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급두뇌양성을위해또한번의공학교육혁신이필요하다
지난 2013년은우수엔지니어를양성하는공학교육을발전시키고, 산

·학·연을연계시켜기술개발능력을극대화하는환경을구축하고자

1993년설립된한국공학교육학회가 20주년을맞이한해였다. 한국공학

교육학회는강산이두번변하는긴시간동안, 설립당시의초심을잃지

않고한결같이우리나라공학교육의발전과이를통한산업경쟁력확보

를위해부단히노력해왔으며앞으로도‘창조경제시대를주도할창의적

융합인재양성’이라는새로운역할도훌륭히해주실것이라믿어의심치

않는다. 

지난해말, 우리나라의수출과무역수지흑자규모는사상최대치를기

록하였고. 무역액은 3년연속 1조달러를넘어섰다. 1964년, 수출 1억달러

달성기념을위해 '수출의날'을제정한이후불과 50년만에이룬하나의

기적이다. 1964년세계수출 90위, 전세계수출비중 0.07%에불과한산

업의후진국이, 지난 50년간연평균 19.2% 속도로수출을늘려가며, 오늘

날의쾌거를이루었다. 이러한놀라운성과는 70년대이후배출된우수한

이공계인재들이산업현장에서흘린땀방울의결과라고감히말할수있

다. 일제강점기와한국전쟁을겪으면서제대로된근대산업기반과기술

이라고는찾아보기힘들었던상황에서도, 이공계인재들의노력만으로

지금의산업강국을만들었다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하지만우리는이

러한성장에만족만하고있을때는아니다. 

지난 2007년국민소득 2만달러진입이후 7년째성장률정체현상을보

이고있다. 선진국들이 2만달러시대를열고평균 5년내에 3만달러에진

입한것에비하면우려가되는상황으로국내총생산증가율역시 2010년

5.5%에서2012년2%로감소되고있는추세이며, 세계수출시장점유율1

위품목도 2009년 73개에서 2011년 61개로줄어들고있는등산업환경이

녹록치않은게현실이다. 과거파죽지세를연상케했던우리산업과경제

의성장이정체된원인으로는크게요소투입형대량생산체제의한계와

이를대체할수있는창의성과혁신성의취약이꼽히고있다. 그동안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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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er, 즉모방과학습을통한압축성장에는성공하

였으나 First-Mover로의전환을위한창의와혁신이부

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시스템구축에는미흡했다는

것이다. 실제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발표한자

료에의하면, 우리나라의창의성은 OECD 15개국중하

위권인 11위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선진국들

은기획·설계분야등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영

역을독과점하면서진입장벽을더욱높이고있다. 예를

들어국내업체들이전세계시장의 31%를차지하고있

는해양플랜트분야만보더라도설계역량의부족으로

실제부가가치의절반이상은선진국으로유출되고있

다. 거칠게표현하자면국내외산업현장곳곳에서‘재주

는곰이부리고돈은왕서방이가져가는’ 현상이펼쳐지

고있는것이다. 뿐만아니라기존우리나라가강세를보

이던분야에서도중국, 베트남과같은후발국들이가격

경쟁력을바탕으로무섭게따라오는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운경제환경속에서우리나라공학및산업기술계

는창조경제시대의첨병으로‘무역2조달러, 국민소득4

만달러’를이끌어야하는막중한임무까지부여받았다.

이러한도약을위해선진국을앞서고후발국이따라올

수없도록새로운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을형성해야한다. 이러한패러다임변화

의열쇠는바로고부가가치산업을창출하고리드할수

있는고급두뇌인력의확보, 즉공학교육의새로운혁신

에있다. 

과거우리는인문학과의융합, 산·학협력등산업체

수요에부응하는공학교육의패러다임변화에대한필

요성을인지하고 2007년부터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

업을추진해왔다. 그동안의사업추진을통해전국공과

대학에 65개공학교육혁신센터, 6개공학교육거점센터

등을설치· 운영하였고, 이를통해공과대학내교육혁

신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고, 공학교육혁신

센터를통한공학교육개선시스템을구축하였다. 또한

수요자지향적인교육프로그램도입및운영을통하여

공학교육프로그램개발, 교육과정개선등공학교육전

반적인질적향상에크게기여한바는주지의사실이다.

하지만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 선진국에비하면아

직도공학기초와전공필수등의기초역량, 특성화되고

심화된전문지식, 현장에응용할수있는실무역량과실

행력등은아직부족한현실이다. 2013년 10월 Times가

발표한 세계 공과대학 랭킹만 보더라도 100위권내에

KAIST, 서울대, 포스텍등 3개대학만이이름을올리는

상황에서보면, 우리의공학교육이경쟁력을갖추고선

진국을따라잡기위해서는보다큰노력, 새로운혁신이

요구된다.

그동안구축된인프라를바탕으로이제는산업전반의

경쟁력을높이고他산업으로의파급효과가큰산업가

치사슬상위업종에대한고급두뇌인력의양성이라는

새로운목표에공학의초점을맞춰나가야한다. 전국공

과대학내질적불균형을해소하고고급두뇌양성을위

한기반구축, 기업이필요로하는고급기술인력공급등

을위해혁신적공학교육개선방안마련이필요하다. 보

다많은공학인들이참여하여심도깊은논의와함께새

로운정책발굴에나서야한다. 

결론부터말하거니와필자는공학교육의혁신을통한

우리대학생들의고급두뇌인력으로의성장에매우낙관

적이다. 이미우리고급두뇌인력으로서우리학생들의

잠재력을두눈으로충분히확인했기때문이다.  지난해

11월부산벡스코에서개최된‘공학교육페스티벌’은우

리공학도들의창의력과전문성을한눈에볼수있는자

리였다. 학생들의기발하면서도실제적용가능성이높

은캡스톤디자인작품들은매우인상적이었다. 특히, 무

엇보다고무적이었던것은행사장을가득매운공학도

들의밝고즐거움이가득한표정이었다. 공과대학생발

표대회에서는자신의의견을적극적으로개진했고, 자

신들의창작품이전시된부스를찾은관람객들에게당

당하고자랑스럽게연구성과를설명했다. 즐겁게자신

들의공부에매진하는학생들이공학교육의지속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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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통해안정적인환경속에서이를계속할수있는성

장경로만마련해줄수있다면우리공학의미래, 나아가

우리산업의미래가매우밝을것이라는것을확신한다. 

2014년, 새로운해가밝았다. 올해는희망을상징하는

청색과활력을뽐내는말이결합된 60년만에찾아온갑

오년靑馬(청마)의해이다. 그래서그런지사람들의신년

계획과포부도훨씬더높고힘차보인다. 특히올해는그

동안의다양한논의와검증을마치고창조경제시대의

본격적인출항이시작되는해인만큼특히고급두뇌인력

양성이라는막중한임무를부여받은우리공학인들에게

매우중요한한해가될것이다. 올한해초원을달리는

말처럼역동적이고진취적인공학인들의모습을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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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다가오는지저녁퇴근길의정체가점점심해지고있다. 과거에

는꽉막힌도로에서할수있는것은라디오를통해도로상황을확인하거

나나만의지름길을궁리하는것이전부였지만, 최근에는목적지만입력

하면실시간내비게이션으로가장소통이원활한길을찾을수있고, 도착

예상시간까지알수있게되었다. 우리의생활을편리하게해주는기술과

제품들이쉴새없이쏟아져나오고있다. 이제곧 SF영화나만화에서주

인공이타고다니던자동주행자동차가시판된다고하니우리가사는

2013년은상상이곧현실이되는시대라해도과언이아니다. 공학은자

연의법칙이나현상들을발견하는과학을기초로하여, 문제점을발견하

고그것의해결책을찾는것을목적으로한다. 해결책을모색하는공학을

통해다양한혁신들이창조되고있다. 공학은새로운것을만드는것은물

론이전부터있었던것에새로운기능과역할을부여하여그가치를향상

시킨다. 고대사회에서부를상징하는장식품으로사용되었던유리는공

학을통해우리가하루동안가장많이사용하는스마트폰의디스플레이

로재창조되었다. 환경오염 Zero인전기자동차, 오감(五感)을느끼는감

성로봇, 디스플레이로변하는스마트유리등수없이많은상상들이공학

을통해현실이되어왔다. 공학이만들어가는우리의미래는과연어떤

모습일까? 

공학이라는요술램프
매일아침신문을펼쳐보는모습이조금은낯설어지기시작했다. 그보

다는아침에눈을떠침대옆스마트폰이나테블릿PC를통해오늘의날

씨와헤드라인뉴스를확인하는것이더자연스러운모습이되었다. 시대

는나날이빠르게변화하고있고, 이러한변화의속도와방향을결정하는

것이바로공학기술이다. 1983년에개발된최초휴대폰인모토로라의다

이나택(DynaTAC) 8000X는무게가 1.3kg, 크기가 228×127×45mm(길

이×폭×두께)로가방에벽돌하나를넣고다니는것과같았지만, 30년이

지난지금우리는손바닥보다작은스마트폰으로전화는물론게임, 영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학교육

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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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등거의모든일들을처리하고있다. 스마트폰뿐아

니라우리가사용하는모든전자제품들이보다가볍고,

보다재미있고, 보다편리하게우리의오감(五感)을만족

시키기위한형태로진화하고있다. 마치공학기술은알

라딘의요술램프처럼우리가원하는것은뭐든지다이

루어내고있는것같다.     

공학기술이준비하는건강한 100세
인간의수명이100세가될것이라는이야기를자주듣

게된다. 이제는단순히수명이연장되는것이중요한것

이아니라건강하게 100세까지사는것이핵심화두가

되는것같다. 사람이 100세까지건강하게살수있을까?

나이가들수록인체의뼈들은건강한상태를유지하기

어렵기때문에 100세까지건강하게살기위해서는인체

의하드웨어적인문제가가장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

것이다. 우리몸은외부물질이체내에들어오면몸을보

호하기위해외부물질을파괴하는면역체계를가지고

있어인체내에는우리몸의조직과유사한성분만을사

용할수있다. 우리의뼈와가장유사한성분인세라믹소

재는생체거부반응을최소화할수있는가장효율적인

소재로알려져있다. 우리뼈의구조는스펀지처럼셀수

없이많은미세구멍을가지고있는형태이다. 세라믹소

재를이용해서실제우리뼈와비슷한다공성구조를갖

도록처리하면, 생체세포가세라믹인공뼈를실제뼈로

인식하여거부반응없이세라믹인공뼈표면에세포가

잘자라게되어실제뼈와잘부착된다. 사람의뼈가다공

성구조인것을과학이밝혀내었다면, 공학기술은세라

믹소재로그구조를재현한인공뼈를개발하여건강한

100세사회를준비하고있다.   

얼마전부터우리에게지구촌이라는표현이어색하지

않다. 공간의이동이빨라지고, 세계곳곳의소식이우리

에게빨리전해지기때문이다. 사회의연결이복잡해짐

에따라새로운질병의확산도그에비례하여빨라지고

있다. 전염병은시간과의전쟁이라고할정도로신속하

게원인을규명하고, 치료제를만드는것이관건이다. 우

리나라에서세계최초로개발한‘자성나노다공성세라

믹소재’는세라믹의전자기적성질을활용하여질병진

단시간을 3일에서 10분으로단축시킬수있고, 100%에

가까운정확한진단이가능하다. 

현재한국의사망원인 1위는암이지만, 간단한혈액검

사만으로암을진단할수있는기술이연구되고있어암

의조기치료가가능해질전망이다. 현재임상에서혈액

내암세포들을검출하기위해활용하는시스템은존슨

앤존슨의셀서치(CellSearch)라는장치이다. 이장치는

단순히암세포의숫자측정만이가능하기때문에어떤

종류의암인지를분석하기위해서는별도의진단방법들

이필요하다. 현재연구중인혈액검사를통한암진단기

술은세라믹소재를활용하여암세포검출이가능하기

때문에암치료의성공률을획기적으로높일수있을것

으로기대된다. 우리는매순간수많은전염병과질병에

노출되지만, 다양한분야의공학자들은이러한위험을

줄이기위해지금이순간에도보다효율적인기술개발

에매진하고있어우리가건강한삶을누릴수있는것이다. 

공학인의부재는곧미래의부재
우리사회는공학교육의집중을통해사회발전의기반

을마련해왔다. 지금의세계일류전자제품, 자동차, 조

선등을생산할수있는저력은우리의공학교육에서만

들어졌다. 18세기의아담스미스를시작으로인적자본은

경제성장에있어서중요한항목으로여겨졌고, 특히기

술진보가경제성장의중요한요소로고려되기시작하면

서인적자본의중요성은더욱부각되었다. 기술진보의

기반은공학교육을통해구축된다. 올해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다수의만점자가배출되었으나, 그중자연계

열은단 1명뿐이었다. 우수한인재들이이공계를기피하

는것은어제오늘일이아니다. 하지만우리가잊지말아

야할것은지금우리의풍요로움이공학을기반하고있

다는것이다. 지난20-30년간공학교육을통해우리는현



재의먹거리를창출하였다. 우리가지금공학교육을소

홀히하는것은우리의미래를빈곤하게만드는것이다.

전세계가장기불황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불황의

고리를끊고, 새로운핵심동력을창출할수있는기회가

공학기술의혁신을통해창출될수있음을명심해야한

다. 혁신의원천인새로운아이디어는창조적인공학인

재에서나오며, 창조적인공학인재를육성하는것이바

로공학교육의목표이기에우리는다시한번공학교육

에집중해야한다. 한국공학교육학회를주축으로다시

한번우리나라의재도약을짊어지고갈공학인재를육

성하는데우리사회가힘을모아야할때가바로지금이

다. 상상을뛰어넘는공학기술개발하는것, 그것이야말

로다음세대를이끌어갈우리인재들이새롭게도전해

야할가장가치있는분야라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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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발명품경진대회와공학교육페스티벌
졸업학년에서종합설계과목을수강하는학생들에게대학에입학하여

처음수강한기초설계에서의설계작품과어떤점에서차이가있을까? 좀

더크게보면초·중·고등학교의탐구생활, 과학기술과목에서만들었

던작품들과는어떻게달라야할까? 질문을하곤합니다. 경제적인사정

으로부담스러운문제로발생한반값등록금문제이기는하지만한편으

로는대학교다니면서사용한등록금만큼달라진모습을보이지못하여

아깝다는생각도많은것같습니다. 고등학교를졸업하고사회에바로진

출한경우와대학을다니는경우에직접적으로사용한경비와소득의기

회상실의비용을충분히보상할수있는설계작품은어떻게하는것일까?

시대적요구에부합하기위한공학교육의변화를끊임없이시행하여온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의성과를공유확산하기위한공학교육페스티벌

을‘공학, 창조의열쇠’라는주제로두번째개최하였습니다. 페스티벌의

가장많은부분이공대생들이 4년동안학습한전공지식을기반으로한

창의적아이디어를제품화한 300여점의종합설계작품을전시하고공과

대학생발표대회와공학아이디어경진대회등의공대생들의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에서의활동을행복한마음으로나누었습니다. 앞의질문과

마찬가지로초·중·고등학생들에게과학에대한탐구심을함양하고자

연을슬기롭게이용할수있는창의력을개발하기위한과학발명활동의

성과를공유하기위한학교, 교육청, 전국단위의경진대회에서볼수있

는전시작품과공학페스티벌에서보여줄수있는설계작품과의다른점

은무엇일까?

경진대회에서는사회의관심을받기위하여전시된작품의완성도에

큰비중을두는경향이있습니다. 따라서작품이이루어지는절차에대하

여서는소홀하게보는경우를많아작품에대한시상이이루어지고나면

여러가지배경이야기들로절차성의문제점을알게되는경우가있습니

다. 공학교육페스티벌은특별히교육이라는의미를강조하고있습니다.

따라서단순한작품의완성도뿐아니라작품의제작과정을함께볼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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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를함께개최하여대학생

활은어떻게계획하고실천하고있음을보여주고특히

설계방법론에의한체계적인설계과정을정리한설계노

트등의발표전시를통하여성장하는학생의교육일상

을볼수있도록하였습니다. 나아가서공과대학을희망

하며학업에준비중인중고등학생들에게자신들의대

학생활의경험을알려주는주니어엔지니어링클래스를

개최하여봉사하며배우는페스티벌이되었습니다. 글

로벌화된공학교육의성과로해외 8개국에서 19개팀이

참여하여우리나라의공학설계교육의수준을비교할수

있게되었습니다. 각국을대표하는공식적인팀이아니

기때문에절대적으로비교하는것은무리가있을수있

으나대체적으로우리나라학생들의작품완성도가월

등이높다는점을알수있었습니다. 작품중에는교과과

정에의한국제협력작품과단기간의설계캠프에서제

작된작품으로서로의설계교육을이해할수있게되고,

이러한교육의경험을서로발표함으로실질적인설계

교육의실태를알게되어설계교육과정의차이점에서

이러나는작품의완성도의수준에대한이해가이루어

져설계절차에대한중요성이공과대학을졸업하면서

제작하는작품의차이를생각할수있었습니다.

