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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머리말

 기계공학 지식 정보의 중심’을 모토로 하여 1997년부터 기계공학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부터 전문적인 자료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는 2013년부터 기계공학분야와 건설공학분야까지 확장하여 

서비스를 하게 됨에 따라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MATERIC, 메이트릭)”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2013년 

11월부터 기계공학과 건설공학을 아우르는 통합홈페이지(www.materic.or.kr)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메이트릭의 구체적인 콘텐츠에는 기계공학과 건설 분야 학술지 및 학술대회의 논문으로 구축된 문헌정보, 연구자

인터뷰, 해외학술대회참관기, 학술행사 취재기, SNA 분석 등의 연구동향, 학술대회 동 사, 세미나, 단기강좌 동

상등으로 이루어진 동 상 서비스, 용어사전, 수학역학공식, 물성치 테이블, 가상실험실 등으로 이루어진 특성화DB

등이 있습니다. 메이트릭은 현재 7만 5천여명(2014년 2월기준)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꾸준하게 기계공학과 

건설공학의 콘텐츠 축척과 개발을 통해 기계공학과 건설공학연구자들과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은 2006년부터 매년 책자로 발간한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이 사업명이 

바뀜에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이름을 바꾸고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에는 

Transducers' 2013 학술대회 자료를 활용한 MEMS 분야 연구동향 조사 분석, 2013년 연구자 인터뷰, 2013년 

해외 학술대회 참관기, 기계공학 박사 학위 논문의 분야별 연구주제, 국내 9개 대학의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초록을 

수록하 습니다. 이들 자료들 중 대부분은 2013년도에 메이트릭과 관련학회, 연구자들의 참여를 통해 메이트릭 

홈페이지(www.materic.or.kr)에 구축된 내용들이며, 이를 통해 2013년에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이나 연구주제들

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 습니다.

아직 사업초기여서 건설공학의 자료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설공학분야는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에 위탁사업을 통해 건설 분야의 정보들을 확보하고 서비스 하고 있으며, 좀 더 많은 건설공학 자료들이 센터연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설공학연구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계공학과 건설공학의 많은 연구자분들이 메이트릭 홈페이지(www.materic.or.kr)에서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으시기를 바라며, 또한 연구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연구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2월

이  석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장)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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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S분야 연구동향 조사 분석

Transducers 2013 학술대회 자료를 활용한 

MEMS 분야 연구동향 조사분석

이  석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센터장)

고정상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정병규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I. 들어가며

미세전자기계시스템(MEMS, 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s)은 반도체 제조기술을 이용해 실리콘 기판 위에 3차원의 구조

물을 형성하는 기술로 초고 도 집적회로, 각종 센서, 잉크젯 프린터 헤드, HDD 자기헤드 등 초미세 기계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MEMS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산업기술인 반도체 기술에 버금가는 유망 기술로 현재 기술의 응용 범위는 유전자 정보 

해독을 위한 바이오칩 등 생명의료 분야, 무선부품, 광부품, 미세기계 분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유망한 기술이다. 따라서 

해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면 연구방향 수립과 공동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R&D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분석대상자료 및 분석방법

센서(Sensor)와 액추에이터(Actuator) 관련 국제 학술대회인 The 1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lid-State Sensors, 

Actuators and Microsystems(Transducers’2013)이 지난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었다. 이 학회는 격년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를 돌아가며 열리며, 액추에이터나 센서분야를 포함하는 Transducer 분야를 

기본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화학, 생물 등도 포함하는 거의 전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이 학술대회는 매년 700여건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현재 17회로 역사가 깊은 MEMS 분야의 대표적인 해외학술대회로 인식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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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ransducers’2013 학술대회 홈페이지

(http://www.transducers-2013.org)

개최일 개최장소 논문편수

June 16-20, 2013 Barcelona. Spain 707편

표 1. 분석대상인 Transducers’2013 학술대회 정보와 논문 편수

이번 2013년 학술대회에서는 총 707건의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이들 논문에 대한 저자 및 소속, 키워드 

등을 논문 Proceeding에서 추출하 다.

분석방법은 통계분석과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하 으며, 통계분석은 분야별 논문 수, 기관별 논문 

발표 수, 저자별 논문 발표 수를 분석하 고, 네트워크 분석은 Net Miner 3.6을 사용하여 키워드 분석, 공저자 분석, 분야-기관 

분석(2Mode), 저자-키워드 분석(2Mode)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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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통계분석

1. 분야별 논문수

논문이 발표된 분야는 Plenary를 포함하여 총 96개 분야가 있으며, Gas Sensors가 24건, Medical Microsystems가 24건, 

Microfluidics가 22건, Accelerometers가 20건, Fluid manipulation in microsystems가 2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0건 

이상의 논문이 발표된 분야의 순서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그림 2. 분야별 발표논문 수

2. 국가별 발표 논문 수 

Transducers’2013에는 총 38개 국가가 참여하 다. 국가별로는 USA가 202건의 논문을 발표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JAPAN이 119건, TAIWAN이 52건, GERMANY가 48건, 홍콩을 제외한 CHINA가 41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KOREA가 

41건으로 나타났다. 즉 USA, JAPAN, TAIWAN, GERMANY, CHINA 그리고 KOREA 순으로 우리나라가 공동 5위이다. 이전에는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한국이 4위를 차지했었지만 국내 대기업의 MEMS 분야 연구 중단으로 MEMS분야 논문 발표가 감소되었

고 국가지원 연구비 또한 MEMS분야에서 나노 및 바이오로 옮겨감에 따라 이 분야의 기술 및 인력양성이 급격히 감소하 다. 

또한 최근 중국 및 대만의 경우 국가적인 연구비 지원을 통하여 미국, 일본 및 유럽에서 학위를 취득한 연구원의 자국 회귀와 

인력양성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논문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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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논문발표수 국가 논문발표수

USA 202 PORTUGAL 5

JAPAN 119 TURKEY 5

TAIWAN 52 DENMARK 4

GERMANY 48 NORWAY 2

CHINA 41 POLAND 2

KOREA 41 SAUDIAR ABIA 2

FRANCE 25 SLOVAKIA 2

SWITZERLAND 22 ALGERIA 1

NETHERLANDS 20 EGYPT 1

ITALY 15 FINLAND 1

SINGAPORE 13 GELGIUM 1

SWEDEN 13 INDIA 1

CANADA 12 ISRAEL 1

SPAIN 11 LITHUANIA 1

UK 11 NEWZEALAND 1

BELGIUM 9 SW AZILAND 1

AUSTRIA 8 THAILAND 1

IRELAND 6 TUNISIA 1

HONGKONG 5 UAE 1

표 2. 국가별 논문 발표 수

그림 3. 국가별 논문 발표 수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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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별 발표 논문 수 

Transducers’2013에서는 247개의 기관에서 투고한 707건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기관별 발표 논문 수는 아래 표2와 같이 대만의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가 가장 많은 수인 34건의 논문을 발표하 으며, University of Tokyo,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가 20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 다. 한국의 기관 중에는 KAIST가 10건의 논문을 발표하 고,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각각 5개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Taiwan 29

University of Tokyo Japan 24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SA 20

Tohoku University Japan 19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a 16

University of Michigan USA 15

Commissariat a L'energieatomique(CEA) France 12

Stanford University USA 12

University of Freiburg Germany 12

ETH Zurich  Switzerland 11

Nan 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11

Peking University China 11

Boston University USA 10

Ecole polytechnique federale de lausanne(epfl)  Switzerland 10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AIST) Korea 10

Toyohashi University of Technology Japan 9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wan 8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Netherland 7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USA 7

University of Colorado USA 7

Dublin City University Ireland 6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Belgium 6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Sweden 6

Mesa+University of Twente Japan 6

Nagoya University Japan 6

Ritsumeikan University USA 6

University of Cincinnati USA 6

University of Utah USA 6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USA 5

Carnegie Mellon University USA 5

Cornell University USA 5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5

Tsinghua University China 5

University of Bremen Germany 5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5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SA 5

Vienna University of Technology Austria 5

Yonsei University Korea 5

표 3. 기관별 논문 발표 순위(5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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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저자별 논문 발표순위

주저자별 논문 발표 수를 살펴보면 G.-H. Feng(National Chung Cheng University)과 UNIST(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임 진이 

3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2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는 아래 표3과 같다.

주저자 소속기관 국가
발표

논문수

G.-H. Feng National Chung Cheng University Taiwan 3

Y. Lim
(임영진)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3

B. Dong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2

B. Zhang University of Minnesota USA 2

E. J. Ng Stanford University USA 2

G. Langfelder Politecnico di Milano Italy 2

H. R. Seren Boston University USA 2

J. Yang Columbia University USA 2

J. F. Tao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2

J. H.-C. Chang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USA 2

J. J. Brown University of Colorado USA 2

M. Re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2

N. Lafitte University of Tokyo Japan 2

N. Shimada University of Tokyo Japan 2

P. Du Boston University USA 2

S. Schroder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Sweden 2

S. Y. Yee University of Michigan USA 2

T. Aono Hitachi Ltd. Japan 2

W. Liao University of Florida USA 2

X. Wang Boston University USA 2

X. Xie University of Utah USA 2

표 4. 발표 논문수(주저자 기준,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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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논문의 공저자는 2,927명으로, 이들 중 6건 이상의 논문에 참여한 공저자는 아래 표와 같다.

NO 연구자 소속 국가
참여
논문

1 W. Fang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Taiwan 14

2
H. Fujita University of Tokyo Japan 9

A. Q. Liu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9

3

Z. Zhang Boston University USA 8

T. W. Kenny Stanford University USA 8

K. Najafi University of Michigan USA 8

J. M. Tsai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Singapore 8

C. Hierold ETH Zurich Switzerland 8

A. B. Randles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Singapore 8

4

Y. Yang Stanford University USA 7

R. L. Peterson University of Michigan Singapore 7

P. Kropelnicki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Singapore 7

M.T ang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Singapore 7

M.E sashi Tohoku University Japan 7

H. Cai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Singapore 7

5

V. A. Hong Stanford University USA 6

S.-S. Li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Taiwan 6

N. F. Derooij É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 Switzerland 6

M. Ishida Toyohashi University of Technology Japan 6

L. L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SA 6

K.S awada Toyohashi University of Technology Japan 6

K. Matsumoto University of Tokyo Japan 6

I. Shimoyama University of Tokyo Japan 6

E. J. Ng Stanford University USA 6

표 5. 공저자 참여 논문수(6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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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 수정 후

aluminum nitride (aln)
aluminum nitride

aluminum nitride

capacitive sensing
capacitive sensor
capacitive sensors

capacitive sensor

chemical sensing
chemical sensor
chemical sensors

chemical sensor

comb drive actuator
comb-drive actuator

comb drive actuator

digital microfluidic
digital microfluidics

digital microfluidic

electrical contact
electrical contacts

electrical contact

field effect transistor (fet)
field effect transistor

field effect transistor

flexible substrate
flexible substrates

flexible substrate

inertial microfluidic
inertial microfluidics

inertial microfluidic

high sensitive
high sensitivity

high sensitive

inkjet-printing
inkjet printing

inkjet printing

ionic liquid
ionic liquids

ionic liquid

isfet
isfets

isfet

joule-heating
joule heating

joule heating

lab on chip
lab-on-chip
lab-on-a-chip

lab on chip

ionogel
ionogels

ionogel

표 6. 키워드 통일을 위해 수정된 키워드들

IV. 네트워크 분석

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발표된 논문에서 나열된 키워드는 2,511건이었다. 여기에는 아래 표의 수정 전 키워드와 같이 동일한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대문자

와 소문자, 복수와 단수 등으로 다르게 표기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른쪽과 같이 소문자, 단수로 일괄 통일하여 최종적으로 

2,463개의 키워드를 추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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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 수정 후

magnetic nanoparticle
magnetic nanoparticles

magnetic nanoparticle

mems switch
mems switches

mems switch

quality factor
quality factor (q)

quality factor

lame mode
lame-mode

lame mode

microelectrode array (mea)
microelectrode array

microelectrode array

micromirror
micromirrors

micromirror

microfluidic channel
microfluidic channels

microfluidic channel

drug delivery
drug delivery systems (dds)

drug delivery

conducting polymer
conducting polymers
conductive polymer

conducting polymer

electrostatic actuation
electrostatic actuator
electrostatic actuators

electrostatic actuator

 gas sensor 
 gas sensors 

gas sensor 

gyroscopes 
gyroscope 

gyroscope

high temperature sensing
high temperature sensor

high temperature sensor

integrated heater
integrated heating

integrated heater

laser doppler vibrometer
laser doppler vibrometry

laser doppler vibrometry

liposome
liposomes

liposome

lorentz force 
lorentz forces 

lorentz force 

magnetic sensor
magnetic sensors

magnetic sensor

magnetometer
magnetometers

magnetometer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MEMS)
MEMS
MEMSs

MEMS

mems scanner
mems scanners

mems sc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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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 수정 후

microchannel
microchannels

microchannel

microcoil
microcoils

microcoil

micromachining
micromachining process

micromachining

microsystem
microsystems

microsystem

microtube
microtubule
microtubules

microtube

microvalve
microvalves

microvalve

minimally invasive surgery
minimally invasive surgery (mis)

minimally invasive surgery

multi-wall carbon nanotubes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multi-wall carbon nanotubes

multiplexed
multiplexing

multiplexing

 nanoparticle 

 nanoparticles 
nanoparticle

nanostructure
nanostructures

nanostructure

nanowire
nanowires

nanowire

neural probe
neural probes

neural probe

non-contact
non-contacting

non-contact

oste
oste+

oste+

phase noise
phase noise (pn)

phase noise

point-of-care diagnostic
pointof-care diagnostics

point-of-care diagnostic

pvdf
poly(vinylidene difluoride) (pvdf)

pvdf

pressure sensor
pressure sensors

pressure sensor

protein microarray
protein microarrays

protein microarray

pyroelectric
pyroelectricity

pyroelectric

pzt actuator
pzt actuators

pzt act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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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 수정 후

resonant sensor
resonant sensors

resonant sensor

rf mems
rf-mems

rf mems

silicon carbide
silicon carbide (sic)

silicon carbide

silicon nano tweezers
silicon nanotweezers

silicon nano tweezers

silicon nanowire
silicon nanowires

silicon nanowire

strain sensor
strain sensors

strain sensor

temperature compensation
temperature compensation (tempco)

temperature compensation

thermal actuator
thermal actuators

thermal actuator

thermal sensor
thermal sensors

thermal sensor

thin film
thin films
thin-films

thin film

ultra low power
ultra-low power

ultra low power

van der waals
van der waals force

van der waals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wafer level package
wafer level packaging
wafer-level packaging

wafer level package

waveguide coupler
waveguide coupling

waveguide coupler

white light interferometry
white light interferometry (wli)
white-light interferometry

white light interferometry

zno nanowire
zno nanowires

zno nanowire

한 논문에 같이 나열된 키워드들의 상관관계를 서로 연결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spring layout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노드로 표현되어 있고, 두 키워드가 한 논문에 같이 나열된 횟수에 비례한 굵기를 갖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관계를 다 나타내면 너무 복잡하여 그림 4처럼 살펴보기가 어렵다. 그림 5는 전체 키워드의 상관관계를 좀 더 보기 쉽도록 한 

번만 같이 나열된 키워드의 관계를 생략(선의 굵기가 1 이하인 값을 삭제, Link Reduction 1)한 그림이다. 노드의 크기는 다른 

키워드와 연결된 링크의 수에 비례하여 표시된다. 이 그림을 보면 "MEMS" 키워드가 가장 많은 연결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학술대회에서 사용된 키워드의 빈도수를 표 7과 같이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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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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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 Link Redu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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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키워드
빈도
수

순위 키워드 빈도수

1 MEMS 61

12

Hydrogel 6

2 Microfluidics 38 Inertial Sensor 6

3 Energy Harvester 19 Inkjet Printing 6

4 Gas Sensor 17 Microfluidic 6

5 NEMS 15 Neural Probe 6

6

Biosensor 12 Oscillator 6

Carbon Nanotube 12 Polymer 6

Nanoparticle 12

13

Actuator 5

Parylene 12 Digital Microfluidics 5

7

Accelerometer 11 Flexible 5

Graphene 11 High Temperature 5

Resonator 11 MEMS Gyroscope 5

8

Chemical Sensor 10 Silicon 5

CMOS MEMS 10 Silicon Carbide 5

Gyroscope 10

14

Cell 4

Microfabrication 10 DNA 4

Pressure Sensor 10 Gold Nanoparticle 4

9 Tactile Sensor 9 High Sensitivity 4

10
Piezoelectric 8 Humidity Sensor 4

Su-8 8 Ionic Liquid 4

11

Capacitive Sensor 7 Lorentz Force 4

Electret 7 Micro Gas Chromatography 4

Lab-On-Chip 7 Microfluidic Chip 4

Metamaterial 7 Microfluidic Platform 4

Nanostructure 7 Microsystem 4

PDMS 7 Optofluidics 4

PZT 7 Packaging 4

Quality Factor 7 Parylene-C 4

Reliability 7 Phase Noise 4

Resonators 7 Porous Silicon 4

Sensor 7 Single Crystal Silicon 4

Silicon Nanowire 7 Temperature Compensation 4

Temperature Sensor 7 Thermal Conductivity 4

12
Atomic Layer Deposition 6 Thin Film 4

CMOS 6 Wafer Level Packaging 4

표 7. 키워드 빈도수 (빈도수 4이상)

 

그림 6은 빈도수가 가장 많은 키워드를 중심에 표시하고 빈도가 낮을수록 바깥쪽에 표시한 Degree Centrality이다. Degree 

Centrality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는 어느 하나의 점(Node, 여기서는 키워드를 의미함)과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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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법이다. 즉, 네트워크상에서 점이 직접적인 관계 또는 흐름을 가질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실제 점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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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또는 흐름 수의 비율(Portion)을 바탕으로 한다.

Transducers’2013 논문의 키워드들의 Degree Centrality를 나타낸 그림 6을 보면 위의 Spring layout 결과와 마찬가지로 

MEMS 키워드가 그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 외에 Microfluidics가 2번째로 중심에 가까우며, Energy Harvesting, 

Resonator, Gas Sensor, NEMS가 3번째로 중심에 가까이 있으며 Accelerometer, Biosensor, Capacitive Sensor, Carbon 

Nanotube, Chemical Sensor, CMOS MEMS, Electret, Graphene, Gyroscope, Lab-On-Chip, Gas Sensor, Microfabrication, 

Nanoparticle, Nanostructure, Parylene, PDMS, Piezoelectric, Polymer, Pressure Sensor, PZT, Quality Factor, Reliability, 

Resonator, Sensor, Su-8, Tactile Sensor, Temperature Sensor, Thin Film의 키워드들도 비교적 중심에 가까이 나타나서 

이들 키워드에 해당하는 논문의 발표가 많았으며,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6.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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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다양한 키워드 통계를 위해 지나치게 비중이 높은 MEMS 키워드를 제거하고 Spring Layout과 Degree Centrality를 나타낸 

결과를 아래 그림 7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7. MEMS를 제외한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Spring layout, Link Redu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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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5 아래 그림 7에서 비교해 보면 MEMS를 통해 연결되어 있던 큰 그룹이 NEMS, Microfluidics, Energy Harvester, 

Resonator, Gyroscope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논문의 성격과 크게 관계없이 대분류인 

MEMS라는 키워드에 의해 연결되어 있던 부분이 제거됨에 따라 이들 5개의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연결 관계가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MEMS를 제외하고 Degree Centrality를 분석하면 Microfluidics 키워드가 중심에 오고 두 번째로 NEMS가 중심에 가까이 

오며, Energy Harvesting, Resonator의 키워드가 세 번째로 중심에 가까운 키워드로 나타났다. 나머지 키워드로는 Biosensor, 

Electret, Gyroscope, Oscillator, Oste+, Epoxy, Gas Sensor, Graphene, Harsh Environment, KHZ Range, Lorentz Force, 

MEMS Gyroscope, Mode-Matching, Phase Noise, Pressure Sensor, Silicon Carbide, Viscosity Sensor 등이 있다. 

 

그림 8. MEMS를 제외한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Degree Centrality, Link Reduction 1)

이들 키워드 중 Energy Harvesting은 운동에너지, 체열, 진동 등과 같은 물리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 이용하려는 연구이

다. 대표적인 예로 손목의 움직임이나 체온을 내부 동력으로 이용하는 손목시계를 들 수 있다. 특히, 마이크로 회로 및 첨단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수 마이크로와트(㎼) ∼ 수 와트(W) 범위의 전기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고 이를 이용한 센서 및 액추에이터의 

구동에 사용이 가능하여 최근 Energy Harvest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연구내용으로는 응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열전재료와 같은 경우 열전상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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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파수의 필터로 사용되는 Resonator 기술은 최근 MEMS 제조공정기술을 이용하여 상용화된 가속도센서, 압력센서, 잉크젯

헤드 및 프로젝터 용 미러 디스플레이와 함께 가장 상용화에 가까운 기술이다. 실제 미국의 SiTime사에서는 이를 상용화하여 

판매하고 있다. 

Electret은 자석과 같이 +/-극으로 반 구적으로 분극된 유전체 재료로서,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표면 전위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있다. 이러한 정전 전압 소스는 발전기의 편극을 위해 사용 가능하여 외부 전압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입을 수 

있는(wearable) 시스템의 개발과 함께 외부의 입력 전압 없이도 작동하고 집적이 용이한 소자가 필요한데, 이때 외부 전압을 

대체하기 위해 Electret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스피커와 같은 음향소자에도 이용되고 있다.

2. 연구자(공저자)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분석과 마찬가지로 Transducers’2013의 논문의 공저자들의 상관관계를 넷 마이너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하 다. 그 결과 아래 그림9와 같이 많은 연구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들 중 오른쪽 하단은 

개인이나 실험실 단위로 그룹을 이루고 있으며,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여러 기관 소속의 연구자들이 모인 의미 있는 그룹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비교적 큰 그룹들을 골라 그림9와 같이 그룹A~I로 정하고 개별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자. 

 

그림 9.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



MEMS분야 연구동향 조사 분석

- 25 -

그림 10, 11의 그룹 A는 L. Lin(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 A. Horsley(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W. 

Fang(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S.-S. Li(National Tsing Hua University)이 각각 중심이 되어 연결 역할을 하는 연구자 

그룹임을 알 수 있으며, 연구 그룹 중 가장 큰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가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와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소속되어 있는데 W. Fang(National Tsing Hua University)은 Taiwan의 대학 소속으로 비교적 

큰 연구자 그룹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타이완과 University of California 대학 연구자들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W. Fang(National Tsing Hua University)은 표 5의 공저자 참여 논문 수에서 보듯이 가장 많은 14편의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하 으

며 Physical Microsystems 분야에서 “CMOS MEMS: A Key Technology Towards The ‘MORE THAN MOORE’ Era”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 다. Fang 교수는 Carnegie Mellon University에서 학위를 취득하 고, MEMS 분야의 초기 멤버인 UCLA의 

Y.-C. Tai와 C.-M. Ho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MEMS 분야 학회 및 저널 편집위원으로 추천을 받아 활동해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박막의 MEMS 분야 응용 연구를 수행하여 왔었다.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20명 이상의 박사 및 10명 이상의 석사과정 

학생들로 이루어진 대그룹을 이끌고 MEMS 응용 전 분야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는 SCI 저널에 1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6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림 10. 연구그룹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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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in(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와 D. A. Horsley(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교수는 버클리 출신이자 

BSAC(Berkeley Sensor and Actuator Center)의 회원이며, 많은 연구를 BSAC회원 기업 및 연구자들과 수행하고 있고 과거 

기계적 MEMS 구조물을 제작하여 응용하는 연구가 주 으나, 최근엔 바이오, 나노 및 마이크로유체, RF 및 에너지생성 등의 

연구를 넓게 수행하고 있다.

그림 11. 그룹 A(부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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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의 그룹 B는 일본의 University of Tokyo 소속 연구자들의 그룹으로 H. Fujita(University of Tokyo)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다. H. Fujita(University of Tokyo)는 공동저자로 9편의 논문에 참여하 다. 이외에 L. Jalabert(University of Tokyo), 

N. Lafitte(University of Tokyo)가 그 다음 중심연구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R. Yokokawa(Kyoto University)의 

경우는 University of Tokyo와 Kobe University, Kyoto University를 연결시키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경대 그룹으로 

원로격인 Fujita 교수를 중심으로 MEMS 액추에이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일본인이 아닌 두 연구자(L. Jalabert, N. Lafitte)의 

경우, 동경대 생산기술연구소가 프랑스 CNRS와 공동으로 운 하고 있는 LiMMS연구소에 소속된 교수로서 MEMS 및 NEMS 분야의 

연구, 특히 바이오분야의 MEMS 기술 적용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그림 12. 그룹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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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그룹 C

그림 13의 그룹 C는 일본의 Tohoku University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룹으로 M. Esashi(Tohoku University)와 S. 

Tanaka(Tohoku University), 두 명의 연구자가 중심으로 그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중심연구자의 역할이 

매우 높으며, 학생과 지도교수의 관계처럼 전형적인 스타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Esashi 교수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센서 분야 

연구에 주력하여 왔으나, 최근 그의 은퇴 후에는 부교수인 Tanaka 교수가 실험실을 이어 받아 에너지 생성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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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그룹 D

그림 14의 그룹 D는 스위스의 로잔대학교(E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EPFL))와 스위스연방공과대학교(ETH 

Zurich) 소속의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C. Hierold(ETH Zurich)와 N. F. de Rooij(E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 (EPFL)), D. Briand(E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 (EPFL)) 3명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3개의 작은 

그룹이 잘 연결되어 전체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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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그룹 E

그림 15의 그룹E는 미국의 Stanford University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그룹들로 이루어져 있다. 중심연구자로는 R. T. 

Howe(Stanford University)와 T. W. Kenny(Stanford University), Y. Yang(Stanford University)이 있으며 이들은 작은 그룹들

을 연결시키는 연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J. Provine(Stanford University), E. J. Ng(Stanford University), V. A. 

Hong(Stanford University)이 비교적 많은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다. R. T. Howe와 T. W. Kenny 등은 모두 버클리 BSAC출신으로 

전자공학을 기본으로 한 MEMS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시건의 MEMS그룹과 함께 CMOS-MEMS가 결합된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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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그룹 F

그림 16의 그룹F는 스위스연방공과대학(ETH Zurich)을 중심으로 University of Basel, E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 (EPFL)이 연결된 그룹이며, 특이하게 중심연구자 없이 비교적 대등한 연구자 관계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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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그룹 G

그림 17의 그룹 G는 주로 스웨덴 왕립기술원(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의 연구자 그룹으로 W. van der Wijngaart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G. Stemme(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T. Haraldsson(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가 중심이 되어 연구그룹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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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그룹H

그림 18의 그룹 H는 싱가포르 과학기술연구청(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A*STAR)의 연구원들로 구성된 

그룹으로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와 National Taiwan University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룹이다. 중심연구

자로는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의 A. B. Randles, J. M. Tsai와 M. Tang, H. Cai, P. Kropelnicki, 

D. L. Kwong과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의 A. Q. Liu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그룹보다 연구자들이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서로 공저자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긴 하게 연구그룹을 형성하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그룹에서는 A. Q. Liu(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A. B. Randles(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이 이번 학술대회의 중심연구자 3명 중에 2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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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그룹 I

그림 19의 그룹 I는 일본의 산업기술총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와 

University of Tokyo의 연구자들이 모인 그룹으로 R. Maeda(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 T. Itoh(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 I. Shimoyama 

(University of Tokyo), K. Matsumoto(University of Tokyo) 등의 중심연구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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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저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그림 20과 같이 공저자의 Degree Centrality를 분석하 다. 이를 살펴보면 중심연구자 

한 명이 지배적인 구조가 아니라 최소 3명 이상의 중심연구자가 있으며, 그 주변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각각 고르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W. Fang(Tsinghua University), A. Q. Liu(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A. B. 

Randles(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등이 중심에 가장 가깝고, H. Cai(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P. Kropelnicki(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M. Tang(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J. M.-H. Tsai(Tsinghua University), H. Fujita(University of Tokyo) 등이 중심에 가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위의 공저자 네트워크의 스프링 분석에서 살펴본 그룹에서 중심연구자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대다수는 많은 논문의 공저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0.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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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연구기관 분석(2-MODE)

어떤 기관에서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했는지 분석해보기 위해서는 기관과 분야를 연결하는 2-Mode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 수 있다. 논문 주저자의 연구기관과 그 논문에 대한 분야를 정리하여 분야와 연구기관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21과 같으며, 이를 좀 더 보기 쉽게 1 이하의 연결 관계를 제거(Link Reduction 1)한 결과는 그림 22와 같다. 

그림 21. 분야-연구기관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 Link Redu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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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분야-연구기관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 Link Redu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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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연구기관

Accelerometers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Politecnico di Milano

Actuators University of Tokyo, Stanford University, Osaka University

Actuators & Characterization Tools University of Tokyo, University of Colorado

Resonators/Oscillators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Fluid Manipulation in Microsystems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ensing in Biosystems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Toyohashi University of Technology

Tactile Sensors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Manipulation&Detection of Bacteria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Microfluidics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National Taiwan University 

RF MEMS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Carnegie Mellon University

Medical Microsystems University of Freiburg, Dubin City University, Nagoya University,

표 8. 분야별 연구기관

그림 22을 분석해 보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만의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에서 Accelerometers 분야에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Resonators/Oscillators, Sensing in Biosystems, Manipulation & Detection of Bacteria, 

Fluid Manipulation in Microsystems 분야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연세대학교가 Tactile 

Sensors, UNIST는 Nanowire Based Sensors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주요 논문발표 기관을 정리해보면 Accelerometers와 Medical Microsystems, Actuators, Microfluidics 분야의 논문이 

주로 많이 발표 되었으며, Accelerometers 분야에서는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Politecnico 

di Milano가 논문을 주로 발표하 고, Medical Microsystems 분야에서는 University of Freigurg, Dubin City University, 

Nagoya University에서 주로 논문을 발표하 으며, Actuators분야에서는 Stanford University, University of Tokyo, Osaka 

University에서 주로 논문을 발표하 으며, Microfluidics 분야에서는 National Taiwan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 Berkeley가 발표되었다. 

이외에 Resonators/Oscillators 분야에서는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와 City University of Hong Kong이, Sensing 

in Biosystems 분야에서는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Toyohashi University of Technology가, RF MEMS 분야에서는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Carnegie Mellon University가, Bio-Microsystems 분야에서는 University of Tokyo에서, 

Tactile Sensors 분야에서는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Yonsei University가 주로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표로 정리해서 나타내면 아래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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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연구기관

Optofluidics Nagoya University

Microfluidics with Cells University of Cincinnati, ETH Zurich, 

Environmental Sensors University of Cincinnati

Packaging Tohoku University, KTH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Optical Micro Scanners & Systems Tohoku University 

Gas Chromatography University of Michigan

Physical Actuator & Thrusters University of Michigan

MEMS & NEMS CEA

Pressure Sensors CEA

Ring Resonator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Pressure&Flow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anowire Based Sensors UNIST

FET Based Gas Sensors Saarland University

Infrared Devices Toyota Technological Institute

Composite Materials/Polymers Boston University

Devices&Fabrication Boston University

Nano-Biosensor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Packaging & Technology EPFL 

Energy Scavenging & Magnetometers Imec/Holst Centre

Gas Sensors Siemens AG

Thermoelectric/Thermal Energy 
Harvesters

Boston University

Resonant Sensors AIST

Materials Characterization Ritsumeik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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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자-키워드 분석(2-MODE)

키워드(연구주제)를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자(주저자)-키워드 도표를 아래 그림 23과 같이 나타내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1개 이하의 연결을 제거할 경우(Link Reduction 1), 아래 그림 24과 

같이 보다 자세하게 연구자와 키워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를 다시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 표 9와 같다.

그림 23. 저자-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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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속 키워드

M. Heinisch Johannes Kepler University KHZ Range, Viscosity Sensor, Lorentz Forces

G. Langfelder Politecnico di Milano Surface Micromachining, Inertial Measurement Units

N. Shimada University of Tokyo Two-photon, Micro Stereolithography, Optical Tweezers

L. Yang Stanford University Vasopressin, Aptamers

P. Du Boston University Viscoelastic, PDMS

S. Janßen Universitat Bremen Stationary Phase

B. Zhang University of Minnesota Graphene

J. F. Tao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EMS

E. J. Ng Stanford University Resonators

Y. Lim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UNIST) Carbon-MEMS

J. H.-C. Chang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Retinal Implant

G.-H. Feng National Chung Cheng University Ultrasonic Imaging

X. Xie University of Utah Parylene

표 9. 저자에 따른 키워드 정리

그림 24. 저자-키워드 분석(Link Redu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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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이상과 같이 Transducers‘2013 학술대회 707건의 논문의 키워드와 기관, 연구자 등의 자료를 통해 MEMS 분야에 대한 통계분석

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국가별로는 미국(202편)과 일본(119편)에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대만(52건)이 독일(48건), 중국, 한국보다 더 많은 논문이 

발표된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은 41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MEMS 분야의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관별로는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University of Tokyo,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에서 20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 다. 

논문의 키워드로는 MEMS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NEMS, Microfluidics, Enegy Harvester, Resonator, Gyroscope가 연결 

관계가 많아 이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저자에서는 대만의 W. Fang(National Tsinghua University)이 

14편의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하여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 고 공동연구자들도 많아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가장 향력이 높은 

중심연구자로 나타났다. 연구그룹 분석을 통해 보면 W. Fang은 대만의 대학뿐만 아니라 University of California-Davis의 D. 

A. Horsley를 통해 미국 대학의 연구그룹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의 A. Q. Liu(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A. B. Randles(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등이 그 다음 중심에 가까운 연구자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별로 논문 발표수가 미국, 일본이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최근 중국과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가 해외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연구자들의 활동에 힘입어 논문 발표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공부했던 나라의 네트워크와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활발히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논문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Transducers 분야는 기본적인 원리 연구의 비중이 컸지만 생물 및 의료, 미소 유체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위한 응용 

연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시스템의 한 부품 혹은 공정 일부로 다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일괄공정 및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가 주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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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erview (기계공학 우수 연구자 인터뷰)

M-Terview는 MATERIC Interview의 약자로 기계 건설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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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상 촬 을 하여 기사형식으로 제공하며 연구주제, 연구내용, 연구의 국내외 상황, 앞으로의 비젼 등을 담아 동 상과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다. 

건축의 경우 훌륭한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관리 또한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회기반시설 구조물뿐만 아니라 항공기, 

철도, 선박 등의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큰 인명피해와 사

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분은 구조물 안전진단 기술을 연구하고 계시는 카이스트 

건설 환경공학과 손훈 교수님이십니다. 건축 공학쪽으로는 첫 

인터뷰가 될 거 같은데요. 교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자세한 이

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주요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제가 하는 연구는 구조물 안전진단 기술개발로서 구조물에 

내장형 센서를 장착하거나 비접촉식 센서를 활용해 구조물이 

안전한지 평가하고 손상이 있는 경우 손상을 방지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 구조물 안전진단기술에 대한 설명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파서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청진기를 가지고 심장박동수를 듣거나 또 어떤 경우는 피는 

뽑아 검사를 하는 등 어떤 인체에서 데이터를 받아 그 신호를 

가지고 건강상태를 검사하는데요. 그것과 비슷하게 구조물에

서 센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거기서 계측된 신호를 가지고 

구조물이 얼마나 안전한지 이상이 없는지 검사하는 기술 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다면 우리나라가 60

∼70년대 경제발전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회 기반 시설물을 

건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이 노후화 돼가면서 이제는 

기존처럼 설계, 제작, 시공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회기반

시설물을 잘 유지관리 하는 데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하는 기술은 이러한 사회기반시설물이

나 다른 시설을 잘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3. 구조물 안전진단기법이 교량, 원자력 발전소, 초고층 빌딩, 

항공기 등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각각 특징이 달라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진단기술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 연구들을 보면 교량, 건물, 철도, 항공기 분야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자동차 설비공장 또 반도체까지도 이 기술을 적용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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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대상 구조물이나 잡고 싶은 손상에 따라 적용되는 

기술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기술은 

레이저 같은 비접촉식 센싱기술을 이용해 강부재 같은 곳에 

있는 균열이나 복합재료에 있는 박리현상을 잡아주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레이저 이외에 열화상카메라 같은 것을 

이용해서 비슷한 손상을 잡아내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상 구조물에 따라 다르지만 가속도계

나 스트레인 게이지 등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구조물의 거동을 

파악하는 연구도 많이 하는데 손상을 감지하는 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손상을 감지하기 위해서 초음

파 센서나 열화상카메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원

자력 발전소는 아시다시피 한번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 등 굉장

히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 거기에는 사실 센서를 달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 보면 온도

도 굉장히 높고,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사람 몸만이 아니라 

많은 센서들도 고온이나 방사선에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오래 

작동하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연구 중에 하나는 이러

한 고온이나 방사선에 노출이 되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센서

를 개발하는 것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이 레이저를 

활용한 초음파 기술을 사용하는데 비접촉으로 하는 것이 아니

라 레이저를 광섬유를 이용해서 원하는 지점까지 저희가 전달

을 해서 원하는 지점에서 초음파를 생성을 하고 계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광섬유는 고온과 

방사선을 견딜 수 있도록 개발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하는 것은 자동차 공장에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울산공장에서는 거의 60초에 차 한 

대를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생산 공장에서 고장이 나서 가동이 

멈춘다면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공장에 있는 장비들을 실시간

으로 손상 감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모터와 연결된 베어링 부분의 손상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저희는 압전소자를 사용해서 초음

파나 임피던스 신호와 같은 것을 생성을 하고 계측을 해서 미소

한 크랙이나 베어링의 볼트가 풀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작한 기술 중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 비접촉 

기술이 가장 잘 활용되고 실용될 수 있는 분야로 반도체 분야라

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의 경우는 생산하는 과정 중에 균열이나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반도체는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

에 센서를 붙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접촉 기술을 사용해서 반도체 생산 중에 실시간으로 손상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름값이 오르면서 신재생, 대체 에너지로서 풍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도 

모니터링하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크기도 100m가 넘어 크고 

돌고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센서를 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

니다. 물론 내장형 센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내장형 센서는 오

래 쓰면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교체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블레이드 같은 곳에 센서를 장착하

지 않고 기둥에 스캐닝 장비를 달아서 스캐닝 장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블레이드를 비접촉식으로 스캐닝하고 손상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4. 보다 정확한 안전진단을 하려면 센서를 많이 부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전선의 무게와 부피로 인해 설치의 어려움

과 관리, 유지보수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작은 손상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센서도 많이 달아야 하고 

많이 달다 보면 비용뿐만 아니라 전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

다. 대상 구조물에 센서를 장착해서 손상을 감지하는 연구도 

하지만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것은 대상 구조물에 붙이지 않고 

레이저나 초음파, 열화상 기술 등을 이용해서 비접촉식의 스캐

닝 기술로 손상을 잡아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센서를 붙이

지 않기 때문에 센서의 내구성, 설비/유지관리 비용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스캐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간 해상도

를 높일 수 있어서 작은 손상도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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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요인으로 인한 시스템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 “무기저 

기법과 데이터 정규화 기법”을 사용하여 항공기 구조물과 

교량에 시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설명과 

어느 정도 연구단계에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형외과 의사 분들이 광고할 때 성형 전, 후 사진을 보여주

면 성형효과가 극대화 되서 잘 나타납니다. 저희도 구조물의 

손상을 잡을 때 많이 하는 것이 손상 전의 신호와 손상 후의 

신호를 비교하면 손상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손상에 의해서 

얼마나 신호가 바뀌었는지를 잘 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호변화가 손상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온도 변화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지나가는 차량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작동이 많이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작동이란 손상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개발한 무기저 기법이란 말이 어렵긴 하지만 무기저란 

말이 손상이 없을 때의 베이스라인 즉, 기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손상을 잡아내는 방법으로서 온

도변화나 하중변화 등 외부환경변화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오작동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는 제가 미국의 보잉항공사와 연구를 했고 이러한 방법을 종

대교에서 받은 신호에도 적용해서 관련 연구는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

가 필요할 것입니다.

6. 다른 나라와의 협력 연구나 공동연구가 자주 있었다고 들었

습니다. 그 연구들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

니다.

- 미국의 보잉항공사와 함께 진행한 것으로 항공기가 운행 

중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 생길 수 있는 손상

을 항공기 날개 안에 내장형 센서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손상을 

잡아낼 수 있는 공동연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복합재 항공기 날개를 많이 만드는데요. 이 복합재 항공기 

날개 같은 경우에는 외부충격이 생기면 내부에 박리라는 손상

이 생깁니다. 이러한 박리 손상이 생기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

하지만 안쪽이 붕 뜨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손상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장형 센서를 달아서 항공기 운행 

중에 그것을 자동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때 

무기저 손상 감지 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공군연구소에 제가 2007년부터 매년 여름에 가

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도 항공기 손상 감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비행기 날개와 동체 간의 

연결부위가 있습니다. 날개가 흔들리다 보면 연결부분이 취약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부분에 균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미소한 균열을 실시간으로 자동적으로 잡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는 연결부분의 크랙에 

취약한 부분을 내장형 센서를 사용해서 아주 미소한 크랙, 예를 

들어 폭이 100um도 안되는 손상을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시작할 연구는 캐나다의 연구재단을 통해서 캐

나다의 몇 개의 대학교가 연구비를 받게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초음파 장비를 사용해서 유도초음파

를 계측할 수 있는 비접촉 기술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보통 초음

파 진행을 수치해석으로 모델링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모델링이 되었는지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검증

할 수 있도록 비접촉식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 초음파가 

어떻게 전파 되는지를 계측을 하고 그 자료를 수치해석한 것과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연구를 캐나다 연구재단 지원을 받아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7. 항공 분야 뿐 만 아니라, 원전시설분야, 토목 분야 기술에 

있어서도 구조물 안전 기술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

니다. 여러가지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현재 구조물 안

전진단 기술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80년대 말쯤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실제 구

조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공항 갈 때 

건너는 종대교나 인천대교의 경우는 이미 많은 수의 센서

들이 장착이 돼서 저희가 항상 신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

부분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손상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8. 최근에 시작한 연구단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ICT 교량 

연구단 사업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 연구는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과제로서 정식 명칭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 교량 

수명 연장을 위한 부분 교체 및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기술 

개발”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는 목적은 ICT 기술이나 교량 

등을 부분 해체할 수 있는 기술과 저탄소 소재를 활용해서 교량

을 어떻게 잘 유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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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목적은 교량의 수명연장, 탄소배출량 저감, 공기 단축 

및 비용 절감 등의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KAIST가 주관 연구기관이고 대우건설 및 RIST(포항산업과학

연구원), 그 기관들을 포함해서 18개의 산업체, 7개의 대학 그

리고 6개의 연구소들이 같이 5년 동안 약 28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과제입니다.

9. 사실 안전진단 분야는 건축공학분야라고 해도 실제 공부해

야 하는 분야는 전자나 제어 등의 다양한 지식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찾아서 공부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구조물 안전진단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주로 어떤 공부들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

니다.

-이 분야는 다학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구조

공학이나 전기공학, 물리학의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그 이

외에도 신호처리 기술, 상처리 기술, 통계학, 전산학 등 다양

한 분야에 대한 기술들을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꾸준

히 계속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10. 비교적 젊은 나이에 KAIST의 교수님이 되셨고 젊은 과학

자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많은 후배 연구자들이 

멘토로 삼고 싶어 할 거 같습니다. 이 분야를 연구하고자 

하는 후배 연구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20∼30년을 즐기

면서 할 수 있는 연구 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있다고 하는 곳을 가기 보다는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정신을 가지고 하면 재미도 있으

면서 나름의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해양 토목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학 분야는 최근 보다 경제적이고 안

전하면서 편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해양 토목분야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심해설계파 증대나 해

수면 상승 등 설계 외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항만 

구조물을 설계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인

터뷰에서 만나보실 분은 이런 연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전남대학교 해양토목공학과 이종인 교수님이신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런 대형 연구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1.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신 연구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주요 내용이 항만구조물 설계를 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요소 기술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요소 기술

을 전체를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사실(fact)을 선정해서 수리

실험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서 연안 

지역의 피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잖습니까? 이런 해안항만 시설

물의 설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

겠습니다.

- 해안항만 구조물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기준선

은 있습니다. 항만이라는 것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경험식, 실험식, 이

론식을 이용한 항만 설계기준은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

계 기준이 우리나라 자체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일본이나 외국의 

기준을 많이 도입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현재 있는 기준을 

조금씩 개선하자는 내용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3. 우리나라의 항만 해양시설물 설계를 위한 심해설계파가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산정한 전 해역 심해설계파를 기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구온난

화에 따른 대형태풍도 일어나고 있고 많은 변수들이 생기고 

있어, 이러한 항만 설계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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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해 설계 해석을 재산정 하기 위해서

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 심해 설계파를 연구하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

습니다. 연구기관은 정부 출연기관에서 주로 산정을 하고 있습

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측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해 설계파를 추산하는 방법은 기상도, 태풍에 바람

의 강도나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추산하게 되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항만 구조물 설계의 50년 빈도 설계파를 적

용합니다. 이러한 파량이 왜 중요한 이유는 경사식 구조물이라

고 하는 피복 블록의 중량을 산정하는데 파고의 상승에 비례합

니다. 예를 들어 설계 파고가 7m와 설계 파고가 8m라 하면 

1m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상승에 비례하니까 실제 중량은 

약 1.5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항만구조물이 짧은 구조

물이 아니라 수km로 만드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중량이 

1.5배가 되는 것은 건설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심해설계파를 조금 더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구

조물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가 있습

니다. 

4. 최근 교수님께서 개인 단위로 60억 원이 넘는 연구비를 수

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연구결과가 기대가 되

는데요. 이 연구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항만 설계 기준에 있어 실제 실무자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 

개선을 해야 되겠다 또는 설계 지침이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겠

다는 것들을 정해 우선적으로 6개항목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공 림프에 대한 지침은 국내에는 없는 

실정이고 해외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좀 개선을 하자는 것입니

다. 그리고, 현재 구조물의 구조형식이 인공 케이슨[caisson] 

형태를 많이 쓰이는데 인공케이슨에 미치는 파력에 대한 추산

식이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설계 정립이 되어있지 않아

서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물 대부분의 방파제는 직선 형태만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공명부가 존재합니다. 공명부는 기존에 있는 산정식

으로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지침에 없는 부분을 실

험을 통해서 저희에게 지침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최근에 

대형 태풍으로 인해서 항만구조에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데 많

은 부분이 공명부에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설계 

지침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파량과 전달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항만구조는 월파를 허

용하는 구조물입니다. 왜냐하면 월파를 허용하지 않으면 많은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월파는 허용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 기하학적인 제원과 

파랑에 대해서 상호간섭에 의해서 월파량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실험을 하지 않아도 설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과제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5. 금방 말씀하신 월파량과 전달율 산정 기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월파량[quantity of overtopping, Rate of overtopping, 

越波量]은 파도가 구조물을 넘어서 후면으로 전달되는 양을 월

파량이라고 합니다. 월파량은 각 구조형식에 따라서 제한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파로 인해서 항내측이 있는 구조물이 파

괴가 될 수도 있고요. 항내측을 부두로 쓴다고 하면 부두의 많

은 화물들이 적재되어 있는데 침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치 내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구조형식별로 파의 

제원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발생하는지 실험적으로 검토를 하

고 있습니다. 

전달율[transmissibility, 傳達率]은 항의 가장 기본적인 목

적이 바깥쪽은 파도가 세더라도 항내측은 파를 조금만 작게 

만들어서 선박이 물건을 내리거나 실고 갈 때 훨씬 쉽게 하기 

위함인데 월파로 인해서 이러한 전달파가 커지게 되면 항의 

고유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에 대한 값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사실 쉽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대

부분 수리실험을 통해서 산정식을 제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그리고, 또 하나 부족한 게 대부분의 실험 산정식들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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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파가 직각으로 들어가는데 대한 산정식인데, 항만을 만들

다보면 구조형상에 따라 파가 오목하거나 볼록한 형태가 존재

할 수 밖에 없어요. 오목부에서는 월파가 직각으로 들어갈 때보

다는 많이 증폭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증폭량이 어느 정도인지

를 산정을 해서 설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

니다.

5-1. 파고에 따라 시설물이 안전성을 검토하는 실험

- 이 장치가 파도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실험 시설이고요. 우

리가 원하는 파도를 만들어서 파고에 구조물이 안전한지 그리

고, 원하는 속력이 나오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실험에서 

문제가 없어야지만 실제 바다에 그대로 설치를 하게 되는 실험

시설이 되겠습니다. 

5-2. 파고 증가로 인한 후방 방파제 설계 실험

- 실험을 하는 목적은 기존에 있는 방파제의 설계 파고가 증

가가 되어 보강 설계를 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구조물의 안정성

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좀 더 보강을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실험실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있는 경사식 구조물이라는 방파제 

형태인데요. 여기에서 주로 실험 하는 항목이 여기 앞에 있는 

블록을 보강하기 위한 항목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

금 보시면 파도가 구조물을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는 양을 

월파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월파량으로 인해 생기는 파가 

윗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를 전달파라고 해서 전달

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물의 안정성, 두 번째는 수비적인 학습

인데 월파량이 대우면의 중요도에 따라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

습니다. 그 범위에 만족하는지를 실험으로 입증하는 사례가 되

겠습니다.

5-3. 인공림프 설계 기술 실험 연구

- 이 실험은 인공 림프를 만들기 위해서 과제해석 수행을 하

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공 림프라고 하면 약간 어색할 수도 있

는데요. 우리가 휴양지에 가면 바깥쪽 파도는 세더라도 우리가 

접하고 있는 해안 가까이는 파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 이유가 

전면에 산호초가 있어서 큰 파도가 깨져 작은 파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인공적으로 적용을 한 시설입니다. 이러

한 시설을 전면에 설치를 해서 큰 파도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도를 좀 줄여서 뒤쪽에 향이 적게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공 림프는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국내에서도 많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연안 침식, 동해안에 침식이 문제가 많

이 되었는데 침식을 저감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 구조물의 보강

이 어려우면 전면에서 파를 감쇄시켜서 그 구조물에 미치는 

향을 적게 만들어 구조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시설

이 되겠습니다.

인공 림프에 대한 설계 기준은 해외에만 있기 때문에 국내의 

환경과 맞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지침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과제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복합형인데요. 앞에는 이

러한 데드락(DeadLock) 블록만 이용하게 된다면 물이 통과하

게 됩니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성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불투과성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불투과성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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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성능은 좋은데 또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복합형입

니다. 서로의 장점을 취해서 좀 더 효율적인 구조 형상을 찾아

보기 위해 실험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5-4. 직립유공케이슨 미치는 산정식 실험연구

- 직립 구조물의 형태는 보통 벽으로 막혀있는 형태가 있고

요. 대표적인 형식 중 하나가 직립식이 인데 대표적인게 직립유

공케이슨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직립유공케이슨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는 과제, 지금 현재 보

시는 이 실험은 케이슨 전면에 이런 블록들이 있습니다. 이 블

록의 주목적은 전면에 있는 기초적인 사석이 이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인데요. 전면에 있는 피복제의 중량을 산정한 산정

식이 실제 산정된 결과와 실제 실험결과가 차이가 좀 나긴 납니

다. 이러한 산정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중에 있습

니다. 

두번째 과제는 유공케이슨 같은 경우가 직립무공케이슨에 비

해 파합이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가 명확

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합을 산정하는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합을 산정을 해야지만 구조물의 안전

한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5. 3차원 케이슨 전면 안정성 평가 실험.

- 해안측 실험에는 2차원 실험과 3차원 실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실험은 3차원 실험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에 보셨던 것처럼 케이슨 저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파가 

구조물에 경사지게 들어갈 때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실험

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실험장면은 파량에 따라 발달하는 부속성

분을 계측하고 있습니다. 저면에 있는 블록들의 안정은 유속에 

따르기 때문에 입사각에 따라 어느 정도 빨라지고 파고가 어느 

정도 증폭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6. 기존 연구에 의하면 유공방파제가 받는 파력이 무공방파제

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직립 케이슨 

방파제보다 유공케이슨 방파제를 사용하면 어떠한 점이 더 

보완이 되는 건가요?

- 직립 케이슨에 비해서 유공 케이슨의 파력이 절반 이하라 

명확하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구조의 형상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장점이라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파력은 저감이 

됩니다. 무공 케이슨은 외에서 오는 파가 동시에 구조물에 작용

을 하지만 유공 케이슨은 일부 전면에 유공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면에 부딪히는 파합과 잠시 후에 아주 짧은 시간이겠

지만 후면에 부딪히는 파합에 위상차가 존재합니다. 순간적인 

파합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조물이 좀 더 슬림화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유공 케이슨의 또 하나 장점은 무공 

케이슨은 파가 갔을 때 반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항내에 설치하

게 되면 예를 들어 완전 반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파도가 1m 

들어가게 되면 완전 반사가 되면 파고가 2배로 증폭하게 됩니

다. 아무래도 선박을 운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유공 

케이슨을 설치하게 되면 반사율을 40%가 감소가 된다는 것입

니다. 좀 더 효율적인데 비해,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이 수중 구조물 설계에 있어 여러 가지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현재 수중 구조물 설계 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

지 올라와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수중 구조물이라고 하면 사실은 신기술이라고 하기 보다는 

기존의 자연에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인공 림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처럼 인공 림프를 설치해서 연안 침식을 

저감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과제에서 이 내용을 하는 

이유는 국내는 이런 설계 지침이 정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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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자료를 참고하여 국내 환경에 맞는 설계 지침을 수립하

는데 서로 해양 특성이 다르고, 사용하는 구조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자료를 참고는 그걸 그대로 인용하기에 미흡한 부

분이 있기에 우리가 연구를 통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8. 이번 연구가 항만 기준을 담당하는 실무 종사자들에게 현장

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에도 체계적인 설계기준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설

계 기준 마련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정부차원에서 보완되어

야 할까요?

-항만 설계 기준을 개선하자는 타이틀로 하는 과제는 국내에

서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종사자들이 실무에 있어 애로

점을 느끼는 것을 우선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무자

들에게 물어보고 가장 필요한 것 상위 몇 개를 골라 우선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계 기준이라 하면 외국에 있는 기준을 

많이 도입했었는데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완전하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맞는 일부라도 조금씩 개선하는 그런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항만 쪽에 엔지니

어링 업체가 해외 진출을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설계 기준이 해외에도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설계코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엔지니어링 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설계 기준의 국제화, 그리고 해외 기준을 좀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비슷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해안 항만 분야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 수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해양 항만 분야가 설계나 시

공 분야는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기술을 선도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학원생들이 꾸준히 연구해서 우리 설계에 대한 

부분이 세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

겠습니다. 

투시력을 가진 것처럼 불투명한 인체 속에 물이나 혈액의 흐

름을 측정하는 기술을 생체유체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해부를 

하지 않고도 불투명한 신체의 혈관 속 혈액을 측정하거나 식물 

내 물의 흐름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분은 생체유체 기술 연구단의 센터

장을 맡고 계신 이상준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을 직접 찾아뵙

고 이 기술이 공학적 문제 해결에 어떠한 향을 미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포스텍 생체유체연구단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생체유체연구단은 2008년도 연구재단 지정 창의연구단으

로 세워졌고요. 지금 현재 연구 교수 2명, 석박사 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19명, 연구 참여생 4명, 기술원 1명, 행정원 1명,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첨단 계측기법을 이용하여 생체유동과 미세유동 현상을 실

험적으로 해석하고 효과적인 유동제어기법을 도출하는 연

구를 하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유동제어기법이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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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하는 건가요? 

-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이나 바람이 가진 에너지를 전기로 변

환하는 것을 수력발전이나 풍력발전이라 하는데요. 이와 같은 

발전도 결국은 일종의 유동제어입니다. 결국은 물이나 바람이 

가진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것을 제어 유용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다음에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자동차 모양을 선형

으로 바꾸어서 공기저항을 줄이는 그 노력도 일종의 유동제어

이고요.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람 혈관에 노폐물

이 끼이거나 플라그(Plague)*가 끼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

하는 동맥경화 현상을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혈관 내부에 

스텐트(Stent)*를 넣어서 혈관을 확장하거든요. 그와 같은 것

도 일종의 유동제어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유동 제어라

는 것은 유체의 흐름을 제어함으로써 우리가 공기 저항을 감소

시키거나 유동 소음을 저하시켜서 우리가 소규모의 목적을 얻

음으로써 대부분의 경우 에너지 절약 및 새로운 에너지 획득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3. 식물, 곤충, 동물과 같은 생체에서 일어나는 생체유동현상을 

정량적으로 가시화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생체유체연구단에서 개발한 유동가시화기법들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식물, 곤충, 동물 같은 경우 불투명해서 내부가 보이지 않습

니다. 우리가 일단 가시광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생체 내부를 보려면 생체 내부를 투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기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까지 이와 같은 

생체내부유체현상을 관찰하는 데는 주로 자기공명단층촬 장

치인 MRI를 주로 사용해 오고 있는데요. MRI 같은 경우 공간 

분해능이 지금 100마이크로 정도 수준이고 시간분해능도 뛰어

나지 못해 공학적으로 정확한 측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에서는 주로 X-ray 상 기법하

고 거기에 또 필요한 이동을 잘 추적하는 추적 입자를 개발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아마 세

계 최초이고 세계를 선두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X-선 

상 기법을 이용해서 곤충이나 식물이나 동물 내부 생체 유체

흐름을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4. 임상용 X선관을 이용한 혈관촬영법(Angiographic) X-ray 

PIV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로 출원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X-ray PIV 시스템이 무엇이며 X-ray 미세영상기법

을 이용한 생체유동 계측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X-ray PIV 기법은 X선 촬 도 하고 다음에 유체 흐름의 

전체 속도저항을 순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PIV 시스템입니

다. 입체 상유속계의 장점들을 결합한 새로운 측정기법으로 

우리 연구실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 습니다. 현재 이 기법을 

이용해서 동물 내부 혈액흐름이나 곤충의 흡혈, 예를 들어 모기

가 어떻게 흡혈하는지, 아니면 식물 내부에서 물이 뿌리에서 

잎까지 줄기를 통해서 어떻게 올라가는지와 같은 유체현상을 

정량적으로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가시화기법 

개발에는 유체를 측정하려면 유체를 따라 흘러가는 입자들의 

거동을 우리가 상화해서 그것으로부터 속도저항을 구하는

데. 그와 같은 입자들 개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다양한 공헌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온에서 사용되는 아이오파미돌 같은 

요오드 계열을 갖다가 생체 집합한 고분자로 캡슐화(Encap- 

sulation)하거나 아니면 식물경우 세포막(Membrane: 식물의 

세포막)이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금나노 

입자 같은 것을 키토산 등으로 코팅해서 추적 입자로써 활용하

고 있습니다. 즉 X-ray 상기법과 그기에 필요한 나노스케일

(Nanoscale) 추적 입자를 개발하 습니다. 이것은 상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다양한 모든 생체유

체현상을 정량적으로 가시화하는데 현재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적용연구를 다하고 있고요.

5. 이 생체유체기술을 본 따서 요즘에는 청정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는 연료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료전지가 효

율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연구단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식물의 줄기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신건가요? 

- 식물의 경우 식물 잎이 앞면은 태양에너지를 얻는 솔라셀

(Solar-Cell) 이고요. 뒷면은 이것을 저장하고 활용하는 연료

전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식물은 지구상에 

수십억 년 전에 나타났서 최적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 속에 비

이 들어 있는 거죠. 연료전지는 필수불가하게 전기에너지를 얻

으면 거기에 물이 생성됩니다. 물이 생성되고 다음에 전극과 

수소 반응을 하려면 물을 또 필요로 하고요. 이와 같은 연료전

지는 물관리가 핵심기술인데요. 그것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연료전지 내부의 물의 생

성 과정과 Membrane을 통해 물이 스며들어가는 과정들을 정

량적으로 가시화했고, 식물이 가지는 물 관리 기술 등을 생체모

방해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가지고 있는 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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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관찰하고 그것으로부터 응용기술 및 새로운 생체모방기

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6. 식물에서 찾아낸 그 해결책은 어떤 원리로 연료전지를 해결

할 수가 있는 건가요?

- 연료전지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 관리 기술인데요. 

물 관리 기술에 우리가 새로운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식물이 가지는 물 관리 기술을 생체모방하고 있습니

다. 현재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뿌리로부터 물을 끌어

올리고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광합

성을 하는데요. 광합성 하는 과정에서 물이 생성됩니다. 그래

서 식물이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지를 식물의 어떤 기능을 

저희들이 보고 다음에 그것을 식물이 생성하고 제가 아는 과정

에 필요한 동적 구동을 분석하여 그것을 연료전지에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7. 최근 논의되고 있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연구의 효율성

을 높아줄 거라 예상되는데요.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연구

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저희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

난 10여 년간 사용했던 것이 3세대 방사광 가속기로써 지금 

보게 되면 공간분해능이 일반적으로는 1~2마이크로, 다음에 

나노 상기법을 쓰게 되면 60~70나노미터까지 해상도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되면 빔

(beam)양이 수백만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까지 꿈 꿔왔

던 단백질의 움직임이나 동적 구동을 분석할 수 있어 생리현상

을 좀 더 근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완공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X-ray 상기법이 나노 이미지쪽으로 

하려면 홀로 그래픽 기법이 필요한데요. 그 기법도 현재 4세대 

가속기 완공을 맞추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게 된다면 

또 다른 도약을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8. 최적화된 생명체 내부 유체유동에 대해 생체 모방 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공학적 문제 해결에 활용하여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 고효율의 미세유체공학 기술 개발 분야

에 적극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지난 4~5년간 모기가 피를 어떻게 

흡혈하는지 연구를 했는데요. 이 기술을 어떤 기술로 생체 모방

할 수 있냐면 사실 모기는 크기에 비해 엄청난 양의 피를 빨아들

이거든요. 소위 말해 순간적으로 자기 몸무게의 3~4배 되는 

피를 빨아들입니다. 그것은 미세한 크기의 펌프성능이 엄청나

다는 거죠. 그래서 모기의 흡혈과정, 흡혈 원리를 밝혀냈고 그

것에 기초하여 모기를 생체 모방한 미세펌프를 개발하고 있습

니다. 현재 마이크로칩이나 바이오칩에 붙이는 펌프들은 전부 

다 상당히 크기가 큽니다. 결국 마이크로칩에다가 모기 한 마

리 얹어 놓으면 되는 정도가 되니까 그것이 굉장히 유효할 수 

있고요.

식물의 경우는 우리가 뿌리로부터 나무 끝까지 예를 들어 큰 

나무의 경우는 수십 미터로 물을 뽑아 올립니다. 보통 우리 가

로수로 있는 것이 보통 한 20~30미터 높이 가로수를 생각하면 

그 정도 물을 끌어올리려면 30층짜리 아파트를 생각하게 되면 

그런 아파트에는 지하에 펌프실이 굉장히 큰데 식물은 뿌리 

공간을 파도 펌프가 없어요. 결국 식물 잎에서 발생하는 증산현

상이 그 정도 엄청난 힘을 내어서 뿌리로부터 끝까지 물을 끌어

올리는데요. 식물기공은 조그만 수십 마이크로짜리 구멍인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증산현상을 갖고 식물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물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연구하고 있

습니다. 

또한 해바라기경우 우라늄이나 세슘을 흡수합니다.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중금속을 흡수하는 기술도 우리 연구실에서 생

체 모방을 합니다. 결국 현재 후쿠시마에 발생한 원전 문제 예

를 들어서 물 속에 들어있는 우라늄의 세슘을 흡수하는 어떤 

특수한 물질들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식물은 또다시 특정 이

온들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이온들은 분리시키는 세포막

(Membrane)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

체모방하게 되면 곡물의 어떤 증산,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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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보게 되면 수억 년 혹은 수십억 

년을 통해서 최적화되어있는 생명체가 갖고 있는 그 기술들을 

자세히 규명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미래 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생체모방 기술을 개발하는 게 연구단의 목표이고 그 과정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 이렇게 되면 에너지절약이나 신재생에너지개발에서도 정말 

큰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

는 핵심 요소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먹여 살리

고 있는 것이 반도체, 자동차, 선박 같은 것을 살펴보면 어떤 

핵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해 두게 되면 미래 세대가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게 되지않을까 생각 합니다.

10. 생체유체연구단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

서 혈액유동 연구를 하는 목적과 여러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람은 기본적으로 수명 연장이나 삶의 질 향상의 욕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사망률 1위가 심혈

관계 질환이고요. 그 중에서도 절반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에서 발생하는 혈액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신장이나 간, 위는 이식이 가능한데 혈관 이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은 주로 유체, 혈

액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체역

학적, 즉 혈류 역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의사들과 같이 협력을 

하여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을 조기진단하고 이것을 가지고 조

금 더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인류의 

어떤 복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혈액 흐름의 연구는 사람

을 대상으로 실험을 못합니다. 유정란은 우리가 이마트에서 살 

수 있는 계란 하나, 500원 정도하는 계란 하나 속에서도 심혈관

계의 시스템이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장도 있고 줄기 

세포도 있고 동맥과 정맥도 있습니다. 사람과 유사한 유정란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아니

면 제브라피시(Zebrafish)*라는 물고기로도 유전자를 조금 조

작한다면 투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흐름을 그대로 현미경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브라 피쉬에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음식

을 공급하기도 하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공급하여 이 

두 가지 음식을 먹은 똑같은 지브라 피쉬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 한 달 후에 혈액 흐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혈관이 콜레

스테롤로 인해서 막혔는지 등을 분석하여 심혈관계 질환의 발

생 시점에 대해 연구를 합니다. 최근에는 생쥐를 연구하 는데

요. 생쥐도 다양한 모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생쥐

도 있고, 당뇨 생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상적인 생쥐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걸린 생쥐들이 갖고 있는 혈류 역학적 특성이

라던 지, 아니면 점도나 점탄성이나 이와 같은 물성치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차이나는 지에 대해 분석을 함으로써 

의사들이 병원에서 조기검진하고, 조기진단하고, 조기 치료하

는데 필요한 그런 원천적인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인류 복지에 조금은 공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 마이크로의 개념도 얼마나 더 발전이 될지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계획 중인 연구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 생체유체연구단은 정부 지원으로 9년간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6년차이며 이제 3단계, 3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3년간은 주로 생체유동 현상을 보고 관찰하고 기본 원리를 규

명할 것이며, 마지막 3차년 도는 이것을 가지고 생체 모방하여 

실사회에 쓸 수 있는 응용기술개발 나아가 우리나라 미래 산업 

먹거리 창출하는데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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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 영상을 보고 생체유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 미래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자세를 

가진 젊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때 있어서는 성실함과 도전정신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편하

고 쉬운 길보다는 어렵고 힘들지만 나중에 그 성과를 정말 크게 

낼 수 있는 도전적이고 우리가 핵심적인 그런 연구에 대해 도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플라그(Plague): 박테리오파지와 숙주가 되는 세균을 혼합

하여 배양하면 증식한 세균 중 파지의 감염으로 용균한 부분

이 투명 또는 반투명의 원형으로 된다. 이것을 플라크 또는 

용균반이라 한다.

* 스텐트(Stent): 혈관을 뚫고 지나가도록 설계된 그물관 장치

* 제브라피시(Zebrafish): 인도 원산의 담수어로 성어는 

3~4Cm이며, 유전자 조작을 통해 몸속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어 실험관찰이 용이하고 수정란을 얻기 쉽다. 

이번 새 정부의 최대 화두는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의 핵

심은 지식재산에 확고한 발판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보실 분은 이 지식재산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특허심판원장을 맡고 계신 이재훈 원장님이

신데요. 원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심판원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특허에서도 업무가 심사업무와 심판업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심사단계에서 잘 됐거나 또는 잘 못 됐거나 

했을 때 불복해서 올라오는 건을 심판업무가 하게 되겠고요. 

저는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에 관해 소송적인 측면에서 1심을 맡

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 재불복할 때는 2심인 특허법원을 

예약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3심은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일

반 민사 재판과 달리 지방법원 1심이 있듯이 특허에서는 1심을 

맡고 있으며, 1998년도에 설립이 되어 현재 한 16년 정도 된 

과제도 있습니다. 직원은 전체 약 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특허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요즘 삼성과 애플 간의 소송 때문에 특허가 무엇인지에 대

해 어린 아이들도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

을 합니다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특허라는 것은 발명의 

근거가 되는데요. 발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아이디어를 갖고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 발명이고, 그것을 서류로 만들

어서 제출을 하면 특허가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라고 한

다면 특허는 우리 한국의 미래이며 돈이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머리속에 

있는 지식을 잘 구현하는것이 우리가 먹고 살 미래가 아닌가라

는 생각이며, 돈이라는 것은 특허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어

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한 개의 특허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회사를 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3. 특허청에 정보기획국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실 때 3세대 특

허넷 개발을 기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3세대 특허넷에 대

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특허넷은 특허를 출원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출원 이후에 

심사, 심판, 전체 특허행정에 관한 단계를 전산적으로 구현한 

것이 특허넷입니다. 1999년도에 제1단계, 제1세대 특허넷이 시

작이 되었는데요. 1세대 특허넷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부 특

허를 출원하는 것을 수기로 출원했었습니다. 글로 서류를 작성

해서 출원했는데 1세대 특허넷 구현하면서부터는 전자출원을 

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99% 

전자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 2세대 특허넷은 2006년에 구현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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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되어 전자정부를 하면서 24시

간 365일 언제든지 출원을 할 수 있다는 환경을 구현을 해보고

자 2단계 시작되었고, 이후 2~3단계 특허넷은 2009년도부터 

준비를 쭉 해왔는데 3단계 특허넷은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

고 있는 정부3.0 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즉, 

고객맞춤형으로 좀 더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특허행정을 구현

해보자라고 분석도 하고 가공도 하여, 출원의 단계를 소프트웨

어를 4가지에서 2가지 종류로 줄여 단축화, 간소화시키기도 

하 습니다. 또한 심사업무에 있어 심사원들이 좀 더 편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현하 습니다. 

4. 국내에 잘 알려진 특허분쟁을 통해서 기업들의 특허 비즈니

스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

다. 특히 비즈니스는 NPE(Non Practicing Entity)를 통

해서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되

는 건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특허 비즈니스, 이 유형은 말하려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 크게 아마 비즈니스 모델을 라이센싱을 하느냐, 특허직원

서비스를 하느냐, 금융서비스를 하느냐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라이센싱은 특허를 매입하든지 위탁 받은 이후

에 라이센싱이나 소송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유형이고요. 

NPE가 그 중에 한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NPE이라는 것은 

제조회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특허만을 사서 그 특허로 해서 

해당기업에 소송을 걸어 수입을 올리는 모델입니다. 

반드시 NPE만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도 직원서비스 유형은 특허를 매개로 해서 중개로 하거나 

또는 평가 컨설팅 업무를 하는 업무도 하나의 유형이 될 수도 

있고 담보 대출 같은 경우도 기존은 부동산이나 부동산 대출로 

해서 은행에서 담보 대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유형인데, 지금

은 특허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은행과 특허청이 업무

협력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산업은행 경우 올해 건당 20억까지 

한 200억 정도를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5. 외국의 경우에 원천특허와 표준특허로 수억원의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혁신기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계분야로 돈

이 되는 특허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특허로 돈을 버는 그런 경우는 참 많겠죠. 좀 이해하기 쉬운 

물품 쪽으로 된 기술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국기업으로 국 다이슨 기업이 있습니다. 다이슨은 반짝 

아이디어를 갖고 제품을 만드는 대표적인 2가지 항목이 있는데

요. 1가지는 우리가 가정에서 자주 쓰는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는 일반적으로 본체도 있어야 되고 날개도 있어야 되는데 다이

슨이 만든 선풍기는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가 없으면서도 바람

은 더 센 바람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데요. 아이들이 선풍기 

날개에 손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하여 선풍기 날개가 없을 수는 없느냐 거기서 착안을 

하여 만든 것이 <날개 없는 선풍기>입니다. 다이슨경우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기 같은 경우 전기청소기는 먼지를 담는 

봉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먼지봉투가 없는 청소

기를 만들 수 없을까하여 약 5년간의 5,000번 정도를 시험을 

하 다고 합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결국 성공을 하여 지금은 

다이슨 특허가 세계적으로 다 퍼져있고, 국 경우, 국 가정 

내에서도 1/3 이상이 이 제품의 청소기를 사용할 정도입니다. 

아마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나 날개 없는 선풍기 같은 제품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으며 성공한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경우도 있는데 자전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변속기입니다. 

17단, 21단, 변속기인데요. 변속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국

내 중소기업 MB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MBI 회사는 중소기업

이면서도 변속기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

다. 매출도 많습니다만 최근에는 일본의 변속기 업체 시마노 

회사와 6개국에서 각각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네덜란드 경우, 2개국에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

송으로 인해 MBI가 약 2조원 정도를 청구 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만한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에 (특허심판에서) 성공한 케이스

로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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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무리 해도 발명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사고팔기엔 지식

이 너무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돈이 되는 특허가 

갖추어야할 조건이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 가장 중요한 것이 특허 중에서도 원천특허라는 용어를 쓰는

데요. 원천특허는 사실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특허이지만 

원천특허는 거의 하기가 어려운 특허입니다. 그래서 개량기술

을 주로 하는 특허가 (우리나라에는) 가장 많습니다만 그 중에

서도 길목특허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로 치면 뿌리가 되는 게 

원천특허이라고 한다면, 가지를 지나야 열매가 맺히듯이 중간

가지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길목특허입니다. 길목을 지나지 

않으면 제품이 안 열리는 길목특허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길목특

허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더 많이 확보할 수만 있다면 확실히 

돈이 되는 특허가 될 수 있고, 또한 돈이 되는 특허라 하면 강한 

특허라는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특허청에서 강한 특허는 결국은 분쟁이 안 일어나야만 합니

다. 아무리 좋은 특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분쟁소송

을 걸어 내 것이 무효가 된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특허여야만 됩니다. 그러

기 위해서 사전에 특허를 내기 전 유사한 특허, 내가 내고 싶은 

특허 분야하고 유사한 특허가 어떤 게 있는지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한 기술적으로 더 나은 게 어떤 

점인지를 파악을 한 뒤에 출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7. 미국에 제룸 레벨슨을 보면 1956년에 바코드 스캐닝 기술

로 인해서 13억 달러의 로열티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조 4천억원이라고 들었는데요. 

개인이 수령하기에는 정말 큰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2013년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특

허 로열티로 40억원 이상을 소속기관에 벌어주고 최대 

50~60% 정도의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개인

이 실제로는 10~20% 정도만 보상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

니다. 이 특허에 대한 보상과 보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

까?

- 직무발명은 종업원이 회사 또는 대학 연구원, 기업 연구원, 

일반회사의 종업원, 공무원 등 직원이 발명을 얼마나 제대로 

많이 보상을 해주느냐의 차원이 되겠는데요. 직무발명은 전체 

특허 출원의 약 한 85% 정도가 됩니다. 대다수의 특허가 직무발

명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발명을 활성화해야 결국은 

특허가 늘겠죠. 

활성화는 보상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발명한 사람이 원

하는 수준까지 보상해주면 가장 좋은데요. 발명자는 많은 보상

을 받고 싶어 하고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생 면에선 우리가 설

비도 제공했지 않느냐 또는 동료하고 같이 했지 혼자서 연구했

느냐 등 가능한 적게 주려고 하다 보니, 이에 관한 소송도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상을 잘해주는 기업에서는 포상체계가 잘되어 있어, 

기업에서 특허출원이 매년 늘어나는 예가 있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가 있었는데요. 네오위즈게임즈의 경우, 2011년 특허청

에서 직무발명에 관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입니다. 특허나 디자인 출원이 2010년에는 98건이

었습니다. 2011년에는 315건, 1년 만에 약 3배 이상 늘었을 뿐

만 아니라 수익, 매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2010년도 1분기에 

약 한 908억 되던 것이 2년 만에 약 두 배 이상 매출이 늘기도 

하 습니다. 결국 보상을 제대로 많이 해주고 종업원의 기를 

살려주니 연구의욕도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그런 구조가 좀 정

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의 경우 아마 연구

원, 공무원도 로열티의 약 한 50%까지는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상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마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는거 같습니다.

8. 미국은 창출된 이런 지식재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이러한 정책이 있습니다. 일본도 지식재산 드라이브 정책 

추진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도 2011년에 지식재

산기본법이 제정한 이래 기반을 조금씩 다져 나가고 있다

고 들었습니다. 실제 60%에 달하는 특허무효율과 낮은 

손해배상율에 대해서 특허무용론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요. 특허가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 참.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특허청에서 현재 고민하

는 것이 무효율을 어떻게 하면 낮출 것인가 를 가장 많이 고민하

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경우도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경

우 건당 평균 한 오천만 정도로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데요. 상

대적으로 미국경우 평균 건당 2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약 한 

40배 정도의 큰 차이가 되는데, 우선 특허 무효율 경우는 다행

히도 매년 낮춰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한 60%, 작년에 

52%, 올해는 49%대까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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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사유가 되는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이 

진보성*입니다. 좀 생소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보성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전체 약 한 85% 정도가 됩니다. 진보

성을 어떻게 하면 잘 판단하고 좀 더 진보성 때문에 무효가 

되는 비율을 줄이느냐는 차원의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무효율

을 낮추기 위한 방면은 저희 특허청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출원인 입장에서도 출원하기 전에 과연 내가 내는 기술이 나중

에 특허가 됐을 때 정당하게 권리로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오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존에 있는 특허정보도 분석을 하고 또 

가공도 하고 또 나름대로 시장조사도 하여 전체적으로 내 출원

이 나중에 살아날 수 있기 위한 노력도 해야만 합니다.

특허청에서도 진보성 관련해서 심사관들이 최대한 자료를 찾

아서 거절 이유가 있으면 미리 특허가 되기 전에 좀 더 보완, 

보증 하도록 단계를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진보성 관련해서 거절이 되어 권리가 죽는 경우는 심사관이 

보지 못한 새로운 자료들이 나중에 찾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이 제출이 되면 심사원은 못 본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심사관도 특허청에서도 좀 더 노력을 기울려야

만 될 것 같습니다. 

9.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공학연구자들이 특히 특허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이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

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한 특허 신청시 특별히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특허를 받으려면 반드시 출원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출원을 아까 말씀대로 온라인으로 하는 전차출원이 99%로 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자출원은 한번 시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허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특허청의 특허로( 

http://www.patent.go.kr )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 모의

출원도 해볼 수 있고, 본인의 기술이 있다면 다음 단계를 따라

서 전자적으로 출원서를 제출해보는 프로그램이어서 한번 신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중요한 권리이며 가치가 있다면 앞으로 외국, 국내 경쟁

사, 기업, 다른 사람들하고 다툼이 있을만한 소지가 있다면 전

문으로 대리하는 사람들 변리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습

니다. 그 분들과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을 하든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작성을 하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허청구범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 출원

서를 낼 때 특허가 내가 가진 기술이 어떤 것이다. 중요기술은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특허청구

범위를 쓰고 또 그 뒤에 도면을 넣게 됩니다. 

특허청구범위라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특허출원서를 낼 때

는 50페이지, 100페이지를 내더라도 내 권리가 되는 것은 특허

청구범위 1∼2장 안에 있는 것이 나의 권리입니다. 그 나머지는 

내 권리가 될 수 없고 내가 가진 권리는 결국 특허청구범위 

속에 들어간 내용들인데, 말 한마디 한마디 구성 하나하나를 

쓸 때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사람을 발명에 비유하자면 

잘 못 쓰게 되면 눈이 입 위에 있어야 되는데, 눈이 목에 걸려 

있다든지 또는 귀가 두 개여야 되는데 귀가 하나인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모양으로 작성 되는 겁니다. 정당하게 귀가 양쪽에 

있고, 두 개가 있으며 눈은 또 두 개가 어느 위치에 있고, 눈과 

귀가 어떤 연결을 하고 있는 내용을 결국 특허청구범위 안에 

잘 적어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 특허를 내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문제도 정말 상당한 

것 같습니다. 개인이 부담 없이 특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특허출원할 적에는 결국엔 수수료라는 게 들어가기 마련입

니다.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과 대학원생

의 경우는 70%를 감면해주고, 중소기업 70%, 대학생이나 국가 

유공자의 경우 100% 감면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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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특허 1건을 수수료를 낸다면 30만원 전후로 비용

이 듭니다. 대학생 경우 전면 돈이 안 드는 것이고, 대학원생이

나 개인, 중소기업은 70% 정도 보면 되는데요. 단 돈이 드는 

예외도 사회적 약자나 빈곤층일 경우에는 특허청에서도 구제해

주는 방안이 있어 특허출원서를 쓸 때부터 지원을 해주는데 

공익변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0명 정도가 여기에 근무를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한사람이 1년에 1건 정도는 출원서도 

대신 써주고 출원할 적에 수수료도 감면해주는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 진보성: 특허출원 이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 

곧 진보성이 없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29조 2항).-[네

이버 지식백과] 특허요건 [特許要件] (두산백과, 두산백과)

군인을 대신해 로봇이 전투를 수행한다. 많은 군사전문가들

이 생각하는 미래의 전투장면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로봇 기

술이 이 분야 최고인 미국의 수준까지 갈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보실 분은 국방로봇 개발에 힘

을 쓰고 계시는 국방과학연구소 박용운 센터장이십니다. 무인

화된 무기시스템 국방로봇에 대해서 센터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하고 계시는 주요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반 무기가 아닌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지금 찾아

주신 국방 무인 기술센터는 지상, 해양, 공중에서 활용하는 국

방 로봇의 공통기술을 개발하고 특히, 지상분야의 로봇 연구를 

전담하는 곳이 국방과학연구센터입니다. 그 중 로봇융합연구

그룹은 기존 로봇기술이 공장에서 자동화를 위한 기술로 쓰

는데 그런 기술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도와주는 로봇기

술로 바꿔 실용화하기위한 기술을 연구하는 그룹입니다.

2. 자주국방을 위해서라도 군사용 로봇개발은 매우 중요한 사

안인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연구 중 무인 

무기시스템(무인자율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인 차량을 무인 차량화 

하는 것을 말하며, 두번째로는 기존에 없었던 무기 중에서 새로

운 임무를 위해서 로봇화하는 국방 로봇, 이 두 가지 카테고리 

연구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형을 판단하고 움직이는 

무인전투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미국과의 격차도 

3~4년 수준으로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

인전투차량이 움직이는 원리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자동차에 새로운 

센서인 레이더, 라이다센서, 상센서를 부착해서 주위 환경의 

물체와 노면 특성들을 다 인식하고 어디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판단하는 계층이 있으며, 그 판단을 기반으로 차를 움직이도록 

하는 제어계층들로 구성된 것이 무인차량기술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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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의 전차나 장갑차량의 플랫폼을 무인화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용 로봇에 비해서는 그래도 오히려 실용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여러 활용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때 활용이 될 것 같습니까?

