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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NEWS
최덕현 교수님, 우리 학부에 2021년 2학기에 부임
안녕하세요. 2021년 가을학기부터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에 부임하게된 최덕현 교수입
니다. 저는 2006년 8월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07년 1월부
터 UC-Berkeley Bioengineering 학과에서 포스닥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08년 4
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삼성종합기술원에 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2010년 9월부터 경희대
학교 기계공학과에 부임하여 11년을 보냈습니다.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저의 연구실은 나노구조재료 실험실 (Nanostructures and
Nanomaterials lab., NNL)로 나노/마이크로소재의 제작 및 나노복합소재의 설계를 통해
신개념 에너지/센서/전자소자/바이오 시스템에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는 차세대 에너지와 센서 시스템의 기계공학적 설계 및 응용에 집중하기 위해, 연구실명을 나
노에너지 및 나노센서 연구실 (Nanoenergy and Nanosensors Lab., NNL)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연구실에서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저렴하고 고효율의 에너지 및 센서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면 다가올 첨단시대의 핵심기술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 및 개발도상국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연구실의 핵심 분야는 나노복합재, 나노역학,
나노플라즈모닉스, 나노발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연구실 소개는 연구실 홈페이지(dchoi.skku.ed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어색하고 서툰 부분이 걱정도 되지만, 성균관대학교의 교수님들 및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갈 교육/연구 성
과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언제든지 이메일(bred96@skku.edu)을 보내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발전공기업 대상 스마트발전공학과(대학원) 운영
우리 학부는 발전 공기업 4개사(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석사과정
재교육형 계약학과인 스마트발전공학과를 운영 중이다.
스마트발전공학과는 제조업 혁신을 이끌 4차산업 기술(IoT, 빅
데이터/AI)과 기반기술(연소, 소재 등)을 접목하여 발전 설비
분야의 효율 및 운영 능력 향상과 에너지 신기술 개발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며, 정원 15명으로 2020년 2학기
에 개설되었다. 현재 발전공기업의 실장급 2명을 포함한 13명이 재학 중이며, 다른 에너지공기업들도 참여를 희망하여
2022년부터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과정은 에너지ICT개론, 플랜트CFD특론, 스마트발전공학세미나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및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의 교과목도 크로스리스팅을 통해 수강 중이다.
학과장은 류창국 교수가 맡고 있으며, 이상원 교수, 문형필 교수, 김성민 교수, 이은호 교수 등이 우리 학부 교수들이 교육
에 참여하고 있다.
2021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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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
지난 5월 우리 학부 교수진이 참여하는 '친환경자동차 부품 연
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 컨소시엄(주관기관: 한국전자정보
통신산업진흥회(KEA), 참여교수: 황성호, 고한서, 이원영, 김종
현, 김성민)이 사업에 선정되어 친환경자동차 부품 산업을 선도
하는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차 핵심 부품 개발 인력을 양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
외 기술 종속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관기관인 KEA, 참여대학인 성균관대, 국민대, 한양대, KAIST, 그리고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함께 학위과정과 집중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학프로젝트와 현장 실습 지원으로 5년간 정부지원금 약83억을 투자하여 290여명의 R&D인력을 양
성할 계획이다. 본교는 친환경자동차의 열관리시스템제어를 특화분야로 지정하여 차별화한 커리큘럼을 구성해 석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KEA는 최신 기술·산업 동향 등 학위 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단기 집중 교육 과정을 병행 운영하며,

한국자동차연구원은 관련 인프라를 활용해 현장실습과 산·학 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AI로봇기반 인간기계 협업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
올해 3월부터 우리 학과가 참여하는 ‘AI로봇기반 인간기계협업기술 전문인력양성’ 컨소시엄(주
관기관: 한국로봇산업협회(KAR), 참여교수: 문형필, 최혁렬, 황성호, 구자춘, 김종현, 휴고 로
드리그)이 사업에 선정되어 AI 로봇기반의 인간기계 협업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석박사 전문인
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업 수요기술 중심의 인공지능 활용이 가능한 ‘고부가 지
능형 로봇 기반 SI 2.0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필요한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주관기관인 KAR과 참여대학인 성균관대, 경희대, 숭실대, 목원대, 그리고 인제대가 함께 학위과정과 집중교
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실습 지원으로 5년간 정부지원금 약 83억을 투자하여 140여명의 인력을 배출하고 산학프로
젝트 60여건을 수행할 계획이다.
본교에서는 이번 사업에 일반대학원 기계공학과와 메카트로닉스협동과정이 참여하여 인간-기계 인터랙션 및 협업제조기술
을 특화분야로 선정하고 특화인재를 양성하는 석박사 교육과정을 개설 및 운영할 예정이다. 주관기관인 KAR은 한국 로봇산
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컨소시엄의 대학과 기업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유기적인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
다.

