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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머리말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Mechanical Engineering and Technology Research Information Center, METRIC, 

http://www.metric.or.kr)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기계공학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트릭의 구체적인 콘텐츠에는 기계공학 분야 

학술지의 논문, 학술대회 발표 및 세미나 동영상, 기계공학분야의 유명 연구자 인터뷰, 해외학술대회 참관기, 국내 

기계공학관련 실험실 정보, 기계공학 관련 행사 취재, 글로벌 석학 강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트릭은 현재 

6만 5천여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꾸준한 기계공학 콘텐츠 축척과 개발을 통해 기계공학 연구자들과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은 기계공학 연구동향을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은 2012년 한국정밀공학회 춘,추계 학술대회 연구 그룹 

분석, 2012년 CADCAM 학술대회 연구그룹 분석과 기계공학 우수 연구자 인터뷰, 해외 학술대회 참관기, 분야별 

박사 학위 논문의 연구주제, 국내 9개 대학의 박사학위 초록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들 자료들 중 대부분은 2012년도

에 메트릭과 관련학회, 메트릭 회원인 연구자들의 참여를 통해 메트릭 홈페이지(www.metric.or.kr)에 구축된 

내용들이며, 이를 통해 2012년에 기계공학분야의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이나 연구주제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기계공학 분야의 많은 분들이 메트릭에서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으시기를 바라며, 메트릭을 

통해 기계공학도들 간의 활발한 연구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하여 기계공학 분야의 연구생산성이 

향상되고 우리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기를 희망합니다.

2012년 12월

이  석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센터장)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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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학술대회 연구그룹분석

2012년 CAD/CAM 학술대회 연구그룹분석

이석(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장,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정병규(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ariass@naver.com)

사단법인 한국 CAD/CAM학회는 1995년에 발족한 학회로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와 생산을 연구하는 전문적인 학회이며, 기계, 

전자, 컴퓨터, 조선, 항공, 건축, 토목, 플랜트, 바이오, 나노 등 산업전반에서 설계, 해석, 제조의 융합기술에 관한 최신연구주제를 

가지고 매년 2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2년에는 "미래산업과 서비스를 위한 CAD/CAM"이라는 주제로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소재의 휘닉스 파크 컨벤션 센터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CAD/CAM학회에서는 2011년부터 따로 학생위원회가 만들어져, 한 세션에 대해서는 교수가 아닌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고 

있다. 학생 세션에서는 공학과 의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KIST 김영준 박사를 초청하여 의학 분야의 햅틱 사용자를 위한 가상 

시뮬레이션이 소개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재단과 

경로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1. 통계분석

1) 기관별 발표 논문 수

 2012년 CAD/CAM 학술대회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총 56개 기관에서 191건(포스터 포함)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발표 논문 

수는 한양대학교가 20건, 서울대학교가 17건, 아주대학교 15건, 광주과학기술원 12건, 한국과학기술원 11건, 명지대학교 9건, 

성균관대학교 9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건, 인하대학교 6건, 연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각각 5건으로 나타났다.

<표 1> 기관별 발표 논문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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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저자 빈도수

 또한 논문에 같이 참여한 공저자는 총 441명이며, 이 중 3건 이상의 논문에 참여한 공저자들은 아래 표2와 같이 54명으로 

나타났다.

<표 2> 공저자의 논문 참여순위(3건이상)

  2. 네트워크 분석

1)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 - Spring layout

공저자의 연결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크게 아래 그림 1과 같이 Circle형, Line형, Star형으로 나타나는데, Circle형은 

친한 친구의 모임으로 두루두루 어울려 이야기 하는 구조이며, 권위적인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업조직관계에서는 Line형이 

주로 나타난다. Star형은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로 중심점이 되는 선생님이 양끝의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의 도형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학술대회의 네트워크 시각화는 한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들 3가지 유형이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어느 유형에 더 가까운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림 1> 네트워크 시각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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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CAD/CAM 학술대회에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50여개의 연구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비교적 큰 

그룹은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10개 내외로 형성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이들을 그룹1-9을 

확대하여 하나씩 분석하였다. 

<그림 2> 2012년 CAD/CAM 학술대회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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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연구그룹은 그림2에서 좌측 제일 상단에 나타나는데 이를 크게 확대하여 보면 그림 3과 같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로 한국과학기술원 소속의 많은 연구자가 있으나, 경북대학교, 부품디비, 대우조선해양, 홍익대학교, 스페이스 솔루션, 한국수력

원자력, 한국해양연구원, 스텝센터 등 매우 다양한 소속의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3명의 중심연구자, 한순흥(한국과학기술

원), 문두환(경북대학교), 황진상(부품디비)이 비슷한 비중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제 1그룹(한국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 부품디비 중심)

그룹 2는 아주대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현대기아자동차, 대우조선해양, SKC & C 등의 여러 업체가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왕지남(아주대학교)과 박상철(아주대학교) 을 중심으로 Star형 유형이 보이며, 또한 전체적으로 균등한 Circle형의 

유형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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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 2그룹(아주대학교 중심)

제 3그룹은 성균관대학교 연구자들로 구성된 그룹으로, 최재붕(성균관대학교)을 중심으로 전형적인 Star형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각각 3개의 작은 소그룹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은 소그룹끼리는 서로 교류가 없기 때문에 이 구조를 해석해보면 한 

명의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하여 크게 3개의 다른 주제에 대한 연구나 다른 논문이 각각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5> 제 3그룹(성균관대학교 중심)

제 4그룹은 한양대학교 연구자들로 구성된 그룹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2명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하여 나머지 연구자들이 둘러싸인 

전형적인 Star형 유형으로 지도교수와 실험실원으로 구성된 관계로 보이는 연구그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한 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그룹은 대부분 작은 그룹으로 형성되나, 한양대 그룹은 다수의 학생들로 인해 비교적 큰 그룹을 이루고 

있다. 한 기관의 구성원들로만 비교적 큰 그룹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별 논문 수에서 가장 많은 논문(20건)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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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 4그룹(한양대학교 중심)

제 5그룹은 성균관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매우 다양한 소속의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도 4명의 중심연구자와 연결자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많은 기관이 균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가 소속을 초월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들 연구자들의 경우 생산 자동화, 

온라인 공정 등의 공통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그림 7> 제 5그룹(성균관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산대학교 중심)

제 6그룹은 서울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엠티아이,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지노스,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등의 여러 연구기관이 

연계되어 있는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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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면 서울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가 연계되어 있는 형태이나, 한국해양대학교는 2개의 연결되지 못한 소그룹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같은 소속이라도 연구주제가 다르거나 교류가 별로 없을 경우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 8> 제 6그룹(서울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중심)

제 7그룹은 서울대학교와 국립재활원이 서로 연결된 연구 그룹이다. 이 두 기관은 대등한 연결관계가 아니라 이건우(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서울대 연구자들이 연결되어 있고, 국립재활원은 서울대의 다른 대부분의 연구자들과는 직접적인 교류가 없이 

오직 중심연구자를 통해서만 연구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국립재활원과의 연구 과제에 학생 중 일부만 참여하고 

다른 학생들은 다른 주제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제7그룹(서울대학교, 국립재활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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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그룹은 광주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와 삼성중공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구그룹이다. 이 그룹은 삼성중공업과 

서울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3개의 소그룹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들을 중심연구자가 연결시켜 주고 있는 구조이다. 이 3 기관은 

Circle형의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보면 중심연구자인 고광희(광주과학기술원)가 이 그룹들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 

Star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10> 제 8그룹(광주과학기술원,삼성중공원,서울대학교 중심)

제 9그룹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에스엠워터테크가 연결된 다소 복잡한 구조이다. 그러

나 위의 8그룹과는 다르게 기관별로 소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연구자들이 각 그룹에 포진되어 

있는 형태로, 소속기관보다는 연구주제를 통한 소그룹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민(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중심연구자

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3개의 소그룹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림 11> 제 9그룹(한국기술정보연구원, 에스엠워터테크,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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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 -Degree Centrality

Degree Centrality(연결정도 중심성) 분석이란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는 어느 하나의 점(node, 여기서는 연구자를 의미함)

과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른 점들과의 연결 정도를 측정하여, 각각의 점들이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중심에 위치하는지를 

알아보는 기법이다. 즉, 네트워크에 나타난 총 공저자 관계의 수에 대한 한 연구자가 갖는 공저자 관계의 비율이 중심성을 결정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원의 중심에 가깝게 표시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네트워크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점(node)이나 Connector 또는 Hub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2012년 CAD/CAM학술대회의 Degree Centrality는 아래 그림10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12> 2012년 CAD/CAM 학술대회 연구자 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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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정밀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연구그룹 분석

이석(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장,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정병규(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ariass@naver.com)

한국정밀공학회 2012년 춘계 학술대회는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라다마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

회에는 정밀가공, 정밀측정, 로봇 제어 자동화, 생산 시스템, 설계 및 재료, 공작기계, 나노마이크로 기술, 생체공학, 임의형상 

제조시스템, 녹색 생산기술의 총 10개 부문으로 구성된 일반세션과 특별세션으로 구성되었다. 

1. 통계분석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구두와 포스터 포함 128개의 기관에서 64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개인당 논문 발표 편수는 2편으로 

제한되었으며, 석사과정 학생은 포스터 발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논문의 발표자는 총 596명이며 이중에서 2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저자는 53명이다. 

세션별 발표 논문수는 설계 및 재료 137편, 로봇제어자동화 78편, 생체공학 78편, 정밀측정 50편, 나노마이크로 기술 47편, 

정밀가공 45편, 생산시스템 43편, 공작기계 34편, 철도공학 28편, 녹색생산기술 20편, 기타 순으로 이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야별 발표 논문 수

아래 그림2와 같이 기관의 논문 발표수는 한국생산기술원에서 46건의 논문을, 한국기계연구원에서 40개의 논문, 서울대학교가 

32건, 부산대학교가 31건, KAIST가 26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24건 그리고, 창원대와 한양대학교가 각각 21건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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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관별 논문발표순위(논문수 5개 이상)

2012년 한국정밀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전체 공저자수는 총 1,768명이며, 이중 5건 이상의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한 저자는 총 

59명으로 명단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5건 이상의 논문발표에 참여헌 공저자 순위(저자포함, 논문수 5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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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분석

1) 키워드 분석

 각 논문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빈도수를 계산한 결과 총 2,078개의 키워드가 나타났으며 이를 빈도수의 크기에 따라 정렬하면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논문에 사용된 키워드 빈도수(빈도수 4이상)

제일 많은 키워드는 FEM(Finite element method, 유한 요소법, inite element method analysis 포함)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Fuel cell(연료전지), Kinematic analysis(운동학적 분석), Modal analysis(진동수 해석) 등으로 나타났다. 키워드에서 FEM의 

빈도수가 31로 매우 높은 반면, 나머지 키워드들은 최대 빈도수가 5정도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를 넷마이너의 Degree 

Centrality 분석을 해보면. 그림 5와 같이 REM을 제외하고는 전체 키워드가 외곽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5> 논문에 사용된 키워드의 Degree Centrality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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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 - Spring layout

넷마이너(Net Min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논문의 공저자끼리 연결해 보면 아래 그림6과 같이 여러 개의 그룹형태로 나타난다. 

각 그룹은 연결 정도와 연결수에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각 그룹에는 중심이 되는 연구자와 연결역할을 하는 연구자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비교적 많은 그룹이 연결될수록 좌측 상단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 그룹들 중 몇 개의 큰 

그룹을 골라서 분석해 보았다.

<그림 6> 2012년 정밀학회 춘계학술대회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 -Spring Layout

아래 그림7와 같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주도하는 그룹으로 가장 많은 수의 그룹으로 이루어 져 있다. 한국생산기술연원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46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기관별 발표 논문수 가장 많았다. 각 그룹에는 연결고리가 되거나 중심이 되는 연구자들

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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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심 그룹

2번째로 큰 그룹은 그림 8와 같이 한국기계연구원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금오공대, 창원대학교 등이 연결된 그룹이다. 이 

그룹에서는 주요 연구자로 박천홍, 황주호, 이재학, 하태호, 이창우, 송준엽(한국기계연구원) 등이 있다.

<그림 8> 한국기계연구원, 창원대학교, 금오공대, 부산대학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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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한국 철도기술연구원 소속의 저자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함영삼, 이동형, 권석진, 유원희, 서정원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등 

5명 정도의 중심연구자가 있으나, 대체로 같은 비중으로 연결된 동등한 형태인 Circle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림 9> 철도기술연구원 그룹

아래 그림 10은 서울대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형적인 Star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Star형 구조는 대체로 지도교수와 

학생들의 관계일 때 주로 나타나는데. 이 그룹의 경우 주종남(서울대학교)교수와 그 제자들로 이루어진 연구 그룹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10> 서울대학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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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연세대학교 그룹과 고려대학교 병원, 인제대학교로 이루어진 그룹을을 세종대학교 그룹이 중간에서 연결시키고 있다. 

이 그룹의 경우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김한성(연세대학교), 임도형(세종대학교), 이성재(인제대학교), 전경진(한국생산

기술연구원) 등이 각각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임도형(세종대학교)의 경우 중심연구자이면서 동시에 3개 그룹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연세대학교, 세종대학교, 인제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그룹

그림 12는 위의 그림 10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중심의 연구자 그룹이며, 발표 논문의 분야가 달라서 별도로 연구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룹내에서도 크게 3개의 소그룹들이 뭉쳐져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심연구자인 안성훈(서울대학교)의 역할이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와 경상대학교와의 교류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대학간의 연구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거나 아니면 서울대 출신의 학생이 한양대나 경상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림 12> 서울대학교 중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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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은 재활공학연구소의 연구자들이 구성되어 만들어진 그룹이다. 연구소 이긴 하지만. 권위적인 조직인 에서 나타나는 

Line형식의 관계보다는 지도교수와 학생일 때 나타나는 Star형 구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중심연구자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 이 경우 중심연구자가 이 단체의 책임자일 경우가 많다. 실제로 문무성 소장는 재활공학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용 휠체어 개발과 보급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아래 그림19의 Degree Centrality분석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연구자로 나타났다 .

<그림 13> 재활공학연구소 중심 그룹

그림14는 동아대학교의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박영철, 강상훈, 전언찬(동아대학교)의 3명의 중심연구자들이 각 그룹을 

연결시키고 있다.

<그림 14> 동아대학교 중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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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는 전북대학교 연구자 그룹으로 양균의, 김성진, 이성철, 양수진(전북대학교) 연구자가 서로 연결되어 소 그룹들을 연결 

시키고 있다. 또한 양균의와 김성진사이에도 많은 공동 연결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5> 전북대학교 중심 그룹

그림16은 영남대학교와 경북대학교로 구성된 연구자들의 그룹으로 고태조(영남대학교)와 양승한(경북대), 이준영(경북대학교)의 

3명의 연구자가 각 그룹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6>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중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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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은 전북대학교와 건국대학교 , 고려대학교의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으로 유미, 권대규(전북대학교)와 엄광민, 

김지원, 권유리(건국대학교) 간의 연결관계로 형성된 그룹이다.

<그림 17> 전북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심 그룹

그림 18은 포항공과대학교와 영남대학교가 연결된 그룹으로 중심연구자로 유희천(포항공과대학교)와 이화조(영남대학교)로 이루

어 져 있으며, 두 그룹 사이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8> 영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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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 -Degree Centrality

Degree Centrality(연결정도 중심성) 분석이란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는 어느 하나의 점(node, 여기서는 연구자를 의미함)

과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른 점들과의 연결 정도를 측정하여, 각각의 점들이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중심에 위치하는지를 

알아보는 기법이다. 즉, 네트워크에 나타난 총 공저자 관계의 수에 대한 한 연구자가 갖는 공저자 관계의 비율이 중심성을 결정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원의 중심에 가깝게 표시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네트워크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점(node)이나 Connector 또는 Hub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자를 파악할 수 있다. 

2012년 정밀공학회 춘계 학술대회의 Degree Centrality는 아래 그림19와 문무성(재활공학연구소), 안성훈(서울대학교) 등이 

중심이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2012년 정밀공학회 춘계 학술대회 연구자 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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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정밀공학회 추계학술대회 연구그룹 분석

이석(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장,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정병규(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ariass@naver.com)

 한국정밀공학회 2012년 추계 학술대회는 2012년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초청강연을 제외하고 구두와 포스터 포함하여 49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490편의 논문은 117개 기관 소속의 

457명이 주저자로 참여하였으며, 이중 33명이 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림 1> 학술대회 발표장 모습

1. 통계분석

이번 학술대회에는 과학재단 우수연구과제와 정밀가공, 정밀측정, 로봇 제어 자동화, 생산시스템, 설계 및 재료, 공작기계, 나노마이

크로기술, 생체공학, 임의형상제조시스템, 녹색생산기술 의 총 10개 부문으로 구성된 일반세션과 스마트 생산 요소 기술, 메카트로닉

스 기술지원사업, BIS기반 자율지능 사출시스템,정밀금형, 차세대 반도체 MCP 기술, 기계장비정밀도 시뮬레이션, 맞춤형제조실행

시스템 개발 및 적용, 맞춤 보급형 제조실행(c-MES) 플랫폼 기술, Bio-Energy, 철도공학의 10개의 특별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세션별 발표 논문수는 설계 및 재료가 118편으로 가장 많으며, 로봇제어자동화는 54편, 나노 마이크로 기술은 38편, 정밀측정은 

33편, 생체공학이 32편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션별 논문의 수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춘계 학술대회와 비교해보면 전체 논문수가 

줄어 들어 각 세션별 논문수도 비슷하게 줄었으나, 녹색생산기술은 21편으로 춘계(20편)와 비슷한 숫자의 논문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분야별 발표 논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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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논문 발표수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41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33편, 서울대학교가 25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23편, 창원대학교에서 21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부산대학교가 31편을 발표하였으나, 추계학술대회에서는 

16편을 발표 하였으며, 춘계에서 KAIST는 2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나 추계에서는 3편의 논문만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 3은 기관별 논문 발표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기관별 논문 발표 순위(논문수 5편 이상)

2012년 한국정밀공학회 추계학술대회 전체 공저자수는 총 1,335명이며, 이중 5건 이상의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한 저자는 24명으로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5건 이상의 논문발표에 참여한 공저자(저자포함, 논문수 5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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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분석

1)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 - Spring layout

넷마이너(Net Miner 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같은 논문의 공저자들을 연결 시켜 보면, 아래 그림5와 같이 여러개의 그룹형태로 

나타난다. 많은 연구자들이 연결되고 여러 그룹이 뭉쳐 있을수록 좌측 상단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중 좌측상단에 

나타나는 몇 개의 큰 그룹을 골라서 분석해 보았다.

<그림 5> 2012년 정밀학회 추계 학술대회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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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5에서 제일 좌측 상단에 나타나는 가장 큰 연구그룹을 확대해 보면 아래 그림6과 같다. 춘계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심의 그룹이었으나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연구 그룹이 가장 큰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총 41건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송준엽, 이재학, 김형준 등이 많은 수의 

논문의 공저자로 등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기계연구원은 서울대학교, 창원대학교, 부산대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등 여러 대학소속의 연구자들과 같이 논문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한국기계연구원 중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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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7은 2번째로 큰 연구그룹인데 위와 마찬가지로 한국기계연구원 중심의 그룹이다. 보통 소속이 같을 경우 같은 그룹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있는 경우는 연구분야가 아예 다른 경우이며, 특히 이 그룹은 이성휘(한국기계연구원)를 

중심으로 하여 전형적인 Star형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다른 대학이나 기관의 연구그룹과는 연결되지 않고 

한국기계연구원을 중심으로 하여 한두명이 다른 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같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한국기계연구원 중심 그룹

아래 그림 8에서 나타난 그룹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심의 그룹이며, 함영삼(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Star형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이나 기관의 연구그룹과는 연결되지 않고 대부분 한국철도기술연구

원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하여, 소수의 타기관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심 그룹



METRIC 연구동향집 2012년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32

아래 그림 9에서 나타난 그룹은 성균관대학교, 한전 KPS, 한국철도 기술연구원의 3기관의 연구자가 고루게 뭉쳐서 연구를 진행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친한 친구 모임에서 나타나는 Circle형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구재민, 석창성, 김용석 

등 성균관 대학교 소속의 연구자들이 어느 정도 중심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그룹의 논문들은 대체로 설계 및 재료 세션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9> 성균관대학교, 한전KPS,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심 그룹

아래 그림 10에서 나타난 그룹은 대구기계부품 연구원 중심으로 3-4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하여 연구 그룹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룹의 논문은 주로 메카트로닉스 기술지원사업 세션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10>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중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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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에서는 주종남(서울대학교)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학교 중심의 Star형 구조에 숭실대학교 그룹과 서울과학기술대학

교 등의 일부 연구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 그룹의 논문은 주로 나노 마이크로 기술과 정밀가공 세션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11> 서울대학교 중심 그룹

그림 12에서 나타나는 그룹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그룹이 중심이 되어 한양대학교 2개 그룹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작은 그룹 

2개가 연결되어 총 5개의 연구 그룹이 뭉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룹에서 보면 장재호,박상덕, 박상신, 한창수(한양대학교)와 

이석우(한국생산기술연구원)가 그룹간의 연결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룹의 논문은 주로 로봇 제어 자동화 세션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양대학교 중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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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에서 나타난 그룹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심의 그룹을 최석우, 이혜진(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연결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심연구자로는 조용주, 조현제(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맞춤형제조실행시스템 개발 및 적용 세션과 설계 및 재료쪽에 논문을 내고 있다.

<그림 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심 그룹

그림 14에서는 한국기계생산기술연구원과 건국대학교 중심의 그룹들을 김충환(충남대학교)이 두 그룹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들 

연구그룹은 주로 생산시스템 세션으로 인쇄공정과 관련된 연구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림 14> 한국기계연구원, 건국대학교 중심 그룹



2012 국내학술대회 연구그룹분석

35

그림 15에 나타난 연구 그룹은 안성훈(서울대학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소속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그룹이다. 이들이 참여한 

논문은 녹색생산기술 세션이며, 세부적으로 나노입자 적층시스템과 로봇, 정밀금형 등 여러 연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서울대학교 중심 그룹

그림 16에 나타난 연구 그룹은 정상화(조선대학교)를 중심으로 비교적 STAR형 구조에 가깝다. 이들 연구자들이 주로 참여한 

논문은 Bio-Energy 부문이다.

<그림 16> 조선대학교 중심 그룹



2)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Degree Centrality)

Degree Centrality(연결정도 중심성) 분석이란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는 어느 하나의 점(node, 여기서는 연구자를 의미함)

과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른 점들과의 연결 정도를 측정하여, 각각의 점들이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중심에 위치하는지를 

알아보는 기법이다. 즉, 네트워크에 나타난 총 공저자 관계의 수에 대한 한 연구자가 갖는 공저자 관계의 비율이 중심성을 결정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원의 중심에 가깝게 표시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네트워크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점(node)이나 Connector 또는 Hub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자를 파악할 수 있다. 

2012년 정밀공학회 추계 학술대회의 Degree Centrality는 아래 그림15와 같이 송중엽, 이재학(한국기계연구원), 안성훈(서울대학

교)이 가장 중심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2012년 정밀공학회 추계 학술대회 연구자 Degree Centrality

이상으로 한국정밀공학회 2012년 추계학술대회의 연구그룹을 분석해 보았다. 학술대회의 연구그룹 분석을 통해 어떤 기관에서 

어떤 연구자가 중심이 되거나 연결이 되는지, 어떤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논문을 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5년이나 10년간 발표된 논문을 통해 한꺼번에 분석해 보면 좀 더 다양한 연구의 흐름을 알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분석이 어떤 

연구자가 더 연구를 많이 했고, 논문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논문의 공저자라는 객관적인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협력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추계 학술대회에 참여한 연구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현재 위치와 주변 연구자들과의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좋은 또 다른 하나의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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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erview (기계공학 우수 연구자 인터뷰)

M-Terview는 METRIC Interview의 약자로 기계공학 분야의 종사자의 추천 및 자체 선정을 통해 선발된 우수 연구진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 정보를 취합 제작하고 있다. 연구전문콘텐츠의 일환으로 기계공학 분야의 국내 유명 인사를 탐색하고, 직접 인터뷰와 

동영상 촬영을 하여 기사형식으로 제공하며 연구주제, 연구내용, 연구의 국내외 상황, 앞으로의 비젼 등을 담아 동영상과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다. 

심해의 석유 가스를 채굴하는 해양플랜트는 장기간 운영하는 

만큼 유지, 보수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수중에서 용접과 

시료 채취 등 무인 잠수정을 이용한 보수작업에 가장 심여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최근 해저 시료를 채취하는 핵심장비로 전

기모터를 이용한 6축 다관절 수중 로봇 팔이 개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분은 6축 다관절 

수중 로봇 팔을 개발하신 한국해양대학교 기계에너지시스템공

학부 최형식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2004년도 저희 엠터뷰

에서 취재를 한바가 있는데요. 당시 신발용 운동량 계측 시스템 

및 발전 시스템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달라진 교수님의 연구 

주제와 수중 로봇 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

니다.

1.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시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수중 로봇 팔" 연구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중 로봇 팔은 국토해양부의 과제로 2년간에 걸쳐 개발한 

수중에서 작업하는 팔에 관한 연구이었습니다.

2. 수중로봇팔을 전기 모터 방식으로 만드신 것으로 압니다. 

유압식에 비해 전기 모터 방식은 어떻게 이용되어 지는 건가

요? 또 유압 방식과 전기모터 방식의 장단점을 말씀해주신

다면..

- 일반적으로 로봇을 구동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

다. 유압을 이용해서 즉, 기름을 높은 압력을 가해서 거기서 

나오는 힘을 이용하여 관절을 돌려 로봇 팔을 구동하는 방법을 

유압구동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모터를 관절

에 직접 적용하여 팔을 제어하는 방법을 전기 모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모터 구동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유압방식이 큰 힘을 낼 수 있고 물속에서의 방수에 아주 용이해

서 많이 사용했으나, 수중에서 로봇팔을 3km정도 끌고 내려가

야 하는데 유압식은 전선을 통해 전기를 공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효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많은 전류를 흘려야만 가능하

므로 전선이 매우 두꺼워져야 해서 이동하는 로봇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장치도 크고 무겁기 때문에 큰 문제

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높아지게 되는 단점이 많습니다. 최

근에는 이러한 유압식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전기 모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수중 로봇 팔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한 무인잠수정 

해미래에도 쓰이고 있는데, 해미래의 로봇 팔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 해미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ROV(Remotely Operated 

Vehicle)로 역사적 의의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

분의 장비를 수입해서 만들었고. 특히 로봇팔의 경우 미국의 

"실린 사"라는 곳의 로봇팔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프로그램만 개조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해양대 교수

진이 만든 것은 대부분이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만든 

것이고 전기모터 방식입니다. 또한 차이점은 해미래에 사용된 

것은 유압식이고 가반중량(물체를 들 수 있는 능력)이 70kg되

는 큰 것인데 비해 저희 것은 물속에서 30kg정도 들 수 있는 

좀 더 작은 중소형입니다.

4.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따르면 로봇 팔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만약 교수님의 수중 로봇 팔이 국내 시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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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까요?

- 현재로서는 수중로봇이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심해터널이라든지 4대강 사업이라든지 

대교량 이런 것들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의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수중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깊이 내려갈수록 늘어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무인잠수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

날 상황입니다. 최근 국방쪽에서 무인화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의 수중 로봇팔이나 수중로봇을 도입하는 추

세가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만간 수중 

로봇팔이나 수중로봇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

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외에서는 수중 로봇팔들은 아주 보편

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유진( 레미콘 제조업체) 같은 곳에서는 

필수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수중 로봇 팔은) 아주 중요한 

수중작업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6. 수중용 다관절 로봇은 지난 2009년 프랑스 ECA가 개발해 

상용화된 것과 비교하여 더 발전된 경향이 보이는데요. 어떠

한 점이 발전이 된 건가요?

- ECA사는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아주 큰 회사인

데 기본적으로 유압방식의 수중로봇팔을 생산하고 있구요. 한 

3년전부터 두 종류의 모터구동방식의 수중 로봇 팔을 제품화해

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중로봇팔이 자유도가 

4축짜리인데 그것도 그립(grip)을 포함해서입니다. 저희 것은 

그립을 포함한 7축입니다. 두 개의 성능을 비교하자면 ECA것

은 로봇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 중에서 자기 무게에 비해 무게를 

들 수 있는 가반하중이 저희들보다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것은 

4자유도고 저희는 7자유도인데 무게도 비슷하고 가반하중도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저희 것이 성능이 더 뛰어나

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국외에서 수중용 다관절 로봇의 상황과 국내 상황을 비교해 

주신다면?

-우선 국외에서는 그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주로 선진국 미

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20년 이상 연구

를 해왔고, 그 연구를 수중 로봇 팔들이 거의 대부분 유압 구동 

방식이었습니다. 수중 로봇의 역사는 해양유전(offshore oil 

field) 개발의 역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중에서 유

전을 캐기 위해서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로봇 팔을 

투입해야 하고 현재까지 개발된 것은 대부분이 유압방식입니

다. 그에 비해 국내에서는 최근 수중 로봇 팔을 개발하기 시작

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수중 잠수정과 같은 것에 부착하기 

위해 일부 기초 연구를 하고 작업용으로 제대로 개발한 것은 

저희 해양 대학이 처음이며 그것도 전기 모터 방식으로 개발하

게 된 것이죠.

8. 앞으로 수중용 다관절 로봇 개발을 통해 계획하고 있는 연구 

진행 방향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 현재까지 저희가 개발한 것은 대형이 아닌 중소형입니다. 

자유도는 그립을 포함하면 7자유도로 기본요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도 힘을 내는데 30kg정도 들 수 있는 중소형이며 길이도 

1m가 조금 안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기존에 

나와 있는 유압방식과도 같은 정도의 크기와 큰 힘을 내는 형태

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건인데요. 그간 연구를 해서 

그곳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유압

방식의 수중로봇팔과 거의 같은 성능의 전기 모터식 수중로봇

팔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향후 연구개발 연구방향이구요, 로

봇팔만 가지고 어디에 사용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것 또한 

수중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송하는 수중로봇(ROV)의 연

구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로봇팔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모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수중에서 1, 2km수중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퍼레이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로 선상에서 하는데 그것을 운영 하기 위한 표시장치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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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적으로 산업용 로봇 매니퓰레이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간형 매니퓰레이터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지요?

- 저는 1989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을 연구했습니

다. 10년 넘게 하고 있고, 그 중 로봇 팔의 경우 인간형 로봇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연구를 통해 무게는 20kg밖에 

안되지만 20kg을 들고 걸을 수 있는 로봇을 국내 최초로 연구

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건 세계 최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널에도 연구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연구였고 

우리 산업용 로봇 팔에 해당되는 수중 로봇팔과 서로 인과관계

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수중 로봇 팔을 개발하게 된 핵심 

기술은 바로 휴머노이드에서 나온 인간형 로봇 팔 그 기술에 

연유(緣由 )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10. 현재 수중용 다관절 로봇이 특허 출원된 상태인 것으로 

아는데요. 실험하여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기억나는 에피

소드가 있으시면 들려주시겠습니까?

-수중 로봇팔을 개발하면서 특허등록을 마친 상태이구요, 하

나는 출원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 출원한 상태입니다. 내용

은 수중로봇의 방수관련이고 다른 한건은 로봇팔 내부구조 및 

배선이 지나가는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두 건은 지식재산권이 

형성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수중 로봇팔을 개발하면서 혼

자 한 것은 절대 아니죠, 우리 대학원생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

니다. 아마 모든 연구하시는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실 텐데 

학생들이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냐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되는 

것 같은데 수중 로봇팔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이 정말 열심히, 

제가 말릴 정도로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하였고,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수중 로봇 팔 과

제가 너무 재밌고 마무리가 될 때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지식을 동원해서 했다고 말한 것들이 가장 기억이 납니

다. 그 열의와 열성을 가지고 이 과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 기회를 빌어서 참여한 대학

원생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11.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 기술의 핵심을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연구를 더 집중적으로 하실 의향이신지 궁금합

니다.

