 또한 디스플레이서치에 의하면 전자종이 시장은 2009년 4억 3천만 달러에서 2018년 96억 달러

수준에 달하는 더욱 긍정적인 시장성장이 예상된다. 전자책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다양한 응용분

야로의 확 를 반 한 예측이다. 그리고 여러 IT전문 기관, 학회에선 가까운 미래에 사용될 전자종이 제

품들의 다양한 모습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적인 것들로 가전제품의 외장, 벽지, 쇼핑몰의

가격표, 광고판 등이 있다. 이런 예측을 뒷받침 하듯 다수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전자종이 관련 업체

들과의 인수, 제휴를 통해 전자종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전자

종이의 역할을 면 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요즘 그린혁명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다. 끊임없는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파괴를 줄이자는 목

적으로 크게는 재생에너지 개발에서부터 작게는 전기 절약 활동까지 포함한다. 전자종이는 종이인쇄물

을 체하는 디스플레이라는 점에서 그린혁명과 일맥 상통한다.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종

이의 양은 실로 엄청나서 종이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종이의 사용량을 줄여 산림파괴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전자종이의 상용화는 디스플레이의 그린

혁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전자종이는 종이의 아날로그 감성에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미래형 디스플레이로 경제,

산업적 높은 잠재력을 갖춘 유망 분야라 할 수 있다. 세계적 디스플레이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

마 단계에 불과한 전자종이 분야에서 국내에 축적된 디스플레이 첨단기술들을 바탕으로 소재와 제품기

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향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질 전자종이 시장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 된다. 

<그림 9. 최근 출시된 전자종이 개발품> <그림 10. 전자종이 시장전망(디스플레이뱅크, 2009)>



김성철 ┃삼성 모바일디스플레이

연구소장

김성철 소장은 경희 학교에서 학사, 석사 및 물리학

박사를 취득하 다. 2000년 삼성SDI에 입사하여

PMOLED Full Color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하 으며,

2004년부터 당시 신규 사업이었던 AMOLED의 개발에

본격 참여 하여 2007년 개발팀장으로서 세계 최초

AMOLED 양산 성공에 기여 하 다. 현재는 삼성모바

일디스플레이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며 OLED 양산/상

용화 기술 및 미래형 Display 기술 전반의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2009년 VGA급 AMOLED 제품 개발 및 양산의 공로로

삼성기술상 상을, 2010년 부품소재기술상 산업 포장

을 수상한 바 있다.

최근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는 자발광

의 빠른 응답속도, 높은 색재현성 등의 화질측면의 장점을 배경으로

LCD(Liquid Crystal Display)의 체 기술로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많은 관심

을 받고 있고, 이는 2009 ~ 2010년을 거치면서 휴 전화 제품시장에서 보여진

급격한 수요 증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향후 Tablet PC 및 TV와 같은 중 형

디스플레이 제품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RT시 를 넘어 LCD와 PDP 등 형 평판 디스플레이의 도래에는 고정세를

통한 화질 개선이라는 성능적 측면과 화면크기와 두께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구

조적 측면의 극복이 큰 기술적 과제 다면 미래 디스플레이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형태적인 변형의 자유도를 부여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유리와 디스

플레이를 넘나들며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투명 디스플레이 등이 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회자되고 있다. 즉, 성능향상 기술개발 구도에서 디자인

적인 요소가 더 확 되는 경향성이 중요함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

로운 패러다임은 디스플레이의 용도와 활용 패턴은 물론 미래의 생활 방식에도

획기적인 향력을 줄 것으로 예측 된다. 특히 이러한 패러다임 이동의 중심에

있는 AMOLED를 중심으로 플렉서블 기술,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에 해 언급

하고자 한다.

플렉서블, 투명AM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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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개념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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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렉서블 AMOLED 기술

단단한 기구적 구조로 변형이 불가능한 기존 형태에서 벗어나,

구부리고 말고 접을 수 있는 변형의 자유도를 줄 수 있는 디스플

레이가 바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이다. 이의 기술적실현을 위해,

사용되는 플렉서블 기판은 특성상 얇고 가볍고 깨지지 않는 특성

을 가지므로 소형제품에서는 휴 성과 신뢰성 이라는 가치를, 

형 제품에서는 새로운 디자인이라는 가치를 부여해 줄 것이라 판

단된다. 

이렇듯 미래지향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

이 이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기술적인 난제들을 갖고 있다.

구조적 단순성으로 인해 플렉서블한 특성이 가장 우수할 것으로

고려되어지는AMOLED 또한 많은 난제들을 갖고 있으며, 특히 플

렉서블 기판 기술, 박막봉지 기술, 기판 핸들링 기술, 신뢰성 강화

기술, 플렉서블 Backplane기술 등의 분야에서 분발이 요구된다.

플렉서블 기판은 Metal Foil, 플라스틱, 얇은 유리 등이 검토되

어 왔고 그 중 플라스틱 기판이 열 안정성 부족과 투습한계의 취약

성 등 큰 약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온 안정성 기판 재

료개발의 성과와 투습방지용 박막봉지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오히려 그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2와 같이 기판 위에 무기

박막과 폴리머를 교번으로 코팅하여 투습방지 특성을 확보한

Barix coating이 그 일례이다. 기판핸들링에 있어서도 초저가 실

현을 고려하여 Roll to Roll 공정이 개념적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설비와 재료적 기반을 활용하기

위해 단단한 유리기판에 플렉서블한 기판을 부착하고 공정을 완

성 한 후 분리하는 공정기술을 통해 기술개발이 실현되고 있으며,

구조적인 변형에 따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Neutral Plane

Theory를 고려한 변형이 최소화 되는 위치를 기판설계 시 고려하

여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판재료의 열 안정성을 고려하여 저온공

정을 가능하게 하는 Backplane 재료 및 구조가 개발 되어야 할 필

요성이 있다. 산화물 트랜지스터, 유기 트랜지스터 등의 재료가 개

발되고 있으며, 산화물 트랜지스터와 유기 트랜지스터는 캐리어

이동도가 각각 5 ㎠/Vs 이상, ~ 1 ㎠/Vs 수준이어서 아직은 산화

물 트랜지스터가 이동도 특성에서 AMOLED용 Backplane 재료

로서 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4, 5는 각각 삼성 모바일디

스플레이와 Sony사에서 산화물 트랜지스터 기술과 유기 트랜지스

터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AMOLED 이다.

<그림 3. Bending시 생성된 neutral plane위치>

<그림 2. Vitex사의 Barix coating>

<그림 4. 산화물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AMOLED(삼성)>

<그림 5. 유기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Flexible OLED(S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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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명 AMOLED 기술

투명 디스플레이는 그 개념상 현재의 디스플레이를 넘어서, 공간에 한 시각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공

간창출의 가치를 부여하여 디자인 측면의 혁신 분야와 연결 될 수 있고, 또는 카메라를 통한 시각 정보

가 아닌 실 공간에 한 증강현실을 통해 새로운 응용분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고려된다. 공간 창출

형 Window TV, 디자인 지향형 투명 시계, 투명 휴 폰 등 다양한 응용분야가 있고, 증강 현실

(Augmented Reality) 구현을 통한 차량용 네비게이션, 고객에게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쇼 윈도

우, 게임용, 의료용, 교육용, 엔지니어링용 등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투명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가 일정 수준의 투과도를 가지고 있어 디스플레이 화면(Digital World)

과 투과 이미지(Real World, See-through Image)를 동시에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투

명 디스플레이는 LCD, PDP, OLED 모두 구현이 가능하나, OLED는 소자 구조의 단순성과 사용하는 재

료의 투명성을 고려할 때 고투명 디스플레이 구현이 용이하다. OLED는 두 개의 전극(양극, 음극) 사이에

유기 물질들이 적층되는 구조로 양극에서는 정공이 정공 수송층을 통하여, 음극에서는 전자가 전자 수송

층을 통하여 각각 주입되어 만나고 이때 생성된 엑시톤이 빛을 발생시키는 소자이다. (그림 7) 이러한

<그림 6. 투명 디스플레이 활용 분야>

<그림 8. OLED의 유기재료 적층 박막의 투과도><그림 7. OLED 소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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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에 사용되는 유기 재료는 부분 100nm 수준의 박막으로 구성되며 가시광 역의 투과도가 매우

높아 양쪽의 전극을 모두 투명하게 구성하면 투명 OLED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실제 적용되고 있는

OLED의 유기 물질은 복수로, 복잡하게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적층 박막의 가시광 투과도를 90% 이상으

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8) 

두 개의 전극을 모두 투명하게 형성하면 OLED는 양면 발광을 하게 되고 이 경우 OLED 소자의 효율

(디스플레이의 밝기)과 색 특성이 우수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광부와 투과창을 분리

하는 구조의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구동을 위해 필요하지만 불투명한 TFT 회로

부와 발광부의 공간적 일치를 통해 전면발광 공진 구조를 구현하고 이로 인한 고효율 OLED 소자특성과

빈 공간을 활용한 패널의 투명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의 투명 AMOLED는 회절격자 형태의 패널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투과도 및

투과한 이미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 투과화를 위한 투과창 및 Pixel 설계기술이 중요하고 투과

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재료기술 또한 중요하다. 투명도에 향을 주는 재료는 패터닝 없이 전면 증착되

는 음극재료와 불투명한 TFT용 금속 배선재료 등 이다. 음극재료는 최근 70 ~ 80%수준까지 그 투과도

가 확보되어 있으나 TFT용 금속 배선재료의 투명화는 기술 난이도가 높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투명디스플레이는 소형 고정세 제품보다는 형 제품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보다 더 용이하게 되어,  소형 응용제품보다는 PID(Public Information Display)와 같은 형 디스플레

이 시장에서 먼저 응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궁극적으로 플렉서블 기술과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은 성능적 측면의 우수성을 말하던 디스플레

이가 디자인과 같은 보다 감성적인 가치로의 패러다임 이동을 만들 것이며, 미래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가치에 한 많은 상상력을 자아내게 할 것이다. 

<그림 9. 투명 AMOLED 구조>



투명 LCD 기술

#1. 머나먼 행성 판도라에서 체자원을 캐기 위해 '나비(Na'vi)'족의 땅 밑을

투명 모니터를 통해 스캔한다. '나비(Na'vi)' 족의 위험을 직감한 제이크는 서둘

러서 아바타에 접속한다.

#2. 2054년 워싱턴. 프리크라임 팀장인 존 앤더튼이 범죄와 관련된

Database를 검색 하기 시작하자 사무실의 일반 유리창에 관련 정보들이 나타나

기 시작한다. 

위의 두 가지 상황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화

"아바타" 와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장면 중 하나이다. 미래의 지구 혹은 지구 문

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화라 그 당시의상상 가능한 신 기술이 총 망라 되어

있다. 8년의 차이를 두고 (아바타, 2010년 / 마이너리티리포트, 2002년)만들어

졌지만, 두 화상에서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는 투명한 유리에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일명 "투명 디스플레이"가 당연하다는 듯 그려진다.

이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오래 전부터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투명 디스

플레이를 실현 하기 위한 첫 걸음이 투명 LCD 기술이다.

투명 LCD 기술의 정의

투명 LCD 기술을 정의 한다면, 
1)

투과율을 극 화 하여 일상환경에서는 유리

와 같이 투명하고, 필요시에만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LCD Panel의 기본적인 투과율은 5% 정도로 일반 빌딩의 창호로 사용되

는 칼라유리의 투과율 17% ~ 25%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투명 LCD는 투과율

이 높은 TFT LCD를 사용하며 투과율이 약 15% 정도(22" 투명 LCD Panel 기

준)로 유리창과 유사한 투과율을 구현한다.

기존 LCD는 하기 그림(위)과 같이“CF POL - Pixel - TFT POL - Sheet류

투명AMLCD 기술

1) 빛, 입자선, 전자파, 음파 등의 입사량에 한 투과량의 비. 광학에서는 보통 광 도나 백분율로 나타낸

다. 투명 디스플레이 에서는 빛의 입사량에 한 투과량의 비를 백분율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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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원 Reflection Sheet - Bottom Chassis”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빛이 투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아래)와 같이 빛을 100% 차단하는 Sheet류, 광원, Reflector, Bottom를

삭제한 구조가 현재 개발되는 투명 LCD 이다. 

현재의 투명 LCD 기술은 기존의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일상생활과 어우러질 수 있어서 디자인의 美가

가미된 디스플레이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다. 즉, 기존 디스플레이 제품이 Display Contents만 제공 하

다면, 투명 디스플레이 제품은 Display contents + Environmental Contents의 조화가 가능하다.

(하기 기존 디스플레이와 투명 디스플레이 개념 비교 참조) 

투명 LCD 기술의 新 응용처

투명 LCD 기술은 기존의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주어 신규 응용처

창출이 가능하다. Showcase, Freezer Door, Show window 등의 광고시장, 가정 內 2nd TV 및 게임기

/태블릿 등 Consumer 제품, 자동차 Sun Roof 및
2)

HUD, 건축자재의 창호 등의 신규 응용처가 있다. 이

러한 시장은 투명 LCD 기술 및 관련 부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 광고시장

Ubiquitous 환경 하에서 다양한 공간에서 디지털 광고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고효과를 극

화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채용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Static 광고가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공간에서 Interactive 하며 실감적인

디스플레이의 新수요 창출을 견인 하여 투명 LCD 기술을 이용한 광고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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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ead-up Display

<TFT-LCD의 단면 구조도>

<旣存 디스플레이 - “Display Contents”제공> <투명 디스플레이 -  “Display Contents + Environmental Contents”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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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sumer 시장

무선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일상공간 어디에나 디스플레이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디스플레이 경우 전원차단시 보기에 좋지 않은 검정색 직사각형으로 주변 인테리어 등과 조화가

필요하여 일상 환경과 융화될 수 있는 "투명성"이 새로운 가치로 부상될 것 이다. 

3) 건축및자동차등의자재시장

투명 디스플레이는 투명도를 갖는 제품의 특성상 외부환경과 내부 Data의 Overlay 구현이 가능하여,

차세 주요 기술 트렌드인 증강현실 구현에 최적인 디스플레이로서 Smart 기능을 흡수하고 3D를 뛰어

넘는 새로운 User Experience의 제공이 가능하다. 증강현실은 현실환경에 가상정보를 겹쳐서 보여 주

는 기술로 광고, 게임, 교육, 의료 부문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다. 또한 투명 디스플레이의 소비전력은 기

존 LCD 비 10~20% 수준으로 구동을 위한 전기 요금 부담이 적고, 향후 태양전지를 이용한 솔루션 기

술이 적용 된다면 불필요한 전선 등이 필요 없어 건물의 창호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투명 LCD 기술의 향후 발전 전망

LCD의 고투과 Panel 기술 적용으로 향후 투명도와 선명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여러 소재들

이 사용되면서 더욱 가볍고 다양한 응용 제품들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명 디스플레이는 응용 범위가 다양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전달 도구로써 각광받을 전

망이며,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투명 디스플레이 양산을 시작으로 다양한 응용처를 개발하여 투명 디스플

레이 시장을 적극 선도할 계획이다.

<Showcase> <Freezer Door>

<의료기기> <건물창호> <자동차 HUD>

<2nd TV> <가정용 Tablet>

<Show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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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스플레이 기술이 약 20년을 주기로 흑백에서 컬러로, 브라운관이 평판으로

큰 기술적 발전을 이루면서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 다. 우리나라는 평판 디

스플레이의 상용화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세계시장을 장악하게 되었고, 현

재 약 100조 정도의 세계시장 중 50%를 차지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 만 등 후발 국가들의 참여로 패널 가격이 하락하면서 성장율은

감소하고, 새로운 시장은 창출되지 않아 시장규모는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측되

면서 red ocean이 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시장을 다시 한 번 blue ocean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꺼운 브라운관이 얇은 평판으로 발전하 듯이 또 한 번의 기

술적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는 넓은 벽이나 둥근 천정과 기둥 등 어느 곳에든지 디

스플레이를 장착하여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하므로 디스플레이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유연한(flexible; 이하 플렉서블이라고 함) 형태를 가져야 한

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장소에 디스플레이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량이

필요할 것이므로 가격은 반드시 싸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

는 기술이 초저가 인쇄공정으로 제작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다. 따라서 플렉서

블과 인쇄공정은 미래 디스플레이의 핵심 키워드이며, 기술적 돌파구가 될 것으

로 예측된다.

본 에서는 유기박막트랜지스터(OTFT; organic thin film transistor)를

핵심 구동소자로 사용하는 전자종이용 하판(backplane)을 인쇄공정으로 제작

한 결과를 통하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인쇄공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에

하여 살펴본다.

2. 전자종이용 디스플레이의 구성

전자종이는 그림1과 같이 정보를 나타내는 표시패널과 표시할 정보를 전기신

호로 제어하는 구동패널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시패널이 구동패널 위에 있으므

송정근 ┃동아 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서울 학교 공과 학 전자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를 마치고 1992년 미국 신시내티 학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 고, 1992년부터 동아 학교 전

자공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연구분야는 유기박막트

랜지스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이다.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7년 눌원문화재단의

학술상과 2008년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

으며, 현재 한국디스플레이학회의 편집이사로 봉사

하고 있다.

인쇄공정기반

전자종이용OTFT-Backplane

신∙∙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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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판, 구동패널을 하판(backplane)이라고 부른다. 하판은 각 화소를 구동하는 화소회로 어레이와 이를

외부 회로에 연결하는 데이터 및 스캔 버스라인으로 구성된다. 전자종이의 화소회로는 트랜지스터 1개와

캐패시터 1개로 이루어지고,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극은 스캔 라인, 소스 전극은 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외부 회로에 연결된다. 현재 구동 트랜지스터로서 실리콘 TFT, 산화물 TFT, OTFT 등이 사용 가능하지

만 공정온도와 인쇄 용이성을 고려해 볼 때 OTFT가 플라스틱 기판과 호환성이 우수하므로 플렉서블 디

스플레이에 가장 적합한 구동소자로 판단된다. 다만 OTFT 성능이 OLED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단점이 있지만 우수한 신규 재료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3. OTFT-backplane 인쇄공정

OTFT의 성능이 화소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

로 OTFT 제작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OTFT의 구조는

그림2와 같이 게이트 전극, 게이트 유전체, 소스와 드레인

전극, 그리고 반도체로 구성된다. 각 층은 트랜지스터의 기

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고유의 역할이 있으므로 그 역할을

극 화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제작공정은 먼저 깨끗이

세정한 기판에 게이트 전극과 스캔 버스라인을 인쇄한다. 그

리고 그 위에 게이트 유전층을 도포하고, 이어서 소스와 드

레인 전극을 인쇄한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층과 중간층 그리

고 픽셀전극을 적층하여 완성한다. 

각 층의 주요 요소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쇄공정에 해서 살펴보자. 게이트 전극은 긴 스캔 버스라

인을 통하여 외부 회로로부터 신호를 전달 받으므로 재료는 시간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전도도

가 커야 한다. 예를 들어 표시패널로 e-ink 시트를 사용하는 전자종이의 경우 e-ink의 동작속도가 약

130 msec이므로 20 Hz 프레임 주기에 해상도 190 × 150 의 경우 허용 지연시간이 라인 당 10 μsec 이

므로 버스라인의 면저항은 18 Ϊ/□ 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선폭은 해상도에 따라 다른데 6인치 크기에

상기 해상도를 실현하려면 100 μm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전극의 두께는 그 위에 적층되는 게이트 유전

층이 전극을 균일하게 도포하도록 충분히 얇아야 하며 100 nm 이하면 적합하다. 

