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ᴽᜬ➝、ᶍ⚡≁べᶩ䀅⣭㊭ឥ╒㼅␥ᚩ㑭⭕∵㈁⭟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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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이 가진 역량과 원하는 비전을 연결하여
2. 현실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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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은 대학 생활의 방향을 정하여 준비하도록 도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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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와 학생, 참석하는 학생들의 Network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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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로 격려하며 함께 대학 생활을 보람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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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s, Global Leaders
Global Standard 공학교육, 공학교육인증제는 공학교육의 좋은 길동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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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㑪᭝べᴽ⑷㈝䀝ᶢ⭕㈹ᾍ㈝⯅⌅ᶍ␡⠭〥べ⯅㌙㑪
㈁⯚㉎ឥ⛅㊭㈝∥ᴽ䀁ᭁ㈁╒㼅␥ᶕ⯚䀁ᣙㆭ䀝ᚪ㈹㎥そ
㑭ゖ䀉ᾍⳁ䀲䀁ញ㈱ᶍᢡ⊕ᶍ➝ᵱᢡᾍᚭ㈁䅑ឥ㊪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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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㑪㈁㎥ㄽ㈁⭕㊾ឥ㊾べ㈱ᴽ⭕∵㈝∥ញ⮆ᚪ䀉ⳁ⌆ 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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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한국공학교육인증원 (http://www.abeek.or.kr) 으로부터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공학교육 체계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함을 인증받는 제도이다. 한국공학교육인
증원이워싱턴어코드및 서울어코드회원국이므로ABEEK인증프로그램졸업자는워싱턴어코드및 서울어코드회원국에서그학위를그대로인정받게된다.
공학교육인증의목적
GlobalStandard에따른공학교육(성과중심교육평가,지속적교육품질개선,수요자중심,공학도의전인적자질강화)
공학교육인증의장점
설계능력:공학도에게실제로필요한, 제품기획과설계 능력을갖추게함.
전공지도교수제도:전공지도교수가배정되어수강지도및취업/진학에대한상담을주기적으로제공
취업:공학교육인증을받게되면취업에유리(삼성등의대기업들은면접시가산점을부여).
해외진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워싱턴 어코드, 서울 어코드의 정회원에 가입되어 해외(미국)의 기술사 자격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해외 이민(호주) 신청
시에도유리함.
공학인의전인적자질함양:졸업이후지속적자기성장,Softskill(의사소통,팀워크,공학윤리,시사교양등)을갖추는교육강조.
전공수월성및타분야와의융합을위한기초학문:기초과학및수학(MSC,BSM)과전문교양의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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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䀁ញ ➝㱞ỹ✱べ⯅⯡✱㊾ṭ㈁㊭䃽㈡㯙⢙␥㑭䀲䀁ញ 

⯚ⶍ䀁ញ㊾㑪䀁᜵㈥䀁ញ ⑵ᭁᴽ⭕∵ᾍ⑱ᶍ⛙⋍䀁ញケ㈁

⑱㑩⑲⌅㑪㊺┝㊺䀁᜵Ồᵱᶍ㛭ㅒ㊱㛑ᴽ䀅᠖䄵⭕

␥ᚿ㠽ញ ㎥そ㑭䄁ᝦべ⯅㛮㈭ᚹឥ㎥㈡㈁ⶆᚿញ㈥䀁

ᾍឥ㬕᜵ᶍ␝㑩⿳ᜬᛂ㑩⑵ ┝㊺ឥ㊾べ⯅㋅ᚩᴹᬩᚩ

ᶍ➝┝ Ẃ⍵ᾍឥ⭪⭕ᾍṭゕ⊕⠭⑵㈁◡䃽ラ⭲⛄

㉎㬙㛑㈝㊹㈝㈱ᶍ┝ 䀅᠖べ⯅㈁┝㊺㿥┝㊺㈹㈁ᶍ⛒

ᾍゕ㎥ញ㈡㊾䀝㎭ᜬ㈮ᵱᶍ

┝㈁ⰵ〺ᜩ㑆䀅ᶍ┝ ᠖そ ⳁ䀂 ឞᚭ㑩ᚪᵎ⋎ᾚ㈁㿭ᣙ
ញ⭕⌅⠩㯙ⶅ⭕⭪ⶆべᶩ䀅㱉⌉ᵎ⋎ ⛅㼅ᵎ⋎ ㈡⯚㹲
ᚩ⛄、ḁᣙぞ㈝᭒ᵱᶍ ⚡᠖べ⯅ᴽ㊭ឞ㊭◡㑩ⶆ㑺㎺
㊪⌅ᜩ㑆䀅ᶍᴽᜬ㈮ᵱᶍ䀅ᚩ㑩ᛅべᶩ䀝⯅║␥

⌆ケ⭪㑱◡ᾍべᶩ䀅㝉㊩䀅㎩⣭ᚩ㿭ㄽ䀒ᵱᶍ㎩⣭␥ⶅ

ᯭ ⚡᠖ネ㿥ⵍべ㡅㉎ヽᾍぱḁ⮆ᚪ㈮ᵱᶍ
㉉㈝ぱ㑩⑵ ⯡ᚪ᠖㡅ⶉ㈁ぽ㑩ᵱそᾍ㈝║ゕ⯅ⶉᣙⳉ
゙᠕䀁ញⶉ㋅㼱ᛅ⛅䀁ᴽ║ⵞ㈝㛡⓴㈱そ➝ォⵞᵱ
ᶍそᴹḐⶅᚭ㈝㑩ᭁ⯅そ⋝㼴㈝䈕⒆䀱ḁ⭱⌅ㅝᝦ䂁
ⶅ㈺䀁᜵ềそ㛡ᚹ⭕䀁ញⶉ㈝᭒ᵱᶍ