- 수중 로봇팔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산업용로봇팔과 달리 어

떻게 방수를 하느냐가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큰 토크

(torque)성능을, 과반 하중을 가져오기 위해서 모터와 감속기

를 최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전기 모터식 

수중로봇팔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중소형

으로 <수중로봇 팔> 을 개발한 것이고 핵심 기술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산업용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유압용으로 70kg정도를 

드는 것에 비해 저희는 30kg 정도를 들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압식의 길이가 1.7m정도 되는 것을 저희는 1m정도 입니다. 

즉 성능과 길이를 늘려야 합니다. 모터는 로봇팔의 관절 구동기 

성능에 기인합니다. 즉 저희가 기초핵심기술은 다 가지고 있지

만 앞으로 정부나 회사에서 지원금이나 연구비를 받으면 상업

화나 좀 더 실용적인 형태, 유압구동방식의 수중 로봇팔을 대체

할 수 있는 실용적인 로봇 팔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

다. 보통 사람이 위에서 카메라를 보고 하는 조이스틱

(Joystick)을 쓰는데 저희는 사용하기 편한 메스 암(Mes Arm)

이란 것을 만들어, 로봇팔을 잘 적용하기 쉽게 ROV 수중잠수

정, 무인 수중잠수정에 같이 결합을 하여 하나의 일체화된 로봇

을 개발하는 것도 향후 연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

니다.

12. 이 연구가 국토해양부의 연구비 지원과 부산시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국내 기계공학을 포함한 공학

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어떠한 노력을 좀 더 해야 한다

고 생각하시는지요? 

- 우선 이 과제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

신 국토해양부, 부산시의 후원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적지 

않은 연구비를 투입해주셔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했

고 그 결과도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 적절한 후원을 통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사한 과제

들을 할 때 연구를 하는 사람과 연구비를 따는 사람의 격차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연구에 집중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것 외에도 연구비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연구자들은 수도권

에 있는 사람보다 그런 면에서 특히 다른 과제에 비해 로봇과제

가 더 어려운거 같습니다. 연구 과제를 받기 쉬운 제도나 관리

하는 정부 관계자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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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ETRIC회원들과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로

봇개발은 이런 것이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로봇은 무형에서 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그것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마치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가지는 

과정처럼 참 힘들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노력도 해야 하고 실력

도 쌓아야 합니다. 그 결과 창조물을 접했을 때 어머니가 힘들

게 아기를 낳듯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는 것처럼 로봇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로봇도 정말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지지만 

그것을 만들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움직이도록 만

들어 스스로 자율적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과정을 마쳐졌을 때 

그 성취감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거 같습니다. 기계공학부 학

생들이 로봇을 만들기 위해 기계, 전기, 전자, 컴퓨터가 복합적

으로 어울러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기계공학의 과목뿐만 아니

라 전기, 전자, 컴퓨터에 있는 과목들도 같이 공부를 하여 복합

적으로 지식을 가져야만 보다 좋은 것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 결과도 좋아지겠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로봇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미래(심해 무인 잠수정): 한국해양연구원과 대양전기 기

술진이 2001년부터 120억원을 투입하여 설계와 다중선체 운동

제어, 위치 추적, 수중통신, 운용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국내기

술로 개발한 무인잠수정. 해미래는 로봇 팔과 각종 계측 장비, 

수중 카메라 및 조명 장치 등이 부착되어 있으며 6개의 전동추

진기를 통해 앞뒤, 좌우, 상하 운행이 가능,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위치추적장치(USBL)등이 장착되어 있다. 

-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원격 조종 로봇 등을 

뜻하나 주로 무인 해중 작업 장치를 총칭한다. 

-해양유전: 연안해역에 있는 유전의 총칭하는 말로 대륙붕에 

있는 유전을 옛날에는 해저유전이라 하였으나, 해양 개발이라

는 말이 일반화되었으므로 최근에는 해양 유전이라 하는 경우

가 많다.

현재 많은 의료 분야에서 질병 치료 및 진단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 로봇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이크

로 로봇은 그 크기가 매우 작고 마이크로 모터와 배터리를 통합

하여 구동되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데요. 최근 

암이 뿜어내는 특정 화학 물질을 쫓아가 암과 싸울 수 있게 

한 마이크로 로봇 제조 기술을 개발이 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살모넬라 박테리아에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

을 붙여 능동 약물 전달체로 만드는 이 새로운 기술은 전남대학

교 기계시스템 공학부 박종오 교수님께서 연구하셨는데요. 현

재 국제특허를 내시고 올해 상반기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 

결과를 정리한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교수님을 직접 찾아 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

니다.

1.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박테리오봇' 연구에 대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 박테리오봇은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박테리아라는 생물과 

초소형전자기계시스템의 결합체입니다. 박테리아가 암을 쫓아

가는 운동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들이 약단지를 끌고 

암까지 도달하여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로봇방식을 연구하시게 되었나요?

- 저는 오랫동안 로봇을 연구 했기 때문에 로봇의 기본 개념

에 가급적 충실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로봇은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 하는 센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두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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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들,  이러한 세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는 몇 년전부터 

마이크로 나노 로봇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있었고, 마이크로 

나노 로봇 쪽으로 연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다

가 암을 스스로 움직여 찾는 박테리아의 유용한 기능을 마이크

로 나노 로봇에 이용하자 라는 생각에서부터 아이디어가 나왔

습니다. 박테리아에 대해 잘 몰랐기에 박테리아 전문가를 찾았

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했더니 상당히 재밌는 발상이라고 하더

군요. 그래서 함께 개념을 도출했고, 또 연구를 할려면 경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합을 벌여 간신히 미래 융합 바이

오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1세기는 보통 융합시대라고 합

니다. 저는 전통적인 기계를 했습니다만, 계속 시대에 맞춰 제 

자신을 적응을 할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래서 기계, 전자, 화공, 

미생물, 종양학 의사분들과 함께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계, 전기, 전자 등 자기 전공이 무엇이 되는지는 별로 중요하

지 않습니다. 21세기는 여러 분야를 섭렵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3.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따르면, 그동안 의료 로봇에 대한 연구

가 미세 약물 전달체로 분자 수준에서 주로 구상되며, 보통 

외부 제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박테

리오봇'은 이러한 장치나 방식에서 어떤 점이 다른 것인가요?

- 크게 의료기기 관점에서 보면 DDS(Drug Delivery System, 

약물전달체)(1)라고 하는데 보통 재료공학이나 소재공학 하시

는 분들은 그 재료에 약을 붙여 암이나 질환이 있는 곳에 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자성을 띄게 되면 자석이 철에 붙듯이 거

의 자석을 움직여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인데 찾아가기엔 매우 

수동적입니다. 로봇의 개념에서 마이크로 나노 로봇이 다른 것

들과 다른 점은 바로 능동수송인 것입니다. 마이크로 나노 로봇

은 능동 약물전달체로서 스스로 찾아가는 능동수송의 특징이 

있습니다. 박테리오봇은 2010년에 국제원천특허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특허등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4. 흔히 의료 로봇이 체내에 유입되었을 때 면역세포의 대식작

용 등을 통해 소멸되어 이용에 매우 어렵다고들 합니다. 교수

님께서 개발하신 '박테리오봇'은 이러한 기능에 장애는 없는 

건가요?

- 이 기술은 새로운 개념으로 특허를 얻었구요.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지금 질문 하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단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나노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의 소형화

에 관한 많은 궁금증이 제시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바라보

는 시각에서 마이크로 로봇의 생체 적합성에 관한 문제점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 인체는 거대한 마이크로 나노 클러스터(Nano Cluster)입

니다. 나노 바이오나 마이크로 바이오 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 

하는데요. 인체가 그렇습니다. 마이크로 또는 나노 바이오의 

거대한 클러스터 복합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흉내를 많

이 냅니다. 로봇이 사람 크기 정도가 되면 가장 효율적인 방식

입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마이크로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마이크로로 생각해보면 

미생물중에서 박테리아가 몸통이 1마이크로 정도 되고 꼬리가 

10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그정도 크기의 로봇을 만들려면 박테

리아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생체모사(2) 라고 하는데요, 사람

이든 동물이든 미생물이든 수천만년 수억년 진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인체는 마이크로 나노 바이오 클러스터 라는 것에서 그것과 

상응하게 만들려면 로봇도 마이크로 나노로 만들어야 더 좋다

는 것입니다. 생체적합성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특성을 모

사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며 박테리아도 인체와 마찬가지로 고분

자로 되어 있습니다. 약물단지가 고분자로 생체 친화성 개념으

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박테리아 로봇 자체는 생체적합성이 당

연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대처할 수 있는 생분해성, 생체적 합성 물질은 어떤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나요?

-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생분해성의 개념처럼 약을 

만들어서 넣는데는 시간이 가면서 녹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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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약을 과다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일정하게 약물이 분비되는 개념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

다. 생체적합성 뿐만 아니라 생분해성 중에서도 인체 속에서 

스스로 사라지는 생분해성 개념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7.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박테리오봇'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궁

금합니다.

- 장점은 능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테리아 자체가 암을 

지향하기 때문에 '박테리오봇'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암을 찾아

갑니다. 약물 전체를 끌고 그곳에서 약물을 서서히 녹여 암을 

공격을 하는데 약물은 암의 조직 속에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압력이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물은 암에 도착

을 하더라도 암의 피부를 공격하는데 박테리아는 혐기성(무산

소 상태에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성질) 특징이 있어 (침투성

이 높습니다.) 또한 암은 급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바깥만 

급속히 성장하지 내부는 거의 괴사상태인데요. 박테리아는 그 

속까지 침투합니다. 그래서 '박테리오봇'은 그 속에 있는 약물

은 바깥을 공격하고 박테리아가 안에 들어가 암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능동성이 있고 표피와 내부를 같이 공

격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동물실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논문에 출판하

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테리오봇'을 연구 했을 때 암까지 찾

아간다는 것은 이미 검증을 했구요, 그 다음 약물전달체의 효율

문제인데요. 도달효율성도 나름대로 세계 최고의 효율성의 약

물전달체 0.1~1%정도 일본에서 사례가 있는데 거의 그 정도에 

상응하고 있는 효율도입니다. 초기의 실험이지만 경우의 수를 

늘려 훨씬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8.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에 대한 20세기에서는 핵, 생물학, 

화학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임상치료법들이 선행 연구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와 비교하

여 어떤 점 현재 발전 된 건가요?

- 관점차이인데요. 제가 보는 진정한 의미의 마이크로 로봇에 

의해서 암을 공격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첨단기술

입니다. 21세기는 GNR(3)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유전공학과 

나노기술, 로보틱스의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마이크로 나노 로

봇은 GNR로 하나의 퓨전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소재나 약물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 나노 

로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로봇을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입자이지 로봇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

하는 진정한 로봇은 스스로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

니다. (과거의 개념과 마이크로 나노 로봇)의 개념에는 신빙성

이 없습니다. (다시말해 과거보다 더 발전된 퓨전 분야로 새로

운 분야인 GNR이라고 생각합니다.) 

9. 선진국에서는 로봇공학, 유전공학, 나노기술에 관한 집중적

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주도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럼 의료용 로봇 기술에 대한 국내상황과 국외상황

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주신다면.

- 잠자리같이 만들어서 날아가는 것도 마이크로 로봇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마이크로 로봇은 아니죠, 제가 말하는 

마이크로 나노 로봇은 크기 자체가 마이크로인 것을 말하는데

요. 그 분야에서는 저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

다. 벌써 십 몇 년 된 거 같은데요. 2년 전 2010년 5월에 혈관치

료 마이크로 로봇을 세계 최초로 동물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살아있는 돼지 동맥에 실제로 로봇을 넣어 외부에서 조종을 

하여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을 세계 최초로 성공을 하였습

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세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2001년 9월에는 대장내시경 로봇이라고 인체내에 있는 구부러

진 대장을 기존 대장내시경( 막대기형 대장내시경)을 하였을 

때 그 곳을 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아픈데 조그만한 애벌레같은 

모양으로 구부러진 대장을 그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기술을 개

발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인체에 들어가는 것은 항상 기술 개발과 더불어 임상적으로 

성공을 해야 합니다. 2005년 기술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KIST에서 프론트 사업단장시절에는 캡슐내시경을 개발

했습니다. 

2010년에 혈관치료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한 후 그 다음에 무

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 나온 아이디어가 '박테리오봇'이며 

학문적으로는 나노 로봇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노

로봇 문턱까지 도달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나노

로봇에 전문가 그룹들이 있습니다. 국제학회에 서로 초청해서 

서로 만나 발표를 하고 계획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혈관로봇은 

저희가 제일 앞서있고, 다른쪽 분야는 저희가 경쟁하고 있습니

다. '박테리오봇'은 저희가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만 외국에서 

로봇하는 전문가들이 먼저 일을 했는데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

다가 관련 전문가들이 박테리아의 운동성만 연구를 했지 약물

전달성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빨리 특허를 내

어서 국제 원천특허까지 등록하게 되어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

습니다. 박테리아를 이용한 로봇기술은 우리가 외국과 경쟁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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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앞으로 '박테리오봇' 개발을 통해 계획하고 있는 연구 진행 

방향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저희 쪽 연구에는 여러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세균이라서 인체에 감염이 돼서 병이 될 수 있는데 세균의 나쁜 

독을 없애는 사독화나 약독화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박테

리아만 가지고 연구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전남대 의대의 백신

사업단인데 외국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는 분 들입니다. 서울대 

전기과 쪽의 약물전달체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그쪽에서 종

양학과 의사분과 같이 약물전달체쪽의 생분해성을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 전남대 로봇 연구소에서 박테리아와 약물전달체를 

합친 박테리오봇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 설명할 때 적과의 동침이란 얘기를 하는데 백혈구는 박테

리아가 들어오면 죽이는데, 박테리오봇을 백혈구 속에 집어넣

습니다. 그런데 백혈구가 적을 속에 품어서 안전하게 종양까지 

가서 폭파되면 거기서 박테리오봇이 나와서 암을 공격하는 그

런 새로운 개념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 연구, 약물

단지 연구, 그것을 붙이는 연구, 방향성 박테리오봇 제조기술 

까지 현재 나온 것은 여러 팀들과 협력을 해서 쥐를 대상으로 

실제로 박테리오봇이 암을 찾아가는 도달 효율까지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구요. 박테리오봇이 약물 비슷한 것을 끌고 도달한다

는 것까지는 검증이 되었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최종적으로는 

약물을 품고 간 박테리오봇의 치료효능이 어디까지 나왔다는 

것을 검증해야겠지요.

그리고. 선진국과 후진국 중진국의 차이점는 먼저 선점을 해

서 특허를 걸어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로봇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빈치라고하여 사람 손 대

신에 수술하는 로봇은 미국에서 특허를 다 걸어놨습니다. 그래

서 후발주자가 개발을 하려고 해도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하지 않는 연구를 해서 먼저 특허를 걸어놓아야 한국이 

국부창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공부는 어떤 

것이 필요하며 교수님의 연구팀에 참가하려면 어느 부분을 

집중적 공부해야 할까요?

- 로봇을 위해 이것저것 공부를 하는 이야기는 전혀 추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재미있어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

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로봇이라는 것도 인간공학과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봇은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합니

다. 그렇기 때문에 <박테리오봇> 을 위해서만 한다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구요. 자기가 잘하는 것, 기계설계를 잘하면 기계

설계를 잘하면 되고, 제어기술, 화공, 각 분야에서 일을 잘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로봇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

는 게 단순히 마이크로 나노 로봇인게 아니라 매크로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학 물론 심리학 쪽은 일

을 같이 하고 있지 않으나 공학이 일반적으로 다 협력이 가능한 

학문입니다.

12. METRIC회원들과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기계공

학 5가지 역학을 다 공부 했습니다. 바이오시대는 급격히 변하

고 있고 제가 전통적인 기계라고 했지만 기계에 장점이 많습니

다. 다른 전자나 화공, 물론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말하지는 

않지만 전체 시스템을 보는 눈이 다른 과에 비해 기계가 매우 

강합니다. 이런 기계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통기계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다양한 분야에 강의도 

들으신다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1)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약물 방출 

속도를 조절하거나 약물을 목표 부위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의약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능과 효과를 극대화하

는 기술과 시스템 

- (2) 생체모사 (생체모방):  생명을 뜻하는 'bios'와 모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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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흉내를 의미하는 'mimesis' 이 두개의 그리스 단어에서 따온 

단어로, 생체 모사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들이나 

생물체의 특성들의 연구 및 모방을 통해 인류의 과제를 해결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바이오미메틱스라고 불리기도 하며, 동

일 단어로 생체모방이 있다. 

- (3) GNR (Genetic engineering, nano-technology, 

Robotice) : 유전공학, 나노기술, 로봇공학을 포함하는 퓨전 

분야를 말함.

태양전지는 태양광선의 조사(照射)에 의한 에너지를 직접 전

기에너지로 바꾸는 반도체 장치입니다. 1958년 실리콘 태양전

지가 인공위성에 처음 전원(電源)으로 사용되면서 활발히 연구

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이후 여러 가지 반도체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태양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태양

전지는 기존의 실리콘이나 유리기판 등으로 제조된 태양전지들

과는 달리 매우 가볍고, 쉽게 구부러지는 특성이 있어 활용분야

도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나노섬유를 사용해 종이

처럼 휘어지는 태양전지를 개발 하신 한국전기연구원 나노융합

기술연구센터에 계시는 이동윤 박사님을 직접 만나 자세한 이

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박사님이 계신 <나노융합기술연구실> 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나노융합기술연구센터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차세대 전기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입니다. 저희들이 연구 

하는 것은 나노를 기반을 두는 재료들인데요. 태양전지라든지, 

그래핀과 같은 최신 나노 탄소계 소재들, 각종 나노를 포함한 

새로운 신종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합성하는 것을 연구 하고 있습

니다.

2. <종이형 유연 태양전지 또는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전통 창호구조를 모방하

였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기술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

립니다. 

- 지금은 보통 태양전지는 P-N접합 반도체 기반(1)의 방식입

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연료 감응을 기반으로 전기화학적 

태양전지인데요. 실질적으로 반도체를 이용하는 태양전지들은 

여러 가지 응용범위 면에서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눈부심, 단

단한 정도, 무거움 등의 단점 때문에 다양한 곳에 적용하지 못

하는데 저희들은 응용범위를 넓히기 위해 섬유와 같은 형태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면 좋

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나라 전통 문창호 구조로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문창호 구조는 문살이라는 간단한 프레

임이 있고 그 속에 한지라는 종이가 들어있는데, 한지의 특성이 

공기를 마음대로 투과시키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저희들의 의

견과 맞았습니다. 전기화학적인 태양전지는 안에 있는 여러 가

지 용액들이 마음대로 투과해야하며 강도도 있고 유연해야 되

기 때문에 창호구조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창

호구조보단 한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지가 안에 질긴 펄프

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구부리면서도 제법 강도가 있습

니다. 그래서 세라믹을 한지처럼 만들면 유용한 태양전지를 만

들지 않을까 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하다 보니 문살구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살이

라는 구조를 통해서 전기의 통로가 되고 강도도 유지하며 최종

적으로 문창호 구조 전체적인 개념을 다 사용하는 새로운 섬유

태양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3. 종이형 유연 태양전지는 의류나 가방 등에 쉽게 부착이 가능

하기 때문에 공장이나 가정용보다는 개인보급형으로도 의

미가 클 거 같습니다만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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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을까요?

- 종이처럼 섬유를 만들면 마음대로 구부러짐과 동시에 굉장

히 가볍고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태양전지가 무게나 

단단한 정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사용하지 못했는데, 섬유

는 의류에 붙여 놓을 수도 있고 섬유 친화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태양전지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에 기존의 태양전지는 무거워서 못 올렸는데 

저희가 개발한 것은 플라스틱 필름이기에 가볍게 올릴 수 있으

며, 곡률이 있는 기기에는 평평하게 펴서 붙이기에 모양과 면적

이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은 마음대로 휘어지기 

때문에 곡률이 있는 기기에도 마음대로 붙여 굉장히 넓은 면적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용 할 수 있는 곳에는 모바일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옷에 부착되어있으면 휴대폰을 충전해

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차세대 기술 중에 옷에 각종 

센서를 많이 부착이 되는데 기존에는 배터리를 써서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충전해야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옷에 섬유

의 일부로서 태양전지가 부착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 에너지 효율 면에서 장점이 큰데 어떠한 원리에 의해 되는 

건가요?

- 저희들이 개발한 태양전지는 이론 효율이 30%나 됩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개발 초기이기에 효율이 

3%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보았을 때 태양전지의 효율은 계속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론효율에 점점 가

까워지는 추세이기에 지금 효율이 낮아 좀 제한이 있겠지만 

나중에 효율이 올라가면 면적을 크게 올릴 수도 있고, 나노 기

반으로 되어 있는 전지의 장점으로 아주 작은 광량에도 민감하

게 반응합니다. 지금 반도체 방식의 태양전지들은 어느 특정이

상의 값이 지나야만 발전이 시작되는데 저희 나노 태양전지는 

약한 빛에서도 항상 발전이 일어납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발전이 이루어지기에 효율 면을 떠나 실제 활용 면에서 

굉장히 높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5.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에너지 효율이 좋으면서 가장 저렴하

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발전된 태양전지

의 모습인거 같습니다만 현재까지 개발된 태양전지는 어떠

한 종류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 태양전지를 대표하는 것이 실리콘 태양전지인데요. 실리콘 

태양전지는 조금 있으면 상용화 효율이 20% 가까이 가게 됩니

다. 실리콘 태양전지는 대규모 발전용으로 실리콘 태양전지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지붕 위에 올리는 것들은 실리콘 태양전지 

이상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 들어오게 되면 각종 

기기들은 항상 이상적으로 태양을 받지를 못합니다. 태양광을 

받는 시간이 굉장히 일정하지 않고, 숲에 들어가거나 그늘에 

들어가면 얼룩덜룩해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활용적인 측면에

서는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새로운 태양전지가 나와야 하는데

요. 그러한 목적으로 나온 것이 박막 태양전지입니다. (따라서) 

실리콘 태양전지도 있고 CIGS 태양전지도 있으며 앞으로 미래

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유기계 태양전지일 것입니다. 그

래서 저희들이 하는 염료감응 태양전지라던지, 플라스틱 태양

전지들은 기반이 페인트 방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궁극적인 태양전지는 미국은 유기태양전지

로 보고 있고 일본은 염료감응 태양전지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면 이론효율이 높고 가장 가볍고 명도가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

다. 하지만 대규모 발전은 실리콘 태양전지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즉 태양전지는 앞으로 용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종류

를 사용되게 될 것 같습니다.

6.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생산 공정이나 기술력에서 앞서나가

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발표된 뉴스를 보면 미국 퍼스

트솔라 제조업체가 1위에 등극하고 대부분 중국이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사님께서 바라보시는 태양

전지산업에 대한 국내상황과 국외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

해 주신다면.

- 태양전지 시장이 중국 때문에 상당히 곤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중국은 실리콘 태양전지 쪽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광활한 지역, 

특히 사막 같은 곳에서 사용하기 위해 실리콘 태양전지를 중심

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였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중

국의 물량공세부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술로 승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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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박막태양전지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래기술은 

결국 마지막 태양전지는 박막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

면 실리콘 태양전지의 기반은 생산단가나 생산할 때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워낙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

에 실리콘 태양전지는 사실 이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박막 태양전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박막 

태양전지는 중간단계로 보고 마지막에서는 나노 기반의 유기태

양전지 분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

에서 박막 태양전지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태양전지는 개발하여도 결국 중국의 벽에 부딪쳐 안 될 것이라 

예상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태양전지 시장은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의해 수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퍼스트솔라(firstsolar)도 현재 매각에 들어갔고요. 2009년도

까지 세계 1위하던 독일의 큐셀(Q-cells)이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그러므로 시장이 

재편이 될 때 누가 살아남았냐가 매우 중요하고 누가 기술이 

가장 좋은가가 문제입니다. 현재는 조금 힘들지만 태양전지로 

차세대 원천기술개발에 집중해야할 시점입니다. 세계 태양전

지 시장이 다 정리가 될 쯤 그때 우리가 독보적인 기술을 제시해

야만 한국 태양전지 기술 분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7. 태양전지의 기술 개발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제표준화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적인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표준화를 받기 위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국제 표준화 관련해서 실리콘 태양전지는 표준이 있습니다. 

박막 태양전지는 사실상으로 상용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CBT나 퍼스트 솔라가 개발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환경적인 유해성이 제시 되어 시대적으로 궁극적

인 미래기술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표준화 자체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방향이 주력이 될 것인가가 정해져야만 거기에 따라 표준화란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전혀 그러한 방향이 안정해져 있

기 때문에 표준화가 (박막 태양전지에는) 없고 현재로 저희가 

(개발한) 박막 태양전지 경우는 미국 ASTM(2) 규격에 있는 박

막태양전지 기준을 따르는데 거의 실리콘 기반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관련해서는 

어떠한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확실한 차세대 

(태양전지)기술을 가져오는 사람이 표준화까지 가능하다고 생

각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 어느 누구도 표준화를 제

시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도는 많이 

하고 있지만 박막 태양전지의 표준화 방향은 아직 안개 속 인 

것 같습니다.

8.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태양전지에 대한 특허과정이 있지 않

습니까? 지금 그 특허과정에 대해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

어가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처음에 관련 소재를 개발하면서 특허소재를 하나

씩 내고 있고, 신체에 태양전지에 대한 특허도 출원했고 국내특

허는 출원을 마쳤고, 국제특허는 출원중입니다. 관련 특허를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9. 특허를 출원하는데 있어서 문제되는 점은 없으신지요?

- 특허를 출원하는데 있어 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국제적으로도 문제됩니다. 개념 특허라

는 게 있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지 않고 머릿속에서만 만들어서 

제출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될지 안 될지 

실제로 모르고 실현 불가능한 상태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이러한 특허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우는 그러한 특허들에 대해서 충분한 기술적인 기반이 없는 

상태면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기 때문에 

(개념만 성립이 되면) 출원을 내어 주기에 오히려 (개념특허의) 

뜻밖에 상황에 걸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단순한 것

들이 아닌 정말 검증된 상태에서 특허가 나갈 수 있도록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제시할 것

은 그 사람들의 절대 될 수 없는 개념을 우리들이 기술적으로 

제시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태양전지가 어떻게 개발이 되며 그 과정과 더불어 어떤 

소재로 개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존의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유리 기판에 나노 DIO2 막이 

올라가있고 안에 염료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또 전해질이 

들어가고 반대편에 상대전지가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

런 상태에서 상용화가 지연되는 이유는 기판을 두 장을 사용하

는데 재료들이 전부다 아주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재료들을 

결합 하는 과정에서 안에 있는 전해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안에 있는 전해질이 아주 강산이다 보니 문제가 

되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면 상용화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음극, 양

극 두 장의 기판에 있는 각종재료가 인쇄되어있는데 인쇄하지 

않고 안에 있는 요소들을 모두 가운데 모아버리면 기판이 없이

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창호 구조라

고 이야기했는데요. 문살을 보면 (모듈을 보면) 안에 금속 전극

들이 일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문살을 바로 

만들어 버리고, 금속 Mesh로 프레임 역할을 하는 것으로 표면

에 음극처리를 하고 반대편에 양극처리를 해서 접합해버리면 

기판을 쓰지 않고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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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핵심은 유연성을 주기위해 섬유로 만들어야하는데 

섬유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세라믹 섬유로 

만들어진 솜인데요. 일반적으로 나노 세라믹을 섬유로 만드는 

기술은 없는 기술이 아닙니다. 다만 태양전지에 적용을 못하고 

응용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기술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만드는 공정상 어쩔 수 없이 폴리머(polymer)와 같이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절연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순수한 세라믹을 쓰는 태양전지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솜처럼 만드는 기술이 쉬운 기술이 아닙

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바인더(binder)를 쓰지 않고 단숨에 솜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한쪽면의 전극입니다. 반대

편에 전극을 붙여야 하는데 음극과 양극은 두 개가 절연되어야 

하는데 절연이 되지 않고 합치면 쇼트가 나서 쓸 수가 없습니

다. 그러므로 절연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리로 만든 종이를 

이용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저희들이 DiO2로 만든 섬유와 유리

종이를 한쪽에 대고 다른 한쪽에 백금을 코팅해서 붙이는데 

이 세 개가 붙이면 될 것도 같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을 붙이는 접착제도 같이 개발했는

데요. 접착제는 일반적으로 폴리머(polymer)인데 폴리머는 전

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접착제를 써서는 태양전지가 만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세라믹 접착제를 개

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안에는 유기물성질이 하나

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완전히 세라믹을 이용해서 종이를 전부

다 만들었기 때문에 보기에는 종이인데 재료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라믹으로 되어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패키지만 해주면 되는데 근본적인 차이는 태양

전지가 만들어진 상태이기에 안에 전지가 새지 않도록 밀봉만 

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실링

(sealling)이 자유롭게 된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11.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만. 

아직 태양전지가 일반적으로 실용화되고 보급되지는 못하

고 있는 거 같습니다. 태양전지가 일반인들에게 실용화되

기 위해서 어떤 한계를 극복해야 할까요?

- 에너지 효율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천기술이 등록이 

안 되어서 상용화가 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이런 섬유유연 태양

전지는 효율이 3%만 나와도 굉장히 높은 효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가 넘으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3%만 나와도 상용화 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상용화되는데 문제는 업체에서 양산공정을 개발해야 하는데 

기존 기술에 없는 공정이여서 기존의 장비를 새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것만 극복이 된다면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12. 마지막으로 박사님의 태양전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

되어야 하는 공부는 어떤 것이 있으며 박사님의 연구를 하

려면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할까요? 

- 태양전지라는 것은 하나의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융.복합 기술입니다. 당장 들어가는 과목이 재료, 전기, 화학, 

물리, 기계 등등 온갖 요소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혼자서 태양전지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

능하고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공동 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자기의 주력을 어디로 선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전기화학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재, 

재료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아이디어로 구현될 수 있는 제품이 나오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원리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서 메커니즘

(Mechanism)을 이해하고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합니

다. 단순하게 그냥 연구를 계속해서 이물질 저물질 섞어서 결과

가 나왔다 이것이 아니고 새로운 구조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메커니즘이 있도록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규명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야합니다.

힘드시더라고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기화

학적인 원리, 태양전지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특화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반이 양자화학과 결정구조 SG 

이기 때문에 소재를 새로 합성하고 신 물질을 만드는 데에서는 

분자수준, 원자수준에서 고려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13. METRIC 회원 분들과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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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원래 대학교 들어갈 때 기계 계열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기계공학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기계라는 것이 전통적

인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기술을 많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에다 전통적인 기계기술

이 아닌 좀 더 첨단의 기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하시는 분들에

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분야의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하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계공학을 하다가 재료로 

넘어가고 물리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니 기계공학 하신 

분들은 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재료나 나노재료 이런 

쪽은 기계공학에서 접근하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태양전지 분야도 태양전지가 휘어지는 때 응력이 발생하는 부

분의 해결에 있어서는 소재분야의 사람들은 접근이 안 됩니다. 

구조적인 설계의 태양전지, 응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나노 수준

으로 들어가서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 하는 것에서는 기계

를 전공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도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태양전지가 상당히 재료적인 것이지만, 기계하시는 분들이 조

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시

길 권고 드립니다.

- (1) P-N 접합방식:  P형 반도체를 기본으로 하여 그 표면에 

불순물을 확산시켜 N형 반도체 층을 형성함으로서 P-N 접합

을 생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사용하는 태양전지의 대부분

인 실리콘 태양전지로써 기본적으로 P-N 접합의 구조를 이루

고 있다. 