<그림 1. 전자종이의 구성과 backplane의 화소회로>

<그림 2. OTFT의 구조 및 인쇄공정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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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도록 인쇄용 전극재료와 인쇄공정을 잘 선택해야 한다. 인쇄용 전극재료는 전도

도도 중요하지만 플라스틱 기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온 공정이 가능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열처리 온도

가 200℃ 이하인 은나노잉크를 사용하 다. 인쇄공정으로 표1과 같이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며, 각 방식

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적합한 인쇄공정을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는 상기 인쇄공정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저가공정인 스크린 인쇄를 사용하 으며, 스크린 인쇄

의 단점인 선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오프셋 인쇄를 함께 사용하 다. 공정순서는 그림3과 같이 우

선 스크린 인쇄로 기판 전면에 은나노잉크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 때 막의 두께를 100 nm 이하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서 은 박막 위에 etching resist(ER) 잉크를 사용하여 원하는 형상을 리버

스 오프셋으로 인쇄한다. 리버스 오프셋 인쇄과정은 그림3에서 보듯이 ER 잉크를 롤 형태의 실리콘 블

랑켓에 균일한 두께로 코팅하고,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 클리쉐 위에 굴려 블랑켓의 ER 박막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다(오프). 마지막으로 블랑켓의 ER 형상을 기판에 전사(셋)하여 공정을 마무리한다. 여기

서 블랑켓에 코팅된 ER 잉크의 용매가 블랑켓에 스며들어 팽윤(swelling)되고 잉크의 점도가 변화하는

데 인쇄 횟수가 거듭될 수 록 팽윤상태와 점도가 변하여 균일한 인쇄 결과를 얻기 어려운 점이 리버스 오

프셋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매 인쇄 후 블랑켓을 건조하여 초기상태를 회복함으로써 재현성을 확보하

고 있으나 이 과정이 공정시간 지연의 요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ER 형상이 만들어진 은 박막을 식

각하고 잔여 ER을 제거하여 최종 은 전극을 만든다. 전극의 최소 선폭은 5 μm, 두께는 70 nm이었고, 비

저항은 1μΪ∙cm으로 게이트 전극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은 전극이 인쇄된 플라스틱 기판을

2,500회 반복적으로 구부려도 전극의 벗겨짐은 발생하지 않았고, 비저항도 초기 값을 유지하 다. 본 공

정의 성과는 기존의 진공증착과 광리소그라피 공정을 인쇄공정으로 체한 것에서 찾을 수 있고, 이로써

공정의 단순화 및 저가격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표 1. 인쇄공정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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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드레인 전극의 주요 요건은 우선 전극과 반도

체 간의 에너지 장벽(에너지 장벽은 접촉저항의 원인

이 됨.)이 작아야하고, 긴 데이터 라인과 연결되기 때

문에 시간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도도가 높아

야 하며, 물론 인쇄가 용이하여야 한다. 전극재료로

서 금속부터 전도성 고분자까지 다양하게 있으나 상

기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재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

는다. 이 연구에서는 작은 에너지 장벽과 인쇄 용이

성을 우선 고려하여 전도성 고분자인 PEDOT:PSS

를 선택하 다. 일반적으로 PEDOT:PSS는 비저항

이 20 Ϊ∙cm 정도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리세롤을

첨가하여(이하 G-PEDOT이라고 함.) 3×10-3 Ϊ∙cm로 줄일 수 있었다. 인쇄공정으로 접촉에 의한 채

널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접촉 방식인 잉크젯을 선택하 다. 현재 유기반도체에 가장 작은 접촉저

항을 나타내는 전극재료는 금(약 70 kΪ∙cm) 인데 G-PEDOT이 40 kΪ∙cm으로 더 우수한 특성을 보

다. 이것은 G-PEDOT과 펜타센 반도체 사이의 에너지 장벽이 0.25 eV로서 금의 0.85 eV 보다 작기 때

문이다. 그러나 면저항은 290 Ϊ/□로 금의 0.3 Ϊ/□ 보다 크기 때문에 10 μm 이하의 채널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면저항을 더 줄여야 한다. 

반도체층으로 TIPS-펜타센이라고 하는 단분자를 유기용매에 녹인 잉크를 사용하 고, 잉크젯으로 인

쇄하 다. 일반적으로 잉크젯의 노즐에서 토출된 용액방울이 마르면 방울 가장자리에 얼룩이 생기는데

이것을“coffee stain”이라고 한다. 이 얼룩은 방울 속에 있던 입자들이 가장자리에 모여 생기는 현상인

데 반도체 잉크에도 그림4와 같이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 coffee stain이 생기면 가장자리에 부분의

TIPS 분자들이 모여 결정 덩어리를 이루고 가운데 역에는 분자 수가 부족하여 전류의 흐름이 원활하

지 않아 결국 OTFT의 성능이 떨어진다. 따라서 coffee stain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모든 역에 걸쳐

분자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만드는 것이 잉크젯 공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coffee stain이 생기는 원인은 방울 속에서 일어나는 분자들의 거동에서 찾을 수 있다. 방울 속에서 분자

들은 그림5와 같이 자연 류에 의하여 방울의 중심에서 가장자리 P로 이동하고, 방울의 가장자리는 방울,

기판 그리고 공기층이 함께 만나는 열역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자리이므로 결정형성에서 핵자(nucleate

site)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가장자리는 표면장력에 의하여 건조되는 동안 그 자리에 고정되고, 분자는 계속

가장자리로 공급되므로 가장자리에 두꺼운 분자 결정 덩어리가 생겨 coffee stain이 형성된다.

따라서 coffee stain을 제거하려면 방울이 건조되는 동안 핵자역할을 하는 가장자리 P가 고정되지 않

도록 지속적으로 중심을 향하여 이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가능한 방법으로 잉크 방울을 토출하는 동안

기판에 적절한 열을 가하면 가장자리 주변의 잉크 용매가 신속히 증발하여 가장자리는 점차 중심으로 이

동하게 된다. 이 때 가장자리 이동속도가 분자의 결정화 속도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적합한

온도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온도의 TIPS 결정화 실험을 통하여 60℃(이 온도는 재료와 환경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가 가장 적합한 온도임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온도에서는 coffee stain이 발생하

던지 아니면 coffee stain은 없었으나 두께가 균일하지 않았다. 다른 파라미터들도 세 히 조절하여 하

판 제작에 적용하 다. 하판에 집적된 28,800개의 OTFT(그림6) 중에서 여러 역에서 소자 36개의 취

<그림 3. 게이트 전극에 적용한 스크린 및 리버스 오프셋 인쇄공정 순서도>



하여 성능을 분석한 결과, 이동도는 평균 0.53 ㎠/V∙sec이었고, 편차는 약 20 %로서 전자종이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특히 온-전압이 0 V이고, 부-문턱전압의 기울기 (sub-threshold

slope)가 0.33 V/dec으로 작은 것은 반도체와 유전체 계면의 전하트랩이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하판과 상판 사이에 삽입되는 중간층은 스핀코팅으로 제작하 다. 중간층의 중요한 요소

는 하판의 전기신호가 픽셀전극 외에 다른 역을 통하여 전달되지 않도록 충분히 두꺼워야 하고, 하판

의 반도체층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재료로서 PVA와 아크릴의 이중층을

사용하 고, 두께는 약 2 μm이 되도록 하 다. 픽셀전극은 은잉크를 사용하여 스크린 인쇄로 제작하

다. 이렇게 제작한 하판에 e-ink 시트를 부착하여 동작을 확인하 고, 그림7에서 보듯이 성공적으로 작

동하 다.

4. 결론

인쇄공정은 현재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서 전극이나 컬러필터 제작에 일부 적용하고 있으나 극히 제한

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에서는 전자종이용 OTFT-backplane 제작 모든 공정에 인쇄공정을 적용하

여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선폭 수 십 μm 정도의 해상도에는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 μm 혹

은 그 이하의 고급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 해상도 및 다층 적층 인쇄를 위한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블랑켓의 팽윤문제, 잉크의 퍼짐현상 등을 해결해야 하며, 하부 층에 손상을 주지 않는

다층 인쇄기술, 또한 층간의 정 한 중첩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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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IPS-펜타센 유기반도체 잉크 방울이 마른 후 생성된 coffee stain> <그림 5. 잉크 방울 속에서 분자의 거동>

<그림 7. 인쇄공정으로 제작한 플렉서블 전자종이의 동작 사진><그림 6. 잉크젯으로 제작한 OTFT 어레이의 TIPS-펜타센 반도체와

OTFT의 전달특성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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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츄어의 명반사냥이야기

디누리파티의
마지막연주회

나용수 ┃편집위원

원자핵공학과 교수

비가 오는 날 음악을 듣는다면 단연 LP(Long Playing Microgrove Record)가 제

격이다. 까맣고 둥근 LP와 턴테이블의 카트리지가 접촉하여 만들어내는 특유의 잡음

은 빗소리와 어울려 지금을 잊어버리고 시간과 공간이 멈추어 선 세계로 안내한다.

LP에서 나오는 음들은 어느 순간 살아 움직이며 스르르 몸의 구석구석을 감싸고, 눈

을 감고 있자면 나는 어느새 61년 전 프랑스의 한 조그만 마을인 브장송에 앉아서 내

가 가장 사랑하는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듣는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난 결코 가 볼

수도 경험해 볼 수도 없는 순간이겠지만, 전설로만 듣던 그 날의 울림은 LP의 선율을

타고 그 로 내 몸으로 공명한다.

디누 리파티 (1917. 3. 19-1950. 12. 2). 33세로 생을 마감한 루마니아 태생의 비

운의 피아니스트. 불과 5년여의 짧은 활동과 10매 밖에 안 되는 레코드에도 불구하

고 터치에 시적 표현과 지적 표현이 훌륭하게 균형을 이루며 순수하고 고귀한 빛으

로 가득 찬 음악을 들려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7세에 제네바 음악원 교수로 취임

하지만, 곧 백혈병으로 사형선고를 받는다. 그의 생명이 조금씩 꺼져가고 있을 때쯤

인 1950년 9월 16일, 프랑스의 조그만 마을인 브장송에서 개최되는 브장송 페스티

발에 초청되었던 그는 악화된 병세에도 불구하고 관객과의 약속을 절 저버릴 수

없다며 연주회장으로 향한다. 주치의와 아내의 만류가 있었지만 오직 각성제를 의지

하며 목적지를 향해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관객들도

아
마
츄
어
의

명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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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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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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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오늘이 그의 연주를

듣는 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에 식은땀

을 손에 쥐고 있었으리라.

무 의 문이 열리며, 연주회

장에서는 모두가 들어 보았

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바흐가 서서히 울려

퍼진다. 사형선고를 받은 인

간 앞에서 음악이란 그리고

약속이란 도 체 무엇을 의

미하는 것인지. 한 피아니스

트는 그 어떠한 그림자도 내

려놓은 채 바흐가 악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진정 보여

주고자 했던 세계를 향해 손가락을 뻗어갔다. 바흐의 파르

티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두 개의 슈베르트의 즉흥

곡을 지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만의 순서 로 쇼팽의

왈츠를 연주하던 그, 하지만 이미 1시간이 훌쩍 넘은 연주

회. 그에게는 쇼팽의 왈츠 열네 곡 중‘화려한 왈츠

(Grande Valse Brillante)’라는 부제가 붙은 마지막 한 곡,

2번을 칠 힘이 남아 있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 곡인 2번을

치다 말고 힘겨운 숨을 몰아쉬며 손을 멈추고 만 디누 리파

티. 건반만을 응시하던 적잖은 정적의 시간이 흐른 후 갑자

기 그는 다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이 연주회를 마친 지

3개월이 지난 후 베토벤 음악의 위로를 받으며 세상을 떠난

다. 그 날 브장송에서 관객과의 약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

친 한 나약한 인간이 피아노로 뱉었던 마지막 기도는 바로

바흐의 칸타타 BMW 147의 코랄“예수는 나의 기쁨 (Jesus

bleibet meine Freude)"이었다. 이 날의 연주는 국

Columbia (현 EMI)에서 녹음되어 그의 사후 7년 후에 음

반으로 발매되었고, 인터넷 동 상 사이트들에서 일부 감상

할 수 있다.

브장송연주회로 부터 50

여년이 지난 후. 그와 아무

런 상관도 없는 한민국 서

울 땅에서 그의 기도는 또

한 청년의 마음을 울리고 과

외비를 헌납하게 했다. 처음

CD로 샀던 음반은 들을수

록 LP 감상의 유혹을 이기

지 못하게 했고, 이 음반이

세상에 처음 그 모습을 드러

내었던 LP 초판을 찾아 적

잖이 사냥을 다니게 했다.

이 음반은 1957년 두 개의

별도의 LP로 발매가 되었는데 (음반번호 33CX 1499, 1500

국 Columbia), 당시에는 드물었던 해외 인터넷 음반몰을

몽땅 뒤져서 두 장 중 겨우 한 장의 LP를 구할 수 있었다. 그

리고 나머지 한 장을 찾아 헤매다, 당시 회현지하상가에 둥

지를 틀기 시작하던 중고 LP 가게들 중 하나에서 우연히 발

견할 수 있었다. 남은 한 장의 LP를 구해 집으로 돌아오던

지하철에서 손을 떨며 느꼈던 청년의 환희를 어떻게 말로 표

현할 수 있겠는가.

디누 리파티에게 음악관을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한 적이

있다. "음악이 훌륭하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전반적인

움직임과 자유로움 등 다양한 종류의 감정을 불어넣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음악은 연주자의 손가락과 눈, 마음에서 우

러나와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 준다."

디누 리파티의 브장송 고별연주회는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하듯이 앞으로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틀림없이 인간이

란 존재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손가락으로 탄식을 나오게

하고, 보여 주기 위한 연주는 많지만 눈과 마음으로써 사람

을 움직이는 연주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Parliament Hall. Besançon, France. 1950. 9. 16
Courtesy of EMI Clas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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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방사성동위원소

‘방방사사선선((rraaddiiaattiioonn))’은“운동에너지를 가진 입자 또는

전자기파”로 정의 된다. 에너지를 가진 입자와“전기장

과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파동의 형태로 공간

속을 진행하는 현상”으로 기술되는 전자기파는, ‘놓아

(放) 쏘았다(射)’할 만큼 빠른 공간 이동성을 갖는다. 따

라서, 방사선 방출과 동시에 주변 물질은, 정도의 차이

는 있지만, 방사선에 피폭(被爆)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의 오감(五感)을 전혀 자극하지 않는 방사선은, 물

질과 반응할 때 보여주는 현상을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되

었다. 1895년 11월에 독일의 실험물리학자인 Wilhelm

Roentgen이 진공관 방전 실험을 하던 중 실험실에 놓인

형광판이 발광하는 것을 보고 진공관으로부터 방출되는

그 원인물질을 XX(unknown)--rraayy라 명명하 다. 한편, 프랑스 물리학자 Henri

Becquerel은 1896년 1월에 사진건판이 우라늄염에 감광되는 것을 보고 방사선을 방

출하는 원소 즉, 방방사사성성((동동위위))원원소소((rraaddiiooiissoottooppee))가 있음을 확인하 다. 1898년에

polonium과 radium을 발견한 Pierre & Marie Curie 부부는 이들 원소의 방사선 방

출 특성을‘rraaddiiooaaccttiivviittyy((방방사사성성 또또는는 방방사사능능))’이라 명명하 다. 1899년에 새로운 형

태의 방사선인 알파선과 베타선을 발견하고 고주파의 전자기파를 감마선이라 명명한

국의 물리학자이며 화학자 던 Ernest Rutherford는 방사성동위원소들에게 방사

선을 방출하는 과정인 핵핵의의 붕붕괴괴((nnuucclleeaarr ddeeccaayy))가 있기까지 고유의 수명 ((반반감감기기,,

hhaallff--lliiffee))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1902년). 방사성동위원소의 위력은 단위시간당 핵붕

괴 수에 비례하는데, 핵붕괴율 또는 방방사사능능((rraaddiiooaaccttiivviittyy))은 Becquerel의 이름을 그

단위로 사용한다 (1 Bq = 1 nuclear disintegration per second).

방사선
비상피폭상황에

한이해

김은희 ┃원자핵공학과 교수

First X-ray lmage

Courtesy of Havard Univ. Press

[1] Novelline, Robert. Squire's Fundamentals of Radi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5th edition. 1997.

ISBN 067483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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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의 인체 향성

방사선은 매질을 지날 때, 매질의 구성 요소인 원자들과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잃게 된다. 물론 충돌 없이 무사히 통

과할 수도 있다. 방사선의 에너지가 감소하는 부분은 그 로

매질에 전달되어, 에너지가 작을 때는 구성 입자들의 진동

(vibration)이 유발되고 에너지가 클 때는 원자 내 궤도에 묶

여 있던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 상태의 궤도로 이동하거나

(excitation) 아니면 원자를 탈출하기도 한다(ionization).

물질은, 그 구성 원소의 종류와 그들 간의 결합 상태에 의해

특성 지워진다. 구성 원자가 이온화 되었다는 것은 그 물질

의 화학적 반응성이 달라졌음을 뜻한다. 인체의 일부 또는

전체가 방사선에 노출되어 에너지가 인체에 전달되고 이 에

너지가 인체의 구조체 또는 기능체의 구성 원소들의 결합 상

태에 변화를 유발한다면 이것이 곧“방사선이 인체에 향을

주는”단초(端初)가 된다.

방사선의 인체 향 특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자

료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들의 상태를 추적 조사한 자료이

다.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의

해 피폭된 사람들, 그리고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상황에서 방사선

에 피폭된 사람들이 해당 관찰 상이 된다. 아쉽게도 이들

의 피폭 상황에는 큰 불확실성이 존재 한다. 간접적인 자료

는 두 가지 방식으로 얻어진다. 동물을 이용한 생체 내 (in

vivo) 방사선 조사 실험과 사람 세포를 상으로 시험관에서

(in vitro) 실시되는 방사선 조사 실험이다. 이들 실험에서는

방사선 피폭 상황이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지정되는 장

점이 있으나, 동물과 인간의 개체 차이가 존재하기에 동물

실험 자료는 완전한 정보가 되지 못하고, 생체 내 환경을 완

전히 구현하지 못하는 시험관 실험은 방사선의 인체 향성

을 유추하기에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자료가 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인체의 장기 및 조직의 최소 기능 단위가 세

포임을 고려할 때. 세포 단위의 방사선 반응성은 여전히 유

용한 자료가 된다. 동물 세포를 이용한 시험관 실험은 인체

향성으로 연계하여 해석하기에는 더욱 현실성이 떨어지기

는 하지만, 인체 세포 실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체의 방

사선 반응 기전(mechanism)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방사선의 안전 관리 체계

방사선의 물질 반응 특성에 한 이해를 기반으로 의료 및

산업 이용 기술이 확 되면서, ‘방사선의 안전한 이용을 위

한 관리’개념이 도입되었다. 1928년에 설립된 국국제제방방사사선선

방방호호위위원원회회((IInntteerrnnaattiioonnaall CCoommmmiissssiioonn oonn RRaaddiiaattiioonn

PPrrootteeccttiioonn,, IICCRRPP))는 비 리, 독립 국제기구로서, 방사선

방호 기준, 법규, 지침, 운 프로그램, 실행 방안 등을 권권고고

((rreeccoommmmeennddaattiioonn))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왔다. ICRP는 (1)

방사선 피폭과 향에 한 과학적 정보에 기반하고 (2) 규제

행위 및 방식의 실효성에 한 심층 논의를 통해, 실천 가능

한 최선의 방사선 안전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노력을 기울

여 왔다. ‘안전한 방사선 이용’을 위한 관리의 행위와 법적

규제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별국가의 권한이지

만, 부분의 국가가 ICRP의 권고 사항을 방사선방호체제의

법제화 과정에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방사선 안

전 규제 요건은 1990년에 발간된‘ICRP 보고서 60’의 권고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지구 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방사선 피폭 상황은 세 가

지 경우로 나뉜다. 이미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선원 (우주선,

환경구성물인 방사성동위원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

(기기존존피피폭폭상상황황), 필요에 의해 계획 하에 방사선원을 도입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피폭 (계계획획피피폭폭상상황황), 그

리고, 계획피폭상황의 운 중 발생하거나 또는 악의적 행위

의 결과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피폭상황 (비비상상피피폭폭상상황황)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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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자연방사선에의 피폭은 제어가

비현실적인 이유로 규제 관리 상에서

배제(exclusion)되고 계획피폭상황에

속하는 의료피폭은 규제가 불필요하다

는 판단 하에 면제(exemption)된다.

