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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쾌적해진공간, 새로운강의실, 예쁜카페까지…하루하루가다르게변신하는학교의모습에기분이

좋아집니다. 모두가 알아봐주고 칭찬해주는 서울과기대의 기분 좋은변화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작지만꾸준한관심, 마음을담은따뜻한응원과격려가오늘보다더나은내일을만드는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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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내일이더기대되는

서울과기대의기분좋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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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테마리포트

‘내일’이더기대되는

서울과기대

2014년교육부

주요재정지원사업4관왕석권

2단계LINC 사업(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선정

우리대학이 연간 2583억 원이 투입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5월 8일「2단계

(2014~2016)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대학은 지난 2012년 사업원년부터 2016년까지

총 5년간지원을받게되어산학협력의강점을인정받았다. LINC사업 1차년도평가(2012년)에서는‘매우우수’를받았고사업 1

단계 평가(2012~2013년)에서는‘우수’평가를받았으며특히‘현장밀착형’부문에서교내창업교육센터의학생창업지원프로그

램의운영이탁월했다는평가를받았다. 

한편, 4년제대학에서는 15개교가동사업에새로선정되어전국 56개교가지원을받게되었는데대학별사업비지원은교육부

의평가결과와연간사업규모에따라차등지원되며평균 40억원수준으로지원될전망이다.

2014년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선정

우리대학은지난 6월 17일 교육부와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발표한「2014년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에선정되어,

9억 2천만 원의 관련예산을 배정받았다. 배정된 예산은 입학생들에 대한 추수지도 등 교육활동 지원, 입학사정관 전문성 향상

및전형개선연구등대입전형역량강화, 고교-대학연계활동등학교교육정상화지원등에사용된다. 동 사업은 2008년 도

입된입학사정관제역량강화지원사업의후속사업으로고교교육정상화에기여하는바람직한대입전형을운영하는대학을선정

해지원한다. 우리대학은 2012년입학사정관제우수대학으로지정된이후관련사업에 3년연속선정됐다. 입학전형을수험생관

점에서 4개전형(학생부위주, 논술위주, 실기위주, 수능위주)으로간소화하고논술전형을제외한수시모집에서수능최저학력

기준을폐지한것이좋은평가를받았다는분석이다.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지만 2014년을 돌아보면

기분좋은변화가불러온발전과성장이하나둘씩눈

에보이는결실을맺고주변의인정을받은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교육부에서 주관한 주요 재정지원사

업에서 4관왕을석권하고중앙일보대학평가에서종

합 20위를차지하면서‘내일’을더욱기대하게만들

고있는우리대학의소식들을담아보았다.

지난 10월 6일발표한‘2014 중앙일보대학평가’에서우리대학이종합

20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우리대학은 지난 2012년 32위로 평가에 첫

진입한 이후 2013년 종합 23위, 그리고 올해는 3계단 오른 20위로 3

년연속상승세를이어나갔다.

우리대학은총 4개부문(국제화, 교수연구, 교육여건및재정, 평판·사

회진출도) 중에서 ▲교수연구 11위(지난해 15위) ▲평판·사회진출도

13위(지난해 15위)를 나타내며 2개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세부지표에서는▲인문사회체육교수당국내논문 1위▲교수당국제학

술지 논문 17위 ▲향후 발전 가능성 12위 ▲입학 추천하고 싶은 대학

17위등을기록하며눈에띄는강세를나타냈다. 2012년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체제 전환과 함께 대학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SEOULTECH DREAM 2020’중장기 비전에 따라 대학운영과 교육

여건 쇄신을 거듭한 결과, 졸업생의 진출도와 더불어 대외평판도가 비

약적으로상승한것으로풀이됐다. 더불어지난해취약점으로손꼽혔던

국제화부문에서는외국인유학생의다양성이 7위를기록하는등노력

의결실을맺으며지난해에비해큰폭의상승을보였다.

2014 중앙일보대학평가종합20위
지난해23위에서 20위로, 3년연속상승세

2014년중앙일보대학평가순위

공동순위는가나다순, 괄호안은지난해순위. 
본·분교통합분리여부는대학이결정

대학특성화를위한CK사업에우리대학2개사업단선정

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이지난 7월 1일자로발표한「CK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에우리대학 2개사업단이선정되어 1

차년도지원금액 24억 2천만원을확보했다. 우리대학에서선정된사업단은‘21세기다빈치형인재양성사업단(단장김영석)’과‘환

경관리 및 정책 거버넌스 융합인재양성 사업단(단장 이수구)’이다. CK사업은 2014년 교육부 신규 사업으로 지역산업 및 사회 수요

에기반한대학의특성화를장려하기위해전국 108개 대학, 342개 사업단을대상으로올해에만총 2,577억 원을 지원하는대규모

사업으로총 5개년도사업(사업비 1조 2,000억 원 이상)으로 진행될예정이다. 특히 우리대학은인력수요를고려한미래의유망산

업분야를발굴하고복수의학과가연계한융복합사업단을구성함으로써기존학문의울타리를넘어새로운창조형분야를시도했

다는평가를받았다.

2014학년도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선정

우리대학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2014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올해 9억 6,500만 원의 지원자금을 확보했다.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은국립대학이총장중심의자율적역량을결집하여급격한대내외환경변화에적극적인대응을할수있도

록교육부에서지원하는사업이다. 

교육부에따르면대학운영평가(50%), 중장기혁신계획안평가(50%) 결과를종합하여평가유형별상위 25% 내에서지원대학을선

정했다. 평가지표로는▲교육▲특성화▲사회공헌▲거버넌스등의공통지표와함께대학이자체적으로설정한자율지표와혁신계

획안등을활용했다고밝혔다. 우리대학은지원금으로대학운영체제및환경개선, 학사제도 개선 및운영선진화등의사업을추진

할계획이다.

순위 대학 총점(300점만점)

1(1) 포스텍 239

2(2) KAIST 232

3(3) 성균관대 231

4(4) 고려대(안암) 228

5(5) 서울대 223

6(5) 연세대(서울) 222

7(7) 한양대(서울) 219

8(8) 중앙대(서울) 218

9(10) 경희대 205

9(8) 서강대 205

11(13) 동국대(서울) 189

12(11) 이화여대 187

13(16) 건국대(서울) 179

14(19) 서울시립대 176

14(14) 인하대 176

16(15) 아주대 175

17(12) 한양대(ERICA) 172

18(18) 부산대 171

19(17) 한국외국어대 168

20(23) 서울과학기술대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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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은지난 5년간모두 6개의건물을신축했다. 공대프론티어관과조형대다빈치관, 성림학사, 100주년기념관, 산학협력기관들이입주한서울테크

노파크에이어 2014년 무궁관이완공되면서캠퍼스내공간효율을높이고교육인프라를확충하는성과를거두었다. 이번호에서는새롭게탄생한공간

들을둘러보고앞으로지어지게될건물도미리볼수있는기회를마련했다. 

미리보는교내시설사업발전계획

쾌적하고편리한캠퍼스라이프, 기대해도좋아!

동아리관
종합스타디움 본부석/스탠드 하부에는 동아리방 17실이

들어섰다.

무궁관강의실
무궁관의강의실은넓고쾌적한공간을갖추고있다.

청운관
청운관은최신식으로리모델링을마치고건물외관을

새롭게단장했다.

Special Theme 테마플레이스

우리대학시설과에서는 2016년까지교내주요시설사업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시설사업에는 제4

생활관 2개동과 산학협력연구동 신축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교내 명칭공모를 통해 A동 수림학사와 B동 가온

학사로 확정된 900명 규모의 제4생활관 2개동 신축사

업은다빈치관건물뒷편에지하 1층지상 7층규모의 A

동(남자 사생실, 장애인실)과 제1학생회관 북측에 지하 1

층 지상10층 규모의 B동(여자 사생실, 기혼자실. 장애인

실, 국제학사)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다. 제4기숙사가 완

공되면 우리대학 기숙사 수용인원은 2,558명으로 늘어

난다. 평생교육원과 체육관 사이의 주차장 부지에 들어

설 산학협력연구동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260억원, 지

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대규모 연구동으로 조성될 예

정이다. 현재 조달청의 기본설계 심의단계이며, 2014년

7월 신축 부지가 될 평생교육원 건물을 철거하고 10월

착공에들어갔다. 제4생활관과산학협력연구동신축사업

모두 2016년 12월준공을목표로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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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제4생활관, 

산학협력연구동신축

▲교내주요시설사업추진현황

사업명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제4생활관신축(BTL) ‘16. 12월준공

산학협력연구동신축 ‘16. 12월준공

종합운동장조성 ‘14. 6월준공

청운관리모델링 ‘14. 9월준공

혜성관리모델링 ‘14. 7월준공

설계(협상)       계약 시공

무궁관
4월 3일준공식을열고개관한무궁관은

고층동과저층동 2개의동으로구성되어있다.

무궁관학생쉼터
녹색건축물인증을받은무궁관 1층에는학생쉼터로카페테리아를조성했다.

종합스타디움
총사업비 37억원을들인종합운동장은지난 8월에완공되었다.

육상트랙
종합운동장은국제규격(400m, 8레인)의육상트랙을갖추고있다.

English Book Cafe
어학원 1층에는영어원서들을갖춘 English Book Cafe가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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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현실사이에서길을찾다

이기원 학생을 만났을 때는 축제 마지막 날이었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를 정도로 바쁠

것이라짐작했는데아니나다를까행사준비하느라전날밤을꼬박새웠다고털어놓는다.

그래도세월호침몰사고에대한추모때문에 9월로연기되었던대동제를무사히치를수

있게되어서기쁘다고이야기하는그는알고보니과학생회장, 동아리회장, 단과대학학생

회장, 그리고총학생회장까지단계별로모두경험한학생자치활동의베테랑이었다.  

“제가 29대총학생회선거에나섰다가아쉽게낙선한경험이있어요. 처음에출마했을때

는 제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학교 제도와 복지에 대한 공약을 준비했는데 정작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거리가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거 재출마를 결심하고 나서는 주변

학생들의 고충과 의견들을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들을준비했습니다.”

실패의원인을이상과현실의차이에서찾은이기원학생은기성정당의색깔을갖지않고

학내 문제와 사안에만 신경쓰겠다고 약속했고 30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학생들의 선택을

받았다. 농성이 아닌 협상을 통해 답을 찾고 학우들의 이익이 우선인 총학생회를 만들겠

다는출사표를내고한해동안학생들을위해활동한We are One 학생회도어느덧임

기의끝을바라보면서남은공약들을이행하기위해힘쓰고있다.

애정과자부심이학교를변화시키다

2012년 일반대학으로전환한이후우리대학의변화와발전에는가속도가붙었다. 학습환

경과 복지개선이라는 물리적인 변화와 함께 대형 국책사업 선정, 입시결과 상승 등 학교

의 위상도 달라지고 있다. 학생들의 대표자로서 이기원 학생은 이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바라보고있을까?

“우리학교는건물이올라가고발전하는것이눈으로보이기때문에내가낸등록금과기

성회비가 잘 쓰이고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학교 측에서도 사업을 선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과 입장에 귀를 기울여주는데, 얼마 전에 확정된 제4기숙사 건립 문제도 학교 측과

공동으로국회의원을방문해학생들의의견을전달했어요.”

학교의발전이라는대의명분이강조되다보면자칫학생들의목소리는소외될수도있다.

그러나학교의발전은온전히학생들을위한것이기에우리대학과학생회는각자의본분

에충실하면서도서로협조할것은협조해가며장기적인비전을함께만들어가고있다.

“학교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재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자부심이 커져

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학교가 발전하면 학생들도 거기에 맞춰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드

는 것 같아요. 임기가 끝나면 일반 학생으로 돌아가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학교의발전과변화를지켜보고함께하고싶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생겨나고 학습환경이 개선되고 복지가 확충되는 물리적인 변화는 어쩌면

빙산의일각일지도모른다. 관심을가지고지켜보는사람이늘어날수록학교는보다나은

방향으로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고, 그에 비례해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애정

도 더욱 커질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심의 선순환이 기분좋

은변화를만들어내는원동력이아닐까?

“학식 맛있게 만들기, 시험기간 강

의실 개방, 동아리방 이전, 학생식

당과 카페 재료비 경쟁입찰 도입,

예·결산안공개방식투명화, 대동

제와 어의체전 개최 등 30대 총학

생회가 내놓은 6개의 공약 중 5개

의 공약이 이행됐거나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회비 납부자들을 대

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담은 블랙카

드를 발급한 것도 의미있는 변화였

다고 생각해요. 남은 임기 동안 약

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 31대 총학생회

선거도잘준비하겠습니다.”

이기원총학생회장

어느때보다많은변화와발전이있었던 2014년. 때로는보이는곳에서, 하지만대부분보이지않는곳에

서묵묵히땀을흘리며힘을보탠사람들이있다. ‘無정치색 100%! 과기대로하나되는우리!’라는캐치프

레이즈로서울과기대의성장과발전을함께해온 30대We are one 총학생회이기원회장을만나기분

좋은변화에대한이야기를나누어봤다.

작은관심과따듯한격려가

커다란변화를만듭니다
30대We are one 총학생회

총학생회가
만들어낸
기분좋은변화

Mini Interview



사진으로돌아보는

서울과기대의 1년

2013.11. ~ 2014.09. 주요행사

변화는그성과들이실제로눈에보이기시작할때비로소구성원들의인정

과 환영을 받을수 있다. 내가 공부하는 환경이 나아지고내가 다니는 학교

의평가가높아지는것을확인할때학교에대한자부심과애정도생겨나는

것이아닐까? 그 어느때보다많은변화가있었던서울과기대의 1년을사진

으로돌아보았다.  

이코노미스트경제리더대상

남궁 근 총장은 2013년 11월 12일 열린「2013 대한민국 경제리더 선정식

및출판기념회」에서인재경영부문대상수상의영예를안았다. 남궁근총

장은「SEOULTECH DREAM 2020」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유치, 교육시설 확충, 입학성적 및 대외 평판도 상승 등 좋

은성과를거두고있다.

무궁관준공식개최

4월 3일 무궁관 준공식이 거행됐다. 기술경영융합대

학과 공과대학, 에너지바이오대학이 입주한 무궁관은

고층동과저층동, 2개의동으로구성되어있다.

삼성안전환경연구소MOU 체결

삼성안전환경연구소(백재봉 소장)는 2013년

11월 5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우리대학과

안전환경 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

정을체결했다. 

2013. 11. 5. 

2013. 11. 12.

2014. 04. 03.

고교연계R&E 학습프로그램컨퍼런스개최

1월 21일 100주년기념관대강당에서고교연계 R&E 학습프

로그램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고교연계 R&E는 우리 대학

협약고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본 대학의 전공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학습 증진과 진로설계 및 대

학진학의정보를제공하는프로그램이다.

2014학년도신·편입생입학식

2월 17일, 교내 체육관에서 2014학년도신·

편입생입학식이열렸다

제1회발전후원회이사회개최

2월 10일대학본부 3층회의실에서는 2014년

도제1회발전후원회이사회가열렸다.  

교수평의회현판식

2013년 11월 18일 교수평의회 현판식이 열렸다. 교수평의회 발족 후 대학본부

207호를 교수협의회와함께사용해왔으나사무실이전을통해한층쾌적해진대

학본부 501호로이전하게되었다. 

2013.11.18.

2014. 01. 21.

2014. 02. 10.

2014. 02. 17.

2013학년도전기학위수여식

2월 21일 100주년기념관대강당에서 2013학년도전기학위수여식이열렸다.

졸업생과 학부모 등 1,0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금번 학위수

여식에서는박사 24명, 석사 241명, 학사 1,548명이학위를받았다.

2014.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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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홈커밍데이, 자랑스러운서울과기대인상시상식

4월 14일 100주년기념관에서는 제3회 홈커밍데이와 자랑스러운 서울과기대인상 시상식이 거

행됐다.  

제8회총장님과함께하는독서간담회개최

5월 20일‘제8회총장님과함께하는독서간담회’가개최됐다. 특히올해에

는 패널토론 외에도 방청학생들이 자유롭게 손을 들고 토론에 동참하며 어

느해보다열띤참여를보였다. 

