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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mechatronics fusion curriculum in Handong Global University. The execution of the 

program, which has been more than ten years long, is presented in the paper. The research indicates that changing the double 
major program from mechanical and metal engineering to mechanical and electronics control engineering resulted in dramatically 
increased number of students in the program and increased number of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graduating students. Percentage 
of satisfaction on the double major program was the highest from students enrolled among ten double major programs in the 
school. Overall grade average was significantly improved in junior year students compared to sophomore year students indicating 
the students became more engaged in their studies after having been trained in the program for one year. It is believed that 
multiple hands-on experiments and class projects conducted throughout the course assisted the development of the new curriculum. 
The study shows that the mechatronics fusion program is promising since it is relevant to the need of current age of industrial 
field that demands engineers with multidisciplinary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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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메카트로닉스라는 단어는 1969년 일본 야스카와(Yaskawa) 

전기의 엔지지어가 전기모터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과정에서 처

음 사용하였고, 그 후 기계류(‘mechanics’ or ‘mechanism’)에 

전자부품(‘electronics’)을 장착하여 지능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1]. 초기에는 일본과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었으며 영국과 미국의 산업계 및 학계에는 

메카트로닉스라는 개념이 보다 천천히 도입되었다[2]. 1990년

대 중후반부터 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메카트로닉스의 

개념은 물리적인 모든 시스템에 컴퓨터와 제어 및 소프트웨어

를 융합하여 디자인, 제조, 산업제품의 작동과 의사결정에 있어

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단어로 진화하게 되었다[3~6].

2005년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는 7개 국가의 42

개의 프로그램이 학부과정에서 워싱턴어코드에 따른 메카트로

닉스 인증을 받았으며, 대부분 영국과 호주에 분포되어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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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는 2010년 현재 4개 대학교의 학부과정에서 메카

트로닉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비전기전자(예; 기

계) 교과과정에 메카트로닉스 교과목이 도입된 대학교는 매우 

많고 학사학위는 아니지만 미국의 유타대학과 같이 메카트로닉

스 특별과정(‘certificate’)을 도입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 메

카트로닉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미국의 기계학회와 전자공학

회는 1996년부터 공동으로 메카트로닉스 논문집(IEEE/ASME 

Journal of Mechatronics)을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기계학

회에서 매달 발간되는 ‘Mechanical Engineering Magazine’에

서는 메카트로닉스 기술의 진화를 소개하는 글을 매년 특집 이

슈로 다루면서 미국공학교육에 메카트로닉스 과정을 도입할 필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2].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

(Mechanical and Control Engineering; MCE)는 1995년의 개

교 몇 년 후부터 기계와 전자제어를 복수전공하는 학부로 방향

을 바꾸게 되었다. 2000년에 기존의 금속공학전공을 제어시스

템전공으로 바꾸어 기계공학과 제어공학을 복수전공하는 기계

제어공학부가 되었고, 기존의 기계 관련학과에서 배우는 전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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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및 제어 과목들의 범위와 깊이를 크게 넓혀 메카트로닉스 인

력을 키우는 학부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에서는 미래 산업을 키우기 위한 기술로드맵을 구성하고 메

카트로닉스 산업을 국가주력산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다. IT기술의 발전에 힙 입어 기존의 메카트로

닉스의 개념이 단순한 기계부품과 전자부품의 결합으로부터 전

체 물리적 시스템에 적용되는 다학제적이고 융합적인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기전융합기술(fusion mechatronics)’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2005년, 

본 학부에서는 기전융합기술에 맞도록 제어시스템전공의 이름을 

전자제어전공으로 바꾸었으며 교과과정을 다시 정비하였다[8].

국내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대학원의 실험실이 아닌 학

부에서 메카트로닉스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교가 생겨나기 시작

했다. 대표적인 학교로는 창원대학교의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충

남대학교의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강원대학교의 기계메카트로닉

스공학과 등이 있다. 창원대학교의 경우,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안에 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전공,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제어계측공학전공 등의 5개 전공이 있다. 5개 전공이 1, 2학년 

때에 공통으로 수강하는 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는 전공별로 교과과정이 다르므로 5개의 각 전공에 해당되는 인

재를 배출하고 있는 학부로 볼 수 있다. 강원대학교와 충남대학

교의 경우는 메카트로닉스공학과가 독립된 학과로 존재한다. 그

러므로 기계와 전자제어가 융합된 메카트로닉스 전문 인력을 교

육하고 있는 학부로 볼 수 있다. 산업체의 경우, 대표적으로 삼

성전자의 메카트로닉스 사업부를 들 수 있으며 메카트로닉스 관

련 사업을 수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전융합기술교육을 지향하는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의 교

과과정을 소개하고 그 동안의 실행결과를 평가함으로서 기전융

합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기전융합 교과 과정

미국기계학회와 전자공학회(IEEE/ASME)는 메카트로닉스 기

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7].