기존의 전차, 장갑차, 자주포와 같은 무인 작전 차량이 있는데 

무인화 과정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

유는 사실 전투 로봇이라하면 악천후 상황, 안개, 연막, 열악한 

상황과 도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야지나 험지를 지나야만 합니

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연구가 어렵습니다.

기존의 전차, 장갑차, 자주포가 하는 그 역할을 동일한 무기를 

탑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인화 하는 개념이 있으며, 전

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임무를 로봇을 통해 전투를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지겠습니다.

5. 현재 적진을 누비는 견마형(犬馬型) 로봇이 국방연구소에 

가장 주력하는 프로젝트 하나로 2011년도에 개발이 되었다

고 들었습니다. 견마형 로봇이 무선네트워크를 통해서 감시

정찰이나 위험물의 탐지가 되다보니까 산간오지에서 활동

을 할 때 신호전달이라던지 통신 장애, 이런 문제점이 발생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험난한 무기들도 있어서 안전

성에서의 확보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견마형 로봇에 대한 문제점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신뢰도 문제와 안전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 UN인권위에서 

비록 무인로봇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직접 사격하는 것은 못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견마로봇은 원격으로 사람이 사격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 즉 기동 부분만 자율로 기동합니다. 이를 

위해 통신이 잘 유지되어야 됩니다. 통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혹 협곡이나 계곡에 들어가면 통신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

데요. 사실은 저희들은 긴급히 무인기를 발사하여서 통신을 중

개하거나 사람 병사가 통신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위성도 통신 중개가 가능하고요. 백업하는 대체통

신도 가지고 있어 통신이 되지 않는 곳까지 백(back)하는 기능, 

알아서 스스로 백(back)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6. 무인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호주의 시드니

대학에 있는 필드로봇센터, 그리고 펜실베니아대학, 카네기

멜론대학 등과 공동연구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래 국방로봇기술에 대한 국내상황과 국외상황을 비교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우선 국방로봇에 대표국가인 미국은 1980년대, 지금보다 약 

한 삼십 몇 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했고요. 1980년대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전차, 장갑차, 자주포라는 게 없었습니다. 

미국은 로봇 연구 시작할 때, 저희는 겨우 유인전투차량을 개발

을 했습니다.

현재는 언론에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가 개발한 자주포를 우리

나라에 조변하는 양보다 많은 양을 수출도 하고, 특히 전차 같

은 경우는 세계최고의 전차를 개발해서 기술 수출도 하고 있습

니다. 예를 들면 터키의 경우 기술료만 해도 현재 1,200억 이상

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는 무인로봇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고, 최근까

지 세계최고의 유인차량만 만들었습니다. 2005년부터 저희가 

무인로봇연구를 시작해서 미국을 빨리 따라가고 있습니다. 3∼

4년, 늦어도 5년 정도 뒤쳐져 있는 상태이며 그나마 미국이 

30년 정도 앞서갔지만 궁극적으로 무인차량이나 무인로봇은 

사람의 지능과 같아야 되는데 아직도 미국이 그 정도 개발 연구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으로 기회가 많습니다. 

대부분 미국의 예산 10분의 1로 일을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여 3배 정도 이끌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추진전략분야

로 선택 집중하여 국방로봇분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7. 한국이 국방로봇 분야에 두각을 보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북한과의 대치를 하고 있

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둘러싸인 이런 군

사적 환경요인도 있고, 또 우리나라 IT산업 인프라가 매우 

구축 잘 되어있기 때문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로봇 

무기가 조금 비인도적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알다시피 저희가 강대국 가운데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국방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존 무인차량이 아닌 유인차량, 전

투기, 함정 등 국방에 필요한 소위 전력을 강화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30년 이전부터 로봇을 

개발해왔고, 저희는 로봇을 연구할 겨를이 없었으며 기존 전차, 

장갑차, 자주포를 개발하여 우리의 전력을 배치하는데 지금까

지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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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은 그 수준들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됐기 때문에 

국방로봇을 빨리 준비하여 선진국을 따라가야 하는 거고요. 또

한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보다 저희가 First Move로 한번 앞서

겠다는 의미로 집중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동력인 지능

형 로봇, 다음 미래국방, 전체적으로 국방로봇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저희는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IT강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방로봇이 잘되는 건 아닙니다. 

IT강국이 전체 인프라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만 여러 가지 

연구개발이나 행정 관리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권문제는 사실은 로봇 자체가 너무 사람보다 지능이 

좋아서 사람하고 정말 겨눌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정도는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은 원격으로 사람이 직접 사격하고 

스스로 사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에서 보는 무작위한 로

봇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은 아마 당분간은, 한 몇 십년

동안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8. 국방과학연구소라고 하면 이 기밀이라든지 보안이 조금 자

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편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

서 활동하는 연구자 분들의 시선이나, 연구 환경, 분위기는 

또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들어오려면 

어떠한 공부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함께 팁을 좀 알려주

시겠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는 어느 연구소와 비슷합니다. 좋은 점이 있

다면 국방 연구는 10년, 20년 연구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연구

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적합합니다. 민간 출

연을 보면 프로젝트 3년, 6년에 따라 프로젝트하고 또다시 새로

운 연구를 하게 되는데 비해 저희는 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분위기와 환경

입니다. 물론 보안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무기의 핵심적인 정보와 기술이 외국에 유출되거나 외부로 나

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한적입니다. (가령) 출입

은 다소 통제하고요. 비 로 분류된 문서에 관해서는 퍼블릭하

게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기업에서도 첨단 기

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에는 특별한 사람이 오는 건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서 석, 박사를 마치고 국방 연구에 관심

이 있으며 연구가 적성에 맞는 분이 들어오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학교 성적이 좋은 사람이 반드시 연구를 

잘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십 몇 년 전에 입소하는 사람 

전형위원으로 채용을 할 때 과거 시험문제를 내고 통과해야 

들어올 수 있었는데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여 인터뷰만으로 사

람을 보았습니다. 물론 전공 인터뷰가 있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암기식 클로즈 북으로 시험 잘 친 사람이 연구 성과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는 사실 오픈 북입니다. 모든 

정보가 있고 거기서 창의를 해야만 합니다. 결국 성적결과와 

비례적으로 연구를 잘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창의

적인 연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D(국방과학연구소)는 기본적으로 전공 면접 인터

뷰 및 약간의 평가기준으로 어 토익이 750점 그리고 학교성

적을 보긴 합니다만,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B학점 

이상, 평균 B학점 이하면 문제는 될 수 있고요.

마지막 인터뷰에서 자기 의사전달을 잘하는 부분, 즉 소통을 

잘하는 분들이 지원합니다. 특히 여자연구원 퍼센트가 꽤 높은 

편입니다. 한마디로 연구를 잘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된 분이 

오셔서 새로 연구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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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 개요

AIAA Aerospace Science Meeting (이하, ASM)은 전세계 

항공우주 관련 과학자 및 공학자들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학회입니다. ASM은 업계, 정부, 학계가 과학적인 지식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배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회입니다. 더불

어 New Horizons Forum이 프로그램 사이사이 열리게 되며, 

업계와 정부로부터의 키노트 연설자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들

은 새로운 도전 과제와 미래에 대한 기회, 교육과 연구에 있어

서의 다가오는 트렌드를 공유합니다.

금년도 New Horizons Forum은 4일에 거쳐 8개의 키노트 

연설과 패널 토론이 있었습니다. 패널 토론의 경우 DOD, 

USAF, NASA의 수장급 인사들로부터 향후 연구 개발 투자 계

획 및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습니다.

컨퍼런스는 총 2,500명 인원의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아래의 

분야에서 총 29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논문 발표가 진행되었습

니다.

음향학, 공기역학 측정 기술, 공기흡입 추진 시스템 통합, 항

공기 설계, 응용 공기역학, 대기 및 우주환경, 대기 비행 역학, 

컴퓨터 시스템, 설계 공학, 교육, 에너지 부품 및 시스템, 추진

제 및 연소, 유체 역학, 가스 터빈 엔진, 환경 공학, 지상 시험, 

고속 공기 흡입 추진, 지능 시스템, 매쉬-가시화-계산, 환경, 

다학제 설계 최적화, 플라즈마역학 및 레이저, 소프트웨어 시

스템, 우주 탐사 및 식민화, 우주 자원 활용, 시스템 공학, 토양 

에너지 응용, 열물리학, 약이온 가스, 풍력 에너지

2. 주요 학술 발표 논문

1. Is LES of reacting flows predictive? Part 1: Impact 

of numeric, P. Cocks et al., United Technology 

Research Center, AIAA 2013-0170

UTRC 에서는 두 개의 in-house code (CharLES code from 

Stanford, LESLIE3D from GaTech Menon's group, Open- 

source code (OpenFOAM)과 FLUENT를 이용하여 LES 계산이 

과연 반응 유동 해석에 있어서 실험결과와 비교시 타당한 솔루션

을 제공하는지 연구하 다. Volvo Flygmotor AB(Afterburner) 

실험을 목표로 시뮬레이션 연구가 진해되었다. 계산에서 사용

된 모델, 격자는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비반응 유동과 반응 

유동의 결과가 실험 결과와 비교되었다. 비반응 유동에 있어서 

모든 코드로부터의 결과가 와흘림, 평규 속도 형상, 난류 물리

량의 통계치의 관점에서 합리적 수준의 정확도의 해가 제공됨

을 확인하 다.

그러나, 반응 유동의 경우 모든 코드가 실험에서 측정된 물리

량과의 비교에서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와흘

림과 재순환 역에 있어서 불완전한 예측이 관찰되는 경우도 

발견이 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물리량에서의 큰 부정확도를 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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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있어서의 부정

확도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2. Large Eddy Simulation of a Gas Turbine Model 

Combustor, Y. C. See and M. Ihme, University of 

Michigan, AIAA 2013-0172

3. Large Eddy Simulation of Supercritical Combustion 

of Liquid Oxygen and Kerosene of a Bi-Swirl 

Coaxial Injector, H. Huo and V. Yang, GaTech, 

AIAA 2013- 0429

로켓이나 특정 가스터빈의 경우 고압 고온의 환경에서 연소가 

진행될 때 초임계 상태의 열역학적 상태가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 실험 장치 개발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에 수치 모사

를 통한 연구에 의존하게 된다. 본 연구는 액체 산소와 케로신

을 추진제로 사용하는 액체 로켓에서 이중스월 동축형 인젝터

에서 일어나는 초임계 연소 현상을 LES를 통해 수치모사하는 

것에 있다. 이 연구에서 인젝터는 RD-0110엔진의 형상을 이용

하 다. 스월 액체 산소는 120 K, 스월 케로신은 300 K로 인젝

터에서 연소기로 공급되며 작동압력은 100 기압이다. Laminar 

flamelet 모델을 통해 난류 연소가 고려되면, 209개의 화학종

과 1673개의 반응기구를 통해 flamelet library가 개발되었다.

2차원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졌으며, 시뮬레이션은 화염이 액

체 산화제 post 직후 안정화되었다. 본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임

계(subcritical) 상태에서의 유동과 화염과 큰 차이를 보이며, 

액체 산소 필름과 연소 역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남을 살펴볼 

수 있었다.

4. Computational Investigation of Combustion 

Dynamics in a Lean-Direct Injection Gas Turbine 

Combustor, C. Yoon et al, Purdue Univ., AIAA 

2013-0166

희박 직분사 방법을 적용한 가스터빈 엔진에서의 연소 불안정 

현상에 관한 연구가 수치기법을 통해 본 저자를 비롯한 퍼듀 

추진 그룹에 의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NASA subsonic 

fixed wing project의 일환으로 NOx 저감 친환경 엔진 개발을 

목표로 진행된다. 실험과 계산을 통한 연구가 병행되어 진행되

고 있으며, 본 연구는 계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발 열음향 

모드를 통해 연소 불안정성을 유도하는 장치가 설계되었고, 이 

장치를 기반으로 계산과 실험이 진행되었다. 모델 엔진은 공명 

튜브와 연소기 그리고 희박 직분사 부품으로 크게 구성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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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모듈형으로 설계되어 기하학적 형상 변화에 따른 연소불안

정성의 연구가 가능하다. NASA Glenn Research Center, 

UTRC, Penn State 그룹은 LDI 가스터빈에서 약 5% 가량의 

압력 진동이 발생됨을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엔진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의 압력 진동이 발생함을 확인하 다.

LDI 엔진에서 주를 이루는 flow physics는 난류, 분무, 연소 

그리고 음향학의 dynamic coupling에 있다. Hybrid RANS/ 

LES 기법을 이용하여 난류 유동을 모사하 고, Lagrangian 

approach를 통해 분무 유동이 다루어졌으며, 케로신 연료의 

2단계 단순 화학반응 기구가 사용되었다. 계산을 통해 챔버 내

에서 음향파가 연소기와 공명 튜브를 통해 전파됨이 가시화되

었으며, spectral analysis 를 통해 이러한 시뮬레이션에서의 

중요 음향 모드가 실험에서도 발견됨을 정성적으로 발견하

다. 이와 더불어, 미립화 모델 존재 여부, 2차원 계산 모델 적용 

가능성, 당량비에 따른 향이 연구되었다. 결과적으로 

Precessing Vortex Core Instabilities와 같은 유동 불안정성

이 음향학과 연결되고 스프레이 유동의 실제적인 모사가 연소 

불안정성 예측에 있어서 중요 요소가 됨을 확인되었다.

5. Temperature and Species Measurements of 

Combustion Produced by a 9-point Lean Direct 

Injector, S. A. Tedder et al, NASA Glenn Research 

Center, AIAA 2013-0562

9-point Lean Direct Injection (LDI)의 온도와 화학종 분포 

특성이 NASA Glenn Research Center에 의해 이루어졌다. 

향후 엔진 개발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로 

Spontaneous Raman Scattering (SRS)로 측정되었다. SRS

는 가스터빈엔진과 같은 고온 환경에서도 온도와 화학종간의 

상대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향후 CFD 모델의 검증 

데이터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측정된 온도 분포는 화염 온도으로부터 예측된 결과와 정성적

으로 일치하 다. 측정에 앞서 보정법이 설명되었으며, 이를 

통해 측정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이 연소 

유동장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여주나, 만일 샘플 지점이 늘어

나 분해능이 늘어나게 되면, 보다 작은 스케일의 연소장의 구조도 

파악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연구에서는 Single shot spectra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노이즈가 크게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CFD 모델 검증을 위해 화학종의 농도가 정확히 측정될 

필요가 있어보이며, 이는 이미 알려진 조성의 기체 혼합물을 

측정함을 통해 보정하여 정확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될 것이다.

6. LES of High-Frequency Combustion Instability in 

a Rocket Combustor, S. Matsuyama et al., JAXA, 

AIAA 2013-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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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XA의 최근 LES 계산은 수소/산소 인젝터를 이용한 고주파 

연소 불안정성을 모델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열방출의 

변동량과 압력 진동 간의 결합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뮬레이션

에서 인젝터는 연소기 중심축에서 벗어난 위치에 설치되었다. 

2차원 단일 요소 연소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고, 산

소 분사 유량의 강제 조절이 1차 transverse 모드 (1T mode)를 

발생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 Rayleigh index가 조사되었으며 

1T mode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되었다. 이후, 5개 인젝터 

요소를 이용한 3차원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졌으며 단일 요소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되었다.

7. Test Capabilities in the CCAPS/CSDL Augmentor 

Development Facility, R. Blanchard et al, Virginia 

Tech, AIAA 2013-0032

버지니아텍의 Commonwealth Center for Aerospace and 

Propulsion Systems (CCAPS) 는 augumentor 개발을 위한 

시험장치를 최근 개발하 다. 열방출량, 화학종 농도, 화염 속

도, 압력 강하 등 Augumentor 성능과 관련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진단 기법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test rig의 설계

와 성능, 그리고 진단 기법들이 소개되었다.

실험장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압축기를 통해 13 atm 수준

의 압력으로 0.7 kg/s 의 공기가 공급가능하며, 현재는 650 

K 의 고온 공기가 유입 가능하지만 향후 900 K수준으로 끌어올

릴 예정이다. Test rig에는 v-gutter flameholder가 위치하

며, 필름 냉각 윈도우를 통해 flameholder 하류의 화염을 광학

적으로 접근 가능토록 개발되었다. 테스트 리그는 기본적으로 

액체 연료가 연소되도록 개발되었으나, 가스 연료도 겸용가능

하도록 고려되었다. Simplex Atomizer가 연료 분무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PIV, Rayleigh and Raman scattering과 

absorption spectrocopy를 통해 윈도우의 화염 구조를 관찰 

하도록 설계되었다.

3. 후기 

다양한 분야가 ASM이라는 장소를 통해 발표됨으로 인하여 

많은 산업계와 연구소 인력들이 찾아옴을 알 수 있었다. 한 분

야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전문 학회와 다른 분위기 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최신 기술이 무엇인지를 한자리

에서 알기엔 이보다 좋은 장소도 없으리란 생각도 들었다.

눈부신 컴퓨터의 개발 속도로 인해 시뮬레이션과 실험으로 

부터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자리 다. 비정상 CFD와 실험을 

통해 획득되는 대량의 데이터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뽑아내는 

후처리 기법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ASM의 경우 

이 분야를 리드하고 있는 연구 그룹으로부터 후처리 기법에 

대한 강연이 준비되었다. 일반적인 실험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낮은 데이터 샘플링 속도와 긴 시간 동안 측정되며 시뮬레이션

은 높은 데이터 샘플링 속도와 적은 시간동안 측정된다. 따라서 

저주파 특성은 실험을 통해서 고주파 특성은 시뮬레이션을 통

해 잘 나타나게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며 실험과 시뮬레

이션간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법 등이 후처리 기법에서 소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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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달라스의 명소인 Gaylord Texan Resort는 호텔 객실

과 건물이 둥그렇게 되어있고, 안쪽 가운데의 큰 정원이 온실 

같이 유리로 덮여 있었다. 겨울임에도 외투를 걸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따뜻한 학회가 되었다. 학회 내에서 제공하는 

Grapevine 시티 투어를 통해 텍사스 스테이크를 맛 볼 좋은 

기회가 되었다. ASM은AIAA (미 항공우주학회) 주관으로 매년 

1월 초 미국 내에서 열리게 된다. 향후에도 보다 발전적인 학회

가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윤창진 연구원 (퍼듀대학교 포스닥)

1. Asian Symposium on Computational Heat Transfer 

and Fluid Flow 개요

본유체유동 및 열전달 수치해석은 과학과 엔지니어링 분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시아 공동체 내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2007년 중국에 시안에

서 Asian Symposium on Computational Heat Transfer and 

Fluid Flow (ASCHT 13)가 시작되었다. 본 심포지엄은 격년으

로 개최되며 2009년에는 제주에서 2회가 개최되었고, 3회는 

일본의 교토에서 개최되었다. 4th Asian Symposium on 

Computational Heat Transfer and Fluid Flow (ASCHT'13)

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다.

장소 : 홍콩과학기술대학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일시 : 2013년 6월 3일~6일 

본 학회는 4편의 기조강연과 5편의 keynote논문을 포함하여 

약 180여편의 리뷰된 논문이 구두로 발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세션으로 발표되었다.

Single-phase fluid flow and heat transfer (1), (2), (3), 

(4), (5), (6), (7), (8), (9) 

Multi-component and multiphase problems (1), (2), (3) 

Micro/nano fluid flow and heat transfer (1), (2), (3) 

Computational methods (1), (2), (3), (4), (5) 

Experimental methods (1) 

Experimental methods (2) and Uncertainty analysis 

Industrial applications (1), (2), (3), (4), (5) 

Multi-scale and multi-physics modeling (1), (2) 

Bio-fluid dynamics and heat transfer 

Reacting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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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대부분의 참석자는 아시안계열의 나라로 이중 중국이 

가장 많이 참여하 으며, 다음으로는 일본, 한국, 홍콩 순 이

다. 참여국에 대한 통계는 Figure 2와 같다. 지역적인 향도 

있겠지만 중국 학계의 적극적인 학회 활동도 눈여겨 볼 만하다.

학회의 마지막 저녁인 수요일에 만찬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중국음식에 혀를 내둘 다. 만찬중 사자탈춤은 학술대

회의 행운과 발전을 기원하는 행사 같았다.

찬 마지막에 차기 회의(ASCHT’15) 장소가 우리나라 부산으

로 발표되었으며 준비위원장으로는 서강대학교의 허남건교수

님이 추대되었다. 아직 발족된 지 얼마 안된 학회이지만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세계의 열 전달, 유동 해석에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학회로서 선택된 논문은 

유명 저널에도 실릴 기회를 주고 있어 연구자에게 매력적인 

학회이다. 2015년도에는 보다 많은 한국 연구자들의 참여를 

바란다.

이루어진 3차원 망으로 구성된 전형정인 나노 다공성 물질이

다. 이 구조는 고체구조와 다공에 차여있는 가스를 통해 열전달 

및 복사열전달이 억제되어 단열성능이 매우 뛰어나다. 공극률, 

온도, 가시압력 및 에어로겔의 공극 크기는 가스의 열전도에 

매우 향을 많이 미친다. 가스 열전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공극 

크기 분포에 기반으로 한 수정된 모델을 제시하 으며 기존 

모델의 예측결과보다 훨씬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고체 구조체

에 열전달은 포논전달로 모사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논의 

평균자유거리 및 에어로겔의 고체 구조의 유효열전달 계수를 

예측하기 위한 수정된 모델을 제시하 다. 나노-공극을 가진 

고체 구조의 포논 방정식을 연구하기 위하여 구분종좌법( 

Discrete Ordinates Method)을 이용하 다. 나노-공극 물질

의 복사 물성을 구하기 위하여 몬테카를로 복사선추적법

(Monte Carlo Ray Tracing, MCRT) 개량하 다. 본 시뮬레이

션은 나노-공극 매체의 삼차원 골격을 위해 동일 크기의 구를 

무작위로 쌓아 만들었으며 구의 흡수와 반사 계수는 레일리-산

란(Rayleigh-scattering )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파장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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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수치 및 시험 결과와 비교를 통하여 구하여졌으며 카본블

랙기가 있는 실리카 에어로젤의 열전도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

하 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우는 단열재로 철도차량의 단열 및 

소음 문제에 적극활용할 수 있으며, 본 발표는 이러한 에어로겔

의 특성을 수치적으로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으며, 에어로겔의 활용 분야의 특성에 맞는 에어로겔 성질을 

설계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 FVM)의 

최근 개량에 대하여 소개되었으며 요약하면 아래의 4가지와 

같다.

일반적인 지배방정식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적용 

유한체적법에서 대류항에 대한 절대 안전성을 지닌 고차의 

스킴 설정을 위한 일반적인 접근방법의 설정 

견고하며 빠른 수렴성을 지닌 IDEAL 알고리즘 제안 

멀티스케일 시스템을 위한 탑다운 방법의 수치적용 

위에서 제시한 모든 개발로 인해 유한체적법이 보다 효율적이

고 적용성이 뛰어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기계공학 전산유체에 널리 활용되는 기법이 유한체적법이며, 

열유체 전공이라면 지배방정식을 유한체적법을 근거로하여 차

분한 것이 기억날 것이다. 보다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지배방

정식을 해석하기 위한 저자들의 노력이 엿보인다. 이들이 제시

한 방법들이 실제 상용 소프트웨어에 적용되어 사용자들이 보

다 정확하고 빠른 열유동 해석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액체의 과열과 열적 성층은 연료시스템의 불안으로 기인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온 환경조건에서의 연료탱크의 열적 성층 특

성을 시험 및 수치적 방법으로 연구하 다. 탱크 내에서의 열전

달과 비정상 유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삼차원 수치해석을 수행

하 다. 제안된 수치해석 방법의 결과는 시험결과와 비교하

을 때 잘 일치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이 적용가능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성층은 가스

와 액체 모든 역에서 나타났으며 온도상승은 외부 열유속에 

대하여 선형적으로 증가하 으나, 탱크 압력에는 민감하지 않

았다. 바닥에 부분적으로 가열된 탱크에서는 약간의 온도상승

이 있었다. 본 수치해석 접근방법은 일반적인 액체 저장용기의 

열전달을 해석하는데에 신뢰성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수치해석 접근방법은 일반적인 액체 저장용기의 열전달을 

해석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해석 및 시험

방법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저장용기의 설계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2013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 68 -

많은 재료의 화학반응의 화재물성은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매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repulsive particle swarm optimization 

(RPSO) algorithm을 이용하여 콘칼로리미터 시험에서 표면의 

대류열전달계수, 방사율 및 화염열유속을 역해석하 다. ISO 

5660에서 언급된 표준 콘칼로리미터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표

면의 온도, 질량소모율 및 발화시간을 측정하 다. 시험은 

21mm 두께의 Douglas fir 시편을 이용하 으며 가해진 열 유

속은 30, 40, 50, 60, 70, 80[kW/m2]이다. 본 연구로부터 

RPSO로 구한 시편의 화재 물성은 콘칼로리미터 시험결과와 

잘 일치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고체 재료에 화염이 발생하 을 경우 고체 내

부로의 열전달량에 관련된 여러가지 상수(대류열전달 계수), 

표면방사율, 화염으로부터의 열유속 등을 최적화를 통하여 구

하 다. 본 논문이 보다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표면온도 측정

시의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분석하여 최소의 시험 오차가 발생

되도록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문헌 등을 조사하여 

표면에서의 화염열유속 및 대류열전달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최적화 기법이 적절한 해를 도출하 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좋

을 듯하다.

트랜스포머의 오일의 연소특성과 물분무를 이용한 진압에 대

한 시험연구가 수행되었다. 오일팬의 크기는 17×17 cm, 

25×25 cm, 30×30 cm 이며, and 트랜스포머 오일을 연소시

키기 위하여 n-heptane을 사용하 다. 

화염온도, 복사열, 질량소모율 및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

다. 미분무는 오일연소 후 120 s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동시켰

다. 화염온도, 복사열 및 일산화탄소는 트랜스포머 오일의 질

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다. 미분무가 작동된 후 트랜스포머 

오일 화재의 화염온도 일산화탄소 농도 복사열은 감소하 다.

본 논문에서는 변압기에서 사용하는 오일에 대한 화재 특성 

및 오일 화재시의 미분무의 화재진압 특성에 대하여 논하 다. 

먼저 미분무수의 특성에 대한 언급이 논문에 제시가 안되어 

있는데 작동 압력, kt factor 등의 미분무수 성능과 관련된 사

항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철도차량 하부에서도 변압기 오일

에서의 화재발생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트랜스포머 오일

의 화재 특성 및 발화 특성의 연구는 철도차량의 화재 특성 

연구에 도움이 된다.

열/물질 전달에서의 멀티스케일은 멀티스케일 시스템과 멀티

스케일 두 가지의 범주로 나뉠 수 있다. 도시규모의 역에서의 

거리협곡에서의 유동과 확산에 관련된 물리적인 현상은 멀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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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일 시스템 문제에 속한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의 큰 규모 스

케일의 거리에서의 교통 배기에서부터 실내의 작은 스케일까지

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연구는 RNG k-e 난류모델을 채용한 

상용 프로램인 FLUENT를 이용하여 해석하 다. 큰 규모의 해

석 역은 3오더의 크기변화를 보이는 매우 불균일한 격자시스

템을 적용하 다. Froude 수는 풍동에서 절차를 모델하기 위한 

유사 기준으로 선택되었다. 수치 풍동 모델에서 SF6 가스가 

추적가스로 활용되었으며, 대규모 공간 시뮬레이션과 수치터

널 모델에서 얻은 결과를 비교하 으며 잘 일치하 다.

본 논문의 주요 목표는 도시의 거리에서 건물(공간) 안으로의 

공해 물질의 확산을 수치해석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거리에서의 큰 규모의 유동 계산을 위하여 수치 풍동으

로 계산하고 이를 similarity를 이용하여 실제의 값을 변환한

다. 이를 이용하여 보다 작은 건물의 공간에서의 오염물질의 

확산을 계산할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방법으로 관심 역에 

향을 미치는 환경까지도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온도측정 데이터로터 냉각 시뮬레이션 장치에

서 시편 표면에서의 열유속을 예측하기 위하여 whole domain 

particle swarm optimization algorithm이 적용되었다. 먼저 

테스트 장치의 일차원 수학모델이 개발되었으며,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algorithm의 기본 개념이 소개되

었다. 

수정된 whole domain approach of PSO algorithm 

(MWDPSO)이 열유속 예측을 위한 다항식형태의 식이 제안되

었다. MWDPSO algorithm 이 열유속을 제대로 역예측하는데

에 효과적인 도구임을 확인하 다. 다항식의 차수의 향과 측

정오차가 논의 되었다. 순차적인 접근에서부터 얻은 정보를 이

용하여 더욱 제약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further modified 

whole domain PSO algorithm (FMWDPSO) 이 제안되었다. 

수치적 테스트에서 낮은 열유속조건에서 MWDPSO의 대안으

로 활용될 수 있다.

시험에서 수반될 수 밖에없는 측정오차에 대한 논의가 인상적

이다. 엄  온도값(해)에서 랜덤으로 오차를 발생시켜 각 최적

화 기법의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분석 비교하 다. 이러한 절

차는 최적화를 이용하여 역해석을 활용하는 연구분야에서 활용

하면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박원희 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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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관기 요약

1) 프랑스에서 5번째로 큰 낭트라는 도시는 휴양지라, 안전하며 

평온한 도시 음.

2) 900여편 논문 및 발표

3) Next(33th) Conference : 2014년 6월 8일~13일 미국 샌

프란시스코 개최 (Palace Hotel)

  - 초록 기한 2013.09.30

  - 2015년 34th Conference: St. John’s, Newfoundland, 

Canada에서 개최

  - 2016년 35th Conference: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 (학

회장: 백점기 교수)

4) Conference Corporate Sponsors

5) Technical Program

  - 전통적으로 10개의 Standard Symposia와 2개의 

Special Symposia로 구성됨

a. Offshore Technology

b. Structures, Safety and Reliability

c. Materials Technology

d. Pipeline and Riser Technology

e. Ocean Space Utilization

f. Ocean Engineering

g. Polar and Arctic Sciences and Technology

h. CFD and VIV

i. Ocean Renewable Energy

j. Offshore Geotechnics

k. Petroleum Technology Symposium

l. Odd M. Faltinsen Honoring Symposium on Marine 

Hydrodynamics

- 조선/해양 교수진 및 대학원생, 해양 장비업체, 해양 엔지

니어링 업체, 선급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석학 및 전문가들이 

왕성하게 참여하 으며, 엑슨모 , 쉘 등 오일 메이저 출신의 

업체는 소수만 참여하 다. 한국, 일본 대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많은 수의 중국인(교수,학생,엔지니어,선급)들이 눈

에 띄었으며, 중국/네덜란드/스웨덴/노르웨이 등지에서 박사

과정으로 수학중인 몇몇 중국 국적의 여성 발표자가 인상적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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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저 산업에 있어 파이프라인 디자인, 건설에 대한 관심

이 집중되었으며 세션장 크기 대비 많은 엔지니어가 참여하

다. 주요 연구분야로Tthermal Effect를 고려한 유체압력에 따

른 실증 실험 및 Buckling Capacity에 심도 있는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고, 심해 파이프라인 관련 업체 INTECSEA 기업 출신

의 다양한 국적의 엔지니어가 많았다.

- 비 전통 석유개발에 따른 셰일가스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미국 대학교 및 기업에서 이번 학회 참여는 저조하 으나, 페트

로브라스 출신 다수의 엔지니어가 발표자에게 잦은 질문과 연

구 결과에 대한 지식공유에 적극적이었다.

- PSA regulation 제정 관련 노르웨이 연구원 'Modification 

of the PSA Regulations Based on Case Studies of Stability 

Accidents' 발표 참석. 최근 몇몇 사고 case에 대해서 언급하

으며, 그 중 몇몇 Case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사고 원인을 모르고, 

추측은 가능하나 정답은 아니라고 들었다. 따라서, Regulation을 

추가적으로 수정, 강화한다고 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Severe하

고 Safety 확보를 위한 강력한 Rule 만드는거에 큰 자부심을가

지고 있었다.

- Petrellus engineering (UK) 소속 지긋한 나이의 연륜이 

느껴지는 연구원의 Safety Critical Element의 Goal-Setting 

Regime과 위험도기반 설계의 적용에 따른 경험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현재 HSEQ 연구부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자

세히 언급되었다. LR Scandpower 소속 연구원 한분이 공동 

저자로 참여. 화재/폭발 관련 CFD 및 구조 Response 해석에 

다년간의 Know-How 및 경험이 느껴졌다. 저자가, "Standard 

and Regulation are just Standard and Regulation."라고 언

급하며, 풀어 가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정확하고 납

득시킬수 있는 문제 해결 Procedure에 대한 분석 및 확립이 

필요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 다.

- 본 학회에서는 조선소에서 당장 현안으로 삼고 있는 기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어 지지 못한 것으로 보 으

나, 학회 논문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한 논문당 3명 이상의 

관련 전공 교수 및 엔지니어 측에서 코멘트 제공. 엄격한 논문 

심사와 함께 각 세션마다 수준있는 자문이 이루어졌다.

- 각양각색의 어 발음 및 액센트로 인해 논문발표 내용 이

해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간결하고 간략

한 지식 정보 전달에 기본이 되지 않은 몇몇 발표자도 눈에 

들어와 같은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다

만 매일 제공되는 오찬 및 다과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우수 

석학들과 General부분 뿐만 아니라 특정 지식 교류에 좋은 기

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 국내업체 논문발표현황 + 카테고리별 

논문편수

1) 대우조선해양 – 2편 발표, 1편 공동저자

[1] Comparative Study on Fatigue Life of Drillship Operating 

for GoM and Brazil Sectors Based on Spectral Fatigue 

Analysis [OMAE2013?10593] : Tae-Hoon Kim, Oe-Ju 

Hwang and Yeong-Tae Oh (구조 R&D)

[2] Structural Development of LNG Fueled Large Container 

Ship [OMAE2013?10634] : Jeong-Hwan Kim, Joong- 

Hyo Choi, Sung-Gun Park, Dong-Kwon Lee and 

Yeong-Tae Oh (구조 R&D)

[3] Three Dimensional Grillage Analysis of Reactions on 

Supports of a Pre-Erection Block [OMAE2013?11349] : 

Sung-Chan Kim, Cheol-Ho Ryu (인하대), Young-Ho 

Kim, Chang-Bong Han and Dong-Geun Kim (DSME-

생산시스템연구)

2) 현대중공업 – 1편 발표

[1] Noise Prediction and Control of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FPSO) [OMAE2013?10603] : 

Keun-Bok Song, Hyung-Taek Kim, Sung-Hoon Kim 

and Won-Ho Joo

3) 삼성중공업 – 2편 발표

[1] The World’s First Erection and Float-Off of the Floating 

Production Unit (FPU) on the Rectangular Type Dock–
Offshore Floating Dock (OFD) [OMAE2013?10420] : 

Dong-Kyoon Kim, Hee-Jun Lee, Min-Sung Chun, 

Sang-Bae Jeon, Ji-Woon Kim and Jeung-Hoon Baek

[2] A Structural Capacity Evaluation for Corrugated Membrane 

Structure of LNG Cargo Containment System [OMAE 

2013?10493] : Min-Sung Chun, Sung-Chan Kim (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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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성엔지니어링 – 1편 발표

[1] Sensitivity Analysis of Pile-Founded Fixed Steel 

Jacket Platforms [OMAE2013-10029] : Mohamed 

Nour EI-Din (SEC) and Jin-Koo Kim (성균관대)

5) 현대건설 – 1편 발표

[1] Numerical Analysis of Cluster and Monopod Suction 

Bucket Foundation [OMAE2013?10480] : Dong-Joon 

Kim외 4명 and Yun-Wook Choo (KAIST)

6) 한국해양연구원(MOERI) –1편 발표

[1] Dynamic Structural Analysis of a Large-Diameter 

Riser Consisting of Laminated Composite Material 

With a Hybrid Numerical Scheme [OMAE2013?10868] : 

Dong-Ho Jung, Hyeon-Ju Kim, Moon-Ho Tak (MOERI), 

Kyung-Jae Lee and Tae-Hyo Park (한양대)

7)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 3편 발표

[1] Experimental Study on Water Damping Effects of 

Hybrid Floating Structure [OMAE2013?10161] : 

Youn-Ju Jeong, Young-Jun You, Du-Ho Lee and 

Min-SU Park

[2] Structural Performance of the Optimum Floating 

Structure for Reduced Motion [OMAE2013?10697] : 

Du-Ho Lee, Youn-Ju Jeong, Young-Jun You and 

Min-Su Park

[3] Mechanical Properties of Rocks Exposed to the 

Extreme Antarctic Environment [OMAE2013?10158] : 

Young-Seok Kim, Ki-Ju Kim and Seung-Seo Hong

8) 카테고리별 논문 및 발표 편수

- 본 학회에서는 900여편의 논문 및 발표가 되었다. 국내 

조선업 관련 회사가 아닌 KICT,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의 

학회 참여가 눈에 띄었으며, MOERI와 KICT에서는 앞으로 매

년 OMAE 학회를 포함한 국제 학회에 꾸준히 참여할 것이라 

언급하 다. KICT 발표자를 통해 얻은 정보는 화재분야 국제

공인시험기관으로서 화성에 화재안전센터가 있으며, 주요업무

분야는 아래와 같다.

a. 화재안전 핵심요소기술 개발 (내화구조요소기술, 소방설

비요소기술, 제배연요소기술, 화재확산요소기술)

b.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설계 기술개발 (화재확산특성 및 피

난평가, 연기제어 성능평가 해석 기술, 내화구조 화재수치 

해석 기술)

c. 터널, 플랜트 등 사회기반시설(SOC) 화재안전 기술 개발 

(화재확산 특성 및 피난평가, 연기제어 성능평가 및 해석 

기술, 내화구조 화재수치 해석 기술)

d. 대심도 지하, 초고층 건축물 등 신공간 화재안전 기술개발

e. 화재피해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및 복구 기술 개발

f. KICT FIRE Simulation 기술 개발

3. 주요 논문 내용 소개

1) Risk and Reliability Analyses for Innovative LNG 

Offshore Floating Units

[OMAE2013-10349] – Olivier Benyessaad etc., Risk and 

Reliability Engineer, BV, France

- BV 선급에서 처음부터 Issue한 FLNG 개발에 요구되는 전

반적인 Risk Analysis에 대해 포괄적이며 전체적인 안목으로 

특정 HSE Study Item들에 대해 설명하 다. 각각의 다른 설계 

단계에서 요구되는 Risk 및 Reliability 엔지니어링의 필요성

을 강조하며, 특정 FLNG의 개발에 꼭 필요한 Item들이 언급 

되었다. Risk에 이해와 Management는 ISO 31000 Standard

와 같이 정의되며, 다음과 같은 Activity를 포함한다.

a. Risk Assessment (Analysis and Evaluation)

b. Risk Treatment (Elimination, Mitigation)

c. Risk Acceptance (Tolerability/Acceptability Criteria)

d. Risk Communication (Information Sharing with 

Stakeholders)

e. Risk Monitoring (Auditing, Evaluation,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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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 Identification (HAZID) Study는 모든 중요한 Major 

Accidental Events (MAEs)를 식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워크샵 세션을 통한 전문가 그룹 집단의 적절한 leading이 필요

함을 설명한다. 아래 Risk Matrix는 IMO Recommendations 

in the Formal Safety Assessment (FSA) (MEPC/Circ.392 

MSC/Circ.1023 – 5 April 2002)에서 참고하 고, BV에서 적

용되었다.

위험도 평가 시, 정성적 정량적 기법으로 빈도, 결과치를 계산

하여 적용하 고, BV에서 제공한 QRA Flowchart는 현제 연구

과제진행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할 듯 하다.

HAZOP Study시 필요한 Hazop Parameter 및 Guidewords

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 고, 실제 HAZOP Study 워크샵 참여

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듯하다. Fire and Explosion Risk 

Analysis (FERA)를 위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들이 이해하

기 쉽게 설명되었고, QRA Study에 포함되는 각각의 항목들과 

Typical 결과물에 대해서로 간략히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Reliability Engineering에 필요한 Reliability, Availability 

and Maintainability (RAM), Safety Integrity Level (SIL) 

연구 수행에 적용된 참고문헌 및 Standard는 업무진행에 유용

할 듯하다. 현재 HSEQ 연구그룹에서 추진중인 중요 연구과제

와 연관성이 많으며, 차후 수행해야할 내용을 다룬 논문이었고, 

DSME FLNG 개발에 따른 HSE Study 항목들에 대해 체계적으

로 언급되어 향후 연계된 연구과제 진행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에, 추가적인 Detail Study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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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fety Analysis at Conceptual Design of Marine 

Structures

[OMAE2013-11478] – Nikolai A. Valdman, Krylov State 

Research Centre, Russia

- 발표자가 러시아인이었고, 어대본을 그냥 읽어 내려가며 

발표 진행하 는데 독특한 발음 및 액센트로 인해 발표내용에 

대한 이해는 주로 PPT 내용을 참고하 다. 러시아 해역에서 

운용될 해양구조물 개발에 필요한 safety system element에 

concept design에 대한 내용이었다. Marine Transport- 

Technological Systems (MTTS)에 필요한 Risk Management 

System을 정의 하 고, 해양 작업시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Operational Safety Management System(OSMS)에 

대해서도 체계화된 Flowchart 설명이 인상적이었다.

- 러시아 및 국제 규정을 만족하는 FPSO용 OSMS Block 

Diagrams으로 표현. 현재 극지용 FPSO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

나, OSMS의 적용으로 극지의 환경조건으로 인한 잠재 사고 

Risk를 최소화 가능함을 강조하 다. Barents Sea와 Kara 

Sea를 적용대상 해역으로 고려하 으며, 전형적인 발생가능한 

사고 사례를 기준으로 Hazard Level 및 확률을 정하 다.

- Winterization 시스템 및 장비 Design에 대한 설명과, 

"Accident Statistics for Offshore Units on the UKCS 1990- 

2007", HSE/Oil & Gas UK, 2009., "Offshore Hydrocarbon 

Releases 2001-2008", Research Report RR672, HSE 2008. 

자료를 참조하여 FPSO 모듈 및 Space에 대한 사고발생 요인에 

대해 정리하 다. 예방적 안전시스템으로 Flowchart를 통한 

Safety Barrier를 일목요연하게 표현하 고, 해양플랜트 설계

의 기본으로 플랜트 내 유체의 누출이 되지 않도록 하나, 누출

이 되더라고 점화가 되지 않도록 해양플랜트 안전설계의 중요

성을 강조하 다. 또한 누출된 유체가 점화가 되어도 더 큰 사

고록 확산도지 않도록 하고, 안전시스템이 적절히 작동되어야 

하며, Hardware 손상 방지안도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3) Management of Change for the Marine and 

Offshore Industries

[OMAE2013-11630] – Maria Verzbolovskis etc., ABS, 

Houston, Texas

- 해양공사 진행에 있어 Equipment, Operational Policy, 

Organizational Structure or Personnel에 대한 변화 및 수정

은 피할수 없는 부분이다. Change 수행에 따른 일반적인 문제

점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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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anges that are not technically 

b. lack of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ramifications

c. poor execution, and

d. failure to effectively communicate change information 

to key personnel.

- ABS에서는 제한된 변화에 따른 잠재적인 충격 및 향을 

평가하고 현존하는 안전과 리스크를 잘 Manage하기 위한 

Management of Change (MoC) System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행 및 계속적인 개발내용에 대한 내

용이었다. MoC 프로그램은 아래 6가지의 중요 단계과정으로 

진행된다. (MoC process 각 단계 Detail내용은 아래표참조)

1) Initial Review, 2) Senior Review, 3) Detailed Risk 

Assessment, 4) Approval, 5) Implementation, and 6) 

Verification and Closeout.

- Change impact에 따라 Preliminary Impact 평가 수행되

는데, 이때 Risk Matrix가 이용되며 결과 평가 카테고리에서 

4가지의 Personnel, Community, Environmental and Facility

로 구분되어 평가됨이 인상적이었다. Management of Change 

Program의 각 단계별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Change

에 대한 정의, MoC 프로그램 시행 방법 및 Monitoring 방안에 

대한 내용, MoC process가 Offshore/Marine 산업 특성에 맞

게 비용효율적인 면에서 잘 고안된 시스템이라 강조하 다.

4) Experience in the Application of the Goal Setting 

Regime and Risk-Based Design of Safety Critical 

Elements in the Oil & Gas Industry [OMAE2013- 

11636] – Sava Medonos etc., Petrellus Engineering 

Ltd., UK

- Piper Alpha 사고 이후, Risk 관련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었고, 해양구조물 개발 시 Goal-Setting, 위험도기반 

설계기술이 요구됨. 본 논문은 Facility 디자인 및 Safety 

Critical Element에 대한 위험도기반 설계 방법으로 화재/폭

발 사고 방지 및 저감에 적용된 엔지니어링 경험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다년간의 엔지니어링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 다. 

Safety Critical Elements 란 해양구조물에서 중대사고의 방

지, 탐지, 조절, 저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고 발생 시, 중대사

고의 발생에 기여 or 확산을 유발하게 하는 Parts, Equipment 

or System (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을 의미한다. 연륜있는 발표

자의 Safety Philosophy는 Guidance와 Regulation은 단지

Guidance, Regulation일 뿐, 중대사고 방지 및 저감기술에 필

요한 엔지니어링 능력은 다년간의 경험이 중요하며, 비용효율

적으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고 풀어나가는 지에 대한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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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점차 강화되는 규정에 설계

자의 입지는 좁아지나, 오프셔 산업 흐름에 빠르게 발맞추어 

엔지니어링 능력을 꾸준히 증진시키는 것 또한 중요함을 언급

하 다. 특정 화재/폭발 위험도 기반 기술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

었고, 각 Safety Design Parameter에 대한 Safety Engineering 

Approach와 Comment를 표로 알기 쉽게 도식화하 다. 타 학

회 논문 대비 22페이지의 방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화재/폭발 

담당 Safety 엔지니어에게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사

료된다. 

화재/폭발 Accidental Event에 대한 구조응답해석의 실례를 

간략히 언급하며, Process, Layout, Safety, Structural 항목

으로 Explosion Overpressure Development Process를 도식

화한 표는 인상적이었다.

폭발사고에 대한 구조 디자인은 전문 CFD 해석을 통한 Exceed- 

ance 그래프와 결과파일을 이용한 Over-pressure/ Drag 

Force를 먼저 결정하고, 구조응답해석을 수행함으로 결정된

다. 또한, 폭발해석시 확률level은 보통 10^-4 or 10^-5 level

을 사용하나, 때론 Operating Company 에 결정되기도 한다. 

화재사고에 대한 구조 디자인시 지침 6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

명하 고, 구조응답해석을 위한 전문 상용툴 USFOS의 효용성

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 화재해석을 통한 Fire Protection 

최적화방안이 중요하며, 이 문제가 비용으로 연결되기에 적절

한 Process Cost Selection Flowchart의 필요성 및 적용성에 

대해서도 강도하고 있다.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논문 자료

를 추가적으로 Review한다면, 본 연구과제 진행에 많은 도움

이 될 것이 생각되며, 논문에 수록된 Reference 또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듯 하다.

5) Using a Dacon Scoop to Recover a Loaded Liferaft 

at Sea

[OMAE2013-11020] – Robert Brown etc., Offshore 

Safety & Survival Centre, Marine Institute, Memorial 

University, Canada

- Harsh 해상 상태에 구조용 Fast Rescue Craft (FRC) 운용

에 어려움 및 인명 안전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Eastern 

Canada와 North Sea에서는 특정 Dacon Scoop이라는 장비를 

도입하여 많은 Standby Vessel에 이용되고 있다. Scoop은 통

상 작은 사이즈의 구조용 Craft (Life Raft, Lifeboat and Fast 

Rescue Craft)에 이용된다. 본 논문은 실제 해상상태에서의 

실 규격 사이즈의 Liferaft 적용에 대한 실험 결과(34차례)이

며, Dacon Scoop적용이 인명 안전의 효율성을 실 계측 결과값

으로 증명하고 있다. 25명의 인원에 해당하는 무게를 고려하

고, 최고 3.7m 파고에서 3일동안 실험 수행하 다. Human 

Factor Assessment 수행에 있어 프로시져, 장비, 필드 실험 

환경의 향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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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기본의 Scoop 방법으로는 기울어

진 각도, Wave에 의한 충격으로 Liferaft 안 인명 및 구조물에 

대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나, 오른쪽 개선된 방법으로 Wave

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인명구조가 

가능케 함. 34번의 실험 계측 Data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결과

를 보여준다. 첨단 고가 장비를 이용한 실제 실험 수행이 인상

적이었으며, 향후 연계 연구과제가 진행된다고 하니 현 논문 

관련 DSME 관련 연구원에게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듯 

하다.

6) Human Factor Risk Assessment during 

Emergency Condition in Harsh Environment

[OMAE2013-10867] – Mashrura Musharraf etc., Faculty 

of Engineering & Applied Science, Memorial University, 

Canada

- 캐나다 Memorial University에서 발표한 두번째 논문으

로, Harsh Environment 조건에 운용되는 해양구조물에서의 

응급상황 시, 정량적 접근 방법을 적용한 Human Factor Risk 

해석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응급상황에서의 Human 

Factor Data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Human Factor Risk 평가

는 전문가의 경험과 판단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과에 대한 

모호함과 불확실성에 대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본 논문은 

전문가의 경험/판단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Cover하고, 각각 다

른 응급상황에서의 Human Error 확률을 평가하기 위해서 

Fuzzy와 Evidence 이론으로 Bayesian Networks를 적용하여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다. Human performance에 대한 추운 

날씨 환경의 향에 대해 설명하고, 적용된 Fuzzy이론, 

Evidence 이론 및 BN에 대한 방법론을 기술하고 있다. 화재/

폭발 사고 발생 시, 해양플랫폼에서의 안전한 대피와 연계된 

Human Reliability of Action에 대한 적용 방법론 또한 제시하

고 있다.

향후 미래 연구과제로 Human Factor Risk 평가 시, 본 논문

에 수록된 참조자료가 큰 도움이 될 듯 하며, 발표자와의 꾸준

하고 긴 한 기술적 협의를 통하여 Technical 지원도 기대 가

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Human Factor Risk 평가에 요구되는 

기술 사항으로 Fuzzy, Evidence, Bayesian Network 이론에 

대한 이해와 학습의 선행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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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esign for the Arctic Conditions: Safety and 

Performance Issues

[OMAE2013-10287] – Abbas Barabadi etc., Department 

of Engineering and Safety, University of Tromsø, 

Norway,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Structural Eng. 

and Material Science, University of Stavanger, Norway

- 노르웨이 Arctic, Harsh 해상환경 상태의 향으로 HSE 

관련 Risk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며, 발생 가능한 Risk를 

적절히 조절하고 Critical Component의 Failure 확률을 줄이

기 위해 Risk의 Manage와 Control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

다. 본 논문은 Arctic 해역에서의 해양설비 운용에 대한 Risk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기존 수집된 해역 정보를 

바탕으로 Barents Sea의 Case Study를 통하여 적용가능 방법

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ISO 19906에 따르면, Action 이란 

External load applied to the structure (directaction) or 

Imposed Deformation or Acceleration(indirect action)으로 

정의되며, Arctic 조건에서는 Arctic 환경 자체가 주요 Action

이라고 한다. Artic on Technical Solution(TS)에서의 Action 

Effect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Air Temperature

2) Wind and Wind chill: wind chill 이란 바람에 의해서 

피부 표면에 느끼게 되는 공기 온도를 말함.

3) Precipitation and Snow

4) Ice and Ice Accretion

5) Visibility

6) Polar low

7) Water depth and wave

8) Sea ice and ice features

9) Remoteness

10) Oil spill cleanup

11) Climate change

12) Human performance

13) Political challenges

14) Lack of infrastructure

15) The long distance to the market and suppliers

- Technical Solution (TS) 선택 결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안을 Flowchart로 도식화 하고 있다.

8) Finite Element Analysis of Subsea Pipelines 

Subjected to Underwater Explosion

[OMAE2013-10736] – F.Van en Abeele etc., Furgo Geo- 

Consulting Belgium

- 2차 세계대전이후 도시 인근 항구, 항만에 잔존해 있는 기뢰 

및 폭발물들이 심해 파이프라인에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으며, 

큰 폭발 하중으로 인해 심해 파이프라인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

함으로 이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한요소해

석이 필요하다. Acoustic Pressure Shock Wave에 의한 파이

프라인의 Transient Response 평가에 위하여 수치해석과 실

험을 통한 벤치마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고, 스트레인게이

지를 설치하여 구조 Response 실 계측하 다. 스틸 물성치 고

려 시, 동적하중 적용에 따른 Strain Rate 향으로 인한 항복

강도의 증가 Data는 몇몇 실험 자료를 참조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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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nstantaneous Probability of Uncontrolled External 

Leakage during the Production Phase of a Subsea 

Well

[OMAE2013-10558] – Andre L. R. Alves etc., Petrobras, 

Brazil

- 본 논문은 Subsea Well의 생산 작업 중 통제 억제 불가한 

External Leakage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내용

이다. 가능성 있는 Leak Path 식별확인을 위한 알고리즘 작업

은 Barrier Diagram 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으며, Blowout 사

건의 대부분이 드릴링 단계에서 발생됨. SINTEF Offshore 

Database를 참고하고 있다. Well Component 모델링 방법은 

Flowchart로 설명함. Component Critical Failure Mode 정

의는 ISO 14224 Standard를 참고하 고, Well 시스템 모델링도 

아래의 차트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Well Integrity Manage- 

ment System (WIMS) Process 중, 엔지니어링 판단에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모델링 방법론이 언급되었으며, Well Safety 

및 Risk Control 관련 다년간의 연구노력의 결과가 보여진다.

10) Risk Based Inspection for Aged Offshore 

Pipelines

[OMAE2013-11119] – Gundula Stadie-Frohbos etc., GL 

SE, Hamburg

- 오늘날 Risk Based Inspection (RBI)은 기존 통상의 검사 

프로시져 대비 검사 비용면에서 더 효과/효율적인 장점이 있어 

점차 요구되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해양 파이프라인 RBI의 

중요 항목은 각 특정 위치에서의 파이프라인의 관련 Risk, 

Acceptance Criteria의 정의, 잔존수명 평가이며, 파이프라인 

Operator와 RBI 전문가 간의 높은 수준의 긴 한 협업이 필요

하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GL RBI 프로시져+Tool을 바탕으

로22년 사용된 offshore 파이프 라인의 일반적 위험성 평가 

결과를 다루고 있다. Risk를 유발하는 운용시간, 피로 및 부식의 

향을 고려한 Risk Development Graph를 통한 Inspection 

Control이 정해지고, Risk 평가 결과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위한 Risk Matrix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 소개된 프로그램은 

추가적인 개발과정이 필요해 보이며, 좀더 정량적인 방법론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가령 Risk Matrix 

특정 카테고리를 나타내는 상위 항목이 단순 1~5 & A~E 로 

표현되어 있는데, 심각성의 단계를 나타낼수 있는 적절한 기준

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 Consequence of failure를 크게 4가지로 표현함. 

1) Human Safety

2) Environmental Impact, 

3) Assets (economical consequence)

4) Reputation/Political Consequence.

- 각 Consequence 레벨에 따른 Safety 와 비용을 함께 나타

낸 아래의 표는 인상적임.

- 본 논문에 적용된 프로시져를 통한 대상 파이프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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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quence 값은 이전 개발된 DNV 적용법과 비교하여 비슷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향후 다른 해양 파이프라인의 

RBI 수행시 적용 가능하며, 프로그램 개발은 계속 진행될 예정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3. 기타 및 참관기 소감

● 현재 몸담고 있는 HSEQ 업무와 다소 거리가 있는 Drillship 

스펙트럴 퍼티그 해석 결과를 회사 밖, 특히 이름있는 해외 학

술대회에 발표함이 부담스러웠으나, 회사의 홍보면에서 중요

한 사항이라 생각되어 발표하는 당일에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

지고 발표장에 임하 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국적의 대학원생, 

교수, 엔지니어, 장비 및 소프트 관련 업체에서 많은 석학과 

전문가가 한 도시에 모 고, 무려 9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

고, 1200명이상의 인파가 몰렸으니, 처음 발표 및 참관하게 

된 이번 계기가 큰 추억과 의미로 남는다. 이런 큰 규모의 학회

에 발표자로 참관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해보며 ‘내 실력도, DSME 엔지

니어링 실력도 수준급이다’라는 사고의 변화와 자신감을 가실 

수 있었다. 

● 고인 물이 썩는 것은 반문의 여지가 없다. 유사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기술 자료를 읽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실체를 보는 

것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며, 좋은 논문을 쓰고, 훌륭한 기술 

정보를 공유해 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경험은 꼭 필요

하며,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질의 응답하는 기회는 일방적

으로 세미나를 받는 기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 생각된다. 

사용언어는 어이다. 그러나 다양한 엑센트, 억양으로 인해 

때론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듣지 못하는 지식이 있는 건 당

하다. 본 학회에서는 각 세션이 끝날때마다 30분간의 다과회 

시간이 주어졌고, 매일 진행되는 오찬과 오후 Tea Time에서 

그 누구와도 자유로운 지식 공유의 시간이 주어진다. 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통하여 부족한 지식을 채우고, 내가 알고 있는 기

술을 공유할 수 있는 값진 귀중한 시간이었다.

● 학회 3일 째 저녁에 열린 Banquet에서는 프랑스 전통 의상

을 입은 지역 무용원들의 무대가 전통 악기의 연주에 맞추어 

진행되었고, 백발 노인 한분의 무대 한가운데서 보여준 전통춤

은 가히 인상적이었다. 외부는 목재로 되어 있으며, 내부는 각

족 철골 구조 및 전자 장비로 되어 있는 약 10m 높이의 움직이

는 코끼리는 모든 하객들의 함성을 북돋았고, 우 찬 실제 코끼

리 음성과 긴 코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 효과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

김태훈 연구원 (HSEQ 연구/ 에너지시스템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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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merican Control Conference 개요

1982년도부터 시작한 American Control Conference(이하 

ACC)는 American Automatic Control Council(AACC)에서 

매년 주최하는 제어분야 국제학술대회이다. ACC 학술대회는 

지난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한 데 이어 2013년에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ACC 

2012를 제외하고는 미국 본토에서만 열렸다고 하니 학회참석

자 대다수가 미국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학회에 직접 참석해 

보아도 아시아인들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ACC 학술대회는 

AIAA, AIChE, ASCE, ASME, IEEE, ISA, SCS, SIAM의 후원

을 받으며,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엄선된 연구결과들이 

구두발표(Oral Presentation) 형태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

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토론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ACC 2013 학술대회는 1,864편의 논문이 사전 신청했지만 그 

중에서 엄선된 1,137편(62.6%)의 논문만이 발표할 수 있는 

예를 얻었다. 필자 역시 그 기회를 얻은 1인이 되어 무척이나 

기뻤다. ACC 학회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세계 각지의 산학연에

서 제어분야 관련 연구자 2,0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ACC 2013 학술대회에서는 6개의 

Plenary Session과 13개의 Special Session, 13개의 Workshop, 

12개의 Tutorial Session, 27개의 Invited Session 등 정말 알찬 

스케줄로 구성되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본 학술대회를 듣는 동안 개별적으로 진행

되던 연구들이 서로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긴 히 융

합되고 있다는 것과 기계와 전기 전자 융합 뿐만 아니라 생명, 

감성, 경제, 인문학까지 복합적으로 융합되고 있다는 것을 느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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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d Motion Control for High Tech Systems 

  [Plenary Lecture]

- Name: Maarten Steinbuch

- Affiliation: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 Title: Professor

- Contact information: m.steinbuch@tue.nl 

(+31 40-247 5444)

최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최첨단 선도 산업들은 정 하고 

정교한 제어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초정  제어기술은 

첨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요소기술이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수 nm 수준의 정 도를 요구하

는 반도체 공정장비와 초섬세 초정  움직임을 요구하는 안구

수술 로봇 등이 있다 (Fig. 5 참조). 이런 장비들은 제한된 하드

웨어 성능 내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모션제어기술에 기반을 둔 하드웨어 설계가 진행된다. 하드웨

어 설계부터 마지막 제어 튜닝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발표

자 Steinbuch의 모습에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다운 노련함을 볼 

수 있었다. Steinbuch 교수는 지금까지 개발한 모션제어기술

을 원자현미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로봇축구, 자율주행기술 

등에 적용하여 연구의 폭을 확장하고 있었다. 지칠 줄 모르고 

끝없이 연구를 확장해 나가는 그의 발자취는 많은 연구자들에

게 신선한 자극이 되리라 사료된다.

■ Robust State and Unknown Input Estimation: A 

Practical Guide to Design and Applications 

[Workshop]

- Name: Stefen Hui1, Stanislaw H. Zak2

- Affiliation: 1Mathematics at San Diego State Univ., 

2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 at Purdue Univ.

- Title: Professors

- Contact information: 1hui@math.sdsu.edu, 

2zak@purdue.edu

본 ACC2013 학술대회에서는 13개의 Workshop이 열렸다. 

Workshop은 소정의 금액을 지불한 사전등록자들을 대상으로 

해당분야 기술을 전반적으로 교육해주는 장이다. 필자도 기회

가 되어 관측기(Estimator/Observer)에 대한 Workshop을 참

여하게 되었다. 본 Workshop에서는 관측기 연구의 흐름과 현

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분야, 그리고 적용사례 등을 폭넓게 

교육시켜 주었다. 특히, 관심이 갔던 건 Fig. 6과 같이 눈에 

보이는 기계시스템에 적용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현재에는 병리

학 분야에서도 관측기를 이용하여 사람이 받는 외부 자극과 

사람 몸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규명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었다(Fig. 7). 기계과 역만 다루던 필자에게는 이런 연구

의 확장성이 크게 자극이 되었다. 본 Workshop 강의자료는 

Metric 사무국에 전달할 예정이니 관측기에 대해 처음 접하거

나 정리가 필요한 독자들은 널리 이용하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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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imized S-curve design for fast movement with 

less residual vibration

-  Chang-Wan Ha1, Keun-Ho Rew2, Kyung-Soo Kim1*, 

and Soohyun Kim1

- 1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KAIST

- 2Robot-Automation Division of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Hoseo Univ.

- Corresponding author: kyungsookim@kaist.ac.kr

필자가 본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본 연구에서 초고속 초

정  이송장비 또는 로봇의 핵심 기술인 잔류진동(Residual 

vibration)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움직임을 얻기 위한 모션프로

파일(Motion profile) 설계방법을 Laplace domain 상에서 해

석적으로 규명하 다. 본 연구에서는 S-curve 모션 프로파일

에 대해 극 점상쇄(Pole-Zero cancelation) 개념을 이용하여 

통합된 설계방법론을 제시하 다. 본 논문의 핵심아이디어는 

시스템의 진동모드를 표현하는 극점(Pole)을 모션프로파일에 

의해 만들어지는 점(Zero)으로 상쇄시킴으로 잔류진동을 최

소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델링오차(Modeling error)에 대해 

제안된 설계방법론의 강인성을 분석하 고, 이를 시뮬레이션

과 실험으로 검증하 다. 본 발표는 피드백제어(Feedback 

control)에서만 다루던 강인성 해석을 피드포워드제어(Feed- 

forward control) 기법인 모션프로파일 설계에 반 했다는 점

에서 많은 관심이 주목되었다. 제안된 설계방법론은 해석적이

고 간단하다는 점에서 잔류진동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움직임을 

만드는 모션프로파일 설계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설계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리라 사료된다.

■ Multi-Input Shaping Control for Multi-Hoist Cranes

- Joshua Vaughan1, Jieun Yoo2, Nathan Knight3, and 

William Singhose3*

- 1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Louisiana

- 2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Texas A&M 

University

- 3Woodruff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Corresponding author: Singhose@gatech.edu

입력성형기(input shaper)를 연구하는 Singhose 연구팀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ACC 학회에 논문을 개제하 다. 입력성형기

는 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여 임펄스 시퀀스(impulse sequence)

를 만들고 이를 기준입력(reference signal)과 컨볼류선 적분

(convolution ingeral)을 함으로써 성형된 기준입력(shaped 

reference signal)을 따라 시스템이 움직일 때 시스템의 탄성

모드에 의해 야기되는 진동을 없애는 피드포워드 제어(feed- 

forward control) 방법이다.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멀티 크레

인 시스템(multi-crane system, Fig. 10)과 같이 다중입력에 

의해 시스템이 가진 될 때 개별 입력신호를 어떻게 성형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2종류

의 입력성형기를 선보 는데 하나는 개별적인 크레인의 줄 길

이(i.e., L1, L2)를 이용하여, 입력성형기를 개별적으로 만든 

후 각각의 Trolley에 적용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할 경우, 

입력성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98%의 진동저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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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Figs. 11-12). 다른 입력성형기

는 벡터 다이어그램(Vector Diagram) 기법을 이용하여 입력 

1은 성형하지 않고 입력 2만 성형하여 잔류진동을 저감하는 

방법론이었다(Fig. 13). 본 연구는 감쇠비가 0일 때에 대한 해

석만 되어 있어 감쇠비가 0이 아닐 때 제안된 방법론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Singhose 

연구팀은 지난 20여년동안 입력성형기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해왔다. 이 연구팀의 끈기와 열정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리라 사료된다.

■ Intersample Ripple Resulting from Discrete-Time 

Feedforward Controls

- Hua Chen, Yang Li, and Lucy Y. Pao*

- Department of Electrical, Computer, and Energy 

Engineering,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 Corresponding author: pao@colorado.edu

피드포워드(Feedforward)와 피드백(Feedback) 제어기를 융

합하여 사용하면 피드백 제어기만 사용할 때보다 과도응답

(Transient response)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FFCLI(Feedforward Closed-Loop 

Inverse)와 FFPI(Feedforward Plant Inverse) 방법 등 피드

포워드와 피드백 제어기를 융합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

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시스템에 이산 피드포워드 제어기를 

추가할 때, 샘플링 시점이 변함에 따라 과도응답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 고, 이런 상황에서 피드포워드 제어기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피드포워

드 제어기( )는 일반적으로 Fig. 14와 같이 시스템( )의 역수로 

설계하여 출력값( )이 입력값( )을 잘 추정하도록 설계한다. 하

지만 샘플링 시점이 변동할 경우, 시스템 모델링이 바뀌어 정확

한 역수의 피드포워드 제어기를 설계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

해 Fig. 15와 같이 좋지 못한 과도응답 특성을 보인다. 본 발표

에서는 샘플링 시점 변화가 시스템 점(Zero)에 향을 미친

다는 것과 이런 경우 피드포워드 제어기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해석의 핵심은 샘플링 시점 변화는 시스

템의 극점(pole)에는 향을 미치지 않고, 점(zero)에만 변화

를 야기하기 때문에 피드포워드 제어기 설계 시 시스템의 점

을 배제한 채 설계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

계할 경우, 이상적인 경우에 비해 다소 반응속도가 느려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과도응답특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Fig. 16과 같이 시뮬레이션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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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ust Nonlinear Position Control with Condit- 

ional Reset Integrator for Permanent Magnet 

Stepper Motors

- Donghoon Shin, Wonhee Kim, Youngwoo Lee, and 

Chung Choo Chung*

-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cchung@hanyang.ac.kr

PMSMs(Permanent Magnet Stepper Motors)의 위치제어

(position control) 성능 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연구성과로는 Lyapunov-based con- 

troller를 이용한 microstepping 기술로 모터를 구동시키는 전

류를 원하는 값에 수렴시키는 제어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제어 

알고리즘들은 기계적인 동역학을 무시하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실제 실험을 하다보면 초기 위치오차(initial position error)

와 부하토크(load torque)에 의해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특징

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여러 제어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는데 

제안된 알고리즘 대부분이 속도 혹은 전류를 직접 측정하거나 

이를 예측하여 사용하는 방법론이다. 속도 측정의 경우 비용문

제와 해상도 측면에서 좋지 못해 실제 적용이 까다롭고, 전류 

측정의 경우 PWM switching noise 등 여러 노이즈에 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PMSM의 구조적 특징을 

이용하여 속도와 전류를 측정하지 않고 위치제어를 하는 비선

형 제어기를 소개하고 있다. 위치제어를 위해 보통 높은 게인의 

적분기를 이용하는데 높은 게인의 적분기를 이용할 경우, 정상

상태 위치오차와 입력 노이즈, 시스템 외란, 부하토크 등에 강

인한 특정을 보이지만 과도응답에서 큰 오버슈트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Conditional 

reset integrator라는 새로운 형태의 제어기를 소개함으로써 

높은 게인을 이용한 적분기의 단점을 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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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rative Learning Control for Vibration Reduction 

in Industrial Robots with Link Flexibility

- Chi-Shen Tsai1, Wenjie Chen1, Daekyu Yun2, and 

Masayoshi Tomizuka1*

- 1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2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 Corresponding author: tomizuka@me.berkeley.edu

LCD glass handling robot(이하 LCD 이송장치)과 같이 구조

체의 탄성이 큰 경우, 구조체가 이송한 후에도 구조체 끝 단에 

진동이 잔존하여 LCD 기판이 깨지거나 구조체에 기계적 데미

지를 입히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Fig. 18). 특히, 

이런 잔류진동은 공전시간(空轉時間)을 늘려 총 정착시간

(settling time)이 늘어나 생산성 측면에 매우 안 좋은 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LCD 이송장치의 이동 궤적을 학습알고

리즘을 통해 최적 궤적을 생성함으로써 이송 후에 잔존하는 

진동을 최소화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Fig. 19).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학습알고리즘의 경우, 기구부의 기구학 정보를 활용하

기 때문에 수렴속도가 탁월하여 최적해를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Fig. 20). Fig. 21은 20번의 학습 이후 LCD 이송

장치를 이동 시켰을 때 발생하는 진동과 학습하지 않을 때의 

진동을 비교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Fig. 21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할 경우 LCD 이송장치 끝 단에 발생하

는 진동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

2. 참관 후 느낀점

ACC 학회는 필자가 관심을 가졌던 국제학술대회로 많은 지식

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필자의 연구에 

대한 강한 자극을 주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느

꼈듯이 항상 아쉬운 점은 한국 연구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2000명이 

넘는 참가자 중 한국 연구자들은 20여명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대한민국의 연구역량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연구자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석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인 거 같다. 내년 ACC 

학회에서는 금년보다 더 많은 한국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세계

적인 거장들과 최신의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열띤 토론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끝으로 본 학회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논문을 지도해 주신 필자의 지도교수인 김경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하창완 박사(KAIST, 기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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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M학회 개요

올해 12번째로 개최된 IEEE/ASME AIM학회는 IEEE/ASME/ 

IES에서 매년 주체하는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저명한 학회이다. 

또한 AIM 학회는 저명한 Transaction on Mechatronics 해외 

저널의 대표 학회이다. 이번 학회는 호주의 울런공 대학이 주관

하여 시드니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작은 도시 울런

공에서 4일간 진행 되었다. 올해에는 44개국에서 제출한 총 

300편의 논문이 발표 되었고. 2번의 튜토리얼 세션, 3번의 키

노트 스피치, 그리고 기술 포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주제는 

Mechatronics for Human Wellbeing으로 특히 로봇 분야와 

바이오 분야 관련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다. 거장 Harry 

Asada 교수(MIT) 및 AFM을 발명한 연구팀 (IBM, Zurich) 들

의 Plenatary Speech를 통해서 바이오 와 메카트로닉스의 융

합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메카트

로닉스'라는 큰 주제 아래에 기계설계, 제어, 센서, 액추에이터 

등의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되었고 각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

들을 공유하고 학자간의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내년에는 

프랑스, 브장송에서 개최되며 2015년에는 부산대학교 주관으

로 BEXCO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Wearable Bio-Artificial Muscle Actuators

   [Plenary Lecture]

MIT의 Asada교수는 로보틱스, 동역학 및 제어분야에서 저명

한 교수로써 쿄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MIT 기계공

학과에서 Bio-Robotics 연구실의 지도 교수로 있다. 현재는 

바이오 인공 근육, 마이크로 로봇, 세포 이동 제어 분야에서 

앞선 연구들을 하고 있다.

사람 근육과 비슷한 크기 및 성능을 낼 수 있는 인공근육은 

많은 공학자들의 꿈이기도 하다. 전기 및 공압 모터와 같은 기

존 모터로써는 생체와 같은 움직임을 재현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을 뿐더러 부피가 커서 마이크로 로봇에 적용하기에도 큰 

제한이 있다. 또한 기존 모터가 가지고 있는 전압 문제, 휴대성, 

그리고 고가의 가격에 대한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서 많은 연구

자들이 생체의 근육과 유사한 actuator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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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간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대표 연구들이 

McKibben 공압 근육과 같이 macro 사이즈이지만, Asada 교

수 연구팀은 마이크로 사이즈의 섬유질을 화학처리 하여 제작 

및 제어 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 다.

인공근육들은 외부 자극에 수축/팽창 반응을 해야 하는데, 

전류로 자극하려면 전극 (electroplate)을 인공 근육 표면에다 

접촉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접촉면으로 인해서 소형화에 한계가 

있다. Asada 교수 연구팀은 비접촉식 방법으로 인공근육 섬유

질을 수축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네이처에 기재하 다. 

생체 근육세포에 여러 화학처리 방법으로 "Channelrhopsin 2 

optogenics"을 삽입하여서 빛에 수축하도록 하 다. 이것의 장

점은 비접촉식이면서도 높은 정 도로 특수 부위만 자극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섬유질을 한번에 제어하기보다, 

특정 부위들만 제어 할 수 있어서 높은 DOF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런 섬유질들을 하나의 bundle로 묶고, 그 bundle끼리 

융합하면 생체의 근육과 같은 네트워크 형 actuator로 개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Asada 교수의 연구 성과로 

실제 생체 근육과 같은 인공근육 개발이 가능하여졌다.

■ Multi-Degree-of-Freedom Electromagnetic 

Spherical Actuators [Tutorial]

Chen 교수는 싱가폴의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교수로서 현재 Trans.on Mech. 및 IEEE Robotics 저널의 기

술 편잡장과 다수 저널의 편집장이다. 현재는 Kok-Meng Lee 

교수 (Gerogia 공대, T. Mech의 총편집장) 과 같이 Spherical 

Actuator를 공동 연구하고 있다. 어깨와 같은 관절에는 다자유

도 회전이 가능해야 하는데, 기존 모터로써는 다자유도 회전에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모터로 다자유도 운동을 구현하기 위해

서 다수의 모터를 직렬/병렬 구조로 설계를 하고 있지만, 전체

적인 부피가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한 개의 모터에 다자유도 

회전이 가능한 신개념 모터를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

이 끊임없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관심을 받는 연구는 

자기장 방식의 Spherical Actuator로 다수의 전자석 폴 

(poles)들을 여러 각도로 배치하여 공 형태의 Core를 제어 할 

수 가 있는 신개념 모터이다. 어깨 관절과 같은 모형이어서 로

봇 관절에 바로 부착할 수 있고, 또한 기어가 필요없는 직접 

연결 방식이기에 높은 효율로 운동이 가능하다. 현재까지의 연

구는 축구공 사이즈로 24개의 폴로 3자유도 회전을 최대 4Nm

의 토크 출력으로 운동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석 폴(pole) 최소 

갯수, coil loop 등으로 인해서 소형화에 한계가 있고 전체 부피

에 비해서 출력 토크가 낮은 단점이 있다. 하지만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이기에 소형화 및 고출력의 모터 개발을 기대해본다.

■ Wearable control valves driven by small sliding 

force

  - Tetsuya Akagi, Shujiro Dohta and Yusuke Masago

  - Okayama University of Science

기존 공기압 밸브(valve)는 무거우면서도 부피가 큰 단점이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신개념 소형 밸브를 소개하 다. 공기압 

제어는 내부에 있는 공의 위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그 공의 

위치에 따라서 공압 챔버(chamber)를 폐할 수 있다. 내부에 

위치한 플레이트에 진동을 가해주면, 그 진동이 공에게 전달이 

되어 공기압 유출 구멍에서부터 멀어지게 되고, 진동이 멈추면 

공은 유출 구멍 위에 위치하게 된다 (Fig.5 ). 하지만, 밸브를 

on 또는 off 동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진동을 가해주

어야 하기에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석을 사용하는 다른 개념의 밸브를 제안하 다. 공

의 소재는 자석으로 제작을 하 고, 아래 그림과 같이 자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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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쪽 면 중 한곳 위치에 계속 유지하게 된다. 반대 면으로 

이동 할 때에는 전자석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저번 연구와 더 

높은 효율의 밸브를 개발하 다고 한다. 하지만, 전자석 크기

로 인해서 소형화에 제한이 있고, 순간 높은 전류가 필요한 단

점은 있다.

■ Imitaion of Human Motion using musde stiffness 

sensor and variable stiffness actuator

  - Gang-Tae Bae Jae-Bok Song and Byeong-Sang Kim

  - Mechanical Engineering Korea univ.

대표적인 Wearable (Exoskeleton)로봇으로는 일본의 HAL, 

미국의 BLEEX로 알려져있다. 이들 로봇 관절의 강성 조절이 

중요한데, 강성이 높으면 외부 충격이 바로 사람에게 바로 전달

되는 단점이 있고, 강성이 낮으면 허용하는 부하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강성 제어가 필요하기에 발표

한 연구에서는 사람 (로봇 착용자) 근육 운동을 예측하여 이에 

알맞은 강성을 제어 하도록 구성 하 다. 근육 운동 예측하기 

위하여 MSS (Muscle Stiffness Sensor) 센서를 개발하 다. 

이것은 근육의 수축에 따라 센서 부피가 변하여 공기압으로 

측정하는 원리이고 응답속도는 2ms정도로 빠르면서 저가로 구

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강성을 가변 할 수 있도록 HVSS 

(Hybrid Variable Stiffness Sesnsor) 구동기를 개발하 다. 

이는 내부에 설계된 스피링의 위치를 가변하여 강성을 조절하

는 원리이다. 모터와 같이 회전 운동이 가능하면서도 전체 강성

도 가변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 다. 이와 같은 센서 및 액추

에이터를 사용하여 사용자 의도에 맞게 실시간으로 관절의 강

성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 Algorithm of markerless long distance 6-DOE 

motion detection system based on laser distance 

sensors

  - Young-keun kim. student Member, Kyung-soo kim. 

Member, IEEE, and Soohyun Kim

  - KAIST 기계공학과

본 연구는 장거리 (30~50미터) 거리에서 물체의 6-자유도를 

측정하는 센서에 대한 발표이다. 크레인에서 이동되는 컨테이

너 박스의 흔들림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30미터 이상 되는 거리

에서 모션을 측정하는 센서가 필요하다. GPS, IMU 및 가속도 

센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들 모두 접적착찹식 방법으로

써 물체에 센서 또는 마커를 부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본 

발표에서는 비접촉식 방식으로도 먼 언거리에 위치한 물체 운

동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센서를 개발하 다. 3대의 레이저 거

리 센서와 줌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사용한 6자유도 모션 측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 고, 실험을 통해서 센서 시스템

의 성능을 검증하 다. 약 30미터 거리에서 7mm 이하의 정확

도로 6자유도 운동을 측정 된 결과를 발표하 다. 해양 운송 

시스템에 적용 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 물체의 운동을 검출해

야 하는 산업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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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rable lower limb assistive device for physical 

load reduction of caregiver on transfering support

  - Yasuhisa Hasegawa and Masataka Muramatsu

  - University of T sukuba, Japan

본 논문은 Tran. Mechatronics 저널 best paper를 수상한 

연구로써 재활시설 간병인을 돕는 wearable limb에 대한 연구

이다.

간병인이 휠체어에서 침대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환자를 

이동 할 시에는 특히 무릎 관절에 큰 부하가 걸리게 된다. 환자

를 들 때에는 간병인이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다시 무릎을 펴야 

하는데, 환자의 무게로 인해서 많은 하중이 무릎 관절에 가해지

기 된다. 연구팀은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으면서 최대 80%의 

하중을 감소하는 wearable limb을 개발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

다. 간병인이 걸을 때에도 불편이 없도록 가볍고 설계가 되어 

있고 탈부착이 쉽게 가능하다. 또한 간병인이 순간 환자를 들어

서 올릴 때에는 무게 중심 이동이 뒤로 향하기에 뒤로 넘어 

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뒷 바퀴를 사용하여 뒤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 고, 또한 엉덩이 부분을 의자 형태가 잇이는 바 

(bar) 형태로 걸쳐 앉않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 다. 공압 스피

링을 사용하여 부하의 reaction force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최

대 80%의 하중을 감소 할 수 있다. 현재는 실제 재활병원에서 

실험 사용 중에 있고, 더 편한 인체공학적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 Kinematics and dynamic analysis of a hybrid 

parallel-serial micromanipulator designed for 

biomedical application

  - M.A Nasseri, M Eder, D, Eberts, S, Nair M Maier, 

D Zapp, C. P. Lohmann and A Knoll

  - Technische Universit at M unchen (뭰헨 공학대학 독일)

안구 수술에서는 매우 정 한 손 움직임이 필요한데, 현재 

사람의 최대 정  움직임 기록은 108 um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 더 정 한 마이크로 매니퓰레이터를 개발하여 안구 수

술 로봇을 설계하 다. 하나의 매니퓰레이터 유닛으로는 직선 

운동만 가능한 피에조 모터 2개를 병렬로 조합하 다. 각 모터

의 운동에 따라서 end-effector가 직선, 회전 또는 둘 다의 

운동을 정교하게 제어 할 수 있다. 이 유닛들을 직렬로 계속 

연결하면 높은 차수 (Multi-DOF) 운동이 가능한 로봇 팔을 

만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로봇 팔은 매우 정교하여 5um 정 도

로 이동이 가능하고 최대 5N의 힘을 가할 수 있어서 수술 로봇

에 적합한 성능을 갖추었다.

