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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물리학 개론'수업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인지에 대한 소개를 부탁 드릴게요. 

우선 이 수업은 ‘수학 없는 물리’ 라는 교재로 진행돼요. 아직 물리
학에 대한 개념이 잘 잡히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서 개념설명 위주
로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죠. 가끔 설명할 때 수식이 편한 부분이 많
아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수식만 써요. 수식을 이용해 푸
는 문제는 되도록이면 내지 않으려고 해요. 한 학기 동안 퀴즈 두 
번, 중간, 기말고사 시험이 있고 과제는 개인과제와 3~4명이 팀을 
이뤄 해결하는 팀 과제가 있어요.

이 수업의 권장 수강 대상자는 어떤 학생들 인가요?

문과인 학생들이나 이과를 했어도 물리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 공
학에 관심이 생겨 하고 싶은데 물리학 1,2 듣기는 부담스러운 학
생들을 위한 강의예요. 지금 수강생 중에는 공학을 전공할 생각
이 없지만 공학인의 마인드가 궁금해서 듣고 있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한동대에서 이미 물리학1,2를 들은 학생이 이 수업을 들
으면 성적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는 별로 권장하
지 않아요.  

이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따로 해야 할 공부가 있다면 어떤 부분
인가요?

수업 자체가 아주 기초부터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따로 예습을 해올 
필요까지는 없어요. 요즘은 문과도 미적분을 배우니까 모르는 기
호도 거의 없을 거예요. 다만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에 소홀했다면 
약간의 복습만 하고 오면 될 것 같네요. 사실 실제로 처음 보는 수
식이 나오더라도 수업을 따라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복습이 
수식에 대한 거부감을 약간이라도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 같네요.

‘물리학 개론’ 수강 후에 들어야 할 과목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과목이 있나요?

문과생의 입장에서 교양으로 수강 할 다음 물리과목, 즉, 교양 수
준으로 풀어서 진행하는 과목이 아쉽게도 ‘물리학 개론’ 외에는 없
는 것 같아요. 공학을 전공하기 원하는 학생이라면 물리학1,2 물
리학 실험1,2를 다 듣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모두 다 듣기엔 어려
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전공에 맞게 적절히 수강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도 아직 수강을 망설이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들에게 해주
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일단 물리학이라는 과목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의 수강을 권장해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라면, 성적이 다가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
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쁘게 나오지도 않아요. 미리 
기죽을 필요도 없고, 어떤 것을 공부하더라도 어려움은 오게 돼있
어요. 그 부분을 극복하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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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담당하고 계신 ‘기독교 세계관’ 수업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부탁해도 될까요?

창조-타락-구속-완성과 기독교가 이 세상과 학문을 어떻게 바라
보는 지를 배우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 외에도 팀 별
로 주제를 정하여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수업의 참여도를 높이
는 편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다른 신앙 과목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 세
계관’을 추천할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독교 세계관’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지요. 현 시대에 낙
태, 동성애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이
슈들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수강
하라고 꼭 추천해주고 싶군요.

우리 학교에는 학업보다는 신앙활동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학생
들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해주
실 말씀이 있을까요?

간혹 학업에는 소홀하고 신앙활동에만 열성적인 학생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옳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학생에게 ‘학업’은 곧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업과 신앙 그
리고 삶이 삼위일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통합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 강의는 어렵다고 생각
하고 수강을 꺼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해주
실 말씀이 있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선입관 같군요. ‘기독교 세계관’ 강의가 결코 어려
운 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100분 연
강을 해왔기 때문에 전공 과목들과 시간표가 겹쳐 수강하는 학생
들이 적어서 생기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일주일
에 두 번으로 나누어 하니 많은 수강바랍니다.

최용준 교수님의 ‘기독교 세계관’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는데 영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어려움은 없을까요?

한 분반은 영어로 진행되지만, 다른 한 분반은 한글로 진행되고 있
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 PPT는 한글/영어로 함께 되어 있고 영
어분반에서도 보고서나 시험은 학생들이 원한다면 한글로도 제출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조현지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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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䀅�㠽⭪㊪�䂭⭪�ⰵⳁ㈁�⠭㺕㈝ញ�㈝ᜬ�᠕㝝䃽�ⶅ

㭍ᣙ�ㆭ䀝�⭕ㅒ䀅�ⳁ䀂㊪�ṭ᠕ �Ȣ⯡�ⰵⳁべ⯅�〇�Ὅ�ⰵⳁ

㈁�㹲ᢉឥ�ᚩㅝḙ�ⰵⳁ㈁�㛑㈝�ᚻ�᠕䀅�ᜬ⌅�⮆ᚪ�䀉�

ⳁ�㈱�ᜬ�ᛂᶍ��ⱊ䀅�◡㋅べ�ɭ 䀝�ⳁ䀂�㈝ㅒ䀝�㝝

㊪⌅�㊺ᢥ䀝�᠕㝝㊪㈡�⌉�᭝ᣙᣵ㑩㈁�㈥⋑㈁�

ᝦ䂁�᭝᜵�ⳁ䀂㈁�㐹ㅩ�ᴹᬥ᜵�䀝㎩�㈺㑩⑵�ⰵ㎺

䀅�ᝦ䂁㈝ぱᶍ��䀁㑩⑵�ⳁ䀂べ�㉕⚡␥�ᴹᬥ �Ȣᝦ䂁�ᚩ

㑩ᣙ�㈝㊭べ�ⳁ䀂�㉁䀝➝ញ�ᶍ �Ȣ㈹ᢢ�⛄�㈹ⶉ

㈝�ⓥ㊩�ⳁ䀂べ᜵�ᶍᚩᚩ �Ȣ㮅ṭṭ�㌴�ⶅ㈺㈝∥ញ�⮆

ᚪ䀅ᶍ��㈝�⠩㌚䀅�ᢩ㈝�ᢡ⊙�㈹ᢢ�ㅹ㈝�ỉ�ⳁ�㈱ᶍ┝�᷽

䀉�ᭁㆭ�は �Ȣオឺ㈝�ỉ�ᜬ㈝ᶍ��ⳁ䀂�ᢡ⊰᜵�䃡∦䃡∦

䀁᜵�⭕ᡱ�ⳁ�㈱ �Ȣ㤅᠕ �Ȣᵱ㑩⑵�䀅✱�ㅙ㊾�ⶼ┝�

㹲⮆べ�㬙�䉁㈝�ềそ�㎥ �Ȣ㤅᠕�㈭べ�⠭┮䀁ᶍ��ឞ䀂ṭ

∥┝�㊭⭙䀂ṭ㈝ᾉ�㊭㈹䀂ṭ㈝ᾉ�䀅�✱㚍�ⳁ䀂ឥ�㑭㑩

䀅�ឩ␥�ᚩ㋡➝ �Ȣⶅᚭ㈝�㿭ㄽ䀁ᶍញ�⮆ᚪ䀅ᶍ��䀅Ẃ

�ɭ║ᾉ�䀂ㅙ�⠭ᾍ㈁�䀂の�ⵢ�ᣙㅹ䀁┙�ᢩ �⒣ᴽᶍ�

ⳁ䀂㈁�㐹ㅩ��
㦝㾑㯙ឞ䀂ṭ㈁�ឩ㊹

ᶨ�ᾘ��⑹�ᾘ�
수학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사귈 수 있는 
친구는 아니지만, 한번 우정을 쌓으면 평생에 

큰 힘이 되어 주는 친구임에 분명하다.