-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의 발전적인 결합

- 제품의 설계, 제조 및 프로세스에 있어 지능적인 컴퓨터제어

-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제어공학이 융합된 통합설계

한편, 미국의 메카트로닉스 전도사라 불리는 RPI대학의 Craig 

교수는 메카트로닉스를 설계과정에서 기계, 전자, 컴퓨터, 제어

공학의 시너지적인 융합으로 말하고 있다. 그는 메카트로닉스 

교육의 성공 요소를 아래 두 기술, 즉, 해석기술과 실험적 구현

에 대한 균형으로 들고 있다[9].

- 물리적 시스템의 모델링과 해석 및 동적시스템에 대한 제어 

설계(아날로그와 디지털)

- 모델과 해석(시뮬레이션)에 대하여 실험을 통한 검증과 어떻

게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핵심 이슈를 이해

하는 것

기존의 기계공학프로그램에 메카트로닉스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는 메카

트로닉스 전공학생들의 교과과정과 기계전공 학생들의 과정이 

같다가 3학년 2학기부터 메카트로닉스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수

강하도록 하고 있다[10]. 그러나 메카트로닉스 교과과정으로의 

노출이 일찍 시작되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학년부

터 메카트로닉스 과목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서던폴리

텍 주립대학(SPSU)의 메카트로닉스 프로그램의 경우는 교과목 

트랙을 기계과목 23학점, 전기전자과목 20학점, 메카트로닉스

과목 14학점, 컴퓨터 프로그램과목 8학점으로 배분하여 저학년

부터 각 트랙별 교과목을 골고루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7]. 사

우스캐롤라이나대학의 Giurgiutiu 교수는 메카트로닉스 교육에 

있어서 마이크로프로세스를 통한 프로그램 능력과 센서, 액튜애

이터 등의 외부기기와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실습 및 프로젝

트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였다[11].

위와 같은 메카트로닉스기술의 정의와 교육의 핵심요소 및 교

육과정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갖고 기전융합커리큘럼을 만들었다. ‘기계

요소와 전기전자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하드웨어 구현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컴퓨터를 이용한 제어

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능적인 시스템을 구현한다.’ 

이를 위하여 Table 1에 도시된 것과 같이 본 학부의 교과과정

을 크게 기계공학전공과 전자제어전공으로 나누었다. 학생들은 

복수전공인 기계전공 33학점과 전자제어전공 33학점을 이수하

여야 한다. 각 전공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목의 발전 플로우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하여 몇 개의 트랙으로 나눠진다. 기계전공

은 기계설계제작트랙과 기계성능해석트랙으로 구성되며, 전자제

어전공은 전자회로트랙과 전자제어트랙으로 구성된다. 한편, 두 

전공 모두 인정되는 공통트랙으로서 마이크로나노시스템과 종

합설계트랙이 있다. 본교는 대학의 방침 상 필수과목을 많이 두

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학부에서는 캡스톤설계에 해당되는 창

의공학설계와 기전융합설계만 필수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선택

적으로 수강하여 두 개의 전공(기계 및 전자제어)에서 각 33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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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urriculum of Mechanical and Control Engineering (MCE) of Handong Global University (HGU; Revised in 2005)

Major Track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2nd Semester 1st Semester 2nd Semester 1st Semester 2nd Semester 1st Semester 2nd Semester

Mechanical 

engineering

Machine design 

& manufacture
기계제도

－기전재료 및 
공작법

－3차원캐드

－기계요소설계
－기구설계

－생산공학과6시그마
－공기조화냉동

시스템설계 
－차세대에너지

Machine 

performance 

analysis

－정역학
－열역학

－동역학
－유체역학

－고체역학
－열전달

－열동력
－열유체실험 

－기계진동학
－수치해석

－전자장비냉각
－응용수치모델
－CAE기계설계해석

Electronics 

control 

engineering

Electronic 

circuit

－제어회로1

－제어회로1

실험

－제어회로2

－제어회로2

실험

－디지털로직
－디지털로직실

험

Electronic 

control
자동제어

메카트로닉스
계측실험

－임베디드컨트
롤러1

－제어시스템설
계

－머신비전 

－임베디드컨트롤러2
－로보틱스
－신호및시스템

Common

Micro-nano 

system
반도체공학 마이크로머신 플라즈마공학

Capstone design 공학설계입문 창의공학설계 기전융합설계

Total credit 3 11 17 18 27 24 16

점 이상을 채우도록 하고 있다.