- (2) 미국재료 시험협회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미국의 재료 규격 및 재료 시험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기관. 1898년 창립. 본부는 필라델피아에 

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연구를 하시는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

니다. 공학기술을 응용하여 뉴 미디어 아트(New Media Art)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과학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분이신데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서 방현우 교수님을 찾아뵙고 재

미있는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수님께서 하시는 주요 연구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 우리 연구실 이름은 뉴미디어 연구실(New Media Lab.)인

데, 주로 미학과 공학을 융합하는 연구, 그리고 각종 뉴미디어 

기술들을 연구하고, 인간과 뉴미디어의 인터페이스 3가지 주제

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2. 교수님께서 여러 작품을 발표하신 것으로 압니다. 작업하

신 것들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작품들은 미학과 공학을 융합하는 걸 연구하다 보니 그것을 

뉴미디어 아트라는 작업의 형태로 보여주는 데, 전시도 하고 

학회에 발표도 하고 하지만 주로 아트 웍(Art Work)도 많이 

만듭니다. 키네틱(Kinetic)하게 움직이는 조형물, 인터랙티브

(Interactive) 설치물, 아니면 일반적인 뉴미디어 소재를 이용

해서 조형물이나 미디어 인스톨레이션(Installation)하는 작업

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든 것들 중에는 화면과 사람이 인

터랙션(Interaction)하는 기존의 생각하지 못했던 형태의 화면

으로, 미디어의 본질이 뭔지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쉽게 접하

면서 도 잘 모르는 데, 뉴미디어 아티스트는 이런 것에도 의미

가 들어 있고 이런 걸 했다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하지요. 어떤 논문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고 하는 질

문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어떤 작업 하나를 골라서 설명 드리기 

어렵네요.

3. 서울대 항공공학과 석. 박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 UCLA 

의공학과 박사 후 과정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특별히 미디

어 아트를 배우거나 공부하실 계기가 없었던 거 같은데, 

미디어 아트를 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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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석. 박사과정은 엔지니어링이 재미있어서 공부한 것

이고, 뉴미디어나 디자인. 그리고, 미학은 대학을 오자마자 프

리랜스로 일하면서 수업도 듣고, 수업은 학점을 받지 않는 청강

형태로 미대수업도 듣고 디자인도 듣고 세미나도 다니면서 공

부를 했습니다. 주로 책 위주로 공부하고, 디자인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영상을 만들거나 프로그래밍하고, 생물학도 해야 하

고 하는 사람과 회로 만드는 사람. 그리고, 설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전부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 필요

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학중에서도 이것저것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보니 의공학을 하면 전자공학과 기계공

학에 프로그래밍도 해야 하고, 생물학과 의학도 해야 하고, 생

리학과 병리학도 해야 하니 공학 분야 중에 가장 많은 광범위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박사과정도 UCLA에 가서 

의공학과를 가서 공부하게 된 거죠.

4. 교수님께서는 공학자과 미디어 쪽의 비중을 둔다면?

- 우리나라는 특이한 점은 비중에 상관없이 이공계와 인문계

와 예체능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미술이나 음

악, 체육을 잘하거나 연기에 소질이 있거나 없거나 이공계와 

인문계로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미술을 잘하는 사

람이 골고루 다 퍼져 있어요. 공과대학에도 미술을 잘하는 학생

이 많았어요. 외국에서는 미대 가야 미술 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특이한 공교육 체계에서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미학을 잘 이해하는 공대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학과 미디어 한쪽에 비중을 두면 그쪽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데 이것을 비중을 두지 않았을 때 더 즐거움이 있습니다.

5. 교수님 작품 중에 하늘을 클릭하면 구름이 생기는 작품을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구

상을 하시는 지 궁금 합니다?

- 중요한 질문인데 질문의 방향을 반대로 했으면 좋았을 거 

같네요. 그런 생각은 모두가 하는데 아무도 못 만드는 거죠. 

나도 저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하는 것이 

더 이펙트가 큰 거 같아요.

 어렸을 때 뒷동산에 구름이 지나가면 손에 닿을 듯 말 듯 

하잖아요. 잡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을 하죠. 그것을 프

로젝트를 써서 유체역학을 CFD로 풀어서 실시간으로 눈앞에 

터치하면 그게 손에 얼마만큼 눌러졌는지 인식해서 눈앞에 보

여주는 그런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감수성은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눈앞에 보여주려면 공학-인류를 구원하는 것보다는 엄

청난 지적호기심에서 출발한 공학-을 공부해서 실현 시켜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기 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하

는 생각들을 쫓아서 감동이 느껴지는 형태의 미디어로 표현하

는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학생들이랑 해 보려는 거죠. 

7. 현실적인 문제를 안 물어 볼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교수라

는 직업으로 보면 여러 논문을 발표한다거나 과제를 맡아

서 운영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 

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공과대학이니깐. 학생들도 졸업해야 하고, 논문도 써야 하

고, 학회참가도 해야 하고, 미학과 공학을 융합하는 것도 하지

만 카메라 같은 영상장비와 뉴미디어 장비에 대한 연구주제가 

많아요. 그런 주제들로 산학이나 국책과제 등을 따서 하고 있

고, 그래픽스 컨퍼런스. C그래픽스 등에 가서 발표도 하고 있어

요. 이 연구실을 졸업할 때는 공학박사, 석사 학위를 받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엔지니어가 해야 하는 일은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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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후학들이나 미디어 아트를 공부하고

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하신다면?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공학을 공부 했기 때문에 자기

가 진로를 공학쪽으로 결정지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공학을 공부했더라도 뉴미디어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열

린 마음으로 생각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기계공학이든 다른 

분야를 공부하건, 다른 분야의 하는 일들이 뭔지, 어떤 것이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도 자기 분야를 공부하는데 도움도 되고, 

또한 다른 길을 찾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걸 공부해도 돼 하는 생각은 사실 본인만 하는 거

죠. 전혀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닌데, 해도 되는지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눈치를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해주고 싶네요.

* 뉴 미디어 아트 [ New Media Art ]: 뉴미디어 아트는 

현대의 대중 매체를 이용해 미술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뉴

미디어아트'라는 명칭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1970년대 이

후로는 '컴퓨터아트'로 불려 졌고, 이후에는 '멀티미디어아

트', '디지털아트'로 불렸으며, 지금은 모두를 포함할 수 있

는 '뉴미디어아트'라고 불리고 있다.

- Everyware(Creative Computing Group) : 

http://everyware.kr/home/

- 서울대학교 뉴미디어 랩: 

http://newmedia.snu.ac.kr:8080/wp/

2012 여수세계 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이번 박람회는 최

첨단 해양 IT기술과 기계관련 장비들을 직접 접할 수 있으며 

먼 미래기술도 엿볼 수 있어 과학계가 주목하는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대우조선해양 로봇관에 전시되어 있는 로

봇 에버4 (EveR-4)의 경우 수십 가지 얼굴표정을 짓는 로봇으

로, 가수 데뷔까지 한 적이 있는 로봇인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분은 에버(EveR)의 아버지이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동욱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께서는 이번 여수엑스포에 로

봇의 근육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에버4 (EveR-4)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을 직접 만나 뵙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박사님께서 계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로봇융합연구그

룹> 에 대한 소개부탁드립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어려운 점을 

저희가 대신 기술 개발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고 

그 중 로봇융합연구그룹은 기존 로봇기술이 공장에서 자동화를 

위한 기술로 쓰였는데 그런 기술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도와주는 로봇기술로 바꿔 실용화하기위한 기술을 연구하는 

그룹입니다.

2. 현재 진행하고 계신 연구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안드로이드 로봇이라 사람을 닮은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

다. '에버 (EveR-4)'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저희가 에버 

(EveR-4)-1을 2006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현재는 에버 

(EveR-4)-4까지 개발이 되어 지금은 엑스포에서 전시까지 하

고 있습니다.

3. 감성 행동을 표현하는 것은 인간 친화 로봇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데요. 감성 행동은 로봇의 목적이나 사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감성 행동을 생성하고 표현하는 방법은 

로봇마다 각각 다를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연구하시는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한 로봇기술로 어떤 방식으로 구현가

능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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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의 감정표현이라는 것은 기존 감정에 관련된 연구가 

공학이나 수학적 모델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여 연구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사람과의 교류를 하는 로봇을 개발을 하다 

보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술 연구하기 위해 심리학

에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의 인지모델, 감성모델들을 연구를 하

여 (로봇기술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타입의 로봇

은 사람과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은 

감정시스템으로 표현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도구로 쓰고 있습

니다.

4. 감성행동을 생성하기 위한 기준으로 로봇의 감정값을 먼저 

생성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감정값을 가지게 되는 시스

템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 일단 저희가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 사람의 감정이 어떤 

식으로 파라미터화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유쾌하다' '불쾌

하다'라는 쾌와 불쾌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하나 설정 할 수 

있구요. 사람이 '각성중이다' '졸립다'는 파라미터를 또 하나 설

정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기쁠 때는 

각성인 상태에서 기쁘다. 놀람은 각성인 상태에서 중립이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파라미터로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5. 이번 2012 여수 세계박람회에 선보인 에버 (EveR-4) 로

봇의 경우 로봇의 혓바닥에 중요한 로봇 공학의 핵심 기술

이 들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핵심 기술인가요?

- 사실 혓바닥을 만든 것은 핵심기술은 아니구요. 일단 저희

가 사람을 닮은 로봇을 하다 보니 피부를 나타내는 실리콘 관련 

노하우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활용하여 남들이 하지 

않는 혀를 구현해 좀 더 표현의 다양성을 줬다고 하겠습니다. 

6. 이 기술을 이용한다면 감성표현이 더 많이 풍부해질 것 

같은데요. 안드로이드 로봇은 인간을 닮은 로봇이기 때문

에 그 가치가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박사님의 연구

를 통해 어떤 제품에 활용되어 질 수 있을까요?

- 로봇기술은 사람의 지능과 감성을 연구하는 플랫폼으로 활

용이 될 것입니다. 그 기술은 앞으로 교육용으로 노인과의 대화

나 심심풀이를 해줄 수 있는 실버케어용, 안내서비용 로봇으로 

적용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현재 보고 듣고 느끼는 교육용 또는 서비스용 다양한 로봇

들이 각 나라별 생산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안드로

이드 로봇 기술 대해 어떻게 발전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지요?

- 아직은 실제적으로 사람과 대화하는 실버케어용이나 교육

용으로 사용하기에 지능기술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전단계로 

현재 저희가 공연도 하고 전시장이나 박물관에 테마파크 전시

용으로 먼저 안드로이드 로봇이 사용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

고 제한된 부분에서 실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가 있는데 치매

노인을 위한 대화, 자폐아들의 표정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로

봇, 표정을 지으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자폐아부분에 실용적

으로 먼저 적용이 될 거 같습니다.

8. 국내에서 안드로이드 로봇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은 

한국생산기술 연구소가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박

사님께서 바라보시는 로봇 연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 국내 

상황과 국외 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주신다면? 

- 사람과 대화를 하고 사람을 보조해주는 지능형 로봇의 경우

는 일본, 미국, 한국도 다 초기개발 단계이구요. 서로 연구비를 

투자하여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분야입니다. 로봇기

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쓸모 있게 큰 도움을 주기까지는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실용화가 좀 늦춰지

고 있습니다.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투자를 하여야만 합니

다. 물론 지금도 일부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먼 미래

를 위한 연구보다는 당장의 실용화 연구에 좀 더 중점을 두다보

니 이런점이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을 보면 명확히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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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해놓고 연구한다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국방과 의료 

부분에 있어 정부가 전폭적인 투자를 하여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부분에서 테마파크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주도라기보다 자연적으로 상업이랑 연결이 되어 디즈니랜드나 

테마파크 관련된 곳에서 로봇연구원들을 대거 채용을 하여 연

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문화적인 특성으로 인해 어려

서부터 만화 영화에서 로봇을 많이 접하다보니 특히 대학교에

서 다양한 상상력을 가지고 실용화가 되지 않더라도 특이한 

로봇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비스로봇이 일본에서 

좀 더 활성화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 국내에서는 미국과 일본 두 모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적절

히 조합해나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

고 정부 주도 로봇관련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구요. 최근 융합이라는 키워드로 교육, 문화, 국방, 사회, 안전, 

홈서비스 다양한 로봇과 연계된 분야라 융합을 하여 결과물을 

내고자하는 시도를 정부와 학교 연구소 주도 진행을 하고 있습

니다.

9. 그럼 에버 (EveR-4)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에버 (EveR-4)도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문화와 관련된 로봇으로 많이 활동을 하였고, 최근 국내에서 

한류열풍과 더불어 문화 분야에 로봇을 응용하려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 로봇 연구를 하시면서 한계점은? 

-사실 현재 로봇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적

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가장 큰 한계점인

거 같고요. 그러므로 정부나 기업에서도 당장 돈이 되는 분야로 

투자를 하고 방향을 이끌다보니 앞으로 미래에 있어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좀 더 연구를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미래경쟁력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입

니다.

11. 이번 여수세계박람회에 많은 로봇 관계자분들이 참여하

고 노력도 많이 동반된 것 같습니다. 73대의 로봇이 전시

되었는데요. 여수세계박람회 로봇을 보시면서 로봇의 한

계점이 보였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신지요? 

- 여수 엑스포의 로봇관이 기존 어떤 전시회보다도 가장 긴 

기간과 오랜 시간에 로봇을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대부분 

로봇 전시회들이 보통 3일~5일정도 전시회에 비해 이번 여수 

엑스포는 세달 동안 하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노하우

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신기술을 가지고 로봇이 

개발 되는데 아직 내구성이나 신뢰성부분에서 많이 부족하여 

전시관에서 보면 가끔 쉬고 있는 로봇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노출된 로봇 연구의 한계이고 로봇 연구가들이 

개선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2. 여수엑스포를 진행하시면서 힘든 상황은 없었는지요?

- 안드로이드 로봇 에버 (EveR-4)는 얼굴에 서른 개의 모터

를 가지고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개발하

여 처음 선보인 기술인데요. 검증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은데 

바로 여수엑스포에 전시를 하다 보니 가령 오른쪽 볼이 고장이 

나서 웃는데 삐뚤어지게 웃는 모양이 된 거죠. 이런 부분을 수

정해주는 작업을 남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13. 안드로이드 로봇이 인류가 당면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고 하는데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가령 간호사 

로봇 RI-MAN, 의사 로봇 RP-7, 홈 서비스 로봇 

Apriaipha, 노인케어로봇, 교육로봇 등)

- 안드로이드 로봇은 사람과 대면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 중

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과 가장 닮았기 때문에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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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감정표현을 연구할 수 있는 적합한 플랫폼입니다. 기술

개발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면 고령화 사회가 되었을 때 노인과 

대화를 해주고 간호도 하며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로봇들이 

일부 대신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 지금까지 에버 (EveR-4) 로봇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

니다.

- 에버 (EveR)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여성인 EVE에 

로봇의 첫 글자 R을 따서 만든 로봇입니다. 저희가 2006년 5월

에 에버 1(EveR-1)을 처음으로 개발하였는데, 상반신만 구현

된 로봇이었습니다. 하반신은 마네킹 형태로 의자에 앉아있는 

타입이었고, 첫 역할은 안내서비스를 하기 위한 로봇으로 개발

하였습니다. 후속버전인 에버 2(EveR-2)는 하체를 더해, 서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당시 '눈감아줄게요'라는 

2MB라는 신인가수와 같이 데뷔도 했는데요. 가수로 데뷔한 최

초의 로봇이 되었습니다.

- 에버 3(EveR-3)는 2009년 2월에 개발 완료되었는데 기존

의 두발 달린 로봇이 보행이 어색하여 실용성이 떨어 지다보니 

하체에 바퀴를 달아 무대에서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국립극장에서 판소리하는 로봇으로 소개되었습니

다. 마지막 에버 4(EveR-4)는 다양한 얼굴 표정을 지을 수 있

도록 얼굴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유도인 30개를 가지고 다양

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여 지금 여수엑스포에서 전시

를 하고 있습니다.

15. 로봇을 제작하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 안드로이드 로봇은 한가지의 분야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디자이너, 기구를 설계하는 사람, 전자회로를 설

계하는 사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 이런 연구자들이 모

여 각각의 파트를 담당하여 통합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하나의 모델을 기획해 개발하는데 최소 시제품이 나오

는데 1년, 완성을 높이는데 1년 종합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

니다. 로봇 한 대를 제작 하는데 아직은 대량생산이 아닌 단품

이다 보니 1억 정도 재료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16. 그럼 박사님은 어떤 전공을 하셨나요?

- 저는 제어계측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센씽을 하고 판단 행동하는 기계임으로 그와 관련된 

센서기술, 제어하는 알고리즘 등 기초과목들을 많이 배웠고 현

재 제어계측 공학이라는 학부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전기. 전자

분야와 합쳐 있습니다.

17. 박사님께서 로봇연구하시는 부분에 매력이 무엇인가요?

- 로봇이라는 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잖아요.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계획 스스로 움직일 때 일종의 창조주가 

된 느낌입니다. 남자애들이 장난감가지고 놀면서 생기는 꿈같

은 것이고, 그러것을 실제로 할 수 있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18.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로봇공학 기술자가 되려고 한다

면 어느 부문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할까요? 

- 안드로이드 로봇공학자도 일종의 로봇공학자 중 한명이고 

로봇공학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설계나 역학 분야가 필요하고 

프로그래밍 능력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로봇이 어디 사용되느

냐에 따라 다양한 학문을 연구 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예를 들

은 것처럼 사람의 감정표현을 따라하는 로봇이라면 심리학을 

연구해서 적용을 하는 부분이기에 심리학을 대학에서 공부하

고, 인공지능. 사람인식, 비전기술, 음성인식기술 등 로봇과 

관련 주변 다른 기술들을 개발하면 나중에 안드로이드로봇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 METRIC 회원 분들과 기계공학을 공부하는 학생과 연구

하는 대학원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로봇 분야는 생각만큼 기술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도전해

야할 부분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연구자들이 앞으

로 해야 하는 분야이며 넘어야할 산들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러

므로 호기심을 갖고 도전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다보니 창의적이고 유연한 생

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하여 한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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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와 관련하

여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최근 무

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소의 기계결함으로 

고리 원전에 이어 영광원전도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불안한 대형 원전에 의해 중소형 원전을 짓고 싶어 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분은 현재 원자력 

학회 회장이시며, 국내기술로 설계된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

(SMART)연구에 참여하신 KAIST 원자력 양자공학과 장순흥 

교수님이십니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국제자문위원으로 

임명되어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제시해주셨는데요 그럼 교수님

을 직접 찾아뵙고 원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

습니다. 

1.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것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

니다. 

저는 주로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전공인데 원자력을 더 안전하

게 설계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쉽

게 말하면 원자력 설계 및 안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 <SMART> 에 대한 자세한 말씀 부

탁드립니다.

스마트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했고,저도 초반에 개념

설계할 때 참여했습니다. 스마트 원자료는 보통 발전소의 전기 

생산을 1,000MW라 하면 스마트 원자로는 1/10정도의 크기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또한 담수를 할 수 있는 원자로를 

말합니다.

3.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번에 발표한 스마트는 대형원전

은 증기발생기와 가압기, 원자로 냉각재펌프 등 주요 기기

들을 대형 배관으로 연결한 형태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럼 

<SMART> 는 이러한 대형 원전 설계에 비해 어떠한 점이 

다른 것인가요. 대형 원자로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설계되었나요.

대형원자로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이 바깥에 분리가 되어

있지만 스마트의 경우 압력용기 안에 원자로 및 증기발생기, 

배관 등이 압력용기 속에 들어가 있는 일체형입니다. 즉 압력용

기에서 바로 스팀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대형발전소의 경우 원

자로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면 증기발생기에서 스팀을 생산하여 

이 스팀을 가지고 스팀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스마트의 경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가 한 용기 안에 있는 일체

형 원자로입니다. 다시 말해 루핑(Looping)이라고 할 수 있겠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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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흔히 대형원전의 노후화 문제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한국형 원자로 <SMART> 는 

노후화측면에서 장애는 없는 건가요.

사실 노후화 문제는 대형이나 소형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

다. 단지 대형원자로에서는 냉각재 상실사고를 걱정하는데 비

해 구조적으로 소형 원자로에서는 이런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5.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바라보는 시 각에서 원자력에

너지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은 원자력 안전에 대해

서 안심하셨으면 좋겠다. 원자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에너지에 

비해 안전하다.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상대

적으로 화력, 수력 등과 비교했을 때 원자력이 오히려 안전하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수력이 제일 안전하다고 하

는데 사실 수력이 제일 위험합니다. 약 30년전에 평화의 댐을 

지어야한다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금강산댐이 무너지면 63빌

딩을 제외한 서울 시내가 다 잠긴다는 했었죠. 공학자들이 분석

을 하고 난리였습니다. 그 정도로 수력은 무서운 거죠. 그럼에

도 불구하고 사실 원자력은 이때까지 발전소의 사고로 사람이 

죽은 건 체르노빌 밖에 없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도 불

을 끄다가 사람이 죽었죠. 사실상은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사람

이 죽는다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암을 증가율을 

봤을 때 체르노빌 사고 당시 갑상선암 외에는 증가한 게 없었습

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안심

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단 원자력 발전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안전에 신경 써야한다고 말합니다. 상대적 

안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6. 대형 원자력 발전소의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들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적어 클린에너지로써의 장점과 방사성폐기

물을 생산하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께서 설계하시는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 <SMART> 는 이

러한 면에서 장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스마트는 용량이 대형 원전을 1/10정도인 것은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전기를 그만큼 덜 생산

한다는 것이고 장점이라면 세계적으로 대형이 필요 없는 곳이 

있는데 이런 소형이 필요한 곳에서는 또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

니다. 특히 앞으로 스마트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중소형 원자로

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소형원자

로를 많이 설계하는 가운데 이번에 설계 인허가(인증)를 받아내

기도 한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7. 최근 원전시장에서도 미니멀리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중소형 원

전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그럼 중소형 원전 기술에 

대한 국내상황과 국외상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실정인가요?

스마트가 세계최초로 인허가(인증)를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

도 제도는 있는데 인증을 못 받았다는 것만큼 설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스마트도 더 개선할 점도 있겠지만 

스마트가 다른 원자력에 비해 설계가 완성도가 높다는 것입니

다. 최근 빌게이츠가 원자력에 관심을 가지고 수많은 원자력 

과학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빌게이츠 생각을 본다면 앞으로 

IT산업에서 서버는 엄청난 전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통신료

는 제로에 육박하고 앞으로 모든 것은 전기 값에 좌우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게이츠가 모든 산업의 근간이 전기라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자동화되기에 전기를 싸고 안정

적으로 공급하는 게 세계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특히 

원자력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IT분야 창시한 전문가이

지만 원자력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앞을 내다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게이츠는 IT 산업에서 은퇴했다가 

다시 새롭게 원자력, 전기 분야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외상황에서의 시급한 문제는 전기부분입니다. 전기 매우 

심각합니다. 전기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전기로 하려고 하기에 가령 선풍기, 부채보다는 에어컨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심지어 자동

차도 전기로 가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에서의 냉난방 등을 

비롯해 IT산업, 자동차 등등 전기활용분야가 점점 넓어질 것이

고, 그뿐 아니라 기존 선진국은 전기가 더 필요하고, 개발도상

국 또한 필요 할 뿐 아니라 수요도 더 많습니다. 앞으로 전기부

족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전기부족은 전 세계가 

부딪치는 중요한 문제이며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기 값이 싼 것은 가장 큰 경쟁력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일본을 1/3, 중국을 1/2 가격입니다. 원자력이 바로 

경쟁력이 될 수 있는거죠. 원자력 에너지 때문에 이처럼 전기 

가격이 싼 것입니다. 화석에너지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전

기가격이 제일 싼 것은 바로 원자력이 큰 기여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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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재 상황에 맞게 중소형 원자로 <SMART> 갖는 또 다른 

경쟁력은 다양한 활용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핵

분열 연쇄반응에서 발생한 열을 전력 생산하는 그 외에도 

교수님께서 연구 설계된 내용으로 완성품이 나온다면 어

떠한 곳에 활용되어질까요?

중동지방의 경우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는 측면에

서는 스마트가 굉장히 유리하구요. 원자력은 물론 크면 비용이 

적게 들긴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면에서 소규모 

섬, 오지경우에는 소규모 스마트가 더욱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을 잘 활용하면 선박에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설계를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지만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경우 한번 원료를 공급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장점들로 이미 소형원자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선박에도 마찬가지로 소형원자로는 큰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9. 원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조사위원회 국제자

문위원으로 임명되어 후쿠시마 사고 현장을 방문 조사활

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사고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고들 합니다. 현재 대처할 

수 있는 안전 방법에는 어떤 것이 논의되고 있나요.

후쿠시마 사고에서 가장 신경 썼어야 했던 부분이 정전 상황

을 어떻게 대비했어야 하는가. 즉 원전에서 모든 교류전력이 

다 나갔을 때입니다. 앞으로 모든 원전이 전기가 나가더라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

다. 이런 부분에서 피동안전계통이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정전으로 펌프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대형물탱크에 중력으로 

물을 공급하는 자연 순환 등을 대책으로 연구 설계하고 있습니다.

10. 앞으로 <중소형 원자로> 설계를 통해 계획하고 있는 연구 

진행 방향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소형뿐만 아니라 대형원전에도 관심이 있고 어떻게든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

쿠시마 원전사고처럼 전기를 다 잃었을 때 펌프를 이용하지 

않고 냉각수를 중력에 의해 원자로에 공급하는 기술을 연구하

는 중입니다. 

11.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공부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원자력 분야가 물리, 화학, 자연과학, 기계. 전기공학, 사회

학, 국제정치학 등 다방면으로 박식해야합니다. 즉 전문분야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미래는 종합적인 지식을 익혀

야 하기 때문에 원자력 분야는 미래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학문입니다.

12. 마지막으로 METRIC회원들과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

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에너지문제와 전력문제는 심각합니다. 에너지와 전력

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매우 중요한데 많이 이해

해주시고, 좋은 분들이 원자력부문에 많이 종사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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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노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나노 

공정은 고온에서 유독한 기체를 다뤄야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 이번에 "저온 디지털 나노 물질 패터닝 공정기술"을 개발하

여 나노 소자를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분은 KAIST 고승환 교수님 이십니다. 그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수님께서 현재 하고 계신 연구들의 대략적인 소개를 부

탁드립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

적인 공정들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공정들을 개발하고 있습

니다. 이를 통해 유연전자소자나 입을 수 있는 컴퓨터에 적용하

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저온 디지털 나노물질 패터닝(patterning) 공정 기

술을 개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존공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공정이 굉장히 단점들이 많습니다. 고온공정

이고 광마스크라는 비싼 공정단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

에 안 좋은 가스를 이용하고 있고, 수십~수백 단계의 공정과정

을 거치면서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더불어 큰 단점으로 생각하

고 있는 것이 전통적인 공정이 진공상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

다. 진공상태는 진공 체인보를 이용되는데 진공 체인보가 조금

이라도 커지게 된다면 천문학적으로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면적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단점들을 극복하려고 디지털공정 등을 개발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 단계로 나노물질을 잉크

상태로 만든 다음 페인트 상태로 원하는 기판위에 바르고 그 

위에 레이저를 집속하여 그림을 그리듯이 레이저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어저가 지나간 부분만 나노물질들이 우리

가 원하는 금속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공정단계가 지나 그것을 

씻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금속도선과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공정단계는 3~4단계에서 완성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진공공정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넓은 면적에 대

하여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나노물질을 사용하여 공정온

도를 굉장히 낮출 수 있습니다. 

3. 보통 고온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기판위에 금속 

패터닝을 하기 힘든 것으로 아는데 나노 물질을 이용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한 이 기술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기존공정 같은 경우는 금속 패터닝을 만들기 위하여 금속을 

증기로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기판 위에 붙이는 형태입니다. 

금속 같은 경우 1.000℃ 정도에서 녹기 시작합니다. 1.000℃가 

되면 플라스틱은 모두 녹아버리기 때문에 기존공정으로 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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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기판 위에 금속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은 물질, 

같은 금속이라도 계속 작게 만들다 보면 즉. 나노물질로 만들다

보면 녹는점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수 나노정도의 

금속입자는 거의 100℃ 근처에서 금속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 온도까지 공정온도를 낮출 수 있다면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성질들이 나

노물질로 만들었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공정온도를 낮춰주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할 수 있

는 것입니다.

4. 이 기술을 통해 실용화와 대량 생산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까요?

전기 분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판은 구부러지지 않는 유

리, 실리콘과 같은 깨지기 쉬운 기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

희는 잘 구부러지는 플라스틱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플라스틱

을 사용하게 된다면 대량생산, 대면적화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된다면 마치 신문을 찍어내듯

이 전자제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단 기판이 구

부러지지 않는 기판이나 유리 기판 에는 불가능합니다. 마치 

신문인쇄와 같이 롤에 말아서 찍어내듯이 작업을 해야 하는데 

플라스틱 기판위에 만들 수 있는 저온공정을 이용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자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량 생산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개발한 공정은 진공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공정시 진공체인보가 조금만 커져도 가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진공 기기들이 있는 것 자체가 대면적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공 체인보를 이용하지 않는 공정을 개발해서 대

면적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쇄전자공정으로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생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4-1 실용화 측면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공상과학영화에 보면 모니터 같은 것을 둘둘 말아서 다닌다거

나 펴서 볼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라

고 하는 유연디스플레이를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리로 되어있고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러한 모든 전기기기들을 굉장히 가

벼운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깨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의 경우 유리로 되어있으니 떨어트리면 깨지곤 합니다. 굉장히 

가볍고 기계적인 성질도 좋을때 가장 좋은 애플리케이션 휴대

용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플라스틱만 만들고 있지만 저희가 차세대 연

구를 생각하고 있는 것 중 종이 위에 이러한 전자공학기술을 

적용하려고 연구 중입니다. 가령 책을 종이처럼 펴서 보지만 

사실은 한장 한장이 전부 모니터처럼 쓰일 수가 있는 것들입니

다. 이런 전자책들을 만들려고 하는 연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멀리 보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

지만- 사람들이 굽혀지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이유는 들고 다니

는 전자제품조차도 귀찮아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옷에 모든 전자제품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있습니

다. 결국 플라스틱으로 시작했지만 종이로 가게 되고 옷감에도 

이러한 전자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

다. 플라스틱, 종이, 전자제품 등이 모두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온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 미래에서는 

입을 수 있는 컴퓨터에 이런 공정기술들을 적용하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5. 교수님은 여러 가지 연구 성과를 내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연구를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공정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

운 공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등 대기업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공정들을 새롭게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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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는 좋아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

도 예전에는 새로운 대체기술로 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도 먼 미래에는 결국 기준이 되는 

기술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굽혀지는 기판들, 종이, 옷감 등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물질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여러 공정들을 개발

할 계획이며, 일렉트로닉스(electronics) 같은 디스플레이나 

태양전지와 배터리도 굽혀지는 것을 만들어 옷에 직접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6. 기계공학자로서 나노기술이 어떻게 기계공학에 접목이 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공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노공학이라고 하는 것을 생

소하게 느껴 이것을 배워 어디에 적용을 할까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나노공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학제적인 학문입니다. 학

제적이라는 것이 특별히 나노공학이라 하여 특별학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 화학, 재료, 전자, 기계, 바이오 등 모든 

학문들을 아우르는 학문입니다. 각 특정분야마다 나노공학에 

뛰어들어 주로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특히 잘못인식하고 있는 것이 나노 공학은 화학이나 재료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계공학에서도 얼마든지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나노공학에서 할수 있는 것이 실제로 새로운 이론이 개발되고 

증명이 되었더라도 대면적화 할 수 없고 실제로 생산할 수 없으

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계공학은 달리 보면 새로 개발된 

나노기술들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중간 다리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개발한 공정 중에 나노물질을 처음 만들어야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나노입자를 만들어 나노잉크형태의 입

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나노입자에서 작은 크기로 균일한사이즈

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변수로 온

도가 얼마나 균일하게 나오는 가인데 이것이 모든 나노물질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계공학에서 열역학과 열전달을 배워 

이러한 방식들을 이용하여 공정 중간 온도가 균일하게 나올 

수 있는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노물질로 만든 잉크경

우 잉크를 어떻게 잘 도포를 하는가는 기계공학의 유체역학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공정을 이용하여 

대면적화 한다면 제어 및 공정에서 배웠던 기계공학 관련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노공학에서 화학, 

물질 중심이 아니라 대량생산화 되고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은 전부 기계공학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결국 기계공학

이 나노공학을 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7.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가 참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

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나노 연구의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저도 기계공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나노를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노를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렵고 문제점도 

많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큰 문제점은 나노가 제

3자가 생각했을 때 나노공학은 화학이나 물리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신물질을 개발한다면 대부분의 나노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화학을 이용하여 신물질 개발하는 것에 매달리

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2~30년 전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

니다. 신물질을 개발하여 성능이 10%, 20%, 100% 이렇게 좋아

졌다 하는데 최근 연구동향을 보면 물질중심의 연구가 포화가 

된 상태여서 성능이 1%, 2% 좋아졌다 하는 것도 굉장히 높은 

지수로 생각되며 몇 년 동안 열심히 하여 겨우 1%도 안 되는 

성능의 향상을 보이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물질개발에 집착하기 보다는 조금 더 눈을 돌려 같은 

물질이라도 배열방식이나 기계적으로 위치시키는 방법에 따라

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나노공학에서 이것들이 엄청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분야로 연구가 진행 될 것으

로 봅니다..