주정현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10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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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 �ᯭ〇ỽ�ⶅ㊹べ⯅�ᢡ�Ẃ⿱�䀂⠩�ឥ㊾�㱞䀝�ឞ

⠩䀅�᭝ㅒᾍ㈝�䂭㉎べ⯅ �Ȣそ᜵�㊪ㅒềᴽ㑩�ⶍ㋅�䂭㉎

べ⯅ �Ȣそ⁍�㈥ᾍ�䀁ᴽ㑩�⚡�㝝䂁䀝�➝ញ�ᶍ �Ȣ⮆

ᚪべ�㈡㯝べ�㑩ㅹ䀁᜵�ềぱᶍ��ⶍⵞ�䀁᜵�ễ�䄵⭕ �Ȣ㑩

㈡�㱞䀝�ⰵᛅ⛄�䄵⭕⌅�ᶩ㊭べ�ㆭ㤁䀝�㈱┙�⭕∵

㈁�ᰡẂ⋎㈝ᭁ�ᰡ⋎�㠅ⰵ䃽�䀁 �Ȣᜬべ�㞱㊹�⒇㡁�㈹

Ẃ䃽�⌅➰�⑵ᾅ �Ȣ䄵⭕ォᶍ��㎥⋎䀁ញ�㈱ �Ȣ⠭〥 �Ȣᰶ

⭙◥�ឞ㉎�ᾚべ⯅�㶽⊱㵡␥�ㅝ⛁䀁 �Ȣ⌅➰㈡�"(7⌅➰

ឥ�ᰶ⭙◥�᠕⠭�㊪㉕�⌅➰�⿱᭝ㅒ�⯅⣭ⵍ�⌅➰㈡�ṭⵑ

㵡�⌅➰�ᾚ㈝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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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䁎䀅�
����ṭㅩᶔᣙ

