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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덕 박사님 인사
졸업을 1996년에 하고 현대자동차에 발을 들여 놓은 지 올해로 열아홉
해째가 되는군요. 인사기록카드를 들여다보니 제 담당업무가 차체평가
연구로 시작해서, 진동소음시험, 공조 및 공력시험, 차량시험개발로 정
의되어 있습니다. 직위 변화도 과장으로 입사해서 7년만에 차장, 그리고
5년만에 부장으로 승진했고 3년 후에 연구위원이 되어 올해로 5년차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주마등처럼 펼쳐지는 회사생활의 질곡
이 참 간단하게 한 줄로 무미건조하게 씌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위원 제도는 2008년 1기를 시작으로 제가 3기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제일 힘들게 보
낸 때는 2년의 연구위원 후보 생활을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맡았던 보직은 물론이고, 같이 일해왔던
조직원들 중 한두 명만을 데리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생활을 근간으로 하는 사기업에서 갑자기 한 두 명
만을 데리고 성과를 내보라는 인사팀의 지침에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
다. 기도 많이 꺾이고 의욕을 갖기도 어렵던 시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나만 믿고 나와 같이 일하겠다고
따라온 후배사원들에게 나의 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긴 정말 싫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
니다. ‘나는 이미 강을 건너왔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 아니 다신 뒤돌아 보지 않고 앞만 보며 걷겠다’라고. 그
리고 그 해에 나는 NVH 연구위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회의적인 사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1기 연구위원 두 분 중 한 분은 연구위원 못하겠다
고 사표를 썼고 연구위원의 인재풀에 들어 있던 R&D 전문가 중 상당 부분이 연구위원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기
존 조직에 되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서야 작은 조직을 고집하던 본사 인사팀은 연구위원 제도에 보
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필요 인원으로 구성된 리서치랩이라는 별동 조직을 만들
게 되었습니다. 그게 만들어진 지 이제 삼 년째군요.
그렇게 탄생한 NVH1리서치랩은 저를 포함해서 현재 8명의 인원이 모여 있습니다. 작지만 알차고 강한 조직을
표방하며 시험에서 4명, 설계에서 2명, 그리고 현장 테크니션 1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진지한 토론 끝에 우리 조직의 R&R (Role and Responsibility)을 ‘주행 정숙성 확보를 위한 기반기술 연구’로 결정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윈드노이즈, 로드노이즈, BSR (Buzz, Squeak & Rattle) 및 전자IT와의

융합이라는 네 꼭지에서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R&R을 수행하는 기성조직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
로 설정한 R&R을 수행하는 조직은 여러모로 신선한 느낌이며 다양한 주제를 가진 리서치랩이 이젠 십여 개가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리서치랩은 7년여 기간이 흘러 오면서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저마다
분야에서 기술적 진보를 모색하고 있으며 게 중에는 기술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석연구위원으로 되신 분들
이 올해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지난 해 선보인 제네시스 신형이 구체적인 성과물입니다.
**이강덕 박사님의 이야기는 ‘교수님 동정’ 뒤에 이어집니다.

● 회사 소개(사용 후기)

지난번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드렸던 회사인 ‘리멤버’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KAIST 공력음향학 실험실에서 박사
수료하신 김범섭 선배님의 창업회사 입니다. 소개해주신 이후 저희 연구실에서 직접 명함을 부탁드린 바 있었습
니다. 그래서 졸업하신 많은 분들이 애용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짧은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명함 관리기는 오인식률 높아서 수정하는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리멤버는 수정할 필요없이
언제 어디서든 명함을 핸드폰으로 찍기만 하면 되니 무척 편리합니다. 또한, 몇백장의 명함을 택배 발송을 부탁
드렸더니, 몇일만에 앱으로 명함스캔과 정보가 입력되어지고 전화가 걸려오면 저장된 명함의 이미지가 떠, 명함
리더기의 진화를 보는 듯 합니다. 엑셀로 명함 리스트를 만들 수 있으며, 구글계정과 아웃룩까지 연동이 된다고
하니 명함이 많으시거나 관리가 힘들었던 분들께는 정말 유용한 앱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실험실 사무원 최혜원-

* 앱스토어에서 ‘리멤버’ 쳐보세요. 휴대폰으로 명함을 촬영하면 자동적으로 회사에서 수작업으로 수정하여 내 계정으로 오게
됩니다^^.