전공과목과설계교육
전문컨설팅회사인액센추어의발표에의하면스턴더

스앤드푸어스(S&P) 500대기업의평균수명이1990년에

는 50년이고, 2010년에는 15년으로줄어들어 2020년에

는 10년으로낮아질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급격한

사회환경의변화와기술의발전으로선도기업을유지

하기가더욱어려위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습니다. 실

제로우량주중심의지수인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의

산정에포함된최초의 12개종목중현재까지남아있는

대상기업은에디슨이창업하였던제너럴일렉트릭(GE)

만남아있다고합니다. 대표적인전자회사인노키아, 모

트롤라, 소니, 샤프와삼성전자의성장과몰락을보면서

우리나라의공학교육도후발기업이선도기업을목표로

따라가는‘Fast Follower' 교육방식에서후발기업의추월

을 허용하지 않는 선도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 First

Mover’ 교육방식으로의혁신이요구되고있습니다. 대

표적인선도기업애플의기업경영과신제품개발모델

을통하여융합, 개방과창의의공학교육으로변화하고

있습니다. 공학의전공교과목에서사회가요구하는기

능을찾아내고이를수행할수있는설계교과목이공학

교육과정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고있습니다. 설

계교육에있어서설계된작품의완성도뿐아니라무엇

을어떻게가르치는것이중요합니다. 에디슨에중요하

게생각한 1%의영감에의한아이디어창출이이루어지

기위한창의적인사고능력이단순하게태어나면서가

지고있는개인적인재능선물이아니라과학적접근법

으로향상시킬수있다는현대적인교육철학에따라창

의적설계에관한다양한기초설계교육을통하여창의

적인제품을발명할뿐아니라요구하는기능을수행할

수있는혁신적인방법을만들어낼수있도록학습을하

여야할것입니다. 또한 99%의노력에있어서과학적분

석을할수있는전공교과목을기반으로한설계방법론

을학습하므로전반적인설계절차와방식에대한이해

를높여야할것입니다. 그리하여고객이막연히요구하

는내용까지도찾아내고이를공학적설계문제를정의

하여전공교과목의학습내용을융합하여요구기능을구

현하는장치를개발하고실제로제작하는종합적인설

계과목의운영으로공과대학졸업생이가진학습성과를

확인하고산업계에서활용할수있는자신감을갖도록

하여야할것입니다. 종합설계제품이가지는단순한완

성도가아니라설계과정을통하여습득하게제품개발의

능력이선도기업에서요구되는기술자의자질로생각됩

니다. 후발기업의추원을허용하지않기위하여서는시

장성있는제품을끊임없이개발하여야하는선도기업

에필요한기술자가되기위하여는과학의법칙에대한

전공교과목을융합할수있는설계교육과정에서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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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경험이있어야할것입니다. 이러한설계경험을함

께나누는기회도많이필요합니다.

전공기초와수학·과학·컴퓨터(MSC) 

영국의캠브리지대학교의생화학분야를연구한조셉

니담(Josep Neehdam)은중국의문명과과학기술에관심

을가지고중국의과학과문명(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를 1954년발표하였습니다.  중국과유럽의과

학기술수준시간축으로나타낸니담선도에서고대에

서중세까지항해용나침반, 화약, 인쇄기술을발명한중

국이우위를보여주고있으나갈릴레오, 뉴턴, 와트등이

활동한후기르네상스를중심으로유럽이앞서나가고

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현상이일어난것은높은

수준에있었던중국의과학과기술을수학과연결하여

논리적인체계를세우려고하지않으므로유럽이앞서

가고있다고설명하고있습니다. 이후유럽에서는과학

혁명의시대로갈릴레오, 호이겐스를거쳐뉴턴에이르

는근대물리학이이루어져기술의발전과근대과학이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수학과과학을기반으로한기

술에중상주의로인한자본이결합하여산업혁명이일

어나고기술자의사회적인역할도변화를가져오게되

었습니다. 기술의고도화와확산으로기술자단체를자

율적으로결성하여민간학회활동이시작되고정부의

필요에의하여기술학교를설립하여제도적인공학교육

이시작되었습니다. 1794년프랑스에서설립된에콜폴

리테크니크(Ecole Polytechnique)은공학교육에서선구

적인방법으로지금의공학계열고등교육기관도에콜

폴리테크니크의제도와내용을모델로하고있습니다.

기초가되는해석학, 물리, 화학등의보편적인과학과화

법기하학, 디자인등의공학의기초를배우고상급의응

용학교에서실무경험을할수있는것은공학인증에서

요구하고있는교과영역의기준과유사한점을알수있

습니다. 경험적인설계교육의기초를위하여서는자연

법칙을이해하고해석할수있는전공기초에수학, 과학

교과목의교육이있어야하며이러한해석의도구가되

는컴퓨터의활용능력이포함되어있어야할것입니다.

단순히내신성적과수능성적의비중을결정하는대학입

시제도의영향으로공과대학의학습에필요한기본적인

학습이부족한신입생을위하여눈높이에맞춘기초수

학능력을위한수학·과학·컴퓨터교과목의학습내용

도공학교육에필요한학습성과와연관하여보완되어야

할것입니다.

전문교양과전공과목
융합형교육을위하여문·사·철에대한전문교양의

인문학적소양교육이필요하게된다. 기술자의직무능

력을평가하기에는기술자의사회활동의범위에대한

이해를필요합니다. 기술자가가져야하는직무의범위

를졸업후최근몇년으로한정할경우에는실무적인전

공응용과목이많이요구될수있으나, 혁신적인제품의

개발에서는기본적인과학과수학의과학법칙을이해하

여야할것입니다. 그러나기업과사회의방향을정하여

야하는최고기술인의경우에는세상을보고이해할수

있는인문사회의넓은범위의교육이있어야합니다.

전문교양에있어서파이형교과과정이라는예외가있

으나일반적으로전문교양, 수학·과학·컴퓨터와전공

테헤란로



기초, 응용전공과목으로구성된학습내용을반대로산

업체에서활용하고있습니다. 제한된범위에서의실무

적인능력을요구하는초급기술자의업무에서, 중단기

적인제품의개발을위해서는기초적인과학법칙의활

용비중이높아지고있습니다. 기업의경영을함께하여

야할최고의기술자는세계의정치적경제적인현상을

알아야할뿐아니라인간사회에대한깊은이해가있어

야할것입니다. 기술자의직무범위를결정함에있어서

단순한기능을요구하는경험을바탕으로이루어질때

선도기업을이끌어갈기술자의교육을어떻게하여야

할것인가에대한깊은연구가더욱필요할것입니다. 다

양한산업계의의견을수용할수있는공과대학의교육과

정도또한다양성을가지고있어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공학, 창조의열쇠
전쟁으로폐허에있었던우리나라가조선, 반도체, 자

동차, 원자력등이세계를이끌어가고있는대한민국의

오늘에는원자력공학, 화학공학, 전자공학을최고선망

의분야로생각하고헌신한수많은공학도의땀과열정

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 1995년국민소득 1만

달러를넘어선이후 12년만에 2만달러시대를넘었고,

선진국의수준인국민소득 3만달러를넘기위하여서는

세계를이끌수있는새로운공학교육의혁신이있어야

할것입니다. 이공계기피현상으로설명되는우리나라

공학교육의현실에서새로운변화가있어야창조경제를

실현할수있는실물경쟁력이있는우리나라가될것입

니다. 이러한공학교육의변화를위하여전국의공학교

육혁신센터에서다양한공학교육혁신사례를한자리에

서나누는공학교육페스티벌에작년에이어금년에도 2

만명이상이방문함으로새로운공학교육의열정을볼

수있었습니다.

Albert Einstein은 공학과 과학에 대하여 “Scientists

investigate that which already is; Engineers create that

wwhich has never been."이라고하였습니다. 아직우리

나라가도달하지못하였던 3만달러,  4만달러의새로운

창조를이룰수있는것은공학이라고생각됩니다. 공학

교육의변화에공학교육의모든구성원이깊은관심가

지고서로협력하여노력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세계

의모범이될수있는공학교육실현을위한산업계와정

부의재정적행정적인지원이창조를할수있는만능열

쇠의공학교육을앞당기게될것으로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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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eiWan Tan graduated with the Bachelor of Engineering (Electrical, Honours) degree and the Master of Engineering

degree from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After earning the Doctor of Philosophy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Oxford for her work on self-learning neurofuzzy control of nonlinear systems, she joined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where she is currently an Associate Professor. She is also serving as an Associate Head (Undergraduate

Programmes) in the Department of 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 and as an Assistant Dean for the Faculty of

Engineering External Relations Office. Her recent research interests are theoretical development of type-2 fuzzy sys-

tems, and the application of type-2 fuzzy systems to intelligent modelling, control and fault diagnosis. She also has inter-

ests in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promotion of engineering education and experience with outcome-based accredi-

tation processes.

Q. Could you introduce NUS to readers of KSEE magazine? 

What are vision and strength of NUS as a global player in higher education?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is a comprehensive research university founded in 1905. Today, NUS is a

leading university that offers a global approach to education and research with a focus on Asian perspectives and exper-

tise. The 16 faculties and schools, spread across three campus locations in Singapore, provide a broad-based curriculum

underscored by multi-disciplinary courses and cross-faculty enrichment. Our vision is to be a leading global university

12·공학교육

인터뷰

싱가폴 국립대학교(NUS) 
Woei Wan Tan 교수 인터뷰

Woei Wan Tan

싱가폴 국립대학교교수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Interviewer | 최 기 흥 

한국공학교육학회 국제부 이사
한성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gihchoi@hansung.ac.kr



centred in Asia, influencing the future. NUS’transformative education aims at offering students with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o realise their full potential, and includes programmes such as student exchanges, entrepreneurial internships

at NUS Overseas Colleges, as well as double degree and joint degree programmes with some of the world’s top univer-

sities. The completion of University Town in 2012 has created a vibrant intellectual, social and cultural residential learn-

ing environment. Over 37,000 students from 100 countries further enrich the community with their diverse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Q. What are the most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engineering education at NUS?

Since its inception in 1968, the Faculty of Engineering has grown to become the largest in the University, with an

enrolment of 10,000 students. The Faculty’s mission is to nurture Engineer-Leaders with a global perspective and to lead

in technology through high-impact research. The most distinguished characteristics of engineering education at NUS is a

flexible and broad-based modular system that aims to provide a healthy diversity of learning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develop their full potential according to their interest. One special feature is the Global Engineering Programme (GEP),

an exclusive programme designed to attract the very best students to read any branch of engineering at NUS. Students with

exceptional potential will be provided with an accelerated pathway that enables them to graduate with a B Eng degree in

just three years, followed by postgraduate studies in a top partner university overseas in their fourth year. Special semi-

nars/talks will be arranged for GEP students to meet, interact and be enthused by top engineers, scientists, entrepreneurs

and renowned thinkers. Another special programme offered at the NUS Faculty of Engineering is the Design-Centric

Programme (DCP), an alternative learning pathway launched in 2009 where emphasis is placed on teamwork as well as

solutions for real world challenges that are based on a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DCP students are better able to address

practical issues as they work on their multi-year and multi-disciplinary projects.

Q. Nowadays, prospective college students are increasingly avoiding engineering major. 

Could you explain NUS’effort to overcome such situation, if any?

We adopt a two-prong approach to attract students to major in engineering : an outreach programme to give prospec-

tive students a taste of engineering, and a attractive curriculum to cater to the varied interests of the current generation of

students. The Faculty of Engineering and its constituent departments organize a host of outreach events. For example, each

year, the External Relations Office conducts the Amazing Lab Race, an event that portrays engineering in an excitingman-

ner. Students form teams and challenge each other in the completion of lab activities. We also haveWomen In Engineering,

an annual event for girls to get a taste of Engineering -- in a fun way as well. We also try as much as possible to part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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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 in school fairs and talks, with presentations customised to suit various age groups. Many of such talks have involved

NUS Engineering alumni who returned to share their experiences. Believing that a passion for Engineering can be nur-

tured at a very young age, we have conducted a few workshops for high school teachers–with valuable tips on teaching

Physics in a fun but meaningful way. The curriculum at the NUS Faculty of Engineering is also structured to be as attrac-

tive as possible to prospective students. It offers diverse programmes–with 10 disciplines for prospective college students

to choose from. Students may work with different disciplines when completing their final year project–or even with a

faculty or school outside Engineering. For example, final year Biomedical Engineering students may work with students

and supervisors from the medical school (the NUS Yong Loo Lin School of Medicine). This has resulted in some engi-

neering graduates deciding to pursue a postgraduate degree in Medicine with the Duke-NUS Graduate Medical School.

The flexibility of the curriculum is an important attractive feature. Interested parties can pursue a second major from

another Faculty or School in addition to their engineeringmajor, choosing topics ranging fromManagement, Management

(Technology) to Psychology. A Bachelor of Engineering (B Eng) degree with Honours and a second major can be com-

pleted within just four years. One can also choose to do a double-degree programme with the prestigious French Grades

Ecoles. Finally, I would think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centres that work closely with the industry, such as the

Centre for Aerospace Engineering and the Advanced Robotics Centre, have also increased the attractiveness of studying

Engineering at NUS. Most recently, the Keppel-NUS Corporate Laboratory was launched at the Faculty, further enhanc-

ing the synergy between industry and academia in the area of offshore engineering, an important economic pillar for

Singapore.

Q. NUS is very active in collaborating with overseas universities. 

Could explain the benefits and outcomes of such activities (student exchange program, for example)?

What does this mean to engineering students?

Student Exchange Programme is a chance for students to experience student life in a foreign country and learn to be a

global citizen. It is a good opportunity for students to pick up a new language and open their minds to new ideas; experi-

ence different cultures as well as to make new friends. A stint overseas will also enhance career options. The list of over-

seas partners includes top universities from over 40 countries around the world. 

Q. How important, do you think, is“engineering design”in engineering education? Could you share

your experience at NUS about this issue?

Engineering design provides a platform for learning that brings together engineering, form, function, aesthetics, c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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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e and lifestyle. I find that through the design process, students become more all rounded in that they are able to solve

problems from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Through the design process, students are encouraged to challenge current

assumptions of how people interact with products and to critically evaluate the ability of current products and services to

serve the needs of people.

Q. What was the most fruitful/meaningful experience in your engineering education

and what is your future plan? 

My most fruitful/meaningful experience in engineering education was being able to watch the growth of my students

not just academically, but also spiritually -- with a sense of giving back to society. Some of my students have been able to

come up with innovations that solve real world problems -- and continuing their good work when they stepped into the

world after graduation. Some of them have turned downwell-paying jobs to establish start-ups to commercialise their own

inventions. They told me that they found this more meaningful than holding a regular 9 to 5 job as they are seeing their

own projects through, from start to finish, from lab to market. Their joy in achieving this is, in a way, is my fulfillment

too as a mentor and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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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카미리이치교수(이하무라카미교수라함)는일본의시코쿠의고치에서출생하였고, 1972년에도쿠시마대학

교에서기계공학을전공한뒤, 1977년에도쿄공업대학대학교에서 재료의피로파괴에관한연구내용으로박사학위

를취득하여도쿠시마대학교의교수로지금까지이르고있다. 이후다양한교육과연구경험을바탕으로국제적인활

동과글로벌공학교육에진력하여복수학위와관련하여 12개의세계적인대학과학술교류협정을체결하여복수학

위를통한국제화교육에매년각국의학생들을일본으로초청하여섬머스쿨을개최하여글로벌공학교육에기여한

바크다. 세계적인연구활동을통해AMDP (Advanced Materials Development and Performance)라는국제적인학술

회의를창립한바있으며, 글로벌공학교육센터를유치하여지금까지글로벌공학교육에전념하고있다. 

이번호에서는특집으로일본에서복수학위와관련하여아주활발히국제연계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는, LED왕

국이라별명지어진일본시코쿠(四國)의도쿠시마(德島)에위치한도쿠시마대학교의AMDP (Advanced Materials

Development and Performance)창립자인村上理一교수와인터뷰를하였다. 인터뷰를위해본학회의부산경남지회

장겸지회부회장인김윤해(한국해양대조선기자재공학부, ACEE창립자)가지난 2013년 12월초에타이완의국제연

계대학방문에서무라카미교수를직접만나면담을실시하였고, 이를정리하여이번호에게재한다.

Q. 도쿠시마와도쿠시마대학교에대해소개해주십시오.

먼저, 도쿠시마(德島)는일본의시코쿠(四國)에위치하고있으며, 도쿠시마는 LED산업으로잘알려진도시다. 그

리고여름에는일본전국에서도‘아와오도리’축제로유명한곳이다. ‘아와’는도쿠시마의옛날이름이며, ‘오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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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춤이란뜻이다. 8월에개최되는축제로발디

딜틈이없을정도로많은사람들이전국에서방

문하여함께춤을즐기는행사로유명하다. 도구

시마대학교는일본전국의국립대학교 100여개

중, 20위권안에들어가는중규모특성화종합대

학교다. 학생수는10,000여명이며, 문부과학성으

로부터국제연계협력추잔우수대학으로인정될

정도로국제화교육에초점을맞추고있다. 

Q. 도쿠시마대학교의공학교육국제연계협력센터(CICEE)와진행되고있는
프로그램에대해소개해주십시오.

1. 복수학위제도의활성화

먼저, 도쿠시마대학교는일본의4개의큰섬중에시코쿠(四國)

에위치하고있으며, 2005년에일본문부과학성에제출한제안서

“국제협력파트너대학들과의네트워크를활용한실제적인공학

교육프로그램의일환으로서의복수학위프로그램”이인정이되

어공학교육국제연계협력센터를창립하게되었으며, 세계의 12

개대학과의ㅎ활발한복수학위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다.

2. 섬머스쿨(Summer School)을통한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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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공학교육의일환으로서매년CICEE는일주일간세계의협력연계대학들과의협조에의해섬머스쿨을개

최한다. 섬머스쿨의목표는현재의선진공학분야의진전에대해이해시키고, 공학분야의중요성에대해발표하며,

중요한연구테마에대해입증해가는과정을보여주면서대학원생들의연구에있어서기반확립에목표를두고있다.

현재는주로재료과학나노과학, 기계공학, 생화학, 전기전자, 토목, 환경공학분야가주된분야다.

3. 글로벌공학교육에관한국제심포지엄개최

매년 10개국이상의국제협력대학교의관계자

들을초청하여글로벌공학교육에관한국제심포

지엄을개최하여관련정보교환을하고있으며,

아주성공적으로진행되고있다.

4. 일본문화탐방및관련기업체방문

CICEE는매년 12월 3째주에복수학위과정중에있는학생들과일본학생들을중심으로일본문화탐방과관련기

업체방문을통해일본의이해와첨단연구의진행과정에대해소개하고있다. 일본, 한국, 중국, 타이완, 인도학생들

이주류를이루며, 미국과뉴질랜드, 프랑스, 파키스탄, 말레이시아등지의학생들이동참하고있다.

5.단기방문프로그램의실시

CICEE는매년일본인학생들을대상으로세계각국의협력대학에단기로방문하여서로를이해하고그문화를습

득할수있도록하는단기연수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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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쿠시마대학교가다른대학들에비해갖는경쟁력은무엇입니까?

도쿠시마대학요의주요경쟁력은복수학위제를중심으로한글로벌공학교육체제구축에있습니다. 그리고이러

한체제는LED산업과긴밀한관계가있습니다. 본대학과니치아화학을중심으로성장한LED산업은오늘날도쿠시

마를LED왕국이라부르는영광을안게한산업이기도합니다. 특히, 니치아화학은본대학에100억이상의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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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으로니치아회관을지어 LED연구에몰두할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고있습니다. 이와같이산업체와긴밀

히연계되어진행되는글로벌공학교육은다른대학에비해갖는우수한경쟁력이라볼수있습니다.