Table 1에 제시된 교과과정은 기전융합교육에 꼭 필요한 교

과목을 트랙별로 배치하였으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3학년 2학

기까지의 과목들을 거의 수강하고 4학년 과목에 대하여 선택적

으로 듣고 있다. 본 교과과정은 학부 내의 7명의 교수진에 의해 

강의되고 있으며, 기초회로과목(제어회로, 디지털로직), 반도체

공학, 기초역학과목(유체역학, 고체역학), 응용역학의 경우는 전

산전자공학부 및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의 유사과목을 수강하여

도 인정하고 있다.

기전융합기술 교육에는 실험실습을 통한 지식습득이 매우 강

조된다. 실습하면서 배우기(learning by doing or learning while 

doing)라 불리는 핸드-온(hands-on) 교과목의 운영이 절실하다

[12]. 이렇게 습득된 지식을 토대로 팀 단위로 열린 문제(open 

ended problem)에 대한 다학제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하여 본 학부에서는 전자회로, 마이컴 교육 및 

제어 관련 과목에서 소규모 핸드-온 실험실습교육을 실시하였

다. 한편, 여러 과목에서 팀 단위의 열린 문제 프로젝트를 부여

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토론하면서 배움을 극대화 하도록 돕

고 있다.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기말시험이 끝

난 이후에도 1-2주 동안 과제 마무리 시간을 갖는 것이 학부의 

전통으로 되어 있다. 한동대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도심과 

떨어진 학교 기숙사에 입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교육에 큰 도

움이 된다. 다음에서는 각 트랙별 교과과정을 소개한다.

1. 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제작트랙과 기계성능해석트랙이 있다. 기계설계제작 

트랙은 캐드설계, 기구, 재료, 제작 관련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메카트로닉스 엔지니어로서의 기본적인 설계능력을 교육하고 있

다. 예를 들어 기전재료 및 공작법에서는 전통적인 기계재료뿐

아니라 전자재료에 대한 내용과 제작법을 가르치고 있다. 기계

성능해석 트랙에서는 열, 유체, 고체, 동역학 등의 전통적인 역

학과목이 중심이 된다. 기계공학전공이 복수전공 중의 하나임을 

고려하여 모든 역학과목은 1, 2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학

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전융합기술을 지향하는 교과과

정으로 인해 전통적인 기계공학교육의 4학년과정에 포함되는 소

성공학, 윤활공학, 유체기계 등의 상위 과목은 없다. 기계기술 이

론의 근간이 되는 역학과목을 통하여 기본적인 이론 지식을 학

습하고 역학시스템을 모델링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종합

설계과제를 수행할 때에 기계공학전공에서 습득한 역학적인 지

식을 이용하여 설계를 검증하고 모델링 한다.

2. 전자제어전공

전자회로트랙과 전자제어트랙이 있다. 전자회로트랙에서는 기

초회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전자회로를 가르치며 실험을 포함

하여 총 15학점을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실습 중심

의 회로교육은 아날로그 및 디지털 전자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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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다. 전자제어트랙에서는 자동제어, 

메카트로닉스계측실험, 제어시스템설계, 임베디드컨트롤러 등으

로 구성되어 센서, 액튜애이터, 제어이론, C코딩, 하드웨어와의 

인터페이스 능력을 갖도록 돕고 있다. 예를 들어 메카트로닉스

계측실험에서는 외부기기와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계측 및 

제어를 할 수 있도록 AVR마이컴과 볼랜드C기반의 PC프로그

램 환경에서 매주 실습을 통해 배우며, 센서 및 모터를 연결하

여 폐루프 피드백 제어를 구현하는 기말 프로젝트를 부여하고 

있다. 임베디드컨트롤러 과목에서는 C언어 및 어셈블리어를 사

용하여 16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리얼타임 환경에서 동작하

는 임베디드 플랫폼을 통해 실습하며 팀별 경쟁과제를 통하여 

코딩능력과 OS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전자제어전

공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과목들은 팀 단위의 핸드-온 실습교

육의 형태로 운영된다. 기계공학도로서 전자제어에 대한 폭넓은 

지식은 종합설계과제를 수행할 때에 센서, 액튜애이터, 마이컴, 

통신 등의 하드웨어 구현 및 프로그래밍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해 

준다.