8. 미래에 나노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갈지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재료중심적인 연구에서 탈피하여 구조적인 측면에서 나노물

질을 새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측면

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능이라든지 기능들을 가미할 수 있는 

연구들을 진행시켜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공학자로

서 나노라는 분야를 기계공학의 주된 분야로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나노를 공부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새로운 방향

으로 나아가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9. 나노 연구의 국내상황과 국외상황은 어떠한지 말씀 부탁드

립니다. 

제가 비교 할수 있는 대상은 미국과 한국입니다. 미국은 나노

가 한국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기초부터 잘 닦아 

현재 상태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기본적으로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배경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현재는 응용 분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응용분야 중에서도 2000년대 초까지만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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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많이 치중 되어 있었습니다. 바이오분야는 산업화하기

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도 뭔가 실제로 새로운 분야가 

생기고 그것들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투자를 하고 이익

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바이오는 큰 분야이기는 하지만 실제

로 이것이 적용되어 산업화되기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렵다

고 생각하여 초창기에는 커지다가 지금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나노공학이 새로운 응용분야로 찾은 것이 에너지 분야입

니다. 에너지경우는 오바마 정부 때도 물론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으며 초반에는 원자력분야로 많이 지지하다가 일본에 참사가 

일어나고 난 후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나노분

야에서도 핵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차세대 친환경적인 에너지

분야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태양전지, 바이오매스, 연료전지등

과 나노기술을 접목 시킬 수 있는 많은 새로운 회사들이 생겼으

며 이러한 분야에서 기업이 이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에너지 분야는 크지 않고 나노물질 등

을 만들 수 있는 기반시설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심

으로- 대기업은 제가보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지는 않고 - 나노장치를 만들 수 있는 산업 분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사와서 부가가치를 더 높여 

더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인데요. 한국에서도 단순한 장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종생산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는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0. 나노학과가 많이 신설되면서 나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계공학을 전공한 학우들이 나노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사부터 석사, 박사 모두 기계공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나

노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미국에서 나노에 관한 수업을 

듣고 난 후부터입니다. 나노에 대한 전반적인소개를 하는 강의

여서 재료학과, 화학과 등 모든 학과 학생들이 들었는데 같은 

물리현상을 보고 각각 해석 하는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같은 

현상에 대해 기계공학자가 나노에 대해 보는 견해가 굉장히 

신선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유체, 열전달, 기구해석 등은 나노와 별로 상관없는 분야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것들이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 해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화학이나 물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보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것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계공학자이기 때

문에 4대 역학을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4대 역학을 반드시 

들어라고 추천하고 싶고, 나노와 관련된 고체물리를 들으면 좋

을거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노에 필요한 지식들이 고체물

리과목에 녹아 있으며 이 과목 하나만 들어도 충분히 다른 학과 

학생들과 의사소통하기에 지장이 없습니다. 웬만한 학교에는 

전부 고체물리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계공학부에

는 없지만 물리, 화학, 재료, 전자과 대부분의 공대에는 다 개설

되어있으니 해당 학과에 가서 두 번 정도 들어주고 고체물리에

서 이야기하는 단어 등을 잘 소화해 둔다면 나노에 대한 이야기

가 나왔을 때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체물리라는 

과목은 기본 지식뿐만 아니라 나노분야사람들과 공동작업을 

시작하기 굉장히 좋은 과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기계공학에서 여러 가지 진동, 제어 개념들

을 적당히 잘 이용하면 -기계공학에서 주로 배우는 것들은 나

노단위가 아니라 좀 더 큰 단위에서 쓰이는 이론들인데- 이런 

이론들이 결국 작은 단위에서도 적당히 잘 변화가 되어 이용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화학이나 물리하는 사람들은 전혀 감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계공학자로서 기본지식을 

갖고 뛰어들게 되면 물리, 화학 하는 사람들 보다 훨씬 더 좋은 

재밌는 결과들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11. 연구원, 박사까지 모든 과정을 외국에서 취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생활 중에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있으시다면?

연구원에서 박사까지 10년쯤 미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는 음식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음식이 잘 맞지 않아 한동안 살

이 계속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음식만 고집하다보면 그 생

활에 동화 될 수 없으니 조금씩이라도 그 지방음식을 먹으며 

현지인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이 됩니다. 처음부터 공대

생이니까 영어 잘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전혀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대생의 경우는 우스갯소리이긴 하

지만 1년 동안 영어를 한마디도 쓰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수업만 듣고 연구실에서 연구를 주로 하고 꼭 이런 것이 아니라 

언어자체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상 연

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관계가 어떻게 보면 연구보다도 더 큰 문제점들이 생깁니

다. 공대생의 경우는 혼자서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순

간에는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수록 밖에 나가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영어를 자주 쓰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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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영어는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굉장

히 중요한 이유는 자기 생각도 넓히고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는

지, 못하고 있는지 혼자서 아무리 돌아봐도 잘 알 수 없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친구들을 많이 

사겨서 친구들의 충고, 조언들을 잘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성과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영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인거 같습니다. 저는 항상 유학가겠다고 오는 

학생들이 "교수님, 유학가려는데 여섯달이 남았는데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 뭐 하고 싶은데?"하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대부분 책을 읽어 공부를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저는 책은 잠시 저버리고 운동장에 가서 테니스를 배우던지 

가기 전에 체력을 길러놓고 가라고 조언합니다.

학생들은 머리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체력싸움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다가 

갑자기 몸이 나빠져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오는 학생들

도 많았습니다. 가기 전에 시간이 있을 때 체력을 잘 길러가고, 

특히 테니스같이 자기가 뭔가 잘할 수 있는 운동하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테니스장도 많고 

하니 시간 내서 치기도 쉬우니 꼭 테니스를 배워가라고 조언하

고 있습니다. 

12. 카이스트 신문에 교수님이 지도하신 학생(인드리아 허

먼)의 편지를 보면서 학생들과 무척 친밀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학원생들과 잘 지내는 비결이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노하우나 비결이라기보다는 제가 학예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

온 것도 이제 3년 조금 넘었고 최근까지도 거의 학생처럼 지내

고 있어 아직 학생 같은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실

에 남아 학생들과 실험도 같이하고 밤늦게까지 토론하고 야식

도 같이 시켜먹고, 밖에서는 분식도 같이 먹곤 합니다. 교수라

기보다는 4~5살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는 학생들도 있기에 동

생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과 실험뿐만 아니라 

체육행사, 문화행사를 같이 즐겨가면서- 뭐 학생들은 싫어할

지 모르겠지만- 학생들과 어떻게 해서든 융화가 되어 교수라는 

느낌보다는 가까운 동네 형으로 느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왔던 학생의 경우는 제 첫 

제자이고 외국인유학생입니다. 제가 미국생활을 하면서 외국

인으로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외로움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잘 

알고 있어 아무래도 좀 더 애착이 갑니다.

13. 마지막으로 교수님 실험실을 지원하고자 하는 후학이나 

기계공학연구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기계공학을 전공을 공부했던 선배로써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는 대부분 석사가 기본이 되어 기계공학을 공부한다하면 5~6

년은 기본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박사를 공부하게 된다면 10년 

정도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도 

그랫지만 중간 중간마다 슬럼프가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슬럼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이 '내가 대체 

왜 공부를 하고있을까' 이것을 항상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슬럼프는 굉장히 헤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대체 왜 공부

를 하고 있을까, 6년, 7년,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

를 도대체 왜하고 있지? 라는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빨리 할 

수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터 정신없이 뒤도 안돌아 보고 앞만 보며 달려왔고 대학원도 

친구들도 가고 석사도 기본이니 이러한 생각으로 오셨던 분들

도 한번쯤은 뒤돌아 본다면 내가 왜 기계공학을 선택해서 공부

를 하고 있을까에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다보면 인류복지를 위해서가 굉장히 좋

은 이유가 될 수 있고 가까이로는 부모님을 위해, 친구들을 위

해 등 사소한 이유라도 만들게 된다면 공부하는데 중요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 종이처럼 얇고 

유연한 기판을 통해 손상 없이 휘거나 구부리거나 말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

고 얻을 수 있는 소비자 지향적인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

* 일렉트로닉스(electronics): 전자 디바이스(device기능소

자)에 의해 컨트로되며 증폭, 발진 등의 작용을 하는 회로 또는 

그 컴비네이션에 따라 많은 장치로 구성된 전자제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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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가스 등 천연 자원을 얻기 위해서는 더 깊은 바다에까지 

도달해야하는데요. 심해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

기 때문에 탐사를 대신할 해양, 해저용 로봇이 필요합니다. 오

늘 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분은 자율무인로봇을 연구하고 계시

는 포항공과대학교 창의 IT 융합공학과 유선철 교수님이십니

다. 교수님께서는 유비쿼터스 무선네트워크 융합기술을 기반

으로 하는 자원탐사 축소 모형 시스템도 구축하셨다고 하는데

요. 교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

니다.

1. 교수님께서 현재 하고 계신 연구들의 대략적인 소개를 부

탁드립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수중로봇을 이용하는 연구입니다. 이

제까지는 잠수부라든지 아니면 원격조종을 하는 어떤 기계라

든지 그런 것들을 로봇을 사용하여 자동화하는 연구가 되겠습

니다.

2. 자율무인 잠수정을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원격조정 잠

수정과 비교해서 자율무인잠수정의 장점은 뭔가요?

원격으로 조종하는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는 전파가 

안통하기 때문에 원격조종을 위한 굵은 선을 넣어요. 보통 어린

애 팔뚝만한 굵기인데 그게 가령 1km라 하면 1km의 꼬리를 

로봇이 가지고 있는 셈이니까 잘 움직일 수도 없고 이것을 풀었

다 감았다하는 배와 노력이 필요한데, 자율로봇의 경우에는 자

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3. 자율무인 잠수정은 국방이나 자원 채취 등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거 같습니다만.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잠수

정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 질 예정인가요?

우선 지금 잠수정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수중로

봇이라고 쓰는 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단순하게 움직이

는 이동체가 아니라 지능을 부여하고 로봇처럼 움직이기 때문

에 수중로봇이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수중로봇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잠수함이죠, 잠수함처럼 꼬리가 있고 

어뢰처럼 다니는 말하자면 비행기 같은 수중로봇이 있고, 프로

펠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헬리콥터 같은 로봇도 있어요. 이게 

호버링형 수중로봇이라 하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호버

링형 수중로봇이고요. 수중로봇은 이제 그 자원탐사라든지 아

니면 정밀하게 수중에서 수리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곳을 지정해서 로봇이 스스로 가서 사진을 찍어오는 그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4. 수중환경에 맞춰 자율로 탐사활동이 가능한 무인잠수정인

데 해양에서 동력원을 스스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

부품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 같은데요. 육지와는 다른 

바다에서는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알고 계시듯 물이 새지 않아야 되겠죠, 물이 새지 않아야 되니

까 하드웨어를 만들 때 수밀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물이 

새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게 가벼워야해요. 무거워지면 가라앉

기 때문에 부력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더 가볍게 만들어야하고 

물속에서 저항이 적은 유선형으로 만들고 이러한 것이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신뢰성입니다. 한번 물속에 

넣은 후에 통신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올 때 까지는 

자기가 재주껏 돌아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십억, 몇백

억하는 로봇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뢰성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복구를 자기 스스로가 하여 돌아올 수 있는, 아

주 응급한 상황에서도 부상하여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신뢰성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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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다의 장애물을 피하거나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물체 인

식에 대한 시스템이 중요할거 같은데 현재 어느 정도의 

인식 시스템이 구축되어지고 있고, 육지의 통신환경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수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장애물을 인식하고, 스스로 피

하며 이러한 기능은 사실 현시점에서는 거의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론적 연구나 뭐 수조 레벨의 연구는 많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1000m정도를 내려가서 미지의 환경을 만

나 스스로 피해 다닌다던지 거의 힘들고요. 아마 MIT나 동경대

팀 정도 아니면 우즈홀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팀 혹은 북유럽 

한 두군데 정도가 겨우 하는 정도로 실제 수중에서 무엇이 장애

물이고 무엇이 위험한 것인가를 판단하는것은 사람도 참 어렵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신환경경우는 수중전파가 통하지 않는 때는 음파로 해야 

하는데요. 음파는 전파처럼 마음껏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래서 수중에 통신환경을 어떻게 구축 하냐면 '부이'라고 물위에 

떠있는 부표 같은 것을 만들고요, 거기서 밑으로 줄을 내려서 

거기서 초음파를 퍼트리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요. 왜 줄을 내리

냐면 초음파는 통신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도달거리가 짧아

져요, 그래서 줄을 밑으로 주렁주렁 내려서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고 그것을 위성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일부 제

한적이지만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6. 종래의 이동로봇 시스템을 개량하여 케이블카용 로봇시스

템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설계 전반에 대한 설명 부

탁드립니다. 

자원탐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현재 연구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금맥' 이런 것이 땅에 있다가 물로 가면서 뚝 떨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금광이라든

지 금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탐사를 할 때 수중과 육상을 

넘나들면서 자장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초연구를 하는 거였

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기반연구를 할 때 그 쇳덩어리가 있으면 

안돼요. 근방에 아무것도 없어야합니다. 그런데 로봇이 다 모

터, 전자서킷 등 다 쇠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케이블카처

럼 하늘에 로봇을 만들고 거기서 선을 내려서 자장센서만 케이

블카에서 선을 내려서 움직이면서 자장을 잡아낼 수 있는 연구

를 한 것이고, 그것이 땅하고 물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연속적으로 되어있나 하

는 방향으로 연구하였습니다.

7. 완벽한 해양 프로그램 설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알

맹이 없는 로봇이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유비쿼터스 

무선네트워크 융합기술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중에도 초음파를 어느 정도 통할 수 있

는 위성과 부이를 이용한 인프라도 구축해야하고, 로봇하고 연

계도 해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위성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중계

를 다 구축을 해야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수중은 수상

하고는 경우에 따라서 육상로봇, 공중로봇을 연계하려는 연구

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유비 쿼터스 시스템이므로 다 실행

되는 거죠. 스마트폰 같은 걸로 통신 할 수 있게 만드는데 이런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 바다로 나가 배에서 연구하시기 때문에 외국인 연구자들과

의 교류도 많고 여러가지 새로운 경험들이 많을거 같습니

다. 바다에서의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에피

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실 때는 해양탐사가 어떤가 하는 

예상을 하시고 질문 하시는데요. 실제로 공학자들이 수중로봇

을 위해 배를 탈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완전히 군사행동 

같거든요. 해양학자 같으면 바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데이

터 자체가 결과잖아요. 좋은 결과 든 나쁜 결과든 나오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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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그물을 내리고 3~4시간 채집

하고 연구하면 조금은 쉴 수도 있는데요. 수중로봇경우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수중에 내려가는 공학자들은 원하

는 위치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항로를 움직이면서 얻은 

다음에 무사히 돌아와야 이게 성공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안 

된다면 성공이 아닌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얼마 전 일본에서 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수상로봇 실험

을 하는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과학자는 없고 공학자만 50명 

정도가 탔는데요. 수중로봇 3대 정도가 1000m이하로 들어가서 

하는 실험이었는데 거의 항공모함갑판 같았습니다. 로봇을 넣

기 전에 모두가 뛰어다니면서 로봇을 집어넣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수중로봇 같은 경우는 서로 도와서 밧줄로 흔들리는 

배에서 내려야하는데 이것을 사람이 맞으면 크게 다치고 배에 

맞으면 로봇이 부숴지니 옮기는 것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물속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컨트롤 

룸에 들어가서 어디로 가는지, 로봇이 잘 돌아 올 수 있도록, 

만일의 경우에 비상상태에 어떻게 대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함으로 굉장히 바쁩니다. 로봇이 스스로 돌아오고 나면 그 

다음 실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고요. 아침에 대략 5시정도

에 일어나 밤에 11시 반~12시 될 때까지 회의하고, 굉장히 삭막

합니다. 거의 군대에서 훈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 배 하루사용료가 1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걸 열흘을 하는데 하루라도 공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다 날라 가는 것입니다. 로봇은 몇 10억, 100억 이상 하는데요. 

굉장히 여유가 없습니다.

9. 앞으로 교수님이 진행해 나갈 연구의 방향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면?

연구방향은 수중로봇을 써서 점점 자율, 자동화되는 육상의 

많은 작업들을 토목검사작업, 댐이나 바다의 교각이라든지 많

은 안전 구조물들이 이미 건설의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

다. 한번 완공하면 30~40년 쓰잖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안전

검사를 해야 함으로 이런 것들을 검사해야합니다. 또 제일 문제

되는 수중에서 뭔가 검사할 때 (수중)문제는 탁류하고 조류라 

볼 수 있는데요. 탁한 물속에서도 어떻게 시야를 확보 할 것인

지, 강물 의 조류가 센 곳에서 로봇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며 

사진을 찍고 작업을 하는 부분 등 자기가 길을 잃지 않고 어떻게 

잘 돌아올 것인 가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 연구하여 센싱하고 자율성, 신뢰도나 지능

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육상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

본적으로 자동차는 다 개발이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자동차를 

어떻게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여러 센서도 많이 

달고 하잖아요. 육상에서 사람이 제외되면서 할 일이 많듯이 

수중은 아예 운전사가 없으니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겠죠.

10. 자율무인잠수정이 국내와 국외를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

인지?

일본이나 미국 같은경우에는 역사가 오래되고, 오랫동안 연

구를 해왔어요. 수중로봇이나 바다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아날

로그 세계이거든요. 노하우가 많이 필요로 하는 요리 하는 것들

과 같죠. 디지털처럼 금방 돈 투자해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정밀하게 가공하고 장인정신이 많이 필요합니

다. 그래서 큰돈을 한 번에 부어서 되는 게 IT기술은 되는데 

수중로봇경우에는 꾸준하게 적은 돈이라도 투자해야 되거든요. 

일본이나 미국은 사실은 20~30년간 이미 수중로봇 연구를 

해왔습니다. 경우에 따라 더 오랫동안 비슷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장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하게 연구비를 투자를 해서 

일단은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췄어요. 가령 센서 같은 것 고

가품들 사들이고 여러 가지 실험시설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고 설계하고 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장기

적으로 연구를 하면 우리나라도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 교수님의 실험실에서는 현재 어떤 분야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지요.

일단 수중로봇을 전통적으로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 진출하고 있는 것은 수중에 수중로봇도 있고 육상에 육상로

봇도 있고 하늘에 항공기로봇도 있단 말이죠. 이거를 융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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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함께 각각의 로봇들의 정보를 어떻게 IT로 묶어서 유비

쿼터스 환경에서 할 수 있는가 하는 연구를 새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마지막으로 교수님 자율무인잠수정 시스템 설계를 공부

하고 싶다면 어느 부문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할

까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수중에 있는 물건은 파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사조차도 없습니다. 저희 연구실 학생은 

"교수님 이런 나사는 대상이 없는 데요" 이럽니다. 그럼 "그거 

만드는게 너의 일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조차도 우리는 

경우에 따라 만들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야 됩니다. 

수중에 쓰기 위해서라면 로봇용으로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체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힘이 필요해요. 이를테

면 축구로봇도 좋고 글라이더로봇도 좋으니까 조그만 기계도 

좋으니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서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제어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구만 만든다든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들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하니

까 전체 큰 시스템을 자기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필요합니다.

13. 이 영상을 보고 있을 METRIC회원들과 같은 분야를 공부

하는 대학원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일들을 직접해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논문을 봐서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논문을 봐서는 절대로 안 나오

는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요령이구요 

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이 두가지는 논문에 있는 걸 직접 해봐

야 알 수 있거든요. 요령 가치 있는 정보는 논문에 절대 쓰지 

않구요. 거짓말은 당연히 쓰지 않죠. 이것은 그 논문 그대로를 

한번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래요. 

외부에서 클릭을 하는 것도 그렇고 증권도 광고도 그렇구요. 

거기서 진짜 돈 되는 정보하고 거짓말은 나오지 않아요. 발로 

뛰어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이런 로봇 만드는 공부를 할 때 

직접 발로 뛰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체득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 참고 자료: 

- 카이요우 승선 리포터 블로그를 보시면 배안에서의 연구활

동을 일기형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실험실 홈페이지: http://hero.postech.ac.kr/

지금까지는 소화기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염증, 궤양, 혹은 

암이 의심되는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을 해왔습니다. 그런

데 최근에 개발된 공초점 현미경 내시경의 경우 기존 내시경 

장비에 특수 레이저를 장착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조직을 현미

경으로 좀 더 정확하게 관찰 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분은 공초점 현미경 내시

경을 연구하고 계시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권대갑 교수님이십

니다. 교수님께서는 질병 조기 진단을 위한 복합 이미징 시스템

도 구축하셨는데요. 교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주요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실험실은 학생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하는일은 나노구

동과 나노측정 분야입니다. 나노 구동 분야는 나노 스테이지, 

즉 나노정밀도에 어떤 포지션 스테이지에 쓰이는 연구이며,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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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곳은 반도체 LCD 생산라인에 쓰이고 있습니다. 측정 분야

는 주로 반도체 디바이스의 3차원 측정을 고속이면서 고분해능

으로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의 관심은 

바이오 메디컬 일 듯 한데, 그 측정 분야는 주로 고분해능, 하이 

콘트라스트, 고속 내시경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 교수님께서는 주로 공초점 현미경을 연구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공초점 현미경이 다른 고분해능 현미경(전자선 현

미경, X-선 현미경)들에 비해 생화학분야에 적합한 장점

이 있나요?

다른 고분해능의 현미경하면 주로 SEM(주사전자현미경)하

고 TEM(투사전자현미경), X-선 현미경, AFM(원자간력현미

경) 등이 있습니다. SEM, TEM과 X-선현미경은 아주 고차원

의 진공이 필요합니다. SEM, TEM 는 표면 처리를 해주어야 

해요. 표면에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도체로 표면 피막을 입혀

줘야 됩니다. AFM 같은 경우는 접촉식입니다. 접촉식이라면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면에 대해서는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가이기도 하구요. 이에 반해 우리

가 연구 하고 있는 광학 현미경은 아무런 처리가 필요 없습니

다. 상온에서 일반 대기환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

성이 좋습니다. 물론 분해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다른 

현미경은 서브 나노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 수준까지는 불가능 

하죠. 

3. 공초점 현미경의 회절 한계로 인해 그 분해능이 200nm

(나노미터)정도여서 수십 나노미터인 단백질이나 세포에 

대한 관찰은 불가능한데 STED방식으로 수십 나노미터의 

세포를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공초점 현미경

에도 이런 STED방식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TED 방식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가 광학현미경으로 바이오 메디컬

용으로 쓰이는 고분해능 현미경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입니다. 고속으로 분해능을 높여야 하는데 지금 광학현미경으

로는 회절 한계 때문에 400nm 정도 파장의 레이저를 쏜다면 

200nm 수준밖에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절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고분해능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STED 방법입니다. STED방법

은 일반적으로 익사이테이션 빔(Excitation Beam)을 일단 쏴

줍니다. 익사이테이션 빔은 시편에 가서 초점사이즈만큼, 회절

한계만큼 이미징을 해주거던요. 거기에 STED 빔을 포개어 주

는 것입니다. STED빔이라 하는 것은 간섭현상을 이용하여 도

넛형태의 포컬 스팟(focal spot)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넛처럼 

속이 비어있는 상태로 간섭을 만들어서 빔을 포칼 스팟에 쏴주

면 그 도넛형태의 안쪽 홀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것이 빔을 어

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수십나노 이하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 익사이텐션빔으로 포커싱을 일루미네이션(illumination)

해주면 거기서 회절한계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200나노 

수준의 포컷스팟이 일루미네이션 됩니다. 예를 들어 STED방식

을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그대로 받게 되는데 

STED방식을 그 위에다 ~초 간격으로 쏴주면 STED 도넛형태

의 빔이 있는 곳 에서는 빛이 나오지 않고, 그 센터에서만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특수한 기법이죠. 센터 사이즈를 40nm, 

20nm로 줄일 수 있거든요. 센터사이즈만큼을 한번에 보기 때

문에 STED방식으로 구현 할 수 있는 세계최고 기술은 20나노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개 단백질 구조는 다 볼 수 있고 

DNA같은 경우는 길이 방향은 수백 나노정도 볼 수 있지만 폭은 

아직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나노 정도로 구현된

다면 바이오메디컬 이미지는 거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래서 STED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현존하는 광학현미경에서는 

분해능이 가장 높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법도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조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현하기

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지만 일반 대기상태의 

상온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장점이겠죠.

4. 소화기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궤양 혹은 암이 의심되는 

경우 보통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해왔는데요. 최근 연구하

신 공초점 현미경 내시경의 경우는 조직검사를 어느 정도 

대체 할 만큼의 성능을 보이는지요? 

일반적으로 지금 조직검사는 병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조직을 

떼 내어 샘플링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공초점 현미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공초점 내시경은 살아있는 사람 속 내장에 

집어넣어서 바로 현장에서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상당

히 많습니다. 문제는 공초점 현미경이 내장 속에 들어가기 때문

에 들어가는 프루브(probe) 사이즈가 커서는 안 됩니다. 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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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전부 집어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들어갈 프루브 사

이즈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데 지금 나오는 것은 300마이크로 

정도의 크기정도입니다. 300마이크로는 사람이 통증을 느끼고 

느끼지 않는 경계입니다. 300마이크로 이하의 내시경을 만들

면 통증 없이 찔러서 바로 그 속에서 검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장까지 관을 집어 넣을 수는 없겠지만 척추검사 

등 바늘정도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검사종류가 상당히 많거든

요. 뇌, 척수 등 찔러서 바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통증도 없고 샘플링도 안하고 이런 차원에서 내시

경이라 하는 것이 상당히 작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단점이라면 정밀도 면에서는 일반 테이블탑 형태의 공초

점 현미경보다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밀도라 하는 것은 렌

즈의 대물렌즈의 NA값과 비교를 하는데 NA(Numerical 

Aperture)가 크다하는 것은 렌즈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 자그마한 바늘을 넣으니 렌즈가 몇nm수준밖에 안되는 것입

니다. 렌즈가 작다보니 NA가 작아지며 분해능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초점내시경이 일반적으로 공초점 현미

경이 테이블탑 수준까지는 안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는 

나온다는 의견이 대체적입니다. 사람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레이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검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증기관을 한번 통과되어야 실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이 완벽하게 

구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5. 공초점 현미경의 경우 레이져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사능

이나 조직검사보다는 부작용이 적을 것 같은데 혹시 신체

나 세포에 대한 변이 등의 부작용은 전혀 없는 건가요?.

레이저를 활용해서 검사하는 것이 많이 있죠. 의료기기에 레

이저 수술도 있고 레이저 샘플채취 하는 것도 있고요. 결국 이

런 종류는 하이파워 레이저를 사용해서 조직을 태우는 방식인

데 레이저는 매우 강도가 높기 때문에 측정기로 레이저를 쓰더

라도 화상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알려진 부작용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작용 

보다는 접근성이라든가 실용성, 분해능 이런 차원에서 해결해

야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6. 교수님께서는 질병 조기 진단을 위한 복합 이미징 시스템

도 구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

탁드립니다.

기존에 이미징 시스템 종류가 많습니다. 광학 이미징, SEM, 

TEM, X선 현미경 등도 있지만 조금 다른 부류이고요. 광학 

현미경만 보더라도 이미징 시스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콘

포칼(Confocal), 플리엠, 투포턴, 스팩트럴 이미징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미징 시스템이 각각 상용화된 상태에서 시판되

고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많습니다. 이런 장비의 단점은 전부 다 

수마이크로, 수나노 정도로 어떤 세포를 보고자 한다면 각 이미

징 시스템의 기능이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가령 어떤 것은 세

포의 형태를 봄으로 인해 형태학적으로 암이다 정상세포를 구

분하는 게 있고, 암이 된다면 조직이 망가지니까 형태도 망가지

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학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화학적 

성질(chemical property)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화학적 성분과 이온농도, 빛의 흡수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화학적 성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생물의 변이과정에서 

정상에서 암으로 변한다든가 혹은 산도가 높아진다든가 하면 

형태가 안 바뀌더라도 화학적 성질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

니다. 이미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학적인 관찰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각각의 특성이 다른 화학적 성질을 측정

하는 그런 장비들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을 봤을 때 

형태학적으로 보면 확실히 구분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화학

적 성질(Chemical Property)을 측정을 해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것도 확실치 않을 경우는 또 다른 장치를 봐야 진단

의 정확도를 높여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 장치를 전부 사용 할 수도 없겠지만 전부 

구비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직 시편을 a장치, b장치, c장치로 

옮겨 다니며 볼 때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야가 수백 마이크로 

밖에 안 됩니다. 그 작은 점을 보고 다음 장치로 옮겼을 때 그 

점을 다시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태학적

인 측면의 검사와 화학적 설질의 검사를 동시에 하고 싶은데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복합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장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장비를 

복합으로 해서 시야를 공유하려면 대물렌즈는 같이 쓰고 여기

서 나오는 신호를 기계(콘포칼)에도 보내고 다른 기계(플리엠)

에도 보내고, 스팩트럼에도 보내 대물렌즈로 공유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공유할 것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디텍터부분만 

따로 분리하면 되기 때문에 소스도 공유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격도 싸지고, 시야을 공유

하고 이동하지 않아 오염변질도 없고 굉장히 환상적이죠.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두 개씩 조합하는 것 있습니다. 최

대 조합개수가 4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조합할지는 연구학자들의 관심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책과제로 수행한 것은 4개를 조합하는 것인데

요. 형태학적인 것을 관찰하는 콘포칼(Confocal), 투포턴 마이



METRIC 연구동향집 2012년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68

크로스코프와 조합하고, 화학적 성질은 플리엠하고 스팩트럼 

이미징하고 이 두개가 보는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결국 총 네

가지를 조합을 하면 형태학적인 것과 화학적 성질의 모든 것을 

측정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실제 과학구조로는 이렇게 4가

지를 목표로 했지만 과학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플래시라는것도 소프트웨어만 집어

넣으면 할 수 있고, second harmonic generation(제2 고조파 

발생)이라 하는것도 투포턴구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며 그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다양하게 앞으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면 상당히 많이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장비의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 

내시경 구조를 그 앞에 부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테이블 

탑에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내시경으로 내부에서도 바로 

멀티 모달리티(Multi Modality)로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이것이 

구현만 된다면 매우 환상적이죠. 세계 수준의 멀티모달

(Multimodal) 내시경을 현미경으로 구현하는 예는 없었니 말

이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광섬유를 통해 들어가면 그 신호가 

오가면 변질이 생깁니다. 그 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광섬유 구조

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스캔 메커니즘을 섬유 끝에다가 

작게 만들어서 넣어주는 것,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요. 이것 또한 2단계 사업으로 국책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6-1 이미징 시스템으로 했을 때 조기진단에서의 정확성은 어

떤가요?

