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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금융위기에이어유럽경제의어려움으로세계

경제는지금엄청난어려움을겪고있다IMF가발표한

세계경제성장률은 2010년 5.1%에서 2011년 3.6%, 2012

년에는 3.3%로하향조정됐다. 유럽경제성장률은 2011

년 1.4%에서 2012년에는 -0.4%, 중국은 9.2%에서 7.8%

로성장률이급락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노벨경제학상(2001년) 수상자조셉스티글리츠는실

업률25.1%인그리스와실업률24.6%인스페인은“경기

후퇴(recession)가아니라공황(depression)에놓여있다”

고진단했다.

유럽의많은국가가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

지나친복지정책에따른사회적문제가있다고하지만

근본적으로는정보화사회가시작되면서대부분의굴뚝

산업이세계의공장인중국으로이전되고, 정보화시대

의디지털산업에는동참하지못하였기때문이다. 자동

차, 기계와화공제품등에서경쟁력을갖고수출하는독

일프랑스등몇몇국가를제외하고유럽에서세계시장

에내놓을수있는 IT제품은물론공산품을만드는나라

는많지않다. 스페인, 그리스이탈리아와포르투갈등에

는금융과관광산업이번창하고있지만고용창출에한

계가있다.

미국경제전문지인포춘이선정한 2012년글로벌 500

대기업에한국기업 13개사가들어있는데그중삼성전

자가 20위에올랐다. 중국에는지난해보다 12개기업이

증가된 73개기업이선정되어처음으로 68개(전년과동

일)인일본을앞지르며국가순위 2위가되었으나, 유럽

기업은지난해 172개에서 161개로줄었다. 나라별로는

중국의부상과유럽의쇠락이두드러졌다. 산업혁명이

후산업을이끌었던유럽의경제가지금나락으로떨어

지고있다.

세계경제의어려운상황은우리의경제와산업에적

잖은영향을미치고있고, 청년실업률은사회적문제로

크게부각되고있다. 우리나라의 2012년통계청공식실

업률은 3.5%로상대적으로는괜찮다고할수있다. 1964

년우리나라대통령이독일을방문하였을때독일수상

은 ‘라인강의기적’을예로들면서우리나라가제철산

업, 자동차산업, 정유산업, 조선산업등을할것을자문

하였었는데, 그당시는한국의능력으로그산업을해낼

수있다고는생각지도못했다고한다. 

그런데이들산업이발전하여세계일류상품중한국

사점유율이 1위인품목이 2002년 49개가있었고, 2010

년에는 131개나되었다. 현재삼성전자와 LG전자두회

사의 TV가차지하는세계시장점유율은 43.7%(매출액

기준)로세계시장의절반가까이를차지하고있다. 반

면, 일본간판기업인소니의경우지난해 11.7%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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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에서올 2분기에는 8.3%로뚝떨어졌고, 파나소

닉역시 9.4%에서 6.8%로하락했다. 구조조정의어려움

을겪고있는샤프도 6.9%에서 5.0%로점유율이낮아졌

다. 이에따라이들일본TV 주력3사소니, 파나소닉, 샤

프의세계시장점유율은20.1%가되는데이는전자산업

국이라는일본을능가하는국내전자업계의발전상을

잘나타내고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성장도 대단하다. 2011년 내수

158만대이고, 수출은 315만대로세계점유율 5.4%로세

계 자동차 생산 5위 국가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에고용된사람은모두 175만명인것으로알려졌다

전쟁의폐허에서짧은기간눈부신발전을거듭하여

1960년 1인당국민소득 US62$에서 2011년 22,500$가

된것은한강의기적이다. 상상할수없는급속한경제성

장의토대는 60년대부터일어난공대붐가운데산업사

회에뛰어든우수한인재들이만들었다. 그때당시에는

우수한학생들이의과대학등다른어떤대학보다도공

대를선호하였기때문이다.  60년대전후 1차산업만이

있었을때는광산과가인기가있었고, 비료와섬유산업

이시작된전후에는화공과가인기가있었으며, 자동차

기계산업의시작전후로는기계공학과가인기가있었다.

또한반도체산업의시작으로전자공학과가인기가있

었고, IT 산업의시작과함께정보통신학과가인기가있

는등공대의학과인기도는국내산업의발달에선행하

여일치하였다. 

그러나 1997년외환위기때 R&D 인력의우선적인감

원열풍이불면서우수인재의이공계기피현상이나타

나게된다. 이러한현상은이공계우수인재의부족사태

를만들고있고, 우리의미래를암울하게만들고있다. 최

근 22개의대기업을대상으로한여론조사에의하면대

부분기업에서미래산업의핵심기술인력이부족하여

인력의질적수준저하로미래산업준비에차질을빚고

있다고한다. 

우수한인재는어디로갔을까? 국내의의사11만명, 변

호사 1만명의숫자가이에대한대답이다. 

최근경기가악화되면서 2012년현재의사 5명중 2명

은평균부채가 3억원을넘고, 개업한변호사의 20% 이

상이문을닫고있다고한다. 의사와변호사는나이와관

계없이안정적으로일할수있는직업군이지만시장은

포화상태이다. 이에반해공대를졸업한사람들이대기

업의임원이나중소기업의사장으로보다풍요롭게살

아가는예도많이볼수있다. 과거의이과반이 7:3으로

많았던것이역전되어현재는고교의문과반이 7:3으로

많다고한다. 물론교차지원으로이과로진학하려는학

생들도있다. 그런데문과계열출신은대학입학시험에

서치열한경쟁을하여야하고졸업후에는취업에어려

움을겪어야한다. 고시출신이나고급공무원으로좋은

대우를받을수있으나그숫자는졸업인원에비해극히

적다. 인문계숫자가증가한이유는무엇인가? 이공계지

원정책수립에의해이공계진학을독려하려던“이공계

기피” 슬로건이이공계들어가면큰고생만하는것으로

고교생과학부모에게잘못인식되게한점도한이유일

것이다.

위에서언급한인문계문제점의부각이이제이공계

진학선호현상으로이어질가능성도있다.

국내외경제가어려운이때 “이공계기피” 란용어는

쓰지말고, 이공계로크게성공한사람들의이야기와이

공계졸업자의높은취업률을집중적으로홍보하고, 이

공계출신처우향상과직업안정성을확보해준다면이

공계선호현상으로의전환가능성이커질것이다. 공학

교육학회와관련기관의역할이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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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가수싸이가사고를쳤다. 그가부른 ‘강남스타

일’이전세계를강타하고있는중이다. 지난 11월들어

유듀브를통해세계각지에서 6억이넘는조회수를돌

파했을뿐만아니라기네스북에도올랐다한다. 영국차

트 1위외에도미국빌보드싱글차트정상도눈앞에두

고있다고도했다.

최근 K팝의전세계열풍을연일보도하였지만거의

아시아중심이었고그동안아이돌가수들은청소년이

나 20대초반의젊은이들이유행의중심이었다. 이들외

모를보면너무서구적이어서우리가요라기보다외국

가요를흉내내는데급급하다는느낌을지울수없었다.

이런가요계의흐름을파격적으로바꿔놓은사건이싸

이의‘강남스타일’이다. 아이돌가수들처럼늘씬한외모

로시청자들의눈을현혹시키는것도아니고우리이웃

에서흔히볼수있는친숙한몸매와얼굴, 여지없는구수

한시골아저씨다. 노래가사는우리나라에서주로부유

층이산다는강남젊은이들의일상을패러디한것이고,

멜로디역시따라부르기쉽고‘말춤’도쉽게흉내낼수

있는몸짓이다.

강남스타일은어떻게성공했을까? 여러가지이유가

있겠지만그비결에는가사와춤, 그리고싸이가주는친

밀감이라고본다. 더욱중요한것은기존K팝의흐름, 즉

아이돌가수들이주도하고있는최근가요계의경향으

로부터파격적으로벗어나창의적발상을노래와춤에

담았다는것이다. 전혀다른장르의춤과노래로승부를

거는데도나름대로용기가필요했을것이다. 그러나그

는결국해냈고성공했다. 남흉내내지않고창의적발상

으로노래부르고춤을추었을때성공가능성은그만큼

높아진다. 비단가요계만그럴까? 아니다. 다른모든분

야에서도창의적지식이발현되지않고는혹독한경쟁

에서이길수없다. 지식창조, 이것이바로미래한국을

이끌키-워드다.

2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간한 “Issues in Technology

Innovation" 금년 9월호에한국의과학기술정책을다룬

기사가있었다. Troy 대학의Campbell 교수가쓴글인데

우리현실의아픈곳을적시하고있다. 그는다가오는미

래에한국이기술강국으로잔류하기가쉽지않다고진

단하고있다. 미국과일본처럼자원이나연구력이있는

것도아니고중국처럼값싼기술력을갖고있지도않은

한국의현실에서양질의기술력을갖추지않으면선진

국과의경쟁에서뒤질수밖에없다는것을지적하고있

다. 한국은꽤높은 R&D 집중력을갖고있지만그효율

성이상당히낮다고보는이유를고급과학자와엔지니

어의부족으로보고있다. 보다창조적이고혁신적인사

고를과학기술교육에주입할필요가있다는시각이다.

미래는 지식창조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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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육현장을돌아보자. 아무리창의교육과인성교

육을외쳐본들대학입시라는화두앞에초중등교육이

완전히왜곡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대학교육은어떤

가? 특정대학입학만으로미래가거의보장되는잘못된

사회구조속에서몸살을앓고있다. 이들대학에입학한

학생들은이미목표를달성했다고보는것일까, 그들은

새로운학습목표를찾는데별로관심이없는듯보인다.

전공학문의기초를다루는저학년시기에는놀이문화에

몰입하고, 고학년시기에는원하는직장에서요구하는

스펙맞추는데열중한다. 대학마저도창의교육이실종

된지오래다. 창조적인재를기르기위한교육시스템의

근본적인개혁이절실한시점이다.

통계에따르면우리나라의연구인력은선진국에비해

괄목한수준으로꾸준히늘고있다. 그러나 SCI 논문수

는느는데반해피인용도는아직도길이멀다. R&D 투

자는 GDP기준세계 3위다. 지식창출을위한투자는계

속늘었고, 직접적인산출물은양적성장을기록하고있

으나질적측면에서의성과는부실하다. 창출된지식이

좋은일자리를창출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기여

하는시스템이성공적으로작동되지못하고있다는것

이현실판단이다.

3

지난반세기동안우리나라는세계최빈국에서경제

강국으로성장하는데과학기술발전이견인차역할을

했다는데이론의여지가없다. 이처럼짧은시간에이룬

고도성장은유래를찾아볼수없을만큼기록적이지만

국민소득 2만달러에머물고있는지꽤오래다. 왜그럴

까? 과학기술은인류역사와더불어끊임없이발전하여

왔다. 한국가의흥망성쇠는과학기술을어떻게취급하

였는가에따라영향을받았다는사실은역사가입증한

다. 우리나라는모방단계를지나추격단계를거치면서

산업사회강국이되었다. 최근우리나라의국가신용등

급이일본을제치고올라섰다는즐거운소식이있었다.

삼성이소니를앞질렀고, 애플과노키아를제쳤다. 세계

의거리를현대가질주하고있다. 한국기업들이세계시

장에서선전하고있는것이다. 모두기술혁신결과다.

그러나안을들여다보면지식기반사회의세계적흐름

속에서아직도우리사회는과거산업사회제도와인식

의틀에갇혀빠져나오지못하고있는듯하다. 정부주도

의요소투입형관행에머물러있으며지식과혁신기반

확충에는아직길이멀다고느껴진다. 관련부처의잦은

간섭과단기적성과를요구하는실적위주의방침에창

의적연구환경조성은쉬워보이지않다.

기술혁신은지속적인경제성장뿐만아니라사회적문

제해결을위해서도중요한역할을한다. 오늘날기술은

기술로만머물러있지않고정치, 경제, 사회, 문화곳곳

에스며들어그틀을송두리째바꾸고, 우리들삶의스타

일을완전히바꿔놓고있지않는가. 최근급속도로발전

하고있는정보통신기술은중동지역의민주화를주도했

고, 싸이강남스타일이세계적인기를이끌어내는데도

한몫을했다. 작금의기술발전속도를감안할때장차기

술이융⋅복합을통해어떤형태로발전할지가늠하기가

어렵게되었다. 미래는어떤모습으로우리에게다가올까? 

현대경영학의아버지라불리는피터드러커는“미래

에대해우리가아는유일한사실은그것이현재와다를

것이라는점”이라고했다. 예측이불가능한내일을맞고

있는오늘, 우리는이성과합리를근간으로한 “실사구

시”의정신으로미래를준비하는지혜가필요하다. 지난

2010년 11월 8일월스트리트저널에서“기적은끝났다,

이제무엇을해야하는가?”란제목의한국관련기사가

실렸다. 이를인용하면, 한국이G20 의장국이된것은고

무적인일이지만, 한편이것은이제한국이불편한진실

(uncomfortable truth)을깨달아야하는것을의미하기도

한다고했다. 깜짝놀랄만한성공적인경제발전전략은

한국을 G20 의장국으로만들수까지있었지만사실여

기까지가한계이며그것을새로운전략으로대체하는

것은쉬운일이아닐것이라고했다. 앞으로이런성장을

지속하기위해서는이제무언가근본적이고어려운변

화(some fundamental and difficult changes)를해야만한

다고지적했다. 그근본적이고어려운변화란무엇일까?

4

우리나라는최근저출산과고령화라는화두가주요현

안으로떠오르면서심각한사회구조의변화에직면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은떨어지고복지를요구하는목소리

는갈수록커지고있다. 당면한주변상황이만만치않다.

유럽과미국, 일본과중국등수출대상주요국의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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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고있다. 우리나라도경제성장률을계속수정하

면서긴장하고있는듯하다. 그러나우리는아직도산업

사회패러다임인자본과노동에의존하고, 수직적이고

폐쇄적인혁신과정을밟고있다. 정부주도의중앙집중

체제를아직도고수하고있고, 대기업주도경제에서탈

피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제패러다임을완전히바꿔야한다. 모방단계를거

쳐융합으로, 그리고미래는창조단계다. 지식창조사회

는그핵심요소가기술과지식이며, 수평적이고개방적

인혁신시스템을갖춘사회다. 전문가중심으로자율권

이보장되어야하고중앙집중이아닌분권화체제를통

해다양한역량이발휘될수있도록해야한다. 그리고중

소기업과벤처기업의참여확대를통해대기업과의상

생기회가제공되어야한다. 이를통해양극화를해소하

고삶의질향상에기여해야할것이다.