3. 학회후기

AIM 학회는 필자의 연구실에서 매년 참여하는 학회로써 

Mechatronics의 창의적인 연구와 새로운 연구 주제들을 배울 

수 있는 장소이고, 저명한 교수님들도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연구들을 알 수 있는 학술 대회이다. 필자도 이번이 세번째로 

참여하는 AIM 학회이면서 매년 참석할 때 마다 느끼는 것은 

국내 학회에서 듣지 못한 새로운 연구 분야들을 알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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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논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매번 감동을 받고 있다. 2년

후에는 부산 BEXCO에서 개최 될 예정이니, 더 많은 한국 연구

자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끝으로 학회에 참여 할 수 

있게 논문을 지도해 주신 담당 교수님인 김수현 교수님 및 김경

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김영근 박사 (KAIST, 기계공학과)

ECCOMAS 2013 Program
 

ECCOMAS는 Multibody Dynamics를 주제로 하는 학회로써 

발표 논문 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lexible Multibody 

Dynamics', 'Contact and Constraints'와 'Mechatronics and 

Robotics' 등과 같은 동역학 관련 분야들이 주를 이룬다. 2011

년 9개의 세부 분야에서 2013년 14개의 세부 분야로 학회가 

구성된 것은 논문 주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생각된

다. Multibody Dynamics 분야가 꾸준한 관심 역이라는 방

증으로 2013년 학회는 2011년 학회에 비해 참가국 수가 30개국

에서 38개국으로 증가하 으며, 발표된 논문 수가 180편에서 

236편으로 56편 증가하 다. 이는, 주로 유럽, 동아시아 및 

미국 등지에서 이루어 지던 연구가 좀 더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

어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편당 논문 발표 시간이 25분에서 

20분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확

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최신연구동향의 흐름

Multibody Dynamics는 이론적 접근으로부터 기술 개발이나 

산업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학문이다. ECC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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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을 바탕으로 ECCOMAS 2013의 연구 동향을 살펴 보기로 

한다.

 Flexible Multibody Dynamics

'Flexible Multibody Dynamics'는 ECCOMAS 2013에서 35

편의 논문, 14.83%로 가장 많이 발표된 세부 분야이다. 

ECCOMAS 2011에 비해 5편이 증가하 지만 비율로 보면 

1.87% 감소하 다. 'Flexible Multibody Dynamics'에서 주로 

사용되는 탄성 해석 기법으로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개발된 

FFRF (Floating Frame of Reference Formulation)와 2000

년대를 기점으로 개발된 ANCF (Absolute Nodal Coordinate 

Formulation)가 있다. FFRF에 대한 연구는 완성 단계에 이르

으며, 이론적 접근에 비해 기계시스템에 적용하는 연구가 주

를 이루었다. 이에 비해 ANCF는 이론적 접근을 통해 정식화 

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적용 사례 역시 증가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beam, plate, shell과 같은 

탄성 거동을 나타내는 요소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탄성 특성을 지니는 cable, fiber, mooring system

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해석과 실험의 검증 부분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었다.

 Contact and Constraints

'Contact and Constraints'는 ECCOMAS 2013에서 26편의 

논문, 11.02%로 두 번째로 많이 발표된 세부 분야이다. ECCOMAS 

2011에 비해 12편, 3.22% 증가한 꾸준한 관심 분야이다. 

Multibody Dynamics 분야에서 기계 시스템이 동작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contact 및 물체간의 연결을 위한 constraints는 

주된 관심 역이다. contact 특성은 물체의 점탄성을 고려하

여 강성 및 에너지 소산에 관한 식을 통해 표현하며, bolt, 

gear, bearing, joint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constraints는 다물체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에 관

한 연구들도 상당 수 다루어졌다.

 Multiphysics and Coupled Problems in MBS

'Multiphysics and Coupled Problems in MBS'는 ECCOMAS 

2013에서 16편의 논문(6.78%)이 발표된 세부 분야이다. ECCOMAS 

2013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세부 분야로 Multibody Dynamics

가 유체, 전자기 시스템과 결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개설

되었다. 유체와의 결합은 FSI (Fluid Structure Interaction)

으로 표현되는데, 근래에 CPU에 비해 연산 속도에서 큰 장점을 

지니는 GPU (Graphics Processing Unit)를 활용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자기 시스템과의 결합은 차단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Special Session on Benchmark Problems in 

Multibody Dynamics

'Special Session on Benchmark Problems in Multibody 

Dynamics'은 ECCOMAS 2013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세부 분야

로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세부 분야는 기존의 연구로부

터 Multibody Dynamics 분야를 위한 기준을 만들고자 개설된 

분야이다. 즉 algorithm, formalism 및 상용 프로그램의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한 'benchmark'를 만들자는 취지로 2012년 

IFToMM에 이어 2013년 ECCOMAS에서 진행되었으며, 

Multybody Dynamics 관련 학회에서 꾸준히 진행되리라 예상

된다.

논문요약1(Contact and Constraints)

 Contact Analysis for Different Viscoelastic Contact 

Force Models

연구배경

1. 기계 시스템의 동적 거동 분석에 있어 접촉 및 충격이 발생

하는 경우 접촉력이 발생

2. 다양한 접촉 모델의 비교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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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tz 모델의 경우 에너지 소산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가 0인 경우이다.

- Gharib and Hurmuzlu 모델의 경우 에너지 소산이 다른 

모델에 비해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 Hertz 및 Gharib and Hurmuzlu의 모델 외에는 그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는 복원 계수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

지는데, 이에 대한 비교 분석 역시 필요하다.

고찰

접촉 문제에 있어 접촉력을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접촉 상

황을 감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접촉은 매우 짧은 시간, 큰 힘의 

작용, 급격한 에너지 소산, 급격한 속도 변화 발생을 야기한다. 

또한, 접촉 시 재료의 물성치, 재료의 기하학적 특징도 접촉 

문제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계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접촉 모델을 알맞게 선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적

합한 모델 개발을 통해 기계 시스템의 거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논문요약2(Flexible Multibody Dynamics)

Comparison and Experimental Validation of Different 

Multibody Codes for Wind Turbine Modeling

연구배경

1. 대체 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는 풍력 발전기에 대한 연구

2. 풍력발전기에 대한 실험과 소프트웨어를 통한 해석 결과의 

비교

3. Multibody code에 해당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Flex5, 

ADAMS 그리고 Simpack에 대한 비교 표가 Table 2에 나

타나 있다. 

고찰

신 재생 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는 풍력 발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NREL의 FAST를 기반으로 한 Fle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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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S, Simpack등의 소프트웨어가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본 연구와 같이 실험을 바탕으로 한 해석 결과의 검증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논문요약3(Software Development and Education)

MBD Education in PNU

연구배경

1. 대한민국에서 개발 및 사용되는 MBD (MultiBody Dynamics)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개

2. 부산대학교의 MBD 교육에 대한 소개 및 타 대학 교육 과정

에 대한 토론 및 공유

주요내용

1. MBD Programs used in Korea

물리적 실험을 대체 할 수 있는 다양한 MBD 해석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RecurDyn

RecurDyn은 한양대학교의 배대성 교수 및 경희대학교의 최

진환 교수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recursive algorithm을 사용

한다. RecurDyn을 소유하고 있는 ㈜ 펑션베이는 꾸준한 성장

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역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

율이 약 20 %로 세계 2위 규모다.

DAFUL

㈜ 버츄얼모션의 DAFUL은 RecurDyn 개발자인 한양대학교의 

배대성 교수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super solver’를 활용한다.

AutoDyn7

AutoDyn7은 부산대학교의 유완석 교수, 국민대학교의 김상

섭 교수, 충남대학교의 김성수 교수, 강원대학교의 탁태오 교

수에 의해 개발되었다. 비록 상용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ADAMS

ADMAS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상용

되는 MBD 해석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의 한계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

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 MBD Education in PNU

   ME Program in PNU Korea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는 1953년 설립되어, 1973년 국가 지

정 학부로 선정되었으며, 1996년 에너지 전공, 설계 전공, 정  

가공 전공, 제어 전공의 4개 학과가 통합되었으며, 2011년 원자

력공학 전공이 만들어졌다.

- 72명의 학부 교수(16명의 계약 교수)

- 1,639명의 학부생 및 283명의 대학원생

Dynamic Course in PNU Korea

부산대학교에서 동역학 과목은 대학 2학년 과정을 대상으로 

개설되며, 질점 및 2차원 강체에 국한하여 강의가 진행된다.

Dynamic Course in PNU Korea (sophomore)

부산대학교에서 동역학 과목은 대학 2학년을 대상으로 개설

되며, 질점 및 2차원 강체에 국한하여 강의가 진행된다.

ME Experiment in PNU Korea (junior)

부산대학교에서 기계공학 실험 과목은 대학 3학년을 대상으

로 총 12가지의 세부 실험 과목이 개설되며, 세부 과목 중 하나

인 'analysis and animation of a mechanical system' 시간을 

통해 2차원 차량의 강성 및 감쇠의 변화에 따른 차량 거동을 

해석하고 분석한다.

Applied Dynamic Course in PNU Korea (senior)

부산대학교에서 응용 동역학 과목은 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되며, 뉴턴 역학에서 라그랑지안 역학을 활용하는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MBD 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4절 기구, 

1/4 차량, 1/2 차량 및 차량 해석을 진행한다. 예제를 활용한 

해석을 진행한 후 개개인은 term project를 통해 기계 시스템

의 설계 및 해석 능력을 배양한다. term project에서는 주로 

굴착기, 자전거, 풍력 발전기, 차량, 오토바이의 모델링 및 해

석이 주로 활용된다.

Courses in Graduate School in PNU Korea

부산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총 4과목이 개설된다.

- 동역학 특론

- 기구학 특론

- 차량 동역학

- 탄성체 동역학

고찰

본 논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술 대회는 연구 내용뿐만 아니

라 교육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본 학회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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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인은 총 26명으로 독일 다음으로 많은 수의 인원이 참가

하 다. 부산대학교 유완석 교수는 부산대학교 교수로써 30년 

이상의 재직 기간을 통해 연구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양성

하는 것을 주요 가치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술대회

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 

혹은 학생이다. 따라서 본 학회에서 현재 대한민국 부산대학교

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 과정을 소

개함으로써 국내외 대학 교수 및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

으며, 국내외 타 대학에서의 교육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 다.

논문요약4(Software Development and Education)

A Comparison of DAE Integrators in the Context of 

Benchmark Problems for Flexible Multibody Dynamics

연구배경 

1. 특정 예제에 DAE(Differential Algebraic Equation) 적분

기를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다.

2. 적용된 세 가지 적분기는 다음과 같다. 고찰

본 논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계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수치 적분법을 선택하는 것이 동역학 해석에 있어 중요

한 요소이다. 수치 적분은 필연적으로 수치 오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계적 시스템의 모델링 및 해석뿐만 아니라 

적분기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논문요약5

(Multiphysics and Coupled Problems in MBS)

A Lagrangian-Lagrangian framework for the simulation 

of fluid/rigid-body interaction

연구배경

1. Lagrangian-Lagrangian 기법을 활용하여 FSI (Fluid 

Structure Interaction) 수행 (기존의 FSI 연구는 Eulerian- 

Eulerian 및 Eulerian-Largragian 기법이 주로 사용됨)

2. 유체 속에 미세 고체 입자가 분산해서 떠 있는 현탁액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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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본 논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GPU를 활용한 FSI 해석이 꾸준

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접촉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CPU의 연산 속도에 비해 병렬화 작업에 의한 GPU의 연산 속도

가 현저히 빠르므로 GPU의 활용에 대한 장점이 두드러진다. 

현재 University of Wisconsin, Dan Negrut 교수의 Simul- 

ation Based Engineering Lab에서는 GPU와 연동되는 프로그램

인 Chrono::Engine, Chrono::Flex, Chrono::Fluid, Chrono: 

:Render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논문요약6(Benchmark Problems)

History of Benchmark Problems in Multibody Dynamics

연구배경

1. 다물체 동역학 분야에서 'benchmark'는 algorithm, 

formalism 및 상용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2.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사용된 'benchmark' 문제들에 대해 

검토한다.

3. 2012년 IFToMM에서 처음으로 'benchmark' 문제들에 대해 

검토하 으며, 2013년 ECCOMAS에서 'benchmark' 문제들

을 검토함으로써 다물체 동역학 분야에 있어 'benchmark'

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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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다물체 동역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약 28종

류가 있으며, 캐나다 Waterloo 대학의 John McPhee 교수에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다.

(http://real.uwaterloo.ca/~mbody/#Software) 다물체 동역

학 연구 그룹의 일원으로써 algorithm, formalism, 상용 프로

그램을 검증하는데 있어 일련의 'benchmark'가 정해지기를 희

망한다. 2012년 IFToMM, 2013년 ECCOMAS에서 'Benchmark 

Problems' session이 마련된 것과 같이 'benchmark'에 대한 

지속적인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논문요약6(Flexible Multibody Dynamics)

Dominant Factors on Cable Unwinding from a Spool 

Package

연구배경

1. 개방계 헤 턴 정리를 활용한 풀림 운동 방정식의 유도

2. 케이블의 풀림 거동 시 주요 요소인 케이블의 질량, 풀림 

속도 및 초기 장력의 향 분석

5. 케이블의 질량, 풀림 속도 및 초기 장력의 향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 일정한 풀림 속도 및 초기 장력에서 케이블의 질량이 증가

할수록 형성되는 볼룬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ee Fig. 18)

- 일정한 케이블 질량 및 초기 장력에서 풀림 속도가 증가할

수록 볼룬의 수가 증가하고, 따라서 케이블의 복원 능력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see Fig. 19)

- 일정한 케이블 질량 및 풀림 속도에서 초기 장력이 증가할

수록 볼룬의 수가 감소하고, 따라서 케이블의 복원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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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을 알 수 있다. (see Fig. 20)

고찰

연구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케이블 풀림에 작용하는 주

요 인자로는 케이블의 질량, 풀림 속도 그리고 안내 시작점에서 

발생하는 초기 장력이 있다. 또한 공기 및 수중 상황에 따른 

향도 지배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케이블 풀림의 주요 인자에 

따른 거동을 분석함으로써 정성적인 풀림 특성이 아니라 정량

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풀림 케이블

의 선정, 풀림 속도 및 장력의 결정 그리고 검사 체적의 크기 

등의 입력 인자를 선정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관 후 

유럽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 대회 ECCOMAS는 Multibody 

Dynamics에 관심 있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학문의 폭을 넓혀준

다. 크로아티아에서 개최된 제 6회 ECCOMAS는 제출 논문 수

의 증가로 인해 편당 주어진 시간이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밖에 되지 않아 연구 내용을 면 히 분석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으나, 2011년 9 세부 분야 180편의 논문에서 

2013년 14 세부 분야 236편의 논문으로 다양한 연구 내용을 

접할 수 있었던 측면에서 학문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학술 대회 참관기를 작성하며,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학술 대회 기간 동안 관심 있었던 논문들을 

재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낀다.

대학원 생활을 하며 외국을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연구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국제 학술 대회는 대학원생에게는 노력에 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 연구를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필자의 연구를 

관심 있어 하는 연구자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에 연구에 대한 

큰 보람을 느낀다. 개인적으로는 제 4회 폴란드, 제 5회 벨기에 

그리고 제 6회 크로아티아 ECCOMAS 학술 대회에 참가했고 

이번 ECCOMAS 2013이 대학원 생활의 마지막에 참여한 국제 

학술 대회 다. 학회장에서 다양한 연구 논문들을 파악하기 위

해 노력했고, 그 중 연구에 필요한 논문들은 따로 정리해서 필

자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적용하는 과정에 있다. 유럽에서 

개최되는 학술 대회의 장점으로는 일반적인 유럽인들의 성향이 

학술 대회에 반 되어, 학술 대회가 세심하고 심도 있게 진행된

다는 점이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지는 일정에 지치기도 하

지만 직접 해보지 못한 연구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으

로도 많은 발전이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20분의 짧은 시간에 

연구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지만, 큰 틀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다음 제 7회 ECCOMAS 2015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

된다고 한다. 그보다 2014년도에는 제 3회 IMSD 2014(The 

3rd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body System 

Dynamics)와 제 7회 ACMD 2014(The 7th Asian Conference 

on Multibody Dynamics)가 대한민국 부산 벡스코에서 6월 

30일(월)부터 7월 3일(목)까지 공동 개최된다고 하니 Multi- 

body Dynamics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듯

하다.

 IMSD-ACMD 2014: http://imsd-acmd2014.ksme.or.kr

김건우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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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 개요

49th AIAA/ASME/SAE/ASEE (미 항공우주/기계/자동차/

공학교육 학회) Joint Propulsion Conference (연합 추진 컨

퍼런스가 2013년 7월 14일에서 17일 (4일간)에 걸쳐 San Jose

에서 열렸다. JPC는 어떻게 력신적인 항공우주 추진 시스템이 

설계, 시험, 비행되고 있는가에 관하여 조명하고 살펴보는 것

에 집중하고 있다. 비행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은 차세대 상용 

항공기, 비지니스 제트, 군용기, 초음속/극초음속 비행체, 발

사체를 포함한다. 이 중 가스터빈과 로켓 엔진이 발표의 주류를 

이루며 항공우주 추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컨퍼런스이다. 

2. 키노트 개요

개막 키노트 연설은 백악관 과학기술 정책 사무국의 우주 및 

항공분야 어시스턴트 디렉터에 의해 추진 정책, 전략, 예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망과 민간 상용 우주 분야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이 후에도 ATK, Orbital Science와 

같은 업체를 통해 상용 우주 시대에 대한 전망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또 다른 NASA 우주 발사체 시스템 (SLS, Space 

Launch System)에 대한 소개가 뒤따랐다. 현존 하는 RS-25 

엔진을 부스터로 J-2X엔진을 상단 엔진으로 활용할 이 시스템

은 2017년 본격적 비행 시험을 할 예정에 있다는 소개가NASA 

Marshall Space Flight Center (MSFC)에 의해 이루어졌다. 

2. 주요 논문

1) Inlet Geometry Effects on the Internal Performance 

of a Variable Flow Ducted Rocket Combustor, S. 

Kim and B. Natan (Technion, Israel Institute of 

Technology), AIAA-2013-3649

이스라엘의 Technion은 정  유도 미사일 엔진과 관련된 연

구를 활발히 하는 그룹으로 대표적으로 젤 추진 로켓, 하이브리

드 추진 로켓, 덕트 로켓 엔진이 있다. Technion 의 그룹 리더 

Dr. Natan은 이번 JPC를 통해 그들의 덕트 로켓 엔진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 다. 덕트 로켓 연소기의 내부 연소 유동장 시뮬

레이션과 이에 상응하는 Connected Pipe 실험을 소개하 으

며, 흡입구의 형상에 따른 성능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 다. 실

험과 시뮬레이션에서 0.35 – 1.57의 당량비가 연구에 사용되었

으며, 세가지 흡입구의 형상에 대하여 연구되었다.

• 90도 각도의 2개의 흡입구를 가진 형상

• 180도 각도의 2개의 흡입구를 가진 형상

• 90도 각도의 4개 흡입구를 가진 형상

이 중 흡입구 4개 연소기가 가장 높은 연소 효율을 보 으며 

흡입구 2개의 연소기는 흡입구 각에 따른 연소 효율이 크게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중 주목할만한 점은 카본 

파티클 연소가 라그란지안으로 모델되어 고려되어 파티클 연소

가 시뮬레이션에서 고려된 점, 그리고 파티클의 재회전 역에

서 반응이 되어 연소기 온도 상승에 기여되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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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racterization of Swirl-Venturi Lean Direct 

Injection Designs for Aviation Gas-Turbine 

Combustion, C. M. Heath (NASA Glenn Research 

Center), AIAA-2013-3647

NASA Glenn Research Center에서는 Lean Direct Injection 

(LDI) 가스터빈 연소기 설계를 위한 최적화 기법을 발표하

다. 구체적으로 LDI element의 기하학적 형상 변화에 따른 연

소 유동장 특성이 연구되었다. 여기서 LDI element라 함은 스

월러, 벤추리, 연료 노즐을 의미한다. 수십개 LDI element를 

가진 연소기를 근사하기 위해 3개의 요소에 대하여 축대칭으로 

해석되었다. 한개의 디자인 형상에 대하여 정상 상태의 RANS 

반응 유동 시뮬레이션이 고려되었다. Jet-A 연료에 대하여 18

단계의 반응 기구가 고려되었고, k-epsilon모델을 통해 난류

를 모사하 다. 20가지 케이스의 연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하학적 변화가 축방향의 유동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3) Combustion of Gelled Propellants Containing 

Aluminum Particles, M. Negri and H. Ciezki 

(DLR, German Aerospace Center), AIAA-2013- 

3713

본 JPC에서 DLR은 알루미늄 파티클이 포함된 젤 추진제의 

연소에 대해 발표하 다. 젤을 로켓 추진제로서 활용하기 위하

여 기존의 연구는 주로 미립화 향상에 촛점을 맞추고 있었다. 

본 연구는 마이크로 사이즈 혹은 나노 사이즈 알루미늄 파티클

이 첨가된 젤 추진제의 연소특성을 가압화된 챔버에서 조사하

다. 출구 노즐 뒷편의 제트 배기에서 응축화된 연소 생성물이 

발견되었으며, 생성물 샘플을 현미경을 통해 분석하 다. 알루

미늄의 aggregates과 관찰되었으며, 이는 연소실에서의 제한

적인 산화과정으로 인한 결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4) Modeling High-Density-Gradient Flows at Super- 

critical Pressures, G. Lacaze and J. Oefelein 

(Sandia National Lab), AIAA-2013-3717

Sandia national lab에서는 초임계 유동과 관련된 수치해석 

연구를 발표하 다. 초임계 압력 조건에서 실험을 통해 유동을 

진단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경우에 시뮬레이션

을 통해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모델링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

만, 그 중에서도 비선형적인 열역학적 물성의 변화와 큰 도 

구배의 발생에 있다. 본 연구는 큰 도 구배가 발생하는 유동

의 모델링 기법을 설명하 다. 높은 도 구배는 유체역학적으

로 큰 변형을 갖기 때문에 안정화를 위한 수치 기법이 중요해진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flux-correction (플럭스 교정) 기법

들의 LES 계산에서의 비교와 높은 도 구배를 갖는 High 

Reynolds number 유동에서 보다 정확한 기법을 다루었다.

5) Study of LOx/H2 Spray Flame Respons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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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ustic Excitation in a Rectangular Rocket 

Combustor, J. Hardi (DLR – German Aerospace 

Center), AIAA-2013-3781

금년 DLR에서 발표된 흥미로운 연구는 Rectangular 형태의 

로켓 연소기에서 외부 교란에 따른 스프레이 화염의 응답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소기는 고주파 연소 불안정성의 매커니즘

을 이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외부 교란의 부재에 따른 네 개

의 다른 조건이 본 연소기를 통해 실험되었다. 5개의 shear 

coaxial 인젝터가 헤드에 설치되었으며, 극저온의 LOX/H2 추

진제를 통해 작동되며 광학 장치가 접근 가능토록 설계되었다. 

LOX에 있어서 40 bar의 아임계 조건과 60 bar의 초임계 조건

이 연소실 압력과 290, 50K의 H2 분사조건 으로 고려되어 실험

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네개의 조건에 따라 음향 스펙트라, 음

향 모드, LOX 제트 미립화 거동, 화염 위치, 화염 방출 강도가 

조사되었다. 두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실험을 통해서 관찰되었

다. 첫번째 흥미로운 점은 1L, 1T 모드의 비교란 조건에서의 

음향 에너지 분포이다. 다른 실험 조건들에 비해 낮은 H2 분사

온도, 60 bar에서 1T 모드가 큰 강도로 발생함이 발견되었다. 

또한 1T 모드 발생하에서 LOX 코어가 보다 짧은 거리에서 미립

화 됨이 관찰된다. 낮은 H2 분사 온도가 transverse 

instability와 관련됨이 위 관찰을 통해 도출되었다.

6) Combustion Instability Mechanisms in a Pressure- 

coupled Gas-gas Coaxial Rocket Injector, M. 

Harvazinski et al. (US Air Force Research Lab, 

Purdue University), AIAA-2013-3990

미공군과 Purdue에서는 로켓 연소기에서의 자발 연소 불안

정성을 CFD 기법을 통해 연구해오고 있다. 대상이 되는 연소기

는 CVRC (Continuously Varying Resonator Combustor)로

써 세가지 조건이 분석되었다. 계산 결과를 통해 불안정성 매커

니즘, 압력 펄스 타이밍, 혼합의 관점에서 다음의 물리적 현상

이 관련된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되는 현상은 도 구배와 압력 

구배의 결합으로 발생되는 baroclinic 토크와 tribrachial 화염 

구조로 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연소가 일어나는 형상

에서 연료는 연소기로 연속적으로 공급되며 지속적인 열방출이 

일어난다. 불안정한 연소가 일어나는 형상에서는 연료 유동의 

절단이 열방출이 하류에서 일어나도록 유도하며 새 연료가 연

소실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축적되는 매커니즘이 일어

난다. 많은 양의 연료가 한번에 반응이 일어날때 크고 급격한 

압력 진동이 발생하며 음향파 타이밍과 열방출 매커니즘이 일

치한다. 두개의 불안정성 모드는 다른 레벨의 압력 진동을 보이

는데 이는 다른 재점화 매커니즘과 관련되어 있다.

7) Mass Flow Rate and Isolation Characteristics of 

Injectors for Use with Self-Pressurizing Oxidizers 

in Hybrid Rockets, B. S. Waxman (Stanford 

University), AIAA 2013-3636

하이브리드 로켓은 액체 산화제와 고체 연료를 이용하는 시스

템으로 액체 로켓에 비해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 

액체 산화제가 자발 가압 (Self-pressurizing)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별도의 가압 펌프가 필요없기 때문에 보다 단순화된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번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논문은 

자발 가압 특성을 가진 산화제 (N2O)를 이용한 시스템에서의 

인젝터 토출 특성을 연구하 다. N2O는 대표적인 자발 가압 

산화제로 상온에서의 증기압 (Vapor Pressure)는 5 MPa 수준

을 유지하여 저장성에 큰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인젝터 

형상, 추진제의 냉각 정도에 따른 다양한 작동 조건에서의 유량 

특성이 집중적으로 관찰되었다. 

8) Evaluation of a Time-Filtered Navier Stokes (TFNS) 

CFD Approach for LDI Combustor Analysis, 

Ajmani et al. (CFD Nexus, Inc.), AIAA 2013-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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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Lean Direct Injection (LDI) 연소 개발을 위하여 유

동 특성 시뮬레이션 연구가 NASA의 한 contractor인 CFD 

Nexus에 의해 이루어졌다. National Combustion Code 

(NCC)가 단일 요소 LDI 형상에서 비반응 및 반응 유동 시뮬레

이션을 위해 이용되었으며, Steady RANS, Unsteady RANS, 

Time Filtered Navier Stoke (TFNS) 기법이 난류 유동 해석을 

위해 활용되었다. 실험 데이터와 세 시뮬레이션을 비교한 결과 

TFNS 기법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LDI 

형상 주변의 속도장 예측에 있어서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 다. 

4. 전시회 및 뒷풀이 

이번 학회에서는 참석한 연구자들의 네트워킹을 돕기 위해 

배려한 흔적을 군데군데 찾아볼 수 있었다. 중간중간 네트워킹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 학회장 이동과 함께 커피타임을 가질 

여유가 있었다. 또한 학회와 함께 열린 전시회에는 보잉, GE, 

Pratt & Whiteny 등 총 21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 으며, 

이 중 Moog라는 업체는 학회 참석자들 전원에게 셋째날 디너를 

대접해주었다. 많은 참석자들이 그곳에 모여 산호세 로컬 맥주

와 와인을 즐기며 근황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윤창진 (퍼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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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 개요

ISARC는 1984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첫 대회를 시작으

로 매년 일본 동경, 독일 뮌헨, 대만 타이완 등 주요 건설 자동화 

관련 중심국가에서 개최되는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대회이

다. 매년 peer-review를 거친 1,500여 편 이상의 건설, 토목, 

빌딩 엔지니어링, 기계 자동화 및 건설, 정보공학, 경로계획, 

물류, 원격조작과 관련한 로봇응용 기술 등에 관한 논문들이 

제출 및 발표되고 있다. 현재 본 학회는 글로벌 비 리기관인 

IAARC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Automation and 

Robotics in Construction)에서 주관하고 있다. 

특히 이번 ISARC 2013은 캐나다에서 학회가 개최되었으며, 

개최 국가의 특성을 반 하여 그들의 선진 자원 채광기술을 

함께 발표하도록 기획되면서 International Symposium on 

Automation and Robotics in Construction and Mining으로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캐나다에서는 최초 개최). 본 학회의 

Technical program에 광산분야가 포함되었으며, 광산과 건설

이 결합된 연구주제 및 개발사례가 소개됨으로써 상호 분야 

간의 새로운 이해의 장이 마련되었다.

2. Keynote 요약

본 학회에서는 총 4명의 연사가 Keynote를 발표하 다(Peter 

Blake, Jeff Loehr, George Hemingway, Steve Thomas). 그 

중 VCI의 책임자이자 Innovation Practice 리더인 George 

Hemingway(이하 헤밍웨이)는 광업분야의 3차원 프린터 기술

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는 발표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3차원 프린터 기술을 이용한 지반구조 구현 및 연계기술 구현

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 다. 헤밍웨이는 기업과 연구소를 대

상으로 혁신을 위한 전략적 기법을 제시함으로써 조직의 성장

을 이끄는 접근법으로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본 발표에서 그는 

시스템적인 혁신기법과 전체론적인 접근을 통해 전통적인 전략

과 혁신기법이 이루지 못한 광산산업 전반에 대한 극적인 혁신

을 이룰 것을 역설하 다.

3. 주요 논문 요약

1) Gary M. Bone, Autonomous Robotic Dozing For 

Rapid Material Removal, McMaster University

Bone 및 동료연구자들은 지면 평탄화에 활용되는 Dozer에 

대한 자동화를 시도하 다. 여기서 Dozer 차량의 힘과 운동은 

근본적으로 차량의 추진력과 평탄화 장비가 결합된 형태로 발

현되는데, 이들은 Dozer 시스템들은 때때로 지하 굴착과 같은 

미지의,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지형에서 운 되기 때문에, 자동

화 구현 시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자동화 Dozer 로봇이 평탄화과정에서의 Material Removal 동

작을 수행하기 위한 모델링 및 자동화 제어를 시도하 다. 

Dozing 프로세스는 Full scale과 Down scale 버전의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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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모델은 기본 Blade, 

Material이 축적된 상태의 Blade, 작업환경 상에서의 지형분

포 및 Dozer의 움직임 사이의 동적 상호작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한편 제시된 Dozer 시스템의 제어 목표는 센서 측정치에 따라 

Blade를 상하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Material 

removing과 동시에 최대 힘으로 전진이동 시키는 것으로 설정

하 다. 이를 위해 저자는 Heuristic rule과 동역학 기반 최적

제어 기법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 으며, 결과적으로 Rule 

기반 제어기법이 33%가량 Material rate가 우수한 것으로 발표

되었다. 본 연구는 미지의 지형지물에 대한 Rule기반 Dozing 

system 제어라는 흥미로운 접근이 돋보 지만, Scale down 

시스템에 대한 검증에 그친 점이 다소 아쉬웠다.

2) A. Boeing, A Remotely Operated Robotic Rock 

Breaker with Collision Avoidance for the Mining 

Industry, Transmin Pty. Ltd.

Boeing과 동료연구자들은 광산분야에서 사용되는 암석 파쇄

기의 원격제어기법에 관하여 논하 다. 논문상에서 이들은 암

석 파쇄기의 자동화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서론으로서 파쇄기 자동화 시스

템의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시도하 다. 본론에서 이들

은 파쇄기의 자동화를 위한 조건으로 다음사항들을 제시하

다. 1) 전통적인 기계 및 유압기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전기제

어 시스템, 2) 채광 환경과 같은 Tough한 환경에 대비한 강건

하고 신뢰도 높은 센서감지 및 연산장치 (정확한 가동시간 조건

을 충족하기 위한 Fault-tolerant 기술 포함) 3) 조작자의 조작 

미숙과 원격제어신호의 Delay의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

화된 자동화된 경로계획 기능과 동작제어 시스템 등을 제시하

다. 이를 위해 분산 컴퓨팅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 으며, 성

능검증을 위해 Australian 광산지에서 장치 테스트를 수행하

다.

3) A. Chen Feng, Human-Robot Integration for Pose 

Estimation and Semi- autonomous Navigation on 

Unstructured Construction Sites, University of 

Michigan

구조화된 환경을 가지는 제조현장에서의 로봇의 이점과는 다

르게, 비정형화되고 동적인 환경에서 구동되는 건설로봇의 경

우에는 필드에서 즉각 대응해야 하는 이벤트를 포함하는 각종 

불확실성을 내포한 환경에서 구동된다. 본 연구는 인간의 기본 

동작을 모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

함과 동시에 환경의 변화하는 상태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

이 가능한 건설로봇을 제시하고자 하 다. 저자는 기본레벨의 

작업에 해당하는 자동화된 동작을 유연하고 확장된 방식으로 

현장 적용형 건설로봇에 적용하고자 하 다. 저자는 이러한 일

반적인 자세 추정을 조작자와 같은 움직이는 대상에 부착된 

Marker를 통한 일반적인 자세 추정으로 확장하 다. 이는 

Marker의 글로벌 자세인 R_marker와 t_marker는 시간에 따

라 변한다. 인간 로봇 인터페이스 원칙에 입각하여 만약 건설 

로봇이 동적으로 움직이는 특정 Marker에 접근할 수 있다면 

이는 추가적인 훈련 없이도 인간 조작자가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조작이 용이하고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한 Follow-Me 시스템은 아래와 

같다.

Follow-Me 알고리즘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으며, 초기화 

이후에 두 개의 주된 요소들이 이벤트 반복루프 내에서의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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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벤트들에 기동될 것이다. 또한 칼만 필터를 사용하여 

새로운 Marker 자세에 대한 정보를 받더라도 현재 로봇의 

Marker의 자세에 대한 로봇의 현재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4) Kenichi Fujino, Difference between the Concepts 

of a Disaster Investigation Robot and a Disaster 

Restration Robot, Incorporated Administrative 

Agency Public Works Research Institution

최근 크고작인 재난사고가 일본에서 발생하면서 건설로봇이 

재난현장의 탐사 및 복구작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적용을 위해서는 각각의 경우에 그들의 용도에 따른 

다양한 기능들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Hex-rotor copter 

형태의 비행로봇 TOBI와 화산 인근지역으로 이송되어 각종 탐

사작업을 수행하는 Geostar라는 두 가지 방식의 로봇을 제안하

다. 저자들은 이러한 시스템들을 기반으로 하여 재난 탐사 

및 재난 복구 로봇의 차이를 설명하고, 건설로봇의 중요한 특징

들을 구성하여 논문상에 표로 제시하 다.

5) K. Iturralde, Towards a Robotic Refurbishment 

process of Industrial Buildings, University of the 

Basque Country

산업시설의 개조 과정에 대한 자동화 및 로봇화는 제작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요구한다. 특히 높은 수준의 산업적 개발이 진행

된 지역은 특히 이러한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러

한 부지를 개량된 생산 시스템으로 변환할 필요를 가진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전체 건물의 3차원 모델링을 가능케 하는 디

지털 및 컴퓨터 기반의 3차원 레이저 스캐닝을 제안하 다. 한

편 BIM을 이용한 프로젝트 관리는 개조의 각각의 요소에 대한 

손쉬운 설계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 시도

로서, 컴퓨터 수치연산을 통해서나 Jig와 같은 로봇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 구성요소의 생산을 통해 일반적인 빌딩들을 분

석하 다. 이를 위해 아래의 조건들을 설정하 다. 에너지 소

비를 최소화하거나 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를 구축을 통해 

빌딩의 손실체적을 최소화한다. 두 번째로 산업용 빌딩의 개량 

및 확장은 빌딩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정에 대한 간섭이 일어

나지 않도록 한다. 즉, 건설 현장에서의 구성요소들의 조립은 

빠르고 쉽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작업현장에서의 외란을 최

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저자들은 로봇 크레인을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을 위해서는 로봇 크레인의 기구적인 구조가 중

요하며, 로봇 자체가 생산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

다. 그 밖에도 다양한 설치환경에 대응하고, 다기능을 구현

하기 위해 모듈화된 구조가 필요하며, 대체로 건물 외관 작업보

다는 내부 작업에 유리하다고 강조하 다.

6) R. S. Adhikari, Automated Bridge Condition 

Assessment with Hybrid Sensing, Concordia 

University

통상적인 고속도로 교량의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조건의 평가

는 그들이 그들의 서비스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이러한 조건의 평가는 주로 시각적 검사를 통해 

수행되는데, 이는 몇 가지 제한이 확인되어 왔다.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평가 프로세스 또는 검사자의 개인적인 경험이 중대

하고 요구되는) 이러한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현재의 검사작업

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센서시스템을 제

안하 다. Point cloud 및 컬러 이미지의 흐름을 먼저 획득한

다. 그런 다음 교량 구성요소들은 그들의 시각적 패턴을 활용하

여 감지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 구성요소 및 흠집들이 3차원 

정보로 복원된다. 두 번째 순서는 현재의 교량 구성물의 흠집을 

감지하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구성요소의 흠집은 여러 가지 종

류가 있다. (균열, 낙서 등) 이러한 흠집들을 감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알고리즘은 각각의 흠집의 특성에 따라 선택된다. 예

를 들면, 이미지 상의 균열은 선형으로 구성된 적은 수의 픽셀

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그들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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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세가지 색상(적색, 녹색, 청색)으로 나뉜다. 그런 다음 가장

자리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 적절한 색상이 선택된다. 

저자가 제안한 방식의 장점은 기존에 생성된 CAD 모델에 의지

하지 않고도 그에 준하는 감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1960년대 이전에 건설된 구형 교량 등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7) Ashley Tews, Improving Site and Materials 

Handling Operations Through Autonomous 

Vehicle-related Technologies,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CSIRO)

저자들은 기존에 산업 현장 및 공공현장에서 성공리에 시연

된, 제련소용 철물 이송 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게차 기반

의 자동화된 온 금속 이송장치의 개념을 확장하여 얼마나 다양

한 기술적 구성요소들이 다양한 다른 산업공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실증하고자 하 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차량 

관련 운 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용광로의 변형을 

측정하는 향상된 분석법에 대한 높은 잠재성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량의 센서시스템은 내외부의 센서로 구성되

어있으며, 내부 센서는 고압시스템의 에어 압력, 엔진 파라미

터 및 연료 수위를 감지한다. 조향각, 기어의 위치, 주행거리, 

브레이크와 스로틀의 위치, 마스트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추

가적인 센서들이 적용되었다. 외부 센서는 네비게이션, 중량물 

취급, 장애물 감지 등을 위해 차량 주변을 감지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한다. 주된 센서는 자동화된 HMC나 SICK 스캐닝 레이저 

등이 있다. 이들을 통해 저자가 제안한 시스템은 레이저 기반 

SLAM 및 비전 기반 위치인식 등을 시도하 으며, 응용연구로

서 충돌방지 시스템과 보행자 감지 시스템 등을 적용하 다. 

특히 취급 대상물에 기재된 코드 정보를 추출하여 잘못된 가공 

및 물질이송 작업을 방지할 수 있는 자산 추적시스템을 적용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4. 학회 후기

캐나다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번 ISARC는 Mining 분과의 발

표 및 산업체 전시가 결합되어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된 학회

다. 특히 각 Session room에 참석자들의 출입과 안내를 돕는 

Staff를 배치하고, 층별로도 참석자 출입증을 확인하는 진행요

원을 배치하는 등 섬세한 진행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대중교통

의 접근성이 우수한 몬트리올 중심가에서 학회를 개최함으로

써, 참석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 고, 학회 발표일정 이

후에는 온타리오 및 퀘벡주의 광산 현장과 발전시설 견학을 

통해 해외 연구원들로 하여금, 캐나다 에너지 산업의 현주소를 

알리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필자의 경우에도 2004년이

래로 여러 차례 본 학회를 참석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올해

의 ISARC는 프랑스의 색채가 물씬 풍기는 몬트리올의 이국적

인 도시 분위기와 친절한 시민, 발전된 캐나다의 인프라 등에 

대한 인상이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을 학회로 기억될 것 같다.

유승남 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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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개요

제22차 원자로기술(구조역학)에 대한 국제학회인 SMiRT-22

는 국제기구인 IASMiRT(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tructural Mechanics in Reactor Technology)와 AASMiRT 

(American Association for Structural Mechanics in 

Reactor Technology)의 협찬을 받아 개최되었다.

원자로기술(구조역학)에 대한 국제기구인 IASMiRT와 AASMiRT

는 1971년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이 분야에 대한 국제학술회

의 개최에 관한 업무를 해오고 있다. IASMiRT에 의해 1971년 

독일 베를린에서 첫 번째 국제학회(SMiRT-1)가 개최되었으며 

그 후 2년을 주기로 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일본, 

체코, 한국, 중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개체되어 왔다.

SMiRT는 주로 원자력분야를 다루는 국제학회이다. 특히 이

번 학회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가 이슈화 되고 있는 

와중에 세계에너지 공급의 주요부분을 담당하는 원자력 에너지

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주제로 선정하고 지진 위험과 위험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2013년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캘리포

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San Francisco Marriott 

Marquis Hotel에서 개최되었다.

2. 기조연설(Keynote Speech)

기조연설은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어떤 

일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Dr. Regis A. 

Matzie(ASME Presidential Task Force; Senior Vice President 

and Chief Technology Officer)가 발표하 다. 그는 이 발표

에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과 사고가 사회에 끼친 향

에 대해 언급하 으며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가 발생하기 이

전의 세계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과 사고 이후 정치적인 이유

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말소되거나 조정되어 

축소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보수계획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의 원인인 지진해일의 조사를 위해서 

구성된 ASME의 테스크 포스에 대하여 소개하 다. 또한 일본

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더불어 Deepwater Horizon 사고

(Deepwater Horizon accident)와 샌부르노 가스라인 폭발사

고(The San Bruno (California) gas pipeline explosion)등의 

최근에 발생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소개하 다. 그리고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

법과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역설하 다.

3. 주요논문

Preliminary Analysis of Floor Response Spectra of A 

Seismically Base Isolated Nuclear Power Plant

Jenna Wong1 and Stephen Mahin2

1Ph.D. Candidate, Dep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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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A

2Professor, Dep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A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위치에서의 지진격리의 효과를 조사하

기 위하여 층응답스팩트럼(Floor response spectra analysis)

해석을 수행하 다. 층 응답 스펙트럼 해석은 전통적인 시간이

력 해석(Time history analysis)과 복합 모드 분석(Complex 

modal analysis)을 사용하 다. 

이 연구는 원자로 건물의 대표모델을 대상으로 원자로의 지속

적인 작동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의 대부분의 거동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지반운동은 수평운동만 고려하 다. 고려된 지반

운동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지침의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

하 다. 

연구의 결과로 지진격리장치의 도입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작

동에 중요한 핵심위치에서의 응답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특히 LDRB와 같은 낮은 감쇠의 시스템의 도입으로 구조

물의 가속도 응답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전통적

인 방법으로 층응답 스펙트럼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 다.

Framework for Fragility Evaluation of Piping System

BuSeog Ju1 and WooYoung Jung2

1Ph.D, Dept. of Civil Engineering, NC State University, 

Raleigh, NC (bju2@ncsu.edu) 

2Professor, Dept. of Civil Engineering, GangNeung- 

WonJu National University, Korea

지진으로 인한 배관시스템, 전기 및 기계장비 등의 비 구조요

소(Nonstructural components)의 손상은 전체 구조의 운전 

및 기능에 대한 문제로 발전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진하중 

발생시의 배관시스템의 확률적인 파손에 대한 취약특성을 집중

적으로 연구하 다.

배관시스템의 취약도 분석 기법(The procedure for seismic 

fragility analysis of piping system)을 결합되어진 비탄성 

분기 배관시스템(Nonlinear branch piping system)을 이용하여 

개발하 다. 이때, 한계상태는 TES(Twice the Elastic Slope) 

criteria, EDP(Engineering Demand Parameter)를 사용하 다. 

취약도 곡선은 비탄성 시간이력해석(Nonlinear time history 

analyses)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Carlo simulation)

을 통해 결정하 다. 배관시스템의 취약도 분석기법은 Fig 7.

과 같다.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Base-Isolated Secondary 

Systems

P. S. Jagtap1, V. A. Matsagar2, G. R. Reddy3 and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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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Vaze4

1Research Scholar,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IIT) Delhi, Hauz Khas, 

New Delhi - 110 016, India. (jagtaps.pravin@gmail.com) 

2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IIT) Delhi, Hauz Khas, 

New Delhi - 110 016, India. (matsagar@civil.iitd.ac.in) 

3 Head, Structural and Seismic Engineering Section and 

Professor, Bhabha Atomic Research Centre (BARC), 

Trombay, Mumbai - 400 085, India. (rssred@barc.gov.in) 

4 Distinguished Scientist and Head, Reactor Safety 

Division, Bhabha Atomic Research Centre (BARC), 

Trombay, Mumbai - 400 085, India. (kkvaze@barc.gov.in)

지진발생시 지진격리(Base-isolated) 되거나 혹은 고정된

(Anchored) 보조시스템(Secondary system)이 주구조물(Primary 

system)의 각 층에 위치할 때의 주구조물과 보조시스템의 상호

작용에 의한 거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주구조물 각 

층에 지진격리 된 보조시스템 과 고정된 보조시스템을 두고 

진동대를 이용한 지진모사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

다. 

실험결과를 통하여 보조시스템은 지진격리장치에 의해서 효

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지진격리 된 보조시스

템의 가속도 응답은 고정된 경우에 비하여 35~40%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 다. 또한 지진격리장치는 지진하중의 감소를 유

도할 수 있으며 층 응답 스펙트럼(Floor response spectra)에 

기반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 다.

Seismic Response Analysis of Isolation System 

Considering Coupling Effect between Horizontal and 

Vertical Deformation of Rubber Bearings.

Keisuke Minagawa1, Satoshi Fujita2, Akira Yamaguchi3, 

Takashi Takata4 and Kenichi Kurisaka5

1Researcher, Dept. of Mechanical Eng., School of Eng., 

Tokyo Denki Univ., Tokyo, Japan (Present: Lecturer, 

Dept. of Mechanical Eng., Saitama Institute of Tech., 

Saitama, Japan mina@sit.ac.jp)

2Professor, Dept. of Mechanical Eng., School of Eng., 

Tokyo Denki Univ., Tokyo, Japan

3Professor, Dept. of Sustainable Energy and Environment 

Eng., Osaka Univ., Osaka, Japan

4Associate Professor, Dept. of Sustainable Energy and 

Environment Eng., Osaka Univ., Osaka, Japan

5Principal Researcher, Advanced Nuclear System R&D 

Directorate, Japan Atomic Energy Agency, Ibaraki, Japan 

 

대표적인 지진격리장치인 RB(Rubber Bearing)를 대상으로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의 커플링 효과(Coupling effect)를 고려

한 지진응답해석과 커플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지진응답해석

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 이때 수행되어진 지진

응답해석은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수행되었다. 

1. 커플링 효과가 고려된 해석에서 비교적 작은 지진에 의해 

비선형 거동이 일어났을 경우와 커플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해석의 비교

2. 커플링 효과가 고려된 해석에서 RB의 변형이 억제된 경우

와 커플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해석의 비교

해석 결과 커플링이 고려되었을 경우 응답의 비선형성이 크게 

나타나 커플링효과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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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smic Assessment of a RHR Piping System.

Carsten Block1, Fritz-Otto Henkel2, and Willi Messerer3

1. Head Nuclear Technology, WOELFEL Beratende 

Ingenieure GmbH + Co. KG, Hoechberg, Germany 

(block@woelfel.de)

2. Managing Director, WOELFEL Beratende Ingenieure 

GmbH + Co. KG, Hoechberg, Germany 

3. Project Manager, WOELFEL Beratende Ingenieure 

GmbH + Co. KG, Hoechberg, Germany

이 논문에서는 Niigatakenchuetsu-oki 지진에 대한 

Kashiwazaki-Kariwa Nuclear Power Station의 RHR 

(Residual Heat Removal) 배관 시스템의 거동을 분석하 다. 

지진응답해석은 아래의 4가지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1. RSMA(Response Spectrum Modal Analysis) with enveloped 

raw spectra

2. RSMA with enveloped and smoothed spectra

3. RSMA with multi-support excitation with raw spectra

4. Time-history analysis with multi-support excitation 

해석결과 German national rules에 따른 지진이 발생하 을 

때 배관 시스템에 상당한 파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다지점가진에 의한 시간이력해석방법(Time-history analysis 

with multi-support excitation)은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세

부사항에 따른 매개변수의 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Seismic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of Nuclear Power 

Plants using Response-Based Fragility Curves

Ying-Hsiu Shen1, Chang-Ching Chang1, and Yin-Nan 

Huang2

1.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Earthquake Engineering, 

Taiwan (yhshen@ncree.narl.org.tw)

2.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wan

SPRA(Seismic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는 NPP 

(Nuclear Power Plant)의 코어손상(Core Damage)나 방사능

누출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샘플 NPP에 2가지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

평균 코어손상 빈도(mean annual frequency of core damage)

를 SPRA의 방법은 Huang에 의해서 개발된 방법과 식(1)을 사

용하여 6.5 10-6으로 정의 하 다. 이때 NPP요소의 손상 상태

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Carlo simulation)을 통하여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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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E 4 Provisions for Seismic Isolation of Safety- 

Related Nuclear Structures

Andrew Whittaker1, Michael Salmon2, and Yin-Nan 

Huang3

1Professor and Chair, Department of Civil,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Director, MCEER; University 

at Buffalo, Buffalo, NY

2Director, Office of Seismic Hazards and Risk Mitigation,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Los Alamos, NM

3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pei, Taiwan.

지진격리(Seismic isolation)는 원전구조물의 지진으로 인하

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성공적인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곧 완성되어 질 ASCE 4(2013)에서는 RCB 

(Reactor Containment Building)등의 원전구조물과 핵 폐기

시설에 지진하중이 작용할 경우에 수평방향의 지진격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할 것이다. 건축구조물(Building-type 

structures)과 기타 구조물, 시스템, 구성요소 및 작은 모듈원

자로(Small modular reactors)와 비상디젤발전기로 대표할 

수 있는 안전관련 기기들이 주로 다루어 질 것이다. 또한 지진

격리 된 상부구조물과 안전과 관련된 보조 시스템, 지진격리장

치 등에 대한 설계기준도 함께 제공되어 질 예정이다.

이 발표는 원전구조물에 적용될 수 있는 지진격리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 절차를 소개하 다. 지진격리장치의 해석, 지반

과 구조물의 상호작용(Soil-structure interaction), 설계 하

중 및 변위, 지진격리장치의 대한 요구사항 등이 주된 내용이

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Fig 19.는 지진격리된 구조물의 정의이다. 수평방향에 대한 

지진격리장치가 원전구조물을 지지하는 베이스 매트하부에 기

초와 연결된 기둥에 설치되어있다. 해자(moat)는 지진이 발생

했을 때 상부구조물의 변위를 확보하기 위한 공간이다.

 

4. 후기

SMiRT는 원자력분야 중에서도 원자로기술, 특히 구조분야를 

다루는 주요한 학회로서 필자가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 수주 이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학회이다. 특히 이

번 SMiRT-22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대두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격리 및 안전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필자에게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원자력 분야의 선진국

들에 비하여 한국은 이 분야에 늦게 참여한 후발주자이지만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하여 한국의 원자력 기술의 위상

이 많이 높아졌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학회 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하 으며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계획은 하

향조정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원자력 에너지

를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원자력은 대체에너지가 개발될 때까지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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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위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의 혜택을 유지하고 에너지 기술 선진국으로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 안전분야의 기술 발전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원한다.

전법규 박사 (부산대학교)

1. Cuidance, Navigation and Control Conference 개요

GNC 학회는 매년 8월 미국 AIAA(미국항공우주학회)에서 개

최하는 유도, 항법, 제어 분야의 학회이다. 올해는 특별히 

Atmospheric Flight Mechanics (AFM), Modeling and 

Simulation Technologies (MST), Infotech이라는 3개의 학

회와 함께 공동개최 되었는데, 모두 AIAA 소속이며 GNC와 

관련된 학회들이다. 올해 학회에는 740편이 넘는 논문과 937명

이 넘는 많은 참가자들이 학회를 함께했다. 5개의 Plenary 

session 및 Keynotes, 190개의 technical session은 항공학회

에서 개최하는 유도, 항법, 제어 학회의 큰 규모를 짐작하게 

하 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개최지가 미국 내에서도 교육의 

도시인 보스턴에서 열리는 만큼, MIT의 4개 연구실을 직접 소

개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 는데, 매우 인기가 높았다. 이

에 관하여는 본문에서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2. 발표논문

1) [Oral Presentation - Invited talk] Distributed 

Tracking In Sensor Networks With Consensus

- Name: Daniel Clancy

- Affiliation: Lockheed Martin Corporation

- Title: Senior Technical Staff

- Contact: daniel.j.clancy@lmco.com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넓은 지역의 정보를 채집하고, 이를 이

용하여 추적의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센서를 가진 유/무인 비행기들이 기동하며 정보를 채집한다면, 

이동하는 센서들이 되는데, 하나의 대상에 대한 정보를 여러 

센서가 측정할 경우 서로 다른 값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유의미한 하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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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nsus)가 필요하다. Invited talk을 맡은 록히드마틴의 

Daniel은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연구들에 관해 알기 쉽게 정리

해주는 발표를 하 다. 센서 노드간의 연결상태를 그래프 이론

(Graph Theory)의 인접 행렬(Adjacency matrix)로 표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라플라시안(Laplacian)을 계산하 다. 그리고 

선형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 고, 합의점의 값은 fully 

connected network의 경우라면 각 노드에 가중치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평균으로 합의를 하 다. 한편 네트워크의 연결상태

에 따라 노드별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경우도 보여주었

다. 이러한 내용들 자체는 기존의 연구가 되어왔으나, 이를 직

접 사용하는 기업의 중역이 잘 정리된 발표자료로 설명을 해주

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는 발표 다. 

2) Market-Based Decentralized Task Assignment for 

Cooperative UAV Mission Including Rendezvous 

(AIAA 2013-4799)

- Name: Gyeongtaek Oh, Youdan Kim, Jaemyung Ahn

본 발표는 필자가 다수의 무인기의 협력임무를 위한 임무할당 

알고리즘에 관하여 발표한 것이다. 최근에는 한대 보다는 여러 

대의 무인기/로봇을 이용하여 협력임무를 수행하는 연구에 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협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개체가 수행해야 할 임무를 적절히 할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초기의 접근방법들은 모든 개체의 정보를 아는 중앙의 

관제센터에서 최적의 임무할당을 계산하여 통보하는 방식을 

사용하 으나, 실시간으로 변하는 임무환경과 통신거리의 제

약으로 인하여, 분산화된 방식을 사용하는 쪽으로 추세가 변화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다수의 무인 전투기들의 협력임

무를 고려하여, SEAD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시 공격이 가능한 임무할당 알고리

즘을 개발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시장기반 방식으로, 동시

공격을 해야 하는 임무를 사진 무인전투기들의 상황을 공동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무인전투기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서로 지원하고 광고하는 과정을 통해 협력적으

로 임무를 서로 할당한다. 기존의 분산형 알고리즘에 비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속도가 빨라서 변화하는 전장에 적합하다는 

것과 동시도달을 고려하 다는 점, 그리고 정보에 대한 합의가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라는 점이다. 

3) Hybrid Information and Plan Consensus in 

Distributed Task Allocation (AIAA 2013-4888)

- Name: Luke B. Johnson, Han-Lim Choi, Jonathan P. 

How

본 논문은 무인기의 협업제어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MIT의 

Aerospace Controls Laboratory (ACL) 의 학생과 지도교수 

Jonathan How, 그리고 ACL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 분야의 대가인 KAIST 최한림 교수님이 참여한 논문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무인기/로봇

을 협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분산형 임무할당에 관한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현재까지 설계된 분산형 알고리즘들은 크게 3

가지 페러다임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한다. 첫째는 전역 상황인

지 합의(Global Situational Awareness Consensus), 둘째는 

전역 계획 합의(Global Plan Consensus), 셋째는 지역 계획 

합의(Local Plan Consensus) 이다. 이와 같이 분류가 되었던 

이유는, 다수의 무인기/로봇을 운용하는 환경에서 개체간의 통

신이 언제나 완벽하게 구현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

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3가지 페러다임을 하나로 묶는 

Hybrid Information and Plan Consensus (HIPC) 라는 페러



2013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 114 -

다임을 제시한다. 즉, 전역 상황인지에 관한 합의를 수행하고, 

Local Planner를 사용하여 각자 계획을 잡은 후, 전역 계획 

합의를 보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의 이러한 방식은 통신

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빠른 임무할당이 가능하게 

하고, 통신량을 줄이는데 기여하 다. HIPC 자체는 임무할당 

알고리즘의 상위에 존재하는 알고리즘으로, 본 연구에서는 임

무할당 알고리즘으로 Consensus Based Bundle Algorithm 

(CBBA)를 사용하 다. CBBA는 경매알고리즘 기반의 전역 계

획 합의 알고리즘으로, 계산속도가 매우 빠르고 최적해 대비 

50%의 성능을 보장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Robust Sampling-based Motion Planning with 

Asymptotic Optimality Guarantees (AIAA 2013- 

5097)

- Name: Brandon D. Luders, Sertac Karaman, Jonathan 

P. How

본 논문은 ACL에서 발표한 Motion planning에 관한 것이다. 

Motion planning에 관한 연구는 점차로 성숙되어가고 있어서, 

실제로 적용할 때에 고려해야 하는 점들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다. 현실 세계에 적용이 될 motion planning 알고리즘은 측

정/공정 잡읍, 위치 오차, 모델 불확실성과 같은 내부적인 불확

실성뿐만 아니라 미지의 환경과 같은 외부적인 불확실성에 동

시에 강건해야만 한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동작이 가능할 만큼 계산이 빠른 알고리즘

이어야 하고, 계속해서 구한 해를 개선시켜나갈 수 있어야 한

다. 본 저자들은 이를 위한 알고리즘으로 CC-RRT*를 제시하

다. RRT는 Rapidly-exploring Random Tree의 약자로, 확

률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불확실성에 강건한 경로계획 알고리즘

이다. CC-RRT*에 앞서 개발된 Chance-Constrained-RRT 

(CC-RRT) 알고리즘은, 구속조건 위배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궤적방향으로 구속조건을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알고리즘이었

다. CC-RRT는 내부와 외부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경로를 생성해주었으나, RRT의 특성상 최적해가 아니라는 한

계점을 내포하고 있어야 했다. 

이에 본 저자들은 2010, 2011년에 MIT의 Karaman과 Frazzoli

가 제안한 RRT* 알고리즘을 RRT 대신 접목시켜, CC-RRT*를 

새롭게 제안하 다. 또한 CC-RRT*는 점근적으로 최적해에 

다가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Figure 8을 보면, RRT 

기반의 (a), (b), (c)는 비효율적인 해를 찾아낸 반면 RRT*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은 최적에 가까운 해를 찾아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Implementation of Aeronautical Network Protocols 

(AIAA 2013-5054)

- Name: Mohammed J. Alenazi, Santosh Gogi, Dongsheng 

Zhang, Egemen K. Çetinkaya, Justin P. Rohrer, James P. 

Sterb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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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비행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기체간, 기지간에 통신

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한다. 그 이유는 빠르게 

움직이는 통신 노드와, 낮은 신뢰도의 무선통신 채널, 그리고 

소스(Source)와 싱크(Sink) 간의 비대칭적인 채널 등과 같은 

문제점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의 

저자는 ANTP (Aeronautical Network and Transport 

Protocol) 라는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을 제안하 다. 통상적인 

비행 데이터의 통신은 airborne nodes (ANs), relay nodes 

(RNs), ground stations (GS)와 같이 3개의 노드로 구성되며 

이것은 figure 10에 도시되었다. 빠르게 움직이는 AN은 통신 

데이터를 RN을 거쳐 GS로 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RN은 높

은 출력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 

사실 저자들은 ANTP가 기존의 통신 프로토콜에 비해 우수하

다는 것을 2008년과 2011년에 입증하 는데, 이번 논문의 주안

점은 cross-platform, 즉 교차 사용이 가능하게끔 구현을 한 

것이다. 결과는 실험으로 입증되었는데, 기동성을 주기 위한 

RC 자동차에 GPS 수신기를 설치하고, Linux 기반의 장치로 

real time 환경을 구성하 다.

6) Model-Based Control of a Fully Autonomous 

Quadrotor UAV (AIAA 2013-5136)

- Name: Hamzeh Alzu' bi, Belal H. Sababha, Basim 

Alkhatib

본 논문은 최근 MATLAB의 Simulink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Model-based control'를 이용해서 쿼드로터의 

자율 비행을 수행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들은 Simulink를 

통해 GUI 기반의 시스템 및 제어기 설계를 한 후, Real Time 

Workshop (RTW) 기능을 사용하여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

고, auto-code generation된 코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사실 

RTW는 이처럼 사용자가 가진 micro processor에 맞게 코드를 

작성해주는 강력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관

심을 가져오고 있다.

Figure 14, 15와 같이 구성된 제어시스템의 내부는 PID 제어

기로 되어있다. 눈에 띄었던 점은, figure 16과 같이 저자가 

경로점을 바꾸는 블록에서 Stateflow를 이용했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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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ink는 이렇듯 블록으로도, 코드로도, 그리고 Stateflow

로도 작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을 발표하는 저자는, 마치 Model-based control의 

개념과 그 Application에 대해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처럼 

보 다. Model-based control은 제어시스템의 개발시간을 줄

여주고,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준다. 한글자만 틀려도 전체 코

드를 망치는 손 코딩에 비하면, Auto-code generation은 연구

자들이 유도 제어시스템 설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준

다. 저자는 이러한 교훈을 쿼드로터 시스템을 통해 보여주었고, 

훌륭한 제어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발표를 마무리하 다. 

7) Flight Test Verification of Flight Controller for 

Quad Tilt Wing Unmanned Aerial Vehicle (AIAA 

2013-5100)

- Name: Masayuki Sato, Koji Muraoka

일본의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에서

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Quad Tilt Wing (QTW) 타입의 무인

비행기를 개발해오고 있다. JAXA를 비롯한 항공우주 학계에

서는 이착륙 거리가 매우 짧거나 필요가 없으면서도 장거리 

순항이 가능한 수직이착륙기를 열망하고 있는데, 한국항공우

주연구원에서는 틸트로터 방식의 수직이착륙기를 선택하여 개

발에 성공하 고, JAXA에서는 QTW 방식을 선택하여 개발을 

수행하는 중이다. 일본인 발표자가 슬라이드에서 후쿠시마 원

전 사진을 보여주며 필요성을 피력할 때에는,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에 고통 받는 자국민을 돕기 위한 엔지니어의 열정이 느껴

져서 다소 감동으로 다가왔다. 

JAXA에서는 기존의 QTW의 프로토타입인 McART2를 개발

에 성공하 으나, 탑재중량이 너무 작고 순항거리가 짧아 실질

적으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이에 AKITSU라는 이름의 

QTW를 개발하여 이번 발표에 소개하 다. Figure 19는 두 기

체의 제원을 비교하고 있고, figure 20은 AKITSU의 시스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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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QTW나 틸트로터와 같이 틸팅을 수행하는 수직이

착륙기는, 호버링 모드와 고정익 모드 사이에 존재하는 천이모

드에서 상당한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비선형성이 심한 상황인

데 이 경우에는 모델링이 정확히 되기 힘들뿐만 아니라 자체적

인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JAXA에서는 figure 

21과 같이 천이모드에서 7개의 design point를 두어 틸팅각을 

스케쥴링 하 으며, 각 point에서 선형모델을 식별하여 각 

point에 맞는 제어이득을 설계하 다. Point 사이의 구간에서

는 보간을 통하여 제어이득을 사용하 다고 한다. 

비행시험은 2012년 10월 홋카이도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

는데, SAS 뿐만 아니라 CAS가 조종성능에 큰 향을 미쳤다고 

한다. 

3. MIT Technical Tour

이번 학회에서는 학회장과 MIT의 거리가 차로 10분 내외정도

로 가까웠기 때문인지, 4개의 실험실에 대한 Technical Tour 

기회를 제공하 다. 전세 버스 이용료로 20$를 내야했지만, 

인기가 많아서 당일 취소표를 기다리는 참석자들도 많았다.

1) Man Vehicle Laboratory

1962년 설립된 MVL은 비행기/우주선에 탑승하는 조종사/승

객의 생리학적이고 인지적인 한계를 규정하고, 인간과 비행체 

시스템간의 효율과 안전성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따라서 하나의 학문분야가 아닌 여러 학문분야의 지식을 

요구하여 supervisory control, estimation, signal processing, 

biomechanics, cognitive psych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factor 등등의 학문 분야가 녹아있다고 한다. 

2) Aerospace Controls Laboratory

ACL은 Jonathan How 교수가 지도하는 항공우주의 제어분

야를 선도하는 연구실로, decision making, path planning, 

task assignment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ACL에서 

알고리즘 검증을 위해 수행하는 실험은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 실험 환경을 ACL에서는 RAVEN (Real-time 

indoor Autonomous Vehicle test Environment)이라고 부르

고 있다. RAVEN에는 약 26개의 Vicon이 설치되어 비행체의 

위치, 속도 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3) Humans and Automation Laboratory

HAL에서는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계의 자율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인간을 감독관(Supervisor)

으로 둠으로써 공동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기계가 인간의 의지나 의사를 짐작하게 하

는 연구와, 소수의 인간이 다수의 기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는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ACL과

의 협력을 통하여 다수의 쿼드로터 및 지상로봇의 Supervisory 

control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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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teractive Robotics Laboratory

IRL에서는 안전이 매우 중요한 제조, 재난, 우주임무 등에서 

로봇을 이용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현장 견학시에는 3차원 링을 하는 로봇팔

이, Vicon과 같은 센서에서 보내주는 작업자의 팔을 인식하여 

서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때 팔의 

위치뿐만 아니라 손의 모양까지 인식을 함으로써 투어 참가자

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4. 학회에서 참석하여 느낀 점

GNC는 필자가 처음으로 참석해보는 해외에서 열리는 학회

다. 그간 논문으로만 봐오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고, 그들의 

발표를 직접 듣고, 질문을 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자리 다. GNC 학회에서는 아침과 오후에 Network를 위한 

아침식사나 Coffee break를 공용공간의 복도에 마련해 놓아

서, 서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그 와중에 

떠오른 아이디어들은 학회에서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이다. 

MIT 테크니컬 투어를 다니면서,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이라는 

MIT에서도, 학생들은 여전히 좁고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 실험

을 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환경 

측면에서 유별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노력과 

재능, 그리고 빛나는 아이디어가 그들을 최고의 공과대학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 다.

한가지 이번 학회에서 아쉬운 것이 있다면 나의 어실력이었

다. 어가 100%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학회에 비해 이해

도도 떨어지고, 내 발표 후의 질문에도 크게 당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물론 다른 참가자들과의 교류도, 그 사람이 나의 

어실력을 배려해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음 학회를 

참가할 때 까지는 어실력을 더 길러놓아야 하겠다. 

오경택 박사(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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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개요

일본 후쿠오카에서 Japan-Korea Joint Symposium(이하 

JK 심포지엄)이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열렸다. JK 심포

지엄은 2년을 주기로 개최되는 국제 학술대회로서 2011년에는 

부산에 있는 Bexco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2013년에는 후쿠오

카에 있는 Kyushu Sangyo 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교류를 위한 학회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의 참석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총 참석인원은 약 100명 정도이며 61편

의 논문이 이번 학회에서 발표 되었다. 이 학회를 통하여 한일

간의 동역학 및 제어 부분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 발표논문 

2.1 Multibody modeling and dynamic analysis of a 

wind turbine

(Min-Hyung Cho, Dae-Guen Lim, Wan-Suk Yoo, Pusan 

National University)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받고 있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특히 

풍력 에너지를 활용한 풍력 발전기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는 실정이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풍력 에너지의 비중을 높여나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풍력 발전기 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FAST, ADAMS-WT, 

GH-Bladed 등 풍력발전기 해석을 위한 여러 소프트웨어가 개

발 및 발전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그 시장이 매우 좁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MBD 소프트웨어인 Recurdyn 안

에 풍력발전기 toolkit을 적용시킬 수 있다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기본 모델링이 

검증되고 공력, 파랑 하중 적용이 연구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이 

추후에 완성되면 풍력발전기 소프트웨어 개발에 다가가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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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ultibody dynamic simulation of circuit breaker 

including electromagnetic actuators

(Chi-Yung Ryu, Jin-Seok Jang, Wan-Suk Yoo, Pusan 

National University)

차단기는 전기시스템과 기계시스템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 

차단기의 성능은 기계 시스템인 래치 메커니즘의 응답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차단기의 동작 성능 분석을 위해서 전기시스

템과 기계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반 한 동역학 해석을 필요로 

한다. 차단기에 전기신호가 인가되면 전자기 액츄에이터가 구

동하게 되고, 기계 시스템의 구동이 시작된다. ADAMS를 통한 

차단기를 모델링하고, 전자기 액츄에이터인 솔레노이드를 모

델링하여 실험과 비교를 통해 솔레노이드의 특성을 검증한다. 

솔레노이드 모델과 ADAMS 모델을 MATLAB/Simulink 를 이

용해 성능을 분석한다. 

2.3 Multi-body dynamic analysis of onshore wind 

turbine applying BEM theory.

(Dae-Guen Lim, Min-Hyung Cho, Wan-Suk Yoo, Pusan 

National University)

이 논문에서는 풍력 발전 시스템에 BEM 이론을 적용하여 다

물체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 다. 풍력 발전기의 구조물은 

RecurDyn 프로그램으로 모델링 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FunctionBay 회사에서 만든 상용 소프트웨어이다. 이 풍력 발

전기의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힘은 BEM 이론으로 계산된 힘을 

적용시켰다. BEM 이론은 날개요소이론과 날개운동량이론으

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양력 및 항력 계수를 이용하

여 힘을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공기의 운동량 보존을 

이용하여 힘을 구하는 방법이다. 두 방법을 이용하여 비선형 

방정식을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해를 구하여 블레이드에 작용하

는 힘을 구할 수 있다. 이 힘을 풍력 발전기 모델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 다.

2.4 Comparison of three different tire models with 

FTire modeling

(Chang-Gyu Yoon, Sang-Do Na, Dong-Woon Park, 

Kwang-Suk Kim Wan-Suk Yoo, Pusan National University)

본 논문에서는 CAE 기법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세가지 타이

어(유럽, 북미, 내수)의 라이드 특성을 비교하 다. 차량 모델

에 타이어 모델을 결합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차량의 응답 

특성을 비교하 다. 이 때에 차량 모델은 SUV타입 ADAMS/ 

CAR 차량 모델을 사용하 고, 타이어 모델은 FTire 모델이었

다. 이러한 시스템(차량모델+타이어모델)을 단일 클릿 로드에

서 시뮬레이션 하여 시스템의 응답 특성을 비교하 다. 

1) 차량 모델

ADAMS/CAR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만든 SUV타입 차량 

모델.

Front suspension : 맥퍼슨 스트럿

Rear suspension : 멀티 링크 서스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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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이어 모델

FTire 모델은 타이어의 라이드특성을 반 하는데 가장 효율

적인 타이어 모델로 FEM모델처럼 물리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하면서 실험적 데이터를 반 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에 우수함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SWIFT타이어 모델과 달리 flexible ring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측방향 변형을 고려할 수 있고 3D 

노면 특성도 반 한다.

3) 타이어 단품 시험

타이어 단품 시험은 본 논문에서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첫 번째는 세가지 타이어의 단품시험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각 각의 타이어의 특성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FTire를 

만드는데 단품 시험 결과를 반 하여 좀 더 실제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첫번째 기능에 입각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 vertical 

stiffness가 결과로 나타나는 static과 dynamic test에서 유

럽>북미>내수 순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하 다. 반면 braking 

test의 결과로 나타나는 longitudinal slip stiffness는 유럽>

내수>북미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4) 시뮬레이션

시험조건 : 등속도 40kph, 단일 클릿(폭:5cm, 높이:3cm) 

노면, 0~4초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앞, 뒤 타이어의 수직 힘 

진동 폭(mag1, mag2) 이 유럽>북미>내수 순으로 나타남. 

Fourier transform 결과는 앞, 뒤 모두에서 약11.5Hz에서만 

구분되는 특징이 관찰되었고 그 magnitude 역시 유럽>북미>

내수 순으로 나타났다. 샤시의 가속도응답에서도 동일한 특성

(가속도 진동 폭이 유럽>북미>내수)이 나타났다. 

Fourier transform 결과를 통하여 타이어 수직힘의 향이 

샤시의 응답에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5) 고찰

타이어의 특성(tire stiffness)이 차량의 라이드 응답 특징으

로 나타나고, Fourier transform 결과를 통해서 클릿의 충격

으로 인한 힘이 차량의 응답에 가장 주요한 향을 주는 요소라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5 A study on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latch mechanism for a gas circuit breaker

(Hyun-Kyung Cha, Jeong-Hyun Soh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차단기의 작동 메커니즘은 래치와 스프링 요소로 구성된다. 

각 래치들은 조인트로 구속되어 진다. 차단기의 작동 메커니즘

은 그림과 같다. 솔레노이드와 3rd 래치의 접촉이 발생하면서 

매커니즘의 구동이 시작된다. 차단기의 동역학 해석모델은 

ADAMS를 통하여 모델링 되고, 실험과 시뮬레이션 결과의 비

교를 통해 동역학 모델을 검증하 다. 래치의 하드 포인트와 

작동 시간은 설계 변수로 선정되고, VisualDoc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하 다. 수행 결과 차단기의 작동 시간

은 2.4ms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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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Study on the coupled analysis of fluid and a 

rigid body

(Sung-Pill Kim and Jeong-Hyun Soh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본 논문에서 유체의 동적 거동을 표현하기 위해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가 사용되었고, MBF(Monaghan 

Boundary Force)를 사용하여 유체와 강체 사이의 contact 

force를 정의하 다. 자유낙하 입자와 유체 입자 사이의 컨택 

해석이 수행되었고, Koshizuka 실험과 비교하는 SPH를 활용

한 dam breaking 시뮬레이션이 실시되었다.

-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SPH는 입자 사이의 물리적 양을 계산한다.

식(1)은 연속식의 입자 예측

식(2)는 인공 점성을 가진 Navier-Stokes 식의 입자 예측

- Dam breaking simulation

SPH모델 검증을 위하여 dam breaking 시뮬레이션이 수행되

었고, Koshizuka의 실험(1995)와 비교하 다. 총 입자 개수

=70338, 유체 입자 수=6090 조건으로 시뮬레이션 하 고 결

과는 상당히 비슷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 contact 이론

Monaghan 경계 힘을 이용하여 유체와 강체사이의 contact 

force를 정의하 다.

- 유체와 자유 낙하 입자 사이의 컨택 시뮬레이션

자유표면과 자유 낙하 입자 사이의 컨택 거동을 확인하기 위

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 다. 강체가 유체와 접합할 때 강체

의 동적 거동은 중력과 부력에 향을 받는데, 이 두 힘은 자유 

낙하 입자가 균형을 유지할 때 같다. 총 입자 개수=25611, 유체 

입자 수=8000, 강체 입자 수=2646 조건으로 시뮬레이션 실시

하 다.

2.7  Simulation of Grease Flow by Cellular Automata

(Masanori Sato, Toshihiko Shiraishi and Shin Morishita, 

Yokohama National University)

시커너란 오수 등의 슬러리를 침강조에 유입하여 고형분을 

중력 침강에 의하여 액체로부터 분리하는 것으로서, 깨끗한 액

체를 얻기 위하여 슬러리를 농축하여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 논문에서는 시각화된 동적 유동의 실험

적 결과에 의해 측정된 시커너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전단 변형 상태에서의 윤활유 유동 모델을 제안 하 다. 시커너

의 상호작용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모델링 기술 중 하나

인 Cellular Automata를 적용하 다. 다음 그림은 시커너의 

항복 전단 응력의 검증과 시커너의 마이크로 구조의 실험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한 그림이다. 이 결과를 통하여 이 논문

에서 제안된 간단한 윤활유 유동 모델이 속도 분포 및 미끄럼 

경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 하 다.

2.8  Estimation of the Parameters of a Vehicle Using 

GPS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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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yong Lee, Kimihiko Nakano, Masanori Ohori, The 

University of Tokyo)

차량의 변수와 상태들은 도로 컨디션에 큰 향을 받는다. 

yaw moment of inertia는 코너링이나 차선 변화와 같이 조향

을 필요로 할 경우에 고려되는 중요한 변수이다. 즉, yaw 

moment of inertia를 제대로 분석해야 차량의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yaw moment of inertia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이 이 발표에서 소개가 되었다. 방법은 수치적 해석과 GPS 센

서가 장착된 차량의 실험을 통해 이뤄진다. TruckSim 이라는 

차량 동역학 해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치적 해석이 수행되고 

그 결과값들을 비교함으로 타당성을 보여준다.

2.9 Study on Autonomous Intelligent Driving System 

Based on Risk Potential of Road Environment

(Takahiro HASEGAWA, Pongsathorn RAKSINCHARO- 

ENSAK, Masao NAGAI, Tokyo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Technology)

최근 충돌 회피를 위한 자동 브레이킹 시스템이 시장에 소개

되고 있다. 그러나 존재하는 시스템들은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차도에 들어오는 극적인 상황에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 그러

므로 이 연구는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위험 

평가 알고리즘을 제안 하 다. 첫 번째로 운전자의 위험 인지를 

바탕으로 한 Potential Fields 이론을 적용하여 차량의 모션이 

결정되었다. 그 다음 브레이킹 및 조향 시스템들은 결정된 응답

에 따라 디자인 되었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시스템의 효과를 

실험을 통하여 검증 하 다. 검증 결과 실험 자동차는 장애물 

충돌과 탈선 없이 안정된 상태로 장애물을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10 Sensitivity analysis of time history data for 

improvement of transient response

(Kenta TAKANO and Takuya YOSHIMURA, Tokyo Metro- 

politan University)

기계 구조물의 무게를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동과 

소음을 줄이기 위한 요구가 최근 많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시간에 대한 과도응답의 개선에 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다. 구조물의 진동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조물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하는지 적절한 위치를 찾는 것이 필수적

이다. 그 위치에 mass, stiffness, damping의 수정이 필요하

다. 민감도 해석은 수정해야 하는 위치를 찾는데 효율적인 하나

의 방식 중 하나이다. 과도응답에 대한 민감도 해석이 수행되었

고 이를 검증하 다.

FE 모델을 이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다. 그결과 43부

분에 질량을 더하면 응답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43부분에 

질량을 더하고 그 응답을 확인하 을 때 피크 점이 이전에 비해 

9% 감소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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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F결과에서도 피크 점의 감소와 전체적으로 구조물 개선 

이 후 고유진동수의 아래로의 이동을 확인 할 수 있다.

3. 참관 후 느낀점

이번 JK심포지엄은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도 유명한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열렸다. 우리나라가 유난히 더웠기 때문

에 일본은 조금 달랐으면하고 생각했지만 후쿠오카 역시 부산

과 비슷하 다. 이러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에

서 여러 사람들이 방문하여 뜻 깊은 자리를 함께하 다.

JK심포지엄은 동역학과 제어관련 주제를 다루는 학회이고 이

번에는 MBD(Multi-body Dynamics) 주제가 주를 이루었다. 

동시에 여러 세션에서 발표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연구분야의 

내용들을 접했다. 모든 연구 내용들을 볼 수 없었지만 관심분야

에 대해서는 학습하고 적용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각자가 가져온 신기한 주제에 대하여 서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의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느낀 점은 한국과 일본 간의 교류를 통

하여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리가 아니면 바로 이웃나라이지만 서로의 연구 내용을 잘 

알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JK 심포지엄과 같은 학회를 

통하여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일본에서 하는 다양한 연구

에 대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 다고 생각한다.

석사과정에 들어와 처음 다녀온 학회라 많은 설렘과 기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좋은 관광지이기도 해서 여러 추억도 

함께 가지고 올 수 있었다. 이러한 학회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가지고 싶다. 앞으로도 한일간 나아가 다른 나라와의 교

류를 통하여 서로의 과학기술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윤창규 박사(부산대학교 CAE연구실 석사과정)



메트릭 해외학술대회 참관기

- 125 -

1. 학회개요

SICE 2013 Annual Conference는 2013년 9월 14일부터 17일

까지 일본 나고야의 나고야 대학에서 열렸다. SICE(The Society 

of Instrument and Control Engineers)는 지난 2010년에 50

주년을 맞이한 일본의 제어공학 분야 학회로 현재 5,373명의 

정회원이 활동 하고 있다. 학회가 열린 나고야는 도요타, 미쓰

비시 등 자동차 업체들이 본사와 연구소들이 모여 있으며, 자동

차, 항공, 메카트로닉스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SICE 2013에서는 계측, 제어, 시스템/정보, 시스템 통합, 산

업 응용, 라이프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기술적 주제들이 다루어

졌다. 15개국에서 접수된 616편의 논문 중 562편의 논문

(acceptance 73%)이 구두로 발표 되었다. Technical program

으로는 4개의 Plenary Talks와 4개의 Tutorials/Workshops, 

47개의 organized session과 Special session 포함한 54개의 

Technical session이 열렸다.

PLENARY TALKS

• Signal Processing via Sampled-data Control - Beyond 

Shannon Professor Yutaka Yamamoto, Kyoto University

• Wide area information-based power system closed 

loop control Professor Yuanzhang Sun, Wuhan 

University

• Development of MRJ Fly-By-Wire Flight Control 

System Mr. Kiyoshi Sakura, Mitsubishi Aircraft 

Corporation 

• Humanoid Robotics: The Next Generation Professor 

Oussama Khatib, Stanford University 

TUTORIALS, WORKSHOPS

• Tutorial 1: 

Bio-inspired and Bio-mimetic Robotics 

• Tutorial 2:

Smart Grid and Energy Saving Technology 

• Workshop 1:

Advanced Test Rigs and Validation Platforms for 

Control Systems 

• Workshop 2:

Measurement and Control Technology sustaining the 

coming Safe and Secure 

Low-Carbon + Smart Society” 

2. 주요발표(Plenary talks)

Humanoid Robotics: The next generation

- Oussama Khatib (Artificial Intelligence Laboratory,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Stanford University, 

USA)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강연. 사람 또는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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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함께 할 수 있는 로봇이 다음 세대의 로봇이며,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안전이다. 또한 휴머노이드의 발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또는 일상생활 속 위기 상황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대신해서 물건을 집어서 옮기고, 

문을 여는 등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시각정보를 통해 대상

을 인지하고, 거리를 알 수 있으며, 촉각 정보와 힘을 느끼는 

것 등이 개발되고 통합 될 로봇의 기능이다. 실시간으로 이런 

기능들을 동시에 수행하며 다 자유도 제어와 함께 이동성

(mobility)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학습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소개된 SupraPed는 등산이 가능한 휴머노이드로, 

팔로 2개의 pole을 사용해서 총 4개의 다리를 가진 것처럼 이동

한다.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mapping을 통해 다음 발을 딛을 

위치를 선정하고, 무게 중심을 이동한다. 발과 지면 사이의 마

찰까지 고려해서 지지하며, 돌이나 장애물이 많은 산지에서도 

이동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SupraPed를 포함한 휴머노이

드 로봇들의 발전을 위한 이슈로는 무선 전원 공급과 통신 기술

이 있다.