2014. 04. 14. 

2013학년도후기학위수여식

8월 22일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2013학년도 후기 학

위수여식이 개최됐다. 졸업생과 학부모 1,000여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후기 학위수여식은 박사 28명,

석사 128명, 학사 759명을배출했다.

2014.08.22 .

2014 대동제개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애도 차원에서 연기되었던 우리대학의 축제

어의대동제가‘늦여름밤의 꿀’이라는 제목으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렸다. 다양한 행사와 마당사업, 공연들이 준비되었으며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직원 지역 주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학교를 찾아

축제를즐겼다. 

2014. 9. 17.

남궁근총장, 아이스버킷챌린지동참

남궁근총장이 8월 25일교내종합운동장에서루게

릭병(ALS) 알리기 자선모금캠페인「아이스버킷챌

린지」에 동참했다. 남궁 총장은 앞서 우리대학 이기

원 총학생회장의 지명을 받은 바 있으며, 다음 캠페

인에 동참할 도전자로 우리대학 교수평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연태 교수, 한국원자력병원 이창훈 원

장, 서울시립대학교이건총장등 3명을지명했다.

TIM 2014 국제학술대회개최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동안기술경영융합대학주관으로「TIIM 2014」국제학술대회가열렸다. 올해로 6회째를맞는 TIIM은 국가간학자와

업계관계자를잇는학문적·실증적토대를제시해왔으며산업공학·경영학·경제학을아우르는다학제간학술행사로자리잡고있다.

2014.05.27.

디지털조선일보, 품질만족대상수상

6월 19일「2014 품질만족대상」에서우리대학이대학교

부문 대상의 쾌거를 거뒀다. ㈜디지틀 조선일보 주최,

한국소비자안전학회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

로 5회째를맞으며양질의서비스와제품으로기대이

상의고객만족을실현한브랜드에대해시상했다.

2014.05.20 . 

2014. 06. 19. 

2014. 08. 25. 

전공체험및팀러닝프로그램개최

8월 우리대학 입학홍보본부에서는 공교육 정상화의

실현을 위한 대학-고교 간 학습연계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2014년 고교생초청전공체험캠프」와「2014

Team Learning(R&E) 프로그램」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2014. 08. 3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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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것을두려워하지않는호기심으로, 익숙한것에안주하지않는도전정신으로, 틀린것을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려깊음으로

지금의시간을채워낼수있다면보이지않던내일이당신의앞에다가오고있다는걸알게될것입니다.   

이성으로빛나다



18 19

SectionⅠ 자랑스러운서울과기대인 1

공대생이라면자신이설계한회로를제작하고테스트할때납땜기술이꼭필요하다. 

하지만대학교가학문적인지식을배우는곳이다보니정작납땜처럼

기본이되는기술교육에는소홀한경우가많다. 

지난 4월에열린국가대표납땜왕선발대회에서준우승을차지한

정세영동문을만나이야기를나누어봤다.

아이언맨도납땜이없으면

그냥고철덩어리!
전자IT미디어공학과정세영동문

국가대표납땜왕이되다!

지난 4월에 열린 대한민국 국가대표 납땜왕 선발대회는 IPC 국제인쇄회로기구와 한

국전자기술협회에서 주최했으며 주어진 시간 안에 PCB 회로에 전자부품을 누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솔더링 하는가를 평가하는 대회였다. 정세영 동문은 동기에게 소

식을듣고호기심을느껴참가하게됐고준우승을차지했다. 대회소식을 2주전에야

들었지만납땜은늘해온일이었기에긴장하지않고대회에집중했다고한다.

이론을뒷받침하는것은기술적인능력

<아이언맨> 영화 속의주인공인토니스타크는동굴에갇혀있다가탈출을위해아이

언맨 수트를 제작하게 된다. 보기에는 으리으리한 아이언맨 수트도 납땜이 없으면

만들수가없다.

“영화를보면토니가인두기를들고납땜을하는장면이나와요. 저는가끔우스갯소

리로“만약 토니 스타크가 이론적인 지식만 많고 실제로 기술적인 능력이 없었다면

과연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친구들은 그냥 웃고 말죠. 하

지만전자공학도라면기본적인납땜실력은필수라고생각합니다.”

지금은졸업하고연구원으로일하고있어요!

정세영 동문은 지난 8월에 졸업하고 지금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압전 소자를 이용

한에너지하베스팅기술을연구하는중점연구

원으로 일하고 있다.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

술 연구는 압전체에 압력이나 진동을 가하면

전기가발생하게되는데이때생산되는전기의

발전량을향상하고최대의효율을내는시스템

을만들기위한연구이다. 

꿈을키우게해준서울과기대

정세영 동문은 학부생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서울과기대연구실덕분에지금하고있는일

을할수있었다고얘기했다.

“2학년으로 복학하자마자 무선통신연구실에

들어갔는데공부와연구를동시에진행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요

한부품을공급받을수있었기때문에만들어

보고 싶은 것들을 제약없이 해볼 수 있었죠.

자신이 원하는 연구실을 선택하면 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학과 수

업이외에더깊게공부하고싶은학생들에게

꼭연구실을추천합니다.”

납땜을잘하려면? 왼손은거들뿐!

요즘은전자부품이워낙작게생산되기때문에핀셋으로부품의바디를잡아납땜을

한다. 납땜왕의노하우는왼손에있다고.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도 회로 오작동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품을 위치

시키고부품이기판에고정될때까지손을가만히고정합니다. 그리고적당량의납을

묻히고손목의스냅을이용하여깔끔하게인두를때어내면끝! 왼손은거들뿐.”

더많은것을경험하고배우기위해

정세영 동문은 현재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 대

학원진학을준비하고있다. 

“사실아직어떤일을해야할지좋아하는것이무엇인지, 명확하고구체적인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해답을 대학원생활을통해 깊이 알아보려고합니다. 다양한 분

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배우면서 지식의 그릇을 점점 키울 것입니다. 더불어 가

장 가치있는 삶은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찾아갈 생각입

니다.”



지반조사 전문 기업인 희송지오텍을 운영하고 있는 김

기석 대표는 83학번으로 전자공학과 총동문회장을 맡

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과학기술훈장 진보장을 수상하

면서 학교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했다. 회사 운영과 기

술연구개발로바쁜와중에잠시시간을내어준김기석

대표를 만나 학창시절 이야기와 후배들에게 전하는 조

언을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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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야독’으로

‘자수성가’하고

‘입신양명’하다

㈜희송지오텍김기석대표

(전자공학83)

누구나모교가발전하기를

기대하지만방문해서

직접보고느끼는감정은다릅니다.

국내최고수준의기술력을갖춘

회사를일구다

1987년전자공학과를졸업하고정부출연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탐사개발연구실에 입사한

김기석 동문은 땅속을 조사하는 현장물리탐사

및탐사장비개발업무를수행했다. 당시물리탐

사 기술은 대부분 자원탐사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는데, 토목구조물설계를위한지반특성을

비파괴적으로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술임

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마침 1996년 한국지질

자원연구원에서 직원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

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희송지오텍을 설립하고

창업에 도전하게 되었다. 창립한 지 18년이 지

난 지금은 지반조사 컨설팅과 지진 컨설팅 분

야에서탄탄한실적을쌓아온강소기업으로 50

여 명의 임직원들이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서

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업적들을인정받

아서 지난 4월에는 과학기술훈장 진보장을 수

상했다.

“주로 땅속을 조사하는 물리탐사기술 개발과

국가기준 및 시방서 작성 등 우리나라 물리탐

사 기술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국가지진관측망

구축, 운영소프트웨어기술개발에기여한공로

를 인정해주셨습니다. 그 외 산학연 공동연구,

유관학회 활동, 강의 및 교육활동(겸임교수 등)

도좋게평가해주신것같습니다.”

회사 창업 초기에는 물리탐사 기술을 토목공학

에 접목하는 업무를 사업 영역으로 했지만 현

재는 크게 지반사업부와 지진사업부, 2개의 분

야에서사업을진행하고있다고한다. 

학교의변화와발전에

자부심을느끼다

김기석 대표는 학창시절이 어렵고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노부모님이시골에서농사를짓는집

안 형편상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는‘주경야

독’을실천할수밖에없었다고한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여건이었어요. 다행히 제 사정을 알게 된 전자

공학과교수님들과선배인학과직원분들의따

뜻한 격려와 배려 덕분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취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항상

감사드리는마음이지요. 가장 아쉬운것은학교

다닐때공부를좀더열심히하지못한것입니

다. 특히 영어공부를 안해서 취업 후에 장비를

사용하기위해영문매뉴얼을볼때애를태웠고

남들보다몇배를더고생해야했죠.”

김기석 대표는 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인재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디지

털 시대에도 여전히 성실성, 열정, 친화력이 더

욱 중요한 덕목이라고. 밝혔다. 회사에서 필요

한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는 인재도 필요하지

만 회사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학교에서 모두

습득할수는없기때문이라고.

“학교에서 선도적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지만 해당 기술을 상용화하여 현실에 적

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상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성과 열정을 갖추고 있다면 얼마든

지 회사에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

습니다. 또한학교에서상상만하던회사업무가

예상보다 고될 수 있는데 이를 이겨내기 위해

서는 성실성, 열정, 친화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

니다.”

전자공학과 총동창회장도 맡고 있는 김기석 대

표는 가끔 학교 행사에 참석하면서 나날이 발

전하고 변화해 나가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낀다

고얘기했다. 누구나모교가발전하기를기대하

지만 방문해서 직접 보고 느끼는 감정은 다르

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교의

발전을지켜보겠다는인사를전했다. 

㈜희송지오텍은

1996년 6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재직하

던 연구 인력을 주축으로 설립된 지반컨설

팅 업체다. ‘기술자적 서비스 정신’이라는

모토아래창립부터현재까지지질학, 지구

물리학, 토목공학, 지진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등을 전공한 기술자를 보유하

고 관련 기술자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했으

며, 다양한장비와소프트웨어를구비해현

장업무에서부터 분석까지 컨설팅 전 과정

을 자체 수행하는 수준 높은 원스톱 솔루

션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최장 사장교인

인천대교 해상지반조사, 국내 최장 철도터

널인 솔안터널이 포함된 영동선 지반조사

을 비롯해 50여 건의 국가지진관측망 구

축, 600m 심도의 시추공 지진계 설치 등

국내최초, 최대규모의사업을성공적으로

완수해왔다. 



황용진 교수는 얼마 전 30여 년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인간과 자연,

자연과 문명의 관계를 다양한 기법과 표현으로 그려내는 현업작가이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라는 두가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온 황용진 교수를 만나 교육에 대한 생각과

작품세계에대한이야기를들어보았다.

고요한땅- 2
Calm Land - 2

나의풍경- 0722
My Landscape - 0722

굿모닝 - 0501
Good Morning -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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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자연, 문명의관계를탐구하는작가
조형예술학과황용진교수

기교와표현방법보다는작가정신

인터뷰를위해찾아간황용진교수연구실은화가의방답게커다란캔버

스와이젤, 그리고 물감들이가득했다. 어릴 때부터 그림그리는것을좋

아했고 미술대회에서 상도 타봤지만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

는 미술반 가입을 줄기차게 권유했던 중학교 선생님 때문이었다. 그렇게

시작한미술과의인연은대학까지이어졌고 1980년제대후동료들과함

께전시회를열면서본격적인작가의길에접어들게되었다고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는 1991년부터 재직하고 있습니다. 교수 부임 전

에 2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학업에 대

한 진지함과 절실함이 강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애착을 가지고 가르

칠수있었지요.”

황용진 교수는 2, 3학년 대상의「판화」, 그리고 4학년 대상의「스튜디오」

과목을가르친다. 현재는안식년중이며내년에복귀를앞두고있는데기

교와 표현방법 보다 작품에 임하는 자세와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교육관을이야기했다.

“현대미술에서는 기교나 표현방법 보다 작가정신, 그리고 작품에 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개성과 특성이 발현되고 시대상, 의식의

흐름등을작품에반영할수있도록가르치려고노력합니다. 더불어현대

화단에서살아남고작품을해나갈수있는힘도길러주고싶어요.”

작가정신과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관 때문일까. 그동안 많은 제

자들을 가르쳤고 그 중에는 현업작가로 활동하는 이들도 꽤 있지만 기억

에남는제자가있었냐는물음에한사람의이야기를꺼냈다.

“이승현 작가를 2000년대 초반에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나이가 꽉 찬

만학도였는데 다른 학생들에 비해 기초가 좀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작

품에 대해서 끊임없이 진지하게 탐구하고 대화하는 열정이 대단했고 실

력도 금세 늘었습니다. 근래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관심있게 지

켜보고있어요.”

늘변화하기에‘풍’이없는작가

황용진 교수는 얼마 전 개인전을 열었다. ‘피시스&파츠(Pieces and

Parts)’라는 제목으로 일우스페이스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1980년대 초기

작업부터최근작까지다양한장르의작품 50여점을전시했다. 같은대학

의김성원교수가기획을맡은이번전시는그동안작업한작품들의맥을

짚어보면서작가의예술세계를조망해보는기회가되었다.

“아직회고전할나이는아닌데남들이내그림을보는시각은어떨까궁

금해서전시기획을김성원교수님에게의뢰했어요. 전시공간이꽤넓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작품세계를 돌아보면서 정체성을 찾아보자는 기획을

제안받고대학원때그렸던그림부터최근작까지전시하게됐습니다.”

황용진 교수의 작품세계는 인간과 자연, 문명의 관계를 사고하고 성찰하

는일관된주제를가지고있다. 하지만화풍과기법은마치전혀다른작

가가 그린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다양하고 실험적인데 언제나 새롭고 신

선한표현을원하기때문이라고이야기했다.

“보통작가들이생각하는가치관, 그리고의식이작품에반영되고주제를

형성합니다. 작가들 중에는 주제와 방법론 두가지를 모두 고수하는 사람

도 있지만 저같은 경우 주제는 일관되지만 소재와 표현기법은 다르게 갑

니다. 어떤스타일로 3~4년정도그리다보면신선함이떨어지고재탕하

는느낌이들어서새로운돌파구를찾다보니제그림에는‘풍’이라는것

이없습니다.”

보통의 회고전이 특정 시기나 주제, 작품형식으로 구성되는 것과 다르게

이번 전시는 평단으로부터 작가의 과거와 현재를 읽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었다는평가를받았다.

안식년을 마치고 내년 복귀를 앞두고 있는 황용진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

치기 위해 열정을 기울이는 것이 작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

를남겼다. 정년까지얼마남지않은시간동안애정과관심을기울여미

래의 작가들을 길러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의식을 작품에 표

현해보겠다는그에게그림은존재의이유이자삶그자체일것이다.



우리대학국제교류본부는세계의다양한문화와교육체험을통해국제적인시야를겸비한인재를양

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양질의 국제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국내·외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우리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알아보고

프로그램에참가해해외에체류중인재학생의후기를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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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Ⅰ 세계를향해뛰어라

드넓은세상에서더큰꿈을펼치다
국제교류교환학생프로그램

우리대학교환학생프로그램의혜택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은 미국, 영국, 중국 등 다양

한 외국 교류대학에 파견되어 최소 1학기에서 최대 2학기(1년)까

지 수업 이수를 한 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우리대학은

교환학생에게 우리대학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주며, 국제교류장학

금 형태로 항공료를 제공한다. 반대로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에

서는 협정 조항에 따라 교류대학의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기숙사

를 제공하지만 세부조건은 대학마다 상이하다.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거쳐선발되며 2014년 2학기에는총 115명의학생들이교

환학생으로선발되었다.

우리대학교환학생현황은어떠한가?

해외파견교환학생비율은전교생의 0.8%로 1%에도 못미친다.

국제화 수준이 높은 사립대학들에 크게 못 미치는 형편이다. 파

견 국가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예컨대 유럽

대학의 경우에는 학비도 저렴하고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영

미권 외 국가는 파견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는 많은 학생들이 우리 대학으로 오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들은중국으로의교환학생을많이신청하지않는편이다. 

다른대학과구별되는우리대학만의차별성이있다면?