올해 2012년도는총선과대선이있는중요한해다. 앞

으로 5년의국정을맡을차기정부의위기관리기능이어

느때보다중요하다고할수있다. 미래지식창조사회실

현을위해차기정부가추진해야할주요국정과제에는

무엇을담아야할지, 필자가속해있는“바른과학기술사

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의정책연구를통해도출한내

용을간추린다. 우선지식창조시스템이재대로작동되

기위해서는지식의창출과확산과정을거쳐활용하는

과정이효율적으로그리고성공적으로추진되고정착되

어야한다고보았다.

먼저 “지식의창출”과관련된국정과제로는 ‘과학기

술을통한미래경쟁력창출’과 ‘창의적인재양성체제

확립’이다. 오늘날기술공급중심으로이뤄지고있는연

구개발과과제수주중심으로진행되는연구문화를바꾸

기위해연구개발시스템을전면개편하고, 시장선도또

는창출이가능한산학연간의협력강화가필요하다. 또

한지식창조사회에맞는인재를교육시켜산업체의인

력만족도를제고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며, 고등교

육의질적수준을강화하기위해현행교육제도를개선

해야한다.

다음으로 “지식의확산”과관련된국정과제로는 ‘지

역활성화를위한인프라구축’과 ‘새로운디지털생태

계구축’이며 ‘효과적지식재산체계구축’이다. 갈수록

심화되고있는지역불균형을완화시키고실질적인지

역경제활성화를위해획일적인중앙정부주도의지역

혁신에서탈피하여지방자치단체가스스로주도하는지

역혁신으로그정책을수정해야한다. 또한모바일및콘

텐츠중심으로디지털환경이바뀌면서스마트생태계

가새로구축되고있으므로기존산업의질서와규제체

계에대한변화가필요하며동시에새로운융합확산기

반을마련해야한다. 뿐만아니라지식재산이산업및기

업경쟁력의원천이되고있는지식창조시대에서지식

재산강국실현을위해우리나라의과학기술정책전반

에있어우수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전략을강

화해야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지식의활용”과관련된국정과제로는

‘일자리창출을위한생태계조성’과‘삶의질향상을위

한과학기술역할강화’를들었다. 오늘날기술력을바탕

으로세계시장을선도하는글로벌창업기업및혁신적

중소기업은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고경제를회복시키

는핵심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제사회통합을이룩할

수있는방향으로의발전과급증하는사회문제해결비

용을절감하고사회복지서비스를고도화하는동시에

취약계층의혁신능력향상에기여할수있는 '사회적혁

신정책'이필요하다.

5

우리는지난 2008년현정부출범당시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폐지되었던아픈기억을갖고있다. 그동

안국가연구개발예산을꾸준히늘리고국제과학비지니

스벨트사업을통해기초과학연구원설립등많은노력

을했음에도이에상응하는가시적성과는아직나타나

지않고있다. 지난수년동안의과학기술컨트롤타워부

재가그원인이아닐까? 정부는늦게나마“국가과학기술

위원회”를출범시켜이에적극대처하였다. 늦었지만다

행이다.

앞에서언급된국정과제들을실천하는데는현재의정

부틀로는한계가있다고보는것이일반적인시각이다.

과거의정부가산업화를성공적으로이끄는데성공적이

었다고평가할수도있으나외부에서의평가는가혹하

다. 세계경제포럼이밝힌최근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

라국가경쟁력순위에비해정무부분경쟁력은후진성

을면치못하고있다고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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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과정보통신의발전을선도하는과학기

술부와정보통신부를폐지는이들부처가지식창조사회

를구현해야할중심축이기때문에큰아쉬움으로남는

다. 과학기술은단기성과보다장기성과를중시하는기

능을갖는다. 과학기술부의일부기능이교육부와통합

되면서교육과학기술부가되었지만교육현안에묻혀과

학기술이그빛을발휘하지못한한계를드러냈다. 정보

통신부폐지는결과적으로새로운디지털융합생태계

를전략적으로지원하지못한결과를초래하고말았다.

국민의선택으로출범할차기정부는다가오는지식창

조사회를대비하기위해정부조직을새롭게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과정보통신관련독자적전담부처의설

치는기대한다. 또한모든부처에분산되어있는연구개

발관련기획및조정을위해‘국과위’의존치가어떤형

태로든필요하다. 그리고산업화를이끌었던산업정책

관련부처의발전적기능전환도필요하다. 지식창조사

회를이끌역량있는인재를양성하기위해고등교육관

련부처를새로구축하여창의적교육환경을조성하는

것도중요하다.

국정중심의철학은과학이다. 과학적사고와접근방

식이국정전반의운영철학으로정착되어지식창조시대

를맞아새로운도약을이끌어낼수있도록해야한다.

이정신은단지국정에만해당되는것이아니라우리사

회곳곳에스며들어선진화된사회시스템을구축하는데

도밑거름이되어야한다. 미래변화에대한과학적예측

과과학기술발전을통한실현수단확보로지식창조시

대도약이우리사회전반에걸쳐이루어질수있도록역

량을모을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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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열차안에서 "선진국의열차승객들이가장많

이하는일은책을읽는일이다. 프랑스작가알랭드보

통이 '나는여행할때책을읽지않고창밖의풍경에주목

한다'고한것은오히려자신이사색한다는것을강조하

기위함이다" 라는글을읽었습니다. 곧바로주변을둘러

보았습니다. 대부분승객들은자고있었습니다. 우리는

참고단합니다. 왜이리들고단할까요. 소득은높아지고

살기는편해졌는데... 여전히길에침뱉는사람이많은

것과더불어설명이쉽지않은현상입니다. 

몽골과학기술대 (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에서의강의를위해추석연휴직후 10월 2

일몽골로떠났습니다. 오래전사람이아닌술이한약속

을금번연구년을맞아지킬수있었습니다. 강의가없는

주말에는교외로나갔습니다. 지금은 5천여호의촌락으

로전락한세계최대제국의수도카라호룸에서는황성

옛터를웅얼거렸고, 제가타고있는자동차가유일한인

간의흔적인대평원에서는목놓아울고싶은서러움도

느꼈습니다. 젊은유목민가정의소박하고건강한삶은

무엇이행복인지대해다시생각하게합니다.

많은일들이주저하는사이에느닷없이지나갑니다.

특히헤어짐은더욱그렇습니다. 이별노래중엔가을을

배경으로하는노래가많습니다. 가을엔떠나지말아달

라고애원하기도하고, 10월마지막밤의헤어짐을잊지

못하거나, 낙엽따라가버린연인을그리워하기도합니

다. 가을의이별노래가히트하는걸보면가을은이별이

어울리는계절인모양입니다. 회원여러분께올가을은

이별없는가을이되길바랍니다. <永>

과거에 대해

김 재 영

한국공학교육학회학회지편집위원장
jaeykim@snu.ac.kr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박사

(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한국공학교육학회 학회지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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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늦었지만해동상수상을축하드립니다. 해동상은
해동과학문화재단의후원하는상으로공학교육발
전에기여하신공로로수상하신것으로알고있습
니다. 먼저수상소감부터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아는해동상은공학교육분야에헌신하신저명한

분들이그공로가쌓여받는것입니다. 그래서이상에

제가선정되었다고했을때솔직히믿어지지가않았습

니다. 그런데, 상을주신가장큰이유가앞으로더열심

히학생들의공학교육에헌신하라는것임을알게되었

습니다. 그래서지금은상을주신것에대한감사한마음

을그간해온일들을더열심히하라는채찍으로알고교

육활동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2. 교수님께서는고등학교에서교사경험도있으시고
과학기술앰버서더활동도하시는등일반공과대학
교수들과는다른경력을가지고계신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공학기술의교육분야에서활동해오신
내용에대한자세한소개를부탁드립니다.

제가그동안해온것은

1) 아이디어 창출과 발명으로 그쳤던 고등학교의 공
학교육프로그램을 특허출원까지 연결시킨 것입니다. 

2) 공학교육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을 만들어 고등
학생과 대학생을 연계시킨 지식융합형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월 1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
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공학교육의혁신을위해고등학생과대학생들과연

계시켜 500명규모의지식융합공동체를만들어여

러공학분야간의융합을시도하며 10년간매달월

1회세미나를운영함.

•1999년부터고등학교에특허창출을위한공학설계

능력향상교육프로그램을만들어학생들이 1000건

이상의특허및실용신안을출원하고 400건이상의

장관및기관장상을수상하게함.

•기존의학교공학교육을개인중심, 이해중심에서팀

중심, 자기주도적공학설계교육으로변화시킴.

3) 강연을 통해 공학교육소외계층(여성, 농업인, 소
외계층 어린이, 장애인, 군인 등)이 쉽게발명과
특허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저변확산에 작은 기여
를 한 것입니다.

•공학능력향상을위한창의적공학설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여성공학능력향상을위한교재를만들고

이를교육하는활동을지속해옴. 이를통해주부들

이공학에관심을갖고자녀교육에활용하게함.

•공학교육에서소외된소외계층어린이들의공학능

력향상을위해매년보육원, 아동복지센터등에서

소외계층을위한공학강연과체험형공학교육프로

그램을진행해옴. 이를위해자비로 500여개의신

기한공학용키트를구입해이를어린이들에게보여

주고꿈과희망을키워줌.

인터뷰

'해동상' 수상자 오기영 교수

오 기 영

충남대학교컴퓨터공학과겸임교수
21edu@hanmail.net

공주대학교 화학교육과 교육학석사 
공주대학교 교육학박사과정수료
공주대학교 화학과 이학석사
(주)아이디인큐 부사장
(주)브레인펍 고문 

(현)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지식재산권,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



•그동안공학교육에소외되어왔던농업인들의공학

마인드확산을위한교육활동을통해이들이농기구

를개선하고농업활동에공학적사고를접목시키도

록교육을진행. 

•특히장애인들의공학마인드확산을통해장애인에

게필요한장치들을스스로만들어갈수있는교육

을진행해옴. 이를통해장애인들이보다적극적으

로자신의장애를이겨낼수있는공학적사고를가

지게됨. 

4) 공학교육을 다양한 영역에 접목시키는 활동을 통
해 공학교육의 영역을 넓히는데 최선을 다한 것
입니다.

•2001년부터환경교육에공학활동을포함한체험프

로그램개발로자연체험중심의환경교육의방향에

공학적요소를도입해서환경교육의새로운공학적

방향을제시함. 

•2003년부터영재교육을시작하면서과학과수학중

심의영재교육에공학중심의발명교육프로그램을

넣어전국모든교육청에공학중심의발명영재교육

프로그램이안착되도록함. 

•유아를위한공학프로그램을만들어유치원교사들

에게소개하고뽀로로와함께하는공학등의재미있

는유아용공학교육프로그램을소개함. 

•전국의지자체공무원들에게공학교육을소개하고

직무발명을통해공무원의업무중에공학적사고를

활용하도록독려하고이를확산시킴. 

•전국군부대에공학적사고를함양하기위한공학교

육프로그램을확산시킴. 국방부를시작으로군수지

원단, 전국예비군부대감사관, 계룡대군부대담당자

등에게군인의공학교육의중요성을강조하여군부

대에서다양한공학적발명이나와군문화혁신에기

여함. 

•공학교육을창업교육과연결시켜공학적아이디어

로창업을할수있는교육활동을진행해옴. 이를통

해각종창업대회에서학생들이수상을하고대학에

서창업을할수있도록지도함. 

3. 이러한경험들을통해서우리나라에서공학교육의
문제점이나어려운점은어떠한것이있다고생각

하시는지요? 그리고이런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서대학에서는어떤교육이필요할까요? 공학교육
의구성과방법에대해고민하시는교수님들은많
으시지만실제로어떻게개선해야할지에대한좋
은방안은많지않은것같습니다. 이에대한교수님
의고견을부탁드립니다.

제경우에는공학교육에서특허를창출할수있는역

량을개발하는데교육역량을집중해왔습니다. 특히그

특허가가능하면강한특허가될수있도록교육하는것

이필요하다고생각했습니다. 문제는특허의상당부분

이융합영역에서나온다는것입니다. 그런교육을진행

하려면교과간통섭이필요한데이부분이가장현실에

서해결하기가어려운부분입니다. 그래서 Co-teaching

이나강의중특강등을통하여융합의분야나가능성을

학생들에게많이느끼게해주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

합니다. 아울러특허창출의가치를느낄수있는프로그

램을많이만들면좋을듯합니다. 저희과에서는프로젝

트수업의경우, 마지막단계를특허로연결시키는과정

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4. 많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교육, 특히
이공계교육이창의성을키우기는커녕말살한다는
비판은오래전부터있었습니다. 최근들어서는‘스
티브잡스’와같은새로운공학인상의등장으로이
러한비판이더거세지고있는것같습니다. 교수님
께서생각하시는창의성이란무엇이고, 어떻게길
려져야할런지요?

제가진행하는창의성교육의핵심은열정이생길수

있는감성적체험에그뿌리를두고있습니다. 발명교육

을중심으로창의성교육을많이진행해왔지만, 열정이

생기지않는다면단순지식으로그치는경우를많이보

게되었습니다. 그래서 1) 학생스스로가문제해결의필

요성을구체적으로느낄수있도록하는마인드교육 2)

문제에대해가장효과적인방법을찾아갈수있는창의

적설계교육 3) 해결된것이다양한방식으로사용될수

있게하여성취감을극대화하는교육 4) 그것이일회성

으로끝나지않고감성으로내재되어새로운문제해결

에대한열망으로연결될수있게하는교육이연속적으

로반복될수있도록해왔습니다. 그래서저의경우에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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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술기반 Start-up (벤처창업)에대해많이장려하는편

입니다. 

5. 이공계를꿈꾸지만여러가지사회적인여건때문
에주저하는고등학생, 혹은이공계대학에진학했
지만, 현실의문제때문에다른진로를고려하고있
는대학생들에게마지막으로한말씀부탁드립니다.

