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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1. 연구배경

가. 융합교육의 필요성

융합교육이 본격적으로 미래교육의 트랜드가 되었다. 현대사

회가 원하는 인재는 타 학문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 태도, 다양

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 타 전공자들과 소통하

고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과학·기술·공학이 미

래 사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줄 알고, 현 시대에 논

의되고 있는 과학·기술·공학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줄 아는 능

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실생활의 첨단 과학기술 수준은 높아졌으나, 학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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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학·기술 교육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다른 

한편으로 예술 교육은 입시 경쟁 속에서 무력화되어 오히려 예

민한 감성과 상상력을 결빙시키는 상황을 초래했다. 따라서 최

첨단 과학, 기술, 공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과학적 지식을 

인간의 감성과 실생활의 유용성과 관련시키는 상상력을 치워

줄 수 있는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조승현 외, 

2016). 

그 동안 대학에서도 각 분야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한 교과 간 융합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지속되고 있

고, 특히 과학기술 및 공학 분야에서 인문학 및 예술 분야와의 

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융합교육의 모델

이나 커리큘럼이 개발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업이나 

교육현장에서는 단시간에 창의적인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해 

무턱대고 인문학과 예술 분야의 연계를 강조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창의성과 상상력은 단시간에 개

발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유아시절부터 차곡차곡 놀이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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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교육을 통해, 그리고 학교교육 속에서는 다양한 인문학을 

통해 인간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수성

을 개발시키고 융통성 있는 자유로운 사고능력을 발전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들은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이

어질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대학은 앞선 교육과정을 통해 자연스럽

게 감성과 상상력을 개발시킬 기회를 갖지 못한 대학생들을 위

해 인문교양 강좌, 예를 들어 역사·문화사와 예술론 및 미학 관

련 강좌를 강화함으로써 인간의 삶과 가치 및 미의식, 다양한 

문화의 이해 등 인간에 대해 성찰하게 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

을 자신의 전공분야와 융합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도해야 한다. 

나. 예술경험의 불평등

소득계층별 대학진학 유형 격차(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대학진학률을 

가정소득으로 분류하면 월 100만원이하에서 각각 36.3%와 

53.4%이고, 400만원 초과인 경우는 각각 68.7%와 15.7%로 

가정소득에 따라 대학선택이 확연히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한편 가구소득별 예술관람률과 예술관람 의향을 살펴보면 소

득이 감소할수록 예술관람률과 예술관람 의향률이 매우 낮

다. 주목할 것은 소득이 낮을수록 예술관람률과 예술관람 의

향률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즉, 소득이 낮으면 예술을 접

하고 싶지만 실제 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정소득

이 낮은 전문대학생들은 예술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과 전문

대학의 융합교육을 위해서는 전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예

술의 경험을 확대하고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Fig. 1 The rate of arts viewing by household income and 
the intention of viewing the art (Ref : Hyunsung 
Cho, Korea Culture Tourism Institute, 2013) 

다. 기초학습능력의 부족과 실습교육의 부족

2013년 동양미래대학교 재료역학을 수강한 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공학교육이 어려운 

이유로 수학기초학력부족, 물리기초학력부족 등을 꼽고 있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기초학습능력 

부족의 원인으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학습법이 원인으

로 보여진다. 학생들은 “왜 공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등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

생들이라도 공학적 문제의 원인-과정-결과로 이어지는 맥락

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학업에 흥미를 느끼고 진지한 자세

로 학습에 임하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학

습능력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위한 공학교육은 “왜”라는 질문

으로부터 시작되어 공학문제의 맥락을 이해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한편 대부분의 공과대학은 제한된 실습공간, 기능별로 

1~2대만 구비된 가의 측정장치, 강좌당 30~40명의 수강생

으로 인해 역학교과목은 대부분 이론수업으로 편성되어 있

다. 부족한 실습은 별도의 실습교과목으로 편성·시행되지만 

많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숙련된 조교나 교수의 실습을 

견학하는 것이 실습교육의 현실이다. 따라서 융합교육의 효과

를 높이기 위해서 실습교육의 확대는 시급하기 때문에 현재 주

어진 교육여건에서 실습을 확대하는 새로운 창의적인 교수법

이 요구된다. 