べはⵞᵱᶍ㊩ゖⶅちそ㈁䀅⌅⑷ᣙ䄵ᾍⵍ㝹㑩ᭁ

㈺䀁ᴽḙべᴽⶅ㎺べᭁラ㈱ᴽ┝㊺㎩⣭␥ㆭ䀅◡㋅䀲ⶆ

➝᭝ញ䅭䄵␥䀁ォⵞᵱᶍᢡញ╒㼅ᚩⅅ⋠䀉ⳁ⌆⯉㮆

㈁⯅㊪㈝ṭㅩ㈝Ồᵱᶍ◥⌉㿥⭪㊪⌅ㄡㅝᶞ❩ឥ㊾⑹

ឥ㑺㎺㈝ㅒ㈝䀒ᵱᶍᶍ␡⑹⌅ᴽ ⵍⵍ⌅㇉䀂㈁╒㊪⠭

ㅹ␥㉁⿵ញ䀁ᴽᶞ❩ᢱ⛒᠕⠭㈝ềᝉ㑩⑵ㄽ

┮䀁᜵䀁ញⶅ㈺䀁ᴽᜬ㈝㌴ⵞᵱᶍ㵢䈱⯆⭕ឥ㊾㈁ᝦㅙ
╒㼅ᚩ㤝ḙ⚢㈡㑩㾭⌅㹁⯽᮹㈡㑩べῙ∥⯅ⶅᚭ䄶㈝
⑷㈝ᶕ∥㑱ᜬ㈮ᵱᶍ⚾⭕␥ゥỹべỽ゙᠕ᚩ╒㊪㈝∥┝
3" 5"ᾚⶍ䂁ⶍべ⯅゙᠕ᣙ䄵␥⑷㈝㛧〥䀉ᜬ㈝ញ 㢑
のゥỹべỽᝦㅙ∥┝➝ᶍⶍ◝ᵎ⋎ⶼᴽᜬ㎺ⶅ䀁
ញ䄵⭕べ⯅㈁㈡㯝ⶖᣙ䄵␥⑷㈝㛧〥䀉㯵ᵱᣵㄽἁᶍ

⿱᯾䀁⯡ㄽ 䅭⛙ゕ⊕⠭ ㊩ᴽ㊭⭙㊭㈹ឞ䀂⠩䀂✱⚾

䀁ᝉᶍᴽㄾⶕ✭ញ ╒㼅␥⤑㊾䀉ⳁ⌆㌴ⵞᵱᶍᢡ

ⶉ䂪㈮ᵱᶍ䂭㉕ᴽ⚡Ẃ⠩.BTTBDIVTFUUT㎥㈁)PQLJOUPO㈝

ញ㢑の䀁᜵ễᶍ┝そ⁍⠭〥べ⯅そ⁍㑪◝㈁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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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ᢥ◝䀁ញ㈱ⵞᵱᶍ㊩ラᛂ㈝ ⚡᠖べ⯅㢑の䀁ᣙ␥䈕

ᚩềそ㈱ᴽ⭕∵┝㊺ឩ㈝ᢱ⛒⿵➥ⳁ㈱ᝉ㑩ㄽ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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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㈡⠩⠭₹䀅᧥᧥䀁᜵䄶䀝➝ⶅᣙ⚽∶ᵱᶍ㑩ゖ㵢

⯅ぽ㑩ᵱそ⌅⭝ញ㈱ᴽ㈝〥ᣙ␥ᾅ⋍ញ䀒ᵱ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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㯝ⶖ㈁㎺ㄽ⯚◝ᚾ㌙䀝ṭ㑩ᭁ㤁㑩⿳ⵞᵱᶍ㈡㯝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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䀁ⶅᴽ⠭ᾍṭ⑷㹡㈝ញ ᝦ⋎ឥⶍ⋎㈝䅵␖䀁ᶍ┝㑪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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ちそラ◡䃽ᚩᶕ∥ṭ㑭ⶕ㱞䀁ᣙ⑱⋑㈝∥ញ⚨ⵞᵱᶍ

ㅒ㊱㛑␥㢑䀁ᴽᜬᛂⵞᵱᶍ㈝⋎⯅␥㋅㡅䀝⯅⯅␁ⶕ⭕

  