3. 공통과목

공통과목이란 기계공학전공으로도 전자제어전공으로도 인정되

는 과목을 말하며 마이크로나노시스템트랙과 종합설계트랙이 

있다. 마이크로나노시스템트랙은 이 분야의 지식을 교과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반도체공학, 마이크로머신, 플라즈마공학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다. 종합설계 트랙에는 공학설계입문, 창의공학

설계, 기전융합설계의 세 과목이 있다. 공학설계입문은 1학년을 

위한 설계입문용 과목으로서 기계제어공학부로 진학을 마음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 수강하면서 공학적 마인드와 프로젝트를 경

험하게 된다. 창의공학설계와 기전융합설계는 종래에 개별연구

라 하여 지도교수에게 개인별로 신청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학점을 받던 형태에서 종합설계(캡스톤과제)로 교과목화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

며 복학생과 휴학생을 배려하여 매학기 개설되고 있다.

창의공학설계(3학점, 3학년 2학기 권장)에서는 수행할 과제를 

찾고 조사하여 적절한 설계안을 도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강의와 과제를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기획능력, 

영어발표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며 초청세미나를 통해 현장의 관

심과 문제해결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설계 토픽으로는 

지도교수의 산학 프로젝트, 학생 자신의 아이디어, 후진국을 위

한 적정기술과제, 경진대회과제 등을 들 수 있다. 각 팀은 지도

교수를 멘토로 두고 지도를 받게 되며, 과목 담당교수는 지도팀

이 스케줄에 맞춰 과제를 진행, 발표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기

전융합설계(3학점, 4학년 1학기 권장)에서는 창의공학설계에서 

도출된 설계안에 대해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실험 및 시뮬레이션

을 통해 설계를 수정하고 하드웨어 구현을 포함한 최종 산출물

을 내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III. 실행 결과

1. 2학년 진학생 분석

본 학부에서는 2000년부터 기계공학과 금속공학을 복수 전공

하던 교과과정을 기계공학과 전자제어공학을 복수전공하는 과

정으로 바꾸었다. 우리대학은 1학년 입학 시에는 전공이 없다가 

1학년 말에 전공에 선택한다. 그러므로 2학년 진학생의 숫자를 

분석해 보면 본 학부의 전공 변화가 가져온 효과를 알 수 있다. 

Fig. 1은 2학년 진학 시점(1학년말에 전공 선택)에서 기계제

어공학부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숫자 변화를 보여준다. 1998년

부터 2000년까지는 2학년 진학생 숫자가 20~30명 사이에 분

포하다가, 복수전공을 바꾸면서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2005년부

터는 50~60명으로 안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에 복

수전공을 바꾸었지만 2004년까지는 군 입대와 휴학 등으로 기

계와 금속을 복수전공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남아 있었으므로 

2005년부터 전공을 바꾼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

된다.

Fig. 2의 2학년 진학생의 평점 평균 그래프도 학생 수의 증

가세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복수전공을 바꾼 3~4년 후부

터 학부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진학한 

Fig. 1 Number of sophomore students who chose MCE 
(Mechanical & Control Engineering) as their major 
at the end of freshmen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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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ade average of sophomore students during 
freshman year for those who chose MCE as their 
major at the end of freshmen year

것으로 볼 수 있다. 2009년과 2010년의 학점이 떨어진 것은 학

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부 정책에 맞춰 학교에서 

시행하기 시작한 상대평가제의 엄격한 적용에 기인한 것이다. 2

학년 진학생의 분석을 통해 금속전공을 전자제어전공으로 바꾸

고 기전융합교육을 시작한 것은 학생들의 학부선택에 매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2. 재학생 분석

2005년 1학기에 조사한 복수전공의 만족도 조사에서 본 학부 

재학생들은 한동대학교 전체 학부 중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13]. Table 2는 본교 10개 학부 2학년 이상 재학생 