 

Fig. 2 Survey for difficulties in learning Mechanical 
engineering with 112 Students in mechanical 
engineering of Dongyang Mirae Univ.,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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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논문에서는 기계공학, 특히 재료역학의 관점에서 융합교

육을 위해 예술과 자연과학이 접목된 공학교재를 개발하고, 실

습교육의 확대를 위해 일반 강의실에서 실습을 가능하게 하는 

휴대용 재료시험기의 개발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슈나이더, 

2002). 교재의 구성은 예술과 건축 등 인문학적 내용으로부터 

재료역학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휴대용 재

료시험기는 건축물의 주요 구성요소이며 재료역학의 핵심내용인 

보(beam), 아치(arch) 및 돔(dome)구조의 역학을 실습할 수 있

도록 설계 및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 경험과 기초수학능력

이 부족한 학생들이 학습동기를 갖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문·예술적 소양을 갖추고 공학(기술)을 일상에서 활

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의 육성을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교육 컨텐츠 개발

본 논문의 교육 컨텐츠 개발은 미학과 르네상스 분야 전문가

와 공동으로 기존 재료역학의 교과내용을 분석하고, 기계공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재료역학 수강의 어려움 등 교육수요를 

조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재료역학 교육을 위한 예술 및 건축분

야를 선정하였다. 또한, 휴대용 재료시험기 개발은 대학 실습

Fig. 3 Development procedure for convergence education 
of material mechanics 

교육의 한계를 반영하여 일반강의실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휴

대용’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선정된 예술 및 건축분야와 기

존 재료역학의 이론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보, 아치 및 돔 

구조의 역학을 평가하도록 설계·제작하였다. Fig. 3은 본 논문

의 연구체계와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

해 연구목표 설정과 연구팀을 구성하고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컨텐츠를 도출하였다. 개발된 교육 컨텐츠와 휴대용 재료시험

기는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교육효과를 분석하였고 개선안이 

다시 이론과 실습교육의 컨텐츠 개발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한

편, 개발된 휴대용 재료시험기는 특허로 출원하여 향후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개발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다.   

가. 수(Number)와 수학(Mathematics)의 의미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수학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

한다. 대학입시를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도 이러한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수학교육의 문제점을 함축하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number)가 가지고 있는 의미(조

승현 외, 2018)와 산업분야에서 수의 의미를 활용한 사례를 보

여주고, 대표적 몇가지 수학(Mathematics)의 발견과정을 제시

함으로써 학생들이 수학이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어떤 필요에 

의해 발견되는 과정을 이해하여 수학과 공학 공부에 흥미를 갖

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이상적 비례와 적합미

모든 디자인은 제품의 목적과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

고 사용자는 제품의 목적과 정보를 디자인을 통해 이해하는 소

통의 도구로써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역학의 궁극적인 목적

이 좋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함이므로 예비 공학자들에게 디자

인교육의 필요성은 증가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자인 관

점에서 이상적 비례와 적합미가 적용된 다양한 제품 및 구조물

의 사례(Gribern, 2004; Tatarkiewicz, 2005: Morgan, 1995: 

Inowue, 1994: Tatarkiewicz, 1999: Vasari, 1987: Panofsky, 

1983: Kim M. Y., 2007: Madison, 2010: Nathan et. al., 

1996)를 소개하여 역학을 기반으로 한 공학적 설계에 디자인

의 적합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예술, 의학, 공학 등 다방면에서 천재

성을 보인 만능인의 전형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별도의 장으

로 구성할 만큼 충분한 교육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가 

남긴 기록 분석을 통해 그의 데생능력과 사물의 분석능력이 예

술에 미친 영향과 공학적 설계로 이어지는 관련성을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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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현대의 계측기와 역학이론이 없던 시대에 그의 힘에 

대한 분석, 유체역학에 대한 이해,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기 위

한 기구, 구조물을 움직이도록 고안된 나무베어링 등을 고찰함

으로써 예술과 공학이 근원적으로 하나였음을 확인하도록 하

였다.

