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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광 준
기계공학과 



유학기간 출입국 일자

1979.7.30.출국 - 1982.7.22.입국

(1981.11.15.입국 - 1981.11.20.출국)

교원초임계약서

원장서명일자: 1982.7.12

본인/입회인 서명일자: 1982.7.23.



임용인사발령

일자: 1982.8. 4.

임: 기계공학과 전임강사

급: 조교수 1호봉 대우

전보인사발령

일자: 1982.10.20.

명: 생산공학과 근무

임용인사발령

일자: 1982.9.4.

임: 기계공학과 조교수

급: 1호

전보인사발령

일자: 1989.10.17.

명: 기계공학과 근무

(1989.10.11.부)



독일 스튜트가르트 대학 Lange 교수 내방

장소: 당시 KAIST(현재 KIST)영빈관   연도: 1983

좌측부터-양동열, 곽병만, 이병호, Lange, 엄윤용, 김경웅, 김광준



기계(항공)/생산 학과산행

연도: 1986

뒷줄좌측부터-박윤식, Miss오, 김광준, Miss?, 고정국?, 김석광, 윤용산, 곽병만, 박승오, 장근식, 이상용,  

양동열, 김상수, 최도형, 엄윤용, 어느(?)댁 꼬마, 김승수, 홍창선, 이종원



미국생산공학회(Society of Manufacturing Engineers)로부터

‘Outstanding Young Manufacturing Engineer Award’ 수상

일자: 1987.5.27.-29.   행사: North American Manufacturing Research Conference

장소: Lehigh University Bethlehem Pennsylvania



대한기계학회

백암 (Pennsylvania State Univ. 함인영 교수의 호) 논문상 수상

일자: 1987.11.7.



삭막했던 캠퍼스 환경개선을 위해 오리를 놓아주며(오리연못의 유래?)

일자: 1991.3.17.

한빛아파트공사 시작 전으로서, 현재는 학생회관 뒤로 한빛아파트가 보임



이정오(당시 생산공학과) 교수 회갑모임

연도: 1991  장소: 홍인장

기계/생산/항공 모두 참석



기계/항공(?) 산행

연도: 1992   장소: 계룡산 금잔디고개(?)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제2회 가오리 수영대회 출전

일자: 1995.11.23



(통합을 위한) 기계/정밀합동교수회의

일자: 1995.1.12.-1.15  장소: 경주, 코오롱호텔

기계/정밀 통합후 첫 번째 학과 워크숍

일자: 1996.1.12.-13  장소: 경주, 코오롱호텔

뒷줄좌측부터: 이정권, 이상용, 엄윤용, 김문언, 최상민, 임용택, 김광준, 오준호, 이두용, 김양한, 성형진



1996년 봄학기 학사과정 동역학 강의 초빙교수 Stephen H. Crandall 부부 환송 모임

일자: 1996.6.18.  

장소: 도룡동 롯데호텔 한식당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상 수상

일자: 1999.11.18.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관(동 학회 추계학술대회)

KAIST 건강달리기 골인직전

일자: 2000.5.14. 

주자: 김양한, 김광준



학사과정학생들과 딸기파티

일자: 2001.4.13.  장소: 학사 도서관옆

참석교수: 좌로부터 김양한, 최도형, 윤성기, 김광준, 양동열, 최상민



Asia-Pacific Vibration Conference(APVC)에 한국대표 대리(기계학회 총무이사자격)로 참석

일자: 2001.10.28.-11.1  장소: West Lake Hotel, Hangzhou, China

좌로부터: Bangchun Wang(China), Takuzo Iwatsubo(Japan, Chairman), ?,  

Joseph Mathew(Australia), Kwang-JoonKim(Korea) 



재직 20주년기념 홈커밍행사

일자: 2003.5.17.  

장소: KAIST캠퍼스/롯데호텔대전



중국칭화대학 자동차공학과초청 방문/강연

일자: 2004.6.26.-6.30.   초청자: Jijie Fan 교수  

장소: 북경



중국해군공과대학 소음진동연구소초청 방문/강연

 일자: 2004.7.1.-7.4.   초청자: Director Lin He/Dr. Zhang Lin Ke  

장소: 화북성 우한(Wuhan)



제22회 모드해석강좌(2004.7.19.-23)후 수강생들과 

 일자: 2004.7.23    장소: KAIST기계동앞    앞줄 중앙부분: 강사 박윤식, 박영진, 김광준, 이종원

화사한 봄날 벚꽃아래에서 선후배 교수님들과

연도: 2008년    장소: 2호관    좌로부터 김광준, 조형석, 이정권, 이종원, 김양한, 이성연



소음진동공학회 제11대 (2011-2012) 회장으로 신임임원들과 회원들게 인사

 일자: 2010.10.28.    장소: 문경 STX리조트



기계학회임원들과 천안함(폭침일: 2010.3.26.) 견학

 일자: 2010.12.28.   

장소: 평택항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전 서울대 이장무총장(2019.1 현재 KAIST이사장) 부부 대전 1박2일 초청,  

제자들과 계룡산 산행 전날, KAIST 패컬티 클럽 만찬 후 

일자: 2012.10.5.   장소: 패컬티클럽 동측 주차장



공저자로서 SAGE 2012년 논문상 수상

 논문집: 영국기계학회(IMechE), J. of Systems and Control Engr.   주저자: 선종오   일자: 2013.9



재직 30년 기념 홈커밍행사

일자: 2013.8.27.   장소: 학교/유성계룡스파텔



우리학과 방문중인 노르웨이 Petterson교수와 경복궁관람/인왕산등산

 일자: 2014.4.18.   좌로부터 김광준, 윤용산, 임세영, 최상민



궁동성당 성가대원들과 이탈리아 성지순례 중 요한바오로 2세 교황 시성식 미사 참례

 일자: 2014.4.27.   장소: 로마베드로성당 성가대석 뒤



도요타 나고야본사 파견근무중 효도 차 방한한 큰 아들 내외, 승한(Nathan), 그리고 작은 아들 내외와 함께

 일자: 2015.5.2.    장소: 안면도 펜션 베이테라스



오래된 친구 김면철박사 초청으로 미국 서부 여행

 일자: 2015.8.20.    장소: Grand Canyon 



교육부장관 산학협력 표창

 일자: 2016.10.20.  

장소: 일산 킨텍스



NOVIC 교수 워크숍

 일자: 2017.4.20.  장소: 무주티롤호텔

뒷줄 좌측부터 전원주, 이정권, 김광준, 박영진, 박용화



정년기념 소음진동공학회 헌정세션

일자: 2018.10.19. 

장소: 여수 디오션리조트



아주 오래 된 고정자산 6단 목제서가 

제작연도: 1982        자산실사연도: 1983

자산번호: 26796253         구입비: 6만원

계정: 기본연구     현재위치: 기계동4109호

한 쪽 면이 특히 마모된 사무실 열쇠

사용시작일자: 1990.3    

사용종료일자: ?

사무실번호: 기계동 4109호



김광준 교수님 (1953.09.01)

1991.09     교  수 승진

1987.03     부교수 승진

1982.09     조교수 임용

2013.03 ~ 2014.02    KAIST 교수협의회 회장 

2011.01 ~ 2012.12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회장

2005.01 ~ 2010.12   ISO/TC108 한국 대표

1988.09 ~ 1989.10    생산공학과 주임교수

2016                교육부장관, 산학협력유공 표창

1999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상

1987                대한기계학회 백암논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