2,240명 중의 35%인 783명이 참여한 본교 홈페이지의 인트라

넷 설문조사 결과이다. ‘해당 학부의 복수전공의 만족도는?에 대

한 학교 전체 통계는 매우 만족 또는 만족 37.8%, 보통 39.2%,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23.0%였으나, 본 학부의 경우는 매우 

만족 또는 만족 53.3%, 보통 46.7%,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0%였다. 그러므로 본 학부의 기계＋전자제어 복수전공이 큰 시

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학생들 사이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에는 최근 5년간 학년별 재학생의 평점평균과 학생 

숫자를 나타내었다. 2학년의 평점평균은 3.21로 동일기간에 조

사된 1학년 평점평균 3.22와 유사하였으나 3학년은 3.50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학년 초에 학부에 진학하여 1년간 고

생하며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실력이 올라갔고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된 결과로 판단된다. 4학년에서는 평점이 3.38로 다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취업 및 졸업과제 수행으로 인

Table 2 Survey results for contentment of double majors 
run in HGU (spring semester, 2005)

School average
Mechanical and 

Control Engineering

Very high or high 35% 60%

Average 40% 40%

Low or very low 25%  0%

Table 3 Grade average and number of students enrolled 
in MCE in recent five years

Grade average Number of students

Year Semester Sophomore Junior Senior Sophomore Junior Senior

2006 1 3.21 3.52 3.34 55 38 42

2006 2 3.23 3.51 3.34 54 34 44

2007 1 3.16 3.50 3.39 58 42 46

2007 2 3.19 3.48 3.43 49 49 40

2008 1 3.25 3.58 3.39 55 48 45

2008 2 3.26 3.59 3.38 51 43 53

2009 1 3.24 3.48 3.39 72 59 49

2009 2 3.24 3.51 3.36 61 61 72

2010 1 3.15 3.43 3.39 56 54 78

2010 2 3.17 3.37 3.36 45 47 72

Average 3.21 3.50 3.38 55.6 47.5 54.1

해 학과목 집중력이 떨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각 학년별 학생 숫

자는 50명 내외이며 이는 학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소규모 단

위의 실험실습 중심의 교육에 적절한 숫자이다. 4학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취업, 대학원 진학, 유학으로 인해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졸업생 취업 분석

Table 4에는 최근 6년간 졸업생의 취업률과 취업분포를 나타

내었다. 졸업생의 취업률은 꾸준히 평균 9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대학의 10개 학부 중에서 1위에 해당된다. 대

학원 진학은 매년 10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으나, 대기업 취업률

이 상승하고 있다. 2006년~2008년까지의 3년간 대기업 취업 

평균은 전체졸업생의 42.3%였으나 2009년~2011년 3년간 평

균은 56.0%로 증가하였다. 대기업 취업자에 대해 분석해 보면,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전자회사로의 

취업이 압도적으로 많았었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2006

년~2007년에는 기계계열회사와 전자계열회사의 취업비율이 거

의 비슷하다가 2008년부터 기계계열회사로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2011년까지 3년간의 통계를 비교하면 기계계열

회사로의 진출이 전자계열회사보다 2배 정도 많았다. 이는 최근 



기전융합 교과과정 개발과 실행결과 분석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5(2), 2012 63

Table 4 Percentage of employment and distribution of employment of graduating students of MCE in recent six years

Year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Employment rate 100% 90.0% 88.0% 100% 82.8% 90.3%

Large company (mechanical-related) 2 8 10 12 15 16

Large company (electronics-related) 4 7 2 7 7 8

Graduate study 7 10 10 10 10 7

Small company, research institute, officials, etc. 1 1 9 5 1 3

Military service, unemployment 0 4 3 1 6 8

Total 14 30 34 35 39 42

중공업의 호황으로 인해 졸업생들의 선호도가 기계계열회사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계열 회사로 취업한 졸업생의 경

우에도 전자제어 계통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며(예, 현

대자동차), 전자계열회사로 취업한 졸업생의 경우에도 기계설계

생산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졸업생의 취업 계열 비교가 

기계업무냐 전자업무냐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된다. 기전융합 교육을 통해 취업의 문이 넓어졌고 기전융합인

재를 원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여겨

진다. Table 4에서 우리학부 졸업생의 최근 3년간의 취업현황

은 대기업 56%, 대학원 23%, 기타 21%로 요약된다.

