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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훈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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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3차원 전자소자 세계 최초로 개발
"공학적 센스 뛰어난 아버지에게 좋은 유전자 받아 감사"
아름공영을 운영 중인 김정태 재경남해
군향우회 감사의 2남 김봉훈(얼굴사진) 교
수가 3월부터 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로봇 및 기계전자공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엔지니어인 아버지에 이어 국내 최고 공학
자로 실력을 키워가는 김 교수. DGIST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로봇 및 기계전자공학과
김봉훈 교수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숭실대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자리
옮겨
고려대학교 재료금속과를 졸업하고 KAIST 석·박사 과정을 마친 김 교수
는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해왔다. 2018년 고국으로 돌아온
김 교수는 2019년 3월 숭실대학교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교수로 부임,
고분자공학을 가르쳤다.
이번에 학교를 옮기게 된 김 교수는 "기계공학에 좀 더 관심이 높아져서

로봇기계전자 연구 학과에 지원해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며 "앞으로 전
자소자 관련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전자소자 개발 과학 저널 `네이처` 표지논
문
지난해 9월 김 교수의 논문이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의 표지논문으로 실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봉훈 교수팀은 미국 노스웨스턴대 존
로저스 교수팀 소속인 김진태 박사, 박윤석
박사, 장호경 연구원 등과 함께 씨앗이 바
람을 타고 들판에 퍼지는 원리를 이용해 넓
은 지역에 퍼질 수 있는 초소형 3차원 전자
소자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개발된 공중에서 스

김 교수의 논문이 지난해 9월, 과학저
널 네이처의 표지논문으로 실렸다.

스로 비행하는 로봇이나 전자소자는 기계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디자인이 복잡해 센티미터(cm) 수준의 크기에 그쳤
다. 로봇이 비행할 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김 교수는 "소자가 날아갈 때 생기는 미세난류를 정밀하게 측정해 비행
효율이 가장 뛰어난 디자인을 찾았다"며 "마이크로플라이어를 산과 들판
에 뿌리면 기온이나 습도 변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관측해 환경 모니
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번에 자리를 옮긴 것도 이 분야 연구를 계속하고 싶었던 이
유가 가장 컸다고 밝혔다.

김봉훈 교수팀이 개발한 `마이크로플라이어`, 미세난류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김 교수의 마이크로플라이어는 씨앗이 바람을 타고 들판에 퍼지는 원리에 착안해 개발됐다.

아버지의 공학적 센스 물려받아
김정태 감사의 3남매는 모두 이공학계열로 진학해 각자의 분야에서 성
공을 이뤘다. 특히 막내인 김 교수가 아버지의 손재주를 가장 많이 닮았다
고 한다.
김 교수는 "모든 아들에게 아버지는 영웅이다. 저에게 아버지도 바로 그
런 분이시다. 어릴 때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공학적 센스와 엔지니어의 능
력이 출중하신 분이라는 걸 느끼며 자랐다. 건축일을 하시지만 문제가 발
생하면 포기하지 않고 원인을 찾고 해결해 내시는 걸 보면서 공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걸 아버지를 통해서 배
웠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우리 남매 모두 이공계열로 진로를 정한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덧붙였다.
김정태 감사는 "아들이 공학박사로 자기 나름의 분야에서 한 발 한 발 성
장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뿌듯하다"며 "서울이라 곁에 가까이 있다가 대
구로 이사해서 서운하긴 하지만 더 큰 목표를 갖고 진출하는 만큼 부모로
서 늘 응원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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