방사선 피폭의 잠재성이 동반되는

행위가 허용되기까지는 다음의 세 가

지 원칙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행

위로 인한 이득이 잠재적 피폭에 의한

손해를 초과하여 순 이득(net benefit)

이있어야 한다 (행행위위의의 정정당당화화,,

jjuussttiiffiiccaattiioonn). 둘째, 정당성이 인정된

행위는 그에 동반되는 방사선 피폭을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

적으로 달성 가능한 선에서 낮게 유지

되어야 한다 (방방사사선선 방방호호의의 최최적적화화,,

ooppttiimmiizzaattiioonn). 셋째, 방사선 피폭 준

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피피폭폭의의 제제한한,, lliimmiittaattiioonn). 행위의

정당화와 방호의 최적화가 합당한 지

여부는 과학적 정보 뿐 만 아니라 사회

적,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되어

진다. 반면에‘피폭의 제한’요건은, 오

로지 정량적 자료 제시로 그 합당성 여

부가 판단된다.

방사선 피폭의 제한에는 두 가지 목

표 사항이 있다. 첫째, 방사선 피폭으

로 인한 인체 장기(organ)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과 둘째, 방

사선 피폭으로 인한 추가적 암 또는 유전질환의 발생 확률을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2월에 발효된 원자력법 시행령에서 일반인의 연간 전전신신

(whole body) 피폭 최 허용치로 11 mmSSvv( 리시버트), 수정

체의 피폭은 15 mSV, 손과 발 그리고 피부의 피폭은 50

mSv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들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한,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피폭 제한 목표가 달성되는 것으로

기 한다.

ICRP는 2007년 권고 (ICRP 보고서 103)에서, 100 mSv

를 초과하여 피폭되는 경우에 개별 장기

의 손상과 암 또는 유전 질환의 발생 가

능성이 증가한다고 하 다. 또한 100

mSv 이하의 피폭 준위에서는, 개별 장

기들에게는 확정적인 병리적 증상이 보

이지 않으나 암 발생과 유전 질환의 발

생과 관련하여서는 불확실성은 있으나

위험 증거가 포착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방사선의 암 유발 효능을 확인할 수 있

는 최소 피폭 준위인 100 mSv는 일반인

의 연간 유효선량 제한 권고치인 1 mSv

와 비된다. ICRP는 100 mSv 이하의

피폭 준위에서의 암 발생 확률로, 100

mSv 피폭 시 확률치로 부터 선형외삽

(linear extrapolation)하여 구해지는

값을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linear

non-threshold or LNT model).

� 비상피폭상황에서의 안전 관리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방사성물질이 환

경으로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오염

된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잠정적으

로 비상피폭상황에 처한 것으로 간주된

다. 기존피폭상황에서 이미 계획피폭 관

리를 받고 있던 주민들에게, 크게 세 경

로를 통해 추가피폭이 있을 수 있다, 첫

째, 오염된 기 중에서 호흡하는 경우

와 둘째,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음식 또는 물을 섭취하는 경

우에는 체내 방사선원의 형태로 내부피폭이 있게 되고 셋째,

오염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체외 방사선원에 의한 외

부피폭이 있게 된다. 추가피폭을 고려하여도 주민 개인의 총

방사선 피폭량이 계획피폭상황에서의 최 허용치를 초과하

지 않는 경우에, 주민들은 잠정적인 비상피폭상황에서 해제

되어 계획피폭상황에서의 관리 상이 된다. 한편, 추가피폭

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총 방사선 피폭량이 계획피폭상황에

서의 최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상피폭상황으로

지정되어 추가 조치가 요구된다. 

Courtesy of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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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피폭상황에서, 기 및 음용수(飮用水), 그리고 식품

내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 최 허용치는, 통상적인 생활습

관 즉, 하루 기 호흡량, 물 음용량, 식품 섭취량을 가정하

고 오염원인 방사성동위원소의 체내 장기 별 분포와 생생물물학학

적적 반반감감기기((bbiioollooggiiccaall hhaallff--lliiffee))로 표되는 장기 내 존속

시간을 고려하여 오염원인 방사성동위원소로 인한 표 장

기(organ) 또는 전신(whole body)의 방사선 피폭량이 최

허용치가 되도록 하는 농도이다 (단위:Bq/kg 또는 Bq/ℓ).

허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최 오염 농도는, 잠정적인 비

상피폭상황에서 기 및 음용수, 그리고 식품의 오염 상태의

심각한 정도를 판단하는데‘기준치’로 활용된다. 

잠정적 비상피폭상황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면 이는, 거주민의 예상 피

폭 준위가 최 허용치를 초과함을 뜻하며 따라서, 비상피폭

상황으로 전환된다. 방사선피폭 유발 인자를 제거하여 예측

피폭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계획피폭상황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하여 ICRP (보고

서 109, 2009)는 비상피폭상황 하에서 계획피폭상황의 허용

제한치보다 다소 완화된 한도(20 mSv ~ 100 mSv)인‘참조

준위’이내의 범위에서 피폭관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맺음말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동위원소는, 핵의 붕괴와 동시에

방사선을 방출하고 사라진다. 동종의 방사성동위원소들 간에

도 실제로 붕괴하는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비상피폭상황

에서 각 오염 방사성동위원소의 위해 특성은 (1) 반감기, (2)

방사선 발생 수율(yield) 그리고 (3)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

에 의해 결정된다. 초기 방사성동위원소량의 50%가 붕괴하

여 사라질 때까지의 평균 시간을 반감기라 한다. 반감기가 긴

cesium-137(30년)은 오랜 시간 동안 방사능을 띄고 살아있

을 것이므로 장기간 관리를 요한다. 또한,  반감기가 길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 동안의 핵붕괴수가 작고 따라서, 방사선 방

출률이 낮음을 뜻한다. 즉, cesium-137에 의한 방사선 피폭

률이 낮을 것이다. 한편, 반감기가 짧은 iodine-131(8일)은

상 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의 핵이 붕괴하며 사라진

다. 일찍 사라지므로 장기간의 관리가 필요 없지만, 붕괴하는

시점에서는 방사선 피폭량이 매우 높을 수 있다.

비상피폭상황에서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동위원소들

에 하여, 초기에는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동위원소에 주

의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 반감기가 짧은 순으로 높은 방사

선 피폭률을 유발하면서 사라질 것이다. 물론 반감기가 길

어도 초기 생성량이 많으면 더 큰 피폭률을 유발할 수 있다.

계획피폭 하의 안전한 상황에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환

경으로 방출 가능한 양과 각 동위원소들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숙지하여 처리 기술을 확보해 두는 것은, 만일의 사

고 발생 시 방사성 오염물질을 신속히 처리하여 환경을 오

염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물론, 인체 피폭을 최소화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Exposure Pathway Schematic 

Courtesy of Agency for Toxic Substances & Disease 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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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어의실상,
알고나 시다!

리의재 ┃서울 금속공학과동문

1970년에 서울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생

산기술연구원 나노표면기술팀에서 환경박막기술

을 연구하 다. 공학박사이면서 동시에 철학박사

인 리의재 동문은 우리 말 알리기와 바로쓰기에도

관심을 갖고 1996년 '한 의 세계화를 위한 학술

연구회'를 설립, 2003년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

연합회가 간행한 '남북과학기술 용어집 : 금속공학

'을 집필하 다. '우리말 지어쓰기와 외국어휘의

한 표기' 등 활발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나라말 바로하기 모임'을 조직해

공동 표로 활약하고 있다.

전문분야를 내세우며 수십 년 공학분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느덧 다른 분야의 사

람들과 말이 잘 통하지 않음을 느낄 때가 많아진다. 전공부문에 관한 내용이라면 화

제를 잇기가 더더욱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되고, 화를 기피하게 되며 심지어 괴퍅해

지거나 사회적으로 그러한 인상을 주기가 쉽다. 내용 자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기 보

다는 될수록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쉬운 어휘로 말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

일 것이다.

순발력을 발휘해야 하는 화나 토론은 그렇다 치며 체념하더라도, 여유로운 시간

을 갖고 을 쓰는 경우조차도 학회지 �文을 제외하고는 그리 나은 사정이 아닐 것이

다. 동창회지라던가 신문/잡지사에서 기고를 청탁받아 을 쓴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며, 더군다나 책이라도 한권 발간할라치면 그 엄청난 고충과 고민은 경험해

보지 않은 이는 도저히 모를 것이다. 전공분야 관련 기사/서류들을 통해 부지불식간에

사용하게 되는 어휘들 중 상당수가 우리말이 아닌 어단어이며, 어느덧 이들에 익숙

해져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학회지 문장들은 어단어를 한 로 쓰던 형편에서 점점 퇴보하여 그림과 표

및 요약문은 무조건 어로 만들어야 하는 세태이고, 점점 더 원어를 그 로 쓰고 있

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심지어 전문(全文)을 어로 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현상은

억지 어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과 닮은꼴로, 한마디로 망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의사불통 전문 지식인의 고민

그 첫째 원인으로, 특히 자연과학/공학 분야에서는 인문∙사회 또는 기타 분야들에

비해 새로 만들어진/만들어지고 있는 기계/물질과 관련된 작업을 훨씬 많이 하게 되

므로, 일의 특성상 새로운 단어도 따라서 도입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유독 우리뿐

아니라,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1차적으로 일어나는 공통적 현상이다. 과거 일본도 마

찬가지 고, 선진국 접을 받고 있는 현재에는 과거 행태의 업보로 어쩔 수 없이 엉

망진창의 외국어 사용현실(보기: 아빠또, 콘도, 비루, 에레꾸도로니꾸스, 치뿌, 콘세

또, 삔세또, 뿌라구 등)에 빠져 있어 우리의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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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는 중국은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외국어 사용을 강

력하게 통제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문용어 뿐

아니라 일반 문화어까지도 한어(漢語)화하여 사용하도록 강

력히 제재(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벌금처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곧잘 나오는데, 이는 문화 국으로 칭송받고 있는 불

란서 다음으로 문화강국의 자부심의 발로일 것이다. 이와

조적으로, 우리는 이제 선진국 접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또 훌륭하고 우수한 한 을 갖고 있으면서도, 거꾸로 외국단

어를 될수록 많이 사용하려는 일상 심리가 잘못 작동되고 있

음이 그 둘째 원인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다.

여기서 더 나쁜 상황으로, 우리가 발명하고 만들어낸 경우

에조차 이름을 서양식(주로 어, 또는 유사 어)으로 짓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보기를 들자면, 'WiBro, DMB, Wi-Fi'

등 아예 어를 모르는 사람은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게

만들거나, 세계시장을 제패하면서‘핸드폰, 폰카’처럼 외국

인들은 사용하지도 않는 조합단어식의 엉터리 단어들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그 셋째 원인으로서, 얄팍

한 상업주의에 려 결국 나라 말 을 갉아먹으며 미래를 망

치고 있는 현장인 것일 뿐임을 직시하고 각성하여야 할 부분

이기도 하다.

실상, 어느 정도인지 잠간 알아보기로 하자.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에서 출간한‘ 한∙한 과학기술 용어집’에는 의학

부문을 포함하여 22만 전문용어가 실려 있다. 그리고 한국학

술단체연합회(학단련)에서 의학계를 제외한 전(全)분야에 걸

쳐 수년간 수집한 결과가 25만여 개라 한다. 이러한 용어집

들을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4~5할이 우리말이 아닌 외국어

(단어.  합성어, 숙어 등)를 한 로 적어놓고‘우리말 외래어’

라 부르고 있는 한심한 실정인 것이다.

자연과학도는 물론 한 학자가 아니다. 외국어를 한국어

로 어떻게 응하여 부르는 것이 좋을는지 잘 모르는 경우

(보기: forceps, pliers, ion, target, 이온화, 양이온, 음이온

등)도 많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보기: sputtering,

dark space, black hole 등)가 많기도 하다. 그러나 한 학

자들은 그러한 말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조차도 감을 못

잡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들에게서 도움

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할 수 없이 각 부문의 전문인들이 자기 분야의 단어들은

책임지고 각기 해당되는 우리말을 찾거나 지어쓰며 통합/표

준화 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본

보기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에서 발간한‘남북

과학기술 용어집 금속공학’편을 보면, 외국어 수가 1할 정도

로서, 한림원 용어집의 경우보다 폭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은 절 아니고, 우리 사회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 우리말로 학문하기

우리의 과학수준은 지난 20년간 일취월장하여, 겉보기로

이제는 선진국이라는 말이 무색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러

나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어 문화권에 많이 의존하고 있

고, 부품은 일본에서 거 수입하고 있는 현실이라 거름장치

없이 일본말과 일본식 엉터리 어가 따라 들어와 쓰이고 있

는 형편이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외국어에서 헤어나지 못하

면 아무리 우리 국민의 두뇌가 우수하고 발명을 많이 하여

수출액을 늘인다 해도, 결국 어 문화권 속의 아류수준에서

맴돌게 되고 필경 나라를 망치는 법이다.

이는 고 의 선조들과 근세조선을 비교해보면 곧 알 수 있

겠다. 배달국 시 부터 고려 중엽 때까지 문화 국이었으나

문약해진 틈을 타고 몽고리가 일어나면서부터 나라가 어려

워지기 시작하 다. 근세조선에선 여진을 비롯한 오랑캐들

이 무력으로 부패해진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황제국을 칭하

게 되자, 당초에는 그들을 업신여기며 스스로를‘소(小)중화’

라 부르며 자만하 다. 그러나 오랑캐 청은 결국 동아시아를

석권하 고, 문약에 빠져있던 우리네 선조들은 그들에게 많

은 국토를 양보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학문과 문물도 그들의

향 아래 놓이게 되면서 굴종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처지

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탁상공론과 붕당정치를 일삼던 사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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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자들은 종국엔 나라를 일본에 강탈당하게끔 빌미를

제공하 음이 아니었던가! 한편 제도권 밖에서 일어난 실

학의 학풍을 온나라가 존중하고 다같이 힘썼다면 국력을

재건할 수 있었을 터이나, 아쉽게도 그렇지 못하 음은 사

서들이 증빙하고 있는 바와 같다. 이제 우리는 이로부터 배

우고 또한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는 바, 여기에 우리말 용

어를 사용하여 학문하는 자세가 필수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유치원에서부터 어를

가르치느라 모두들 정신이 없고, 초등학생이 자기 혈액형을

알고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어를 알아야만 하며,

중고등학교 수학시간에는 엉터리 어가 난무(�舞)한다.

“에이 이꼬루 비 엑스 뿌라스 씨, 엑스 다시 이꼬루 코싸인

제트”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혼령은 날아가 버리고 허깨비

만 남는 격이다.

일상생활에서조차 길이와 무게는 어가 당연시되고 있으

니, 속도 및 가속도를 포함한 고차원의 단위들, 게다가 기호/

부호(보기: %, -, ’등)까지 어쩔 수 없이 어로 말하고 써

야만 소통할 수 있는 비참한 상태이다. 원소의 이름 중에 일

본식 단어를 포함하여 우리말은 수소, 구리, 황 등 겨우 1할

정도에 불과하다. 원주률 상수를 꼭‘파이’라 불러야 한다면,

고학력이 될수록 의사소통을 위해 익혀야 하는 희랍문자(보

기: 알파, 베타, 오메가 등)의 수도 늘어만 갈 수밖에 없는 실

정인 것이다.

조선시 말기를 재현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학문을

우리말로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후진들은 진정 문화강

국을 넘어 다시금 문화 국으로서 세계를 당당히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수학책에 로마자 신“가=나+다, 타=여현

(하)”등으로 기록하며, 이를 우리말로 읽으며 공부할 수 있

는 날이 어서 오기를 비손한다. 

�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어문규범

우리 사회가 어 광풍에 휩싸이게 된 바탕에는‘외래어

표기법’이라는 나쁜 어문규범이 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 총

독부가 소위‘두음법칙’(후에 북한 문법에서는 이것을 뺐음)

을 포함시켜 기초한‘조선어 맞춤법’을‘조선어학회’라며 들

러리를 자처하는 인물들이 묵인/용인한 상황에서, 곧 뒤이어

만들어진 것이다. 총독부의 의도는 조선어를 열등화시켜 일

단 일본어의 부속어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2차 전 무렵 들

어나듯 결국 말살하려는 것인바, 초기엔 그러한 흉계를 그들

은 물론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 희승 선생이 주동이 되어 1941년에 만든‘외래어 표기

법 통일안’은 지금까지 70년간 그 골격이 바뀌지 않은 채이

다. 최 현배 선생은 같은 해에 별도로‘한 로 옮겨적기’를

발표하 는데, 서문에는‘우리말이 없는 외국어를 들여와 쓸

경우에 사용한다.’는 정신을 넣어놓았다. 그러나 실제 본문

에서는‘외래어 표기법’과 동소이하게 우리말이 있는 외국

어를 보기로 드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 다.

그러면서 � 승만 정권 시절, 북한과의 정치적 치상황에

편승하여‘두음법칙’등 맞춤법 내용을 이념적(�念的) 투쟁

의 제물로 악용하 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한번도‘외래어 표기법’은 전문 지식인들의 검토를 받은 적

이 없으니, 사실상 우리 어문사회는 아직 일제의 향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는 철학의 부재, 수준 이하의 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용면에서도 모순과 예외(�外)투성이로서, 국민에게 골

치덩이를 강요하는 꼴이다. 현지음 위주로 표기함을 원칙으

로 한다면서도, 또 한편으론 관용을 인정한다 하여 우스꽝스

럽게도 일제의 잔재(왜색 외래어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 국문학계는 중에게 2~3중적 부담만 지우는

이런 문제덩어리에 학술적으로 논리적(�理的) 방안을 제시

할 책무를 느껴야 할 것이다.

� 국어 기본법과 국어 심의회

한민국은 2005년에 비로소 법률 제7368호로 국어기본

법을 제정하여, 국어 및 어문규범의 표준화를 꾀할 수 있는

길은 열린 셈이다. 아직 국어 책임관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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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국어 심의회가 제몫을 다하고 있느냐

는 것인데, 이 문제가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한

바, 수집된 전문용어들을 국가표준으로서 인정하는 일도 국

어 심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자연과학계 전문인들에게도

국어(용어)/외래어 문제 관련하여 발언권을 늘려 주어야 마

땅하고 공정할 것이다. 지난 2006년에 소집된 국어심의회

어문규범분과위에서는 이미 한차례‘외래어 표기법’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 있었다. 그러나 다음에 열린 회의에서

위원장을 바꾸며, ‘일사 부재의’원칙을 무시하고 재론에 붙

여 결정사항을 뒤집는 괴이한 일이 일어났다. 전 위원들은

자진 사퇴하 고, 국어심의회가 해산되는 전 미문의 불상

사가 발생하 던 것이다.

작년 2010년 초에 조선일보사에서 실시한 외래어 표기법

관련 찬/반 여론조사에서‘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3분의

2나 되었는바, 이러한 세태변화에 힘입어 새로운 한 운동을

펼치기 위해 시민단체 협의회가 형성된 바도 있다.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

으며, 또한 필자는 동년 7월에 진정서를‘장관과의 화방’

에 올렸다.(http://blog.naver.com/RiGioSu 참조)

이러한 과정에서, 문광부에서는 국어기본법에 규정된‘어

문규범 향평가’과제들을 발주하 으며 위탁기관이 년말

까지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1년 전반기에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라는 말도 들렸다. 기다리던‘외래어

표기법 관련 향평가’가 끝난 다음, 과제 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실망스럽게도‘ 향평가’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

었음이 들어났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두루 원만히 해

결하기 위해, 필자는 국어심의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민원을

지난 2월에 발송하 고 3월에는 신임장관에게 다시 진정서

를 보냈다.