3. 주요발표

(Tutorial 1:Bio-inspired and Bio-mimetic Robotics)

1. How to get inspiration and imitate mother nature 

in Robotic design?

Shigeo Hirose (HiBot Corp./Director,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자연 모방 로봇 튜토리얼의 첫 번째로 Hirose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동물의 움직임을 모방해서 효율적인 로봇 시스템을 만

들 수 있도록 하는데, 그동안 Hirose 교수가 연구해온 뱀 형태

의 로봇에 대해 볼 수 있었다. 먼저 뱀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 실제 뱀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분석했다. 뱀이 종방향 또는 

횡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몸 중에서 어떤 부분에 힘을 주는지 

살펴보았고, 뱀이 이동 할 때의 형상은 사인파(sinusoidal)와 

유사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로봇에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실제 로봇을 제작하기 위해 각 관절을 

제어 할 수 있는 형태로 초기 모델을 만들었고, 그 이후 더욱 

개선된 형태와 물속 또는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 극복 할 수 

있는 모델 등이 개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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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udies on very humanlike robots

   - Hiroshi Ishiguro(Osaka University and ATR, Japan)

오사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드로이드와 사람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로, 일본의 로봇 연구 스타일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Ishiguro 교수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Geminoid라

는 로봇을 만들어서 자신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실원

들과의 미팅이 있을 때 Geminoid를 현장에 두고 자신은 다른 

곳에서 조작했다. 또한 Geminoid가 사람처럼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얼굴 등에 압력을 느낄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서 사람이 

건드리면 그에 반응해서 실제 사람과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Geminoid 외에도 여성 로봇 등 몇 종류의 Android를 

볼 수 있었는데, 일본에서 특히 집중하는 로봇의 사람과의 유사

성, 감성적인 교감을 중요시함을 볼 수 있었다. 피부나 머리카

락 등 자세한 부분까지 매우 정교했다. Fig.6 에서는 Geminoid

와 Ishiguro 교수, Geminoid와 연구실원들의 미팅 모습, 여성 

Android를 볼 수 있다.

3. Soft Robotics: A new approach to Biorobotics

   - Kyujin Cho(Biorobotics Laboratory, School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isty)

Harvard Microrobotics Laboratory에서 post-doctoral과

정과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연구한 Biorobotics 분야에 대한 

강연이었다.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의 원리를 로봇에 

적용했다. 파리지옥을 로봇 형태로 만든 Flytrap은 bi-stable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repreg)를 이용하여 100ms 

안에 입을 닫을 수 있다. flexure joint 버클링을 이용한 집게에 

관한 연구는 애벌레의 다리와 같이 여러 개의 다리를 가지는데 

각 다리가 각각 움직이고 기구적으로 연결되어, 벽이나 물체를 

집으면 다른 액츄에이터 없이 버틸 수 있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

다. 또한, SNU Exo-Glove라는 손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exoskeleton 형태의 장치에 관한 연구를 볼 수 있었다.

4. Myoelectric Prosthetic Hand with Exteriority and 

Functionality

  - Shoya Ebisawa(Department of Human and 

Information systems, Gifu University.) 

기존에 개발되었던 근전성 인공 손을 개선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사람의 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손가락이 

회전 할 수 있고, 손가락끼리 부딪힐 수 있어서 물건을 집을 

수 있게 설계되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개발된 손보다 무게를 

줄 고, 인공 피부를 겉에 씌워서 외형적으로도 사람 손과 유사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개발된 손으로 직접 물체를 집거나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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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동작을 제어 하고 실험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8 개발된 

인공 손의 형상과 내부구조, 제어구조를 볼 수 있다. 인공 손 

내부의 FPGA와 외부 PC가 LAN으로 연결 되어 있어, 손 관절

의 각도를 얻고 PID 제어를 이용하여 만든 제어입력을 PWM으

로 출력한다.

5. A Method for Distribution Control of Aerial 

Ultrasound Radiation Pressure for Remote Vibro- 

tactile Display - Keisuke HASEGAWA (Depart- 

ment of Information Physics and Computing, the 

University of Tokyo.)

공간속에 나누어 배열된 초음파의 위상과 크기의 변화를 통해 

사용자의 피부에 진동을 주어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장치에 

대한 연구이다. 기존 연구에서 초음파를 통한 점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것에 성공했고, 이번 연구에서는 그것을 공간으로 확대 

한 것이다. 새로 개발된 9개의 유닛을 가진 AUTD를 이용해 

사용자의 손바닥에 초음파가 집중되어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실험을 통해 감각을 느끼게 하기 위해 초음파를 집중한 

지점 근처 60개 정도에서 압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transducer의 위치와 발생되는 소리압력 공간 패턴의 변화에 

따른 실험을 통해 효과적인 전달방식을 찾았다.

6. Development of the Walking-Support Robot 

Equipped with Force Detecting System

   - katsuhiko Nishizawa(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Doshisha University Kyoto, Japan)

노약자나 장애인이 걷는 것을 돕기 위한 로봇의 개발에 관한 

논문. 옴니 휠, DC 모터, 제어 PC, 팔 지지대로 구성되어 있으

며, 사람의 팔을 로봇 지지대에 지지하면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측정하여 반대방향으로 힘을 생성해서 지탱 할 수 있게 

해주고, 사용자가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동해준다. 사용

자가 로봇에 의지해 안정적으로 걷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험적인 결과와 동 상으로 그 성능을 볼 수 있었다. 그림에서 

로봇의 좌, 우 측면과 사용자가 로봇에 지지한 모습, 사용자가 

로봇에 지지하게 되는 손잡이와 팔 지지대 부분을 볼 수 있다. 

팔 지지대를 통해 x, y 방향으로의 힘을 측정하고 사람과 로봇 

사이의 힘 제어를 위해 임피던스 제어를 사용하 고, 그 구조는 

Fig.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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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기

제어 공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다. 특히 필자의 관심 분야인 로봇 기술이 발달한 일본에서 열

리는 학회이기에 더욱 기대가 컸고, 실제로 흥미로운 주제들에 

관한 연구들은 좋은 귀감이 되었다. 그동안 연구해온 주제의 

작은 틀 안에 갇혀 있던 생각들이 그 틀을 깨고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다. 학회에 참석 할 때면 항상 다양한 주제의 연구자들

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를 얻는

다. 특히 이번 SICE 2013에서는 그동안 관심을 가지던 로봇과 

인간 상호작용 분야 관한 연구를 많이 볼 수 있어 좋은 기회

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로봇을 이용한 대처가 세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그 기세가 조금은 꺾인 느낌도 있지만, 여전히 일

본은 로봇분야의 연구가 활발하며 그들만의 특색을 볼 수 있었

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를 했지만 대부분이 일본 연구자들로 이

루어져서, 다양한 국가의 연구를 좀 더 많이 접하지 못한 부분

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나고야에서 약 일주일간 머무르며 느낀 일본은 평화롭고 여유

로웠으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끝으로 학회에 참석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지도교수 이민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김원재 석사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1. EASTS 2013 개요

EASTS는 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시스템을 기

반으로 한 기술 및 제도적 측면의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학회이

다. 교통안전 및 운 효율성의 증진,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

능한 교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 교통 인프

라 개발, 통합 교통시스템 구축, 보다 효율적인 여객 및 화물운

송 서비스 제공, 원활한 교통시스템 공급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매년 EASTS 학회를 통해 이러한 교통 관련 문제인식 

및 해결을 위하여 동부 아시아지역의 실무자 및 연구자의 경험

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장이 마련되고 있다. 

이번 EASTS 2013은 타이페이에서 4일간 개최되었다. 교통

안전(Traffic Safety), 대중교통(Urban Traffic, Transit, 

Railway 등), 도로 유지보수 및 포장(Road Maintenance, 

Pavement), 보행자(Pedestrian), 도로 설계(Highway 교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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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Planning), 공항 계획 및 운 (Airport Planning 

and Management), 교통 환경(Air Pollution, Emission 등), 

교통 제어 및 시뮬레이션(Traffic control, Traffic simulation), 

각종 정책(TDM, ITS 등) 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관련된 

401개의 Academic paper와 99개의 Practical Paper들을 소

개하 다. 본 참관기에서는 가장 관심이 높았고 이번 학회 

제출된 논문 중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교통 안전에 관련

된 논문을 소개하 다.

2. KEYNOTE SPEECHES

Fred Mannering 교수는 도로 안전, 교통 경제, 교통 수요 

등에 대한 경제학, 통계학적인 방법론에 걸쳐 많은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B의 에디터로 있으며 "Principles of highway engineering 

and traffic analysis"와 "Statistical and econometric 

methods for transportation data analysis"의 두 권의 책을 

저술하 다. 교통안전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그의 논문을 한 

번쯤은 읽어 보았을 정도로 훌륭한 논문을 많이 발표해오고 

있다. 이번 EASTS에서 그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매우 광

이었다.

이번 Mannering 교수의 강의에서는 고속도로의 안전, 사회 

자본, 환경적 지속 가능성의 상충에 대해 다루었다. WHO에서 

제시한 바로는 매년 120만명의 사망자가 고속도로 사고와 관련

되며 50만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그는 

고속도로 관련 사고는 2030년에는 사망의 5대 주 원인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교통경제, 교통환경, 세 주제의 충돌

교통과 관련된 많은 연구주제 중에서, 교통안전은 기술적, 인

간 행태적 측면이 매우 광범위하게 작용한다. 근본적인 접근 

방법은 다른 교통문제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일부 

요소는 교통안전 분야에서 고유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다른 경제적, 환경적 문제와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소형차량, 고효율 타이어 

등의 대안은 교통안전상 부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 또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 구간은 환경적, 안전적으로 부정적

인 역할을 줄 수 있다.

 교통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교통안전과의 상충

연료 효율성을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효율 타이어, 경차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사고빈도 및 사고심각도에 부정

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실패원인

으로 대두된다.

회전저항을 낮추기 위하여 접촉면적을 감소시킨 타이어의 경

우 안전정지거리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타

이어의 디자인이나 구성요소를 교통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변경

할 필요성이 있다. 이 타이어는 연료 효율성을 1.5~4.5% 증가

시켜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동일한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안전정지거리를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차의 경우 온실가스 감소에 긍정적인 향을 줄 수 

있지만 사고발생시 운전자가 받을 충격량에 대비한 세심한 설

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대형차량과의 사고에서 운전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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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이 교통경제에 미치는 영향

교통안전상 고급 기술을 탑재한 차량의 경우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자동차 시장에서 차량가격이 높게 책정된다면 운전자들

로 하여금 높은 가격의 책정은 운전자들이 그러한 차량을 기피

하도록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교통경제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화물의 이동을 유발하는 화물 수요는 고속도로에서 트럭차량

의 교통량 및 속도의 증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화물에 대한 소

비자의 수요는 트럭 교통량에 대한 이동성(교통량, 속도)에 

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교통안전, 교통경제, 교통환경적 지속간으성 상호작용

Mannering 교수는 많은 전통적인 교통 분석툴이 있지만 대

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있어 과거의 분석툴은 제한이 따

랐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과 새로운 데이

터 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annering 교수는 계량경제

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Random parameters models, Latent 

class models, Multi-state models (Markov switching)를 

소개했다. 이 방법론은 교통안전, 교통경제, 교통환경의 복잡

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새로

운 데이터소스의 경우 보다 자세한 충돌 및 인체상해 데이터(병

원기록을 포함한 사고데이터), 상세한 주행 데이터(강력한 센

서를 기반으로한 운전자 반응 모니터링)가 필요하다고 설명했

으며 그 예로 Vehicle Event Data Recorders (EDRs)를 소개

했다.

 결론

Mannering 교수는 교통안전, 교통경제, 교통환경 사이의 복

잡한 관계를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과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데이터가 풍부한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며 정교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이를 분석한다면 앞서 밝힌 어려운 도전과

제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구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잘못된 분석으로 인하여 교통안전, 교통경제, 교통환경의 

관계를 잘못 이해할 경우 올바르지 못한 정책의 적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3. 발표논문

 Session title : Prevention of Traffic Accident

1) Development of Accident Prediction Model for 

Rural Toll Road Sections(EASTS_ISC-D-13-00140)

   / Aine Kusumawati, Dwi Phalita Upahita, Sri 

Hendarto

교통안전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없는 상태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유료 도로(toll 

road)에서 교통 안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사고 

빈도, 교통류, 다양한 도로 기하구조 및 환경적 특성간의 관계

를 고려한 사고 예측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다. 

교통사고 예측 모형은 도로 안전을 추정 및 예측할 수 있으며, 

도로상 위험 지점의 파악이 가능하며 대응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가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urbaleunyi(a), 

Palimanan–Kanci(b) Tangerang–Meraktollroads(c)의 총 3개 

지역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 는데, (a)에서 수집된 Data

를 사용하여 개발한 모형이 전이성 검사(Transferability test)

를 통과하면 (b)와 (c)의 사고건수 추정 및 예측에 직접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전이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b)와 (c)에서 수집된 추가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정산

(re-calibration)과정을 수행하 다.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을 이용, Figure 3과 

같이 8가지의 모형개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시나리오는 먼저 일변량(Single variable)과 다변량(Multi 

variables)으로 구분되는데 일변량 모형은 독립변수로 연평균

일교통량(AADT)을, 다변량 모형은 AADT, 기하구조,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 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의 수에 따라 각각 

다른 시나리오를 설정한 이유는 다변량 모형의 경우 일변량 

모형에 비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적합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점과, 반대로 일변량 모형은 수집할 자료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 모형의 단순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 다음 단계로 일반모형(General 

model)과 특수모형(Specific model)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반모형은 세 지역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

여 개발하 다. 이는 사고 예측모형 개발시 다양한 지역을 고려

할 경우 특정 노선의 도로 환경적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보다 범용적으로 활용가능 한 모형개발이 가능하기 때문

으로 생각되었다. 특수모형은 특정 지역에서 수집된 데이터만

을 사용하여 각 지역적 특성이 잘 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하 다. 각 모형의 장단점을 반 하여 예측력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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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양한 모형개발 시나리오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연구주제 다.

2) Road Crash Frequency Prediction Models for 

Indian National Highways(EASTS_ISC-D-13-00355) 

   / Ashutosh Arun, Senathipathi Velmurugan, Madhu 

Errampalli

최근 인도에서 착수한 국가 고속도로 개발사업(National 

Highways Development Project)은 주 도로의 용량확대를 위

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기관에

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대한 순응도가 낮은 실정이며 

Figure 4와 같이 교통사고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 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 컴퓨팅 모형(Soft-computing model)

을 활용하여 도로의 사고 빈도 예측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

으로 분석을 수행하 으며 이를 포아송 기반의 선형모형과 비

교분석 하 다. 총 889km의 연장에 달하는 7개 노선의 고속도

로에서 수집된 4,710건의 교통사고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

행하 으며 Multilayer Perceptron 모형이 가장 우수한 예측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는 주로 사고빈도(Crash 

Frequency)와 사고 심각도(Crash Severity)의 두 가지 개념으

로 진행되고 있으며 저자는 주로 미시적 관점에서의 교통사고 

심각도 분석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 으나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

에서 진행되는 사고빈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결과는 교통사고 

분석시 접근방식에 있어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Session title : Risk Analysis on Traffic 

Accident

3) Investigating the Validity of Safety Performance 

Function in Korean Expressways(PP1018) 

   / Dongwoon KANG, Shin Hyoung PARK, Dong- 

Kyu KIM, Seung-Young KHO 

최근 몇 년간 교통안전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전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과거와 현재의 

안전도 비교평가를 통해 교통안전을 계량화하기 위한 연구가 수

행되었다. 이 때 개발된 것이 Safety performance function 

(SPF)이며 이는 사고건수와 사고위험의 노출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경부선, 서해안선, 호남

선의 3개 노선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선형, 포아송, 음이

항, 경험적 베이즈 추정(Empirical Bayes Estimation)의 네 

가지 분포를 이용하여 SPF를 추정하 다. 종속변수는 사고건

수로, 독립변수는 연평균일교통량(AADT)과 구간길이(L)로 설

정하 다. 이 때 쓰이는 함수의 형태는 총 4가지로써, AADT와 

L을 선형함수(A), 지수함수(B), 멱함수(D)로 각각 동일하게 적

용한 것과 AADT는 멱함수(Power function)를, L은 선형함수

를 사용한 함수(C)가 그것이다. SPF에 대한 평가 방법은 

2005~2007년 사고자료를 이용해 SPF를 추정하고 2008~ 

2010년의 사고자료의 실측치와 SPF를 이용한 예측치를 절대

평균편차(Mean Absolute Deviation, MAD)를 이용하여 비교

하 다. 비교 방법은 예측검증(Predictability validation)과 

교차검증(Cross validation)을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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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아송, 음이항, 경험적 베이즈 추정은 Table 2와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번의 타당성 평가에서 서로 동일한 값으로 도출되

었다. 또한, 분포간 비교에서는 선형, 포아송, 경험적 베이즈 

추정의 MAD값이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험

적 베이즈 추정의 MAD값은 C 함수형태를 제외하고 다른 함수

에 비해 MAD 값이 낮게 도출되었다. 이것은 사고위험요소의 

경우 멱함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분포의 경우 

경험적 베이즈 추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임

을 보이는 결과라고 소개했다. 앞서 소개한 Kusumawati et 

al.의 연구에서는 한 가지 방법론에 변수의 구성을 달리 적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변수 구성은 같지만 함수의 형태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 빈도를 예측하 다. 이번 학회에

서 소개된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한 교통사고 분석 연구들은 

향후 연구 진행에 앞서 여러 방법론을 공부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4)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Danger from 

Traffic Conflict Caused by Aggressive Driving 

Behavior(EASTS_ISC-D-13-00038)

   / Ja-Zen Kau, Chun-Zin Yang

운전자 행태를 고려한 교통안전 분석은 현재에도 큰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주제이며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의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대두되

고 있는 것이 바로 운전자 부주의이며 이는 교통사고 발생원인 

중 약 95%를 차지할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주요 

발생 원인을 10개 정도로 간추려 볼 때, 약 74%는 공격적인 

운전행태와 관련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격적 운전

행태를 가진 운전자들로 인한 충돌 분석을 수행하 다. 공격적 

운전행태는 과속, 과도한 차로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위

반, 차로 침범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적 운전행태를 

지닌 위험운전자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교통안전 분석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때 활용가능 한 것이 교통상충 

분석기법(Traffic conflict analysis)이다. 상충분석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날뻔한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대리측정(Surrogate measure) 도구를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충형태를 고려한 분석을 수행하 다. 

먼저 네가지의 상충에 대해 정의하 는데 첫째로 교차상충

(Cross traffic conflict, Figure 5)의 경우 PET (Post- 

Encroachment Time), TTC (Time to Collision), 그리고 

TA/CS (Time to Accident and Conflicting Speed)의 세 가지

를 고려하여 정의하 다. 

동일한 방향 합류상충(Same-direction merging traffic 

conflict, Figure 6), 동일방향 후미상충(Same-direction 

tailing traffic conflict, Figure 7)은 급감속으로 인한 상충가능

성 지수(Potential Index for Collision with Urgent Deceleration)

를 활용하여 정의하 다. 반대방향 통과상충(Opposing passing 

traffic conflict, Figure 8)은 TTC와 TA/CS를 활용하여 정의하

다. 또한, 운전자의 인지반응 시간, 감속도, 속도의 세 요인을 

위험 운전 정도의 판단 및 분류를 위한 결정변수로 활용하여 

Level 1~6(L1~L6)으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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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운전자에게 위험운전 지표에 관련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운전행태 교정 및 사고예방을 위

한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라

고 소개하 다. 상충분석의 경우 확실히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충의 정의, 상충 판단의 기준에서 아직까지는 

교통사고분석을 대체할 만한 확실한 이론적 근거가 되지는 못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 행태를 고려하여 다양

한 상충형태, 차량 길이별, 차종별, 차량 속도별 상충의 정도를 

파악하고 위험운전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안했다는 점에

서 볼 때 배울 점이 많은 발표 다고 생각한다.

Session title : Countermeasure for Traffic 

Accident in Asia

5) Characteristics of Heavy Vehicle Crashes on 

Japanese Motorways(PP1065) 

   / Jian Xing, Motofumi Tsuru

 교통안전 측면에서 대형차량 충돌사고 심각도는 두 가지 특

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물리학의 운동에너지 법칙을 적

용해 볼 때 차량 충돌시 충격량은 물체의 중량에 비례하므로 

화물차 사고는 승용차 사고보다 교통사고 심각도가 높게 나타

난다. 둘째, 물류수송 특성을 갖는 대형차량은 심야 또는 장거

리 운행으로 운전자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험상황 발생시에도 대처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일전에 화물

차 교통사고 심각도 분석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서인지 대형차량 교통사고의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주제에 관심

을 갖고 보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고속도로에서 발생된 대형차량 교통

사고를 대상으로 사고 향인자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

하 다. 늦은 저녁이나 이른 새벽의 시간대의 경우 다른 차종보

다 사고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주 원인은 운전자 부주의로 

도출되었다(Figure 9). 사고 유형과 관련된 통계에서는 차대차 

사고 중 후미추돌 사고가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차대시

설 충돌 즉 단독사고가 15%, 차대차 사고 중 측면충돌사고가 

12%로 뒤를 이었다.(Figure 10). 

본 연구에서는 사고 심각도와 관련하여 대형차량의 충돌사고

의 경우 사망자 비율은 승용차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

고 있다. 또한, 교통조건을 고려할 때 대기행렬이 있는 경우 

대기행렬로 충돌하는 사고는 8.1%로 승용차에 비해 3배에 달하

는 심각도를 보이고 있다(Figure 11). 차량 종류별로 치사율을 

도식화한 Figure 12를 살펴보면 대형차량이 연관된 사고의 경

우 다른 차종에 비해 치사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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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트럭 운전자의 교육 및 

운 관리, 도로 인프라 및 차량 안전의 관점에서 ITS와 같은 

효과적인 교통류관리전략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고 

원인, 사고 유형, 교통조건, 차종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통계적 수치를 이용하여 대형차량 교통사고 특성분석 결

과를 제공하 지만 그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보다 

상세히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발표 다.

6) Translating Speed Limit Setting Expertise into a 

Systematic Practice in Developing Country(EASTS_ 

ISC-D-13-00298)

   / Varameth VICHIENSAN, Mohibul HAQUE, 

Kazuaki MIYAMOTO

차량의 속도관리는 도로 안전 대책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도로의 제한속도를 결정하는데는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

고 있는데 경험적 방법, 85 percentile 속도, 가변제한속도, 

VLIMITS, NLIMITS, QLIMITS, USLIMITS 등 컴퓨터 프로그

램을 활용한 방법 등이 그 예이다. 제한속도를 설정하는데 있어

서는 운전자, 차량, 교통류, 도로기하구조, 환경적 특성, 기상

조건, 사고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속도를 결정하는 운전자 행태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도

로변 위험요소, 교차로, 도로 노면상태, 기하구조, 접근지점, 

버스정류장, 주차장, 속도제어기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사례연구를 통해 지방부 도로인 

N5(507km), N6(150km)을 대상으로 한 Multinomial logit 

model을 개발하여 도로 교통조건을 고려하지 않고도 전문가의 

경험적 방법에 의해 제한속도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

하 다. 제안된 제한속도는 Table 4와 같다.

연구 결과에서는 대상 도로연장의 13.5%만이 최고 제한속도

를 80km/h로, 49.5%는 60km/h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37%는 40km/h가(특히 상업 개발지역의 경우) 적합하다고 제

시하고 있다. 곡선로, 접근로, 교육기관, 산업, 길가에 깊은 

도랑이 있는 경우 감속유도가 필요하며 이때 적절한 제한속도

는 60km/h로 제시하 다. 만약 이 외에도 또 다른 요인의 향

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0km/h보다 낮은 속도를 제한속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속도

를 적용한 개념도는 Figure 13과 같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도로의 경우 대부분의 구간이 최고

속도제한을 80km/h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도로변에 장애물이 많이 존재하여 감속유도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방글라데시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개발도

상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교통안

전 및 운전자 편의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도로변 장애물과 관련된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 다.

Session title : Traffic Safety

7) Safety-Potential-Based Black Spot Safety Manage- 

ment Approach: A Case Study in Ho Chi Minh 

City(EASTS_ISC-D-13-00386)

   / Huy Huu NGUYEN, Pichai TANEERANANON, 

Csaba KOREN, Pawinee IAMTRAKUL

Black Spot Safety Management (BSM) 기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단계를 사용한다. 하나는 교통안전이 결여된 곳을 인식

(Identification)하는 단계와 치료(Treatment)하는 단계이며 

이 두 단계는 교통안전의 잠재력(Safety potential, SAPO) 보

다는 사고기록을 기반으로 한다. Figure 16은 다섯 가지의 도로 

인프라에 대한 안전 관리방안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 Road Safety Impact Assessment (RSIA) : 

도로의 초기 계획단계에서 새로운 도로의 교통안전 평가를 

통해 네트워크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하여 활용한다.

- Road Safety Audits (RSA) :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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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설계 특성에 대한 교통안전을 확인하는 개념을 말하며 

주로 계획부터 운 에 걸친 모든 단계를 포함하게 된다.

- Road Safety Inspection (RSI) :

도로의 체계적, 주기적인 사전 안전점검 방식을 말한다. RSI

의 목적은 도로의 위험상황을 미리 식별하고 제거하는데 활용

한다.

- Network Safety Management (NSM) :

사고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도로 네트워크 단위로 위험상황에 

대한 인식 및 관리를 목적으로 활용한다. 

- Black Spot Safety Management (BSM) :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성

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적용할 경우 활용한다.

여기서 BSM과 NSM은 사후 안전관리기법이라는 점에서는 동

일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BSM의 경우 사고발생비율이 높

은 구간이나 지점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분석기법이며 NSM

은 특정 타입의 도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분석기

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Network Safety Management를 기반으로 개

발된 SAPO-Based BSM이라 불리는 도로 관리기능을 활성화

한 새로운 BSM 접근방식을 소개하 다. 이 방법은 사고데이터

를 기반으로한 기존의 도로 안전평가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사고 패턴을 감지하

기 위한 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교통사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

하여 교통안전 개선 대책간의 비용-편익비를 비교분석한 결과

를 제공한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1년, 3년의 사고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빈도가 높

은 지점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 값을 설정한다. Table 5와 같이 

통계적인 변수의 도출 및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을 활용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SAPO의 계량화를 통하여 각 지점간의 교통사고를 순위

화한다. 사고데이터와 사고 단위가격을 활용하여 SAPO를 계

량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SAPO를 

계산한 결과 가장 높은 값은 122,000(USD/year)로 도출되었

다. 그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2011년에 교통안전상 안전

한 지점의 경우 교통사고 비용이 122,000 USD가 절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Figure 18과 같은 방법으로 충돌도를 기반으로 한 교통

사고 패턴분석 및 지역 사고조사를 통해 교통사고 대응책을 

결정한다. 

넷째, 단기/장기/중기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그 예

시는 Tabl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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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oster Session

Poster Session은 구두발표와 비교할 때 참관인이 논문 내용

을 읽어보고 발표자와 연구 관련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다는 장점이 있어 학술발표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연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논문 중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분석도구, 방법론, 데이터 등 구두발표에서 질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기도 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구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기도 한다. Poster Session 

Ⅲ에서는 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신호 설계, 램프미터링 알고

리즘 개발, 보행자를 고려한 회전교차로 진입 용량분석, 미시

적 교통시뮬레이션 등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4. 참관 소감

이번 EASTS 2013은 내게 5번째로 참가한 국제 학술대회이

다. 처음 참가했던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에서는 연

구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참가하게 되어 발표를 들어도 이해

가 어렵고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차츰 이러

한 국제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점차 세계 

각지에서 모인 연구진, 실무진 등과 함께 교통관련 이슈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연구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국외 저널에 발표되는 최근 논문들을 읽어보는 것 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연구 동향은 알 수 있겠지만 학술대회는 그 곳에서

만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현장의 교훈이 있었다. 또한 포스터 

세션에서는 발표자와 연구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연구 도중 

일어나게 되었던 재미난 에피소드, 극복할 수 없었던 한계점 

등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경험

이 되었다. 

EASTS는 주로 아시아계 연구자들이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기 

때문에 종종 알아듣기 어려운 어를 쓰는 발표자의 구두발표

는 이해가 다소 힘들었지만 포스터 발표에서는 나도, 발표자도 

서로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더욱 친 한 분위기

가 형성되었던 것 같다. 논문에서 모르는 부분이나 처음 보는 

분석도구 등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고,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제안하기도 하면서 포스터 앞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또한, 이번 EASTS에

서 아시아 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박사과정들과 교통공

학적 지식을 나눌 수 있었고 질 높은 인적 인프라를 만들게 

되어서 매우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 한다

최새로나 박사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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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논문의 연구 분야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충남대 KAIST 한양대 POSTEC 합계

연도별
2012년

8월
2013년

2월
2012년

8월
2013년

2월
2012년

8월
2013년

2월
2012년

8월
2013년

2월
2012년

8월
2013년

2월
2012년

8월
2013년

2월
2012년

8월
2013년

2월
2012년

8월
2013년

2월
2012년

8월
2013년

2월

재료 및 파괴부문 1 1 3 1 2 1 6 1 1 7 6 2 32

고체 및 구조역학 1 3 3 3 2 2 1 4 5 2 1 3 30

동역학 및 제어부문 1 1 2 4 1 5 7 7 1 5 7 2 1 2 46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 1 3 1 1 1 3 4 2 2 1 1 3 1 4 1 29

열공학부문 1 2 3 1 3 1 3 3 1 1 19

유체공학부문 2 1 2 2 4 1 5 4 2 2 1 2 28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 1 1 3 3 1 2 6 2 19

정밀 및 특수가공 0

마이크로 및 나노 0

합계 5 5 4 9 13 14 20 23 4 17 2 2 25 32 5 10 3 10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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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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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부 전공별 연구주제 1)

 

기계공학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국내 9개 대학에서 

2012년 8월 및 2013년 2월에 발표된 총 203편의 기계공학관련 

박사학위논문 초록을 수집하 으며, 전공별 통계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 다. 

다음으로 학위논문의 초록 정보를 기초로 하여, 203편의 논문

에서 학진의 기계공학 분류기준에 따라 7가지 대분류 및 23개

의 소분류 기준으로 나누어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총 49가지 

분야가 도출되었다. 

 

분야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동역학 및 제어, 재료 및 파괴 등의 분야의 키워드

가 많이 도출되었다. 이어서 고체 및 구조역학, 생산 및 설계공

학 부분도 많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다. 각 부분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동역학 및 제어 부문의 경우 

23%를 차지하며 재료 및 파괴(16%), 고체 및 구조역학(15%), 

생산 및 설계공학(14%) 등 다양한 분야가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제어, 계측, 동역학 및 에너지설계 부분이 강세

으며 반면 나노시스템, 연료 및 대체에너지 경우 저조하 다. 

 2) 대학별 연구주제의 분포 비교

대학별 연구주제 중에서 동역학 및 제어 부분의 논문이 제일 

많았고, 에너지 및 동력, 열공학 분야의 논문이 제일 적게 나왔

다. 대학별로는 KAIST, 서울대학교 대학원, 부산대학교 순으

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대학별로는 비교적 고르게 분야별

로 논문을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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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하 다. 질적 신뢰도를 고려하여 수집된 

자료의 수가 15개 미만인 것을 제외한 5개 학교를 비교하 다. 

KAIST는 조사대상 학교 중 가장 많은 57편의 박사 학위논문

1) 학술진흥재단의 기계공학 연구분야 분류에 따랐으며, 세부 분야는 부록에 첨부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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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출하 으며 세부분야 별로는 재료 및 파괴 (23%), 동역학 

및 제어(19%), 고체 및 구조역학(16%) 등 재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계측, 로봇공학, 연료 및 

대체에너지 등 다양한 키워드가 관찰되었다. 작년과 달리 이번 

논문은 상대적으로 유체공학, 열공학 부분에서 연구가 저조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림 1. KAIST 연구분야

서울대학교는 KAIST 다음으로 많은 43편의 박사 학위논문을 

배출하 으며 세부분야 별로는 동역학 및 제어(34%), 유체공

학(14%), 에너지 및 동력공학(14%)등이 상위권에 나타났다. 이

외에도 논문 편수가 많은 만큼 나노 임프린트, 저궤도 위성,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제어, 소음 로봇공학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키워드가 검출되었다.

그림 2. 서울대학교 연구분야

 부산대학교는 모두 27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배출되었고, 동

역학 및 제어 분야(30%)가 박사 논문 분야 중에서도 가장 많이 

편찬했다. 다음으로 고체 및 구조역학이 19%를 차지하 고, 

열공학 (16%) 순이었다. 기타 정  위치제어, 재료 및 파괴, 

생산 및 설계공학, CAD/CAM 등 다양한 키워드가 관측되었다. 

그림 3. 부산대학교 연구분야

연세대학교는 모두 21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배출되어 유체공

학과 재료 및 파괴 분야가 가장 높게 관측되었다. 다음으로 생

산 및 설계공학(14%)이 3건씩 발표되었다. 이 외 동역학 및 

제어 1건, 열공학 1건, 에너지 및 동력공학 1건 등이 발표되며 

고체역학, 열 시스템, 복합재료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그림 4. 연세대학교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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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는 모두 15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배출되어 생산 

및 설계공학 분야가 두드려지는 현상을 관측되었다. 이 외 고체 

및 구조역학, 동역학 및 제어, 에너지 및 동력공학, 유체공학 

등의 분야가 골고루 편찬되었으며 열공학분야가 저조한 현상이 

나타났다. 기타 진동, 소음, 로봇공학, 나노시스템 등의 키워드

도 관측되었다.

그림 5. 한양대학교 연구분야



초 록 집

                   ․ 경북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박사학위 논문

․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박사학위 논문

․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 충남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 POSTECH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145

경북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기계공학전공)

연도별 편수

2012년 8월 5

2013년 2월 5

총 10

분야별 편수

2012년 8월 2013년 2월 총

재료 및 파괴 1 1

고체 및 구조역학 1 1

동역학 및 제어 1 1 2

생산 및 설계공학 1 3 4

열공학

유체공학 2 2

에너지 및 동력공학

정밀 및 특수가공

마이크로 및 나노

총 5 5 10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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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대 섭 2012년 8월 박사 경북대학교 권 영 두

국문 :

영문 :

태양광 추적 시스템용 Globoid Gear의 새로운 치형 연구 및 임계 전위 기어의 특성 분석

A Study on Teeth Profile for Globoid Gear of Solar Tracking System and Characteristic Analysis on the 

Critical Addendum Modification Gear

기존의 산업기계, 자동차, 정밀기계 등에는 일반 표준기어들

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기계의 다양화에 따라 여

러 특수 장비들이 생겨나면서, 그 목적에 맞게 특수 기어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수 기어들 중 globoid worm gear 시스템은 태양광 추적 

장치의 구동부에 사용되는 것을 제안하여 기존의 cylindrical 

worm gear 시스템에서의 낮은 물림률로 인한 치 강도의 취약

함을 보완하여 전체 치가 모두 접촉이 가능하게 하는 설계 방법

이 제시가 되었다.

Globoid worm gear 시스템은 Hindley, AGMA 방식 및 미국 

Kinematics사 방식의 치형이 제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

한 설계 방식들은 치면 상의 불균일한 접촉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에 따라 Hertz 접촉 이론과 같은 이론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고속 회전에 대한 감속 장치의 특성만을 고려하여 

동력과 고속의 회전수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계 방법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장 슈 와 이 2012년 8월 박사 경북대학교 김   철

국문 : 

영문 :

새로운 CNT/PPy 단층 필름의 개발과 액츄에 이터와 센서로의적용

Development of Novel Carbon Nanofiber/Polypyrrole Thin Films and Application as Actuators and Sensors

전기영동 침적물과 복합작용을 이용하여 매크로-마이크로 

센서와 액츄에이터 응용을 위한 전도성 폴리머, PPy, 새로운 

전도성 폴리머 복합재료, CNF/PPy, 단층 필름을 제작 하였다. 

새로 발견된 복합재료의 연구를 위하여 여러가지 전기재료의 

정의와 실험을 수행하였다. 많은 CNF/PPy필름의 SEM(scanning 

electron micrograph)사진은 양 측(전극과 용해)의 아주 다른 

표면 상태를 보여 주었다. 이것은 다른 다공성 표면의 구조결과

가 단층 CNF/PPy 굽힘 현상의 결과라는것을 나타내었다.

카본 나노섬유는 강성을 높여 더욱 큰 구동력을 생산하기 위

한 목적으로 PPy 폴리머와 혼합하며또한 센서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전도성이 77.9 S/cm에서 124.3 S/cm

로, 중량비는 0(예를 들면 순수 PPy)에서 10%로 증가 하는 

동시에 CNF는 PPy의 영률을 증가 시킨다. 순수PPy의 영률은 

22.523MPa, 3% CNF/PPy 중량의 복합재 필름의 양률은 

30.844MPa, 이것은 거의 50%의 증가를 보여준다. 5% CNF/ 

PPy 중량의 복합재는 38.369MPa이고 7% CNF/PPy 중량의 

복합재는 40.930MPa이다. CNF 재료를 추가하면 강성과 전도

성이 증가 되는것은 의미가크다. 하지만, 강성의 증가에는 제

한성이 따른다. 3% CNF까지는 강성 증가의 효과가 크다. 예를 

들면 영률은 22.523MPa(0%)에서 30.844MPa(3%)의 36.9%

증가를 보여준다. 하지만 3%이후로 증가의 효과는 아주 작다. 

예를 들자면 CNF 중량비가 5%에서 7%로 변하면 영률은 

38.369MPa(5%)에서 40.930MPa(7%)의 6.7%증가밖에 없다.

새로운 재료의 작동 현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CNF/PPy 필름

의 길이방향 스트레인과 굽힘 반응을 연구 하였다. PPy 필름은 

12.6%에 달하는 새로은 스트레인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CNF/PPy 복합재 필름은 아주 작은 수치(8.6~12.0%)를 보였

다. 이것은 CNF재료의 추가로 증가된 스티프니스가 PPy재료

의 스트레인을 제한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CNF/PPy

의 스트레인은 작은 장비의 액츄에이팅 힘을 증가 시키기에는 

충분하다. 굽힘 작용은 전기적 굽힘 테스트의 쇠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하여 제시 된 바가 있다. 첫 벤딩 사이클에서 최대가 

되는 끝단 변위는 두가지 재료에 의하여 생성 된다. 2cm길이 

PPy필름의 끝단 최대 변위는 1.9mm이고 3% CNF/PPy필름

의 최대 끝단 굽힘 변위는 1.5mm 이며 5% CNF/PPy 필름의 

최대 끝단 굽힘 변위는 1.3mm이고 7% CNF/PPy 필름의 최대 

끝단 굽힘 변위는 1.2mm이다. 순수 PPy의 사용수명은 640 

사이클이고 3% CNF/PPy는 1020 사이클이며 5% CNF/PPy는

1040 사이클이고 7% CNF/PPy는 1070 사이클 이다. CNF 필

름의 추가는 60%이상의 수명 증가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재료의 변위를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굽힘 방정식을 

개발 하였으며 순수 PPy의 최대 끝단 굽힘 변위를 예측 하였다. 

계산한 굽힘 결과는 y=2.056mm, 이것은 1.9mm의 실험적 

수치와 아주 근사 하였다.

센서나 액츄에이터를 위한 새로운 전도성 재료인 CNF/PPy

를 개발 하였고 이러한 것은 순수 PPy보다 더욱 증가된 강성,

길이방향의 스프레인, 굽힘 수명주기,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다. 더 큰 스트레인과 높은 영률은 더 큰 작동 힘을 줄 수 

있고 전도성의 제고는 더 빠른 응답을 의미 한다. 여러가지 

테스트를 통하여 이러한 새로운 재료는 스마트 액츄에이터와

센서의 좋은 재료가 됄수 있다는 것이 증명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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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Globoid worm gear 시스템은 태양광 추적 시스

템의 구동부와 같이 태양광 추적을 위하여 낮은 회전수로 작동

을 하며, 역회전을 방지하고, 풍압의 지지 등의 목적과 같이 

정적 하중을 고려한 새로운 치형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Hindley 방식 및 AGMA 방식에서 제시하는 곡선 치면

을 가진 wheel gear와는 달리 미국 Kinematics사와 같이 직선 

치면을 가진 wheel gear를 사용하는 globoid worm gear 시스

템의 접촉면 간섭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crowned 

teeth wheel gear 설계 방법으로 제시하여 가공이 편리하고, 

globoid worm과 wheel gear의 접촉이 균일하게 형성이 되었

다. FEM이 가능한 3D CAD 모델링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3D CAD 모델링 및 mesh generation 실시하였

다. 3D contact 해석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Saint-Venant의 원

리를 바탕으로 하여,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접촉응력부를 2D로

추출하여 FEM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Hertz 접촉이론에 부합하

는 FEM 해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임계 전위기어를 살펴보면, DIN 규격에서 적절한 목적에 따

른 전위계수에 대한 규정은 되어 있으나, 기어 재질의 다양화에

따른 특징 규명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전위기

어의 topland부 치수를 모듈의 0.4배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

으며, 전위기어의 재질 특성에 대한 배려는 충분하지가 않다. 

따라서, DIN 규격에 제시되어 있는 전위기어에 대하여 재질에

따른 전위계수의 임계점을 FEM 해석을 통하여 명확히 규명하

였으며, 또한 소음 시험을 통하여 임계 전위기어의 동적 특성을

검증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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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곡면배열형 수중음향 트랜스듀서의 최적설계

Optimal Design of a Conformal Array Type Underwater Acoustic Transducer

Sonar array transducers, which are used in submarines, 

torpedoes and etc., should be able to communicate with 

several submarines and transducers in underwater condition 

by propagation of acoustic waves along a complicated 

route. Because a submarine and torpedoes are composed 

of not only flat surfaces but also surfaces of various forms, 

transducer should be available to load on the curved surface 

to enhance communication performance. Thus, the conformal 

array transducer is studied. 

First, the Tonpilz transducer was optimized to select 

constituent source of the conformal array transducer. The 

performance of a Tonpilz transducer is determined by the 

properties of its constituent materials and the effects of 

many structural parameters. In this study, with the finite 

element method, the structure of a Tonpilz transducer was 

optimized to achieve the widest bandwidth while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n center frequency. The optimization was 

carried out with the GA(Genetic Algorithm) method for 

multi-variable maximization. The optimized Tonpilz trans- 

ducer satisfied all the required specifications. 

The radiation property of a Tonpilz transducer is influenced 

by the structural variables of the transducer. In this study, 

with respect to a single mode Tonpilz transducer, the 

radiation patterns were calculated for different head mass 

geometries of the same effective radiation area. The 

shapes of the head mass analyzed were the most popular 

circular, regular triangular, square, regular hexagonal and 

regular octagonal types, and radiation pattern equations 

were derived for each of the head mass shapes. Based 

on the derived equations, radiation patterns in accordance 

with the shape and size of the head mass were calculated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Validity of

the calculation results were confirmed by means of finite 

element analysis. 

In array transducer, the calculation of mutual radiation 

impedance is important to predict acoustic behavior of 

transducer. Therefore, we have derived equation for the 

mutual radiation impedance of an acoustic transducer on 

the spherical rigid baffle and studied to apply to the array

transducer. The Calculation results were verified by leading 

paper and finite element analysis. 

Finally, we have optimized the conformal array transducer 

considering the above mentioned factors. The acoustic 

sources constituting a conformal transducer are arrayed in

equi-angle, equi-interval, and geodesic dome forms, and

the radiation pattern function of each of the array geo- 

metries has been derived and therewith the radiation pattern

has been analyzed for each array geometry. Through 

statist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results, we 

derived functional forms of the side lobe level and the 

beamwidth in terms of the design variables. Furthermore, 

the structure of the array transducer was optimiz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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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 the smallest side lobe level while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n beam width by the GA(Genetic Algorithm) 

method. Based on the optimized results, we have determined 

the equi-interval form as the optimal array geometry among 

the three conformal array geometries. Results of the present

work are expected to be utilized to the design of conformal 

transducer structure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윤 현 진 2012년 8월 박사 경북대학교 이 충 원

국문 : 

영문 :

횡단류에 수직 분사되는 액체연료의 분무 및 연소특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spray and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liquid fuel jet in crossflow

In this study the spray and combustion characteristics 

we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under the operating 

conditions of real ramjet engine to secure ramjet engine 

design techniqe. 

First, it is important to control the air velocity and 

temperature in the experiment of ramjet engine under 

ground-test condition. This conditions has been realized 

by using vitiated air heater(VAH). In this study, vitiated air 

is well controlled by using advanced VAH to have same 

properties with operating conditions of real ramjet engine.

Study on spray characteristics such as the penetration 

height was conducted. In the previous researches on jet 

in crossflow (JICF), more than 20 different correlations of 

jet penetration have been proposed by many investigators.

In the proposed correl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jet 

penetration and the various flow parameters were defined.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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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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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원형 노즐의 내부 유동특성이 액주분열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nozzle internal flow structure on liquid jet break-up of the elliptical nozzle

The experimental and numerical studie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liquid jet break-up of circular nozzle and 

elliptical nozzles. 

The experimental study showed that the liquid jet break-up 

of elliptical nozzles were much different from those of the 

circular nozzle. In the case of the elliptical nozzles, the liquid 

jet became more unstable at the same injection pressure 

unlike that of the circular nozzle. Surface breakup was 

observed at the jet issued from the elliptical nozzles with 

the increase of injection pressure. 

In addition, the internal flow structure of elliptical nozzle 

was visualized to investigate the cavitating flow within the 

nozzle by using transparent acrylic nozzle. This study 

showed that the internal flow structure of elliptical nozzle 

wa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circular nozzle. In the 

case of the circular nozzle, as with previous studies on the 

internal flow structure, the internal flow structure in the 

circular nozzle had a cylindrical shape which is symmetrical 

to the nozzle axial. However, the internal flow structure of 

the elliptical nozzle looked like horseshoe in which 

re-attached position for the major axis plane is longer than 

that of the minor axis plane unlike the flow in the circular 

nozzle. 

Furthermore, numerical simulations were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internal flow structure in the circular and 

elliptical nozzles because the experimental study was 

limited in its measurements of flow velocity distributions, 

pressure distributions and streamline in the relatively small

orifices. 

According to numerical simulation, in the case of the 

circular nozzle, the pressure distribution and the streamline

are identical in the orifice. As one of results, the cavitation

shape of the circular nozzle appears to be symmetrical in 

the orifice. However, in the case of elliptical nozzle, the 

static pressure distribution and the streamline are different

in the orifice. The static pressure of the working fluid at 

the major axis plane is decreased near the vapor pressure

along the orifice wall with a longer distance when compared

with the minor axis plane. As a result, the cavitation shape

of the elliptical nozzle was generated like horseshoe. 

It has been concluded that the internal flow structure of 

the elliptical nozzle has influence on the disinteg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liquid jet issued from the elliptical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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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립종용 일체형 소형 도정기 개발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compact rice milling machine for indica variety

Currently total production rate of indica variety is about 

96% of the total paddy rice produced in the world. Most 

of the rice mill equipment and facilities for indica type 

variety have been installed and supplied from Japanese 

manufacturing company such as Sadake, Yanma and 

Kaneko etc. Also, most of rice milling system are very large 

scale facilities. Japanese manufacturing companies have 

controlled these rice mill equipment manufacturing market 

in the world. Thus, the traditional small scale rice 

processing mills managed by native people have been in 

trouble to overcome against these huge gigantic rival. 

The demands on small scale household rice mill are 

increasing rapidly. However, household type rice mills 

manufactured in Korea are known as some serious 

problems such as its low capacity and short durability. 

Because it is manufactured for japonica variety milling 

machine not for indica variety. Thus rice recovery rate of 

indica variety by the farm household scale milling machine 

is very low compare with that of japonica variety. Also, 

major demands from these countries is a compacted 

system having the capacity of 500 kg/hr. In order to fulfill

such demands and improve the milling recovery rate, also,

in order to make it to be simply installed in these field, the 

followings are the detailed objectives for this study. 

1) to develop a rice mill for Indica variety 

2) having a 500 kg/hr milling capacity 

3) having a function such as a sequence operation in a 

row, "paddy receiving → hulling → brown rice separation

→ remove stone → milling → packing" 

4) having a compacted and all in one system so that it

is easy to move and maintain 

5) ultimately to develop "an integrated compact rice milling

machine for indica variety" 

In order to develop the rice milling machine, the following

steps were conducted; 

1) In order to obtain various properties of indica variety, 

IR36 variety was cultivated at the farm affiliated with 

But, in most previous studies, the researches were carried 

out using the single orifice injector(SOI). In this study, to 

define interference effects of jet penetration of liquid jet in 

crossflow, double orifice injector(DOI) is adopted. First, 

changing of crossflow temperature with vitiated air heater, 

the jet penetration correlation in SOI is proposed. At the 

heated crossflow. jet penetration height is lower than the 

cold crossflow due to increase of crossflow velocity despite 

of reduced density. The jet penetration correlation of DOI 

is induced with the change of the injector orifice spacing. 

In the case of the DOI, since the front liquid jet is acting 

as a shield of the rear liquid jet, the jet penetration in DOI 

is higher than that of SOI. In the DOI, the rear jet penetration 

height is increased as the nozzle spacing is decreased. 

And, in the rear liquid jet of DOI, the correlation of jet 

penetration height was developed. Higher the nozzle spacing 

(Lh) decrease the jet penetration height, so a negative 

dependency on nozzle spacing(Lh) is expected. 

In this study spray, in addition, characteristics such as 

break-up positions, spray width, and SMD were experi- 

mentally investigated of the SOI. The break-up positions 

had the same tendency with the results of the previous 

researchers, and in this study, the new correlations of the

break-up positions (break-up height and break-up 

distance) were derived.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a dump-type ram- 

combustor equipped with a bluff-body flame-holder we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In the case of insufficient 

penetration, the flame in the ram-combustor was unstable,

and vice versus given sufficient penetration. When the 

flame-holder was not equipped, the temperature at the 

center of the ram-combustor had a tendency to decrease

due to the low penetration and insufficient mixing. There 

fore,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was slanted to the low 

wall of the ram-combustor. These trends gradually dis- 

appeared as the length of the combustor became longer 

and the flame-holder was equipped. Combustion efficiency

increased when the length of the combustor was long and

the flame-holder was equi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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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t Daegu. 

2) Physical properties, geometric shape, mechanical pro- 

perties and design factors of indica variety were 

obtained and its milling properties as well from IR36. 

3) A rice huller having the 500 kg/hr production capacity 

of indica variety can be developed based on data 

obtained at the previous stage. 

4) Also, multi-pass rice whitening mill was combined with 

abrasive type and friction type mills. 

5) Besides above two major sub-systems, brown rice 

separator, stone remover, husk aspirator, were developed. 

6) Also, three bucket elevators were developed and 

equipped with this milling machine and all of these 

individual machine were designed to handle more than 

500 kg/hr without any difficulties. 

7) Frame which enable to install and fastening all of 

individual machine was developed so that this system 

can be properly operated. 

8) Also, this frame height and width was designed 10% 

smaller than container so that it can easily be shipped. 

9) Various tests and modification were made so that it 

is properly operated. 

As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s can be concluded; 

1) In order to obtain various properties of indica variety, 

IR36 variety was cultivated at the farm affiliated with 

th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t Daegu. 

2) Also, physical properties, geometric shape, mechanical 

properties and milling properties of indica variety were 

obtained and its design factors as well from IR36.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ies, all of properties 

are similar to that of indica variety which cultivated in 

south east Asia. It can be judged that it is possible to 

use these paddy as a testing material for development 

of the rice mill. 

3) The huller and rice milling machine was selected as 

rubber roller type and abrasive+frictional type with 

process desig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ests, each 

equipments were determined capacity. 

4) By utilizing the results of various tests and process 

design in previous stage, unit machines such as 

hulling, separator and whitening machine could be 

designed and manufactured. Robber roll huller was 

applied at this rice mill. 4“×8¾“ roller is judged as 

optimum size for this mill. Also the clearance between

rollers can be adjusted by manual operation. 

5) Size of husk aspirator is designed as 130 mm by 260 

mm. Also, four impellers as blowers are equipped.

6) Separator after hulling process is consist of paddy 

separator and air flow separator. As a paddy 

separator, three layer oscillating sieve are installed. 

And one layer has a capacity of 250 kg/hr. After paddy

separator, sorting by air flow system is installed. and

its size is 385×430 mm. 

7) Rice whitening system is a kinds of multi-pass mill 

which is combined with abrasive type and friction type

mills. Diameter of abrasive type is 160 mm and its 

length is 360 mm. Also, Diameter of the friction type 

mills is 150 mm and length is 278 mm. 

8) Frame which enable to install and fastening all of 

individual machine was developed so that this system

can be properly operated. Also, this frame height and 

width is designed 10% smaller than container so that 

it can easily be shipped for export as follows; Width 

is 1,800 mm×height 2,150 mm×length 900 mm. The

mill forms three columns. 1st column is husking 

machine and husk aspirator. 2nd one is paddy 

separator and sorting machine. The third one is 

abrasive and friction type mill. Thus it has three bucket

elevators. 

9) The mill developed in this study was tested, analyzed 

and modified and results of its performance test were

as follows; 

  ① Capacity of hulling machine of this mill is from 580

to 640 kg/hr when roller's clearance is 1.2 mm. 

Paddy separation has a 630 kg/hr processing 

capacity when its angle is 10.5° angle. 

  ② In the test of whitening machine, 5 levels of its 

pressure are controled. It's processing capacity is 

range within 500.4∼545.2 kg/hr, milled rice recovery

rate per brown rice is 84.3∼86.9%, head rice 

recovery rate per paddy is 59.8∼67.6%, and degree

of whitening is 34.9∼36.9%. As a results, it can be

judged that this mill. 

As an overall conclusion, the integrated compact small 

milling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is good enough for 

milling of indica var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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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red pepper drying technique for energy saving by the alternate ventilation

In order to solve the energy problem of red-pepper dryer, 

two model dryer were developed. One was a apparatus 

dryer for obtaining of fundamental data. 

The other dryer which can be controlled by both temper- 

ature and relative humidity was tested as for a data app- 

lication which were obtained from the apparatus dryer. 

For the study, a series of tests by changing various drying 

conditions with heating and circulation and ventilation time 

were performed. The results obtained were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drying conditions. Page model for drying 

equation was adapted to predict the drying curve of red 

pepper in this study. 

Also, capsaicin, ASTA and sugar contents of dried 

peppers were measured. These data were analyzed by one

way ANOVA. 

As an overall conclusion, the drying condition by changing 

circulation and ventilation time for controlling relative 

humidity had a positive effect of saving energy. 

The drying method, controlling of both relative humidity 

and temperature, could save energy and drying time 

compare with the existing red pepper dryer.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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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축 공작기계의 진구도 평가 및 기하학적 오차 측정

Sphericity Evaluation and Measurement of The Geometric Errors for A Five-axis Machine Tool

본 연구에서는 5축 공작기계의 진구도 평가 및 기하학적 오차

를 측정하기 위한 볼바 측정 방법을 제안하며,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선 이송축의 진구도 평가 

5축 공작기계를 구성하는 3개 직선 이송축의 3차원 위치 정

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볼바를 사용한 진구도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진구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공간의 기준 구(nominal 

sphere)에 위치하고 서로 수직을 이루는 3개의 측정 경로를 

생성하며, 측정한 볼바 데이터에서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최

적 구(optimal sphere)의 반지름 및 단일 3차원 편심을 계산한

다. 최종적으로 볼바 데이터에서 3차원 편심을 제거함으로써 

최적 구의 반경 방향에 대한 직선 이송축의 위치 정확도를 나타

내어 3개 직선 이송축의 성능을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한다. 

또한 최대/최소 오차가 발생한 주요 지점 및 원인을 분석함으

로써, 위치 정확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2) 5축 공작기계의 진구도 평가 

5축 공작기계의 3차원 위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볼바

를 사용한 이중 진구도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측정 경로는 

외부 기준구와 내부 기준구 상에서 서로 수직을 이루는 3평면

에서 생성하며, 외부 기준구 상의 경로는 직선 이송축을 사용하

여 추종하며 내부 기준구 상의 경로는 회전 이송축을 사용하여 

추종한다. 2 기준구의 반경 방향 편차를 사용하여 최적 반지름 

및 단일 3차원 편심을 계산한 후 측정 데이터에서 제거함으로

써, 3개 직선 이송축과 2개 회전 이송축의 반경 방향의 위치 

정확도를 평가한다. 최대/최소 오차가 발생한 주요 지점 및 원

인을 분석함으로써, 위치 정확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3) 직선 이송축의 기하학적 오차를 위한 볼바 측정 

3개의 직선 이송축의 전체 이송영역에서 기하학적 오차를 추

정하기 위하여 역기구학적 접근을 진행하며, 조건수를 최소화

하는 최적 측정 경로를 생성한다. 또한 각도 오차 사이의 특이

해 문제 해결 및 추정을 위한 반구상의 나선형 측정 경로를 

추가로 계획한다. 이를 통하여 기하학적 오차의 추정 오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추정한 기하학적 오차의 정확도를 

개선하며, 단일 측정 좌표계에서 모든 기하학적 오차를 분석하

고 추정한다. 

4) 회전 이송축의 기하학적 오차를 위한 볼바 측정 

5축 공작기계를 구성하는 2개의 회전 이송축의 기하학적 오

차를 추정하기 위하여 역기구학적 접근을 진행하며, 회전 이송

축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기하학적 오차를 매개변수화 하

고 측정 민감도와 오차의 민감도가 일치하는 최적의 볼바 측정 

경로를 계획한다. 볼바를 설치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

는 셋업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구를 제안하며, 조절이 어려

운 셋업 오차는 상수로 모델링하여 매개변수와 함께 계산함으

로써 최종적으로 추정한 기하학적 오차의 정확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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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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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C-Si-B-P-M (M=Al, Cr, Mo)계 벌크 비정질합금의 기계적 특성화 및 트라이볼로지적 거동

Mechanical Characterization and Tribological Behavior of Bulk Amorphous Alloys in the System 

Fe-C-Si-B-P-M (M=Al, Cr, Mo)

Fe계 벌크 비정질합금은 고강도, 우수한 연자기 특성 및 내마

모성 등의 뛰어난 특성으로 인해 차세대 신소재 부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Fe계 벌크 비정질합금의 낮은 

연성은 구조용 재료로서의 산업부품 적용에 한계점이 있지만, 

높은 비정질 형성능 (Glass forming ability)을 가지는 Fe계 벌

크 비정질합금은 금속 부품을 위한 내마모, 내부식 코팅재료로

써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e계 벌크 비정질

합금의 기계적 특성화 및 트라이볼로지적 거동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일반 결정질합금에서의 Cr과 Mo의 첨가에 따른 마찰재료로

서의 저마찰 구현 및 내마모성 향상에 대해 여러차례 보고 된 

바 있다. 따라서 철계 기반 Fe-C-Si-B-P-M (M=Mo, Cr-Al) 

비정질 합금을 Cr (2.3~8.3 atomic percentage)과 Mo (1.0~ 

7.0 at.%)의 성분 함량에 따른 기계적 특성과 트라이볼로지적 

거동을 실험한 결과, Cr함량이 6.3 at%의 함량까지 증가할수

록 거의 동일한 경도 및 탄성계수 값을 보이다가 8.3 at.% 에서

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반해 Mo함량의 증가

에 따른 기계적 성질의 변화는 함량이 증가할수록 다소 선형적

으로 경도, 탄성계수와 초기 항복점들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

은 기계적 특성 변화를 가지는 철계 비정질합금의 트라이볼로

지적 거동 역시 Cr의 함량에 따라 2.3 at% 함량을 제외한 4.3

at.%함량 수준에서 점차 감소하였고, Mo 함량이 증가하면 마

모량 또한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원소재의 표면개질을 목적으로 제조된 철계 비정질 분말과 

그 분말을 HVOF (High velocity oxygen fuel) 방법으로 증착된

철계 비정질 코팅층과 조직강화를 위해 비정질 기지에 Ni기 

자융성합금 분말과 WC 분말을 혼합한 복합재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 변화를 연구하였다. 우선 표면분석 결과, 순수 비

정질 코팅 표면에는 박막층(lamellae)과 고체입자(unmelted 

powder)가 공존하였고, Ni기 자융성합금(Vf 50%)이 혼재한 

표면층에서는 Ni-Cr이 풍부한 작은 집합체 (agglomeration) 

와 다른 복합재에서는 WC 입자들이 산재하는 것이 관찰되었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선 일 2013년 2월 박사 경북대학교 이 영 문

국문 :

영문 :

드릴링 공정의 전단 및 마찰 특성해석

Analysis of shear and friction characteristics in drilling

Metal cutting proces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ustrial processes in which metal parts are shaped by 

removal of unwanted material in the production of mechanical 

components. Removal operations are performed on the 

atomic, micro and macro scales and metal is removed as 

a plastically deformed chip. In these operations, produced 

chip experiences severe friction with tool rake face. Metal 

cutting involves concentrated shear along a rather distinct 

and the chip-tool contact zone. These variables, however, 

have effects on one another and cannot be considered 

independently. The three most widely used cutting operation 

are turning, milling and drilling. Turning is a continuous 

cutting process using a single-point tool that removes 

unwanted material and milling is an intermittent cutting 

process using a multi-point tool such as rotating cutter. 

Drilling process is a continuous cutting process using a 

multi-point tool and material is removed from workpiece 

by a drill. Drilling process is usually the most efficient and 

economical method of making a hole in a solid body. 

However, there have been no analytical method to assess

drilling process based on the shear and frictional char- 

acteristics. In this paper, procedures for analyzing shear 

and frictional processes of drilling have been established 

by adopting an equivalent turning system to drilling. A series

of drilling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with varying feed, 

velocity and drill shape factors on the workpiece of SM45C

and SS41 steels. Using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cutting

characteristics including shear in the primary shear zone 

and friction in the chip-tool contact region of drilling 

process have been analyzed. The specific cutting energy 

tends to decrease exponentially with increase of feed rate.

In drilling of SM45C steel, 35-40% of the total energy is 

consumed in the friction process. While in case of SS41 

steel, 25-35% of the total energy is consumed in the friction

process. These are greater than that of turning process in

cutting of the same work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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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각 코팅층을 동일한 조건에서 폴리싱처리한 후에 

표면거칠기 (Ra) 측정한 결과에서도 복합재가 약 2배 정도 평

균거칠값이 낮았다. 나노인덴테이션을 이용한 기계적특성 변

화에서도 WC로 강화된 복합재가 가장 높은 경도를 가졌다. 

코팅 전후의 경도값의 비교를 통해 분말입자가 코팅 이후에는 

상당히 높은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비정질분

말의 결정화에 따른 경도값의 변화는 분말입자가 코팅 이후에 

가진 경도값보다 상당히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e계 비정질 합금의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HVOF 방법으로 

제조된 비정질 코팅층과 제 2상으로 강화시킨 철계 비정질 기

지 복합재로의 트라이볼로지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중하중/저

속의 마찰시험에서 순수 비정질 코팅층의 마찰계수는 0.1 정도

의 낮은 마찰특성을 보이지만 고하중에서는 마찰계수 천이구

간이 발생하여 일반 결정질 재료(베어링강)와 거의 동일한 마

찰계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마모면 관찰을 통해 0.7kgf의 중하

중에서 점소성유동 (Viscous plastic flow)의 흔적인 물결모양

(river-like pattern)의 소성거동이 발견되었고, 1.4kgf의 하중

에서는 표면연화로 인해 표면층이 찍혀 나가는 티어링

(tearing)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텅스텐 카바이드 강화재

가 고용된 복합재에서는 실험중단까지 순수 비정질 코팅층과 

같이 급격한 마찰 천이구간이 발생되지 않았고, 마모면에서도 

점성유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마모량의 변화에서도 

0.7kgf의 적용하중을 기준으로 보다 낮은 하중에서는 순수 비

정질 코팅층이 낮은 마모손실을 보이다가 0.9kgf 이후로는 반

대 경향이 뚜렷하였다. 이에 순수 비정질 코팅층에 비해 WC와 

같은 제 2상이 고용된 복합재의 마찰•마모거동에서 급작스런 

표면파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마찰계수 상승이나 심각한 

소성유동을 저지시키는 역할을 함이 입증되었다. 높은 마찰열

의 발생으로 순수 비정질 코팅층과 비정질 기지 복합재에서 

크롬, 철의 산화물과 수산화물을 포함하는 금속/막 계면의 성

분에 대해서는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순수 비정질 코팅층에서의 표면층 위에 

생성된 산화 생성물은 크롬, 철 산화물이 생성되었고, 복합재

에서는 다른 종류의 철 산화물 만이 생성됨을 확인 하였다. 

준 안정한 비정질 합금의 마찰열 영향에 의한 트라이볼로지

적 거동을 조사하기 위해서, 석션캐스팅법 (Suction casting 

method)으로 마찰온도 측정센서를 제작하였으며, 수직하중

과 미끄럼속도에 따른 실시간 마찰온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미끄럼 접촉부의 계면온도가 약 200 °C까지 도달하였고 다른 

종류의 마찰재료(Fe or Ni) 역시 비정질재료의 온도변화와 비

슷한 거동을 나타내었다. 수중 (Wet)과 건조 (Dry) 조건의 환경

에서 마찰•마모거동을 보면 건조조건에서 마찰계수 (0.4)가 낮

았고 마모량도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마찰열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건조조건에서는 미끄럼표면의 마

찰열이 주위 재료로 열전달이 발생하여 열적균열과 함께 표면

연화에 의한 돌기들의 평탄화로 표면손실이 작게 발생하는 마

모기구를 보였다. 이에 반해 수중하에서는 보다 작게 발생하는

마찰열이 윤활재 역할을 하는 물로 인해 마찰열 전달이 방해되

고 돌기간의 발생하는 물리적인 전단력에 의해 전단띠들 

(Shear bands)이 발생하고 다수의 전단띠들이 미소크랙으로

성장하면서 급작스런 표면 미소파괴가 발생함을 마모면 관찰

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순수 비정질 합금에서의 마찰면층 

위에 생성된 산화물은 주로 철 산화물이 생성되었음을 XPS 

분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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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복수 주행제어기의 선택적제어 및 기구동역학적 궤적계획

Coordination of Multiple Controllers and Kinodynamic Trajectory Planning for Indoor Mobile Service Robots

최근 이동로봇을 이용한 서비스로봇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실내용 이동로봇이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로봇이 현재 위치에서 목표 위치까지 스스로 이동하는 자율

주행기술이 필수적이다. 서비스로봇의 대상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은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 동작할 수 있어

야 한다. 하지만, 서비스로봇이 대상 환경에 투입된 경우 자율 

주행기술은 로봇이 투입된 환경에 적합하게 적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바퀴로 구동되는 서비스 로봇의 강인하고 효

과적인 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로봇이 주행하는 대상 환경은 

2차원 환경모델로 표현되는 인간과 공존하는 사무용 빌딩과 

같은 환경이다. 제안된 제어기는 상위제어기와 하위 제어기로 

구성된다. 상위 제어기는 하위 제어기를 선택적으로 제어하며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주행제어를 수행한다. 

하위 제어기는 센서정보와 환경지도를 통해서 로봇이 구동할 

때 속도입력을 계산한다. 하위 제어기는 상호보완적인 제어기

로 동적 환경에 적합한 리액티브 제어기와 일반적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모델기반 제어기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 주행을 위한 모델기반 제어기인 기구동역학

적 궤적 계획 기법과 궤적 시간 변경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Generalized Stochastic Petri-Nets (GSPN)

을 이용한 복수의 주행제어기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제어기

법을 제시한다. 개별제어기의 한계 상황 발생 확률을 환경에 

따라서 갱신하여 로봇이 동작하는 환경에 따라서 보다 적절한 

제어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선택적 제어기법이 서비스 로봇

의 성능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을 모의 실험을 통해서 보였

다. 제안된 방법을 통해서 기존에 연구된 선택적 제어기법보다

높은 성능을 보임을 보였다. 

실제 환경에서 서비스 로봇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속

으로 주행할 수 있는 모델기반 제어 기법이 필요하다. 고속으로

주행 가능한 서비스 로봇은 기구적 제한과 함께 충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역학적 제한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로봇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궤적계획기가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궤적계획 기법은 서비스 로봇이 동작

하는 2차원 환경에서 빠르게 궤적생성이 가능하다. 또한 제안

된 궤적을 이용해서 생성된 추종궤적을 동적 장애물의 속도를 

고려하여 변경하는 것을 통해서 동적 장애물에 대한 충돌안전

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고 훈 건 2012년 8월 박사 고려대학교 김 권 희

영문 : Design of an Anthropomorphic Robotic Arm with Actuation Systems Based on Biomimetic Approach

The main objective of this work was to develop an 

anthropomorphic robotic arm. The developed arm has eight 

degrees of freedom (DOFs), with three DOFs for the 

shoulder, one DOF for the elbow, three DOFs for the wrist, 

and one DOF for the under-actuated hand with three 

fingers. 

The overall structure is close to that of a human arm. A 

new actuation system is proposed based on the anatomy 

of a human arm. The developed actuation system is 

arranged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The dimensions of 

the forearm and upper arm are much greater than those 

of the joints, which significantly reduces the spatial 

constraints on the actuators. This reduction in spatial 

constraints on the actuation system allows for an economic 

design using standard industrial components. 

The hand consists of three fingers operated by a single 

actuator through a triangular joint that provides them with 

approximately equal grasp forces and compliance. A 

displacement-force conversion mechanism with two 

springs in series and a feed drive was developed to actuate 

the fingers. Us-ing this mechanism, the grasp force can 

be easily controlled based on the rotary displacement of 

the actuator. A mathematical model of the contact force 

was developed and verified by measuring the fingertip 

force. The grasp compliance was validated through tests.

The wrist joint is operated using linear motion of a wire 

connected to a nut. 

A mechanism, composed of a screw-nut-timing pulley 

combination, was designed for the upper arm. A technical 

contradiction analysis based on TRIZ was introduc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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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upper arm actua-tion 

system. The performance of the improved model was 

verified. The con-trol architecture for operating the arm 

includes a DAQ board, encoder, actu-ator and motor 

drivers. LABVIEW was used to generate the motor 

com-mands for operating the arm and receiving the 

position feedback from the encoders. 

The forward kinematics and inverse kinematics were 

analyzed to oper-ate the arm. The Denavit-Hartenberg 

parameters for the arm were presented here along with 

diagrams of the manipulator with the coordinate frames. 

ADAMS optimization was used to solve the inverse 

kinematic problem. To predict the residual vibration of the

arm, a simulation model was developed. The entire 

actuation system was assumed to be a rigid body. A timing

belt, which mainly contributed to residual vibration, was 

replaced with a spring-damper component. The stiffness 

coefficient and damping coefficient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experimental data. Using the selected parameters, 

a simulation model of the arm was developed to evaluate 

the residual vibra-tion of the entire arm. The simulation 

model was validated through a com-parison between the 

residual vibration of the arm and the simulation result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홍 희 2012년 8월 박사 고려대학교 김 용 찬

영문 :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a Hybrid Ground Source Heat Pump with Parallel and Serial Configurations

A hybrid ground source heat pump (HGSHP) has been 

studied to overcome the decrease in the performance of 

a conventional ground source heat pump (GSHP) at the 

degraded ground thermal condition. In this study, a HGSHP 

combining a ground heat exchanger (GHEX) with a 

supplementary heat rejecter in parallel configuration was 

proposed in the cooling mod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optimize the performance of the HGSHP having the 

parallel configuration, and to compare its performance with 

that having the serial configuration as well as the GSHP with 

respect to the coefficient of performance (COP), the heat 

rejection ratio (HRR), and the cooling seasonal per- 

formance factor (CSPF).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the HGSHP system was designed which has 7.0 kW 

of the nominal cooling capacity and use R-410A as the 

working refrigerant, and with the variation of system 

configuration (parallel and serial configurations) and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including transient state as well 

as steady state.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HGSHP with the 

parallel configuration was conducted by varying the amount 

of refrigerant charge, the secondary fluid flow rate of the 

ground loop, and the secondary fluid flow rate of the 

supplementary loop. The COP of the HGSHP was 21% 

higher than that of the GSHP at the entering fluid 

temperatures (EFTs) of 28oC and 40oC in the supple- 

mentary plate heat exchanger (SPHEX) and the ground 

plate heat exchanger (GPHEX), respectively, and the 

optimum secondary fluid flow rate of 8 kg min-1 in the 

SPHEX. In addition, the heat rejection rate of the GPHEX 

in the HGSHP mode was 42% lower than that in the GSHP

mode at the optimum secondary fluid flow rate of 8 kg 

min-1 in the SPHEX and EFTs of 40oC and 28oC in the 

GPHEX and SPHEX, respectively. 

The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the parallel and 

serial configurations was conducted by varying the leaving

fluid temperature (LFT) of the GHEX, the fluid flow rate of 

the supplementary loop, the mean outdoor bin temperature,

and the switching temperature of the hybrid operation. At 

the LFT of the GHEX of 40oC, the COPs for the HGSHP 

with the parallel and serial configurations were 18% and 

6% higher than that of the GSHP, respectively. At the mean

outdoor bin temperature of 28.8oC, the CSPFs of the 

GSHP, the HGSHP with the parallel configuration, and the

HGSHP with the serial configuration were 3.05, 3.25, and 

3.12, respectively. The hybrid effects of the HGSHP with 

the parallel and serial configurations were 6.5% and 2.0%,

respectively, for Daegu city in South Korea. 

Furthermore, using a heat storage bath with immersed 

heat exchangers to simulate the ground thermal degrad- 

ation with time, the transient performance characteristics 

were also studied by varying the fluid flow rate of the 

supplementary loop, and the switching temperature of the

hybrid operation. For the parallel configuration in steady 

and transient states, the COP peaked at the fluid flow rate 

of 8 kg min-1 in the SPHEX, but, for the serial configuration,

the optimum fluid flow rates in steady and transient states

were 12 kg min-1 and 8 kg min-1, respectively. The opt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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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ing temperature of the HGSHP with the parallel 

configuration in steady state was 30°C; while in transient 

state these were 25°C and 32.5°C.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진 성 2013년 2월 박사 고려대학교 나 성 수

국문 :

영문 :

원자현미경을 이용한 생체분자의 반응의 나노역학적 검출
Nanomechanical Detection of Biomolecular Interaction using Scanning Probe Microscope

생체분자의 상호작용은 물질대사, 세포의 순기능 및 역기능, 

질병 및 호르몬 현상 등에 걸쳐 다양한 신체 반응에 기여한다. 

최근 이러한 생체분자의 상호작용을 단순히 생물학적 접근이 

아닌 공학적인 사고로써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원자

현미경은 대표적 나노역학적 장비로써 세포 소 기관을 비롯한 

단백질, 뉴클레오타이드, 효소와 리간드 등의 생체분자들의 거

동 및 반응을 연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 논문은 생체분자의 결합 및 상관관계를 원자현미경의 이

미지 기법과 캔틸레버의 공진현상 및 생체 분자의 표면 전하 

측정을 통하여 분석한 연구를 담고 있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된

캔틸레버의 공진현상은 고전역학적 이론에서 정립되었고 표면 

전하 측정 원리는 전기전자공학의 축전지 원리에서 유추되었

듯이 이 논문은 다양한 생체분자의 거동을 공학적인 시야에서 

분석한 연구로 사료된다. 본 논문이 향후 나노 바이오 분야를

기초로 한 다 학제간 융합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있어 작은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최 지 훈 2012년 8월 박사 고려대학교 송 재 복

국문 :

영문 :

적응 연합형 필터와 환경지도를 이용한 다중센서기반 무인 지상로봇 위치추정

Multi Sensor-based UGV Localization using Adaptive Federated Filter and Environment Maps

항법은 UGV가 실제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기

능이며, 월드모델, 경로계획, 및 위치추정과 같은 여러 요소기

술로 구성된다. 이중, 위치추정은 UGV의 위치를 추정하는 과

정이고 성능 및 신뢰성은 서로 다른 운용원리를 가지고 있는 

다중센서 융합을 통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다중센서 기반 통합취치추정시스템 연구에서, 본 논문에서는 

UGV의 일반화된 위치추정시스템을 위한 적응 연합형 필터 기

반 위치추정시스템 구조를 연구하였으며 개방형 구조 기반 분

산컴퓨팅환경을 위해 이를 4개의 계층으로 분류하였다. 계층

간의 데이터통신은 네트워크상의 분산컴퓨터환경에서 운용시

스템과 어플리케이션 사이의 소프트웨어 계층인 분산개체지향 

미들웨어에 기반을 두었다. DEM과 영상 DB와 같은 환경지도

가 위치추정의 강건성을 위해 또한 사용되었다. 항법매니저는 

기본적으로 항법데이터의 QoS기반 항법모드를 결저앟고 통합

필터는 항법모드기반 데이터 융합을 수행한다. 따라서, 제안된 

구조는 필터링 과정에서 계산량을 줄일 수 있고 위치추정 정확

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야외환경에서 GPS/INS 통합항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

지만 GPS는 지상환경에서 쉽게 단절될 수 있다. 하지만, DEM

은 지형의 3D 위치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GPS 단절시에 자세

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DEM과 3D 거리

데이터의 3차원 정합을 사용하는 연합형 필터 기반 위치추정 

알고리즘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PS, IMU, 3D 

LADAR, 지자기 컴퍼스, 속도계가 항법매니저 기반으로 이용

되었다. 3차원 정합 알고리즘으로는 3D 거리데이터간의 정합

결과와 3D 거리데이터와 DEM간의 정합결과를 이용한 가중치 

정합 방식을 적용하였고 DEM의 검색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DEM을 다중계층으로 나누고 검색영역을 UGV 위치 근처로 제

한시켰다. 3차원 점의 수직벡터와 GPS 위치를 이용한 구속조

건들을 또한 적용하였다. 시험결과, 제안된 알고리즘은 야외환

경에서 UGV 위치추정의 강건성과 정확성을 향상시켰다.

GPS신호가 단절되는 야외환경은 일반적으로 많은 특징들이

있고 이러한 특징들은 UGV 위치추정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지의 환경에서 시설감시운

용을 위한 UGV에 적용될 수 있는, GPS, IMU, Vision sensor에

기반한 위치추정 알고리즘을 연구하였다. 항법모드는 GPS상

태와 지상기지국의 네트워크 통신상태에 따라 전환되었다. 

SURF 특징점을 이용한 어휘트리기반 데이터구조는 DB와 질

문영상의 빠른 매칭에 사용되었으며 넚은 운용 환경에서도 실

시간으로 적용 가능하였다. 실시간 및 시간지연 데이터간의 

융합을 위해 비동기 시간지연 데이터 융합 알고리즘이 또한 

연구되었다. 기준국의 동적 상태에서 기준위치를 실시간 보정

함으로써, C2 차량의 WiBro 통신영역내의 UGV들은 상용 gpS

를 사용하여도 정확한 위치를 추정 가능하였다. 제안된 알고리

즘의 성능은 야외환경에서 실험을 통해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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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정 창 배 2013년 2월 박사 고려대학교 정 우 진

국문 : 

영문 :

이륜 차동 구동형 로봇의 실험적 방향각 오차를 이용한 기구학적 파라미터의 정밀 보정기법

Accurate Calibration of Kinematic Parameters using Experimental Heading Errors for Two-Wheel 

Differential Mobile Robots

최근 자율주행 로봇은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응용되어 활용

되고 있다. 이륜 차동 구동형 로봇은 휠 메커니즘이 비교적 

단순하여 많이 사용된다. 휠 엔코더 측정값을 바탕으로 상대적 

위치를 추정하는 위치추정 기술이 있다. 위치추정의 성능 향상

을 위하여 정확한 오도메트리를 바탕으로 한 상대적 위치추정 

기법이 중요하다. 하지만, 주요 단점으로는 오차가 누적되는 

것이다. 오도메트리가 주요한 위치 추정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

에, 오도메트리의 정확성은 전반적인 위치 추정 성능에 직접적

인 영향을 준다. 오도메트리 오차는 시스템적 오차와 비시스템

적 오차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시스템적 오차는 이동로봇의 

기구학적 모델링 오차에 의한 것이고, 비시스템적 오차는 불규

칙한 노면 조건 또는 휠 미끄러짐 등에 의해 발생된다. 시스템

적 오도메트리 오차는 기구학적 파라미터의 보정을 통해 감소

시킬 수 있다. 본 학위 논문의 목적은 이륜 차동 구동형 로봇의 

모델링 오차를 포함한 휠 간격과 휠 직경 차이에 대한 기구학적 

파라미터의 정확한 보정 기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동 로봇이 

개루프 제어로 주행할 때, 로봇의 전체적인 위치 및 방향각 

오차는 직접적으로 기구학적 모델링 오차의 영향을 받는다. 

논문에서는 이동 로봇의 개루프 운동 이후 실험적 위치 및 방향

각 오차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학위 논문의 장점 중 하나는 

방향각 오차를 다룬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방향각이 

아닌 위치 오차를 중점으로 문제를 다루었다. 방향각 오차를 

사용하면 절대 위치 측정 센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점이 있다. 