Q. 도쿠시마대학교가글로벌공학교육에어떻게기여할것이라생각하십니까?

도쿠시마대학은문부과학성으로부터글로벌공학교육을위해국제연계글로벌공학교육센터를인정하여예산을

지원하고있기에, 지금까지추진해온글로벌공학교육을위한다섯가지핵심추진사항, 복수학위제의활성화, 섬머

스쿨을통한국제화감각부여, 글로벌공학교육을위한국제심포지엄개최, 일본문화탐방및기업체방문을통한견

문의확대, 단기해외대학방문을통한상호이해등을통해글로벌공학교육에이바지할것입니다. 그리고향후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타이완, 싱가포르대학과의실질적인 2+2제도제도를실시하여학부에서의진정한글로벌교육을

시도할계획입니다. 이를위해본인은올 4월부터타이완에해외석학으로몇년간객원교수로근무하면서복수학위의

정착을도모할계획입니다. 

Q. 첨단재료에관한국제학술회의를창립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계기는무엇이며, 앞으로어떻게발전시킬계획이십니까?

지금까지글로벌공학교육을위해여러가지교류행사를진행하면서국제교류협력대학이참가하는가운데, 교수

와학생들이참여하여첨단분야에관한연구분야를주제로하여상호연구내용을교류하는장이필요하다는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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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997년에국제학술회의를창립하였습니다. 처음에는교류하는몇몇대학을중심으로국제학술회의를진행하

였습니다만, 참가하는대학과나라가많아지면서매3년마다각국을돌아가면서국제학회로진행하자는의견이모아

지면서지금은 10개국이상이참가하고, 발표되는논문만 500여편이상으로, 300명이상의교수와학생이참가하는

대규모국제학술회의로발전을하였습니다. 금년에는한국의부산에서2014년7월17일부터20일까지한국해양대학

교에서개최(추진위원장: 김윤해교수)됩니다. 발표되는논문중에우수한논문은 SCI저널과 SCOPUS저널및 IEEE

Transaction of Nanotechnology저널에게재될예정입니다. 기계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및나노기술과관련된모든

분야의참가가가능하며, 이의응용분야에관한논문도환영합니다. 특히, 금년의AMDP 2014 에서는공학과사회기

술에관한기조강연도준비되어져있습니다. 많은분들의참여를기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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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로NCS와학습모듈개발이추진되고있는데요, 

NCS와학습모듈은어떤개념이며왜중요한것인지요?

자격기본법에따르면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NCS)은산업현장의직무수행

에필요한핵심능력을산업별, 수준별로체계화한것으로,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또는대표기구가개발하고국가가

인증및고시한것을말합니다. 이는대학을나와도취업이잘안되는현실에도청년들이무조건대학을가려고하고,

이미학력이노동시장에서인재를가려내는신호기능을상실했는데도학부모와학생들이이러한현실을인식하지

못하는문제, 노동시장에서학력을대체할적절한인재발굴및활용수단을찾지못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박근

혜정부에서국정과제중의하나로‘학벌이아닌능력중심사회구현’을위해도입한구체적인수단입니다. NCS는

여러개의핵심능력단위로구성되며, 수행범위, 난이도, 복잡성등에따라각능력단위의수준이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NCS가개발이완료되면, 어떤직종(일자리)의종사자에게요구되는모든핵심능력이제시될것이고이를

통해교육훈련이가능하게될것입니다. 그래서NCS는교육훈련이일자리, 자격제도등과상호연결되어작동할수

있도록하는핵심기제로작용할것입니다. 또한NCS는일자리중심교육의원천이되며, 인재선발이나채용시능력

을판단할수있는잣대로활용될것입니다. 아울러NCS는직종간차이를명확히하여일자리에대한정보를제공하

고경력개발을위한기준이될수있습니다. 학습모듈은NCS에서제시된능력단위를교육훈련시활용할수있도록

구성한교수학습자료로써, 전통적인학문및지식체계위주의교육훈련과정으로부터일과직업의세계를직접적으

로반영하는일과학습의연계를촉진하는매개체역할을할것이라고기대하고있습니다. 따라서학습모듈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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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교육자’ 위주의교육훈련과자격제도를‘수요자, 학습자’ 중심으로개편하고, ‘투입중심’의교육훈련과자격제

도를‘결과중심’으로개편할수있는핵심기제가될것이라고기대하고있습니다. 

Q. NCS와학습모듈은어떻게개발하고활용하나요? 어떤변화를기대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NCS와학습모듈은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협업체계를구축하여개발중

에있습니다. NCS의경우고용노동부와한국산업인력공단을주축으로산업별전문가가포함된인적자원개발협의체

를구성하여 2013년현재 45개기관에서 250개를개발중이며, 2014년에는 242개개발, 286개를보완할예정입니다.

학습모듈의경우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주축으로NCS개발진, 관련협회, 산업체및교육훈련전문가등으로

이루어진개발진을구성하여 2013년 55개를개발중이며, 2015년까지 722개분야를개발할예정입니다. 

NCS와학습모듈은인력양성에서채용, 경력개발등개인의전생애에걸친직업능력개발과향상에활용될수있

습니다. 먼저학교교육과관련하여, 교육과정개편, 교수학습개선을통한일자리중심의교육으로전환하는데활용

될수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일자리에종사할전문가를양성하기위한교육과정을만들거나기존교육과정을

현장중심으로개편할때그대로직접사용할수있는인프라가될것입니다. 또한모듈식교육과정으로개편하고, 운

영될수있어서교수학습의효용성을높이고, 각종자격과연계하여교육과정을구성, 운영하여교육과정이수형자

격제도를운영할수있게됩니다. 직업훈련과정에서는실무중심으로직무능력을향상시키는데활용될수있습니다.

구체적으로NCS와학습모듈을활용하게되면표준직업훈련과정을제시할수있고, 훈련과정에포함된핵심능력단

위들을제대로가르치고배울수있는표준교재를제시할수있습니다. 아울러직업훈련이수자마다이수한핵심직

무능력성취수준에대한정보를알수있고, 훈련생은현장에서본인에게필요한능력단위들을선택해자신만의훈

련과정을구성하는모듈식훈련과정을이수할수있게됩니다. 자격분야에서는산업수요에맞게자격을개편하고관

리하는데활용될수있습니다. NCS의능력단위를조합하여현자격을재설계하게되면자격간의중복문제, 특정직

무능력을측정하기못하는문제, 자격이현장에서통용되지않는문제를해결하는데일조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

다. 아울러기업에서는근로자채용시에NCS를활용한직무능력평가제를통해직무에적합한인재를채용할수있

습니다. 이는NCS가채용기관마다채용하려는인력에게요구되는핵심능력단위와이에대한성취수준을평가할수

있는방법을포함하고있기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근로자는평생에걸친경력개발및관리에활용할수있습니다.

NCS를활용한모듈식교육과정을이수할경우, 근로자는NCS능력단위를바탕으로더높은수준의것이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장기적인관점에서자신의최종경력목표및경력계획을수립할수있게됩니다. 

Q. NCS와학습모듈의활용성을제고하기위하여어떤연구사업이진행되고있는지요?

현재NCS와학습모듈의활용성과질제고를위한다양한연구사업이진행중에있습니다. 그중대표적인것만말

씀드리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특성화고및전문대등학교현장의NCS 기반교육과정개발과운영을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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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고교단계직업교육교육과정개발정책연구, 실전· 창의인재양성을위한NCS 기반교육과정개발사업

및모니터링, 성과분석연구, 전문대학의NCS-학습모듈교육과정적용연구가진행중에있습니다. 또한NCS의산업

현장적용과관련하여, NCS기반직무별요구역량에기초한민간분야적용사례발굴연구, NCS와직무능력평가제를

중심으로한인사제도개선방안연구가진행중에있습니다. 아울러NCS와국가자격의연계를활성화하기위하여

NCS 교육과정과연계한자격제도운영방안, 국가자격체계구축과적용방안등의연구등이진행중에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먼저NCS의전국민홍보를위해NCS 홍보및 5개년계획수립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산업현장의NCS활용을독려하기위해NCS활용사례조사연구, 기업인사· 노무분야NCS활용방안연구, NCS를

활용한평생경력개발경로도입에관한연구등을진행하고있습니다. 또한직업훈련및관련기관의NCS활용을위해

NCS를활용한훈련기준역할및개발· 적용체계개선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NCS와국가기술자격의연계를위해

NCS를활용한국가기술자격등급및종목재설계, 국가역량체계(NQF) 실행방안연구등이진행중에있습니다. 

Q. 이국정사업의성공적달성과비전공유를위하여어떤지원이필요할까요?

NCS와학습모듈의성공적운영과비전공유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중소기업청

등관련부처와의협업체계구축되어야합니다. 부처별로다양한양성사업중NCS 관련사업들을검토하여연계가

능한사업들을분석, 통합지원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지원사업으로법제화를추진하며, 노동

청, 교육청,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 지역별중소기업크러스터등을중심으로전국적기업네트워크를구축하고취

업과연결하는방안의추진이필요합니다. 이와같은전략의추진을위하여관련부처간협력적조직의조성과운영

정책의마련이추진되어야할것입니다. 이러한조직은NCS 정책의추진체계로최종의사결정기구와긴밀하게운영

되어야하며, NCS 발전을위한기본계획수립, NCS 개발, 개선및활용에관한정책조정, NCS 질관리, NCS 관련연

구, 개발및활용업무조정, 국제표준관련기관과의협력등의역할을수행해야할것입니다. 또한NCS 중점과제의

성공적추진을위한주관기관지정하고운영해야합니다. 이주관기관은정책과제추진의통합성과추진력을제고

할수있는구심축을마련하여NCS 연구와사업화를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NCS추진기관의선

정및운영을통해정부의단기· 중기NCS 정책추진의기초자료를누적·생성하고NCS의실행전략별핵심자료

를제공해야합니다. 또한NCS와관련된각구성원간소통을증진하여, NCS의활용, 보급, 홍보의성공적확산기반

을마련할수있도록하며, 주관기관을중심으로전체적인관련의견을수렴하여행정적, 재정적, 제도적지원이지속

적으로이루어지도록추진할필요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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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인의축제E2 Festa

2012년 11월 22일, 일산킨텍스제1전시장열기는후

끈하였다. 열을맞추어줄을선공학인들의한층흥에겨

운 춤사위는날개를달았고, 로봇의움직임이시작되었다.

공학의쉽고재미있는꿈실현이라는주제로열린공

학인의 축제, 공학교육페스티벌(E2 Festa, Engineering

Education Festa)이개최된것이다.  

공학교육페스티벌은공과대학생들이공학교육을받

으면서창출한우수성과들을전국민들에게선보이고,

참가한모든사람들이공학에대해체험하고느끼고, 가

까워질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행사이다. 특히학생들

에게는행사를통해자신의미래에대한더큰꿈을꾸고

, 그꿈을실현시킬수있다는결심의계기가되었다. 실

제로공학은국가경쟁력을결정하는중요한분야이며

우수한공학인재양성이국가의미래를결정지을것이

라는것이다.   

여전히공학분야에서는어떻게이공계기피현상을

해소하여우수한인재를확보할수있는가가화두로대

꿈의 놀이터, E2 Festa

송 동 주               

영남대학교기계공학부교수
djsong@yu.ac.kr

영남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영남대학교 공학교육혁신 거점센터장       
한국공학교육학회 대구경북지회장
관심분야: 공학교육, 창의융합 최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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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되고있다.  우리학생들을우수한인재로교육시킬수

있는노력을공학교육혁신센터를비롯한공학공동체에

서는끊임없이개발하여왔다. 즉공학교육이창의성을

신장하고서로다른학문분야를융합해서전혀새로운

것을만들어낼수있는교육이되어야한다.  이를위해

창의・융합형교육, 즐기면서배우는교육및국제적인교

류로혁신.변화를통하여이루어낸성과를보여주기위

하여전국 6개의공학교육거점센터를주축으로 65개공

학교육혁신센터가참여하는공학교육페스티벌을개최

하게된것이다.

공학교육페스티벌은개막행사, 전시행사, 참여프로

그램, 학술정보프로그램총 4개의프로그램이진행되었

다. 개막행사는공학의성과와앞으로의발전방향을패

션과영상으로접목시킨인상적인오프닝퍼포먼스로

시작되었다. 전시프로그램은전국공과대학생들이만

들어낸종합설계우수작품과외국학생들의작품이전

시되었으며, 거점센터별전국 65개공학교육혁신센터의

공학교육혁신성과와청소년미래상상기술경진대회

우수작품, 만약에공학이없었더라면... IF특별전으로

이루어졌다.  학술정보프로그램은공학교육학술대회

와올해의공학인으로선정된 E2 Star와의 E2 토크콘서

트로이루어졌다.

공학에대한다양한체험을즐길수있도록페스티벌

참여프로그램은각거점센터별로동아리열전, 취업콘

서트, 공과대학생발표대회(E2 U), 공학아이디어경진

대회, 설계아이디어경진대회를주관하여참가자의공

학에대한무궁무진한매력을즐기는시간으로구성되

었다.

동아리열전그열정속으로
학생들의또다른열정, 동아리!

공학과인문.문화가융합하는동아리열전(WOW E2)!

힘들고어려운공학이아닌, 열정가득한놀이의공학

으로즐길수있는동아리열전이페스티벌한가운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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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잡았다.  

전국 44개공과대학, 공학동아리와공과대학생이참

여하는비공학동아리 71개가공학교육혁신센터의지원

으로한자리에모여공연, 전시, 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

여관람객들이실제공학적성과물을체험할수있도록

도왔을뿐만아니라, 페스티벌의흥을돋우는데에도한

몫을하였다. 현대공학의결정체자동차, 로봇, RC, IT,

항공기를소개하고그기술을몸소체험하게하였으며.

솔라카경진대회수상팀이참가하여관람객들의시선을

모았다. 이외에도공과대학생이주축을이룬밴드와댄

스동아리, 영상동아리, 디자인동아리가참가하여다소

딱딱할수있는프로그램에여유를주며분위기를한층

고조시켰다.  새로운공학아이디어를발명품으로승화

하는동아리와꿈의공학으로기술을나누는봉사동아

로봇존

IT존

자동차존 / 항공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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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까지공학이얼마나매력적인지를여실히보여주는

자리가되었다. 또한이자리에서는관람객들의흥미를

이끌어낼분야별이벤트를마련하여보고, 느끼는모든

이들의시선을고정시켰다.

앱스토어인기게임인드레곤플라이트게임대회를

운영하여왕중왕우승자에상품을증정하는 IT게임, 이

벤트와중앙로봇무대에서퀴즈와상품으로붐업을조

성하여동아리소속로봇들의개인기도보이고, 로봇 2

대로배틀경기를진행하여우승팀을가리는로봇배틀

킹이벤트를열어관람객들의공학에대한자연스런호

응을이끌어냈다.

자동차부문동아리는드라이빙체험존을운영하여

일반참가자들의스릴가득한트랙체험기회를제공하

였으며, 개막축하공연에서도인기만점이었던댄스・음

악공연동아리는자유로이미니공연을운영하여관람

객들이공학삼매경에서잠시예술의감성에열정을풀

어내도록하였다.

전국“최고의동아리를찾아라!”
2012년 11월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동아리 열전

(WOW E2)에서한껏자랑이펼쳐진후이모든것을체

험하고느낀관람객이직접작성하는OMR카드형식의

설문투표 100%로결정되는최고의동아리!

최고의동아리에선정되는팀에게는각각금상, 은상,

동상이수여되며, 상금도지급되어앞으로의젊은열정

에힘을실었다. 2012년최고의동아리는항공기부문의

경상대학교(조나단)가금상을, 로봇부문의영남대학교

(Power Supply)와자동차부문의영남대학교(천마DM)

이각각은상, 동상을수상하여최초수상의영광을차지

하였다. 

동아리열전, 꿈의놀이터에서
동아리의친숙함으로관람객들에게쉽게다가서는놀

이터와같은역할을한동아리열전, 그놀이터는꿈으로

만간직한열정을때론몸짓으로, 때론연주로, 마침내

창의작품으로승화하는마당이었다. 공학인뿐만아니



라우리나라공학의미래주자인중・고등학생이자신의

미래를즐길줄아는공학인이되겠다는꿈을가지도록

힘썼다. 어렵지않은놀이로풀어낼수있는공학이야말

로이시대가표방하는진정한공학이아닐까...

안정을택하는현실에안주하지않고도전하는공학

도로서의미래를꿈꿀수있도록공학인에대한든든한

지원을아끼지않겠다는다짐으로다음번동아리열전

을꿈꿔본다.  

매년펼쳐지는공학교육페스티벌이어떤모습으로다

가올지기대와흥분을감출수없다. 분명한건어제보다

나은오늘과내일을위해꿈을펼칠공학인의열정만큼

은숨길수가없다는것이다.

꿈의 놀이터, E2 F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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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의기술수준은속도가결정한다. 

2004년 4월 1일우리나라최초로경부고속철도가개

통되어영업운전속도 300 km/h의고속열차 KTX가영

업운전을시작한지어언 10년이지났다. 그동안우리나

라의고속전철기술은눈부신발전을거듭하여왔다. 프

랑스로부터도입된KTX와는달리 1996년부터 2002년

까지 6년의기간동안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독자적

으로개발한설계최고속도 350 km/h의HSR350X(High

Speed Railway, 350 km/h eXpress) 를 기반으로 제작된

KTX-산천고속열차가 2010년 3월 2일부터경부선과호

남선에서 300 km/h의속도로영업운전을개시하였다.

이후 2007년 7월 31일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일환으

로설계최고속도430 km/h의차세대고속열차인HEMU-

430X(Highspeed Elextrical Multiple Unit, 430 km/h

eXpress)의개발에착수하여2013년3월28일421.4 km/h

의속도를기록하였다. 이렇듯우리나라의고속철도기

술은눈부신발전을거듭하고있다.