  # 

ೠزറߓשٜীѱj
ᯕŲ
ഡفٳഠӯഠࠤ
࣒ઘӖഠࡘ৹ࣥ
െથഡӵઘ౿३Ӵ (75, ߚӴ

⿱᯾䀁⯡ㄽ㊩ᴽ䀅Ẃᶩ䀂៹㊭⭙㊭㈹ឞ䀂⠩㌡の⮆㈝
ⵢឺ㈝∥ញ䀒ᵱᶍᯭべ䀅Ẃᶩ䀂៹␥㌡の䀁ញ㺕䀖ឞ
ᶩᶩ䀂ㅹ⯆⭕ឥ㊾⑱㤅䅭䀅᠖㊭㈹㱞ⶉ゙᠕ㅹ &53* べ
㊭◡゙᠕ㄽㅹ⌅㈮⭕䀅㑩ᯭ⛁㊾ṭềぱⵞᵱᶍᢡẂ⿱
䀂⠩ⶅ㊱⠩㯙゙᠕ㅹ⮆䄅䀁ᣙᣵ㑩㝹パ㊩㈁㈺ᝦ
䂁㈝⣭ⵠ䀅㝁㑩べ㈱ᴽ䅭⛙ᶁᾍべ᜵ṭㅩ㈝ỉᣵ䀁ゕⰵ
⚾䀅㊭ち᭑ᣙញ㈹䀒ᵱᶍ
&53*ラ㊭◡゙᠕ㄽㅹᴽ㊾➝㱞ⶉᣙⳉ⠭〥㈁㇊⯚ㆭ䀁
ゕ᠖ᚩᚩ⯍⑦䀅⣭オ㊾⠩㡅゙゙᠕ᣙឩ㎺䀁ᭁ㈮ᵱᶍ
〦ゕ┮㈁㑪ㅹᾍ㈝㈱ញᢡ㎺3%゙᠕㈡⋎
ゕ┮㊾ṭ㈮ᵱᶍ㹲ᢉ゙⋢⯡㊾ṭ⌅⿵⋍㋡㈱ញ㈁
ᶩ⠩⠭⯆⭕㈝⭪㈁䀂⋎ⰵ㑩䀁ញ㈱ⵞᵱᶍ゙᠕⠭〥ᚩ
ᶍ〺䀁ゕᚭ≞䀁᜵㠽ⳁはᭁ㊭㊭㌡の⮆㈁ᝦㅙᶩ䀂
ㅹ㊭ឞべῙ∥ⰵ㾭㵡㆑そ⠩◡㈝ᭁ⌅➰ ⠩㼱ⰵ㉕⠩◡ᾚ
⌅ⰵⰶề┙㎥⌅㊭◡゙᠕ㄽㅹⶉ⠭⌅㈮⭕䀁ញ㈱ⵞᵱ
ᶍ㈝វべ⯅㊭◡゙᠕ㄽㅹ⌅㈥䀁ᴽᯭᚭ᠙➞◝␥ᶩ
㝝䀁᜵Ồᵱᶍ
⛒䄒ឥញ⚥㈁ᬆឞᶩべ㉕䀂㎺㈡䂾㋅ᾍ᠙ᶩ◡㋅⌅⑷
ញ⚥䀉ᜬ⌅⮆ᚪ䀒ᵱᶍ㊩₹䀅ᢡ≕ᵱᣵㄽ◥⌉
ⶉ㎺䀁᜵㊾䀉◡㋅㈝㑩⑵ᢡⶉ㎺䀑㈝Ĝញᱵĝᚩề㑩⿳
ᣙ␥⚽∶ᵱᶍそ⁍ᝦ⌅␥⯉㮆䀁᷽∥ṭᢡ⑵㈁㉎㊹㈝㈱
㯵ᵱᣵㄽ㊩ᴽⶍ㋅⌅ᶩ䀂៹䀂ᯭⶅ㊱ 䀂の㈝⇤ᶩ⌅
ề㑩⿳㈹㲝 ㎺㲝 ឞ◝ㅹⶅ䂁ᾚģ䀂៹␥ᢡ⑵ἁⳁ㈱
ᴽ║ᾉマⰁᾍ⮆ᚪ䀝➝、ⵞᵱᶍᢡ⊕ᶍᚩ᠙ᶩ␥ᚩ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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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Career Group Coaching 수강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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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여의 기차를 타고 Chicago에 도착하는 순간, 코 끝이 찡하
도록 시린 바람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Chicago의 Union Station
에서 전산전자공학부의 성금영 교수님께서 우리(07 박신홍, 08 이
경환)을 반갑게 맞아주셨다. 우리는 쉴 틈 없이 바로 Indiana주로 향
했다. 우리의 목적지는 자매대학인 Taylor University로, 자매대학과
의 curriculum exchange의 일환으로 한동대학교의 Capstone주
제를 발표하는 것이 목표였다. Taylor University로 가는 길 내내 끝
없는 벌판이 우리 옆을 지나갔다. 5시간 정도를 달리니 날이 어두워졌
다. 여전히 벌판은 끊이지 않았다. 우리는 Taylor University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Kokomo City에 숙소를 잡고 휴식을 청하였다.
다음날 처음 방문하는 외국 대학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Taylor University로 들어섰다. 채플이 진행되고 있는지, 학교 중앙의 거대한 종
이 울리고 있었다. 우리는 인사담당자를 만나 인사를 하고, 물리 및 공
학부가 있는 Euler Science Complex로 안내를 받았다. 일자형 복
도인 한동대학교의 공대와는 달리 이 곳은 원형계단을 중심으로 강의
실 및 오피스가 둥글게 배치되어 있었다. 이 같은 구조는 학생 및 교수
들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물리 및 공학부(Physics and Engineering Department)의 학과장인 Ken Kiers 교수
가 우리를 맞이하며 설명해주었다. 우리는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교수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잠시 건물을 둘러보았
다. 안내는 Taylor University에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인 전산전자
공학부의 이승민 학우가 해주었다. 신식건물이라 내부 인테리어도 깔
끔하였다. 한동대학교와 눈에 띄게 다른 점은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이
우리학교보다 훨씬 적어 자유로운 수업분위기를 내고 있다는 점이었
다. 또한 벽에 걸려있는 Capstone 소개를 보니 딱딱하고 학술적인
내용을 벗어나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기타 치는 로봇이
나 3d graphics를 이용한 FPS 게임 구현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
고 있었다.

가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약간의 발표 준비 후에, 우리는 10명 정도의 학생과 10명 정도의 교수
가 앉아있는 강의실로 초대를 받았다. 수많은 외국인들을 앞에 두고,
학교를 대표하여 발표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이내 침착함을 유지
하며 발표를 시작하였다. 먼저 박신홍 학우의 Software Engineering과목에서 만든 ‘밥 약속 잡기 어플’을 공개하였다. 비록 문화적 차
이가 있어서 어플의 목적을 설명하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목표와 과정을 보여주며 어플리케이션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Capstone주제인 ‘무선통신과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 어플리케이
션’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High Balloon Project에 응용할 수 있
음을 보여주며 발표를 끝마쳤다. 예상대로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다.
첫 번째 질문은 ‘이를 상용화 시킬 계획이 있는가’ 였다. 우리는 한동
대학교의 GEA학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서 충분히 창업으로 발전
시킬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를 통하
여 얻고자 함은 무엇인가’ 였다. 한동대학교의 교육이념인 ‘배워서 남
주자’를 인용하여 우리가 개발할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
여 학생복지를 위해 실천할 것을 말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였
다. 세 번째는 질문이 아닌 조언이었다. 우리는 휠 제너레이터를 이용
한 배터리 충전방식을 선택하였지만, 솔라셀을 이용한 충전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한 조언에 감사를 표하고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다.