라. 역학과 예술

재료역학의 주요내용인 응력, 보, 기둥, 아치 등의 내용을 

인류의 예술유산인 파르테논 신전(Nathan et.al., 1996), 고

딕성당(Lim, 2003: Rsebero, 2000: Robert, 1999), 피렌체 

대성당(Lim, 2003: Joo, 1987: Johnson, 2003: Wittkower, 

1988: Saitoh, 2005), 피사의 사탑(Lim, 2011), 판테온 신전

(Lim, 2003: Lim, 2011: Robert, 1999: Yoon, 1977: 

Macdonald, 1976: Stamper, 2005) 등을 통해 학습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파르테논 신전, 

고딕성당, 피렌체 대성당의 돔구조 등의 응력과 변위 등을 해

석하여 건축당시 그것들의 역학적 안전성이 매우 우수하였음

을 확인하였다. 피사의 사탑의 보수 사례에서 힘과 모멘트의 

관계를, 판테온 신전으로부터 아치의 역학을 설명하였다. 또

한 적절한 역학 계산 문제를 건축물의 구조로부터 도출하여 

학생들에게 예술유산에 대한 역학적 이해를 돕고 역학계산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였다. 

마. 움직이는 조각, 분수와 추상화

기계공학을 전공한 모빌의 창시자인 알렉산더 칼더의 움직이

는 조각(Root Bernstein et.al., 1999)에서 조형물의 힘과 평

형을 설명하고, 장 팅켈리의 움직이는 분수로부터 방수, 유체

역학, 구조설계, 전력 등의 복합설계를 설명하였다. 피카소 등

의 추상화(Kim, 2005)로부터 기계재료의 미시적 구조와 유사

성을 고찰하여 기계재료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고, 추상화가들

의 사물의 본질을 보는 관점과 기계공학 특히, 기구학에서 운

동의 본질을 보는 방식의 유사성을 설명함으로써 현대 설치미

술 및 회화와 기계공학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2. 휴대용 재료시험기 개발

인문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육

성을 위한 융합교육은 창의적 교육 컨텐츠 뿐만 아니라 실습중

심 교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현재 

국내 대학의 실습교육은 별도의 실습실에서 수십 명이 참관하

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강의실에서 1-2인 단

위로 동시에 실습을 수행할 수 있다면 대학공간의 활용과 실습

교육 효과가 매우 높을 것이다. 

실습교육을 위해 예술과 공학 측면에서 예술적인 요소와 공

학적 요소를 모두 실습할 수 있는 대상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

조물이자 재료역학의 핵심 교육대상인 보, 아치 및 돔을 선정

하고 관련된 역학을 실습으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실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굽힘, 인장과 압축 

등을 평가할 수 있고, 학생들이 일반 강의실에서 자유롭게 실

습목적에 따라 재료시험기를 조립하여 실습한 후 다시 분해하

여 보관할 수 있는 휴대용 재료시험기를 개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예술-공학 융합교재 개발

재료역학의 일반적인 교육내용은 Fig. 4의 왼쪽과 같이 응

력, 변형률, 비틀림, 보, 기둥 등 역학을 위한 이론중심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개발된 융합교재는 기존 재료역학의 내용을 '역학

적구조와 미적구조'로 흡수하였다. 

Fig. 4 Convergence education materials

Fig. 5는 아라비아 숫자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공학의 의미

를 연구한 결과를 요약한 그림으로써 학생들이 수학의 근원인 

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수학을 접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연과

학사를 바탕으로 수학의 발견과정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우리의 삶과 수학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습하여 수학

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였다. 

Fig. 6과 같이 본 교재에는 미학의 의미와 함께 이상적 비례

와 적합미를 포함시켜 수학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면밀한 이해

가 이상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동인임을 설명하였다. 이것은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디자인과 공학이 시작

되고 역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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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aning of numbers.