IV. 토 의

IT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기계, 전자, 컴퓨터 및 제어 

기술이 융합된 메카트로닉스 기술은 산업전반에 걸쳐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을 요구하면서도 상품 주기가 짧

아진 산업현장에 다학제간의 기술 융합으로 동시공학적인 접근

을 가능케 하는 메카트로닉스 기술 인력의 요구가 가속화되고 

있다. 컴퓨터 인터페이스카드와 랩뷰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미국 

내쇼널인스트루먼트사의 매니저인 Dobberstein은 설문조사에

서 세계적인 기계제작회사 30개 업체 중에서 29개 업체가 시장

이 요구하는 기계의 복잡성은 증가하는 반면에 제조기간은 짧아

지고 있다는 답변을 토대로 기계공학에 있어서 메카트로닉스 컨

트롤 사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1]. 국

내에도 번역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메카트로닉스와 계측시스

템’이라는 책의 저자인 콜로라도대학의 Alciatore교수는 기계공

학 교과과정에서 메카트로닉스 관련 교과목을 저학년부터 포함

시키고 관련 프로젝트를 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1]. 스탠포드

대학에서 메카트로닉스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Carryer교수는 

기계공학전공 학생들에게 메카트로닉스 마인드를 심는 것의 중

요성을 교과목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14]. 미국에서 

메카트로닉스 전도사라 물리는 RPI공대의 Craig교수는 앞으로 

전통 기계공학 교육과정이 메카트로닉스적 교육으로 방향을 맞

추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9]. 특히, 메카트로닉

스 배경을 가진 기계엔지니어는 다학제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으로 인해 프로젝트 팀 리더 및 회사의 매니저로 승진할 기회가 

더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에서는 2000년부터 기계공학과 전

자제어공학을 복수전공하는 기전융합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이상 실시해 온 기계와 전자제어

가 융합된 교육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금속공학전공을 

전자제어전공으로 바꾸면서 2학년 진학생 숫자가 크게 증가하

였고 졸업생의 취업문이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학부 진입

생 숫자와 졸업생 취업은 모든 대학의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고민

일 것이다. 본 학부에서는 기계관련 산업 흐름의 분석을 통해 

기존의 기계＋금속전공을 기계＋전자제어인 기전융합전공으로 

바꿈으로서 이 두 가지 고민을 풀 수 있었다. 한동대학교는 1995

년 개교 시부터 무전공 무학부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1

학년말이 되어야 학부를 선정하므로 학부의 정해진 인원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각 학부는 적절한 2학년 진입생 숫자를 확

보하기 위해 학부설명회, 교수 면담, 동아리 활동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본교의 입학 정원은 700명 

내외에서 거의 바뀌지 않았으며, 이공계 기피현상과 생명공학 열

풍 및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인해 공학계열 지원자들이 줄어든 것

을 고려하면, 2학년 진입생 숫자가 20~30명을 유지하다가 50 

~60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전공 선

택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 3은 본교의 공학계열 

학과 3개 프로그램의 2학년 신입생 수를 비교하고 있다. 2000

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을 비교해 보면 전산전자공학부와 공

간도시환경공학부의 2학년 진입생은 감소를 보인 반면, 기계제

어공학부 학생 수는 복수전공을 기전융합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안정세에 들어서는 것

을 볼 수 있다. Fig. 3에서 1998년~2000년 3년간의 진입생 수 

평균은 기계제어 24명, 공간환경 59명, 전산전자 78명(총 161

명)으로서 기계금속프로그램의 진입생 수가 3개 공학부 전체 진

입생의 14.9%에 불과하였으나, 10년 후인 2008년~2010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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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number of sophomore students who 
chose engineering programs at the end of freshmen 
year

근 3년간의 평균은 기계제어 56명, 공간환경 31명, 전산전자 

64명(총 148명)으로 바뀜으로서 기계제어공학부의 진입생 수가 

3개 공학부 진입생의 37.8%로 크게 증가하였다.

본 학부의 이러한 변화는 Jones. et al.이 보고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대학에 개설한 메카트로닉스 프로그램에 신입생 등록

률이 증가한 것과 일치한다[10]. 1990년대 말의 IT 열풍의 영

향으로 오클랜드대학에서는 컴퓨터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의 신입생 등록률이 증가한 반면 전통 기계공학과의 등록률은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기계공학에 IT교육을 융합한 메카트로

닉스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의 관심과 등록률이 상승하였다. 