국어심의회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인데 일설에 의하면, 신

임장관이 또 다른 어문규정인‘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관련

하여 내린 새로운 업무로 국어∙민족 문화과와 국어원 담당

직원들이 바쁘기 때문이라 한다. 국가표준으로서 4개 어문

규범 모두가 수정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선진국 진입을 앞둔 우리 어문사회는 잡다하게 자잘한

문제들보다 우선적으로‘외래어 표기법’개정이 급선무임을

강조하며, 서울공 동문들을 비롯한 전문 지식인들의 많은

성원과 동참을 기 하는 바이다. 

한 _세계화_연구회를 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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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 명예기금교수

“이정도 해서 못 박아 놓아야 재미 좀 볼걸?”

공돌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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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화를 보면 사람의 몸속으로 작은 기계가 들어가 병을

진단하고, 필요한 수술을 하는 장면이 나오곤 한다.

MEMS(미세전자기계시스템)는 이런 상상 속의 이야기를 현

실로 만든다. ME MS 기술은 수 μm(마이크로미터, 1μm는

100만분의 1m)에서 수 mm 크기의 초소형 정 기계 제작

기술을 말한다. 작고 정교한 기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공 전기공학부‘마이크로시스템 및 나노 기술 연구

실’은 바로 이 MEMS를 연구하고 있다.

▶▶현 생활을 뒷받침하는 MEMS

“MEMS는 매우 작은 기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마트

폰에도 MEMS가 들어있습니다. 표적인 것이 관성센서,

가속도센서, 자이로센서입니다. 그 덕분에 휴 전화로 게임

을 하고 네비게이션도 이용할 수 있죠.”

연구실을 이끄는 서울 전기공학부 학부장 전국진 교수

는 국내 MEMS 연구의 1세 다.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는

MEMS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이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지금은 자동차, 전자기기,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사용하고 있다.

“MEMS가 처음 만들어진 1970년 엔 자동차용 관성센

서, 타이어 압력센서 등 여러 센서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1990년 에는 잉크젯 프린터에서 잉크를 분사해 인쇄하는

헤드 부분을 만들어 큰 성공을 거뒀죠. 최근에는 인체에 사

용할 수 있는 바이오 MEMS 연구가 활발합니다. 이제 정보

통신, 자동차, 항공, 군사, 의료, 생명공학 등의 다양한 산업

제품과 융합해 원래 있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전혀

새로운 제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MEMS 기술은 초정 미세 가공으로 기계의 소형화, 고

성능화, 다기능화, 집적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히 기계

를 작게 만드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작은 크기 안에 회로,

센서 기계장치를 모두 갖추려면 만드는 방식과 함께 구조와

재료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MEMS는 반도체의 사촌쯤 됩니다. 반도체 제작 기술을

이용하는데, 반도체 실리콘 기판 위에 각종 기계를 제작합니

다. 하지만 2차원 평면으로 만드는 반도체와 달리 MEMS는

3차원 공간에서 만듭니다.”

▶▶휴 전화에서 자가진단시스템까지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MEMS 연구를 하고 있다.

표적인 주제가 차세 와이맥스 통신 안테나에 들어가는

무선주파수 스위치다.

“이 무선주파수 스위치는 차세 와이맥스와 휴 전화

의 통신 안테나에 들어갑니다. 휴 전화가 작아지기 위해

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하는 무선통신 주파수 신호

를 연결하거나 끊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스위치에 사용

되는 회로 하나의 굵기가 50μm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얇

습니다.”

마이크로시스템 및 나노 기술 연구실

우｜수｜연｜구｜실｜소｜개

융합이빚어낸작지만큰세계

전국진 교수 | 서울 학교전기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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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각광받는 바이오 MEMS 연구도 주력 분야다.

“휴 용 자가 건강진단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량의

피로 면역 검사를 할 수 있죠. 마이크로유체시스템, 센서, 생

체물질을 집적해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병에 걸렸는지 진

단할 수 있는 휴 용 장비입니다.”

전 교수는 몸속에 들어가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마이크

로로봇도 먼 얘기만은 아니라고 했다. 단, 몸속에서 오래 활

동하려면 로봇을 움직이는 전력이 필요하다.

“쥐의 심장세포를 배양해 심장세포의 자발적 수축력을 에

너지로 하는 마이크로구동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계로 심

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심장박동 소리를 탐지해 기능 이상

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심박조율기는 전지를

교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MEMS 기술을 이용해 심박조율기를 만들면 전지 교체 없이

구히 사용할 수 있어요. 머지않아 실용화할 수 있으리라

기 합니다.”

이와 함께 MEMS를 감싸는 패키징 방법도 개발 중이다.

MEMS 기술로 만든 센서는 작은 크기의 구조에 많은 기능

이 모여 있다 보니,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다. 따라서 필요없

는 자극을 차단하고 내부는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

다. 그리고 인체에 닿을 때 해가 가지 않는 방법도 고안하고

있다.

▶▶타 분야도 익히는 적극적 연구자세 필요해

MEMS는 다른 분야의 필요와 맞아떨어져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잉크젯 프린터는 잉크를 분사하는 작

은 구멍을 만들기 위해 MEMS 기술로 프린터 헤드를 만들

었다. 따라서 MEMS 연구는 원하는 분야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전기전자, 기계, 재료, 물리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두루 갖춰야 한다. 전 교수는 특히

적극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연구원들에게 평소에 적극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말

합니다.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해결하려는 열성이 있어야 하

죠. MEMS를 만들 때 비슷한 기능을 가진 자연이나 기계를

축소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능은

유지하면서 크기를 줄이려면 형태가 많이 달라집니다. 형태

가 달라지면 재질도 달라지죠. 이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지식과 사람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

니다.”

최근 많은 분야에서 융합과 협업이 강조되지만 MEMS에

서는 특히 더 강조된다. 연구실이 속한 서울 전기공학부는

MEMS 개발을 위해 현직 안과 전문의를 교수로 초빙한 바

있다. 또 융합과 협업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리더십의 중요성

을 알게 된다.

“리더는 단순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

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소명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

선 책임감을 갖고 연구해야 하죠. 우리 연구실에서는 박사

3, 4년차에 들어서면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책임집니다. 후

배를 이끌고, 연구에 필요한 기업을 찾고 협력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기릅니다.”

전 교수는 융합연구를 하고 싶다면 MEMS 연구에 뛰어들

것을 권유했다.

“MEMS를 연구한다면 리더십을 기르고 여러 학문을 넘나

들며 새로운 기계와 전자장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수연구실 소개

“ MEMS는기반기술입니다. 정보통신, 자동차, 항공, 군사등의다양한

산업제품의기능을향상시키고새롭게하는원천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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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메일과 스팸 메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정보를 받

는 사람이 유용하다고 느끼면 추천 메일이고, 쓸모가 없으면

성가신 스팸 메일입니다. 정보를 받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득이 되죠.”

이상구 서울 공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음악 추천 서비

스를 예로 들어 컴퓨터가 어떻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음

악을 추천하는지 설명했다.

“장르에 따라 음악을 추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같

은 장르라도 취향에 따라 각자 좋아하는 노래가 다르기 때문

입니다. 이를 보완한 것이‘협업적 추천’입니다. 예를 들어

빅뱅의‘투나잇’을 들으면 이 곡을 즐겨 듣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던 다른 노래를 추천하는 식입니다.”

애플 아이폰에서 음악을 추천하는 서비스인‘지니어스’가

이런 방식이다. 이 교수의 지능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연구

실에서는 기존의 협업적 추천에‘상황인지 추천’방식을 더

하는 연구를 한다.

“스마트폰으로 날씨, 장소, 시간 등의 상황 정보를 파악

해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었던 음악을 추천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상황 인지하는 시맨틱 웹

사용자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용자의 상황

을 컴퓨터가 알기 위해선 컴퓨터가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수

집, 분석, 처리할 수 있는‘시맨틱 웹’환경이 마련돼야 한

다. 그래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IT 시장분석 및 컨설팅 기관 IDC에 따르면 매년 지구상

에 데이터가 1년 6개월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2020년이 되면 지금의 64배가 되죠. 데이터가 많아지면 필

요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 분석, 검색해 적절하게 이

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사람이 모두 관리하거나 검색할 수

없다. 연구실에서는 사람 신 컴퓨터가 방 한 양의 데이터

를 다룰 수 있게끔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오는 일요일 저녁 서울 종로에서 커피를 마

셨다’라는 상황을 컴퓨터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비, 일요일,

저녁, 서울, 종로, 커피와 같은 각 단어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컴퓨터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 문장을 잘게

나눈 다음, 단어별로 그룹을 짓고, 설명을 붙여야 알죠.”

먼저 날씨 정보를 인식하기 위해 비, 맑음, 눈, 흐림 등의

단어를‘날씨’라는 그룹에 넣고, ‘날씨를 뜻하는 단어’라는

설명을 붙인다. 연구실은 이렇게 컴퓨터가 웹의 데이터를 이

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최근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시맨틱 웹의 필요성은 더 커

졌다. 스마트폰으로 일정, 개인의 선호도, 다른 사람과의 관

계, 위치, 날씨 등의 상황정보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 수

집,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면 우리의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스마트폰이 자신

이 있는 위치와 시간, 날씨를 파악해 주변 상점을 알려주거

나, 날씨와 시간에 맞춰 저녁 메뉴를 추천받는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다.

지능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연구실

이상구 교수 | 서울 학교컴퓨터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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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2 :059

“점차 현실세계와 웹이라는 사이버세계가 조금씩 섞여 돌

아갑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집과 사무실에 있는 각종 센

서들이 앞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더 정확히 감지할 것입니

다. 이렇게 된다면 상황인지 서비스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겁니다.”

▶▶범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힘‘논리적 사고’

연구실에서는 이와 별도로 시맨틱 웹을 이용해‘오피니언

마이닝’도 연구하고 있다. 블로그, 카페, 게시판 등에 올라온

상품평을 컴퓨터가 수집하고 분석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

가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을 내놓는다.

“인터넷 쇼핑을 예로 들자면 홈페이지의 상품평을 컴퓨터

가 읽어 긍정적인 평이 많은지, 부정적인 평이 많은지를 찾

습니다. 오피니언 마이닝 개발 초기에는 상품의 전체적인 평

가를 얻었습니다. 최근 연구실에서는 상품을 더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기능, 서비

스 등으로 더 자세하게 나눠 평가하려고 합니다.”

연구실은 이렇게 개발한 상황인지와 오피니언 마이닝을

여러 운 체제와 기기에서 범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도 연구한다.

“소프트웨어를 범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아키텍처’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아키텍처를 잘 만들어두지 않으면

각각의 운 체제와 장비마다 소프트웨어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아키텍처는 프로그램의 각 단계 사이의 논리적 구조와 컴

퓨터∙운 체계∙네트워크 간의 논리적 상호관계를 말한다.

아키텍처가 탄탄한, 범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선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이 분야에서 일하려면 논리적 사고력을 갖춰야 합니다.

수학도 중요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논리적 사고를 훈

련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프로그램 알고리즘의 논리적

구성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해결하다보면 논리

적 사고를 익힐 수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자를 키우기 위해‘서울 앱

창작터’를 운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

션 개발을 교육한다.

“스마트폰 앱을 포함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선 비

즈니스 감각도 매우 중요합니다. IT기술이 빨리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

라 시장의 필요도 급격히 변하고 있죠. 시장의 필요를 한 발

앞서 나가는 비즈니스 감각이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

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교수는 뛰어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과 비즈니스 감각

을 갖춘 제 2의 빌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우리나라에서 탄생

하기 바란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덧붙 다.

“스마트폰은 내 몸에 지니는 개인 컴퓨터입니다. 스마트폰

이 거 한 인터넷에 연결되고 또 인터넷이 우리 주변의 모든

기기들과 연결된다면 우리의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것입니

다. 이런 미래를 만들어갈 새로운 스타 개발자가 우리나라에

서 탄생하길 기 합니다.”

우수연구실 소개

“ 이분야에서일하려면논리적사고력을갖춰야합니다. 

수학도중요하지만컴퓨터프로그래밍도논리적사고를훈련하기위한좋은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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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서울 산업공학과 교수의 연구실은 좀 특이하다.

양쪽 벽을 꽉 채운 붙박이 책장에 빽빽이 꽂혀 있는 책은

부분 경 서적이다. 오래돼 너덜너덜해지고 손때 묻어 거뭇

거뭇한 경 원론서부터 외국 유명 경제잡지 최신호까지….

책장만 봐서는 도무지 공 교수의 연구실 같지가 않다. 연

구실 전경이 낯선 이유는 박 교수가‘경 과학(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을 연구하기 때문이

다. “경 과학은 기업을 경 할 때 쓸 수 있는 공학적인 도구

를 개발하는 학문입니다. 말 그 로 어떻게 하면 경 을 과

학적으로 할지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죠.”박 교수는“경 과

학의 탄생은 2차 세계 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한

다. 당시 연합군은 물자수송을 방해하던 독일 잠수함을 격침

시키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연합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

려고 수학자, 통계학자, 물리학자를 모았다. 과학자들은 여

러 깊이에 폭뢰를 설치해 언제 잠수함이 격침되는지에 한

확률적인 데이터를 얻었다. 연합군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일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해 격침에 성공했다. 연합군 사령

부는 이 놀라운 결과를 보고 과학적 작전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런 과학적 데이터를 경 에도 활용해 보자

는 제안으로 경 과학이 생겼다. 경 과학을 하려면 무엇보

다‘시스템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박 교수는 이를“작업 환

경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편의점을 예로 들어보자. 편의점

사장은 다음날 팔 우유의 수를 미리 예상해 우유공장에 주문

한다. 우유를 적게 주문하면 부족하고, 너무 많이 주문해도

남는 우유를 버려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유의 양을 정확히

주문해 손실액을 줄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시스템적 마인드다. 

스마트한 유통 시스템 만들기제조통합 및 자동화 연구실은

이러한 유통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먼저 기업의 유통

시스템에서 문제점을 진단했다. 제품을 발주하고 판매하는

사이에 시간 간격이 생기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 그 간격

이 클수록 제품 개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기업의 손실은 늘

어난다. 연구실은 이 시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

파를 이용한 무선인식시스템(RFID)을 도입했다. 무선인식시

스템을 이용하면 상품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물류의 흐름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시각화했다. 제조통합

및 자동화 연구실의 실험실 안에는 기업의 유통 경로가 축소

돼 있다. 여기에 무선인식시스템을 구현했다. 이 설비로 시뮬

레이션 실험을 하면 실제 기업에 무선인식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내는지 예측할 수 있다. 실험 결과, 무선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면 손실이 60% 줄어든다고 나타났다. 이 무

선인식시스템은 편의점 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 쓰일 수 있

다. 실제로 폐차처리 업체가 이 기술을 도입할 경우 한 달에

수 천 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기업이 없어 경 과학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경 과학 연구는 외국보다 200

년이나 늦게 출발했죠. 그러나 지금 연구 성과를 비교하면

외국과 차이가 없습니다.”우리나라는 1970년 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강철을 생산하고 배를 만드는 산업화가 이뤄졌

제조통합 및 자동화 연구실

우｜수｜연｜구｜실｜소｜개

지식산업밝힐경 과학의길

박진우 교수 | 서울 산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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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시기“국내에도 경 과학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도

교수의 권유로 기계공학과 4학년이던 박 교수는 경 과학

공부를 시작했다. 그 당시 국내 경 과학은 그야말로 불모지

다. 박 교수는“ 학원 시절 경 과학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 미국 스탠퍼드 나 버클리 캘리포니아 에서 온 교수

에게 어로 수업을 들었다”며 열정적으로 공부했던 그 때를

회상했다. 요즘 경 과학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경 도구는

‘기업 관리용 소프트웨어’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의 경 계

획을 짜는 데 이용한다.“친구들과 모여 여행을 갈 때‘오전

에 만나자’보다‘9시에 만나자’고 약속 시간을 잡아야 제때

출발할 수 있겠죠? 경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자원의 낭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기업 관리용 소프트웨어는 가격이 비싸고 사용이

어려워 기업에서만 쓰인다. 이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이 아

무리 효과가 있다 해도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제조통합 및 자동화 연구실은 중소기업에 딱 맞는 소프트웨

어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에 뛰

어들었다.

▶▶경 과학, 제조업을 넘어 지식산업으로

“우선 기존의 기업 관리용 소프트웨어의 문제를 살펴봤습

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프로그램 요소가 지나치게 많

다는 걸 알았죠. 우리는 이 중에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부분

(모듈)만 뽑아서 새로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가격도 저렴하

고 사용법도 간단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그렇

게 탄생한 소프트웨어가‘top ERP’다. 국내 프로그램 업체

인‘소프트파워’와 함께 개발했다. 연구실은 이 소프트웨어

를 실제 기업에 도입해 시험하고 있다. 제조업에 초점을 맞

춘 기존 기업 관리용 소프트웨어가 지식산업에는 맞지 않는

다는 것도 문제다. 이런 소프트웨어로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

하고 반 할 수 없다. 박 교수는 중소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든 데 이어 지식산업에 맞춘 기업 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개

발할 계획이다. “이제 경 과학은 제조업을 넘어 지식산업에

쓰여야 합니다. 미국의 경 학자인 피터 드러커 교수는 앞으

로 지식노동자의 생산성을 잘 측정하고 이에 근거해 적절한

동기부여를 해 주는 나라가 앞설 것이라고 말했죠. 지식산업

을 이끌 경 과학을 함께 연구할 훌륭한 인재가 우리 연구실

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수연구실 소개

“경 과학은기업을경 할때쓸수있는공학적인도구를개발하는학문입니다.

기존유통라인에무선인식시스템을도입해손실을줄이는것이 표적인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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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및통신분야연구를통해 한민국을 IT 강국으로

서울 학교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는 뉴미디어와 통신기

술 분야의 핵심 기반기술의 기초연구 및 개발과 동 분야 기술

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학간, 그리고 산∙학∙연간의 구심

점을 구축하기 위하여 1991년 설립되었다. 1994년 6월 독립

연구소 건물을 준공하여 현재 1,705평의 연구공간을 보유하

고 전파무향실, 음파무향실 공간과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다. 

설립 이래 본 연구소는 국내외 산학 및 정부지원 연구과제

의 수행을 통하여 신기술을 연구개발 창출하여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관련 기술의 발전과 국가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또한 그 동안 배출된 수많은 석사

및 박사들이 현재 관련 산업, 연구소 및 학 등 각계에서 연

구 개발, 교육, 경 및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본

연구소에는 17명의 교수와 50여명의 석사과정 및 80여명의

박사과정 학생 계 130여명의 학원생이 상주하면서 제4세

이동통신, 차세 인터넷, DTV, DAB 및 리미터파 등 차세

뉴미디어 및 통신 기술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실

적을 바탕으로 지난 2005년, 2009년 서울 학교 연구소 평

가에서 최우수연구소로 선정된 바 있다. 

부속기관으로는 2009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 지원하에 지

능형자동차IT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전자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T)을 바탕으로 자동차와 IT 분야의 융합을 통

해 미래 지능형 자동차용 IT 원천기술의 확보와 고급 기술인

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미디어 통신공동연구소에서

는 매달 여러 명의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간의 지식을 나누고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또한 분기마다 연구소 소식지를 발행해

각 연구실마다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 가는지

에 해 알 수 있으며 서로 격려와 연구실간의 선의의 경쟁을

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봄마다 뉴미디어 통신공동

연구소 주최 체육 회를 열어 연구실의 화합을 이끌고 이와

동시에 체력 증진도 이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소에서 하는 또 하나의 큰 행사가 있는데 바로 오픈

랩(Open LAB) 행사다. 매년 6월이 되면 연구소 중정에서 모

든 연구실을 소개하는 행사가 열린다. 이를 통해 학부과정 학

생들에게 연구실에서 하는 일을 알기 쉽도록 설명해주고 우수

인재들을 연구실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울 학교 주변 중, 고등학생들을 초청하여 자

신의 선배들이 하는 일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

고 반응도 매우 좋았다.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는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IT 신

기술 연구개발과 뉴미디어 및 통신 분야 고급 기술 인력의 장

기적, 지속적 배출을 통한 국가사회에의 기여라는 목표를 훌

륭히 달성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수｜연｜구｜소｜소｜개

김성철 교수 | 서울 전기공학부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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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발전에 의해 새로운 제품이 실현되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 반도체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인당 부가

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이며, 미래 첨단 융복합 기술 실현을 위

한 핵심요소로 사용되어 인간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제

품의 창출을 주도하여 새로운 디지털 생활환경을 창출할 것이

고, 삶의 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다.