우리대학과 교류를 맺은 대다수 학교들이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

준다. 또한, 항공료도우리대학에서대부분지원해학생들이경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영리적

목적으로 교환학생을 유치하기 때문에 항공료도 잘 지원해주지

않고등록금면제율도우리대학보다낮다. 

교환학생프로그램을통해얻을수있는것은?

요즘은 어학연수를 가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교환학생 프로그

램은전공지식의향상과더불어다양한혜택이있기에자비를들

여어학연수를가는것보다더효용이높다. 예를들어미국에위

치한메다이대나라마대는학비도저렴하며영어외에양질의전

공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교환

학생프로그램은입학후한학기만다녀도참여할수있기때문

에 1, 2학년때부터관심을갖고준비하길권한다.   

국제교류본부에게듣는

교환학생프로그램Q&A

정민호(디자인과09) 

안녕하세요. 저는현재독일마인츠응용과학대학교에서디자인을공

부하고있는디자인과 09학번정민호라고합니다. 군대를다녀오고

복학한후에기초그래픽디자인수업을맡으셨던신태모교수님으로

부터독일에교환학생프로그램이생긴다는정보를들었습니다. 교수

님께서도마인츠에서생활해본경험을얘기해주셨고노미선교수님

께서도많은도움을주셔서교환학생으로오게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는어학공부를위한금전직원과학비혜택을제공해주었습니다. 

타이포그래피, 편집, 사진, 아이덴티티디자인등여러가지디자인

을배울수있는것은한국과같지만이곳에와서는일러스트레이션

을집중적으로공부하고있습니다. 수업을통해얻는것도많은데저

는훌륭한일러스트레이터가되는것이목표입니다. 이학교에서들

었던일러스트레이션수업에서정말많은것을배웠고한교수님과

는방학중에도프로젝트를같이진행하고있습니다. 

때로는먼타지어두운방에서홀로맞이해야하는외로움을피할수

없지만이곳에서좋은독일친구들도만났고한국에서함께온친구

들과도잘지내면서이겨내고있습니다. 새로운학기에도수업을충

실하게듣고개인포트폴리오작업과홈페이지를만드는등실제로

일러스트레이터로일하기위한기반을마련할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 졸업을 준비하고 독일어를 공부해서 여기로 다시

돌아와석사과정을밟고자생각하고있습니다. 

교환학생프로그램의가장큰장점은새로운문화를배울수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만있었더라면알수없었던다른세계와사람들

사이에서보는시야가넓어지는것을느낍니다. 특히디자인을공부

하는학생이라면꼭다른나라에서생활하며공부해볼것을추천합

니다. 꼭독일이아니더라도우리학교에는다양한나라로갈수있

는기회가많습니다. 

국제교류교환학생프로그램참가학생후기

독일마인츠에서온편지

독일친구들과함께

(가운데가정민호학생)

핀란드 : 헬싱키메트로포리아대

아랍에미리트 : 고등기술대, 아부다비대

영국 : 노섬브라대, 쉐필드대,
스트레츠클라이드대, 앵그리아
러시킨대, 허트포드셔대

인도양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남극해

북극해

대서양

콜롬비아 : 에아핏대

브라질 : 타우바테대

동부 : SVA, 뉴욕주립대(알바니), 메다이대, 몽클레어주립대,
버팔로주립대, 조지아공대, 피츠버그대, 버팔로주립대, 
조지아공대, 피츠버그대, 펜실베니아주립대, 미시시피주립대,
미주리대, 오클라호마주립대, 케니소주립대

중부 : 그랜드벨리대, 노던미시건대, 로즈홀만대, 
미시건공대, 루이지애나대

서부 : 캘리포니아공대, 칼폴리대, 하와이, KCC, MANOA, 
오하이오대

뉴질랜드 : 크라이스
트처치폴리테크닉대

호주 : 남호주대, 뉴사우즈
웨일즈대, 커틴기술대

필리핀 : 국립필리핀대(딜리먼)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국립대

태국 : 실파콘대

캄보디아 : 캄보디아국립기술대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공대,
말레이시아과학대

베트남 : 똔툭탕대, 
하노이과기대, 호치민대

대만 : 운림과기대, 카이난대, 대만과학기술대

몽골 : 몽골기술대, 후레대, 울란바타르대

일본 : 가나자와공대, 군마대, 기후대, 도쿄전기대, 무로란공대,
시마네대, 오사카산업대, 이와떼대, 토요하시기술대, 나카타대

중국 : 경덕진도자대, 광저우미대, 대련경공업대, 대련기술대, 동남대,
산동대(위해), 상해교통대, 연변과기대, 화중과기대, 하얼빈이공대,
하얼빈원동이공대, 베이징공상대, 장춘대, 서북대, 서안외사대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정보기술대, 
우즈베키스탄철도청

터키 : 이스탄불공대

체코 : 체코프라하공대

슬로바키아 : 코시체기술대

카자호탄 : 남카자흐스탄주립대

러시아 : 고등경제대, 모스크바철도공대,
바우만공대, 블라디보스톡상경대, 하바
롭스크기술대, 러시아자연과학아카데미

독일 : 마인츠응용과학대, 
베를린자유대, 울름공과대학

아일랜드 : 코크대

이탈리아 : 피엔자국립
도예학교

사우디아라비아 : TVTC, 주한
사우디문화원, 알이만무함마드
사우드이슬람대

스페인 : 마드리드공과대학,
알칼라대학

포르투갈 : 포르토대학,
포르토공과대학



가끔자동차를운전하다가그런생각을한다. 누가나대신운전해

주고한숨자면좋겠다고. 광고를보니사람이운전하지않아도알

아서앞차와의거리를유지하고앞에사람이나장애물이나타나면

자동으로 멈추던데 도대체 그런 기술은 언제 적용되는지…

RunRun팀을 만나보니 막연하게 생각하던 자동차 기술의 미래가

생각보다가까이와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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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의
미래를꿈꾸다

대회가 모두 끝나고 이제는 졸업과 취업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RunRun팀은 대회를통해무엇과도바꿀수없는경험과

소중한 추억을 얻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지도를 받았던 이영일

교수와 김정수 교수, 그리고 도움을 줬던 동기들에게도 감사를

전한 RunRun팀은 과학기술대학교라는학교의특성덕분에부품

과 재료비를 비롯한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됐다는얘기를남겼다. 

이날 김병환 학생은 일정이 있어 함께 하지 못했지만 시종일관

유쾌하면서도 때로 진지하게 인터뷰에 응해준 RunRun팀. 이제

졸업과 취업이라는 각자의 길을 가겠지만 다들 자동차산업 분야

로진출을꿈꾸고있기에머지않은미래에무인자동차를만나게

된다면그들이다시생각날것같다.

졸업작품준비를위해
의기투합

RunRun팀은 전기정보공학과 4학년인 강유대, 김병환, 김진호,

조지훈, 이미진 5명의 학생들이 결성한 팀이다. 무사고, 고효율의

미래 무인자동차에 필요한 선행기술 연구와 개발에 관심을 갖고

졸업작품 준비를 위해 모였다. 이왕이면 대회도 참가해보자고 의

기투합해서 2013년에 지능형 모형차 경진대회에 출전했으나 아

쉽게도 실격했고 2년 동안 와신상담하면서 준비한 끝에 2014년

대회에서영예의대상을수상했다. 

지능형 모형차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무인자동차로

검정색차선과흰색도로를인식해코스를이탈하지않고주행하

는 기록경기이다. 지난 7월 17일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에는 전국 50여 개 대학에서 170여 개 팀이 참여해 경

쟁을 펼쳤는데 RunRun팀은 결승전에서 39.875초를 기록해

43.968초로들어온아주대팀을따돌리고우승을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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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와안정성,  
두마리토끼를잡다

이번대회는약 50m의코스를완주한팀이 18개 팀에불과할정

도로어려운난이도를보였다. 경진대회예선전은 Lap Time으로

진행되었지만 결승전에서는 Lap Time과 더불어 미래 자동차의

핵심인 안정성을 보기 위해 중간중간에 교차로, 스쿨존, AEB

(Auto mous Emergency Braking)등의미션이주어졌다. RunRun

팀은 이론을 바탕으로수많은테스트를거치며규정에맞는모형

자동차를설계하고제작해참가했다.

지능형 자동차는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주

행하기때문에빛의유무나환경의영향을많이받는다. RunRun

팀은 센서 잡음 제거작업에 수개월을 투자한 덕분에 경기장처럼

조명이 강하고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았던

것을가장큰우승요인으로꼽았다. 8월말에 열린 2차 경진대회

에서는금상을수상했고연달아이어진세계대회에도한국대표로

참가했으나 관중과 사진기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발생한 빛과 소

음이라는변수를극복하지못하고아쉽게도실격했다. 

자동차기술의미래, 

우리가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정보공학과RunRun팀



온국민을경악하게했던지난4월의세월호참사는사고와재난, 그리고안전에대한인식을다시돌아

보게하는계기가되었다. 우리대학안전공학과는이러한재해의원인을규명하고재해사전방지, 각종

생활과산업환경안전을달성하기위해여러분야에잠재되어있는위험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공학

적인방법으로해결할수있도록교육하는학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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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학과에서는무엇을배울까?

안전공학과는 1984년 3월, 안전에 관련된 전공을 설치해달라는 정부 요

청으로국내최초로개설되었으며금년창립 30주년을맞이한서울유일

의 4년제안전관련학과이다. 작년까지 2,800여 명의졸업생을배출했고

현재 340여명이재학중이다.

안전공학과는전문안전기술인을양성함과동시에국가산업발전에따

른 국민 전체의 안전 의식을 함양시켜 국가 전반에 선진 안전문화 정착

을 계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연과학과 기초공학을

이해하고다른공학분야와안전공학, 인간과기계, 사고의발생원리, 인

간행동의 특성 및 안전관리 등을 공부하게 된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안전을 베이스로 한 기초, 공통과정을 배우게 되고 3학년 2학기가 되면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방재재난 3개의 트랙을 선택해 심화 교육을 실

시한다. 풍부한현장경험을보유한교수진은실험실습과실무중심의교

육을통해산업현장에바로적응할수있는인재를육성하고있다.

초기에는건설·산업현장에서의안전및재해방지에대한요구가강했

으나사회에서제기되는안전관련이슈는소방, 방재, 재난 등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이에발맞추어다른안전공학과들은학과명칭

과 커리큘럼을 변경했지만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는 기본

틀이 되는 커리큘럼을 유지하면서 선택적인 트랙 운용을

통해시대적요구에부응하는인재들을양성하고있다.

안전공학과의특별한프로그램

안전공학과는 학과평가사업 지원 영어 우수자 장학금(연간

500만 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발전기금 지원 장학금(연간

1200만 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지원 성적우수 장학금(연간

500만원), 한방유비에스지원장학금(연간 100만 원) 등 탄

탄한 장학제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

레이와 함께 하는 맞춤형 인재 육성프로그램‘안전·환경

트랙(Track)’을 운영 중인데 매년 3학년 중 트랙 장학생 5

명을선정해총 5,000만원의장학금을지원하고취업까지

보장하는프로그램으로학생들의좋은반응을얻고있다.

안전공학과는최근 3년간(2010~2012) 평균 대기업취업률

이 60%를 웃돌고 있다. 졸업학생들은 정부기관(안전행정

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투자기관(한국전력 등), 안전 관련

공공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산

업안전협회등) 제조·건설업체(삼성전자, 현대건설등), 보

험업체(로이드,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등 다양한 분야로 진

출해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

안전공학과는 2013년 대입정시모집배치표에서합격가능

한 수능 원점수 합(언어·수리·외국어·탐구<상위 2과목

평균>)이‘가’, ‘나’, ‘다'군 각각 333점, 337점, 337점에 이

를 정도로 우수 수험생이 대거 지원하는 인기학과로 자리

매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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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학과는풍부한경험을갖춘교수진과인프라, 그리고 30년넘게축

적된 노하우와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명

감과 긍지를 지닌 안전전문가, 현장실무 안전설계 관련 전공지식을 이해

하고 실무안전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적응형 Safety

Engineer, 실무적 문제를 협동정신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으로 해결할

수있는실무형엔지니어, 국제적위상에걸맞게안전문제해결에앞장설

수있는지도자를양성하고있습니다. 

“시대의요구에부합하는

안전전문가를양성합니다”

김찬오교수 (감전방지공학및전기방폭전공)

안전공학과

안전전문가를양성하는

국내최초, 최고의학과

“관심을가지고

미리준비하시기바랍니다”

Q. 안전공학과에는어떻게들어오게되었습니까?

A. 평소에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

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하는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전국

에 몇 개 없는 안전관련학과로 경쟁력과 인프라, 비전에 매력을 느끼

고지원하게됐습니다.

Q. 안전공학과에서가장마음에드는커리큘럼은무엇입니까?

A. 1학년 때는‘안전과 생활’이라는 주제로 기초적인 개념을 잡고 2학년

으로 올라가면 자연과학과 공학 기초를 통해 해결 방법들을 배우고

학년이올라갈수록과정들이세분화되면서전문적인지식들을습득하

게됩니다. 3학년이되면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에서운영하는‘삼

성트랙’에 지원할 수 있는데 많은 재학생들이 여기에 선발되기 위해

서열심히공부하고있습니다.

Q. 안전공학과진학을꿈꾸는후배들에게

A. 앞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관리자에대한수요도지속적으로늘고있기때문에취업에있어서도

유리하지 않을까요? 서울 유일의 4년제 안전관련 학과로 30년의 역

사를자랑하는우리학과에서미래를준비하시기바랍니다.

재학생이이야기하는안전공학과

김남혁 (안전공학과 3학년)

교수님에게듣는안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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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보다는방향을생각하는교육

경영학전공은 현대 기업경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전문 지식을 교육하며

미래글로벌경영인재를양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학생들에

게 창의적인 도전 풍토를 조성하며 기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바른의식을겸비하도록교육한다. 경영학기본원리는물론 21세기새로

운 경영 패러다임을 발굴하여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산업

현장에서쉽게응용할수있도록실사구시의생명력있는교육을지향하

고있다. 

경영학전공은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남들보다 편하고 빠르게 가는 방법

을가르치기보다‘삶의방향이있는가치적자율성을가진리더’를양성

하는것을목표로한다. 학생들은진정한리더로성장하기위해인문학과

사회과학지식과통찰력을가져야하고응용과연습을통해창조적사고

를할수있어야한다. 학생들이‘기업의존재이유는무엇인가’, ‘이기업

은 무슨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이전에‘나는 누구인

가? 왜 살아야 하나?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등에 먼저 대답하도록

하며반드시‘실천’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중앙일보가 발표한 2014년 학과평가에서 경영학전공은‘상위’그룹 평가

를받았다. 특히 경영대학평가세부지표중▶전임 1인당 논문▶전임 1

인당 저역서 ▶전임 1인당 국제논문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지표에서 고

루우수한평가를받으며‘최상위 4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

관대)’을바짝쫓았다.

역량을강화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 강의는 물론 외국 대학과 연계를 통

한 글로벌 경영능력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세무

사 등 경영 전문자격 취득 준비반, 경영관련 각종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학습동아리, 실무 및 사례 중심의 토론 및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을 지

원·운영하고있다. 

학교의 지원을 받아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혁신형 앙트러프러

너십 프로그램은‘온라인 창업 프로그램’과 온라인 창업 프로그램을 운

영할계획이다. 이러한실전경험을통해본인의적성을파악하고도전정

신및창의력향상에도움을주고자한다.

졸업 후에는 회계사, 세무사, 컨설턴트 등 전문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다.

회계사와세무사는시험을통해서자격을얻게되고회계법인등에취업

해 전문적 활동을 할 수 있고, 컨설턴트는 경영컨설팅 회사에 취업을 하

는데학생들의관심분야에따라경영전략, 인사및조직관리, 재무, 마케

팅분야로나뉘어서업무를수행하게된다. 

일반기업으로도 취업할 수 있는데 진로지도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학생들의 적성이다. 모든 학생들을 대기업에 취업하도록 권장하

지않으며중소기업에서빛을발할수있는학생들에게는중소기업을추

천한다. 주로 대기업, 중소기업에취업을했을때에도어떤일을하고싶

어 하는지, 어떤 부서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를 검토하게 한 후에 진로

를결정하도록한다. 