ⶍⵞ�㈝㊭べ�䄵⭕�㑪ㅹᾍឥ�㑩ⰶ㊪⌅�゙∦�㎥ញ�⛄

┙�ឩⶕ�⠭〥べ�ɭ 䀝�⑹⾩�ᾅ⋡᷽ᵱ�ⶍⵞ�Ẃ⿱�ឩⶕ�⠭

〥ラ�ឩ⋑ễ�㈥�䀝➥�ⳁ�㈱ṭ⌆�㠅ᶩ䀅�⒇㠽そ�㎥Ⱁញ�

䀂ᣙ�㎺べ�⚡�⛒◡䀝➡�ᣵᶖ㈡㑩�⒍ㅙ�㤅Ⳃ䀅�⠭ㆭᣙ

べ⯅�㈡㯝�⮆䄅�ⶅ㈺䀉�ⳁ�㈱ぱᶍ�

ⶍⵞ�ᣙᚭ�Ẃ⿱�⒊、ḁ�㈥�"(7�⌅➰㈝�⭕∵㈁�ṭㅩ�

は㈝�ⵍⵍ⌅�㡒㊭�䀉�ⳁ�㈱ṭ⌆�䀁 �Ȣⶅⵍ㰅�᠕㠾䀁

ᣙ�ㆭ䀅�㡒㊭ㅒ�㦍ᯎ㯙␥�⯍䀁 �Ȣ㈥㈝ぱᶍ��⯍べ�〇

⯅�"(7㈁�⭕ㅒ�䄁ᝦ�"(7㈁�㬕ᣙ�⚸�◝᜵�㡒㊭べ�㿭ㄽ

䀅�㊭␁≲�ᾚ�ញ⋍䀁ゕ�㇉⭕䀅�⭕⋩べ�⭕ㅒễ�㵢䁱�㈹

⍵␥�㌙⭕䀁ォᶍ��㈝�㈹⍵ᾍ�⚽㭾⌅�ᶍ␡�゙᠕ㅹᾍ

ឥ�䀑ᦁ�㈝᾽そ�䄵㈁べ�㛡ゕ䀁ォញ�䄵㈁�ឥ⌅�㊾䀝

㑭�ę㦍ᯎ㯙ᚩ�ᚿ㠽そ〥�䀉�㌙Ěべ�⒇㠽そ�ᚪ㈹�ゕ⊕�ᚩ㑩�

║ḡᾍ�⭥㛑ㅹ�㾭⌅ᢡ≑�㈝ㅒ䀁ゕ�║ḡ⑪䀁 �Ȣ㈺の

�䀱ᶍ��║ḡ⑪�㈹⍵ᾍ�⚽㭾⌅�㠅㌮㊪㈡�㦍ᯎ㯙�䂾

㮅␥�⯉㊾䀁ォញ�⯉㊾ễ�⿱�ⶍ㋅⌅�㊪ㅒ䀉�ⳁ�㈱ṭ

⌆�䀁ᣙ�ㆭ䀝�║ḡ�ⳁ㊾�⚸�➝ロ䀁ゕ�㈝␥�⭥㛑ㅹ�㾭

㯙⌅�㋅㈺䀝➝、ᶍ�

㈝�⚿べṭ�䂭㉎べ⯅�⌅➰㈝�そ᜵�⾙㈝ញ�㈱ᴽ㑩�䂭㉎

㈁�䄁ᝦ�そ⁉䀅㑩�㶵䀁ᣙ�ㆭ䀝�㑪㊺�㡒㎥�"1$べ�⛒

◡䀁ᣙṭ�䀱ញ�ᰶ の�ᣙⳉ�ⶍㅒ䃽�㉕ᶑべ⯅�㎥㠅䀁 �Ȣęᰶ

のㅒ�⌅➰�⭕の�⯚ឥ�➝ញ䄵Ěべ�㛡⯆䀁ゕ�ᛅ⛅�㎺べ�㈱ᴽ�

ᶍ〺䀅�ᰶ のㅒ�⌅➰べ�ɭ 䀝�⛙ㅙ �Ȣⶅᚭ�ᚩ㋵ᶍ��₹䀅�

,"*45�ᶩ䀂ㅹឥ�ゕ⊕�ᣙのᾍ㈝�㛡ゕ䀁 �ȢឞẂ�゙᠕�⛅

㼅䄵べṭ�㛡⯆䀁ゕ�ⶍⵞ�䄵⭕㈁�ឩⶕ�⠭〥ᚩ�ᶩ䀂ㅹ�㣊

べ⯅ �Ȣそ᜵�゙ ᠕ềញ�㈱ᴽ㑩␥�⛙ㆉᶍ�

㝁ㇵ�┙㤉�Ẃ⿱�ᢡ�ᚭ�䄵⭕ᚩ�そ᜵�ㅝオềそ�ヽ ᴽ㑩�

㵢㊾�㾭⌅㋆㵡㈁�㑭䀲�⭪䄒㈝ᭁ�㑭䀲�⛒䁎�そ⁉䀅㑩�

⿵㑩�╤䀁ゕ�㈝␥�㶵䀁ញ�㊪ㇺ䀁 �Ȣḙべ�ⶅᚭ㈝�㿭ㄽ

䀱ញ�㈝�ᣙᚭ㈝�ᶍⰵ�㑩⎑䀁᜵�M ᦝ㋵ᶍ��䀁㑩⑵�ⶍⵞ�

⑱㤁ញ�ᭁᵱ��㎥∥ �Ȣᣙᚭ㈝�᮱◝ᭁṭ�㒐ញ�᜵�M ᦝ

㋵ᶍ��㵢䈱�ⶍⵞ�㑪㊭�䀂ᣙべ�⛙ㆉḁ�㑩ⶆᾍ�⑷㈝�䄅ㅒ

䀉�ⳁ�㈱ぱḁ�㊹㈝�⒍ㅙ�㇉㈞䀱ញ�ゕ⊕�ᚩ㑩�⯍�⿱ᾍ�

㎺�᭝ᚩ�⯍䀅�ᜬ㈝�㛭㮆ềそ�⒍ㅙ�⩵ᾘ䀁ᣙṭ�䀁ញ�ᚹ

⭕䀅�⑱ㇵṭ�ᾍぱᶍ�

㒐�ᣙᚭ㈝ぱ㑩⑵�ᭁᶩ⌅�䀂៹べ⯅�ᝦ䂁䀁㑩�╤䀱ḁ�

ᜬᾍ�⛙ㅙញ�㈝᾽そ�䄵㈁�゙᠕⛅㼅䄵�㛡⯆�ᾚ㈁�ᶍ

〺䀅�ᝦ䂁ṭ�䀝�➥�ⳁ�㈱そ⯅�㇉㈞䀁ォញ�ឩⶕ⠭〥べ�ᶩ

䀝� �᷽㺖�ᮼ᜵�⮆ᚪ䀝➥�ⳁ�㈱ �Ȣⶅᚭ㈝ぱᶍ��ᢡ�Ẃ⿱�ⵍ

ⵍ⌅ṭ�㎺ⰵᣙの�㈡㯝べ�ᶩ䀅�㹡�ᚩ㑩ញ�㈱ぱᴽḙ�

㑪㊺�㎺ⰵᣙの�㈡㯝�㝝䂁䀝�➭⌅⸑�㊾⑹�⑷�ᜬ�

⛙ㅙញ�つ�ⳁ�㈱ぱញ�㑭⌅べ�ᶩ䀝⯅ṭ�᷽ㅚ�᠕㝝㊪

⌅�ញ⚥䀝➥�ⳁ�㈱ �Ȣᡩ䀅�ᝦ䂁�䀁᜵�ềぱᶍ�

조경진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 10학번
기간: 2014. 01. 13 ~ 2014. 02. 22
인턴 수행 회사: ㈜ 코어벨

인턴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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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ឞ䀂⠩	㈝䀁�㊭㊭
㈁���䀂 �ᯭ㊾ṭ㈁�䀂⮆ᾍ㈝∥┝�䀅�✱㚍�ញ⚥䀝