저는기술을진입장벽과구현의다양성이라고생각합

니다. 수많은사람들이상상을하고상상을바탕으로현

실에서가치를만들려고노력합니다. 하지만그것은쉽

게모방이가능하고다른방식으로구현할수있는경우

가많습니다. 그러나생각이기술과연결되었을때는기

술의정도에따라서강한진입장벽이만들어집니다. 아

울러구현하고자하는것도기술의종류에따라굉장히

다양하게표출될수있습니다. 따라서기술을배우지않

는다면자신이하고자하는것에대해진입장벽과다양

한표현가능성에대해포기할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

저는문이과의경계가반드시없어져야하고현재의경

우문과학생들도기술에대한소양을갖출필요가있다

고생각합니다. 아울러고등학생과대학생의경우에기

술을가지고Start-up (벤처창업)과다양한서비스분야의

일을할수있는기회가많이생기고있으므로꼭연구원

만이길이아님을기억하고기술을기반으로좀더많은

가치를꿈꾸어보았으면좋겠습니다.

'해동상' 수상자 오기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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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서는레드와인이심장병발생을낮춘다는소

위‘French Paradox'에대해서살펴보았다. 사실어느종

류의술이든조금마시는사람들이전혀마시지않는사

람들이나과음하는사람들보다심장질환발병률이낮

다는것은잘알려진사실이다. 이는술자체의효과일수

도있고혹은술을통해스트레스를풀고다른사람들과

잘어울릴수있는성격을갖게되는효과일수도있다.

즉술을조금마시면혈액순환을실제로원활하게해주

고, 근육이나혈관의긴장을풀어주어건강에도움이된

다는주장도있고, 또어떤사람은술자체의생화학적기

능은없지만술을마시면서다른사람과대화하고화를

푸는방법이심장이나혈관에가해지는나쁜영향을줄

여서결국에는건강하게만든다는말도있다. 문제는왜

이런영향이다른술도아니고프랑스사람들이많이마

시는와인과연관되어있는가하는점이고따라서와인

만의독특한효과가무엇일가에대해과학자들이많은

관심을갖게되었다. 이에대해지난 20여년간의연구

에서매우흥미로운결과들이발표되었다. 먼저 1997년

에 Jang 등이‘사이언스’ 지에발표한논문은와인이몸

에좋은특별한효과가있다는것을처음으로밝혔다. 이

들은포도나포도로만든식품에서 Resveratol이라는물

질을분리해서이물질이항암작용이있다는것을실험

적으로규명했다. 이들의연구에따르면이물질은암이

발생하는세가지중요한단계에서모두암을억제하는

효과를가져온다는것이다. 먼저 resveratol은항산화제,

항돌연변이원 (antimutagen) 역할을하며항개시활성도

(Anti-initiation activity)을가지고있다. 둘째로, 항염효과

를가지고있고항촉진활성도 (Anti-promotion activity)을

갖고있다. 마지막으로인체에서발생한백혈병세포의

분화를억제하는항진행활성도 (Anti-progression activi-

ty)를가지고있음을보여주었다. 즉암의시작에서발전

되는전단계에걸쳐이를억제하는화학적특성이있음

을보여주었다. 또실제로암에걸린쥐를대상으로한실

험에서암의진행이나발생을억제하는것을보였다. 결

국포도에들어있는성분이사람의암을예방하거나치

료할수있는물질이될가능성이있다는것을보인것이

다. 또후속연구들에서심장병에좋을수있다는결과들

도나오게되었다. 이로써와인이대단한건강식품으로

알려지게된계기가된것이다. 그러나많은사람들이이

결과가프렌치파라독스를충분히설명하지못한다고

생각하고있다. 일단미생물, 초파리, 쥐등에서의효과

는증명되었으나사람에서의효과는아직도확실치가

않다. 또실제효과를나타내려면엄청난양의 resveratrol

을섭취해야하는데일반적인프랑스인이마시는와인

의양으로는어림도없다는것이다. 

이후심장병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효과에대한

연구들도진행되었는데, Corder등이‘Nature’ 지에발표

한결과에따르면레드와인을마시면 endothelin-1 이라

는물질의합성이현저하게줄어드는데, 이펩타이드는

관상동맥질환의발병에아주중요한역할을하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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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결국레드와인을마시면실제로심장질환이감소

할수있다는직접적인증거를처음제시한셈이다. 또이

연구진은후속연구에서 Procyanidin 이심장의혈관확

장에작용을하며이물질이많이포함된와인산지가특

히장수마을임을보여주었다. 또 Oak 등도다양한분자

생물학적인기법을이용하여와인에포함된폴리페놀

성분이심장근육세포의혈관내피성장인자의발현을억

제하는것을발견했다. 이인자는새로운혈관조직을만

들과혈전이생기도록유도하여심근경색의원인이될

수있는물질이다. 결국, 와인에포함된폴리페놀이심근

경색을감소시킬가능성을보여준것이다. 이외에도아

직도알려지지않은물질이많지만어쨌든레드와인에

포함된페놀릭물질중일부는관상동맥질환발병을억

제하거나혈관의갑작스러운수축을막아주어결국관

상동맥질환을낮추는기능을한다는것을보여주었다. 

논란의여지가있지만, 일단레드와인이건강에좋다

는점을인정한다면, 한가지질문이생겨난다. 그렇다면

화이트와인도레드와인처럼건강에좋게만들수는없

을까? 물론이에대한과학적연구도있다. Fuhrman 연

구팀은화이트와인에는레드와인에비해포도껍질에

서추출된성분이부족하고특히항산화성을가진폴리

페놀이부족하다는점에주목하여연구를수행하였다.

화이트와인을만드는과정중에포도전체에서액즙을

짜내는시기가있다. 이시간을늘려서껍질로부터나오

는폴리페놀의양을늘리는방법을고안한것이다. 더나

아가이기간에포도를높은농도의알코올 (18%)에노

출시키면최종적으로만들어진화이트와인안에존재

하는폴리페놀의양이레드와인에필적할만한항산화

효과와특정효소 (이경우에Copper ion-induced low-den-

sity lipoprotein)를억제하는효과를나타냈다. 즉와인을

만드는첫단계에서껍질에서폴리페놀을고농도로추

출하는방법을이용함으로써레드와인과비슷한효과

를지닌화이트와인을만들어내는것이다. 그러나이렇

게만들어진화이트와인의맛이어떤지에대해서는저

자들의언급이없다.

그러나와인이건강에좋다는한측면만살펴보고, 와

인을약처럼생각해서마시는것은바보같은짓이다. 위

에서보여준증거들은아직도과학적으로충분한것이

아니다. 이미언급한바와같이심혈관계에뚜렷한영향

을미칠정도의항산화효과를보려면엄청난양의포도

주를마셔야할것이다. 그렇지만그정도의알코올을섭

취한다면다른부작용, 예를들어간에피해가먼저나타

날것이다. 레드와인을마시면심장이튼튼해질것이라

고잘못생각해서‘원샷’을한다면간이먼저상할것이

라는점을잊지말아야한다. 그리고결국에는혈압도올

라가서심장에더큰부담이된다는사실도잊지말아야

한다. 과량의알코올이몸에좋지않다는것은굳이여기

서과학적논문들을들이대며설명하지않아도충분할

것이다. 또만일그런항산화효과에집착한다면와인대

신포도나다른과일들을직접먹는것이더현명할것이

다. 레드와인이건강에좋다는논의는그냥와인이가지

고있는즐길가치수십가지에작은한가지가더보태졌

다는데의의를두면충분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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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호남대학교 정보통신

공학과에서는 2006년부

터공학인증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교과과정을

설계위주의 교과과정으

로그림 1과같이개편하

여운영해오고있다. 1학

년때는입문설계단계로

서창의공학설계입문과

목을통하여설계작업에

필요한기본방법론을배

우고, 2-3학년때에는 요

소설계단계로설계에대

한 기본 요소 기술을 각

전문교과목을통하여습

득한후에종합설계단계

스마트폰을 이용한 프리젠테이션 제어기 개발
호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이 양 원

호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ywlee@honam.ac.kr

허 일 무 

호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학부과정
heoilmu88@naver.com

중앙대학교 학사   
서울대학교 석사
포항공과대학교 박사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현) 호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호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재학 

그림 1. 정보통신공학과 설계 교육 과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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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4학년이되면산업체에서요구하는품명에대한기본

사양서를기반으로개인의창의적인아이디어를도출하

여캡스톤과제를 1년동안수행하게된다. 4학년들이제

작한캡슨톤과제는그림2와같이매년 11월에프로젝트

데이(project day)를개최하여 1년

동안수행한과제를기업체를비롯

한 참가자들에게 전시하게 된다.

이같은활동을통하여산업체들과

교류를통해서취업과연계됨을물

론실무적인설계능력을배양하도

록설계교육을체계적으로실시하

고있다.

본논문에서는 2012년졸업생들

이제작한캡스톤과제로서 2011

년창의적종합설계경진대회에참

여하여우수상을스마트폰을이용

한프레젠테이션제어기개발을학

생들이아이디어를도출하여어떠

한과정을거쳐서설계하고제작하

여완성하였는지기술하고자한다.  

(1) 안드로이드 앱 개발 목적
본프로젝트는단순히안드로이

드어플리케이션을만드는것이아

니라창의적인아이디어를중심으

로개발을기획하였다. 새로운방

식을창조해나가기에는학습하며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주변에일상적인기술에서새로운

변화를넣는것을목표로진행하였

다. 여러아이디어가나왔으나다

양한학습을할수있으며, 기존에

아쉬움이많았던분야인리모트어

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었다.

개발을시작하였을당시스마트폰

이많이보급되며시장이활성화

되었으나 PC를제어하거나프리

젠테이션의도구로사용할어플리

케이션들이적었다. 그나마나온

것들은단순한기능만구현하거나특정회사전용리모컨

일뿐화면을활용하며여러기능을지원하는어플리케

이션은없었다. 그리하여안드로이드기반의Smart Phone

을이용하여 PC의프리젠테이션을제어하는어플리케

그림 2. 캡스폰디자인 발표를 위한 프로젝트 데이 포스터

그림 3 개발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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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을제작하였다. 일반리모컨처럼단순하게클릭하

고, 사용하는데복잡한연결을통하거나, 스마트폰의좋

은성능을낭비하는측면을해결하고자준비한프로젝

트이다.

(2) 안드로이드 앱 개발 구성
안드로이드기반스마트폰을통해 PC에연결하여빔

프로젝트를통해프레젠테이션을할수있는어플리케

이션이다. 우선클라이언트인스마트폰과서버인 PC는

와이파이나 3G망을통하여연결한다. 스마트폰은 SD

카드에있는문서를읽어오면 PC는이데이터를실시간

으로수신하여똑같은화면을보여준다. 스마트폰에서

다양한터치효과들을이용해조작하고이화면을 PC에

지속적으로보내주게되는방식이다. 빔프로젝트는 PC

화면과계속같은화면을보여주게되므로초기연결설

정이후에는 PC조작없이스마트폰만을사용하여프레

젠테이션을할수있게되는것이다.

Ⅱ. 클라이언트설계
(1) 기본구성
클라이언트는 Ecilpse를사용하여 JAVA언어로프로

그래밍하였으며, 기존어플들과다르게 PC에프레젠테

이션자료를저장할필요없이스마트폰의SD카드내에

있는발표자료를사용한다. Connect 버튼은 PC와연결

을위한모드로 IP와 Port번호를입력하여 PC와연결을

할수있으며, Search모드는스마트폰내의발표자료를

검색하여확인해볼수있다.

(2) 설계방법
서버연동은 Java Socket TCP 매커니즘으로연동하였

고, 터치이벤트를활용하여, 선긋기, 선색상변경, 페이

지이동메뉴등을활성화시키게된다. 각이벤트는딸려

있는메뉴를제외하면 Down시시작하게된다. 메뉴는

안드로이드폰특성상메뉴버튼클릭이나장기터치시

나오도록설정되어있다. 선긋기버튼은 On과 Off로나

뉘며사용시에는메뉴의선긋기모드에서 On 선택을한

이후 Down, Move, Up을기준으로 Down과 Up의좌표

값을연산하여이벤트를처리하는방식을사용하였다.

선긋기모드를종료하면그렸었던선들이지워지며원

상태로돌아가게된다. 선색상변경은메뉴의Color에서

변경이가능하며구성되어있는 5가지색중원하는색을

선택하면된다. 또한종료버튼을선택시어플리케이션

이종료된다.

그림 4 시스템 구성도

그림 5 Client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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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버설계
(1) 구성 및 설계방법
서버설게는 Visual Studio를사용하여 TCP기반 C#언

어로설계되었고, 추후온라인강의를위하여여러명이

사용가능하도록 Multi Thread로구현되어있다. 화면은

비교적간단하게포트번호를입력하는칸과연결시작을

위한버튼, 프로그램종료를위한버튼, 풀스크린으로확

대하는버튼으로구성되어있다. 서버는파일을수신하

여연결된파일을메모리에저장한뒤이미지를파일로

만들어화면에Display하는역할을하게된다.

Ⅳ. 결론및차후계획
본대학정보통신공학과의교육과정에의하여안드로

이드휴대폰을이용한프로젠테이션제어기개발을창

의적으로설계하여제작하기위하여기존의다양한스

마트폰어플을학습하고창의적인아이디어를도출하였

다. 이를객체지향언어인 C#과자바를이용하여클라이

언트와서버를제작해서시뮬레이션을수행하면서소프

그림 6 Clinet 순서도 1 그림 7 Client 순서도2

그림 8 실행 주요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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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적인문제점을해결하여효율적인프리젠테이션

제어기를완성하였다.  

본작품은교내프로젝트데이를거친후교내캡스톤

경진대회, 공학교육혁신센터거점센터예선전, 산학연협

력EXPO전시및창의적종합설계경진대회등에서발표

와수상을통하여우수성을인정받았고또한국제창의

설계경진대회로한국에서참가하는 10팀중에한팀으

로참가하게되었다. 더불어학생들이외국어발표를위

하여연세대국제캠퍼스에서 1주간교육을받고하얼빈

에서대회에서발표해보는좋은경험을할수있었다. 

이후학생들은단순한졸업을위한캡스톤과제제작에

그치지않고기존어플리케이션의완성도를높이기위

해지금까지이룬작업을뒤엎어보기도하고다른사람

의파트부분을수정해취향대로사용해보는등의자가

그림 9 Server 화면 구성 그림 10 Server 순서도

그림 11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수상자

허 일 무 
호남대학교 재학

남 기 형
호남대학교 재학

김 인 환
호남대학교 재학

김 종 현
호남대학교 재학

그림 12 고려대 거점센터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발표



심층연구활동을진행하기도하였다. 또한다음경진대

회를위하여새로운프로젝트를선정하고새로운학생

들에게참여의기회를주기위해노력하고있다.