굉장히 정확해집니다. 멀티모덜 마이스로스코프를 구현함으

로 인한 장점이 변질, 오염부분에서의 장점도 있겠지만 경제적

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모든 것을 조기진단을 통해 알 수가 있습

니다. 조기진단이라는 것은 암을 구조학적으로 봤을 때 1기, 

2기는 굉장히 암의 구조가 매우 작습니다. 3, 4기가 되면 커지

고요. 세포단위로 작은 초기단계의 암의 구조는 조직검사에서 

잘 안 드러날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이 작은 것을 콘포칼, 투포

턴으로 보면 작은 것을 볼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암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수준일 때 chemical property같이 측

정하면 진단을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장

비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암인지 아닌지 진단할 수 있는 것입

니다. 

결국 멀티모덜 마이크로스코프를 내시경으로 가져감으로 우

리 질병상태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멀티모덜 마이크로스코프는 굉장히 시야가 좁습니다. 1mm이

내의 것만 봅니다. 실제로 내시경 프로브를 가져다 집어넣으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보여요. 즉 일반 내시경과 같이 넣어서 

사용해야 해요. 일반 내시경 프루브 채널 속에 툴을 넣는 포트

가 있습니다. 이 포트에 멀티모달 내시경 프루브를 같이 넣어서 

보는 것이죠. 이렇게 일반내시경으로 시야를 확보하고 어떤 부

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공초점, 멀티모달내시경

을 사용하여 검사를 하는 것이죠. 조직을 떼내서 한달 걸려 나

오던 것이 그 자리에서 살아 있는 상태에서 바로 검사가 되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된다면 진단률이 엄청 높아지는 

것이죠.

7. 의료생명 분야 뿐 만 아니라, IT 기술에 있어서도 작은 

것들을 보는 기술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많은 고성능의 현미경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고분해능 현미경은 어느 수준까지 발전했는지 궁금합니

다?

지금 광학현미경은 STED기술이 최고입니다. 일반상온에서 

사용가능한 STED기술이 최고인데요. 20nm 수준이고, X선, 

SEM, TEM, AFM 이런 것들은 서브나노까지 이론적으로 가능

합니다. 서브나노는 원자길이를 잴 때 옴스트롱이라는 단위를 

쓰잖습니까. 옴스트롱이 0.1nm입니다. 따라서 원자사이즈를 

잴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올로지 메디

컬 용으로는 그 정도 정밀도는 필요 없습니다. 순수 물리학을 

연구하는 장비라 봅니다. 이렇듯 광학현미경 말고는 서브나노

까지 잴 수 있는 장비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8. 앞으로 교수님이 진행해 나갈 연구의 방향과 현재 해결해

야 할 문제점이 있다면?

광학현미경분야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밀성이 높아지면 서브나노까지 간다면 엑스레이

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정밀도를 얼마나 높게 가져갈 수 있

는가가 궁극적인 도전방향입니다. 아주 재밌는 것은 나노 정밀

도의 현미경을 만들어서 내시경이 나노단위까지 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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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찔러서 세포상태를 볼 때 사람세포는 가만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나노단위를 보려고 하는데 세포가 막 움직이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세포가 비교적 빠른속도로 움직이고 

고속으로 피도 흐릅니다. 즉 움직이는 상태에서 적혈구 같은 

것의 모양을 보려면 보는 속도가 움직이는 속도보다 빨라야 

한다는 것이죠. 대략 1cm/sec 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1m/sec으

로 보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빠른 움

직임도 하이스피드 카메라도 보면 정지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고분해능도 중요하지만 고속도

도 구현이 되어야합니다. 고속도는 산업용도 마찬가지이며 모

든 측정 장비에서 중요한 성능입니다. 

세포 구조를 보려고 한다면 물인지 세포인지 막이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잘 안보입니다. 그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콘트라

스트 향상문제, 내시경 문제로 들어가면 작게 만들어야 하며 

이렇게 만드는 것은 보통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내시경쪽으

로 여러 가지 작으면서도 정밀하고 고속이면서 분해능도 뛰어

난 사이즈내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속적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9. 교수님께서는 현재 나노와 생명공학 둘 다 다루고 있어서 

BT(Biology Technology) 와 NT(Nano Technology)

를 포괄해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기술은 NT, BT, IT, ET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복합하면 할수록 시너지효과가 큽니다. 

개인적이든 기관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느끼기에 

복합할수록 시너지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려운 점

은 이것을 다 복합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으며 저희도 NT, BT를 하고 있지만 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추가로 연구하고 싶은 게 한없이 많은데 이

것을 계속해서 더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치는 것이죠. 이렇듯 

계속 더해서 여러 가지를 함께 복합할 수 있으면 가급적 많이 

복합할수록 좋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 능력에 맞

춰서 능력이 허락되는 한 융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세계적

인 추세도 융합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10. 이 영상을 보고 있을 METRIC회원들과 같은 분야를 공부

하고자 하는 후학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30년 이상을 기계분야에서 연구를 해왔지만 

마지막으로 느끼는 점은 모든 학문 분야가 많지만 특히 기계분

야는 하나의 기계공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시스템공학이라고 생

각이 듭니다. 기계분야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기계

분야에서 모든 것이 녹아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을 하는 사람이 어떤 한쪽을 깊이 들어가는 

거보다는 조금 얕더라도 넓게 아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열역학 하나만 파고들어서는 어디 오라

고 하는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유체역학도 마찬가지입니

다. 기계공학을 이렇게 하다보면 모든 것이 다 들어옵니다. 그

것을 다 조금씩은 알아야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따로 다른 사

람에게 다 맡기고 합칠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자기가 

다 알아야 가장 최고가 나옵니다. 최소한 한사람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앞으로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기계공학도라는 것입니

다. 시스템엔지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급적 IT, BT, NT, 

ET 모든 것을 자기 능력이 닿는 한 조금씩은 알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참고 용어:

1. 공초점 주사레이저현미경 [ Confocal scanning laser 

microscope ] : 단일파장의레이저에서나온빛이시료

의특정수위표면을주사(scan)하고한번에한점만비추

면서상을구성하는광학현미경. 시료의다른부분에서나

온산란된빛은차단하기때문에매우선명하고고해상도

의 상을 만들어낸다.

2. 회절한계 : 렌즈의초점거리와크기가정해지면그렌즈를

써서분간해낼수있는크기가정해지지요. 그한계를회절

한계라고 합니다(배율과는 상관없는 개념임).

3. NA(Numerical Aperture) : N.A는 일반적인광학용렌

즈(lens)에서렌즈의초점을통과하는광선중에서렌즈구

경내(口徑內)로들어가는최대입사(入射)각도 α를사용하

여 nsin α로 표시된다.

* 관련 링크:

실험실: KAIST Nano-Opto-mechatronic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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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메트릭 해외학술대회 참관기

1. 학회 개요

 IEEE International System Conference 2012 (Syscon- 

2012) 는 6번째 회를 맞이하여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 

벤쿠버에서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었다. 내년에는 플

로리다에서 열릴 예정이다. SysCon 학회는 IEEE, IEEE Systems 

Council, International Council on System Engineering, 그

리고 IEEE Vancouver Section의 후원을 받고 있다. 아직은 

규모가 작은 학회로써, 약 120편의 구두발표와 1개의 Keynote 

Speech, 6개의 tutorial, 그리고 1번의 Executive Panel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exhibition은 1개 회사가 참여하였다. 기계

과, 전산과, 및 산업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발표 및 공유를 하는 시간이었다. 

공학에서 다루는 대상들이 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여러 시스

템들이 융합하여 더 크고 복잡한 시스템들이 (complex system, 

system of systems)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

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계 및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학, 교통, Entertainment, 국방, 에너지 및 농업 시스템 분

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분야를 공유하는 학회이었다. 엔

지니어들은 시스템에 대한 계획, 디자인, 구현, 원가, 위험요소 

등 많은 요소들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개발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더욱 복합적인 시스템을 효과

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지가 이번 학회의 주제이었다. 로봇, 

자동차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는 기계공학에게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회라고 생각한다. 로봇과 같은 경우, 매니

퓰레이터, 센서 등 여러 시스템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system 

of systems 이면서 또한, 인간과의 심리적 상호적용 등과 같이 

더 큰 시스템 안에 속할 수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스템은 

더욱 복잡해지고 커져갈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계, 나아가서는 관리할지는 기계공학에

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본 학회는 IEEE Systems 

Journal 저널의 대표 학회이기도 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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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 발표 내용

2.1 Keynote Speech  "Mind the Gap" by Dr. Scott Knight

Dr. Scott Knight은 Royal Military College of Canada 전기 

및 전자 공학 학과장이며, 캐나다 국방연구소와 같이 오랫동안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연구를 한 컴퓨터 보안 전문가이다. 

사이버 공격은 날이 갈수록 더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표적 

대상은 국방 보안뿐만 아니라, 산업 시스템, 그리고 무기, 감옥

과 같은 보안 시스템 등 다양해지고 있으며, 보안 시스템들이라

도 어떠한 공격에서 더 이상 완벽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본 keynote에서 Knight 교수는 어떠한 시스템이라도 사이버 

공격에 항상 위험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다고 하면서, 최근 사이버 공격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다.

 

Knight 교수는 이제는 안전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갈수

록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중동의 어떤 한 개인 

컴퓨터에서 감염된 한 Trojan 바이러스가 세계로 퍼져나가서 

많은 시스템의 큰 혼란을 준 사건을 소개하면서 연설을 시작했

다. 그 Trojan은 USB를 통해서 감염이 시작되었고, 감염을 해

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몇 년간 총 천 억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한 사건이라고 한다. 모든 네트워크 시스템은 서버에 연결

된 USB가 안전한 매체라고 인식을 한다. 이 약점을 이용하여서 

USB 감염을 사용한 해킹들이 지능적으로 발전되고 있고, 위험

한 사례들을 더 소개하였다. 핵 시설과 같이 보안이 강화된 시

스템은 외부와의 네트워크가 차단이 되고 있지만, 내부 도움을 

받아서 언제든지 USB로 보안 시스템이 해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계들의 자동화를 제어하는 PLC가 감염이 되어

서 더 이상 안전하게 운영이 안 될 때, 그리고 그 시스템이 원자

력 시설, 감옥과 같은 특수 보안 시설일 때에는 매우 큰 위험일 

것이다. 최근 사례 중, 중국 정부의 후원으로 어떤 해킹 단체가 

미국, 캐나다 법률 회사 시스템을 침입하여서, 큰 국가 프로젝

트에 대한 정보를 밀수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이란에서 미국의 

대표 UAV인 Predator에 시스템을 해킹해서, 자기 영토로 비행

하게 유도한 사건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감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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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가 정보 보안을 한 순간에 무너트릴 수 있고, 또한 해킹이 

국가 간의 정보 스파이로, cyber weapon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USB 사용 전 바이러

스 감염확인은 필수로 실행해야겠다고 다짐 할 수 밖에 없었던 

강의였다.

2.2 Executive Panel - "The applicability of Agile methods 

in the scope of engineering large scale systems of systems"

이번 executive panel 주제는 "The applicability of Agile 

methods in the scope of engineering large scale systems 

of systems"로써 애자일 방법에 전문가들인 Philippe Kruchten 

교수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John 

Clark (Northrop Grumman Information System, USA), 

Kristen Baldwin (Principal Deputy to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Systems Engineering, USA)을 모

시고 진행하였다. 각 패널분들이 간략하게 애자일 방법에 대해

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었다.

애자일 방법론은 기계공학에서는 쉽게 접하는 용어는 아니지

만, 전산과와 산업 공학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이다. 애

자일 방법론은 어떤 특정 방법론이 아니라, 분석/설계/구현/테

스팅의 싸이클을 계속 반복(iteration)하면서 결과물을 성장시

켜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요구사

항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adapt)할 수 있고 빠른 시간에 결과물

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전 프로젝트 방법은 분석/설계/구현/

테스트/수정/배포의 단계를 한번만 (waterfall 방식) 거쳤지

만, 이 사이클을 계속 짧은 주기에 자주 반복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계속적인 피드백을 하면 변화되는 상황에 더 빠르게 

적응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 방법론

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한다. 또한 세계적인 국방산업회

사인 Northrop Grummna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론으로 과제

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떤 프로젝트에 여러 팀을 나누고, 각 

팀별로 팀장, 코치, 팀원들로 구성을 하면서 과제를 진행한다

고 한다 (프로젝트가 축구 협회이고 각 팀은 감독, 코치, 선수가 

있는 축구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3주마다 각 팀별로 

서로 데모를 해야 하고, 매일 아침마다 팀 안에서 진행발표를 

해야 하는 반복주기 (iteration)가 있다고 한다. 그 회사에서는 

매일 아침 팀별로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3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시작한다고 한다: 1. What did you do yesterday? 

2. What are you going to do today? 3. What is stopping 

you? 

(진행 스케줄에 방해요소는?)

기계공학도들도 프로젝트의 멤버로써, 또는 매니저로써의 임

무를 맡고 있다. 계속 발전하는 기술과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적응 및 대응 하기 위하기 위해서 기계공학도들도 애자일 방법

론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2.3 Developing a Robust Sensing System for Remote 

Relative 6-DOF Motion Using 1-D Laser Sensors 

Young-Keun Kim, Yonghun Kim, Kyung-soo Kim, 

Soohyun Kim, Byung Man Kwak Yun Sub Jung, In 

Gwun Jang, In Gwun Jang (KAIST)

필자가 발표한 논문으로 먼거리에서 6자유도 측정하는 센서 

개발에 대한 내용이다.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모바일 하버에서

는 상대 목표 배에 대한 6자유도 모션을 정확하게 그리고 실시

간으로 측정을 해야 한다. 상대편 배가 어떤 모션을 가지고 있

는지 측정이 되어야 안전하게 컨테이너들을 배와 배로 이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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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30미터 이상 되는 거리에서 정확한 

다자유도 모션 측정 장비는 몇 안 된다. GPS, laser tracker, 

indoor GPS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도 낮은 가격이고, 50미터 거리에서 10mm 정확도를 가지면서 

6자유도를 모두 측정하는 센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

구에서는 레이저 거리 센서 3개를 이용해서 6자유도를 측정하

는 센서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고, 30미터에서 3미리의 정확도

의 성능을 실험 결과로 보여주었다.

2.4 Structure Optimization of 1-D Laser Sensors Assembly 

for Robust 6-DOF Measurement - Yonghun Kim, 

Young-Keun Kim, Kyung-soo Kim, Soohyun Kim, 

Byung Man Kwak Yun Sub Jung, In Gwun Jang, In 

Gwun Jang (KAIST)

카이스트 석사 과정에 있는 김용훈 학생이 발표한 논문으로 

필자가 발표한 센서에 대해서 최적화 설계를 시뮬레이션 한 

내용이다. 레이저들은 다 평행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하

지만, 레이저 거리 센서 설치 각도를 변경하여서 6 자유도 측정 

오차와의 관계를 계산하였고, 최적화 설치 각도를 구한 연구이

다. 각 레이저 설치 각도에 따라서 모션 각도 측정 오차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은 Fig. 2.4.2 에서 보여준다. 또한 

레이저 설치 거리에 따른 그리고 레이저 포인터 개수에 대해서 

모션 측정 오차가 달라지는지도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최적화 된 레이저 설치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2.5. Simula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a Personal 

Mobility Vehicle and Pedestrians - Chihiro Nakagawa, Kazuki 

Imamura, Atsuhiko Shintani and Tomohiro 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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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Nakagawa Chihiro 교수(Osaka Prefecture 

University)의 발표로써 Personal Mobility Vehicle(PMV)와 

보행자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이다. 치히로 교수가 동경

대학원에서 박사 주제를 받은 것으로써 현재 오사카 대학에서 

조교수로 본 연구를 계속 수행 중 이다. 자전거, Segway, 도요

타의 Winglet와 같은 휴대성이 강한 PMV들이 개발되면서, 새

로운 교통 시스템이 등장하였다. Winglet와 같은 경우는 10킬

로 미만의 소형 Segway으로서, 가방처럼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SEGWAY등의 최근 

PMV들이 보도에서 다니는 것이 금지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PMV와 보행자들의 심리적 관계를 보여주는 

변수들을 분석하고, 실험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PMV와 

마주치는 보행자간의 간격 등을 분석하여서 보행자가 느끼는 

두려움, 불편함에 대한 척도를 수치화 하였다. 또한 PMV의 

속도에 대한 보행자의 심리적 반응, 밀집한 보행자와 PMV의 

심리적 관계 등도 수치화 하여서 PMV와 보행자의 상호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교

통 수단인 PMV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새로운 교통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한다.

로봇과 같이 기계공학에서 개발되는 기계들은 자체로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계들은 또한 사용자와의 

심리적,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더 복잡하고 큰 시스템 안에 

존재한다. 기계공학에서 이와 같은 기계-사람 간의 심리적 관

계에 대한 연구가 점점 더 활발해 질 것이라고 알려주는 연구인 

것 같다.

2.6. Proposal of Strategic Research on Building Systems : 

Hidenori Kimura, Junichi Toyouchi, Rika Takeuchi, 

Koichi Homma, Yoshifumi Yasuoka, Takeshi Mori Haruo 

Takeda (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y,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Systems)

본 발표는 일본의 기술 지원 정부 기관에서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Systems) 시스템 빌딩에 대한 새로

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 일본 기술 

과제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싶은지에 대한 논문이다. 기술이 

발전해 갈수록, 사회-기술 시스템(socio-technological system)

도 복잡하게 성장하고 있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학

적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

성으로 인한 요소들로 인해서 시스템의 설계, 관리도 더 어려워

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자력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시스템 빌

딩에 대한 연구 부족이라고 지적을 하였다. 원자력 시스템을 

더 과학적으로 관리 해왔으면, 외부 환경에 대한 고려, 지진과 

같은 예상 못한 환경 변수에 대한 고려를 미리 준비해서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프로

젝트나 새로운 시스템의 준비단계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시스템과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완성이 되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연구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케이스 스터디로 하수관리 시

스템을 제사한 방법론으로 어떻게 관리 및 새로운 연구가 시작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2.7 Optimal Dynamic Economic Dispatch Including 

Renewable Energy Source using Artificial Bee Colony 

(ABC) Algorithm : Fahad Abu-Mouti, Mohamed E. El- 

Hawary (Dalhousie University, Canada)

본 연구는 전력 시스템에 적용한 최적화 방법론으로써, 여러 

비선형적인 환경에서도 출력 파워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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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했다. 많은 환경 변수를 고려해야 하고 재생 에너지를 대상

으로 하면 에너지 비용 최적화 알고리즘이 비선형이 된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여러 최적화 방법론 중에서도 2005년도에 발표

된 the artificial bee colony (ABC)를 사용하여 재생 에너지 

전력 시스템의 최적화 에너지 비용을 구하였고 다른 최적화 

알고리즘 결과와 비교를 하였다. 또한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

즘을 다른 재생 에너지 전력 비용 최적화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고 말한다. 재생 에너지 시스템의 경제적 비용 최적화 설계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본 논문이 도움이 될 것이다.

2.8 Nonlinear Tracking and Aggressive Maneuver Controllers 

for Quad-Rotor Robots using Learning Automata : 

Sergio Santos (Aeronautical Institute of Technology, 

Brazil) Sidney Givigi (Royal Military College of Canada, 

Canada) Cairo Nascimento Jr. (Aeronautical Institute 

of Technology, Brazil).

본 연구는 브라질과 캐나다의 합작 연구로써 quad-rotor(쿼

드로터- 4개날 헬리콥터) 제어에 대한 발표이다. 캐나다 사관

학교에서는 UAV용 quad-rotor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 비선형적인 환경에서도 UAV를 원하는 경로로 

강인하게 제어를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 검증을 하였다. 경로 트래킹 제어에 사용되는 컨트롤러가 

계산적으로 잘 튜닝이 되었어도, 바람과 질량이 계속 변하는 

환경에서는 정확한 UAV 경로 제어가 어렵다. 하지만 학습 방법

인 Learning Automata 를 이용하면 여러 비선형 환경에서 

최적의 튜닝 값들을 학습을 통해서 얻어내고, 더 강인하고 정확

한 경로 제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 참관 후 느낀 점 

공학에서 다루는 모든 대상들은 다 시스템이다. 작은 센서, 

모터와 같은 부품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이들의 조합으로 로봇

과 자동차와 같은 System of Systems(시스템의 시스템)이 구

성이 되며, 또한 이 기계들은 주변 환경과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과 같이 더 크고 복잡한 시스템 (large and complex system) 

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을 연구하는 Systems 

Conference는 기계공학, 산업 공학 뿐만 아니라 모든 주제, 

모든 전공이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주로 특정 시

스템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개발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

로 해왔다. 하지만 한 시스템 안에서만 연구가 머무는 것이 아

니라 그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며, 관련 프로젝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더 큰 시스템으로 

확장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학회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아직 120편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지 않는 소규모의 

학회이지만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규모는 커지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이 북미와 유럽 연구자들이지만, 국내 연구자들이 더 참

석을 하여 시스템 공학 거장들과 최신의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 지길 바란다. 끝으로 본 학회에 참석

을 할 수 있도록 논문을 지도해 주신 필자의 지도교수님이신 

김경수 교수님과 김수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김영근 박사

KAIST 기계공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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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 및 전시회 개요

본 전시회는 독일 엣센 용접 페어, 미국 AWS 웰딩 쇼와 나란

히 세계 3대 국제 용접 전시회의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의 저명한 제조업체(참가업체 : 약 200 업체)들이 출품하

여 세계를 선도하는 최첨단 기술이 한자리에 전시되므로 아시

아 각지에서 관람객이 찾아오는 뛰어난 관객 동원 능력과 더불

어 용접에 관한 아시아의 허브 전시회로서 지위를 확립하고 

있다.

신제품이 가장 먼저 발표되고 시연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동시에, 이 전시회의 관람객 대부분이 엔

드 유저인 기술자라는 점도 본 전시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 손꼽

을 수 있다. 기술자 층을 중심으로 압도적인 관객 동원 능력(참

관객 : 약 10만명)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 전시회로서 국제적으

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969년 제1회 국제 웰딩 쇼 이후 이번에 22회를 맞이한다. 

격년제로 도쿄와 오사카에서 교대로 개최하여 4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본 전시회는 그 동안 각각의 시대 배경에 맞춰 기술 

혁신을 촉구하며 일관되게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본 전시회는 용접, 절단에서 레이저 가공, 마이크로 접합, 분

체 가공, 용사, 표면 개질, 비파괴 검사 또는 CAD/CAM, CIM과 

같은 컴퓨터 기술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 및 용접과 관련된 

모든 기술, 제품, 정보가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대형 이벤트가 

되고 있다.

이번 Japan International Welding Show 2012에서는'일본

에서 세계로, 세계에서 일본으로 – 사람, 기술, 나라를 이어주

는 용접 접합 기술 –'을 주제로 설정하여, 일본 국내외에 걸친 

다양한 용접에 관한 솔루션을 전개하는 동시에 본 전시회가 

허브가 되어 세계의 첨단 기술이 일본과 아시아로, 일본과 아시

아의 기술이 세계로 전파되는 등 기술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원

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전시회 개최시 일본용접학회의 학술대회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술과 현장 기술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었

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00여편의 기술 논문 발표와 더불어 

"일본의 우주산업에서의 용접․접합기술의 현황"라는 주제의 심

포지엄과 용접구조물의 피로향상기술 최신기술"주제의 포럼 

등이 추가적으로 열렸다.

2.주요 발표 내용

1) 일본용접학회 학술대회 발표 내용

(1) Special speech

- 進化する日本の宇宙開発利用　―日常生活から有人飛行・
探査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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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하는 일본의 우주개발이용 - 일상생활에서 유인비행 ․ 
탐사까지)

- 발표자 : 山浦　雄㊀ 야마우치 유우이치

발표자인 야마우치 유우이치는 1978년부터 일본 우주항공연

구개발기구(일본어: 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 영어: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에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 NASA에서 Space shuttle에서의 우주 실험 및 국제 우주 

정거장 계획 등 유인 우주사업 등의 연구를 실시한 일본 내 

우주 항공 연구 전문가이다.

JAXA에서는 인류의 활동 영역을 우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

표로, 유인 우주 활동 및 우주 탐사라는 목표로 달(Moon)의 

탐사 및 유인 우주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달의 탐사는 태양계

의 기원과 진화를 과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목적과 달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인 탐사 능력 확보와 더불어 유인 

활동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 또한 우주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일본에서는 달탐사에 중점을 두고, 그 1단계

로서 일본 내 강력한 로켓트 기술을 확보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로봇과 인간을 실고 달로 보내어 

탐사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다.

(2) 주제 발표

 - ロケット機体の製造と溶接・接合技術

   (로켓트 기체의 제조와 용접․접합 기술)

 - 발표자 : 佐藤　広明(소속 : 미츠비씨 중공업 나고야 항공우

주시스템제작소)

알루미늄으로된 로켓트 기체의 접합프로세스로서는 종래 

H-IIA 로켓트는 GTA-DCSP(직류정극성 GTA 용접)을 적용하

였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용접방법으로 미국 보잉사의 로켓트 

추진 액체 탱크의 직선 용접 구간에 적용된 FSW(Friction Stir 

Welding, 마찰 교반 용접)을, 일본에서도 H-IIA 보다 업그레

이드된 H-IIB 액체 탱크에도 적용하여 제조 단가 저감 및 용접

부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로켓 엔진의 접합프로세스는 GTA 용접, 전자 빔 용접, 브레이

징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 분사기 및 노즐 스카트 등의 정밀도

를 요구하는 부품에는 브레이징을 적용하고, Deep 

penetration 용접이 요구되는 분사기 및 연소실 등의 용접부에

는 전자 빔 용접, 배관에는 자동 GTA 용접, 그 이외에는 수동 

GTA 용접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3) 주제 발표

 - 鉄鋼材料の革新的 高強度・高機能化 基盤研究 開発
   (철강재료의 혁신적 고강도․고기능화 기반연구 개발)

 - 발표자 : 平岡　和雄(소속 : 오사카대학 접합과학연구소)

 

에너지 자원의 약 80%를 해외에서 의존하고 있는 일본에 있

어, 에너지 저감화는 중요한 과제이다. 철강업계에서는 이 과

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구조물의 고기능화를 실현하여, 철강 

구조물 및 플랜트, 자동차 등 혁신적인 에너지 저감화, 수명 

장기화, 안전화을 추구하려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강재료의 

고강도 및 고강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의 기반 기술로써 

(1) 후판 고강도강 용접부의 신뢰성 및 수명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용접 시공 ․ 용접 재료 및 금속 조직 제어기술의 개발, 

(2) 부재의 경량화를 위한 강도, 가공성 등의 최적 경사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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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한 기계부품 단조 기술의 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에는 나노 스케일의 결정조직 제어, 레이저 응용 

용접 가공 기술 및 고도의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의 최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철강업계, 대학, 독립 행정 법인 등의 연구 

기관이 연계되어 4개의 그룹(① 용접 기술 그룹, ②고온 크리프 

그룹, ③ 제어단조 그룹, ④ 내부 유기 피로향상 그룹)으로 나누

어 연구 개발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는 Fig.6에 

나타낸 산업영역에 활용하여, 안정하고 에너지 저감형의 그린 

제조 공정을 실현할 예정이다.

(4) 주제 발표

- 高強度鋼レーザ・アークハイブリッド溶接の材料・ 
継手設計と溶接施ﾈ工

 (고강도강의 레이저 하이브리드 용접의 재료․용접 설계 및 

용접 시공) 

- 발표자 : 猪瀬幸太郎(소속 : IHI)

 

최근, 자동차 업계 및 항공기 업계에서는 부품 제조를 중심으

로 레이저 용접의 적용이 증가되고 있으나, 두께 10mm 이상의 

중후판 철강 재료를 이용한 대형 구조물의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 고강도강에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레이저 

용접기(발진기)의 고출력화가 진행되면서, 컴팩트한 용접장치

가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고기능․고효율 용접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고강도강의 레이저 용접 적용은 

철강 구조물의 경쟁력 향상과 고강도강의 시장확대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발표에서는 고강도강을 적용하면, 강교 등 구조물의 설계

와 시공의 자유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강교 구조물에 고강도 강재를 레이저 하이브리드 용접을 적용

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를 평가하는 평가 기술을 확립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레이저 하이브리드 용접부의 성능 평가와 

품질보증을 실현하기 위해, 용접프로세스의 최적화, 취성파괴 

방지, 용접균열 방지, 피로향상 향상(일면 맞대기 용접부, 하중 

비전달형 필렛용접부) 등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였다.

2) 일본용접전시회 발표 내용

 (1) Keynote speech

- Welding the World Together_About the lastest technology 

and a global market 

- 발표자 : William A. Rice Jr.(American Welding Society 

President)

발표자인 William A. Rice Jr.는 미국용접학회 회장이자, 

OKI Bering의 대표이사이다. 이 회사는 3대째 용접 관련 물품

을 Trading 하는 업체로서, 용접 동향에 발 맞추어, 상품 준비 

및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다. 최근의 용접 동향은 고도화, 고속

화, 자동화의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미국 내 용접 관련 업체뿐 만아니라, 미국 용접 학회 역시 업무 

진행 방향을 수정하여 준비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용접사의 부족 

현상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2019년까지 미국 내 25만 정도의 

용접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

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부족 현상은 

남미 및 아시아권에서 채워지고 있으나,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용접 자동화 등을 실시하고 있으

나, 실제 조립 생산 라인이 아닌 곳, 즉 Field에서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용접 자동화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분야는 결국 용접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접사 부족은 향후 

매우 심각한 상황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를 인지하여 주지사가 직접 용접사 양성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Fig. 8 

참고)

이 문제에 대해 미국용접학회뿐만 아니라 용접 관련 업계에서 

공동으로, 청소년 및 여성 대상 용접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

여, 실시하고 있다. 용접사 활성화 방안에는 보이스카우트 활

동 내 용접사 교육 이수 후 뱃지 수여, 가상 용접 교육 시뮬레이

션 공급, 용접 교육용 만화책 발간, 용접 훈련 및 직업 선택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 등이 있다.

용접 기술에 관한 박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써, 

본 내용은 안타깝지만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다. 

우리 나라도 비록 조선 산업 등에서 용접사를 많이 배출하고 

있지만, 이는 대기업에 해당되는 이야기로서, 일반 중소 업체

에서는 용접사 확보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이 올라간다면 미국과 같은 현실이 되어, 

용접 분야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한국도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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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발표

- Evolutional Welding Process for galvanized steel sheet

- 발표처 : Kobelco

용융도금 강판에 CO2 용접을 할 경우, 내부 기공 및 스패터 

발생으로 용접 품질 저하에 따른 재작업률이 높다. 이를 방지하

기 위한 방법으로, 내부 기공 및 스패터 발생되는 현상을 고속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관찰하여, 이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용접 

파워 출력(Pulsing) 제어와 용접 재료 내 화학성분 개선 등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기존의 연구는 파워 또는 

용접 재료 하나만 변경하여 개선 효과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으

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의 경우, 고속 카메라와 같은 

용접 가시화 기구 발달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는 현상을 관찰하

여,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을 제어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 제어하여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고속 카메라 등 용접 현상 가시화 기술이 발달하

여, 이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런 

부분은 장비가 고가이고,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

므로, 이런 기초 기술적 투자는 국책 연구소에서는 가능하지만, 

용접 관련 일반 기업에서는 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3) 전시 발표

 - ２電極プラズマ溶接法による高速溶接化とその適応
   (2전극 플라즈마용접법에 의한 고속용접화와 그의 응용)

 - 발표처 : NSSW(Nippon Steel & Sumikin Welding Co., 

Ltd.)