⟍�◡㋅ᚩ�㈱ᶍ��⚽⌅�ę㥊ⵍ㱍�⯍Ě␥�ęᲭ᠕Ěラ�ęそ⁍�ᜬĚ⌅�䀉�ᜬ㈡ᚩ㈝

ᶍ��ᭁ �Ȣ㎥㋅ラ�ឩ⋑䀁ゕ�⑱ㇵ㈝�⒇ �Ȣ㤅᠕ᾍ�║�㥊ⵍ㱍�⯍␥�ⶅ㈺䀁

᜵�ềぱᶍ��

᠕㝝㊪㈡�⛒䁎�㋅ᶩ⌅�㉊㑩�╤䀁ញ�㈱ḁ�べ�㥊ⵍ㱍�⯍�㑩ṭ៹ⳁᶁ㈝

ⶉ�㈝ᚾ៹ⳁᶁᦁ⯅�㇞䀒㥊ⵍ㱍�⯍␥�㑭䀲�䀝➥�ᜬ�㋅⿱䀁Ⱁᶍ��ᢡ≁⯅�

⇤㈝�㈱ �Ȣ㤅᠕ᾍ�ⳁⰵ◡�䀁ゕ�㛧、ᶍ��㉎〉㈡ᾍべ�ɭ 䀝�᷽ �㉁�㈝䀝䀁ញ�㈱

�Ȣ⭪ᶝⶕ⭕䄵➞㑩䀂⠩	㈝䀁�⭪⭕
�䀂⮆��┮�㿭ㄽ䀅�̓ ㈹㈡ឥ�69␥�ɕ ᶢ

䀝㎭�⭙の㊾➝᾽㈹㈡䀂⠩	㈝䀁�⭙᾽
�䀂⮆��┮�ᢡញ�ᭁ␥�㺕䀑䀅�ᣙ㌝㈁�

㊭㊭�䀂⮆��┮㈝�䀑ᦁ�㇞䀒㥊ⵍ㱍�⯍␥�㑭䀲䀁᜵�ềぱᶍ�

㉎〉㈡�㎺べ⯅ṭ�そ⁍�㉎〉㈡�ㆭ䀅�ᜬ�䀉㑩�㿭ㄽ䀅�

⯅⣭ⵍ �Ȣそ⁍�ᜬ㈡㑩�⿵➝ᣙ�ㆭ䀝�⯍◡㌙⭕␥�ⶍⶅ

䀁ォញ�㢑䀒ễ�㊾➝␥�ᚩ㑩ញ�㱞␥�᭝ぱᶍ��⯍◡㌙⭕

㑩�㋅㈺ឥ�ឩ⋑䀁ゕ�㑱◡�⛒ⶆ㈝ᭁ�ð ❩㈁�⛒ⶆ�ᾚ�㊾

䀉��㱞␥�᭥�べ�⭪⭕�㤅᠕ᚩ�㬙�ᣙゕ␥�䀁ォᶍ��⯍

◡㌙⭕�ឥ�⑷�ⳁ㈁�ⶅᚪ㉎〉㈡ᾍ㈝�ⶉ◡�ⵍ⑱㵡㺙�

そ㾵㦩㈝Ⰱ�㈝ㅒ䀁 �Ȣḙべ�そ⋍ㅩ�ᝓ �Ȣᶍ �Ȣᜬ

�⿵᜵�ềそ�㎥㋅␥�Ĝⶅᚪ㉎〉㈡�ㆭ䀅�ⶉ◡�そ㾵

㦩㈝Ⰱĝ⌅�㊾䀁ォᶍ��ⵍ⑱㵡㺙�⭕ㅒ�⛒✾㈝ᭁ�ᶍ␡�⠱

㹡䀑�ᾚ�⿵➝ᣙ�ㆭ䀝�㑪㊺�ᝦ⠪ⶅᚪ㉎〉㈡゙䀒䄵ラ�

ⶅᚪ㉎〉㈡�ឞẂ㝝�ᾚ�⛒◡䀁ォᶍ��ᭁパ�㊾➝ᾍ�⚽

㭾⌅�そ㾵㦩㈝Ⰱ�⊱㈝ㅬ�⯍䀁ォᶍ��ⶅᚪ㉎〉

㈡ᾍ�㯶ⵍ㵡␥�ⰵ⌅�㈦そ㎥ �Ȣᣙᵎ�⭕ㅒ䀉��㦝

㾑㯙ᭁ�ⵍ⑱㵡㺙�⭕ㅒ䀅ᶍ��㈝��㺕㦍ⵍ∥ �Ȣᜬ㈝�ⳅ

㛑㊪⌅�㈝Ẃ䀁┝⯅�オゖ�㑩㊾䀁ゕ�㈦そ㎥᜵�ễᶍ��

ᢡ⊰ᣙべ�そ㾵㦩㈝Ⰱ㈁�⊱㈝ㅬ�㠅ᶩ䀅�ⳅ㛑㊪㈝

ញ�㑪ឩ㊪⌅�⯍䀑ឥ�Ẃⶅべ�㈝⚡�㈞Ⳃ䀅�ᣙ㌝㈁�そ

㾵㦩㈝Ⰱឥṭ�そ �M㊾ṭ�㱞㈥⯚�ᚿ㠽そ〥�䀱ᶍ��㈝�

ឥ㊾べ⯅�㋅㼱�᾽㈹㈡�㊭ឞ䀁 �Ȣ⭙ �̓㤅᠕ᚩ�㬙�䉁�

⛅䇁䀁ォᶍ�

㇞䀒㥊ⵍ㱍�⯍ �Ȣᚪ�䀂⠩⑱ᶍ�㑩ṭ�៹ⳁᶁ㈝�ⶅᣙ�

◡べ�㑭䀲䀁┝⯅�そ⋍ㅝ�㊹㈝�㈱�べ �Ȣᚪ㈹㈁�㑩

ṭ៹ⳁᶁᦁ�㌙ち�᠕䀉�ⳁ�㈱ぱᶍ��䀅�ᶕべ�䀅�✱�៹ⳁ

ᶁᾍឥ�䀑ᦁ�䄵㈁␥�䀉�べ �Ȣ䄵㈁⣭ᚩ�㋅ឞềぱញ�ᛅ

⛅⯅㊪�᠕㈮⣭ᭁ�៹㱞⣭�ᣙ㭩�ゕ⣭�ᾚ㈝�ឞ䀂៹㇊䂪ⶉ

⯥㯙べ⯅�㑩ㅹềそ�㬙�そ⋍ㅩ�は㈝�㥊ⵍ㱍�⯍␥�㑭䀲

䀉�ⳁ�㈱ぱᶍ��ᢡញ�⭪⭕ラ�⭙ �̓䀂⮆ᾍ㈝�Ĝᛅ❭゙᠕ĝ

∥ �Ȣឥ╒⌅�䀂㊹�㢑ᾆ䀉�ⳁ�㈱ᣙ�◡べ�ᶑⳅ䈱�㌙

⋎㈹⌅⯅ᚩ�ᵵ�ᵎẂ㊪㈡�㎥㝝⌅⯅�䀑ᦁ�㥊ⵍ㱍�⯍

␥�㑭䀲䀉�ⳁ�㈱ぱᶍ�

ᢡ⊰㑩⑵�㈝⊰᜵�㉎㊹⑵�㈱ぱḁ�ᜬ�ᵱᶍ��㊭ឞ㈝�ᶍ

␝ᶍ�➝ᵱ�㊭ឞ㊪�㑩ⶆ㈁�㛑㈝ラ�*5ᣙⳉ㈁�㈝䀝ṭべ⯅�

㛑㈝ᚩ�ᭁ⯅�㊪㊱䀅�ᣙⳉ㊪�ᶩ⿱�㛧ᣙᚩ�㑩�⿳、ᶍ��

₹䀅�ⳁのⶅᚭ㈝�║ỹ�ᶕ∥�║㈭ⶅᚭ�㊾䀁 �Ȣᜬ�ᾚべ�

そ⋍ㅩ㈝�㈱ぱᶍ�

㭩�䀂⠩�䀂⮆ᾍឥ�㥊ⵍ㱍�⯍␥�㑭䀲䀁┝⯅�そ⋍ㅝ�㊹

ṭ�㈱ぱ㑩⑵�䀂⠩�㥊ⵍ㱍�⯍⌅�ⶅ㈺䀅�㾭⌅㋆㵡ᚩ�

,$$����べ�ᰥ◡⌅�᜵㉕ềぱញ�ⰵㄡễ����␥�ㆭ䀅�

㛦㈁⯍�ᝦ㑭ᶩ䄵べ�㡅㊭䀁ゕ�ⳁ⭪ṭ�䀁᜵�ềぱᶍ��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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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䀒�
�᷽䀁ᣙ����㈝�ề �Ȣ✾㤂

황나라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09학번

융합캡스톤 설계 프로젝트 수행 소감문

<선택된 영역을 소리로 읽어줌> <손쉬운 탐색을 위한 순차적인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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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ᚩラ�ᣙⳉ㊪㈡�◡㋅べ�ᶩ䀝�ᰥ㈁䀁ញ�㿥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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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㠾㈝∥ �Ȣᜬ㈝�ᶍ⎑ �Ȣⵍ㦩㈥㈝�ㅵᭂべ�㬕ញ�䀅✱�

⑵ᾍそ➝㈹ �Ȣᛅ⌅�ⶅṭ䀁ᣙべ �Ȣᾍそᚩ �Ȣⶅᚭ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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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10학번

참여회사 (주)하모니

산학형 캡스톤 설계 프로젝트 수행 소감문

온실 설계 최종안

비닐클립

프리프레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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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설계 경진대회 
수상소감문(금상)

제6회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설계 경진대회 
수상소감문(은상)

김사랑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10학번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 나영성 10학번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유은상 09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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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연합체육대회
일자 3월 4째주 ~ 4월 2째주

스승의 날
일자 2013. 5. 15(목)
장소 뉴턴홀 3층

새내기를 위한 공학인증의 밤
일자 2014.5. 16(금)
장소 뉴턴홀 313호
참여인원 1학년 공학인증 38명

학부 설명회
일자 2014. 5. 21(수)
장소 뉴턴홀 313호

체육대회에 전산전자공학부는 산업정보디
자인학부와 연합하여 팀을 이뤄 경기를 치뤘
다. 시상대에 서지는 못했지만, 우리 연합 학
부는  모든 종목에서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
했다. 평소 교류하기 힘든 산업정보디자인학
부와 체육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 값 진 시
간이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를 이
끌어 주시는 교수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
달하기 위해 뉴턴홀 3층 교수님 오피스 앞 벽
에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학부생들의 사진을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학부생들의 사진을 모
은 영상을 제작하여 뉴턴홀 3층 중앙에 전시
하였고, 학부 임원들이 학부생들을 대표하여 
교수님들께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 또
한 가졌다.

1학년 공학교육인증 학생들이 모여서 식사로 행사가 시작 되었다. 교수님들과 함께 하
는 식사 시간을 통해 1학년 학생들은 전공 교수님과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었다. 이후에 
진행 된 졸업생이 알려주는 공학교육인증에 대한 정보를 통해 공학교육인증의 장단점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고, 레크레이션을  통해 공학교육인증 학생들 끼리 친밀감을 다
질 수 있었다.

학부 송별회
일자 2014. 2. 24(월)
장소 뉴턴홀 313호

학부 설명회
일자 2014. 2. 27(목)
장소 오석관 401호

학부개강예배 및 수강지도 모임
일자 2014. 3. 3(월)
장소 뉴턴홀 313호
참여인원 학생 119명
 

학부 MT
일자 2014. 3. 14(금)
장소 학생회관 101호
참여인원 학생 221명

졸업을  맞이하는 전산전자공학부 선배들을 송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님들과 전산전
자공학부 졸업생 선배들, 그리고 축하하러 온 후배들이 함께 졸업을 축하하고 서로의 앞
길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4년도 학부 MT는 MT사상 최대인원이 221명의 학부생들이 참여해 주었다. 교수
님과 함께 학부생들이 모여 학부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효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저
녁 식사 시간도 가졌다. 많은 학부생들이 MT에 관심 갖고 참여해 줘서 정말 뜻 깊은 시
간이였다. 

학부협력회 주관으로 열린 학부 체육대회가 3월 26일 수요일 개회했다. 3주동안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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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Hanst 가운데 한동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들에게 학부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중 교수님과 이준용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학부를 소개해 주셨고, 전산전자
공학부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학
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었
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 모두 내년 전산
전자공학부 MT에서 만나고 싶다.