그림 14 코엑스 창의적 종협설계 경진대회 부스 그림 15 하얼빈 국제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스마트폰을 이용한 프리젠테이션 제어기 개발

제 19권 제 5호·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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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성격
- 공학과관련된문제해결을요구하는과제(과학논술형식과유사함)

- 고등학교수준의교과지식으로해결할수있는열린과제를제시함.  

■지난과제
- 1회대회 : 거북선의 1층설, 2층설, 반2층설

- 2회대회 : 신기전의로켓병기설, 심리전병기설

- 3회대회 : 거중기의지게차설, 스태커설

■금번과제
제 4회공학글쓰기말하기캠프의과제는조선시대세종의명에의해장영실이개발한자격루의시시보장치의

복원모델에관한연구이다.

다음은이번과제를위하여진행한자격루의시시보장치모델개발연구에대한논문이다. 

자격루는조선시대에사용된표준시계의하나로물시계의역할만한것이아니라자동시보장치가있어스스로

시각을알려줄수있는첨단과학장비였다. 하지만안타깝게도문헌상의기록과물시계의일부분만이남아있어

원형이보존되어있지않다. 이에자격루의복원과관련된연구를진행하였고다양한문제점을발견할수있다. 이

중 12시시보장치를중점으로한모델들을개발하였으며국립중앙박물관에복원된모델의문제점을개선한개량

한모델과이중지레를사용한모델, 얼레를이용한모델을개발하여이중이중지레설과얼레설을문제로활용하

여만들었다. 

제4회 공학 글쓰기 말하기 캠프 과제연구

한국공학한림원
<공학�글쓰기·말하기�캠프>에�대하여

■ 주  최 : 한국공학한림원(NAEK), 한국공학커뮤니케이션 연구회(KECA) 
■ 협  력 :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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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Abstract) 

자격루는세종때장영실에의해제작되었으며, 21년

간비교적정확한표준시계로서사용되었으나임진왜란

중소실되었다. 물시계는이미여러국가에서만들어져

사용되었으나자동시보장치를달아시보를정확하게전

달할수있도록만들어진자격루는그과학적의미가크

다. 건국대산학협력단에의한복원모델이존재하지만

이는실제작동시시간오차및오작동의여지가있으며

제작시기를고려했을때다소복잡한회로로구성되어

있어추가보완의여지가있다. 또한, 자격루에관련한기

록이적어다양한가능성이존재할수있다는점에서자

격루의현복원모델에서나아가이를변화/발전하여새

로이재해석하는데의의가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물시계소파수호의수면을일정하게유지하여물을일

정하게배출하는원리를연구하였다. 또한현재까지전

통과학기기의복원기술개발보고서에제시된모델의한

계점을분석하여시보장치중철환의낙하시간및평륜

의회전원리를조정하여변화발전모델을제작하였다.

나아가세종왕조실록 65권 16년 7월 1일 4번째기사원

문을토대로재해석하여이중지레모델과얼레축모델

을새로이설계, 제작및분석해보았다. 

I. 연구동기및목적
1) 동기
세종 16년 7월 1일기후에영향을받지않고정확한시

각을알려백성들의삶을편리하게하고자자격루가제

작되었다. 이는자동물시계로물이일정하게채워져살

대를일정속도로띄워올리면서철환을작동시켜시간

에따라자동타종및 12시신을디스플레이시키는시보

장치를작동시키도록고안한장치이다. 특히인력을최

소화하여밤낮의시간을편리하게알리라는세종의요

구에장영실은정밀하고정확도가높은자동화장치를

고안, 제작하여큰주목을받았다. 이는이후에몇차례

개량을거쳐조선말기까지표준시계로사용된다. 그러

나단종 3년 2월까지약 21년간사용한뒤철거후임진

왜란때파괴되어현재는문헌만이남아있다.1)

자격루는그자체로조상들의애민정신을담고조선시

대공학기술의발달을증명하고있지만현대많은과학

자들의복원노력에도불구하고세종시기제작된자격

루의완벽한복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건국대산학

협력단에의해자격루가복원된바있으나, 복원된자격

루가실제작동시시간오차및오작동이있고시계의특

성에맞지않게하루동안작동하기가어렵다. 또한제작

시기를고려했을때시보장치의회로가복잡하며구슬

의재사용및재배치관련하여추가보완의여지가있다.

이에본연구팀은역사적사료에근거하여자격루를

분석하고이해하여전통공학기술에대한자긍심을고

취시키고자하였다. 나아가자격루의역사적의의,  물시

계, 시보장치를요소별로각각연구하여앞선모델을변

화발전시켰으며, 새로운모델의가능성을탐구하여자

격루를재해석해봄으로서고등학생으로서문화재에대

해관심을가지고문화재복원에기여하여역사의가치

를고취하는기회를갖고자하였다.

2) 목적
이번연구의목적은기존에복원된자격루모델에서의

오작동원인을찾아그문제점을개선하여, 오작동의가

능성이낮으면서조선왕조실록본문에부합하는본연구

를진행하기에앞서자격루에관한기록인세종실록을

토대로선행연구를실시하였다. 사료를통해자격루를

구성하는물시계와시보장치의 12신디스플레이및경

점장치의작동원리를익혔다. 이를바탕으로자격루작

동시의정확성과관련된물시계의작동을물리적으로

탐구하여시보장치를작동시키는구슬이일정시간간

자격루의 시 시보장치 모델 개발 연구

김건영*, 김성욱*, 정주연*, 이효근**, 김평원***

* 하나고등학교학생, ** 하나고등학교교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연구원

1)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세종 65권 16년 7월 1일(병자) 4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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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배출되는메커니즘을연구해더욱정확한모델

작동토대를탐구해보고자했다.  또한,  시보장치의중점

적인분석을위해현재복원모델의설계변화과정을조

사하고이의한계점을분석하여새로운모델창안의필

요성을보이고자했다.  모델을제작하는것이다. 또한,

이번연구는다양한모델들을제시하여자격루복원모

델로가능한모델이하나로만국한되지않을수있음을

보여주는것에그목적을두었다.

II. 선행연구
1) 세종실록 65권 (16년 7월 1일) 4번째 기사 2)

간막이 (칸막이) 넷을설치하여용도(甬道)의모양과

같이하고, 간막이위에는큰철환(鐵丸)을놓되, 크기는

계란만하게한다. 왼쪽의 12개는시(時)를주장하고 (중

략) 그철환을놓아둔곳에는모두철환이드나드는데

열고닫히는것이있고, 또가로된기계가있어설치하였

는데, 그기계의모양은숟가락과같고, 한쪽끝은굽게

하여고리처럼걸리게하고, 한쪽끝은둥글게하여구리

구슬을받도록되었다. 중간허리에는둥근축이있어서

내리고올리도록되었으며, 그둥근끝은구리통[銅筒]의

구멍에닿는다. 구리통은둘이있어, 간막이위에비스듬

히설치하였는데,  왼쪽것은길이가 4척 5촌이고, 둘레

의직경은 1촌 5푼인데, 시를주장하게하며, 아래쪽에는

12구멍을뚫었다. (중략) 

처음에는구멍을모두열리게하여, 동판의작은구리

구슬이내려져서기계를움직이면, 그기계가스스로구

멍을덮어막아서다음구리구슬이굴러지나가는길이

되게하여, 차례차례로모두그렇게된다. 동쪽간의자리

위층의밑에왼쪽에는짧은통둘을달았는데, 하나는구

리구슬을받고, 하나는안에숟가락같은기계를설치하

여, 숟가락의둥근끝이반쯤나와서구리구슬을받는통

밑에닿는다. (중략) 파수호의누수가수수호에내려서모

이면, 떠있던살대[浮箭]가점점올라와서시간에응하

여, 왼쪽동판(銅版) 구멍의기계를건드리고, 작은구리

구슬이떨어져내려서구리통에굴러들어가, 구멍으로

좇아떨어져서그기계를건드리면, 기계가열리고, 큰구

슬이떨어져자리밑에달린짧은통에굴러들어가서떨

어지면서숟가락같은기계[機匙]를움직이면, 기계의한

끝이통안으로부터스스로시간을맡은신의팔을치받

으면, 곧종이울린다. (중략) 그시간을주장하는큰구슬

이달려있는짧은통에떨어져둥근기둥에붙은통에굴

러들어가떨어지면서가로나무[橫木]의북쪽끝을밟는

다. 나무의길이는 6척 6촌이고, 나비는 1촌 5푼이며, 두

께는 1촌 7푼인데, 가로나무의가운데허리의주가되는

짧은기둥이좁은가로나무에닿아돌고원축(圓軸)을붙

여서오르내리게하도록되었다. 가로나무의남쪽끝에

는숟가락같은둥근나무를세웠는데, 길이는 2척 2촌이

고, 시간을알리는신의발의밑에닿는다. 발의끝에는

작은윤축(輪軸)이있는데, 큰구슬이떨어지면서북쪽끝

을누르면, 남쪽끝이올라가면서신의발을받들어자리

중간층의위에오른다. 가로나무의북쪽끝의북쪽에작

은판을세워서여닫게하였는데, 판에는쇠줄이있어서,

위로는시간을주장하는매달린통[懸筒]의숟가락같은

기계에연(連)하여, 숟가락이움직이면, 판(板)이열려서

앞에구리구슬이나오게한다. 가로나무의남쪽끝이낮

아지면서시간을알리는신(神)이윤면(輪面)에돌아오

고, 다음시간의신(神)이곧대신하여올라온다. 그바퀴

가도는제도는바퀴밖에작은판(板)을가로놓되, 길이

는 1척가량으로하고, 그가운데에 4, 5촌가량깊이의

구덩이를파서동판(銅板)을그위에가로올려두되, 그

세(勢)를순하게기울게하며, 한쪽끝에축(軸)을설치하

여열리고닫히게한다. 시간을알리는발[足]이처음은

동판(銅板)아래로반치[半寸]쯤들어갔다가올라가면,

동판이열려서올라오고, 올라오면도로닫힌다. 그시간

이다하여윤면(輪面)에돌아오면, 발끝에쇠바퀴가순하

게동판을굴리면서내려와서잠시도멈추지아니한다.

다음시간의신(神)도그러하다. 무릇모든기계가다숨

겨져있고드러나지아니하여, 보이는것은관대(冠帶)를

갖춘목인(木人)뿐이다. 이것이그대략의모양이다. (중

략) 궁궐안서쪽에각(閣) 세간을세우고, 호군장영실

(蔣英實)에게명하여시간을맡는목인 3신(神)과 12신

을만들어닭과사람의직책을대신하게하였다. 동쪽간

에는좌(座) 두층을마련하여삼신(三辰)을윗층에두되,

하나는앞에놓인종을쳐서시간을알리고 (중략) 12신

2)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세종 65권 16년 7월 1일(병자) 4번째기사



은각각신패(辰牌)를잡고둘러서며, 평륜(平輪)이중간

층의밑에숨겨져서때에따라번갈아올라온다. 가운데

간[中楹]의중간에는병[壺]을놓고기계를설치하여, 철

환(鐵丸)을써서그기계를돌린다. 시간이이를때마다

여러신(神)이문득응한다. (중략)

2) 자격루의 구조와 작동과정
자격루는크게일정한시간간격으로구슬을방출하는

파수호부분과, 방출된구슬을시보장치로인도하는동

통장치, 그리고시보장치는다시경점시보장치와시시

보장치로나뉜다. 대파수호에서물이흘러나온물은소

파수호에흘러들어가고다시소파수호에서흘러나온물

은수수호에들어가, 수수호안에있던잣대가서서히떠

오르기시작한다. 잣대는떠오르면서일정한시간간격

으로구슬방출장치를건드리게되고이에따라작은철

환(쇠구슬)이방출되게된다. 방출된철환은동통기구로

흘러들어간뒤더큰철환을굴러가지못하게막고있던

칸막이를열어큰철환이굴러가도록한다. 굴러가기시

작한철환은경우에따라시시보장치에들어가기도하

고경점시보장치에들어가기도한다. 시시보장치에들

어간철환은타종장치를작동시켜시보장치위층의인

형이종을울리게하며, 나아가시보인형들이매달려있

는평륜(바퀴)를돌려각시에해당하는시보인형이전시

창에나타나도록한다. 경점시보장치의작동원리는본

연구와관계가없어생략하도록한다. 자격루전체구조

는다음그림과같다.3)

3) 전통과학기기의 복원기술개발 제 1차년도 4)

자격루복원에관한논의는 1995년전통과학기기의

복원기술개발에서본격적으로진행되었다. 전통과학기

기의복원기술개발제1차보고서에서언급된자격루관

련내용중에는이를복원하기위한시보장치의 12시신

디스플레이를위한설계안이보고된바있다. 그림25)에

서와같이이모델은낙하하는구리구슬이수직회전차

(W1)를회전시킴으로서 G1을회전시키고, 이는원시적

인형태의치차로G2와맞물려평륜을회전시킨다. 이러

한원리는 106년 Al-Jazari가수직바퀴를회전시켜얻은

동력을도르래와치차를이용하여자동물시계를작동시

킨점에서착안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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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영실과자격루 : 조선시대시간측정역사복원, 서울대학교출판부, 남문현, 2002년
4) 전통과학기기의복원기술개발제1차년도연차보고서, 과학기술처, 1995

5) 전통과학기기의복원기술개발제1차년도연차보고서, 과학기술처, 1995

그림 1. 자격루 전체 구조도 그림 2. 1차보고서 시보장치 모델



한편, 낙하한구슬은상단의타종장치를작동시키고

안내통을따라내려와W1 수직바퀴를회전시킨후가로

나무의남쪽끝을누르게된다. 이에따라가로나무의북

쪽끝이시신을받쳐올려인형이전시된다. 