“일상의다양한활동들이

경영과연결됩니다”

Q. 경영학전공을어떻게선택하게되었습니까?

A.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뉴스나 신문을 통해

접하는 경제활동을 분석해 계량화·체계

화하고이런이론들을바로적용해볼수있다는점에서경영학전공

이매력적이라고생각했습니다.

Q. 경영학전공커리큘럼중에가장재미있고보람을느끼는것은?

A. <조직이론과 설계>란 과목에서 가깝고 친숙한 기업에 대해 분석하다

보니 일상생활에서도 경영분석기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었고, 분석과 해결책에 대한 고민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있다는점에서경영학전공학생으로써비전을생각해보는계

기가되었습니다.

Q. 경영학전공진학을꿈꾸는후배들에게

A. 경영학 자체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화시

켜 놓은 학문이다 보니 여행, 아르바이트, 취미생활 등 다양한 활동

들이 전공과 취업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란 신분에서 벗어나

다양한경험을해보셨으면합니다.

교수님에게듣는경영학전공 재학생이이야기하는경영학전공

글로벌경영학과경영학전공

1991년 산업경영학과로출범한글로벌경영학과는 2012년 기술경영융합

대학 글로벌경영학과 경영학전공으로 학과 명칭을 변경했다. 주간과 야

간으로운영되고있으며약 400명의학생들이재학하고있다. 지난 9월

중앙일보가 발표한 2014년 학과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성을

인정받은경영학전공을소개한다.

기업가정신을갖춘

글로벌경영리더의요람

SectionⅠ 학과집중탐구 2

이채원교수 (경영학전공주임교수) 박미향 (경영학전공 4학년)

진정한 리더는‘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리더(逢山開道봉

산개도 遇水架橋우수가교, 삼국지연의)’라고 생각합니다. 보

유하고있는자원과능력을효율적으로관리하던관리형인

재육성에서“자원과능력이부족함에도불구하고가치를창

출하는 인재”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경영학전공에서는‘나

는누구인가? 그리고어떻게살것인가?’라는인문학적접

근에서부터교육이시작됩니다. 학생 개개인이자신에대한

성찰을바탕으로자신이잘하는것과좋아하는것을찾도록

하고, 이세상에어떻게기여를할수있는지를고민하게합

니다. 나의 본질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여, 경영학의 중요

한 요소인 재무관리, 회계학, 인사 및 조직, 생산관리, 마케

팅,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등을 학습합니

다. 학술적인 공부뿐만아니라현장에서필요한인재양성을

위해학생들이다양한분야에서경험을하도록인턴십프로

그램을지원하고있는것이경영학전공의특징입니다.

‘길없는길을
만드는사람’이
진정한리더, 
그런리더를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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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Ⅰ 서울과기대포커스

새로운상징물추진, 어떻게시작됐나?

우리대학은 대학상징물 제정을 위해 2013년 4월 교원 및 교직원 대상 1차 설문에 이어,

2013년 6월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12,807명이 참여한 2차 설문을 실시했다. 홍보실장,

기획처장을 비롯하여 각 단과대학별 대표, 동문대표, 학생대표, 그리고 외부위원 등 총

14명으로 상징물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6개월에 걸쳐

대표건물, 교목, 상징동물에대한타당성을검증했다.

2013년 7월 당시 상징물제정위원회는“기존 UI 및 상징물이 우리대학 전체의 이미지를

포괄할수없다”고판단했다. 위원회는기획처를통해디자인학과이은실교수에게대학

휘장연구를의뢰했고이후연구결과를바탕으로 11월 1일, 새로운대학휘장(University Seal)이 결정됐다. 완성된대학휘

장은다산관의형상뒤로강조선이존재하는형태로대학공식명칭과설립연도, 교훈등을포함하는엠블렘형로고이다. 최

상위 UI 요소로서일체의변형을허용하지않으며, 사용승인을받은경우에만엄격하게사용할수있다. 

상징 동물의 경우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바탕으로 선정됐다. 교직원들을 대상으로실시

한 설문조사에서 선호도는 봉황, 용, 해태의 순서로,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해태,

봉황, 용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해태와 봉황은 우리대학과의 연관성 부족과 타 대학

선점으로후보군에서탈락했다. 마지막으로‘용’이남았으나용의경우현재중앙대, 국

민대, 인하대에서청룡, 비룡, 쌍룡등을상징동물로사용중이었다.

그럼에도 상징 동물로서‘흑룡’이 선택된 과정에는 총학생회의 제안이 크게 작용했다.

우리대학이 산업대에서 일반대 체제로 전환한 2012년이 흑룡의 해였다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홍보실에서는“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이미지는 우리대학의 발전하는 모습에 투

영시킬 수 있다”며“앞으로도 우리대학의 도약을 기대하면서 흑룡을 선택했다”고 의미

를밝혔다.

상징교목으로 선정된 소나무는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인 선호도를 나타냈는데, 캠퍼스에

심어진 수목 중 소나무가 가장 많다는 점과 더불어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푸르고 꿋꿋

한절개의이미지가학교와잘어울린다는이유로많은지지를받았다.

전면적교체아닌기존UI와병행사용

그러나 우리대학의 새로운 상징물이 선정됐다고 해서 원래 존재하는 UI가 전면 교체되

는것은아니다. 현재공식적인학교의 UI는 다산관건물을연상시킬수있는요소에한

글자음 ㅅ, ㄱ, ㄷ를 표현한 로고와 로봇을 이용한 캐릭터다. 이중 로봇 캐릭터는 모든

단과대학을포함할 수 있는 상징이 아니라는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따라서 이번에

선정된흑룡이기존로봇캐릭터를대체할예정이다. 로봇캐릭터를제외한 UI는 우리대

학의상징으로계속사용된다. 

상징동물인 흑룡 캐릭터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를 실시했다. 지난 5월 1일

부터 31일까지공모를받아 1차로상징물제정위원회에서 5편이내의우수작을선정하고

2차로 학생과 교직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최종 다섯 작품이 후보로 올라왔으

나 우리대학 상징동물 캐릭터디자인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상징성, 대표성,

전문성 및 작품성을 지닌 최우수 작품이 없었던 관계로 최우수작은 선정되지 않았으며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에 대해서만시상을했다. 향후 필요할경우, 우수 또는 장려수

상작품에대해전문가의뢰를거쳐활용방안을모색하기로결정되었다.

다양한사용방법기대

선정된새상징물의이용가능성은무궁무진하다. 학교내각부서에서자율적으로사용

하며 상장이나 증명서, 학교 깃발이나 명패 등에 기입될 수 있다. 또 학과 점퍼나 단체

맞춤옷을제작할때상징물을삽입하는등다양한사용이기대된다. 다만외부업체에의

뢰하는 경우 학교 홍보실에 연락하여 사용 목적을 알린 후 일러스트 파일을 받아야 하

고최종디자인까지승인받아야한다. 이은실홍보실장은“향후 University Seal을 비롯

하여 교목 및 상징동물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대학을 대표하는 상징과 문화를 정립함으

로써국내최상위권대학으로의학문적전통과무게감을이어나갈것이다”라고밝혔다.

우리대학 홍보실에서는 지난 2월 27일 2014년도 제1차 상징물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징물을 결정했다. 대학을

상징하는 대표건물, 교화(교목), 상징동물로 각각 다산관, 소나무, 흑룡이 선정됐다. 이번호에서는 선정과정과 향후

활용계획에대해서알아보았다.

서울과기대의새로운상징을소개합니다
대표건물, 휘장(Seal), 교목, 상징동물제정완료

대학휘장

(University Seal)

우수상 (디자인학과박한결)

상징동물캐릭터디자인공모실시결과

우수상 (디자인학과강주연)

장려상 (디자인학과이지남)

장려상 (도자문화학과이석희, 김희수)

장려상 (디자인학과오수환)

다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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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Ⅰ 비정상의정상화

‘기본이바로선국가’구현을위한

교육부비정상의정상화과제추진현황

교육부공무원대학재취업

관행등개선

「대학재취업퇴직공무원의대학관련업무참여제한방안(‘14.6)」마련

- 퇴직후 5년간 평가·자문위원, 정책연구 참여 제한, 교육부 출신 공무원을 총장

으로임용한대학에재정지원사업공정성검증실시

선행교육근절
학교내선행교육과선행학습유발관행근절을위한법·제도적기반마련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14.3)」및「동법시행령

(‘14.9)」제정및 시행(‘14.9.12)

징계전력자교장임용

제청제한

교장임용제청배제기준강화로교육현장의도덕성강화

- 배제기준 : (종전) 승진제한기간→ (변경) 징계기록말소기간

공기업설립학교운영관련

불합리한관행개선

공기업설립학교의과도한임직원자녀선발비율합리적조정

- 광양제철고임직원자녀비율 : ‘14학년도(70%) →’15학년도(60%)

국가장학금수혜의

정당성확보방안마련

국가장학금수혜대상자선정을위한합리적소득분위산정체계마련

- 선정기준 : (현행) 건강보험료 산정자료 → (변경)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포함

한소득·재산정보를반영,가구소득산정

- 이의신청절차신설로학자금지원대상자선정의투명성강화

학교안전예방강화및

시설보강

재난위험시설해소대책추진으로안전한교육환경조성

- 재난위험시설조기해결을위한특별교부금교부(344억원, ‘14.5)

-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재난예방활동에도사용토록법개정추진

현장체험학습매뉴얼개선

안전하고교육활동에전념할수있는현장체험학습여건마련

- 「안전하고교육적인수학여행시행방안(‘14.6)」마련

- 비상상황시신속대응할수있도록체험학습매뉴얼보완

학교안전교육강화

발달단계에따른체계적인학교안전교육강화

- 유아부터고교단계까지발달단계에따른안전교육표준안마련(‘14.12)

- 문·이과통합형교육과정개정시안전교육강화

수능이후형식적

수업관행개선

수능일조정및취약시기교육활동우수프로그램발굴·확산

- 수능일조정 : ‘14년도(’13.11.7) →’15년도(‘14.11.13)

- 꿈·끼탐색주간프로그램개발·보급(‘14.9 ~ ’15.2) 

유치원등록금외필요경비

부담완화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기준마련으로학부모교육비부담경감

-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운영기준 : 1인 1일 1개(1시간내) 

비정상의정상화는과거로부터지속되어온국가·사회전반의비정상을혁신하여, 

“기본이바로선대한민국”을만들고자하는박근혜정부의국정어젠다입니다. 

우리사회곳곳에뿌리깊게자리잡고있는부정부패, 부조리, 불법, 편법등의“비정상”을바로잡아, 법과원칙이바로서고, 

투명하고효율적인국가와사회를만들어사회적자본이축적된“정상”을구현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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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모든것이빨라지고편해진세상에서잠시눈을돌려보세요. 때로는 느리고 불편함이주는여유를발견할

수있습니다. 그렇게만난잠시의여유는내가아닌다른누군가를떠올릴수있는시간이자, 내가누구인

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메말라서 바스락거리는 일상을 때로는 촉촉

한감성으로적셔주세요.

감성으로물들다



학교에 방문한 중·고등학교 학생 및 외빈들을 안내하는 캠퍼스 투

어는 물론, 입시철에 열리는 정시/수시박람회에서 학교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학교 홍보를 위한 사진과 영상물 제작을

위한 모델,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학교 홍보외에도

학교에서 열리는 입학식, 졸업식 등 각종 행사의 진행을 돕기도 합

니다.

학교의달라진위상을한발먼저느껴요
일반 대학으로 전환한 이후 올해는 새로운 건물도 생기고 다수의 국

책사업에 선정되는 등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하는 학교를 지켜보는

것이뿌듯합니다. 이러한변화를좀더열심히알려야우수한학생들

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홍보대

사를 하다 보니 입시박람회에 나가면 학교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있는데우리학교부스에는정말긴줄이생겼고상담을위해 2시

간이나기다리는분들이있을정도로인기있는대학이되었습니다.

홍보대사하기를정말잘했어!
해마다 입시박람회에서 우리 학교의 홍보부스가 학생들로 문전성시

를 이루고 캠퍼스 투어에 찾아와 설명을 듣는 중·고등학생들도 늘

어나고 있습니다. 입시박람회나 캠퍼스 투어에서 만났던 학생들이

실제 우리 학교에 입학해서 후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학

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장보람을느낍니다. 아무래도 행사가있을때면수업에못나가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못들은 수업내용을 따라가려면 더 노력해야 하

지만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어려움이죠. 지금 활동하는 13명이

자주 만나고 힘든 일을 함께 하다 보니 정말 가족 같은 존재가 된

것도감사할일입니다.

홍보대사를꿈꾸는후배들에게
홍보대사는 많은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학교를 대표하는 자리에 설

때도있고묵묵히뒤에서일을할때도있습니다. 홍보대사들의행동

하나가 학교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밝은 모습을 유

지해야합니다. 

또 어른들을 대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예의도 중요하고요. 외모보다는

인성과 전체적인 이미지가 단정한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부담 갖지 말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특별하고의미있는학교생활을할수있을겁니다. 

밝은미소와당당한자부심으로

학교를알립니다
홍보대사어우미

어우미는예쁘고키가커야된다?
홍보대사라고 하면 외모가 뛰어나고 키 큰 사람 위주로 뽑을 거라는 편

견을갖기쉽습니다. 물론외모를전혀안보지않지만어우미가되기위

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학교에 대한 열정과 사랑, 남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보여줄수있는자신감, 그리고 밝은 인상입니다. 어우미가 되기위해

서는 자기소개와 돌발질문에 대처하는 순발력을 보는 1차 면접과 5분간

의자기 PR 프레젠테이션으로이루어진 2차면접, 그리고자기를소개하

는 판넬을 제작하고 3일간 길거리 투표를 통해 대외 이미지를 알아보는

과정을거치게됩니다.

어우미는생각보다하는일이많아요
홍보대사는이름그대로대내외적으로학교를홍보하는일을주로합니다.

우리학교홍보대사어우미는대학본부홍보실에소속된단체로 2000년 1기를시작으로

현재 2013년에선발된 14기와 2014년에선발된 15기가함께활동하고있다. 

캠퍼스투어와정시·수시박람회, 학교홍보사진및영상촬영과행사진행을돕는

홍보대사어우미에대해서그동안궁금했던점을알아보자.

어우미출신졸업생선배가

저는경영학과를졸업하고취업해서현재마케팅부서에재

직중입니다. 군대전역후 2012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

까지 3년정도어우미로활동했습니다. 홍보대사활동을하

면서평생경험하기힘든다양한일들을경험해볼수있어서

매우값진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사람을만나고대했던시간들은대인관계를형성하

는데많은도움이되었고학교홈페이지나신문, 광고, 잡지

에얼굴이실리는일은잊지못할추억이되었습니다. 취업

할때면접에서도면접관들이홍보대사경험들을꼭한번씩

은물어보더군요. 항상서있는일이태반에수업까지빠지면

서행사를해야하고때로는수

많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시달

리고 교내 학우들과 마주치는

일이 적어서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항상 웃고 즐기며

값진경험들을즐기시기바랍니

다. 여러분은 우리 학교를 대표

하는자랑스러운얼굴이니까요.

곽용범 (경영학과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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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Ⅱ 더불어살아가기

생이 시안을 잡고 디자인학과 일러스트레이션 학회인‘The그리고’

소속학생들이주축이되어벽화작업에참여했다. 5일 동안이루어진

벽화작업은 ㈜바텍 홍보팀과 미팅을 통해 시안을 확정하고 스케치,

레이아웃, 채색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해서 8월

31일에최종완성되었다.

산학협력을통해만드는성공적인파트너십

㈜바텍 홍보팀의 유선욱 과장은“디자인 시안부터 시공까지 모두 학

생의 힘으로 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아서 학생들도 힘들고 저희도

굉장히힘들었지만짧은시간에완성도높은결과물을보여줘고맙고

앞으로도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인사를 전했다. 앞

으로도바텍은자사디자인물(CI, BI, 캘린더, 패키지)의디자인자문을

통해우리대학과관계를지속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

시안을 잡고 학생대표 역할을 수행했던 디자인학과 최후연 학생은

“이은실 교수님 수업에서 아이덴티티 디자인 사례로 바텍이라는 회

사를 처음 접했는데 미대생들이 한 번쯤 해보고 싶어하는 벽화작업

이란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싶다. 펜스가 회사 입구 앞에

있어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았

는데 새삼 벽화가 사람들에게 홍보 효과가 대단하다는 걸 깨달았다”

고소감을전했다. 디자인학과에서는교수들이인연있는회사와가르

치는 학생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젝

트의 기회를 만들고 있으며 회사와 학생들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

고있다. 