개강을 맞이하여 전산전자공학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학기를 위해 하나님께 예
배하였다. 이제 막 전공에 입문한 1,2학년 학
생들을 위해 교수님께서 공학인증에 대해 설
명해주셨고, 각 전공팀 별로 교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새내기들을 위한 
학부 설명회가 지난 5월 21일 두 번에 걸쳐 
개최 하였다. 학부 교수님의 학부 설명회를 
시작으로 새내기 학생들이 평소 학부에 대해 
궁금했던 질문들을 하고 졸업 후 진로에 대
한 설명을 통해 참여 학생들에게 전산 전자 
공학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유익
한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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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짜기 김수영 010-7200-5217
컴퓨터를 뜻하는 순 우리말인 슬기셈틀과 무엇을 짜다 할 때의 짜기를 합친 순 우리말의 동아리 명칭을 가진 
슬기짜기는 한동대 개교년도인 1995년도에 창설되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전산 동아리입니다. 타 전산 
동아리와는 다르게 다양한 학부생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며 이로 인해 한동대 전산 동아리 중에서 가장 융합
에 적합한 동아리입니다. 학기중 전공과목 스터디 모임과 각종 프로젝트, 공모전을 진행함으로써 실력을 향
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SNYM(슬기짜기 신년회)를 통해서 재학생과 졸업생과의 유대관계가 끝끈한 사람 
냄새 나는 동아리입니다.

ChipsChips 안신욱 010-9893-6875
저희 Chips Chips는 이강 교수님의 지도 아래 있는 한동대학교 전자공학 학회로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컴
퓨터 아키텍쳐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는 SoC Robot, FPGA ZYNQ board, 쿼드콥터를 주
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신입부원을 선발하여 여름방학 동안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전
공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전자공학에 대한 흥미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기존 부원들은 전산전자공학부에서 
개최하는 캡스톤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팀을 구성해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교외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얻어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의 이름을 외부에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회 활동 통해 자신의 진로와 꿈을 찾아가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같은 길을 가는 동역자를 만날 수 있
는 좋은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GHOST 김현정  010-7541-8001
GHOST는 Global Handong Oriented Security Team의 약자로 2000년 7월 보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 모여 만든 정보보안 동아리입니다. GHOST는 방학 6주간의 교육기간을 통해 동기들과 친목을 다지고, 많
은 선배들은 후배들을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 행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실전경험
을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전산과 보안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관심과 열정만 있
다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한동 최고 전산 보안동아리 ‘GHOST’에 오셔서 친목도 쌓고 함
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inux Hackers 노민진 010-7712-1322
 ‘Linux Hackers’는 차세대 OS로 주목 받고 있는 리눅스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뜻합니다. 학기 중에
는 동아리원들끼리 학습자료를 나누고 스터디를 하는 등 학교 공부에 열중하고, 친목 쌓기 위주로 활동 합니
다. 방학 중에는 각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소그룹을 지어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공모전 참가 등을 목표로 프
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때 다루는 분야는 리눅스, 임베디드 시스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웹 등 제
한을 두지 않습니다.

CRA(Computer Research Association) - 전산연구회 정인호 010-2873-5451
한동대학교 개교부터 창단된 전산연구회 CRA는 한동대학교 전산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구성원에게 프로그
래밍 언어 습득을 기본으로 전산 분야의 신기술을 공부하고 프로젝트, 세미나 등의 활동을 합니다. 겨울방학에
는 95학번 졸업생부터 재학생 모두가 모이는 큰모임을 1박2일로 진행합니다. 특히 한동대학교 인트라넷 i7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한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합니다. 이 외에 ‘전전의 여신을 
보려면 CRA로 가라’ 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회원들이 많이 있으며, 축구, 음악, 영화감상, 고
기파티 등에서도 한동대학교 어느 동아리와 견주어 부족함 없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론(e-論) 이명준 010-6800-6168
‘이론(e-論)’ 학회는 전자를 논하자를 의도를 가지고 만든 전자학회입니다.  
2014년 1학기에 처음 만들어져 막연한 전자분야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2학년들을 위한 전자 세부분야 설명
회, 대외활동과 캡스톤에 관심 있는 3학년들을 위한 팀 결성 및 공모전 주제토의, 4학년들을 위한 취업, 진학에 
따른 소그룹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에는 의무적으로 공모전 참가를 위해서 합숙 및 스터디, 또한 
학부수준 이상의 통신기기의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실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교수님은 김영식 교수
님입니다. 전자공학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처음부터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 환영합니다. 

넥슨 가족회사 협약 체결

삼성SDS와 함께하는 
『창의프로젝트기획 특론』신규과목 개설

2014 Imagine Cup 수상
수상일 2014. 04. 29(화)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 회사인 넥슨과의 가족회사 협약으로 학부 재학생들에게 넥슨 인턴
십 프로그램(단· 장기 인턴)추천, NDC(넥슨 개발자 컨퍼런스)초대권 배부 등의 다양한 
혜택이 생겼다. 전전 동아리중 고스트는 넥슨으로부터 지원받는 게임 개발 프로젝트를 진
행하고 있는 등 국내 1위 온라인 게임업체인 넥슨과의 산학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어서 학
생들의 졸업 후 진로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2014년 2학기부터 삼성SDS와 산학협력으로 개설하는 강의가 열린다. 삼성SDS에서 
강사와 강의 내용을 제공하고 이 강좌 우수 수료자 20%에게 SDS 인턴십 기회를 제공
한다. 개설되는 과목명은, “창의프로젝트기획 특론”이며 수강대상학생은 공대 개설전공 
(1,2전공 불문) 3,4학년 전체이다. 강의 및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삼성SDS 취업을 희망
하는 고학년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으로 기대되는 과목이다.

Microsoft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학생 테크놀로지 경진대회인 2014 Imagine Cup
에서 전산전자공학부 이승민, 유홍근, 산업디자인학부 조재경 세 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Korea Innovation 1st로 부산경제진흥원장상을 입상 하였으며, 전산전자공학부 박호
성 학생은 Korea World Citizenship 1st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상을 입상하였
다. 이로써 위 학생들은 한국 국가대표로 2014 Imagine Cup World Semi Final 진출 
자격을 얻게 되었다.

수상 작품 소개
『Korea Innovation 1st  부산경제진흥원장상 입상』
-프로젝트 이름 : “At Here” 
-프로젝트 개요 : 비즈니스맨과 학생들은 친하지 않은 사람과의 미팅과 디지털 정보를 나
누는 일이 많다. 하지만 일시적인 미팅에서 자료를 빠르게 나눌 때, 일반적인 공유의 방법
들은 상대의 계정을 아는 것이 귀찮거나, 나의 계정을 알려주는 것이 꺼려져 불편하다. ‘At 
Here’는 계정 없이 빠르게 파일을 공유하도록 하며, 일시적인 미팅이 종료되어, 참가 인원
들이 원하는 자료를 개인공간으로 다 가져갔을 때, ‘At Here’가 만든 임시 공유공간은 자
동 파기되어, 미팅에서 오간 내용이 다른 곳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Korea World Citizenship 1st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상 입상』
-프로젝트 이름 : InFace 
-프로젝트 개요 : 작품 InFace 는 얼굴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실종가족&난민을 찾
을 수 있도록 돕는 범 인류애적인 신개념 솔루션이다. 미아 문제는 사회적, 지리적인 요인
과 관계 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복잡한 절차 없이 단
지 부모의 얼굴만을 가지고 분석하여 자녀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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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사은회
일자  2014. 05. 14. (수)
장소  뉴턴홀 2층 중앙복도
참가인원 45명