실험적 방향각은 내장된 자이로 스코프 또는 컴퍼스 센서 등을 

이용하여 쉽게 측정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구학적 파라미

터 오차가 있는 방향각 오차는 근사식을 사용하지 않고 계산 

가능하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위치 오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근사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제안된 보정 기법의 정확도는

기존 방법들보다 더욱 향상 될 수 있다. 또한, 오도메트리 보정

은 복잡한 장비 없이 야외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 제안된 기법

의 유용성은 상용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실내∙외 환경에서 

실험적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오도메트리 보정을 위한 시험 

경로의 설계 지침을 제안하였다. 적절한 시험 경로의 설계를 

통해 보정 성능은 향상될 수 있다. 시험 경로의 형상과 크기는

휠 직경, 보정식과 오도메트리 오차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되어야 한다. 보정 실험 시 주요한 두 시스템적 오차에 의한 

방향각 오차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사각형 시험 경로를 사용하

였다. 비시스템적 오도메트리 오차는 실제 보정 시 중요한 문제

가 된다. 따라서, 시험 경로의 크기는 시스템적 오차와 비시스

템적 오차의 분포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모의 실험과 이동로

봇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보정 기법이 더욱 정밀한 보정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제안된 보정 기법은 실험적으로 

검증되었고 기존 기법과의 양적 비교를 통해서 장점이 증명되

었다. 향상된 오도메트리 성능은 이동 로봇의 위치 추정 정확도

를 높일 수 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조 성 윤 2013년 2월 박사 고려대학교 채 수 원, 최 귀 원

국문 :

영문 :

생분해성 Mg-Ca-Zn 합금 임플란트의 하중지지능력 예측 및 생체적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diction of Load Bearing Capacity and Biocompatibility for Biodegradable Mg-Ca-Zn

Alloy Implant

As noble biomaterial, newly developed Mg-Ca-Zn alloy for 

low degradation rate and surface erosion properties was 

studied for biocompatibility and methods to predict load 

bearing capacity were provided in this thesis. Mg-Ca-Zn 

alloy bone screw was implanted into the New Zealand white 

rabbit to investigate an induced gas pocket, degradation 

behavior, local response, concentration of element in the 

soft tissue surrounding implant. Any sign of the gas pocket 

was not detected. Residual volume of the bone screw was 

decreased to 26, 17 and almost 0 % after 12, 26 and 52 

weeks respectively. Very few inflammatory cells were found 

around Mg-Ca-Zn alloy bone screw. Local concentration 

in the tissue surrounding bone screw was analyzed and no

statistical difference with the control was found. To predict 

the load bearing capacity, Mg-Ca-Zn alloy was tested 

mechanically in the various loading conditions including 

compression, tension and shear mode. Degradation rate 

and degradation behavior of Mg-Ca-Zn alloy were investi-

gated in various solutions to select the accelerated in vitro 

environment. Cylindrical specimen of Mg-Ca-Zn alloy was

implanted into condyle of the New Zealand rabbit to 

investigate residual volume, maximum lost depth from 

external surface and change of mechanical properties 

during degradation process. Hypothesis that mecha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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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are not changed during degradation process was 

verified through microstructure analysis, micro hardness 

measurement. Based on the unchanged mechanical pro- 

perties of the residual volume, the two methodologies for 

prediction of the load bearing capacity of the various loading 

conditions were suggested. One thing is calculation meth- 

odology using the initial mechanical strength and degrad- 

ation rate. The other is mechanically testing methodology 

in the accelerated in vitro environment. Calculation meth- 

odology can be used for prediction of simple specimen like 

cylindrical shape using average degradation rate from 

residual volume and maximum lost depth from the surface. 

It provides the load bearing capacity in the worst condition. 

The testing methodology can be used for various shaped 

specimen, but not for just cylindrical shape. However, lots

of sample should be tested in testing methodology to find

the load bearing capacity in the worst con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biocompatibility for biodegradable Mg-Ca-

Zn alloy, it can be used as biomaterial for human. The 

suggested two methodologies for prediction of load bearing

capacity can be used to design implant made of Mg-Ca-Zn

alloy.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정 재 훈 2013년 2월 박사 고려대학교 권 오 명

영문 : Quantitative thermal characterization of nanomaterials and nanostructures with advanced scanning 

thermal microscopy

최근 나노공학의 발달과 함께 탄소나노튜브, 실리콘 나노와이

어, 그라핀 등과 같은 다양한 나노 재료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자, 각종 센서, 저장 매체등과 

같이 많은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나노 재료들의 열적 

특성 분석은 나노 스케일에서의 에너지 전달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뿐만 아니라 공학적 응

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나노 스케일에서의 열적 

특성 분석은 아직까지 정량적이고 효과적인 분석 도구와 방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 혹은 화학적 특성 

분석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결과를 내어놓지는 못하고 

있다.

주사탐침열현미경(scanning thermal microscopy, SThM)은 

100 nm 이상의 공간해상도로 온도 및 열물성을 측정하여 나노

구조체 및 나노물질의 열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이다. 

하지만 높은 공간해상도에도 불구하고 정량적인 측정이 어려워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이중주사기법은 공기를 

통한 열전달의 영향을 제거하고 탐침과 샘플 사이의 열유속만

을 측정하여 SThM 을 이용한 정량적인 측정을 가능하게 하였

으나, 해결해야할 도전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주사열파현미경(scanning thermal 

wave microscopy, STWM)을 발전시켜 절연층에 묻혀있는 마

이크로 구조체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였다. 또한 SThM 을 활

용한 정량적인 온도 및 온도 분포 측정기법을 개발하여, 탄소나

노튜브 및 그래핀과 같은 나노소재의 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첫번째로, 기존의 STWM 을 발전시켜 표면 밑 구조의 위치를 

정량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먼저 벤치마크 

실험을 통해 3.2 kHz 의 구동전압에서 공기에 통한 열전달에 

의한 교란없이 정확한 위상지연분표 계측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알아냈으며 도체 주변의 단열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위상차를 

열원의 열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3f 주파수를 가진 전압의 위상

차를 통해 계측하였다. 또한 노출된 금속선 위에서 SThM 탐침

을 점접촉시켜 위상차 신호를 비교함으로써 탐침의 열반응상수

와 탐침과 샘플 간 열접촉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위상차를 실험

적으로 알아내었다. 이를 통해 실리콘 산화막 아래에 묻혀진 

종적 높이와 횡적 거리가 다른 2 개의 금속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내었다.

두번째, 기존 이중주사기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공기를 통한

열전달의 영향을 제거하고 탐침과 샘플사이의 열유속이 교란되

는 상황에서도 정량적인 온도 측정이 가능한 null point method 

를 개발하였다. 먼저 null point method 의 유효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벤치마크 실험을 수행하였다.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ance (TCR)로 측정한 전기적으로 가열된

5 mm, 400 nm 너비의 알루미늄 히터의 온도를 null point 

method 를 통해 측정한 온도와 각각 비교하였다. 또한 전기적

으로 가열된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의 온도를 null point method

로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세번째, 앞서 개발한 null point method 의 국소성을 극복하면

서도 동시에 친/소수성과 같은 샘플 표면의 특성 변화로 인한 

탐침과 샘플사이의 열유속이 교란되는 상황에서도 정량적인 

온도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널포인트 주사탐침열현미경(null 

point scanning thermal microscopy, NP SThM)을 개발하였

다. 먼저 전기적으로 가열된 5 mm 너비의 알루미늄 히터를 

이용하여 NP SThM 기법을 통해 SThM 탐침의 유효 열전계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동일한 알루미늄 히터를 전기적으로 가열한

후 주변의 온도분포를 NP SThM 을 통해 정량적으로 측정하

였다.

마지막으로, NP SThM 를 이용하여 CVD-grown graphene 

과 SiO2 박막사이의 열접촉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온도점프를

직접적으로 계측함으로써 graphene 과 SiO2 박막 사이의 열접

촉저항을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NP SThM 은 공기를 통한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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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영향뿐만 아니라 샘플 표면의 특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 

50 nm 수준의 공간해상도로 정량적 온도 분포를 계측하는 새

로운 기술이다. Graphene 과 SiO2 박막사이의 열접촉저항은 

(1.7 ± 0.27) × 10-6 m 2K/W 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abnormal thermal contact resistance 는 CVD 를 이용한 그래

핀 제작 시 형성된 ripple 에 의해 graphene 과 SiO2 박막사이에

구조적으로 부분박리가 일어나 phonon scattering 을 증가시

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황 서 연 2013년 2월 박사 고려대학교 송 재 복

국문 :
영문 :

천장 지향 모노카메라를 이용한 실내환경에서의 SLAM
Monocular Vision-based SLAM Using an Upward-Looking Camera in Indoor Environments

로봇이 현재 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행

기술이 필수적이다. 보통 주행기술은 지도작성, 위치인식, 경

로계획, 장애물 회피 등의 기능들로 구성된다. 이 중 지도작성

은 환경에 대한 각종 정보(장애물, 위상, 특징 등)에 대한 지도

를 작성하는 기술로서, 로봇이 주변환경을 파악하는 것을 용이

하게 한다. 위치인식은 작성된 지도를 바탕으로 환경 내에서 

로봇이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하는 기술이며, 지도작

성과 함께 다른 기능들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다. 로봇이 미지의 

환경에서 주행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작성된 지도가 없

으므로 지도작성과 위치인식을 동시에 수행하는 SLAM (sim- 

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기술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천장 지향 모노카메라를 주센서로 이용하여 SLAM

을 수행하였다. 천장 지향 모노카메라는 영상 내에서 사람과 

같은 이동 물체의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표식과 카메라와

의 거리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계산 부하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천장 지향 모노카메라를 이용한 SLAM 방법은 정면 또는 측면

을 바라보는 방법에 비해 표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상 특징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가 있다. 로봇이 특징을 지속적으

로 관측하지 못하고 장시간 주행할 경우 위치 불확실성은 현저

하게 증가하고, 더 나아가 위치인식 실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코너, 조명,

문, 임의형상 등의 다양한 특징을 융합하여 SLAM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다양한 특징을 활용하면 영상 내에서 관측되

는 특징의 개수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로봇

의 위치 불확실성을 작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방위 정보가 존재하는 특징들을 관찰하면 로봇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이 실제 환경에서 성공적

으로 동작할 수 있음을 다양한 환경에서 얻은 실험 결과를 통하

여 보였다. 

이동로봇 분야에서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위치인식 실패

시에 다시 위치를 복구하는 전역 위치인식 문제이다. 본 논문에

서는 작성된 특징 지도와 천장 영상에서 관측한 특징을 비교하

여 로봇의 위치를 복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특징의 

위치정보만을 이용하는 방법과 달리, 특징의 방위정보를 동시

에 활용하여 로봇 위치에 대한 불필요한 후보지들을 크게 감소

시켰다. 또한, 후보지 선정 시에 특징에 대한 관측 오차를 반영

하여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전역 위치인식 방법을 구현하였

다. 제안한 방법의 효용성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윤 원 재 2013년 2월 박사 고려대학교 김 용 찬

영문 : Performance Improvement of a Domestic Refrigerator-Freezer Using R-600a and Hydrocarbon Mixtures

Domestic refrigerator-freezers (RFs) are small capacity 

refrigeration systems comprised of polyurethane insulated 

compartments and, in most cases, a vapor compression 

refrigeration loop running with a volatile working fluid. They 

consume large amount of energy consumption, which 

account for approximately 6% of the electrical energy 

produced worldwide. Even though the internal air 

temperature of a fresh food compartment (R) is much higher 

than that of a freezer compartment (F), the conventional 

RFs did not utilize the smaller temperature lift in the 

R-operation. This means that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refrigerant and air in the R-evaporator is 

relatively large, resulting in large irreversible losses and 

compression ratios in the R-operation. The above solutions

for this problem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performance improvement by using the two-circuit cycles 

with separate flow paths and the performance improvement 

by using zeotropic mixtures. 

In this study, the performance optimization of a two-circuit

cycle with parallel evaporators (known as parallel cycle) and

dual-loop cycle using R-600a was carried out. The 

optimization process for these cycles included both a 

theoretical analysis and experimental investigation. The 

theore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optimize the cycle 



초록집

162

components.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energy 

consumptions of the parallel cycle and dual-loop cycle 

using R-600a were decreased by 7.8% and 14.2%, 

respectively, than that of a bypass two-circuit cycle using 

R-600a (baseline system of this study) by adopting the 

optimized cycle components. Moreover, in the parallel 

cycle, an additional energy saving of 1.8% was obtained 

by the optimization of the operating sequence and 

refrigerant recovery operation. 

In addition, the performance optimization of a Lorenz- 

Meutzner (known as LM cycle) and dual-loop cycle using 

hydrocarbon (HC) mixtures was carried out. The optimiz- 

ation process for these cycles additionally included a 

thermodynamic analysis to find the optimum composition 

of HC mixtures.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optimized LM cycle using 

R-290/R-600 (40:60 wt. %) was 11.2% lower than the 

baseline system. Furthermore, though the use of HC 

mixtures in the dual-loop cycle, an additional energy saving

4.4% was obtained as compared to the dual-loop cycle 

using R-600a. The optimum HC mixtures for the dual-loop

cycle were R-290/R-600 (20:80 wt. %) for F-loop and 

R-600a/R-600 (40:60 wt. %) for R-loop, respectively. 

The optimization of insulation thickness is very important 

to increase the performance of domestic RFs because of its 

strong dependency on the heat load through polyurethane- 

insulated compartments. Therefore, to maximize the effect

of the improved cycle efficiency of the R-operation, the 

insulation thickness of the cabinet should be redesigned as 

the COP of each compartment significantly varies with cycle 

configurations. In this study, the optimization process as 

well as quantita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COP and the

insulation thickness was proposed. As a result, the energy

consumptions of the bypass two-circuit cycle and the 

dual-loop cycle were reduced by 5.7% and 6.1%, re- 

spectively, by applying the proposed optimization strategy.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주 원 2013년 2월 박사 고려대학교 박 심 수

국문 :

영문 :

LPG 직접분사엔진의 냉시동시 나노입자와 THC 배출특성 개선을 위한 엔진제어전략에 관한 연구 

Experimental study on engine control strategy of LPG direct injection engine for improving nano-particle 

and THC emission 

As clean fuel, liquefied petroleum gas (LPG)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promising alternative auto- motive fuel 

worldwide because of its potential for reducing emissions, 

its relatively low fuel price, and its CO2 advantage compared 

with gasoline fuel. LPG-fueled vehicles comprise up to 14% 

of the total numbers of passenger vehicles in Korea. But, 

in current level, the advanced technology of LPG engine is 

liquid phase LPG injection (LPLi) engine type. Therefore, LPG 

engine technology is not as advanced as gasoline engine 

technology. To meet future emission regulations, advanced 

exhaust emission control technologies that have been 

adopted for gasoline direct injection (GDI) engines have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subjects of LPG vehicle 

manufacturers.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the GDI engine and LPDi 

engine was the low-pressure fuel supply system of the 

returnless or return type. In contrast to a direct current (DC) 

pump of 4.5 bars for base GDI engine, a brushless DC 

(BLDC) type pump with a low-pressure regulator of 7.0 bars 

was installed for the LPG supply system in order to shorten 

the pressure build-up time in the fuel-rail and to eliminate 

the vapor-lock in the fuel supply line. The same peak and 

hold type fuel injectors controlled by the electronic control 

unit (ECU) were used to inject the LPG fuel. The fuel injection

mass was adjusted by modifying the injector characteristic

value to match the target air-to-fuel ratio (A/F) of the LPG

fuel during the fast-idle and cold start conditions. 

Part-load and full-load engine operation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understand the particle number concentr- 

ations, the size distributions, and the regulated emissions 

of gasoline and LPG fuel in a wall-guided DI spark ignition 

engine with dual CVVT. On the basis of these analyses, the

following major conclusions can be drawn. The results of 

the full-load engine performance tests showed that LPDi 

engine gave full-load performances comparable with those 

of the gasoline engine. 

For the part-load condition in which the engine is mainly 

operated in the FTP-75 mode, the particle emission levels 

of the LPDi engine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GDI engine

by one order of magnitude because of the clean combustion

and low carbon number in LPG fuel. The engine-out THC 

emission levels decreased by a maximum of 45%, but the

NOx concentration increased by a maximum of 30% owing

to the high combustion stability of 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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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bustion stability, cycle-to-cycle THC, light-off 

temperature (LOT) of the catalyst, and nano-particle 

emissions characteristics were evaluated during the cold 

start and warm-up phase of the LPDi engine. The experi- 

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retarded spark timing after 

the top dead center (TDC) and lean operation have 

advantage to improve the time resolved THC, LOT, and 

combustion characteristics in the cold start condition. The 

cumulative THC reduction rate during 30 seconds was about 

25~43% and the light-off times of the catalyst were 

shortened by 25~31 seconds as the retarded spark timing 

after TDC of the LPDi engine. 

The THC, NOx, and particulate matter emissions of the 

LPDi vehicle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n the GDI 

vehicle by the optimization of the fuel injection strategy, 

spark timing, and mixture preparation during the cold start 

phase. The THC+NOx, PN, and PM concentrations with LPG 

fuel were decreased by 48%, 99% and 74% from those with 

gasoline fuel for the FTP-75. 

The NEDC results represented more effective reductions, 

55%, 99% and 92%, respectively. The low carbon fraction 

and low heat heating value in LPG fuel decreased CO2 

emissions and fuel economy by approximately 4~6% and 

20% compared with those of the GDI vehicle. Sub-23nm 

nucleation particles were mainly found in the LPDi vehicle,

and particle formation was not influenced by the vehicle test

modes. The superior vaporization characteristics of LPG fuel

produced less wall-film and a more homogeneous mixture

than the gasoline fuel, which resulted in a relatively lower 

accumulation mode particle concentration. 

In conclusion, Superior vaporization characteristics of LPG

fuel produced less wall-film and a more homogeneous 

mixture than the gasoline fuel, which resulted in a com- 

parable engine power output and more stable combustion 

characteristics to GDI engine. Regulated and particulate 

matter emissions of the LPDi vehicle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n the GDI vehicle by the optimization of the

fuel injection strategy, spark timing, and mixture preparation

during the cold start phase. Therefore, environmental 

assessment on LPDi vehicles has the potential to improve 

urban air quality and human health.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정 경 모 2013년 2월 박사 고려대학교 홍 대 희

영문 : A Bolting Robot for Steel Beam Assembly in Building Constructi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volves many dangerous and 

messy environmental factors which cause poor working 

conditions for construction laborers. Replacing human 

laborers with robotic systems has many advantages such 

as increased quality, productivity and safety. The current 

trends in construction with high-rise buildings have acceler- 

ated attempts to employ robotic technologies in the con- 

struction industry. Various motivations such as the shrinking 

labor population, the aging of skilled workers, and the need 

to improve construction productivity have promoted the 

development of robotic construction systems to replace 

human laborers. In this dissertation, one of those trials, a 

project entitled “Robot-based construction automation 

system for high-rise building” is introduced. Especially,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a robotic beam 

assembly system. The robotic beam assembly system 

consists of a robotic bolting device which performs the main 

function for the beam assembly work, a robotic transport 

mechanism which has a role of transporting the robotic 

bolting device and a bolting control system which is an 

operating S/W. This dissertation presents the specific 

functions, structures and mechanisms of the robotic beam

assembly system, and accounts for presents an RBA 

control system, including a human-machine interface to 

operate the integrated system. 

The robotic bolting device performs the actual bolting task, 

while the second device component, the robotic transport 

mechanism, transports the robotic bolting device to the 

bolting positions located around the steel beam structure. 

The bolting control system, which is the software 

component, administers the two device components. This 

was developed based on the visual servo control technology

using a charge-coupled device (CCD) vision camera and 

digital image processing. The robotic transport mechanism

is developed to transport the robotic bolting device to 

bolting positions around a building under construction. The 

robotic transport mechanism moves along a rail installed 

on a CF that surrounds a steel beam structure of th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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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botic transport mechanism is composed of two main 

parts: a cross-wired lift and a rail sliding mechanism. The 

rail sliding mechanism hangs the cross-wired lift and carries 

it around the building. The cross-wired lift has the role of 

transporting the robotic bolting device suspended under it 

(see Part I) in the vertical, horizontal and rotational 

directions. After the robotic bolting device approaches a 

target bolting position by the robotic transport mechanism, 

it performs an actual bolting task. 

In this dissertation, a teleoperation for the robotic beam 

assembly system is dealt with. In original robotic beam 

assembly system, a human operator has to board in a cabin 

and manipulate the system in the air. It causes a possibility 

of a safety problem.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teleoperation system is developed. And the pointing task 

experiment based on Fitts’ law is conducted to evaluate a 

performance of the teleoperation system. Through pointing

task experiment, we determine whether the teleoperation 

system obeys speed-accuracy tradeoff rules. Also, it 

contains the actual bolting test using the teleoperation 

system. Also, we showed the feasibility of applying the 

robotic beam assembly system with teleoperation in real 

building construction. 

Finally, the real prototype of the proposed system was 

manufactured and intensive field tests were conducted in 

a test bed. This system was applied to a section of a real

building, ‘Robot Convergence Building’, in Korea University, 

South Korea, which has one story below and seven above

the ground, and obtained a successful construction result.

It is expected that the suggested system will be a promising

alternative to replace human labors in construction industry

in aspect of safety and productivity.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동 남 2013년 2월 박사 고려대학교 홍 대 희

영문 : A New Haptic Device for Excavator and Its Bi-lateral Tele-operation

Recently, the development of devices that would allow for 

the automation of construction has become an important 

research focus. Especially, as many high-rise buildings 

have been constructed or demolished, researchers have 

developed a lot of new types of construction equipments. 

Among these, excavators equipped with attachments such 

as buckets or crushers have been most widely used on many 

construction sites instead of human labor, because of their 

greater power and usefulness. However, novice operator 

cannot control the excavator easily and has to exercise for 

a long time to be a skilled laborer. Furthermore, dismantling 

of building is very dangerous and sometimes can lead to 

fatal accidents. To solve these problems, many researchers 

have investigated the use of remote controller and 

unmanned excavators. 

Nevertheless, there are some limitations on constructing 

a robotic excavator and its tele-operation. First of all, 

existing hydraulic excavator should be remodeled and 

controlled electrically for tele-operation. To do so, complex 

hydraulic models such as valve-dynamics have been used 

in existing hydraulic control algorithms to estimate output 

states. Second, how to control the excavator more easily 

and comfortably for novice operator is not deeply studied 

yet. Instead, previous research concentrated on how to 

adapt the force-feedback algorithm at remote site and how

to control the excavator exactly under environment of 

delayed communication. Third, the performance of newly 

developed remote controller should be evaluated with 

proper analysis.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compensate these defects 

of previous research about tele-operated excavator. The 

use of pressure transmitters at each cylinder instead of 

using complex valve-dynamics and expensive hydraulic 

components are proposed for motion control. We also 

describe a new mechanical design of haptic device for 

remote control, based on the motion of a human arm. This

new haptic device is well-matched with the kinematics of 

the excavator, allowing novice drivers to control the 

excavator more easily. We also confirmed that work 

efficiency and operability of excavator are improved with use

of this haptic device using statistical analysis. In addition, 

the device provides haptic sensation to the operator through

force-feedback mechanism based on excavator kinematics

and dynamics. This enables the operator to feel the 

condition of environment and helps to avoid dangerous 

situations. Consequently, this thesis introduces a new haptic

device for excavator and its bi-lateral tele-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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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정 성 학 2012년 8월 박사 부산대학교 하 만 영

국문 : 

영문 :

열교환기 원지 물성에 따른 전열교환기 효율 예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cy Prediction of Heat Recovery Ventilator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Heat

Exchanger

Recently in domestic building for energy conservation has 

interested a insulation and reinforcement of air per- 

meability. also, seriousness of indoor air pollution with 

emission of harmful chemicals are on the rise by indis- 

criminate prevalence of construction material without 

verification and because of the problem, not only to the 

people who are engaged in architecture but also to the real 

residents of apartment house securing issue of healthy 

environment is a prime concern. So forced air change with 

ventilation system is in need. But outdoor air coming from 

ventilation increase of heating and cooling load and the 

problem can be eased by using heat recovery systemized 

ventilation system. 

In this study as analysing correlation of property about 

Liner and Spacer of heat exchanger which is the key part 

of heat exchange ventilation system and efficiency, 

presents the way for increasing efficiency and also presents

that main purpose is seeking best lay-out of heat exchange

element with deducting correlation. 

The effects of stencil papers properties such as thermal 

conductivity, thickness, air permeability, moisture absorbent

rate on the heat exchanger were experimentally inve- 

stigated. Heat exchanger efficiency was tested according 

to the standard test procedure of KS B 6879. 

In this study, The thermal Conductivity depend on the 

thickness of a stencil paper. Therefore, as long as degree

of air passage allows, making full use of opportunity to 

make thickness thin is advantageous in the heat delivery. 

To increase humidity exchange efficiency, increasing 

thickness and adding moisture absorbent such as KCI will

be good but in case of Liner, only moisture absorbent need

to be added because temperature exchange efficiency also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배 준 호 2012년 8월 박사 부산대학교 김 문 생

국문 : 

영문 :

크롬몰리브덴강/E-glass 에폭시 고압용기 (Type Ⅱ)의 구조 성능 및 성형 평가

Evaluation of Structure Performance and Forming for 34CrMo4/E-glass Epoxy Pressure Vessel (Type Ⅱ)

In this study, CNG composite vessel is analyzed by 

using coupled model with liner and composite layer. For 

the coupled model, a method using theoretical analysis 

and FEA is suggested: elastic solution for laminated tube 

is used for theoretical analysis of the composite vessel, 

FEA is performed to the model of CNG composite vessel 

in actual condition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optimal thickness and winding angle of the composite 

layer considering the material properties and thickness 

of the liner are determined. The results of theoretical 

analysis and FEA are compared with those carried out 

in previous studies for verifying the suggested analysis 

method. 

Deep drawing and ironing (D.D.I.) process using the 

horizontal press with high-capacity is used for CNG 

(Compressed natural gas) pressure vessel. And, some 

variables of D.D.I. process have been determined by 

experiences of the workers, and the short die life is 

necessary to be improved for high-quality and low-cost

in manufacturing the pressure vessel. In this study, the 

process variables (Draw ratio, distance between dies, 

radius of rounding of drawing die, angle of ironing die) 

for process stability and improvement of die life are 

chosen on the basis of relevant previous studies and of

experiences of the workers. Draw ratios at each draw 

stage are determined in forming limit without tearing by

FEA, and distances between dies, radius of rounding of 

drawing die and angle of ironing die are optimized by 

DOE method. The results of the optimal process 

variables a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D.D.I. process 

used in the field for verifying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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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to be considered. Using correlation of thickness of 

Spacer, hygroscopic degree and humidity exchange 

efficiency, heat exchanger's efficiency can be predictable. 

In this study, the heat recovery ventilator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heat exchanger of stencil paper was presented 

the prediction equation. The prediction equation was using 

regression analysis, the accuracy criterion was within the 

0.05 of P-Value. Properties of the prediction by the value 

of the expression P-value less than 0.05 with accuracy and 

without the test expression is derived as a measure of 

efficiency of heat exchanger can be set. 

In case of intermediate season in Korea, in principle has

relative humidity about 50% to 70% at this time and the 

month that absolute humidity presents difference in average

up to 70% in comparison to 0.0064 kg/kg' is March, April,

November, only half of six months which represent inter- 

mediate season that can be driven. In other words May, 

September, October considered advantageous when 

by-pass function added on the function of system and drive

than ventilating through heat exchange ventilation system 

for maintaining driving ability and energy reduction.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정 문 기 2011년 8월 박사 부산대학교 정 해 도

국문 : 

영문 :

관통형실리콘비아 형성을 위한 구리의 고속 CMP시 디싱 저감에 관한 연구

Design of Dishing Reduction Method using High MRR CMP in the TSV Process

Due to the development of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the downsizing and multi-functionalizing of electronic 

products, the technology of 3D chip has emerged. In this 

perspective, the conventional multi-layer chip technology 

using the wire bonding has several problems. In this case, 

the density wires, which means the number of signals is 

limited, and short-circuit of lead could be appeared during 

process of the lamination. Moreover, gold which is used 

as main material of conductors has accelerated the chip 

manufacturing cost with steep increase of pric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3D TSV process, which makes 

via through a chip directly, has been in the limelight and 

expected as an effective chip process. And the TSV 3D chip 

industry is expected to be activated. However, continual 

investment and development in technology should be 

conducted to upgrade manufacturing process and pro- 

cessing time. In this study, the optimization of CMP for the 

TSV formation process is presented. 

In particular, the effective elimination of excess coating 

that is caused during the plating process after the formation 

of via,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high-speed oxidation- 

enhanced polishing slurry, and the development of 

enhanced inhibitor slurry to reduce the amount of dishing 

was presented. 

In case of the metal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MP), the effect of chemical reaction is greater than 

mechanical effects. Based on this, the high-removal-rate 

slurry is required to make effective copper TSV process. 

First, effects of main components of the slurry to the CMP

process were investigated. Increases of oxidant con- 

centration were found to increase the amount of polishing.

However, if there were more than certain amount of it, 

material removal decreases. These results showed upper 

limit of the oxidation reaction with various agents such as 

a chelating agent. With the chelating agent, which 

accelerates chemical reactions, the material removal rate 

is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amount of the chelating 

agent was obtained. The increase in content of inhibitors 

may reduce the amount of material removal rate. However,

too much inhibitor caused scratched on a wafer surface. 

This result showed that the oxidation inhibitor limits the 

chemical reaction during the CMP process. 

A copper CMP with the using enhanced oxidizer for high 

MRR (Material Removal Rate) was performed. The case of

TSV CMP, over 5 ㎛ is required to remove plating layer 

effectively. The thickness of plating layer was increas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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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 depth, and more processing time is required for that. 

This causes a deterioration of yield and increase of 

processing costs. 

For the optimized condition for the high MRR slurry, the 

pressure should be in the range of 300 ~ 360 g/cm2, and 

the MRR is stable in 80 ~ 90 rpm of relative velocity. 

Especially considering the effect of oxidant, 150 ml/min of 

slurry supply is needed. 

To reduce dishing amount, first, effective inhibitor is need 

to be selected. BTA (Benzotriazole), TTA (Tolyltriazole), 

C-BTA (Calboxyl-BTA) were used to make sample slurries, 

and the corrosion with copper was evaluated through the 

electrochemical analysis. In this experiment, the dishing 

amount was decreased with TTA other than BTA and 

C-BTA. This result showed that in case of the BTA, the 

passivation layer was formed stronger than other inhibitors 

and the dishing amount was increased. On the contrary in 

case of the TTA, the increase of dishing amount with time 

was quite stable. 

Dishing reduction slurry was developed to realize minimum 

dishing amount. For this aim, a stable process, effective 

pressure area of 200 ~ 300 g/cm2, and relative velocity 

with 70 rpm or more, and under 100 ml/min slurry flow rate 

were required. 

In TSV formation, effective removal of deposited layer and 

minimized dishing amount after CMP process are essential. 

For this purpose, a two-step CMP using a high material 

removal characteristic of high MRR slurry and dishing 

reduction by antioxidant effect of the slurry was applied. 

For the two step CMP application, considering of removal 

rate and processing time, the ratio of 8:2 was set. As 

mentioned above, this condition was calculated for the 

effective removal of material and the formation of stable 

dishing, and with this condition, TSV CMP for pattern wafer

was carried out. 

However, using a slurry process, including consideration 

of removal rate and processing time could not guarantee 

a stable dishing formation.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application of real-time monitoring system for uniformity 

must be considered in the application of a two-step CMP 

Various CMP process monitoring methods are commonly

used in the polishing process for the measurement of 

temperature, pressure, the rotation of the polishing head 

and polishing pad, and the contact surface. Among them,

the method using friction force that occurred due to the 

relative rotation of a platen and a head is a mainstream. 

In CMP processes, depending on the pressure of the head

for polishing, polishing rate, and the nature of the contact 

pads, surface friction is caused along the contact surface.

And the accompanying friction force is changed depending

on which material is polished, and using this characteristic,

the end point can be set. 

As mentioned above, high MRR slurry and dishing 

reduction slurry applied on the two-step CMP can be 

implied in the chip manufacturing using TSV.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ffective TSV chip- 

making process could be developed through the high MRR

polishing slurry and stable dishing formation by dishing 

reduction sl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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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동 유체를 운반하는 3차원 배관 시스템의 진동 해석

Vibration Analysis of 3-D piping system conveying pulsating fluid

The piping system conveying pulsating fluid is consist of 

time-varying mass, damping and stiffness because of the 

pulsating fluid. To know the effect induced by the pulsating 

flow in the piping system, the equation of motion of 

transverse direction, axial direction and torsional direction 

for this piping system was derived, respectively. Then the 

derived equations were assembled for 3-D system. And the

equation of motion for FEM(finite element method) was 

formularize from the derived equation of motion for com-

putational analysis of piping system. Two kinds of damping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조 민 국 2012년 8월 박사 부산대학교 김 호 경

영문 : A Study on Limited-angle Tomography Using Filtered Backprojection and Self-layer Subtraction Method

일반적으로 전산화 단층 촬영 시스템으로부터 구해지는 단층

영상의 콘트라스트 대 잡음 비는 엑스선 조사선량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이는 곧 영상재구성을 위해 사용되는 2차원 투사영

상의 수가 많을수록 좋은 화질의 단층영상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의학영상의 경우 투사영상의 수는 곧 환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단층영상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투과 깊이가 

길어서 영상을 획득할 수 없는 피검사체의 경우 역시 제한된 

각도에서만 획득한 영상을 이용해서 단층영상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의 예는 경추를 포함하는 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 및 산업용 비파괴 검사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피폭선량과 단층영상의 화질을 고려한 기존의 영상재

구성 알고리즘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각도

에서 얻은 부족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단층영상을 재구성할 수 

있는 영상재구성 알고리즘을 기존의 여과 후 역투사법을 기반

으로 하여 개발하였다. 개발한 영상재구성 알고리즘을 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 시스템,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시스템, 

산업용 전산화 단층 촬영 시스템 등에 적용해 보았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이 제한된 각도에서 측정된 엑스선

영상을 이용한 단층영상재구성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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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맘모그래피 디텍터는 섬광체(예, CsI:Tl, Gd2O2S: 

Tb)를 이용하여 입사하는 엑스레이를 빛으로 변환 후 변환된 

빛을 포토다이오드를 통해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영상화하는 

간접변환방식과 광도전체(예, a-Se)를 이용하여 중간의 변환

단계 없이 엑스레이 에너지를 직접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직접

변환방식 등 엑스레이를 검출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두 방식은 각각 고유의 장단점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환자에 대한 적은 피폭선량으로 얼마나 

좋은 화질을 제공할 수 있는가가 디지털 맘모그래피 디텍터의 

성능적인 측면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되며, 따라서 각 방식의 

디텍터는 보다 나은 화질을 제공하기 위해 개선, 개발 중에 

있다. 좋은 화질이란 제공된 영상에서 얼마나 작은 대상체까지

식별이 가능한가이며, 디텍터 관점에서 이는 곧 주어진 공간주

파수 밴드에서 얼마나 높은 신호대 잡음비를 제공하는가를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방식의 디텍터에 대해 (특히, 섬광체

와 광도전체에서) 엑스레이 반응에 기인한 신호 및 잡음의 특성

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물질 내 엑스선의 반응 및 거동 

(엑스선 반응에 의한 파생 전자의 거동까지 포함), 그리고 섬광

for piping system were also introduced. 

When pulsating fluid flows in the pipe, this causes fluid 

force vibrating the round part of the pipe wall. This fluid 

force was derived from the momentum equation in the 

control volume of the pipe. The derived fluid force was 

verified by the experiment using compressor-piping system 

of air-conditioner. 

In case of the piping system which has time-varying 

terms, it is difficult to implementing frequency analysis. 

Therefore time domain analysis is necessary for vibration 

analysis. But existing time integration methods have some

problems such as the possibility of divergence and 

extensively time-consuming computing process. Therefore

a new numerical time response analysis method to analyze

the steady-state vibration of piping system. The analysis 

possibility of suggested method was verified in 1-DOF 

(degree of freedom) system. Then this method was 

generalized in 3-DOF system. The validity of this method 

was investigated numerically and experimen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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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의 빛의 거동 등을 모사하기 위해 상용 몬테칼로 방법(각

각 MCNP5, DETECT2000 코드)을 이용하였다. 간접변환방식 

디텍터 설계와 관련하여 섬광체와 포토다이오드 어레이 사이

의 광학적 결합에 의한 신호의 손실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엑스

레이 반응을 고려한 섬광체 CsI:Tl의 광학적 효율, Swank 

factor (엑스레이 반응에 기인한 잡음) 등을 모델링하고 정량적

으로 분석하였다. 직접변환방식 디텍터 설계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광도전체 물질(Si, a-Se, CdZnTe, HgI2, PbI2, TlBr, 

PbO 등)에 대한 양자흡수효율, 에너지흡수효율, Swank noise, 

DQE (detective quantum efficiency, 신호대 잡음비 효율) 등

을 정량적으로 살펴 보았다. 섬광체에서 발생된 신호를 포토다

이오드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사용되는 광

학층 또는 광학접착제의 굴절율이 섬광체 또는 포트다이오드

의 굴절율에 가까워야 함을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CsI:Tl의 높은 광학적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엑스레

이 입사면쪽의 반사효율이 높아야하나 이 경우 빛의 퍼짐이 

증가하기 문제가 발생하였다. 높은 Swank factor를 얻기 위해

서는 CsI:Tl 내 깊이에 따른 광학적 효율의 차가 적어야 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CsI:Tl의 두께를 얇게 하거나 

혹은 엑스레이 입사면 반사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하지

만, 각 경우 양자흡수효율을 떨어뜨리거나 영상의 해상도를 

떨어뜨리는 반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응용목적에 따라 최적화

가 필요하다. 새로운 광도전체 기반 디지털 맘모그래피 디텍터

의 개발 또는 성능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광도

전체 물질의 두께(또는 면적밀도)에 대해 상기 신호 및 잡음 

관련 지표를 그래프로 정리하였다. 만약 전기적 특성을 무시하

고 엑스레이 반응과 관련된 신호 및 잡음 특성만 고려한다면,

PbO가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며, 반면 전기적인 특성을 고려한

다면 HgI2가 잠재적으로 최선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는 Gd2O2S:Tb와 포트다이오드 어레이를 이용하여 디텍터 시

스템을 제작해 보았으며, 신호 및 잡음의 전달과정을 모델링하

여 실제 실험과 비교해 보았다. 이론적인 예측과 실험결과는 

매우 잘 일치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높은 공간해상도를 얻기 

위해 얇은 Gd2O2S:Tb를 사용할 경우 두 층 사이에 optics (예,

fiber-optic face plate)를 사용하는 것이 신호대 잡음비를 더

욱 향상 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개발한 모델링이 실험결과

를 잘 기술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디텍터 또는 성능

개선에 이 모델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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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e Position Control of Nonlinear Servo System Using Dynamic Surface Control method Based 

on Elasto-Plastic Friction model

This paper presents precise position control method of 

nonlinear servo system with nonlinear friction and 

uncertainty and the performance of proposed position 

control system was evaluated from simulation and exper- 

iment. 

One of the problem to overcome to implement high 

precision servo control is friction which exists between the 

contact surfaces of two materials. Friction phenomenon 

has been studied by many researchers and many friction 

model in order to capture the unique friction properties have 

been improved or developed. LuGre friction model is 

representative friction model and many friction com- 

pensation schemes based on LuGre friction have been 

presented in order to alleviate the tracking performance. 

However, LuGre has shortcoming that do not exactly 

presents stiction and pre-sliding displacement which 

happen in pre-sliding region. Elasto-plastic friction model

was developed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Elasto-

plastic model displays friction phenomenon by dividing to 

elastic deformation section and plastic deformation 

section. In the Elasto-plastic model, interior state variable

and pre-sliding displacement are important design 

parameters which decide friction properties. In order to 

implement friction compensation scheme based on 

mathematical friction model, identification of parameters 

for friction model is required. Identification of friction 

parameters is very difficult to require much times and effort.

In addition, even with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f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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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process, it is difficult to achieve desirable 

tracking performance due to time-varying characteristics of 

the nonlinear friction which depend on precision 

manufacturing, lubrication, temperature, and contamination. 

Therefore, friction parameter observation technique is 

needed to apply friction model in precision position control 

system. Although precision control schemes are very 

effective for compensating nonlinear friction, the 

performance of position control system can be limited by 

system uncertainty which is occurred by some assumption 

or neglected disturbance in modeling process. To deal with 

unknown system uncertainties effectively, artificial intelligent 

(AI) schemes such as fuzzy and neural networks algorithms 

can be used to compensate system uncertainties. AI 

schemes can effectively approximate any continuous 

function. Application of estimation methods for nonlinear 

friction and system uncertainties should be achieved 

carefully. Over-estimation for unknown parameters or 

uncertainties can influence in stability of position control 

system. Therefore, dynamic surface control method is 

adopt to consider over estimation problem of friction 

observer and system uncertainty estimator at position con-

troller design process. Traditional back-stepping algorithms,

although systematic, suffer from an ‘explosion of com- 

plexity’ due to the necessity to perform repeated differ- 

entiations of the nonlinear functions. Because dynamic 

surface control scheme uses first-order filtering of the 

synthetic inputs at each level of the traditional back- 

stepping approach, organization of control input is simple

than control input of back-stepping control scheme. 

In order to evaluate proposed position control system, 

simulation and experiment carry out for scorbot robot 

system and ball-scre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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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erical and Experimental Study on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of Gas/liquid Ejector System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on gas/liquid ejector are 

quantitatively investigated as a fundamental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 recovery 

system in crude oil carrier. In gas/liquid ejector, high volume 

flow ratio and good dispersion efficiency are main 

objectives to achieve. Two types of ejector are chosen as 

experimental candidates – center drive ejector and annular 

drive ejector. In center drive ejector, primary fluid passes 

through the nozzle with high velocity and the secondary fluid 

is annually entrained to suction chamber around the nozzle. 

In contrast, in annual drive ejector, primary fluid annually 

comes to suction chamber and secondary fluid is entrained 

to suction chamber through central pipe. Two types of 

ejector unit are properly designed and fabricated to be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compared. Experimental 

setup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each ejector, closed 

ejector loop using circulating pump is constructed and 

measuring devices including airflow meter, water flow 

meter, pressure transducers are installed in ejector loop. 

Water and air are used as primary and secondary fluid, 

respectively. Back pressure is controlled by ball valve which

is located at the downstream of the ejector. In case of 

center drive ejector, nozzle insertion type-swirl body with 

Sw = 0.153 is optionally fabricated to investigate swirl effect

of primary fluid. 

In all experimental cases, air volume flow rate and inlet 

pressure increased as the water volume flow rate increase. 

Vacuum pressure which is formed at suction chamber is 

revealed to be driving force entraining secondary fluid and

vacuum pressure decreased as water volume flow rate 

increase. Experimental data fit shows pressure drop from 

air inlet to suction chamber exponentially increase with the

increase of air volume flow rate. This corresponds with 

Kandakure et al.(2005)’s result. Driving force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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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increase of back pressure. Experimental data are 

compared with theoretical predictions using Bernoulli 

equation and show good agreement in 10 % deviation. The 

static pressures at four measuring locations show good 

tendency and the results coincides with that of Atay et 

al(1987), Gamisans et al.(2004), Kandakure et al.(2005). 

In case of no swirl, measured pressures at mixing tube are 

lower than pressure at suction chamber in all operating 

conditions because of friction loss between air and water. 

In case of with swirl, pressures at mixing tube were higher 

than pressure at suction chamber because of rapid 

pressure recovery along with velocity decrease. Volume flow 

ratio in case of with swirl(center drive ejector) showed 

highest value of QG/QL=2.5 at Pb = 1 kPa. However, flow 

visualization results measured with 8000 frame/s showed 

that dispersion property doesn’t good enough to be 

developed in actual size. In contrast with center drive 

ejector, homogeneous bubbly flows are formed stably in 

case of annual drive ejector. 

For more detail investigation on characteristics of bubbly 

flow that is observed at the downstream of the annual drive 

ejector, 2-channel fiber optic probe system is developed 

to measure bubble size and bubble velocity and void 

fraction. Timing test using high speed camera with 5V TTL 

signal and synchronized data acquisition board (NI 9401) 

was conducted before the main experiment to achieve 

reliability of the results. Filtering algorithm which is needed 

to distinguish effective bubble signal is partially coded using 

LabVIEW v2011. The threshold voltage level of raw signal 

is empirically determined to be 0.2~0.3 V after calibration. 

Measured void fraction at the downstream of the annual 

drive ejector successfully measured for the first time and 

showed good tendency between 0.1 ~ 0.5. Due to 

buoyancy effect, higher void fraction values are observed 

as y/D increases. Also, line averaged void fraction has 

good agreement with estimated gas holdup which is 

expressed by εG=QG/(QL+QG). Probability density 

functions and cumulative density functions of bubble 

velocities and bubble sizes are evaluated at various εG. 

Bubble velocity slightly increased as water volume flow rate

increases and the measured bubble velocity coincided with 

theoretically predicted value in 5 % deviation. In contrast, 

bubble size decreased as water volume flow rate increases.

This can be explained as the increase of shear force acting

on water/air interface at higher water volume flow rate. 

A numerical investigation on the two-phase ejector flow 

using commercially available ANSYS/CFX v13.0 is 

conducted as a comparative study. Free surface model is

applied to center drive ejector and homogeneous particle 

model is applied to annual drive ejector, respectively. It is

obvious that the proper adaption of flow model is essential

in conduction of ejector simulation and the relatively large

deviation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occurred at different

employments. In my results, void fraction and air volume 

flow rate showed good agreement with those of experi- 

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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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Optimal Load Design for Carbon Fiber Reinforced Composite Cylindrical Shell Considering 

Buckling and Failure analysis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validity 

of the finite element method (FEM) the buckling and 

post-buckling behavior of laminated composite cylindrical 

shell that have been subjected to an external hydrostatic 

pressure.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an experimental 

procedure to measure deformation of cylindrical shell and 

buckling pressure equation that is based on ASME 

composite shell equation and customized to T700 com- 

posite material are also presented. 

This paper is aimed at representing an efficient buckling 

analysis technique by optimized method using genetic 

algorithm and predicting post-buckling pressure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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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ive failure method. Finite element analyses, by 

using ABAQUS 6.10 code, have been performed, using a 

linear buckling model, based on the solution of the Eigen 

value problem, and a nonlinear one, based on Arc-length 

method for various cases. 

Optimal design considering failure and buckling load is 

preformed for filament-winding cylindrical composite 

structure under hydrostatic pressure. Design parameters are 

helical winding angle and hoop/helical thickness ratio. 

Optimizing technique is Micro-genetic algorithm. In order 

to analysing the optimizing performance seven cases were 

performed. In cylindrical shell model, the shorter length of 

cylinder shell occur failure collapse before occurring 

buckling collapse because of influence of constraint 

conditions. In cylindrical model with ring stiffener, the 

shorter distance between stiffeners occur failure collapse. 

Because stiffener is a role of constraints. We verified the 

validity of finite element analysis for the three case 

hydrostatic tests. And a progressive failure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commercial software ABAQUS 6.10. 

Linear buckling analysis results using MSC NASTRAN are 

consistent with nonlinear analysis resutlts using ABAQUS 

within 2.5%. Results of hydrostatic test are consistent with 

nonlinear analysis results using ABAQUS within 6.0%. 

The buckling pressure formula which is based on Byrant 

pressure formula was developed to predict buckling press- 

ure. In T-type ring stiffener, numerical calculated results are

consistent with finite element results within 10%. In H-type 

ring stiffener, numerical calculated results are consistent 

with finite element results within 50%.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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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원이 존재하는 선박내 발전용 엔진룸의 환기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Ventilation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tor Engine Room of a Ship with High Heat Sources

The objective in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ventilation, analyze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improve the performance of ventilation in 

the generator engine room of the ship. The generator engine 

room of the ship has a lot of heat radiation and the heated 

air is ventilated through mixing ventilation system with a 

non-isothermal condition. Based on the investigation in 

operating the engine room of the ship, the emitted heat 

radiation from the engine and other equipment is scattered 

in the generator engine room space and is not efficiently 

removed to outside of the ship. Also, the pressure difference 

between the engine room and ambient air is higher than 

that of the ISO guideline in case of the supplied air is shared 

by combustion for the engine and ventilation for the 

generator engine room. For the analysis, distribution of 

temperature is evaluated in a model chamber (5.71 m × 

3.57 m × 2.63 m) using a supply fan and exhaust fan with

the duct as a function of supply and exhaust positions. Air 

flow rate and heat source are simulated in the similitude 

of the engine room of the drillship. In the results of 

distribution of temperature, the average temperature of 

mixing ventilation is similar to that of displacement ventil- 

ation and other ventilation methods on the whole space. 

However, the distribution of temperature at the lower space

for displacement ventilation is lower than that of mixing 

ventilation by 5 ℃. In the generator engine room of the ship,

the ventilation efficiency can increase with reducing air flow

resistance in the funnel and combining both mixing and 

displacement ventil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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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력강 GMAW 다층 용접금속부의 저온균열 특성과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용접공정 해석에 관한 연구

Investigation of Cold Crack Susceptibility on High-strength GMAW Multi-layer Weld Metal and Welding 

Process Analysis by Finite Element Method

The effect of the microstructural constituents and 

mechanical properties on clod crack susceptibility were 

studied using preheat-free steel and low hydrogen level 

GMAW process solid wire. The cold cracking susceptibility 

of these weld metals was evaluated using G-BOP test. The 

results showed that acicular ferrite produced the greatest 

resistance to cold cracking and that the microstructure of 

the deposit was more important than the hardness and 

diffusible hydrogen content in low-hydrogen weld metal. 

The early stage of cold cracking propagation, crack grew 

along with grain boundary ferrite but the late stage of cold 

cracking propagation, cracking blunting and branching 

occurred when a crack propagated through fine acicular 

ferrite because of the fine interlocking nature of the 

microstructure. The retained austenite was not found to play

the role of the hydrogen trapping site and so had no effect

on the cold cracking susceptibility at a low preheating 

temperature(≤100℃) and low heat input(≤1.5 kJ/㎜) to the

weld metal. 

The effects of tensile residual stress effects and its role 

of cold crack susceptibility were investigated with newly 

proposed multi-layer cold crack test model. Cold crack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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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효율 측정을 위한 운용환경 기반의 실도로 주행모드 개발

Development of Real Road Driving Cycle for to Evaluate Fuel Economy based on Operational Area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고유가 시대 도래는 기존 동력장치의 

고효율화 및 대체 에너지원 동력장치 탑재 차량의 개발과 이의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함께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였다. 

특히 성능 평가 방법 중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를 위한 주행모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민수의 상황으로 주 운용

환경이 포장도로에 굴곡, 교통상황 정도를 고려하는 민수에 비

해서 포장도로 외 경사와 굴곡이 심한 비포장, 야지 등 다양한 

운용환경 및 임무에 따라 장비가 운용되는 군수에서는 미군에

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알

려진 바는 없으며, 그 외 이렇다 할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군운용지역에서의 실 주행 패턴을 기반으로 

차량의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를 위한 실도로 주행모드를 개발

하고, 또 실도로 주행시험 전 개발된 주행모드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검증용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

였다. 기존의 민수에서 개발된 주행모드들이 샤시동력계 상에

서 차량의 에너지소비효율을 평가하는 주행모드인 반면 본 연

구에서는 샤시동력계용 등가 주행모드를 포함하여 샤시동력계

가 없는 주행시험장에서 실차 주행시험을 통해 에너지 소비효

율을 평가할 수 있는 실도로 주행모드를 개발하였다. 

5톤급 시험차량을 이용하여 주행시험장에서 정속, 가·감속, 

등판, 비포장 및 야지를 포함한 임의 주행을 통해 검증용 시뮬

레이션 모델 개발에 필요한 차량 특성, 도로 조건에 따른 에너

지 소비효율 특성 데이터를 획득하고,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 운용지역의 주행시험 경로를 

선정하고, 주행시험을 통해 데이터를 획득하고 주행 패턴, 상관

관계 등을 분석한 후 샤시동력계용 등가 주행모드 및 주행시험

장용 실도로 주행모드를 도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주행

모드의 연비 및 차량 주행패턴을 미리 예측함으로 모드의 현실

성 및 신뢰성을 확인한 후 주행시험장에서 실차 주행시험을 

통해 타당성을 최종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해 정립된 포장도로 외 경사와 굴곡이 심한 

비포장, 야지 등 다양한 운용환경 및 임무에 따라 장비가 운용

되는 군운용환경 기반의 주행모드 개발 및 검증 과정을 적용하

여 주행시험장에서 사용 가능한 다양한 군용차량 주행모드 개

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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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found in the final and just before final layers. The yield 

strength of low preheating temperature weldement showed 

similar value of residual stress at cold crack found position, 

the middle of final layer. This proves role of tensile residual 

strength on weld metal cold crack susceptibility and cold 

crack nucleating position. Both weld metal tensile properties 

and mechanical properties did not give any effects to cold 

crack susceptibility. 

Both experimental and numerical simulation methods are 

us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welding distortion 

and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A 3D thermo-mechanical 

Finite Element Analysis (FEA) method is used to predict the 

welding distortion and residual stress of cylinder-shaped 

multi-pass layer weldments. Each weld pass is performed 

using a quarter-circle balanced welding procedure.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deposition sequence and 

welding heat input on the welding distortion and residual 

stress, a continuous welding procedure is also calculated.

The corresponding FEA models considered a moving heat

source, the deposition sequence, and temperature- depen-

dent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The results 

predicted by 3D FEA model are generally in good agreement

with the measurements. Finally, the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suggest that both deposition sequence 

and heat input affect welding distortion and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Furthermore, the 3D thermal-mechanical FEA 

method can predict cylinder-type welding distortion.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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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제품의 슬라이딩 메커니즘을 위한 밀리 스케일 탄성체의 설계 및 특성의 실험적 평가

Design of Milli-Scale Elastic Body for Sliding Mechanism of Electronic Device and Experimental Evaluation 

of Its Mechanical Performance

휴대폰은 IT 기반의 전자 제품 중에서도 MP3, DMB, Internet, 

NAVIGATION, Multimedia player, NFC 등 타 전자 기기의 핵심 

기능들을 흡수하면서 컨버젼스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제품이다. 이러한 다양한 부가 기능으로 인하여 

휴대폰은 생필품이자 액세서리로서 인식되고 있어 휴대폰의 

기능과 디자인의 조화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 또한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이동통신사의 활발

한 마케팅 활동, 노후화로 인한 교체수요, 고객의 요구에 상응

하기 위한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짐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수요 창

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메이저 세트 메이커를 중심으로 

하는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차별

화된 디자인, 기능의 집적, 요소 부품의 소형화, 신소재 및 신공

법 개발 등에 그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바 타입, 폴더 타입, 슬라이더 타입, 

스위블 타입, 로테이션 타입, 시계 타입, 안경 타입 등 다양한 

형태의 기구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여러 종류의 디자인의 

제품들이 출시되었다. 또한, 설계 자유도 향상을 통하여 성능 

및 디자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H/W 부품의 기능 

집적 및 소형화, 신소재 및 신공법 개발과 같은 요소 부품 신기

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제품은 이러한 

요소 부품들의 로드맵을 기반으로 기획되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발전 

속도도 점차적으로 뎌딜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기술 개발 환경 속에서 기구 메커니즘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알려져 있는 

메커니즘을 전통적으로 산업화된 요소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IT 제품에 맞게 구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구 메커니즘 중에서도 밀리 

스케일 슬라이딩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슬라

이딩 메커니즘은 바 타입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크기의 디스플

레이 장치를 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로 기판 면적 증가로 

인하여 보다 많은 요소 부품들을 집적할 수 있어 고성능화에 

기여할 수 있고, 전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QWERTY 

자판을 사용함에 있어서 터치자판에 비해서 보다 편리한 입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터치가 가능한 바 타입의

스마트폰 시장이 우세한 사업환경에서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휴대성 및 이동성이 중요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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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R을 이용한 저열량탄의 연소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Investigation into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Low Calorific Coals in a LFR

국내 총 전력 생산량의 약 40%는 석탄연료에 의존하고 있으

며,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석탄의 연소방법은 대부분 미분탄 

연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최근 석탄연료의 상승에 따른 저 열량 

탄의 도입증대 및 수입 탄의 열량 변동 폭이 커서 이들 저 열량 

탄의 혼소연소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석탄화력 발

전사들은 이산화탄소의 저감 및 발전효율의 향상이라는 대내외

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다양한 연소 환경에서의 저 열량

탄의 연소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이제 

까지 국내에서는 석탄자원이 부존하여 체계적인 석탄연소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분탄의 각종 연소 환경을 잘 모사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제작하여 연소중인 저 열량 미분탄 입자의

는 슬라이딩 메커니즘 또한 전통적인 기술을 통한 구현에 국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품의 두께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스프링 유닛의 고유 메커니즘에 기인한 변형 

궤적 및 변형 한계로 인하여 개폐량 및 동일 공간에 존재하는 

H/W 부품인 FPCB의 실장 위치 선정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준다. 

본 연구의 스프링 탄성 유닛은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물체를 

연결하여 원하는 상대 운동을 수행하게 해주는 부품으로서 상

대 부품과의 조립을 위한 결합부와 탄성체로 구성된다. 본 부품

은 흔히 알려져 있는 전통적인 힌지와 개념이 유사할 수 있지만, 

사용 조건에 있어서는 그 궤를 달리한다. 전통적인 힌지의 경

우, 기구 운동 만이 중요시 되지만 본 연구 대상인 탄성 유닛은 

기구 운동 뿐만 아니라 구동 시에 H/W 부품과의 상대 위치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탄성 유닛의 성능에 따라서 H/W 

부품과의 상대 위치가 결정될 수 있고, 이는 H/W 부품의 실장 

위치, 디자인 등 궁극적으로 완성품의 사양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핵심 기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IT 기반 전자 제품에서의 메커니즘은 제품의 휴대성 및 이동성

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슬라이딩 메커니즘 구현 기술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3가지 관점에서 규정하여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첫째, 제품의 두께가 감소되기 위해서는 탄성 유닛의 두께가 

감소되어야 하고, 그것의 평탄도가 향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탄성 유닛의 경우에 원소재의 두께가 감소되면 탄성

력이 감소된다. 그리고, 스프링 포밍 머신으로 성형이 된 후에 

잔류 응력 제거 및 이를 통한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열처리를 

거치게 되므로 추가적인 열변형이 발생하게 되어 평탄도에 좋

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탄도가 대단히 우수한 열처리된 판재를 에칭 

공법을 통하여 스프링 유닛을 제조하였으며, 열처리된 판재의

경도가 탄성력 및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서 실적

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탄성 유닛의 개폐량 향상을 위해서는 대변형에도 소성

변형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량의 변형에도 높은 수준의 탄성

력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탄성계수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타입의 스프링으로는 대변형에서 필연적으로 소성 변형이 

수반될 수 밖에 없고, 적은량의 변형에는 높은 수준의 탄성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더블 토션 스프링 구조를 제안하여 

제품의 두께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두개의 스프링을 병렬 연결

함으로서 한정된 구동 조건 하에서도 개폐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성 시험을 통하여 실적용 가능성을 검토

하였다. 

셋째, 스프링 탄성 유닛은 그 고유의 설계 구조로 인하여 변형

형상이 정해져 있어, 동일 공간에서 별도로 반복 변형이 발생되

는 부품인 FPCB의 상대 위치 관계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

다. 이를 위해서 메커니즘 해석을 통하여 실장성 검토가 이루어

지나, 사실상 스프링 유닛으로 인하여 H/W의 핵심 기능과 디자

인이 제약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상대 요소 부품의 일체화 구조를 제안함으로서 구동 

공간에 대한 제약 문제를 해결하여 제품의 설계 자유도를 극대

화 하고자 하였으며, 특성 시험을 통하여 실적용 가능성을 검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밀리 스케일 탄성체는 제품의 실장 조건

에 따라 임의 형상으로 설계될 수 있으므로, 사용 용도 및 요구 

사양에 따라 산업적 적용 범위가 광범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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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특성을 역청탄의 연소 특성과 비교하여 3가지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Roto-M, Berau, Roto-South, MHU등 저 

열량 아역청탄을 사용하여 세 종류의 크기별로 분류하여, 입자

의 크기가 각각의 연소과정과 화염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자 하였으며, 열분해 분위기 및 희박산소조건 하에서 체류

시간에 따른 soot 및 반응물의 발생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순 산소 석탄연소 환경 하에서 산소의 농도 증가와 CO2가 농후

한 분위기가 연소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화염의 구조와 길이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내 유일의 Laminar Entrained Flow Reactor 장치, 연소중

인 입자의 포집장치, 연소중인 개별입자의 크기/온도/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광학적 계측장비를 각각 설계, 개발, 

제작하였다. LFR 장치는 석탄연소입자를 가시적으로 관찰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도구를 제공 하였다. 석탄입자의 크기가 커질

수록 연소과정에 있어서 착화지연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는 것과, 사이즈 계수가 1, 2, 4로 증가 할 때에 화염의 안정성

은 화염길이의 각각 3%, 7%, 10% 변동을 보인다. 열분해 분위

기에서 수트(soot)는 그 크기가 25-60 나노미터의 크기를 가지

며, 발생량은 Berau 및 Glencore탄에 대하여 공급 탄의 daf 

무게 기준으로 각각 8.6% 및 11.8%를 보였으며, 수트의 발생

량은 석탄내의 휘발분량에 비례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Berau탄의 경우 열분해 분위기에서의 탈 휘발 과정에서 Q계수

가 1.5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산소 분율 조건에서 

CO2분위기에서의 화염길이가 N2분위기에서 보다 짧게 나타

났다. 이는 본 실험조건에서 처럼 높은 온도 하에서 석탄입자의 

산화반응 뿐만 아니라 Char-CO2 가스화 반응의 결과물로 판

단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안 성 율 2013년 2월 박사 부산대학교 최 경 민

영문 : Effect of Morphological Property and Chemical Composition of Sold Fuels on the Electrochemical 

Reaction in the Molten Carbonate

본 연구에서는 석탄 및 다양한 고체연료들이 직접탄소 연료전

지 (DCFC) 내부에서 연료로 활용될 경우 이들의 전기화학 반응 

특성을 실험과 계산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직접탄소 연료전지

는 실제 운용 효율이 80 % 이상이며 배기가스 대부분이 이산화

탄소이므로 CCS 기술과 접목할 경우 환경 친화적인 전력 생산

이 가능함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와 자원 부족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직접탄소 연료전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종류의 고탄소 고체를 연료로 

사용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 직접탄소 연료 전지의 

반응 메커니즘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대부분의 연구

들은 석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석탄의 경우 산지, 혹은 

동일한 산지일지라도 채굴 기간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 

의해 연소 및 전기화학의 반응성이 다양하게 나타남으로 어려

움을 더하고 있다. 그럼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석탄의 종류

를 선정하여 석탄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전기화학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석탄 이외의 신재생연

료, 즉 목재 바이오매스, RDF 및 RPF를 직접탄소 연료전지에 

적용시켜 연료로서의 가능성과 반응 특성을 분석하였다. 

직접탄소 연료전지에 적용된 연료들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TGA, SEM, XRD, BET, XPS와 같은 많은 분

석 기법이 사용되었다. 석탄의 물성이 직접탄소 내부의 전기화

학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2 종류의 역청탄 

(Shenhua coal, Moolarbne coal), 2 종류의 아역청탄 (Adaro 

coal, Openblue coal), 역청탄과 아역청탄 사이에 존재하는 

탄 (Wira coal), 마지막으로 흑연 입자를 선택하여 연료 특성 

분석 및 전기화학 반응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석탄은 

유사한 전기화학 반응 특성을 보였으나, 강력한 탄소 결합을 

가진 흑연 입자와 Moolarben 탄은 초기 표면에 존재하는 화학 

작용기의 반응이 끝난 후 급격한 포텐셜 감소 현상을 보였다. 

2 종류의 연료를 제외한 나머지 석탄들은 초기에 유사한 경향

을 보이는데, 이는 표면에 존재하는 유사한 비율의 탄소 작용기

에 의한 전기화학 반응의 결과이다. 시스템에 작용하는 전류의

양이 증가할수록, 연료의 표면적과 기공체적이 넓은 연료가 높

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일정 전류밀도 이상의 중간 단계에서

는 연료 전체에 포함된 탄소의 양에 의하여 포텐셜이 그 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류 밀도가 결정되었으며, 최대 전력 밀도 또

한 결정되었다. 

석탄의 특성에 의한 전기화학 변화 이외에, 작동 온도와 스터

링 효과가 직접탄소 연료전지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시스템의 작동 온도가 높을수록 활성화 에너지 장

벽을 넘기 위한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고, 이온 전달이 활성화

되면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또한, 스터링 효과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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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전도도 및 전해질의 움직임이 물리적으로 강제되면서 전

제적인 시스템의 성능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직접탄소 연료전지에 석탄 이외의 신재생 연료, 목재 바이오

매스와 RDF 및 RPF를 적용하여 그 성능과 반응특성을 분석하

였다. 신재생 연료는 연료 자체에 다량의 휘발분과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험에 앞서 탄화 과정을 거친 촤 상태의 

연료를 사용하였다. 목재 및 재생연료는 기존 석탄 대비 40 

~ 60%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또한 촤 상태의 연료를 적용

함으로써, 앞서 석탄의 경우 많은 특성들이 동시에 적용되어 

명확한 경향성을 보기 힘들었던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었

다. 이 연료들 또한 온도의 변화와 스터링에 의한 영향을 살펴

보았다. 석탄과는 다르게 신재생 연료들은 그들의 열적 반응 

특성에 의하여 최대 성능 온도가 존재하였다. 특정 온도 이상에

서는 열 반응에 의한 연료의 소모가 급속도로 진행되므로 탄소

에 의한 전기화학 반응이 제약을 받게 된다. 스터링의 영향 또

한 최대 성능 구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스터링에 의한 

splashing 효과와 전해질의 점도 사이에서 그 구간이 결정된다. 

앞선 실험에 의한 결과들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세 종류의 분극 현상을 적용한 간단한 모델을 활용하여 직접탄

소 연료전지의 전기화학 반응을 분석하였다. 계산을 위한 세 

가지 중요 인자, 교환 전류밀도, 내부 저항, 제한 전류 밀도는 

실험값과의 비교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앞서 수행된 석탄의 전

기화학 반응을 활용하여 계산을 수행한 결과 기존 추측들이 

대부분 합당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교환전류밀

도는 연료에 존재하는 고정 탄소의 양과는 반비례 관계를 보였

는데, 이는 전기화학 반응을 위한 탄소의 활성화에 많은 에너지

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표면에 존재하는 산소 작용기와도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이는 표면에 존재하는 탄소 작용기의 

분포를 제한하고 전기화학 반응 또한 제한하기 때문이다. 연료

의 비표면적의 경우, 연료와 전해질간의 넓은 반응 면적을 제공

해 줌으로서 비례 관계를 보였다. 내부 저항 구간에서는 연료

전체에 포함된 탄소의 양이 그 구간에서의 포텐셜 유지 구간을 

결정하고, 많은 양의 탄소는 높은 전류밀도 구간을 보장한다.

제한 전류밀도 또한 동일한 현상에 의하여 결정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지 언 2013년 2월 박사 부산대학교 이 민 철

영문 : Reaction Force Estimation of Surgical Robot Instrument for Haptic Realization

복강경 수술은 최소침습술의 대표적인 수술 기법으로 침습 

수술에 의한 낮은 감염 가능성 및 빠른 회복으로 전통적 개복수

술을 대체하고 있다. 특히 다자유도 로봇 기술의 접목을 통해 

다양한 환부에 대한 복강경 수술을 의사가 장시간 편안하게 

수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환부의 직접 수술하는 인스트루

먼트가 사용 후 폐기되어야 하고, 전자기 센서 부착이 어렵기 

때문에 개복수술처럼 의사에게 촉감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어

려운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강경 로봇 수술을 하는 집도의에게 안전한 

수술 시술을 구현 할 수 있도록 기존 인스트루먼트의 작동력을 

측정 혹은 추정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구현해 본다. 그리고 

섭동값으로 작동력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가 수술을 

하는 마스터 부에 햅틱 기능을 구현하여 햅틱 성능을 가진 복강

경 수술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한다.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작동력을 측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인스트루먼트의 작동력을 인스트루먼트의 내부 동역학 모델링

을 통해 수치해석적으로 구현하는 방법과 종동축에 작동력이 

발생할 때 구동부에 부가되는 반토크 인장력을 로드셀로 측정

하는 원천적 기법을 일차적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들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반토크 측정을 위한 시스템 변형이나 인스트루

먼트 마찰 및 다양한 형태 등의 불특정 모델 변수들이 나타난다.

따라서 기존의 인스트루먼트 구동시 부가 시스템 구현이 없으

면서도 수술용 인스트루먼트의 모델링 오차에 강인하고 구동력

에 대한 외란의 작동력에 충실한 슬라이딩 섭동 관측기를 이용

하여 반력을 추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의 실효성은 인스트루먼트의 실제 작동력과 관측기의 섭동 

관측값과의 비교를 통해 증명한다.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마스터부는 인체의 장기 파지와 같은 

작은 힘에도 높은 민감도를 보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수술용 로봇의 햅틱 구현을 위해 저관성 햅틱 마스터부를 

제안한다. 특히 기존의 인스트루먼트 형상에 최대한 유사한 조

인트 구조를 구현하여 햅틱력 구현성을 높이고, 관성 저감을 

위해 cable-conduit 메커니즘을 구동 매커니즘으로 제안하며,

조인트별 햅틱 힘 전달 및 위치 전달 특성을 실험적으로 제시하

여 구현성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복강경 수술용 인스트루먼트에 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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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기를 구성하여 작동력 추정하고, 추정된 작동력을 마스터

부의 모션을 감지시 햅틱 반발력으로 적용하여 센서를 사용하

지 않는 햅틱 구현 복강경 수술용 로봇 시스템을 구현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펄만샤 두디 아디 2013년 2월 박사 부산대학교 이 동 근

국문 : 

영문 :

나노입자의 고체상반응 특성 및 미세구조 변화

Characteristics of solid state reactions of nanoparticles accompanied by their microstructural change

박사학위과정 중 나노입자의 미세구조 변화와 재 반응 특성 

규명에 대한 주제로 다음 4가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째로 ZnO 양자점들을 단일 공정 에어로졸 젤 방법을 통해

서 합성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수성용

액속의 Zn과 Si의 몰농도 비율 이 ZnO 양자점들의 크기, 응집

정도, 미세구조를 조정하는 효과적인 변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둘째, Cu를 분무열분해 실험을 통해서, 상순변환 동역학, 기

체상과 열역 학, 힘의 균형, 그리고 이것들이 조고적인 불안전

성에 미치는 영향성의 측면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열의 변화에

따라 2개의 반응경로가 생겨나는데, 525℃ 이하일 때, 중공인

Cu2O 모체입자의 10%가 CuO로 산화되고 높은 열에서는 남은 

Cu2O가 형태변화와 함께 Cu로 변형되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 

알 수가 있다. 

셋째, 고온에서 Al의 산화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

온 X-ray 회절 분석에서 나노 알루미늄 격자가 상온의 초기에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광 승 2013년 2월 박사 부산대학교 이 동 근

국문 : 

영문 :

나노 입자의 공기 역학 집속; 공기역학렌즈의 설계와 개발

Aerodynamic Focusing of Nanoparticles; Design and Development of Aerodynamic Lens

공기역학렌즈는 다단의 오리피스로 구성된 기계적 장치로서 

에어로졸 나노 입자를 입자 빔 형태로 집속시킨다. 집속된 입자 

빔은 에어로졸 질량 분석기의 효과적인 유입부 및 마이크로 

구조물과 패터닝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그러나 공기역학 집속 

기술은 에어로졸 나노 입자의 크기가 30nm이하로 작을 경우 

확산 효과에 의해 집속의 어려움이 있으며, 수 마이크로미터로 

입자가 커질 경우 관성 효과에 의한 오리피스 내부의 관성 충돌 

손실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 논문에서는 입자의 크기와 관련된 공기역학 집속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음의 3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첫째, 

30-300nm 범위의 에어로졸 입자의 집속 가능한 공기역학렌즈

의 설계 및 시뮬레이션과 실험적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렌즈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인 최적 스톡스 수(Sto)의 통합

적 함수 상관관계(Universal Correlation)를 제시하여 공기역학

렌즈 설계의 복잡성을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낮추었다. 

30-300nm 범위의 입자 크기에서 집속 가능한 공기역학렌즈를 

CFD를 이용하여 입자 빔 직경 및 입자 전송 효율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입자 증착 및 광 산란 측정 실험도 병행하여 실제 

집속 된 입자 빔 직경이 시뮬레이션과 실험에서 1mm이내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5-50nm크기의 에어로졸 입자를 공기중에서도 집속 가

능한 공기역학렌즈를 제안하였다. 30nm이하의 입자는 확산의 

영향이 크므로 입자 체류 시간을 줄이고 관성력이 높이기 위해 

빠른 공기 유속이 필요하다. 기존의 오리피스 렌즈 대신 기하학

적 형상을 변경한 수축-발산형 렌즈를 이용하여 렌즈 내부에 

충격파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빠른 유속이 가능하게 하여 

5-50nm 입자를 집속 시킬 수 있었다. 10nm 입자의 경우 1mm

내외의 빔 직경과 90%이상의 전송 효율을 보였다. 

셋째, 30nm-10μm 크기의 에어로졸 입자를 공기 역학적으로 

집속하였다. 스톡스 수가 10이상으로 입자 크기가 커지게 되면

입자 관성과 입자 완화시간이 증가되어, 렌즈 내부의 유동에서

입자의 진행 경로를 유지하는 경향이 커지며 결국 관성 충돌로 

소실된다. 스톡스 수가 큰 입자가 집속 후 재 발산되는 진행 

경로에서 공기역학적으로 입자 진행 경로의 각도만 변경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면, 관성 충돌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집속됨을 

확인 하였다. 30nm-10μm입자의 전 크기 구간에서 입자 빔 

반경 1mm내외와 전송 효율 80%이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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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강 도 경 2013년 2월 박사 부산대학교 이 민 철

국문 : 

영문 :

군용기동장비의 동력장치에 대한 주행로 상대부하 평가 기술 및 실차 내구주행모드 생성연구

The Study on Relative Damage Evaulation for Powertrain System and Endurance Test Mode of Military Vehicle

The mobility in combat mobile equipments requires the 

more advanced reliability for considering their continuous 

operations in severe environments like real combats. Also,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performance and durability of 

the suspension and powertrain systems that are the major 

systems in such mobile equipments in order to guarantee 

the robust and reliable mobility. 

In general, the major factors that affect the durable service 

life of mobile equipments are vibration environments 

determined by road profiles, slopes, slope frequencies, 

slope continuity, and load characteristics caused by 

steering. The vibration environments that affect the structure

of a vehicle, such as steering and platform, were measured

at the endurance test road in the Changwon proving ground

는 상온의 응력 하에서 확장되었다가, 300℃ 까지 가열하였을 

경우 무 압력 상태에 도달되는데, 이러한 Al 중 심부의 핵과 

alumina 외각 격자들의 미세구조적인 반응을 관찰하였다. 이

는 고해상도 투과전자현미경(High Resolution TEM)과 동시 가

열 투과전자현미경 (insitu Hot Stage TEM) 실험을 통해 무정형 

알루미나의 국지적인 결정상의 변형 때문이라는 것을 이 연구

를 통해 알 수가 있다. 

넷째, 저융점 보일러에서의 석탄재의 퇴적물인 클링커

(clinker) 연구를 통해, 슬래깅(slagging)이나 파울링(fouling)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점착층의 형성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 다양한 클링커 샘플들이 고융점 산화

물(Fe2O3, Al2O3 and MgO) 과 CaSO4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0℃의 녹는점을 보인다. 이러한 원인으로 고온 

X-ray 회절 분석과 상용파우더의 고체상태 반응결과들을 통해, 

칼슘페라이트(Calcium ferrite)를 형성하는 CaSO4 -Fe2O3 의 

반응들이 클링커의 녹는점을 낮춘다는 것을 규명해보았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송 봉 민 2013년 2월 박사 부산대학교 이 준 현

영문 : Design and Reliability Assessment of High Power LED and LED-Based Solid State Lighting

고효율 LED 전등의 광량의 감소와 색깔의 변화는 다양한 

degradation mechanism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LED 전등의 복잡한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적 그리

고 실험적 모델을 시스템 단위와 부품의 단위에서 개발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표이다. 

시스템 단위에서는 LED 전등의 설계를 위해서 최적의 설계요

건을 제안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설계시 충족 시켜야할 요건

들은 가격과 에너지 효율, 신뢰성인데 이것을 나타내는 파라미

터로는 lumen/LED, luminaire efficacy, L70 lifetime 이 있다. 

각각의 파라미터들은 LED의 junction 온도와 전류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각 파라미터들을 온도와 전류의 함수로서 

contour map의 형태로 나타내어 줄 수 있게 된다. 특정한 전등

의 설계시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영역은 각각의 contour 

map에 표시될 수 있고 그 결과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공통의 영역이 존재하게 된다. 이 공통 영역을 최적 설계를 위

한 기본 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는 고장 물리

를 기초로 해서 LED 전등의 수명을 예측하는 기법을 개발하였

다. 해당 기법은 synthetic jet을 cooling 모듈로 채택한 LED 

전등의 수명평가에 사용되었다. 제품의 수명은 전력 공급 모듈

과 cooling 모듈의 degradation 분석을 통해서 평가하였다. 

부품단위의 신뢰성 평가에서는 실험적 그리고 수식적 방법을 

기반으로 LED의 degradation mechanism을 분석하기 위한 모

델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LED의 degradation 으로 발

생되는 스펙트럼의 변화를 분석하여 LED를 구성하고는 각각의

요소들의 degradation 정도를 정량화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LED의 광스펙트럼을 청색광과 황색광 스펙

트럼으로 분리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졌고 개발된 모델은 

9000 시간동안 테스트한 LED에 적용되었다. 이 기법을 통해서

LED 내부의 각 요소의 degradation이 LED의 광량 감소, 색변

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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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using a profileo- 

meter developed in this study including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severity in test conditions through measuring 

the profile characteristics of the major military maneuvering 

roads in the front unit where military mobile equipments are 

actually operated. In addition, this study performed the 

standardization of the severity for the endurance test roads 

in the Changwon proving ground by comparing the analyzed 

severity. Also, endurance tests have been applied under the 

criteria of the standard severity.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analysis of load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ype of driving road surface 

in the aspect of powertrain system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reliability for 

the aspect of powertrain systems by verifying whether the 

load levels and characteristics of powertrain systems in 

proving grounds are fully satisfied using a Musso 4-wheeled 

drive car manufactured by Ssangyong Motor and tracked 

vehicle. For performi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is study

developed a quantization technique for the driving duty 

using the cumulative damage theory and duty theory based

on the Cycle Counting method and Miner’s rule that use the

torque and number of revolution of the system. Also, this 

study performed an evaluation of relative fatigue damages

(quantified damages) for the subjective maneuvering roads

and optimization analysis of least-square method for 

generation of endurance test mode.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길 수 2013년 2월 박사 부산대학교 이 만 형

국문 :

영문 :

무인자동차의 주행제어에 관한 연구

Study on Driving Control of Unmanned Vehicle

This dissertation is about driving control of unmanned 

vehicle because for an unmanned vehicle to run, it requires 

two types of control system in the vehicle, one is longitudinal 

and the other is lateral. Longitudinal control is performed 

while the accelerator pedal and brake pedal are controlled 

altogether, and lateral control deals with the steering wheel 

movement. Dynamics and System Identification, the two 

methods will be used to identify the mathematical model 

for designing the controller of unmanned vehicle, and each 

of the functions of the controller will be analyzed com- 

paratively through experiments. System Identification is 

adopted for inducing the system model from observable 

relations of input and output while unmanned vehicle is 

running.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Subspace Identification 

Method for System Identification, and designing a controller 

through a real-time simulation using Matlab’s System 

Identification Toolbox. For longitudinal movement, output 

value of APS(Accelerator Position Sensor) and vehicle 

velocity are used, and for lateral system steering wheel 

angle and yaw angle are to be identified. Also, as long as 

the positioning is achieved accurately for the unmanned 

vehicle, S. Tsugawa’s Target Point Following Algorithm is 

applied for finding out its velocity, the curvature of the routes

to the way point, and its distance. The way point as a target 

used for lateral control algorithm, and the real position 

recognition of unmanned vehicle is attained less than 0.3m

in rms scale position error with the aid of Kalman filter 

integration of GPS and DR(Dead Reckoning). The control 

system is verified by carrying out several experiments of 

unmanned driving, both longitudinal and lateral control 

systems applied on Mohave, a real commercial vehicle of 

KIA Motors and is proved quite a powerful unmanned 

maneuvering system, and can be extended to a self- 

tracking vehicles in military basi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형 규 2013년 2월 박사 부산대학교 이 만 형

국문 : 

영문 :

DGPS 기반의 무인 차량을 위한 항법 및 장애물 회피에 관한 연구

Navigation and Obstacle Avoidance for a DGPS-Based Autonomous Vehicle



초록집

182

This paper suggests a lateral controlling technique for the 

path tracking and obstacle avoidance of an autonomous 

vehicle by an absolute position recognition system. For the 

absolute position recognition of the autonomous vehicle, a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DGPS) was used, 

an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signals of GPS 

used in an independent mode, the DGPS’s accuracy was 

investigated. As a sensor for detecting obstacles, a laser 

scanner was used, and the range of the detection of 

obstacles on the driving path was set up considering the 

width of the lane. As a geometric path tracking method that 

generates a radius of rotation for a vehicle to return to the 

reference path, a pure pursuit algorithm was used and as 

a method of obstacle avoidance, a virtual obstacle was 

used to suggest a navigation algorithm for the path tracking

and obstacle avoidance. In the vehicle’s lateral control, to

secure the robustness against the sensor noise or the 

model’s uncertainty, an H∞ controller technique for heading

angle errors was applied. Especially, for the enhancement

of the path tracking, at the center of gravity, a robustness

controller using the vehicle’s radius of rotation information 

was reviewed. Responses and robustness against the 

changes of the vehicle velocity at the proposed controller’s

nominal model were evaluated for the 2nd degree of 

freedom compared to an actual vehicle model. Finally, the

controller applies to a DGPS and a laser scanner based a 

real scale vehicle, and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the 

navigation and obstacle avoidance algorithm, controller.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대 영 2013년 2월 박사 부산대학교 최 원 식

국문 : 

영문 :

광대역 카메라의 영상 복합 처리

Complex Image Processing for Broadband Camera

주ㆍ야 겸용 광대역 카메라 영상복합 처리기술은 대부분 국산

화 되지 못한 첨단 기술이다. 이 기술은 초정밀 기구설계 기술, 

광전자 기술, 센서 신호 처리기술, 기구 안정화 제어기술, 소프

트웨어 개발 기술의 향상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할 수 있어 

그 파급 효과가 크다. 