디자인학과학회‘The그리고’는?

디자인학과시각프로그램에는편집, 그래픽, 영상, 일러스트레이션, 광고총 5개의전공학회가있는데‘The그리고’는일러스트레이션

전공 학회이다. 프로그램 스터디, 디자인아트페어 참가, 교내 벽화작업, LINC 사업단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있다.

참여학생명단

서울과학기술대디자인학과

- 신동주(07), 최후연(10), 서원빈(10), 김다혜(10), 

강수진(12), 박채현(12), 송선정(12), 김진혁(13), 

이다효(13), 황수연(13), 한나라(13) 석우진(13)

서울과학기술대조형예술학과

- 한지희(12), 이단후(13), 이소연(13), 

장윤숙(13), 지다빈(14)

작업중이라

복장이

후리해요~

작업하느라

꾸미지를않아서

부끄러워요~

채색전에
스케치를붙이고
위치를잡아야지~

잘못그리면
큰일나니까
집중집중

재능은알아봐주는사람과펼칠수있는기회가있을때더욱빛이난다. 

더군다나재능을통해보다많은사람들에게행복을나누어줄수있다면그이상좋은일은없을것이다. 

여름방학기간중에가족회사㈜바텍의신축사옥펜스벽화작업에참여한

조형대학디자인학과학생들의이야기를들어보았다. 

‘재능’과‘나눔’이행복하게만났을때
가족회사㈜바텍펜스벽화작업

디자인학과학생들이주축이되어참여한벽화작업

㈜바텍은 글로벌 덴탈 이미징 전문기업으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세계

시장점유율 5위(약 10% M/S)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기기

회사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 전세계 12개

법인과 100여 개의 글로벌 판매망을 갖추고 있으며 매출액의 70% 이상

을 수출하면서 국내 덴탈 이미징 진단기기의 세계화를 실현하고 있다.

2009년 기업체에서 근무하던 조형대학 디자인학과 이은실 교수가 CI개

발에참여한이후지금까지지속적으로자문을받고있으며우리학교와

는이은실교수부임을계기로가족회사의인연을맺게되었다. 

㈜바텍은사옥을신축하면서펜스에기업광고를하면어떨까고민하다가

이은실 교수에게 조언을 구했고 이은실 교수가 학생들이 참여하는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과 ㈜바텍 직원들이 함께

펜스에벽화를그리는작업을진행하게된것이다.

이은실 교수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수업을 들었던 디자인학과 최후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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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Ⅱ 볼수록매력있는서울과기대

아는사람만아는산책로

어의관 앞부터 테크노파크 뒤편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는 노원

구주민들이애용하지만아직학생들에게는익숙하지않다. 계

절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 산책로에는 사계절 동안

잎이지지않는상록수가있어겨울에도산책하기좋다.

강의실옆미술관에서그림감상을

작년 5월에 개관한 미술관은 다빈치관 216호에 위치해

있다. 우리대학 교수님들의 작품이 전시되기도 하고 다

른학교와교류전을열기도한다. 교양과목수업이많이

이뤄지는다빈치관 2층에위치해있어수업전, 후 또는

쉬는시간에관람하기도좋다.

멀리가지않아도되는
1학생회관화방

제1학생회관 2층 동쪽 복도 끝에 위치한

화방은 각종 미술재료와 문구를 판매한

다. 제2학생회관 서점까지 가지 않아도

학용품을구매할수있는곳이다. 개방시

간은오전 9시부터오후 9시까지.

여학생들의편안한보금자리

여학생 전용 쉼터 여우자리는 제1학생회

관 2층에 위치해 있다. 여우자리에는 침

대와 컴퓨터, 그리고 소파 등이 있어 여

학생들의 편안한 휴식을 보장한다. 여우

자리는 학생복지위원회가 청결하게 관리

하고 있으며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직스튜디오에서

멋진동영상을만들어볼까?

다빈치관 627호에 위치한 매직 스튜디오는 학생들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스튜디오실은

디자인학과학생이아니라도다빈치관 6층에위치한시각디자인

학과사무실에방문해이용신청을할수있다. 방송용카메라 3

대와 편집 도구도 구비돼 있어 사용법만 알면 필요할 때 매직

스튜디오실을쓸수있다. 이용시간은오전 9시부터오후 6시까

지다. 

샤워로항상

깔끔하고단정한모습을유지해요

현재 학내에는 100주년기념관에 위치한 공연준비용 샤워실을

제외해도 남자 샤워실 12개, 여자 샤워실이 8개나 있다. 다른

대학보다도많은샤워실을보유하고있는데샤워실은주말에개

방하지 않지만학기 중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한

다. 방학중에는오전 9시부터오후 6시까지이용할수있다.

영어가쉬워지는

English Clinic

우리대학은 외국인 및 한국인 교수님과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

해영어실력을증진할수있도록무료로 English Clinic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본교 재학생 뿐만아니라 교직원도 이용

가능하다. 개별 면담을 통해 영어회화, 작문, 영문서류 작성법,

모의영어면접등폭넓은영역에걸쳐상담을받을수있다. 

어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지도받고 싶은 내용을 본인이 준비해와야 한다. 1주

일에한번만상담할수있고상담일 3일전까지예약취소가가

능하다. 상담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시 6개월 동안 이용이 불가

능하다. 영문법, TOEIC, TOEFL, TEPS 등영어시험준비요령은

상담할 수 없으며 이는 English Tutoring을 이용하면 된다. 또

한, 영어(회화) 수업과 관련한 상담은 다른 학생의 성적에 영향

을미칠수있으므로수업과관련한내용은받지않는다.

고민이있다면주저하지말고

학생생활상담

우리대학에는 학생생활상담실이 있어 학생들이 진로, 대인관계

갈등이나 학업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학생생활상담실에는 두 명의 전문상담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한

주에 약 40~50명 정도의 학생들이상담실을 이용한다. 학생생

활상담실을 이용하려면 전화나 방문신청을 통해 상담시간을 예

약하면 된다. 예약한 상담시간에 방문하면 학생들의 고민에 대

해상담심리사와접수면접후본격적인상담을받을수있다. 

상담의 종류에는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이 있는데 그 중 개인상

담은 상담원과 일대일로 고민거리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개인상담의 경우 주 1회 50분씩 진행되며 약 10회 전후로 상담

을받는다. 비슷한 고민을가진사람들과대화를나누고피드백

을받기를원한다면집단상담을받는것도좋다. 집단상담은비

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며 공감할 수 있고, 서

로를이해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학생생활상담실은제2학생

회관 3층에있으며전화번호는 02-970-9006/8이다.

* 본내용은서울과기대신문의기사들을편집해작성되었습니다. 

상담과지도를
받을수있는

무료프로그램

43

우리대학은넓은캠퍼스와 34개의건물을자랑한다. 하지만 4년간학교

를다녀도자신의수업과관련이있는건물이아니면잘모르는학생들

이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학내에있는건물또는시설이어떻게이용

되는지 알기 어렵다. 이번호에서는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학교의

편의시설들을소개한다.

캠퍼스를 100% 활용하는

꿀같은TIP
새로운편의시설과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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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Ⅱ 산학협력, 현장을가다

전문 인력이다. 철도특성화대학원생은석·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첨단·

융합(Advanced & Integrated)능력, 국제경쟁력(Global Competitiveness),

그리고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실천능력의 3박자를 갖춘 인재로 성

장할수있을것이다.

철도교육및기술정보의허브를꿈꾸다

철도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철도교육및기술정보의허브역할을수행할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공동연구과제의적극적인발굴및추진, 철도 유관기관과의인적

및 물적 교류 활성화,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운영기관 외 민간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본 대학원과 산학협력체결이 되어 있는

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한국철도건설협회, 한국철도협회, 이건산전등이며현대로템, 우진산전등

의철도관련기업들과산학협력체결도추진중에있다. 

철도특성화대학원 학생들은 철도 각 분야에 진출해 있는 철도전문대학원

졸업생과재학생간의실무분야별 1:1 멘토링을통해취업역량을강화할수

있고한국철도공사(KORAIL) 및 도시철도공사등철도운영기관현장실습

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철도차량, 전기신호 등 역량있는

철도관련회사와산학협력협약을체결하고정기적으로현장실습을실시해

실무에서요구하는통합적능력을갖춘인력으로성장하게된다. 재학기간

중 산업체와 공동연구과제에참여하고, 졸업 후 해당 철도산업체채용 기

회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다. 철도관련 공사 및 공단, 민간 철도회사와

코레일 자회사 등 철도 유관기관으로의 취업의 문이 열려있으며 철도 관

련정책전문가또는해외철도전문가등으로진출할것으로기대된다.

고급전문인력양성을목표로커리큘럼운용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국

가가되었지만이를뒷받침할철도기술수준은선진국대비약 70%로철

도관련전문가가매우부족한실정에있다. 현재 국내철도관련교육기관

은단순기능인력양성위주로운영되고있어석·박사등고급전문인력

이부족하고해외시장진출에도한계가있다. 철도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은단순기능인력양성이아닌철도기술에대한과학적창의성, 철도사업

에대한객관적통찰력, 그리고철도정책에대한미래지향적비전을지닌

석·박사위주의고급전문인력양성을목표로하고있다.

기존의 철도전문대학원은 철도경영정책학과, 철도건설공학과, 철도차량시

스템공학과, 철도전기신호학과로총 4개과로구성되어있고학과별로별도

의 커리큘럼이 존재한다. 새롭게 운영되는 철도특성화대학원의 커리큘럼

은다년간진행해온 4개 학과의기본이론과목을공통과목으로설정하고

이에추가하여철도특성화교육과정을통합적으로운용하고있다. 

효율적교육을위해 1년차에는기초융합과정과특성화기초과정교육을통

해 철도분야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특성화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이론을

교육하고, 2년차에는 각 전공분야별 특성화 기반 전공심화과정과 이러한

교육내용을 토대로 프로젝트기반 연구 및 논문연구과정으로 구성했다.

특히박사과정의경우첨단·융합과정을통해해당분야의최첨단지식과

융합기술을교육하는교과과정을마련했다.

철도특성화대학원에서 지향하는 인재상은 다양한 철도관련 학문을 익혀

철도산업을 넓은 안목에서 바라볼 수 있는 대학원 수준의 체계적인 고급

2015학년도전기대학원신입생전형일정

모집단위및인원

구분 일정 장소 비고

원서접수
2014. 11. 10.(월) 09:00

∼ 11. 21.(금) 17:00

● 24시간 인터넷접수만 가능
● 마감시간 후 인터넷 단절

● 본교홈페이지 (http://www.seoultech.ac.kr)
● (주)유웨이어플라이홈페이지 (http://www.uwayapply.com)

입학원서

접수확인

2014. 11. 10.(월) 09:00

∼ 11. 21.(금) 17:00
● 인터넷으로 확인

● 본교홈페이지 (http://www.seoultech.ac.kr)
● (주)유웨이어플라이홈페이지 (http://www.uwayapply.com)

서류제출
2014. 11. 11.(월) 09:30

∼ 11. 26.(수) 17:00

● 특급우편, 택배 또는 방문 제출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입학홍보본부

제출서류

도착확인

2014. 11. 11.(화) 09:00

∼ 11. 27.(목) 17:00

● 서류도착 다음날 홈페이지 안내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본교홈페이지 (http://www.seoultech.ac.kr)
● (주)유웨이어플라이홈페이지 (http://www.uwayapply.com)

면접및

구술고사

2014. 12. 11.(목) ~ 

12. 13.(토)

●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 장소, 시간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고

● 학과(전공)별지정고사장

합격자발표 2015. 1. 5.(월) ● 개별 통지하지 않음● 본교홈페이지 (http://www.seoultech.ac.kr)

석사과정 [주간일반전형]
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
철도전기·신호공학과
철도건설공학과
철도경영정책학과

박사과정 [주간일반전형]
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
철도전기·신호공학과
철도건설공학과
철도경영정책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주간일반전형]
철도전기·신호공학과

철도건설공학과

철도경영정책학과

철도전문대학원

(66명)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이며 안전하고 고속으로 주행이 가능한 철도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확대중에있다. 국토교통부는철도를국가의신성장산업으로육성하고해외철도시장을선점

하기 위해 철도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철도특성화대학원을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7월우리대학철도전문대학원이높은경쟁률을뚫고철도특성화대학원으로지정되었다.

철도산업을

이끌어갈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철도특성화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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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Ⅱ 책속에세상이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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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미시집

<사랑은어느날수리된다>

시와삶을아우르는진솔함

서정적 감수성과 기발하고 활달한 상상력이 어우러진

독특한 어법을 구사하며 개성적인 시 세계를 펼쳐온

안현미시인의세번째시집 <사랑은어느날수리된다>가 출간되었다. “새

로운 감수성과 삶의 힘을 감싸안는 웅숭깊은 서정”과“진솔함의 미덕과

상상력의 힘을 합체하는 타고난 언어감각”으로 2010년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한 <이별의 재구성> 이후 5년 만에 펴내는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어

둠속의불우한현실을감싸안으며시와삶을아우르는진지한성찰의세

계를 보여준다. 감각적인 언어유희가 도드라지는 가운데 삶과 사람에 대

한애절한사랑을거름으로하여삶의밀도있는체험이눅진하게녹아든

시편들이먹먹한감동을불러일으키며우리의감성을따뜻하게위로한다. 

진솔한 삶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안현미의 시는“미래의 누군가에겐 위

로가될지도모르는”(「이별수리센터」) 연서(戀書)이다. 그자신이가난하고

외롭고꿈조차사치였던‘고장난’시절에시로위로받았기에더욱그러하

다. 이 험준한 세상에 시인은“사랑의 부재 또한 사랑”(「그도 그렇겠다」)

이고“인생이란원래뭘좀몰라야살맛나는법”(「카이로」)임을 깨달으며,

삶의“강옆에서물이다지나가기를기다리는사람처럼/삐아졸라를들으

며 나는 내가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는”(「아버지는 이발사였고, 어머니는

재봉사이자미용사였다」) 애틋한마음으로“사소했지만힘겨웠던”(「전갈」)

상처투성이의시절을달래고위무한다. 

회오리가발발하고태풍이강타하고쓰나미가쓸어가고원전이폭발하고

/지구 곳곳이 아픈 밤//명명백백하게‘비정규 세대’라고 명명당한 우리

세대/우리는우리의입장을세울틈도없이/주저없이초단위로할인되고

/우리는 우리 세대에 장기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주인공인데/누가 누구의

시간을 할인하고 쎄일하는가/누가 누구의 삶을 분리하고 분배하는가//피

도눈물도없이/총도핵도없이(「정치적인시」부분) 

이전시집에서여실히보여준바와같이안현미시인은말을부리는솜씨

가 남다르다. 이번 시집에서도 시인은 언어를 다루는 능숙함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공기해장국을 먹고 공기처럼 사라진 그녀”(「공기해장국」), “불

혹, 블랙홀”(「불혹, 블랙홀」), “실천적으로, 실전적으로 정치하게”(「정치적

인 시」), “지겹지도 흥겹지도 않은 나라”(「꿈의 환전소」), “택배처럼 배달

됨/태백처럼외로움”(「엄마 2호」), “설운/드디어서른”(「이와같이」), “오해

는이해의다른비늘”(「눈물의입구」), “태백이아니라/흑백인나라”(「흑국

보고기」) 같은 발랄한 말놀이와「상수리나무」「에셔에게서 훔쳐온 ∞」등

에서보듯정밀하게계산된반복어법의묘미가시를읽는재미에무게감

을더한다. 