● 실험실 소식

<헬리콥터 세미나>

5월 초부터 시작하여, KAIST에서 특별한 연사분들을 초청한 ‘헬리콥터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2014년
봄학기 Helicopter aeromechanics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에게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류태규 박사님의
세미나를 통해서 소형무장헬기 탐색에서 개발된 시뮬레이터 그리고 디지털화된 조종석 등 복잡한 비선형상황을

단순 비선형으로 작업하는 과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기완 실장님의 세미나를 통해서는 미국에 이어 두번
째인 군 의무헬기, 세월호 사건에서 역할을 해준 경찰청 헬기 등 국내 관용헬기의 활약상 및 추진중에 있는 해상
작전헬기 등 다양한 헬기의 역할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Date
5/12(MON) 4:00pm

Venue
RM #1316

Speaker
안이기 박사(KARI)

Theme
소형민수헬기 (LCH) 전망 및 핵심부품 개
발

5/13(TUE) 4:00pm

Rm #2504(2503 대회의실)

최종호 상무(KAI)

수리온 KUH 시스템 개발

5/28(WED) 4:00pm

Rm #1316

임종봉 박사(ADD)

소형무장헬기 (LAH) 및 무인헬기 개발

6/03(TUE) 4:00pm

Rm #2504(2503 대회의실)

류태규 박사(ADD)

헬리콥터 Cockpit과 Simulator 개발

6/10(TUE) 4:00pm

Rm #1316

한기완 실장(KAI)

수리온 재난구조, 의무수송 등의 활용

<논산 육군 항공학교방문>

지난 6월 2일 Helicopter aeromechanics 수업을 듣는 학생 및 신청자, 총 25명이 함께 논산 육군항공학교를 직
접 방문하였습니다. 실험실에서 함께 계시는 배명헌 전 육군 항공 사령관님께서 직접 육군항공학교 방문을 추진
해주셨습니다. 항공학교의 역사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시뮬레이터를 직접 탑승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 곳의 시
뮬레이터는 동시에 6개가 작동이 가능하여 전장 상황에 좀 더 가까운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산 헬기인
‘수리온’을 직접 눈으로 보고 전용 시뮬레이터도 탑승해 보았습니다. 수리온 전용 시뮬레이터가 있는 약 4층높이
의 건물은 육군의 관광코스 일 정도로 가히 놀랄 만 합니다.

육군항공학교를 들리기 전, 논산에 있는 ‘명재 고택’에도 짧게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견학 후 식사는 학교
앞 ‘창공식당’에서 토종 백숙과 닭도리탕을 먹었습니다. 명품 식당입니다^^.

< DTU-KAIST Wind Energy Workshop>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을 비롯한 공력음향학 연구실 선배 후배님들. 저는 현재 공력음향학 연구실에서 이덕주
교수님 지도하에 박사과정 1년차에 재학 중인 이학진입니다. 이렇게 서면으로나마 인사드릴 기회가 있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저는 2014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3rd DTU-KAIST Wind Energy
Workshop”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덴마크 Roskilde에 위치한 DTU(Denmarks Tekniske Universitet)는 대학교는
“Wind Energy” 학과가 신설될 만큼 육상, 해상 풍력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선도적인 위치에 올라와있었습니다.
Workshop을 통해 두 대학 간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상호 활발한 학술교류를 할 수 있었으며, workshop 이
에는 바다로 직접 배를 타고 나가 수평축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된 지역을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
해 해상풍력 시스템을 직접 견학하고 배울 수 있어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권형일 재학생 박사학위 논문 심사>

Robust unsteady design : NACA0012 CT5

Robust design framework

Robust unsteady design : open rotor

지난 5월 30일 권형일 재학생(박사과정)이 권장혁 교수님과 한 과제로 학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권형일 재학생
의 지도교수는 최성임 교수님(현재 Virginia 공대교수)이시며, 이덕주 교수님 책임하의 EEWS 오픈로터 연구에 함
께 참여하였습니다.
논문 주제의 제목은 “Surrogate Model-based Robust Design Optimization and Applications to Unsteady Flow
Problems“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크리깅 근사 모델을 이용한 강건 설계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고, 그 응용으로
조화균형법을 활용한 비정상 유동하의 NACA0012 CT5 항력 최소화, 오픈로터의 소음 최소화를 위한 강건최적설
계를 수행하였습니다.