▶▶반도체공동연구소는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발전의 밑거름

지난 20년간 우리 반도체 산업은 지속적인 괄목할만한 성장

을 통해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4년에

는 반도체 수출 100억불을 달성한 이래 2010년에는 약 516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으로 거의 매해 수출 1위 품목의 자리를 지

켜왔고 외적으로는 국가의 기술적 신용도 향상에 크게 기여

하여 왔다. DRAM과 더불어 flash memory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기업의 세계 메

모리시장 점유율은 50%를 넘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기술적 진보와 경제적 수익은 해당 기업의 적절한 투자

와 헌신적인 노력도 있겠지만,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과 탁월

한 반도체 기술 연구를 목표로 설립된 반도체공동연구소의 지

원도 큰 기여를 하 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소가 태동

할 1985년도에는 국내 반도체산업은 걸음마 단계로 적자경

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학계와 산업체를 연결하는 기반 구축의 필요성

을 절감한 교수들이 모여 개척자의 정신으로 본 연구소의 설

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물론 당시에서는 단한 투자재원

과 인력을 요하는 것으로서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그와 같은 결정이 꼭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소는 국내 학연구소의 획을 긋는 사건

본 연구소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국내 학연구소의 획을

긋는 일을 하여 왔다. 첫째는 전국 학의 모든 교수, 학생을

비롯해 산업체, 연구소 등의 인력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연구소의 효시가 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소가 문을 연

후에 여러 공동연구소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학의 연구 체계이다. 즉, 모든 교수가 고가의 반도체 장비를

구입하여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

으로 이용하는 효율적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반도체

의 연구에서는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설계한 회로나 개발한

공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을 하여야 실질적인 연

구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소는 국내 학에서

는 최초로 반도체 전 공정을 할 수 있는 청정실을 갖춘 연구소

이다. 이는 국내 학의 교수가 실질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했

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셋째로 여러 가

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하 다는 점이다. 지난 1989년부터 학의 교수, 학생을

비롯하여 산업체 및 국책연구소의 연구원까지 모두 11,947명

을 교육하 고, 학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적인 교육만이

아니라 실습을 통한 실제적인 교육을 하 다. 이런 교육을 통

하여 학생들이 고가의 장비를 직접 다루고, 산업체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

게 되었고, 이공계 교육의 혁신적인 개선을 일궈냈다. 

▶▶1988년 연구설립후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발전

반도체공동연구소는 1985년에 설립되어 1988년 10월에 개

우수연구소 소개

김성준 교수 | 서울 전기공학부

반도체공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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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었다. 1997년도에는 디스플레이연구센터, 마이크로시스

템기술센터, 집적시스템 설계센터가 본 연구소 내에 설립되어

반도체연구소의 연구 분야를 더욱 확장하는 커다란 계기를 마

련하게 되었고,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창의적 연구진흥사업

인 나노기억매체연구단이 본 연구소 내에 창단되어 미래 신산

업 창출 핵심기술의 하나인 나노기술연구의 장을 마련하게 되

었습니다. 2000년에는 교육 및 공동시설 인프라 제공을 목표

로 설계연구관이 준공 되어 설계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내장형시스템연구센터가 설립되었고, 2003년부터 2008년도

까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마이크로 나노 반도체 연구기

반 혁신사업을 통해서 143억원의 연구비로 72종의 장비를 구

입하여 명실상부한 공정 및 설계연구 산학협동관으로서의 기

능을 다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CMOS 분자 이미지 프로세

서 융합연구단이 설립되어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CMOS기

술 및 IT 데이터 프로세싱 등을 융합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

을 여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와 2009년도

에는 우리 학 내에서 최우수연구소로 선정되어 타 연구기관

의 선망의 상이 되고 있다.

▶▶반도체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첨단 주역의 반도체공동

연구소의 연구개발분야

반도체공동연구소는 4개의 부설센터와 3부 35실로 구성되

어 있으며, 30여명의 교수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

소는 지난 20년간 축적한 미세가공기술을 바탕으로 100nm이

하 나노 CMOS기술개발, 100GHz급 III-V 반도체 전자 및 광

소자개발, 나노기술을 이용한 미래형 기억소자 및 물질개발,

평판디스플레이 장치를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통신∙컴퓨터

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칩 설계 기술개발과 새로운 하드웨

어-소프트웨어 통합 설계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소속실험실

은 설계자동화연구실, 시스템설계연구실, VLSI신호처리연구

실, 컴퓨터구조 및 병렬처리연구실, 집적시스템설계연구실,

집적회로연구실, 생체광학연구실, 유연성소자 및 회로연구실,

집적시스템설계연구실, 유전박막연구실, 미세소자연구실, 장

비/재료연구실, 에피 및 I/I연구실, Interconnect연구실, 표면

공정/환경연구실, 신뢰성연구실, 나노일렉트로닉스연구실,

OEIC연구실, MMC연구실, 화합물반도체성장연구실, 생체전

자연구실, 표면소자연구실, 나노바이오소자연구실, 레이저연

구실, 메카트로닉스연구실, 센서/텔리메트리연구실과 유기반

도체연구실이며, 본 연구소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1,039편의

국제공인 논문을 출간했고 66개 국제특허, 262개 국내특허 취

득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뛰어난 연구개발 성과로 우리나

라 반도체기술을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우수한 반도체분야 핵심인재 육성

우리 연구소는 국내 학원생의 실습기회 부여와 기업체 인

력의 재교육을 위한 정기 교육프로그램, 최신 반도체 기술과

연구동향 등을 소개하기 위한 비정기 프로그램, 장비에 한

실질적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장비교육 프로그램

을 통해서 우수한 반도체핵심인재들을 길러내고 있다. 1988

년부터 현재까지 896명의 석사, 371명의 박사 과정생이 배출

되었으며, 지난 22년간 배출된 공정 및 설계교육생은 약

12,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산업체연구원들과 전국 학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실습교육의 메카로서 명실상부한 역

할을 담당해 왔다. 현재는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반도체기반 융합기술의 산업체 인력을 양성하여 국

가 인재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반도체공동연구소의 지속적인 노력

국내 유일의 학 반도체 공동연구소 인프라 구조로 성장해

온 우리 연구소는 앞으로도 21세기 첨단 반도체 시 의 첨병

이 되어, 지난 22년간 축적해온 연구능력과 기술, 그리고 인

력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지적 가치를 창조하는 동시에 우수

한 인력들이 반도체분야로 유입되는 매개 통로로서 중요한 역

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지속적인 반도체분야의 고급인력

양성,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수행, 우수한 연구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가 반도체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이고, 항상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기 위해 부

단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수｜연｜구｜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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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거나, 관악캠퍼스에서 공부했지만 졸업한 지 오래된 동문들이

학교에 찾아오게 되면 새롭게 생긴 건물들과 학교의 빠른 변화에 어리둥절할 때가 많다.  평일

이나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관악 캠퍼스에 나들이를 오고 싶어하는 동문들을 위해 관악 캠퍼스

의 이곳 저곳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관악 캠퍼스 명소 BEST 7

1. 운치있는연못‘자하연’

농협 앞 자하연 연못은 관악에서 가장 운치있

는 곳으로 꼽힌다. 그늘진 나뭇잎 아래로 잔잔

한 호수가 펼쳐져 있어 낭만적인 데이트 장소로

손색이 없다. 다만 보기보다 수심이 깊으니 안

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자. ‘연못을 얕보지 마

세요’라는 경고 팻말은 장식용이 아니다. 

2. 서울 인의휴식처‘버들골’

사범 너머로 펼쳐진 버들골은 한적한 분위

기를 내는 데 제격이다. 너른 잔디밭에서 독서

나 낮잠, 팩차기를 즐기는 이들을 자주 볼 수 있

다. 따뜻한 봄날, 버들골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일상을 잊어보는 것은 어떨까? 

3. 민주화운동의성지‘아크로’

중앙도서관과 본부 사이의 광장으로‘아크로

폴리스’의 준말이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서

려 있어 지금도 학생회 행사 및 집회가 자주 열

린다. 종종 볼만한 공연이 펼쳐지기도 하니 아

크로를 지나갈 때는 귀를 쫑긋 세워보자. 

관악 캠퍼스 100% 이용하기

재학생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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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항공공학부

학생홍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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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소식

4. 흥겨운축제마당‘총장잔디’

본부 앞 잔디마당의 별칭. 봄가을 동제 축제기간이 되면

파전과 막걸리를 즐기는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동제

기간이 아닐 때 들어가면 경비아저씨와 술래잡기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 

5. 낭만적산책로‘걷고싶은거리’

경 에서 문화관까지, 중앙도서관에서 공 폭포까지 깔

끔하게 포장된 길. 해가 지면 은은한 불빛이 거리를 비춘다.

늦은 밤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걷고 싶은 거리를 걸어보자. 

6. 개성만점‘광장’

각 단과 주변에는 독특한 이름을 지닌 광장이 있다. 인

문 (5동) 앞‘해방터’, 사회 앞‘아고라’, 공 간이식당

옆‘붉은 광장’은 동아리 공연 및 소규모 집회 장소로 자주

이용된다. 사범 (11동) 앞‘페다고지’와 법 (15동) 앞‘정

의의 광장’, 자연 (28동) 앞‘녹두마당’에서도 다양한 행사

가 자주 열린다. 

7. 안성맞춤조깅코스‘순환도로’

관악 캠퍼스를 빙 두르고 있는 길을 순환도로라 부른다.

10km 가깝게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조깅코스 및 산책로로

애용한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순환도로를 걷노라면 여의

도 윤중로가 부럽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관악캠퍼스에 있는 각 건물들을 활용해보자. 먼저 자신

의관심사를정해서이에맞게100% 활용해보자.

�운동하기에좋은관악캠퍼스

포스코 스포츠센터는 헬스, 수 , 스쿼시, 재즈댄스, 필라

테스, 골프,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6개

월 이상 자유이용프로그램을 신청한 동문들에게 등록기간을

2배 연장해 준다. 자연 (501동 지하1층), 공 (39동 지하1

층), 관악사(919동 1층, 900동 1층)에서도 포스코 분관을 이

용할 수 있다. 

캠퍼스 곳곳에 야외운동장은 무료 개방된다. 서울 동

문이라면 누구나 운동장, 야구장, 관악사 운동장, 테니스

코트, 농구코트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다. 단 이용률이

높은 일부 시설은 예약이 필수라는 점을 유의하자. 관악사

에도 각종 운동시설이 있다. BTL 후생동(900동) 체력단련

실과 2층 당구장, 신관 후생동(920동) 2층 탁구장를 이용

해보자. 

�교양을쌓기에좋은관악캠퍼스

국내 최초의 학미술관 MoA는 총 300여점의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전시전이 열리고 있으며 오전 10시부

터 오후 6시까지(월~토)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경 오른쪽에 위치한 박물관은 고고역사∙전통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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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민속∙현 미술을 테마로 한 4가지 전시실을 갖추고 있

다. 매 학기 학생, 교직원 및 일반 시민을 상으로 수요교양

강좌를 개최한다. 박물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월

~토) 무료로 개방한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은 국보와 조선왕조 통치기록 등 각

종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다. 전시실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

후 5시 30분까지(월~토) 개방한다. 규장각 소장 도서 및 자

료는 평일에만 열람할 수 있다. 

본부 앞에 위치한 문화관(70동)에서는 각종 문화∙학술 행

사가 진행된다. 학기 중에는 음 화요음악회가 중강당에서

정기적으로 열린다. 날씨가 좋은 봄가을에는 문화관 앞 마당

에서 춘계 야외음악회도 펼쳐진다.

�휴식하기좋은관악캠퍼스

음악감상실(학생회관 1층)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으며

쉴 수 있는 공간이다.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음

악감상실 운 은 동아리‘소리지기’가 담당한다. 

여유롭게 커피나 차를 즐길 수 있는 곳도 많이 있다. 전통

찻집 다향만당(두레문예관 2층)에서는 다양한 차와 다과를

맛볼 수 있다. 

언어교육원 1층‘판코(FANCO)’는 서울 학생들이 직

접 운 하는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

한다. 이밖에 자연 (501동)에는 커피 전문점 투썸플레이

스, 비빔밥 전문점 비비고가, 농생 (200동)에는 벨에삐

제과점이 입주해 있다. 공 에는 해동학술문화관에 더 랩,

비비큐 등이 입주해 있다. 동문들에게는 할인혜택도 주어

진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으며 쉬고 싶다면 중앙도서관

북카페(중앙도서관 4층)나 여학생 휴게실(학생회관 2층)을

찾아보자. 

� 화보기에좋은관악캠퍼스

화가 취향에 맞다면 중앙도서관 상자료실(중앙도서관

4층)이나 씨네꼼(두레문예관 4층)으로 가자. 중앙도서관

상자료실은 약 2천여 편, 씨네꼼은 약 8백여 편의 화를 소

장하고 있다. 원하는 화를 바로 감상할 수 있어 화를 즐

기거나 공부하려는 동문들에게 안성맞춤이다. 

학생활문화원은 작품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화를 상

하는‘수요시네마’(매월 둘째 주 수요일, 문화관 중강당)와

최신 화를 상 하는‘ 강당 화상 ’(매월 넷째 주 목ㆍ

금요일, 문화관 강당)을 마련한다. 상 시각은 모두 오후

4시며 상 15분 전부터 화설명을 들을 수 있다. 

언어교육원도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본관 412호 멀티미

디어실에서 세계 각국의 화를 무료로 상 한다. 화 속

중요표현을 해당 언어로 정리한 자료를 나눠 주기도 한다. 

박물관은 매주 목요일 환경∙재난 화를 상 한다. 

마지막으로캠퍼스에서길찾기를알아보자. 처음관악캠퍼스를

방문했다면누구나한번쯤캠퍼스의광활함에놀랄것이다. 목

적지를 찾아가는 길을 모를 때는 복잡하지만 알고 나면 상황에

맞춰고르는재미가쏠쏠한캠퍼스속길찾기. 

�캠퍼스의중심학생회관

캠퍼스 한복판에 위치한 학관(63동)은 학내 모든 곳으로

접근이 용이한 사통팔달(四通八達) 지역. 여러 길 중에서도

캠퍼스의 좌우를 길게 가로질러 학관과 경 를 잇는 길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경로다. 아래 소개한 길을 따라 학관과

경 사이를 자신 있게 누벼보자.

먼저 자하연을 지나 큰 길을 따라가면 근 법학교육백주

년기념관(84동), 멀티미디어강의동(83동), 동원생활관(113

동)을 거쳐 경 가 보인다. ‘걷고 싶은 길’로 불리는 이 길

에는 은행과 매점, 여러 카페가 위치할 뿐 아니라 조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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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잘 돼 있어 밤에는 은은한 야경도 감상할 수 있다. 또 캠

퍼스의 좌우를 연결 하는 이 길 중간에 위치한 문화관(73동)

쌍학 조형물 앞‘만남의 장소’는 친구를 만날 장소를 물색할

때 고려해봄 직하다.

좀 더 빠른 길을 찾는다면 사회 (16동) 뒷길을 추천한다.

사회 도서관 옆 연결통로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면 박물관

(70동)이 보인다. 길이 한적해 조용한 사색을 원하는 이들

은 잠시 등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쉬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인적이 드물고 별도의 조명 시설이 없어 밤에는 어둑하니

조심.

�체육관과 운동장

운동을 위해 찾곤 하는 체육관(71동)과 포스코 스포츠센터

는 꼭 알아둬야 할 필수 코스다. 

체육관을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운동장을 둘러가는 길.

학관에서 출발해 두레문예관 왼편의 계단을 오르면 나타나

는 둔덕을 따라 돌아보자. 운동장의 탁 트인 하늘 아래를

걷다보면 신발이 더럽혀지진 않을까하는 걱정마저 금새 잊

게 된다. 동원생활관(113동)까지 내려온 후 큰 길을 건너면

곧바로 체육관이니 간만에 캠퍼스에서 흙길을 밟아보고 싶

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하지만 높은 신발을 신었다면 가파른 비포장도로는 꺼려

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리더라도 깔끔

하게 포장된 길을 추천한다. 학관에서 캠퍼스 순환도로로

내려가 정문을 바라보며 쭉 걸어보자. 길을 따라 늘어선 플

래카드로 학내 행사 소식을 빠르게 알 수도 있다. 봄철 관악

산 경치도 명관이니 흐드러지게 벚꽃 필무렵 한번쯤 걸어볼

만하다.

입학본부(150동)와 환경안전연구소(98동) 사이를 끼고 가

는 길. 평탄한 걸음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 중 하나로 체육관

을 자주 애용할 거라면 기억해둘 만하다. 하지만 샛길인만큼

인적이 드물다는 점은 유의하길.

�캠퍼스의꼭 기, 301동가는길

우리 공 인의 삶의 터전인 곳은 45-1동 인근인 아랫공

와 301동∙302동인 윗공 로 구분돼 불린다. 너무 멀어 한

때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가 아닌 경기도 과천 땅이었을 정도

로 먼 윗공 는 경사진 산길로 아랫공 와 연결돼 있다. 캠

퍼스맵에서 한 눈에 봐도 멀어 보이는 이 길을 어떻게 갈지

막막하다.

거리가 거리인 만큼 무작정 걸을 수는 없는 법이다. 농생

(200동) 앞에서 교내순환 셔틀버스를 타면 캠퍼스 순환도

로를 따라 제1공학관(301동)까지 5분 안에 이동 가능하다.

셔틀버스의 배차간격은 학기중에는 4분에서 8분 사이. 방학

때는 15분 정도

하지만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길거나 정류장을 찾아

가기에도 애매한 위치에 있다면 자신의 두 다리를 믿고 자신

있게 걸어가 보자. 멀티미디어강의동(43-1동) 뒷길을 따라

가면 제1공학관까지 약 15분이 소요되니 염려했던 것보다 오

래 걸리지 않는 셈이다. 오히려 일상 속의 운동을 찾는 이들

에겐 캠퍼스에서 찾을 수 있는 알짜 운동 코스라 할 수 있다.

�기숙사삼거리갈림길에서

기숙사 삼거리에 다다르면 두 갈래 길을 마주하게 된다.

주차장 양쪽으로 각각 위치한 나무계단 중 어디로 내려가는

것이 좋을까 망설이게 된다.



오른쪽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은 야외 주차장 나들목 아래

를 지나 인문 (14동) 뒤편으로 이어진다. 좌우로 풀이 무성

한 계단을 내려서서 작은 인공폭포로부터 흘러내리는 개울

물을 따라 걸으면 금세 인문 신양학술정보관(4동)에 도착

하게 된다. 세미나룸, 스터디룸, 카페 등이 있어 심심할 때

들르기 좋으니 기억해두자. 잠시 자연을 만끽해보고 싶거나

인문 ∙자연 로 향하는 이들에게는 최적의 코스다.

사범 나 약 방향으로 가는 이들은 기숙사 삼거리에서

왼쪽 계단으로 가는 것이 낫다. 사범 건물들의 뒤편으로

도착하는 이 계단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기 싫다면 이 길을 택하자. 학교 내에서 가

장 넓은 잔디밭인 버들골도 근처에 있으니 날씨가 따뜻해지

면 앉아 햇볕을 쬐어보는 건 어떨까.

인문 신양학술정보관 뒤편 산비탈 계단. 인문 에서 음

미 로 통하는 지름길로 음미 식당을 이용하거나 환경

학원 및 경 방향으로 가로질러 갈 때 이 길을 이용하면

좋다.