2011년 가을학기 김정원교수님의 이공계리더십 수업을 통해 효과적
인 삶에 대해서 배우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던 중, 2013년 봄학
기 Career coaching 세션을 여셔서 다시 한번 삶의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한달 동안 화요일 4교시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는데 다양한
전공의 학우들이 모여 진로에 대한 고민과 서로의 비전을 나누고 자
신의 강점들을 확인하며 유익한 공강시간을 보내었다. 항상 진로에 대
해 고민은 하지만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어렴풋하게 생각만하였는
데 교수님의 지도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인생이
항상 계획한대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이번 코칭세션을 통해 불확실
한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사회에서의 삶에 대해 먼저 듣고 나의 미
래를 그려봄으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기대와 자신감이 생기
는 것 같다.

한국리더십센터의 코치이신 교수님께서 각자 작성한 3단계 커리어플
랜에 맞추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셔서 그에 따른 세부계획들을 세
울 수 있었다. 취업컨설팅강사들의 전략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기업
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지만 수많은 사원을 선발하셨을
교수님과의 모의면접을 통해 면접관들의 시각에서의 필요한 정보와
교정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경력지향성평가를 통해 각자의 성향을 바
탕으로 적합한 직무를 모색하였던 활동은 내가 정말 즐겨하는 일이 무
엇인지 새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에서는 이러한 컨설팅을 받으려면 큰 금액을 지불하여야 할 것인
데 사회로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 전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제공하는
커리어코칭을 받을 수 있어 막연했던 미래가 명확한 오늘의 실천으로
다가오게 된 것 같다. 진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권면한다.

발표를 무사히 끝내고, 우리는 약소한 선물을 교환하며 다음에 다시
볼 것을 약속하였다. 한동대학교의 국제화와 더욱 발전된 교육과정을
위한 curriculum exchange가 우리의 발표를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
으로 나아갈 것을 바란다.

점심시간이 되어 교수들과 함께 구내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은 먹고
싶은 메뉴를 접시에 골라 담아 계산하는 생소한 방식이었다. 식사 중
에 교수들과 함께 기술의 발전(특히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
하여 토론하였다. 이 토론은 접시가 빈 후에도 한참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점과 공학인으로서의 관점이 주로 갈등을 이
루는 상황이었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 이런 철학적인 내용들이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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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창의충전소 공학봉사’를 처음 알게 되었다. 한창 나의 진
로에 대해서 고민하던 시기에 인도네시아 공학봉사단원 모집 공지를 보면서 나의 진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신청을 하게 되었고 부산대 면접을 합
격하여 봉사단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봉사는 봉사인데 공학봉사는 뭘까? 내가 가서 뭘 하는 걸까?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막연하고 궁
금한 것 투성이였다. 부산대에서 5차에 걸친 교육을 받으면서 창의충전소에서 하는 인도네시아
공학봉사가 어떤 것인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배우면서 인도네시아에서 하게 될
일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었다. 처음 발을 디디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은 어떨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친구들은 어떤 모습일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 또 그 친구들과 어떤 주제로 커
뮤니케이션 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공학봉사를 준비했다.

다음날 구매한 재료들을 가지고 설계에 맞춰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중간에 교수님들께 피드백 받고 피드백을 반영해서 제품을 수정하고 동
시에 제품설명서도 만들었다. 각 자 역할을 맡아 일을 하였는데 공구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잘 다뤄서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주로 공구를 다루
고 사포질하고 보조하고 톱질하는 등의 일들을 했다
인도네시아에 온 여덟째 날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아침에는
전시회를 열어 EEPIS 학생들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시했다. 그리고
오후에 제품 사진을 가지고 주민에게 가서 설치여부를 묻고 허락을 받아
서 제품을 들고 와 직접 설치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난 약 5일간 문
제를 찾고 아이디어를 내고 설계하여 만든 우리 제품을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2012년도 1월, 겨울에 GEM 프로젝트로 몽골에서 자브항도의 관광 활
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와 브로슈어를 만들고, 교육하는 프로젝트를 한 적
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팀 자체가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학생들
도 이루어져 있었고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어 굉장히 새롭
고 도전적인 경험이었다. 잘 하지 못하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니 답답하기도 했지만 한국사람들끼리는 몇 마디면 충분히 전달되는
말을 길게 말하고 있고 영어뿐만 아니라 손짓이나 눈짓 등 비언어적 표
현까지 사용하여 의사 소통하면서 앞으로 더 많이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
고 느꼈다. 또한 내게 익숙한 방법이 또 다른 문화권에 있는 학생들에게

는 불편할 수 있고 생각이나 방법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고 어떻게 상
대를 존중하면서 팀으로 함께 원하는 바를 이뤄나가야 할 지에 대해 많
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 그들의 생활가운데 좋은 것들을, 예를
들면 배려나 절제, 감사 등을 찾을 수 있었고 그것들이 몸에 베여있는 것
들을 보고 배워야겠다고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의 시대가 어떤 문화권
의 어떤 사람이랑 함께 일할 지 모르는 시대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를 통
해 그 역량을 조금은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또한
공학적인 부분에서도 공학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꼈고 내가 공학도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다.
처음 이곳에 오기 전에 생각했던 내 길에 대해서는 확실한 방향을 아직
도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 내 길에 대해 더 구
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생각할 수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은 내가 전공하
고 있는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고 언어같이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소
양들을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학생으로 쉽게 접하지
못할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주변의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참여하기를
꼭 추천해주고 싶다.