광대역 카메라 영상복합처리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 역시 충분히 국산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 

영상복합처리 기술은 국내 기반기술이 취약하여 장기적인 투

자를 필요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산화율을 높이고 타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광대역 카메라 영상 복합처리 기술은 보안감시, 산불감시, 자

연 생태감시, 자연환경보호감시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곧바

로 적용할 수 있는 영상처리기술의 집합체이며 미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등 소수의 나라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미래 보안감시카메라 산업을 이끌어 나갈 

최첨단기술이다. 

CCTV 카메라의 경우 실내 공간에서의 감시 또는 실외에서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감시가 가능하며, 공간 및 가시거리의 제한

으로 한 대의 카메라로 감시 가능한 구역은 매우 한정적이다. 

대다수 감시 장비들은 일정 거리에서 감시가 가능할 뿐 감시

거리를 벗어나거나 자연의 공해 안개 등으로 인하여 감시기능

이 제한적이다. 

군사용 감시 장비는 민간분야 장비보다는 기능이 우수하다. 

그러나 군수분야 장비 역시 감시거리의 한계는 있다. 최전방 

비무장지대와 같은 개활지 상에서 적군의 동태 파악까지는 한

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광대역 카메라 기술과 영상 처리 기술에 

많은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영상 처리 방법을 획

기적으로 개선한 영상복합 처리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고, 이 

연구에서는 기구적인 측면에서 이를 해결 하기위해 각종 스프

링과 텐션을 적용하여 성능을 향상 시키고, 이미지개선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여 영상을 안정화 하였다. 

또한 영상의 흐림으로 인한 영향과 이동물체 추적의 문제 현

상에 대하여 각종 필터 와 이미지 히스토그램평활화(histogram 

equalization) 및 내장보드를 설계하여 이를 개선하였다. 

영상복합처리 기술은 내장보드와 베이시언(Bayesian)기법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상태변수 입자(particle)가 가지는 가중치

를 이용하여 영상 추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인터프레임 알

고리즘, 히스토그램 평활화 ,그리고 노이즈 잡음 제거 등 각각

의 영상 처리기법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PIHN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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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A Study on the Optimization of the Strength and the Fatigue Characteristics of the Lock Seaming of a

Sheet Metal in Washing Machine

Recent days, a front loading washing machine has been 

used due to high efficiency and high washing performance. 

A kind of this type of washing machine has a high spin 

speed, therefore the inside of a drum is exposed to high 

working load. At early stage, a welding method is used to 

make a drum but it has rust problem when it exposure to 

chlorine and a large quality deviation in fabrication. It needs 

high cost and high defect rate due to above reasons. The 

lock seaming method made by forming overlapped sheet 

metals is getting used to overcome these weak points of 

a welding method and it gives a stable quality, respectively. 

A FEM(Finite Element Method) research is needed to 

validate the strength of a lock seaming, but this kind of 

researches are not widely performed due to difficulties of 

the treatment of a complex contact between sheets. 

Moreover, the research on the fatigue characteristics of a 

lock seaming is not published yet. 

In this study, an explicit FEM analysis is studied to evaluate 

the strength of a lock seaming considering multi stage 

forming. The element selection and the effect of the 

strength of each stage among multi stage is studied to fin 

out the more efficient FEA procedure. As results, an 

accurate tensile strength of lock seaming was analyzed 

considering all forming stages, and it is found that shell 

element gives stiffer and stronger than solid element. 

Comparing test results to analysis, it is more efficient to 

using shell element without forming process than using solid

element with full forming processes. 

Taguchi method was used to study the sensitivity of design

variables and to find out the maximization of th tensile 

strength of a lock seaming. Improvement of tensile strength

is expected by 76.5% in FEM results, and get 72.0% 

improvement in test results. 

The fatigue characteristics were also studied by a lock 

seaming specimen to evaluate the reliability by specimen. 

It was found that fatigue limit is 4.31% of tensile strength 

of lock seaming of A specimen and 5.87% in B specimen.

It is very low compared to raw material, but the char- 

acteristics of S-N curve is stable. The current model has 

enough safe by investigating S-N data. 

As a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FEA procedure est- 

ablished in this study meets the experimental results well. 

And also, using Taguchi method, the tensile strength of lock

seaming could be improved by 72%. Finally, the fatigue 

characteristics is evaluated by fatigue test and the reliability

of the lock seaming of a drum is safe within a product life

expectancy of washing machine.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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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정밀도 향상을 위한 평면 및 형상 링 압연공정의 혁신적인 공정설계

An Innovative Process Design of Plain and Profile Ring Rolling for Improving Shape Accuracy

링 압연공정은 두꺼운 링의 직경을 늘리면서 단면적을 감소시

키는 공정으로 균질한 원주방향의 유동을 갖는 이음매 없는 

링 형상 구조의 점진적 특수 성형법이다. 링 블랭크가 구동롤과 

맨드렐 및 상∙하 축롤 사이에 위치하고, 링의 두께 및 높이 방향

상 처리 기법을 개발하여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활용 되고 있는 영상처리 기술보다 

월등히 높은 기술을 적용 하였고, 또한 중앙처리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내장보드(Embedded board)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영상 처리 기법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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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맨드렐과 상부 축롤의 압하와 구동롤의 회전운동에 의해 

링의 직경은 단면적은 감소된다. 

링 블랭크의 곡률반경은 가공 중에 연속적으로 변화하며, 맨

드렐과 상부축롤의 비대칭적인 구동방법에 의하여 공정 제어가 

매우 어렵다. 이로 인해 새로운 형상의 링 제품의 제조 시 작업

자의 경험과 판단에 의존함으로써 높은 초기 비용과 생산 시간

이 소요되고 최종 제품의 치수정밀도 및 기계적 특성의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 

맨드렐의 이송속도는 링의 퍼짐을 변화시켜 피쉬테일 결함을 

유도하여 링의 확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최종 제품의 

치수정밀도를 하락시키고 더 나아가 링의 미세조직의 비균질성 

및 크랙 발생을 촉진시키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링 압연공정의 대표적인 형상결함인 어미현

상을 최소화하는 공정을 설계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중과정 수평식 링 압연공정에서 각 롤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하여 수학적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평면변형-압입공정의 슬

립라인장을 기반으로 한 적합 성형영역을 정의하였다. 제안된 

수학적 모델 및 적합성형영역의 유효성은 사각 단면의 대형 

링 압연공정의 해석 및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다. 

링 압연공정의 안정성과 최종 링 제품의 진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센터링 롤의 위치 제어 및 유압 방법을 개발하였다. 센터

링 롤은 링 외경증가속도, 링 압연장비의 기하학적인 조건 및

실시간으로 가변되는 각, α를 기반으로 한 수식모델을 통해 

제어된다. 제안된 제어 방법의 유효성은 유한요소해석 및 실험

을 통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형 단면의 링 제품을 성형하기 

위한 롤 및 초기 링 블랭크 형상을 설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링 단면의 형상에 따라 평명 링 압연, 1단 형상 링 압연 

및 다단 형상 링 압연공정으로 분류된다. 분류 기준은 이형 단

면 및 대칭 면의 유무와 개수, 대칭축의 방향 및 압연비 등이 

있다. 형상 링 압연공정시 롤 및 초기 링 블랭크 설계는 균일한 

볼륨 분포, 최대 압연비와 체적일정법칙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안된 설계 방법은 내외면에 형상을 가진 굴삭기 아이들러 

림 및 외면에 형상을 가진 웰딩 넥 플랜지를 성형하기 위한 

유한요소해석 및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실제 링 생산공정에 적용할 경우, 현대

대부분 현장 작업자의 노하우에 의존하는 평명 및 형상 링 압연

공정에 대하여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공정설계를 통하여 링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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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베어링의 형상오차가 베어링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waviness error to the performance of journal bearings

Hydrostatic/hydrodynamic bearings are widely applied for 

HDD, grinding machines and marine diesel engine and so 

on because of high load carrying capacity, superior running 

accuracy and excellent dynamic characteristics. Various 

factors such as vibration from driving systems, unbalance 

of assembling and machining error of a bearing affect 

running accuracy of bearing systems. Many researchers 

tried to analyze running accuracy of bearings. But main 

reason of shaft shape that has waviness error and therefore 

causes running accuracy is not still investigated. 

So the waviness error effect of a journal and a bearing 

is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at causes the alteration of 

oil film thickness profile, as a result pressure distribution 

of a bearing changes. Cosine functions are selected to 

express waviness of a journal and a bearing because error

components of a journal and a bearing repeat periodically.

By analyzing Reynolds equation, load carrying capacity, 

pressure distribution, stiffness coefficient and damping 

coefficient are obtained to examine the waviness effect. As 

a result, if the shapes of a journal and a bearing are circle, 

the parameters are constants under particular operation 

conditions. But if a journal including waviness error 

components rotates, the parameters change according to 

the waviness error components of amplitude and period. 

Low amplitude and low period of waviness error reduced 

the change of the parameters. In the case of hydrostatic 

bearing, reducing maximum pocket pressure had some 

advantages to run more accurately. As the rotat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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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s, the pressure of a bearing also increases therefore 

the eccentricity of a shaft decrease. Load increment causes 

high eccentric operation of a journal. 

A bearing tester was fabricated to verify the analysis 

model. The eccentricity and the attitude angle of theoretical 

analysis according to load was almost agree with test 

results. In order to apply theoretical analysis results, 

hydrostatic bearing for a crankshaft pin turner was intro- 

duced. From the basic analysis results, the conditions of 

flow rate, the radial clearance and the operating eccentricity 

were determined. The eccentricity variation according to the

waviness error of a journal and a bearing was analyzed, as

a result in order to operate the running accuracy under 15㎛,

the amplitude of a shaft waviness error should not be over 

8㎛. From dynamic load condition analysis results of skiving

process, it was found out that the phase angles of bearing

load and load carrying capacity wave affected the running

accuracy. If their phase angles coincided, amplitude of 

journal waviness error was permitted up to 16 ㎛.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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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P 후세정에서 콜로이달 실리카 입자의 부착 및 제거 메커니즘

Adhesion and Removal Mechanism of Colloidal Silica Particle in Post-CMP Cleaning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MP) has emerged as a 

critical technology for achieving global and local 

planarization in advanced integrated circuit manufacturing. 

The CMP has been continuously improved to enable 

multilevel ULSI device fabrication. As device features 

continue shrinking, post-CMP cleaning technique to remove 

the submicron particles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Particulate matter on a semiconductor wafer can 

cause circuit defects and thus yield loss in the final product. 

RCA cleaning in a wet station is a typical wet chemical 

cleaning method based on the etching mechanism. 

However, RCA cleaning causes critical environmental issues 

resulting from a huge amount of chemical and DIW waste. 

Therefore, Physical cleaning can solve the issues introduced 

in conventional chemical cleaning, and brush scrubbing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physical cleaning methods. The 

brush asperities engulf the wafer surface contaminations in 

direct contact while brush rotates. However, if the removal 

force does not overcome the adhesion force between the 

wafer surface and the particle, the particle will still remain 

on the wafer surface as a contamination. While the high 

cleaning force condition can generate the defects such as 

scratch and collapse of pattern. Therefore, the post-CMP 

cleaning requires understanding of particle adhesion for 

efficiently removal of particle and prevention of pattern and 

surface. 

In this research, AFM equipment was calibrated to 

measure the removal force of the colloidal silica particles, 

which is used as the abrasive particle during CMP process.

AFM is a useful tool, not only imaging surfaces but also 

for the quantification of interfacial force both in the normal

force and lateral force. It can be measured adhesion force

between particle and substrate surface using calibration 

factor of AFM. The adhesion force between two surfaces 

depends of both the material properties and the condition 

of the surfaces such as chemical bonding, interfacial 

reactions, condensation and diffusive mixing. The adhesion

force of colloidal silica particle were classified into the 

contact area and contact energy was obtained by the AFM 

lateral friction force and the theoretical analysis of Van der

Waals interaction, capillary force and electrostatic force. 

From the results, the adhesion force between silicon 

surface and silica particle of 100nm was increased as a 

function of contact area. If the presence of an external force

such as CMP pressure, the particle was penetrated the 

substrate surface by CMP pressure and particle and 

substrate surface had higher contact area than dipping due

to down force. If external force does not exist, the Van der

Waals interaction is a dominant force in the adhesion of 

particle. A poor roughness of the substrate surface results



초록집

186

in an increase of the contact area. This can be proved 

through AFM friction experiment, the adhesion force 

increased from about 44nN to 60nN according to roughness 

of surface. The average removal forces were measured to 

be about 41nN, 45nN, 60nN and 70nN for 10%, 20%, 50% 

and 90% in relative humidity, respectively. This indicates 

that the control of capillary force is very important for 

effective cleaning. In the high humidity condition of more 

than 70%, the meniscus is formed in the contact area and 

additional normal force occurred by meniscus area.The 

particle size affects Van der Waals force and deformation 

of particle due to the passage of time affects the contact 

area. After 720 hours of time later, the force to remove 

particles is needed more than 300nN.The results of AFM 

test have a similar tendency with mathematical calculated 

adhesion force by Van der Waals interaction. Also, the 

adhesion force between particle and substrate is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contact area. 

To confirm the effect of contact energy on the adhesion 

force, the surface treatment was carried out using NH4OH 

and BOE solution. The Cleaning efficiency of MH(more 

hydrophilic) surface is reduced than LH (less hydrophilic) 

surface. However, removal force by AFM lateral friction test 

does not seem noticeable difference according to substrate 

surface energy of wettability. When the colloidal silica 

particles are attached with different materials, Van der 

Waals force and electrostatic force change by Hamaker 

constant and surface potential. The particles on the Cu 

substrate formed zeta potential of opposite polarity; particle

deposit amount was increased due to attractive interactions

between the particles and Cu surface. In addition, the 

increase of slurry pH results in a reduction in adsorption of 

particles due to repulsive interaction. However, adhesion 

force by AFM test was measured almost the same value 

of 50nN. The electrostatic force due to the change of zeta

potential doesn’t have a significant impact after dry of 

particles. As time goes by, the removal of particle becomes

more difficult. A covalent bond proceeds in the contact area

between particle and substrate due to the supply of oxygen

of atmosphere and formation of native oxide. Therefore, 

high energy of 110kcal requires breaking the siloxane 

bonding between particle and substrate; it matches well with 

the AFM lateral friction force over 300nN. The electrostatic

force affects the adsorption amount, Van der Waals force 

and capillary force play a dominant role in the adhesion 

force and it can be explained by the theory of DMT model. 

From this research by AFM, it was possible to find a 

maximum removal force for efficient cleaning. Also, the 

physical cleaning condition by AFM test should be optimized

for high cleaning efficiency, keeping a defect-fre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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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전 용 희 2012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이 동 호

국문 : 

영문 :

확률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다분야 통합 최적설계 공간의 탐색 및 재설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design space exploration and rearrangement using stochastic and statistic approach for 

the multidisciplinary design optimization

 본 연구에서는 확률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설계 공간의 탐색

과 재설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설계 공간의 가용성을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근사 모델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

션 기법을 적용하였다. 제시된 기법을 이용하여 설계 공간의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분포 함수, 신뢰성 지수 등의 확률 통계

적 수치 값들을 효율적으로 계산하고 설계 성공 확률을 확인하

였다. 계산된 설계 공간의 확률 통계적 특성 값들을 기반으로, 

Chebyshev 부등식과 신뢰성 지수를 이용하여 좀 더 넓은 가용 

영역을 포함하는 설계 공간으로의 자동 재설정을 수행하였다. 

먼저, 제안된 기법의 검증을 위하여 대수식으로 구성된 엄밀

함수에 대한 설계 공간의 탐색과 재설정을 수행하여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두 가지의 엄밀 함수에 대해 단일 단계 최적화 

기법인 다분야 만족 기법 (multi-disciplinary feasible, MDF) 과

다단계 최적화 기법인 협동 최적화(collaborative optimization,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고 광 호 2012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정 인 석

국문 :

영문 :

도로 조건별 친환경 운전법에 대한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study on eco-driving method for road conditions

차량을 운전하는 습관이나 패턴을 개선하여 연비 향상을 도

모하는 운전 기법을 총칭하여 친환경 운전(eco-drive) 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료소모량 정보 도시에 의한 친환경운전 유

도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주로 내리막 구간에서 연료차단

(fuel-cut) 관성주행을 적용하는 경우 연비 향상을 용이하게 

이룰 수 있음을 밝혔다.

도로의 내리막 구간에서 연료차단 관성 주행을 하여 95km/h 

까지 감속되면 다시 110km/h로 가속하는 형태로 주행하는 경

우 서서울~목포 구간의 서해안 고속도로 전체 평균 연료소모

량 및 CO2 배출량은 약 4% 정도 감소하였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내리막구간에서 100km/h 및 95km/h로 

감속을 허용하여 연료차단 관성주행을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 

연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CRUISE로 계산한 결과 정속주행 

대비 연비가 각각 2.5%, 4.6% 향상되었다. 95km/h로 감속을 

허용한 경우의 실험치인 4%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다.

다양한 구배의 내리막 구간에서 연료차단이 적용되는 감속 

허용 정도를 변화시키면서 연비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이 결과

를 통해 내리막 구간에서의 연료차단 관성주행으로 연비향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리막 구간 내에서 연료차단 관

성주행과 재가속 주행이 완료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도로 구배가 클수록 감속 허용 정도를 작게 하여 내리막 구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가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주행해야 연비 향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도 내리막 구간이 지나

치게 길어 감속 중에 연료 차단이 해제되어 연료 분사가 재개되

는 경우는 예외이다. 즉, 내리막 구간이 긴 경우에는 연료분사

가 재개되기 전까지만 관성주행하고 이후 서서히 가속하여 원

래 속도로 복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로 구배의 변화가 심한 영동고속도로에 대해 앞에서 언급

한 내리막 구간에서 연료차단 관성주행 및 재가속이 완료되는 

형태의 주행패턴에 대한 연비 향상율을 CRUISE로 계산해 보

았다. 100km/h 정속 주행하다가 내리막구간에서 97km/h 정

도까지만 감속을 허용하는 주행패턴인데, 경사로가 급한 경우

에는 103km/h 까지 가속도 허용하였다. 내리막 끝 부분에서

원래의 속도로 복귀하는 주행방식인데, 이 경우 100km/h 정속

주행 대비 연비가 5~8% 정도 향상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03km/h로 가속 허용 후 내리막을 103km/h로 빠져나오는 것

을 허용하는 재가속 주행패턴#2의 경우 그 평균 주행 속도가 

정속주행 속도와 거의 동등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다. 연료차

단 관성주행의 효과가 속도를 감속하여 연비를 향상시키는 수

준을 넘어서는 우수한 친환경 운전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주행 패턴은 정속주행 속도의 3% 정도의 속도변화를

허용하기 때문에 실차의 항속주행 장치용 제어 알고리즘으로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도로의 고도를 예측할 수 있는 자기회귀(AR : Autoregres- 

sion) 예측 알고리즘 및 이동창 자기회귀(ARMW : Auto- 

regression with Moving Window) 알고리즘을 영동고속도로의

고도에 적용하여 알고리즘별 예측 정밀도를 산정해 보았다. 

ARMW 보다는 AR 알고리즘이, 그리고 고도 예측 계산에 사용

하는 데이터 개수에 해당하는 p값이 증가할수록 정확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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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로 정식화를 수행하여 다양한 다분야 통합 최적화 기법에 

대한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로 수렴된 설계 공간은 초기 

설계 공간의 외부에 놓여져 포함되지 않았던 가용 영역을 포함

한 공간으로 자동 재설정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

된 기법을 대표적인 다분야 통합 최적설계 문제인 공력과 구조, 

성능 분야를 함께 고려하는 항공기 날개의 다분야 통합 최적화 

문제에 적용하였으며, 단일 단계 최적화와 더불어 대표적인 

다단계 최적화 기법인 협동 최적화 기법도 적용하였다. 또한, 

초기 설계 공간과 수렴된 설계 공간 각각에서의 최적화를 개별

적으로 수행하여 그 값 들을 비교하여 수렴된 설계 공간의 가용

성과 최적해가 초기 설계 공간의 값보다 향상된 값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본 논문에서 제시된 확률 통계적 기법

을 이용한 설계 공간의 탐색 및 재설정 기법은 다양한 다분야

통합 최적설계 문제에 적용함에 있어 초기 설계 공간에서 제외

된 가용 영역까지도 포함한 가용성이 높은 영역으로 설계 공간

을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자동적으로 재설정 할 수 있으며, 보다

향상된 최적해를 수렴된 설계 공간에서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석 정 민 2012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신 효 철

국문 : 

영문 :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에서 발생하는 기포 결함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Numerical analysis on bubble defect in nanoimprint lithography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nanoimprint lithography, NIL)는 

단순한 공정으로 대면적화와 높은 생산성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micro 및 nano 패턴 제조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단순한 공정을 구현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결

해야 할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적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압 공정 하에서 디스펜싱 UV NIL 공정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포 결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우선, 2차원으로 가정할 수 있는 삼각 단면 line-and- 

space 패턴에 대하여 유동 선단이 전진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기포 발생에 관여하는 요인들인 몰드 및 기판과 레지스트가 

이루는 접촉각, 패턴의 형상, 초기 레지스트의 도포 부피 변화

에 따른 잔류층 두께의 변화, 레지스트의 점도, 레지스트의 유

입 속도에 따른 기포 생성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삼각 단면 

모델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사각 단면일 때의 유동 

선단 전진 양상과 비교하였고, 사각 단면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기하학적 해석을 토대로 삼각 단면에 대하여 기하

학적 해석 모델을 적용해 보았다. 한편, 2차원 기포 결함 연구

를 바탕으로 3차원 형상을 갖는 비반사 구조물에 대하여 기포 

생성 조건을 파악해 보았다. 비반사 구조물은 광학적 특성상 

큰 종횡비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기포 결함을 발생시킬 가능

성을 증가시킨다. 비반사 구조물에 대하여 기포가 발생하는 

기하학적 해석 모델을 적용해 보았고, 대표적인 세 가지 비반사 

패턴에 대하여 레지스트의 특성과 작업 공정에 관련된 무차원 

수 Ca 수의 변화에 따라 기포가 발생하는 경향성을 파악해 

보았다.

먼저 삼각 단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각 단면과 유사

하게 기하학적 해석을 수행한 결과 기포가 발생하는 기하학적 

조건들에 대하여 해석적 결과와 수치적 결과가 상당히 일치함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포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따라 경향성을 파악해 본 결과, 기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형성되었고, 패턴의 HWR(the pattern height-to-width ratio),

레지스트의 점도, 유입 속도가 커질수록 기포가 생성될 가능성

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접촉각 측면에서는 몰드와 접촉각

이 작을수록, 기판과 접촉각이 클수록 기포 결함으로부터 안전

하였고, 이는 이형 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서로 상치되는 결과이

다. 무차원 수 Ca 수의 변화에 따라 기포가 생성되는 경향성을 

파악하여 Ca 수가 커질수록 기포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

을 확인하였고, 이형 과정을 고려하여 기판 및 몰드와 레지스트

간 접촉각이 같아지는 임계 접촉각의 경우에 대하여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Ca 수는 접촉각이 커질수록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임계 접촉각이 90° 이상일 때 

기포를 발생시키지 않는 Ca 수가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므

로 접촉각은 최대한 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삼각 단면 해석과 유사하게 원뿔 형태의 비반

사 구조물에 대하여 단순한 평면의 방정식을 이용한 기하학적 

해석 모델을 적용해 본 결과 기하학적 형상에 따른 기포 생성

경향성을 잘 추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횡비가 커질

수록 기포가 생성되는 Ca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원뿔 패턴은 기포 결함으로부터 가장 취약함을

보였고, 삼각 단면과 비교하였을 때 같은 종횡비에서 기포 결함

이 더 잘 발생하였다. 고려된 세 가지 패턴 형상에서 모선을 

공유하는 원뿔 형태가 기포 결함으로부터 가장 안전하였고 종

횡비가 1.7 이상인 경우 기포 결함으로부터 안전한 영역은 확

보할 수 없었다.

이상의 삼각 단면 및 비반사 구조물에 대한 기포 결함 연구를 

통하여 UV NIL 공정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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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Vector Tracking Loop를 활용한 저궤도 위성용 GPS/Galileo 소프트웨어 수신기 구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GPS/Galileo software receiver implementation for LEO using vector tracking loop

GPS를 이용한 항법은 항공, 선박, 측량뿐 아니라 개인 휴대폰

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생활에 밀접하게 되었다. GPS를 이용한 

항법해는 실외에서 수 미터 이내의 정확도를 제공하지만 사용

자들은 이보다 더 정밀하고 강건한 항법해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와 각 나라마다 자국의 위성항

법시스템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러시아의 GLONASS나 유럽

의 Galileo 신호등의 새로운 GNSS 시스템이 향후 몇 년 후에 

정상가동을 할 계획이다.

이런 GNSS 시스템들은 지상 사용자들이 주된 서비스 대상이 

되지만 위성 사용자들도 GNSS 시스템을 이용하여 항법 정확도 

및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지상 사용자와 다르게 위성용 수신기

의 경우는 위성의 동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고성능의 수신기 

기술이 요구되므로, 많은 연구기관에서 위성용에 적합한 알고

리듬을 개발하고 있다.

위성용 수신기의 초기 개발에 있어, 하드웨어 형태의 수신기

는 많은 자본과 장비를 필요로 하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현재 GLONASS 시스템은 FDMA 기법의 신호구조를 

CDMA 구조로 변경하고 있고, Galileo 위성은 시험위성이 가동

중이다. 또한 중국의 Beidou의 경우 2012년에 사용자를 위한 

문서가 공개되는 등 신호 개발과 수신 기술 개발이 동시에 일어

나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러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수신기가 위성용 수신기로 적합하다.

본 논문은 저궤도 위성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위성항법 소프

트웨어 수신기의 개발과정을 다루고 있다. 저궤도 위성 환경에

서 기존의 GPS 시스템만을 사용하는 경우 상시 확보되는가시 

위성 수가 적고 각 위성의 가시 시간 또한 짧기 때문에, 신호 

추적 단계에서 신호 추적 루프의 수렴시간이 길어질 경우, 위성 

측정치의 가용 시간이 매우 짧아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GPS와 Galileo 시스템의 신호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수신기를 개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저궤도 위성 환경에서는 신호의 동적 특성이 심하게 변

화하기 때문에 신호 추적 루프를 개선하고, 또한 항법 위성과

사용자의 기하학적 배치를 이용하여 신호 추적을 진행하는 

Vector Tracking Loop를 적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저궤도 위성 환경에서 위성의 위치를 계산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GPS/Galileo 신호의 소프트웨

어 수신기 구조를 설명한다. 소프트웨어 수신기는 RF단과 

Baseband 신호처리단이 모두 하드웨어로 구성된 수신기와 달

리, Baseband 신호 처리부터 항법해 계산까지의 과정을 소프

트웨어로 처리하는 수신기 구조를 지칭한다. 소프트웨어 수신

기의 구조는 크게 신호 획득, 추적, 항법 측정치 및 항법해 계산

의 구조로 나누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저궤도 환경과 GPS/ 

Galileo 통합 시스템 구현에 적합하도록 각 요소별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저궤도용 GPS/Galeilo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검증한다. 또한 저궤도용 GPS/Galileo 신호 수신 소프트웨어의 

신호 추적 알고리즘으로 Vector Tracking Loop를 구현하고, 

이에 대한 성능평가를 진행한다. 

개발된 소프트웨어 수신기의 성능평가를 위한 실험 결과에서,

제안된 각 모듈 별 알고리즘이 저궤도 환경에 적합하며 GPS/ 

Galileo 통합 항법 알고리즘도 정상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Vector Tracking Loop를 사용하였을 경우 기존 신호 추적 루프

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항법측정치 및 항법해 정확도가 

향상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Galileo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저궤도 위성 환경에서

GNSS 항법 시스템의 중요도가 부각되고 그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면, 연속적인 항법해 획득, 항법 측정치와 항법해 성능의 중

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제안된 저궤도 위성용

GPS/Galileo 수신기의 알고리즘은 GNSS 항법 시스템의 활용

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하 경 구 2012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강 신 형

국문 : 

영문 :

저소음 고효율 원심압축기 설계를 위한 최적설계 기법의 연구

Optimal design method considering efficiency and noise for centrifugal compressors

원심압축기는 임펠러, 디퓨저, 볼류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

펠러 입구와 출구의 반경 차이에 기인하는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크기의 장치로도 큰 압력비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산업 현장이나 항공

기, 연소기, 발전장치 등에서 각종 공정 가스나 공기의 가압 

장치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전, 자동차 등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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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원심압축기가 사람들의 일상에 

가깝게 사용되어짐에 따라 정숙함과 안락함이 매우 중요해

졌다.

본 연구의 대상은 연료전지 차용 원심압축기로 공기를 압축

해서 연료전지 스택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시스템 내에서 

유일하게 회전구동하며 소음을 발생하는 장치이며, 연료전지 

시스템 전력의 대부분을 소비한다. 때문에 이 원심압축기의 

저소음, 고효율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원심압축

기의 소음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현물이 없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

고 원심압축기의 소음 특성을 파악해서 설계에 반영하기는 더

욱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심압축기의 공력학적 소음 특성을 

압축기 내, 외부 마이크를 통해 실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정상상태 CFD 유동해석을 통해 소음의 크기를 상대적으

로 가늠할 수 있는 소음 인자를 찾고, 이를 활용해 저소음, 고효

율 최적설계를 수행하고자 한다. 물론 정상상태의 유동해석을 

통해서 소음의 특성을 완전히 파악하고 소음 레벨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적절한 설계점을 

찾아야하는 제품 개발 초기단계에서는 간단한 정상상태 해석

이 실험이나 비정상상태 해석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그 결과에서 소음 

인자(Noise indicator)를 찾을 수 있다면, 초기 압축기 설계에 

소음 특성을 쉽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수치해석 방법론을 정상상태 해석으로 제한했다. 

연료전지 차용 원심압축기의 운전점은 각 회전수 별 최고 효

율점을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설계 영역 운전에서는 일반적으

로 날개의 톤 성분이 주 소음원으로 알려져 있다. 실험을 통해

서 이것이 날개 통과 주파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임펠러 

출구에서 날개의 로딩 분포에 의한 주기적 압력 불균일에 의해 

발생함을 확인했다. 회전속도를 유지하며 유량을 줄이면 탈설

계 영역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때 박리와 역류, 2차 유동에 

기인하는 난류 광대역 소음의 영향이 점점 커진다. 특히 스톨영

역 근처에서는 저주파수 광대역 소음의 급격한 증가가 관찰되

었다. 소음 실험을 통해서 원심압축기 내부 유동과 외부 소음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또한 확인했다. 회전수, 유량 별로 내, 

외부의 소음 신호는 동일한 소음레벨의 변화 양상과 스펙트럼

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내부 정상상태 유동

해석을 통해 앞서 언급한 소음 인자를 찾을 수 있었다.

임펠러 출구 압력 분포의 루트 평균값 (p′rms)이 설계점에서

운전되는 원심압축기의 소음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이 소음의 정도를 가늠하게 하는 인자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설계점 운전에서 측정한 임펠러 출구의

p′rms 값은 회전수의 2승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모노폴 소음의 

특성을 보였는데, 정상상태 유동해석을 통해 예측한 p′rms 값

도 회전수의 2승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소음 인자와 Kriging 기법을 활용하여 저소음, 고효율 

원심압축기 최적설계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적설계의

목적은 압축기의 초기 설계단계에서 소음특성을 반영하여 적

절한 설계점을 결정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서 소음인자와 

압축기 전체 효율을 반영한 목적함수를 구성했다. 임펠러의 

반경, 임펠러 출구 날개각, 출구 유량계수를 주요 설계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실험계획법에 의해 13개의 설계점을 선정하였

다. 이들 설계점에서 정상상태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목적함수 

값을 계산했고 이를 최적설계의 초기 입력값으로 활용했다. 

Kriging을 통해 재구성된 설계공간을 살펴보면, 임펠러 출구반

경으로 54 ~ 64 ㎜ 의 값을 가지는 압축기들이 소음과 효율 

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주어진 목적함수

를 최소로 만드는 최적 설계점은 패턴 검색법을 이용해서 찾았

다. 결과적으로 원심압축기의 최적설계점은 임펠러 반경 58.3

㎜, 출구날개각 50.5°, 유량계수 0.191로 결정되었으며, 

43,420 RPM 설계점 운전에서 기존 압축기 대비 효율이 5.2%,

소음과 관련 있는 임펠러 출구 압력분포는 약 30 % 정도 개선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배 종 희 2012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 유 단

국문 : 

영문 :

타원 궤도에서의 인공위성 군집비행을 위한 주기적 상대운동과 군집형상 변경에의 적용

Periodic relative motion for spacecraft formation in elliptic orbit and its application to formation reconfiguration

본 논문에서는 타원 궤도에서의 다수 인공위성의 군집비행을 

위한 주기적 상대운동과 군집반경 및 군집형상의 변경을 위한 

기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원 기준궤도에서의 주기적 상대운동을 기술하였다. 군집비

행을 수행하는 다수 인공위성의 운동은 인공위상 간의 상대운

동으로 기술한다. 인공위성 간 상태운동은 원 기준궤도에서는 

보편적으로 Tschauner-Hempel(TH) 방정식이나 궤도요소로 

나타낸다. 다수의 인공위성이 연료소모를 최소화하며 군집형

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조건이 매우 중요한데, 상대운동 

방정식과 그 해석적 해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원기준궤도의 

경우, HCW방정식의 해석적 해를 통해 쉽게 주기조건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타원 기준궤도의 경우, 상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타원 기준궤도에서의 다수 인공위성 군집비행

을 위한 주기조건을 두 가지 해석적 방법인 상태천이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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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Transition Matrix) 기법과 에너지 일치조건(Energy 

Matching Condition) 기법을 통하여 구하였다. 수치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여 타원 기준궤도에서의 주기조건을 검증하였으

며, 기준 인공위성을 군집형상의 중심으로 하기 위한 오프셋 

조건(offset condition)을 구하여 타원 기준궤도에서 군집비행

을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 상대운동을 기술하였다.

조기적 상대운동을 바탕으로 자연적 상대운동을 위한 두 가

지 군집형상을 설계하고, 각 군집형상에 따른 인공위성의 상대

운동을 분석하였다. 다수 인공위성의 군집비행은 연료소모를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군집형상

을 이루어 비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타원 기준궤도에서의 주기

적 상대운동 방정식을 바탕으로 두 가지 군집형상을 설계하였

다. 첫 번째 군집형상은 국지(LVLH) 좌표계 상의 x-y 평면에서 

다수 인공위성이 군집비행을 유지하는 radial/along-track 

plane formation이고, 두 번째 군집 형상은 y-z 평면에서 군집

비행을 유지하는 along-track/cross-track plane formation 

이다. 설계한 두 군집형상을 위한 초기값을 설정하고 수치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여, 다수 인공위성의 군집비행과 그 형상에 

대해 검증하였따. 한편, 원 기준궤도와는 달리 타원 기준궤도

에서의 군집비행은 이심률의 영향으로 인해 설계한 군집반경

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상대운동을 한다. 설계한 각 군집

형상에 따른 인공위성의 상대운동을 분석한 결과, 인공위성의 

군집형상은 기준궤도의 이심률에 크게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기준궤도의 이심률이 작을 경우세는 설계한 군집형상

을 유지하며 군집비행을 하지만, 이심률이 점점커질수록 두 

인공위성 간의 상대거리가 변하게 되어 일정한 군집형상을 이

루지 못하고 변화율이 점점 커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

과는 다수 인공위성의 군집비행 설계 시 구속조건 및 설계지침

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군집반경 및 군집형상 변경하기 위한 인공위성의 기동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수 인공위성이 군집비행을 할 경우, 

임무에 따라 군집반경을 크게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군집반경 

변화나 군집형상 변경이 요구되낟. 이러한 군집 재형상의 경

우, 인공위성의 수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연료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공위성의 수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공위성의 기동이 필요하다. 본 논눔에서

는 인공위성의 두가지 제어입력 유형을 고려하여 인공위성 기

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속적 제어입력의 경우에는 

주어진 두 상대위치와 상대속도를 만족하는 최적궤적을 구하

기 위해 Gauss pseudospectral method를 이용한 최적제어 

문제를 정의하여 해를 도축하였다. 불연속 임펄스 제어입력의 

경우에는 지구를 중심으로한 인공위성의 기동을 다루는 고전

Lambert 문제를 수정하여 인공위성의 상대운동에 대한 속도 

변화를 구하고, 이를 통한 LVLH 좌표계 상에서의 기동궤적을

구하였다.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두 가지 제어입력 유형

에 따른 인공위성의 기동성능을 검증하였다. 수치 시뮬레이션

에서는 앞에서 설계한 두 가지 군집형상에서 군집반경을 증가

하거나 군집형상을 변경하는 경우를 고려하였으며, 제어입력

유형에 따른 인공위성의 기동궤적을 구하고 속도 변화와 질량

변화 관점에서 기동을 비교하였다. 이와 더불어 임펄스 제어입

력의 경우, 전역에서 초기조건과 말기조건에 따른 기동궤도과 

속도 변화를 구하고, 상대속도 차이를 최소화하는 기동을 구하

여 천이궤도를 나타내었다.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치 시뮬레

이션 결과인 천이궤도와 인공위성의 기준궤도의 궤도요소 차

이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군집형상에 따른 기동궤적을 

분석하였다.

인고위성의 군집비행을 위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임무

를 위한 군집비행 설계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항공우주공학 및

로봇공학 분야의 협력제어 및 분산제어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유 성 은 2012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민 경 덕

국문 : 

영문 :

실린더 연소압을 이용한 디젤엔진의 실시간 제어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ngine control using the in-cylinder pressure in Diesel engine

 전 세계적으로 각종 자동차 관련 배기 규제 및 지구 온난화로 

인한 CO2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

기 위하여 여러 엔진 부가 장치 및 제어 기술이 소개되고 있다. 

이 중 HSDI (High Speed Direct Injection) 디젤 엔진에 대해서

는 연소제어 기술이 배기가스 저감은 물론 엔진 구성품의 열화

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최근 실린

더 내 압력 측정 기술의 발전으로 기술 적용에 의한 비용 상승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린더 내 연소 압력

을 기반으로 한 엔진 제어 로직을 개발하였다. 실린더 내 연소

현상을 대표하는 변수로서는 MFB50과 IMEP를 선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연소 제어 기술을 이용하여 실린더 내 최고 압력을

제한하는 알고리즘 구성하여 엔진 내구성 및 최대 출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시간 EGR률 예측 모델을

적용하여 실린더 내 가스 조성을 연소 제어 로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MFB50을 제어하기 위한 변수로서 주 연료

분사시기를 선정하였고, 저부하 영역부터 중부하 영역 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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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목표 MFB50을 추종하도록 PID제어를 이용하였다. 최고 부

하 영역에서는 주 연료 분사시기를 조절하여 실린더 내 최고 

압력을 지정한 수준 이하로 제어하는 로직이 구현되었다. 

IMEP를 제어하기 위한 변수로서는 주 연료 분사의 분사 기간을 

선정하였고, 연료 분사 기간을 제어하여 목표 IMEP를 추종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완성된 연소 제어 로직은 NEDC 모드 등

의 과도 상태 운전 조건에서 성능 검증을 수행하였다. 연소 

제어 로직을 통하여 과도 상태 운전에서 배기 배출물의 급격한 

증가를 제거하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소제어 로직을 이용하여 연료 분사계의 열화에 의한 

배기배출물 특성 악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하

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범 준 2012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 민 수

국문 :

영문 :

배출공기 재순환, 노즐 물분사, 막가습기를 활용한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의 가습 시스템의 연구

Studies on water management systems for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s implementing exhaust 

gas recirculation and nozzle spray

지구 온난화에 따른 CO2감축과 석유자원 고갈 및 가격 불안

정 등의 문제로 인해 친환경 대체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서 태양광, 풍력, 조력, 

바이오 에탄올,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들이 

있다. 

이 중 연료전지는 공급되는 연료를 전기화학 반응시켜 전기

를 얻는 장치로서, 에너지 변환 과정이 전기화학 반응 1단계만

을 거치는 단순한 변환에 의해 50~60%의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을 갖는 장점이 있다.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이하 PEMFC)는 전해질로서 

얇은 고분자막을 사용한다. 보통 고체는 이온전도도가 액체에 

비해 극히 작지만, PEMFC의 고분자 전해질막은 술폰화

(sulfonation)에 의해 이온에 대한 선택적 투과막을 사용한다. 

전해질 막이 습윤 상태에 있을 때, 양성자는 물분자와 결합된 

상태로 원활히 이동하게 된다. 전해질막의 습윤 상태를 유지하

기 위해서 PEMFC의 반응기체인 공기 또는 산소, 수소의 가습

이 필수적이다. 반대로, 전해질막이 생성되는 물과 저온 운전

에서의 수증기 응축, 적정 이상의 고가습에 의해 채널에서 물이 

응축되어 쌓이게 되면, 플러딩(flooding)이 발생하여 반응기체

의 원활한 전달을 방해하여 성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는 반응기체의 적절한 가습 

및응축수 배출 등 물관리가 매우 중요한 운전조건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PEMFC의 물관리, 특히 가습 장치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수소 재순환을 사용하는 PEMFC 내의 

수분 균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보통 PEMFC는 수소의 

이용률을 높이고 수소극에서 별도의 가습장치를 두지 않도록, 

반응 후 배출되는 고온다습한 배출 수소를 재순환한다. 수소재

순환을 적용한 PEMFC의 경우 특별한 조건이 성립하게 된다. 

먼저, 고압 수소탱크에서 Joule-Thomson 효과 (또는 

throttling 효과)에 의한 온도상승을 고려하여 입구 수소 조건을 

계산하였다. 수분 균형에 관한 비정상 상태 방정식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총괄수분전달계수(net water transfer 

coefficient) α는 항상 음수여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α가 양수

이면 수소극에서 수분이 말라버려 최종적으로 연료전지의 운

전을 불가능하게 한다. 반응면적 250 cm2의 5셀로 구성된 스

택 운전에서 공기극, 수소극 출구에 이중관 열교환기를 이용한

수분 응축 및 질량 측정실험을 통해 α를 측정하였다. 공기극의

가습량 및 전류를 달리하여 α를 측정하였다. 실험을 통해 α는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기극의 가습량이 작을수

록, 전류가 클 수록, α는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공기극에서 가습이 더 줄어들 경우 최종적으로 α는 양

수가 됨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 때의 공기극에서 가습량이 

최저 한계이고, 이 값보다 높아야 수소 재순환을 적용할 수 

있다. 공기극 가습량의 최저 한계치는 전류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함을 예측 할 수 있었다. 

다음은 PEMFC 공기극의 가습장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먼저, 공기극 배출 기체를 재순환하는 가습장치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공기극 배출 기체는 다량의 수증기를 함유하

며, 이의 일부분을 재순환시켜 가습에 활용할 수 있다. 재순환

량이 많을 경우, 가습량은 높아짐에 반해, 낮은 산소농도의 배

출기체 유입이 많아져 공기극 입구에서 산소 농도가 낮아져 

성능저항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기극 배출기체 재순

환을 적용할 경우, 기존의 외부 가습장치가 제거 되므로 이에

수반된 압력 강하를 제거하여 더 많은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

증가한 공기 유량이 낮은 산소 농도에 의한 성능 저하를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다. 질량 보존 및 에너지 보존식을 통한 이론 

해석을 통해, 재순환율 0.2와 유량 증가율 1.0, 외부 공기 온도 

0℃ 및 30℃ 에서 절대습도 40.3 gw/kgda, 49.0 gw/kgda 

의 가습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기준 조건인 60℃, 

95%RH, 절대습도 143.1 gw/kgda 가습조건의 약 3분의 1 정

도 수준이다. 이론 해석에서 구한 재순환 가습의 입구조건 계산

을 바탕으로 반응면적 250 cm2의 5셀 스택 실험을 수행하였

다. 재순환율 0.2, 유량 증가율 1.2, 전류밀도 1.0 A/cm2,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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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다양한 형태의 탄소나노튜브 구조물 제작과 그 응용에 관한 연구

Various carbon nanotube-assembled structures and their applications

탄소나노튜브는 우수한 기계적, 전기적, 열적, 광학적 특성을 

갖고 있지만, 나노미터 정도의 미세한 크기와 한 가닥의 갖는 

작은 절대량 때문에 실제 상용화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탄소나노튜브들을 원하는 크기 

및 형상으로 조립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립 기술을 바탕으로 파이버(fiber), 필름(film), 폼

(foam)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탄소나노튜브 구조물을 제작하

였고, 각 구조물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전계방출원(field 

emitter), 투명전극, 유착제(oil absorbent) 응용을 제시하

였다.

1) 탄소나노튜브 파이버 : 담지 방법을 통해 거시적 규모의 

탄소나노튜브 파이버를 제작하였다. 겔(gel) 상태의 영역에 대

한 미세 구조 분석을 통해 탄소나노튜브 파이버는 개별 탄소나

노튜브들이 자기조립 및 자기배열을 통해 형상됨을 확인하였

다. 지속적 합성이 가능하며, 재조립 과정을 통해 파이버의 길

이를 연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파이버들 사이의 표면 

장력에 의해 다중 결합된 형태의 주고도 제작할 수 있었다. 

제작된 탄소나노튜브 파이버는 1x10^4 Acm^2이상의 높은 전

류밀도와 이에 상응하는 10mA 이상의 높은 순 전류량을 보였

다. 그리고 1000Acm^2의 높은 전류 밀도에서도 장시간 성능 

저하 없이 우수한 전계방출 특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전계 

방출 특성은 고전류 수준을 요규하는 X-선 방출 소자 및 THz

이미지 소스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탄소나노튜브 필름: 담지 방법을 통해 유리 기판에 탄소나

노튜브 필름을 코팅할 수 있었다. 제작된 필름은 전기적 및 

광학적으로 매우 균일한 특성을 보였으며, 이들은 담지 방법의

공정 변수인 인출 속도, 용액의 농도, 담지 횟수에 따라 조절되

었다. 또한 산소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유리 기판의 표면개질을 

하여 탄소나노튜브 필름의 특성을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소플라즈마는 유리 기판의 표면에너지를 증가시

키고, 이는 기판과 탄소나노튜브 용액과의 젖음성(wettability)

을 향상시켜 코팅되는 탄소나노튜브 밀도를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기판의 표면 상태 또한 탄소나노튜브 필름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담지 방법

에 의한 제작된 탄소나노튜브는 투과도 대비 우수한 전기전도

도를 보였으며, 이는 차세대 투명전극으로 적용 될 것으로 기대

위셀 평균 전압 0.557 V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막가습기의 

경우인 0.597 V 보다 단지, 6.75% 낮은 수준이다. 

다음은 노즐 물분사를 통한 가습장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연료전지 차량의 공간 제약 상, 시스템 부피를 줄이기 

위해 노즐은 공기공급관에 바로 설치되었다. 내경 75 mm공기

공급관 내에 직접 삽입된 인젝터(노즐)과 액적제거를 위한 사

이클론을 통한 가습장치를 고안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충돌

형 노즐 3 종류를 이용하여 분사압력, 공기 유량, 분사방향각도

를 달리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가습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가습효율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였다. 별도의 외부 열공급원 없

이 분사되는 물과 공기의 엔탈피가 자체 기화열 공급원으로, 

분사되는 물의 양이 가습에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볼 수 있었

다. 사이클론은 높은 공기유량에서 재비산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노즐타입 PJ24, 분사방향각도 90도, 분사압력 

1200 kPa, 공기 유량 6000 nlpm에서 절대습도 21.29 gw/ 

kgda, 가습 효율 86.57%를 얻을 수 있었다. 

연료전지 자동차의 고출력 운전시, 블로워의 토출공기 온도

는 100℃에 근접하여, 막가습기의 수명에 악영향을 미친다. 

토출공기의 온도를 낮추고, 막가습기의 가습 성능을 보조할 

목적으로 막가습기 전단에 노즐 물분사를 적용한 복합가습시

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열역학 계산으로부터, 공기 

유량 2000 nlpm에서 물 분사유량 1.2 g/s까지, 냉각 및 가습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이상의 분사량에서는 

큰 기화열 때문에 효과가 미미함을 알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하

여 노즐 물분사의 가습 및 냉각 효과를 분석하였다. 공기 유량

2000 nlpm, 공기 공급 온도 100℃에서 PJ6 충돌형 노즐을 

통해 0.682 g/s의 물을 분사했을 때, 31.5℃만큼의 냉각효과

를 얻을 수 있었고, 막가습기 출구에서 절대습도는 6.22 

gw/kgda만큼 증가하였다.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의 수분 균형 연구를 통해, 수소재

순환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의 총수분전달계수 값을 가

져야 하고, 실험을 통해 최소의 공기극 가습요구량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공기극 가습 시스템의 설계 시에 이 최소 가습

요구량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극 

가습 방안으로 배출기체 재순환과 노즐 물분사를 이용한 가습 

방안을 연구하였다. 비록 가습 성능은 기존 막가습기 대비 낮지

만, 부피 및 가격 절감 효과가 큰 장점을 갖는다. 향후, 공기극 

배출기체 재순환과 노즐 물분사를 적절히 조합하면, 높은 가습

성능과 시스템 부피 및 가격에서의 절감 효과가 큰 가습 시스템

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운전장치의 개선은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의 상용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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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효율적인 유한요소 구조해석을 위한 병렬 선형해법 연구

(A) study of parallel linear solution method for efficient finite element structural analysis

본 논문은 최근의 다중 코어 컴퓨팅 환경에 발맞추어 거대 

구조 해석을 효과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다중프론트 해법의 효

율적인 구현과 혼합 병렬화 및 그 성능에 대해 논한다. 직접 

선형 해법은 정적해석을 포함한 구조해석의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므로 여기에 많이 사용되는 다중프론

트 해법의 성능 최적화와 병렬화는 효율적인 구조해석을 위해

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의 앞 부분에서는 기존에 오직 보조기억

장치만을 활용하도록 개발된 분산병렬 다중프론트 해법의 성

능향상에 대해 논한다. 다중프론트 해법을 포함한 어떠한 직접

해법을 사용하더라도 제한된 용량의 주 기억 장치를 가진 계산 

환경에서 대규모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조 기억장

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구조해석의 계산

성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 기억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법에 관하여 설명한다. 분해가 완료된 

정보 블록은 주 기억장치에 저장하는 것이 보조 기억 장치의 

입출력을 통하는 것보다 성능상으로 월등히 유리하다. 이렇기

에 다중프론트 해법의 최적화를 위해서 프론탈 스택 압축, 역방

향 스택, 선택적 데이터 캐싱 및 복원 기법이 소개되었다. 전자

의 두 가지는 해석기에 필요한 임시 기억장치의 크기를 줄여주

며, 마지막 방법은 대입 해석에 수행되는 데이터 회복 절차 

수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주 기억 장치의 크기를 늘려줄 수 

있는 기법이다.

본 논문의 이후 부분에는 다중프론트 해법의 다중쓰레드 병

렬화와 혼합 병렬화에 대해 소개한다. 최근에 다중 코어 컴퓨터

가 확산되고 있기에 계산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중프

론트 해법 역시 다중쓰레드 병렬화가 필요하다. 다중쓰레드를 

통해서 생성되는 다량의 임시 데이터 크기를 줄이기 위해 본 

논문에는 프론탈 행렬 연성화와 프론탈 행렬 분할로 명명된 

두 개념이 소개되었다. 프론탈 행렬 연성화는 구조해석 행렬의 

대칭성을 활용한 것으로서 계산에 필요한 행렬 크기를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행렬 분할 기법 역시 계산에 필요

한 기억장치의 용량을 줄임과 동시에 불필요한 기억장치 사이

의 복사 연산도 줄여준다. 한편으로 보조기억장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이미 소개된 선택적 데이터 캐싱과 복원이 다중쓰

레드 알고리즘에도 적용되었다.

다중쓰레드 병렬 작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적 및 동적 스케쥴링 기법을 연구하였다. 불규칙

적으로 분할된 부영역에서 발생하는 작업 간 부하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법으로서 정적 단계적 균형조절과 최소최대 작업

연성화 균형조절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스케쥴링 및 부하

조절 기법의 이론적 예측 방법과 몇 가지 실측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추정 및 실측 성능 결과는 확장된 최소최대 작업 

연성화 부하조절 방법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려준다.

본 논문에서 연구된 방법으로 구현된 다중프론트 해법을 공

개된 다른 직접해법과 그 실제 계산소요시간을 몇 가지 예제로 

비교한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최고성능임이 입증되

었다. 이러한 성능차이는 특히 보조기억장치를 활용한 대규모 

문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혼합 

병렬화된 다중프론트 해법과 함께 기존의 단일 쓰레드 다중프

론트 해법과 다중코어 컴퓨팅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에서 병

렬 성능 또한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는 다중쓰레드 병렬화가 

결합된 다중프론트 해법이 단일 쓰레드 기법보다 성능상으로

월등함을 보여주었다. 정적 선형해석과 고유치 해석의 다양한 

응용예제를 통해 개발된 해법의 효용성과 유용성을 충분히 검

증할 수 있었다. 이들 대규모 응용예제는 본문에서 제안된 혼합

병렬화 다중프론트 해법으로 적절한 시간 내에 해석할 수 있기

에 이 기법의 장점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된다.

3) 탄소나노튜브 폼: 탄소나노튜브 폼은 수열법(hydrothermal)

과 동결조건(freeze-drying)를 통해 제작되었다. 제작된 폼은 

탄소나노튜브들이 서로 연결된 상태로 3차원 공간 상에 분포된 

다공성 구조를 보인다. 또한, 소수성과 친유성을 통시에 보였

다. 탄소나노튜브 폼은 다양한 기름 및 유기 용매에 대해 높은 

흡착용량을 보였으며, 상용 유착제를 능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기름을 흡학한 탄소나노튜브 폼을 연소시켰을 때 구조적

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반복 기름 흡착 실험

을 진해한 결과 성능 저하 없이 지속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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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태 욱 2012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박 희 재

국문 : 

영문 :

피코초 레이저를 사용한 CIGS 박막태양전지 팽출 패터닝 기법의 개발

Development of bulging patterning method for CIGS thin-film solar cells using picosecond laser ablation

박막태양전지 제조 공정에서 패터닝 공정은 하나의 기판에서 

복수개의 셀을 별도의 후공정없이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개발, 도입되었다. 이 중 금속 박막 재질의 후면 전극을 사용하

는 CIGS 박막태양전지는 기존 레이저 패터닝 공정이 가지는 

박막에 대한 열영향 및 기계식 공정의 매우 제한된 가공 기구 

수명으로 인하여 공정 및 제품 품질 문제를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열영향과 그에 의한 공정 성능 저하의 가능성

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면서도 장비 수명과 공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레이저 패터닝 방법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

로 유리기판을 사용하는 CIGS 박막태양전지의 1단계 패터닝 

공정(P1)과 2단계 패터닝 공정(P2)을 피코초 레이저를 사용한 

기판 투과 레이저 가공과 그에 따르는 금속 박막 팽출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

에서는 양산 공정 요구조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요 가공 조건

을 도출하여 이에 맞는 실험 시스템 설계를 선 수행 한 후 기판-

박막간의 접착 제거에 대한 가설을 제시, 피코초 레이저의 가공 

실험을 수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판 투과 레이저 가공 강도와 

패터닝 폭간의 상관 관계 및 접착 제거 기작을 도출하였다. 또

한, 피코초 레이저의 저 펄스 에너지 가공에 기반한 금속 박막

팽출 실험을 서로 다른 박막 두께를 가진 샘플들에 수행하여 

금속 박막 팽출에 기반한 새로운 P1 패터닝 모델을 제시하였으

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P2 공정, 넓게는 P3 공정을 금속 박막

팽출 기작을 통한 광흡수층의 기계적 제거를 통해 수행하는 

방법을 도출,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2 미크론 두께의 광흡수층을 가진 샘플에 본 연구

의 방법을 적용시켜 성공적으로 P2 패터닝을 구현하였으며, 

그 패터닝 기법이 광흡수층에 열로 인한 영향을 주지 않음을 

전자 현미경 관측과 성분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그

패터닝 결과 드러난 후면 금속 전극의 표면은 전기적으로 선형

적인 특성을 보임을 검증하여 새로운 패터닝 기법이 상기의 

장점을 지닌 채로 P2 패터닝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영 훈 2012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강 신 형

국문 : 

영문 :

스트리퍼 각도가 재생형압축기 압력섭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ffect of stripper angle on regenerative compressor pressure fluctuations

논문에서 저소음 재생형 압축기의 개발을 위하여 스트리퍼 

각도가 압력섭동과 압축기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비정상 유동계산으로 얻어진 압력섭동과 압축기성능은 수치계

산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였고 잘 일

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수치계산 결과를 활용한 일차원 각운

동량 해석을 통하여 비정상유체 거동을 조사한 결과 유량의 

변동은 스트리퍼에서 발생함이 밝혀졌다. 스트리퍼 누설유동

은 스트리퍼 날개수 변화와 blade load에 의한 압력변화에 따

라 누설유량이 변동한다. 이에 기인하여 압력섭동이 발생하였

다. 충분히 큰 각도의 스트리퍼에서는 압력섭동의 진폭이 기준

모델 대비 48% 감소되었다. 그 이유는 스트리퍼 날개수가 많

은 경우 스트리퍼 누설유량의 변동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큰 

각도의 스트리퍼에서 스트리퍼 날개수 변화에 의한 압력섭동

은 대부분 사라지고 남아있는 압력섭동은 blade load에 의한

압력변화이다. Labyrinth seal 누설모델을 이용하여 스트리퍼

누설유량과 이에 따른 압력섭동을 예측하였다. 큰 각도의 스트

리퍼에서 압력상승이 발생하는 채널의 길이가 줄어든 만큼 성

능이 감소되었다. 큰 각도의 스트리퍼에서 스트리퍼 누설유량

은 기준모델 대비 31% 감소하였다. 하지만 감소된 정도는 압

축기유량에 비하여 단지 0.9% 수준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스트리퍼 누설유량 자체가 압축기유량에 비하여 매우 작은 값

이기 때문이다. 스트리퍼 각도를 변화시킬 때, 압력섭동과 압

축기성능은 상충관계이고 이를 고려한 설계지침이 위 연구에

서 제시되었다.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박사학위 논문

197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류 재 춘 2012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 윤 영

국문 : 

영문 :

위상 최적화 : 경로 계획 및 변분 미술

Topology optimization : path planning and variational art

본 논문에서는 위상 최적 설계 기법을 응용하여 두 개의 독립

적인 주제를 다룬다. 첫 번째 주제로 이동 로봇의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제시하며, 두 번째 주제로는 변분 미술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첫번째 주제로,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이동 로

봇의 경로 계획 문제를 해결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

즘은 열전달 현상과 위상 최적화 기법에 기반한다. 즉, 이동로

봇의 시작점과 목표점을 열전달이 가능한 평판에서의 열 발생

점과 열 소실점으로 정의하고, 경로 계획 문제를 열강성을 최소

화하는 열전달 경로의 최적 설계문제로 정식화한다. 이 때, 경

로 계획 문제의 장애물은 단열물질의 분포로 간주한다. 또한 

더 나아가, 설계 영역의 열전도도를 다양하게 부여함으로써, 

단순 장애물 회피 경로의 설계 문제뿐 아니라, 지형 조건을 

고려한 경로 설계 문제를 해결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내 및 

실외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예제문제를 통해 제시하는 경로 

계획 알고리즘의 실용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 

두번째 주제로, 본 논문은 열전달 현상 및 변분법에 기반하여

미적으로 유의미한 시각 디자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컴퓨터 알

고리즘을 제시한다. 제시하는 변분 미술 알고리즘은 빈 화폭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과 유사하다. 즉, 선과 평면을 그리는 과정

을 2차원 평면에서 열 발생점과 열 소실점을 질량 제한 조건하

에서 물질분포를 최적화 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과정

에는 다양한 변수들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수의 조절이

결과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한다. 덧붙여, 본

논문에서 제시된 알고리즘으로 창작된 작품들을 제시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강 선 혁 2012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 현 진

국문 : 

영문 :

충돌시간과 충돌각 제어를 위한 미분게임 및 다항식 기반 유도법칙

Guidance laws with impact time and angle constraints using differential games and polynomial functions

최근 유도탄의 생존성 및 탄두효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충돌시간 및 충돌각 제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본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충돌시간과 충돌각 구속조건의 

제어를 위한 미분게임 유도법칙 및 잔여거리와 잔여시간 다항

식 유도법칙을 제안하였다.

기동하는 표적에 적용할 수 있는 선형 이차 미분게임 충돌시

간 충돌각 유도법칙을 제어안하였다. 선형 유도탄-표적 교전과 

이차 비용함수에 근거한 닫힌 해를 도출하였다. Jerk를 제어 

입력으로 사용하는 닫힌 해는 충돌각 제어를 위한 궤환 명령과 

충돌시간 제어를 위한 부가 명령의 형태를 갖는다. 충돌각 제어

를 위한 유도명령의 경우 최적제어 기법을 이용하여 유도하였

고, 충돌시간 제어를 위한 부가 명령은 궤적 구속식을 부가하여 

도출하였다. Soft constraights를 도입하영 제안한 유도법칙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안장점(saddle point) 해의 존재조건을 

고찰하였다. 비선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한 미분게임 유도

법칙의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다수 유도탄의 동시공격에 적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충돌각과 출동시간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잔여거리 다항식 

유도법칙을 제안하였다. 유도명령의 형태가 잔여거리 다항식

이라는 가정하에 호밍과 충돌각 구속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도이득을 산출하였다. 충돌각 제어를 위한 잔여거리 다항식

유도법칙의 경우 가속도와 jerk를 제어입력으로 사용하는 두가

지 유도법칙을 제안하였다. 잔여거리와 잔여시간 사이의 관계

식을 이용하여 adjoint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1차 지연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분게임 유

도법칙에서와 같이 궤적 구속식을 부가하여 충돌시간까지 제어

할 수 있는 유도법칙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잔여거리 다항식 

유도법칙을 최적해를 포함하여 유도이득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궤적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수치 시뮬레이

션을 통해 제안한 잔여거리 다항식 유도법칙의 성능을 검증하

였다.

잔여거리 다항식 기반 유도법칙을 확장하고 선형화 방법을 

달리하여 상대적으로 고기동을 수행하는 표적에 대한 두가지의 

충돌각 제어 잔여시간 다항식 유도법칙을 제안하였다. 표적의

가속도 정보를 이용하는 유도법칙과 표적의 가속도 정보가 필

요없는 형태를 갖는다. 제안한 유도법칙의 경우 잘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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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effort miss와 zero-effort angle의 형태로 나타내어진다. 

다양한 2차원 비선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한 잔여시간 다항

식 유도법칙의 성능을 검증하였고,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통해 표적의 가속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유도법칙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e-puck 로봇을 이용하여 정지

표적과 기동표적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만족할 만한 성

능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조 준 현 2012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민 경 덕

국문 : 

영문 :

기체확산층의 구조 및 내구저하에 따른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의 과도응답 특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transient response characteristics of a PEM fuel cell related with structure and degradation 

effects of a gas diffusion layer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를 부하 변화가 자주 요구

되고, 장시간 운전이 요구되는 차량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도 응답 특성과 내구성 문제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기체

확산층(GDL: Gas Diffusion Layer)은 연료전지 내부의 물질 

전달 메커니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소로써 연

료전지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GDL 의 적절한 설계가 중요하게 된다. 하지만 과도 응답 

특성 및 내구성 문제는 물질 전달 특성과 관련 있음에도 불구하

고 GDL 내부의 이상 유동 메커니즘에 대해 실험적, 수치적으

로 해석하기 어려워 물질 전달의 통로가 되는 GDL 과 연관시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실험 결과들과 지배방정식들을 연계 해석

하여 GDL 의 특성과 내구성능 저하가 PEM 연료전지의 과도응

답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로 

다양한 작동조건에서 과도 응답 특성과 공기극 플러딩 현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다양한 당량비, 온도, 습도, 플러딩 강도 

조건에서 순간적인 전류 밀도 변화에 따른 연료전지 전압을 

측정하였다. 또한 가시화셀을 이용하여 공기극의 채널 플러딩 

이미지를 얻어 분석하였다. 저부하에서 고부하로 운전시 성능

이 순간적으로 하락하는 언더슈트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두 

개의 시간 지연 특성을 가지는 사실을 밝혔다. 내부에서 생성되

는 물이 채널 표면까지 도달하는데 약 1 초의 시간 오더를 가지

고, 이 때 산소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어 전압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언더슈트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석하였

다. 두번째로 GDL 의 구조적 특성이 과도 응답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분석하였다. GDL 은 기재, 미세다공층(MPL: Micro 

Porous Layer)과 MPL 침투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설계인자들을 선정하여 다양한 GDL 을 제작하여 분석하였다. 

기재에 표면적이 넓은 활성 탄소 섬유를 첨가하여 GDL 제작시 

첨가되는 탄소 필러, 수지, PTFE 의 분포를 조절함으로써 기재

의 다공층 구조가 과도 응답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MPL 침투 깊이, MPL 슬러리 액밀도 조절, 약소수성층 

및 pore path 추가와 같은 MPL 설계인자에 따른 과도 응답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물을 함유하는 특성을 가진 GDL 의

경우 급격한 부하 변화시에 멤브레인 쪽으로 물을 공급하는 

능력이 우수하여 탈수된 멤브레인이 빠르게 수화되면서 이온

전도도가 향상되어 성능 회복이 빨라지는 결과를 얻었다. 결과

들을 통해 GDL 내부에서 물질전달을 결정짓는 주된 힘은 모세

관압 구배이며 GDL 설계에 따라 달라짐을 밝혔다. 이로부터 

멤브레인의 물 함유량 회복속도에 GDL 이 영향을 미쳐 연료전

지의 과도 응답 특성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마지막

으로 GDL 의 내구성능저하가 과도 응답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속화 내구 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GDL 의 소수

성 및 구조 변화에 따른 연료전지 동적 성능 변화를 분석하였

다. GDL 내부에 발생한 국부적인 소수성 감소지역에 물이 정

체되어 국부적 플러딩 현상이 나타나 멤브레인의 수화 및 산소 

공급이 불규칙해져 전압 성능이 낮아지고 불안정해지는 사실

을 분석하였다. 내구 저하 방법에 따라 GDL 의 각각 다른 부위

가 손상되어 성능 저하 양상이 달라짐을 보였다. 또한 포어 

네트워크 모델링을 통하여 내구 저하된 GDL 에서의 물 분포를 

분석하여 국부적 플러딩 현상이 생기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 전달의 핵심이 되는 GDL 의 구조적 특성

및 내구성능 변화를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의 과도 응답 

특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연료전지 

모델링 평가 및 검증, 연료전지의 최적 설계 그리고 연료전지

차량의 제어 로직 및 운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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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아 상의 이트리아 안정화 지르코니아 원자막 증착을 통한 이중층 전해질의 제작과 분석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the atomic layer deposited yttria stabilized zirconia on ceria electrolytes

수소가 인류의 마지막 자원이 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사실이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 주된 이슈는 과연 어떤 에너지 

변환 장치가 미래에 살아남아 사용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연료전지를 차세대 전원으로 주목한 이래,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통상적인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가 물 관리 문제, 귀금속 

촉매 사용, 전해질에 대한 특허 문제, 고가의 그라파이트 분리

판 사용, 일산화탄소 피독 문제 등의 단점을 보임에 비해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상용화에 있어 가장 큰 문제

는 높은 작동에 있다. 이는 전극-전해질 결합체의 열응력, 니켈 

응집, 구성물질 간의 반응, 제한된 밀봉재 선택, 고가의 분리판 

물질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특징 및 장점을 유지시키면서도 고온과 저온 작동의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중온 작동 영역대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에 관심

을 집중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전해질의 두께를 줄이거나 이온 전도성이 높

은 물질을 전해질로 채택하는 두 가지 방법론을 모두 사용하여 

작동 온도를 낮추는 것을 주제로 하여 이에 필요한 측정 장치와 

지그를 제작하는 것으로 그 시작을 열었다.

높은 이온 전도도의 가돌리니아 돕트 세리아 (GDC) 상에 원

자막 증착법 (ALD)을 통한 나노 단위의 이트리아 안정화 지르

코니아 (YSZ) 박막을 증착한 이중층 전해질은 중온 영역 작동

에서 성능과 내구성을 증대시키는 큰 가능성을 보였다.

첫째, 주사 전자 현미경 (SEM)과 X선 광전자 분광법 (XPS) 

을 통한 두께, 증착 속도, 구성 원소 비를 확인한 결과 성공적인 

YSZ의 ALD 증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온의 전극 소결 과정

과 환원 환경에서의 작동 등에도 YSZ 박막은 건재하였다. 벌크 

GDC에 100nm를 ALD 증착한 셀의 실험 결과 순수 GDC 전해

질 셀과 달리, 50%의 출력 향상과 5% 높은 개회로 전압 (OCV)

을 섭씨 600도에서 얻을 수 있었다. 또한 5% 농도의 수소로 

일정한 OCV추이도 측정되었다. 이 원인을 밝히고자 YSZ를 

ALD로 증착한 GDC와 순수 GDC를 비교 관찰한 결과, ALD로 

증착한 YSZ 막이 GDC의 환원을 막아 전압 강하와 저항 손실을 

증가시키는 전자 전도성과 미세 균열을 방지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둘째, 다양한 온도와 수소에의 노출 여부를 달리하면서 GDC

상에ALD를 이용한 다양한 두께의 YSZ이중층 전해질의 표면을

관찰하였다. 원자간력 현미경 (AFM)을 통해 ALD를 이용한 

YSZ 막이 수소에의 노출에 의한 표면 조도 (roughness) 변화

를 막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기능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두께가

온도 별로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섭씨 1200도에서 박막 YSZ

막이 녹기 시작하여 GDC 결정립계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였으

며, XPS 깊이 방향 분석을 통해 이 온도에서 YSZ 막과 GDC가

섞이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이중층 전해질 구조

의 셀을 제작하는 온도는 섭씨 800도와 1200도 사이에 그 한계

점이 존재하며, 이런 구조의 셀을 제작할 때 해당 온도를 거쳐

야 하는 대부분의 습식법 (wet process)으로 전극을 생성하는 

것을 피해야 함을 밝혔다. 수소 노출 시편 관찰 결과, 섭씨 600

도에서는 50nm의 YSZ 막이, 섭씨 800도에서는 100nm YSZ

막이 표면 안정성을 확보하게 함을 알게 되었다.

셋째 ALD를 이용한 이중층 셀과 펄스 레이저 증착법 (PLD)으

로 증착한 이중층 셀을 비교한 결과, 100 nm를 ALD로 증착한

경우와 200 nm를 PLD로 증착한 경우가 기능상의 유사함을 

보였다. 이에 대해 ALD와 PLD의 증착 단위 및 과정상의 상이

함으로 비롯된 표면형상과 막의 특성이 달라졌기 때문임을 문

헌을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1mm의 GDC에 100 nm YSZ를 

PLD로 증착한 경우, GDC 자체가 전자 전도성을 막아 100 nm

PLD 박막의 GDC의 표면 균열을 막는 기능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ALD를 이용한 YSZ의 기능과 셀 제작시의 제한

조건을 확인한 후 단독 지지형 박막 이중층 전해질 셀을 제작하

였다. 양극산화 알루미늄 (AAO) 기판에 스퍼터링 (sputtering)

으로 백금 음극 증착, ALD로 YSZ를 증착, sputtering으로 GDC

증착, sputtering으로 백금 양극 증착 순으로 섭씨 500도가 넘

지 않는 온도로 셀을 제작하였다. 해당 셀로1V근처의 OCV와

77mW/cm2의 출력 밀도를 섭씨 450도의 작동온도에서 얻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고, 이로써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전해

질 구조가 저온 작동을 하는 박막 셀에도 적용 가능함을 밝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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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 방전을 이용한 하전 에어로졸 발생 및 그 응용

Charged aerosol generation via spark discharge and its applications

나노입자는 그 고유한 특성으로 나노공학분야에서 널리 연구

되고 있다. 신뢰성있는 나노입자 패터닝 기술은 나노입자의 

실질적 이용 에 있어 선행조건이 되며 이는 기존 포토리소그래

피기술의 대안으로 될 수 있다. 이온기반 에어로졸 리소그래피

를 이용한 고정밀, 병렬식의 하전입자 패터닝기술은 전도성 

기판에 2차원 패터닝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3차원 나노입자구

조의 패터닝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온기반 에어로졸 패터닝을 

위한 안정적인 하전입자의 발생과 기판 종류에 관계없이 하전

입자를 패터닝하는 기술은 본 에어로졸 패터닝 기술의 활용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온기반 패터닝을 

위해 일반적인 구조와 다른 독창적인 스파크방전 장치로 하전

입자를 발생시키고 기존 이온기반 패터닝 기술의 비전도성 기

판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있다. 신규 개발한 스파크 방전장

치로 만든 하전입자를 유기 발광 다이오드 내부에 내장시켜 

발광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용하였다.

일반적인 대칭 전극 구조를 갖는 스파크 방전장치와 달리 핀

(pin)과 판(plate)형상의 전극구조를 갖는 스파크 방전장치로 

더 크기가 작고 응집이 적은 하전에어로졸을 크기 산포도 더 

작게 발생시킬 수 있다. 인듐-주석합금, 은, 구리에 대한 크기

와 하전 분포를 스파크 방전장치 구조에 따라 측정하고 비교하

였다. 측정된 하전입자의 발생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방전장치 

구조별 스파크 방전 인자와 유동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핀-

판 구조의 스파크 방전장치 내에서 발생된 입자의 빠른 배출특

성이 더 작고 응집이 적은 나노입자를 발생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또한 새로 개발한 스파크 방전장치와 달리 일반적인

스파크 방전장치는 스파크 발생주파수에 따라 하전입자가 스

파크 전극으로의 전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전입자의 분포 상

태가 변함을 알 수 있었다.

나노입자 집속마스크를 이용하여 비전도성 기판위에 하전입

자를 패터닝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계면활성제와 정전분무

로 공급되는 전도성 액적을 이용하여 비전성기판상에 임시적

인 전도성 액체막을 형성하고 기판위에 부착되는 하전입자를

전기적으로 중화시켜 하전입자 패터닝을 구현하였다. PSL 나

노입자를 이용하여 유연기판과 유리기판에 나노와 마이크로 

스케일의 패턴을 구현했으며 은 나노잉크로 기존 잉크젯 기술 

보다 고정밀의 전도성 와이어도 구현하였다. 본 기술로 스파크

장전장치로 발생시킨 금속 하전입자를 가지고 나노 스케일의

패터닝까지 최종적으로 구현하였다.

핀-판 전극 구조를 갖는 스파크 방전 장치로 발생된 응집이 

적은 금 나노입자를 유기발광 다이오드에 적용하여 외부 양자 

효율을 증가시키는데 응용하였다. 발광 다이오드 내에 유기물

의 손상없이 금 입자를 위치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이미 알려진 

최적의 위치에서 최적의 크기를 찾아 외부 양자 효율을 44%까

지 향상시켰다. 이러한 발광 다이오드의 효율 향상은 금 나노입

자가 내장된 유기발광 다이오드 안으로 주입되는 정공과 전자 

개수의 균형과 전자와 정공이 재결합하는 장소의 면적 변화에 

대한 최적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Cao Xuan Doan 2012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주 종 남

국문 : 

영문 :

전해 스파크를 이용한 유리 미세 가공

Spark-assisted micro machining of glass

In this research, a new method for micro machining of 

glass was developed. The process is called spark-assisted 

micro machining (SAMM), which is a hybrid process of 

electrochemical discharge machining (ECDM) and me- 

chanical squeezing. ECDM is known as an effective method 

in micro machining of glass; however, the low material 

removal rate and the poor surface quality make it not 

become a common selection in micro machining of glass. 

In ECDM, glass material was removed by evaporation and 

etching of glass thanks to the heat from ECDM sparks. 

Therefore, the ECDM craters are always available on the 

machined structures. In the novel method, SAMM, the glass 

material is mainly removed by a mechanical squeezing 

process by which the surface quality is dramatically improved.

In SAMM process, ECDM sparks play a role as a heat source

which elevates the temperature of the local machining zone. 

The glass material at the local machining zone is softened.

The softened glass is, then, removed by squeezing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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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tool. 

In this paper, the mechanism of SAMM was investigated 

and machining conditions were studied by which suitable 

conditions were found. Many 2D and 3D structures such 

as micro channels, micro wall arrays, micro column array, 

micro towers and micro reservoirs were fabricated in Pyrex

glass to show the performance of the SAMM.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조 혜 성 2012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서 갑 양

국문 : 

영문 :

부분경화와 비젖음 방법을 통한 다차원, 다층 구조물과 고분자 스텐실

Multiscale, multilevel architectures and polymeric stencils by partial curing and dewetting method

이 학위논문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구멍을 갖는 부분 경화된 

고분자 박막이 자외선 경화재료의 부분 경화를 통한 자발적인 

디웨팅 과정을 통해 제시되었다. 이 박막들을 순차적으로 적층

하고 붙인 후에 레플리카 몰딩공정을 진행하게 되면, 4층 이상

의 다차원, 다층 고분자 구조물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계층

구조물을 몰드로 사용하여 디웨팅 공정을 진행하게 되면, 미세

한 구멍을 갖는 프리스탠딩한 고분자 박막을 마이크로미터 크

기의 지지구조물이 함께 부착된 형태로 견고하게 간단히 얻을 

수 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방 창 현 2012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서 갑 양

국문 : 

영문 :

자연모사 기반 멀티스케일 가역적 체결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Bio-inspired design and fabrication for multiscale reversible interlocking

본 논문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능성 미세 구조물에 대한 멀

티스케일 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체결형 건식 접착제 (인터락커: Interlocker)와 다기능 

유연 센서에 대한 공학적 설계와 제조방법을 제시한다. 즉, 딱

정벌레 날개 잠금 장치의 마이크로 구조물을 관찰하여 반데르 

발스 힘 (Van der Waals force)에 의한 가역적 (Reversibility)이

고 방향성 (Directionality)을 갖는 체결 (Interlocking)현상에 대

한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결합력의 크기를 예측해 제어하기 

위한 재료적, 구조적 모델링을 통해 자연의 기능을 초월하는 

체결형 건식 접착제와 초감도 다기능 유연 센서와 같은 초기능

성 응용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그 의미와 중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날개가 접힐 때는 몸체와 겉날개 

면의 미세 섬모 배열이 반데르 발스 힘에 의해 상호 접촉하면서 

안정적으로 결합하며, 날개를 펼칠 때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방향성을 갖고 섬모가 분리되는 (벗겨냄: Peeling off) 방식을 

가지는 딱정벌레의 날개 잠금 장치를 관찰하고, 여기에서 영감

을 받아 기존의 벨크로형 (Hook&Loop)의 체결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체결형 건식 접착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대면적 공정에 유리한 UV-경화성 폴리

우레탄 계열의 고분자를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마이크로/나

노 구조물을 제작하여, 동일한 형태의 상하 두 개의 접착부재를 

서로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멀티스케일 설계와 제조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접착력 테스트 결과 고종횡비 나노 구조물의 전단 

접착력은 최대 ~40 N/cm2으로 측정되었고, 이는 현존하는 

고분자 건식 접착제 중 최고의 수치에 해당된다. 또한 이러한

접착력 측정값들은 구조와 재료적 특성에 의존하는 미세 섬모

들 간의 힘들의 상호작용과 섬모의 결합 가능성에 기반을 둔 

간단한 수학적 모델과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논문은 이러한 가역적 체결장치의 예압 (프리로

드: Preload)에 의존한 전단 접착력의 강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상하 각각의 마이크로 및 나노 섬모들간의 접착되는 길이가 

프리로드 (0.1~10 N/cm2)에 의존함에 따라 전체 전단 접착력

과의 상관 관계를 모델링 하였다. 즉, 결합된 섬모들 간의 반데

르 발스 힘과 구조적 굽힘력 (Bending force)이 프리로드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이용하여, 섬모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전체

섬모의 밀도로부터 전단 접착력을 예측할 수 있음을 제시하

였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딱정벌레 날개 잠금 장치의 굽어 있는 

상하 미세 섬모간의 결합을 관찰하여, 비대칭적인 접착 특성을

가진 건식 체결형 접착제의 연구에 관해 기술하였다. 진공 상태

에서 대면적 이온빔 조사 (ion beam irradiation) 공정을 이용하

여 고종횡비의 마이크로 및 나노 구조물의 굽은 정도를 조절 

할 수 있으며, 최대 굽은각이 40o 이내인 다양한 마이크로 및 

나노 구조들을 제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굽은 구조의 나노 

섬모로부터 굽은 방향으로 당겼을 때 최대 ~60 N/cm2, 굽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당겼을 때 최소 ~20 N/cm2의 전단 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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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갖는 비대칭적이고 쌍방향성의 건식 체결형 접착제를 제

작할 수 있었으며, 당기는 방향에 따른 비대칭 이력이 ~3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간단한 이론적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고, 실험 결과를 잘 뒷받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반데르 발스 힘에 의한 미세 고분

자 섬모의 체결 현상을 기반으로 한 초감도의 유연한 피부 부착

형 센서를 개발하여 새로운 센서의 개념과 이를 통한 다양한 

응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기존에 보고된 피부 부착형 다기

능 센서는 나노스케일의 여러 층의 복잡한 패터닝 (Patterning) 

및 조합 (Assembly) 공정이 필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반

면, 본 논문의 다기능 피부접착 센서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나노

섬모 체결 현상을 통해 미세한 기계적 자극들 (압력, 전단, 뒤틀

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새롭고 효율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반데르 발스 힘에 의한 나노 구조물들 간의 기계

적 체결 구조를 기반으로 전기적 특성을 얻기 위해 나노섬모와 

기판에 백금 (플레티늄: platinum)을 나노스케일로 증착하였

고, 상하 나노섬모 간의 간단한 조합과 PDMS 

(polydimethylsiloxane)의 박막 실링 (Sealing)을 통해 센서를 

제작하였다. 또한, 금속 증착 시 간단히 마스킹 (Masking)을 

통하여 64개의 픽셀 (Pixel)들로 공간 분할이 가능함을 보여주

었다. 그 결과, 압력의 경우 최소 5 Pa의 매우 미세한 힘을 

감지할 수 있었으며, 표면 전단의 경우 최소 0.001N, 토션의 

경우 0.0002 Nm의 힘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힘의 변화

를 저항 변화값과 센서의 물리적 변형률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

링을 통해 G.F.(Gauge Factor)값을 분석함으로써 세 가지 각

기 다른 물리적인 힘을 구분해 낼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미세한 물리적 외력 (압력, 전단, 뒤틀림)에 의해 발생하는 전

기 저항의 선형적인 변화를 통해 미세 힘의 종류와 크기를 감지

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실용적 응용이 가능

함을 확인하기 위해 초소수성 표면이 코팅된 센서 위에서 20

μl의 물방울을5 cm 높이에서 떨어뜨려 운동에너지에 의해 발

생한 표면의 물리적인 힘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였으며, 더 나아

가 맥박을 잴 수 있는 손목에 센서를 접촉하여 운동 전후의 

맥박의 변화 및 혈관 압력의 차이를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정밀 기계적인 응용과 생체 신호를 관찰

하는 의공학 분야 및 인공 피부 기술로의 응용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승 년 2013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신 효 철

국문 : 

영문 :

비대칭 온도장을 적용한 사면체요소 기반의 사출성형 충전해석

A tetra mesh based simulation of the filling stage in injection moulding with the asymmetric temperature condition

Hele-Shaw 기반의 사출성형의 해석을 위해서는 두께정보가 

있는 평면의 모델이 필요한데 이를 중간면이라 한다. 과거에는 

3D 모델에서 중간면을 생성하려면 숙련된 기술자가 직접 작업

했다.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므로 중간면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이 연구되어 왔으며 현재 개발되어 사용중이다.