우리나라가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첨단고속열차

의기술을개발하면서속도의향상을추진하고있는동

안멀리는유럽에서부터가까이는중국및일본에이르

기까지고속열차기술을보유하고있는나라는모두속

도경쟁에돌입하였다. 일본과프랑스, 독일은급격히팽

창하고있는세계고속철도시장을선점하기위하여고

속열차의속도기록경쟁을이어왔으며, 근래에는고속

철도노선의연장이가장긴중국이공격적인고속열차

의영업운전경험과 R&D투자를통해세계두번째의

속도기록을달성한바있다. 여기에더하여중국은최근

500 km/h시험을위해시제열차를출시한바있다. 부상

식철도인초고속자기부상열차를제외하고레일방식고

속열차의속도기록을국가를기준으로살펴보면가장

빠른것이 2007년 4월 3일프랑스의 TGV시험열차가

574.8 km/h의속도를기록한것이고, 두번째가 2011년

1월 9일중국의 CHR-380BL고속열차가 487.3 km/h의

속도로시험주행에성공한것이다. 세번째는일본의

955형시험차가 1996년 7월 26일 443 km/h의속도로시

험주행한것이며, 네번째는 1988년 5월 1일 406.9 km/h

의시험속도를기록한독일의 ICE열차를제치고 421.4

km/h의 시험주행 속도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HEMU-

430X가차지하였다. 이들국가를살펴보면프랑스와독

일, 일본은전통적인고속철도기술의강국이며, 중국과

우리나라는고속철도기술의신흥강자로부상하고있는

국가라는것이다. 오랜경험을가지고최고의주행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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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가진국가가고속철도시장에서경쟁에앞서리라

는것은자명하며, 우리나라도해외고속철도시장진출

을위해경주를계속하고있다. 

동력이기관차에집중된동력집중방식의G7 고속열차
우리나라최초의고속열차인 KTX는동력이열차의

앞·뒤두량의동력차에집중되어있다. KTX를모태로

국내독자기술을이용하여개발된G7 고속열차의최고

설계속도는 350 km/h로서최초의한국형고속열차이다.

G7 고속열차의기술개발기간은 1996년 12월부터 2002

년 10월까지로서총 6년간이었다. 이고속전철의특징은

순수국내기술진에의하여설계되고, 디자인에서부터

주요핵심기술까지한국고유의모델제작, 첨단기술을

적용한주요핵심장치의자체개발로압축될수있으며,

이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한국고유의모델개발

G7 고속전철동력차의길이는 22,690 mm로서운전실

과외형을공기역학, 인체공학등핵심기술을접목시켜

한국고유의여행문화형성에맞게설계되었으며구체

적으로는다음과같다.

- 고속주행시발생하는공기저항과공력소음문제를해결
하기위해동력차첨단부에서부터지붕까지단일곡선을
유지하도록설계·제작하였다.

- 대차측면에커버를씌워공기저항을줄이고, 소음감소
를추구하였다.

- 안전운행을위해운전자의피로를최소화하고작업효율
성을높일수있는운전실및운전석디자인, 그리고기
기의단순화및인간공학적인기기배치를실현하였다.

- 승객의보호를위하여운전실앞부분에충돌에너지흡
수구조를개선하여최대 6 MJ의에너지를흡수하도록
안전성을향상하였다.  

2) 핵심장치의국산화

강철대신알루미늄합금을사용하여경량화한차체,

독자개발한 1,100 kW급고출력유도전동기, 최신전력

반도체소자를적용하여제어가용이한추진제어시스템

등고속열차의중요한핵심부품들을자체적으로제작

하였다. 국내기술진들은우리기술만으로설계, 해석한

후에시작품을만들어보고, 그경험을집약한결과로개

발을완성한것과, 개발한고속열차의성능을세계의다

른고속열차들의성능과우열을비교가능토록시험, 평

가, 검증까지자체기술로완료함으로써설계, 해석, 제

작, 시험평가까지종합적인시스템기술을확보하게된

점이가장획기적이고의미가큰기술개발성과라고할

수있다.

- 견인전동기는 1.1 MW급유도전동기를독일, 프랑스에
이어세계 3번째로개발하여기술력을인정받았다.

- 주변압기는고속철도차량에탑재되어고속열차에필요
한모든전력을공급하는장치로서, 경부고속철도에비
하여용량은약 20 % 가량증가한반면무게는약 15 %

감소되었다. 

- 주전력변환장치는견인전동기에공급되는전력을제어
하여열차의속도와가속도를제어하기위한장치로, 2.5

MW급대용량기기로는세계최초로가장진보된전력
용반도체소자인 IGCT(Integrated Gate Commutated

Thyristor) 소자를이용하여고조파를기존철도에비하
여약49 % 감소시켰으며, 효율과제어성능을향상시켰다.

이외에도고속열차에적합한높은제동력을얻을수

있는전자석을이용한와전류제동시스템을개발하였으

며, Carrier LG는열차가빠른속도로터널을지날때압

력의갑작스런변화로승객이귀가멍해지는이명현상

을줄여주는객실자동압력조절시스템개발하였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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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7 고속전철(좌) 및 KTX(우)



속구동장치등 58 종의주요핵심장치와설계기술들을

국내기술진이독자개발하였다. 특히차량이고속으로

안전하게주행하기위한신호장치인열차제어장치는이

미기술력을인정받아국내의기존열차에적용되었다.

동력이 열차에 골고루 분산된 동력분산 방식의
HEMU-430X 고속열차
우리나라최초의고속열차인동력집중식G7 고속열

차의성공적인개발로우리나라는명실공히 300 km/h급

의고속전철기술을보유한나라가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철도기술이세계고속철도시장에서경쟁력을확

보하고국가성장동력원으로활용되기위해서는해외

선진고속전철개발추세를고려한고속화및대용량동

력분산식고속열차의개발이요구되었다. 이러한요구

를충족시키기위해서“최고시험속도 430 km/h동력분

산식고속열차시스템과핵심기술개발”을목표로차세

대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이 2007년국토해양부의주관

하에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총괄연구기관으로하여착

수되었다. 본사업을통해동력분산형고속전철시스템

사양결정, 차량및전장품분야등핵심부품개발완료,

종합계측시스템구축완료, 부품및조합, 통합시험완료

, 시제편성(6량 1편성) 제작및완성차시험을완료하였

다. 이후계속하여분산형고속열차실용화를위한시스

템안정화와신뢰성확보를위해실용화기술개발사업을

2012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년 9개월의연구기간

으로수행하고있으며, 2013년 3월에국내최고시험속

도및세계 4위속도인 421.4 km/h를기록하였다.

차세대고속열차시제차량인HEMU-430X는최고속

도 430 km/h및운행최고속도 370k m/h를주행을목표

로설계되었다. 그림 2는HEMU-430X의전두부모습을

보여주고있으며, 시제열차편성은 6 량을기준으로 5 개

의동력차와 1 개의객차로구성되어있으며, 전체열차

의길이는 149.0 m이다. 또한차체는알루미늄압출재

를기반으로제작하여, 편성중량은 336 ton이하로설계

되었으며, 축중또한 14 ton이하로경량화되었다. 또한

HEMU-430X는유도전동기와영구자석동기전동기를

병행하는독자적인추진시스템과공기저항을최소화시

킨유선형전두부를적용하여 430 km/h급쾌속성을보

장하는한편, IT기반승객편의장치와자동회전식안장

조절기능이있는좌석, 승객의선호도를만족시키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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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EMU-430X 전두부 모습



한다양한죄석배치, 인간공학적공간디자인과실내공

간증대, 기존고속열차와동일한수준의객실소음차폐

등으로승객의편의성을향상하였다. 아울러고속열차

의안정성향상을위해철도안전법에서제시하는성능

항목을모두만족하는동시에, 유럽시장진출을위해유

럽규격(TSI, Technical Specification for Interoperability)

에적합하도록차량을설계·제작하였고, 국내의다양한

철도신호방식에대응하도록ATS/ATC/ATP통합신호시

스템을개발하였다. 이외에도경량복합재료또는최적

화를통한초경량알루미늄압출재차체, 고성능제동시

스템, 고속대응현가장치를적용한대차, 저소음판토그

라프, 차세대차상컴퓨터제어장치, 최소형보조전원장

치, 고용량소형배터리장치가개발되어적용되었다. 표

1 은영업운행속도및승객수송능력등중요제원을세계

의고속열차와비교한것으로표에서보는바와같이차

세대고속열차의우수성을확인할수있다. 

비행기의속도를추구하는미래의초고속열차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는고속열차의

최고속도향상을통해세계적으로기술의우위성을입

증하고해외고속철도시장을선점하기위한노력을다

하고있다. 그러나이것이끝이아니다. 고속철도기술은

이제차원을넘어서비행기와경쟁하는시대로돌입하

고있다. 500 km/h이상의영업운전속도를갖는초고속

자기부상열차가그것이며, 더나아가 700 km/h를넘어

서 1,200 km/h이상의속도로주행할수있는튜브열차

가그것이다. 튜브열차는매우먼미래에실현될수도있

을것으로보인다. 초고속자기부상열차와튜브열차는

한지역과다른지역을연결(Point-to Point)하는경우에

는상당한장점이있지만, 기존철도망과의호환성측면

에서취약하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기존의고속철도

망과호환성을가지면서초고속으로주행할수있는초

고속열차가개발된다면상당히매력이있는교통수단이

될것이다. 이런측면에서최근언론에서도보도된바와

같이한국전기연구원과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협력하

여연구를추진하고있는초고속열차로서, 차량에설치

된초전도전자석과궤도에설치된전기코일과의상호

작용에의해강한추진력을발생시켜기존의레일위에

서도 600 km/h의속도로초고속으로주행이가능한초

고속열차가관심을받고있다. 기존의고속철도와의호

환성때문에실용화에보다근접한방안으로관심을받

고있다. 결국미래의초고속열차는속도측면에서비행

기와경쟁하며접근성이뛰어난교통수단으로사회에

미치는영향이매우클것으로보인다.

마치며
철도시스템은전력전자, 전기, 전자, 기계, 토목등다

양한기술의종합체로서안전성, 정시성, 신뢰성등을갖

추고있음은물론 21세기에전세계적으로불어닥친저

탄소녹색성장시대에적합한운송수단이다. 2010년서

울에서부산까지전체구간을신선으로연결하는경부

고속철도 2단계공사의완료와함께전라선, 경전선등

기존재래선에대한 180∼230km/h급고속화사업이진

행되고있다. 또한, 2014년에는호남고속철도가완공되

면철도의수요는폭발적으로늘어날것이다. 

이제우리나라는동력집중식인 HSR350X의개발과

이를바탕으로한KTX-산천열차의영업운전투입, 그

리고동력분산식인HEMU-430X의개발로당당히고속

철도기술의선진국으로부상하고있다. HEMU-430X는

향후 370 km/h의최고운영속도로영업운전에투입될것

으로보인다. 동력집중식고속열차와동력분산식고속

열차기술을바탕으로이제전세계어느곳에나우리의

고속철도기술을수출할수있게된것이다.

미래의사회는우리에게무한속도의초고속열차를

요구한다. 이에적극적으로대비하기위해한국철도기

술연구원의연구원들은오늘도연구와실험실시험및

현장시험에전력을다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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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사업
KOICA 지원 르완다 국립대학 ICT 공학부 건립

( KOICA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chool of ICT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Rwanda (Butare))

2. 사업목적
르완다국립대학에 ICT공학부건립을통한르완다

ICT인력개발과관련산업발전지원

3. 기대효과
●르완다정부는새로운르완다건설을위해 2001년

Vision 2020 국가개발전략 7대과제를선정, ICT발

전과정보화를통한 ICT기반사회경제개발Vision

을추구

●ICT산업의발전을위해 ICT분야발전장기전략인

NICI 2010을수립하고사업지원을요청

●본사업은르완다정부가추진하고있는정보통신

분야개발정책의한부분으로르완다최고의국립

대학에정보통신분야종합연구및개발을위한 ICT

센터건립을지원

●본사업을통해한국의 ICT분야경험과선진기술

전수를통해아국이지원한 ICT센터가르완다정보

통신발전의핵심역할을수행하고정보통신분야역

량강화에기여

●본사업은르완다최고의국립대학의 ICT교육능력

을획기적으로개선하는사업으로서향후르완다의

지식기반사회를이끌어갈고급인력의양성

●동대학이르완다정부가지향하는동부아프리카

의중추적인 ICT 교육연구기관으로발전

►지식기반사회로의르완다발전을선도할고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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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광 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교수
kskim@kut.ac.kr 

한국공학교육학회 국제부회장,감사
한국산학연협회 회장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획처장, 대학원장

(현) 미국기계학회 석학회원(Fellow)
국제공학교육네트워크(INEER)운영위원

정 종 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술정보공학부 교수
jungjd@koreatech.ac.kr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 운영위원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감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종합정보처장
광역경제권선도산업인재양성센터장

(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술정보공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개도국기술연구소 이사



력양성(매년 200-300명배출)

►산업체와연계한 ICT연구프로젝트수행

●E-Learning을통한원격교육기반조성및르완다국

민의교육접근성향상및양국대학교간의교류협

력을촉진시키는계기

4. 사업기간/규모
2008-2011(4년) / 3,680백만원(4,000천불)

5. 사업실시지역
부타레, 르완다국립대학內

7.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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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수행기관
●우리측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르완다 :  르완다국립대학

(National University of Rwanda)



8. 사업추진일정표

9. 사업협력및수행체계 10. 사업수행내용및성과

10.1 사업수행내용

가) 교육시설(ICT공학부건물신축) 확보→건축관

련자문등

●한국(KOICA)과NUR측공동부담으로르완다국

립대학부지내에 ICT공학부(THE SCHOOL OF

ICT) 건물을신축, 완공

층별용도

- Second Floor : 강의실, 교수연구실, 대학원실

- First Floor : 전자통신공학실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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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nd Floor : 컴퓨터공학실습실

공사비 분담

- NUR: Second Floor및대지정지, 조경, 전력등→ 2

백만USD

- KOICA: First Floor & Ground Floor→ 2백만USD

●르완다최고의국립대학이지만지난 1994년대학

살(Rwandan Genocide) 당시대학시설의상당수

가파괴되어 ICT공과건물및장비가전무한실정

인르완다국립대학에금번KOICA의지원사업으

로 ICT공학부전용건물과한국의최신 ICT공과

대학수준의시설, 기자재를공여함으로써르완다

최고의ICT교육센터를구축할수있는기반이조성

나) 기자재공여및ICT공학부교육실습(연구)환경구축

●본사업의핵심과제인 ICT공학부의공과개설및

장기발전방향(Master Plan)에 따라 공과운용 및

실습교육 (연구개발 )이 활하게 운용되도록

Practices Lab. for Basic Computer Skill(2실/신설),

Computer Lab등공통실습실(5개), Multimedia Lab,

Computer Networking Lab 등 Information

Technology(3실), Software Engineering Lab, Data

Base Lab등 Computer Science(3실)을 구축하고

이에필요한 159종 2,384점의최신환경의교육(연

구개발)용기자재지원

●지원된기자재는각공과별로파견된 2명의전문

가주도로기자재업체에서파견된설치전문가및

해당공과의교수와함께배치계획을수립, 신축공

사로 완공된건물내의; 실습실에설치하고장비

운용교육을실시함

‘11년 1월 3차 사업관리자 파견을 마지막으로 PMC

기관의전문가파견이종료됨에따라기자재의설치, 검

수작업은기자재조달업체가‘11. 3월 2차설치기술자

를파견하여완료함

●르완다최고의국립대학인국립르완다대학에최

고의 ICT공학부를새롭게건립함으로써르완다

정부가 ICT산업발전의장기적인전략으로추진

주인 NICI 2020 계획을달성하는데필요한최고

의교육환경을구축

다) ICT공학부공과설계및Master Plan작성, 교과과

정개발

●운영전문가(사업관리자포함) 및공과전문가를

파견, 르완다국립대학에 ICT공학부 (대학원과정

포함)를신설하고공학부건물을신축하여전용공

간을제공

●ICT공학부에는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

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등 4 개학과를두고이를

바탕으로대학원석사과정을운영할수있도록설

계하였으며또한 2020년까지의목표(계획) 하에

이를 2020년까지단계적으로실천할로드맵을제

시, Master Plan을작성하였으며향후개설예정공

과와대학원과정의교과과정을개발하였음

신설 ICT공학부의구조

비젼2020과관련한 ICT 마스터플랜의로드맵

●한국(KOICA)의지원으로국립르완다대학 ICT공

학부건립된 ICT공학부및그발전전략(마스터플

랜)을통해르완다정부가추구하는 2020년까지

의장기발전단계별추진전략과실행방안, 산업정

책적수요에부응한 ICT관련고급연구개발인력

양성체제(교육시스템)를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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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리자및교수훈련을통한능력개발

●르완다국립대학 ICT역량강화를위해르완다교

육부및국립대학관계자 8명을초청(대학총장등

2명은르완다정부의불승인으로참석하지못함)

하여한국의 ICT기술동향및전망, ICT교육제도

뿐아니라 ICT관련대학교육및교육프로그램운

영사례등을연수, 체험하게함으로써르완다국

립대학의 ICT교육/연구역량을강화해줌.