<충남과학고-KAIST 융합인재 과학연구 프로그램 참여>
본 연구실은 과학영재교육연구원(GIFTED; Global Institute For Talented EDucation)에서 주관하는 2014년도 3기
충남과학고-KAIST 융합인재 과학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고에 재학중인 학생들
을 대상으로 KAIST 교수님의 연구실에 약 2주간 머무르며 연구설계, 연구방법, 연구수행, 결과 정리 등 일련의 연
구과정을 체험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학생들이 수행하게 될 연구 주재는 ‘형상기억합금 작동기를
이용한 항공기 날개 플랩 제작 및 공력 특성파악’으로 다소 짧은 기간이지만 학생들이 제작부터 풍동실험까지 다
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실험실 신입생>
2014년 가을학기부터 서동호(KAIST 박사과정 입학,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석사학위-박사과정, University
of Manchester 박사과정) , 박상하(KAIST 석사과정 입학, 전 공력음향학 연구실 위촉연구원) 연구생이 함께 공력음
향학 실험실에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 Project Status

- ‘보병용 중거리 유도탄 실내발사 영향평가(2)’ , 국방과학연구소[ADD], 2013-03-04~2014-06-30
(이로써

보병용 중거리 유도탄 실내발사 영향평가(1), (2) 과제가 모두 종료됩니다.)

-‘우주 발사체 발사 시 로켓 소음에 의한 음향하중이 발사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 한국연구재단[NRF],
2014-07-01~2019-06-31

● 교수님 동정

<Helicopter Aeromechanics 종강>
2014년도 봄학기 Helicopter Aeromechanics 강의가 종강되었습니다. 헬기에 관한 기초부터 안정성, 안전 및 환
경 등 핵심 내용에 대해 강의하셨고, 실무 책임 엔지니어분들을 직접 초청하셔서 수리온과 소형공격헬기, 민수헬
기 기획, 개발, 평가, 판매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육군항공학교
수리온 헬기를 직접 보고 수리온 시뮬레이터 탑승하는 등 더욱 현장감있는 강의가 되었습니다.

<재난 융합기술 연구 기획 참여>
공력음향학 연구실은 KAIST, KI가 주관하는 재난 융합기술 연구를 위한 기획 과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재난시 민/군간 헬기 통합운영’ 에 대한 기획융합팀을 구성하여, 교수님께서 지난 6월25일에 발표하셨습니다.
민/군간 통합 운영시 작전 공간의 확보, 통합 지휘 본부 운영, 악천후 기동 시 기술/인적요소 극복을 위한 시
뮬레이터 개발 및 교육 훈련을 연구과제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고 위험상황에서는 무인헬기를 운영하도록 하여
유무인 헬기 통합 운영에 관한 내용도 언급하셨습니다.

<외부 교직원 강의>
- 지난 달 5월19일 대전 삼천중학교 강흥식 교장선생님의 초청에 의해 이덕주 교수님께서 직접 교직원들을 대
상으로 하여, 총 3개의 인성 직무연수 강좌 중 첫번째인 ‘소통을 위한 마음의 원리’ 강의를 하셨습니다.

- 6월16일에는 대전 교육청, 평일형 교원직무 연수(방과 후 3시간씩 5일)에 모인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첫 강
의로 ‘행복한 교원을 위한 마음의 원리’라는 주제의 강의를 하셨습니다.

최근 교원들(특히 중학교 교원)의 스트레스는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이며,
이 마음을 뺄 때야 비로소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행복해지며 남들과의 소통 역시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편
견을 뺄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 두 강의의 요지였습니다.