기존의 3D 모델의 정보에서 직접 중간면 생성이 가능한 솔버

는 유한요소법으로 짝요소기법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대칭 온도장을 확장하여 비대칭 온도장

으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용프로그램인 Moldflow 와 

실험을 이용하여 압력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섬증을 했다.

두께가 얇고 충전시간이 긴 제품을 사출할 경우 충전수지의

온도 하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기에 금형의 비대칭적인 

조건은 기존의 대칭해석과 달리 충전과정 중에도 두께에 따라 

중심이 치우쳐진 온도장이 나타나고 그로 인한 압력의 차이를 

본 논문의 솔버를 이용하여 비교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형 석 2013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 유 단

국문 : 

영문 :

연료소비와 이탈시간을 고려한 무인항공기 편대 재구성

UAV formation reconfiguration strategy considering fuel consumption and escape time

편대재구성의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편대구성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편대에 소속되는 무인기 자

원, 그리고 편대비행 시에 유지하는 특정 형태의 무인기간 상대

기하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편대구성을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편대재구성은 편대형태를 변형하는 전면적재구성과 

동일 편대기하에 대해 특정 무인기들의 점유위치를 교환/변경

하는 부분재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편대 내의 

특정 무인기에 고장이나 손실의 이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재구성의 이동궤적 최적화를 다루고 있다. 

부분재구성의 경우, 편대재구성은 고장이 발생한 무인기의 이

탈기동과 이탈 무인기를 대체하는 대체이동 등의 연쇄과정으

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탈기동 및 대체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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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적최적화 문제를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립

하였다. 고장무인기가 편대 내에 존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타 무인기와의 충돌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탈기

동의 궤적최적화 문제를 최소시간 문제로 정의하였으며, 재구

성과정 종료 후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연료를 최대화 할 수 있도

록 대체이동의 궤적최적화 문제를 최소연료문제로 정의하였

다. 이때 이탈기동 및 대체이동이 전체편대에 대해 상대적인 

움직임으로 묘사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편대기하에 고정

된 채 이동하는 편대좌표계를 정의하였다. 또한, 편대가 곡선

이 포함된 일반적인 궤적을 추종하는 경우에도 편대재구성의 

궤적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운동방정식을 유도하였다. 112 한

편, 편대재구성의 궤적생성에 관련하여 무인기간의 충돌방지

는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대 내에 

잔류하는 타무인기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태변수 제

한조건을 도입하였다. 또한, 편대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무인기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공간을 고고도, 저고

도, 편대평면 공간으로 구분하였고 이탈기동과 대체이동에 대

해 고유의 이동공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동공간분리 개념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탈 무인기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하여 편대 내의 개별 무인기에 대해 고유의 이탈평면을 지정하

여 다수의 무인기가 이탈할 경우의 충돌방지를 설계하였다. 

다양한 종말시간 조건을 적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한 대체이동

궤적들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체이동 연료소비량을 평

가지표로 제안하였으며, 기존 연구와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

여 그 결과를 대체이동 기준궤적인 3 단계 이동궤적의 최적화 

결과와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 의해 최적화된 이탈

기동 및 대체이동의 궤적이시간과 연료소비 측면에서 효율적

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윤   호 2013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기 창 돈

국문 : 

영문 :

항법위성의 다중고장을 고려한 위성항법 시스템 사용자 무결성 감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GNSS user integrity monitoring algorithm for simultaneous multiple satellite failures

GPS 현대화와 Galileo의 출현, GLONASS의 재개발이 진행됨

에 따라 사용자는 많은 수의 가시위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새로운 GNSS 위성들은 기존의 위성들에 비

해 향상된 신호 품질을 갖는다. 따라서 위성항법시스템 사용자

는 가시위성 수의 증가, 신호 품질의 향상 등으로 인해 향상된 

정확도 성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확도 성능 

향상은 사용자의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사용자 

무결성 감시 (Receiver Autonomous Integrity Monitoring, 

RAIM) 기법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응용분야보다 더 높은 성능

을 요구하는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존의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은 동시

에 두 개 이상의 위성에 고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가정 하에 

주어진 무결성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비교

적 큰 오차 허용범위를 갖는 수평 유도(Lateral Guidance)에는 

사용될 수 있지만, 수직 유도 (Vertical Guidance) 등 좀 더 높은 

성능 (수직오차 허용범위 15~35m)을 요구하는 항행 단계에서

는 사용될 수 없다. 기존의 수평 유도 항행 단계에서는 오차허

용범위가 크기 때문에 고장으로 취급되지 않던 고장이 수직 

유도 단계에서는 고장으로 취급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될 경우 

더 이상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 무결성 감시를 활용한 수

직 유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법위성의 다중 고장을 고려하

여야 한다. 또한 미래의 다중 GNSS 환경에서는 가시 위성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 다중 고장의 확률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

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

의 특성 및 한계를 비교, 분석하고 기존 방법들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새로운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먼저 단

일 고장 가정 하에 측정치 비정규 분포 오차를 고려한 반송파

위상 기반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두 번째로 

미래의 다중 GNSS 환경에 적합한, 다중 고장을 고려한 새로운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반송파 위상

기반 사용자 무결성 감시 기법은 GNSS 반송파 위상 측정치 

잡음을 Gaussian Mixture Model (GMM)로 모델링하여 기존의 

반송파 위상 기반 무결성 감시기법보다 향상된 고장 검출 성능

과 가용성 성능을 갖는다. 두 번째로 제안된 다중 고장을 고려

한 사용자 무결성 감시 알고리즘은 순차적 기법을 활용하여 

위성의 고장의 발생 형태에 관계없이 에러 벡터를 직접적으로 

추정하여 항법 위성의 고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제안

된 방법은 기존의 사용자 무결성 감시기법과 달리 고장 검출 

성능이 고장 위성의 조합, 위성의 기하학적 배치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중 고장 발생 시에도 단일 고장 발생 시와 동일한 

수준의 검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고장 위성의 식별이

용이하기 때문에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 계산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을 위해 기존의 

알고리즘과 성능을 비교한 결과 검출 성공률은 최대 50% 향상

되었고, Cat-I 가용성은 약 50% 정도 향상되었으며, 고장 검출 

및 식별에 소요된 계산시간은 1/5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GNSS 항법 사용자가 고장 검출 기법을 개선함

으로써 보다 높은 항법 성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은 미래의 다중 GNSS 환경에서 사용

자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법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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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한 재 영 2013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박 종 우

국문 :

영문 :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다중 작업 동작 프로그래밍 체계

(A) multitasking motion programming framework for humanoid robots

본 논문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상으로 로봇의 동작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언어, 자료구조, 아키텍쳐와 동역학 시

뮬레이션을 갖춘 체계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휴머노이드와 같

은 여러 자유도를 갖는 로봇의 동작 생성이 어렵고 또한 일회성

에 그쳐 재사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우선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작을 하드웨어의 기구학적인 구조

와 상관없이 표현할 수 있는 동작 어휘들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할 수 있는 추상적인 휴머노이드 모델 

및 자료구조를 고안하고, 추상 휴머노이드 모델을 대상으로 단

순 자유 동작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작을 표현할 

수 있다. 어휘들이 표현의 풍부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MTM

법(Method-Time Measurement System)과 라바노테이션

(Labanotation)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멀티태스킹을 표현할 수 있는 

로우레벨의 동작 기술 언어를 개발하였다. 기존의 동작 기술 

언어(Motion Description Language)의 한계를 해결하여 여러 

기본 제어기(primitive controller)의 중첩을 통해 다중 작업 및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제어기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본 제어기는 제어 법칙과 좌표변환사상, 그리고 제어 종료 

시점을 알려주는 함수로 구성되어있다. 기본 제어기에 우선순

위를 부여하여 이에 따라 다중 작업 및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하드웨어의 기구학적 구조에 대한 의존

성을 최소화 하여 다른 구조의 휴머노이드에 적은 노력으로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안된 어휘와 로우레벨 언어를 통하여 휴머노이

드 로봇의 동작을 프로그래밍하고 검증할 수 있는 통합된, 계층 

구조를 가진 소프트웨어 체계를 개발하였다. 하이 레벨 어휘를

로우 레벨 제어기로 해석하여 다중 작업 및 동작을 위한 제어기

를 구성하여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리

(Lie)그룹에 기반한 재귀 동역학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작성된 동작

을 동역학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아키텍처

를 개발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한 민 연 2013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한 민 연

국문 : 

영문 :

정보 기하학에 기반한 분할 및 보간 알고리즘: 뇌 화상 및 근 골격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론과 사례 연구

Segmentation and interpolation algorithms based on information geometry: theory and case studies from 

brain imaging to musculoskeletal simulation

본 논문에서는 다변수 정규분표에 대한 정보 기하학적 접근을 

통해 이 확률 분포를 휘어진 공간 상의 데이터로 정의하고 이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거리 계산과 여러 점 사이의 

보간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 공간 상에서의 

확산 텐서 이미지의 영상 분할 및 근육 변형이 방영된 근골격 

동역학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다.

먼저 확산 텐서 이미지의 영상 분할에서 기존의 클러스터링 

기반 분할 방법이 확산 텐서 사이의 유사도만 고려하거나, 확산 

텐서의 위치 정보를 임의로 반영한 것과 다르게 우리는 확산 

텐서를 다변수 정규분포 공간에서 펴서 정보 기반의 측지 거리

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영상 분할을 위해 두 다변수 정규분포 

사이의 최소측지거리를 계산하는 효율적이고 수치적으로 안정

적인 사격 방법과 그래프 기반의 효율적인 클러스터링 알고리

즘을 개발하였다. 실험 데이터와 실제 확산 텐서 이미지를 이용

한 광범위한 실험을 통해 우리의 방법이 기존 방법에 비해 보다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타당함을 보였다.

이 논문의 두번째 주제는 근육의 변형을 반영한 근 골격 동역

학 시뮬레이션이다. 기존 시뮬레이션 방법이 근육을 강체로 가

정한 반면, 우리는 근육의 질량 모델을 제안하였다. 근육의 질

량 행렬은 운동 에너지와 근육 자코비안을 통해 유도된다. 우리

는 각 근육의 변형을 부피가 보존되는 선형 변형으로 모델링하

였고, 이 모형이 다양한 근육 모양과 변형에 적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근육 모형을 통해 근골격 시스템의 정교한 동역학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반면, 상당량의 계산 비용이 필요하다. 

계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근사 동역학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오프라인 단계에서 추출된 질량 행렬

을 지나는P(n) 공간 상의 표면을 생성하였다. 질량 행렬을 보간

하기 위해 우리는 질량 행렬의 대칭과 양정치 성질을 만족하는 

3가지 거리 계량을 실험하였다. 온라인 계산 단계에서 근사된

질량 행렬은 제어점의 가중 평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생성

된다. 코리올리 힘 역시 질량 행렬의 편미분을 통해 간단히 구

할 수 있다. 우리의 근육 모형과 근사 동역학 방법을 이용하여

근육의 변형이 고려된 최적 동작 생성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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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준 석 2013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 종 암

국문 : 

영문 :

매개변수 기반의 민감도 해석을 적용한 와류 발생 장치 최적 설계

Adjoint-based design optimization of vortex generator for three-dimensional internal and external viscous flows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개변수

법 기반의 와류 발생 장치 설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항공기의 

많은 요소 중 S-형태 의 흡입구인 RAE M2129 S-덕트와 동체-

날개를 포함하는 항공기 외부 형상인 DLR-F6를 주요 고려 대

상으로 선택하였다. S-덕트의 경우 내부유동을, DLR-F6의 경

우 외부유동을 각각 고려해야 하며, 이는 서로 간에 다른 특성

을 보이므로, 두 경우에 대한 설계를 각각 수행하여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설계 연구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고려 부품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S-덕트 내부에 11개의 와류 발생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날개 윗전에 여러 개의 와류 발생 장치를 

개별적으로 설치하였다. 이 때, 설치된 와류 발생 장치의 최적 

위치 및 형상은 각각의 와류발생 장치를 독립적으로 고려할 

경우에만 선정 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유동 해석 및 설계 시 와류 발생 장치의 설치를 직접적으로 

고려할 경우 많은 계산시간이 소요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스

텀 모델 중 하나인 BAY 모델을 선정 및 적용하였다. 하지만 

BAY 모델은 와류 발생 장치가 극소량 이동하게 될 경우 그 모사

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후 설계에 적용될 민감도 

해석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분이 가능

한 BAY 모델을 개발 및 설계 연구에 적용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와류 발생 장치는 독립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하며, 

이는 많은 설계 변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귀결된다. 이러한 

제약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설계 변수의 개수와 계산 소요 

시간이 서로 독립적인 매개변수법을 활용하여 기울기 기반의 

설계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개발된 미분 가능한 BAY 모델

을 매개변수법에 적용하여 민감도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러

한 방식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설계방법이다. RAE 

M2129 설계 연구의 경우, 엔진 입구에서의 유동의 찌그러짐정

도(distortion)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설계중

에 전압력 손실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총 다섯 케이스의 

설계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제안된 설계 방법의 검

증, 최적화된 와류 발생 장치 획득, 개선된 성능 확인이 가능하

였다. 본 설계를 통하여 S-덕트 내부 유동이 대체로 균일해졌

으며, distortion 계수가 70% 이상 감소하였다.

DLR-F6 설계 연구의 경우, 항공기의 양항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파라메트릭 연구와 설계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총

아홉 케이스의파라메트릭 연구를 통하여 와류 발생 장치와 

junction 와류의 상관 관계 및 유동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설계

연구의 baseline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파라메트릭 연구를 통

해 설치된 와류 발생 장치는 DLR-F6의 성능이 2~4% 증가하

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와류 발생 장치의 설계수행을 통하

여 junction 와류의 크기와 세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최종적으로 5% 이상의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특히 항공기의 무게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추가 

부품 없이 이 끌어낸 결과이므로 더욱 의미가 크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정 광 섭 2013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조 맹 효

국문 : 

영문 :

분자동역학 전산모사를 이용한 질화갈륨 나노와이어의 열기계적 거동 해석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of the thermomechanical behavior of GaN nanowire

본 논문은 분자동역학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반도체 나노와이

어의 구조적 변형에 따른 기계적 거동과 열적 거동을 연동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질화갈륨 나노와이어는 고성능 반도체 재료로 고온 안정성, 

압전 효과 등의 특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는 

미래 소자이다. 특히 이러한 특성들을 활용한 유연한 소자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대변형을 고려한 기계적 거동과 열적 거동

을 연동하는 해석이 필수적이다. 질화갈륨, 산화아연 등의 반도

체 재료가 일반적인 환경에서 갖는 wurtzite (WZ) 구조는 외부 

하중의 작용 방향에 따라 다양한 구조로 변형하게 되고, 이러한 

상변이에 따라서 그 기계적 특성 및 열적 특성이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자동역학 전산모사 방법을 이용

하여 인장, 압축, 하중 제거, 굽힘 등의 다양한 변형에 따른 

질화갈륨 나노와이어의 기계적 거동 및 열적 거동을 해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해석 모델을 제시하였다.

나노와이어에 축방향으로 인장, 압축의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에는 준정적인 방법으로 나노와이어의 구조적 변형을 전산모사

하고 Green-Kubo 방법과 양자교정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변형

된 상태에서의 열전도율을 계산한다. 나노와이어에 인장 하중

이 작용하는 경우 초기의 WZ 구조에서 정방정계 구조로 바뀌는

상변이 현상이 나타나고, 열전도율은 변형에 따라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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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의 경우에는 상변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열전도율은 증가

한다. 이와 같은 변형률에 따른 열전도율의 변화는 포논의 감쇠

시간 변화에 의한 것이다. 인장에 의해 상변이가 나타난 나노와

이어에서 인장 하중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정방정계 구조에서 

본래의 WZ 구조로의 역상변이가 나타나며, 이 때 인장 시에는 

나타나지 않는 WZ 구조와 정방정계 구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중간단계를 거치게 된다. 중간단계에서는 같은 변형률일 때의 

WZ 구조에 비하여 열전도율이 낮은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나

노와이어의 단면 크기에 따라서 하중제거의 중간단계에서 WZ 

구조와 함께 반전 영역 경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결정 구조의 

차이는 나노와이어의 강성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른 포논 군속

도의 변화로 인하여 열전도율에 영향을 준다. 또한 이와 같은 

구조적 변형에 따른 열전도율의 변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측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전산모사의 결과로 나타난 나노

와이어의 기계적 거동을 바탕으로 하여 변형에 따른 열전도율

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제시된 모델은 Green-Kubo 방법과 비

교할 때, 계산 시간을 단축하면서 변형률 및 상변이 현상에 따

른 열적 거동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상온에서의 

결과와는 다르게 1495 K의 고온에서 인장하중이 작용하는 경

우에는 상변이 거동과 열전도율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 상

온일 때와는 다르게 상변이가 나타나면서 나노와이어의 표면의 

구조까지 내부의 구조와 같은 상변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로 변형에 따라 열전도율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나노와

이어에 굽힘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표면효과의 영향으로 

상변이의 양상이 축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와 다르게 나타

난다. 표면에서 작용하는 응력에 의하여 표면 층에 위치한 원자

들이 정방정계 구조로 변형되지만, 내부의 원자들은 상변이 현

상을 보이지 않고 본래의 WZ 구조를 유지한다. 굽힘 하중을 

제거하는 경우 축방향 변형의 경우와는 다르게 본래의 WZ 구조

로 회복되지 않으며, 처짐이 0이 되더라도 변형된 구조를 유지

한다. 이와 같은 상변이 현상의 결과로 TS-WZ 구조에서 축방

향 변형시에 나타나는 변형된 구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열전

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자동역학 전산모사를 이용한 해석 기법

은 나노와이어의 크기, 변형률, 결정 구조, 온도 등의 영향에 

따른 열적, 기계적 거동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

며, 기존의 방법들로는 전산 자원의 제약으로 인하여 어려웠던

문제들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나노구조물의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백 경 돈 2013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 민 수

국문 : 

영문 :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에서 막을 투과하는 기체 크로스오버 현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as crossover through the membrane in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ine cells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에는 주로 고분자 멤브레인이 이온 

교환막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멤브레인의 가장 중요한 기능

은 수소 이온을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달시켜 주는 역할이지만, 

연료전지에 공급되는 수소와 공기의 혼합을 방지하는 막의 역

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분자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멤브레인의 특성 때문에 수소 및 공기가 멤브레인을 통과

하여 투과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기체 크로스오

버” 현상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료전지에서 발생되는 수

소, 산소 및 질소 기체의 크로스오버 양을 질량분석기를 사용하

여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기체 크로스

오버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인자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의 온도, 가습량, 압력 및 멤브레인 두께를 변화시켜가

며 수소 크로스오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수소 크로스오버

는 연료전지의 주변 온도 및 공급되는 기체의 가습량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연료전지 공급 기체의 압력 

증가에 대해서도 선형적인 증가를 보였다. 실험 결과를 다중 

회귀 분석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주변 인자가 수소 크로

스오버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한 결과, 수소 크로스오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멤브레인 두께, 압력, 가습량, 온도 순서

로 분석이 되었다. 다음으로 연료전지 내부에서의 국소적인 수

소 크로스오버를 측정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한 양극측 분리판

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새롭게 제작한 분리판을 연료전지

에 적용하여 연료전지 채널 입구에서 출구까지 수소 크로스오

버가 국소적으로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수소 크로스오버는 연료전지 입구 영역에서 다량 발생함을 알 

수 있었고, 채널 출구 쪽으로 갈수록 수소 크로스오버가 발생하

는 양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국소적

인 수소 크로스오버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연료전

지에 공급되는 수소 기체 압력의 영향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연

료전지 내구성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 받고 있는 산소 크로스오

버 또한 기존 방법과는 다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새로운 방법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효과적인 산소 투과 계수 

값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음극의 물관리 및 내구성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산소크로스오버의 정확한 양을 제시하였다. 질

소 크로스오버 측정 또한 다양한 온도 및 가습 조건에서 수행을

하였다. 먼저 개회로 전압 조건에서 질소 크로스오버는 온도와

가습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질소 투과 

계수를 계산함으로써 수소 재순환 시스템에서의 질소 누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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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신 봉 수 2013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 호 영

국문 : 

영문 :

멀티 스케일 기능성 분리막의 초소수성 및 결정 석출에 관한 연구

Study of water repellency and crystal precipitation on multi-scale functionalized filtration membranes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분리막의 초소수성 확보를 위한 플라즈

마 공법을 제시하고, 이렇게 제작된 초소수성 기능성 분리막에

서의 유체거동 특성과 결정 석출의 차이, 담수화 모듈 제작을 

위한 3차원초소수성 구조에서의 액적 침투 등을 다루었다. 초

소수성 기능성 분리막 제작을 위하여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를 이용한 플라즈마 처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플라

즈마를 이용한 초소수성 표면 제작 방법은 기존의 리소그래피 

방법의 한계인 평면제작을 3차원 표면 제작으로 확장시켰으며 

공정 비용 및 공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다양한 폴리머에 적용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막증류 및 역

삼투에 사용되는 분리막에서 흔히 발생하는 결정 석출에 의한 

막기능 저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접촉각 이력이 높은 소수

성 분리막과 접촉각 이력이 매우 낮은 초소수성 분리막에서의 

소금 결정 석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리막의 소수성정도와

증발률에 따라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는 결정 석출 결과를 확인

하였으며, 질량보존 및 water potential 모델을 이용하여 결정

층의 두께를 예측하였다. 파티클 이미지 추적을 통해 결정 석출

시 특이점을 가시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초소수성 실린더 사이

로의 액적 침투 현상에 대해연구하였다. 초소수성 실린더 사이

로의 정적 액적 침투와 웨버수가 큰 경우의 동적 침투 현상을

구분하고, 스케일링을 통해 액적의 크기와 침투가 발생하는 실

린더 사이의 거리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체 확산

층 구조에 따른 멤브레인 단락 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체결압

력에 따른 연료전지 성능, 수소 크로스오버 및 개회로 전압을 

측정하였다. 기체 확산층 1번 구조(탄소 펠트)를 사용 하였을 

때 다른 기체 확산층 보다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

다. 기체 확산층 기재의 침투로 인한 수소 크로스오버 증가 또

한 기체 확산층 1번 구조를 사용 하였을 때 수소 크로스오버 

증가률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체 크로스오

버 실험 결과들은 연료전지 작동 중 고장 원인을 분석하는데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충 수 2013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안 성 훈

국문 : 

영문 :

나노입자 적층시스템과 집속이온빔을 이용한 나노스케일 3차원 인쇄 공정

Nanoscale 3D printing process using nano particle deposition system and focused ion beam

구조 및 시스템의 소형화 및 다종재료를 이용한 기능구조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마이크로/나노영역에서 3 차원 구조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에 대한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공정의 개발을 위하여 두 가지 기술적인 패러다임인 

3 차원 인쇄 및 하이브리드 개념을 도입하여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적층 및 

절삭에 사용될 수 있는 나노입자적층시스템 (NPDS) 및 집속이

온빔 (FIB) 공정을 통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존에 없는 나

노스케일 3 차원 인쇄공정 (Nanoscale 3D Printing Process)을 

개발하였다. 나노입자 적층시스템의 경우, 금속 (Sn)과 세라믹 

(TiO2 및 Al2O3) 입자를 이용하여 공정 변수 (이송속도 및 노즐

/기판 거리)에 따라 박막을 적층 특성을 파악하였다. 결과 

NPDS를 이용하여 나노 정밀도의 박막을 제작할 수 있음을 보

였다. 또한 제작된 3가지 재료의 박막에 대한 물리적 특성 (압

입강도/탄성계수/접착일/마이크로구조)을 평가하여 박막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집속이온빔의 경우 정밀하고 빠

른 프로파일 절삭을 위한 선 (line) 기반의 이온빔 주사제어 방

식을 점 (dot) 기반으로 개선하여 이온빔의 위치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점/선기반의 이온빔 주사방식에 따

른 공정변수 (주거시간 및 빔중첩)의 영향을 분석하여 점기반의 

이온빔 주사 방식이 효율 및 정밀도가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점기반 이온빔 제어를 이용하여 오프셋, 스파이럴 등의 가공형

상에 맞는 새로운 이온빔 가공경로를 생성하였으며 이를 적용

한 집속이온빔 프로파일 절삭할 시 가공형상의 정밀도/정확도

가 개선됨을 보였다. 나노입자 적층시스템과 집속이온빔 공정

을 통합하여 다종재료로 구성된 2~3차원 나노구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통합공정을 통하여 

제작된 박막 (Sn, TiO2 및 Al2O3)의 표면/계면에 대한 마이크

로구조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금속 입자 및 세라믹 입자를 이용

한 NPDS 적층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공정 

중 집속이온빔 공정을 형상기억합금에 적용하여 나노 구동기를 

제작하는 예를 보였으며 이의 나노구동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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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검증하였다. 또한 형상기억합금과 같은 지능재료에 나노입

자 적층이 가능함으로 선보였다.

결론적으로 다종재료를 이용한 3차원 나노구조의 제작을 위

하여 새로운 공정 및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졌다. 개발된 공정을 

이용하여 다종재료 3차원 나노구조를 정밀/정확하게 제작하는 

기본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본적인 가공공정에 대한 연구

를 통하여 본 논문에 서 개발된 통합 공정이 나노스케일 3차원 

인쇄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보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성 태 종 2013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 종 원

국문 : 

영문 :

메조 스케일 증기 압축 냉동 시스템 개발 및 제어

Development and control of a meso-scale vapor compression refrigeration system

본 논문은 메조 스케일 증기 압축 냉동 시스템의 개발과 제어

에 대해 다룬다. 메조 스케일 냉동 방식으로 증기 압축 냉동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 효율이 높으나 메조 스케일 압축기를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압축비 3과 흡입유량 8 

lpm 을 가지는 메조 스케일 로터리 베인 압축기를 개발하여 

메조 스케일 증기 압축 냉동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또한 마이크

로 채널 증발기를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설계 변수 최적화를 

통해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팽창 노즐 또한 실험 계획법을 이용

하여 증발기 출구 과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즐 직경을

설계하였고, 층류 막 응축식을 통해 목표 열 방출량을 가지는

응축기를 설계하였다. 각각의 부품을 결합하여 증기 압축 냉동

시스템을 제작하고 실험하여, 냉각부하 80W에 대해 열원의 온

도를 46℃이내로 유지하며, 2.15의 성적계수를 가지는 냉동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냉동 시스템의 제어를 위해 블랙

박스 모델을 이용하여 동작 조건에 따라 시스템의 모델을 식별

을 수행하였다. 식별된 모델에 대해 PI 제어기와 강인제어기를

설계하여 실험으로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단순한 구조를 가진

PI 제어기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종 규 2013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윤 영 빈

국문 : 

영문 :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용 기체-액체 분사기의 고압환경에서의 분무구조

Spray structures in high pressure environment of gas-centered swirl coaxial injector for staged 

combustion cycle engines

케로신과 액체산소를 사용하는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용 연소

기에 적용하는 기체-액체 분사기의 분무특성을 연구하였다. 기

본 연구로 우주발사체의 상단 엔진에 사용 가능한 추력 9톤급

의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용 연소기의 개념설계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로부터 본 연소기에 적용하는 다양한 리세스 길이를 

갖는 기체-액체 분사기를 설계하였다. 

리세스 길이와 모멘텀 플럭스 비가 기체-액체 분사기의 분무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상압 및 고압 환경조건에서의 수류시험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송 기 영 2013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주 종 남

국문 : 

영문 :

스트립 전극을 이용한 방전가공

Development of strip EDM

본 연구에서는 방전가공 시 발생하는 전극마모 문제를 해결하

고자 스트립 전극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방전가공

에서 발생하는 전극마모는 가공품의 형상정밀도를 저하시키고 

오차 보정을 위해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하게 되어 생산성 측면

에서 비용을 증가시킨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다룬 스트립 전극

을 이용한 방전가공은 전극마모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

므로 앞에서 언급한 전극마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스트립 전극은 가공 중에 와이어 방전가공에서의 와이어 전극

처럼 연속적으로 가공 간극에 공급된다. 이 때 얇은 스트립은 

전극 가이드 위를 미끄러져 이동 한다. 전극가이드는 일반적인

방전가공에서의 블록 전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스트립 전극은 

전극의 표면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가공은 전극마모

가 발생하지 않는 블록 전극과 같이 작용한다. 이와 같은 원리

를 이용하여 가공 시스템이 구성되었으며 방전 밀링, 터닝, V그

루빙에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가공 실험을 바탕으로 스트

립 전극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상이 스테인레스 스틸 공작물에 

가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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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액체 연료와 기체 산화제는 

각각 물과 기체 질소로 상사하였다. 

수류시험을 통한 기체-액체 분사기의 분무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멘텀 플럭스 비, 밀도비, 혼합비 등을 실제 연소 

조건과 상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상압 수류시험 조건에서는 

기체 질소의 유속과 모멘텀 플럭스 비를 실제 연소 조건과 동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상압조건에서는 기체 질소의 낮은 밀도로 

인해 모멘텀 플럭스 비를 실제 연소 조건과 동일하게 상사시키

면 액체의 유속이 매우 낮거나 혹은 기체의 속도가 매우 커져야 

한다. 그러므로 모멘텀 플럭스 비를 상사시키는 기체-액체 분

사기 수류시험은 고압 환경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고압 

챔버의 배압을 조절함으로써 기체와 액체의 모멘텀 플러스 비, 

밀도비, 속도비 등을 실제 연소 조건과 유사하게 상사시켰다. 

수류시험 결과 액체만 분사되었을 때 넓게 퍼지는 분무 형상이 

기체와 동시에 분사되었을 때 제트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리

세스 길이가 긴 분사기의 경우 기체와 액체가 리세스 구역에서 

충돌하면서 액체의 와류 모멘텀이 중앙의 기체 유속에 의해 

감소하였고, 리세스 길이가 짧은 분사기의 경우 리세스 구역에

서 기체와 액체가 충분한 혼합을 이루지 못하고 분사기 밖으로 

분무되었다. 리세스 길이가 짧은 분사기의 경우 리세스 길이가

긴 분사기의 분무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갖기 위해서는 더 큰 

모멘텀 플럭스 비가 필요하였다. 모멘텀 플럭스 비에 따른 분무 

축소비를 통해 내부 및 외부 혼합을 결정하는 임계 모멘텀 플럭

스 비와 리세스 길이와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모멘텀

플럭스 비와 리세스 길이에 따른 분무구조와 리세스 영역안에

서 액막과 기체의 상호 영향을 정성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상용 

CFD 코드를 이용, 이상(two-phase) 유동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 계산을 통한 분무구조는 고압 환경 조건에서

의 시험 결과를 비교적 잘 예측하였다. 낮은 모멘텀 플럭스 비

조건에서 분사기 내부의 액막은 큰 교란 없이 빠져 나와 분사기

출구에서 분무각을 가지며 분무되고, 모멘텀 플럭스 비가 증가

함에 따라 재순환 흐름과 같은 큰 스케일의 난류 유동 구조가

액막을 교란시키고 분사기 내부에서 액막의 미립화가 증가하였

고, 노즐 출구에서 액체의 와류 강도가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서 근 찬 2013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 종 원

국문 : 

영문 :

로프 등강기를 구비한 외벽 등반로봇 플랫폼(ROPE RIDE) 개발

Development of a wall climbing robot platform (ROPE RIDE) with a rope ascender

본 논문에서는 가반하중(payload)을 싣고 로프를 타고 다양

한 재질과 형상으로 구성된 벽면을 등반할 수 있는 로봇 플랫폼

(ROPE RIDE: RObot Platform Enabling Rope access In 

Dangerous Environment) 개발을 다루었다. 로봇 플랫폼-가반

하중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외란과 다양한 벽면 재질 및 정형

화되지 않은 형상의 장애물 승월에 따라 로봇에 가해지는 외란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나 영 호 2013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신 상 준

국문 : 

영문 :

기하학적 비선형성을 고려한 조종면이 있는 복잡한 날개의 부구조물을 이용한 등가평판 접근법

Sub-structured equivalent plate approach of complex wings with a control surface considering 

geometrical nonlinearity 

본 논문에서는 조종면이 있는 3차원 복합재료 날개를 효과적

으로 해석 가능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다. 문제의 크기와 

계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적용되었

다. 첫 번째는 등가평판 해석이고, 두 번째는 확장된 구분모드 

합성법이다. 등가평판 접근법은 스킨, 스파, 리브로 구성되어 

있는 반모노코크 형상의 주날개와 속이 얇은 조종면을 등가의 

평판으로 모델링 하는데 사용되었다. 확장된 구분 모드 합성법

은 비틀림 스프링으로 연결된 주날개와 조종면의 연결을 모델

링 하는데 사용되었다. 해석 결과는 MSC/NASTRAN으로부터 

얻은 결과와 비교하여, 해석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압전 하중을 받는 이방성 평판의 1차

전단 변형 이론이다. 본 문제를 풀기 위해 유한요소법이 적용되

었고, von Karmn 비선형 변형율-변위 관계식이 사용되었다. 

다양한 날개의 진동해석과 비틀림 스프링으로 연결된 외팔보 

평판이 해석되었다. 일련의 결과들을 MSC/NASTRAN을 이용

한 결과와 비교하였고, 개발된 등가평판 접근법과 확장된 구분

모드 합성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용 공력 프

로그램인 ZAERO와 등가평판 모델을 이용하여 플러터 해석을 

수행하였다. 예측된 결과는 플러터 속도와 주파수에 대하여 적

절한 정확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록에서는 MATLAB 유

전자 알고리즘 툴 박스를 이용하여 능동형 비틀림 날개의 최적

화를 수행하여 등가평판 접근법의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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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효과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로봇 플랫폼의 

설계를 제시하였으며, 외란에 의한 로봇 플랫폼의 안정성을 정

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안정성 척도(stability measure)를 제

시하고 안정성 해석(stability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설계의 

타당성을 보이기위해 ROPE RIDE의 시작품이 제작 되었으며 

가반하중의 예로서 빌딩 외벽 유리를 청소할 수 있는 청소유닛

이 제작되어 탑재 되었다. 청소유닛은 임피던스 제어와 적응제

어 기법을 이용한 제어기 설계를 통해 벽면에 일정한 힘으로 

접촉하며 벽면을 청소하도록 하였다. 힘 제어를 위한 새로운 

적응 제어기가 설계 되었으며, 제어기의 안정성을 증명하고 실

험을 통해 외란에 대한 힘 제어 성능을 검증 하였다. ROPE 

RIDE는 로프 등강기를 이용한 수직 이동, 프로펠러 추력기를 

이용한 흡착, 삼각트랙을 이용한 장애물 승월 메커니즘이 조합

된 새로운 구조를 이용하여 로프가 고정된 벽면에서 탑재된 

가반하중에 따라 다양한 작업에 활용될 수 있다. ROPE RIDE의

크기와 무게는 957mm ×1500mm × 758mm (폭 ×길이 ×높

이), 75kgf 이고, 최대 등반 속도는 15m/min이며, 최대 20kgf 

이내의 가반하중을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유리, 콘크

리트 등 다양한 재질로 구성된 벽면을 등반하는 것이 가능하였

으며, 높이편차 100mm 이내의 장애물을 넘어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용 련 2013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정 인 석

국문 : 

영문 :

관내 고압수소 급속 방출에 따른 자발점화현상 유동가시화 연구

A flow visualization study on self-ignition of high pressure hydrogen gas released into a tube

수소는 차세대의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소자동차와 연료전지

의 연료라고 여겨지고 있다. 수소의 가연범위는 여타 연료들보

다 넓기 때문에 수소누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급방

안 마련이 지상수송용 차량적용에 중요하게 된다. 액체수소가

단위체적당 에너지를 많기는 하지만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기화장치와 단열장치 등이 필요하다. 수소가스를 700기압까지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변 완 일 2013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 용 협

국문 : 

영문 :

다중 프론탈 해법 기반의 고유치 해석 솔버 병렬 성능 개선 연구

Enhancement of parallel performance of structural eigensolver based on multifrontal method

컴퓨터 그래픽 하드웨어의 발달과 3차원 설계 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복잡한 형상의 구조물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이 개발되

고 있다. 이러한 모델의 수치 해석을 위해서는 많은 계산 비용

과 메모리 용량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병렬 계산이 가능

한 고성능의 유한요소 해석 솔버인 IPSAP이 개발되었다. 이 

솔버는 응력 해석 모듈, 진동 해석 모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고유 진동수(고유치)와 모드 형상(고유벡터)을 계산

하는 진동 해석(모드 해석) 모듈의 경우, 특히 수백개 이상 대량

의 고유치를 추출하는 문제의 신속한 해석을 위해서는 많은 

메모리 용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전히 다수의 계산 노드들로 

구성한 병렬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산 

메모리 병렬 계산 환경에서의 고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계산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성능 개선 대상의 고유치 해법은 병렬 계산에 유리한 블록 

Lanczos 해법이며, 고성능 직접 선형 해법인 병렬 다중 프론탈 

해법이 행렬 분해 과정과 삼각 시스템 연산 과정에서의 효율적

이고 안정적인 계산을 위하여 연동되었다. Lanczos 해법을 사

용하여 유한요소 구조물의 고유치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계산 시간이 요구되는 부분은 유한요소 모델의 자유도 

크기와 해석 솔버의 반복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

로 삼각 시스템 연산에서의 전방 소거 및 후방 대입 과정, 행렬

에 대한 Cholesky 분해 과정, 재직교화 과정 순서이다. 본 논문

에서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계산 노드들간의 병렬 계산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하여 이러한 고유치 해석 과정에서의 데이터 통신

량을 줄이고 응답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

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병렬 성능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Lanczos 벡터에 분산 기법을

적용하여 질량 행렬 곱셈 수행에서의 통신량을 감소시켰고, 두

번째는 행렬 곱셈 라이브러리인 PLASC 내부 서브루틴들 각각

의 통신 전송 방법을 설정하는 전송 위상 조합을 최적화하여 

원활한 통신 흐름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는 프론탈 역행

렬 계산에 의한 PLASC 서브루틴의 데이터를 독립화하여 LCM

컨셉을 적용 삼각 시스템 연산 과정의 응답 대기 시간을 감소시

켰다. 그리고 네 번째는 Cholesky 분해 과정에서 행렬 연산에 

관여하는 서브루틴 함수들을 압축하여 통신량을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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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저장하여 수송할 수 있다면, 액체수소와 필적하는 효

용성을 가질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소가스를 고압상태로 저장

할 수 있는 용기사용이 극저온 액화수소 보다 그 효용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압수소가 순간적으로 누출될 때, 원인

이 불명확한 수소의 자발점화가 보고되어 왔다.튜브를 통한 고

압수소 누출에서 자발점화를 규명하기 위한 수치해석적인 연구

들에서만 자발점화과정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점화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으로 점화발생 지역에 대한 유동가

시화 연구는 거의 수행되어 있지 않았다. 본 논문은 튜브내의 

유동장에 대한 가시화 연구를 통하여 자발점화 기저를 조사하

고자 하는 것이다. 즉 초기 점화과정이 어떻게 발생되며 화염전

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유동가시화

에 추가하여 튜브내부의 압력측정과 점화, 연소 빛을 측정하여 

유동가시화 촬영결과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실험결과를 통하

여 초기에 혼합영역의 경계층에서 점화가 발생됨을 보였으며,

화염은 혼합영역의 전방중심으로 전파되며 동시에 혼합영역의

경계층을 따라 혼합영역이 끝나는 영역까지 전파되는 것 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로부터 자발점화는 충격파와 혼

합영역과 상호 작용에 의한 복잡한 혼합유동에 의해 발생된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의 파단압력을 가한 실

험 결과분석을 통해 경계층 유동장에 서의 자발점화에 필요한 

임계 정압력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파단막을 구속하는 직경

과 수소를 유도하기 위한 노즐형상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파단막의 파손되어 열리는 시간과 고압환

경에서 변형된 상태로 파단막 단면적에 인가되는 고압수소 압

력에너지 또한 자발점화에 주요인자라고 판단되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승 민 2013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이 수 갑

국문 : 

영문 :

동축 반전 로터의 공력 성능 및 소음 특성에 관한 수치 해석적 연구

(A) numerical study on the aerodynamic and acoustic characteristics of a coaxial rotor

본 연구는 회전익 항공기의 로터 형식 중 하나인 동축 반전 

로터의 공력 성능 및 소음 특성에 관한 수치 해석적 연구이다. 

동축 반전 로터는 하나의 축에 두 개의 로터가 서로 반대 방향으

로 회전하는 로터 형식으로 일반적인 단일 로터 형식의 회전익 

항공기가 갖기 어려운 다양한 목적을 위한 대안적인 개념의 

하나로서 제안되어 왔다. 특히 최근 회전익 항공기의 고속화, 

고양력화 경향과 더불어 소형 무인항공기 개발에 대한 요구 

등으로 동축 반전 로터가 재조명 됨에 따라 동축 반전 로터의 

다양한 운용 조건에 대한 공력 성능 특성과 비정상 하중 및 

이로 인한 소음 특성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축 반전 로터의 공력 성능 및 소음 특성 해석

을 위한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수치 해석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제자리 비행과 전진 비행 등의 다양한 조건에 

대한 동축 반전 로터의 공력 성능 및 소음 특성 해석을 수행하였

다. 동축 반전 로터의 다양한 운용 조건에 대한 복잡한 유동 

현상 해석과 상·하부 로터의 상호 간섭 해석이 가능한 동시에 

낮은 계산 비용으로 효율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자유 후류 

와류격자 기법을 기반으로 한 수치해석 기법을 개발하였다. 개

발된 수치 해석 기법의 신뢰성을 폭넓게 검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축 반전 로터의 제자리 비행과 전진 비행 등의 다양

한 조건에 대한 공력 성능 및 소음 특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동축 반전 로터의 제자리 비행에 대한 공력 성능 및 소음 특성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동축 반전 로터의 

토크 평형 조건을 위해 상·하부 로터 간섭에 따라 하부 로터 

피치각이 상부 로터보다 커야 하며 이러한 토크 평형 조건은 

토크에 대한 추력의 비를 최대로 하는 조건의 하나이다. 상·하

부 로터 간격 변화에 따라 전체 추력 및 토크에는 변화가 없지만 

상·하부 로터의 추력 비가 달라지며 상·하부 로터 간격이 고정

된다면 전체 추력의 변화에 관계없이 추력 비가 일정하게 유지

된다. 추력이 높아질수록 단일 로터와 비교하여 높은 공력 성능

을 보이며 상부 로터의 후류는 단일 로터보다 더욱 빠르게 대류,

수축되고 하부 로터는 반대의 경향을 갖는다. 상·하부 로터 간

섭에 의한 주기적인 비정상 하중 발생으로 로터 회전 축 방향으

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음도를 나타내며 위치에 따른 음압의 

위상 차 변화로 제자리 비행 시 로터 회전 평면에서도 방위각에

따라 소음도가 달라지는 소음 특성을 갖는다. 

동축 반전 로터의 전진 비행에 대한 공력 성능 및 소음 특성

해석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전진 속도에

따른 동력 변화 경향은 일반적인 단일 로터와 유사하지만 낮은 

전진 속도에서는 단일 로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동력 성능

을 보인다. 전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하부 로터 간 간섭이 

감소하여 개별적인 단일 로터와 같이 운영되고 이에 따라 단일 

로터와의 동력 변화에서의 차이가 감소한다. 상·하부 로터의 

대칭적인 롤링 모멘트를 크게 적용할수록 방위각에 따른 피치

각 변화와 최대 피치각이 감소하고 적절한 대칭적인 롤링 모멘

트 적용을 통해 전진 비행에서의 동력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

며 전진비가 높을수록 그 영향이 커진다. 단일 로터와 달리 수

평 전진 비행에서도 상부 로터에서 발생한 와류에 의한 하부 

로터에서의 블레이드-와류 간섭이 발생하며 상·하부 로터 위상

각 차를 통해 전진 비행에서 발생하는 전면부의 높은 소음뿐만 

아니라 하부 로터에서 발생하는 블레이드-와류 간섭 소음도 

제어할 수 있다. 하강 전진 비행 시의 블레이드-와류 간섭 소음

은 단일 로터와 달리 전진부와 후퇴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대칭

적인 방사 형태를 나타내며 그 크기도 줄어드는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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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명 섭 2013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안 성 훈

국문 : 

영문 :

하이브리드 나노복합재료의 방음과 전자파차폐 효과

Effect of hybrid nanocomposites on soundproofing and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shielding

최근 각 국가에서는 친환경 정책 추진과 고유가 정책 수립을 

위해서 새로운 재료의 연구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

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

면서 연비향상과 CO2 가스의 저감을 위해서 차량 중량을 감소

시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최대 관심사이다. 이를 위해서 신소재 

방음 재료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신소재 방음 재료는 

나노필러와 폴리머 매트릭스를 혼합한 나노 복합재료 응용 기

술이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노필러를 혼합한 폴리머 복합재를 

제작하여 재료간 시너지 효과를 통한 방음과 전자파차폐 성능

이 우수한 최적의 나노필러를 연구하였다. 또한, 다양한 최신 

분야에서 응용하기 위해 방음과 전자파차폐 성능이 동시에 구

현되는 재료와 구성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첫째로 나노복합재료를 제작하기 위하여 Solution 

blending method를 이용하여 재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켰으

며 이를 통해 방음과 전자파차폐 성능이 우수한 복합재의 제작

이 가능해졌다.

두번째 방음성능 실험에선느 기존 PP와의 방음 성능을 비교

하기 위해서 PP/Talc, PP/CNT, PP/Clay와 PP/Clay/CNT 복합

재료를 제작하여 방음 성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PP에 필러를 

첨가한 시편 모두 순수 PP보다 방음 성능이 좋았다. 그래서 최종

적으로 방음 성능이 우수한 재료들은 PP/4.8wt Clay/0.5wt% 

CNT>PP6.5wt Clay>PP/0.7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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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용 재 2013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조 규 진

국문 : 

영문 :

유연성을 이용한 생체모사 로봇물고기의 추력 최대화

Maximizing the thrust of a bio-inspired robotic fish with compliance

지느러미의 유연성이 수중생물의 반복운동하는 움직임을 모

사한 수중체의 추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연한 지느러미

를 이용하여 로봇 물고기를 설계하고자 한다면, 추력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지느러미의 유연성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유연한 지느러미 구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대 

추력을 발생하기 위한 간단한 조건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지느러미가 사인파의 모양으로 반복 구동할 때, 이 지느러미 

또한 사인파 형상으로 구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

이한 지느러미의 기하학적인 움직임에 착안하여 지느러미가 

움직이는 각도와 이에 따라 지느러미가 구부러지는 각도를 사

인 주기함수로 나타내고 두 각도 함수의 위상차를 정의하여 

이 위상차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력과 

이 위상차 사이의 관계를 실험을 통하여 관찰한 결과 주파수가 

고정되고, 유속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 추력이 지느러미의 강성

변화에 따라 위상차가 약 π/2인 경우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 half-pi phase delay 조건은 다른 형상의 지느러미(서

로 다른 가로세로비를 가진 네 가지 꼬리 지느러미)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최대 추력을 위한 최적 유연성을 찾는 

조건은 돌고래의 움직임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생물

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최대 추력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서는 구동부의 유연성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변강성 구조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작고 간단하며 쉽게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가변 

강성 구조를 고안하였다. 이 가변 강성 구조는 줄을 당김으로써 

강성이 변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가변 강성 구조는 척

추 형상에서 영감을 얻어 이와 비슷하게 구성하여 강성 구조와 

연성 구조를 교차로 배열하여 이를 직렬로 붙인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연성 구조를 압축

함으로써 강성이 변화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줄을 이 구조

한 쪽 끝에 고정을 하고 이를 당김으로써 압축힘을 전달하는 

방법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가변 강성 구조체는 cylindrical 

isolation 베어링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한 바 가장 유연한 상태와 가장 단단한 상태 

본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단일 로터와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 

동축 반전 로터의 다양한 조건에서의 공력 성능 및 소음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한 동축 반전 로터 특성에 관

한 폭넓은 이해는 이후 고속·고양력 회전익 항공기 및 소형 무인

항공기 개발 등에 적용되는 동축 반전 로터의 개발에 있어서 

진행될 공력 및 소음 설계 등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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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강성의 차이가 약 50배 정도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가변 강성 구조는 마치 로봇 물고기의 구동부에 가변 

강성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추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연성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가변 강성 구조의 효과와 half-pi phase delay 

조건의 유용성을 적용하여 최대 추력을 발생하는 로봇 물고기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로봇 물고기를

설계할 경우에 보다 적절한 유연성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가변 강성 구조를 이용하면 이러한 유

연성을 실제 시스템에 쉽고 간단하게 적용하고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최 성 웅 2013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이 우 일

국문 : 

영문 :

다공성 매질을 통한 극저온 액체의 유동과 열적 특성에 대한 연구

Numerical and experimental study on flow and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cryogenic liquid in porous media

본 연구에서는, 극저온 액체가 누수, 누출이 되었다는 가정 

하에 다공성 매질 내부에서 극저온 유체의 거동과 열전달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를 LNG 선에 적용하여 저장고 내부의 단

열벽이 파괴되었을 때의 열적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이 논문의 

논점이다. 다공성매질 내부 유체의 거동에 대한 연구는 투과성 

계수(permeability)가 유체유동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열 물

성치에 대한 연구 또한 극저온 유체의 유동현상을 관찰하기 

위한 중요 변수 중 하나이다. 다양한 벌크 밀도를 가지는 유리

솜에 대한 열 물성값을 상온에서 극저온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

았고, 유동특성 분석을 위한 투과성 계수를 다양한 주입압력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다공성 매질 내부의 유동을 결정하는 변

수인 투과성 계수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벌크 밀도에서 밀도가 

작을수록, 주입 유량이 증가할수록 유효 flow passage가 증가

하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열 물성치인 열전도도 측정 

실험에서는 벌크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기 함유량이 작아져

서 열전도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측정 물성치를 바탕으

로 사각 실린더와 사각 덕트 실험을 수행한 결과, 사각 기둥 

실린더를 통한 극저온 유체의 거동에서는 벌크 밀도가 커질수

록 압력 그래프가 위치에 따라 비선형성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통과하는 유체의 유량 차와 유리솜 내부구조

에 기인한 물성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었다.

사각 덕트를 통한 유체의 거동에 대한 실험에서는 두 번째 센서

에 감지되는 압력 값의 차이와 주입 압력이 증가함에 따른 압력

구배 절대 값의 증가율이 커지는 것은 센서 사이의 유체의 상태

에 따른 현상이고 유효 flow passage의 차이로 기인한 현상이

었다. 전산 해석 시뮬레이션 을 실험결과와 검증, 비교하기 위

하여 수행하였고 주입 압력 부분에서의 압력손실과 기화로 인

한 실제 압력손실에 따른 차이 값이 발생한 점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시뮬레이션

코드를 이용하여 LNG 누수현상에 대해 다양한 parametric 

study를 수행하였다. 2mm의 직경 면적을 가지는 손상 면적에 

대해서는 열적 안정성을 보여주었으나, 5mm 이상에서는 연성

취성 온도에 도달하는 부분이 존재하였고 침투 깊이가 LNG 

주입 압력에 따라 달라졌으나, 최대 30% 이상의 침투 깊이를넘

지 못하였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Doan Nam Thai 2013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박 희 재

국문 : 

영문 :

글래스 패널 검사를 위한 고속 서브스테핑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재구성 기술 개발

(A) fast super-resolution image reconstruction using a high-speed substepping system for glass panel inspection

디스플레이 및 모바일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유리 기판 공정은 

근래 급속한 발전을 겪었으며, 이를 위한 정밀 측정 기술 역시 

대형 기판 환경에서 미소 길이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측정은 높은 배율의 대물렌즈를 사용하여 수행되

어왔으나, 높은 배율에 수반되는 짧은 초점 거리는 측정 중 측

정 대상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한 자동화 공정의 주된 걸림돌로 

작용되어 왔다. 그 뿐 아니라, 높은 배율의 대물렌즈는 더 긴 

노출 시간을 필요로 하여 노이즈로 인한 영상 질 하락을 가져왔

다. 이러한 문제는 저 배율의 대물 렌즈가 대형 기판의 미소 

길이 측정에 주로 사용되는 이유가 되어왔으나, 실제 측정 환경

에서 저 배율로 얻어진 영상을 통한 미소 형상의 CD(critical 

dimension) 측정은 그 배율에 의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리 기판의 CD 측정을 위하여 서브 

스테핑(sub-stepping) 기술을 사용하여 연속한 저 해상도 영상

을 획득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속된 영상은 카메라

센서의 정상 픽셀 크기보다 작은 스텝 간격으로 카메라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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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며 얻어지며, 본 연구는 이러한 고속 서브 스테핑을 위한 

하드웨어와 컨트롤러를 포함한다. 그 구동부에는 보이스 코일 

구동기, 리니어 베어링, 광학 엔코더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시스템이 매우 소형화되어 빠른 셋업이 가능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카메라 링크 카메라부터 비디오 카메라에 이

르는 다종의 카메라 시스템에 대응 가능하며, DSP를 사용한 

컨트롤러는 다른 방식에 비하여 더 고속의 동작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 엣지 기반 이미지 등록(IR) 알고리즘을 

통하여, 각각의 서브 픽셀 정밀도의 정보를 전체 크기 이미지에 

등록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체 픽셀 

수의 5-10%를 사용하는 것 만으로, 반복 작업 없이 IR이 가능

함을 보였으며, 그 결과 기존 방식보다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더하여 가중치 연산 방법을 도입하

여, 고속/고신뢰도의 엣지 기반 이미지 보간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이 엣지 기반 보간법은 CD 측정에 중요한 엣지 정보를 

고품질로 추출하는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CD 측정

에 있어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검색 경로 단축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새로운 검색 경로 단축 방법은 영상 획득 시간

을 대폭 단축 시켜, 전체 처리 시간의 30% 절감 효과를 보였다. 

이를 적용한 실험 결과는 상기 제안된 방법들이 충분한 CD 측

정 성능에서 훨씬 더 빠른 처리 시간과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영상에 대한 고속 엣지 보호 및 

이미지 복원 알고리즘을 1축 서브 스테핑 만으로 구현하는 방

식을 제시하였다. 광학적 영상이 디지탈 신호로 바뀌는 과정에

서는 손실이 존재하나,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축 서브 스테핑

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엣지에 기반한 보간 알고리즘은

2장의 이미지에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음을 보였으

며, 이 알고리즘은 멀티코어 CPU 시스템에서 구현되었다. 그

결과 40 ms 에 640 x 480 크기의 영상의 처리를 완료할 수 

있었으며, 이 실험 결과는 매우 고속으로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엣지 복원을 이뤄낼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심 형 석 2013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 규 홍

국문 : 

영문 :

파편 재진입 생존성 분석을 고려한 우주발사체 상단의 비행안전 분석

Flight safety analyses on the upper stage of a space launch vehicle with survivability analyses of debris 

reentering the earth’s atmosphere

본 연구의 핵심은 큰 속도로 비행하는 우주발사체가 실패하는 

경우의 정확한 지상 인명피해 분석을 위해 파편 대기 재진입 

생존성을 고려한 비행안전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주발사

체의 비행안전 분석은 비행 실패를 가정한 파편 낙하 시뮬레이

션, 지상 낙하 영역 분석, 파편 피해면적과 인구 분포를 이용한 

예상 인명피해 추정의 과정으로 수행된다. 우주발사체가 큰 속

도에서 실패하는 경우에 파편이 지구 대기에 재진입하는 과정

에 큰 공력 열하중에 의해 녹아서 크기가 작아지거나 없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지상 인명피해를 줄이는 영향을 준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낙하하는 파편에 의한 보다 정밀한 예상인명피해 

분석을 위해서는 파편의 재진입 생존성 분석의 고려가 요구된

다. 본 연구는 정확한 우주발사체 비행안전 분석을 위해 3가지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우주발사체의 비행안전 분

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먼저 우주발사체의 비행실패에 의

한 파편의 지상 낙하 영역 분석을 위해 파편 폭발 속도의 불확실

성, 탄도계수의 불확실성, 유도성능오차, 바람과 양력의 영향

을 고려하였다. 인명이 건물 등에 위치하여 파편에 의해 보호되

는 영향을 포함할 수 있도록 Sheltering 모델을 적용하였다. 최

종적으로 파편의 피해 면적과 인구 분포를 이용하여 예상 인명 

피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비교적 단순한 분석법을 사용

하는 미국 ACTA(社)의 TumCor 프로그램 결과와 비교되었다. 

둘째, 큰 속도로 지구에 재진입하는 파편의 생존성 분석을 위한 

코드가 개발되었다. 3자유도 파편 낙하 시뮬레이션 과정에 파

편이 낙하하는 도중에 받게 되는 공력 열하중, 열하중에 의한

파편의 온도변화, 녹는점에 도달한 후 물체의 상변화 여부 등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지상에 낙하하는 파편의 크기와 무게를 

분석하였다. 개발된 코드의 검증을 위하여 단순한 형태의 파편

에 대한 생존성 분석을 수행하여 NASA와 ESA의 코드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실제 재진입 파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측정된 결과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재진입 생존성 분석 코드를 비행안전 분

석 과정에 결합하여 2단형 발사체의 상단에 대한 비행안전 분

석을 수행하였다. 생존성 분석을 포함하는 경우의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하여 생존성 분석이 배제되어 수행된 분석결과와 비교

하였다. 결과적으로 생존성 분석을 고려하는 경우에 고려치 않

은 결과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예상인명피해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사체가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구간에서

는 생존성 분석의 고려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불확실

성을 가진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

을 이용한 다양한 비행조건과 환경조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바람 프로파일, 발사체 폭발속도, 발사방위각이 예상인

명피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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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학 빈 2012년 8월 박사 연세대학교 차 성 운

국문 :

영문 :

창의 속성을 이용한 제품 가치 평가 방법론

A Methodology for Evaluating Product Value Using Attributes of Creativity

현대사회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을 좌우하

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어떤 제품을 설계하는가에 대한 문제

는 기업 성장뿐만 아니라, 공학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

이다. 하지만, 어떤 제품을 설계하고 어떠한 기능을 추가하는가

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특별한 해답이 없다. 소비자의 요구사항

을 맞추어 제품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대부분의 

중론이지만, 반면 소비자는 실제로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의견 역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제품 

설계에 있어 어떠한 제품을 설계할 것인지 그에 대한 가이드라

인이 필요하다.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는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

여 그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개발하는 소비자요구 중심적 제품 

개발 방법이고, 다른 한가지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기술 중심적 제품 개발 방법이다. 신제

품의 개발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어떠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성공을 가져올 것인

지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업은 소비자의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철 진 2012년 8월 박사 연세대학교 박 영 필

영문 :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Foamed Ionic Polymer-Metal Composites Actuator

Ionic polymer metal composites (IPMC) are attractive 

smart materials. They have the advantage of high-strain 

output, low-voltage operation, lightweight, small size and 

efficient energy consumption. However, despite many 

advantages, IPMC has critical weaknesses. One of them is 

the low performance. Generated force is too low to be apply 

to the commer-cial actuator.In order to improve the 

actuation performance, the foamed IPMC was carried out 

researcheson. The foamed IPMC is manufactured from the 

foamed membrane with micro-sized cells that are formed 

by the microcellular foaming process (MFPs). The MFPs is 

a technology that forms micro-sized cells in the plastics. 

The state of gas in the saturation process, foam-ing 

temperature and time were chosen design factors and 

analysis of variance (ANOVA) was performed on the 

foaming rate and displacement of specific frequency. 

Therefore, the eachset of main effects could be found. 

Through these experiments and analyses, optimal exper- 

imental condition could be found to obtain the maximum 

foaming rate and displacement.As the correlation between 

foaming rate and displacement is investigated, the 2 nd 

order regression model was estimated by the regression 

analysis. Thus, it was found that foaming rate that causes 

the maximum displacement is about 20%. The various 

response and force of the manufactured foamed IPMC was 

measured. The results were improved better than them of 

before non-foamed IPMC.Additional method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IPMC are studied. Traditionally, in order

to increase the driving force, the method of increasing the 

thickness of IPMC is widely used. Thick Nafion was 

fabricated by the casting process and was foamed. With 

the increase of the thickness, the change of the foaming 

characteristic was researched. The second is to pattern 

shapes of many straight lines on the surface of the Nafion.

The IPMC with this patterned lines is called patterned IPMC.

A model was proposed for the patterned IPMC.The model 

was modified from the Grey Box Model. Experimental and 

simulating data of the performances seem to have similar 

tendency. And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stiffness is the 

major factor which affects the performance of the IPMCs. 

Finally, the IPMCs were applied to an auto-focus (AF) lens

actuator for cellular phones. In order to ensure stability, the

IPMCs were fabricated by using a plasma surface treatment

and an ionic liquid solvent. The AF lens actuator using IPMC

was designed to implement a large displacement and 

increased force by using a curved IPMC. And the actuator

had a structure with two springs to ensure stable AF 

actuation. Subsequently, a prototype AF lens actuator was

fabricated and implemented to a linear model of the AF 

lens actuator system. Then, a proportional-integral-derivative

controller was designed, and the motion of the AF lens 

actuator was analyzed through simulations and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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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을 파악하려 애쓰고, 그를 위한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

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선택을 해야 할 

경우 그 선택이 잘된 선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좋은지 

창의 속성을 통해 제품의 가치를 판단하여 신제품의 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창의적인 제품은 많은 소비자

가 원하는 부분이지만 실제 어떠한 제품을 창의적이라고 받아

들이는 것은 아직까지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창의적이라는 것에 대해 정의하고 그를 토대로 신제품

에 필요한 창의 속성을 추출하여 그를 토대로 제품을 평가, 제

품의 가치를 나타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제품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지 형 2012년 8월 박사 연세대학교 윤 웅 섭

영문 : A Study on the Static and Dynamic Characteristics of Pintle-Perturbed Conical Nozzle Flows

Static and dynamic characteristics of a pintle-perturbed 

conical nozzle are studied theoretically, experimentally, and 

numerically under the condition of constant mass flow rate. 

Conventional one-dimensional nozzle theory in conjunction 

with a two-dimensional axi-symmetric flow solver calculates 

the internal flow parameters in the nozzle equipped with the 

pintle. The commercial flow simulator (FLUENT) is used 

based on the strongly-coupled flow equation system which 

is closed with one-, or two-equation turbulence models. 

Theoretical and numerical flow parameters are properly 

validated by the experiments. In regard of the static char- 

acteristics of the pintle nozzles, thrust variation, chamber 

pressure variation, and internal flow structures due to 

pintle-perturbation in the conical nozzle are examined in 

terms of pintle position and pintle geometries. For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pintle nozzle, performance 

variations are examined in terms of the free volume size, 

the pintle actuating speed and pintle geometries. For the 

static flows, the thrust prediction due to the use of both 

the Spalart-Allmaras and k-ω SST models showed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 but the Spalart-Allmaras 

model predicted the wall separation point more accurately 

than the other models. As the pintle is inserted into the 

nozzle throat, the throat area decreases and the over- 

expansion shock appears and oscillates due to the 

expansion ratio increasing at the same atmospheric pressure. 

Decrease in the throat area caused by the blocking the 

nozzle flow by the pintle core leads to the thrust 

augmentation, mainly due to the elevation in the chamber 

pressure, despite the appearance of complex flow structures 

such as shock interactions, and flow separations in the 

nozzle section reduce the thrust increase.Regarding the 

pintle-perturbed nozzle flow dynamics, four notable char- 

acteristics are observed in pintle-perturbed nozzle dynamic

studies. Firstly, the chamber pressure and resultant nozzle

thrust gradually rise and converge into saturation values 

even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pintle actuation. Secondly,

net thrust predicted with the pintle actuation tends to evolve

into the direction which vastly deviates from the plot of static

theory while the pintle is moving. Thirdly, even at same pintle

stroke displacement, the thrust in the case of the pintle 

insertion differs from that of the pintle extraction. Lastly, 

even though the pintle is moving along the same path, there

is a hysteresis between the pintle insertion and extraction 

processes.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pintle- 

perturbed nozzle largely depend on the changes of mass 

flow rate through the nozzle throat area, which is determined

by the reduced throat area and chamber pressure according

to the pintle movement. The effect of free volume size, 

pintle speed and pintle shape on the dynamic performance

of a pintle-perturbed nozzle are examined and the results 

show that smaller free volume, higher pintle speed and a 

convex shaped pintle head are better to yield elevated pintle

nozzle performance.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최 하 영 2012년 8월 박사 연세대학교 이 종 수

국문 :

영문 :

곡선부에서 발생하는 차륜-레일의 접촉 손상을 저감하기 위한 차륜/레일 프로파일의 설계

Design of Wheel/Rail Profile to Reduce Contact Damages of Wheel-Rail on a Curved Track

철도는 승객과 화물을 대량으로 수송이 가능하고 운송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하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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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재 2013년 2월 박사 연세대학교 김 용 준

국문 :

영문 :

피에조 액츄에이터의 메니스커스 제어와 전기수력학 하이브리드 젯팅을 이용한 초미세 패턴의 형성

On-demand electrohydrodynamic hybrid jetting with meniscus control by a piezoelectric actuator for 

ultra-fine patterns

잉크젯, 그라비아, 오프셋, 전기수력학 프린팅과 같은 직접쓰

기 기술은 저가의 공정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기판과 접촉

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어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이러한 직접쓰기 기술 중에

서 잉크젯 방법이 생산성과 신뢰성면에서탁월하여 가장 많이 

상업화 되었다. 잉크젯 방법은 크게 피에조 방식과 써멀 방식으

로 구분되는데, 이 방식으로 형성된 액적은 토출되는 노즐 사이

즈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크기는 노즐 사이즈와 비슷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잉크젯 방식에서는 20-30 µm 범위의 노즐을 사용

하고 있으며 고해상도프린팅을 위해서는 더 작은 노즐을 필요

로 한다. 그러나 이렇게 노즐이 작아지게 되면 노즐에서의 유체

저항이 급격히 증가되어 토출이 어렵게 되며 노즐부에서 클로

깅 현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그룹에서 전기수력학 프린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전기수력학 프린팅 방식은 노즐부의 잉크 메니

스커스에 전기장을 인가하는 방식으로 고전압이 노즐과 전극 

사이에 인가 되면 잉크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가 메니스커스 

표면에 쌓이고 이로 인해 메니스커스의 곡률이 변하게 된다. 

유체 정역학적인 압력과 전기장에 의해 발생된 힘이 잉크의 

표면장력보다 커져서 테일러 콘이 형성되면 노즐 크기 보다 

훨씬 적은 젯이 토출되나 액적을 형성하여 요구시 토출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전기수력학 토출의 

장점과 잉크젯의 장점을 결합하여 피에조 액츄에이터의 구동으

로 메니스커스를 변형시켜 요구시 토출을 고주파로 가능하게 

하며 전기수력학적 힘으로 잉크를 토출시키는 하이브리드 젯팅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기존의 방법과 같이 고전압 펄스를 사용

하지 않고 저전압 구동 전압으로 피에조를 기계적으로 구동시

키기 때문에 메니스커스의 미세한 조절이 가능하고 피에조의 

구동신호, 인가되는 전기장, 구동 주파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액적 토출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실험 결

고발생시 탈선과 같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안

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철도 차량은 레일 위를 차륜이 접촉하면

서 주행하므로 대부분 차륜과 레일의 접촉면에서 손상이 발생

한다. 차륜과 레일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손상으로는 접촉면

에서 발생하는 마모와 피로로써 안전성과 유지관리에 큰 영향

을 미친다. 이러한 손상은 차륜-레일에서 발생하는 접촉 응력 

및 크리피지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접촉응력 및 크리피지는 

차륜과 레일의 프로파일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차륜과 레일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차륜 및 레일

의 프로파일 최적화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차륜과 레일의 

손상 저감을 위해 차축의 변형을 고려한 차륜/레일 접촉응력해

석과 차륜의 피로 및 마모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륜 프로파

일 최적화, 급곡선에서 레일의 마모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레일 프로파일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차축의 변형을 고려한 차

륜/레일 접촉응력 해석은 ABAQUS 를 이용하여 3 차원 유한요

소해석을 수행하였고, 차축의 변형이 접촉위치, 접촉형상, 그

리고 접촉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해석결과 차축의 

변형은 접촉응력 분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레일의 변형방향

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차륜/레일 접촉응력 해석시 차축의 변형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곡선구간을 주행시 차륜 플랜지의 마모와 피로를 동시에 저감

할 수 있는 차륜 프로파일을 개발하였다. 차륜의 피로 및 마모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륜 프로파일 최적화는 차륜 플랜지

의 마모와 피로를 목적함수로 하고 철도 차량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설계인자인 탈선, 횡압, 전복(overturning) 등을 제한조

건으로 하여 최적화하였다. 차륜의 마모와 피로를 동시에 저감

할 수 있는 차륜 프로파일을 개발하기 위하여 최적화 알고리즘은

파레토-최적화를 이용하는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즘 NSGA-II 

(Non-dominated Sorting Genetic Algorithm-II) 을 사용하였

다. 또한 차륜프로파일변화에 따른 차량의 동적거동 변화 해석

은 철도 차량 전용의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VAMPIRE 를 이용

하였다. 최적화한 차륜프로파일은 마모를 최소화한 결과와 피

로를 최소화한 결과를 비교하여 접촉압력 및 동적거동 특성 

등을 검토하였다. 최적화된 차륜 프로파일은 기존 차륜 프로파

일에 비해 마모와 피로를 저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탈선과 횡압 

등에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급곡선에서 레일의 마모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레일 프로

파일 최적화는 외측 레일에서 발생하는 마모를 목적함수로 하

고 탈선, 횡압, 윤중감소 등을 제한조건으로 하여 최적화하였

다. 철도차량전용의 동역학 프로그램 VAMPIRE 를 이용하여 

차량의 동적거동을 해석하고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

화를 수행하였다. 외측 레일과 내측 레일의 프로파일을 최적화

하여 레일 두부를 비대칭 단면 형상으로 설계하였다. 최적화한

레일 프로파일은 외측 레일의 마모를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횡압과 탈선계수도 향상시켰으며, 이는 레일의 수명 및 삭정주

기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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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대면적 인쇄전자 분야와 바이오 물질프린팅 분야에 새로 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용 우 2013년 2월 박사 연세대학교 한 재 원

국문 :

영문 :

고속 접촉식 프로브를 이용한 플라즈모닉 리소그래피

Plasmonic nanolithography with high scan speed contact probe

본 논문에서는 고투과 나노개구를 이용한 플라즈모닉 리소그

래피의 공정 모델링과 새로운 개념의 고속 접촉식 프로브를 

개발하였다. 에바네센트파에 의해서 감쇄하는 광원을 이용한 

리소그래피 공정에 의한 패턴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감쇠 

거리와 현상 공정의 파라미터인 가상 현상 두께의 개념을 적용

하였다. 분석적 모델을 통해서 노광 도즈, 가상 현상 두께, 그리

고 감광제의 대비에 대해서 패턴의 2차원 모양에 대해서 정량

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패턴의 모양과 근접

장 광의 분포가 일치하는 조건에서 실험을 함으로써 나노개구

에서 발생하는 정량적인 광의 세기와 3차원 분포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기존에 측정하기 어려운 근

접장 광을 발생하는 장치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근래의 근접장 노광 기술은 높은 분해능을 지니고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근접장 간극 제어를 위한 복잡한 방식에 

의해서 낮은 패터닝 속도에 따른 단점을가지고 있어서 실제 

산업에 응용되기 어려웠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해서 능동 간극 제어장치 대신 프로브에 윤활막과 

보호막을 증착하여 접촉하면서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접촉

식 프로브를 개발하였다. 보우타이 형태의 나노개구를 지니고 

있는 접촉식 광 프로브는 감광제과 코팅된 기판과 접촉을유지

하면서 고속으로 패턴을 형성하며, 자기 조립 단분자막의 윤활

층은 고속 이송시에도 프로브와 감광제를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프로브를 이용하여 반치

폭 50 nm 의 선 패턴을 10 mm/s 의 속도로 기록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근접장 광 프로브를 이용한 리소그래피에 비해서 

수백 배 빠른 속도로써, 낮은 생산성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였

다. 광 프로브를 이용하는 플라즈모닉 리소그래피는 기존의 낮

은 투과 효율을 극복하였지만, 단일 프로브에 의한 순차적인 

패터닝 공정에 따라 여전히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접촉식 프로브를 2차원 병렬 형태로 

구성하여 고속으로 패터닝 하는 포톤 젯 리소그래피 개념을 

제시하였다. 포톤 젯 리소그래피는 높은 정밀도를 지닌 원형태

의 접촉식 병렬 광 프로브와 레이저 광원, 그리고 공간 광변조

기를 이용하여 대면적에서 고속으로 임의의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50 μm 의 간격을 가지는 7 x 7 프로브를

제작하고, 마스크리스 노광 장치와 결합하여 포톤 젯 장치를 

구성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래스터 스캔 방식이 지닌 가감속 

구간의 반복에 의한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 직교형태

로 배열된 광 프로브를 회전하여 이송하는 고속 선형 이송 방식

을 제안하고 분석함으로써 포톤 젯 리소그래피의 더 높은 생산

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서 개발된 병렬 

광 프로브 기반의 포톤 젯 리소그래피 기술은 현재 분해능과 

생산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나노/반도체 디바이스 제작 공정

의 차세대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재 근 2013년 2월 박사 연세대학교 박 영 필

영문 : A study on Fluid Loading Effect to the Propagation Characteristics of Surface Acoustic Wave using 

Equivalent Electro-acoustic Circuit Model

Surface acoustic wave (SAW) device is widely used as 

sensors, filters, actuators, etc. Applications as sensors are 

tremendously used in the various technologies such as 

mechanical, electrical, bio-chemical, etc. in which response 

change due to fluid characteristics on wave propagation 

path are mainly measured. Using this method, unique 

characteristics of fluid could be directly measured. But the 

difficulty and complexity of coupled field analysis among 

piezoelectric, structure and fluid hinders the analytical 

approach. As a result, almost of researches related to fluid 

interaction were mainly executed by experimental measure-

ments and analytical approaches were executed partially. 

In this thesis, electro-acoustic equivalent circuit was 

modeled. Using this model, variations of impedance 

response of SAW device induced by various fluid loadings 

on wave propagation path were analyzed and the values 

were compared with measured results.For this work, 

similarity between elastic waves and electrical waves were 

analyzed using transmission line model, firstly. And the 

results were applied to piezoelectric system. With pie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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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application, characteristics of inter digital transducer 

(IDT) were derived. And unique equivalent circuit of IDT was 

comprised. The circuit was verified by the electrical 

response comparison using impedance changes. And wave 

propagation characteristics due to fluid loading were 

analyzed and decay of displacement by generated leaky 

SAW was calculated. At this time, fluid contact angle due 

to interaction between substrate and fluid was considered 

and real contact length and decay were calculated. And the 

analyses were compared with measurements. Several kinds 

of measurements were executed using fluid channels to 

consider the effects such as fluid contact angle, contact 

length and quantity. For this work, only one factor was 

controlled with the fix of others. Through the measurements, 

it was certificated that the main factor affects to SAW 

response was fluid contact length. Considering the main 

factor, contact length, mutual admittance to predict the 

interaction between input and output IDTs was calculated. 

And the calculated mutual admittance was used as lumped

component of equivalent circuits. 2-port network model 

was comprised and responses for water, glycerin and 

ethanol were calculated. Analytical values were compared 

with measured results by the change of contact length and

external impedances. The responses were well matched for

overall cases. From the results, the validity of SAW response 

and equivalent circuit model considering fluid loading was 

certified.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호 관 2013년 2월 박사 연세대학교 강 신 일

영문 : A Study on the Continuous Nano/Micro Metal Replication for Large Areal Functional Metallic Surfaces

In recent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bio-inspired technologies to create major impact on the 

industry. Functional surfaces should be mechanically and 

chemically durable due to its harsh operating conditions. 

In addition, large areal replication process is required for 

an practical use. In this thesis, functional metallic surface 

having high durability and corrosion resistant were pro- 

posed. To fabricate metallic surface having micro/nano 

structures, pulse reverse current (PRC) electroforming 

process is adopted due to its high durability and product- 

ivity. Functional metallic surface was designed and 

fabricated by PRC electroforming process and subsequently 

analyzed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process. Furthermore, 

continuous roll to roll electroforming system was also 

studied in this thesis. Firstly, we suggested the fabrication 

of metallic functional surfaces due to the limitations that 

polymer based functional surface has such as its low 

mechanical and chemical properties and high cost 

fabrication process. Metallic functional surface was fabricated 

by PRC electroforming, which minimize void and defects 

and increase mechanical property and durability by growing 

uniform and small grain size for micro/nano scale pattern 

replication. Thus, we suggested PRC electroforming process 

as a mean for replication of micro/nano structured 

functional metallic surfaces.Secondly, hydrophobic and 

super hydrophobic metal surface with micro/nano structures

were fabricated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PRC 

electroforming.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wettability 

characteristics on solid surface, micro/nano structured 

metal surface was designed by controlling surface wettability.

Hydrphobic and super hydrophobic metal surface was 

fabricated by master patterning, PRC electroforming, and 

chemical surface treatment. We verified that replicated 

metallic surface has similar profile compared with that of 

master pattern. Also, surface wettability was analyzed via 

contact angle and water drop test. Theoretical contact angle

based on designed micro/nano structures and measured 

contact angle for metallic surface were identical. Water 

bouncing results by water drop test also show similar. 

Hydrophobic surfaces as functional metallic surfaces was 

fabricated and the feasibility of fabrication process of 

functional metallic surfaces was evaluated. Metal to metal

replication process was conducted using functional metallic

surfaces. Metal to metal replication process doesǹ t need 

to deposit seed layer and it is possible to make continuous 

process due to ambient temperature process. We verified 

the feasibility of metal to metal continuous process via 

evaluation and fabrication of hydrophobic surfaces replicated 

metal to metal replication process. Finally, roll to roll system 

was applied on electroforming process by the re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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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of large areal functional metallic surfaces and 

continuous metal to metal electroforming system using the 

metallic mater was designed and set up. Continuous 

electroforming system which is to control distance between 

electrodes and to mate radius of curvature of anode- 

cathode for uniform distribution of current density was set 

up. Plating solution circulation pump and nozzles for 

uniform distribution of nickel density, a roll driving part for 

film transfer and a heater for maintaining solution temper- 

ature were controlled by PLC control. Large areal functional 

metallic surfaces were fabricated for estimation of the 

feasibility of designed continuous metal to metal electro- 

forming system via continuous metal to metal electro- 

forming process. Shark riblets and hydrophobic surfaces 

were also fabricated with a view to drag reduction effect. 

The metallic roll film master for continuous electroforming 

process was fabricated by passivation, electroforming and

welding process. Continuous metal to metal electroforming

process was conducted using fabricated metallic roll film 

master. The metallic roll film master has high durability on

continuous /repeated process and replicated metallic 

surfaces have very similar pattern form in comparison with 

the master and low thickness deviation. Utility and feasibility

of fabrication and replication of large areal metallic surface

using designed continuous metal to metal replication 

process were verified via metallic master releasing properties,

durability and continuity.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민 철 기 2013년 2월 박사 연세대학교 박 영 필

영문 : Analysis of Multi-beam Interference for Resolution Enhancement in Total Internal Reflection Holography

Holography has been studied in the various application 

fields such as optical lithography, optical data storage, and 

optical imaging systems. Recently, the demand of 

high-numerical aperture (NA) holography was constantly 

investigated to increase the optical resolution. To exceed 

the diffraction limit, total internal reflection (TIR) holography 

was proposed by near-field optics such as a solid 

immersion lens (SIL) and TIR prism. As a result, the TIR 

holography can achieve a sub-wavelength resolution. 

However, the TIR holography only experimentally reported 

the qualitative evaluation of recording and reconstruction. 