●또한사업기간중운영전문가(사업관리자겸임)

및공과전문가들의파견을통해국립르완다대학

ICT관련학과교수, 대학관리운영자, 직원등을

대상으로세미나, 워크숍, 강의참관등을실시하

여한국과선진외국의 ICT관련기술동향과발전

전망, 연구개발인력양성을위한학부및석사과

정운영사례, 개설교과목과교육방법등강의개설

운영기술, 신기술교수기법등을배양해줌으로써

ICT공학부의교육, 연구역량을강화

마) 전문가파견을통한 ICT공학부개편운용능력배양

●본사업착수와동시(‘08. 10월)에사업관리자(PM)

및공과전문가로구성된 2명의사업관리전문가를

현지에파견하여르완다측에사업의전체적인구

성내용에대하여설명하고각세부사업내용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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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향후한국과르완다측이상호협조, 이행해야

할사항들에대한협의와확인등을거쳐본사업

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한협력체계등사업기

틀을구축

●‘09. 8월 10일간PM과공과전문가 2명을 2차사업

관리자로현지에파견하여전체사업에대한진행

상황과특히, 시공업체선정지연으로예정보다

늦게착공된건축공사진행상황등을모니터링점

검하고개설공과설계및Master Plan작성, 교과

과정개발등이차질없이진행되도록자문과지도

바) 르완다 국립대학교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간

MOU체결을통한협력기간구축

●‘10. 5. 28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르완다국립대

간에학술교류 및학생과교수등인적교류협력

에관한MOU를체결함으로써국립르완다대학교

와한국기술교육대학교간상호발전을위한협력

토대를마련한바있고그첫번째사업으로 2009

년부터국립르완다대가추천한학생을매년석/박

사과정에입학시켜이수하도록지원하고있으며

향후이와같은교류협력을넓혀나갈예정

사) ‘11. 5. 16 새롭게건립된 “르완다국립대학교 ICT

공학부건립사업”준공식개최

●르완다정부가추진하고있는정보통신분야개발

정책의한부분인르완다최고의국립대학에정보

통신분야종합연구및개발을위한 ICT센터건립

을지원하는본사업을통해국립르완다대학부에

전기공학과/전자공학과/정보통신공학과/컴퓨터

공학과등 4개공학과와대학원과정을두는최신

환경의 ICT공학부를건립하고교과과정및장기

발전계획(마스터플랜)을수립하여줌으로써르완

다정보통신발전의핵심역할을수행할수있는

여건을조성

10.2 르완다정부및르완다국립대학측성과 (평가)

●한국(KOICA)에서본사업으로최신환경의 ICT

공학부건물과최신의기자재를 지원하고 , 전문

가파견을통해 ICT공학부를건립하고한국의선

진 ICT기술과 ICT기술교육모델을전수함

르완다대통령이준공식에직접참석하여“이번한국

정부의지원으로 훌륭한 ICT공대건물과최신학습기자

재가설치된만큼재학생들이 24시간불이꺼지지않은

연구와학습에정진해주길바란다”고격려함

또한동 ICT 공학부를통하여르완다최고국립대학의

ICT 교육능력을획기적으로개선하여향후르완다의지

식기반사회를이끌어갈고급인력을양성할수있을뿐

만아니라 르완다정부가지향하는동부아프리카의중

추적인 ICT 교육연구기관으로발전할수있을것으로

기대하고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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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동 주   

영남대학교기계공학부교수
djsong@yu.ac.kr

영남대학교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부원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부설 한국공학교육연구센터 소장
한국공학교육학회 대구경북지회장
관심분야: 항공우주, 열유체시스템디자인, 공학교육 

창의융합형 Good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프로그램 소개 

영남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영남대학교공학교육혁신의시작
영남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는 (Yeungnam Uni versity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 cation)는

2001년전국최초로ABEEK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의시범인증을받은대학

으로서현재전국에서모범적인공학교육제도를시행하고있다. 본교의기계공학부, 응용화학공학부및건축공

학전공의 3개프로그램이국내최초공학교육시범인증을받은것을기점으로 2003년공학교육인증센터로시

작하여 2006년공학교육혁신센터로변경, 부속기관정식기구로출범하였다. 

2007년봄에는 8개의인증프로그램이예비인증을받아모두 11개인증프로그램이운영이되었으며, 교육

과학기술부와산업기술진흥원이지원하는제1단계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에선정되어 2012년까지 5년간

지원받으면서사업을성공적으로이끌었다. 이를바탕으로 2012년 3월부터 10년간지원하는제2단계공학교육

혁신센터지원사업및거점센터지원사업에선정되었다.

2단계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의준비
본교제2단계공학교육혁신사업의목표는창의융합형Good엔지니어양성을위한공학교육프로그램을운

영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공학계열의교수님들과MSC· 전문교양을담당하는자연과학과인문사회계통의

교수님들이새로이개발된공학교육인증시스템에따라충실하게교육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여졸업생이

갖춰야할우수한능력을갖추고품성도좋은엔지니어양성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 공학교육혁

신센터지원사업의첫해인 2012년에는공학교육혁신에대한로드맵을수립, 운영, 추진체계를구축하는한편,

global standard에부합하는엔지니어, 창의적설계능력을갖춘엔지니어, 리더쉽인성을갖춘엔지니어, 현장적

응력을가진엔지니어그리고 Tech+형엔지니어처럼다양한엔지니어양성을위한추진방안들을실행하였고,

그결과로 2012년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연차평가에서‘매우우수대학’으로선정되는영예를안으며,

영남대학교공학교육의발전을향한힘찬발걸음을시작했다. 

공학교육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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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추진체계는크게 3가지방향으로나누어추진하였

다. 첫번째로대구· 경북권기업의인사담당자와공

학실무담당자및학부(과/전공) 교수로구성된산학

위원회를설치하여, 경상북도· 경산시등권역내지

역자치단체와행정적연계를구축하였다. 두번째로

대학본부및단과대학과의협조체제를구축하였다.

교육과정개편과행정·재정적지원에대해서는교

무처·기획처·기초교육대학·이과대학, 융합프로

그램개발에대해서는디자인미술대학(산업인터렉

션디자인학과), 문과대학(문화인류학과, 철학과, 국

어국문학과), 사범대학(교육학과), 상경대학(경영학

과) 등과협의체제를구축하였다. 세번째로대학내

설립센터및연구기관과의물적인적자원을연계하

였다. 정부지원교내사업단(LINC사업단, HRD사업

단, 교육역량강화ACE사업)과의산학협력, 인력양성

협의체계구축하였다. 결과적으로공학교육혁신센

터에서구축되는산업체,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의산학관연협력모델은향후영남대학교 Y형인재

육성(인성을바탕으로창의성과진취성을겸비한인

재)과도연계되어학교발전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

된다.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엔지니어 양성
- 단일인증프로그램운영및공학교육인증교육과
정개선
2001년국내최초로기계공학부, 응용화학공학부,

건축학부 3개학부에대해 (예비)공학교육인증을획

득을시작으로, 2006년부터는공학교육인증의무이

수제도를실시하였다. 이를위하여신입생입학예비

교육(Orientation)시공학교육인증의필요성설명, 선

후배멘토링제도등다양한학습지원프로그램을통

해학생들의관심을증대시켰다.  전입생(복학생및

편입생)일경우수강지도와편입생멘토링제도를통

해인증프로그램으로유도하였다. 보다지속적인개

선을위하여공학교육인증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지속적교육품질개선)을위한기술수

요조사의실시, 공학계열신입생기초교육강화를위

한 TA(Teaching Assistant)제도실시, 학습능력강화를

위한선· 후배멘토링프로그램운영, 교과목포트폴

리오바인더제작및배포, 전문교양및MSC교과목

담당교수인센티브지급, 우수전공교과목포트폴리

오경진대회시상, 우수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시

상, 공학교육의체계적관리를위한학교전산시스템

내에인증지원시스템통합재구축, 산학협동관리프

로그램개발및운영등을운영한결과,  2012년 8월

한학기 300명이상의인증졸업자를배출하고있다.

향후, 단일인증프로그램의실시로학생들에게공학

교육인증교육과정을통하여양질의교육기회를제

공하고, 전공능력을향상시키며인증프로그램으로

의취업역량을강화하여보다많은학생이인증을받

고졸업할수있게하고있다 특히 2013년도에는인

증졸업생들에대한인증졸업기준에대한점검이대

학내 URP시스템에서운영이되므로서학생상담·

인증졸업점검이자동화되었다.  한편프로그램의교

육목표, 학습성과, 학생지도등공학교육인증을체계

적으로운영할수있는시스템이URP시스템에추가

적으로연동되게개발되었다. 교육공학박사인선임

연구원과연구원이전담하여지원하므로써프로그램

의인증수행을효과적으로할수있도록하였다. 특히

최근들어중요성이강조되고있는교과기반평가를

할수있는체계도포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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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standard에부합하는엔지니어양성 - 공학
교육페스티벌(E2 Festa)

2단계신규사업으로 2012년교육과학기술부와한

국산업기술진흥원및공학교육혁신협의회에서주최

한‘공학교육의‘꿈(Dream)’이라는주제로펼쳐진공

학교육페스티벌(E2Festa)에영남대학교혁신센터는

공학계열학생들이공학교육페스티벌에많이참석

할수있도록세부행사홍보및참여유도를하고현

장견학을지원하였다. 이를통해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의우수사례및전국대학생들의캡스톤디자인

우수작품을전시하여공학교육혁신성과물을공유

하여자신의미래를구체적으로구상해볼수있는기

회를마련하였다. 주요성과로는영남대학교공과대

학기계공학과를 80년도에졸업한조영호(KAIST) 교

수가 E2Star로선정되었고, E2U공과대학생발표대

회에서는 ’내꿈을들어봐‘ 또는 ’나는공대생이다

‘라는주제로우리대학류현정이전국 65개대학중

16개대학본선에진출하였다, 이뿐아니라, 동아리

열전WOW E2에영남대학교 4개팀(로봇동아리, 자

동차동아리, 만화동아리, 솔라카)이출전하여그중

로봇동아리(Power Supply)는WOW E2은상, 자동차

동아리(천마DM)은WOW E2동상을수상하였다. 창

의적종합설계경진대회는전국 80여개공과대학의

작품중우수작과수장작 300여작품을전시하는가

운데영남대학교는 4개를출품하였고, ’Window8을

이용한작곡프로그램‘이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을, ’임베디드웨어러블슈트를이용한휴머노이드로

봇제어‘는특별상을수상하였다. 결과적으로학생참

여도, 각종공모전수상실적등을평가항목으로평가

하는‘2012 올해의혁신센터선정’에서전국 79개공

과대학및공학교육혁신센터(참여대학 65개, 협력대

학 14개) 가운데영남대학교가‘금상(1위)’로선정되

었다. 

이번참여를통하여전국공과대학의교육혁신성

과를전시·공유하고공학의비전을모색하는교류

의장을마련하였고, 영남대학교는산업계지향적인

공학교육프로그램, 교육방법개선을통해우수한인

력을양성하고있는대학의성과와비전을확인하는

계기를마련하였다. 

창의적설계능력을갖춘엔지니어양성 - 설계교육
체계확립, 종합설계교과목개설·운영및국내·
외캡스톤디자인프로젝트운영
영남대학교공학교육인증(ABEEK)에서는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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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준을정하여설계관련교과목을체계적으로편

성하도록하고있다. 저학년은창의력을기르기위한

기초(입문)설계교과목, 고학년은저학년에서배운지

식과기술을기초로주요설계경험을익히는종합설

계교과목을이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공학교육입

문자들의공학적마인드확립과문제해결능력을기

르기위해 2007년부터입문설계교과목을공과대학

공통과목으로확대실시하고있으며, 각전공분야별

요소설계교과목을정하여전공에따른전문설계능

력을향상시키도록하고있으며, 종합적설계능력을

기르기위한종합설계교과목을개설하여운영하고

있다. 2012학년도부터다학제간캡스톤디자인프로

젝트활성화를위하여공학계열전공간캡스톤디자

인프로젝트, 산업인터렉션디자인학과와공동캡스

톤디자인프로젝트, 지역사회문제해결캡스톤디자

인프로젝트, 지역중소기업도출캡스톤디자인프로

젝트등을시행하였다. 또한, 공학교육혁신센터와각

학부(과/전공)에서지원한설계재료비를통하여제작

한과제물발표회를통하여참석학생들의안목과자

긍심을높이고학생상호교류의장을넓힐수있는기

회를제공하고자 2012학년도다학제간캡스톤디자

인프로젝트작품전시회를 10회실시하였다. 더불어

국외(국제)캡스톤디자인프로젝트를실시하여, 일본

의츠쿠바대학과캡스톤디자인프로그램개발위원

회구성, 협약을체결하고공동캡스톤디자인프로그

램과제도출및공동추진하였다. 과제수행은상호

방문및인터넷화상회의를통해진행되며공학교육

혁신센터지원사업에서캡스톤디자인프로젝트프로

그램개발및과제수행에따른정기적인교류프로그

램을활성화하여양국대학생들이양국에대한이해

를증진하기위한학습, 체험(정치, 경제, 역사, 산업시

설탐방), 토론및탐사(능동적탐구와발견) 프로그램

을구성하였다.

리더쉽인성을갖춘엔지니어양성 - 천마리더십
캠프
자신감과열정, 리더십, 프리젠테이션스킬등집중

교육을통하여취업역량강화및취업면접적응력향

상을위하여 2012학년도천마리더십캠프를개최하

였다. 정보화, 지식화, 글러벌사회로의급격한환경

변화에따라요구되는조직과리더십의새로운패러



46·공학교육

Part 1 우수 공학교육혁신센터 소개
공학교육의 현장

다임전환에대응하여지성, 인성을겸비한Y형인재

육성하기위하여리더십캠프전문교육기관을선정

하여 2박 3일집합교육을실시하였다. 강의위주의리

더십교육을탈피하여참여형교육을실시하여교육

효과의지속성을확보하기위하여사전, 사후교육연

계운영을실시하였다. 

리더쉽인성을갖춘엔지니어양성 - 인문학과와의
융합프로그램「영남역사문화체험프로그램」
본프로그램은공학인을위한영남역사문화체험프

로그램으로지역문화에내재된공존과상생의가치

를발견하여글로벌시대의가치인다양성・ 포용・ 창

의성을갖춘인재를양성하고, 고대부터근대까지한

국사상과문화의원류를형성한영남문화이해를위

해영남지역선비문화의체험의장을마련하였다. 본

프로그램은공학계열학생 26명이참여하여전통, 문

화, 인성, 노블리제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함

양과 전통문화보존과전승의현장인영남문화를탐

방하였다.

현장적응력을 가진 엔지니어 양성 - 우주기업
Contest 확대실시
우주기업 Contest란, ‘우’리 ‘주’위의우수기업체

를알리기위해실시하는Contest로, 학생들이팀을조

직하여지역업체의홍보대사가되어기업의정보를

조사하고이를다른학생들에게홍보하는사업이다.

본행사는 “취업”의성공적인보장을위해실시하는

행사로서지역의우수기업의정보를알려취업정보

를제시하고, 정보를기반으로취업결정을내리도록

도움을주는행사이다. 또한인재난에어려움을겪고

있는주위의중소기업에우수한인재를확보할수있

는기회를제공해줌으로써진정한산학협력의결실

을가져올수있으며, 대학에는취업률을제고할수있

는좋은기회를제공하였다. 2009년부터 4년에걸쳐

시행해오고있으며, 2011년부터공학교육혁신센터에

서주관하여사업내용의우수성과적극적인홍보로

공과대학그리고대학전체로확대실시하여 2012년

에는총32개기업이참여하였고, 2,082명이참가하였

다. 본대회의성격과효과를학내에알리고, 그중요

성을인정받아 2014년부터는학교전체의행사로실

시할예정이다. 향후대내적으로참가업체와참가학

생의규모를확대하여학생들에게실질적도움을줄

수있는행사로발전시킬계획이며, 대외적으로도보

다많은기관에홍보하여중소기업은우수인력확보

를, 학생들은취업기회확대를, 대학은취업률제고를

얻는대학의대표적인취업행사모델로발전시켜현

장적응력을갖춘엔지니어양성에박차를가할계획

이다.

Tech +형엔지니어양성 - 인문, 사회문화, 예술융
합교육
글로벌시대의가치인다양성, 포용성, 창의성을갖

춘인재를양성하고자인문, 사회, 철학등분야의유

명한강사를초빙하여공대생들에게인문·사회·문

화분야의다양한체험을함으로써전공조성을육성

하고자공학·인문융합콜로키움을개최하였다. 초

청연사는나의문화유산답사기의저자이자명지대학

교미술사학과교수인유홍준교수를초청하여‘명작

의조건과장인정신’이라는주제로강연을펼친결과

총 382명의학생이참가하여강연회를경청하고, 연

사와의대담회를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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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영남대학교는 2단계사업을시작하면서전략적이

고혁신적인아젠다를설정하였다. 먼저영남대학교

에서추진하고있는인성을바탕으로창의성과진취

성을겸비한 Y형인재상과공과대학교육목표설문

조사, As-Is / To-Be분석을통해서 5가지엔지니어인

재상을설정하였다. 각각의엔지니어를양성하기위

한세부적인혁신아젠다를구성하였다. 5가지엔지

니어상이학생들에게자연스럽게녹아들어갈수있

도록각각의엔지니어인재상양성프로그램에서다

른프로그램들이융합되어다양한인재상을모두체

험할수있도록계획중이다. 이러한기술·인문의융

합경험들이공학도들에게는많이낯설고어색하겠

지만, 학교를졸업하고사회에나가게된다면크게도

움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

현재우리가살고있는시대에서요구하는공학도

의인재상은창의적이고, 융합적이면서도도덕적으

로문제가없는선한엔지니어이고, 이러한인재를키

우기위해서우리센터뿐만이아니라, 1단계사업을

진행하면서학생들의참여도를올리는것이힘들었

지만, 이제는혁신센터에서진행하는프로그램들이

정착이되어가고, 참여하는교수님들도여러가지로

적극적으로협조하면서학생들의인식이많이바뀌

어혁신센터에서하는모든프로그램에관심이많아

졌다. 그러나우리혁신센터는단순히관심이많아진

것에만족하지않고, 이공학도들이 5년후 10년후를

생각하면서더욱더알차고학생들에게도움이되는

프로그램들을개발할예정이다. 영남대학교혁신센

터는공학도들이경험하기힘든경영, 문화, 예술, 인

문분야를연결해주는다리역할과공학도들이공학도

로써의자질을높여주는계단의역할을해주는학생

들의멘토역할을지향하고있다.

사회에나가는학생들이창의적이고융합적이며,

선한엔지니어가되어서사회에크게이바지하길바

라며, 앞으로 10년동안많은대학들과깊은교류를

통해혁신센터사업을공유하고장려하면서우리나

라의공학교육이한층더발전되기를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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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초·중등 공학교육 사례
충남대학교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

1. 들어가는말
세계각국가들은경제적, 기술적경쟁력을높이기위해과학기술분야의연구와개발에많은예산투자를하

고있으며, 여러가지진흥정책을만들어끊임없는경쟁을하고있다. 특히연구와개발의결과를통해직접적인

경제적이익을창출할수있는공학기술의비중은더욱더커지고있다. 많은국가들은공학기술인재양성을

위하여초·중등교육에서수학과과학, 기술교육을실시하여왔고, 최근에는국가경쟁력을높이기위하여초

·중등교육에서수학과과학, 기술교육을강화하는한편, 공학을가르치려는시도와연구역시많이이루어지

고있다(김영민, 2012). 이러한세계적인추세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는초·중등교육에서수학, 과학과같

은순수자연과학만을학습할뿐, 공학에대한정보를접할기회가많지않고, 과학분야를응용하여공학에적

용시키는탐구과정역시부족한실정이다(손소영, 2007). 현재초· 중등교육에서공학과가장관련깊은교과는

초등학교‘실과’ , 중·고등학교의‘기술’ , ‘공학기술’교과가해당되지만(이춘식, 2008), 입시위주의교육, 공

학기술분야에대한낮은인식등사회적분위기와교과의특성등으로인해학생들에게제대로교육되고있지

못한실정이다. 