플라즈마 용접은 Fig.11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냉 토치

에 의해 구속되어 고온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아크를 만들어, 

Fig.11의 (a)와 같이 기존 TIG 아크에 비해 약 1.5-5배 정도의 

고속 용접하고, 저변형의 외관 비드가 우수한 용접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자동차, 조선, 전자 부품 등 여러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NSSW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기존 플라즈마 용접법보다 2-3

배 빠른 용접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2전극 플라즈마 용접법을 

개발했다고 공개하였다. 기존 1전극 플라즈마 용접의 경우, 적

정 용접 속도 이상의 속도에서는 Fig. 11의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드 양 끝단에 언더컷(Undercut)현상이 발생하는 현상

이 나타나, 용접 속도 증가에 한계를 나타내었다.

2전극 플라즈마 용접의 용접 원리에 대해 Fig.11의 (c)에 나타

내었다. 선행 아크는 이면 비드를 형성하고, 후행 아크가 선행 

아크가 형성시킨 언더컷 부분을 재용융하여 평활한 비드를 형

성시킨다. 이 용접법을 적용할 경우, 기존 1전극 플라즈마 용접 

대비 2-3배의 용접 속도 증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세스는 현재의 자동차 차체 부품 및 스테인리

스 조관 등의 분야에서 고속 용접을 가능하게 하여, 제조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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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 및 품질 향상 등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참관 후 느낀 점

일본 용접 전시회와 일본 용접 학회가 같은 곳에서 이루어져, 

학술과 현장 기술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어, 뜻깊었다. 일본 

용접 기술 발단은 현상 관찰에서부터 진행된다는 사실을 다시

금 느끼게 되었다. 특히 현상 관찰을 위한 용접 가시화 기술은 

세계 최고인 것으로 생각된다. X레이 및 고속카메라를 이용하

여 용접이 진행되는 용융풀(Weld pool)내 기공 생성 및 용융풀 

유동 관찰, 또한 용융 이후 응고 되는 현상을 실시간으로 관찰

할 수 있는 In-situ 현미경 등의 장비를 통해, 보다 정확한 

현상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학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제품 상용화

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가시화 장비를 개발

하기 위해서는 물리학 및 광학 등의 기초 과학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기초 과학에서부터 용접 현상 분석, 제품 

상용화까지 하나의 프로세스와 같이 이루어져야, 고품질의 생

산품을 개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희근 박사

부산대학교, 재료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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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 개요

이번 ILASS AMERICAS 2012는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텍사

스 주 샌 안토니오에서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4일동안 

개최되었다. 이 ILASS학회는 크게 ILASS AMERICAS, ILASS 

EUROPE, ILASS KOREA, ILASS JAPAN, ILASS TAIWAN으

로 각국의 다양한 도시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4년에 

한번 ICLASS(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quid Atomization 

and Spray Systems)가 개최되어 전 세계적인 동향에 관한 연

구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ILASS AMERICAS는 미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액체 

미립화 관련 학술대회로 학회 장소의 근접성이 아시아권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비해 용이하여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 및 유럽

의 여러 연구 그룹에서도 참여하여 그 규모가 큰 학회이다. 최

근 기계공학 관련 지원이 미국 내에서 점점 축소되고 있는 분위

기가 있어 예년에 비해 다소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대략 100편에 가까운 구두발표와 포스터 발표가 있었으

며 이 분야에서 선두분야에 속하는 여러 국가 연구기관 (Sandia 

National Lab, Argon National Lab, Southwest Research 

Institute, etc) 및 주요 광계측(Optical Diagnostics) 장비 생

산 및 상용툴(Commercial tool) 개발 회사에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발표내용의 수준은 어느 학회화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인정받고 있는 학회 중 하나이다.

액체 미립화 관련 연구분야는 앞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범위와 

같이 단순히 내연 기관에 한정되지 않으며 차량 외부 코팅, 농

업분야, 화재 관련 안전 분야, 발전 분야 및 순수 물리 현상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의 액체 미립화 

학회가 내연기관에 관련된 연구에 대부분 치중되어 있는데 반

해 다소 연구 범위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액체 미립화 관련 연구동향은 일반적인 실험에 대한 결

과 분석보다는 개선된 광계측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정밀

한 데이터를 취득하여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성능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떤 부분을 개선∙개발하면 좋

을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방향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수치해석 및 모델링을 통한 

연구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기술개발 속도

가 점점 빨라짐에 따라 실험위주의 개발을 수행하기에는 금전

적∙시간적 한계가 있으며 수치해석 및 모델링 기법은 이러한 

실험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델링 기법은 

실험에 비해 작은 투자 비용 및 시간 비용으로 높은 정확도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 실험 조건 및 설계변수 범위를 축소하는

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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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회가 개최된 샌 안토니오 Hyatt Regency 호텔은 

River Walk라는 운하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이 운하는 1920

년대 샌 안토니오 강의 잦은 범람으로 인한 downtown의 피해

를 막고자 계획적으로 건설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레스토

랑, 상점, 호텔 등의 상권과 공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오늘

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경치가 아름다워 현재는 유명한 

관광명소로 알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청계천의 롤 모델 중 

하나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학회장 내에는 유명 계측 장비 회사와 상용해석 툴이 전시되

어 있었다. 단순히 대화위주로 설명하기 보다는 직접 장비를 

진열하고 실제로 구동하여 결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였

다. 이러한 계측 장비들은 주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는 

인젝터 분무 과정(대략 1ms내외)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데이터

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2. 학회 내용

2.1. Simulations and Analysis of Fuel Flow in an Injector 

Including Transient Needle Effects

(K.D. Neroorkar,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이 논문은 인젝터 내부의 노즐의 움직임이 연료 흐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수치해석적으로 연구한 논문으로 연료 분사압

은 일정하게 고정하였으나 분사기간을 다르게 설정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with injection rate data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간에 

따른 연료의 질량흐름율(mass flow rate)은 인젝터 니들 개방 

비율과 어느 정도 경향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질량 흐름율은 니들 개방 비율에 비해 그 변화율이 전반적

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 됨. 이는 유체 흐름의 관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 보고 있다.

한편, 연료 분사시간을 2ms로 설정하였을 경우 오른편의 그

림과 같이 각 구간에 따라 다양한 경향성을 나타낸다. 우선 분

사 초기(t=0.1ms)와 분사 후기(t=1.9ms)에서는 정지상태의 유

체가 좁은 노즐을 통과하면서 swirling flow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분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t=0.9ms)의 

경우에는 균일한 층류 형태의 연료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료 분사 초기의 swirling flow가 연료 분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시간에 따른 Mass Dispersion을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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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료 분사 초기의 swirling flow가 연료 분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시간에 따른 Mass Dispersion을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여기서 

Mass Dispersion은 각 계산 시간마다 각 노즐에서의 질량 흐름

율(Mi) 전체 노즐에서의 질량흐름율 평균(Maverage)간의 편

차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이 값이 작다는 것은 각 노즐에 연료 

흐름이 균일하게 진행됨을 의미한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니들이 열리고 닫히는 구간에서

의 Mass Dispersion이 상대적으로 크게 예측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노즐 입구에서 발생하는 swirling flow가 

정상적인 연료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2.2. Simulating cavitating flow in fuel injector nozzles 
with an equilibrium-based model

(R. Sukanta,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Industrial 
Engineering)

노즐 내 캐비태이션(Cavitation)현상은 고압의 상태로 흐르

는 압축된 유체가 대기압 상태로 분출되면서 급격한 압력 하강

으로 인해 노즐 바깥쪽 부분에 흐름을 저해하는 turbulence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무 및 미립화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본 논

문에서는 수치해석기법을 적용하였음. 인젝터 노즐의 폭은 매

우 좁아 실험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확인하기에는 다소 어려움

이 있지만 수치해석적 기법은 원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쉽게 

변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 논문에서는 cavitation현상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OpenFOAM code를 사용하였으며 code내에 Cavitation model

을 추가하였다. 또한 노즐의 형태는 축을 중심으로 대칭이므로 

계산비용이 큰 3D해석 격자가 아닌 2D 해석격자를 생성하여 

계산에 적용하였다.

해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분사압력이 큰 경우

(P=4.2MPa)는 노줄의 출구쪽에서 약하게 cavitation현상이 

발생하는데 반해 분사압력이 낮은 경우(P=3.1MPa)는 cavitation

이 노즐 의 출구부터 노즐 내부까지 크게 발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cavitation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분사 압력이 낮을수록 cavitation

이 일어나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여 질량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분사 압력이 큰 경우에는 

액상의 momentum이 크게 작용하여 기상이 발달하기 이전에 

빠르게 노즐 구간을 통과하여 cavitation효과가 상대적으로 약

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3. Study of Spray Induced Turbulence Using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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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y Simulations

(B. Siddhartha, Engine Research Center,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이 논문은 연료 분무에 관한 모델링 중에서 난류 모델링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RANS(Reynolds 

Average Navier-stokes) equation으로는 확산(Diffusion)

효과로 인해 난류현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어 최근 LES(Large Eddy Simulation) 방식을 적용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방식은 위의 해석결

과와 같이 불안정한 난류 현상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결과는 해석 격자 크기에 의

존적인 경향이 있어 해석격자의 수를 늘릴수록 전반적인 예측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기존 RANS 

방식에 비해 시간비용이 크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지만 최근 

해석장비의 성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이러한 한계점은 점점 

극복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LES모델링 기법을 적

용하고 격자 의존성 경향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resolution

의 해석격자를 생성하여 분무 모델링 해석을 수행하였다.

위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한 계산조건으로 설정하

여 계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무 도달거리 예측 결과가 해석

격자의 크기에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격자 비의존성 모

델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LES dynamic structure를 적용한 결과 난류 해석 결과가 

실제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해석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LES가 기존의 RANS에 비해 난류해석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방법임을 강조하였음. 한편, 이러한 난류의 생성원인은 액상과 

기상간의 운동량 교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적의 secondary 

breakup영역에서 주로 생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4. Vaporization Performance Study of Pre-atomized 

Liquid Fuel Sprays in a Crossflow Pre-mixer

(G. Xin, Department of Mechanical Materials and Aerospace 

Engineering)

연료 분무 시 atomization효과를 극대화 할 경우 같은 질량의 

연료라 할지라도 공기와 접하는 표면적이 넓어져서 결국에는 

증발 특성 효과를 상승시키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증발된 

연료는 액상으로 존재하는 연료에 비해 공기와 혼합하기 용이

하여 연소 효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이 논문의 연구에서는 

분무 미립화 성능에 따른 crossflow에서의 연료 증발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치해석적 기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계산에 

적용된 연료는 jet-A와 RME라는 두가지 종류의 항공연료로서 

바이오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료이다.

위의 3-D해석결과 그림은 특정 영역에서의 속도장을 contour 

map으로 표현한 결과이다. 초기 연료가 분사된 지점에서 멀어

질수록 공기역학적 항력으로 인해 액상의 운동량이 감소하여 

전반적인 속도장의 값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액상은 이러한 항력으로 인해 계산 격자 내에서 점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증발특성의 향상으로 

이어져 연료와 주변 공기 유동장과 혼합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2.5 A Mechanistic Study of the Secondary Processes 

leading to Drop Formation During the Atomization of 

Suspensions using Hydraulic Spray Nozzles

(Addo-Yobo, The Research & Innovation Centre, Accra 

Polytechnic, Barnes Road, Tudu, P.O. Box GP 1070, Accra, 

G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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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의 경우에는 인젝터에서 분무된 연료가 분열되는 과

정 및 물리적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로서 주로 secondary 

breakup에 대해 범위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여기서 

First breakup은 액주가 공기역학적 항력으로 인해 표면에 불

안정한 파장이 생성되어 이로 인해 큰 액적들이 액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현상을 의미하며 secondary breakup은 액주

로부터 분열된 큰 액적들이 공기역학적 항력으로 인해 다시 

작은 액적들로 분열되는 현상을 의미함. 엔진의 경우 

Secondary breakup은 분무과정에서 액적의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연료 분포 및 배기 배출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임.

액적의 분열형태는 위의 그림과 같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보다 상세히 구분하기 위해 크게 3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그

룹에서의 세부 항목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secondary breakup이 평균 분무 입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계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2.6 Breakup and Dynamics of Liquid Droplets

(P. Khare, Daniel Guggenheim School of Aerospace 

Engineering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Atlanta)

이 논문은 액적 표면의 deformation, 액적의 분열에 대한 연

구를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액적의 분열 현상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oscillatory, bag, multimode, 

shear breakup) 이러한 분열 현상과 weber number와의 상관

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weber number가 

증가할수록 액적의 분열은 아래의 실험결과와 같이 보다 급격

하게 일어나며 이러한 현상은 평균 분무 입경에도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또한, 해석 결과 분석을 하기에 앞서 액상과 기상간의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 법칙 등의 지배방정식에 대해 간략

히 설명하였다.

Multimode breakup의 경우에는 분열 초기에는 액적 표면의 

불안정한 파동이 발달하여 뒤쪽의 공기 유동장을 감싸는 듯한 

bag breakup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 이러한 불안정성의 

발달은 얇은 막 형태를 형성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위의 그림

과 같이 작은 액적들로 급격하게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액적의 weber number에 따른 표면장력 및 

관성력을 다음의 표와 같이 정의하였으며 외부의 분위기 압력

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분열 현상이 일어나는 영역은 어느 정도 

선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액적의 표면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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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과 기상간의 상대속도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역학적 항력이 

평형을 이룰 경우에 액적의 분열이 종료된다고 기재하였다.

2.7 Evaluation of Cavitation in a Liquid-Liquid Ejector

(M. Carsten, Central Engineering, Parker Aerospace)

이 논문은 ejector의 유체 혼합 성능 및 cavitation현상에 관

한 연구로서 보통의 ejector의 경우 액상과 기상의 이상유동에 

대해 많이 연구를 하는데 반해 Liquid-Liquid Ejector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것이 특징이다. Ejector는 gas-hybrid 버너 및 

공기 정화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주요 원리는 분출구에서 고압

의 액상 혹은 기상을 분사하여 주위의 유체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일종의 펌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ANSYS/CFX 

v13.0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와의 비교 분

석을 수행하여 해석결과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해석 격자는 계산 격자 내부에 인젝터를 배치하였으며 계산 

격자 하단에서 위쪽 방향으로 올라오는 방향으로의 유동을 설

정하였다. 해석조건은 Flow ratio 및 pressure ratio에 따라 

4가지 종류로 설정하였다. 해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단에서 올라오는 흐름의 방향이 바뀌는 중간 지점과 

고압의 액상이 분사되는 인젝터 사이에서 급격한 압력 강하가 

발생하면서 cavitation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구간에서는 유체의 흐름이 원할하지 못하며 불안정한 질량 흐

름율을 나타내게 된다.

3. Southwest Research Institute(SwRI) 

연구소 Tour

Southwest Research Institute(SwRI)는 미국 내 설립된 가

장 오래된 비영리 연구기관 중 하나로 총 11개의 연구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 우주 과학, 비파괴검사 및 평가, 자동화 

시스템, 엔진 설계,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등) 엄청난 연구 

단지의 규모(약 4800만m2)와 연간 연구 투자 금액($6.1 

million)을 바탕으로 수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번 학회 투어는 여러 연구그룹 중 인젝터 분무 

및 미립화 성능 평가 연구동을 견학하였다. 연구소 보안상 사진

촬영이 금지되었으며 인상 깊었던 부분은 생각 했던 것과는 

달리 좋은 장비로 좋은 결과를 내는 것 보다는 기존의 장비로 

오랫동안 연구해온 숙련된 전문가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4. 해외 학회 참관 후 느낀 점

국내에서 진행하는 학술대회의 경우와는 달리 이번에 다녀온 

국제 학술 대회를 참여하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는 같은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분야의 

폭이 넓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연구 하는 분야

가 인젝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학술대회의 경우 자동차 엔

진에 적용되는 인젝터에 한해 연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이번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순수 학문적인 부분부

터 시작하여 좀 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발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단순히 발표하는 내용을 듣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토론형식의 질의 응답을 통해 여러 연구자들

이 서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교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간

다는 점 또한 인상 깊었다. 각 발표자마다 주어진 발표시간도 

규칙적으로 지키기 보다는 전후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성 있게 

진행하였으며 학회장을 벗어나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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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하기 보다는 끊임없이 이야기 하며 단순한 대화부터 서로

의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해서도 교류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연구결과에 대해 별다른 의문점 

없이 차례대로 나열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의 귀납적인 방

식 위주의 연구를 수행하는 내 모습을 돌아보며 반성할만한 

부분이라 생각되었다.

또한 이 부분은 나의 개인적인 한계점이기도 하였지만 영어회

화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오히려 구두 발표를 해

야 하는 부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만 잘 정리하고 외운다면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지만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표현할 수 없어 다른 연구자들에 비해 정보 교류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구두발표를 한 후에 들어오

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생각대로 답변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소 

아쉬웠다. 하지만 박사과정에 이제 막 접어든 나에게는 이러한 

기억들 또한 큰 경험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결론으로 

마무리 하고 싶다.

오윤중 박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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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 개요

독일 슈트트가르트 대학교에서 IMSD2012(The 2nd Inter- 

national Joint Conference on Multibody System Dynamics)

가 ASME, IFToMM, JSME, KSME등의 공동후원으로 5월29

일부터 6월 01까지 열렸다. IMSD2012은 그 동안 지역별로 다

물체동역학 분야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오던 것을 통합하여 

개최한 것으로써 2년마다 개최하는 학술대회로 올해에 2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2014년에는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

다. 다물체동역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회로써 

4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학회는 29개국이 참가하였으며 총 300

여명 정도 참석을 하였다. 이 중 독일인이 가장 많이 참석하였

고, 한국인도 19명 참석하였다. 이 학회에서는 다물체 동역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의 Key note speech 세션이 많이 구성된 

것이 특징이었으며, 세계적인 흐름과 연구동향을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1.1 학회 발표

학회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오전과 오후에 각각 2개의 세

션이 있다. 발표시간은 15분, 질의 응답이 5분이었다. 질의 응

답 시간 5분이 경과하여도 계속해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배려

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한 세션이 마칠 때 마다 30분

의 쉬는 시간이 주어지며, 쉬는 곳에서는 먹을 음식과 함께 회사 

소개를 위한 공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었다.

1.2 학술대회를 통해 볼 수 있는 최신연구동향의 흐름

탄성체 분야 :

1980년에 탄성체가 포함된 시스템의 다물체 동역학이 연구되

기 시작하면서부터 미소 변형(deformation)에서부터 대변형

(large deformation)이 수반되는 시스템을 다루는 분야로 발

전해왔다. 본 학회에서는 대변형이 포함된 시스템의 동역학 해

석을 위해 절대좌표계의 원점으로부터 변형을 기술하는 ANCF 

(Absolute nodal coordinate formulation)에 대한 대변형 문

제의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매칭시키는 연구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Vehicle 분야 :

현재 차량은 고효율, 안전, 안정한 주행에 맞는 지속 가능한 

운송수단의 개발이 주 목적이다. 이러한 개발을 위해 HIL 

(Hardware In the Loop) 기반의 실시간 차량 주행 시뮬레이터

가 개발되어 있고, 이에 적용할 차량 해석을 위한 모델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차량이 주행 중에 무게 중심에 

의해 발생하는 rolling 현상과 급제동시 쏠림(pulling) 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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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차량의 연비 효율 및 자

세 안정성을 위하여 타이어의 형상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그리고 보다 확장하여 기차와 같은 운송수단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였다.

Contact 분야 :

Contact 분야는 다물체 시스템의 실제 형상 인식을 필요로 

하는 현상을 다룬다. 접근 방법은 표현하려는 contact 지점들 

관계에 따라 크게 Constraint method와 Elastic method 등 

다양한 방법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분야별로 머신 메커니

즘에서는 캠 메커니즘, 기어, 베어링, 와이어나 벨트 등에 다루

고 있고, 차량에서는 지면과 타이어 또는 기차 레일 그리고 차

량 충돌에서 다루고 있으며, 로봇 분야에서는 manufacturing, 

걷는 로봇, 손으로 사물을 잡는 로봇에서의 문제로 다뤄진다.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관절 연동 부분, 발과 지면과의 접촉이 

큰 관심사이며, Particle dynamics에서는 요소 사이사이 관계

를 contact로 모델링한다.

효율적 알고리즘 분야:

본 학회에서는 실시간 해석을 위한 모델링 방법 및 알고리즘 

개발, 컴퓨터의 연산 능력 및 데이터 대역폭을 확장시킨 병렬처

리법을 이용하여 다물체 동역학 해석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었다.

바이오 분야 :

인체 동작의 기본원리 및 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다루는 학문

으로 본 학회에서는 인체 보행의 역학적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인체 뼈 구조를 강체로 모델링하였고, 질량 특성 

및 조인트 구조에 따른 보행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소개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최적화 분야 :

다물체 모델에서 동특성 변화에 민감한 요소를 변수를 두고 

다양한 최적화 방법을 이용하여 해석에 수행되었다. 모델의 단

순화 및 시스템에 적절한 스프링 댐퍼 특성 곡선 결정, 실험과

의 에러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로보틱스 :

다양한 다물체 시스템을 볼 수 있었고, 앞서 말한 분야들을

적용하여 보다 응용된 부분들을 보여주었다.

2. 논문 

2.1 MBD Application in Design(Wan-Suk Yoo, Pusan 

National University)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다물체 동역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소개

시켜주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동역학을 배웠던 

학자들이 여러 그룹으로 뭉쳐서 다물체 동역학을 이끌기 시작

하였고, 상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리커다인(RecurDyn), DAFUL 그리고 오토다인

(AutoDyn)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저자의 지금까지 연구해온 내용들에 대

해 소개해주었다. 차량 시뮬레이터를 구축하여 차량의 운동을 

효율적인 동역학 해석을 구성하였고, 6자유도 시뮬레이터 제어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다. 

형 해석에 이용되는 절대절점좌표를 이용한 해석과 실험을 통

한 탄성체 모델을 beam에서부터 plate, chain, 코일 스프링 

등을 검증을 수행하였다. 

모함선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를 탄성체로 구현하였으며, 호

스의 구성 종류에 따라 탄성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수중에

서 감겨있는 실이 풀리는 현상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었다.

시트의 안락성승차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변 물성치를 가지는 

Air-cell을 제작하였으며 물성치의 제어를 위한 공압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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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를 제작하였고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VPG기술의 구

현을 위한 현가시스템부분의 기반기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물체 시스템으로 고전압이 들어왔을 때 과전류를 방지하기 

위한 차단기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분석하였고, 메커니즘에 따

른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최적화 작업까지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야지를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무인자동화 연구와 

일반 상용차량의 급제동시 발생하는 쏠림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었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물체 동역학의 역사와 전반적인 

연구들에 대한 소개를 한눈에 볼 수 있었고 앞으로 연구 방향 

및 전망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2.2 Comparison between ANCF and B-Spline Surfaces 

(Ahmed A. Shabana,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Industrial Engineering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FE 방법의 제한 때문에, 연구자들은 기존의 FE 분석 방법에 

대하여 기피하고 있다. 대부분 CG 기법을 이용하여 형상을 모

델링하고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FE 방식은 일반적 

형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CAD 형상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

는 사실을 보완하고자 B-spline을 이용하였다. B-spline은 임

의의 형상에 대하여 기하학적 왜곡 없이 ANCF 유한 요소로 

변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CAD 형상을 가지고 FE의 mesh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표면의 경우에 대하여 

B-spline을 이용하여 표면을 변환하는 선형 맵핑을 개발함으

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2.3 Dynamic Simulation and Analysis for Sustainable 

Transport Systems(Yoshihiro Suda, The University 

of Tokyo)

운송 수단에 대한 연구와 발전의 주제로 보여주는 논문이었

다. 차량 시뮬레이터 사용과 분석을 위한 hardware-in-the- 

simulation 기술을 사용한다. 이는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필요

로 하고 차량 움직임을 세세하게 표현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고 한다. 이러한 모델은 자유도를 줄여 모델의 단순화 작업들을 

수행되어진다.

대형 차량의 경우 코너링 주행에 있어서 롤 움직임이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액츄에이터 설계 및 

자이로 효과를 이용한 방법들을 제시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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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량에 있어서 또한 승차감의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승

차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타이어와 노면의 모델링이 중요하

며, 본 논문에서는 타이어의 형상 및 캠버에 따른 영향도를 보

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기차의 바퀴 형상에 대한 내용으로 형상에 따른 

실험과 자체 안정성과 커브 경로에 대하여 향상된 주행력을 

고려한 최종적인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4 Real-time simulation of an n x n vehicle for autonomous 

driving(Sang-Do Na, Pusan National University)

실시간 차량 시스템에 사용되는 수학적 모델은 단순화된 선형 

모델로 정의되어 차량의 시스템의 특성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현가 기구의 특성을 정확히 포함하는 

차량동역학 모델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 모델을 K&C 

데이터를 적용함으로써 ADAMS에서 적용하고 있는 다물체 역

학을 포함시키면서 실시간 해석이 가능한 파라메트릭 모델 방

법을 적용하였다. 

무인 자율 주행을 위해서 차량은 도로 정보 조건하에서 주어

진 경로를 따라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량의 주

행 경로 계획은 초기 위치에서 목표지점까지의 최적 경로를 

따라 주행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행 경로에 

따른 적절한 주행 목표점의 검색 방법 및 조향각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B-spline 방법을 이용하여 주행경로 

및 목표점을 결정하고, Stanley방법을 이용하여 주행 경로에 

대한 주행 각도를 결정하고, 추정하는 궤적 주행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또한, 실시간 검증을 통하여 모델의 효율성도 보여

주었다.

2.5 Reduction of a Vehicle Multibody Dynamic Model 

using Homotopy Optimization (Andrew Hall, Department 

of Systems Design Engineering University of Waterl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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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차량을 사용하였다. 모델은 비선형 스프링과 댐퍼 그리

고 하부 질량에 대한 적절한 파라미터 사용에 영향을 받는다. 

ADAMS 모델로부터 기구학적 데이터를 얻어 MapleSim에서 

심볼릭화시켜 차량 모델을 단순화하였다. 파라미터들은 ADAMS

와 MapleSim 사이의 응답 차이를 최소화 시켜주기 위하여 

homotopy optimization 방법을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Homotopy 

optimization은 비선형 최적화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하

부 질량과 서스펜션의 스프링, 댐퍼 곡선의 상관계수를 결정시

켜준다.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quarter-car에서 검증한 후 

full-car 모델에 적용시켜보았고, 검증 방법은 서스펜션에 작

용하는 힘에 대한 응답을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에 최적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차량의 서스펜션을 이루고 있는 링크들을 무질량으로 고려하

였을 경우 실제 모델과 유사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부 질량

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을 단순화하여 

모델링 함에 있어서 하부 질량을 결정하기 위한 최적화 방법을 

제시해주었다.

2.6 Iterative Control for a Vibration Rig Using Estimation 
of Model Uncertainty(Seung Guk Baek, University 
of Sungkyunkwan)

차량시뮬레이터에 사용되는 반복적인 방법은 비선형에 강한 

특징이 있다. 이것은 로봇제어 분야의 반복학습제어(Iterative 

Learning Control, ILC)와 유사하다. 반복적인 제어 방법은 

오차와 모델의 정보를 이용하여 드라이빙 신호를 업데이트한

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드라이빙 신호를 업데이트 하는 중

에 게인(learning factor)을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

에서는 시뮬레이터의 액츄에이터를 모델링하였고, 이 가상 시

뮬레이터 모델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드라이빙 신호의 새로운 

업데이트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역주파수 응답을 이용하여 현재의 값과 이전 

값의 오차를 가지고 learning factor를 결정하였다. 새로이 제

시된 반복적인 제어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PID 제어기를 적

용한 가상 시뮬레이터에 임의의 신호에 대한 수렴 정도를 확인

해 보았고, 제어법의 신호 흐름선도는 다음과 같다.

2.7 Study on the Effects of GPU Parallel Programming 

for Multi-body System Dynamics(Chul-Woong Ju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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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NVIDIA에서 제공하는 CUDA Tookit의 Runtime 

API를 활용하여 병렬 프로그래밍을 한 것이다. GPU를 이용하

여 계산하기 위해서는 호스트(CPU)와 디바이스(GPU)간의 정

보의 전달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의 초기값을 모두 디바이스로 전달하여 해석을 디바이스에서 

수행함으로써 정보전달 과정을 최소화 시켰다. 디바이스에서

는 호스트에서 복사된 정보들로 적분기를 실행하게 된다. 시뮬

레이션 시간이 끝나게 되면 GPU에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된다. 병렬 프로그램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다물체 모델인 구 형태의 물체 사이를 스프링-

댐퍼로 연결하여물체의 수가 증가할수록 선형방정식의 병렬화

의 효율 정도를 보여주었다.

최근 다방면에서 사용이 증대되고 있는 GPU를 이용한 해석의 

일환으로 다물체 동역학 분야에서 GPU를 이용한 병렬 해석을 

수행한 것이다. 그물 모양의 모델을 구성하여 GPU를 이용한 

병렬해석과 CPU를 이용한 순차해석 결과와의 계산 시간을 비

교하였고 시스템의 크기가 클수록 병렬화에 의한 효율이 높아

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2.8 On the Numerical Solution of Many-Body Contact 

Dynamics Problems Formulated as Complementarity Problems 

(Dan Negrut,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병렬 처리에 있어서 시스템 크기를 고려할 때, 해석을 위한 

컴퓨터는 연산의 효율성 또는 전산 정밀도에 제한된다. 특히, 

강체 또는 탄성체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접촉 부분에서 

운동방정식을 해를 구하는데 있어서 DVI 문제가 나타난다. 이

로 인해 시스템 크기가 증가할수록 해석 속도와 결과에 있어서 

정확성이 떨어지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

로 발생하는 역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반복적인 

방법의 성능에 대하여 분석합니다. 각 시간 단계에서 반복적으

로 계산되어야 할 최적화 문제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

지 새로운 방법으로 그라데이션 최소 잔류법 (GPMINRES)과 

spectral projected gradient with fallback (SPG-FB)을 설

명하고, 고정된 경계 안에서 천개의 구를 떨어뜨려서 모으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수치 해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우

스 자코비 방법과 비교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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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수치 해석의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었다. 첫째, 

접촉 역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코비와 Gauss-Seidel 

algorithms은 매우 느리게 수렴한다. 둘째, 더 큰 시스템에 

적용될 때, 자코비의 확장성은 GPMINRES 및 SPG-FB의 적용

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전제 조건들이 GPMINRES 방법에는 오히려 비효율적인 

요소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GPMINRES 및 SPG-FB

는 마찰 접촉 문제에 대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지금까지 사용된 Gauss-Jacobian보다 GPU 병렬 처

리에서 큰 영향을 줄 것이다. 

2.9 Rider control identification in bicycling, parameter 

estimation of a linear model using lateral force perturbation 

tests (A.L.Schwab, BioMechanical Engineering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본 논문은 자전거 주행에 관련하여 선형 피드백 제어기를 적

용하였다. 먼저, 자전거를 모델링한 후 운전자 모델을 수동적

으로 넣어서 제어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운전자 모델은 PID 

제어기로써 방향을 조절하기 위한 사람이 코너링할 방향으로 

기대는 lean angle과 조향각을 입력값으로하여 자전거 모델의 

핸들 바에 토크로 출력값으로 내보낸다.