�식당찾아가기

학관식당 말고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면 가장 인

기있는 3식당을 추천하고 싶다. 학관에서 중앙도서관을 향

한 계단을 통해 입구까지 올라서면 중도 터널의 반 방향으

로 잘 닦인 넓은 길이 펼쳐져있다. 바로 또 다른‘걷고 싶은

거리’다. 이름처럼 잘 정돈된 풍경과 해진 후 길 전체에 들어

오는 은은한 조명이 걷는 사람의 기분까지 좋게 만든다. 거

리 끝에 위치한 공 간이식당 앞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내려

가면 두레미담과 3식당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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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재

건축학과 08학번

학생홍보팀 기자

건축학과동아리, ACT

주말의 늦은 오후, 시험기간이 아니어서 학생들이 거의 없을 것만 같던 신양학술정보관 2층

의 컴퓨터실에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학생의 지도에 따라

학생들의 작업은 분주해졌고, 자유롭게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또, 선생님의 역할을 맡은

학생 이외에도 주변에 서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들은 4월1일에 있는 건축학

과 교양학교의 입학식의 개막식으로 열리는‘맥스전’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맥스전’이란 건축3d 모델링 프로그램인 3dmax를 이용해 자기가 고른 건물을 3d로 만들

고 그것을 동 상으로 편집하여 전시하는 전시회이다. 주로 2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선

배들의 지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배워서 자기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건물을 골라서 3d 모

델링을 한다. 선배 1명이 후배 1~2명씩을 맡아서 지도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후배들은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고, 선배 역시 후배들의 질문을 받으며 지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선후배간의 친목도 도모한다.

위의‘맥스전’이외에도 신입생을 상으로 플래쉬를 지도하는‘신인전’, 캐드 프로그램을

배우는‘CAD HOUSE’등의 행사가 있다. 이처럼 배우고, 지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건축가



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이를 실제 설계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

반적인 학술동아리가 스스로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을 사람들과 나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와는

다르지만, 적극적으로 선후배간의 지도가 뒷받침 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보다 높은 효율을 기

할 수 있다. 

이어서 바쁜 과제들 속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하 을 때 얻어지는 효과에 해 동아리원들에게

물어보았다. 2학년 황남인양은 물론 바쁘긴 하지만 그저 친목도모에만 치중하는 다른 동아리에 비

하여 보다 필요한 프로그램을 배우고 그 프로그램을 자기의 설계과제에 적용하여 곧바로 쓸 수 있

다는 점에서 이 동아리의 장점을 꼽았다. 또한 2학년 우재윤군은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배우는 프

로그램이 전부 학원에 가면 비싼 돈을 내고 한참을 배워야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러지 않고 단기간

에 선배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보다 알고 싶은 것을 차근차근 물어 볼 수 있는 점이 좋다고 하

다. 

이러한 지도과정이 끝나면 항상 지도를 통해서 만들었던 작품을 전시하고, 그 전시를 통해서 작

품을 만든 학생들이나 지도했던 선배들 모두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전시회와 함께 이러한

전시가 끝나면 뒷풀이가 있어서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도 친목까지 도모할 수 있다. 실제로 함께 지

도하면서 공부했던 선후배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함으로써 전시회 이후까지도 친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학과가 있는 39동 5층에는 지금도 ACT의 신인전 전시가 열리고 있다. 39동을

방문하는 분들은 건축학과 학생들의 꿈과 열정에 한 도전을 느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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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수 소개

모교소식 발전기금 출연 동창회 소식

세부전공 : 에너지신소재, 에너지저장변환재료

약 력 :

1997-2001 서울 학교재료공학부학사

2001-2006 MIT 재료공학부석사, 박사

2006-2007 MIT 재료공학부박사후과정

2008-2011 KAIST 재료공학부조교수

2011- 서울 학교재료공학부조교수

세부전공 : 고속선박운동제어

약 력 :

1991-1995 서울 학교공과 학항공우주공학과학사

1998-1999 미국조지아공 항공우주공학과석사

2000-2003 미국조지아공 항공우주공학과박사

1995-1998 우중공업우주항공연구소연구원

2004-2005 미국조지아공 항공우주공학과박사후연구원

2005-2007 충남 학교항공우주공학과전임강사

2007-2011 충남 학교항공우주공학과조교수

신규임용소감 :

신규임용 소감 작성을 요청받으니 벌써 오래된 과거처럼 잊고 있었던 지난해 교수 신규임용에 지원한 일이

생각납니다.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하여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정이었으나, 새로운 분야에 한 도전이었기에

시도해보고싶은동기가발생하는과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나자신의성공을위한공부와연구를하 다

면, 지금부터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연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희생까지 아끼지 않고 봉사를 하겠습

니다. 또한 학생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서울 학교 교수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서울 학교 교수로서 하고 싶었던 원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꿈과 열정을 잃지 않는 초심을 오래도

록 유지하겠습니다. 먼 훗날 이러한 다짐을 이루었노라고 퇴임교수 소감란에 즐거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날이오기를바랍니다.

강 기 석 교수

재료공학부

김 낙 완 교수

산업조선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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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 : 컴파일러, 컴퓨터시스템

약 력 :

1996-2001 스위스연방공과 학(ETH Zurich) 학사/석사

2003-2008 서울 학교공과 학컴퓨터공학과박사

2008-2011 삼성종합기술원전문연구원

신규임용소감 :

10년 전에 스위스 연방공과 학(ETH Zurich)에서 학/석사 과정을 마친 후 박사 과정은 다른 륙, 다른 나라, 다른

학에서 전공하고자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으로 공부하러 많이 가지만, 저는 아시아에

가는 것이 더 진취적이고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003년에 서울 학교 컴퓨터공학부 박사 과정에 입

학하 습니다. 그 후,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한국어도 공부하고 한국 문화에 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3년 동안 삼성종합기술원 임베디드 시스템 프로세서 (SRP) 및 컴파일러 연구 그룹에서 전문연구

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8년 전 한국에 왔을 때는 장차 서울 학교 교수로 임용되리라고 상

상도 못 했었지만, 임용이 되고 이렇게 신규 임용 소감을 적을 수 있게 되어 아주 기쁘고 큰 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민국, 서울 학교, 제 지도교수님들,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분들께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할까 생각해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교육하고 또 연구하면서 서울 학교를 스위스 연방공과 학

과유럽까지연결시켜더욱발전해나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세부전공 : 핵융합, 플라즈마물리

약 력 :

1976-1980 서울 학교자연과학 학물리학과학사

1980-1984 Princeton University, Astrophysical Sciences (Plasma Physics Major) 석사, 박사

1984-1986  Univeristy of Texas, Austin; Research Fellow Princeton University, Plasma Physics Laboratory

1986- Staff Research Physicist I, II, Research Physicist, Univeristy of Texas, Austin Research Fellow;

Princeton University, Plasma Physics Laboratory

1996-  Principal Research Physicist

2006-2011 Distinguished Laboratory Research Fellow

Bernhard Egger

(이강웅) 교수

컴퓨터공학부

함 택 수 교수

원자핵공학과

신임교수 소개 |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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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소속/학과명 직위/직명 성 명 발령사항
임용기간

시작일 만료일

건설환경공학부 교 수 박박창창호호 교육공무원면직 2011-02-28

재료공학부 교 수 김김 환환 교육공무원인사발령(정년퇴직) 2011-02-28

산업조선공학부 교 수 이이면면우우 교육공무원인사발령(정년퇴직) 2011-02-28

산업조선공학부 교 수 장장창창두두 교육공무원인사발령(정년퇴직) 2011-02-28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 수 홍홍상상희희 교육공무원인사발령(정년퇴직) 2011-02-28

산업조선공학부 조교수 강강진진아아 부교수에임함(승진임용) 2011-03-01 2017-02-28

재료공학부 부교수 김김상상국국 교수에임함(승진임용) 2011-03-01 정년

재료공학부 부교수 안안철철희희 교수에임함(승진임용) 2011-03-01 정년

전기컴퓨터공학부 부교수 RRoobbeerrtt IIaann MMcckkaayy 교수에임함(승진임용) 2011-03-01 정년

에너지시스템공학부 부교수 전전석석원원 교수에임함(승진임용) 2011-03-01 정년

기계항공공학부 부교수 이이정정훈훈 교수에임함(승진임용) 2011-03-01 정년

산업조선공학부 기금조교수 김김연연배배 기금부교수에임함(승진임용) 2011-03-01 2017-02-28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기금교수 박박창창호호 명예기금교수로임용 2011-03-01 2014-02-28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겸임부교수 이이진진수수 겸임부교수에임함 2011-03-01 2011-08-31

재료공학부 겸임조교수 이이규규제제 겸임조교수에임함 2011-03-21 2013-02-28

정 기계설계공동연구소 전임 우연구부교수 김김기기성성 정 기계설계공동연구소근무를명함 2011-05-01 2012-04-30

전기컴퓨터공학부 교 수 이이상상욱욱 서울 학교공과 학SKT 석좌교에임함 2011-01-01 2011-12-31

기계항공공학부 객원교수 정정문문건건 객원교수로위촉함 2011-02-01 2012-01-31

기계항공공학부 객원교수 김김완완두두 객원교수로위촉함 2011-03-01 2012-02-29

기계항공공학부 객원교수 김김동동수수 객원교수로위촉함 2011-03-01 2012-02-29

산업조선공학부 객원교수 김김태태현현 객원교수로위촉함 2011-03-09 2012-03-08

산업조선공학부 객원교수 김김병병기기 객원교수로위촉함 2011-03-09 2012-03-08

산업조선공학부 객원교수 김김용용직직 객원교수로위촉함 2011-03-09 2012-03-08

산업조선공학부 객원교수 김김태태현현 객원교수로위촉함 2011-03-09 2012-03-08

산업조선공학부 객원교수 김김병병기기 객원교수로위촉함 2011-03-09 2012-03-08

산업조선공학부 객원교수 김김용용직직 객원교수로위촉함 2011-03-09 2012-03-08

전기컴퓨터공학부 객원교수 이이명명호호 객원교수로위촉함 2011-03-14 2012-02-29

전기컴퓨터공학부 객원교수 유유 상상 객원교수로위촉함 2011-03-14 2012-03-13

산업조선공학부 객원교수 김김 섭섭 객원교수로위촉함 2011-04-01 2012-03-31

재료공학부 객원교수 김김성성희희 객원교수로위촉함 2011-04-01 2012-03-31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객원교수 변변수수현현 객원교수로위촉함 2011-07-01 2012-06-30

산업조선공학부 객원교수 안안현현실실 객원교수로위촉함 2011-05-16 2012-05-15

재료공학부 객원교수 박박창창우우 객원교수로위촉함 2011-05-16 2012-05-15

의과 학의학과 교 수 김김희희찬찬 바이오엔지니어링전공주임에겸보함 2011-03-01 2013-02-28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 수 최최종종근근 에너지시스템공학부장및에너지자원공학과장에겸보함 2011-03-01 2013-02-28

신임교수 소감|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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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학과명 직위/직명 성 명 발령사항
임용기간

시작일 만료일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 수 김김곤곤호호 원자핵공학과장에겸보함 2011-03-01 2013-02-28

건설환경공학부 교 수 안안건건혁혁 도시설계학전공주임에겸보 2011-03-01 2013-02-28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 수 전전석석원원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장에겸보 2011-03-01 2013-02-28 

건축학과 교 수 이이철철호호 공기단축복합건설기술연구센터소장에겸보 2011-03-01 2011-06-30

건설환경공학부 교 수 고고현현무무 건설환경종합연구소장에겸보 2011-03-01 2012-02-29 

재료공학부 교 수 강강태태진진 지능형텍스타일시스템연구센터소장에겸보 2011-03-01 2013-02-28

화학생물공학부 교 수 김김병병기기 연계전공공학바이오전공주임에겸보 2011-03-01 2012-02-29

화학생물공학부 교 수 오오승승모모 에너지변환저장연구센터소장에겸보 2011-03-01 2011-08-31

재료공학부 교 수 윤윤의의준준 융합과학기술 학원부원장에겸보 2011-03-01 2013-02-28

전기컴퓨터공학부 교 수 박박 준준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장에겸보함 2011-04-01 2013-03-31

기계항공공학부 교 수 김김유유단단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장에겸보함 2011-04-01 2013-03-31

전기컴퓨터공학부 교 수 하하순순회회 공과 학공학교육혁신센터장에겸보함 2011-04-14 2013-04-13

재료공학부 교 수 권권동동일일 복합환경제어멀티스케일시험평가센터소장에겸보함 2011-04-20 2015-05-31

재료공학부 교 수 박박종종래래 해동학술문화관관장에겸보함 2011-05-01 2013-04-30

화학생물공학부 교 수 이이승승종종 법인화정보화추친단장겸무를명함 2011-05-01 2012-06-30

산업조선공학부 교 수 성성우우제제 보건진료소운 위원회위원을명함 2011-03-10 2013-03-09 

재료공학부 교 수 곽곽승승엽엽 기금교수운 위원회위원을명함 2011-04-01 2013-03-31

전기컴퓨터공학부 교 수 이이범범희희 2011년사이버 학설립심사위원회위원위촉 2011-04-12 2012-03-31

건축학과 교 수 최최재재필필 외교류위원회위원을명함 2011-04-27 2013-04-26

재료공학부 교 수 박박종종래래 자랑스러운서울 인후보선정위원회위원을명함 2011-05-01 2013-04-30

건설환경공학부 부교수 김김 오오 서울 학교법인설립추진단부단장에겸보함 2011-04-19 국립 학법인설립
등기후사무인계종료시까지

화학생물공학부 교 수 이이승승종종 서울 학교설립준비실행위원회공동위원장을명함 2011-04-21 국립 학법인설립
등기후사무인계종료시까지

기계항공공학부 교 수 주주종종남남 서울 학교설립준비실행위원회위원을명함 2011-04-21 국립 학법인설립
등기후사무인계종료시까지

산업조선공학부 교 수 김김태태유유 서울 학교설립준비실행위원회위원을명함 2011-04-21 국립 학법인설립
등기후사무인계종료시까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 수 최최진진 서울 학교설립준비실행위원회교육연구분화위원회위원을명함 2011-04-21 국립 학법인설립
등기후사무인계종료시까지

재료공학부 교 수 박박종종래래 서울 학교설립준비실행위원회교육연구분화위원회위원을명함 2011-04-21 국립 학법인설립
등기후사무인계종료시까지

재료공학부 교 수 권권동동일일 서울 학교설립준비실행위원회교육연구분화위원회위원을명함 2011-04-21 국립 학법인설립
등기후사무인계종료시까지

기계항공공학부 교 수 주주종종남남 서울 학교설립준비실행위원회교육연구분화위원회위원을명함 2011-04-21 국립 학법인설립
등기후사무인계종료시까지

기계항공공학부 교 수 김김민민수수 서울 학교설립준비실행위원회교육연구분화위원회위원을명함 2011-04-21 국립 학법인설립
등기후사무인계종료시까지

신임교수 소감|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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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출연

1. 기본재산기금출연자 (2011년02월21일~ 2011년05월20일까지) 

2. 보통재산기금출연자 (2011년02월21일~ 2011년05월20일까지) 

발전기금 출연

학과의관계 성 명 출연금액(원) 출연조건 비 고

국제경제(98졸) 김도형 5,200,000 공과 학: 김태 장학금

기악(94졸) 이은정 200,000 공과 학: 김태 장학금

전기(55졸) 민경식 100,000 공과 학: 위임

토목(77졸) 이상복 10,000,000 건설환경공학부: 기관운 CM기금교수재원

화공(62졸) 김춘길 3,000,000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 장학금 약정3,600만원의16~18회

2011년도02월21일~

2011년도05월20일모금총계
18,500,000

학과의관계 성 명 출연금액(원) 출연조건 비 고

건축(82졸) 김문한 20,000,000 건축학과: 위임 건설기술관리교육발전기금

기계(76졸) 이우일 5,000,000 기계항공공학부: 위임

자원(54졸) 전용원 2,000,000 에너지자원공학과: 위임

자원(67졸) 윤우석 7,000,000 공 동창회: 기관운

화공(68졸) 문상흡 7,500,000 화학생물공학부: 위임 약정5천만원의5~7회

화공(68졸) 문상흡 7,500,000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위임 약정5천만원의5~7회

기타 오길성 500,000 전기공학부: 위임 전기공학부오태호의부

기타 유상혁 2,000,000 건설환경공학부: 위임 건설환경공학부2010학번

기타 차정득 300,000 기계항공공학부: 위임 기계항공공학부차성익의부

기타 여성동창회 900,000 공과 학(여성동창회): 장학금

ㄜ미국선급협회한국분사무소( 표한성섭) 5,387,000 조선해양공학과: 장학금

ㄜ에스엠엔터테인먼트( 표김 민) 10,036,800 공학연구소: 문화교육 빗물연구센터해외빗물봉사활동비

ㄜ에스엠엔터테인먼트( 표김 민) 1,115,200 공학연구소: 기관운 빗물연구센터

더랩서울 점 6,000,000 공과 학: 위임 약정2천4백만원의1~3회

삼성물산ㄜ( 표이사정연주) 2,000,000 건축학과: 기관운 건설기술연구실지정

삼성중공업ㄜ( 표이사노인식) 5,000,000 조선해양공학과: 장학금

서울 공 최고산업전략과정44기 20,000,000 공과 학: 위임

에스엔유프리시젼ㄜ( 표이사박희재) 2,000,000 기계항공공학부: 문화교육 학부MT 지원금

엔지니어링프로젝트메니지먼트과정1기 5,000,000 공과 학: 위임 EPM 1기동문25명

ㄜ보광훼미리마트( 표백정기) 13,500,000 공과 학: 위임 약정5천4백만원의2~4회

ㄜ세진에프알에스라쿠치나서울 점( 표이사장재훈) 75,000,000 공과 학: 위임 약정2억9천6백만원의1~3회

ㄜ제너시스비비큐서울 캠퍼스점( 표박병연) 42,000,000 공과 학: 위임 약정1억6천8백만원의3~5회

ㄜ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사장김종국) 1,000,000 건축학과동창회: 문화교육

ㄜ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표이사윤세한) 10,000,000 건축학과: 문화교육

ㄜ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표이사정 균) 100,000 건축학과동창회: 문화교육

한국바스프ㄜ( 표이사조진욱) 3,000,000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 장학금

한미 로벌(회장김종훈) 500,000 건축학과동창회: 문화교육

한화케미칼ㄜ( 표홍기준) 60,000,000 화학생물공학부: 문화교육 학부교외교육지원

협동과정기술경 경제정책전공 500,000 공과 학: 위임

2011년도02월21일~

2011년도05월20일모금총계
314,839,000

모교 소식 발전기금출연 동창회 소식

※ 공과 학출연금중본부발전기금편입출연금도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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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건축공학포함) - 31명

강의철 곽동수 곽 명 권기득 김명근

김순민 김인수 김형모 나재심 노병우

박찬정 손석광 손효원 송신헌 신근식

안홍섭 엄근용 윤승중 이상학 이신옥

이원도 임현용 장덕수 전창 조남일

조덕상 조용훈 최하경 한상규 한상훈

황인호

공업교육학과- 9명

김광은 김신태 김천환 박인원 심정섭

이충덕 주 재 최병천 하 식

금속공학과- 19명

김동명 김 태 김원태 김윤규 김임수

김정욱 방극열 선석문 선우준 신건일

양봉흔 윤정묵 이상만 이성규 이승관

장명길 정순효 조학래 허성구

기계공학과(기계설계포함) - 44명

강학순 김권식 김종식 김준오 김철구

김현주 김형진 김회재 남궁석 노규환

박노상 박무근 박민서 박석호 방용일

방정섭 백선욱 백효석 신광현 신효순

심창생 오제환 유중희 윤 찬 이경원

이경호 이봉희 이 재 이준식 이창한

이효일 이후식 인성남 임종염 장원갑

조건희 조백현 조양래 조 호 조장하

최승철 최 규 최 훈 하상달

무기재료공학과- 1명

강창협

산업공학과- 5명

김기현 김동규 김병건 이 희 홍성하

섬유공학과- 22명

강일우 구민회 김성태(44기) 김성태(9기) 김종욱

김채식 박달수 박재범 박희규 백학기

변 염 성문웅 안경조 윤상철 이유진

임종태 조병철 조복제 차상환 천주훈

최 연 현희헌

원자력공학과- 3명

고승국 이원순 이중재

원자핵공학과- 3명

김재학 우진태 진금택

자원공학과(광산, 채광포함) - 16명

권순묵 김성언 김세준 김유수 김정우

김종석 송주철 신동성 박광표 안재휴

윤용균 이진우 이필호 조응현 최창근

함경호

전기공학과(전기공학부포함) - 33명

강호석 구자남 권혁선 김동주 김주한

김중한 김호용 노충래 노환 노희호

민경식 박재기 서완석 서인원 양만

양승택 이강훈 이규왕 이수남 이승일

이정구 이정용 이청용 전 국 정익주

조병덕 조병문 조정수 최 식 최용훈

최희철 허 돈 황석

전자공학과(통신공학과포함) - 8명

강종렬 김원태 김재창 김종명 노홍조

도정섭 원제혁 허 염

제어계측공학과- 2명

성광제 성백문

조선공학과(조선해양, 조선항공포함) - 20명

강상돈 고창헌 김국호 김봉열 김 석

김용출 김주 민철기 박용철 오귀진

오창석(43기) 오창석(10기) 원호 이범창 이재욱

이종례 이호순 장 태 조정호 최동환

컴퓨터공학과- 1명

오장민

토목공학과- 47명

강주복 공철규 곽진환 국천표 권융원

김건호 김경진 김광일 김남 김 수

김준언 김형기 남궁은 류간성 목 진

박 순 박용승 박재규 선우중호 성기초

손승래 신필수 여태승 오정일 유상부

유재권 윤정방 이응천 이정부 임병문

장기옥 장현봉 장홍규 전동철 전연욱

전형식 정연세 정 식 조명제 주기만

진성문 차재근 최선주 편도권 한광석

황광웅 황해근

동창회비 납부자 명단 (2011. 1. 1~5. 31)

동창회비 납부

모교 소식 발전기금 출연 동창회소식



078: Summer 2011

원고투고안내

서울공 지는독자들의소식및의견을받습니다.