4) 전통과학기기의 복원기술개발 제 2차년도
전통과학기기의복원기술개발제 2차년도보고서의

모델은자격루복원당시의최종모델로써보다원문에

충실한형태로보고된바있다. 기본적인작동원리는다

음과같다. 6)

철환이타종기구를작동시키면서개폐장치를열어가

로나무의남쪽부분이내려간다. 이때가로나무가내려

오면서디스플레이되던인형이기울어진동판을타고

내려가면서평륜을회전시킨다. 다음시에해당하는시

보인형이동판밑으로온다. 타종기구를작동시킨철환

이가로나무에머물러가로나무의남쪽부분이올라간

다. 가로나무의남쪽부분이올라가면서동판밑에머물

던시보인형이동판위로올라와전시된다. 그작동원리

는그림37)와같다. 1차년도보고서와달리 2차년도보고

서는설계도없이실물사진으로만제공되어그형태를

확인하기어려웠다.

III. 복원연구
현재장영실이제작하였던자격루는임진왜란때소실

되어오직문헌으로만그존재가알려져있으며, 문헌을

토대로장영실자격루가복원된바있다. 문헌을토대로

자격루를복원할때에파수호부분은일정한양의물을

계속하여흘려보내게끔설계를하는것이중요하였고,

시시보장치는문헌에충실하게복원하되, 오작동의요

인을줄이는방향으로설계를해야만하였다. 경점시보

장치의복원연구는시간관계상본연구에서는진행하

지않았다.

1. 대파수호 및 소파수호 연구

① 모델 설계

본연구에서는자격루의오차의원인을분석하여시간

상의정확성을높이기위해시보장치를연구하기이전

24·공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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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차년도 시보장치 모델 그림 4. 파수호 모델 설계

6) 전통과학기기의복원기술개발제2차년도연차보고서, 과학기술처, 1996

7) 전통과학기기의복원기술개발제2차년도연차보고서, 과학기술처, 1996



에자격루에사용되었던물항아리에대한연구를진행

하였다. 이연구는자격루물항아리에대한내용이담긴

문헌인, 「보루각기(報漏閣記)」, 「보루각명병서(報漏閣

銘幷序)」와덕수궁에전시된자격루를바탕으로진행하

였다.

자격루물항아리의기본적인구조는파수호가 4개, 수

수호가 2개로이루어졌을것으로추정된다. 하루 24시간

을 12등분하여시각을알리는시보장치, 밤시간을 25등

분하여시각을알리는경점장치각각에대파수호, 소파

수호, 수수호에차례로물이차고빠져나가면서시각을

알렸을것으로예상하고모델을설계하였다.

그림4에서시보장치와경점장치가일정한시간간격

으로시각을알리기위해서는소파수호가수수호로시

간당일정한양의물을흘려보내주는역할을해야한다.

이역할을하기위해서소파수호에는수위를항상일정

하게유지해주는수위조절용관이내부에존재하였을

것으로추측하였다. 따라서덕수궁에현존하는항아리

들의용량을통해물항아리의작동시스템을분석해볼

수있다.

② 유체역학 이론 설계

파수호에대한연구는소파수호가제역할을할수있

는지검증하는실험위주로진행하였다. 먼저소파수호

에서물의흐름을제어하기위해유체역학이론을설계

하였다.

③ 모델 제작 및 실험 

소파수호내부에는지름 12mm, 길이 15cm의수위조

절용관을설치하여수위를 15cm로고정하였고, 수수호

로흘러나가는물의양을조절하기위해지름3mm, 길이

1.6m의긴관을제작하여부착하였다. 

위모델을제작하여관의기울기를 0°, 2°, 4°, 6°로조

절하여실험한결과다음과같은결과를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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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파수호 용량 및 유량 분석

그림 6. 소파수호 모델 개략도

그림 7. 실험 결과값 데이터화



실험결과각각기울기가 0°, 2°, 4°, 6°일때 1.67ml/s,

2.40ml/s, 2.87ml/s, 3.50ml/s로측정되었고, 이값들은이

론적으로예측한값과6.18%, 1.23%, 6.21%, 5.15% 가량

의차이가나타났다. 

④ 실험 결과 및 제언

위의연구를통해소파수호에설치된수위조절용관과

긴관을통해수수호에일정량의물을흘려보낼수있고,

시보장치에일정시간간격의신호를보내어보다정확

한자격루를설계할수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하지만

수수호와잣대에대한연구를진행하지못한점, 관의길

이를통제하여실험한점에서는보완이더욱필요하다.

2. 시보장치 발전모델

1) 기존 모델의 한계점
① 1차년도 모델(1995)8)의 한계점

세종실록원문에자격루에관한내용을살펴보면평륜

이굴러가는제도를설명함에있어서작은판및동판에

대해언급이된바가있다.9) 그러나 1차년도모델에서는

작은판및동판의역할에관한분명한설명이없으며동

판이보루각기의설명과는별개로평륜의회전에직접

적으로관여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제 1차모델에서

는이러한역할을수직바퀴와원시형태의치차가대신

하고있다.10)

② 2차년도 모델(1996)11)의 한계점

2차연도모델은원문에는충실하나, 다음의두요인으

로인해오작동의가능성이크다. 

(i) 철환이떨어지는데에걸리는시간이너무짧다. 모델

이원활하게작동하기위해선회전판이충분히회전

을해야하는데, 평륜을빠르게회전시키기에는회전

력이약해회전판이충분히회전하는데걸리는시간

이다소길다. 그러나철환이타종장치를작동시킨뒤

가로나무에떨어지는데까지걸리는시간이짧아시

보인형이동판밑으로오기도전에가로나무의남쪽

부분이올라가버리는경우발생할수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철환이떨어지는데걸리는시간

을지연시킬수있는장치를마련해야한다.

(ii) 동력원으로부터발생되는회전력의크기가상당히

작다. 평륜에 12개의인형들이매달려있어그무게

가상당하여회전관성이큰데에반해인형하나가

동판밑으로미끄러져내려오면서줄수있는회전력

은평륜을원활히돌리기에그크기가다소작다. 결

과적으로가로나무가빨리작동되지않는다해도평

륜이를충분히돌지못해시보인형이아예동판밑

으로가지못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보다강력한동력원이있어야한다.

2) 발전 모델

2차년도모델이현재최종적으로복원되어있는모델

이기때문에, 본연구팀은 1차년도모델보다는 2차년도

모델의문제점을해결하는데에주안점을두고 3가지모

델을제작하였다. 첫번째모델은두가지문제중철환의

짧은낙하시간을해결하였고, 나머지두모델들은동력

원을추가적으로설치하여회전력을더강하게하였다.

① 2차년도 발전 모델 

새로고안한세가지모델들중첫번째모델은기존에

있던 2차년도모델을토대로변화발전시킨것으로, 낙

하시간지연장치를설치하여철환이가로나무를작동

시키는데에걸리는시간을충분히길게늘였다.

i) 모델의 설계 및 구조

본연구에서는전통과학기기의복원기술개발제1차,2

차모델을변화발전시켜자격루모델의새로운안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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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통과학기기의복원기술개발제1차년도연차보고서, 과학기술처, 1995

9)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세종 65권 16년 7월 1일(병자) 4번째기사
10) 전통과학기기의복원기술개발제1차년도연차보고서, 과학기술처, 1995

11) 전통과학기기의복원기술개발제2차년도연차보고서, 과학기술처, 1996



시하고자했다. 총 3가지모델을고안했다. 그중첫번째

모델은제2차보고서모델을토대로변화발전시킨것이다. 

제2차모델은시신이동판을타고내려감으로인해시

신의수직이동을수평이동을바꾸고, 이때평륜의일체

적운동에의해평륜판및시신을회전시키고있다. 이때

문제가되는점은낙하하는구슬이가로나무남쪽끝을

누리고있던구슬을배출시킨후가로나무의남쪽끝에

도달하는시간동안에평륜이 1/12바퀴를충분히회전해

야된다는점에있다. 또한, 동판을타고내려가는인형의

무게가회전동력으로사용되어평륜의마찰을고려해

야한다. 

이러한사안들을고려하여그림2와같은모델을설계

및제작하였다. 다음모델은제2차보고서모델과기본적

인메커니즘은유사하나, 오작동의요인을최소화시키

는방안으로고안해보았다. 가로나무를평륜밑에두고,

가로나무의북쪽끝이상승하면서시신을중간층에올

려디스플레이되도록한다. 이때, 앞서언급한바와같이

낙하하는구슬의시간차에대한문제는안내통이외의

낙하시간지연장치를설치함으로서해결하였다. 또한

역회전을방지하고신의디스플레이위치를지정해주

기위해인형고정장치를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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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차년도 발전 모델 입체도

그림 10. 동판을 이용한 평륜 회전 메커니즘 1

그림 11. 동판을 이용한 평륜 회전 메커니즘 2

그림 12. 동판을 이용한 평륜 회전 메커니즘 3



ii) 모델의한계점

위모델은보루각기원문에가장충실하며원문에부

합하여동판이평륜회전에동원된다는점에서의의가

있다. 그러나시신의무게에의존한회전이실축으로제

작되었을때의무게, 마찰등에의한오차발생및회전을

충분히하지못할여지가있다. 

3) 이중 지레 모델 및 얼레축 모델

기존의 2차년도모델과는형태가다소다르며, 동력원

을새로설치하여회전력을강화시킨것이그특징이다.

강해진회전력은평륜이더빠르게돌도록하여철환이

낙하는사이에충분히많이돌아가게한다.

i) 이중 지레 모델

이중지레모델은기존시보장치모델의문제점중약

한동력원을개선한것으로, 강한충격으로평륜을회전

시키는타격장치두개를주동력원으로사용한다. 이를

통해얻을수있는효과는다음과같다. 

철환이타격장치를작동시킴으로써가로나무로떨어

지는데걸리는시간이지연된다. 강력한타격을통해평

륜을빠르게회전시켜철환이가로나무에도착하기이

전에회전이완료된다. 시보인형이동판아래로가지않

는현상이일어나지않을정도로강한회전력을가할수

있다. 이때단일타격장치가아닌이중타격장치를사

용한이유는다음과같다. 타격장치가칸막이를때리고

제자리로온후다시작동되었을때또칸막이를때릴수

있으려면이전칸막이가있던위치에있어야한다. 그러

나그렇게될경우타격장치가칸막이를때린뒤제자리

로돌아올때다음칸막이에걸려제자리로돌아오지못

하게될것이다. 이때타격장치를이중으로놓으면, 위

의타격장치가칸막이를때린뒤에제자리로온뒤아래

의타격장치가평륜을돌리면평륜윗부분의칸막이가

타격장치가때릴수있는위치로오게된다.

그러나이와같은타격장치의한계점은회전판에강

한충격을거듭해서전달하므로타격장치와회전판모

두에손상이지속적으로생길수있어다른모델에비해

보수를더자주해야된다는점이다. 손상을줄이기위해

타격장치의끝부분을부드러운물체로감싸는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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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동판을 이용한 평륜 회전 메커니즘 4

그림 14. 2차년도 발전 모델 제작

그림 15. 낙하 시간 지연 장치



이있을수는있지만, 근본적으로손상이생기는것을완

전히막을수는없다.

② 얼레축 모델

이중지레모델과는또다르게기존의타격장치의단

점을제거하고자타격장치대신실을이용해연결된두

개의얼레축을회전시킴으로써회전이순하게일어난다.

구슬에의해 동력원에서발생한회전력이효과적으로

윤면으로전달되어회전이충분히일어나안정적인시

보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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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이중 지레 모델 개략도

그림 18. 얼레축 모델 개략도

그림 17. 이중 지레 모델 그림 19. 얼레축 모델



얼레축모델을실제제작한결과회전이일어나는과

정이정교하여오작동의가능성이있다. 또한매번실이

풀리면다시실을감아주어야하는번거로움이존재한

다. 그리고경첩에매번충격이가해져파손의위험이있

으므로전체적으로모델의수리, 유지에신경을많이써

야한다. 또한시보장치를작동시킬때마다한쪽얼레축

이실이감기면서점점두꺼워져, 실의상태에영향을미

쳐시보장치의작동을불안정하게만들수있다. 이를해

결하기위해서는납작하고얇은실을쓴다거나, 실이감

기는부분을원뿔형으로만들어실이겹치지않고순차

적감기도록할수있을것이다.

③ 각 모델의 공통 구성 요소

(i) 타종장치와개폐장치

타종장치와개폐장치는기존의모델에도존재하는

장치로써세종실록 65권에도그존재에대한기록이남

아있다. 타종장치의메커니즘은세종실록에는자세히

기록되어있지않으며, 건국대산학협력단의모델에서

도타종장치의메커니즘에문제가없기에그메커니즘

이이모델과흡사하다. 개폐장치의메커니즘은비교적

상세히나와있어본문에따랐다. 

ii) 가로나무

동판밑에걸려있는시보인형을동판위로들어올리

는장치로써, 가로나무에의해들어올려진시보인형은

전시창을통해바깥에디스플레이된다. 가로나무는기

구왼편(자격루북쪽) 끝에구슬을받는구슬받이가있

고, 반대편에는길이 20cm의나무가수직으로붙어있다.

구슬받이에철환이떨어지면그무게에의해가로나무

의오른편(자격루남쪽)이상승하면서수직으로붙어있

던나무가시보인형을동판위로들어올린다.

iii) 동판과 역회전 방지 장치

동판은평륜이강한타격에의해지나치게많이회전

하는것을방지하는장치이다. 비스듬하게세워져있으

며한쪽에는축이달려있어여닫을수있게되어있다.

시보인형의발이동판아래에오면동판에걸려더이상

회전을하지못하게되는데, 가로나무에의해시보인형

이들려올라가면서동판이열리게된다. 가로나무의남

쪽끝이하강하면서동판은닫히게되고시보인형은그

위에올라가게되어회전할수있게된다.

평륜의위아래에붙어있는칸막이들은타격장치의

작동을위해일정한지점에있는것이매우중요한데, 이

때가장큰문제가바로역회전이다. 이문제를해결하기

위해우리는인형이회전할때충분히넘어갈수있지만

반대로약하게회전할때바퀴가걸리도록역회전방지

장치를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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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이중 지레 모델(좌), 얼레축 모델(우) 개폐장치

그림 21. 이중 지레 모델(좌), 얼레축 모델(우) 타종장치
그림 22. 가로나무



④ 이중 지레 구성 요소
(i) 평륜과 시보 인형 

- 평륜의위아래양끝에는타격장치에의해작동될수

있도록각각 12개의칸막이를설치하여위와아래의

칸막이사이의각도가가되도록창살로연결하였다.