(계속)
일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그럼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고 있는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 때 98kg이나 나갈 정도로 제 모습이 많이 망가진 적이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해결하고 하루가 멀
다 하게 이어지는 회식은 내 몸을 점점 비대하게 만들었고 몸이 붓다 보니 운동하기조차 벅차게 느껴질 즈음, 이
러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 단위 행사로 산행을 주로 가는데 그 당시, 산을 오르다 중간에 하늘
이 노래져 구토를 할 정도로 체력이 고갈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어느 날, 나의 직장 멘토가 백두대간을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입사 때 팀장이셨던 분과 셋이서 말이죠. 엉겁결에 동의하고 되
었고 덜컥 겁이 난 나는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해 조깅을 시작했고 식사도 조절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서 백두대간을 시작하는 첫 날 90kg까지 몸무게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백두대간은 추위가 매서웠던 2004
년 1월2일 지리산을 시작해서 그 해 10월 진부령을 마지막으로 종주를 완료했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두 발로 내
디뎌야만이 오를 수 있는 산 정상들을 이어가면서 땀의 정직함을 배웠고, 우리 산하의 내밀한 속살을 훔쳐보며
걷다 보니 어느새 머리는 날아 갈듯이 맑아졌습니다. 백두대간을 끝내고 주말에 집에 있으려니 너무 허전하고 시
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 한남정맥을 다시 시작하여 다음 해 한 여름에 그것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백두대간의 웅
장함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한남정맥을 마치니 2004년의 대장정이 너무나 그리워졌고 2007년 백
두대간을 다시 시작해서 2008년 두 번째 종주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주말마다 산에서만 살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한 게 미안하지만 요즘도, 틈만 나면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청계산 등 서울에 있는 명산
들뿐만 아니라 성남시계능선이나 그도 저도 아니면 용인의 작은 산들을 오릅니다.
최근엔 골프에 빠져 있습니다. 학창시절 부르주아들 만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골프 치는 것을 회피했는데
회사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좋은 스코어는 아니지만 소풍 가기 전날처럼 골프 약
속 전날의 두근거림이 좋고, 푸른 초원을 맘껏 밟을 수 있는 게 좋고, 동료들의 유쾌한 치켜세움과 깍아내림에
미묘하게 반응하는 내 마음 상태를 읽는 게 좋더군요. 혼자 산행하는 재미만큼 색다른 재미입니다. 가끔 박진호
박사님 덕분에 유기완 박사님과 제주도에 모여서 골프를 같이 칩니다. 우리 실험실엔 유독 대쪽들이 많아서 골프
를 즐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골프나마 핑계로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한 곳에 모여 살아가
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나름대로 유익하더군요. 국내학회가 있는 날 가끔 보는 선후배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선후배 여러분, 이것이 요즘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한 단면입니다. 이 밖에도 작년 연말 김재욱 박사가 있는
영국의 ISVR에 방문해서 뭔가 같이 시작하려다 회사 내부사정이 바뀌어 아쉽게도 무산되었고 이재규 이사와는
가끔 산행도 같이하고 내가 자주 가는 단골 집에서 맥주도 한잔씩 하는데 그러다 같이 일한 적도 있고 최근엔
그쪽 회사가 경쟁에서 떨어져 무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소음진동공학회에 공력소음 특별세션을 4년 째 계속하면
서 이덕주 교수님, 김영남 박사, 박진호 박사, 유기완 박사, 전완호 박사, 이재규 이사 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젠 각 분야에서 한 가락씩 하고 있는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가끔 모일 수 있는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지만 이마
저도 서로 일부러 짬을 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 동안 소식을 알지 못했던 선후배님들께 글로나마 제
가 살아가는 모습을 알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 문화 소양

<교수님의 추천 문화생활 - 콘서트>

지난 21일(토) 천안 종합운동경기장에서, ‘전국순회 이문세 콘서트’ 의 마지막 공연이 있었습니다. 약 3시간 정
도 진행되는 콘서트이며, 작년 6월 올림픽 경기장 공연에서는 무려 5만명 관람을 시작으로 한 국내 및 해외 콘서
트가 천안에서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이문세씨는 이 콘서트에서 그의 인기에 날개를 달아준 ‘나는 아직 모르잖
아요(이영훈 작곡 작사)’를 열창하기도 했습니다. 3시간 공연을 본인 노래로 소화 시키는 ’대.한.민.국 이문세’의 공
연이었습니다.

<좋은 글- 독수리의 선택>
독수리는 40년을 살게되면 부리, 발톱 그리고 깃털이 퇴화되어 볼품없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냥 서서
히 죽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40년을 살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약 130여일 동안 자신의
부리로 바위를 쪼고 발톱과 깃털을 뽑는 고통을 지나야 비로소 새로운 40년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이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나에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무엇이 기
회인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지는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나의 결정은 나의 미래입니다.
[링크: http://m.blog.naver.com/shinanwoo/40187354235 ]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원인>
아래 기사는 지난 6월 22일 인터넷 뉴스 세계일보에 업로드된 기사입니다. 이번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에 대해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사고 조사의 주체로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이 밝혀
지기 전부터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는 발언이 계속되었습니다.
[링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6/22/20140622002653.html ]

그리고 아래 기사는 6월 25일 공식적으로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서 발표한 항공기 사고 원인에 관한 뉴스입
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1200/article/3484894_13474.html ]

실험실 가족들과 Facebook, Kakao talk 등 SNS를 통해 긴밀한 소통을 하
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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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졸업생 선배님들의 연락처를 아는 분이 계시면
realmh@kaist.ac.kr 혹은 010-5571-0049 (안명환, 석사과정)로 연락 바랍니다.
잘못 기재된 되었거나 누락된 정보 업데이트 수정을 원하시는 선배님께서도 연락바랍니다.
졸업생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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