또한동문동정및수상소식등동문들에게알리고싶은소식이있으면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모든소식은 lee496@snu.ac.kr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공공학과- 2명

노웅래 정우식

화학공학과(공업화학, 응용화학포함) - 38명

강철재 고석렬 김선동 김선용 김용석

김정환 김희창 맹기석 박건유 박명식

박찬민 서의석 성기웅 소재천 송기국

심윤식 심재한 유심덕 윤본 이승준

이정호 이종 이태섭 이화흔 임 규

장경현 장홍규 장희익 정인수 정재관

정한모 조무제 조사홍 조정남 조진래

최광훈 최재열 추지석

ACPMP - 2명

김정식 박몽용

AIP - 19명

권 후 김동하 김상화 김순규 김윤필

김정웅 문 호 박 기 박인서 박종원

백경흠 유각목 유길상 이상운 이현

이현희 조인형 지경택 최락헌

학과미상- 13명

김 김용환 김종각 김현중 서종욱

송재준 신동수 원남숙 이상희 이재욱

정진성(혹은장진성)   조성환 최창식

정보미상- 61명

총 399명납부

* 동문님의정성어린납부감사합니다. 동창회비는동창회운 뿐만아니라「서울공 」지의발간등모교지원에매우유용하게사용되고있습니다.

* 회비를납부하셨으나명단에누락되신분들은동창회사무실(02-880-7030)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동창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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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 동창회

제 25회 건축학과 동문의 날 행사

제 25회 건축학과 동문의 날 행사가 5월 28일 서울 학교 학군단 운

동장에서 열렸다. 화창한 날씨 속에 32회(기 표 신 수 동문) 주관

으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홍성목 명예교수님을 비롯한 250여명

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라 안팎으

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혹시나 동문들의 참여가 부진하지는 않

을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여러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제 1부 체육 회에서는 홀수와 짝수 학번 항으로 소프트볼과 축

구, 족구 등이 진행되었는데 모든 경기가 짝수 학번의 승리로 마감

되었다. 특히 소프트볼 경기에서는 초반 부진을 보이던 짝수 학번이

7 6으로 역전승을 이루어내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 다. 이 날

MVP로는 소프트볼에서 투수를 한 권순정 동문이 선정(40회)되었

다. 가족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윷놀이와 레크리에이션도 따로 진행

되었는데 삐에로 복장의 진행자가 풍선을 이용해 만들어준 여러 동.

식물 캐릭터들은 어린이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박 건 동

문 회장(23회)의 인사로 시작된 2부 연회에서는 총무이사 김승회 교

수의 사회로 내빈들과 참가자들의 소개와 인사, 그리고 체육 회의

시상식이 이루어졌는데 예의 최다참가기수상은 총 10명이 참가한

34회 동문들에게 돌아갔다. 식사 후 건축환경계획연구실 조구상 연

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레크리에이션은 어린이들의 장기 자랑을 위

주로 진행되었는데 조 연구원의 어린이들을 다루는 솜씨가 아주 돋

보 던 진행으로 여러 엄마, 아빠들의 칭찬을 듣기도 하 다. 열띤

성원 속에 진행된 경품 추첨은 다양하고 푸짐한 상품으로 언제부터

인가 참가자들의 최고 관심의 상이 되고 있는데 1등상을 받은 최

종택(현 건설 37회) 동문은 후배들을 위해 노트북을 기증하기도 하

셨다. 내년을 기약하며 폐회한 후, 기념품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모든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동창회 제2차 이사회

지난 4월 25일 건축학과

동창회 제 2차 이사회가

열렸다. 박 건 회장 김

승회, 박소형 총무이사

외 18명의 이사가 참석

한 이자리에서는 지난

신년하례회 행사보고와

앞으로 있을 동문의 날 행사등 주요안건들이 논의 되었다.

재미 원로 남상용(11회) 동문 별세

본 뉴스레터 33호에 소개되었던 남상용 동문이 3월29일(현지시간)

오후 5시 20분경 자택에서 7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가 일시적인 차도를 보여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

었으나 암세포가 전이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미시간 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는 정태용(40회)동문이 장례식 참가후 소식을 전해왔다.

‘지난 4월 1일 남상용 동문의 장례식을 지켜보았습니다. 개인

적으로 친분이 있었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사실 그 분과

의 인연은 20년이 넘습니다. 제가 모교의 조교로 있었던 1990

년‘남상용 장학금’을 통해 그 분의 성함을 알게 되었지만, 단

지미국에있는 동문이보내주는장학금정도로기억하고있었

습니다. 이후 저는 1994년 적지 않은 나이에 미시간 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남상용 동문이

그 교회의 장로님으로써 활동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

지만 학생이었던 저로서는 단지 인사만 드릴 정도 습니다. 유

학생활을끝내고귀국한후로는소식을듣지 못하 고십수년

이 넘게 흘 습니다. 2010년 여름 저는 미시간 학에 교환교

수로 가게 되었고,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남상용 동문을 다

시 뵙게 되었습니다. 동문 후배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기뻐

하시던 모습이 선하게 떠오릅니다. 금년 3월 중순까지 이미 소

식지에알려졌던자서전도출간하는등 말기 암선고에도불구

하고 여러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3월 중순 이후 병세가 악화되

어 3월 29일에 면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남상용 동문의 명

복을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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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장 강홍빈(21회)동문

4월19일 조선일보 문화면 칼럼‘서울인’에 "

박물관은 기억의 저장고, 서울의 뿌리를 찾아

보세요." 라는 제재로 서울역사박물관장 강홍

빈(21회)동문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화제의 건축 : 류재은(31회)동문의 '을지로 119 안전센터' 

서울 중구 옛 동 문운동장 자리. 찬반 논란 속에 자하 하디드가 설계

한 동 문디자인플라자(DDP)가 거 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유선

형의 디자인플라자가 끝나는 지점, 곡선의 흐름에 방점을 찍으려는

듯 사각 박스를 엇갈리게 끼운 모양의 작은 건물 하나가 들어서 있다.

언뜻 봐선 무슨 용도인지 감 잡기 어려운 독특한 외관. 외벽의 빨간

부분에 쓰인 숫자 '119'를 보니 그제야 정체가 파악된다. 지난해 완공

돼 한국건축문화 상 본상과 서울시건축상 우수상을 탄 '을지로 119

안전센터'다."  "디자인을 입은 이 작은 소방서를 설계한 건축가 류재

은(58∙시건축 표)씨는 "동사무소, 경찰서 같은 공공건물 하면 떠

오르는 무성의하고 권위적인 성냥갑식 건물을 벗어나고자 했다."고

했다. (4월 14일 조선일보 기사 중 일부)

천의 (39회)동문, 일회용 컵으로 만든 작품展

3월 17일부터 역삼동 푸르지오 갤러리에서 열린 건축가 천의 (39

회∙경기 건축학과 교수)동문의 전시회 '콘 스킨 스페이스(CON

SKIN SPACE)'전은 일회용 컵의 무한 변주를 보여준다. 노란 일회용

컵 수백 개가 그의 손을 거쳐 공상과학 화에서 뚝 떨어져 나온 것

같은 혹성 모양 조명으로 변했다. 플라스틱 소주잔 300여개로 만든

조명은 솜털이 몽실몽실 묻어 있는 민들레 홀씨 형태다. 식당에서 흔

히 사용하는 투박한 파란색 플라스틱 컵은 비(非)정형화한 거 한 구

조물로 엮 다. 그는 "현 건축에서 형태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두한 게 표피"라며 "새로운 표피를 실험하기 위해 일상적인 소재로 작

품을 만들어 봤다."고 했다.  (3월 16일 조선일보 기사 중 일부)

기계동문회

제2회 상임간사회 개최

2011년 제2회 상임간사회가 5월 18일 수요일 12시에 서울 학교 엔

지니어하우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상임간사회에서는 5월 20일,

21일에 있던 기계항공공학부 MT인 Assembly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건 300장을 지원하고 학부 MT 지원을 동문회의 주요사업에 포함

하여 동문회와 학부가 긴 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협력하기로 하

다. 또 공 동창회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기로 하여 동문동정 업

데이트와 홈페이지 리뉴얼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했다. 이어 회무

보고를 한 뒤 점심식사와 함께 기타 여러 토의를 하 다. 

정기산행

기계동문회 산악회는 매월 셋째 토요일에 청계산을 오르고 있다. 매

모임에 략 20여명이 참석한다. 건강을 생각하시는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관심 있으신 동문께서는 동문회(전화:02-

889-0133)로 문의. 

손욱(기계21회) 한국경제 매거진 한경Business에 [손욱의 혁신 경

이야기] 연재

2011년 5월 25일 1회‘사람이 곧 혁신이다’

이후 지속적인 연재 예정

전기공학과 동문회

전기동문회 정기총회 개최

전기동문회 2011년도 정기총회가 4월 27(수) 오후 7시에 여의도 한

강유람선에서 개최되었다. 문희성(1953년 입학) 원로 동문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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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다. 이번 정

기총회는 동문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임원들을 독려하고 선∙후배

간의 우정과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본 정

기총회에서는 2010년도 행사 보고 및 재무 결산, 2011년도 사업 계

획 및 예산 심의 승인이 있었다. 참석해주신 동문 및 가족분들께 감

사드리며, 2011년도 홈커밍데이는 2011년 9월 24일(토) 3시에 서울

교수회관에서 개최되오니 전기 동문 및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

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故채호석 동문 가족, 2억기부로 장학기금설립

故채호석(전기공학 48입, 협진정 공업 회장) 동문 가족은 4월 12일

2억원을 기부해 2010년 별세한 채호석 동문의 존함을 딴‘채호석 장

학기금’을 설립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부인 김양식 한인문화연구원

원장과 아들 채제한氏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학으로 학업을 지속해

왔던 고인의 생전의 뜻을 이어 받아 장학기금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

혔다. 설립된 기금은 공과 학 전기공학부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기공학부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렵

고 학문적 성취가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서전회 제 6회 회

2011년 5월 19일 청명한 초여름을 느끼는 날에 이스트밸리의 유리

판 같은 그린에서 전기동문회 골프동호회(서전회, 회장 김정호 68학

번) 제6회 모임을 가졌다. 59학번 이수철 동문부터 89학번 김세원 동

문까지 19명이 핸디와 연배를 고려하여 5개 조로 편성되어 즐거운

담소를 나누면서 운동을 즐겼다.  서전회는 2008년 봄에 발족이 되

어서 2008년 가을 첫 회를 가졌고 현재 회원 수가 64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봄 가을에 정기 모임을 갖고 있다. 우승은 신중철 동문

(85학번)이, 메달리스트는 박동원 동문(80학번)이, 근접상은 김흥근

동문(76학번)이, 장타상은 이동욱 동문(79학번)이 각각 수상했다. 또

한 김준오 동문이 직접 개발한“보이스캐디”를 상품으로 희사하여

다보기상에는 김정호 회장(68학번)이, 행운상에는 조관래 동문(79

학번)이 수상했다. 운동 후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동호회 회원 간의 친

목을 도모하 고, 다음 모임은 2011년 10월에 열기로 하 다.

전자동문회

전자동문회 2011년 상반기 기간사회의 개최

전자동문회 2011년 상반기 기간사회의가 4월 22일에 장원한정식에

서 개최되었다. 안수길(8회) 원로 동문님, 김철동(25회), 김만식(27

회) 동문 부회장님 등 15명의 기간사님들이 참석하신 이번 회의에서

는 전자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별분담금 조정 안, 소식지 제작에

따른 기별 원고 요청 안 등이 논의 되었다. 전자동문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는 기간사님들과 동문님들께 감사드

린다.

전자통신연구후원재단 2011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 개최

전자통신연구후원재단 2011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 행사가 3월 23

일 서울 교수회관 3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11

명의 전기공학부 학원생들에게 총 42,052,000원의 장학금이 지급

되었다. 본 행사는 성굉모(전자 23회, 서울 전기컴퓨터공학부 교

수) 재단 이사장의 인사말 을 시작으로 김정식(전자 6회, 덕전자

학과별 동창회 소식

모교 소식 발전기금 출연 동창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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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이사님의 축사와 참석 임원님들께서 격려사를 전달하고, 수혜

학생들과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본 재단

의 장학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후배를 향한 선배들

의 사랑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자 동문님들의 후원과 관심을 부탁드

린다.

토목공학과 동창회

2011년 봄나들이 행사 개최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 철쭉 등 봄향기 가득한 모교 교정에서 봄나

들이 행사(임시총회)가 4월 23일 서울 학교 문화관에서 개최되었

다. 이번 행사에는 130여명의 동문과 60여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하

여 봄꽃처럼 화사한 추억을 남기었다. 임시총회의 첫 순서로 2011년

1학기 동창회 장학금 및 성백전(10회, KCI회장) 동문께서 기부해주

신 성백전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모교의 추천으로 건설환경공학

부의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선정된 박인환, 박재현, 김재종, 조수렴

학생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지급하 다. 특히 작년부터 성백전

동문님의 기부로 동창회 장학금 수혜자가 많아지게 되어 모교지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가장 예

로운 토목인의 상 수상자로는 13회 박태권, 28회 이성우 동문이 선

정되어 동문들의 부러움의 상이 되었다. 토목인의 상 수상 후에는

17 동창회장을 맡으셔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셨던 조경원 전

임 동창회장에게 드리는 감사패 수여식이 있었다. 이어 김재관 학부

장 인사 및 모교소식 보고, 고현무 소장의 건설환경연구소 보고, 금

소윤학생의 해외봉사활동 보고와 서토산 김동권 회장, 서토기 편종

근 동창회장, 서토야 서일원 총무이사의 동창회 문화활동 보고가 있

었다. 임시총회 후 특별공연 시간에는 김덕수와 사물놀이 패의 공연

이 있었다. 김덕수 교수님 및 제자그룹은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로 열정적인 사물놀이 공연을 보여주었다.  맛있는 점심식사 후 동문

들과 가족들은 아름다운 봄꽃이 가득 핀 모교의 꽃길을 따라 건설환

경연구소를 방문하 다. 꽃길 걷기 후 진행된 경품 추첨에서 많은 동

문들이 풍성한 선물을 한아름 받았다. 최다동문상은 27회, 14회, 37

회 동문들에게 돌아갔으며 최다동문가족상은 47회, 48회, 50회가 선

정되었다.

화학생물공학부 동창회

춘계등반모임

2011년 춘계등반모임이 3월 19일(토) 모교인 서울 학교 제2공학관

앞에서의 집결로 진행되었다. 아직은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등반에 참여해 주신 19분의 동문들은 302동 앞의 등산로를 통

해 관악산 연주 까지의 산행을 하 다. 코스가 다소 험하고 바위가

많았던 탓에 상기된 얼굴로 하산한 동문들께서는 식당에서 점심식사

편종근 동창회장 인사 김덕수 사물놀이패 공연

장학금 수여

토목인의 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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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께하며 친목을 다지는 유쾌한 시간이었다. 참석하시어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동문들과 식사비를 지불해 주신 임종찬 부회장

님께도 감사드린다. 다음 모임에서는 더욱더 많은 동문들과 부부동

반을 포함한 동문가족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2011년 춘계정기총회

2011년 춘계정기총회가 4월26일(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되었

다. 동문 약 100여명의 많은 동문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신홍

현(화공42회) 간사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총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작

고하신 동문님들에 한 묵념을 시작으로 양세인(화공32회) 동창회

장의 인사말, 남기동(경성 이공학부1회)원로동문의 격려사, 조재

(공화33회) 모교 신임학부장의 인사말과 4월로 임기를 마치는

2010~2011년 회장단과 간사진의 인사가 이어졌다. 모교에 전달하

는 장학금과 도서지원비에 한 수여식과 2010~2011년 회기년도의

결산보고와 2011~2012년 새로운 회기동안 동창회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실 임종찬(공화33회) 동창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간사진에

한 소개와 인준이 있었다. 주승환(공화43회) 신임 간사장은 동창회

예산과 사업계획 소개를 통해 홈커밍데이 성공적 개최, 홈페이지개

선 등의 계획 발표를 하 다. 이번 춘계총회에서는 약 5년만에 발간

된 동창명부 인쇄본과 CD배부, 동창회보가 배부되었다. 만찬과 함

께 진행된 행사는 동창회 활동을 보고하고 동문들의 친목을 도모 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동문 동정]

이이윤윤식식(응화28회) 한국공업화학회 회장 취임 2011.1

강강인인구구(화공31회) 제42 한국화학공학회 회장 취임 2011.1

이이용용택택(화공31회) 제15 한국막학회 회장 취임 2011.1

노노중중석석(화공32회) 예스코 CEO 2011.1

황황각각규규(화공31회) 롯데그룹 정책본부 국제실 사장 승진 2011.2

서서진진호호(화공30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2011.3

심심재재진진(화공34회) 한국공학교육학회 구경북지회 초 회장 2011.3

박박상상훈훈(화공31회) SK바이오팜(주) 표이사 겸임 2011.4

학과별 동창회 소식

모교 소식 발전기금 출연 동창회소식

발전기금참여안내

약정방법

�온라인 접수: http://engerf.snu.ac.kr

�FAX 접수 : 02-872-9461

�우편 접수 : 우151-744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재)서울 학교 공과 학 교육연구재단

�전화 접수 : 02-880-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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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산업전략과정(AIP) 및 동창회 소식

1

1.제45기입학식 2.신입생환 회 3.주말합숙세미나 4.주말특강

AIP 소식

[제 45기 입학식]

2011년 3월 2일 수요일 제 45기 AIP 과정의 입학식이 진행되었

다. 제 45기부터는 부주임 교수에 컴퓨터공학과의 문병로 교수

가 선임되었으며, 기계항공공학부의 이경수 교수, 조선해양공

학부의 조선호 교수가 새로이 운 위원 직무를 맡게 되었다. 제

45기는 기업체의 CEO, 정부출연연구소, 금융, 사법 및 각 행정

부처 간부 등으로 구성된 총 63명의 원우들로 출범하 다.   