공시 학부설명회
일자  2014. 05. 21. (수)
장소  뉴턴홀 301호
참가인원 25명

외부강사특강

만원의 사랑

스승의 날은 목요일이지만, 교수님들의 편의를 위해 정기적인 회의가 있으신 수요일에 감
사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통기타, 바이올린, 플룻으로 교수님들께서 오피스에서 2층 중앙
복도로 오시는 동안 잔잔하게 연주를 하였다. 교수님들이 다 오셔서 악기들의 반주에 맞
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승의 은혜’를 불러드렸다. 그리고 복도에 설치된 TV를 통
해 학생들이 짧게 준비한 감사영상편지를 감상하고, 그 자리에 모인 학생들 다 같이 교수
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님께 카네이션과 선물을 드리고 다같이 사진
을 찍고 사은회를 마무리하였다. 항상 마음 속에만 가지고 있던 교수님에 대한 감사를 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일자 강사 주제 참여인원
4.15 이든스토리 권오현 대표 햇빛 태양광 그리고 해줌 43명
5.20 리빙스톤 장근조 대표 규조토 이야기 44명

‘만원의 사랑’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동문회에서 진행하는 자발적인 모임이다. 2011
년 시작한 만원의 사랑은 졸업한 선배님들이 동참하고, 후배들을 위해 한 달에 만원씩 모
금하여 학부생들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은 뜻이 맞는 개인이나 학회에서 주
제에 대한 기획서를 제출하여 장학금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
동대학교 공시 후배들이 편안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선배들의 내리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개강 총회 및 MT
일자  2014. 03. 14. (금)
장소  뉴턴홀 313호
참가인원 90명

학부연합체육대회
일자 3월 26일 ~ 4월 12일

이용원 선배 간담회
일자  2014. 03. 28. (금) 
장소  뉴턴홀 2층 세미나실
참가인원 20명

 

2014학년도 봄학기 학부 MT는 학부생들과 교수님의 많은 참여를 위해 학교에서 열렸
다.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고 오랜만에 만난 학우들과 담소를 나눴다. 개강예배는 은혜로
운 찬양과 김두순교수님의 설교말씀을 통해 학기 시작 전 우리 스스로를 바로 잡을 수 있
는 시간이 되었다. 개강총회를 시작하기 전, 이번 학기 첫 공시인이 된 13학번 2학년 학
부생들과 복학생들이 자기소개를 하고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화이트데
이 행사를 통해 여학우들을 축복해 주었다. 개강총회에서 이번 학기부터 1년동안 수고할 
학부임원들과 이번 학기에 있을 행사들을 소개하고 2학년 대표, 부대표를 선출하는 등의 
순서가 있었다. 개강총회 후에는 레크레이션을 통해 학부생들 간의 친목을 다지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학부협력회 주관으로 열린 학부연합체육대회가 3월 2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열었
다. 2개의 학부가 한 팀을 이루어 총 6팀이 참여한 이번 체육대회에서 우리 공간환경시
스템공학부는 경영경제학부와 한 팀이 되었다. 4월 12일 마지막 결승까지 올라간 우리 
연합팀은 남자 축구와 남자 농구에서 우승하고 여자 발야구에서 준우승하는 뛰어난 결과
로 법학부&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팀과 공동 우승을 이루어내었다. 이번 대회로 학부생 
간의 화합은 물론 다른 학부, 특히 경영경제학부의 학부생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
가 되었다.

00학번 졸업생 이용원 선배님께서 3월 38일에 일본에서 포항으로 오셨다. 공시에 관심
이 있거나 공시로 전공을 택하고 싶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기 위해서였
다. 이용원 선배님은 현재 도쿄대학원에서 말레이시아의 관광마을 커뮤니티 지속성 연구
를 하고 계신다. 공시 세미나 실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선배의 이야기만을 듣는 시간이 아
니라 포스트잇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더욱 체계화하고 서로 나누는 양방향적인 소통의 시
간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 하고 공시라는 전공에 관한 
진솔한 선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자신의 비전에 대
한 더욱 뚜렷한 길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ҕ
р
ജ
҃
द
झ
మ
ҕ

ࠗ
�

ࠗ
ࣗ
ध

GLS학부 주관으로 진행된 공시설명회가 
12주차 수요일에 진행되었다. 두 차례 진행
된 설명회에서 네 분의 교수님들이 돌아가시
면서 건축, 토목, 도시분야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고 학부장이신 구자문 교수님께서 학부
의 전체적인 소개와 비전을 알차게 설명해 주
셨다. 설명이 끝나고는 학생들의 진로와 방향
에 대해 교수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다음 학기에 있을 전공선택에 있어 많은 도움
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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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도시학회 에코한울 임주영 010-6800-3685

저희 에코한울은 “사람과 환경에게 이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것”을 
모토로 친환경 건축설계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회입니다. 아무
리 아름답고 부유한 사람이라도 생명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 없듯이 아무리 아름답고 의미 있는 건축이라 하여도 결
국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생명이 없는 
건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코한울은 친환경, 패시브건축에 대해 
함께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설계를 해봄으로써 공부한 것을 적용
하고, 더 나아가 친환경 건축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 중요성을 알리는 전시회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설계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환경을 먼
저 생각하는 에코한울,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
리고 있습니다.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소속이고 2학기 이상 활동 
가능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한동건축학회 ‘HIA’ 김혜인 010-5041-6292

한동건축학회는 건축이라는 방대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학
문을 공부하고 고민하며, 연구하고준비하여 도전하기 위해 2009
년부터 설립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
다. 또한 건축의 다양한 접근 가능성을 바탕으로 학문적 배움과 
나눔을 목표로 건축에 대한 서로의 의견은 물론, FUNDAMEN-
TAL-KNOWLEDEGE, CREATIVITY, IDEAS, CONCEPT 
등을 공유하는 NETWORK를 형성하여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
는 학회입니다. 매주 1회 정기모임을 가지며, 한 학기 동안 학부
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주제로 함께 공부하고 학기 말에는 전
시회와 세미나를 통해 외부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또 공모전이
나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실무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도 하
고 있습니다. 

아쿠아젠  김희연 010-7725-0825

아쿠아젠은 2003년 설립되어 토목공학의 심층적인 연구를 희망
하는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학생들이 모여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안경모 교수님의 지도 아래 토목공학에 대
한 전반적인 연구를 비롯하여 주로 해안을 중심으로 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 수업에서 배운 공학적 지식을 적용시키고 응용시키는 시
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터디 모임을 통해 토목공학 분야
의 이해도를 높이며 함께 실제로 프로젝트나 실험을 수행하여 배
운 지식을 활용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전공 신입
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캠프를 실시해, 강의를 준비하며 수학과 물
리, 매트랩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Urban Cafe 정성우 010-4033-4474

Urban Cafe는 도시를 공부하는 학회로써 도시의 새로운 이슈
나 문제에 대해 학습과 토론을 통해 지식을 배우고 답사 등을 통
하여 직접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도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
는 것과 알지 못했던 도시의 모습을 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
다. 학기 중에는 도시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자유롭
게 스터디를 하는 한편 도시에 관한 서적을 선택하여 선정된 주제
들과 서적을 병행하여 이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기 중 
배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답사를 하여 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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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캠프
일자 2014. 1. 17(금) ~ 29(수)
장소 한동대학교 뉴턴홀 313호
참여인원 스텝 12명, 참가학생 70명

졸업생 송별회
일자 2014. 2. 21(금)
장소 한동대학교 뉴턴홀 214호
참여인원 졸업생 30명, 재학생 15명

학부 개강 MT
일자 2014. 3. 14(금)
장소 한동대학교 채플별관 3층
참여인원 재학생 220명

1월 17일부터 대략 보름간 기계제어공학부에 새로 진학하는 2학년들을 대상으로 수학
캠프를 실시하였다. 2학년들이 전공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미분방정식, 선형대수학, 라
플라스 변환 등 기초수학을 강사들이 가르쳐주고, 스텝들이 학생들에게 밀착하여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학생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고취시키
는 시간을 가졌다. 