2013년 1월 25일 아침 김해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약 5시간, 대기 4시간, 수라바야까지 다시 5
시간 걸려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였다. 공항을 나서자 인도네시아의 덥고 습한 기운이 확 느껴지
면서 인도네시아에 왔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였다. 우리를 마중 나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친
구들과의 어색한 첫 만남(?)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3시간을 달려 UTC에 도착했다. 그
곳에서 세 나라의 대학생들이 모여 아이스브레이크도 하고 한국학생 2명, 인도네시아학생 2명,
말레이시아학생 1명씩 팀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는 5idiots(다섯 얼간이)라는 팀으로 모이게 되
었다. 이 후 수라바야 시내의 EEPIS 캠퍼스에서 본격적인 일정의 시작되었다. 먼저 workshop
을 통해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각자 학생들이 했었던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발표회를 마친 후, 실질적인 현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우리 프로젝트의 가장 기본 단계인 현
지 문제점을 찾기 위해 현지 주민들을 인터뷰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 다녔다. 약 다섯 가
지 문제들을 찾았고 긴급성, 지속성 등 기준에 따라 그 중 한 가지 문제를 선정했다. 그 마을에서
는 한 달에 한번 재활용 캔들을 모으는데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 납작하게 만드는 작업을 여자
서너 명이 발과 망치를 이용해 작업하고 있었는데,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안정성의 문제가
있었다. 각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내고 그 중에 여러 기준에 따라 압착기를 만
들자는 아이디어를 선정하였다.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디자인을 했고 필요한 물품
목록 작성하여 제작을 준비 했다. 나는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회로를 만들고 시뮬레이션 하는 프
로그램을 주로 다뤘는데 다른 학생들이 지금 당장 유용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자인하는데 비
해 나는 그런 툴들을 잘 알지 못해 아쉬웠고 공대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룰 수 있으면 좋
겠다고 생각했다. 학문적인 공부에만 치중하고 유용한 툴들을 잘 사용하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
아서 충분한 도움이 되는 못 하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
제작에 앞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도심으로 가서 팀 별로 미션을 수행했다. 자유미션으로는 큰
쇼핑몰 정문 앞 공간에서 조원들과 몰에서 나오는 강남스타일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인
도네시아 수라바야에 와서 EEPIS와 숙소 마을에만 있다가 도심으로 나와 시청 등 주요 시설물
들과 유적지를 구경하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 인도네시아 문화를 직접 체험
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돌아와 재료들을 마저 구매하고 다음날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역할 분
배도 하고 타임테이블도 짜서 준비를 해두었다.

  




 #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설계경진대회 소감문

㦝㾑㯙ឞ䀂ឥ㊪㊾ᣙⳉ

߅࠺
ೠزҮҕࠗ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적 공학설계”
한동대학교에 입학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내 삶을 뒤흔들고 있는 한 문장이다. 입학하자마자 컴
퓨터공학심화전공을 선택하였고 이 전공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기계제
어공학, 공간시스템환경공학 등을 전공하면 그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거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컴퓨터 공학은 왠지 소외된 사람들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전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비전과는 맞지 않는 전공
이라는 생각에 전공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성금영 교수님께서 인도 비하르에
GIS 시스템을 개발해 줄 학생을 찾으셨고 전공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서 GIS system 개발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Joshua team’ 우리 프로젝트 팀의 이름이다. GIS라는 분야에 대해 아는 팀원이 단 한 명도 없
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자는 뜻으로 이 이름을 선택했
는데, 지금까지 약 1년 반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유지되
지 못했을 것 같다. GIS를 공부하면서 이 분야 자체가 컴퓨터 공학이 아닌 공간시스템환경공학
의 분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혼란, 아무리 공부를 해보아도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느낌, 그
래도 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2012년 여름, 직접 인도 비하르 낙타섬을 찾아갔다. 그러나 현지
상황은 우리를 더 절망하게 했다. 그나마도 지도 데이터가 있어야 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데
그 조차 없는 상황인데다, GIS같은 고급 기술이 아니라 당장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
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매일 밤 팀원들과 함께 모여 우리 팀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
눴다. 하나의 일치되는 의견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이 무의미해지더라도, 낙타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을 찾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장 눈 앞에 있는 나무
를 보는 것 보다 숲을 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수님께서 우리 프로젝트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셔서 심장
이 철렁 내려 앉기도 했다. 애써 우리의 기술을 설명하고 이 기술이 어떤
부분에서 적정기술이며, 직접적인 적정기술이 아닌 간접적인 적정기술
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우리 프로젝트를 바라보셔서 마음이 어려웠고 수상을 하는 것
도 기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다른 팀들의 발표와 판넬 전시를 보면서 특히 수질 분야가 인상적
으로 다가왔다. 우리 분야는 적정기술 분야에서도 매우 생소한 분야인
데, 수질 분야는 적정기술에서도 하나의 큰 영역을 차지하는 분야였고,
수질과 관련된 세션이 아예 한 세션이 열려서 10개 이상의 팀이 수질 이
라는 한 분야에 대해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는 부럽기도 하고, 역시 간접적인 기술보다는 좀 더 실제적으로 사람들
에게 도움이 되는 적정기술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또한