창살은평륜에간격으로연결한다.

시보인형은현재시각을알려주는팻말을들고있는

인형으로, 인형의등은문헌에나와있는대로오르

내릴수있게하기위하여평륜을연결한창살에연

결하였다. 

지레가평륜에설치된칸막이를안정적으로타격하

기위해서는일정크기의여유공간이있어야한다. 칸

막이가간격으로배열되어있으므로지레와타격되

는칸막이가이루는각이라할때의여유공간은이

된다.

(ii) 타격 장치(지레) 

- 평륜의칸막이를강한힘으로쳐평륜을회전시키는

동력장치이다. 타종기구를작동시킨철환이떨어

지면서숟가락형태의기구를치면수평으로놓인긴

막대가회전판쪽으로뻗어가면서칸막이를치고, 추

의무게에의해빠른시간에제자리로돌아오게된다.

평륜은두번의타격에걸쳐회전을하게된다. 

⑤ 얼레축 구성 요소
(i) 큰 얼레축, 작은 얼레축 및 숟가락 장치

구슬이떨어지면서숟가락장치를회전시키게되면,

숟가락장치에연결된작은얼레축이회전하게되고, 큰

얼레축을돌리게된다. 이때각얼레축사이의관계식은

다음과같다. 

얼레축실제모델은이관계식을만족하도록작은얼

레축의지름을20cm, 큰얼레축의지름을40cm로제작하

여를만족하도록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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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동판 및 역회전 방지 장치

그림 24. 이중 지레 평륜 작동 원리

그림 25. 타격 장치(지레) 및 평륜



(ii) 작은 얼레축에 부착
된 경첩

작은얼레축이실의장

력에의해역회전하는것

을방지한다.

(iii) 실 방향 전환 바퀴

작은얼레축과큰얼레

축사이에바퀴를달아실

이꼬이지않도록방향을

설정한다.(그림26)

⑥ 이중 지레 모델 작동 메커니즘
(i) 구슬이 회로를 따라 굴러가면서 구슬이 타종 기

구 위로 낙하 한다. 
(ii) 타종 기구가 작동하면서 종을 울린다. 
(iii) 개폐 장치가 위로 올라가면서 가로나무에 있던

구슬이 빠져 나온다. 
(iv) 가로나무의 남쪽(‘손가락 같은 나무’가 있는 부

분이 내려간다. 
(v) 시보 인형이 동판 위로 내려온다. 
(vi) 구슬이 첫 번째 타격 장치를 작동 시킨다. 
(vii) 회전판이 가량 회전한다. 
(viii) 구슬이 두 번째 타격 장치를 작동 시킨다. 
(ix) 회전판이  가량 회전한다. 
(x) 시보 인형이 동판에 걸려 회전판이 더 이상 회

전 하지 못 한다. 
(xi) 이전 시에 해당하는 시보 인형은 철판에 있는

홈에 걸려 역회전이 방지 된다. 
(xii) 구슬이 가로나무에 떨어져 가로나무의 북쪽이

내려가고 남쪽이 올라간다. 
(xiii) 가로 나무에 의해 동판에 걸려 있던 시보 인형

이 위로 올라가 디스플레이가 된다.

⑦ 얼레축 모델 작동 메커니즘
(i) 구슬이 타종 장치 위로 낙하하고, 타종 장치가

종을 울린다.
(ii) 타종 장치와 연결된 개폐 장치가 개방되면서 가

로나무 위의 구슬이 빠져나온다.
(iii) 가로나무의 남쪽이 내려가면서 시보 인형이 동

판 위로 내려간다.
(iv) 구슬이 작은 얼레축을 60° 회전시킨다.
(v) 작은 얼레축과 실로 연결된 큰 얼레축이 30° 회

전한다.
(vi) 큰 얼레축 위의 인형이 가로나무의 남쪽, 손가

락 모양의 나무 위에 위치하게 된다.
(vii) 큰 얼레축의 회전이 동판에 의해 중단되고, 작

은 얼레축의 역회전이 경첩에 의해 중단된다.
(viii) 구슬이 가로나무 위로 떨어져 가로나무 남쪽이

올라가게 되고, 손가락 모양의 나무가 인형을
들어올려 시간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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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큰 얼레축 모델 (상단 바퀴)

그림 29. 실 방향 전환 바퀴

그림 27. 작은 얼레축(좌) 및
숟가락 장치(우)

그림 28. 얼레축에 부착된 
경첩



IV. 고찰및제언
연구를진행하면서본연구팀은다양한상황에부딪혔

지만, 이를모두해결하지는못하였다. 이는초기에모델

을구상할때에세웠던전제들이틀린경우들이많았으

며, 이에관한연구를전부수행하지못하였다. 한예가

이중지레모델의타격장치이다. 이중지레모델제작결

과타격장치는예상과달리직선운동을하지않고호형

운동을한다는사실을알수있었고, 이에따라단일타격

장치도가능하다는것을알게되었다. 따라서향후에단

일지레로충분한회전을시킬수있는방식에관한추가

적인연구가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또한, 본연구는시보장치중 12신디스플레이를중점

적으로복원한것으로수수호와시보장치의연결부위인

동통, 그리고경점장치를설치하지않고모델을설계하

여모델을작동시킬때앞선요소들간의상호작용을고

려하는데에한계가있었다. 이로인해실제자격루모델

제작시구슬의낙하거리및수평방향속도그리고구슬

의충격량변화에의한작동오차가생길수있으므로추

가보완이필요할것이다. 

나아가실제축척으로모델을제작하지않고 1/2축척

으로모델을제작하였고, 최초제작당시의재료인나무

가아닌우드락, 과학상자등을통해모델을제작하였기

때문에, 나무를이용하여실제축척으로모델을만들었

을때에생길수있는문제점들에대해고려하는데에한

계가있었다. 또한, 그러한한계들로인해마찰력과평륜

의큰회전관성등실제재료를이용해모델을제작했을

때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에대한해결방법또한제시

하는데에한계가있었다. 

이밖에도복원의정확성관점에서보았을때문헌에

나와있는철판이담당하는역회전방지의역할을완전

하게복원하지못한한계가있다. 현재는별도의역회전

방지장치를설치하여그기능을대체하였지만향후연

구에서는철판부분을모델에도입하여보다완성도높

은모델을제작하여발생할수있는문제점에대해파악

하고이를보완발전시킨다면세종시대에만들어진자

격루를복원할수있으리라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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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It’s a Jeep thing, you wouldn’t understand. 이글을읽으

시는분중에서이말을들어보신분이몇분이나되시는

지궁금하다. 이외에도우리Jeeper에게친숙한표지판들

은많다. 필자가 Jeep을처음접한것은92년도하와이출

장을갔을때이다. 렌트카를한것이 Jeep Wrangler YJ였

다. 군부대에서어린시절을보낸필자로서는너무도친

숙한외관, 그러나너무도황당한승차감, 소음등전혀

실용적이라는생각이들지않는차였으나, 하와이니까

그냥빌렸다. 

그후로도상당히오랜시간동안 Jeep에대해서는전

혀관심이없었다. 2000년, 출퇴큰차량을하나구하기

위해서갤로퍼화물차(2인승이고뒤가짐칸, 세제혜택

을보는차량모델로출시) 중고를사서집에오는길에

마음이무척심란했다. 마을버스를능가하는소음, 황당

한핸들링. 그후에이를좀개선해보려고인터넷을헤메

던중에서타이어를교체하는등의방법에대해서공부

한후에실행에옮겼다. 그러던중에장안평을알게되고,

그해겨울장안평에서코란도(Jeep CJ를라이센스받다

It’s a Jeep thing,

you wouldn’t understand

장 래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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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독립한국산 SUV)를말도안되는(그당시느낌) 형태

로개조한아래사진과같은차량을보고충격을받았다.

어떻게차를이렇게고생을시키는가하는의문이먼저

들었다. 도대체뭘위해서?

아무튼이때까지 Jeep과같은차량의이미지는필자에

게는별로긍정적이지못했다. 좁은실내공간 (경차수

준),  Full-size SUV와맞먹는엄청난 Gas 소비 (16/19),

4.0L를지속적으로의심하게하는엔진파워, 견디기힘

든소음. 캘리포니아의쾌적한기후와맞으며, 남성적인

이미지가모습이없으면장점이없는차량, 결국폼으로

타는차량이라는느낌은버릴수없었다. 사실상당히많

은여성이 Jeep 디자인을좋아하고, 필자는 Wrangler가

참이쁘다는생각을하고있으며, 남성적이라는것에는

별로공감하지않는다.

2002년겨울, 필자의갤로퍼는갤로퍼로서는한계에

다다른 Modification 거쳐서, 갤로퍼중에서는최강의

Off-road 주파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Wrangler동호회를따라갔더니, 필자의최강갤로퍼가이

제막Modification을시작한Wrangler와별로다르지않

은성능을보이는것이었다. 그후고민을거듭한끝에,

갤로퍼를처분하고97년도순정(Stock, modification이되

지않은 Factory 사양) Wrangler를구매하게되었으며,

Jeep의세계에발을들여놓게되었다. 

결론을먼저이야기하면, “ It’s a Jeep thing, you wouldn’

t understand”, “Jeep Parking Only” 등은결코 Jeeper 들이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2012년식 Porsche Cayenne과같은잘빠진 SUV 앞에서

도 85년도 Jeep CJ, 97년도Wrangler를가지고도전혀꿀

리지않고, 전혀부럽지않은순수한심정에서나오는이

야기라는것을강조하고싶다. 

이와같은이야기는“Real Jeeps are built -- not bought”

라는말을이해하면공감이간다. Jeep을가지고남들은

▲ 필자의 기억에 남은 장안평의 코란도 (비슷한 차량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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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지못하는Off-road Trail을자신있게주파하는모

습은종종볼수있어도어떻게 Jeep을Build하는지는가

까운곳에 Jeeper가없으면간과하기쉬운사실이다. 본

글은2005년에필자가Arizona Tempe에서2001년식Jeep

Cherokee를Build 하는과정을소개한글이다. 자동차에

관심이많지않으면다소어려운내용일수있으나, 공과

대학을졸업하신분들은모두쉽게이해될것이라기대

한다. 

2. Jeep이란?

우리가 Jeep이라고하면 Wrangler만을떠올리는것에

비하여미국에서는 Wrangler 뿐아니라 Cherokee, 그랜

드Cherokee까지도우선적으로 Jeep이라고부른다. 물론

액면그대로그차량들의제조사의이름이 Jeep이여서

묶어부른다고이해할수도있지만, 어떤면에서는그차

량들의여타차량들과구분되는특수성에서기인한인

식이라고도볼수있다고여겨진다.

수년간Jeep Wrangler TJ를경험하면서느낀장점은우

수한접근각, 이탈각과짧은 Wheel Base와더불어전후

륜 링크 코일 스프링 구조에서 나오는 유연성이 주는

Off-road주행능력을가장먼저꼽을수있다. 그러나Off-

road에서느낄수있는 Wrangler의장점은, 세컨차량을

별도로운용하지않으면서일상생활에서의차량으로

동시에이용하는데에있어서는오히려단점으로부각

된다. 전후륜링크코일스프링과 Solid Axle, 여기에짧

은 Wheel Base의승차감은, Double Wishbone의탄탄한

On-road 주행감에익숙한사람들은하체에무엇인가가

▲ 2002년부터 3년간 소유했던 97 Jeep Wrangler Sport (4.0L 3-speed Auto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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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있는것이아닌가하는의심을주기에충분하다. 

개인적인사정으로정들었던 Wrangler를처분하고새

로선택하게된것은Cherokee (XJ)이다. Cherokee는1984

년까지는풀사이즈 Jeep으로생산되던것으로1984을

기점으로지금처럼작아진크기의 SUV로생산되기시

작하여그형태를거의그대로유지하다가 2001년에단

종되었다. Cherokee는최초의Uni-body로서일반프레임

형태의에비하여무게가가볍고, 작은외형과지상고에

비하여 넓은 실내공간을 제공한다. Modification된

Wrangler의우람한모습에압도된사람이Wrangler에승

차하는순간너무도좁은실내공간에놀라는것에비하

면Cherokee는정반대의인상을준다. 

뭐니뭐니해도Jeep Cherokee의특징은전륜Solid Axle

이다. Jeep Wrangler, Grand Cherokee와함께Jeep은21세

기까지소형 SUV에전륜 Solid Axle을고집해오다가,

최근에는 Jeep Wrangler를제외하고는모두 Independent

Suspension으로바뀌었다. Jeep의철학이무너지는것같

아개인적으로는매우가슴이아프다. 트럭에서나볼수

있는전륜 Solid Axle은구조가간단하고내구성이좋은

반면에On-road운전시매우어색한느낌을준다. 특히승

용차에익숙한운전자는Bump를만날때마다가슴이철

렁하는 공포를 느낄 수 있다. 코너를 돈 후에 Steering

Wheel이자동복귀되는것을바라다가는큰사고를칠수

있다.

하지만, Solid Axle은 Independent Suspension차량으로

서는넘을수없는벽을 Off-road에서보여준다. 필자의

최강 갤로퍼가 가졌던 원초적인 한계가 이것이다.

Independent Suspension 차량은한쪽전륜을바위에올

려놓는순간다른쪽바퀴도접지력을잃게된다. 그러나

Solid Axle은다른한쪽을힘껏눌러줌으로써접지력을

확보하고, 따라서매우강력한 Grip Force를발휘한다.

필자가 Jeep을사랑하는가장큰이유가바로전륜 Solid

Axle이다. 오늘도 Daily Driver Jeeper들은다음번에있

▲ Jeep Cherokee의 전륜 Solid A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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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Trail Run을기대하며불편한도로운전을즐기고있다. 

Cherokee의전륜은 5링크코일스프링에Solid Axle이

며, 후륜은판(leaf) 스프링오버Axle 구조(스프링이Axle

하우징위에장착)로되어있어일반적인픽업트럭과비

슷한구조를가지고있다. 같은모델이면서픽업트럭인

Jeep 코만치가언더 Axle 구조인것을보면조금은의아

한생각도든다.

