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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 박사 인사 (졸업생 대표)
KAIST 공력음향실 졸업생 박진호입니다. 교수님의 ‘지시 같은 부탁’을 받고 공력음향
실 News Letter에 글을 쓰게 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학위를 받고 사회에 나온 지 이
제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교수님과 실험실 후배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초창
기 공력음향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성과를 이루게 되어 졸업생의 한 명으로 기쁘고 든
든한 마음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실험실 멤버들은, 현재 KARI에 있는 구삼옥 박사님,
황창전 박사, 전북대학교에 있는 유기완 교수님, 현대자동차에 있는 이강덕박사를 비롯
해 정춘면 박사, 고덕곤 박사, 나선욱 박사 등이었습니다. 한창 젊은 시절, 실험실에서
동고동락하며 서로 격려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소주잔 기울이며 철학, 정치, 사회 등 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하였
습니다. 신년에는 교수님이 재학생, 졸업생들을 불러모아 맛있는 음식을 손수 만들어 주시기도 하였고, 봄가을로
야유회, 겨울에는 무주스키장도 다녔습니다. 그 당시 저를 포함, 거의 모든 재학생들이 스키복이 없어서 청바지를
입고 처음으로 스키를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은 게 기억이 선합니다. 이 모든 게 젊었을 때 같은 공간에서 같은
교수님의 지도하에 학업에 열중했던 우리들의 소중한 인연이자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졸업 이후 한국통신(KT)에서 무궁화3호 위성 발사기술부장 직을 수행하며 발사용역 계약체결, 감리, 한국
기업에 기술이전 감독 등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 제 전공을 떠나 부엌가구회사의 CEO직을 수행하며 회사를 경영
하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엌가구 제조 이외에 신사업 아이템으로 음식물처리기를 연구, 개발,
판매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해서 5년, 10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
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여 성과를 내게 하고, 열악한 여러 여건 속
에서도 난관을 뚫고 매출을 일으키고 영업이익을 달성한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음식물처
리기사업 역시 5년 이상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를 해오고 있지만 꾸준한 매출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
다. 만약, 이 사업만 했었으면 회사는 벌써 문닫아야 할 정도로 저희 회사 규모로는 R&D투자와 제품개발에 상당
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비교해서는 모든 면에서 열악한 조건입니다. 한국의 모든 중소기
업의 숙명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원에서의 엔지니어링 경험이 밑받침이 되어 오로지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비용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기본 정신은 초지일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님이 들려준
말씀 중 공자의 대학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格物致知 正心誠意 後 修身齊家治國平天下’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바른 마음으로 갈고 닦아야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할 수 있다.’
교수님 말씀은 우리 엔지니어들만큼 격물치지를 잘 할 수 있는 학문분야도 없다고 하셨고, 저 또한 동감합니다.
제 경험상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에 대한 공부, 인간에 대한 배려를 우리 엔지니어들이 공부하고 깨
우치면 보다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험실 졸업생 분들이 한 분야에 몰리지 말고 여러 분야로 나가
개척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 졸업생 사진
<제2회 카이스트 총장배 사이언스 단축마라톤 대회>

공력음향학 실험실 졸업생 선배님들(왼쪽부터: 조치훈, 위성용, 김규영, 전원주, 이인철, 최한림)의 오래된 옛 사
진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카이스트 총장배 사이언스 단축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고 완주한 후에 촬영한 사진인 것
같은데요, 약간은 오래된 포즈로 메달 ceremony 를 하고 계시네요. 현재는 학교 내에서 총장배 마라톤 대회는
없어지고, ‘KAIST 건강 마라톤’ 대회를 매 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도 건강증진을 위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전원주 박사님은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으시네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몇 장의 사진 속에서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열정과 패기가 느껴집니다.

● 실험실 소식
<Helicopter Aeromechanics, 헬리콥터 항공역학>

2014년도 봄학기에 이덕주 교수님께서 ‘Helicopter Aeromechanics, 헬리콥터 항공역학’을 월, 수요일에 14:30
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덕주 교수님의 헬리콥터 항공역학은 교수님 연구년 이후 오랜만에 개설되는 강좌인데
요, 교수님의 30년 헬리콥터 노하우가 녹아 있는 유익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졸업생과 재학생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교수님 동정
- 방위 사업청, 헬기 통합 관련자 미팅 (3월 14일)
-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콜로키움 연사 초대 “전인 교육과 뇌” (3월 17일)
- 공학교육, 과학기술, 연대혁신센터 공동 주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후원, 공학교육 컨퍼런스, “세상에 필요한
공학교육” 기조연설, 서울 상공회의소 (4월 18일)

<New Project Status>
-

LIG 넥스원, “차세대 정밀 유도무기 핵심 기술 연구”


헬리콥터 등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유도무기 발사 시 방사되는 소음을 측정하고 기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

-

국토교통부,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를 위한 기반조성 연구”


유인기, 무인기의 비행방식(고정익, 회전익, 틸트로터)에 따른 사고사례 및 유형조사를 통해 성능, 안전
성 비교 및 성능 분석을 수행

-

EEWS, “경쟁력을 갖춘 부유식 해양 풍력 시스템 개발”


부유식 수직축 해상풍력 발전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CFD, Vortex Method, CFD/Freewake 연계기법을
이용해 공력시뮬레이션을 수행

★ 실험실 가족들과 Facebook, Kakao talk 등 SNS를 통해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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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졸업생 선배님들의 연락처를 아는 분이 계시면
ybchu@kaist.ac.kr 혹은 010-6520-1005 (추연복, 석사과정)로 연락 바랍니다.
잘못 기재된 되었거나 누락된 정보 업데이트 수정을 원하시는 선배님께서도 연락바랍니다.
졸업생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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