초·중등교육에서의공학교육은공학과기술에대한이해를늘려줄뿐만아니라, 수학과과학교과에대한흥

미를자극하고학습을개선한다(NAE, 2010). 또한, 국내의많은공학전문가와초·중등교사들도초·중등교육

에서의공학교육필요성에공감하고있다(김기수, 김영민, 허혜연, 이창훈, 2013; 김영민, 허혜연, 이창훈, 김기

수, 2013). 이처럼초·중등공학교육의필요성과중요성이증가함에따라영국과미국을비롯한세계각국가

들이청소년공학교육을운영및지원하고있으며, 최근에는우리나라에서도청소년에게공학교육의기회를

제공해오고있다. 2011년부터산업통상자원부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체험위주융합형기술교육프로

그램의개발및운영을통해중·고등학교청소년들의산업기술분야에대한흥미를유도하고, 창의기술인재

를육성하기위하여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를설립하였다. 2011년부터충청권은충남대학교, 호남·제주권

은전북대학교에서운영해왔으며, 2013년부터는 3개권역이추가되어수도권은인하대학교, 동남권은부산대

학교, 대경권은안동대학교에서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를운영하고있다. 이글에서는 2011년도부터공학기

공학교육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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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교육을실시하고있는충남대학교청소년창의기

술인재센터의청소년공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소

개하고자한다. 

2. 충남대학교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의공학기
술교육

가. 공학기술교육인프라및목표

충남대학교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는대덕연구

개발특구내에위치하여공학기술교육을위한최고

의인프라와역량을보유하고있으며, 특히기술교육

과는국내최대의기술교육인프라를보유하고있다.

이러한장점을살려체계적인청소년공학기술교육

을하고자교내의공과대학, 사범대학을중심으로협

력하여교육프로그램을개발및운영해오고있다. 또

한, 진행되는모든프로그램은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의교육청, 학교, 기술및진로관련교사들과유

기적인네트워크를형성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고

있다. 충남대학교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는아래와

같이 6가지의목표를갖고운영되어왔다. 첫째, 중·

고등학생들의기술친화적마인드확산및창의적기

술소양을증진시킨다. 둘째, 실생활속의융합적공학

기술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운영및확산시킨다.

셋째, 중· 고등학생및학부모들의이공계진로에대

한인식을제고시킨다. 넷째, 학교현장기술교사들의

공학기술과이공계진로에대한전문성및인식을향

상시킨다. 다섯째, 창의기술인재육성을위한교육협

력및운영체제를구축한다. 여섯째, 공학및기술관

계자들의중· 고등학교기술교육에대한인식및관

심을제고시킨다. 

나. 공학기술교육프로그램

충남대학교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에서는지역

의청소년뿐아니라예비교사, 교사, 학부모등을대

상으로한다양한공학기술교육관련프로그램이진

행되고있다. 프로그램중몇가지를소개하려고한다. 

첫번째로, ‘청소년창의기술인재아카데미’는교내

·외의공학기술관련인적·물적자원을활용하여

중·고등학교학생들의학년별수준에맞춘공학기

술체험및진로지도프로그램으로, 학기중 2박 3일,

방학중 2박 3일간캠프형태로운영하여총 4박 6일

(40시간이상)을진행하며, 코스별(중 1, 중 2, 중3, 고

1)로중·고등학교학생각 60명씩지원하여운영한

다. 참가자는각학교에서공학기술분야에흥미나관

심이있는학생들을대상으로교사추천서와자기소

개서를바탕으로, 운영위원회에서지역과사회배려

대상자등을고려하여선발한다. 프로그램은체험, 멘

표 1. 청소년창의기술인재아카데미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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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링, 견학, 특강, 레크레이션등의프로그램으로구

성되고다음과같이 1년중 4회에걸쳐운영한다.

두번째로소개할프로그램은 ‘찾아가는청소년창

의기술나눔캠프’이다. 이프로그램은충남과충북지

역의교육소외지역에위치한중학교를방문하여 1박

2일동안진행하는공학기술체험교육이다. 이프로

그램은학교현장에없는기자재및재료와공학전문

가를초청하여전교생을대상으로다양한공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여공학기술에대한흥미와

관심을제고한다. 

세번째로소개할프로그램은 ‘창의공학기술진로

체험교실’로공학기술체험을희망하는학교와연계

하여토요일을활용한 1일공학기술체험프로그램

이다. 이프로그램은아카데미(2박 3일숙박형) 프로

그램참가가제한되는고등학교고학년학생들에게

참가기회를제공하고공학분야의전공및학과선택

형프로그램을제공하여필요한공학전공에대한직

접적인진로체험을제공한다.

네번째로소개할프로그램은‘이공계체험교실’이

다. 이프로그램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주최하

는청소년미래상상기술경진대회 1차아이디어심사

를통과한학생들에게 2박 3일간대학내에서진행하

는프로그램이다. 1차심사를통과한발명아이디어

를구체화할수있도록공학전공체험과공학도와의

멘토링을제공한다.

마지막으로소개할프로그램은 ‘공학도와함께하

는이공계진로지도멘토링’ 이다. 이프로그램은공과

대학대학(원)생과연계하여이공계진학및진로에

대한실질적정보를획득하도록온라인멘토링과오

프라인멘토링으로진행된다. 학생들에게공학도인

대학(원)생멘토와지속적인유대관계를형성하게하

여수준별다양한공학기술분야진로에대한정보와

조언을제공한다. 

그외에도학부모를대상으로한‘학부모와함께하

그림 1. 찾아가는 청소년 창의기술 나눔 캠프 그림 2. 창의공학기술 진로체험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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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이공계진로설명회’, 지역의중고등학교를찾아가

는 ‘찾아가는이공계진로설명회’ 등의프로그램도

함께실시하고있으며, 참가학생들대상으로한다양

한청소년공학기술교육관련연구도함께실시하고

있다. 

다. 공학기술교육프로그램개발

충남대학교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에서는기술

교육전문가들이설계한교육프로그램을공학전문가

들이공학적내용, 원리와요소에맞추고학생수준을

고려하여교육프로그램을설계한다. 공학기술교육

프로그램은크게두가지로구분하여개발한다. 학교

현장에서기술교사가적용가능한‘독립형공학기술

교육프로그램’과대학시설및기자재를활용하고공

대교수와기술교사가협력하여운영가능한‘연계형

공학기술교육프로그램’이다. 독립형프로그램은학

생들이공학에대한재미를느끼고친밀감의향상을

목적으로기술교사가환경에제약없이학교현장에

보급하기위하여창의적기술제작체험을진행할수

있도록개발한다. 연계형교육프로그램은공대교수

와기술교사가효과적으로서로의장점을살려대학

내시설과장비를활용하여최신공학기술교육체험

을진행할수있도록개발한다. 이는중· 고등학교학

생들의수준과지식, 관심, 흥미를모르는공과대학교

수와공학에대한심화되거나최신의지식이없는기

술교사가서로의단점을보완하고장점을살려협력

적이고체계적으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는체계

이다.

개발된프로그램중연계형프로그램인‘미션! 솔라

보트로호수를건너자’ 프로그램을소개하고자한다.

이프로그램은선박해양공학교수와기술교사가협

력하여진행하는연계형프로그램이다. 먼저기술교

사가학생의수준에맞추어창의적으로솔라보트를

직접제작하고, 원리를학습하도록개발한프로그램

그림 3. 이공계 체험교실 그림 4. 공학도와 함께하는 이공계 진로지도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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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진행하고, 선박해양공학교수가특강, 연구실견학

및솔라보트를직접타보는체험을진행함으로써기

술교사와공학교수가교육내용을유기적으로연계

하고, 최대한학생의수준과흥미에맞추어공학을이

해하고, 체험해볼수있도록진행한다.

라. 전체프로그램교육효과

충남대학교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에서는대전,

세종, 충남, 충북지역중· 고등학생들이공학기술적

지식과창의적인아이디어를바탕으로조작적활동

(hands-on)을통해창조성을발휘할수있도록프로젝

트, 기술적문제해결, 공학적설계과정등의교수법을

활용하여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학생들이대학

교의우수한시설과장비, 인프라등의제공을통하여

학교현장에서접하기어려운최신공학기술을창의

적으로수준에맞추어체험해볼수있다. 또한지속적

인진로정보와멘토링제공을통해학생들의공학기

술분야에대한긍정적인관심과흥미를제고시킬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참가자들을대상으로한연구결과

는다음과같다. 먼저학생들의면담과관찰을중심으

로한질적연구(김영민, 허혜연, 이창훈, 이소이, 김기

수, 2013)에서교육프로그램참가학생들은공학기술

에대한추상적이고막연한인식과태도가긍정적으

로변하였으며, 공학기술에대한흥미와관심을갖게

되었다. 또한, 참가학생들은체험한공학기술분야에

자신의진로나생활에서의관련성에대해생각하게

되었고, 특히공과대학에대한부정적인인식의변화

가나타났다. ‘공학에대한태도’ 검사지를활용한아

카데미사전, 사후검사의양적연구(김영민, 허혜연,

임나영, 김영숙, 이창훈, 김기수, 2013)에서는‘공학에

대한흥미, 공학에대한성역할인식, 공학의영향, 공

학관련학교교육과정’에대한인식영역에서유의미

하게향상되었다. 이처럼공학기술교육프로그램은

교육학적분석을통해서도효과를나타내었다.

3. 맺는말
청소년공학기술교육은학생들의공학기술분야

에대한긍정적인식과관심및흥미향상을통해이공

계기피현상을해결하고국가경쟁력을제고하기위

하여반드시필요하다. 국내에비해국외의초·중등

교육에서의공학교육은보다보편화되어있고, 다양

그림 5. 프로그램 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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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초연구를통해공학교육이체계화되어있으며,

여러다양한나라의많은기관들이초·중등교육에

서의공학교육의중요성을인식하고다양한인적, 물

적자원을지원하고있다. 이것은정부기관을중심으

로일회성체험으로공학교육을접근하고있는우리

나라와는차이가있다. 이제우리나라도교육학적기

초연구를통한다양하고체계적인공학기술교육프

로그램을개발하고, 운영해야한다. 이에충남대학교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는기존체험위주의일회성

공학체험프로그램과의차별화를통한조작적활동

(hands-on) 중심의학생수준에맞는다양하고체계적

인공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 운영함으로

써초·중등교육에서의 공학 교육에 이바지 하고

있다. 

1. 김기수, 김영민, 허혜연, 이창훈. (2013). 초·중등교육에서의 공학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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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모방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인하대학교 생체모방 경량 에코소재 융합 연구단

생체모방기술의끝없는가능성
생체모방기술 (Bio-mimetics)은자연계에존재하는생체기능현상, 구조, 디자인을모방하고응용하는학문을

말한다. 나노기술, 바이오기술과같은최첨단기술의발전은자연에서발견할수있는우수한특성의발현원

리에대한궁금증을풀어주었고, 근래에들어이들기술은신소재, 건축, 디자인, IT등다양한분야에적용되고

있다. 그중에서도신소재분야경우, 자연계에서볼수있는규칙적으로정렬된구조혹은패턴들로부터기인한

생물체의새로운물리적특성이기존소재가갖는한계점및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해결책을제공하고있어

많은연구가진행되고있다. 

강철보다수십배는강한거미실크, 자가세정능력을갖는연꽃잎, 화학적염료가없어도다양한색의구현이

가능한모르포나비(Morpho butterfly)의날개등자연에존재하는다양한생물체들의우수한특성들이학계는

물론, 일반대중매체를통해서많이소개되어왔고일

부는현재상용화제품에적용되어생활에적용이되

고있다. 그런데, 놀라운사실은인위적으로제조한재

료들과동등하거나더우수한특성을갖는생물들이

고에너지가요구되는환경이아닌상온/상압에서만

들어지거나, 혹은이와는대조적으로오히려깊은바

닷물속과같은일반실험환경보다가혹한조건에서

만들어진다는것이다. 또한, 생물체는생물학적작용

을위한화학물질을만들고결합할때자연에해가되

는물질을만들지않는다. 이는CO2 배출및지구온난

화의억제를통한녹색성장에요구되는저온·저에너

지공정의개발에알맞은롤모델이되고있다. 이와같

은생물체의제조능력을모방한생체모방기술은공학

공학교육의 현장

그림 1. 전체 국가 기술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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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무한한가능성을가지고여러분야의기술시

장에서새로운원천기술개발의가능성에대한희망

을주고있다. 그림 1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생체

모방기술을이용한나노복합소재기술분야에서해

당국가의기술위치를포트폴리오로나타낸그래프

이다. 현재해당기술분야는생체의미세구조및원

리가파악되기시작하여생체모방을통한신개념소

재를개발하려는시도가진행되고있는연구개발태

동기를지나(1구간, 2구간), R&D의급격한증가와경

쟁의격화가오는성장기(3구간, 4구간)에있는것으

로파악되고있다. 실제선진국의많은연구기관과기

업에서자국내기술네트워크구축을통해해당기술

분야에많은투자및기술개발을위한노력을적극적

으로하고있다. 독일의경우연방정부의후원을바탕

으로생체모방기술을연구하는 28개연구네트워크

BIOKON (Bionics Competence Network)를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미래창조과학부산하한국연구재

단의지원아래미래융합파이오니아사업등을통한

정부/기업/대학및연구기관의연계를통해생체모방

기술을점차육성해나가고있다.

생체모방경량에코소재융합연구단
녹색성장시대에서탄소배출량은지구온난화에따

른급격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필수요소로대

두되었다. 이에세계 10위권의온실가스배출국인우

리나라는앞으로발전, 수송, 산업생산등다방면에서

감축에많은노력을기울기고있으며, 특히수송부문

의경우, 배기가스를거의나오지않게하거나대폭줄

일수있는자동차, 전기자동차에대한큰관심이모아

지고있는상태이다. 세계각국은친환경자동차의기

술력확보여부를회사의생존여부를결정짓는주요

관건으로판단하고있으며, 이와같은추세속에서자

동차에너지효율향상을위해높은기계적강도를갖

고동시에가벼운경량소재를제조하는기술은매우

중요한이슈로떠오르게되었다.

생체모방경량에코소재융합연구단은이러한기술

적요구에맞추어자동차의내·외장재에적용이가

능한경량화소재개발과엔진/구동계효율향상을위

그림 2. 생체모방 경량 에코소재 융합 연구단의 구성 및 수행 연
구 현황

그림 3. 전복껍질의 미세구조 및 이를 모방한 유무기 하이브리드
복합체의 미세구조 

그림 4. Ice-templating 공정 모식도(a) 및 다공성 세라믹 
구조체의 정렬된 기공 채널의 미세구조(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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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술개발을목표로생체모방기술을응용한경량

고강도나노복합소재개발을진행하고있다. 본사업

단은인하대학교김형순교수(단장)를중심으로총 5

개기관, 8개의연구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 11명의

전임연구원과 18명의석·박사과정학생들이세부

분야의연구를수행하고있다. 그림 2는사업단의구

성및수행연구내용을보여주고있다. 각세부연구

팀에서는 1) 전복껍질구조를모방한경량고강도복

합소재기술, 2) 생체외피계를모방한다기능성투광

성복합체소재및공정기술, 3) 계층적뼈구조를모

방한고신뢰성나노다공체공정및소재기술, 4) 상

어표피를모방한저마찰내마모성소재및공정기술

을개발을위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전복껍질은웬만한충격에도잘파괴되지않는초

고강도 세라믹 소재이다. 일반적인 세라믹 소재는

1000 ℃이상의고온에서소결하여제조되는데, 전복

껍질은상온의바닷물속에서만들어지면서도세라

믹소결체보다약 2배의강도를갖는다. 한국세라믹

기술원김영희, 임형미박사의연구팀에서는이와같

은전복껍질의우수한특성을모방하여경량고강도

의소재를개발하고있다. 그림 3은전복껍질의미세

구조를전자현미경으로관찰한사진과이를모방하

여본연구팀에서만든Alumina/PMMA복합체의미

세구조사진을보여주고있다. 전복껍질은탄산칼슘

(CaCO3) 타일수천개가단백질의유기접착제로층

층이단단하게붙어있는 brick-and-mortar구조로되

어있는것을볼수있다. 이와같은구조는단백질접

착제가탄산칼슘층사이의공간을침투함으로써단

단한탄산칼슘층이또다른층위에서미끄러지게만

들어변형에너지를분산시키게되고이를통해고강

도를발현하게한다. 해당연구팀에서는이와같은원

리를경량고강도소재의개발에적용하기위해다양

한세라믹나노플레이트입자의합성, 효과적인적층

을위한나노입자의표면개질, 판상입자배향및고

분자함침공정기술등다양한기술들을연구하여유

·무기하이브리드복합체를개발하고있다. 기존에

는박막 (thin film) 정도의소재만제조가가능하였지

만여러핵심및요소기술의개발을통하여일정두께

이상을갖는소재를개발하였으며, 실제적용을위해

대면적제조기술이한참개발중에있다.

본사업단의다른연구팀에서는계층적뼈구조를

모방한나노다공체를제조하는공정을연구하고있

다. 뼈는다공성으로되어있는매우가벼운소재로, 인

간과동물들의구조적지지를가능하게하는높은기

계적인성을갖고있다. KAIST신소재공학과의김도

경, 전석우교수의연구팀과국민대학교의최희만교

수의연구팀에서는상호연계를통해뼈의계층적다

공성구조를모방하여 3차원다공성구조체및복합

체개발을진행하고있다. 뼈의다계층구조를모방하

기위해동결건조법(ice-templating), 근접장나노패

그림 5. 근접장 나노패터닝 공정 모식도(a)와 이를 이용해 만든 3
차원 나노 구조체 및 다공성 니켈 구조체의 미세구조(b)

그림 6. 손톱의 미세구조 및 이를 모방한 복합체 설계



제 20권 제 4호·57

생체모방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 인하대학교 생체모방 경량 에코소재 융합 연구단

터닝(proximity field nano-patterning, PnP)의공정기

술을연구하고, 무전해도금등과같은코팅, 함침기술

을연구하여재료의복합화를통한높은기계적특성

과신뢰성을지닌복합체를개발하고하고있다. 생체

의우수한특성은미세하고복잡한구조적특성에기

인하는경우가대부분이지만이와같은 3차원미세구

조를인위적으로구현하기는매우어렵다. 하지만, 해

당연구팀에서는그림 4에서와같이세라믹슬러리를

일정방향으로냉각시켜얻은판상의얼음결정을템

플릿으로사용하는동결건조법을이용하여다공성

세라믹구조체를제작하였고, 이를이용하여다공성

질화규소필터, 이차전지양극재료, 염료감응형태양

전지광전극기술등을개발하였다. 