이진경

<삶을위한철학수업>

일상의자유를촉발하는대범한사유의모험

삶을구원하기위한최초의발명품은어쩌면철학이었

을지도 모른다.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서의 필로-소

피아(philo-sophia)는‘삶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필로-비오스(philo-

bios)의다른이름일수있다. 철학이무엇인가? 그것은결국지혜를구하

고삶을구원하기위한것이아니었던가? 

거리의 철학자 이진경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을 근원에서부터 다시 성찰

하게 할‘삶을 위한’철학책을 출간했다. 문학동네‘우리 시대의 명강의’

시리즈다섯번째책이다.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네이버문학동네카페

(cafe.naver.com/mhdn)에서 독자들과 교감하며 교류한 일상의 철학 이

야기를오롯이묶은책이다. 

책은‘삶과자유’, ‘만남과 자유’, ‘능력과 자유’, ‘자유와 욕망’이라는네

가지영역에서우리가정말자유로운지반문한다. 삶의고통과기쁨, 타인

과 맺는관계, 우리가 견고한토대라믿는자아의편향과반성없는아상

(我相), 내것이면서도때로는내것이아닌욕망등자유는우리가삶에서

마주하는 매 국면마다 거기 항상 있으면서도 또 없다. 수많은 요구와 억

압, 그리고 자아의 한계가 우리의 꿈과 욕망, 사람 사이의 관계마저 제한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좋은 대학에(또는 직장에) 가고 싶어”“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라고 생각하지만 어디 정녕 그것이 나 자신의 온전한

바람으로형성된욕망이던가? 누구나‘내가’이것을원한다고생각하지만

사실은그렇지않다. 심지어나의자아조차자유롭지만은않다. 개인의경

험과 감각, 지성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 시야 밖의 것은 보지도, 생각하지

도못하게하기때문이다. 

저자는‘삶과 자유’, ‘만남과 자유’, ‘능력과 자유’, ‘자유와 욕망’등 네

가지영역에서정말우리가자유로운지되묻는다. 그리고내가바라는것

은 무엇인지, ‘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형성한 외부의 요인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근원적 질문을 사유함으로써 자유로운 삶을 되찾을

수있도록안내하고, 이를통해야만우리가진정자유로운나의삶을되찾

을수있을것이라고강조한다. 

서울과기대추천도서

모든것이숫자와효율로점철되는시대에삶을돌아보고성찰해볼수있는기회는점점사라지고있다. 

생각하는대로사는것이아니라사는대로생각해야하는삶속에서사람은뭔가를채우지못하고끊임없이마모되어간다. 

잃어버린감성과생각하는힘을회복하기위해여전히우리에게는시와철학이필요하다. 

우리에게여전히시와철학이필요한이유

●저자소개

저자 이진경의 본명은 박태호. 『철학과 굴뚝청소부』『히치하이커의 철학

여행』『노마디즘』『불온한 것들의 존재론』등의 철학책을 썼다. 연구자들

의 공동체인‘수유너머N’(www.nomadist.org)에서 활동하고 있고, 서울

과기대기초교육학부에서강의하고있다. 

●저자소개

안현미시인은 1972년 강원도태백에서태어나서울과기대문예창작학과

를 졸업했다. 2001년 문학동네신인상에「곰곰」외 4편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시작했으며, ‘불편’동인으로활동중이다. 시집으로『곰곰』『이별

의재구성』이있다. 제28회신동엽문학상을수상했다.

시는점점퇴화되어가는

우리의언어를

풍성하게만들고

철학은삶을살아가는

원칙이자자신을

지켜낼수있는기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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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조형예술학과 홍승혜 교수의 개인전이 지난 7

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국제갤러리에서열렸다. ‘회상

(回想)’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전시는 6번째 개인전

으로 1997년부터 시작한 <유기적 기하학> 프로젝트를 반

추해보는기회가되었다.

“<유기적기하학>은컴퓨터픽셀을벽돌삼아생성되는형

태들과 이 형태들이 구축하는 실재 공간에 대한 관심의

표출입니다. 이번전시는과거작업들의대표적이미지와

작업에 사용되었던 방법론을 총망라하고 이들을 뒤섞어

새롭게 변주한 신작으로 이루어진 회고전입니다. ‘회상’

이란 행위조차 유기적 진화의 한 과정임을 보여주고 싶

었습니다.”

컴퓨터포토샵을이용해작업하는홍승혜교수는프로그램의기본단위인픽셀의결합과축적

을통해이미지를구현한다. 작가는사각의그리드(grid) 안에서끊임없이순열, 조합, 반복, 분

해하며 새로운 이미지로 증식시키고, 유기적이면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부여한다. 이렇게 구현

한 이미지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탄생해 현실의 실재 공간으로 나와 다양한 일상적 영역으로

확장되는등조형적변화를거듭해왔다.

KBS교향악단초청음악회 <베토벤의가을편지> 

우리대학인문사회대학주관으로KBS교향악단을초청한 2013 가을음악회가 <베토벤의가을

편지>라는 이름으로 2013년 10월 31일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KBS 정은승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본 공연은 한국 최고의 오케스트라 KBS 교향악단과 한소라(바이올린), 윤현

임·김소연(2플루트)씨를 비롯한서울과학기술대학교합창단의조화로운협연으로이뤄졌다.

첫 곡으로는 모차르트의 오페라〈The Marriage of Figaro> 서곡으로 막이 올랐고, 뒤이어

비장하고애절한비탈리의‘Chaconne for violin‘등다양한클래식음악이연주됐다.

다양한음악을체험하는월요음악공감

다양한음악적환경을제공해교직원및학생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구성원개개인들의

음악적 공감대 형성으로 직장 내 새로운 유대관계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월요음악공감

행사가정기적으로개최되면서호응을얻고있다. 2013년 1회룩셈부르크소년합창단을시작

으로 2014년 3월에는 발레노바 초청 <아름다운 몸짓으로 로그인하라>, 5월에는 서울과학기

술대학교합창단‘U.P.T’와함께 <세월호참사희생자를위한추모음악회>가, 9월에는 <필로

스와함께하는클래식기타의세계공연>이열렸다.

KBS 전국노래자랑노원구편, 서울과기대에서열려

국내 최고의 노래경연대회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KBS 전국노래자랑> 노원구편이

지난 9월 27일오후 1시에우리대학운동장에서개최되었다. 7년만에노원구를다시찾은전

국노래자랑을보기위해약 5천여명에달하는많은주민들이우리대학을찾아함께웃고춤

추며 마음껏 흥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15명의 열띤 노래경연이 펼쳐진 본선 녹화장에는

초대가수남진, 김혜연등인기가수들의무대가사이사이에함께해흥을더욱돋구었다. 

본선녹화방송에앞서 25일에는우리대학체육관에서예선심사가열렸다. 약 400여명이참

가한 예선심사는 1차 무반주 예심, 2차 반주 예심을 통해 최종 15명의 본선진출자를 선발한

바있다. 이번녹화분은 10월 19일방영되었다.

● 작가약력

1959년서울출생. 1982년서울대학교미술대

학 회화과를 졸업한 후 프랑스로 유학, 1986

년 파리 국립미술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부

터 현재까지 20여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다수

의 국내외 기획 단체전에 참여했다. 1997년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유기적 기하학’

을 시작으로 컴퓨터 픽셀의 구축을 기반으로

한 실재 공간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

다. 1997년 토탈미술상, 2007년이중섭미술

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학년 <기초

조형>과 4학년 <스튜디오>, 대학원 <스튜디오>

과목을담당하고있다.

<유기적기하학>

조형대학

홍승혜교수개인전

‘회상(回想)’

‘유기적기하학’의세계를돌아보다

<On&Off>

음악은 상처를 치유하고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는매개체가되기도하고때로는백마

디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한 해 동안 서울과기

대캠퍼스에서있었던콘서트와공연소식

을모아서소개한다.

음악으로물드는

낭만의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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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꺼지지않던산업대시절

2011년에 정년 퇴임한 한상철 교수는 현재 한

국 강구조학회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전공 관련 연구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토목학과를 졸업하고

동아건설, 대우중공업 등 기업 현장에서도 근

무했던 그는 1980년 4월 서울과기대의 전신

인 서울산업대학교 시절에 34세의 나이로 부

임했고, 32년을 재직하면서 구조공학과 구조

역학, 교량역학, 강구조공학등을가르쳤다. 

“주로 구조물을 전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들을 가르쳤

어요. 원서들을제대로읽고세계화시대에적

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영어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고 수업도 영어로 진행한 적도 있

지요.”

그때는 산업대라는 학교의 특성 때문에 직장

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나이

가차서가정을꾸린학생들도많았다고한다.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저녁에 학교로 공부하

러 오는 학생들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도 대학

은 불이 꺼지지 않았고 출석 위주로 충실하게

수업을 진행했기에 전국 최고의 산업대학교로

인정받을수있었다.

“그 당시 학생들은인생을 3배로 사는 사람들

이었어요. 직장과 가정에도 충실하면서 학업

에도 힘쓰는 열정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

시에강릉국도관리사무소에서근무하던학생

이 있었는데 도로가 좋지 않던 시절이라 학교

에 왔다 가려면 왕복 8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런데 2년 동안 하루도안빼고수업을들었어

요. 그렇게 멀리서 와준 성실한 학생에게 보

답하기 위해서 저도 휴강없이 수업을 진행했

었죠.”

지금은일반대로전환되었지만산업대시절의

학풍은지금도이어지고있어서우리대학에는

다른 대학에 비해 면학도들이 많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은 그때와 지

금이 다르지 않다. 한상철 교수는 학생들의

열정과 성실함이 있었기에 32년의 교직생활

에서보람을느낄수있었다고이야기했다.

노래와여행을통해얻은새로운기쁨

관심을 가지고 하고 싶어했던 것들이 많았지

만 현직에 있을 때는 연구와 교수 활동 때문

에시간과여유를가지기쉽지않았다. 그러나

한상철 교수는 잊지 않고 마음 속에 간직하던

꿈을퇴임후에하나씩이루어나가고있다. 고

등학교 동창생들과 함께 합창단 활동을 하면

서무대에서고있는것이다.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학교

에 있을 때는 시간이 없었어요. 퇴임 이후에

고등학교 동기들이 8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음악전공자들은 아니

지만 함께 모여서 화음도 넣고 발성도 연습하

면서 실력을 기르고 있어요. 합창대회에도 나

가고 세계평화콘서트 무대에도 서면서 예전에

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기쁨과 성취감을

얻고있습니다.”

합창단은 <그리운 금강산>, <청산에 살어리랏

다> 등가곡위주의레파토리를가지고있으며

서울시립합창단장이었던 지휘자를 빼면 모두

비전공자로 나이가 있는 시니어 합창단이다.

퇴임 이후 바로 시작했으니 한상철 교수도 어

느덧 3년 반 동안 함께 하고 있다. 합창과 더

불어서 은퇴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즐거움은여행이다.

“아내와 함께 1년에 3달 정도는 세계 여행을

다니고있습니다. 중남미와아시아를다녀왔는

데일종의세계문화탐방이라고할수있죠. 책

에서만 보던 현지의 풍경과 문화들을 직접 보

고체험하고있어요. 여력이닿는한앞으로도

계속떠나서견문들을넓힐생각입니다.”

비록 퇴임했지만 신문이나 방송에서 학교의

발전상과 소식들을 전해 들으면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한상철 교수는 취재를

위해 만난 이날도 합창단 연습을 하러 나온

길이라고했다. 얼마안있으면새로운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는 얘

기를 남기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오래

된격언을다시한번떠올렸다. 

세계여행과취미생활. 은퇴이후에꿈꾸는가장이상적인삶일것이다.

그러나은퇴이후에꿈을현실로이루어내는사람들은많지않다.

‘지금’을충실하게살아낸사람들만이‘나중’에는여유와행복을누릴수있지않을까?

교육자로서의긴여행을끝내고인생의제2막이라는새로운여행을즐기고있는

한상철퇴직교수를만나보았다.

한상철퇴직교수(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

무대위에서

즐거운인생 2막을

노래합니다

그당시학생들은

인생을3배로사는사람들이었어요. 

직장과가정에도충실하면서

학업에도힘쓰는

열정들이정말대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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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유치관리역량인증대학선정

2014년 1월 23일 교육부와 법무부는「2013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IEQAS)」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대학을 포함해 총 49개교가 인증대학으로 선

정되었다. 이번 인증대학 선정으로 인해 서울과기대로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출입국

심사가완화되고정부초청장학사업(GKS) 등 대학지원사업에참여할때인센티브및선발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인증결과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도 2월말까지 유효하며

대학알리미, 한국유학정보시스템및교육부공식홈페이지를통해공개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기관으로지정

우리대학이 2014년 2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신규 시행기관으로지정됐다. 우리대학은 제35회 한국어능력시험(2014

년 7월 시행)부터 참여할 예정이며, 매회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번 한국어능력시험시행기관지정으로우리대학은한국어과정및대학홍보를통한외국인학생

유치와외국인학생시험편의도모를통한학교만족도제고의효과를얻을수있게됐다. 

산학협력단, 동북4구산학협력단장포럼행사개최

2014년 4월 8일 우리대학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동북4구(노원, 성북, 강북, 도봉) 산학협

력단장 초청 포럼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고려대, 광운대 등 서울시 북부권역 11개 대학 산학

협력단장을 비롯하여 (재)서울테크노파크, 서울시, 서울통상산업진흥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안건으로는 노원구에 소재한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활용한

연구인프라구축, 서울테크노파크의산학협력허브역할에대한발표및논의가나왔다. 포럼에

이어교내및서울테크노파크시찰을마치고남궁근총장주재로저녁만찬을가졌다.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청BI(Business Incubator)건립지원사업최종선정

우리대학 창업보육센터는 2014년 4월 23일, 중소기업청의「2014년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 사

업」에최종선정됐다고밝혔다. 이에 따라현재정문좌측에위치한기존의제1창업보육센터건

물을리모델링하여창업보육센터단독건물로활용할수있게됐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건립자금을 지원받아 제1창업보육센터 3, 4층 내부 리

모델링 후 13개 기업을 추가로 입주시킬 예정이다. 건립사업은 5월 중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올

해 9월에완료된다. 이로써입주기업은최대 33개(제1창업보육센터 26개, 제2창업보육센터 7개)

로늘어날전망이다.

남궁근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부회장취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대교협) 제20대회장단취임식이 2014년 4월 8일서울가산동대교협

대회의실에서열렸다. 제20대 회장단에는김준영회장(성균관대총장), 남궁 근부회장(서울과기

대 총장), 부구욱 부회장(영산대 총장), 지병문 부회장(전남대 총장)이 각각 취임했다. 회장단 임

기는 2016년 4월 7일까지 2년이다. 한편, 우리대학남궁근총장은지난 1월지역중심국·공립

대학총장협의회제15대회장으로도취임한바있다.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MDS동아리교통안전공단이사장상수상

우리대학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MDS팀(지도교수 박영일)이 2014년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열린「2014 국제 대학생 창작 그린카 경진대회」에서‘하이브리드부문 최우수상’과‘하

이브리드자동차 창작기술부문 1위’를 수상했다.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자

동차안전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올해 5회째로 국내외 34개 대학 56개팀(외국 4개팀 포

함)이참가하여총 13개부문의상장과상금(총 2,290만원)을놓고경쟁을벌였다. MDS팀은하

이브리드부문에서최고상을수상했다. 

서울과기대, QS아시아대학평가특성화대학국내 2위로첫진입
특성화대학분야, 포항공대에이어2위, 아시아42위

2014년 5월 12일 QS 아시아대학평가결과

가 발표됐다. 우리대학은 올해 처음으로 평

가를받은가운데특성화대학분야에서국

내 2위, 아시아 42위에올라선전했다. 전체

대학 순위에서는 201~250위 범위 안에 포

함됐다. 특성화대학순위는인문과학, 사회

과학, 자연과학, 공학, 생명과학 5가지 학문

분야 중 3개 이하를 운영하는 대학을 평가

군으로한다. 