또한, 횡방향으로 힘이 불규칙적으로 작용하여 불안정한 시

스템에서 주행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측정하

고 분석하였다. 실험은 안정영역과 불안정 영역을 속도에 대하

여 보여주었다. 그리고 안정 영역에 의하여 제어기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정하게 된다. 정해진 파라미터로 설정된 운전자 제

어기는 자전거가 코너링 하는 중에 넘어지려는 상황에서 사람

이 조절하는 것과 같이 경로를 따라 잘 주행하게 안정한 시스템

을 만들어 주었다.

3. 학회 만찬 및 주변 안내

3.1 Reception

학회 첫날 발표일정을 마치고 슈트트가르트 중앙역 근처 시내

에 있는 Altes Schloss(Old Castle)을 방문했다. 이곳은 16세

기 이전에 요새였다가 이후로 성이 되었고, 기사들이 지냈던 

곳이다.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때, 일부 부서져서 재건축 되었

다. 이곳에서 그 시대에 기사들이 입었던 갑옷과 무기를 입고 

전투하는 이벤트를 보여주었고, 그 시대의 악기 연주를 보여주

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회장에 온 사람들과 서로 인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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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벤츠 박물관 & 만찬

학회 셋째날에는 참석자들이 발표일정을 마치고 벤츠 박물관

을 향했다. 이곳은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설립 50주년을 기념하

기 위하여 설립한 박물관으로 2006년 5월에 8층 규모로 건립하

였다. 곡선과 절제된 면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물 외관은 네

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벤 반 버켈(Ben Van Berkel)이 

디자인하였다. 박물관은 120년 벤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2개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886년 특허를 얻었

던 전동차부터 특수 용도로 제작한 희귀 자동차, 경기용 스포츠

카, 최근에 출시된 새로운 모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의 모든 

것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구경을 마친 후 만찬장소로 이동하여 만찬을 즐겼다. 

만찬 장소가 아래에 보여진다. 만찬은 Zoological and Botanical 

Garden에서 이루어졌으며, 1000종이 넘는 다양한 동식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날은 동물들이 거의 없었다. 만찬장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본인 또한 많은 연구자들과 사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4. 참관 후 느낀 점

학문에 있어서 지속적인 교류는 연구자가 어떤 방향으로던지 

한 발짝 앞서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하며 

감명받았던 점은 어떤 비슷한 분야에 대한 연구도 결코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서로가 같은 분야에 대한 

연구를 했음에도 이렇게 깊고 창의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음

은, 세상엔 아직도 우리가 짚어 가지 못한 아주 놀라운 사실들

이 가득하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

보면 근원이 되는 순수 학문적인 부분부터 시작하여 응용적인 

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연구까지도 진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를 국가별, 개체별 연구진의 성격에 따른 차이라

고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기존 연구진의 시야를 넓히고 폭넓은 

견해가 필요하다면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커뮤니케이션에 참

여해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이를 잘 인식한 점은 참가자들의 태도에서도 느낄 수 있었는

데, 단순히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기록하는 것에 의의를 두기보

다는, 좀 더 도전적인 토론형식의 질의 응답을 통해 여러 연구

자들이 서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교류하는 시간으로 가져

간다는 점이 필자에게 반성의 여지로 다가왔다. 또한, 필자는 

주로 차량 시스템에 대하여 어떻게 모델링하고 효율적으로 계

산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왔다. 하지만 학회에서

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와 함께 

접목하여 더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학회에 사람들을 만났지만 아시아 계열의 사람이 많지 않았

다. 다음번 학회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이루어지는데 국내 연구

자들이 더 참석하고 다물체 동역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최신의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

기를 바란다.

나상도 박사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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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 개요

Purdue 압축기 및 냉동공조 학술대회는 여러 압축기 및 냉동 

공조, 최근에는 빌딩 에너지 주제로 2년마다 미국 인디애나주 

퍼듀 대학에서 열리는 국제 학술대회이다. 이번 학회는 7월 16

일에서 19일에 걸쳐 학술대회 논문 발표가 있었으며, 그전 14, 

15일에는 압축기 선행 연구 등에 대한 Keynote Lecture등이 

진행되었다. 인디애나주 퍼듀는 West Lafayette에 위치해 있

으며 필자는 시카고에서 차량 렌트를 하여 약 250km에 떨어진 

인디애나주로 이동을 하였다. 

Purdue가 기부한 자금과 토지를 바탕으로 설립되었음. 4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으며 인디애나주에서 학생수가 두 번째

로 많음. 2010년에는 미국 내 대학에서 56번째의 종합 순위를 

차지하였음.)

전 세계 압축기의 대표적인 국제 학술대회로 2012년 국제 압

축기 학회 21회, 국제 냉동 공조 학술대회 14회, 그리고 2010년 

처음 시작한 국제 빌딩 공조가 2회로 동시에 진행하는 학회이

다. 학회 기간 중에는 여러 압축기 메이커들이 Free Luncheon, 

Welcome Party 및 Tecumseh Memorial Park에서 Welcome 

Party로 스테이크 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본인은 압축기 관련 

내용으로 Journal Bearing 연구에 대해 발표를 하였는데, 발

표 아침 체어맨과 발표자들간의 Complimentary Breakfast등

을 하며 발표에 관한 사전 준비 등을 하였다. 본인의 발표 

Session은 Lubrication 부분으로 Chairman은 미국 일리노이 

공대의 교수였으며, 발표자들은 일본 및 대만 사람들 이었다. 

이 외 Embraco, Danfoss 및 Emerson Climate Technology등

에서 Waiting room등을 준비하여 학술 대회 참가자 등이 서로 

원활한 communication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기회 등을 제공

하였다.

2012년은 2년 전인 20번째 압축기 학회대비 논문 편수가 약 

20%가 증가하여 가정 및 공조용 압축기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전체 120편의 압축기 관련 논문 

중에서 총 26편이 가정용 냉장고에 사용되는 Reciprocating 

Compressor에 대한 논문이었다. 공조용 압축기인 Rotary, 

Scroll 압축기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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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에너지 문제의 화두로 신 냉매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였다. 

큰 힘을 받아 기구물의 변형 등에 의한 운전시 기구 습동부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Scroll 압축기는 구동부의 Robust 

Design도 큰 연구분야의 하나로 느껴 졌다. Reciprocating 

Compressor의 경우 브라질에 위치한 Embraco라는 압축기 

Maker가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었으며, 주제로는 효율 향상

/소음 개선/신뢰성 향상/통합 CAE/Component Simulation 

Time Saving/민간도 해석 등 다분야에 걸친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오래 전부터 사용된 압축기의 Type을 변경하고자 하는 

연구도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Novel Compressor라는 주

제로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아직까지는 개념적인 내용

이 주를 이루었다.

학회가 끝난 다음에는 시카고의 현대적인 감각과 오래된 느낌

이 잘 어우러진 도시를 보고 왔는데, 미시간호 옆에 위치한 시

카고는 단아한 인상을 품 겼다. 시카고는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데 마천루의 도시, 윈드 시티, 마이클 조던 시티등 많은 수식어

로 불려진다.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의 주 배경이었던 

시카고를 보는 필자의 마음은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시카고 

내 미시간 강을 따라 즐비하게 지어진 현대 건축(존 핸콕, 시어

스 타워)등은 한때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자리 매김을 

할 때가 있었다고 한다. 그 외에 옥수수 모양의 쌍둥이 빌딩인 

마리나 시티는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데, 주차 타워가 밖에 위치

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어 냈다.

2. 주요연구 발표내용 및 최신연구동향

먼저 학회 둘째 날인 7월 17일 필자는 총 6개로 나누어진 

Session에서 Lubrication Session에서 3번째로 발표를 하였

다. 총 15분의 발표 및 5분의 질의 응답으로 이루어 졌으며, 

Session내에는 약 100여명이 관련 연구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

지고 청취를 하였다. 필자가 투고한 논문의 내용은 일부 보안으

로 내용으로 자세하게는 설명을 하기 어려우나, 냉장고용 압축

기의 효율을 올리기 위하여 기계 손실을 저감한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냉동기용 냉매를 사용하는 압축기의 최고 

Issue는 환경 및 에너지 문제이다. 하여 효율을 올리기(냉장고

의 소비전력 저감) 위한 노력이 여러 압축기 Maker들에게서 

이루어 지는데, 필자는 압축기 효율을 이루는 모터 효율, 기계 

효율 및 체적 효율 중에서 기계 효율을 향상 시키는 부분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다. Rotor가 회전하는 것을 피스톤의 직

선운동으로 바꾸어주는 일명 Reciprocating Compressor에서 

Journal Bearing을 회전체의 가장 큰 기계 손실을 유발 시키는

데 이 부분의 습동 손실을 기존 대비 12%정도 감소시키는 연구

를 하였다. 먼저 습동 손실 저감시 증가하는 기구부의 큰 면압

을 어떤식의 Lubrication Behavior로 개선 하였나를 이론적 

및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여러 Design Parameter의 

Study를 통해서 Trade-off인 성능과 신뢰성의 Optimal Point

를 찾아 내었다.



METRIC 연구동향집 2012년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98

이외 발표 관련 자료 중 필자의 연구 분야인 Reciprocating 

압축기의 주요 논문에 대해 하기와 같이 간략하게 소개한다.

(1) Optimization of Compression Chamber to Reduce the 

Viscous Friction in the Piston Cylinder Clearance

저자 : Rodrigo LINK EMBRACO, Research & Development 

Group

주요 내용 : 피스톤 습동 손실 개선 내용으로 왕복하는 Piston

과 Cylinder Bore의 윤활 형상의 파라메터 스터디를 통해 효율

을 향상 시킨 내용. 고압시 Leakage 손실을 개선하여 EER 기

준 1% 효율 향상 시킴. Reciprocating Compressor에서 

Piston과 Cylinder Bore 습동 손실은 기계 손실에서 큰 부분을 

파악한다. 압력이 증가하는 조건에서는 Leakage 손실도 증가

한다. Piston의 움직임을 가운데로 하기 위하여 Taper Bore를 

이용한 내용이며, 이에 대한 Risk Taking에 대한 논문이다.

The compression chamber of a hermetic reciprocating 

compressor is, normally, formed by a cylinder and a piston 

which present a constant clearance during the piston 

displacement inside the compression chamber. This 

configuration has the advantage of a good sealing, 

however, during the most part of compression, the pressure 

difference between compression chamber and 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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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or ambient is small enough to not provide any 

leakage from chamber to internal ambient. In this 

situation, during the most part of compression process, 

the sealing efficiency is not necessary, but the high viscous 

friction, due the small clearance between piston and 

cylinder, generates a considerable waste of energy by 

viscous friction. This article presents an analysis about 

a geometric proposal for the compression chamber that 

guarantees small clearance, necessary to the correct 

sealing of compressed gas, in a small region near the upper 

piston position. The second part of compression chamber 

is characterized by an increasing in the piston-cylinder 

clearance along the chamber length. The motivation for 

this configuration is to provide the adequate sealing only 

in the region where the leakage process is crucial to 

compressor performance, furthermore, the clearance 

growth provides a reduction on viscous friction between 

piston and cylinder, and both effects generate an expressive 

increase in the coefficient of performance.

상기 내용은 Piston과 Cylinder Bore의 윤활성 개선을 통해 

압축기 전체 효율인 COP를 1% 정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며, Geometry의 parameter 변경을 통해 COP의 Optimal 

zone을 찾은 내용이다.

(2) Analytical and CFD Modeling of the Fluid Flow in 

an Eccentric-Tube Centrifugal Oil Pump for Hermetic 

Compressors

저자 : Marcus Vin í cius C. ALVES, Jader R. BARBOSA Jr.*, 

Alvaro T. PRATA Federal University of Santa Catarina,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Florian ó polis, SC, 

Brazil

주요 내용 : CFD 관련 논문으로 습동부 윤활을 위하여 오일 

펌핑에 대한 Analytic 방법을 소개한다. 과거 CFD 진행시 

Mesh Transition이 커서 발생하던 Numerical Error를 많이 

줄였다. CFD의 Skill 소개하며, 해석 부분을 나누어 Semi- 

analytic 으로 CFD 해석 시간 줄인 내용임. 압축기에 따라 내부 

형상이 조금씩 다르나 일반 적으로 냉장고용 압축기는 점도가 

낮은 오일을 사용한다. 이 오일이 바닥에 고여 있는데, 회전 

Helical 구조에서 원심력과 오일의 점성력을 이용하여 오일을 

상부로 윤활 시키는 내용임.

Numerical (CFD) and semi-analytical techniques were 

used in the simulation of an eccentric tube centrifugal 

oil pumping system for hermetic compressors. While CFD 

is capable of predicting the transient behavior of the oil 

pump during the electric motor start-up, the 

semi-analytical model can only predict the steady-state 

pumped mass flow rate. The agreement between the two 

methods in the prediction of the steady-state flow rate 

is within 15%. The pumped volume flow rate was seen to 

increase with the pick-up tube diameter and shaft 

eccentricity, as larger diameters generate less friction and 

larger eccentricities induce a higher centrifugal 

acceleration. The effect of the shaft eccentricity was more 

pronounced for the conditions investigated here. The 

influence of the shaft channel screw pitch was also 

investigated, but it was concluded that it is not as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volume flow rate as the 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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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entricity or the pick-up tube diameter.

Time dependent한 해석은 압축기에서 오일과 냉매 상변화의 

거동을 전부 예측하여야 Error를 줄일 수 있으나, Real 환경을 

어느 정도 가정으로 가져가서 Error의 폭을 줄이는 해석이 중

요하다. 또한 해석 Cost를 줄이기 위해 Full Analytic 모델 보

다는 Semi-analytic 모델로 결과에 빠른 시간안에 접근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3) An experimental and numerical analysis of refrigerant 

flow inside the suction muffler of hermetic reciprocating 

compressor

저자 : Dr. Kemal Sarıoğlu1* ; A. Refik Ö zdemir1 ; 

Atilla Kaya2 ; Dr. Emre Oğuz11 Arc elik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Tuzla, 34950, Istanbul, Turkey 

주요 내용 : 압축기 내부 구조는 냉동 Cycle에서 들어오는 

냉매가 흡입되는데 Suction Muffler를 통해 냉매가 흡입되며, 

흡입되는 냉매가 Transient하게 변하는데 이를 실험 및 이론적으

로 예측함으로서 압축기의 유동 특성을 파악한 논문이다. 

Suction Muffler는 냉매가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Direct 흡입 

방식이 있고, 냉매가 Shell 내부를 통해 들어가는 Indirect 흡입 

방식이 있다. 여기에서는 간접 흡입방식 Suction Muffler의 

거동 파악을 하였으며, Muffler 내부의 여러 Chamber 

Combination을 통해 투과 손실을 최적화 하여 소음도 감소를 

하였다.

In this study, detailed temperature and pressure 

measurements were performed at the inlet, outlet and 

outer boundaries of the suction muffler of a hermetic 

reciprocating compressor. The measurements were 

conducted without effecting real phenomena. After 

experimental studies, detailed computational fluid 

dynamic analysis of the refrigerant flow (isobutane) in 

the suction muffler was performed. Experimental 

pressure and temperature values at the inlet, outlet and 

outer boundaries of the suction muffler were used as 

boundary conditions. The effect of suction valve (opening 

and closing) at the exit of the suction muffler has been 

considered. 3dimensional time dependent calculations 

were completed when statistically steady state 

convergence was reached for one crank period. Realizable 

k-є turbulence model with appropriate parameters, 

second order discretizations for time and space 

derivatives and real gas model for isobutane (R600a) were 

applied for the numerical analysis. Mesh dependency of 

the analysis and solver algorithms were also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e numerical analysis have 

shown that the time integrated average of the 

numerically calculated. Mass flow rate is close to average 

mass flow rate measured with a calorimeter test system. 

Furthermore thermal mapping inside the suction muffler 

shows good agreement with experimental results. Time 

dependent flow analysis results inside the suction 

muffler help to characterize the flow and acoustic 

function of the muffler which leads to the new and better 

muffler designs.

Isobutane은 R600a 냉매를 이야기 하며 냉매의 유속이 빠른 

R600a 냉매의 시간에 따른 흡입 Muffler의 유동에 따른 압력, 

온도 거동 및 밸브의 연동에 대해서도 분석한 논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상황 변화(냉매 변화, Valve의 geometry변화 – 
stiffness, natural frequency)에 따른 거동을 예측 할 수 있다.

(4) A Simplifie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odel 

for the Suction Process of Reciprocating Compressors

저자: Evandro L.L. PEREIRA1*, Claudio J. SANTOS2, 

Cesar J. DESCHAMPS2, Rodrigo KREMER11 Embraco Rua 

Rui Barbosa, 1020 89219-901, Joinville, SC, Brazil

주요 내용 : 흡/토출 유체고체 연성 CAE가 해석시간이 길어, 

흡입 부분만 해석 진행하여 Full 해석과 정확성 비교한 것으로 

기존 해석은 Component 단위의 Structure나 Fluid 따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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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하여 System 최적화 작업을 별도로 하였으나, CAE 기

법등이 발전하면서 Fluid Structure Interaction 기법등이 활

발해 졌다. 본 논문은 유체고체 연성 해석을 통해 해석을 진행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추가로 Full Domain의 해석은 

Solving Cost가 높으므로, Simplify한 연구까지 진행을 하였다.

A simplified CFD model was developed to simulate the 

suction process of reciprocating Compressors as a 

compromise between accuracy and computational cost. 

The following advantages of the simplified model were 

observed:

• The model returns predictions in close agreement with 

those obtained with a more comprehensive and computationally 

expensive model.

유체-고체 연성해석 Time Saving에 대한 모델의 Simplify에 

대한 결과 정확도에 대해 얘기되어 졌다.

(5) Rigid-Frame Porous Material Acoustic Attenuation 

on Compressor Discharge 

저자 : Paulo Henrique Mareze1*, Rodrigo Pereira 

Becker1, Arcanjo Lenzi1, Claudio Pellegrini21 Federal 

University of Santa Catarina, Vibration and Acoustics 

Laboratory, Florian ó polis, Santa Catarina, Brazil

주요 내용 : 실험을 통해 토출 맥동에 기인한 소음을 저감한 

것으로 Flow 저항계수와 유량의 상관관계를 이용 효율의 저하 

없이 토출 맥동 소음 저감 진행한 논문임. Porous Material을 

통해 압력 강하를 최소화 하며 원하는 주파수 대역의 소음을 

저감 시킬 수 있다는 연구임.

The characterization of the porous materials have been 

successfully done;

• Validation of the rigid frame porous material model, 

that presents good agreement with the impedance tube 

measurement of the absorption coefficient considering 

the air. It is important to know the gas thermodynamic 

properties where need to apply the porous material. The 

Absorption coefficient is strongly dependent of these 

properties.

• The metallic porous material fabricated presents good 

absorption coefficient for R134a discharge condition, due 

to the high flow resistivity.

• The application of the porous material on the 

discharge cavity presents good damping resonance for the 

proposed porous metallic material, but not for the 

commercial materials (Rockwool, melamine, porous 

aluminum.). The attenuation depends on the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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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material, but we cannot really strangling the cavity 

due some pulsations problems.

• We expect 2dB in the global noise reduction of the 

compressor, but some more experiments must be 

performed.

마지막표와 같이 토출계의 압력 저감 최소화로 필요한 

Frequency의 소음 특성을 저감 시키는 연구에 대한 내용이다. 

재질의 특성 뿐 아니라 porous 율에 따른 연구등 다양하게 연구

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6) RigidThe Application of Monte Carlo Method for 

Sensitivity Analysis of Compressor Components

저자 : Marcos Giovani Dropa de BORTOLI1 and Julio 

Cé sar SILVA2 EMBRACO - Research & Development 

Group P.O. Box 91 89219-901 Joinville, Santa Catarina, 

BRAZIL

주요 내용 : LDT(Line Discharge Tube 명칭으로 압축기의 

토출 유동을 하는 구조체임) 의 Damping Spring을 포함 

Design 변수로 주요 치수 및 재질등을 이용하여 민감도 해석을 

진행한 내용. Pump의 공진 주파수를 피하기 위하여 Design변

수를 변경 LDT의 고유 주파수를 옮김

통상 DOE(Design Of Experiment) 및 다구찌 방법등을 이용

하나 민감도 해석을 진행하여 본 논문은 좀더 세밀한 최적 

Design이 가능하였다고 함.

두 번째 Keynote Speech는 압축기의 연구개발이 활발한 

Embraco의 keynote speech이며, 아래 요약된 내용을 참고하

면 될 듯하다.



2012 메트릭 해외학술대회 참관기

103

3. 국제학술대회 참관기를 끝맺으면서

2012 Purdue Conferences의 제21회 국제 압축기 회의, 제14

회 국제 냉동 공조회의, 제2회 국제 고성능 건물 회의에서 발표

된 논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개관했다. 압축기 회의에 관한 발표 

내용을 보면, 전보다 레시프로 압축기에 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어 연구 대상으로서 여전히 높은 관심이 가져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레시프로 압축기, 로터리 압축기, 스크롤 압축

기 어느 형식에도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급유-윤활의 해석이

나 기구 해석에 의한 성능 평가에 관한 보고가 있어, 향후도 

이러한 해석에 의한 압축기의 최적화가 요구될 것이다. 냉동 

공조 회의에 있어서는, 환경 대책으로의 의식 고양으로부터 환

경 부하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저GWP 냉매에 

관한 보고가 많이 있었다. 특히 HFO-1234yf에 관해서는 성능

면에 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향후도 계속 주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제1회째가 된 고성능 건물 회의에 대해

서는 태양 시스템이나 환기 시스템의 도입 예나 시뮬레이션에 

관한 보고가 많이 되어 건물 전체를 응시한 시스템의 최적화가 

향후도 요구되어 갈 것이라 생각한다.

김정현 연구원

(삼성전자 콤프 & 모터팀 책임연구원)

학회 개요
 

48차 AIAA/ASME/ASEE/SAE (항공우주/기계/전기/자동차 

학회) 주최 연합 추진 컨퍼런스(이하 JPC, Joint Propulsion 

Conference)가 미국 조지아주의 아틀란타에서 7월 30일부터 

8월 1일 (총 3일)간 열렸다. JPC는 항공기/우주 발사체 등의 

엔진 및 관련 시스템과 관련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학회이

다. 학회의 목적은 현재 개발되고 진화하고 있는 엔진 기술이 

어떻게 설계되고, 시험되며, 비행까지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조명하는 것에 있다. 구체적인 테마로는 차세대 상용 항공기, 

지역 및 비지니스 제트기, 군용기, 초음속/극초음속의 고속 추

진 장치, 민간 및 정부 개발 주도의 발사체, 궤도 진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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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위성 및 심우주 추진이 이에 해당한다

키노트 연설

학회 첫날은 NASA의 Associate Administrator인 Robert 

Lightfoot의 키노트 연설로 시작하였다. 연설에선 NASA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의 소개와 이러한 프로그램

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어떻게 민간 기업으로 이전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금년 5월 SpaceX 사에서 성공한 

도킹 과정에서 어떻게 NASA의 프로그램들이 기여했는지에 대

해 예를 들어 설명해준 점이 인상적이었다. 민간 기업 최초로 

자사의 발사체와 우주선으로 우주정거장에 도킹한 일은 하나의 

큰 진전이라 여겨지고 있었다. 특히 이번 학회는 과거보다 더욱 

기업에서 온 이들의 참여가 두드러져 보였다. 

주요 연구 발표 및 최신 동향

JPC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physics는 연소, 액체 

미립화, 난류, 유체역학(기체역학 및 다상유동 포함)과 관련된 

주제이며, 이러한 physics는 각각의 application에 의해 다른 

조건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가스터빈, 고속 추진체 및 로켓 엔

진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함

을 고려할 때,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

이 연소 불안정성이다. 본 저자는 이번 JPC에서 연소 불안정성

의 매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위주로 요약해보았다.

[1] Simulation of Reacting Spray in a Multi-Point Lean 

Direct Injection Combustor, Dewanji et al., Delft 

Univ. of Tech., Netherlands, AIAA-2012-4324

Lean Direct Injection (LDI) 기법은 소량의 NOx를 배출하기 

위해 개발된 개념으로 최근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LDI

는 외부에서의 예혼합 과정 없이 연료와 공기를 반응 영역으로 

직접 분사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LDI는 안정적이고 균일

한 연소가 지속될 때 thermal NOx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지

만, 불균일한 혼합과정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연소에 보다 민감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elft 그룹의 논문은 9개의 인젝터를 

통해 분사 시 발생되는 반응 유동장을 살펴보았다. 시뮬레이션

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유동장의 가스 영역

은 RANS 방정식에 의해 해석되었으며, 스프레이 유동은 라그

란지안 해석과 Reitz의 atomization 모델을 통해 구현되고, 

난류 연소는 혼합분율의 presumed beta PDF 를 통해 해석되

었다. 계산 결과는 9개의 인젝터를 통해 공급되는 연료와 이를 

감싸는 공기 유동에 의해 발생되는 반응 유동장의 특성 (혼합특

성, 액적 분포, 스프레이 연소 구조 등)을 가시화하였다. 현재 

Multi injector element를 이용한 컨셉은 NASA, CNRS 및 관

련 연구기관에서 LES를 이용하여 활발히 연구 중에 있다.

[2] Flame Stabilization Modes in Lean Premixed Swirl 
Stabilized Combustion 

    – D. Foti and S. Menon, Georgia Institute of Tech., 
AIAA-2012-4165

GATech 그룹에서의 이번 논문은 Lean premixed swirl 

stabilized combustor에서 화염의 안정화 모드를 이야기하고 

있다. LES를 사용하여 실험으로 관찰된 여러 종류의 안정화 

모드를 규명하려 노력한 논문으로, 평균 유동장 및 반응 열 방

출량의 실험과 시뮬레이션 간 비교가 이루어졌다. 실험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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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된 두 종류의 화염 안정화 모드는 inner shear layer stabilization 

mode와 inner and outer shear layer stabilization mode이

며 두 모드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되었다. 시뮬레이션을 통

해 살펴본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열방출양의 변화에도 불구하

고 큰 스케일의 유동 구조에는 변화가 없음을 결론지었다. 아울

러 비정상 화염 구조의 해석을 통해 각 모드에서 벌어지는 세세

한 현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3] Analysis of the impact of heat losses on an unstable 

model rocket engine combustor using Large Eddy Simulation 

– R. Garby, L. Selle, T. Poinsot, CNRS, France, AIAA-2012- 

4085

프랑스 CNRS에서의 이번 연구는 로켓의 연소 불안정성을 예

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으로서 압축성 LES 기법을 이용하였

다. 대부분의 CFD를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단열 조건을 자주 이용한다. 본 연구는 단열 조건과 열손실이 

있는 경우의 두가지 다른 경계 조건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석하

였다. 시뮬레이션의 대상은 Purdue 대학의 CVRC (Continuously 

Variable Resonance Chamber) 이다. CVRC는 산화제가 공급

되는 인젝터 튜브의 길이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게하여 로켓 

연소기 내에서 acoustics와 combustion의 coupling 을 규명

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이다. 현재 많은 로켓 연소 불안정성 시

뮬레이션을 위한 연구가 CVRC를 코드의 검증 대상으로 사용하

고 있다. 이번 CNRS의 결과 역시 그들의 코드가 acoustics와 

combustion 현상을 동시에 잘 구현해내는지를 살피기 위한 

것으로 예상된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 조건과 보다 가까운 열 

손실에 있는 경계 조건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압력 진동이 크게 

감소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압력 진동이 실제 시험 

결과에서보다 과도하게 예측됨을 고려할 때, 단열 경계 조건이 

이러한 오차의 한 원인에 있음을 생각하게 하였다.

[4] Comparison between simulation and measurement of 

self-excited combustion instability 

– T. Feldman, M. Harvazinski, C. Merkle and W. Anderson, 

AIAA-2012-4088

이번 JPC에서 저자가 속한 Purdue 그룹의 연구 결과는 기존

의 CVRC 실험과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간의 비교에 관한 것이

었다. CNRS의 연구에서 소개된 장치와 동일한 테스트 리그에

서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각 벽면 지점에서의 압력 데이터와 

CH* chemiluminescence가 얻어진다. 시뮬레이션의 경우 

Detached Eddy Simulation (DES) 이 사용되었으며, 난류 연

소 모델을 적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퍼듀 그룹 시뮬레이션의 

특징은 기존의 난류 연소 모델이 Acoustics와의 coupling을 

설명하고 있지 않고 많은 가정이 사용되므로 가급적 자제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Arrhenius model 기반의 층류 연소가 

이용된다. 자발 연소 불안정성이 일어나는 경우, 실험과 시뮬

레이션의 압력 데이터와 열방출 데이터가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자발 연소 불안정성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시뮬레

이션 결과를 참조하면, 높은 진폭의 불안정성은 재순환 영역에

서의 주기적 점화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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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cent Results on Thread Formation with an 

Impinging Jet Injector, M. Negri et al., DLR, AIAA 

2012-3967

최근 DLR에서 연구 중인 젤 추진제는 추진제 자체가 가진 

고유의 유변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추진제와 다른 특성

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충돌형 인젝터를 통해 추진제가 분사되

어 미립화 될 때 액적이 형성되기 보다는 스레드 형태의 

network 구조가 발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스레드 구조가 

형성되는 매커니즘을 이해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러 종류

의 Boger fluids를 사용하여 액체의 탄성과 스레드간의 상관관

계를 조사하였다. Matlab을 통해 구현된 코드를 통해 스레드 

구조를 정량화하여 스레드 파라미터를 정의하였고, 탄성과 관

련해서는 유체의 relaxation time (변형이 일어났다가 원 상태

로 복원되는 시간)을 도입하여 상관관계를 정의하였다. 반면 

스레드 구조는 점도와 표면장력에 영향 받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6] Effects of Injector Design and Impingement Techniques 

on the Atomization of Self-Pressurizing Oxidizers, 

Waxman et al., Stanford Univ., AIAA 2012-3906

하이브리드 로켓에서 아산화질소의 산화제로써의 활용은 탱

크 내 자발 가압 특성이 있어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산화 질소 산화제를 위한 인젝터의 설계나 성능은 

아직 알려진바 없다. Stanford에서는 최근 아산화질소 분사 

시, 미립화 및 기화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고속 비디오를 도입

하였다. 본 논문은 고속 비디오 촬영의 예비 결과를 소개한다. 

연구 결과, 인젝터 홀의 직경과 길이대 직경 비가 미립화 특성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구 형상의 영향은 

미미한것으로 드러났다.

참관 후기

2012 JPC는 다운타운의 Hyatt 호텔 컨퍼런스 센터에서 진행

되었다. 지하 3개 층이 3일간 컨퍼런스 발표를 위해 활용되어 

예년과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컨퍼런스가 진행된 아틀란타에

는 미국의 명문 공대 조지아텍이 위치하여 여러 관련 연구자들

이 방문하기도 하였다. DLR과 Italy 및 France의 여러 유럽 

연구 기관에서 점점 더 많은 연구 인력이 JPC에 참여함을 느낄 

수 있는 해이기도 했다. 아울러 컴퓨터 성능의 비약적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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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거대한 비정상(Unsteady) 계산이 유럽과 북미를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조지아텍에서는 도서관

에 SpaceshipOne (스페이스쉽원, 최초의 민간 우주비행선) 실

물 모형이 전시되어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아틀란타 다운타운

의 명소 중 하나인 코카콜라 박물관을 방문하여 그간의 피로를 

달랠 수 있었다. 금번 JPC 전시회에서는 최근 많은 성공을 이룬 

SpaceX의 부스가 없어 최신 소식을 접할 수 없어 아쉬웠다.

윤창진 연구원
(퍼듀대학교 항공우주공학/Maurice J. Zucrow Lab. 포스닥연구원)

1. 학술대회 개요

중국 상하이에서 ACMD2012(The 6th Asian Conference on 

Multibody Dynamics)가 8월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열렸다. 