우리 팀도 지금까지 열심히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지만 다른 팀들도 이
에 못지 않게,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온 것을 보고 반성
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다른 팀들을 보면서 수상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팀이 동상이라는 발표를 듣고 만감이 교차
했다. 더 나은 팀이 많은데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받은 상이라는 생각
도 들었고, 지금까지 수고한 팀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위
안도 되었다. 아직까지 소외된 사람들을 직접 돕는 것이 아닌, 간접적
인 우리의 개발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번 경진 대회
를 통해서 좀 더 우리의 생각을 다잡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전공을 살리는 일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방향을 “3D GIS system”을 만들어 현지 실태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개발 담당자가 보다 쉽게 지역 개발을 할 수 있고, 좀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
게 인도 비하르 낙타섬에 살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알리는 것으로 수정했다. 3D 프로그래밍과
MFC, GIS 이 세가지를 결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이 또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부분
들이었고 초보자들이 도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팀
원들도 지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개발을 해왔고,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설계 경진대회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2013년 5월 24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경진대회가 열려서 포항에 있던 우리는 가는 길부터
험난했다. 수업 때문에 당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전날 카풀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팀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겨우겨우 대회장에 도착했다. 아침 11시부터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
데모 영상과 판넬을 전시하고 발표 자료도 다시 점검하면서 분주하게 대회를 준비했다. 다들 지
금까지의 노력이 이 대회에서도 잘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프로젝트에 대해 궁금해 하
는 사람들이 있으면 열심히 설명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좀 더 쉽
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도 했다. 발표는 가장 마지막 순서였는데, 발표가 끝난 후에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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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봄학기 학부 MT는 많은 학부생
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에서 열렸다.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고 즐거
운 시간을 보냈다. 개강예배로 이번 학기 가져
야 할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교수님들의 말씀
과 새로 들어온 2학년 신입 학부생들의 자기소
개, 단체사진 촬영으로 학부 구성원들 간의 단
합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전체 일정
마무리 후 간단한 레크레이션은 또 다른 재미
를 선사해주었다.

4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공간환
경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하신 선배님들께서 방
문하여 효암별관 2층에서 선배특강을 가졌다.
특별히 이번에는 95학번 서덕수, 98학번 김규
철 선배께서 공시생들을 위해 Reading the
city, Writing the city와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를 주제 삼아 본인들이
경험하신 것을 바탕으로 값진 강의를 해주셨
다.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
는 선배님들을 보고 재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
아만 지네’ 항상 학부를 위해 기도하시고 노력
하시는 교수님들께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은회가 행사가 열렸다. 평소 속으로
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자리
에 나와 스승의 은혜를 부르며 교수님들께 감
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었다. 작게나
마 학부생들의 사진이 담긴 전자액자를 선물
로 준비하여 증정하였다.

친환경건축도시학회 에코한울

ၶᙹၝ

친환경건축도시학회 에코한울은 “사람과 환경에게 이로운 공간을 창
조하는 것”을 모토로 친환경 저에너지 저탄소 건축, 도시를 공부합니
다. 현대 건축, 도시계의 방향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건축 쪽으로 흐
르고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적인 요소는 건축, 도시에 있어 선택이 아
닌 필수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에코한울은 친환경 건축도시를 배우
는 학회로 그와 관련된 교육, 스터디, 프로젝트 등을 진행합니다. 이론
스터디를 통해 공부한 지식을 실제적인 프로젝트에 적용해보고 공모
전에 참여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한울은 한동에서
친환경 건축,도시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에
코한울과 함께 활동하려면, 예비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학생이어야
하며, 2학기 이상 활동 가능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에게 이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학회, 에코한울입니다.”

한동건축학회 HIA

ḡĞᮡ

건축이라는 방대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학문을 공부하고, 고민하
고, 연구하고, 준비하며, 도전하기 위해 형성되었으며, 건축의 다양한
접근 가능성을 바탕으로 학문적 배움과 나눔을 목표로 건축에 대한 서
로의 의견은 물론, FUNDAMENTAL-KNOWLEDEGE, CREATIVITY, IDEAS, CONCEPT 등을 공유하는 NETWORK를 형성하
여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는 학회입니다.
* 한동건축학회 HIA에서는 향후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에서 공부하
게 될 신입생들에게 1학년부터 학회에 지원 및 활동할 것을 권장합
니다.
ഠࡘ࣏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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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느끼는 경험이 중요한 학부의 특성을 살
려 오랜만에 학부 차원에서 서울로 답사를 떠
났다. 이번에 새로 복원된 숭례문, 서울 시청
신청사, 광화문, 북촌, 인사동, 공간사옥, 이대
ECC, 서울 소재 15개 대학 연합 건축전 등 서
울 곳곳을 누비며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는 귀
한 시간을 가졌다. 이 답사를 통해 본인의 학업
공부에 귀한 경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GLS 주관으로 5월 22일 오후 7시, 8시 두 타
임에 걸쳐 학부설명회가 열렸다. 네 분의 교수
님께서 학부를 소개해 주셨고, 평소 공간환경
시스템 공학부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증이 있
었던 1학년 학우들의 많은 참여로 학부를 알
아가는 알찬 설명회가 되었다. 이번에 참여한
GLS 학우들이 내년에 꿈과 비전을 품고 공시
에서 함께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안경모 교수님의 지도 아래 토목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비롯하여 주로 해안을 중심으로 한 자료 수집 및 분
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스터디 모임을 통해 토목공
학 분야의 이해도를 높이며 함께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배운 지
식을 활용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Urban Future 21

2011년 공시 동문회에서 시작한 만원의 사
랑이 이번 학기에도 집행되었다. 졸업한 선배
들이 매달 만원씩 모아 학업을 위한 프로젝트
를 지원하는 모임이다. 이번에는 총 100만원
을 3팀에게 지원하여 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ᯕᦩḡ

아쿠아젠은 2003년 설립되어 토목공학의 심층적인 연구를 희망하는
공간환경시스템 공학부 학생들이 모여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학부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학부체육대회가 5
월 1일 수요일에 개회했다. 12개 학부가 참가
한 학부체육대회에 우리 공시는 남자 축구, 남
자 농구, 여자 야생마, 여자 농구에 출전하였다.
비록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학부생들이
한 팀을 이뤄 땀 흘리며 운동하는 가운데 친분
도 쌓고 함께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
회가 되었다.