뉴질랜드 산업체 조사에서도 메카트로닉스 프로그램의 개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응답이 나옴으로서 이 대학에서는 기존의 

기계공학과와 따로 운영되는 메카트로닉스 프로그램을 2001년

에 시작하였다. 

본 학부에서는 지금까지의 교과과정 운영을 분석하면서 커리

큘럼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 사항은 메카트로닉스 관

련 과목(Table 1의 전자제어트랙에 해당함)을 조금 더 저학년에

서 수강할 수 있도록 교과목 배치를 앞당기는 부분이다. 이는 

많은 메카트로닉스 전공자들이 메카트로닉스적 마인드를 저학

년 시기에 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기인하며, 본 학부 고

학년 학생들과 졸업생들의 피드백을 받은 결과이다. 또 한 가지

는 2학년에 메카트로닉스 관련 종합설계과목을 운영하는 부분

이다. 3학년의 창의공학설계 교과목을 운영할 때 제기된 문제점

은 문제발견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능력 학습에 많은 시

간이 소요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학년 과정에 

관심분야의 기기 발전사를 조사 발표하고 기전공학 시스템 디자

인을 위해 필요한 기초능력(C, Matlab, 제어모델링, 제어수학 

등)을 모듈로 학습할 수 있는 ‘기전공학시스템연구’ 교과목을 신

규 운영하고자 한다. 21세기 사회는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평생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바, 교수 중심의 ‘instruction‘이 주를 이

루던 공학교육 현장에 학생 중심의 ‘learning’ 패러다임으로의 

이동을 요구하고 있다. 메카트로닉스 교육은 기계, 전산, 전자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스마트머신 등을 설계 구현하는 종합설계

과목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의 극대화를 구현할 

수 있으므로, 2학년의 종합설계과목의 추가를 통해 모든 학년

에서 종합설계과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1학년 공학설계

입문, 2학년 기전시스템연구, 3학년 창의공학설계, 4학년 기전융

합설계). 한편, 창의공학설계와 기전융합설계는 국제화를 위해 영

어강의로 진행하며 원어민 교수의 발표 참관과 영어교정을 포함

한 글로벌 기준에 맞는 보고서와 진행 프로세스로 운영하는 것을 

시험 중이다. 연구주제로서 대학본부의 지원사업인 ‘학부생 중심 

연구모델 정립’을 위한 연구지원 프로젝트, 서비스러닝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 ACE사업으로 지

원되는 GEM(Global Engagement Project) 과제, 중소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등 연구과제의 다변화와 현장중심의 연구 

운영을 독려하고자 한다.

V. 결 언

본 연구에서는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에서 실시해 온 기

계와 전자제어가 융합된 교육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기전융합기

술 교육을 통해 지난 10년간 기계제어공학부를 선택하는 2학년 

진입생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졸업생의 취업문이 넓어지는 효

과를 가져옴으로서 대학이 학과 운영에서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

본 학부에서는 지금까지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사회에

서 기전융합기술이 창출해 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를 

타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고급인력을 만

들어내는 전략을 고민해야 하며, 대기업에 치중된 졸업생들의 진

로를 중소기업과 창업 등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다. 국내 대학교에서 기전융합교육을 학과 단위로 실시하는 대

학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대학에서 지난 10년 이상 실

시해 온 기전융합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한국사회의 대학

교육 및 기술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대학교육과정개발 연

구지원사업 “전자정보기기 정밀 제조 산업을 위한 기전융합 

교과과정 개발” KRF-2005-080-D0008의 지원을 받았으므

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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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54-260-1312

E-mail: iylee7@handong.edu

김영인 (Kim, Young-In)

1982년: UCLA 기계공학과 박사

198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99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995년~현재: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저온공학, 공기조화냉동

Phone: 054-260-1390

Fax: 054-260-1312

E-mail: yikim2@handong.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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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건웅 (Bae, Gun-Woong)

1989년: Texas A&M 기계공학과 박사

1990년~: 삼성전자 로봇개발팀

1999년~현재: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로봇, 임베디드시스템

Phone: 054-260-1394

Fax: 054-260-1312

E-mail: gwbae@handong.edu

나원상 (Ra, Won-Sang)

2000년~: 국방과학연구소 유도조종부

2009년~: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박사

2009년~현재: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강인상태추정 이론 및 자율이동시스템 응용

Phone: 054-260-1368

Fax: 054-260-1312

E-mail: wonsang@handong.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