Fig. 6 Ideal proportion and fit for design.

또한 융합교재에는 Fig. 7과 같이 레오나르도 다 빈치를 별

도의 독립 장으로 편성하였다. 이것은 다빈치만으로도 충분한 

융합교육의 컨텐츠가 구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

빈치의 연구노트를 중심으로 그가 관여한 회화, 의학, 역학, 자

연과학 등을 소개하면서 그의 사물에 대한 세심한 관찰력, 사

물의 움직임을 스케치 등으로 표현하는 능력과 상상력을 구현

하고자 하는 집요함 등이 위대한 예술가이자 과학자이며 공학

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있게 했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레오

나르도 다빈치의 업적은 융합교육용 실습 컨텐츠 개발에 매우 

중요한 소재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향후 관련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역학적구조와 미적구조 연구를 위해 Fig. 8과 같이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을 대상으로 응력계산 등을 하고, Fig. 9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피사의 사탑을 보수하는 과정에 사탑 고정용으

로 사용된 와이어에 발생하는 회전모멘트 등을 계산하도록 함

으로써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술작

품의 구조적, 역학적 특성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외에

도 판테온과 아치구조, 브루넬리스키 돔, 고딕건축 등의 역학

문제 등을 소개하였다.

Fig. 7 Leonardo da Vinci, a typical versatile people as 
an artist and scientist.

Fig. 8 Example of a pillar redesign of the parthenon 
temple using normal stress.

Fig. 9 Rotational energy analysis using leaning tower of pisa.

Fig. 10은 알렉산더 칼더의 모빌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힘의 

평행방정식을 고려한 작품을 기획하고 모델링한 후 적절한 제

조방법을 선정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이상적 비례미와 적합미를 고려

한 디자인을 하고 적절한 제조방법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역학적 관점에서 예술작품을 제조하는 창

의적 융합과정을 학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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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ractice on moving pieces through idea making, 
modeling and manufacturing.

Fig. 11은 공공시설에 종종 볼 수 있는 움직이는 분수에 

관한 것이다. 대표적 작품인 장 팅겔리의 움직이는 분수를 

소개하며 역동적인 분수의 움직임을 위해서 기구설계, 재료

선정, 형상설계, 방수설계, 유체역학 등 기계공학 영역과 모

터와 같은 전력 및 동력이 융합된 기술임을 학습하도록 하

였다. 

Fig. 11 Moving fractions of Jang Tinggeli.

4행정 사이클을 갖는 자동차 엔진은 매우 복잡한 형상과 구

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기구학 관점에서는 기계를 구성하는 

부품의 운동관계를 매우 단순한 구조로 고려한다. 이것은 

Fig. 1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피카소의 추상화 작품과 유

사하다. 즉, 피카소는 뜨개질하는 여인의 움직임만을 스케치

하고, 물소를 단순한 선으로 표현함으로써 움직이는 사물의 

본질만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구학과 피카소의 추

상화를 연계하여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기계요소의 움직임

을 고려하는 기구학과 피카소의 추상화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2 Picasso's abstraction and mechanical structure.

헐리우드 영화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의 거미형상 로봇과 

일본 인기 에니메이션인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등장하는 

성은 스팀을 뿜으며 움직이는 기괴한 형상의 기계다. 이것

은 Fig. 13과 같이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여왕 전성기때 

증기기관을 모티브로 탄생한 스팀펑크의 한 장르이다. 기계

장치 또는 기계부품으로 작품을 만들고, 복고풍 기계와 최

신 기계를 조합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는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현되도록 스팀펑크 사례

를 통해 학생들이 기계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

도록 하였다.