이번 평가는 2월부터 5월까지의 평가기간

을 거쳐 아시아 300여 개의 대학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는 ▲연구영

역(교원당논문수, 논문당인용수, 전세계

학자대상설문조사등) ▲교육여건(교원당

학생수) ▲졸업생평판도▲국제화영역(외

국인 교원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외국으

로나간교환학생비율, 국내대학으로들어

온 교환학생 비율) 네 가지 영역의 합산된

점수로 진행됐다. 우리대학은 위의 네 영역

중에서 연구영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QS는

연구영역 평가에 전 세계 학자들을 대상으

로 연구자 동료평가 설문조사를 하는데, 우

리대학은 이 부문에서 국내 25위를 차지했

다. 교원 당 논문 수는 국내 6위를 차지하

며, 연구영역에서높은순위를받는데작용

했다.

〈제1창업보육센터〉

〈제2창업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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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고교생문예백일장시상식열려

2014년 5월 15일 어학원컨퍼런스홀에서는 2014년 전국고교생문예백일장시상식이열렸다. 이

날수상에는운문부문과산문부문에서각각장원 1명을포함, 총 18명의학생에게수상의영예

가돌아갔으며안양예고에서운문부문과산문부문모두수상자를배출했다. 장원을수상한학

생은우리대학에입학시 1년 장학금의혜택도주어진다. 올해로 5회를 맞는백일장행사는인문

사회대학이주최하고문예창작학과주관으로 4월 19일에개최된바있다.

창업교육센터, 제2회창업경진대회개최

2014년 6월 3일 교내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제2회 창업경진대회의 2차 본선 심사가 열

렸다. 장은공익재단(이사장 함태용)이 주관하고 창업교육센터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총 3,000만

원의상금을두고서류심사와 1차예비심사를거쳐최종선정된 10개팀이 2차본선에서열띤프

레젠테이션 경연을 펼쳤다. 대상에는 블로레오팀의 이승민(신소재공학과 09), 김혁수(신소재공학

과 10) 학생이「지체장애인 및 환자들을 위한 석션기능을 갖는 칫솔」로 수상하여 상금 1,000만

원을차지했다.

여름방학동안타대생기숙사입주프로그램진행

우리대학 생활관에서는 2014학년도 여름방학을 맞아 타 대학과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지방소재

국립·사립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입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4년 6월 12일까지 입주신

청을 받은 결과 전국 56개 대학에서 약 240여 명의 학생들이 입주신청을 지원했고, 이 중에서

145명의학생들을선발하여입주를완료했다. 입주한학생들은방학동안서울로거처를옮겨학

원수강, 실습및교육프로그램에참여했다. 우리대학은생활관에입주한모든학생들에게교내

어학원에서주관하는여름방학어학강좌수강과도서관이용등의혜택을제공했다.

2014 STISS 국제계절학기행사걔최

우리대학국제교류본부에서는 2014년 8월 4일제2차 STISS(SeoulTech Interna tional Season

Semesters)를 개최했다. 9개국·14개 대학·46명의 외국인 학생이 참가한 금년도 2차 국제계

절학기 행사는 8월 15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다. 우리대학 국제계절학교는 방학기간 중에 해외

교류대학 학생들을 초청하여 한국어 강좌 및 한국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7년째이어지고있다. 2014 STISS 프로그램은여름방학기간중에 2회에걸쳐개최되며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일본, 미국, 대만, 중국, 영국, 콜롬비아 등 12개국·18개교·73명의 외국

인학생들이프로그램에참가했다. 

종합스타디움준공식및기념행사개최

2014년 9월 12일우리대학의신축종합스타디움에서는준공식및축하체육대회가열렸다. 이날

행사는 남궁 근 총장을 비롯하여 학과장을 포함한 보직교수, 전 교직원,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동아리연합회학생들이참석한가운데진행됐다. 외부인사로는종합스타디움준공에기

여한강창국전시설과장을비롯하여기성회, 총동문회, 발전후원회관계인사등이참석했다.

글로벌경영학과, 제2회대학생사회적경제논문경진대회최우수상수상

우리대학글로벌경영학과는 2014년 9월 18일 KDB대우증권연수원에서열린제2회대학생사회

적경제논문경진대회에참가한위웅진(글로벌경영학과), 박샤론(영어과, 경영학전공복수전공) 학

생(지도교수강신애)이「협동조합질적연구분야최우수상」을수상했다고밝혔다. 본 대회는 고용

노동부와사회적기업학회가후원하고, KDB대우증권과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주최하여올해로

두번째를맞이한논문경진대회로지난 6월 15일부터 약 3개월에 걸쳐열띤경쟁을벌인바있

다. 우리대학 학생들은「소상공인협동조합과 대학생의 협업을 통한 마케팅 성과창출: ‘해피브래

드협동조합’사례연구」라는주제의논문으로수상했다. 

남궁근총장, CIS권 2개국2개대학, 3개기관방문

남궁 근 총장이 2014년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5박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CIS권 2개국 순방을 마쳤다. 김동환 산학협력단장, 조남욱 국제교류본부장과 실무진, 우리대

학철도전문대학원박용걸교수, 조국환교수로구성된이번방문단은우즈벡타슈켄트정보통신

대학을비롯하여 2014 ICT summit 개막식, 우즈벡 철도청, 카자흐스탄과학기술평가센터등을

방문하며 교류의 폭을 넓혔다. 이번 순방을 통해 ▲타슈켄트정보통신대학과의 학생교류협정

MOA 체결 및 교수요원 박사과정 입학에 합의 ▲우즈벡 철도청과 MOU를 체결 ▲카자흐스탄

과학기술평가센터와MOU 체결등의방문성과를거뒀다.

2014 인문사회대학문화예술축전개최

인문사회대학에서는 2014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교내 100주년기념관등지에서「2014

인문사회대학 문화예술축전」을 개최했다. 문화예술축전은 문예창작학과 창설 20주년 기념 문

학제‘시와 노래가 있는 밤’으로 힘찬 막을 올렸으며, 이튿날에는 행정학과 주관으로「모의국

무회의」시연행사가열렸다. 29일에는월요음악공감‘필로스와함께하는클래식기타의세계’

공연이 있었고 30일 영어학과 주관으로 열린‘영어인의 밤’행사로 축제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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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후원의집

●후원의집이란?

우리학교인재들을응원하기위하여기금을후원하는프로그램참여의상점과업체를뜻합니다.

●후원의집혜택

●서울과기대후원의집명패부착 ●홈페이지, 학보, 소식지등간행물을통해적극홍보

●세금공제혜택및기부자예우제공 ●학교행사및교수, 직원들의이용권유

●연간약정금액에따라 1천만원, 500만원, 100만원, 50만원으로플래티늄, 금, 은, 동명패헌정

●후원의집현황 (2014. 9. 기준)

ARS 후원안내

발전기금의지속적인모금활동방안을마련하고자ARS 후원금서비스제도를

도입하여운영중입니다. 한통화로 2,000원의발전기금이적립됩니다. 

누구나참여할수있는학교사랑의실천! 여러분의작은손길이큰보탬이됩니다. 

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기부방법
발전기금홈페이지(http://www.fund.seoultech.ac.kr)에서약정서를다운받아작성후팩스(☏970-9265) 송부

●발전기금계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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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시원신축기금조성마련특별모금캠페인

●목적 : 국가고시준비생들의학습및생활전용공간확보

●기간 : 2012년 1월~2014년 12월 (20개월)

●슬로건 : “함께꿈꾸는희망나무”

●목표액 : 20억원(약정금액기준)

●현모금액 : 1,098,670,520원(2012.1.1.~2014.9. 기준)

기숙형고시원신축기금조성릴레이기부캠페인

●대상자 : 1천만원이상기부자

●기간 : 2012년 1월~2014년 12월(20개월)

●선정기준

- 14년 12월말까지기부금납부완료자및재능기부실현자에한함

- ‘12.1.1 이후기기부한실적을포함하여 1천만원이상기부시릴레이기부캠페인참여자로인정

- 기부자에대한예우: 기부자는일련번호로관리하고고시원건물완공시기부자명단현판등재예정

기숙형고시원건립릴레이기부자현황

우리대학의미래를짊어질인재양성을위하여
우리대학은전체 100여년의역사, 4년제기준 30여년의역사를가지고있으며서울소재유일한국립종합대학으로

새로운 100년을향해힘차게도약하고있습니다. 이제우리는새롭게고시반을만들고꿈을지닌학생들에게그들의

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도우려고합니다. 이를위해 40여명의학생들이경제적인문제없이공부에만전념할수있

는기숙형고시원을신축할예정입니다. 동문여러분! 우리대학의미래를짊어지고갈인재양성을위해사랑과희망

을보태주시기바랍니다. 소중한정성을기다립니다.

2014 
서울과기대

발전기금

소식

서울과기대 발전기금에

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

용해 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

니다. 

애정어린 관심으로 학

교의 성장을 응원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연번 기부자 약정금액 기부금액 기부일자 비고

제1호 ㈜국민은행먹골역지점 2,000,000,000 800,000,000 ‘12.12.24

제2호 동문초청음악회 54,660,000 52,660,000 ‘13.12.10

제3호 남궁근총장 20,160,000 20,160,000 ‘12.2~’14.4

제4호 ㈜새로운교육 13,486,250 13,486,250 ‘13.9~’14.3 산학협력기업

제5호 서울중구청장최창식 10,000,000 10,000,000 ‘14.2.10

제6호 문엔지니어링(주) 문헌일 10,000,000 10,000,000 ‘14.2.28

제7호 주식회사케이티 10,000,000 10,000,000 ‘14.3.5

제8호 ㈜고덕종합건설나기선 10,000,000 10,000,000 ‘14.4.10

제9호 ㈜삼진일렉스김성관 20,000,000 20,000,000 ‘13.10~’14.4

제10호 ㈜삼일automobile 최남수 10,000,000 10,000,000 ‘14.9.19

제11호 동해엔지니어링(주) 이병식 10,000,000 10,000,000 ‘14.10.7

합계 2,168,306,250 966,306,250

연번 상호명 업종 전화번호

제1호점 북한강민물고기매운탕 한식당 02) 924-5355

제2호점 (주)디앤제이레스토랑 중식당 02) 939-6700

제3호점 횡성한우생고기집 한식당 02) 972-1712

제4호점 일파르코레스토랑 양식당 02) 949-1855

제5호점 (주)내추럴푸드시스템 급식납품 041) 568-8680

제6호점 아프로 인쇄및소모품 02) 537-0729

제7호점 청풍이엔지 설비 02) 333-0904

제8호점 미야코 일식당 02) 949-0003

제9호점 유정집노원점 한식당 02) 931-9293

제10호점 예븐플라워 화훼 02) 908-1555

제11호점 최병기치과의원 치과 02) 949-1888

제12호점 청원한정식 한식당 02) 977-7567

제13호점 해피플라워 화훼 080) 035-3355

제14호점 현대자동차반포서비스센터 자동차정비 02) 544-1001

제15호점 철원한우본가 한식당 02) 948-1592

제16호점 장터솥단지삼겹살 한식당 02) 976-1134

제17호점 매일복집 한식당 02) 973-1747

제18호점 한빛상사 실습소모품 02) 776-5411

제19호점 로얄자동차공업사 자동차정비 02) 972-0440

제20호점 아름다운세상한정식 한식당 02) 977-3928

제21호점 경회루 한식당 02) 972-2774

제22호점 온달네 한식당 02) 976-6622

제23호점 몬도 인쇄, 홍보물 02) 996-1472

예 금 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발전기금

농 협 1203-17-000514

국민은행 063-01-0325-080 

우리은행 437-017023-13-001

신한은행 234-05-003953



기숙형고시원신축기금조성마련음악회개최

●목적 : 발전기금에서전개하고있는특별모금캠페인기숙형고시원신축기금을모금하기위해

동문초청음악회를개최하고자함

●일시 : 2014.11.19(수) 18:00~20:00

●장소 : 100주년기념관 1층대강당

●참석대상 :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등648명

●주요내용 : 음악회행사는 1, 2부로나누어진행

●1부(18:00~19:00) 케이터링(만찬) ●2부(19:00~20:00) 가수초청음악회

●주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발전후원회

●티켓 : 1층 - 100,000원, 2층 - 80,000원

●문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발전기금☏02)970-9263~4

100주년기념관혼인예식장운영

●목적 : 100주년기념관을활용하여교직원, 학생, 동문및자녀들의혼인예식

장으로활용하고웨딩서비스제공을통해애교심고취

●이용자격 : 우리대학교직원, 학생, 동문및자녀

●이용일시 : 토요일, 일요일및공휴일에한함(1회이용시간3시간)

●이용절차 : 우리대학시설물사용허가지침제5조에의거시설물사용신청서

를대외협력본부에제출

●기타사항 : 사용료는시설물사용허가지침제15조에의거사용료를징수하며,

대학발전에기여한자또는총장이특별히인정하는경우사용료

를감면할수있음

●문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발전기금☏02)970-9263~4

(주)대원강업, 장학금2억4천9백만원기부(1994년~현재)

(주)대원강업 허승호 대표이사(부회장)가 1994년부터 장학금으로 2억

4천 9백만 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 스프링 메이커

인 대원강업은 스프링 일괄생산 체계를 갖추고 생산성 향상, 원가절

감 및 관련기술의 연구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서울과기대 발

전기금에서는 기부해주신 뜻에 따라 장학사업으로 기부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투비소프트, 소프트웨어(3억원) 및발전기금(2천만원) 기부

우리대학의통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위해 (주)투비소프트김형곤

대표이사가소프트웨어넥사크로모바일, 넥사크로개발툴및발전기

금 2천만원을기부해주셨습니다. (주)투비소프트는세계최고의기업

용UI·UX기술력을보유하고있는대한민국대표소프트웨어기업입

니다. 서울과기대발전기금에서는기부해주신뜻에따라기부금을사

용할예정입니다.

2014년하반기발전기금활동현황

2014년발전기금기부스토리

(2013년 9월~ 2014년 9월기부자명단)

작은관심과정성이모여세상을바꾸는커다란

희망을 키워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하

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여

러분이있기때문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발전기금기부자명단

이 름 기부금액

수도권매립지 121,261,000

유승훈 60,000,000 

미래국제재단 50,000,000 

(재)신라문화재단 38,300,000 

메가스터디 35,200,000 

농어촌희망재단 31,500,000 

(재)장은공익재단 30,000,000 

김두환 30,000,000 

삼성전자 30,000,000 

한국지도자육성재단 27,662,817 

신한카드 20,900,000 

대원강업 20,000,000 

삼성디스플레이 20,000,000 

㈜삼진일렉스김성관 20,000,000 

한봉구 20,000,000 

사랑의열매 15,000,000 

한국금형협동조합 14,500,000 

㈜새로운교육 13,486,250 

서울장학재단 12,922,790 

박종혁 12,150,000 

㈜수지삼일자동차(최남수) 11,000,000 

고일상사㈜ 10,000,000 

김경응 10,000,000 

남궁근 10,000,000 

문엔지니어링 10,000,000 

씨와이메탈주식회사 10,000,000 

㈜KT 10,000,000 

㈜고덕종합건설나기선 10,000,000 

주식회사애니디앤지 10,000,000 

최창식 10,000,000 

정성균 9,000,000 

㈜비지에프리테일 9,000,000 

생명보험협회 8,000,000 

한국장학재단 7,891,980 

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 7,442,490 

이창훈 7,300,000 

이 름 기부금액

홍종숙 3,000,000 

㈜에네스지 2,875,530 

(재)서울장학재단 7,000,000 

윤인경㈜승진모터스 6,600,000 

NS홈쇼핑 6,000,000 

김덕원 6,000,000 

동광에스아이 6,000,000 

㈜메가아이엔티 6,000,000 

배재근 5,680,000 

이선희 5,679,000 

박영일 5,080,000 

김영수 5,000,000 

농협정춘자 5,000,000 

대한산업안전협회 5,000,000 

오영재교수 5,000,000 

㈜건국이엔아이 5,000,000 

(재)산학협동재단 4,000,000 

(재)창성장학재단 4,000,000 

김연태 4,000,000 

동진장학연구재단 4,000,000 

방혜자 4,000,000 

설비서울시회 4,000,000 

태화이엔지김병길 4,000,000 

박태순 3,600,000 

KT그룹희망나눔재단 3,552,725 

오문식 3,542,340 

강계명 3,000,000 

공릉배드민턴클럽 3,000,000 

대한전기협회 3,000,000 

이종림 3,000,000 

자치행정학과일동 3,000,000 

㈜뉴파워프라즈마 3,000,000 

㈜리더스의전클럽(권영중) 3,000,000 

지선용 3,000,000 

차경철 3,000,000 

최유례(매일복집) 3,000,000 

이 름 기부금액

신라문화재단 2,800,000 

김주환 2,700,000 

이중원 2,500,000 

옥종호 2,400,000 

최병기 2,250,000 

㈜한국소비자포럼 2,109,200 

서현기술단 2,080,000 

(재)우덕재단 2,079,750 

스포츠과학과 2,026,000 

(사)한국식품기술사협회 2,000,000 

(재)해성문화재단 2,000,000 

권순섭 2,000,000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2,000,000 

오상근 2,000,000 

이사라 2,000,000 

이상철 2,000,000 

장명배㈜대하엔지니어링 2,000,000 

㈜다인그룹 2,000,000 

㈜대한하이텍건설 2,000,000 

㈜디엔비건축사사무소 2,000,000 

㈜로보로보 2,000,000 

㈜삼우환경 2,000,000 

㈜유앤피건축사사무소 2,000,000 

한효경(철원참한우본가) 2,000,000 

정산장학재단 1,885,500 

정강현 1,650,000 

노엽문화재단 1,600,000 

강성원 1,500,000 

김진순 1,500,000 

이정호 1,500,000 

정종고 1,500,000 

조태구 1,500,000 

강남구청복지정책과 1,411,395 

유용수(태항조선) 1,400,000 

(재)월진재단 1,300,000 

윤지연 1,300,000 

SectionⅡ 발전기금명단

여러분의따뜻한마음이

기분좋은변화를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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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마당FC 지인석 1,296,000 