[신입생 환 회]

2011년 3월 16일 수요일 제 45기 원우들은 신입생 환 회를 통

해서 직전기수인 제 44기 동창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행사에서는 문병로 부주임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공과

강태진 학장과 권동일 주임교수의 격려사가 진행되었다. 이

어 박종훈 동창회 44기 회장이 환 사를 통해서 입학 축하의 뜻

을 전했으며, 45기 박현택 한국수력원자력 발전본부장은“AIP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으로 답사하 다. 

[주말 합숙 세미나]

2011년 3월 26일 토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양일에 거쳐 제

주도 해비치호텔에서 제 45기 원우들의 주말 합숙 세미나가 개

최되었다. 합숙 세미나에서는 각 분과별 소개가 있었으며, ‘녹

색성장과 국가경쟁력’이란 주제로 공과 강태진 학장의 강연

이 있었다. 이후 분과별 장기자랑 및 합숙활동을 통해서 서로간

의 결속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주말특강1]

2011년 4월 23일 토요일 AIP 첫 번째 주말특강이 열렸다. 이번

특강은 가족동반수업으로 본교 중어중문학과 허성도 교수를 강

사로 초청하여‘우리역사 다시보기’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루어

졌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 던 만큼 더욱 뜻 깊은 특강이었

으며, 강의 후 오찬과 규장각 전시 관람을 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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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6.테마별토론회 7.총동창회정기학술세미나 8.총동창회골프 회

[테마별 토론회]

2011년 5월 4일 수요일 AIP에서는‘과학기술 현안에 한 CEO

와 전문가의 해법’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 다. 이번 세미

나는 제 45기 원우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 졌으며, 각 분

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서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하성도 한

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의‘산학연 협력방안’, 민병

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문위원의‘에너지와 환경: 원자력에너

지, 이진로 산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이공계리더의 커뮤니

케이션 역량 강화 방안: 학 교육과 전문가 재교육,  조성재 표

준과학연구원 본부장의‘사회적 스트레스 해소’로 진행되었다.  

[AIP 45기 조찬 세미나]

2011년 6월 22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서울 학교 310동 엔지

니어링하우스 1층 강당에서는 현 AIP 45기 원우와 동창회원

들을 상으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하 다.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을 모시고 강연이 진행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총동창회 정기학술 세미나]

2011년 4월 13일 수요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는 AIP 총동창

회 정기학술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

원장의‘공정거래 30년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강

연이 이루어졌으며, 120여명의 동창회원들이 참석하여 진지한

배움의 장을 열었다. 

[총동창회 골프 회]

2011년 5월 16일 월요일 AIP 총동창회는 여주시 렉스필드 CC

에서 춘계 골프 회를 개최하 다. 110여명의 동창회원들이 참

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행사 후 만찬을 함께하며

시상식과 서로간의 친목을 다지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우승

에 31기 김광산 동창회원, 롱기스트에 39기 강성공 동창회원,

35기 황인경 동창회원, 니어리스트에 31기 박재규 동창회원,

43기 김순란 동창회원이 각각 수상의 예를 안았다. 

□□ AAIIPP과과정정 제제 4466기기 입입학학문문의의

:: [Homepage] aaiipp..ssuunn..aacc..kkrr  

:: [E-mail] aaiipp@@ssnnuu..aacc..kkrr  

:: [Tel] 0022--888800--770022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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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소식 발전기금 출연 AIP 및동창회소식

AIP 제46기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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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주요시설견학]

AIS과정 제 7기를 위한 서울 학교 주요시설견학이 3월 9일(수)

진행되었다. 1년간 생활을 할 서울 학교 교내를 두루 알 수 있

는 좋은 시간이었다. 중앙도서관 이용안내, 규장각 한국학연구

원, 박물관, 기타 학교편의시설 안내가 있었다.

[AIS 7기 워크샵]  

AIS과정 제 7기 워크샵이 3월 17일(목)~18일(금) 1박2일의 일

정으로 진행되었다. 춘천 라데나리조트에서 진행된 워크샵은

삼악산 단체 등반으로 친목을 도모한 후, 라데나리조트 내 세미

나실에서 운 위원 교수소개와 교육생소개 및 자치회와 동아리

구성으로 이어졌다. 이어진 회식 자리를 통해서는 입학식 후 서

먹했던 교육생들의 분위기가 한결 화기애애해져 이번 워크샵으

로 인해 서로에 해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 다.

[국내산업시찰-하이닉스 반도체] 

2011년 4월 15일(금) 김형준 주임교수의 인솔로 하이닉스반도

체 이천공장을 방문하 다. 먼저 회사현황에 한 브리핑 후 전

시관 관람과 PKG윈도우 투어가 있었다. (주)하이닉스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로서 주요제품은 디램과 플래시 메모리

칩이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로 업계 최고의 기술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로

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반도

체 전문회사로 더욱 도약하길 바라면서 이천공장의 견학을 마

무리 지었다.

[1차 토론회] 

AIS과정 제 1차 토론회가 4월 26일(화) 진행되었다. “지구온난

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처음으로 진행

되는 토론이라 조원들을 비롯한 교육생들이 긴장한 모습도 보

지만, 지도교수로 참석한 김형준 교수의 지적과 앞으로의 방

향에 한 조언으로 원활하게 토론회를 이끌어 갔다. 다음번 토

론회에서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기 해 본다.

산업안전최고전략과정(AIS) 및 동창회 소식

AIS 소식

모교 소식 발전기금 출연 AIS 및동창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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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반 문화행사]  

AIS과정 부부동반 문화행사가 5월 18일(수) 진행되었다. 이번

문화행사는 부부동반 연극관람으로 30 젊은 남편부터 70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남자의 일생을 통한 사랑과 이해, 그

리고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민들레 바람되어”관람이었

다. 문화예술의 거리인 학로에서 저녁식사 후 도시의 무 를

만끽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인 민들레 바람되어 공연은 폭

넓은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과 탄탄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진한

감동과 함께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 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시간으로 이번 부부동반 문화행사의 취지에 잘 맞는 유익한 시

간이었다.

[국내산업시찰-전기안전연구원/청평양수발전소] 

5월 20일(금) 정현교 운 위원 교수 인솔 하에 전기안전연구원

과 청평양수발전소를 견학하 다. 오전에는 가평에 위치한 전

기안전연구원을 시찰하 는데, 전기안전기술분야의 사업을 총

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신규지원 상 과제발굴, 과제관리, 중

간 및 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등 전기안전기술을 체계적으로 연

구 관리하고 있었다. 화재감전연구와 설비안전연구방범을 시찰

하면서 전기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해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

다. 오후에는 순수양수식 발전소인 청평양수발전소를 견학하

다. 청평양수발전소는 부하의 변화에 따른 기력 및 원자력발전

소의 출력증감 운전으로 인한 기기의 수명단축과 효율저하 등

을 보완하고, 용량 발전소의 정지 시 즉각 응할 수 있는 기

동성과 예비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되었으며, 전력의 소비

가 가장 적은 심야에 잉여전기를 이용해 하부저수지의 물을 높

은 곳에 위치한 상부저수지에 양수시켜 저장했다가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이나 전력계통사고시 이 물을 이용해 발전하는

방식이었다. 기존 청평수전댐을 하부저수지로 이용하고 있으

며, 복장리 뒤 호명산 산정에 축조된 상부저수지의 견학을 끝으

로 산업시찰을 마무리 지었다.

AIS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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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입학식 2.8기오리엔테이션 3.현장세미나 4.제64차조찬회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ACPMP) 및 동창회 소식

[8기 입학식] 

ACPMP 8기 입학식이 3월 22일(화) 5시 엔지니어하우스 강당

에서 열렸다. 이승종 부총장, 강태진 공 학장, 본 과정 운 진

및 총동창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 과정의 경과보고, 입학

생 선서, 환 사, 축사 등이 이어졌다. 76명의 8기 신입생들은

약 8개월간 매주 화요일 공 39동 BK다목적회의실에서 교육

을 받게 된다.

[8기 오리엔테이션] 

3월 24(목)~25(금) 양일간 강원도 춘천 라데나리조트에서 8기

오리엔테이션 행사가 있었다. 운 진 소개 및 본 과정 안내 시간

을 가졌으며, 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이복남 연구위원의

특강에 이어 8기 신입생들은 한명씩 단상으로 나와 개인과 회사

소개를 하 다. 다음 날에는 라데나CC에서 팀파워행사로 친목

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현장세미나] 

5월 24일(화) 8기 교육생들은 잠실 제2롯데월드 현장에 방문했

다. 롯데건설의 협조로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현재 건설중인 초

고층빌딩에 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조찬회] 

3월 9일(수) 제62차 조찬회에서는 카루소감성스킬센터 함규정

센터장의“CEO와 감정관리”강의와 건산연 이복남 연구위원의

“2011년 한국건설산업호의 항해 방향”건설브리핑이 있었다. 4

월 13일(수) 제63차 조찬회에서는 포스코경 연구소 김준한 소

장의“2011년 국내외 경제 이슈 재점검”강의 및“일본 지진

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향”건설브리핑이 있었다. 5월 11일

(수) 제64차 조찬회에서는 국토해양부 정창수 차관의“국토해

양 주요정책 추진 방향”특강 및 열린노무법인 전혜선 노무사의

“건설산업의 복수노조 응전략”브리핑이 있었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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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융합기술과정(FIP) 및 동창회 소식

FIP 소식

[오리엔테이션] 

FIP  8기수강생 일동은2011년3월29일(화) 본교엔지니어하우

스에서 김종권 주임교수의 과정 소개와 윤명환 부주임교수의 스

토리텔링을 이용한 자기소개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에 해 알아

가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정규시간 이후에는 가까운 와인바로

자리를옮겨어색함을털어낼수있는즐거운시간을가졌다.

[입학식] 

FIP 8기 수강생 36명은 2011년 4월 5일(화) 본교 엔지니어하우

스 1층 강당에서 강태진 학장,  함광선 FIP총동창회장, 김종권

주임교수, 윤명환 부주임교수, 김남수 운 위원교수, 안철희 운

위원 교수 및 FIP총동창회 기별 회장, 간사장들과 수강생 가

족이 참석한 가운데 윤명환 부주임교수의 진행으로 입학식을

가졌다. 그리고 김태유 교수님의 <융합기술의 이해>라는 주제

로 입학식 특강을 가졌다.

[신입생 환 회] 

FIP 8기 수강생은 4월 19일(화) 2교시수업을 마친 후, <태능숯

불구이>에서 신입생 환 회를 가졌다. 2교시 강좌는 FIP 7기 최

유진 표님의 동문 특강으로 FIP 8기 원우님과 소통하는 뜻깊

은 시간을 가졌다. 신입생 환 회는 FIP 7기에서 주최를 하 고,

FIP 7기 김덕표 회장님과 김재용 총무와 함광선 총동창회장, 문

재웅 사무총장 및 동창회 간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FIP 8기와

의 만남을 가졌다.

[합숙 워크샵] 

FIP 8기 수강생은 강태진 학장, 김종권 주임교수, 안철희 운 위

원 교수와 4월 30일 5월~1일(토,일)  횡성 현 성우 리조트에서

합숙 워크샵을 가졌다. 첫째날 오후시간에는 <녹색성장과 국가

경쟁력> 이라는 주제로 강태진 학장의 특강이 있었고, 그 후 단

합 회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은 조를 나누어서 골프조는 오스

타CC에서 골프를, 숲체험조는 횡성의 숲체원에서 숲해설사의

가이드로 숲에 한 여러 정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FIP총동문회장배골프친선모임] 

6월11일 오후에 레이크사이드 CC에서 총동문회 주관으로 김종

권 주임교수, 윤명환 부주임교수,함광선 회장, 8기 회장으로 선

출되신 이창섭 회장을 모시고 8개 팀(32명)이 FIP총동문회장배

제 2회 골프친선 모임을 가졌다. 우승은 7기 박형록(유빈스(주)

부사장)동문, 메달리스트는 8기 김인중( (주)솔루젠 사장) 동문

이 차지하 고, 준우승 (4기 황국형 동문 ),다파상(6기 이태희 동

문), 다보기상( 5기 김수용 동문), 행운상 (5기 안 아 동문) ,롱

기스트 (5기 장광옥 동문 ), 니어리스트 (7기 이광현 동문) 노력

상( 윤명환 부주임교수) 이 차지 하 으며 오랜만에 총동문회원

들이 만나서 서로 돈독한 우정을 나누는 좋은 분위기로 행사를

마쳤다.

모교 소식 발전기금 출연 FIP 및동창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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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입학식]
나노융합IP최고전략과정(이하 NIP과정, 주임교수 전기컴퓨터

공학부 박 준)은 지난 2011년 3월 9일,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에서 제 3기 수강생 35명과 함께 강태진 공과 학장을 비롯하여

박 준 주임 교수, 차국헌 부주임 교수 및 운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가졌다. 본 과정은 나노융합분야를 바이오메

디칼, 그린에너지, 재료, IT융합 네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최

신 기술트렌드와 IP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강의와 심도있는

토론 수업을 제공하며, 3기 강의는 2011년 3월 9일~2011년 8월

26일 매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워크샵]
본 과정 3기 수강생과 박 준 주임 교수를 비롯한 운 위원들은

2011년 4월 1일(금)-2일(토) 양일간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워

크샵을 가졌다. 첫째날에는‘프리모 시스템과 21세기 고령화 사

회의 새로운 의학’이라는 주제로 서울 소광섭 교수의 특강을

듣고, 서로를 잘 알아갈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

에는 서울 법 심 택 교수의 강의‘Monetizing Ideas

through Strong-Broad Patents’, 서울 기술지주회사 조서용

실장의 강의‘특허제도의 시 별 변화’를 들었으며, 이후 미니

축구, 족구 등의 단체운동은 원우들간의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

이 되었다. 

[산업시찰]
2011년 5월 20일(금)-21일(토) 양일간, NIP 제 3기 원우들과 박

준 주임 교수 외 운 교수진은 경북 구미 지역의 LG실트론(3

기 이희국 표이사)과 LG디스플레이를 방문하여 현장 투어 및

경 노하우와 미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첫째날 산업

시찰을 통해 수강생들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기업체를 방

문하고 그 활용방안과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기

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후 사측에서 제공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산업융합의 바탕-실리콘’이란 주제로 이희국 표이사의 특

강을 듣고, 저녁식사 및 교제의 시간을 가진 후 첫 날 일정을 마

감하 다. 둘째날은 금오산에 다함께 올라 땀을 흘리고 높은 산

에서의 풍광을 감상하며,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었다.

본 과정은 2011년 9월부터 시작되는 제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서울 학교 공과 학이 주관하고, 경 학, 법과 학, 자연과

학 학, 융합과학기술 학원, 기술지주회사가 공동 참여하는 본

프로그램은 국내외 최고기술자가 트랜드 및 IP(특허, 지식)를 강

의하고 수강생들은 바이오, 에너지, 재료, IT융합 네 분야 중 관심

있는 IP응용분야별로 가상 사업화 전략을 졸업 논문으로 하는 신

개념 AMP과정이다. 다양한 미래 융합 기술과 경 노하우 확보,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 확보에 관심있는 이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을기 한다. 자세한내용은아래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 

>>hhttttpp::////nnaannooiipp..ssnnuu..aacc..kkrr 

>>문문의의 :: nnaannooiipp@@ssnnuu..aacc..kkrr ((0022)) 888800--88990011

나노융합IP최고전략과정(NIP) 및 동창회 소식

NIP 소식

4

제4기수강생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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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입학식]

본 과정은 2011년 4월 8일(금) 늦은 5시 서울 학교 엔지니어하

우스 강당에서 제 2기 입학식을 가졌다. 건설, 플랜트 등 다양

한 산업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벌 프로젝트 수행 책임자로

구성된 21명이 입학하 다. 강신형 주임교수(기계항공공학부)의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강태진 학장의 입학식사, 로벌공학교육

센터 윤재륜 센터장의 환 사가 이어졌다. 특히 1기 이희장 원우

회장(홍익기술단 부사장)의 축사와 2기 신입생의 자기소개 시간

을 가졌다. 자기소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 소개와 지원동

기그리고가족소개가주를이루었으며강성 강사(삼성엔지니

어링 전무) 등 강사진도 참석하 다. 2기 신입생과 1기 회장단을

비롯한 교수진과 함께 힘찬 파이팅 함성으로 기념 촬 을 끝으로

입학식은 마무리 되었다. 입학식전에는 첫 강의로 EPM

Fundamental Review를 주제로 이현수 교수(건축학과)의 강의

가이어졌다. 

[2기 1차 워크샵]

본 과정은 2기생의 단합과 로벌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1년 4월 29일(금)~30일(토)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양평

힐하우스로 워크샵을 떠났다. 남충희 강사(SK텔레콤 고문)의

"Leadership과 조직 문화, Communication"을 주제로 강의가 진

행 되었고, 사전 팀별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과 실습이 진행되었

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 날 오전 팀워크 강화를 위해“역발

상 Feedback 실습”과 팀별 과제발표 평가가 이어졌다. 장시간

진행된 강의 지만 열정과 도전으로 밤을 지새우며 진행된 워크

샵인만큼본과정입학의보람과긍지를갖는결과를이루었다.  

[제1회 SNU EPM Forum]

2011년 5월 20일(금) 늦은 5시 30분부터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제

1회SNU Engineering Project Management(EPM) Forum을개최

하 다. 본 포럼은 본 과정 동문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정보교환

를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본 과정 현 수강자와 동문에 한해 참

가할 수 있으며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첫 포

럼은 곽 훈 박사(미국 조지워싱턴 학교 교수)의“Project

Financing" 강의에 이어 Hans Georg Gemuenden 박사(독일 베

를린공 교수)가“Value Creation through Project Portfolio

Management"를 주제로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행사 후 발표연

사와함께마련한2기신입생환 회를통하여1기동문과의교류

의시간을가졌다. 

□□ EEPPMM과과정정 33기기 입입학학문문의의 :: [Homepage] eeppmm..ggeeccee..oorr..kkrr  

[E-mail] eeppmmaa@@ggeeccee..oorr..kkrr  

[Tel] 0022--888800--11771155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과정(EPM) 소식

EPM 소식

EPM 제3기모집

모교 소식 발전기금 출연 EPM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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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후∙기

안녕하십니까?

여름의문턱에서다시한번세월의흐름이빠르다는것을느낍니다.

현재 한민국은 가히 경연(競演)의 광풍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래전, 만화에서

초밥을 만든다거나 포도주를 찾는 데 있어서 두 라이벌이 결하는 것을 보고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던경험에서출발하여이제는다수의가수들이참가하여매회한명이탈락하는것을보면서엔돌핀이

솟아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미 스포츠 경기에서는 흔한 경험이지만, 이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비슷한사례를볼수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 날 때부터

이러한 경쟁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또한 우리를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경쟁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경쟁에서의 승리자

보다는 패자를 보고 더 큰 희열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마치 로마제국 시 에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의

경기를 관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회 집단을 평가할 때, 전체적인 생산성을 고려하기 전에

우선 탈락자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탈락자의 비율이 낮으면, 그 집단은 권위적

이고 비민주적이고 부패한 곳이라고 싸잡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 집단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개개의구성원들은몸을사리고창조적이고도전적인일은절 하려고하지않을것입니다.

진정으로 경쟁이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탈락이라는 두려움 보다는

승리했을 때의 스포트라이트를 더욱 중요시 해야 하겠습니다. 못하는 사람을 채찍질 할 것이 아니라

잘하는사람을존경하고격려하여전체적인발전을도모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지난경연에서1등을기억하시나요, 아니면탈락자를기억하시나요?

편집위원장

다른 사람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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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장비 부품 산업의 한 길을 걸어 온 진성티이씨!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Total Undercarriage Provider를 향한 飛上을 시작합니다.

“공과 학 동창회장, 자원공학과 67卒 윤 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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