Fig. 13 Steam punk and mechanical arts.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Fig. 10∼Fig. 13의 예술작품을 

통해 기계공학과 예술과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학생들이 예

술적 감수성과 공학적 상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2. 휴대용 재료시험기 개발

본 연구에서는 예술-공학 융합교육을 위한 휴대용 재료시

험기를 개발하였다. Fig. 14는 재료역학 교재와 재료시험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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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련성 및 활용방안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고딕건축인 밀

라노 대성당의 보, 콜로세움의 아치와 피렌체 대성당의 돔 구

조를 평가하기 위해 휴대용 재료시험기는 보의 휨 강도, 보의 

단면형상별 굽힘강도, 기둥의 인장과 압축강도, 아치와 돔 구

조의 압축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향후에는 레오

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볼베어링의 마찰력, 압축강도 및 충격

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마찰시험과 충격시험이 가능한 지그

(zig)를 추가할 계획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휴대용 재료

시험기는 향후 추가될 실습내용을 포함하여 특허출원(출원번호 

10-2016-0146496)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실습용 장치의 연

구개발이 되도록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Fig. 14 Practice contents by portable material testing 
machine.

Fig. 15는 개발된 휴대용 재료시험기의 구성요소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재료시험기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부품별로 보관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실험목적에 따라 부품을 조립하여 실습을 한 

후 다시 분해하여 케이스에 보관하면 된다. 학생들이 시험장치의 

구조를 이해하고, 실험의 결과가 실습자의 숙련도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가진다는 것을 체득할 수 있도록 자동화 장치는 제외하

고 수동장치로만 구성하였다. 또한 안전한 실습을 위해 부품조립

에 볼트, 너트 등의 체결요소를 사용하지 않았고 플라스틱, 종이, 

필름 등을 대상으로 최대하중 200N이하로 시험하도록 하였다. 

재료시험기 1세트의 무게는 성인이 휴대할 수 최대 5Kg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주요부품은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였다. 

Fig. 16은 개발된 재료시험기의 적용사례로써 학생들이 인

장, 굽힘, 압축시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은 재

료역학의 보, 아치, 돔의 형상을 갖는 시편을 사용하여 이론수

업에서 학습한 역학을 실습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예술과 공학

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재미있는 실습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실습교육은 일반강의실에서 2인/조로 수행하였는데 매우 

재미있고 역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사후 평가

를 확인하였다. 

Fig. 15 Components of portable material testing machine.

Fig. 16 Practice using portable material testing machine 
in general classroom.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계공학의 융합교육을 위해 예술과 공학이 

접목된 재료역학 교재를 개발하고 융합교재의 내용을 일반강

의실에서 실습할 수 있는 휴대용 재료시험기를 개발을 수행하

였다. 교재는 공학문제 중심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예술을 소개

하고 공학적 사고와 연결되도록 하여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

을 높이고 공학에 흥미를 가지도록 하여 융합교육 효과를 제고

하였다. 그리고 교재를 통해 학습한 이론적 내용은 학생들이 

개발된 휴대용 재료시험기를 스스로 조립하고 분해하며 재료

시험을 수행하면서 검증하도록 하여 융합교육의 궁극적 목적

인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료역학의 관점에서는 건축물 중심으로 개발된 융합

교재가 예술과 공학의 상호관련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이

다. 따라서 향후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사용된 도르래

(pulley)와 기중기(crane)와 같은 장치, 휠(wheel)과 축(axle) 

및 베어링(bearing)과 같은 기계부품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재료역학과 관련된 융합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추가 연

구된 융합 컨텐츠를 실습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휴대용 재료시

험기의 평가용 지그를 추가 설계·제작해야 하고, 평가용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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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료와 형상 등을 고려하여 제작할 것이다.

또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실습교육을 통해 제안 받은 수

요자(학생)들과 사용자(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술과 공

학이 접목된 다양한 이론과 실습사례를 발굴하고, 휴대용 재료

시험기는 디지털 측정기능을 추가하고, 측정 하중을 증가시켜 

정량적 분석과 다양한 재료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재료역학과 예술의 융합교육용 교재와 융합교육에 

특화된 휴대용 재료시험기 개발에 관한 연구는 융합교육에 대

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

은 위대한 예술작품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기계공학의 역사와 

예술과 공학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

는 창의력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후속연구를 통

해 ‘인문·예술적 소양을 갖추고 공학(기술)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의 육성’이라는 연구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논문의 주제는 2018년 대한기계학회 교육부분 춘계학

술대회(2018년 6월 22일 동국대학교)에 “재료역학을 위한 

융합 교재개발 및 재료시험기 개발”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참고문헌

1. Cho, S. H., Lee, S.A., and Lee, S.H., 2016, Material 

engineering-Engineering and Art, Bomoondang, x~xi.