ކઅ࣏܍ܾૃಠ

   

아쿠아젠

ᰆᖙ⯍

도시는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rban Future 21은 ‘도시’를 주제로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더 나아가
도시의 역사에서부터 디자인, 조경, 개발도상국을 위한 도시 설계, 현
대 도시 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매 학기 선정하여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 자발적으로 함께 전공에 관해 공부하
고 고민하며 VISION들을 나눌 수 있는 학부 선후배 간에 Network를
형성하고 나아가 훗날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준
비를 하는 학회입니다.
* Urban Future 21에서는 학부, 학년에 상관없이 도시에 대해 공부
하고 싶은 모든 학우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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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기계제어공학부의 ‘낭만 졸업식’이 있었다. 기계제어공학부
를 졸업하는 학생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재학생들이 마지막으로 모인
그 자리는 서로 반가우면서도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자리였다. 그 동안
서로 전하고픈 말과 노래를 영상편지에 담아 때론 재미, 때론 감동을
주면서 교수님과 학생과의 졸업을 축하하는 말들이 전해졌다. 선배님
들의 졸업이 기쁘면서도 아쉬운 재학생들은 목소리를 한대 모아 졸업
축하노래를 부르고 졸업생들은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의 노래를 부르며 낭만 졸업식이 사랑 가운데 무사히 마쳤다.

2013년도 봄학기가 시작하는 주에 기계제어공학부 학생들 대부분이
모여 개강총회를 하였다. 참석하신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부터, 한 학기뿐만 아니라 기계제어공학부 학생으로서 우
리가 지니고 있어야 할 정신에 대해서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해주셨다.
즐거운 식사 후 예배와 찬양을 시작으로 이번 학기에 있을 행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함께 사용하는 공공 장소와 기물에 대한 주의 사항
을 공지하여 서로 배려하며 지내는 학기가 되도록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로 도우며 공부하는 기계제어공학부 학생이 되길 바라며 이번 학기
에 있을 학부 스터디 그룹에 대해 공지했다.

아두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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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제어공학부의 졸업생 선배님들이 재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학교
에 오시는 ‘낭만 홈커밍’ 행사를 가졌다. 바쁜 와중에서도 학교까지 오
셔서 재학생들의 진로 및 학교 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대한 고민과 궁
금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외 유학을 준
비하는 분과 창업을 하신 분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경험 후배들에게 이
야기해 주며 도전 정신과 폭넓은 진로를 소개하였다. 도란도란 이야기
를 나누며 즐거운 저녁식사를 마치고 교수님들께 그 동안 감사했던 마
음을 전하는 사은회와 함께 이번 연도에 있을 김영인 교수님의 퇴임을
아쉬워하는 자리를 가지며 서로 간의 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열 대여섯 조들이 각각 한 학기 동안 자신들이 연구한 전공에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할 예정이다. 자신들이 연구한 내용을 한 장으
로 요약한 포스터를 전시하며, 전시된 포스트는 자유롭게 찾아와서 볼
수 있고 내용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은 포스터 옆에 대기 중인 연
구 조원들에게 질문이 가능하다. 캡스톤 발표회를 통해 연구에 참여했
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연구한 내용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기
회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계제어공학부의 전공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전공에 대한 흥미를 이끌
어 낼 수 있을 것이다.

 ךਖ਼ࡘౡ ԞӆૂৰӖഠࡘਁ ઊ ӯࣷࣥت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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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대학 Taylor University
방문일정 2013. 2. 4(월) ~ 2. 5(화) /1박2일
방문학생 전산전자공학부 박신홍, 이경환
발표주제 Making a promise for a meal(Android)
Bicycle Tracking System
국제 협업 프로그램인 Curriculum exchange의 일환으로 해외자매대학교인 Taylor
University에서 한동대학교 캡스톤발표회가 있었다. 현지교수 및 학생 20여명이 모인 발표회
에서 Software Engineering과목에서 만든 ‘밥 약속 잡기 어플’과 캡스톤설계2 과목의 발표
작품인 ‘무선통신과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발표하고 돌아왔다.

ҕҮਭੋૐࢸݺഥ

2013년도 신·편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학교육인증설명회가 있었다. 2013 HanST기
간 중 개최된 이번 신·편입생 대상 설명회에서 공학교육혁신센터 인증지원실 부센터장인 김인
중교수가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해 설명하였고, 재학생 대상 수강지도 설명회에서 전산전자공
학부 교수들이 소그룹 모임으로 학생 개별 면담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를 통해 인증안내서를 배
포하여 공학교육인증의 혜택과 신청방법 등 학생들에게 공학교육인증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유
익한 시간이었다.

“제6회 소외된 90%와 함께하는 공학설계 아카데미”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동대학생들은 선착순 30명에 한하여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2013. 7. 25(목) ~ 27(토)
장소 한동대학교
홈페이지 http://hicee.handong.edu
신청기간 2013. 6. 3(월) ~ 7. 5(금)
등록방법 http://hicee.handong.edu 접속 후 아카데미 신청게시판을 통해 신청
한동대학생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및 지원인원 선착순 30명, 참가비 전액지원(15만원)
참가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queen@handong.edu를 통해 제출(뉴턴홀114호에서 직
접 신청 가능)
문의 김한나연구원(공학교육혁신센터) 뉴턴홀114호, 260-1526

ࣗӝসੋఢभਗ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공학부 학생들을 위한 인턴십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여름 방학 중 인턴십 참여시 1인당 가족회사 50만원, 중소기업 30만원, 대기업 1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각 학부 사무실에서 신청 후 공학교육혁신센터로 방문
문의 공학교육혁신센터 뉴턴홀 114호 김한나 260-1526

ӝ҅ߊѐ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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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2013. 9. 27(금) ~ 28(토) /1박2일
장소 한동대학교
강사 한동대 김정원겸임교수(前DuPont Korea부사장, 한국리더십센터 전문코치)
주제 나의 진로(Career), 어떻게 알고 어떻게 선택을 할까?
1. 자신이 가진 역량과 원하는 비전을 연결하고
2. 현실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살펴보아
3. 남은 대학 생활의 방향을 정하여 준비하도록 돕는다
신청방법 E-mail 신청(queen@handong.edu) 자세한 사항은 9월 초 HISNet에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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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일자