3. Cherokee의구매
Cherokee를구매하기로결정한필자는, 가급적이면

연식이가장우수한 2001년형을구하려고마음을먹었

고, 그것을바탕으로몇개의차량을볼수있었다. 필자

가구입당시에는 Cherokee에대해서잘몰랐고선택의

여지가없었지만, 새로구매하는사람들에게는선택의

폭이있다면반드시 Tow Package가있는것을구매하기

를권장한다. 토우팩키지는단순히후륜히치리시버를

달아주는것이아니고,일부연식에서는 Dana 44 Axle,

트랜스미션오일쿨러, 대형라디에이터가추가된다. 결

국필자가구매한것은네바다주에서 2001년에출고되

어줄곧한명에게소유되었던 Cherokee Limited 에디션

이었다. 다만의아했던것은Limited 앰블렘이달려있고,

풀사이즈스패어휠, 바디컬러펜더플레어, 16 Inch 알

루미늄휠, 가죽스티어링휠, 오버헤드콘솔, 운전석파

워시트, 무선도어개폐장치등Limited사양이나, VIN을

확인하면클래식버전으로나온다. 참고로 2001년에는

모두 4.0 엔진버전만출고되었다.

1997년도부터생산된 Cherokee의실외및서스펜션

구조는전륜및후륜 Axle, 연료탱크및범퍼, 펜더플레

어정도외에는거의동일하나, 실내는YJ에서TJ로의변

화와비슷한변화를하였다. 실내는마치 Wrangler TJ를

보는듯하다. 다만천정에오버헤드콘솔과운전석및조

수석선바이져에거울및조명이있는것을보면Wrangler

와는그목적을조금은달리한다는생각을가지게한다. 

▲ Jeep Cherokee의 후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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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양을 살

펴보면 I-6엔진, AW-4

자동4단 Aisin 트랜스

미션, NP-231 트랜스퍼

케이스등 Wrangler 소

유자에게는매우친숙

한구성으로되어있다.

전륜구성은트랙바와

스태빌라이져를 제외

한다른구성이Wrangler

TJ와동일하다. 엔진은

최근 TJ와같이디스트

리뷰터가없는코일레

일방식으로되어있다.

전륜은Dana 30이고후

륜은Chrysler 8.25 Axle

이달려있다.

초기의 Cherokee에

사용된 후륜 Axle은

Wrangler와같이 Dana

▲ 2001년식 Jeep Cherokee의 실내

▲ Chrysler 8.25 후륜 Axle 과 Mopar Gas Tank Skid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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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였다가, 후에 27 스플라인의 Chrysler 8.25로바뀌어

장착되어있다. 국내에서볼수있는Chrysler 8.25는대개

27 스플라인으로 Dana35와같은사양이나, 링기어크기

가 크고, Axle 튜브가 두껍다. 이 당시 일부 옵션으로

Dana 44의후륜Axle이장착된Cherokee가잠시출고되

었다가, 최근에는모두 29 스플라인의 Chrysler 8.25가

장착되었다. 29 스플라인의Chrysler 8.25는강성면에서

Dana 44와거의동일하다. 그러나단점으로는 Dana 44

에비하여Locker의선택폭이상당히좁다는것이있다. 

불행히도전소유자의취향이주행에이득이되는편

의사양은거의장착을하지않은것으로보여서, ABS와

트랙락이없었고, 일반사양의라디에이터가달려있었

다. 필자가이글이일부내용을처음썼던 5월의낮기온

이 110도를훌쩍넘어가는 Arizona Tempe의온도를생

각하면그리좋은선택은아니었던것으로생각된다.

4. 차량의일반정비
우선필자의 Cherokee를구매할시의첫느낌은외관

이매우잘보존되었다는것이었다. 특히습기가거의없

는네바다와아리조나의기후덕분인지바디의상태는

출고당시의상태를그대로보존하고있었다. 그러나단

점을살펴보면, 주행거리가 5만 6천이었기때문에슬슬

이곳저곳정비에신경을기울여야하는시점이란것과,

테스트주행에서도엔진마운트등이이미경화되었다

는느낌을받은것등이었다. 하지만전체적인상태가

2001년형이라는것을감안하면아주만족하는수준이

었기때문에결국구매를결정하였다.

4.0 Inline Six Engine

Cherokee 2001 Limited의엔진룸은 Wrangler와매우

비슷하지만ECU의위치, 냉각팬및라디에이터, 와셔액

통등몇몇부품들의위치를달리해서익숙한사람은다

른차량이라는것을쉽게구분할수있다. 2001형은최근

Wrangler TJ와같이디스트리뷰터가없는형태로되어있

으며이전모델에비하여 20마력정도출력이높다. 

구매후일단정비에들어갔다. 우선엔진마운트와트

랜스미션마운트를교체하였다.트랜스미션마운트는이

미깨져있었고, 엔진마운트도상당히주저앉아있는상

태였다. 교체후아이들상태의엔진진동이놀라울정도

로개선되었다. 운전석파워윈도우락스위치가간헐적

으로동작하지않아교체하였고, 엔진오일, 트랜스미션

오일, Transfer case 오일, 전후디퍼런셜오일을모두교

체하고, 점화플러그, 코일레일어셈블리를교체하였다.

이정도의정비로차량의상태는상당히회복되었고, 만

족할만한상태를보여주었다. 

5. Transfer case 진동
차량이어느정도정비가되자잡소리에신경이쓰이

기시작했다. Modification된소프트탑 Wrangler를타면

서는상상을못했던일이었다. 2륜에D 상태로아이들하

는경우실내어디에선가드륵드륵하는소리가간헐적

으로들렸다. 결국이소리의근원이플로어아래에서들

리는것이고, Transfer case레버에서들린다는것을알았다.

북미협회게시판을모두뒤져서수년전 Transfer case

레버진동문제를 Jeep 회사에서인정하고이를개선하

는간단한키트를판매하게되었으며보증기간내의차

량의경우장착공임을돌려주었다는사실을알게되었

다. 키트는현재에도구매가능하여인터넷으로주문하

였다. 그런데물건이도착하기전까지, 이키트가나온것

이이미수년전의일인데현재소유하고있는 Cherokee

는이이후에출고된것이라이미이설계가반영되어있

어별다른개선이없을것이아닌가하는걱정을해야만

했다. 

그런데키트가도착하고본결과이키트가반영이안

되어있는것을확인했다. 이제문제는장착이었는데, 차

량밑에서작업을하면되는지, 실내에서작업을하면되

는지알수가없었다. 그동안이론에만충실하고실제에

소홀했던것이라직접작업을하는것에별로익숙하지

않아, 주말에날을잡고시작했다. 결국실내운전석의자

까지들어내고카펫을들추고볼트를위에서풀어내고,

아래에서는 Transfer case 레버어셈블리를다분해한후

에장착이가능했다. 볼트를발견할때마다렌치등을다

시사러가야하는등반나절을모두소비하고장착을완

료했다. 장착결과, 잡소리가모두사라졌고현재까지아

무문제가없다. 반나절을투자한값어치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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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견인포인트의확보
국내에판매되는 Wrangler를보면견인훅이매우초

라하다. 험로를주파하기위해서설계된차량임을감안

하면너무도부족한사양이다. 많은사람이애프터마켓

범퍼등을교체하면서견인포인트를마련한다. 

필자의 Cherokee는한술더떠서전후에견인포인트

가아예없었다. 단순히인터넷으로견인후크를주문해

서장착을하려고보니, 장착포인트도없었다. 정신을차

리고자료를검색한후에전륜은토우후크부라켓도장

착을해야한다는것을알았다. 가까운 Chrysler 대리점

에부품을주문하러갔는데, 이제단종되어나오지않는

다는답을들었다. 이곳에서도단종된지불과 4년도되

지않은차량의부품을구할수가없다니믿어지지가않

았다. 그동안친분을쌓아온캘리포니아의포휠러서플

라이의 Gary에게전화로물어보니, 부품이신통치않아

서단종되었다고한다. 다시게시판등을모조리뒤져서

전, 후륜모두히치리시버를장착하는것이가장좋다는

것을확인하였다.

후륜쪽은당연히모파제품을선택했다. 큰이유중하

나로Wrangler와같이별도의프레임이있는구조가아니

라가능한한차체에구멍을내고싶지않았다. 이런경우

에순정품이가장유리하다. 그러나전륜의히치리시버

는모파제품이나오지않아드로우히치제품을선택했

다. 구멍을 2개정도내고, 나머지는스태빌라이져볼트

홀을공유하는구조이다.  더우기After Market제품은1/4

inch 정도되는두께의제품이일반적으로너무무거웠다. 

Cherokee의경우에는후륜히치리시버의와이어링도

단종되었다. 굳이견인을목적으로히치리시버를장착

하는것이아니므로굳이와이어링이필요하지는않았

지만이왕이면와이어링도장착하고싶었다. 다행히어

렵지않게애프터마켓제품을찾을수있어서장착을완

료했다. 나중에이사할때, U-Haul에서트레일러를빌려

서히치에장착을했는데, 와이어링을아주유용하게사

▲ Front hitch receiver 장착



용하였다.

이러한장착은멋진 Garage 또는최소한 Drive Way도

아닌, 아파트공용주차장에서하였다. 동네사람들이나

중에는뭐하는사람인지지나가다물어보곤했다.  

7. Skid plate의장착
필자는차량에 Skid plate 및범퍼를장착하면서차량

무게를증가시키는것을그리좋아하지않는다.어떤사

람들은 Skid plate의재질이 1/4 Inch 철판이라고좋아하

는사람들도있지만필자는 1/8 Inch 정도면만족한다. 

Wrangler에비하면Cherokee의하체는거의벌거숭이

와다름없다. 순정 Wrangler TJ의믿음직스러운트랜스

미션 Skid plate와는달리한뼘정도의폭의트랜스미션

을 지탱하는 크로스멤버가 고작이다. 트랜스미션,

Transfer case가그대로노출된다. Cherokee의출고시업

컨츄리팩키지를선택하면전방Skid plate, Transfer case

Skid plate 및연료통Skid plate가달려나온다. 이중에서

연료통 Skid plate는순정치고제법쓸모있게만들어져,

굳이무거운애프터마켓용을달필요가없으나, Transfer

case와전방Skid plate는그리믿음이가지않는다.

필자가구매한차량은Up Country 팩키지가없는차량

이므로 Skid plate를장착하여야했다. 여기에차량의측

면을보호하는 Rock slider를추가하기로하였다. Rock

slider는Wrangler에서좋은느낌을가졌던Warn 사의제

품을선택했다. 언뜻보면달려있는지잘모를만큼차체

에붙는형태이며, 지상고를거의손해보지않게한다.

Wrangler TJ와같이프레임이없는구조이므로차체의

서브프레임에부착되는것만으로는강성을보장하기어

려워동시에여러군데에서유니바디의차체에직접부

착이되는형태이다. 연료통 Skid plate는모파순정품을

선택했다. 철판은그리두껍지않으나굴곡이적당히되

어있어강도를보강했으며 Transfer case의 Skid plate도

▲ Rear hitch receiver 장착

쉬어가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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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fer case의 skid plate 장착

▲ Rock slider의 장착

It’s a Jeep thing, you wouldn’t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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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사것을선택했다.

비교적벤딩이잘되어

있으며, 무게도가볍다.

부착되는형태도아래

에볼트가노출되지않

는형태로되어있다. 

필자가 반드시 하고

싶었던Skid Plate는Oil

Pan Skid Plate였다. 과

거Wrangler 시절, 이것

을 간과 했다가 결국

Oil Pan을교체했던경

험이있었다. 그런데구

매한 제품이 Exhaust

Manifold와 간섭이 있

어, 약간의Trim이필요

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 Oil Pan Skid Plate 장착을 위한 Trim 모습

▲ 2.5 inch lift up spring과 Oldman Emu shock의 장착

쉬어가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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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궁궐의 이해 『궁궐, 조선을 말하다』

누구나 한 번쯤은 궁궐에 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학창시절 소풍이나 수학여행으로 가기도 하고, 가족

이나연인, 친구들과함께휴일나들이로가기도한다.

사람, 자동차, 건물들로 복잡한 서울이지만, 궁궐에

들어서면 한결 여유로운 풍경을 맞게 되니 그야말로

서울의대표적인공원시설임에틀림없다. 하지만조

선시대의궁궐은누구나들어갈수있는만만한장소

가아니었다. 조선왕조내내최고의권력자와그주변

의소수만이출입할수있었던통제된공간이었다. 가

장 엄격한 공간으로 500년 이상 지속되었고, 지금은

가장 대중적인 공간으로 변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궁궐에는특별한무엇이있을것같은느낌이든다.

조재모 교수(경북대학교 건축학부)의 <궁궐, 조선

을 말하다>는 저자가 그동안 깊이 연구해 온 조선 궁

궐의‘특별함’을엮은책이다. 의례라는매우형식적

인규범과궁궐의영향관계를연구해온궁궐전문가

인저자는그동안의연구성과를묶어일반대중이쉽

게이해할수있는서술방식으로펴냈다. 저자의논리

적이고분석적인글만접해온필자는처음이책을접

했을 때 다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려운 중국의

경학서적을원문으로해석하고, 우리의궁궐과비교

하여 분석하던 저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차근

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

다. 일반대중에게소개하는전문분야의책이대부분

겪는어려움이겠지만, 건축서적은일반대중의관심

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용어를 사용하

지않고서는제대로설명을할수없기때문에대중에

게널리읽히기어려운한계가있다. 섣불리전문용어

를사용하지않으려하면진부한감상으로건축을설

명하게 될 수도 있다. 이 책은 주요 키워드를 나열해

두고 이를 하나씩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함

으로써 대중성과 전문성을 모두 잃지 않으려고 노력

했다. 하나의키워드를설명하면서무리하게다른개

념을함께설명하지않았고, 그다음키워드에서는먼

저 설명한 키워드를 확장하여 독자가 단계를 밟아가

며이해할수있도록배려해주었다. 다른책에서는긴

각주나 박스로 처리된 용어 설명이 자연스럽게 글의

조선시대 궁궐의 이해
『궁궐, 조선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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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포함되어서술된것이다. 이러한서술방식은

궁궐에 대한 지식을 정리해서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

라, 글을 읽는 내내 궁궐 답사를 함께 다니며 저자가

설명을해주는듯한방식이라편안하고쉽게읽힌다.

이 책은 서문 첫 문장을 “궁궐은 이제 죽은 건축 유

형이다.”로시작해서책의마지막문장을“지금이바

로 궁궐이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다.”로 끝맺고 있다.