이동훈 1,280,000

고광석 1,200,000 

국광호 1,200,000 

김돈 1,200,000 

김용국 1,200,000 

나범칠 1,200,000 

맹성훈 1,200,000 

안민홍 1,200,000 

이용의 1,200,000 

주기태 1,200,000 

춘천소방서 1,111,920 

김석찬 1,100,000 

김성근 1,100,000 

미야코 1,100,000 

소동산 1,080,000 

최승옥 1,080,000 

허남수 1,051,200 

(재)목정장학재단 1,000,000 

공릉축구회 1,528,000 

권하진 1,000,000 

김근호 1,000,000 

김성운 1,000,000 

김영근 1,000,000 

김영복 1,000,000 

김영일 1,000,000 

김인기 1,000,000 

김진권 1,000,000 

김태완 1,000,000 

김태웅 1,000,000 

남동수(몬도) 1,000,000 

미래안전산업㈜ 1,000,000 

북한강민물고기 1,000,000 

서울텍(신현명) 1,000,000 

선호철 1,000,000 

성혜장학재단 1,000,000 

손승호 1,000,000 

송산장학회 1,000,000 

송희문 1,000,000 

안순용 1,000,000 

예븐플라워 1,000,000 

오성장학재단 1,000,000 

우성주 1,000,000 

이주미 1,000,000 

임재성 1,000,000 

정인철 1,000,000 

주미 1,000,000 

㈜신영토건 1,000,000 

㈜아이비김영미대편입창조 1,000,000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1,000,000 

차종일 1,000,000 

최종국 1,000,000 

푸른샘건설 1,000,000 

하영호장학재단 1,000,000 

하재윤 1,000,000 

한방유비스 1,000,000 

현대자동차반포서비스 1,000,000 

홍철기 1,000,000 

황도혁 1,000,000 

김광덕 980,000 

김성환 956,000 

김민섭 900,000 

홍정식 900,000 

이귀형 876,000 

에어비젼 800,000 

윤순철(횡성한우생고기) 800,000 

이명진 800,000 

이 름 기부금액

임충혁 720,000 

함안소방서 719,280 

김대진 700,000 

김정엽 700,000 

더불어숲 700,000 

안재경 700,000 

이영원 700,000 

최이순 700,000 

홍석인 700,000 

공동실험실습관 692,000 

청주동부소방서 677,580 

김정우 656,000 

제천소방서 650,000 

백옥윤 640,000 

이용주 640,000 

김성걸 613,400 

권기석(로얄카센터) 600,000 

김준(온달네) 600,000 

김현규(경회루) 600,000 

류동규 600,000 

조영학 600,000 

㈜승진모터스윤인경 600,000 

학생지원팀 592,120 

이치범 566,600 

장성용 560,000 

비앤씨컨설턴트(조창건) 550,000 

성동구청 545,480 

김수식 528,000 

김영석 504,000 

박근 504,000 

(주)대한하이텍건설 500,000 

BK방수연구소 500,000 

KB서울과기대 500,000 

강필성 500,000 

국윤모 500,000 

금진우 500,000 

길경익 500,000 

김난희 500,000 

김성찬 500,000 

김성필 500,000 

김영경 500,000 

김우제 500,000 

김윤지 500,000 

김을중 500,000 

김자희 500,000 

김지표 500,000 

노광태 500,000 

동란산업개발 500,000 

문인호 500,000 

박승배 500,000 

박은주 500,000 

박진상 500,000 

배두환 500,000 

금영정 500,000 

장병만 500,000 

송채원 500,000 

신택현 500,000 

심경섭 500,000 

안광인 500,000 

안형수 500,000 

염형진 500,000 

오동천 500,000 

오승재 500,000 

윤승열 500,000 

이강원 500,000 

이명희 500,000 

이성한 500,000 

이 름 기부금액

이원영 500,000 

이윤호 500,000 

이종일 500,000 

이학연 500,000 

이훈재 500,000 

장욱태 500,000 

장터솥단지삼겹살 500,000 

전성문 500,000 

전양덕 500,000 

정암이앤씨심영우 500,000 

조남욱 500,000 

지덕규 500,000 

차서윤 500,000 

최선희(유정집) 500,000 

편명철 500,000 

피태희 500,000 

한우물중공업㈜ 500,000 

홍사성 500,000 

김정한 489,600 

㈜성우지반엔지니어링 480,000 

강기석 447,000 

박창용 420,000 

김관휴 400,000 

김종원 400,000 

박상일 400,000 

백지웅 400,000 

손진하 400,000 

윤순철 400,000 

이유리 400,000 

이향재 400,000 

장중규 400,000

정은성 400,000

㈜대흥에코 400,000

㈜유선엔지니어링 400,000

㈜유화종합건축사사무소 400,000

최고일 400,000

최석용 400,000

하진철 400,000

김세일 360,000 

박진원 360,000 

이순복 360,000 

장경순 360,000 

황순학 360,000 

장학복지팀 357,000 

이영희 350,000 

전호원 330,000 

유신최인걸 320,000 

강고FC 주호삼 320,000 

공민석 300,000 

김동환 300,000 

김동희 300,000 

김명호 300,000 

김민성 300,000 

김일석 300,000 

김종칠 300,000 

김종현 300,000 

박병규 300,000 

박선영 300,000 

박홍규 300,000 

송미자 300,000 

아름다운세상 300,000 

유상건 300,000 

이명아 300,000 

이명주 300,000

이순구 300,000

이정석 300,000

이현일 300,000

서울과학기술대학교발전기금기부자명단 (2013년 9월~ 2014년 9월기부자명단)

60

이 름 기부금액

정영달 300,000

㈜무림설계기술단 300,000

㈜천경기업 300,000

차영만 300,000

총장실 300,000

최병건 300,000

최상회 300,000

최승용기부금 300,000

케이티앤지 300,000

해피플라워(이선영) 300,000

기은FC 박종덕 288,000 

이정희 280,000 

신한은행 272,990 

화공생명공학과 263,400 

김보형 261,000 

김규중 260,000 

이홍재 260,000 

이용일 250,000 

이원경 240,000 

공선용 230,000 

김재희 230,000 

김정수 230,000 

김태영 230,000 

김행배 230,000 

민낙기 230,000 

박오성 230,000 

석종근 230,000 

송선옥 230,000 

오명렬 230,000 

이시용 230,000 

최성규 230,000 

이욱진 210,000 

이충규 210,000 

강구행 200,000 

강대환 200,000 

강미진 200,000 

강신석 200,000 

강인동 200,000 

강훈선 200,000 

게놈앤메디신㈜ 200,000 

고승현 200,000 

고일남 200,000 

고재석 200,000 

구본상 200,000 

권미라 200,000 

권상섭 200,000 

권오순 200,000 

권용기 200,000 

권혁일 200,000 

기세완 200,000 

김경록 200,000

김경용 200,000

김경환 200,000

김관기 200,000

김광석 200,000

김광성 200,000

김동신 200,000

김맹호 200,000

김민구 200,000

김석태 200,000

김성수 200,000

김성용 200,000

김수복 200,000

김수형 200,000

김숙현 200,000

김승균 200,000

김신겸 200,000

이 름 기부금액

김신규 200,000

김영주 200,000

김옥경 200,000

김완근 200,000

김용균 200,000

김용선 200,000

김용훈 200,000

김원기 200,000

김유나 200,000

김유형 200,000

김일섭 200,000

김재복 200,000

김재영 200,000

김정회 200,000

김종필 200,000

김종호 200,000

김준정 200,000

김중현 200,000

김진수 200,000

김창홍 200,000

김태선 200,000

김현만 200,000

김혜정 200,000

김홍연 200,000

김훈배 200,000

나영옥 200,000

남재철 200,000

남종찬 200,000

남준현 200,000

누리디자인(정회경) 200,000

대성산업 200,000

민순득 200,000

박권준 200,000

박병일 200,000

박상익 200,000

박성만 200,000

박성원 200,000

박순기 200,000

박승종 200,000

박영기 200,000

박영환 200,000

박유나 200,000

박은혜 200,000

박일하 200,000

박종범 200,000

박천휘 200,000

박한권 200,000

백승주 200,000

백진욱 200,000

법무법인대광 200,000

북스토리주정 200,000

서계원 200,000

설관종 200,000

설동출 200,000

소정임 200,000

송석준 200,000

송형민 200,000

신병철 200,000

신승진 200,000

신유화 200,000

신인기 200,000

신재욱 200,000

신현곤 200,000

신현승 200,000

심형준 200,000

안동호 200,000

양정일 200,000

이 름 기부금액

양철규 200,000

염예진 200,000

오광규 200,000

오세인 200,000

오수진 200,000

오영섭 200,000

오옥선 200,000

오태근 200,000

오택상 200,000

우근영 200,000

우제안 200,000

원승찬 200,000

위동호 200,000

유무영 200,000

유재문 200,000

유정호 200,000

유홍종 200,000

윤대민 200,000

윤애자 200,000

윤영 200,000

윤인상 200,000

윤초롱 200,000

이경호 200,000

이덕찬 200,000

이무등 200,000

이상열 200,000

이선길 200,000

이선숙 200,000

이성규 200,000

이순길 200,000

이연창 200,000

이웅세 200,000

이윤상 200,000

이은정 200,000

이정만 200,000

이풍진 200,000

이현미 200,000

이현희 200,000

이호곤 200,000

이호현 200,000

송기태 200,000

일신에스앤씨 200,000

임연혁 200,000

임재원 200,000

임종률 200,000

임채환 200,000

임춘길 200,000

임황헌 200,000

장경일 200,000

장문섭 200,000

장용운 200,000

장종준 200,000

전범진 200,000

전용채 200,000

전준열 200,000

전희광 200,000

정광조 200,000

정명규 200,000

정석진 200,000

정영묵 200,000

정운권 200,000

정윤철 200,000

정재수 200,000

정찬핵 200,000

정창욱 200,000

조광렬 200,000

조기용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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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정 200,000

조정현 200,000

조철호 200,000

조홍빈 200,000

㈜서경운수 200,000

㈜세라데코(강희관) 200,000

주소희 200,000

주식회사용천 200,000

주식회사태경 200,000

㈜신흥이앤 200,000

㈜아세(아름다운세상) 200,000

㈜아주환경 200,000

㈜에스제이 200,000

㈜에코솔루 200,000

㈜엔본 200,000

㈜오케이엠 200,000

㈜중앙파이 200,000

㈜킹스아시 200,000

㈜플러스에 200,000

지대근 200,000

채인영 200,000

천병만 200,000

천세경 200,000

청원한정식 200,000

최길훈 200,000

최동규 200,000

최봉환 200,000

최서윤 200,000

최승훈 200,000

최주락 200,000

최진석 200,000

최현숙 200,000

한병일 200,000

한정 200,000

홍숙일 200,000

황병화 200,000

황성연 200,000

김경식 160,000 

문경식 160,000 

선명건설 160,000 

조병도 160,000 

조희근 160,000 

최병철 160,000 

강범모 150,000 

공형식 150,000 

김광은 150,000 

김도헌 150,000 

김상수 150,000

김용학 150,000

김운수 150,000

김인호 150,000

김정환 150,000

김종욱 150,000

김태식 150,000

나경 150,000

문영수 150,000

박동룡 150,000

서재원 150,000

송호운 150,000

신길철 150,000

신세영 150,000

신효철 150,000

양회성 150,000

유재광 150,000

윤준희 150,000

이규용 150,000

이재환 150,000

이 름 기부금액

이지양 150,000

이철 150,000

임종순 150,000

장기헌 150,000 

장성익 150,000 

조재환 150,000 

최원일 150,000 

이동윤 140,000 

김승현 120,000 

김재신 120,000 

김지수 120,000 

김현갑 120,000 

윤수진 120,000 

이상욱 120,000 

이영한 120,000 

최은희 117,000 

양연희 110,000 

전혜경 110,000 

가일용 100,000 

강규호 100,000 

강현옥 100,000 

고재현 100,000 

고희규 100,000 

구희선 100,000 

김광섭 100,000 

김금희 100,000 

김상진 100,000 

김선아 100,000 

김선우 100,000 

김선호 100,000 

김유미 100,000 

김유진 100,000  

김재원 100,000 

김정성 100,000 

김종철 100,000 

김진옥 100,000 

김진호 100,000 

남진근 100,000 

박광화 100,000 

박근영 100,000 

박상태 100,000 

박예희 100,000 

박정세 100,000 

박정태 100,000 

박정현 100,000 

박종윤 100,000 

박진희 100,000 

박찬호 100,000 

배상환 100,000 

유형근 100,000 

서중교 100,000 

소길영 100,000 

신선철 100,000 

안종혁 100,000 

양태경 100,000 

엄정심 100,000 

오미정 100,000 

원창희 100,000 

유기욱 100,000 

유정화 100,000 

윤영기 100,000 

이경진 100,000 

이광도 100,000 

이광호 100,000 

이근식 100,000 

이명석 100,000

이 름 기부금액

이병돈 100,000

이세권 100,000 

이수형 100,000 

이승근 100,000 

이승녕 100,000 

이옥환 100,000 

이윤재 100,000 

이인재 100,000 

이재현 100,000 

이창렬 100,000 

이창진 100,000 

이태경 100,000 

이평원 100,000 

장효진 100,000 

전지희 100,000 

정갑영 100,000 

정재형 100,000 

정천만 100,000 

조상영 100,000 

조인규 100,000 

조현석 100,000 

천창수 100,000 

최성호 100,000 

최순주 100,000 

최영호 100,000 

하범용 100,000 

한상휘 100,000 

함소연 100,000 

허준영 100,000 

허진숙 100,000 

황병무 100,000 

김지영 90,000 

이종진 87,000 

차연호 87,000 

황경남 87,000 

권지혜 80,000 

김현숙 80,000 

신동찬 80,000 

이보람 80,000 

이은조 80,000 

이정란 80,000 

이호정 80,000 

주지현 80,000 

유인숙 65,000 

김재학 60,000 

김낙균 50,000 

김종복 50,000 

박초원 50,000 

안태훈 50,000 

유지선 50,000 

유효진 50,000 

임혜란 50,000 

정두환 50,000 

정춘자 50,000 

조창건 50,000 

김자영 40,000 

안은숙 40,000 

이혜진 40,000 

임건선 40,000 

임헌 40,000 

임현주 40,000 

한수정 40,000 

허수미 40,000 

정덕성 30,000 

문정규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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