2월 21일, 기계제어공학부 졸업생들의 ‘졸업생 송별회’를 가졌다. 기계제어공학부를 졸업
하는 학생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재학생들이 마지막으로 모인 이 자리는 서로 헤어짐을 아
쉬워하는 자리였다. 졸업생에 대한 상장 수여와 함께 교수님들의 조언을 듣고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4년도 봄학기가 시작하는 주에 기계제어공학부 학생들 대부분이 모여 개강MT를 실
시하였다. 저녁 식사 후, 짧은 예배를 드리고,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전
공지식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셨다. 이후에는 이번 학기에 있을 
행사와 학부 내 공용시설 사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돈독한 선후배 관계에 기초한 
스터디 그룹 운영 방안을 안내하였다. 이어지는 총회에서 학생회 구성을 위해 2학년 대표 
및 부대표와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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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연합체육대회
일자 2014. 3. 26(수) ~ 4. 11(금)
장소 한동대학교 평봉필드
참여인원 재학생 30명

홈커밍데이
일자 2014. 5. 17(토)
장소 한동대학교 올네이션스홀 302호
참여인원 재학생 60명, 졸업생 15명

현대자동차트렉

기존의 체육대회와는 다르게 2개의 학부가 연합하여 한 팀을 이루는 학부연합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기계제어공학부는 국제어문학부와 공동 선수단을 구성하여 남자 축구, 남자 
농구, 여자 농구, 여자 발야구 4개의 종목에 참여하였다. 여자 농구는 준우승, 남자 농구는 
4강에 진출하였으며, 기계제어공학부 학생들간의 단합, 국제어문학부와의 교류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뜻 깊은 성과를 거둔 대회였다.

기계제어공학부의 졸업생 선배들이 재학생들의 멘토링을 위해 학교에 방문하는 홈커밍데
이 행사를 가졌다. 졸업생들이 재학생들의 진로 및 학부 생활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에 대
해 조언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국계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중인 김
의철 선배의 특강을 통해 재학생들의 안목을 넓힐 수 있었다. 이어서 개최된 사은회를 통
해, 교수님, 재학생, 졸업생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4년부터 미래자동차 기술을 선도할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현대
자동차트렉을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트랙 장학생 1명 추가 선정으로  총 8명의 1기 장학
생이 선정되었고, 자동차 트랙 장학생을 중심으로 한 “미래자동차 동아리”가 5월말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향후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개최하는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 
참가를 목표로 방학 중 스터디 및 자동차 제작 등 다양한 학생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1 
해외 파트너 대학과의 캡스톤 상호발표 수행

방문대학 Taylor University
방문일정 2014. 2. 8(토) ~ 2. 13(목) / 5박6일
방문학생 전산전자공학부 김현정, 전산전자공학부 박순현
발표주제 Car Pool System, Lock Up Smartphone

2 
공학교육인증설명회

2014년도 신·편입생 및 전산전자공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
학교육인증설명회가 있었다. HanST기간 중2014신·편입생 대
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학교육혁신센터 인증부센터장인 이
강 교수가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해 소개하였고, 재학생 대상 수
강지도 설명회에서는 전산전자공학부 교수들이 소그룹 모임으로 
학생 개별 면담을 가졌다.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 등 
학생들에게 공학교육인증에 대해 알리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행사명 일자 대상 참석
인원

2014년 새내기섬김이대상 
공학교육인증 설명회 2.20(목) 새내기

섬김이 223명

2014년 신입생 대상 
공학교육인증 설명회 2.27(목) 신, 편입생 890명

전산전자공학부 
수강지도 설명회 3.3(월) 전산전자공학부

 재학생 110명

전입생 대상 
공학교육인증 설명회 3.3(월) 전입생 3명

3 
엔지니어링 런치 

한동의 교육혁신을 위한 정보교환 확산의 장을 마련하고자 공학
교육혁신센터에서는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매주 금요일
마다 다양한 주제로 엔지니어링런치 강의를 진행 하고 있다.

일 자 발표자 소속학부 제목 참여
인원

04.04 김재효 GLS 학부생 연구사업 성공사례 17명

04.11 강신익 GLS 맥킨지식 문제 해결 32명

04.18 이경우 경영경제 재분배와 소득세: 이론과 실제 17명

05.02 최용준 GLS 칼빈주의와 네덜란드의 
기업가 정신 15명

05.16 김영식 전산전자 무선통신 기기의 구조와 
발전방향 16명

05.23 김두순 공간환경
시스템

환경을 생각하는 열매 맺는 
사람들 14명

05.30 신성만 상담심리
사회복지 대학생을 위한 동기강화적 대화

4
2014년 1학기 Peer Tutoring Session지원

학 부 과 목 이 름
기계제어
공학부 열역학 고현우

자동제어 심성보, 송준현, 정시원, 양준호

정역학 이자승

제어회로 조세례요한, 김성윤

전산전자
공학부 논리설계 김수언

회로이론1 이한빈

자바프로그래밍 주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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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4년 1학기 창의적 문제해결리더십 특강

일자 2014. 4. 7(월요일)
장소 뉴턴홀 213호
주제 글로벌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강사 DuPontKorea 고동진이사
DuPontKorea의 인사담당자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였다. 글
로벌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인재인지, 어떤 마인드를 가진 
인재인지 실질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실무자에게 강의를 들
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6
공학교육인증 방문평가

일자 2014. 5. 15(목) ~ 16(금)
2012년에 한국공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본교 공
학교육인증 프로그램(전자공학심화, 컴퓨터공학심화)에 대한 
2012년에 1차 중간평가에 이어 2014년도에 2차 중간평가를 수
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5월에 본교 프로그램 평가
단이 방문하여 기제출한 보고서의 자료와 내용들을 눈으로 확인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본교 공학교
육인증 프로그램 개선에 대하여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학
교육인증 중간평가를 통하여 본교 프로그램이 한층 더 발전하고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7
연합학부회의 개최 

일자 2014. 5. 21(수)
장소 효암별관 3층
2단계 3차년도 혁신센터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고 교수들간의 
의견교환의 장을 만들고자 개최된 연합학부회의가 장순흥 총장 
및 이종철 부총장과 공학부 교수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에 개최되었다. 이번 연합학부회의에서는 특히, 정부에서 제시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주제로 하여 앞으로 한동대 공학부가 나아
가야 할 방향성과 이에 대한 각 학부의 대책들을 공유하는 유익
한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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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6회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설계 경진대회

일자 2014. 5. 23(금)
장소 한국기계연구원(대전)
제6회 소외된 90%를 위한 창의 설계 경진대회가 한국기계연구
원에서 열렸다. 과학기술과 구매력으로부터 소외된 국내외 이웃
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정기술 설계를 위해 개최되는 경
진대회에서 한동대는 총 4팀이 참여해 3팀이 교육, 지역사회개
발 세션과 사회문제, 사회적 약자 세션에서 각각 금상과 은상을 
수상하였다.