2. Schneider M., 2002, A begineer’s Guide to constructing the 

Universe, Kyoungmoonsa, 1-26.

3. 조승현, 이순아, 송성환(2018), 재료역학을 위한 융합 교재개발 

및 재료시험기 개발, 2018 대한기계학회 교육부문 춘계학술대회, 

156-157.

4. Gribern J., 2004, Science, Dulnyouk, pp. 153-154, 235-237.

5. Tatarkiewicz W., 2005, History of Aesthetics 1- Ancient 

Aesthetics, Misul Munwha, 114, 473-474.

6. Morgan M.H., 1992, Vitruvius : The ten books on architecture, 

Gimumdang, 1992.

7. Inowue M., 1994, Architecturalism, kookjae, 42. 192-193.

8. Tatarkiewicz W., 1999, A history of six ideas, Misulmunwha, 

26, 38-70, 160-164, 198-199.

9. Xenophon, 2015, The memorable thoughts of socrates, 

Bumwoo, iii, 8, 4.

10. Vasari G., 1987, Italy Renaissance-Artists, Tamgodang, 

85-105.

11. Panofsky E., 1983, The history of the theory of human 

proportion as a reflection of the history of styles, Penguin 

books, 82-138.

12. Kim M. Y., 2007, The literary works of Leonardo da Vinci, 

Rubbybox, 32.

13. Madison Park, 2010, Notebook of Leonardo da Vinci, 15-26, 

48, 87-146, 233-266, 345-346, 433, 488, 654.

14. Nathan, Knobler, 1996, The visual dialogue, Yekyoung, 291.

15. Lim S. J., 2003, Westhern architecture I-Earth and human, 

bookhouse, 157, 420-425.

16. Lim S. J., 2011, Westhern architecture, bookhouse, 15-19, 

78, 148, 138-142, 174-176, 189-192, 286-288.

17. Rsebero B., 2000, The 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Hangil 

Art, 149-152.

18. Robert M., Technology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1999, 

kyoungnam Univ. press, 94-98, 99-91, 102-103, 144-148.

19. Joo N. C., 1987, The history of Italy Renaissance, Korea Univ. 

press, 5-11.

20. Johnson. P., 2003, Renaissance, Eulyoo, 11-12.

21. Wittkower R., 1988, Architectural principles in the age of 

Humanism, 26-27, 42, 76-77, 221-223.

22. Saitoh M., 2005, Story of space and structural design’s future,  

67.

23. Yoon J. S., 1977, Westhern architecture, Dongmyoung, 86-88.

24. Macdonald W. L., 1976, The Pantheon : Design, Meaning and 

Progeny, Havard Univ. press, 44-60, 89-90.

25. Stamper J. W., 2005, The Architecture of Roman temples, 

Cambrige Univ. press, 200-201.

26. Root- Bernstein R. and Root- Bernstein M., 1999, Spark of 

genius, Eco’s library, 112-115, 331-334.

27. Kim C. D., 2005, “Cubism and Picasso”, Open poetry, 10 (3),  

49-88. 

조승현 (Cho, Seung-hyun)

2004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박사

2004년~2009년: 삼성전기(주) 중앙연구소 책임연구원

2009년~현재: 동양미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기계공학, 융합교육 

E-mail: coolcsh@dongyang.ac.kr

이순아 (Lee, Soon-ah)

2008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박사

2013년~현재: 홍익대학교 미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고중세, 르네상스 미학, 융합교육 

E-mail: kalonsa@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