이창구 교수 연구팀 Nature Electronics 게재 논문 Techxplore에 소개
우리 학부 이창구 교수 연구팀이 Nature Electronics(전자공학 상위 0.3% 저널, 관련
319개 저널 중 1위)에 발표한 틀어진 나노흑린소재를 이용한 공명터널 다이오드소자에
관한 연구 결과가 해외연구 뉴스사이트인 Techxplore에 하이라이트로 소개되었다.
https://techxplore.com/news/2021-04-resonant-tunnelling-diodes-based-black.html

2021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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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차량시스템연구실 SVAE팀, 2021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경진대회 본선 진출
현대자동차그룹에서 후원하는 '2021 현대자동차그룹 자율주행 챌린지’ 예선 대회가
지난 3월 IPG Automotive Korea 본사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가상환경하에서 각 대학에서 개발한 제어 알고리즘을 탑재한 자율주행차
가 총 10가지 주행미션을 수행하여 본선 진출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
두 23 개의 팀이 예선에 참가하여 상위 6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는데, 본교 기계공학부
차량시스템연구실의 SAVE팀 (SKKU Autonomous Vehicle Engineers; 지도교수
황성호)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되었다. 본선은 2021년 11월에 열리며 상암 DMC에서 6개 팀이 동시 출발하여 추월을

포함한 다양한 미션으로 진행되게 된다.

최민기 박사후 연구원, 한국연구재단 주관 2021년도 세종펠로우십 선정
우리 학과 에너지변환연구실(지도교수: 이원영)의 최민기 박사가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후연
구원 양성 지원사업인 세종펠로우십에 최종 선정되었다. 연구 주제는 CO2 전환을 위한 저
온형 전기화학셀 개발이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당면한 난제인 탄소 감축 성능을 획기적
으로 향상 가능한 방안에 대한 제안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고성능 에너지 변환 및 저장

재료인 프로톤전도성재료를 사용한 전지를 개발하여 수소 및 메탄 등 고부가 합성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점도 있어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분야이다. 최민기 박사는 5년 동안
총 6억 5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본 과제 수행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민기 박사후 연구원, 2021년도 열공학부문 우수학위논문상 수상
대한기계학회 열공학부문에서는 매년 연구실적과 학위논문이 우수한 박사학위 졸업생 5명을
선정하여 수상하고 있다. 금년에는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최민기 박사(지도교수: 이원영)와
홍석준 박사(지도교수: 김태성)가 선정되어 5월 27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대한기계학회 열공학
부문학회에서 수상하였다. 최민기 박사는 에너지변환연구실에 2014년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
학하여 “고성능과 고내구성의 에너지변환디바이스를 위한 페로브스카이트 옥사이드 개발” 라
는 제목으로, 홍석준박사는 2017년에 박사과정으로 입학하여 "반도체 CMP 및 Post-CMP
cleaning 공정 중 slurry flow와 abrasive behavior에 대한 연구"를 제목으로 학위논문을 제
출하였다.

박사과정생 한석규 학생 하버드 파견근무 (GIVC 지원)
박성수 교수 연구실의 박사과정 한석규 학생이 Global Value Innovation Creator (GVIC)의 지원을 받아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하버드 의학대학의 Su Ryon Shin 교수의 The shin
lab에서 오가노이드 배양을 위한 바이오잉크 개발을 위한 파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 성균관대 대학원혁신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프로그램에 기계공학과 총 4팀(개인 2, 팀 2) 선정
- 개인: 최민기(에너지), 무함마드 모신 호사인 (나노복합체)
- 팀: 이민기 & 쿨딥 바헬 (유체역학), 조민웅 & 파완쿠마르 (2차원 물질)
2021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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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MNI NEWS
오준호 박사, 2021년 1학기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ERICA) 조교수로 임용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3월부터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ERICA)에 근무하고
있는 오준호 교수입니다. 먼저 뉴스레터 첫 호에서 교수님 및 재학생을 비롯한 우
리 학부 구성원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저는 2006년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입학하여 2013년 학부 졸업 후 류창국 교수님 지도 하에 2015년
석사학위를 마쳤습니다. 이후 미국 일리노이대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Nenad Miljkovic 교수의 지도 아래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마
치고 영국 UCL (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하
다 올해 봄학기부터 한양대학교ERICA에서 조교수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분야는 계면과학, 자연모사공학, 나노공학을 접목한 상변화열전달과 첨단 열유체공학입니다. 제 연구실 이름
은 BETTER Lab (Bioinspired Energy and Thermal Transport Engineering Research Lab, 자연모사열전달연구
실)로 상변화열전달 및 계면현상, 나노공학을 활용하여 인류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
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발수표면 및 다양한 나노기능성 표면에서의 condensation, freezing, boiling 등의 상변화 현
상에 대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전자부품냉각 및 전동모빌리티시스템의 열관리, 냉공조시스템, 미세유체시스템 등 열유
체공학의 다양한 응용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저는 제 연구실 이름에 나타낸 바와 같이 “Engineering BETTER Human Life”를 위한