ACMD2012는 2년을 주기로 짝수해에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로

써 일본 이와키(Iwaki)에서 제 1회 학회가 열렸으며, 제 2회는 

한국의 서울(Seoul), 제 3회는 일본의 도쿄(Tokyo), 제 4회는 

한국의 제주(Jeju)에서 개최되었다. 제 5회는 일본의 교토에서 

개최되었으며, 올해 제 6회 처음으로 중국의 상하이(Shanghai)

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 지역 외에서도 

러시아, 독일, 미국 등 유럽에서의 참석자도 많이 있었으며 대

략 250명 정도가 참석하였고 133편의 논문이 학회에 발표 되었

다. 2014년에는 한국에서 IMSD와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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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에서는 아시아 및 세계 엔지니어들이 만나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 동향을 알 수 있고, 특히 본 학회에서의 주 분야인 다물체 

동역학에 관한 학술 교류가 잘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장소이다.

1.1 학회 발표

학회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오전과 오후에 각각 2개의 세

션이 있다. 발표시간은 15분, 질의 응답이 5분이었다. 그리고 

오전 오후에 한번씩 중간에 30분의 쉬는 시간이 주어지며, 쉬는 

곳에서는 먹을 음식과 함께 회사 소개를 위한 공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었다. 발표분야는 약 7개로 

Contact, impact and friction, Flexible multibody dynamics, 

Modeling, Formalisms, DAE solution method and High 

performance formalisms, computation, Education and 

software development in MBD, Fluid-structure interaction 

in MBS, Vehicle dynamics and control including tire 

dynamics 등 여러 종류의 전공분야로 나뉘어졌다.

1.2 학술대회를 통해 볼 수 있는 최신연구동향의 흐름

탄성체 분야에서는 대변형이 포함된 시스템의 동역학 해석을 위

해 절대좌표계의 원점으로부터 변형을 기술하는 ANCF(Absolute 

nodal coordinate formulation)에 대한 효율적 해석 알고리즘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Vehicle 분야에서는 실시간 해석

을 이용하여 실제 하드웨어와 연동하는 연구 및 승차감 해석을 

위한 타이어 및 차량 모델링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

다. Contact 분야에서는 다물체 시스템의 contact 지점들 관계

에 따라 크게 Constraint method와 Elastic method 등 다양한 

방법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다물체 시스템의 모델

링 방법 및 수학적 알고리즘 개발, 컴퓨터의 연산 능력 및 데이

터 대역폭을 확장시킨 병렬처리법을 이용하여 다물체 동역학 

해석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2. 논문

2.1 MBD Application

Localized Lagrange multipliers in Flexible multibody 

dynamics, Olivier A. Bauchau

다물체 동역학은 여러개의 물체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분야

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제시 

되었는데 그 중에서 augmented Lagragian formulation이 가

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이것은 여러 개의 방정식을 행렬의 형태

로 묶어서 물체의 움직임과 거기에 작용하는 외력 그리고 반력

을 하나의 λ로 표현하여 시스템을 표현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여러개의 multi-scale의 문제에서는 계산 시간의 효율성 

및 정확성에 한계를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한 개의 시스템에서 생기는 반력 λ를 localize

시켜 계산시간의 절약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다물체 시스템은 계산시간을 조밀하게 하여 보다 정확

하게 계산해야 할 부분이 있고 어떠한 부분은 계산 시간 간격을 

넓혀서 빠르게 계산해야 할 부분이 있다. 특히, 강체로 구성된 

부분은 오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산시간을 넓게 하여 

빠르게 계산하고 탄성체를 표현하는 부분이나 마찰을 표현하는 

부분은 계산시간 간격을 조밀하게 하여 보다 정확하게 계산해

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Localized된 λ를 사용하면 시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정확성 또한 유지 할 수 있는 이득을 

가져 올 수 있다. 이는 병렬 프로그래밍에 중점을 두고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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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Flexible Multibody dynamics

Modeling of Flexible Telescopic Boom of Crane Using 

ANCF Sliding Joint Constraints, Hiroki Fujita

크레인에서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붐을 ANCF의 절대 절점 

좌표계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붐은 동작 상황에 따라 길이

가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형 진동 특성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종방향 변형 축을 따라 미끄러지는 접촉부분에서 

발생하는 이동 경계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모델링에서의 

주요 목적이 된다. 움직임에 따른 접촉지점의 변화 및 형상 함

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붐의 움직임을 ANCF에서 

제시한 거리 구속 관계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전체 변화하는 

길이에 따른 굽힘 고유 진동수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시간 변화

에 따른 붐의 변형 모드도 분석하였다.

2.3 Transports

Rollover Prevent Effect of Articulated Vehicles using 

Flywheel Battery, Masahiko AKI

화물을 싣는 대형 트럭 차량은 코너링 주행에 매우 민감하다. 

코너링 주행에 따른 roll 현상은 차량의 전복을 야기시키고, 

또한 화물의 쏠리는 현상을 발생시켜 불안정한 주행을 하게한

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roll 현상을 줄이고자 자이로 센서를 

사용하여 차량 안전 장치로 플리이 휠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이용하여 roll 현상을 방지하는 제어 기법을 제시하였다. 제어 

방법은 차량 롤 오버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측면 가속 및 

차량의 롤 각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실제 차량의 재원을 이용하

여 ADAMS를 통한 차량을 모델링하고 플라이휠을 적용하여 

극한 상황에 대하여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2.4 Vehicle Dynamics

Ride Comfort Evaluation for Road Vehicle Based on Rigid- 

flexible Coupling Multibody Dynamics, Guangqiang Wu

승차감 평가는 차량 동역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다. 현재 

차량을 강체로 모델링하여 승차감을 대부분 평가하고 있다. 하

지만 실제 사고나 충격에 의하여 크게 변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는데 불충분하다. 

특히, 서스펜션의 구조가 이러한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서스펜션 파트를 탄성체로 모

델링하고 그 결과를 강체로 한 경우와 비교하였다. PSD를 이용

한 ISO B등급의 3D 노면을 생성하였고, ADAMS에서 구현하여 

분석하였다. 승차감 분석을 위하여 운전자의 발판 및 seat에서 

발생하는 가속도 값을 측정하고 RMS 값을 통하여 ISO 지표에 

따라 승차감 정도를 평가하였다.

2.5 Vehicle & Tire

Comparison of Cleat Bump Simulation and physical 

Experiment, SangDo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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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모델 방법 중 집중 질량을 고려하여 단순화된 선형 모델

로 정의되면 해석의 효율성은 좋아지나 정확성이 떨어진다. 따

라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가 기구의 기구학 및 컴플라이

언스 특성을 포함하여 모델링하였다. 즉, 차량 모델을 SPMD 

(Suspension Parameter Measurement Device)를 통해 얻은 

K&C 데이터를 적용함으로써 다물체 역학을 포함시켰다. 차량 

해석에 있어 모델링도 중요하지만 타이어의 종류에 따라 해석

의 영향도가 매우 달라진다. Magic Formula 타이어의 경우 

주행성에 매우 적절한 모델이며, Swift 타이어나 FTire가 승차

감 해석에 적절한 모델이다. 특히, FTire가 현 모델 중 승차감 

해석에 있어서 3차원 지면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는 FTire를 타이어 단품 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COSIN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생성하였고, 

차량 모델과 연동하여 cleat test를 수행하였다. 또한, 실차 시

험을 통하여 차체와 휠에 작용하는 수직 가속도를 측정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6 Gear System

Dynamic Analysis of Friction Loss on Needle Roller 

Bearings Used in Planetary Gear System, Atsushi Suzuki

차량의 변속기에는 다양한 기어들이 사용된다. 그중에서 유

성기어 시스템에 Needle Roller Bearing(NRB)이라는 베어링

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구조의 베어링을 모델링 하여 차량의 

연료 효율 손실에 대해 해석하였다. NRB는 선 접촉하는 여러개

의 롤러가 축과 접촉하면서 베어링 역할을 한다. 베어링은 유성 

기어 시스템의 피니언 기어에 따라 높은 속도로 회전이 가능하

다. 이러한 구조의 베어링을 Contact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 

한 후 해석하여 시스템의 마찰 로스를 계산하였다. 마찰 손실은 

롤러와 케이지 사이에 발생하는 thrust force와 skew angle에 

의해서 나타났고 그 영향도를 제시하였고,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케이지 사이의 적절한 간격을 제시하였다.

2.7 MBD Application

Parameter Identification of Steering Actuator and 

Simulation for a Vehicle of Active Bogie Steering, Daisuke 

Sugawara

철도 차량에서의 bogie에 대한 주행성과 고속 안정성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서스펜션의 강성과 휠 조향 특성 사이의 

상반 관계 때문에 두 요소를 동시에 개선시키는 것이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동 조향 부분을 연구되고 

있으나 메커니즘 상 제약이 많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차체와 

bogie 사이에 액츄에이터가 부탁된 능동 조향 장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액츄에이터를 모델링하기 위하여 관성 질량과 마

찰 및 부싱 계수, 그리고 게인들을 파라미터로 선정하여 실험을 

통하여 추출하였다. 이를 전차량 시뮬레이션에 연동하여 주행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속도에 대한 횡방향 힘을 나

타내는 탈선 계수의 값이 증가하여 차량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어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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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ffective of GPU

Enabling Computational Dynamics in Distributed Computing 

Envrionment Using a Heterogeneous Computing Template, 

Toby Heyn

모래나 구슬 같은 수많은 입자들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거동을 

해석 시에 일반 컴퓨터 해석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계산

시간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GPU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며, 이를 이용하여 계산하기 위해서 호스트(CPU)

와 디바이스(GPU)간의 정보 전달 과정을 최소화 시키는 과정 

및 대규모 동적 시스템 시뮬레이션 방법을 제시하였다. 

animation 기능 또한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해석결과 및 그 과

정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9 Wind turbine

Dynamic analysis of an offshore wind turbine with a 

spar-type platform, Xiangqian Zhu

풍력 발전기 중 spar 형식의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거동을 분

석하였다. 바람 하중, 파력과 계류 힘을 포함하는 외력을 수치

적 이론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고, 발전기의 블레이드와 타워를 

탄성체로 모델링하여 ADAMS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동

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ADAMS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단순화된 모델에서 얻은 결과를 비교하니 상관 관계를 가지며, 

탄성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3. 학회 만찬 및 주변 안내

3.1 Donglim company

학회 주최측의 준비로 Dongling Vibration 이라는 진동 시험 

전문 회사를 견학했다. 가진기 제작, 시험하는 회사로 다양의 

크기와 방식의 시험기를 제작하고 검증, 분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저자에게 가장 관심이 쏠렸던 기계는 차량의 움직임

을 묘사하는 6자유도 시뮬레이터였다. 유압시스템을 이용하여 

움직임을 표현하였고, 마네킹을 올려 시험을 보여줌으로써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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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감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 견학을 하고 근처에 개인 농장 

안의 식당에 들려서 점심을 먹었는데, 중국에서는 그림과 같이 

회전판 위에 음식들을 올려 놓고 원하는 음식들을 나눠 먹는 

방식이었다.

3.2 서커스 & 수주 & 만찬

학회 첫째날에는 참석자들이 발표일정을 마치고 서커스 공연

을 보러 향했다. 이곳에서 중국의 여러 서커스 중에서 가장 유

명한 마시청 서커스단이 공연하였다. 곤돌라 위에서 기예를 보

여주는 곡예사, 음악에 맞춰서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깔끔한 

동작으로 속도감 있게 재주를 보여주었다. 특히, 청자와 백자

를 던지는 곡예와 이 서커스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개대 구 안에

서 이뤄지는 모터사이클 쇼가 가장 인상에 남았다. 

셋째 날 회사 방문을 마친 후 수주에 있는 유원 정원에 향했다. 

이 곳은 죽국 4대 정원중의 하나인 곳으로 명대 한 관리의 사원

이었다 청대 관리 유소의 소유로 넘어서면서 유원이라고 불리

게 되었다. 태풍에 의해서 한번 파손이 되었는데 정부에 의해 

다시 보수되면서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 중 하나로 지정되었

다. 가이드 하시는 분이 3부분으로 나뉘어 각각 설명을 해주셨

고, 다양한 장식품 및 정원의 풍경이 매우 아름다웠다. 

마지막으로 학회장으로 돌아와 만찬에 참석하였고, 이곳에서

는 테이블마다 앉는 사람을 정해 앉아서 외국 연구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4. 참관 후 느낀 점

이번 ACMD(Asian Conference on Multibody Dynamics)를 

통해서 여러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접할 수 있었다. contact, 

impact, friction, flexible, multibody system등 동시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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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에서 발표가 이루어져 전체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고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하며 느낀점은 Multi Body Dynamics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Multi Body Dynamics 분야는 공

학계에서 좁은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다양하게 연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

도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국제학회라는 자리에서 다양한 연구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연

구진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여 자기 발전을 해야 한다고 느꼈

다. 적극적인 자세로 질의 응답을 하여 서로간의 연구내용을 

교류하는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하지만 단순히 발표 내용을 듣고 

기록하는 것에 만족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학회에 임한 내 자신

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우리 연구실에서는 차량 시스템에 대하

여 어떻게 모델링하고 효율적으로 계산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지만 학회에서는 이러한 연구에 도움이 될만한 

다른 방향의 연구들도 많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서로 융합

한다면 좀 더 발전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다음번 학회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IMSD와 같이 이루어지는

데 국내 연구자들이 더 참석하고 다물체 동역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최신의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나상도 연구원

(부산대학교 CAE연구실 박사과정)

1. 학회 개요

메쉬 생성에 대한 단일 주제로 미국 국방 연구소인 Sandia랩

의 주도로 탄생한 국제 IMR 컨퍼런스는 1992년부터 매년 10월 

경에 개최된다. 금년에는 21번째 학술대회로 10월 7일부터 10

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세번째 그리고 미국에서 10번

째로 큰 도시인 산호세 다운타운의 Sainte Claire 호텔에서 개

최되었다. 산호세는 실리콘밸리의 수도라고 널리 알려져있듯

이 많은 IT기업들이 위치해 있다. 대부분 학회가 관광지나 대학

교에서 개최하여 산업계에서 참여하기기 쉽지 않지만 많은 기

업들이 위치한 산호세에서 개최하여 가까운 곳에 회사가 위치

한 연구자들은 참여가 더 용이 하였다. 필자도 학회장까지 약간 

멀긴 하지만 호텔을 잡지 않고 집에서 통근하여 참석하였다. 

학회가 진행된 Sainte Claire 호텔은 1926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역사적으로도 유서깊은 곳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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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회 내용

2.1 학회 구성

학회는 다음과 같은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1. 단기 강좌

2. 초청 발표

3. 세션 발표

4. 연구 노트 발표

5. 포스터 발표

6. 전문가 개발 세션

7. CUBIT 외부 리뷰

2.2 발표 논문 분야 정리

발표 논문은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은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이외에 단기 강좌가 4가지 강좌, 연구 노트 발표 16건, 초청 

발표 4건, 학생들과 포스닥들의 취업상담 위한 전문가 개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2.3 초청발표

2.3.1 초청발표, To Infinity and Beyond-Moving Simulation 

Modeling Sciences Forward

첫 초청 발표는 이 학회의 창립자인 산디아 내셔날 랩의 Ted 

blacker박사가 발표하였다. 이 초청 발표는 산디아 내셔날 랩

의 메시생성 프로그램인 Cubit 프로젝트의 현주소와 추후 연구 

방향을 발표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는 발표는 

CUBIT 프로그램의 중요 부분은 오픈소스기반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개방될 오픈소스의 라이센스는 GPL라이센스

이긴 하지만 여러 분야에 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CUBIT 프로그램의 정보는 다음의 주소에서 얻을 수 있다. 

http://cubit.sandia.gov/ 

또한 그가 말하는 Cubit팀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후 연구 

분야는 Geometric Reasoning의 Medial Axis, 오버레이 그리

드 생성, 다축 스위핑, 향상된 스무더, GUI 향상: 제스처, 타블

렛 적용, 알고리듬 분야: 오버레이 그리드 생성, 다축 스위핑, 

향상된 스무더 개발 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 등이다.

2.3.2 초청발표, The Story of T-Splines

두번째 초청발표로는 Brigham Young 대학의 Tom Sederberg 

교수가 자신이 발명한 T-Spline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캐드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NURBS 커브는 이를 

조작하는 방법이 직관적이지 못하여 디자이너가 설계하기 어렵

고 여러 NURBS 곡면 패치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워터타이트

(watertight) 볼륨 생성에 문제가 있고 곡면을 국부적으로 상

세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큐빅(cubic) 스프라인을 조합하여 새로운 개념의 T- 

Spline을 만들었다. 그림 5는은 T-Spline을 이용하여 두 실린

더를 부드럽게 연결한 결과를 설명하는 모습이다. 그림 6은 

T-Spline을 실제 산업에 적용하여 설계한 사례를 설명하는 모

습이다.

이는 디자이너가 NURBS에 비하여 직관적 조작하여 설계 할 

수 있고 끝점을 이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워터타이트 볼륨을 

만들기 쉬워서 이를 이용하여 메쉬를 생성하면 해석시 필요한 

워터타이트 메쉬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라

이노 프로그램에서 사용가능한 베타버전의 t-spline 플러그인

을 아래 URL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다. 

www.ices.utexas.edu/~mscott/tsiga_plugin.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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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기술은 오토데스크가 인수하여 자사의 제품에 적용하

고 있다.

2.3.3 초청발표, Subdivision Surfaces in the Movies

세번째 초청발표는 애니매이션 영화로 유명한 픽사의 Mark 

Meyer 박사가 영화산업에서의 메시 분할과정에 대하여 발표하

였다.

에니메이션 제작 프로세스는 첫번째로 모델링, 두번째로 모

델링된 모델에 표정 및 다양한 표정 변화를 주는 과정인 

Rigging, 다음으로 세번째는 모델에 다양한 옷을 입히는 드레

싱, 네번째로 음영을 주는 쉐이딩, 다섯번째로 다양한 동작을 

주는 애니매이션, 여섯번째로 시뮬레이션 및 Fx(물, 안개 등), 

마지막으로 조명을 주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7에 효율

적인 메쉬 세분화 과정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두 

세분화된 메쉬를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데이

터 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세분화된 메시를 저장하여 전달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이러한 세분화된 메쉬를 생성하는 기술을 

GPU등을 활용하여 개발 하였다고 한다. 모든 부분의 메쉬 세분

화를 수행하면 특징이 되어야 되는 부분까지 뭉개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특징 피처 라인은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메쉬 

세분화를 수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8은 특

징 피처를 적용한 메쉬 세분화 기술을 자동차 애니메이션에 

적용한 사례이다. 이 기술을 사용한 픽사의 최신 애니매이션 

영화는 Brave이다. 현재 Pixar는 이와같은 기술이 적용된 오픈

소스기반 OpenSubdiv 라이브러리를 아래의 URL에서 제공한다. 

www.opensubdiv.com

2.3.4 초청발표, Parallel Computational Methods and 

Simulation for Coastal and Hydraulic Applications 

군관련 연구기관인 US army corps of Engineers 기관의 

Coastal and Hydaulics 랩 Chris Kees 박사가 만찬때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위한 병렬 연산 방법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만찬 

발표여서 무거운 내용보다는 결과 위주로 발표하였다. 파도에 

의한 영향 시뮬레이션 (그림 11), 선박 시뮬레이션 등의 대규모 

시뮬레이션 결과를 시연하였다 (그림 12). 또한 이 군사 관련 

연구 기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기반의 시뮬레이션 툴킷인 

Computational Methods and Simulation Toolkit을 발표하

였다. 이는 대규모 시뮬레이션 홍수 시뮬레이션, 파도 시뮬레

이션 등에 적합하며 아래 주소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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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roteus.usace.army.mil/

그리고 이 기관과 가시화툴킷 VTK로 유명한 Kitware사가 

합작으로 대규모의 연산 모델링 과정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

스인 Computational Model Builder Suite (CMB Suite) 도 

발표하였다 (그림 13).

2.4 논문 발표

2.4.1 Geometric Reasoning in Sketch-Based Volumetric 

Decomposition Framework for Hexahedral Meshing - 

Jean Hsiang-Chun Lu 외, Carnegie Mellon University

기존연구로 스케치를 이용한 형상 분해(decomposition)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사람이 그리는 스케치는 쉽

게 할 수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

으로 인하여 정확도가 요구되는 메쉬 생성등의 복잡한 과정에

는 응용되지 못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스케치를 미리 정의된 기하 형상으로 인식시켜 주는 뷰티피케

이션 알고리듬을 개발 한 바 있다. 그러나 형상만을 보아서는 

어느 부분으로 형상을 분해하여야 최적의 헥사메쉬를 만들 수 

있는지는 알수 없다. 이를 계산하여 표시하여 줄 수 있으면 최

적의 형상 분해를 수행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산디아 랩과 

카네기멜론대학 연구팀은 스케치 기반 형상 분해와 Medial 

object 연산을 결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림 14 (a) 스케치한 곡선을 스위핑(sweeping) 하여 형상 

분해를 위한 곡면생성, (b) 곡면을 이용하여 형상 분해를 수행

한 결과 (c) 이를 이용한 헥사 메쉬 생성 결과 (e) 자코비안 

메트릭스를 이용한 메쉬 품질 평가결과 평면으로 형상디컴포지

션 후 메쉬 생성 결과 (f) 자코비안 메트릭스를 이용한 메쉬 

품질 평가 결과 붉은 부분이 많은 것이 메쉬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스케치와 3D Medial object를 활용하여 효

율적인 메쉬 분해를 가능케 한다.

2.4.2 Efficient moving mesh technique using generalized 

swapping,- F. Alauzet, INRIA 프랑스

이 논문은 복잡하고 대량의 변위를 가지는 삼차원 형상의 운

동을 나타내기 위한 메쉬 생성을 위한 논문으로 이 연구에서 

두가지 방법으로 효율적인 이동 메쉬를 생성한다. 이를 위하여 

첫번째로 버텍스 변위와 메쉬 연결의 변화 만을 이용하여 표현

한다. 그리고 두번째로 대부분 CPU 연산량은 메쉬 이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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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 변형 알고리듬에서 기인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전

된 곡선 가속 트레젝토리를 이용한다. 이 효과적인 새로운 방법

을 이용하여 그림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로켓 시뮬레이션 등의 

거대한 변위의 메쉬 이동을 나타내어 본 연구의 효율성을 검증

하였다.

2.4.3 Improving Element-Boundary Alignment in All- 

Hex Meshes of Thin-Walled Solids by Side-Face Identification- 

Soji Yamakawa 외, Carnegie Mellon University

이 논문은 얇은 벽을 가지는 솔리드의 사이드 페이스를 식별

하는 새로운 계산 방법을 제안하는 논문으로 이 방법은 삼각메

쉬를 헥사 메쉬로 변환하는 과정에 사용할 수 있다. 사이드 페

이스를 제외시키는 방법을 적용후 헥사 메쉬를 생성하면 사이

드 페이스의 경계에서 생성된 메쉬의 스케일 자코비안(scaled 

Jacobian) 품질은 향상된다. 이 제안된 방법은 먼저 선정된 

페이스의 시드를 찾아 이에 속한 사이드 페이스를 찾는다. 이때 

선정된 페이스가 이웃된 에지에 적은 dihedral 각도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이 선정된 페이스들은 하나의 선택된 페이스와 갖

는 선택되지 않은 페이스 사이가 낮은 dihedral 각도를 갖는 

에지가 남지 않을 때 까지 반복한다. 이를 적용한 실험 결과로 

확연하게 경계에서 생성된 메쉬의 스케일 자코비안(scaled 

Jacobian) 품질은 그림 16의 (c)에 나타낸 바와 같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5 포스터 발표

포스터 발표는 1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기존과는 다르

게 자신의 포스터 논문을 2분간 설명하는 시간을 따로 배정하

여 포스터발표 논문의 이해를 도와서 많은 이들이 좋은 아이디

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 이 학회의 연구분야가 넓지 

않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모두 발표 논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2.6 Cubit 외부 리뷰

산디아 내셔날 랩의 Cubit 프로젝트는 geometry and mesh 

generation toolkit, Common Geometry Module (CGM), 

Mesh verification with VERDICT, Cubit adaptive mesh 

generation library (CAMEL), graphical user interface 

with CLARO로 구성된다. Cubit 프로젝트의 관련 홈페이지는 

cubit.sandia.gov 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산디아랩을 비롯한 

주요 내셔날 랩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다양한 기업체에

서도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사용되고 있다. 매년 IMR학회에서

는 일년동안 진행된 모든 외부 수주 연구와 내부 개발 내용을 

공개적으로 리뷰하여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Cubit 프로젝트

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학계 및 산업계의 의견을 경청한다.

2.7 만찬

컴퓨터 역사 박물관에서 열린 만찬시에는 2.3.4 절에 기술한 

초청발표와 시상식을 하였다. 시상식에는 우수논문상과 우수 

포스터 상 그리고 이 분야에 기여한 한명의 연구자를 선택하여 

주는 마에스트로 상을 시상하는데 우수 포스터 상에 필자의 

팀이 수상하였다. 그림 19의 가운데가 필자이고 맨 오른쪽 사람

이 금년 학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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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컴퓨터 역사 박물관

본 학회의 만찬은 버스를 타고 모두 30분간 이동하여 구글 

메인 오피스의 근교인 Mountain View에 위치한 컴퓨터 역사 

박물관에서 하였다. 그림은 역사 박물관 건물 외관이다. 만찬

이 끝난 후 컴퓨터 역사 박물관을 관람 할 수 있었는데 이날은 

일반 관광객을 받지 않는 날이어서 학회에 참석한 사람들만 

이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었다. 이 컴퓨터 역사 박물관에는 근

대의 계산기에서 부터 게임기 슈퍼컴퓨터 등의 다양한 컴퓨터 

역사관련 소장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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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분야가 메쉬생성으로 한정된 좁은 분야의 학회이기에 아주 

많은 연구자들이 참가하지는 않지만 전문성이 뛰어나고 발표 

논문과 참가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금년의 IMR 컨퍼런스는 

100여명의 연구자들이 참가하였고 참가자들은 미국, 프랑스, 

영국의 연구자들이 주를 이루었다. 많은 연구기관과 기업체들

이 오픈소스의 라이브러리를 공개하였다 본 참관기에 관련 

URL이 기술되어 있으니 관련연구자들이 잘 활용하였으면 한

다. 이 학회는 참가하기 편리한 산호세에서 개최하여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학회를 빌어 좋은 관광지를 방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내년의 IMR 컨퍼런스는 디즈니월드로 유명한 플

로리다의 올랜도에서 개최된다. 올랜도에 관심있는 관련 연구

자들은 준비하여 참석하면 좋을 것이다. 금년의 메쉬 생성 학회

인 IMR 컨퍼런스에서는 단 한 명의 한국 연구자들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필자의 연구분야도 정통 메쉬 생성 분야는 아니기에 

이 분야에 한국연구자들이 희귀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메쉬 생성 프로그램이나 해석 프로그

램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이유를 유추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단시간에 좋은 

효과를 얻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더 기초적인 부분의 연구에 

투자하여 기반기술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참관기를 마친다.

송인호 

(Ennova Technologies, Inc., song@ennova-cf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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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논문의 연구 분야 

<그림 1> 소분류 기준 빈도수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충남대 KAIST 한양대 POSTEC 합계

연도별
2011년

8월
2012년

2월
2011년

8월
2012년

2월
2011년

8월
2012년

2월
2011년

8월
2012년

2월
2011년

8월
2012년

2월
2011년

8월
2012년

2월
2011년

8월
2012년

2월
2011년

8월
2012년

2월
2011년

8월
2012년

2월

재료 및 파괴부문 1 1 1 2 1 4 2 1 13

고체 및 구조역학 1 1 1 2 2 1 8

동역학 및 제어부문 1 3 3 5 10 8 3 1 1 5 6 3 1 3 1 54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 3 1 2 5 3 6 2 1 4 2 2 31

열공학부문 1 1 1 1 1 1 1 1 2 2 1 13

유체공학부문 1 2 10 7 3 1 1 5 3 1 2 1 37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 2 2 3 2 1 2 12

정밀 및 특수가공 1 1 4 4 6 7 1 1 5 4 2 36

마이크로 및 나노 1 4 5 5 2 3 3 1 1 25

합계 1 5 0 8 13 14 37 30 16 17 6 7 24 22 12 6 6 5 229

<표 1-1> 전공에 따른 국내 8개 대학 기계공학박사학위논문의 경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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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부 전공별 연구주제 1)

 

기계공학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국내 9개 대학에서 

2011년 8월 및 2012년 2월에 발표된 총 229편의 기계공학관련 

박사학위논문 초록을 수집하였으며, 전공별 통계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학위논문의 초록 정보를 기초로 하여, 299편의 논문

에서 학진의 기계공학 분류기준에 따라 9가지 대분류 및 67 

개의 소분류 기준으로 나누어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총 50 가지 

분야가 도출되었다. 

 

분야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동역학 및 제어, 정밀 및 특수가공 등의 분야의 

키워드가 많이 도출되었다. 이어서 유체공학, 로봇공학, 연소, 

용접 부분도 많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다. 각 부분별로 살펴보

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동역학 및 제어 부문의 

경우 24%를 차지하며 MEMS, 동역에너지, 연료전지 등 다양한 

분야가 나타난다. 정밀 및 특수가공 부문에서는 전산 설계, 가

공 공학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열 공학 부문에서는 열 

및 물질전달, 열기기, 열전달 기관 등이 나타났다. 

 2) 대학별 연구주제의 분포 비교

연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특성화가 요구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계공학 분야에서도 학교에 따른 연구주제의 특

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 수집한 자료

를 학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질적 신뢰도를 고려하여 수집된 

자료의 수가 15개 미만인 것을 제외한 5개 학교를 비교하였다. 

서울대학교는 조사대상 학교 중 가장 많은 67편의 박사 학위

논문을 배출하였으며 세부분야 별로는 유체공학 (25%), 나노 

및 제어시스템(18%) 등 유체 및 나노시스템 관련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소음, 계측, 로봇공학, 동역학, 연

료 및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키워드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상대

적으로 재료 및 파괴나, 구조역학 부분에서는 연구가 적은 것이 

특징이었다.

<그림 2> 서울대학교 연구분야

KAIST는 서울대학교 다음으로 많은 46편의 박사 학위논문을 

배출하였으며 세부분야 별로는 기계요소 및 기계설계(22%), 

동역학에너지 및 제어(20%), 유체공학(13%)등이 상위권에 나

1) 학술진흥재단의 기계공학 연구분야 분류에 따랐으며, 세부 분야는 부록에 첨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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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외에도 논문 편수가 많은 만큼 생산자동화 및 생산관

리, CAD/CAM, 제어, 소음 로봇공학 전 분야에 걸쳐 15개의 

키워드가 검출되었다.

<그림 3> 카이스트 연구 분야

연세대학교는 모두 33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배출되었고, 정

밀 및 특수가공 분야(25%)가 박사 논문 분야 중에서도 가장 

많이 편찬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나노시스템이 21%를 차지

하였고, 기계설계 (18%) 순이었다. 기타 재료 및 파괴, 열 시스

템, 제어 등 모두 8개의 키워드가 관측되었다. 

<그림 5> 연세대학교 연구 분야

부산대학교는 모두 27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배출되어 9개의 

분야가 관측되었다. 정밀가공시스템 분야가 8건, 제어자동화 

분야 4건, 동역학(소음/진동) 4건, 유체공학, 에너지 등이 두 

건씩 발표되었으며, 기타 고체역학, 열시스템, 복합재료 등 9개

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그림 6> 부산대학교 연구 분야

한양대학교는 모두 18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배출되어 11개의 

키워드가 관측되었다. 마이크로/나노분야, 최적설계, 제어, 설

계공학, 재료, 동역학에너지, 열시스템 등이 두 건씩 발표되었

으며, 기타 진동, 소음, 로봇공학, 유체공학 등 11개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그림 7> 한양대학교 연구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