상명 부상 팀명 작품명

금상 상금 40만원 AWIP
아프리카 차드지역 내 
숯 성형기를 통한 조합형 
사회적 기업 운영

은상 상금 30만원 CONNECT+

CONNECT+ 1:1 아동
결연 IT비즈니스-인격적 
관계형성을 넘어, 지역
을 살린다

은상 상금 30만원 LET THEM 
SEE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문 
어플리케이션

9
미국 공학교육인증(ABET) 프로그램 운영 사례 세미나

일자 2014. 6. 3(화)
장소 올네이션스홀 414호
본교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는 부산대학교 공학교육거점센터와 
공동으로 미국 공학교육인증(ABET)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발표 세
미나를 개최하였다. 현 미국 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
의 Computer Science학과에서 부학과장을 맡고 있는 성홍기 
교수를 연사로 초빙하여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과 비인증프로그
램을 한 학과에서 동시에 운영한 경험과 교육중심 대학에서 적은 
리소스로 어떻게 공학교육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습
성과 평가 및 CQI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노하우에 대
하여 듣고 질문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미국 공학교육인증 
운영과 평가에 대하여 배우고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평가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평가의 취지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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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90%와 함께하는 창의융합설계 아카데미
한동대 학생 지원 프로그램

“제7회 소외된 90%와 함께하는 창의융합설계 아카데미” 지원 프로그
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동대학생들은 선착순 30명에 한하여 무료
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2013. 7. 17(목) ~ 19(토)
장소 한동대학교
참가신청방법 http://hicee.handong.edu 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센터로 접수 확인 (뉴턴홀114호에서 직접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14. 6. 1(일) ~ 30(월)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공학부 학생들을 위한 인턴십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여름 방학 중 인턴십 참여시 1인당 가족회사 70만원, 중소기
업 50만원, 대기업 1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각 학부 사무실에서 현장실습 신청 후 공학교육혁신센터로 
신청서 복사본을 가지고 방문

융합 캡스톤 설계 프로젝트 지원

공학계열학부와 비공학계열학부 학생들이 함께하는 융합 캡스톤 설계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팀 당 50만원(설계에 필요한 재료비, 도서구입비, 학생여비 
등)
지원자격 
①다학제팀(공학부 내 캡스톤 교과목 신청자 + 비공학계열 학생) 
②캡스톤과목수강자 또는 개별연구과제수강자 
③참여전공의 지도교수 1인 선정을 원칙으로 함
신청 및 선정절차 융합캡스톤 프로젝트 팀 구성 후 신청서작성 > 센터
제출 > 과제선정 후 개별통보
•자세한 사항은 HISNet 융합캡스톤 공지를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학부생 심화연구 지원
학부생을 중심으로 한 심화연구(공학계열학부)에 도움이 되고자 연구
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팀 당 80만원 (설계에 필요한 재료비, 도서구입비, 학생여
비)
지원자격 ①다학제 연구팀 ②전공심화 연구팀
제출기한 2014년 6월 5일(목) ~ 6월 20일(금)까지
신청 및 선정절차 연구제안서작성 > 센터제출 > 팀 선정 후 개별통보
• 자세한 사항은 HISNet 39403 공지를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학부생 학회 발표 지원
공학계열 학생 학회논문발표 및 공모전 참가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팀 당 최대 50만원 (등록비, 교통비, 숙박비) 
선발팀 3팀(공간환경시스템공학, 기계제어공학, 전산전자공학, GEA 
학부) 
지원기간 2014년 6월 5일 ~ 2015년 1월 31일까지
신청 및 선정절차 학번, 성명, 학회(공모전)명, 일정, 지도교수 작성 > 
신청메일제출 > 선정 후 통보
• 자세한 사항은 HISNet 39401 공지를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CapstonCapston

위 지원 사업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 뉴턴홀 114호 김한나연구원, queen@handong.edu, 260-1526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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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부 관련 가족회사 체결 현황(현재 55개)
NO 기업명 대표자 업종
1 ㈜인터랙티브비전 김덕중 IT서비스업

2 ㈜가치소프트 김호연 IT서비스업

3 ㈜북잼 조한열 IT서비스업

4 ㈜이오브이울트라 소닉스 최두원 IT서비스업

5 주식회사 이든스토리 권오현 IT서비스업

6 엑스엘게임즈 송재경 IT서비스업

7 한드림넷 서현원, 오종석 IT서비스업

8 ㈜타오네트웍스 안상준 IT서비스업

9 ㈜트라이앵클스퀘어
모바일 서정암 IT서비스업

10 ㈜다이나릿시스템 김종석 IT서비스업

11 (주)테크노니아 성원용 IT서비스업

12 라이포 인터랙티브㈜ 김보경, 임종민 IT서비스업

13 (주)나모인터랙티브 김상배 IT서비스업

14 ㈜싹난지팡이 최동학 IT서비스업

15 (주)케이티디에스 양희천 IT서비스업

16 KFace 김표종 IT서비스업

17 ㈜지이에스 박남수 IT서비스업

18 ㈜베이다스 이준석 IT서비스업

19 컴죤 권재혁 통신 서비스업

20 모다정보통신(주) 이종희, 김종서 통신 서비스업

21 지엠텍주식회사 박광선 건설업

22 동양종합건설㈜ 김해근 건설업

23 최성민건축사사무소 최성민 건설업

24 ㈜흥한건축사사무소 박명희 건설업

25 카본코리아㈜ 구본영 건설업

26 ㈜건축사사무소문화 최용달 건설업

27 주식회사 엔아이비씨
코리아 정유석 건설업

28 (주)하모니 김숙경 건설업

NO  기업명 대표자 업종
29 한국그린에너지㈜ 신승자 건설업

30 장한기술㈜ 유해성 건설업

31 ㈜에이쓰리건설 정명윤 건설업

32 ㈜삼보컴퓨터 이홍선 제조업

33 ㈜경북산업 김경범 제조업

34 ㈜제철세라믹 오명환 제조업

35 ㈜네츄럴 에코텍 윤승권 제조업

36 부산창호산업 구본철 제조업

37 타이코에이엠피 유한회사 한치희 제조업

38 ㈜세원시스템 김현욱 제조업

39 ㈜브이엠티 김진곤 제조업

40 (주)이모션 윤승현 제조, 도소매업

41 동해기전공업㈜ 강희성 제조, 도소매업

42 리빙스톤 장근조 제조, 도소매업

43 팅크웨어㈜ 이흥복 제조, 도소매업

44 ㈜명성강업 최형석 제조, 도소매업

45 경북일보 한국선 제조, 서비스업

46 ㈜코난테크놀로지 김영섬 제조, 서비스업

47 고페르 주식회사 조대근 제조, 서비스업

48 반석이엔씨(주) 이현애 철강업

49 수성환경화학 최상협 석유화학업

50 ㈜노스이스트 임하규 해운업

51 ㈜프라미스코리아 금순 와그너 광고업

52 ㈜원아시아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코리아 조승현 금융업

53 최현주영상의학과 의원 최현주 의료기기

54 ㈜LG전자 구본준 전자제품

55 대명지역아동센터 하종현 NGO단체

(2014.06.12 기준)

한동가족회사 추진
공학부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 산업체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여 산학교류를 활성화하고자 가족회사 제도를 운영하여, 
가족회사와 캡스톤 설계 프로젝트, 인턴십, 산업체 자문 및 특강 등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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