연구와 교육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졸업생으로서 우리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연
구자와 교육자로 성장하는 과정과 모습을 기계공학부 구성원 여러분께서 따뜻하게 지켜봐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신동호 박사, 2020년 2학기 원광대학교 스마트자동차공학과 조교수로 임용
안녕하세요. 2020년 9월부로 원광대학교 스마트자동차공학과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임용된 졸업
생 신동호 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님들과 재학생 여러분께 기쁜 마음으로 인사 드
립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를 2010년에 졸업하였고, 그 뒤 고한서 교수님께 석,박사
과정 지도를 받아 2017년에 박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그 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전문연구요
원으로 근무하며 연구경력을 쌓고 2020년에 원광대학교에 임용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첨단열유체시스템 연구실(Advanced thermal fluid system lab)을 운영 중이며, 9
명의 연구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의 객원연구원으로 활
동하고 있으며, 열유체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연구실에서는 차량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
관리 시스템 개발, 쏠라월을 이용한 친환경 난방시스템, 상변화물질을 이용한 친환경 제설 기술 개발, 블랙아이스 방지
기술 개발, 이온풍을 이용한 드론의 비행기술 개발, 이온풍을 이용한 미세먼지 유동제어 등의 연구를 수행 중 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지금의 순수한 열정을 잃지 않으며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연구자로 성장해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일조하는 자랑스런 졸업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1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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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MNI NEWS
김의겸 박사, 2021년 2학기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조교수로 임용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1일부로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생 김의겸입니다. 제 고향 같은 성균관대학교 교수님들과 후배님들에게 기쁜 마
음으로 소식 전달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를 2011년 가을에 졸업하였고, 최혁렬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통합과정으로 박사학위를 2017년 가을에 받았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한
국기계연구원 로봇메카트로닉스 연구실에서 2021년 8월까지 3년 10개월을 근무하고 현재 아주
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원 학위 동안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현재 최혁렬 교수님께서 운영 중인 Robotory 연
구실에서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술로봇 시스템, 촉각 감지가 가능한 로봇 그리퍼, 6축 힘토크 센서, 조인트 토크 센
서 등 로봇 분야에서 핵심적인 다양한 연구 분야를 접하고 공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SCI급 저널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및
수상을 통해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외에도 성균관대학교에서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PhD 펠로우십에 선정되고 교내
장학금을 통해 연구나 학업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기계연구원 (KIMM)에 임용되어
인간형 로봇 손과 다양한 로봇용 힘센서들을 개발하여 여러 언론에 보도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실력은 한 끗 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해외도 다녀오지 않고 경력도 많지
않았지만, 자신감과 도전정신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모교인 성균과대학교에서 키워
냈으며, 이 정신은 제 평생에 걸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여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위상에 걸맞
는 자랑스런 졸업생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 뉴스
우리 학과는 2021년 2월에 16명의 박사와 30명의 석사 졸업자를 배출하였다. 주요 취업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학위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석사
석사
석사
석사
석사
석사
2021년 2학기

성명
Rana M. Mujahid
Saleem
이진엽
김민섭
김성준
김재원
백건희
이혁진
홍석준
김동규
김원준
박용희
이지민
정경석
황성택

지도교수
김재훈
박성수
이영제
구자춘
박성수
서명원
구자춘
이원영
황성호
백승현
문형필
이상원
최재붕
최혁렬

취업 기관
Assistant Professor, Mir Chakar Khan Rind University of
Technology
킹고바이오 (창업)
LG전자, 공통기술 2팀
LS산전, LS일렉트릭
세메스, Clean 설계그룹
LG디스플레이, VD실
한국전기연구원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현대자동차, 자율주행S/W개발
현대모비스, 재료연구섹터
현대오토에버, 인공지능기술팀
삼성전자, 신호및시스템 설계
현대오일뱅크
현대자동차, 로봇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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