장소

대상

참석인원

2013년 새내기섬김이 대상 공학교육인증 설명회

2.23(금)

올네이션스홀 오디토리움

2013년도 새내기섬김이

223명

2013년 신입생 대상 공학교육인증 설명회

2.27(화)

효암 채플관

2013년도 신,편입생

897명

전산전자공학부 수강지도 설명회

3.4(월)

올네이션스홀 302호

전산전자공학부 재학생

140명

전입생대상 공학교육인증 설명회

3.5(화)

뉴턴홀 114호

전입생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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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발표자

03.29

제목
북한위협과 한반도 안보 I

박원곤

국제어문학부

04.12

강신익

GEA학부

신제품 출시 과정

04.19

김헌주

글로벌리더십학부

인구통계로 보는 미래교육

05.03

김인중

전산전자공학부

신경망과 깊은 학습

05.24

강병덕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의 이해

05.31

이혜주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양적 연구방법론의 이해와 실제

06.07

전명희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질적 연구방법론의 이해와 실제

04.05

북한위협과 한반도 안보 II

ࢤ
$BSFFS(SP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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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3. 3. 19(화)[1차]│2013. 3. 26(화)[2차]
2013. 4. 2(화)[3차]│2013. 4. 16(화)[4차]
장소 뉴턴홀 115호
강사 김정원겸임교수(前 DuPont Korea부사장)
프로그램 내용
1) Competency Assessment
2) Career Orientation Assessment
3) Career Plotting & Planning
4) Development Plan
5) Commitment & Commencement
지난 해 Career Group Coaching을 수강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매우 높아 올해도 한동대
학생들을 위한 Career Group Coaching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이공계 학생들이 적성에 맞
는 진로를 선택하고, 취업 이후의 Career Management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인
코칭 수업을 위해 학생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여 개별 지도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Үࣻਕࣸҕزѐ୭

일자 2013. 3. 26(화) [1차]│4. 2(화)[2차]│ 4.16(화)[3차]
장소 한동교육개발센터(HDEC)
강사 김정원 겸임교수(前 DuPont Korea부사장, 現 한국리더십센터 전문코치)
주제 교수 대상 Career Coaching 프로그램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Career Coaching을 지도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돕
고자 공학교육혁신센터와 교육개발센터 공동주관으로 Career Coaching프로그램을 개최하
였다. Career Coaching에 관한 기본적인 Frame 소개 및 기본적인 코칭 tip에 대한 강연을 듣
고 Career Coaching 실시 후,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13년 1학기 융합 캡스톤 프로젝트에 총 2팀이 선발되었다.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기계제어
공학부, 전산전자공학부와 산업정보디자인학부 학생들이 모여 ‘무인 공용자전거 시스템’, ‘Coordinator’로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학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기계제어공학부

전산전자공학부

  

소속학부

과목

이름

국제개발계획

김재영

유체역학

이안지

재료역학

조우연

정역학

복권화

제어회로1

김의선

열역학

임지훈

신호및시스템

이윤하

자동제어

차승건

계측공학

이성윤

기전공학수학

양세로

논리설계

김호섭

회로이론1

송정승

데이터구조

이혜민

데이터구조

정중은

োࠗഥѐ୭

일자 2013. 4. 10(수)
2단계 2차년도 혁신센터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고 교수들 간의 의견교환의 장을 만들고자 마
련된 연합학부회의가 김영길총장 및 3개 공학부, GEA학부 등 교내 교수 25명이 참석한 가운
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연합학부회의에서는 각 학부의 비전을 소개하고 총장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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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3. 5. 21(화)
장소 뉴턴홀 115호
주제 자신있게 면접보고 듀폰에서 재미있게 일하는 법
강사 DuPontKorea 고동진이사
한동대학교 학생들에게 실제 면접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업인사담당자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였다. ‘DuPont Introduction’, ‘Talents in DuPont & Interview tips’ 내용으
로 DuPont 인재상과 함께 기업체 면접 사전준비 및 면접 시 기억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언하
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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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글로벌 퍼스펙티브와 제한된 조건 하에서의 실제적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위한 현지
방문 서비스 러닝 프로그램
방문기간 2013. 7. 7(일) ~ 7. 28(일)
방문국가 아프리카(말라위)
프로젝트 말라위 모링가 공동체 사업 프로젝트
참여학생 김다윗, 박선후, 박지원, 변주섭, 손남일, 이규연, 이진실, 최부경, 최하혜
본 팀은 3년의 시간을 두고 말라위 살리마 지역의 모링가 열매를 활용한 기술 개발 및 식품 가공
연구를 지원하여 공동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현지에 적절한 수동 모링가오일 추출기를 설계하여 모링가 기름과 잎을 가공하
고, 고부가가치의 제품(천연비누, 천연화장품, 건강식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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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공학교육인증 지원업무를 담당했던 김보라연구원 입니다.
2년동안 업무를 맡으면서 많이 부족했지만, 주신 사랑과 배려 덕분에 기쁨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는 한동 캠퍼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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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3. 5. 24(금)
장소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한양종합기술원(HIT) 6층
소외된 이웃을 위한 독창적인 기술 경진대회로 발전하고 있는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적 설계
경진대회가 5회째를 맞이하였다. 올해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외 소외계층 분야의 작품과 인문,
비즈니스 등의 융합분야까지 참가분야를 확대하였다. 한동대학교는 총 3팀이 참가하여 해외수
질분야와 기술 융합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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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연구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된 01학번 전산전자공학부 졸
업생 류원선입니다. 졸업생으로 학교에서 그리고 전산전자 후배들을 위하여 일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학인증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관심 있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
해 많이 연구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wonsunryu@handong.edu 054-260-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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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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