인하대학교김형순, 정대용교수연구팀에서는생

체의외피계그중에서도사람의손톱을모방한다기

능성투명성복합체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생체

외피중에서사람의손톱은투명하고, 유연성이있으

면서피부를외부환경으로부터보호할수있는높은

기계적물성을갖고있다. 이와같은특성은그림 6에

서보듯이각기다른특성을지닌 3개의층으로구성

되어있는구조때문이다. 특히가장두꺼운중간층

(intermediate layer)은케라틴이라는단백질섬유가

일방향으로정렬되어있어전체손톱의유연성과강

도의증가에가장큰영향을주고있다. 본연구팀에서

는다른생체재료와달리원리와특성이많이알려지

지않은손톱의새로운특성들을발견하였다. 이를모

방한복합체제조를위해나노유리분말제조, 무기고

분자를이용한투광성세라믹복합체제조, 전기영동

법을이용한유리섬유복합체, 고경도코팅재료기술

등을개발하였다. 유연성을갖는투명고강도소재는

수송체의외장재뿐만아니라, 현재디스플레이산업

에서도크게주목받고있는기술이다.  기존의유리

소재는잘깨어지는취성이있고, 고분자소재는내구

성이상대적으로약하다는문제점이있어이와같은

특성을충족시키기어렵다. 그러나손톱의여러특성

은상기문제를해결할수있는아이디어를제공하고

있어, 이를이용한다양한접근법을통하여섬유복합

소재, 나노무기입자복합소재, 고경도코팅소재등을

개발하고있다.

마지막으로상어표피패턴구조를모방한저마찰,

내마모성소재및공정개발기술이다. 상어의표피패

턴은바다속에서빠르게유영할수있도록도와주고,

박테리아의번식을억제하는등흥미로운기능성을

갖고있다. 그림 7 에서는저마찰특성을갖는상어표

피패턴구조를보여주고있다. 선문대학교이수완교

수연구팀에서는이러한상어표피패턴을모방한저

마찰, 내마모, 고강도형상을구현할수있는친환경경

량고강도소재및코팅공정기술을개발하고있다. 상

어의표피샘플을직접분석하여, 일정한간격으로배

치되어있는돌기구조를확인하였고, 이를모방하기

위해정밀도가높은레이저표면패터닝(Laser surface

texturing)을사용하였다. 패턴간격을조절하여면적

밀도별로시험샘플을제작한후각각의마찰계수를

측정하여최적의패턴구조를찾는연구가진행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구조적 접근에 그치지 않고,

CVD(Chemical vapor deposition)를이용한탄소계열

의코팅연구도진행되고있다. CVD공정에사용되는

CH4¬(Gas flow)의양을조절하여단일또는겹으로이

루어진그래핀코팅층을제조하고이에대한특성평

가가진행되고있다. 위의두가지기술을접목하여수

송체엔진내부의윤활상태에서마찰계수저감에대

한복합적인연구가진행되고있으며, 에너지효율기

그림 7. 저마찰 특성을 갖는 상어 표피 패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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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한계극복을위한항공기표면소재, 초고층건물

외장재등의적용으로도많은기대를갖고있다.

생체모방에코소재융합연구단은한국연구재단의

미래융합파이오니아사업의지원을바탕으로각연

구팀간의서로밀접한기술연계를통해경량나노복

합에코소재관련많은우수한기술들을개발하였다.

지금까지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원천기술확보를

위한강한특허포트폴리오의구축과많은유효특허

들이창출되었다. 앞으로도지속적인연구를통해, 기

존재료물성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경량나노복합

소재의원천기술확보를위한다양한시도들이지속

될것이며, 연구결과가미래친환경자동차용초경량

모듈부품시장을선도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그림 8. 생체모방 경량 에코소재 융합 연구단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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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반도체와 향후 전망 
(주)리빙케어

열전반도체(Thermoelectric Semiconductor)란?

열전반도체는열과전기의흐름이연관되어함께나타나는열전현상(Fig. 1. 참조)을나타내는반도체로서

Seebeck effect, Peltier effect, Thomson effect의 3가지효과로나타난다. 

열전반도체는열에너지와전기에너지의상호변환을통해열전냉각및발전에이용가능한차세대냉각방식

으로서, 동적인부분이없는전자식소형 heat pump라고할수있다. 따라서열전반도체는냉매순환식냉각방

식과는달리기계적인작동부분이필요없고, 다만서로다른두 p-type, n-type의열전반도체소자를이용하여

모듈을구성한후여기에직류전류를흘려주면 Peltier효과에의한열전모듈양단의흡열또는발열현상에의

Fig. 1. 열전반도체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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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도를제어할수있는고체냉각방식이다. 

이러한냉각방식은기존의컴프레스를이용한압축

순환방식에비해소음및진동이없고, 초소형으로구

성이가능하며, 정밀한온도제어가가능한이유로최

근들어친환경냉각방식으로각광을받고있는상황

이다.

또한, 열전변환기술은차량의배·폐열을이용한

발전을통한연비상승효과또는제련소및화학공장

등의배·폐열을이용한발전을수행할수있는등최

근전세계적으로이슈화되고있는CO2 저감효과에

큰축을담당할수있다. 특히열전변환기술은국가

적인현안문제인에너지, 환경문제를동시에해결할

수있는방안의하나로큰기대를모으고있다.

지금까지전세계적으로많은연구자들에의해다

양한열전재료들이개발되어왔으나, 현재까지상용

화에성공한열전재료는Bi-Te계합금이거의유일한

실정이며, 이러한 Bi-Te계합금은 Fig. 3에서보시는

바와같이상온대역에서타열전재료에비해우수한

열전성능을나타내고있다. 

이러한Bi-Te계합금의경우현재까지전세계적으

로단결정성장법에기초하여제조되고있으며, 특히

Fig. 2. 열전반도체의 특징

Fig. 3. Thermoelectric Materials



제 20권 제 4호·61

열전반도체와 향후 전망 - (주)리빙케어

단결정성장기술중에존멜팅법에의한열전반도체

제조기술이일반화되어있다. 존멜팅법에의한단결

정성장기술은히터의이동등에의한재료의국부적

용융및냉각을통하여재료를결정성장시키는방법

으로써, 비교적간단한설비를통해고순도의단결정

잉곳을생산할수있는특징을가지고있으며국내에

서는㈜리빙케어만이존멜팅법에의한열전반도체

생산기술및생산시설을보유및제조하고있다.

단결정성장기술에의해제조된단결정잉곳은슬

라이싱/코팅/다이싱등의복잡한후가공공정을거쳐

하나의개별칩형태로완성되어지는데, 슬라이싱및

다이싱공정은단결정잉곳을개별화시키기위한절

단가공공정(디스크형태의웨이퍼화, 웨이퍼의개별

칩화)으로, 정밀한치수가공기술이뒷받침되어야한다.

또한코팅공정은가공된웨이퍼의표면에얇은금

속층을입히는과정으로, 업체별로코팅금속층의종

류및입히는방법, 두께등이매우상이하며, 열전반

도체코팅기술은열전모듈의성능및내구수명을좌

우하는열전모듈제조공정에서의매우중요한기술

요소가된다. 일반적으로는전통적인무전해도금방

법에의해니켈및주석층을도금하는방법을많이사

용하고있다.

단결정 잉곳의 가공공정을 통하여 개별화된 칩

(Chip)들은모듈화과정을거쳐열전모듈이라는하나

의부품으로완성되는데, 일반적인열전모듈의구조

(Fig. 5. 참조)는상·하의세라믹기판을사이에두고

P형과N형의열전반도체가실장된적층형구조를가

진다. 이때세라믹기판에는전기적회로형성을위한

Fig. 4. 존멜팅 프로세스에 의한 열전반도체(TE Element) 제조공정 : (주)리빙케어]

Fig. 5. 열전모듈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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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이부착되어진다. 열전모듈의구성적특징은기

판/전극/열전반도체/전극/기판의적층구조를특징으

로하며, 상기구성층들은솔더등의접합재를이용하

여결합하게되며, 따라서다수의접합계면에서의열

손실(열저항)을줄이기위한과정으로써기판, 전극,

접합층별접합재(솔더) 등의재질및종류, 두께선택

과정이필요하게된다.

열전모듈은수십~수백개의열전반도체칩들이작

은기판위에동시에실장되기때문에열전반도체의

정확한정렬문제는열전모듈의신뢰성에매우민감

하게영향을주게되며일례로, 상용 40*40㎜크기의

열전모듈은 1.40*1.40*1.60㎜크기의작은반도체소

자들이 254개가실장되게된다. 따라서열전모듈의

설계및제조기술은열전모듈의성능및내구수명을

좌우하는핵심기술로여겨지고있다.

열전반도체의문제점및해결과제
단결정성장에의한 Bi-Te계열전소재의성능지수

(ZT)는 <1.0 수준으로열전재료가상용화된수십년

이래성능향상을위한기술적진전을이루고있지못

하고있다. 따라서그사용에많은제약이있어왔다.

Fig. 7에서보시는바와같이, 열전모듈의냉각효율

(COP)은기존컴프레스방식에비해매우낮으며이

는전기에너지인가시발생하는 Joule열에기인한것

이다. 따라서열전모듈이널리사용되기위해서는성

능향상이최우선과제라할수있으며, 열전소재의성

능향상을위하여단결정프로세스를대신하여나노

분말화공정, 나노와이어, 초격자등새로운제조공정

및조성개발을통한열전반도체의성능개선연구가

전세계적으로활발히이루어지고있지만, 아직상용

화수준에도달하는연구결과는발표되고있지못하

고있다.

열전소재의구조학적측면에서, 단결정성장에의

한열전재료는결정성장방향인 c축에수직한방향으

로벽개면을가지는결정학적특징(Fig. 8 참조)을가

지고있다. 따라서단결정성장에의해제조한열전소

재는가공이어려울뿐만아니라재료의취성으로생

Fig. 6. 열전모듈의 제조공정 : ㈜리빙케어

Fig. 7. 열전모듈의 Performance Curve & Energy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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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율이매우떨어지는문제점을가지게된다. (제조

업체별로다소의차이는있지만, 30~40% 수준의생

산수율을가지고있다.)

이러한단결정열전소재의기계적취약성을극복하

기방안으로써, 분말프로세스의도입에의한다결정

잉곳의제조및이를통해열전소재의기계적강도향

상연구가국내외에서진행되고있으며, 일부해외업

체에서는 P형소재에국한되어분말프로세스에의한

열전소재제조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

있다.

열전소재제조및가공공정에서의약 30% 수준의

낮은생산수율은열전소재및모듈가격의상승을이

끄는주요요인으로지목되고있으며, 특히냉각분야

에서경쟁상대라고할수있는냉매방식의컴프레스

와비교하여동일용량을기준으로하여두배이상의

높은가격에시장가격이형성되어있는데, 이것은열

전기술의적용및확대를가로막는큰걸림돌로써관

련업계로부터가격인하에대한지속적인압박을받

고있는상황이다.

열전시장의국내· 외상황을살펴보면, 열전냉각

및발전분야를포함하여열전기술을적용한응용제

품군의개발이최근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추세이

다. 하지만, 개발제품군의다양화는열전소재(모듈)의

용량증가를요구하고있으며, 일례로냉온정수기에

사용하는열전모듈의용량및크기는 100W급, 55*55

㎟으로이것은하나의열전모듈만을놓고보면, 상용

열전모듈로써는가장큰용량및크기이다. 특히, 발전

분야의경우에는수㎾~㎿단위의발전량을얻기위

해서는현수준의열전기술로써는최소수백개이상

의열전모듈이사용되어야하는문제점을가지게된다.

상기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단위면적당열전

소자의집적도를향상시키거나성능의혁신적인개

선및모듈크기의증가를이루어야하지만, 기존기술

을통한열전모듈의용량및크기는제조업체마다다

소간의차이는존재하지만상기의용량및크기가기

술적인한계로받아들이고있는상황이다.

기존기술을통한열전소재(모듈)의용량및크기가

제한적인이유로는열전모듈의구조적특징(적층형

구조로인한이종재료간의열팽창계수의차이)에기

인하고있다. 그러나열전소재자체의성능한계와함

께열전소재의벽개면존재로인한기계적취약성이

열전모듈의용량및크기를제한하는보다직접적인

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열전모듈은상·하의세라믹기판을사이에두고 P

형과 N형의열전소자가교차하여실장된Π형적층

구조로형성되며, 이때세라믹기판에는전기적회로

형성을위한전극이부착되어진다. 이때열전모듈은

수십~수백개의열전소자들이작은기판위에동시에

Fig. 8. 열전재료의 결정학적 이방성 및 취성



64·공학교육

Part 4 산학협력  
공학교육의 현장

실장되어전기적으로직렬연결되어조립되게되는

데, 상기의열전모듈제조공정및구조에서와같이, 1

㎜크기수준의수백개의열전소자가실장되어있는

열전모듈은용량증가를위해서모듈크기증가에따

른열전소자의실장개수를증가시키는방법을사용

하고있다. 하지만, 기존기술을통한열전모듈의용량

(크기) 증가는열전모듈구성층들간의열팽창계수차

이에의하여, 기계적내구성이가장취약한부분인열

전소재(소자)의파손을발생시키며, 결과적으로열전

모듈의심각한신뢰성저하문제를발생시킴으로써

열전기술을이용한제품개발에커다란어려움을주

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세라믹기판의재질및두

께, 전극및납땜재의선택, 열전소자의실장정밀도향

상, 열전모듈의공정기술개선등과요소기술들의개

발을전제로하여, 월등히향상된물성을갖는열전소

재의개발에대한요구가열전시장업계측에서오래

전부터강하게제기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주)리빙케어는단결정성장법에의해제조된Bi-Te

계열전재료의한계(저성능& 고가)를극복하고자많

은노력을기울여왔으며, KIST, ETRI, KIMMS등과

연계하여새로운Bi-Te계열전재료개발및제조방법

확립에박차를가하고있다. Fig. 9에서보시는바와

같이, (주)리빙케어는단결정성장법을대체하기위한

방안으로서분말야금법에의한생산기술을확보하

고자노력하고있으며, 상기방법이성공할경우, 결정

학적이방성을없앨수있고, 기계적강성을획기적으

로높일수있어존멜팅법에의한방법에비해매우높

은생산수율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

Fig. 9에나타낸분말야금법에의한제조방법은기

계적강성을부여하여수율향상에는많은도움이되

나, 잉곳구성후슬라이싱및다이싱공정은기존존

멜팅법과동일하게진행하는관계로구체적인대안

이되기에는다소부족한점이있다. 이를해소하기위

해 (주)리빙케어는보다개선된분말야금법의개발을

고려하고있으며재료연구소및세라믹기술연구원과

공동연구를수행하기위한 load map을구상하고있

Fig. 9. 신프로세스(분말법) 도입에 의한 열전소재 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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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10에서보시는바와같이분말을만든후, 이

를얇은형태의열전 sheet로바로소성하여만들어냄

으로서슬라이싱공정을없앨수있어공정효율및수

율향상이보다개선될것으로사료된다. 또한분말합

성시, 나노스파이크구조등과같은복합분말합성법

을통해현재열전성능지수(ZT)가 1.0이하인수준을

1.3 이상의수준으로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열전반도체의향후전망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 열전반도체의경우진동

및소음이없고, 구동부가없어초소형으로구성이가

능한친환경냉각수단으로서의가능성과버려지는

폐열을활용한차세대청정에너지원으로서의가능

성때문에많은관심을받아왔으나, 성능이떨어지고

가격이비싼단점으로인해그사용에많은제약이있

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민생활의질적수준이향상

되고소비자감성변화에맞춰기업들의적극적인대

응이요구되면서능동적냉각수단에대한업체들의

개발요구가증가하고있으며무엇보다기존냉매방

식의지속적인환경문제및소음, 진동등의감성불만

족요인해결의가장현실적이고적극적대안으로써

열전냉각방식의제품개발이증가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에너지위기감이점점더고조

되고있으며환경문제의심각성이심화되고있는상

황에서세계각국은새로운에너지자원의개발과함

께에너지절약을위한전국가적노력이진행되고있

는실정이다. 이에따라신재생에너지분야를포함하

여산업용(선박, 자동차등포함) 폐열등막대한양의

폐에너지재활용을통한에너지소비효율향상에대

한연구가진행되고있으며에너지소비효율향상및

친환경에너지자원확보를위한최적수단으로서열

전변환소재에대한관심이급격히증가하고있는실

정이다. ID TechEX 2012(Fig. 11. 참조) 자료를살펴

보면 2015년을기점으로열전시장이급격히증가할

것으로예측하고있으며, 이러한시대적요구에맞는

고성능저가의열전변환소재의개발필요성은매우

크다고할수있다.

Fig. 10. 나노 열전 분말 합성 및 wafer화, 대용량 모듈화 기
술의 요약

Fig. 11. 세계 열전시장 Trend 예측

Fig. 12. 열전반도체 시기별 제조국가 변화 Trend



66·공학교육

Part 4 산학협력  
공학교육의 현장

Fig. 12에서보시는바와같이현재상용화되어사

용되고있는Bi-Te계합금의경우 2000년대초반까지

는미국및러시아업체중심으로시장이형성되었으

나 2000년대중반부터중국업체의폭발적성장세를

확인할수있으며현재는세계열전업체의 50% 정도,

세계열전시장의 70% 정도를장악하고있는것으로

파악된다.

Bi-Te계합금의경우 50여년전에본격적인상용화

가이뤄진후, 현재까지성능개선이거의이뤄지지않

았으며, 무엇보다열전모듈제조과정이인력집중적

인구조를띄게됨으로서인건비가싼중국업체위주

로시장이재편되고있는상황이다. 문제는 Bi-Te계

합금의주원료인Bi, Te, Sb, Se등의원재료가격이최

근 10여년간수백퍼센트이상급등하였으며성능보

다는가격위주의경쟁이펼쳐짐으로서이러한현상

은더욱더고착화및심화될것으로판단된다.