‘궁궐이 죽었다’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은 과거에 절

대권력이군림했던최고의공간이그사회적기능을

잃고박제되었다는아쉬움의표현일것이다. “역사전

공자들은 궁궐을 둘러싼 사건과 인물에 관심을 두었

고, 건축전공자들은건물의형태에초점을맞추었다.

또 다른 대중적인 저술들은 문양과 상징을 이야기했

다. 나의 갈증은 그 사이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 듯했

다”라는 저자의 글에서 요즘 유행하는 ‘융합’ 또는

‘통섭’의단어를떠올리게된다. “궁궐은살아움직이

는생명체처럼늘변화하고있다.”고믿는저자는‘궁

궐을사용하는사람들의관점’(사용자)과‘궁궐을만

드는 사람들의 관점’(계획가)을 융합적으로, 통섭적

으로살펴궁궐을이야기하고자했다. 계획가와사용

자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궁궐의 운영 원리로서

저자는그동안‘의례’의문제에천착해왔는데, 이책

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궁궐 건축을 규제하는 체제’

를 통해 조선시대의 궁궐이 50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생명력을 설명해 준다. 아마도 저자가 바라고 있는

‘궁궐의 부활’은 시대를 넘어 지금의 우리와 관련된

궁궐의‘체제’가새로이만들어지기를기대하는마음

일것이다.

전체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1부, 2

부, 3부는 각각 6~7개의 주제로 장을 구성하고 있고,

각 장은 다시 2~4개의 키워드로 구분하여 주제를 단

계적으로설명한다. 

1부는 ‘궁궐, 그 복잡한 얼개’로서 궁궐에 살고 있

는사람들과그들의생활을다루고있다. 건축적인설

명에앞서궁궐의제도와분위기를이해할수있도록

해준다. 중국고대의궁궐제도가의례로서조선에전

해지고, 조선의궁궐에서는그러한의례가어떻게행

해졌는지에 대하여 궁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

으로설명해준다. 임금과신하의일상적인의례인조

회의식이궁궐의배치와관련이되고, 세분의대비를

모셔야하는성종대의특별한상황에서창경궁이만

들어지고, 선왕의 3년 상을 지내기 위해 임금의 집무

실인편전을혼전으로전용하는것등은궁궐에살고

있는사람들과그들이행해야하는의례가건축에얼

마나큰영향을주었는지를새삼알게해준다.

그림 1. 근정문에서 바라본 근정전. 근정전이 위엄 있게 보이도록 계
획된 지점이다. 조회 의식은 근정전의 마당에서 행했는데 문
무백관은 근정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근정전 마당으로
들어갔다. (p.51)

그림 2. <왕세자 입학도첩>. 왕실의 인물들은 평생의 직분을 수행하
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훈련은 정상적인 왕위 계승
을 전제하고 왕세자가 미리 책봉되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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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는‘규범과관습의타협, 궁궐의건축’으로본격

적인궁궐건축에대한설명이다. 하드웨어와운영체

제로서궁궐과의례의관계를상세하게설명해준다.

경복궁과창덕궁은왜다른배치를갖고있는가, 그러

면서도궁궐에는정전, 편전, 침전의공통된유형이왜

만들어졌는가, 시대가변함에따라궁궐건축의유형

은어떻게적응해갔는가등등조선시대궁궐건축의

흐름을명쾌하게짚어준다. 특히, 우리건축의큰특징

인온돌을통해좌식과입식건물로나누어공간의쓰

임새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

라의궁궐과다른조선궁궐을해석하는저자의혜안

을볼수있다. 

3부는‘궁궐을뒤흔든욕망’으로 1,2부의일반적인

흐름에서벗어난궁궐의모습을다루고있다. 연산군,

광해군, 흥선대원군시대의대규모궁궐공사, 창덕궁

후원과같은사적이며다채로운공간의조영, 임금의

개인적인욕망에의한사묘의운영등은 1,2부의엄격

한규범의주변에서벌어진궁궐의다양한변용을확

인시켜준다. 또, 근대로변화하는궁궐의모습은더이

상궁궐의체제가지속되지못하고, 시대에떠밀려해

체되는안타까운현실을보여준다. 근대이후현재까

지의변화과정이이책에서는소략하게설명되어아

쉽지만, 근대의체제속에서궁궐이경험한해체의과

정과 오늘날의 새로운 궁궐의 체제는 어떠한 모습과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저자의 후속 작업을 기대하게

한다.

이책에서얻을수있는또다른장점은저자가직접

그림 3. <서총대친림사연도>. 서총대는 연산군이 조성하려 했던 곳
으로 지금의 춘당지 부근이다. 궁궐은 종종 권력자의 취향에
따라 변화되곤 한다. (p.192)

그림 4. <동궐도>. 창덕궁과 창경궁 일대를 묘사한 19세기의 그림이다. 이 정도의 그림이라면 정사 기록에 등장할 법한데 관련 기록이 전무하
다. 그림을 통해 1830년을 전후해 화원 계통이 그렸다고 짐작할 뿐이다. (p.108)

조선시대 궁궐의 이해 『궁궐, 조선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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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한궁궐곳곳의사진, 궁궐을묘사한옛문헌자료,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는 점이

다. 글과함께적절한그림으로독자의관심을끄는저

자의세심한배려가엿보인다. 대신에현재궁궐의도

면에 건물의 관계를 분석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건축적 분석을 통해 궁궐을 이해하는 것보다 공간에

직접 들어가서 궁궐을 이해할 것을 권장하려는 저자

의의도로보인다. 한눈에배치도를통해궁궐을조망

하면서이해하고싶지만, 저높은하늘에서조감하지

않고실제로경험할수있는눈높이로공간을체험할

것을권하는저자를의도를따르고싶다. 그래도건물

명이표기된잘편집된각궁궐의배치도가있었으면

글을읽으면서참고할수있었을텐데, 아쉬움이남는다. 

책을다읽고나서, 어느휴일에궁궐이곳저곳을다

니면서이책을읽었으면좋았겠다는후회를했다. 경

복궁근정전월대한켠에걸터앉아서장엄한조하의

식을상상해보거나, 창덕궁후원에서연산군이계획

했던서총대를생각해볼수도있고, 덕수궁석조전앞

에서근대적인체제에잘적응한가상의궁궐모습을

떠올려볼수도있을것이다. 

이책을통해궁궐에서즐거운상상을해보실것을

공학교육학회회원여러분께권합니다.

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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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인증관련정책의연구및조사를통해토론의장을마련하여상호정보공유를목적으로하여지난 9월14일

(금) 부경대학교용당캠퍼스한미르관에서한국공학교육학회, 부경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 WISET동남권사

업단후원하에제 2회부산경남지회학술대회를개최했다. 부산·경남권대학의공학교육연구에관심을가지

고있는교수, 연구원, 학생등약백여명이참석하여공학교육에관한학술활동을펼쳤다. 이번학술대회에는

기존의공학교육인증일반, 공학교육교수법, 공학교육학습법, 공학설계, 공학교육의국제협력, 공학교육의국

제이슈에여성공학이추가되어총 39편의논문이발표되었다.

(사)한국공학교육학회
부산·경남지회

지회소식



▶ 제4차정기이사회개최

2012년9월7일(금) 한국기술센터기술인클럽용궁에서제4차정기이사회가개최되었다. 이날회의에는김문겸회

장, 허준행총무부회장, 오명숙국제부회장, 문영식학술부회장, 김태우출판홍보부회장, 송광호총무이사, 정대용학

술이사, 김운경국제이사, 최기흥국제이사, 조형희논문집출판이사, 이원석공학기술교육이사, 문일사업이사, 유재

하회원관리이사가참석하였다. 이번공학교육학술대회는 2012 공학페스티벌과동시에개최를하기로하였으며, 양

행사의주최기관들이서로상호협력하여학술대회와공학페스티벌이성공적인공학인의축제가될수있도록한뜻

을모으는것에주력해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 또한Global session (Plenary session) 초청연사와ASEE가공동후원

하는국제특별세션의구성에대해논의하였다. 작년부터개설된공학전문학회세션이올해보다많은참석자들의호

응을얻을수있는공학교육학술대회만의특별세션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큰노력을기울여야하며, 교육자뿐

만아니라공학대학생에게도양질의학문적도움을줄수있는학술대회가될수있는방안에대하여논의하였다.

▶ 2012 공학교육학술대회포상위원회개최
2012년 10월 31일(수) 한국기술센터한국공학교육학회사무국에서학술대회포상위원회가개최되었다. 이번회의

에는허준행총무부회장, 김태우출판홍보부회장, 송광호총무이사, 정대용학술이사가참석하였으며, 2012 공학교

육학술대회포상후보자명단을선정하였다. 올해는특히우수강의록수상후보자들의경쟁이치열하였으며, 공정한

심사에만전을기하였다. 시상식은학술대회개최일은 2012년 11월 22일에이루어질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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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정기이사회개최

2012년 10월 19일(금) 서울팔레스호텔다봉에서제5차정기이사회가개최되었다. 이날회의에는김문겸회장, 문

영식학술부회장, 정대용학술이사, 이원석공학기술교육이사, 강호정학회지편집이사, 조형희논문집편집이사, 한경

희홍보이사, 최기흥국제이사, 김지현사업부문기관이사가참석하였다. 이번이사회에서는학술대회를한달남짓

남긴시점에서행사를성공적으로개최하기위한여러방안에대하여모색을하였다. 제주도가아닌수도권에서하는

첫행사인만큼학회회원과학술대회참가자들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원활한행사가될수있도록신경을써야한다

는의견과보다전문성있는세션구성을위해기존학술대회때와다른새로운세션을개설하여야한다는지적도나

왔다. 또한이번 2012년한해동안의학회행사와사업에대하여정리하며학술대회및남은일정들에대해서도최선

을다해야한다는의견으로마무리를지었다.

▶ 국제부소식
한국공학교육학회국제부문오명숙부회장(홍익대학교화학공학과)이 IFEES(국제공학교육협의회) 집행위원회

위원으로선출되었다. 집행위원임기가만료되면바로아시아지역부회장으로활동을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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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PEB 대표단공인원방문
•지난 9월 6일싱가포르 PEB(The Professional Engineers Board Singapore)의 Lau Joo Ming 회장, Ong See Ho 위

원, Chin Jen Chyi 등록사무소장등 3명이공인원을방문하였다. 이날김정수국제협력위원장의주제로공인원

및공학교육인증제도를소개하는시간을가졌으며, 민경원인증사업단장, 기술사회허남국제협력위원장, 임강

옥정책실장등이참석하였다.

•PEB 대표단은한-싱 FTA에따른기술사제도의상호협력, 공학인증졸업생의학력인정등의논의를위해우리나

라를방문하였다.

▶ 제1회공학기술교육인증포럼
•제1회공학기술교육인증포럼이 9월 14(금) 14시 20

분부터 18시까지프레지던트호텔아이비홀에서개

최되었다. 제1회공학기술교육인증포럼은공학기술

교육인증관련업무를맡고있는교수및연구원들을

대상으로공학기술교육의발전및공학기술교육인

증제도의이해를돕고우수운영사례의공유를통해

인증제도의확산을도모하기위해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공학기술교육인증포럼의취지및방향,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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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왼쪽부터 엄강옥 실장, 허남 위원장, Ong See Ho 위원, Lau Joo Ming 회장, 
민경원 단장, Chin Jen Chyi 등록사무소장, 김정수 위원장



기술교육인증제도현황및향후계획, 공학기술교육인증학위과정이렇게준비하였다(대덕대학교), 영남이공대

학교공학기술교육인증학위과정운영사례, 졸업생역량평가체계모델개발사례에대한주제로진행되었으며,

질의응답시간을통한활발한토의가이루어졌다.

▶ 제4회솔라카경진대회
•제4회솔라카경진대회가 10월 6일(토), 여의도한강

공원에서개최되었다. 22개대학40개팀이본선에진

출하여주행부분및디자인부분심사를진행하였다.

•대학생들에게 Solar Energy를보다현실적으로인식

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 Solar Energy에대한관

심을유발하고자하며, 창의적인설계능력, 의사소통

능력, 팀워크능력등을배양하여, 궁극적으로산업

체에서필요로하는인재를육성하고자하는것이솔

라카경진대회의개최목적이다.

▶ 2012년인증절차개선(안) 공청회

•인증절차개선(안) 및융·복합프로그램인증방안에대한공청회가 10월 17일(수)에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공청회에서공학교육인증절차개선(안), 융복합프로그램인증방안주제로진행되었으며, 패널

토의및자유토론시간을통하여활발한토의가이루어졌다.

▶ 제6회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시상식및포럼
•제6회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시상식및포럼이 10월 24일(수) 14시부터 18시까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회대회의실에서개최되었다. 제6회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에서는총181편의작품들이2차심사를거쳐대상

1편, 금상 6편(분야별 1편), 은상 12편(분야별 2편), 동상 18편(분야별 3편)으로 37편의우수작품이입상하였다.

시상식을통하여우수작품에대한상장과장학증서를전달하였으며, 심사위원, 대상지도교수, 대상학생의강평

및제작후기에대한발표도진행되었다. 공학교육발전포럼에서는‘나, 글로벌인재를향하여’ 그리고‘지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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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그리고미래’라는주제로발표가이루어졌다. 또한입상한포트폴리오를전시하여참석자들과함께우수작

품을공유할수있는시간도마련되었다.

▶ 2013년인증평가대상프로그램PD초청간담회

•2013년인증평가대상프로그램PD초청간담회가 2012년 10월 25일서울건설공제회관과 26일대전유성호텔에

서각각개최가되었다. 2013년공학교육인증평가 39개대학 277개프로그램을대상으로개최된 PD초청간담회

에는서울 96명, 대전 136명의PD교수와대학담당자가참석하였다

•2013년인증평가대상대학의원활한인증평가준비를위한PD초청간담회는 2013년적용인증기준을중심으로

인증평가의주요사항및대학에서준비해야할사항들에대하여교육이이루어졌으며, 2013년적용인증기준을

포함하여판정가이드와자체평가보고서작성과관련한안내도이루어졌다.

•공학교육인증원의발표후대학의인증평가진행및준비와관련한문의사항에대한질의응답이이루어졌다.

•2013년인증평가대상 PD 초청간담회를참석한대학은이후자체평가보고서를작성하여공인원에제출하여

2013년 4월중방문평가가예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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