Fig. 13은 (주)리빙케어에서현재양산하고있는제

품과고객들의요구에의해공동개발또는수탁개발

Fig 13. 향후 예상되는 열전시장 제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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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진행하고있는대표분야를나타낸것이다. 보시다

시피현재의열전시장은열전변환소재의성능이떨

어지고값이비싼단점으로인해그사용에많은제약

이있어왔기때문에매우협소한수준에머물러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열전분야의미래는매우밝다고

할수있으며, 현재개발중인제품들이성공리에시장

에안착할경우, 지금과는비교할수없는매우큰시

장이열릴것은자명한사실이다. 그러나이러한시장

을성공리에안착시키기에는현재의열전재료의성

능은너무떨어지고값은너무비싼것이사실이다. 따

라서시대의 trend에발맞추고고객들의요구에부합

하기위해서는새로운열전재료의개발이절실하다

고할수있다.

(주)리빙케어에서는기존의존멜팅방법에의한제

조에서탈피하고자새로운열전재료제조기술을확

보하기위해불철주야노력하고있다. 

과연우리는다가오는미래에열전분야에서승자가

될수있을까?



2013년 11월 7일, 8일양일에걸쳐한국공학교육학회

주관 2013 공학교육국제학술대회가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공학교육학회’,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

학한림원’, ‘AEESEAP (아시아태평양지부공학교육협

의회)’, ‘ACEE committee (아시아공학교육학술회의위

원회)’가공동주최하였으며‘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회’와‘ASEE(미국공학교육학회)’가후원하였다.

한국공학교육학회는올해로창립

20주년을맞이하였으며, 2013년새롭

게선출된제11대학회임원단에서는

창립 20주년의의미를되살리기위하

여공학교육학술대회를국제학술대

회로개최하였다. 국내뿐만아니라해

외많은공학교육자들의참가를유도

하기위하여아시아태평양지부공학

교육협의회와아시아공학교육학술회

의위원회학술대회를공동주최하기

로 하였다. 세 기관은 학술행사를

‘International Engineering Education

Forum 2013 (2013 국제공학교육포럼)’

이라는제목하에서로의의견을수렴하고준비하였다.

또한, 국제행사의원활한기획및진행을위하여각각

의세기관들사이의의견조율, 해외공학교육자및학

생들의참석유도에많은노력을기했다. 

또한한국공학교육학회가국내공학교육을대표하는

학술단체로자리매김하기위해 2013년 9월 1일한국공

과대학장협의회와공학교육발전에관한MOU를체결

하였으며, 한국공과대학학장협의회를포함하여한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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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김우식 제3대 회장 (연세대), 이병기 제6대 회장 (서울대), 유영제 제8대회장 (서
울대), 이의수 현 11대 회장 (동국대)



학교육학회와밀접한관계에있는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까지공동주최기

관으로관여하였다.

이번학술대회는공학교육학술대회세션 24개, 아시

아공학교육학술회의관련세션11개, AEESEAPCountry

report (KSEE international session) 세션까지총 36개의

공학교육관련다양한세션들이개설되었다. 발표논문

수는총 196편이며국내외 406명의공학교육관련교육

자들이참석하였다. 특히이번학술대회는학회 20주년

을기념하고자한국공학교육학회를창립하고이끌어온

전임회장단이대거참석하여그자리를빛내주었다.

학술대회첫째날인11월7일은ACEE 2013의Opening

Ceremony로시작되었다. ACEE초청강연은 4개국의 8

명의연사(Prof. Kadam -India, Prof. Noguchi -Japan, Prof.

Hong-Kyu Lee -Korea, Prof. Hanabusa -Japan, Prof. Yun-

HaeKim -Korea, Prof. Sakamoto -Japan, Juncai Sun -China,

Prof. Bhalerao -India)  발표로진행되었다. 이어각세션

장에서ACEE와KSEE의논문발표가진행되었다. 오후

1시 30분 2013 국제공학교육포럼의 Plenary Session의

발표가시작되었다. 한국공학교육학회 11대회장인이

의수회장의인사말을시작으로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김영길원장의축사가이어졌다. 이어다음과같이총 3

인의연사의Plenary session발표가이어졌다. 

▷Prof. Khairiyah Yusof (University of Technology,

Malaysia),”Student-Centered Learning Engineering

Education: What, Why and How”

▷Prof. Anand Bhalerao, (Bharati Vidyapeeth University,

India), “Global Engineering Education in India”

▷Prof. Young je Yoo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of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Korea),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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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Education: What, Why and How” 강연 중
인 Khairiyah Yusof 교수 (University of Technology,
Malaysia)

ACEE 2013 참석자 단체 사진



Resource Development for Knowledge-based Society”)

위 3개의 plenary발표를통해말레이지아와인도, 한

국의공학교육방법과발전방향, 공학인재육성을위한

각국의노력에대해알수있었으며, 학술대회가끝난

이후에도위 Plenary session발표내용에대한문의들이

사무국에이어졌다는전언이다.

이어매년학술대회개최시정례적으로진행되는한

국공학교육학회의정기총회및시상식을통해학회운

영 전반의 안건을 검토 및 의결 하였으며, AEESEAP

Country report (KSEE international session) 세션에서는

AEESEAP(아시아태평양지부공학교육협의회)의활동

초기를회상하며, 한국, 일본, 싱가폴, 호주, 뉴질랜드, 파

퓨아뉴기니, 말레이지아총 7개국의각나라별공학교육

의현안에대해발표하며의견을공유하였다.

첫째날개설세션에서의발표진행을순조로이마친

후학술대회참석자들이한데모여만찬을즐겼다. 한국

뿐만아니라일본, 중국, 말레이지아, 인도, 브루나이, 미

국, 싱가폴, 파퓨아뉴기니, 호주, 뉴질랜드등다양한국

가에서온참석자들로인해이번학술대회가국제행사

임을실감케하는장관이연출되었다.

학회둘째날은첫째날에이어다수의논문발표가각

세션장에서원활히이루어졌으며, 학회내부행사의일

환으로기획된스페셜워크샵이동시에진행되었다.

(Special workshop o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tudent-

Centered Teaching & Learning Techniques.”)

이번스페셜워크샵은KSEE, AEESEAP, ASEE세기

관이후원및기획한행사로서말레이시아의Khairiyah

Mohd Yusof (Universiti Teknologi Malaysia)교수가연사

로나서워크샵전반을진행하였다. 국내외많은공학교

육관련자들이참석하여공학교육에대한다양한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알찬구성의훌륭한워크샵이라는평을

받아추후에도학회에서국내외를아우르는다양한공

학교육컨텐츠들을소개하는워크샵을기획하기로하였다. 

이번‘2013 공학교육국제학술대회’는한국공학교육

학회가 20주년을맞이하여국제적으로교류하는장을

마련한것으로, 한국공학교육의현주소를해외연구자

들과교류하는뜻깊은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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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9일(월) 팔래스호텔다봉에서제3차회장단회의가개최되

었다. 이번회의에는이의수회장, 홍성조총무부회장, 송성진학술부회

장, 오명숙국제부회장, 문일사업부회장, 정대용학술이사가참석하였다.

한국공과대학협의회와MOU 체결건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으며학회

와한공협의긴밀한상호협력을위해지난 2013년9월1일한공협신임회

장단취임후MOU협약을성사시켰다. 또한공학교육정보센터 2단계사

업기획에앞서사업추진위원단을구성하고 2단계사업필요성인식및

다양한의견을공유하였다. 11월공학교육국제학술대회를위한포상사

업및전시부스설치, 교육부관계자초청건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으

며해외연사초청확정등학술대회진행일정에대한최종점검을하였다.

2013년10월4일(금) 팔래스호텔다봉에서제5차20년사편집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회의에는유영제편집위원장, 한송엽전임회장, 문일사

업부회장, 김영도사업이사, 정대용학술이사가참석하였으며원고접수

상황을확인하고, 향후발간일정및목차별진행담당자를선정하였다. 한

국공학교육학회 20년사는 2014년초발간예정이다.

2013년 10월 7일(월) 팔래스호텔다봉에서제3차회장단회의가개최

되었다. 이번회의에는이의수회장, 홍성조총무부회장, 송성진학술부

회장, 오명숙국제부회장, 문일사업부회장, 정대용학술이사가참석하

였다. 한공협과의MOU체결건에관련하여, 신임회장단(회장채수원고

려대공과대학장)과협약체결하여 9월학회지발송시한공협회원교에

관련자료와함께배포하도록하며, 재차회원가입을촉구하기로하였다.

또한 11월학술대회내진행될정기총회안건에대해논의하였다. 



2013년 11월 7일, 8일양일간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2013 공학교

육국제학술대회가개최되었다. 이번학술대회는한국공학교육학회의

주관하에한국공학교육학회,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한국공학교육인증

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학한림원, AEESEAP, ACEE committee

의공동주최, 미국공학교육학회 (ASEE)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후원이있었다. 전국의공과대학교수및혁신센터연구원등다양한공학

교육관련자와미국, 일본, 중국, 브루나이, 인도등다양한국가의공학교

육자와공과대학학생들이참가하였으며약 200여편의논문발표가이

루어졌다. 또한정례적으로개최되는학회정기총회및시상식이개최되

어학회관련안건을의결하고공학교육발전에기여한이에게수여하는

공학교육상및우수논문상을시상하는자리를마련하였다.

2013 공학교육국제학술대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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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금) 서울팔래스호텔에서공인원김성조수석부원장, 김지

인사무처장, 박광수사무국장과광운대학교홍의석교수, 연세대학교문

일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김성곤교수가참석한가운데 2013년도산

업체자문운영위원회운영회의가개최되었다. 이번회의에서는 2013년

인증평가현황, IEA 및서울어코드총회, 공학교육인증제도성과확산등

2013년도공인원에서실시한주요업무가소개되었다. 또한올11월에예

정된산업체자문운영위원회통합워크숍을교수와대학생그리고산업

체가소통하는시간이될수있도록구성하기로의견을모았다. 마지막으

로김성조수석부원장은공학교육인증제도에대한산업체의관심이보

다높아질수있도록산업체자문운영위원장의적극적인관심과협조를

요청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11월 20일(수) 역삼동 GS타워에서 2013년도

공학교육인증산·학심포지움엄행사를개최했다. 이번행사에는교육

부박춘란국장, 공인원김성조수석부원장을비롯하여연세대, 경희대등

학계와현대건설, 한화에너지등산업체관계자 70여명이참석했다. 1부

순서에서는글로벌스탠더드에부합하는우수엔지니어양성이라는주

제로공인원민경원부원장과기아자동차이재윤사원, 성균관대송성진

교수, SK텔레콤이호민팀장의주제발표가진행되었다. 2부에서는공인

원송동주부원장의진행으로산업체가필요로하는창조적인공학인재

라는주제아래두산인프라코어장윤석팀장, 휴맥스박혁순팀장, 시현코

리아이소영대표가산업체가요구하는우수공학인재라는제목으로발

표를실시했다. 공인원은대학과산업체간소통의장을마련하여공학교

육발전에일조하고자이번공학교육인증산·학심포지엄행사를개최

했으며, 앞으로매년이와같은행사를개최할예정이다.

2013년도 산업체 자문운영위원회
운영회의개최

2013년도공학교육인증산학심포
지엄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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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를 하는 김성조 수석부원장

주제발표를 하는 두산인프라코어 장윤석 팀장



10월 28일(월) 선릉역스칼렛에서 2013년도전기전자분야산업체자문

위원회가개최되었다. 광운대학교홍의석, 민상원교수등전기전자분야

12명의위원이참석한가운데개최된이번행사에서는먼저 2013년한국

공학교육인증원주요업무보고가실시되었다. 또한 11월 20일에개최된

2013년도공학교육인증산·학심포지움행사에대한소개가이어졌다.

또한 11월 12일(화)에는서울팔래스호텔에서 2013년도토목건축분야산

업체자문위원회가개최되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김성곤교수와GS

건설김만철상무, SK건설전승태상무등토목건축분야 12명의위원이

참석한가운데개최된이번행사에서는 2013년한국공학교육인증원주

요업무보고, 2013년도공학교육인증산· 학심포지움행사안내, 공학교

육인증제도및한국공학교육인증원소개가실시되었다. 토목건축분야

김성곤위원장은이자리에서공학교육인증제도가보다확산되기위해

산업체위원의적극적인관심을당부하는한편공과대학교육의질적인

발전을위해평가위원활동에도참여해줄것을함께요청했다. 한국공학

교육인증원은공학교육인증제도의발전을위해수요자인산업체의다양

한의견을수렴하고자전기전자, 화공재료, 기계, 토목건축, IT등5개분야

의산업체자문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

2013 공학교육학술대회가 11월 7일(목)부터 8일(금)까지양일간에걸

쳐라마다플라자제주호텔에서개최되었다. 이번행사는한국공학교육

인중원김영길원장, 김성조수석부원장, 이의수공학교육학회장등이참

석한가운데국제행사로개최되었다. 김영길원장은축사를통해매년개

최되는공학교육학술대회가대한민국의공학교육발전의기틀이되기를

바란다고말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총 4개의세션을통해효과적인

공학교육을위한이수체계에관한연구, 국제등가성강화를위한인증제

도개선방향등총 21개의주제발표를진행했다. 또한메인행사장에부

스를설치하여참가자에게공학교육인증제도와한국공학교육인증원을

소개했다.

2013년도전기전자/토목건축산업
체자문운영위원회개최

2013년공학교육학술대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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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11월 29일(금) 부산벡스코에서 2013년공학인

재상설명회를개최했다.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양일간에걸쳐개최된

공학교육페스티벌의세부행사로열린이번설명회에는전국공과대학에

서학생/교수/교직원등 1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파나시아, 대경산업이참여하여해당기업체의인재상과채용정보등에

대해설명했다. 특히이번행사는삼성전자, 현대중공업에비해상대적으

로인지도가낮은파나시아, 대경산업등작지만탄탄한중소기업을초청

함으로써참석한학생이보다다양한기업체의채용정보를습득할수있

도록하였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을졸업한학

생이보다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국내 100여개업체와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있으며, 산업체뿐만아니라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등유관단

체와의협력을통해공학교육인증우대기업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지난 11월 22일(금) 시청인근달개비에서제5

차공학교육인증제도개선위원회회의를개최했다. 한국공과대학장협의

회신임채수원회장및공인원김성조수석부원장등 10명이참석한가운

데공인원주요업무보고및인증기준 2015 개정(안), 위원회향후추진방

향설정에대한토의로진행되었다. 이자리에서위원회의지속적인역할

에대해공감하고공학커뮤니티의활성화에다같이협력하기로하였다.

공학교육인증제도개선위원회는교육부,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한국

공학교육인증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참여하는공

학커뮤니티로 2012년 9월부터분기별로회의를개최하고있으며제6차

회의는 2014년 2월 14일달개비(시청인근)에서개최될예정이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12월 6일(금)~7(토) 하얏트리젠시인천에서

2013년인증평의회가개최되었다. 2013인증평의회는 2013년최종인증

평가를하는자리로서 EAC 37개대학 230개프로그램, CAC 17개대학

20개프로그램, ETAC 4개대학 12개학위과정에대하여최종판정을하

2013년도공학인재상설명회개최

제5차공학교육인증제도개선위원
회개최

2013년도인증평의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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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금번인증평의회는인증평의회위원 37명이참석한가운데 6일에

는 ETAC, CAC 프로그램검토및확정을한후저녁세션부터는 EAC 프

로그램을검토하였으며, 7일에는EAC프로그램에대한최종인증판정을

하였다.

교육기관에서공학교육인증제를시행하면서무엇보다대학본부관계자의

인식과지원이필요하지만, 현실상많은부분에서적극적인지원이부족한경

우가많아시행하면서여러가지어려움이많다는의견이있었다. 여러의견

을바탕으로대학본부관계자가참석하는전국대학교학사행정관리자협의

회세미나의세션에서공학교육인증제에대한소개및관련내용등에대해

2007년부터매년지속적으로안내하고있다. 11월14일(목) 제주도신라호텔

에서개최된금년세미나에서공인원은인증사업단소속제주대학교도양회

교수가공학교육인증제도에대한안내를하고방문평가사례를소개했다.

2014년공학기술교육인증(ETAC) 설명회가 11월 1일(금), 서울강남구

논현동건설회관 2층중회의실에서개최됐다. 

전국전문대학공학계열교수, 연구원등약40명이참석한이번설명회

에서는공학기술교육인증과전문대기관평가인증상호인정추진현황,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를통해바라본고등직업교육발전방향, 2014년

공학기술교육인증평가주요사항등에대한설명이있었다. 내년평가부

터는올해시범인증을실시했던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대한정규인

증평가가시작되어 2, 3년제교육과정외에공학사 1, 2년과정도평가를

거쳐인증을받을수있게됐다. 

2014년공학기술교육인증(ETAC) 설명회가 11월 1일(금), 서울강남구

논현동건설회관 2층중회의실에서개최됐다. 전국전문대학공학계열

교수, 연구원등약 40명이참석한이번설명회에서는공학기술교육인증

과전문대기관평가인증상호인정추진현황, 공학기술교육인증제도를

통해바라본고등직업교육발전방향, 2014년공학기술교육인증평가주

전국 대학교 학사행정관리자 협의
회세미나

2014년도공학기술교육인증(ETAC)

설명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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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항등에대한설명이있었다. 내년평가부터는올해시범인증을실시

했던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대한정규인증평가가시작되어 2, 3년제

교육과정외에공학사1, 2년과정도평가를거쳐인증을받을수있게됐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정책기획위원회 4차회의가 12월 17일(화) 서울

역산천봉피양에서개최되었다. 이경우위원장을비롯하여정책기획위

원 10명이참석한가운데진행된이번회의에서는인증졸업생의우수성

을알리기위한정량적통계지표로활용하기위하여인증성과분석진행

방안에대한논의, 분야별인증기준의확대여부와새로운전공분야의인

증기준을만들기위한절차및관리방안, 문서관리및자산관리규정의제

정과 2014년적용인증절차개선에따른개정등공인원규정제.개정을

위한검토논의가이루어졌다.

2013년 4차정책기획위원회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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