Moreover, the optical contrast of reconstructed hologram 

was degraded by the interferometry, polarization illumin- 

ation, and imaging system as magnification of lens for 

reconstruction. In this thesis, the design and analysis of the 

TIR holography with near-field optics is proposed by the 

multi-beam interference. To achieve higher resolution than 

the conventional TIR holography, theoretical and experi- 

mental researches are performed. First, the vector imaging 

effects are derived and discussed to analyze the optical 

phenomena in the high-NA interference. In addition, the 

real-time media testing is performed to evaluate diffraction 

efficiency and image quality. Second, a SIL based TIR 

holography is proposed to overcome technical barriers of 

micro hologram. Therefore, the phase error and mechanical

tolerance are reduced via optical refocusing without 

mechanical movement between a SIL and media. Next, to

evaluate a SIL optical head used in TIR holography, the 

multi-beam interference as phase-shifting interferometry is 

proposed by virtual optics. The difference of Zernike 

aberrations only indicates 3%. Third, the resolution and 

contrast enhancement in prism based TIR holography are 

demonstrated by interferometry as superposition between 

evanescent & plane-wave

and polarization illumination such as transverse electric 

(TE) and transverse magnetic (TM) waves. The full width 

half maximum (FWHM) is calculated to a sub-wavelength 

resolution and the side-lobe of wide broad becomes about

zero in TM wave. Through the proposed key idea, the 

simultaneous recording and reconstruction with four-beam

interference is proposed for increasing the transfer-rate of

2 times. Finally, the quantitative analysis is performed by 

calculating point spread function (PSF) from the obtained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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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성 은 2013년 2월 박사 연세대학교 황 정 호

영문 :
PREPARATION OF FLEXIBLE ORGANIC SOLAR CELLS USING ELECTROHYDRODYNAMIC SPRAY

OF PHOTOPOLYMER AND SILVER NANOWIRE

Organic electronics made from solution processes are the 

most recent and novel approaches to obtain low-cost, light, 

flexibl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electronic devices such 

as organic solar cells (OSCs),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OLEDs), and organic transistors (OTFTs). With a solution 

processing approach, device structures can be obtained 

directly without the use of variable fabrication processes, 

masks, and chemical waste liquid for etching. This thesis 

introduces electrohydrodynamic jet spraying to fabricate 

polymeric thin films and nano silver on a substrate as one 

of coating technologies. When a sufficiently high electric 

potential was applied to a nozzle filled with electrical 

conductive and polar liquid at a moderate feed flow rate, 

the interface between air and the liquid is charged and the 

liquid meniscus takes the conical shape whose apex emits 

a fine liquid jet. This is electrohydrodynamic jet, also 

referred as stable cone-jet mode electrospray. Electrohy- 

drodynamic jet spraying is a deposition method to obtain 

uniform thin film using cone-jet mode electrospray. For 

application of uniformly coated thin film devices, char- 

acteristics of electrohydrodynamic jet phenomenon were 

investigated in a view point of jet break-up for various 

organic liquids. Electrified jet aspects from stable cone-jet 

were observed and an empirical equation was proposed to 

predict the jet length from the process variables and jet 

instability theory. Morphology of polymeric (PCBM) particles 

produced from EHD jet spray was also investigated. Smaller 

particle size (~ 109 nm with GSD of 1.89) was obtained 

by controlling the process parameters such as flow rate and

liquid properties. An ordered bulk heterojunction (OBHJ) 

OSC device, with controlled nano morphology of donor/ 

acceptor interface, was fabricated by EHD jet spray 

deposition of PCBM solution coupled with nano-channel 

processed P3HT layer. Cross-sectional images of P3HT/ 

PCBM junction was obtained using focused ion beam (FIB)

microscopy and PCBM layer with thickness of 200 ~ 700 

µm was deposited onto ITO/PEDOT:PSS/P3HT coated 

glass substrate. The power conversion efficiency (PCE) of 

cell was ~0.55 % which was 10 % higher than that of 

reference (bulk heterojunction, BHJ) cell. To realize a 

flexible OSC, conventional ITO transparent electrode was 

replaced with a flexible silver nanowire transparent 

electrode. Ag NW transparent electrode was composed of

uniformly dispersed random network of nanowires (diameter

< ~100 nm). The EHD jet sprayed Ag NW thin film as large

as 5 cm by 5 cm showed a sheet resistance of ~10 ohm/sq

at an optical transmittance of ~80 % on flexible PET 

substrate. The DC to optical conductivity ratio as a FOM 

of transparent conducting film was about 140, which are 

comparable to conventional ITO and previous studies for 

Ag NW films. The PCE of Ag NW-based flexible OSC 

approaches near 1.59%.This thesis contributed to show the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준 우 2013년 2월 박사 연세대학교 최 용 제

국문 :

영문 :

선형 진동계의 해석 및 설계에 관한 기하적 고찰

Geometrical Investigation into the Analysis and Design of Linear Vibration Systems

본 논문에서는 하나 또는 두 개의 강체들로 구성된 선형 시스

템의 기하적특징을 살펴보았다. 단일 강체 시스템에 대해 강인

한 고유 진동수를 가질기하적 조건에 대해 연구하였고, 이러한 

기하적 성질을 이용하여 모우드 합성 방법을 바탕으로 단일 

강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수정된 모우드합성 기법을 제안

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광대역 에너지 하베스터의 설계에 적용

하였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성능

을 시험하였다. 다물체로 구성되는 시스템의 복잡한 진동 현상

을 나선 체인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론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복잡한 특성을 갖는 다물체 시스템의 설계를 위해서는 시스템

의 단순화 과정이 필요하며, 운동 방정식을 단순화하는 기하적

조건을 밝히기 위해 그래프 표현 기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기하적 조건을 이용하여 실제 구현 가능하도록 진동 시스템의 

강성을 설계하는 모우드 체인 합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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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sibility of electrohydrodynamic jet spraying as a fabrication method for solution processable organic electronic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순 옥 2013년 2월 박사 연세대학교 유 정 훈

영문 : Comparison of the Optimal Design using the SIMP and Reaction Diffusion Equation Based Approach

Using a topology optimization, many designers of 

mechanical systems have had their design concept and 

direction at the early stage of an optimal design. This 

topology optimization optimizes the system design including 

limited conditions within design boundaries. Among them, 

a SIMP method has been used for a system method using 

penalization parameters was regarded as an easier 

approach. But, the SIMP method for optimal results was 

often suffered for numerical instabilities, such as gray scale 

densities, checkerboard patterns. Another topology optimiz- 

ation method based on a reaction-diffusion equation has 

been studied recently because it is useful for simulating 

interfacial dynamics for phase transition phenomena. It can 

model many complicated natural phenomena that occur 

due to the propagation of interfaces among substances. 

Therefore, this method can avoid numerical instabilities as 

noted earlier. But, the topology optimization method based 

on a reaction-diffusion equation was mainly applied to 

structural and electro-magnetic parts not including thermal 

parts.Therefore, this paper presented the topology optimiz- 

ation method based on a reaction-diffusion equation for 

thermal parts and its superiorities compared with a SIMP 

method. Simultaneously, using two methods, magnetic 

parts and thermal parts of two numerical examples were 

optimized and compared with each other. In detail, firstly, 

the SIMP method was introduced generally and then the 

topology optimization method based on a reaction- 

diffusion equation was done. Secondly, the topology 

optimization based on a reaction-diffusion equation was 

suggested considering magneto-static and thermal fields.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governing equations in the

formulation of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and sensitivities

are also formulated. The design sensitivity for the topology

optimization was directly used as reaction terms of a 

reaction-diffusion equation. The distribution of material 

properties in the design domain was interpolated as the 

density field which was the solution of a reaction-diffusion

equation. In magnetic analyses, the magnetic saturation 

effect was considered. Lastly, in order to compare the 

suggested topology optimization based on a reaction- 

diffusion equation with a general SIMP method, two 

methods were applied to a magnetic actuator and a 

magnetic recording system respectively. Consequently, the

topology optimization method based on a reaction- 

diffusion equation considering thermal parts was suggested

and was considered with the SIMP method through two 

examples. The superiorities were checked in that the 

suggested method reflected the realities of thermal parts 

because all boundaries were continuously explained. 

Numer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two 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 and design sensitivities were calculated

by the adjoint variable method. In this dissertation, Comsol

Multiphysics, a commercial FEA package and MATLAB were

used.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준 수 2013년 2월 박사 연세대학교 조 형 희

영문 : Thermal Analysis of Turbine Blade with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Heat Transfer Configurations

Modern gas turbines are complicated machines that are 

being studied by many researchers and companies. The 

inlet temperature of gas turbines has been increased to 

increase their thermal efficiency and output. As a result, the 

hot components of gas turbines, such as the combustor, 

vanes, and blades, are exposed to high thermal loads, 

which often result in damage. A variety of cooling schemes

are used to protect the hot components from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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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combustion gases. To design proper cooling 

systems with hot components, many boundary conditions 

are required, including heat transfer on the internal/external 

surface. Therefore, the ability to accurately predict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heat transfer configurations is 

important research for the design of cooling systems for 

hot components of gas turbines.This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eat transfer and cooling 

performance for internal and external surfaces of rotor 

blades under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The film cooling 

effectiveness values on the tip and endwall surfaces were 

predicted for a low linear cascade wind tunnel. The detailed 

heat transfer and film cooling effectiveness were then 

measured using a naphthalene sublimation method. The 

flow velocity field was determined by hot-wire anemometry. 

The unsteady test cases had a thinner boundary layer and 

higher turbulence intensity compared with the steady test 

case, which induced high heat transfer at the inlet region. 

The wake deflected the pressure-side leg of the horseshoe

vortex and modified the passage vortex. As a result, the 

heat transfer was enhanced between the corner vortex of 

the pressure-side and the passage vortex.The film cooling

effectiveness on the endwall is different by the film cooling

slot angle. Also, the unsteady wake helps disperse the film

cooling coolant. As a result, the film cooling effectiveness

increases on the whole endwall surface. The heat transfer

on the pin-fin channel is affected by the pin angle and 

aspect ratios. Also, the rotation effect made the different 

heat transfer level on the leading and trailing surface.The 

heat transfer patterns on the external and internal blade 

surfaces are more complicated than those on the vane 

because the blade is exposed to unsteady flow conditions

due to the rotation and vane interaction. Therefore, 

unsteady flow and rotation effects must be considered when

the heat transfer on the external and internal surfaces of 

the blades is predicted.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철 우 2013년 2월 박사 연세대학교 황 정 호

영문 : Control and Monitoring of Air Contaminants Using Optical and Electrical Methods

 Air contaminants are particles including biological 

particles and gases in the air which have harmful properties 

that affect our health. Air contaminants can be classified 

into airborne particles, airborne biological particles 

(bioaerosols), and gases. To keep the air safety and prevent 

the diseases, techniques for control and monitoring of air 

contaminants are necessary.This thesis provides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investigations about the control and 

monitoring of air contaminants. Electrical methods such as 

plasma process and optical methods such as spectroscopy 

and bioluminescence were used to control and monitoring 

of air contaminants. For control of air contaminants, the 

dielectric barrier discharger (DBD) reactor was used. First, 

we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of removal of bioaerosols 

using DBD reactor. Moreover, the inactivation efficiency was 

deduced using aerosol counting and colony counting, the 

SIE (specific input energy) susceptibility constant is 

suggested as a quantitative parameter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DBD reactor, and the modified susceptibility 

constant was also suggested for evaluation of DBD reactors 

of different sizes. Our methodology will be used for design 

optimizati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prediction of 

power consumption of DBD systems for industrial appli- 

cations. Finally, we demonstrated that the DBD reactor 

showed good performance for simultaneously removing 

odors, airborne particles, and bioaerosols from the air 

emitted from a municipal composting facility. The removal 

efficiency of contaminants in the air increased as the 

specific energy densities (SED) increased, with removal 

efficiencies of up to 80% and 76% being achieved for 

ammonia and amines. Moreover, the removal efficiency of 

the overall airborne particles was 75% when 113 J/L of SED

was employed, while the bioaerosols removal efficiency was 

89% when 38 J/L of SED used.For monitoring of air 

contaminants, ATP bioluminescence detection system in 

combination with carbon fiber ionizer was developed. The 

carbon fiber ionizer was used to extract ATP from bacterial 

cell for generating ATP bioluminescence. The bioaerosol 

concentrations were estimated within 5 min using the 

developed system without a culturing process, which 

requires several days for colony formation. A linear 

relationship was obtained between the results using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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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system (RLU/m³) and culture-based (CFU/m³) 

methods. The developed system can be also applied to 

estimate the concentration of indoor bioaerosols. Con- 

sequently, the ATP bioluminescence detection system in 

combination with carbon fiber ionizer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an available and affordable solution for rapid 

monitoring of bioaerosols due to its rapid detection time 

(< 5 min.; except for sampling time) and easy operation 

method. Moreover, we evaluated a method for the 

assessment of bacterial viability that is based on ultraviolet 

and visible (UV-Vis) spectroscopy analysis. The normalized 

optical density in the range of 200-290 nm was analyzed 

to determine if it varies in samples containing different 

proportions of live bacteria. Our results indicate that 

samples containing higher proportions of live bacteria such 

as Escherichia coli, Bacillus subtilis, and Staphylococcus 

epidermidis had higher optical densities. In addition, the 

optical density at 230 nm divided by the optical density at 

670 nm was found to have a strong linear correlation with 

bacterial viability. Our proposed rapid assessment method

takes less than three minutes and only requires optical 

measurements at 230 and 670 nm; therefore, it is simpler

and faster than colony counting, fluorochromasia, or the 

dye-exclusion test. Moreover, our method was applied to 

bioaerosols. Finally, we designed and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a ZnO nano-wire charger and a MCD in 

terms of particle loss and charging characteristics. The 

measured data of particle loss and average particle charge

number we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results calculated 

using FLUENT. The particle losses of the chargers were 

below 16.7%, and the MCD was not able to charge particles 

whose diameter were less than 40 and 25 nm for 

measurement data and calculation results, respectively, 

however, our ZnO nano-wire charger was able to charge 

them (the smallest possible particle size for measurement 

data and calculation results were 30 and 20 nm, 

respectively).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해 성 2013년 2월 박사 연세대학교 김 경 식

영문 : Broadband Antireflective Surface and Plasmonic Metamaterials Sensor using Nanosphere Lithography

Metamaterials are artificial materials, composed of 

periodic artificial atoms to achieve designed material 

properties that may not be discovered in nature. 

Metamaterials establish their properties from the collective 

response of multiple elements array fashioned from 

conventional materials in nature such as metal and 

dielectrics. The use of the serial writing technique is 

necessary to meet the fabrication resolution of sub- 

wavelength scale meta-atoms of metamaterials. However, 

the inevitable use of serial writing techniques is one of the 

main bottlenecks to integrate the metamaterials technology 

into the various practical applications. Therefore, it is truly 

valuable to study the metamaterials fabricated by the 

alternative fabrication technique free from the dis- 

advantages of the serial writing techniques such as limited 

fabrication area, high cost of maintenance, and 

time-consuming nature.Nanosphere lithography (NSL) is an 

easy, cost-effective, and template-free nanometer scale 

structuring technique suitable to make the array structure 

over large areas using self-assembled nanometer size 

colloids. In this study, through the experimental 

development of NSL technique, we have demonstrated the

novel metamaterials platform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wo representative photonic applications of the 

antireflective structure for solar cell and high sensitivity 

refractometric sensor. From the theoretical design of easily

implementable metamaterials using the finite-difference- 

time-domain (FDTD) numerical method, we have fabricated

the novel metamaterials with NSL and semiconductor 

fabrication process. The experimental optical properties are

characterized by UV/VIS/NIR spectrophotometer equipped 

with the hemispherical integrating sphere. By integrating AR

nanoisland coating arrays on top of silicon nano-conical- 

frustum (NCF) arrays, we demonstrated novel graded-index

nanostructures which minimize reflection losses of incoming

solar energy, including near-ultra violet region (NUV, 300 

~ 400nm) without using sub-300nm features. The NCF 

introduced the gradient RI in the visible wavelength longer 

than the lattice constant, and the quarter-wavelength (λ/4)

single layer AR nanoisland coatings on top of the frus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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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ys were designed to suppress the reflection losses at 

around NUV region shorter than the lattice constant. The 

achieved average reflectance was 3.8% in the NUV region. 

Here, we also introduced the multi-scale structure that 

integrated the vertically clustered gold nanorods on gold 

disk array as a high sensitivity refractometric sensor. By 

using polymeric debris in silicon etching process as a 

sub-scaled mask and employing it as a template to define 

50nm diameter gold nanorods, we were able to create 

vertical nanogaps where the electromagnetic waves are 

amplified accordingly. Finally, we demonstrated a high bulk 

sensitivity of 585nm/RIU from the enhanced effective 

interactions of EM wave with the samples. Overall, this study

provide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easily implemen-

table metamaterials and its fabrication procedure to 

develop the practical metamaterials of broadband optical 

antireflective surface and high sensitivity refractometric 

sensor using NSL technique.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송 지 운 2013년 2월 박사 연세대학교 조 형 희

영문 : Active Flow Control using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Plasma

Flow control to delay separation or relocate reattachment 

can dramatically enhance the thermal and fluid performance 

of many engineering applications. Hence, numerous 

experimental and numerical approaches have been pursued 

over the past few decades. A plasma actuator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flow control methods. Electro- 

hydrodynamic (EHD) flow control, such as flow control 

using plasma, offers certain advantages, including 

separation elimination in turbine blades and flow mixing with 

smaller pressure drops, compared to flow control using 

passive methods. First, shape changes are unnecessary, 

and the actuator is very simple, light, and robust. The 

required energy input is low, and the dynamic response and

actuator authority are excellent, even at high Reynold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서 혜 경 2013년 2월 박사 연세대학교 김 용 준

국문 :

영문 :

자기영동법 기반의 혈액 세포 분류를 위한 미세 유체 소자

Microfluidic Devices for Blood Cell Separation Based on Magnetophoresis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할 때에는 원심분류기를 

이용하여 혈액을 혈장, 적혈구, 백혈구로 분리한 후 이를 분석

기기에 주입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만약 의사가 산간지방이나 

도서지방과 같이 의료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진료시 혈액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혈액을 채혈한 후 따로 

보관하여 병원으로 이동 후 혈액 검사가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현장에서 바로 검사하고 진단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치료를 하

기 어렵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원심분류기를 대체하는 

초소형 혈액 분류 장치에 대해 제안한다. 제안하는 혈액분류기

는 향후 LOC 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미세유체역학(micro- 

fluidics)을 기반으로 설계되며,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하나는 유체역학(hydrodynamics)과 자기영동법(magneto- 

phoresis)을 기반으로 하는 빠른 속도의 대량 시료 추출을 위한 

혈액 세포 분류 장치이고, 다른 하나는 LOC 적용을 위해 추가

적인 버퍼용액의 대체를 위한 입자 집속기를 집적한 자기영동

적 혈액 세포 분류 장치이다. 입자 집속기는 두 가지 형태로 

제안되었는데, 유전영동 (dielectrophoresis) 기법과 유체영동 

(hydrophoresis)기법을 기반으로 한다. 유전영동기법이란 교

류의 전기장에 전하를 띄지 않는 입자가 있을 경우 입자의 유도

된 쌍극자에 힘이 가해져 입자가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채널의 하부에 전극을 형성하고 교류 전압을 

인가하여 원하는 곳으로 세포를 집중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유

체영동 기법은 채널 내 구조물에 따라 발생하는 압력 차에 의해

입자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채널의 하단

에 기울어진 형태의 구조물을 위치시켜 혈액 세포가 한 쪽 방향

으로 유도되도록 설계하였다. 자기영동기법은 자기장에 자성

을 띄는 입자가 놓이게 된 경우 이 입자가 자기장에 의해이동하

게 되는 현상이다. 자기장이 형성된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상자

성체(paramagnetic) 그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반자성체

(diamagnetic)이라고 한다. 정맥혈 내에서 적혈구는 상자성체

를 띄고, 백혈구는 반자성체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적혈구와 백혈구를 분류하였다. 이 연

구를 통해 제시되는 혈액분류기는 향후 현장진단(point-of- 

care)이 가능한 LOC 장치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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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s, enabling both steady and unsteady actuation over 

a wide range of unsteady actuation strategies. Above all, 

the equipment can be easily adapted and retrofitted to the 

current generation of commercial systems.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the active flow control by using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plasma. In chapter 2, the DBD plasma actuator 

is applied to a backward-facing step. The effect on the 

main flow of the direction of flow from the DBD plasma 

actuator was confirmed. Further, the velocity of the flow 

from the actuator was varied, and the effect on the main 

flow was examined experimentally. When the flow generated 

by the DBD plasma actuator has the same direction as the 

main flow stream, the reattachment length becomes 

shorter. Because of a feature of the DBD plasma actuator, 

a suction flow is generated that is pulled down from the 

direction of the main flow. When a flow is generated in the 

direction opposite to that of the main flow, a flow 

recirculation bubble is generated. The flow is disturbed, and 

the reattachment length is shortened by the loss of 

momentum. If plasma flow is generated in the direction 

perpendicular to the main flow, the reattachment length is 

increased by the addition of momentum. This result is used 

to study the prevention of flow penetration in the cavity in 

section 3.Chapter 3 deals with studies of the prevention of 

penetration flow into the cavity interior using a DBD plasma 

actuator. The three goals of section 3 are as follows. First, 

we describe how the plasma flow prevents penetration flow. 

Second, an internal structure is installed. Third, the method 

is applied in a weak plasma. The generation direction of 

the plasma is perpendicular to that of the main flow, as 

derived in section 2. However, osmotic flow is not prevented 

by the breathing characteristics of the DBD plasma 

actuator. For this reason, the position of the DBD plasma 

actuator was changed to produce external generation. The 

plasma jet generated a collision jet at the center of the 

cavity, which creates an updraft. This rising air prevents 

penetration of the flow. In particular, the efficiency is 

improved when the updraft rises from the upstream area 

of the cavity.In chapter 4, a thruster without moving 

elements is produced using the DBD plasma actuator. A 

uniform exit jet is generated by adjusting the lengths of the

downstream and upstream pipes. The effect of the pipe 

diameter on the flow generation was confirmed by varying 

the diameter of the pipe. A stronger jet is formed at small

diameters, but the efficiency is higher at large diameters. 

In addition, multistage plasma actuators are configured. 

The flow rate increases as the number of stages increases,

but the efficiency is reduced because the loss factor 

increases. In chapter 5, the horseshoe vortex generated in 

the junction flow is eliminated using the DBD plasma 

actuator. Various features of the horseshoe vortex flow are

associated with the Reynolds number. Using a single DBD

plasma actuator, the horseshoe vortex in a variety of flow 

fields is removed. We derive the correlation with the jet 

generated by the plasma actuator’s speed to remove the 

horseshoe vortex and main flow. In addition, I show that 

a thick boundary layer reacts more sensitively to the jet of 

the plasma actuator.In chapter 6, higher speeds are studied 

by controlling the flow of positive ions, which generates the

flow of the DBD plasma actuator. The use of a bias 

electrode changes the direction of the electric potential 

formed vertically between the insulating material and the 

electrode. The acceleration direction of positive ions, which

changes to the horizontal direction, increases the velocity 

of the flow owing to efficient momentum transfer to 

peripheral particles. However, if the bias potential is too 

high, the secondary discharge becomes excessive, lowering 

the efficiency.In chapter 7, argon, which has a lower 

breakdown voltage than air, is used to operate the plasma 

actuator. The actuator can be operated when the input 

voltage is very low when argon is used. However, it will show

different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amount of argon 

and the input voltage. The efficiency is reduced because 

argon interferes with the generation of oxygen ions at a high 

input voltage. However, the efficiency is improved if an 

appropriate amount of argon is supplied at a low input 

voltage because the masses of the transmitted particles and

momentum transfer ions change when the plasma is 

generated.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우 정 현 2013년 2월 박사 연세대학교 박 영 필

영문 : Design and Evaluation of Tubular Permanent Magnet Actuator for Active Suspension of High-speed Train

By increasing use of railway vehicles, many countries have been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high-speed 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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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nhance or maintain passenger comfort in the face of 

increased vehicle speed and inferior track conditions, active 

secondary suspension using the electromagnetic (EM) 

actuator has been developed. Although this active 

secondary suspension is innovative technology, there is no 

valid prototype which can specify the dynamic and thermal 

characteristics of the EM actuator with respect to vehicle 

dynamics. Thus, the extensive researches for technology 

verification and design methodology of the EM actuator are 

in progress. This thesis presents a detailed analysis of the 

active secondary suspension of high-speed train with 

fail-safe considerations and evaluation of tubular permanent 

magnet actuator (TPMA) using EM-thermal coupled-field 

analysis for validating dynamic and thermal characteristics. 

Firstly, design specifications of the TPMA were derived 

based on experimental results of the convectional passive 

damper of the test train. In high-speed train, vibrations that 

affect passenger comfort were characterized by low 

frequencies, ranging from 0 to 10 Hz. A high thrust force 

over 10,000 N was required to move a car body that weighs 

dozens of tons, and a low cogging ripple was necessary 

to provide excellent servo characteristics.Secondly, the 

effective design procedure was suggested by using the 

coupled-field analysis. To evade complex interaction among 

various design variables, design procedure was categorized 

from two steps. In the first step, radial design variables were 

determined to enhance thrust density under thermal 

constraints. And then, axial design variables were deter- 

mined to minimize cogging forc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interaction among design variables during 

design procedure. Thirdly, the coupled-field models for 

evaluating cooling effects were constructed with air and 

water cooling models, and empirical correlations were used

to calculate heat transfer coefficient caused by air flow at 

external surface of the heat sink and water flow in circular 

channels. Based on the coupled-field model, two types of

TPMA were fabricated and evaluated under various cooling

conditions such as air velocity, water temperature and flow 

rate. It was observed that the bandwidth of the TPMA was

greater than 10 Hz and the continuous thrust force was more

than 10,000 N. Furthermore, the maximum cogging force 

(about 250 N) was very low compared with the maximum 

thrust force and efficiency of air and water cooling systems 

was excellent to generate higher thrust force. Thrust force 

of TPMA with cooling systems was twice as high as that 

of TPMA without them. As a result, the fabricated TPMA 

can be applied to the active secondary suspension of 

high-speed train.Consequently, using coupled-field analysis,

the TPMA was designed under various geometrical and 

thermal constraints such as size, air cooling, water cooling, 

mixed cooling and allowable maximum temperature. It was

observed that the proposed coupled-field analysis provided

accurate EM and thermal characteristics, and design 

procedure was easily applied to design of tubular machines

under geometrical, therm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은 영 기 2013년 2월 박사 연세대학교 김 종 백

영문 : Direct Integration of Carbon Nanotubes on Microstructures for Microactuator Applications

Design and process technology utilizing integrated carbon 

nanotube (CNT) array on silicon microstructures is developed 

for microactuator applications. The direct and parallel 

integration of the CNT arrays on microstructures enables the 

practical utilization of the material for 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s (MEMS). The integrated CNT array is 

utilized as mechanical and electrical microstructures of 

microactuators. In this dissertation, three microactuator 

applications are investigated for the demonstration of the 

proposed concept. First, a staggered vertical comb-drive 

actuator with CNT arrays integrated on interdigitated comb

structures for out-of-plane rotational motion is developed.

The robustness and reliability of the fabricated CNT array 

as electromechanical microstructures are explored. The 

CNT-integrated torsional actuator is realized utilizing CNT 

arrays as micromechanical structures without any post 

fabrication processes. The second application is the 

utilization of the integrated CNT arrays on sidewalls of 

microstructures as removable dry adhesives for high 

temperature silicon processing. An array of angular vertical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229

comb-drive actuator is successfully fabricated by utilizing 

the CNTs as removable dry adhesives. CNT arrays were 

directly synthesized on the released microstructures and 

were successfully removed after the high temperature 

process. The proposed method could also be applied to 

broad range of microscale devices for facile assembly and 

high temperature processing. In the third application, 

aligned CNT array is utilized as latching elements for 

microactuators. Mechanical multistability is greatly beneficial 

in MEMS since it may offer multiple stable positioning of 

movable microstructures without continuous energy supply. 

Novel usage of aligned CNT arrays as latching elements for 

micromechanical device is developed. This CNT array- 

based latching mechanism allows stable latching at multiple

latching positions, together with reversible and bidirectional

latching capabilities. The latching element with integrated 

CNTs on the sidewall of microstructures can be adopted 

for diverse MEMS devices that need precise positioning of 

movable structures without the necessity of continuous 

power consumptions. These applications utilized the direct

integration of the CNT arrays on silicon microstructures for

the design and fabrication of microactuator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정 진 화 2013년 2월 박사 연세대학교 송 순 호

영문 : Rapid Compression Machine Studies on Two-stage Ignition Characteristics of Hydrocarbon Auto-ignition

and HCCI Combustion Control Strategy using Partial Fuel Stratification

Along with the declining supplies of fossil fuels and rising 

interest in global warming, the demand is increasing for the 

development of more efficient power sources with lower 

pollutant emissions. Homogeneous charge compression 

ignition (HCCI) combustion is a technology that can achieve 

high efficiency and low emissions simultaneously, and is 

the major technology to develop next-generation power 

sources. However, many challenges remain to be overcome, 

such as problems in limited operation range, hydrocarbon 

(HC) and carbon monoxide (CO) emissions, and difficulties 

in combustion phasing control. Furthermore, the overall 

combustion process of HCCI is governed by the auto- 

ignition characteristics of the fuel itself, which are not yet 

clearly understood. The aim of this study was performed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auto-ignition processes 

of heavy HC fuels under HCCI combustion conditions. A 

rapid compression machine (RCM) was used for the study 

focusing on the auto-ignition of fuels. The RCM designed 

for this study is capable of simulating various conditions 

of combustions in the engine, in addition to exclusion of 

physical phenomena such as fluid dynamics inside 

cylinders. In addition, the high reproducibility of the com- 

bustion or compression processes has been confirmed 

through feasibility tests. The auto-ignition properties of 

various types of heavy HC fuels were studied using this 

RCM.Results from HCCI combustion of the typical gasoline 

surrogate, iso-octane, showed different combustion 

characteristics from gasoline under the present experimental 

conditions. Under most experimental conditions, gasoline 

fuels show single-stage ignition-like combustion characteristics,

with a relatively long first-stage ignition delay, while iso- 

octane does not. This is explained from the viewpoint of 

the fuel structure in this the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a 

more accurate surrogate is required. Based on the results,

surrogates containing cyclic olefin components were deter-

mined, and comparative experiments were perform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better surrogates are those containing

about 20% cyclic olefins that can simulate gasoline HCCI 

combustion, including the two-stage ignition character- 

istics. On the other hand, experiments on the effects of 

partial fuel stratification, the core technology in the expansion

of load range of HCCI engines, were also performed. The 

characteristics of 1,3-cyclohexadiene, which shows a definite 

tendency for single-stage ignition as the main fuel, were 

observed. Single-stage ignition fuels do not show large 

changes in combustion characteristics despite a large 

deviation from the equivalence ratio in the combustion 

chamber due to their low reactiv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mprove the reactivity by mixing 1,3-cyclo- 

hexadiene with other fuels or using additives. Direct injection

of n-heptane fuels after mixing 10% n-heptane fuels by 

heating value or adding over 0.1 vol% di-tertiary-butyl- 

peroxide (DTBP) additives resulted in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pressure rise rate. These data indicated the feasibility

of concepts such as using diesel fuels or cetane improvers

to control the HCCI combustion of single-stage ignition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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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Controlled Integration of Self-adjusted Carbon Nanotube Arrays for Contact Material in 

Microelectromechanical Devices

The controllable growth and scalable integration of aligned 

carbon nanotube (CNT) arrays are of great importance for 

realizing and extending the application of CNTs. In this 

study, the CNT arrays are grown directly on silicon- 

processed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MEMS) by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The MEMS structures 

include micromechanical springs, in-plane electrostatic 

actuators, and anchors, and the CNT arrays are self- 

adjusted inside a gap between the anchors and the movable 

structures during the growth process making an intimate 

micromechanical contact with their top ends. The high areal 

number density of CNTs and van der Waals interaction 

inside the CNT arrays prevents overgrowth of the CNT 

arrays. Based on the self-adjusted integration of the CNT 

arrays on the MEMS, thickness-, alignment-, and 

defect-controllable growth of the CNT arrays, character- 

ization of the adhesive strength between the aligned CNT 

arrays, and applications for degradation-resistant and 

reliable micromechanical switch, as well as wide range 

measureable pressure and flow sensors are experimentally 

demonstrated and analyzed. For controlled growth of the 

CNT arrays, a novel MEMS platform is devised. This MEMS 

platform consists of a micromechanical spring of desired 

stiffness, which applied a precise vertical load to the 

vertically aligned CNT arrays during its growth by CVD. The 

micromechanical spring is strained by the extrusive growth 

force output from the aligned CNT array during its growth, 

and at the same time, exerts a mechanical restoring force 

against the buckling resistance of the CNTs. This application 

of a designed vertical load on the CNTs allows the thickness 

and degree of alignment of the CNT array, as well as the 

amount of defects in the individual CNTs, to be 

controlled.The self-adjusted CNT arrays are integrated on 

a bidirectional electrostatic MEMS actuator to characterize 

the adhesion between the CNTs. The actuator allows 

applying contact force and pulling-out the CNT arrays 

against the adhesion. The on-state where the CNTs are in 

contact and the off-state where the CNTs are apart are 

controlled by the actuation force applied and monitored by

a current flowing through the contact. It is measured that 

the top ends contact between the CNT arrays has adhesive 

strength of 0.054 N cm-2 at contact force of 0.058 N cm-2

in normal direction, which is 10 2 – 10 3 times lower than 

previously reported macroscopic adhesion of aligned CNT 

array on glass surface. The low adhesive strength and 

multiple contact sites between CNTs are suitable for contact

material in MEMS switches and relays. Thus, a highly reliable 

micromechanical contact based on aligned CNT arrays as

contact material is demonstrated. It is experimentally found

that the highly reproducible CNT array-to-array contact 

exhibits an on/off ratio higher than 10 6, high temperature

stability above 400 K, and repeatable, consistent contact 

characteristics for over a million cycles of hot-switching 

operation. It therefore improves upon conventional solid- 

to-solid micromechanical contacts. In addition to the 

CNT-to-CNT contact, the CNT-to-silicon contact can also

be realized. The CNT arrays are adjusted between the 

microelectrode and the substrate across the thickness of 

a buried oxide layer in silicon-on-insulator wafer during the

growth process. This simple and batch fabrication results 

in high throughput and yield to produce CNT-based 

two-terminal devices such as sensors. Based on the 

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ance of CNTs, the 

temperature dependent tunneling through the CNT/silicon 

junction, and the heat transfer rate between CNTs and the 

surrounding gas molecules, a wide pressure range, down 

to 3 × 10 -3 from 10 5 Pa, and a nitrogen flow velocity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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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지속화를 위한 효율성 분석

Efficiency Analysis for Sustainability of Agricultural Machinery Rental System

본 연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이

용효율 제고로 농업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기관(시/군농업기술센터)을 운영주체로 선정하여 추

진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일반현황 자료를 기초

로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타당성을 확인하고, 담당자와 수

혜자 만족도를 이용한 통계분석 및 사업의 진단분석 결과로부

터 임대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의 실적을 토대로 사업의 투자대비 산출의 효율성을 종합적으

로 분석하여 적정 산출수준을 도출하고 벤치마킹 대상을 제공

함으로서 2015년 재정 투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자체 스스로

가 대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

을 설정하는데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도구는 이론

적 접근방법으로 문헌고찰을 하였으며, 실증적 접근방법으로

는 관련기관(각 도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 담당자, 

임대사업 수혜자(농업인 등)에 대한 면접 및 설문조사하고 전

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수정？보완

하는데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3차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지역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는 2011. 6. 1 ~ 6.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신 정 우 2012년 8월 박사 충남대학교 이 영 신

국문 : 

영문 :

면외전단하중이 작용하는 기능경사압전재료의 접합면 균열 전파

Interface Crack Propagation in Functionally Graded Piezoelectric Materials under Anti-plane Shear

In this paper, anti-plane interface crack propagation 

problems of the Functionally Graded Material (FGM) and the 

Functionally Graded Piezoelectric Material (FGPM) were 

studied as follows: 

I. Dynamic propagation of an interface crack between two 

dissimilar functionally graded layers under anti-plane 

shear 

II.Dynamic propagation of an interface crack between two 

dissimilar functionally graded piezoelectric layers under 

electromechanical loading 

III.Dynamic crack propagation in a functionally graded 

piezoelectric interface layer between two dissimilar 

piezoelectric layers under electromechanical loading 

The properties of the FGM and the FGPM layers vary 

continuously along the thickness. The Yoffe-type model for 

crack propagation was adopted. Fourier transform was 

used to reduce the problem to dual integral equations, which 

was then expressed in the Fredholm integral equations of 

the second kind. Numerical results of the dynamic energy 

release (DERR) were presented graphically to show the 

effects on electric loading, gradient of material properties, 

crack moving velocity, and thickness of layers. 

Followings are helpful to increase of the resistance of the 

interface crack propagation of FGM: a) increase of the 

gradient of material properties; b) increase of material 

properties from the interface to the upper and lower free 

surface; c) increase of the thickness of FGM layer. The 

DERR increases or decreases with increase of the crack 

moving velocity. 

Followings are helpful to increase of the resistance of the 

interface crack propagation of FGPM: a) Certain direction 

and magnitude of the electric loading; b) increase of the 

gradient of material properties; c) increase of the material 

properties from the interface to the upper and lower free 

surface; d) increase of the thickness of FGPM layer. The 

DERR increases or decreases with increase of the crack 

moving velocity. 

Followings are helpful to increase of the resistance of the 

crack propagation of the FGPM interface layer: (a) certain 

direction and magnitude of the electric loading; (b) increase 

of the thickness of the FGPM interface layer; (c) increase 

of the thickness of the homogeneous piezoelectric layer 

which has larger material properties than those of the FGPM

interface layer; (d) decrease of difference of the material 

properties between two homogeneous piezoelectric layers.

The DERR always increases with the increase of crack 

moving velocity and the gradient of the materi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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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까지 실시하였고 전국 123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임대사

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는 2011. 6. 15  ̃7. 31일 

까지 우편 및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특히 2차 

조사 자료는 사업에 대한 진단분석을 위한 IPA 분석에 활용하

였다. 또한 3차 조사는 전국 123개 시/군농업기술센터를 대상

으로 2012. 3. 12  ̃3. 23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자료 

중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비를 지원받아 준비 중이거나,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109개소에 

대하여 변수를 선정하여 투입요소(투입예산, 담당인력, 시설

면적, 보유대수)와 산출요소(임대수입금, 임대실적)에 대한 

DEA 분석을 통하여 규모효율성 측정, 규모수익의 유형 측정, 

준거집단 및 참조회수 등 벤치마킹의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및 EnPA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한 후 농업기계 수요 증가로 인

한 생산유발효과는 6,694억원으로 이중 농업기계부문의 

수요 증가액 및 자체 유발액인 1,998억원을 제외한 4,696

억원이 농업기계부문의 수요 증가가 농업기계부문을 제외

한 나머지 경제에 미치는 효과이며, 이 규모는 농업기계부

문 생산액 증가분의 2.4배로 나타났다. 취업유발효과는 

4,256명으로 이중 농업기계부문의 취업증가 인원인 659

명을 제외한 3,597명이 농업기계부문의 수요 증가가 농업

기계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에 미치는 효과이며, 농업

기계부문 취업증가 인원의 5.5배로 나타났다. 

2. 농업기계 임대 자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78억원으로 

이 중 농업기계임대부문의 수수료 및 자체 유발액인 37억

원을 제외한 41억원이 농업기계임대 사업이 농업기계 임

대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부문에 미치는 효과이며, 이 

규모는 농업기계임대부문 생산액 증가분의 1.1배로 나타

났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21명으로 

이중 농업기계임대부문의 취업증가 인원인 70명을 제외

한 51명이 농업기계임대 사업이 농업기계임대부문을 제

외한 나머지 경제부문에 미치는 효과이며, 이 규모는 농업

기계임대부문 취업증가 인원의 0.7배로 나타났다. 

3.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경제파급효과는 크게 2개 요인으로 

귀결된다. 첫째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확대로 촉발된 농업

기계 수요 증가로 인한 산업파급효과이고, 둘째는 농업기

계 임대사업 자체로 인한 산업파급효과이다. 따라서 두 

가지 산업파급효과를 합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총 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6,772억원, 취업유발효과가 

4,377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4.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리커드 5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는 임대사업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82.3점, 영농활동에 대한 도움 정도는 85.9점, 

향후 사업 참여여부는 85.2점 수준으로 대체적으로 사업

의 운영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

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82.3점, 향후 사업의 참여여부는

85.2점으로 더 높게 나타나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농업인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통 이하

로 응답한 집단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57.8점이었으나

향후 사업의 참여여부는 72.7점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상

대적으로 더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담당자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농업

기계 훈련사업이 5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농

업기계 임대사업이 28.2%로 나타나 임대사업 자체업무에

비하여 임대사업 관련업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63.2점으로 나타나 다양

한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무환경의 불만족 이유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를 살펴보면, 전문인력 부족이 55.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기진작의 노력 부족이 51.4%, 담당 업무의 

다양성이 26.1%로 나타났다. 

6. 사업담당자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지속 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가 42.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

로 “그렇다” 37.4%, “약간 그렇다” 12.1%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사업을 지속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업담당자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전체 만

족도는 69.7점으로 보통인 반면, 사업의 지속에 대한 만족

도는 84.7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IPA 분석을 이용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종합 진단결과 

‘사업목표 달성도’와 ‘사업내용’은 중요도와 만족도 부문

이 평균 이상으로 적극적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사업지

원’과 ‘운영시스템’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평균 이하로 중

장기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업목

표 달성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만족도도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가시적인 효

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항목별 

진단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지원에서는 ‘중앙부처 및 도원

의 사업관리’, ‘지원예산 규모’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평균 

이상으로 적극적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행정 및 인력지

원’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평균 이하로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시스템에서는 ‘사업의 장기

적 비전 여부’와 ‘운영의 효율성’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평

균 이상으로 적극적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중앙과 지역

간의 협조 정도’와 ‘타 기관 및 부서의 협조 정도’는 중요도

와 만족도가 평균 이하로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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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8.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109개 농업기술센터

의 기술효율성(TE)은 59.8%, 순수 기술효율성(PET)은 

52.8%의 비효율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임대 수입금 수준

을 증가시킬 경우 비효율성을 52.8˜59.8%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규모효율성(SE)은 12.4%의 

비효율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사업 투자비, 담당인원 등 

투입요소의 규모를 감소시킬 경우 효율성을 12.4%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규모효율성 보다 기술효율성

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임대 수입금의 규모 확대만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과잉 투자된 지원 사업비 및 예산과 담당인력의 

조정 등 기술효율성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10.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규모수익 분석결과 규모수익 불변

(CRS)이 11개(10.1%), 규모수익 체증(IRS)이 41개

(37.6%), 규모수익 체감(DRS)이 57개(5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임대사업이 가지는 공공

사업이라는 성격과 투입요소 면에서 투자대비 산출요소

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하여 담당인력 강화

및 이용실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1.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분석

된 농업기술센터 가운데 Cb-e(61회)과 Gb-s(60회)의 

농업기술센터가 준거집단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의 조합

에 있어서 효율적인 기관으로 나타나 비효율적인 기관들

이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12. 참소횟수에 따른 지역(도)별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

계 임대사업의 효율성 분석한 결과 참조횟수에 따른 지역

의 비효율적인 센터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야 할 

곳을 보면, 지역별로 경기도는 Gg-c와 Gg-g, 강원도는

Gw-m, 충청북도는 Cb-e, 충청남도는 Cn-o, 전라북도

는 Jb-k, 전라남도는 Jn-c와 Jn-h, 경상북도는 Gb-s, 

경상남도는 Gn-k으로 나타났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이 선 2013년 2월 박사 충남대학교 이 동 주

국문 :

영문 :

세라믹 공구를 이용한 금형강의 선삭가공 시 절삭력 및 표면거칠기 예측

Prediction of cutting force and surface roughness when turning die steel using ceramic tool

In General, the cutting forces and surface roughness at 

turning depends on the cutting conditions which are 

consisted with the cutting speed, depth of cut, and feed 

rate, etc 

In this study, turnting on cold work tool steel(STD11) and 

hot work tool steel(STD61) using general purpose lathe was 

carried out. The tools used were whisker reinforced ceramic 

tools and the radius of tools were fixed on 0.8mm. The 

cutting conditions were consisted with the three independent 

variables the cutting speed, depth of cut, and feed rate. 

According to the cutting conditions, the variations of 

principal force, radial force, feed force and surface 

roughness were recorded. The recorded results were 

analysed by the main effect analysis after the analysis of 

variance. For the optimal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were select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was able to predict 

the cutting force and surface roughness under various 

cutting conditions with different materials.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to predict the cutting force and surface

roughness under various cutting conditions with different 

materials has been possible, and thus is expected to control 

the cutting conditions to obtain the desired results. 

The study led the following conclusions. 

(1) In case of turning of two different test pieces using 

whisker reinforced ceramic tool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variance about the cutting forces of each piece showe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o principal force and radial force.

It was feed rate, the second biggest factor was the depth 

of cut, and the cutting speed followed by. When it comes 

to the feed force, the cutting speed occupied very small 

portion of factors, depth of cut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n examination of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was the 

same result as the analysis of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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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선 우 2013년 2월 박사 충남대학교 이 동 주

국문 : 

영문 :

Al합금 PCD 선삭가공에서 회귀분석에 의한 표면거칠기 예측에 관한 연구

A Prediction of Surface Roughness on the PCD Tool Turned Aluminum Alloys by Using Regression Analysis

제품의 가공정밀도를 판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표면거칠기가 

활용되고 있으나 표면거칠기의 예측은 가공에 미치는 절삭 인

자가 많아 이론식의 접근이 매우 어려워, 산업현장에서는 주로 

제품을 실제 가공하여 얻어지는 경험치를 활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작업자의 숙련도가 곧 제품의 정밀도로 이어지며, 양품 

여부가 좌우된다. 최근에는 이런 절삭가공에 있어 미리 표면거

칠기를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전개되어지고 있으며, 그중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 중 하나가 수학적 통계방식인 회귀분석

이다. 

회귀분석에 관한 최근 연구는 엔드밀 가공시에 미치는 영향

과 공구수명에 미치는 영향, 선삭에서 절삭력을 예측한 연구 

등이 수행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공구를 이용한 

비철금속 가공에 관한 연구는 그리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다. 

(2) The analysis of variance about each factors presented 

feed rate to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o the surface 

roughness. Because of the value of the analysis of variance 

of feed rate is big enough to offset the rest of factors, the 

surface roughness is possible to predict with only feed rate. 

Moreover,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as analyzed between 

the each force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surface 

roughness as another dependent variable. The principal 

force gave most influence to surface roughness in the case 

of STD11, and in the case of STD61, the radial force and 

the principal force is similar. 

(3) This study found some equation that can predict each 

cutting forces and surface roughness according to the 

cutting speed, depth of cut, and feed rate. 

At the cutting of STD11 with whisker reinforced ceramic 

tools, the value of (adj) of the principal force was 0.82 by 

linear multi-regression analysis and 0.84 power equation, 

the value of (adj) of the radial force was each 0.717 and 

0.762, and the value of (adj) of the feed force was each 

0.714 and 0.7. The value of (adj) of the surface roughness 

was 0.92 by linear multi-regression analysis and 0.963 by 

power equation. 

(4) At the cutting of STD61 with whisker reinforced ceramic 

tools, the value of (adj) of the principal force was 0.894 

by linear multi-regression analysis, and 0.873 by power 

equation. The value of (adj) of the radial force was each 

0.889 and 0.863, and the value of (adj) of the feed force 

was each 0.855 and 0.817. The value of (adj) of the surface 

roughness was 0.949 by linear multi-regression analysis, 

and 0.959 by power equation. 

In this study, the regression models were searched, which

can be used to turning of high hard steel with whisker 

reinforced ceramic tools. For this, all workable regression 

analysis to all variables were done, and suitable 

independent variables were founded. 

Through the regression analysis, the mathematical models

were also found. This models are calculated from given 

cutting conditions, and can measure the principal force, 

radial force, feed force, and the surface roughness. 

Through the prediction of the cutting force and surface 

roughness, the predicted values have been checked up 

moving along the slope difference between linear 

multi-regression equation and power equation. 

In this study, the eight equations were produced. If choose 

one of them to fit the situation or materials, and setting 

the cutting speed, depth of cut, and feed rate, then can 

calculate the rough of the cutting conditions and surface 

roughness. Until now the cutting of general purpose lathe 

have been largely based on the experience. This study will 

build a system of the cutting. It makes to determine easily

the cutting conditions, and to expect to save time cost. 

To develop this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apply high- 

order polynomial regression analysis to this study, and will

be possible to take additional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a coolant, or tool radius. Also it will be possible to apply

this study on high speed processing, precision processing,

and CNC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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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공구를 활용한 비철금속의 가공분야는 최근까지 

각종 Lens 금형 제작과 같은 고정도의 제어가 가능한 초정밀가

공분야에서만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다결정다이아

몬드(PCD)공구가 메이커들로부터 규격화 되어 일반 CNC가공

분야에도 대폭 확대되어 보급되면서 PCD공구를 이용한 비철

금속 가공에 관한 연구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PCD공구를 

이용한 비철금속 절삭가공은 적정 절삭조건에서 가공성이 매

우 좋아 공구의 형상이 소재에 거의 동일하게 전사되어진다. 

따라서 표면거칠기를 측정해 보면, 다른 철계금속의 가공에서

는 볼 수 없는 매우 좋은 즉, 이론값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회귀분석을 통한 표면거칠기의 예측은

현장에서 작업자가 원하는 제품의 정밀도를 결정하고 절삭조

건을 선정할 때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

을 아낄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수학적 접근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CNC선삭가공을 통해 PCD공구가 4종의 알루

미늄합금에 미치는 표면거칠기에 대한 연구와 실험으로 얻어

진 표면거칠기 데이터를 활용한 회귀분석으로 향후 거칠기 값

을 예측할 수 있는 실험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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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UV-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에서의 점착 및 잔류층 두께 측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dhesion characteristics and measurement of residual layer thickness in UV-nanoimprint lithography

본 연구에서는 UV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에서 UV 경

화성 레진의 점착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하고 신뢰성 있는 

pull-off test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

여 UV 경화성 레진에 대한 공정 조건에 따른 pull-off force를 

측정하였다. 또한 점착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DCB test를 수행하였고, UV 경화성 레진에 대한 에너지 방출

률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pull-off test의 결과와 DCB test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와 더불어 잔류층 두께를 측정하기 위한 

정전 용량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노임프린트 공정을 모사

한 점착력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폴리머 필름의 두께에 따른 

정전 용량을 측정하고, 동일한 시스템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하

였다. 이를 통해서 NIL 공정에서 적용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해석적으로 검증하였다. UV 경화성 제니의 점착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점착력 측정장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UV-NIL 공정용 UV 경화성 레진인 AMO-NIL MMS4와

PAK-01을 UV 경화성 레진으로 사용하였고, 상대 재료로 용융

실리카 렌즈를 사용하였다. Pull-off force에 공정 조건의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하여 접촉 유지 시간, 분리 속도, 상대습도, 레진

의 두께, 경화 시간과 같은 다양한 공정 조건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Pull-off test에서는 용융 실리카 렌즈가 plano 

convex 타입이기 때문에 용융 실리카 렌즈와 UV 경화성 레진

사이의 평행도를 맞출 필요가 없다. 그리고 모든 실험 조건에서

접촉 직경을 일정하게 하였다. 접촉 유지 시간에 따른 실험에서

접촉 유지 시간은 5, 10, 20분이었고 두 레진의 경우 모두 

pull-off force에 접촉 유지 시간의 영향을 크기 않았다. 

AMO-NIL MMS4와 PAK-01은 점탄성 재료로 점탄성 재료에 

하중이 가해지면 creep 거동이 발생하게 되고 접촉 면적이 접

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의 2012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권 대 갑

국문 : 

영문 :

시간 지연 추정과 비선형 감쇠를 이용한 비선형 불확정성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백스테핑 제어기에 관한 연구

Stability guaranteed backstepping control of nonlinear uncertain systems using time delay estimation 

and nonlinear damping

시간 지연 추정 (Time Delay Estimation: TDE) 은 비선형 

불확실 시스템 (nonlinear uncertain system) 의 제어를 위한, 

간단하고 강인한 기법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시간 

지연 추정에 의해 도입된 인위적인 시간 지연은 폐루프 동역학

을 제어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 중 하나인 비선형 중립형 

시간 지연 시스템 (neutral-type time delay system: NTDS) 

으로 만들어, 시스템의 안정도 분석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안정도 분석과 관련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백스테핑 설계 기법과 결합시킨 비선형 감쇠 요소를 해결책으

로서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서는 TDE에 의해 도입된 시간 지연 

항을 불확실성으로 간주하고 비선형 감쇠 요소로 이것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Lyapunov-Krasovskii functional

에 근거하여 안정도 분석을 엄밀하게 수행한 결과, 제안된 제어

기에 의해 폐루프 시스템의 추종오차가 globally uniformly 

ultimately bounded됨을 증명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

서는 안정도가 보장되는 두 개의 제어기가 제안되었다. 첫 번째 

제어기는 일반적인 비선형 불확정 시스템에 대해 제안되었고, 

폐루프 동역학에 대한 비선형 감쇠 요소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때, 제안된 제어기의 비선형 감쇠 요소(시간 지연 항을 포함

하는)에 의해, 위에서 언급한 비선형 NTDS가 이론적으로 안정

화됨을 보인 것은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된 제어기의 실용성을 검증하였다. 

두 번째 제어기는 TDE 관련 연구들의 주요 응용 분야인 로봇

매니퓰레이터에 대해 제안되었다. 제안된 제어기는, TDE를 사

용할 경우 반드시 발생하며, 또한 폐루프 안정도와 제어 성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시간 지연 추정 오차 (Time Delay 

Estimation error: TDE error) 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하였다. 

제어기 설계의 주요 아이디어는 비선형 감쇠 요소와 빠른 수렴

을 위한 오차 동역학의 결합에 있다. 백스테핑 설계방법과 함께

사용된 비선형 감쇠 요소는 시간 지연 추정 오차에 대한 대응과

폐루프 안정도의 보장을 위하여 도입하였고, 빠른 수렴을 위한

오차 동역학으로는 터미널 슬라이딩 모드 (Terminal Sliding 

Mode: TSM) 를 도입하여 TDE error에 의해 저하되는 제어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뮬레이션과 실험

을 통해, TSM이 오차 동역학의 수렴을 빠르게 하는 동안 비선

형 감쇠가 시간 지연 추정 오차에 대응하고, 이 두 요소에 의해 

제어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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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레진에 하중이 거의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접촉 유지 시간이 

증가 하더라도 접촉 면적은 변하기 않는다. 따라서 pull-off 

force도 접촉 유지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거의 없었다. 분리 

속도에 따른 실험에서는 분리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pull-off 

force가 증가하였다. 이는 분리 속도의 증가에 따라 

viscoelastic loss가 증가하여 pull-off force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상대습도를 35% ~95%로 변화시키면서 

pull-off force를 측정한 결과 AMO-NIL MMS4의 경우는 상대

습도가 60% 이상이 되면 pull-off force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PAK-01의 경우 상대습도 증가에 따라서 pull-off 

force가 감소하였다. 이는 상대습도 증가에 따라서 레진 표면

에 물방울이 생기게 되고, 생성된 물방울이 윤활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경화시간에 따른 pull-off force 측정에서는 

경화 시간이 AMO-NIL MMS4의 경우 40초 이상이 되면 

pull-off force는 일정했고, 그 보다 짧으면 작은 pull-off force

가 측정 되었다. 마지막으로 pull-off force는 레진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증가하였다. Pull-off test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점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DCB test를 

수행하였고 결과를 pull-off test 결과와 비교하였다. UV 경화

성 레진은 pull-off test에서와 동일한 레진을 사용하였고, 빔의 

재료는 용융 실리카이다. 각 레진과 빔의 크랙 진전에 따른 

에너지 방출율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AMO-NIL MMS의 경우 

PAK-01 보다 더 큰 에너지 방출율이 측정되었다. Pull-off test

에서도 AMO-NIL MMS4의 경우 더 큰 pull-off force가 측정 

되어, 두 방법이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게 

작은 표면에너지를 가지는 재료의 경우 pull-off force와 에너

지 방출율이 작게 측정되는데 표면 에너지가 낮은 AMO-NIL 

MMS4의 경우 pull-off force와 에너지 방출율은 더 큰 값을 

가진다. 두 재료를 떼어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점착일은 재

료의 표면에너지 뿐만 아니라 계면 에너지의 영향 역시 받는다. 

따라서 pull-off force와 에너지 방출율은 표면 에너지가 작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더 큰 값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실시간 

잔류층 두께 측정에서 NIL 공정에서 잔류층의 두께 측정을 위

해 정전 용량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NIL 공정을 모사한 

점차력 측정 장치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폴리머 필름의 두께에

따른 정전 용량을 측정하고, 해석을 수행하여 NIL 공정에 적용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해석적으로 검증하었다. 폴리머 필름 두

께에 따른 정전 용량 측정에서는 용융 실리카 렌즈에 Pt를 코팅

하였고 Si wafer에 코팅된 Pt에 AMO-NIL MMS4를 코팅한 후 

두 Pt 사이의 정전 용량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폴리머 필름의

두께에 따른 정전 용량을 측정하였다. 실험에서는 접촉 면적과

두 Pt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기 때문에 정전 용량에는 폴리머 

필름의 두께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험 결과 두께가 두꺼울수

록 작은 정전 용량이 측정되었고, 두께가 얇아지면 정전 용량을

증가하였다. NIL 공정의 실시간 잔류층 두께 측정에서 폴리머 

필름의 두께와 정전 용량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임프린팅 도중

의 잔류층의 두께를 예측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험과 동일

한 시스템에 대해서 폴리머 필름의 두께에 따른 정전 용량 해석

을 수행하였다. 정전 용량 해석 결과, 접촉 면적 내부와 접촉 

면적과 가까운 외부에 많은 전하가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었

고, 이들 전하에 의해서 정전 용량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폴리머 필름의 두께가 얇을수록 더 많은 

전하가 집중되고, 정전 용량은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

안된 pull-off test 방법은 실제 UV-NIL 공정 이전에 재료를 

선택하거나 공정 조건을 선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 조건에 따른 pull-off force를 측정하면 

그 결과는 공정 조건을 잡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정전 용량 측정 시스템을 통한 잔류층 두께 측정에

서는 스탬프의 패턴에 전도성 금속을 코팅한다면 정전 용량 

측정 시스템은 폴리머 필름이 스탬프에 의해 임프린팅 되는 

중에도 잔류층의 두께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

어 전도성 금속을 스탬프의 패턴 이외의 부분에 코팅하면 각 

지점에서의 정전 용량을 측정할 수 있고, 정전 용량 비교를 

통해서 잔류층의 두께 측정 뿐만 아니라 임프린팅의 균일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균일한 임프린팅이 가능하게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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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구조 기반 분석과 비균질 생체 모델을 통한 이상 조직 검출 기법

Tissue abnormality localization based on the internal structure analysis and inhomogeneous modeling

생체조직의 기계적 물성치는 병리학적 생리학적 상태와 연관

되어 있으므로, 질병을 알려주는 진단자로 활용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암조직은 정상조직에 비해 높은 강성을 가진다. 이러

한 특성을 통해 기계적 물성치 차이를 통해 암 조직의 검출이 

가능하다. 촉진은 의료 활동에서 가장 널리 수행되는 기초적인 

진단 방법으로써, 시술자의 촉감 정보를 이용하여 암이나 결절

등의 이상 조직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특히, 최근 남성에게 가

장 발병율이 높은 전립선암이나 여성에게 가장 발병율이 높은 

유방암 등 다양한 암 진단 시 안전하고 간편한 촉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시술자는 촉진을 통해 대상과 물리적 접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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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감각기를 이용해서 측정 대상의 촉각 정보를 인지하게 

된다. 대상의 촉각 정보는 환자의 질병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촉진은 이상 조직을 선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촉진은 

시술자의 경험 및 감각에 의존적이고, 동일한 환경에서도 일관

되며 정량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촉진의 한계점

을 극복하고 정밀한 의료 시술을 위해서는 촉진법 로봇화/기계

화 기술과 대상의 정량적인 정보 획득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초소형 정밀 구동기를 이용한 다자유도 시스템 개발 

기술과 고정밀 센서를 이용한 촉각 정보 획득 기술 및 측정 

대상의 형상 정보를 고려한 촉각 정보 모델링 기술에 관련 연구

가 필수적이다. 현재 촉진은 시술자의 경험 및 감각에 의존하여 

전립선, 갑상선 등의 이상 조직을 검출하는데 이용되고 있지만 

향후 10년 뒤에는 인체의 수용기를 모방한 촉각 센서, 복강경 

수술 도구들을 이용한 인체 모방형 촉진 수술이 현실화될 것이

며, 이후에는 로봇 촉진 시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

는 기계적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모델링 기술을 심화시

켰다. 축출된 전립선 조직에 대하여 국소적 기계적 자극 실험을 

수행하여, 전립선 조직의 국소적 반력을 얻는다. 실제 임상 영

상 자료로부터 얻은 형상 정보와 병리학적 결과로부터 얻은 

암의 위치 및 크기 정보가 반영된 모델을 얻는다. 이러한 모델

에 전립선의 물성치를 얻기 위해서 국소적으로 자극이 인가시

켜서 시뮬레이션을 시행한다. 이로부터 정상 조직과 암조직의 

국소적 물성차를 얻는다. 얻어진 물성치는 진단 및 위치 검출에

서 판단 기준으로 사용된다. 얻어진 모델링 기법과 물성 기준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촉진 실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측정을 위해서 실험기기는 초음파 영상 기기에 

부착된 형태로 만들어지며, 항문 및 주변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또한, 촉진 실험과 유사한 환경을 위

해 전립선 주변부의 골반, 요도 괄약근 파스시아(Fascia), 방광

의 형상 정보를 실제 임상 영상 자료로부터 추출하여, 이를 

모델링해서 인공 지지대를 설계하였다. 인공지지대 위에 추출

한 전립선 조직을 올려놓고 기기를 통해 기계적 자극을 인가한 

후, 마찬가지로 반력을 측정한다. 얻어진 반력의 분석을 위해

서,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유한 요소 모델의 형상 정

보는 추출한 전립선 조직의 2차원 스캐닝 정보를 3차원 형상으

로 재건축 시켜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여, 좀더 정확한 물성치를 구할 수 있었다. 얻어진 물성

치와 앞서 얻어진 물성 기준을 비교하여, 전립선 암의 진단 

및 위치 검출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촉진법은 낮은 성공율을

개선시켰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전 강 민 2012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양 민 양

국문 : 

영문 :

용액공정을 이용한 유기발광 다이오드용 WO3/Ag/WO3 다층투명전극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lution-processed WO3/Ag/WO3 multilayer transparent electrode for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유전체/금속/유전체 다층투명전극은 우수한 전기적, 광학적 

특징을 가지므로 투명전극으로 매우 적합하다. 하지만 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비효율적인 진공증착공정이 여러 

차례 필요하므로 생산성이 제약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체/

금속/유전체 다층투명전극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액공

정으로 제작된 WO3 층을 이용한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용 

WO3/Ag/WO3 다층투명전극을 제안한다. 이 WO3/Ag/WO3 

다층투명전극은 투명도가 높고 전기저항이 낮을 뿐 아니라 대

기 중에서 쉽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 WO3 박막을 대기 중에

서 용액공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WO3 합성방법을 제안

한다. Na2WO4 수용액을 양이온 교환수지에 걸러서 준비한 

텅스텐산 수용액을 열처리를 통해 미세한 WO3 나노파티클을 

합성한다. WO3 나노파티클로 구성된 WO3 박막은 우수한 투

명도와 굴절률을 가질 뿐 아니라 우수한 표면조도를 가지기 

때문에 진공증착공정으로 제작된 Ag 박막과 함께 우수한 성능

의 WO3/Ag/WO3 다층투명전극을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작된 WO3/Ag/WO3 다층투명전극의 투명도를 최적화시키

기 위해서 광학적 이론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이 

결과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WO3 45nm/Ag 15 

nm/WO3 45nm의 조건에서 85%의 투명도와 4 Ω/sq의 면저

항을 가지는 최적화된 WO3/Ag/WO3다층투명전극을 제작하

였다. 최적화된 WO3/Ag/WO3다층투명전극을 양극으로 사용

한 OLED를 제작하였는데 이 소자의 최대 휘도는 8V에서 

35550 cd/m2 였다. 이러하나 결과는 ITO를 OLED의 양극으로

사용하였을 경우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WO3/Ag/WO3다층투

명전극이 OLED의 투명전극으로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진공증착공정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전과정을 용액공정

으로 제작한 WO3/Ag/WO3 다층투명전극을 제안한다. Ag 박

막을 용액공정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Ag 금속유기잉크를 사용

하였다. Ag나노파티클이 용매상에 분산되어 있는 Ag 나노입

자잉크(Ag nanoparticle ink)와 달리 Ag 나노파티클을 생성할

수 있는 전구체로 구성된 저렴한 유기금속잉크는 상온에서 투

명하지만 열을 가하면 2~3 nm 이하의 Ag 나노파티클이 형성

되고 이들이 충분한 온도에서 소결되면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가진다. Ag 금속유기잉크로 20 nm 이하의 박막을 만들기 위해

서는 IPA로 희석시키고 높은 회전 속도에서 코팅한다. Ag 박막

의 투명도와 전기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매의 증발과

Ag 나노파티클의 생성, 소결로 구성된 3단계의 가열단계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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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서 균일한 Ag 박막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된 

Ag 박막은 Ag 금속유기잉크의 농도와 코팅 속도에 의해서 두

께가 결정되는데 17 nm의 두께 조건에서 49 %의 투명도와 

13 Ω/sq의 면저항을 가진다. 17 nm의 Ag 박막과 Na2WO4 

에서 합성한 WO3수용액을 이용하여 WO3 30nm/Ag 17 nm/ 

WO3 60nm의 조건에서 62%의 투명도와 13 Ω/sq의 면저항을 

가지는 최적화된 WO3/Ag/WO3다층투명전극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Ag를 진공증착으로 제작한 다층투명전극에 비

해서 낮은 투명도와 전기전도도를 가지지만, 전과정을 용액공

정으로 제작한 WO3/Ag/WO3 다층투명전극은 가격이 싼 재료

와 생상성이 높은 용액공정으로 제작가능하므로 Ag를 진공증

착으로 제작한 다층투명전극에 비해서 약 2배, ITO에 비해서는 

100배 이상의 가격경쟁력을 가진다. 그뿐만 아니라 용액공정

으로 제작한 WO3/Ag/WO3 다층투명전극은 레이저 직접 패터

닝을 이용하여 대기 중에서 습식식각공정없이 패터닝이 가능

하다. 용액공정으로 제작된 WO3/Ag/WO3다층투명전극을 양

극으로 사용한 OLED는 4,400 cd/m2 at 8 V의 최대 휘도와 

1.40 cd/A의 최대 발광효율을 가진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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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접착조인트의 극저온 강도 향상을 위한 화염 및 실란 표면처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dhesively bonded joint strength at cryogenic temperature with flame and 

silane treatment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의 극저온 저장탱크는 -163도의 

극저온 환경에서 LNG의 누설이 발생하지 않는 높은 신뢰성을 

가진 밀폐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금속 재료의 1차 방벽과 

2차 방벽을 갖는 이중 방벽 구조를 가진다. 최근 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 스틸 박판을 단면 겹치기 (Single lap) 접착 조인트 

형태로 접합하여 2차 방벽을 시공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얇

은 알루미늄 박판 (1050-H18 aluminum foil) 및 스테인리스 

스틸 박판 (304L stainless steel foil)의 경우 용접이나 기타 

기계적인 접합을 통해 LNG의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열팽창 계수가 상대적으로 작고 접착력이 

우수한 에폭시 (Epoxy)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된다. 극저온 

환경에서 접착제는 취성 거동을 보이고, 접착 조인트의 경화 

온도와 사용 온도 사이의 큰 온도차에 의해 접착층 내부에 열 

잔류응력이 크게 발생한다. 이는 금속 박판과 접착제 사이의 

접합을 방해하는 인자로 작용될 수 있으며, 장기간 극저온 환경

에 노출된 접착 조인트의 접합 강도는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 10,000 m2 이상의 아주 넓은 2차 

방벽 금속 접합부에 대한 우수한 접합 성능을 보장하고 효율적

인 시공을 위해서, 대면적 금속 박판을 저렴하게 대량으로 표면

처리 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우주항공 분야에 사용되는 필름 

접착제 (Film adhesive)를 선박용으로 개질 시켜서 -163도에

서도 기밀이 유지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뢰성이 높은 2차 방벽

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판 가스를 이용

한 화염처리 (Flame treatment)와 실란 커플링제를 이용한 실

란처리 (Silane treatment)를 대면적 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 

스틸 박판 표면에 대해 수행하였고, 극저온 환경에서 2차 방벽 

접착 조인트의 우수한 접합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표면

처리 조건을 제안하였다. 또한 LNG 운반선의 화물창 운행 조건

및 수명을 고려한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2차 방벽 접합부가 

가져야 할 접착 강도의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실제 단열 구조

(Insulation system)를 모사하여 금속 박판 접착 조인트를 새롭

게 고안하여 2차 방벽의 접합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험 방법 및 절차를 정립하였다. 표면처리 되지 않은 

금속 박판의 젖음 (Wetting) 특성을 방해하는 주요 인자를 확인

하였으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900도씨의 화염

표면처리를 통해 금속 박판의 접합 특성을 크게 향상시켜 그 

원리를 SEM 및 XPS 분석을 이용하여 규명하였다. 이후, 화염

표면처리 된 금속 박판과 에폭시 접착제와의 커플링을 통한 

강력한 화학 결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1.0 wt.% (pH 5) 조건의

y-GPS 실란 표면처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산업현

장에 많이 적용되었던 기존의 기계 (Abrasion, grit blast) 및 

화학적인 표면처리 (Acid etching)와 비교하여 표면 손상 

(Surface damage) 없이 금속 박판의 표면처리가 가능하였으

며, 금속 박판 표면에 대한 균일한 실란 코팅층의 생성을 통해

접착 조인트의 추가적인 접합 강도 향상과 파괴모드를 개선 

시킬 수 있었다. 최적 조건의 표면 처리가 수행된 접착 조인트

의 극저온 접합 강도 (Lap shear strength)는 표면처리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91% 향상되었다. 한편 2차 방벽 금속 재료

는 시공 전 염분 환경 조건에 장기간 노출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속 박판의 부식 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식 억제제인 

세륨 (Cerium) 입자를 이용하여 실란-세륨 표면처리 (Silane- 

cerium treatment)를 수행하였으며, 금속 박판의 부식 저항성

과 젖음 특성을 동시에 향상시켰다. 화염 및 실란-세륨 (3.0 

wt.%) 표면처리 이후, 0.5 M NaCl 환경에 노출된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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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박판의 부식 억제 효율은 표면처리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

해 72% 향상되었다. 또한, 실제 화염처리 장치를 제작하여 

시편 단위에서 접착 조인트의 접합 강도와 동일한 수준의 값을 

가지는 처리 조건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1 m x 3 m 크기

의 대면적 금속 박판에 대한 화염처리의 균일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함정용 선박의 레이돔 (Radome) 구조체의 기계적인 성

능 향상을 위해서 비강성, 비강도가 우수하고 전자기파 손실이 

적은 아라미드 복합재료 (Aramid composite) 면제가 적용되

었다. 대면적 아라미드 복합재료의 접합 특성 향상을 위해 기존

의 기계적인 표면처리가 적용되었지만, 처리 비용의 증가 및 

표면 손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 재료

뿐만 아니라 아라미드 복합재료 표면에 대해서도 화염 및 실란 

표면처리를 수행하여, 그들의 접합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화염 표면처리를 통해 아라미드 복합재료의 표면 에너지 

(Surface free energy)와 나노 크기의 표면 거칠기 (Surface 

roughness)를 크게 증가 시킬 수 있었다. 또한, 유기재료인 

아라미드 복합재료와 에폭시 접착제와의 커플링을 위해 서로

다른 종류의 실란 커플링제인 -APS와 -MPS를 이용하여 실란

표면처리를 수행하였으며, XPS, FTIR 분석을 통해 원리를 규

명하였다. 화염 및 실란 (0.5 wt.%) 표면처리를 수행한 이후,

제작된 접착 조인트는 표면처리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상온 접합 강도가 64% 향상되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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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유체역학 및 로봇기술을 이용한 난자 미세조작에 관한 연구

A study of oocyte/embryo manipulation using microfluidics and robotics

보조생식술이란 불임치료를 위해 체외에서 난자 및 정자 등

의 생식세포를 다루는 모든 시술들을 일컬으며 관련 진단도구 

및 시술에 대한 수요가 매년 10%씩 증가하는 추세이나, 매우 

낮은 시술 성공률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외부자극에 

취약한 생식세포의 체외시술간 발생하는 손상 및 노동집약적

인 시술과정으로 인한 시술자의 역량이 성공률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보조

생식술을 위한 마이크로 로봇 시스템 연구의 일환으로 미세유

체역학 및 로봇기술을 이용한 난자 및 수정란의 미세조작 기술

을 제안하였다. 먼저, 미세유체역학 기술을 이용한 세포운반장

치를 개발하였다. PDMS를 이용한 공급/수집/고정/개방 채널

로 이루어진 이중층 구조의 미세유체소자가 제작되었으며, 압

력구배에의한 유동에 의해 난자 및 수정란의 빠른 이송 및 고정

이 가능하다. 소자외부로부터 도구의 접근이 가능한 개방 채널

을 통해 시술자는 미세유체소자 채널내에서 미세조작술을 수

행할 수 있고, 개방채널을 통한 배양액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

여 모터를 이용한 유체제어시스템을 통해 각 채널의 압력구배 

및 유량을 능동적으로 제어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미세유체역

학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세포에게 체내환경과 유사한 생리학

적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번째로, 효율적인 

단일 세포 조작을 위한 shared 제어 기술을 제안하였다. 일반

적인 마이크로 단위의 미세세포조작은 제한된 시각 및 촉감 

정보와 비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제한된 자유도의 구

동기로 인한 작업효율 저하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햅틱 피드백을 통한 운동학적 구속조건을 제공하여 사용

자에게 요구되는 정밀도나 자유도를 줄여주어 작업수행을 단

순화하고 조작성능을 향상 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현미경을 통해 얻어진 영상정보로부터 재구성된 가상의 마이

크로 환경으로부터, 조작도구 끝단의 위치와 구속조건에 따라 

도구를 가이드하거나 밀어내는 힘을 계산한후, 임피던스 타잎

의 햅틱장치를 통해 사용자에게 피드백 시켜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일반적인 미세조작방법에 비해 정확성 및 

속도관점에서 작업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난자 및 수정란의 진단을 위한 세포의 기계적 물성치 추정방법

을 제안하였다. 비선형 스프링-댐퍼 모델인 Hunt-Crossley 모

델을 이용하여, 세포를 감싸는 외막인 투명대를 모델링하였으

며, 영상을 이용한 힘 추정이 가능한 PDMS 마이크로 빔구조물

을 제작한 후 난자와 수정란에 대한 인덴테이션 실험을 수행하

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힘-변위 데이터로 부터 확장칼만필터

를 이용해 최종적으로 투명대의 탄성계수와 점성계수를 추정

하였다. 본 실험으로부터 난자 및 수정란이 이력현상을 보이는

점탄성 성질을 가지는 재료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기존에 

보고된 투명대의 고분자재료와 유사한 그물모양의 사슬구조로

부터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정후에 탄성계수와

점성계수가 모두 증가한다는 사실로부터, 투명대 경화현상이

기계적 물성의 변화를 야기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사슬

구조의 구조적인 변화로 부터 야기됨을 기존의 투명대 미세구

조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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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선 종 오 2012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김 광 준

국문 : 

영문 :

지반 가진 및 상부 수평질량이동 기인 관성력 가진에 대한 제진대의 6-자유도 능동 공압 진동제어

6-DOF active pneumatic control of vibration isolation table against ground and inertial force excitation 

induced by horizontally moving mass

정밀장비들의 성능이 환경진동, 특히 지반진동에 민감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지반진동을 절연하기 

위해서 수동형 공압제진대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

동형 제진대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저주파에서 

지반진동을 증폭시키는 공진현상이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한 

가지는 정밀장비 내부 질량 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과도응답

의 정착시간이 길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간지연 제어기법을 이용한 3-자유도 능동형 공압제진대가 

개발이 되었으며, 수직 방향 자유도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나타

내었다. 그러나, 3-자유도 능동형 제진대는 수평 지반진동 또

는 수평 상부 가진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직 방향 뿐만 아니라 수평 방향 지반진동 및 상부 

가진을 절연하기 위한 6-자유도 능동형 공압제진대를 개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수평 지반진동을 절여하고자 시간지

연 제어기법을 이용한 6-자유도 능동형 공압제진대를 개발하

였다. 또한, 상부 이동질량에 의해 발생하는 관성력을 절연하

기 위한 관성력 보상법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그 성능을 

모사실험 및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자세하게 기술하면, 

제진대의 6-자유도 제어를 위해 수직/수평 구동이 가능한 공기

스프링을 제작하였으며, 4개의 공기스프링을 이용해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시간지연 제어기법을 이용하여 제진대 정반의 6-

자유도 강체 운동을 제어하였으며, 지반진동에 대한 절연성능

을 전달율 행렬의 특이치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6-자유도 

제진대는 다입력/다출력 계이며, 그 절연성능은 1-자유도 계

에 적용되는 전달율로 평가를 할 수가 없다. 그 성능은 전달율

행렬로 표현이 되나, 이는 한 계의 성능지표로는 너무 복잡하

다. 따라서, 전달율 행렬의 최대 특이치를 절연 성능 지표로 

제안하였으며, 그 물리적 의미를 설명하였다. 특이치는 제진대

한 모드의 전달율을 나타내며, 이 때 왼쪽 특이 벡터는 출력 

형상을 나타내고 오른쪽 특이 벡터는 입력 형상을 나타낸다. 

3-자유도 능동형 제진대는 수평방향과 관련된 모드는 제어할

수 없는 반면에, 6-자유도 능동형 제진대는 수직/수평 방향 

모두 뛰어난 지반 진동 절연성능을 나타내었다. 수동형, 3-자

유도 능동형, 6-자유도 능동형의 최대 특이치는 각각 42.8,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영 권 2012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정 상 권

국문 : 

영문 :

다중 재생물질을 사용하는 적층 능동형 자기 재생 냉동기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layered active magnetic regenerative refrigerator with multi-magnetic refrigerant

자기냉동은 외부 자기장 변화에 따라 물질의 온도 또는 엔트

로피가 변화하는 자기열량효과를 사용하는 냉동기법의 하나이

다. 자기냉동은 고성능과 친환경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냉동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기열량효과가 각 물질의 자성상태가 변화하는 전이온도 부

근에서만 크게 나타나므로 넓은 온도범위에서의 작동이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본 논문는 서로 다른 전이온도를 가지는 

자성냉매를 사용하여 작동 온도범위를 증가시키는 적층식 능

동형 자기 재생기를 통하여 77 K에서 20 K사이에서 작동하는 

자기 냉동기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능동형 자기 재생기의 

수치해석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가돌리늄을 사용하는 상온 능

동형 자기 재생기의 실험 장치를 통해서 엄격하게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열전달 유체의 질량유량 및 압력진폭과 출, 입구 

온도, 영구자석의 자기장 분포등이 측정되었고 수치해석의 경

계조건으로 사용되었다. 수치해석 결과과 실험결과를 매우 잘 

예측하고 있었으므로, 검증된 수치해석을 바탕으로 극저온 작

동을 위한 적층식 자기 재생기의 설계에 적용하였다. 77 K에서

20 K 사이의 작동을 위해 GdNi2, Dy0.85Er0.15Al2, 

Dy0.5Er0.5Al2, and Gd0.1Dy0.9Ni2 와 같은 4개의 자성냉매

를 선정하고, 각 단에 두개씩의 자성냉매가 사용되는 2단 냉동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단 자성냉매의 최적 적층

비율과 그에따른 질량유량을 설정하였다. 설계안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자화 및 탈자화 과정은 최대 4 T 이상

의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저온 초전도 자석의 교류 작동에 의해

서 구현되었다. 열전달 유체인 기체 헬륨은 액체 질소용기에서

77 K 부근으로 냉각되어 재생기로 공급되었다. 실험결과 양 

끝단의 온도차이는 56 K 최저 도달온도는 24 K으로 작동하였

으며, 적층 비율과 질량 유량에 따른 냉동기의 성능 변화 역시

실험을 통해 비교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향후 다양한 

온도범위에서 작동하는 능동형 자기 재생식 냉동기의 연구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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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2.9이다. 상부 이동질량에 의해 발생하는 과도응답을 

줄이고자 본 연구에서는 관성력 보상법을 제안하였다. 이송부

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기 지정해주기 때문에, 제진대

에 대한 이송부의 상대 운동은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제진

대의 절대 운동은 측정이 가능하다. 이 두 정보를 이용하면 

이송부의 절대 가속도를 알 수 있고, 여기에 이송부의 질량을 

곱하여 제진대에 가해지는 관성력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관성력

을 반대로 제진대에 가해주면, 이상적인 경우 제진대에 과도응

답이 발생조차 하지 않게 된다. 보상법의 성능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상적인 경우처럼 완벽히 과도응답을 제거하지

는 못하나, 과도응답의 크기를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정착시

간 역시 크게 감소하였다. 수동형과 시간지연 제어기법만을 

적용한 경우의 정착시간은 각각 2.0초와 0.3초인 반면에 관성

력 보상법이 추가로 적용된 경우의 정착시간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0.0초였다. 예외의 경우도 정착시간은 0.1초 이하

로 나타났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조   현 2012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박 윤 식

국문 : 

영문 :

고도감 인지를 위한 3차원 입체 음향 기술 재생법

Method of generating 3 dimensional sounds for elevation perception

중앙면 상에서 고도감 제공에 필요한 다양한 음원 인지단서

들 (정적 인지단서들과 동적 인지단서들)이 평가되었다. 다양

한 음원 인지단서들 중, 머리의 위/아래 움직임으로 인한 동적 

인지단서는 중앙면 중 정면에 음원이 위치할 때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중앙면 상의 음원 청취시 청취자들의 

위/아래 머리움직임을 허용할 경우, 실제 음원과 가상 음원의 

경우 모두 고도감 인지능력이 두드러지게 향상된다. 가상 고도

감 구현에 있어서, 청자의 머리 위/아래 움직임을 반드시 고려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 사람들은 청취 시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여 위치를 추정하고 이 머리움직임을 바탕으로 가상 음원

의 고도각도가 실제 사용하는 스피커들의 고도각도와 일치함

을 쉽게 예측하기 때문이다. 청취자들의 머리움직임을 고려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사용하는 스피커 배치를 머리의 위/아

래 움직임에 따른 동적 인지단서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선정

하는 것이다. 정적 인지 단서들은 스피커 시스템이 제공하는 

동적 인지단서가 최소화된 이후에야 비로소 사용자들에게 가

상 고도감을 제공할 수 있다. 정적 인지단서들 중에서 청취자의

어깨 및 몸통에 의한 반사 정보는 중요성이 떨어진다. 청취자들

의 어깨 및 몸통에 의한 반사 정보를 포함하였을 때의 음원 

위치 추정 성능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청취자들의 귓바퀴와 

머리에 의한 회절 정보만으로도 전자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음원 위치 추정 성능을 제공함을 확인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성 우 제 2012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나 석 주

국문 : 

영문 :

화염가열을 이용한 선박구조물의 성형과 용접변형 교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lame forming and straightening of welding distortion for shipbuilding structure

조선소에서 선박의 건조는 크게 계약, 설계, 생산, 조립, 의

장, 시운전, 인도의 절차를 거친다. 그 중 선박 구조물의 대부분

은 생산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선박 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생산 단계에서 이뤄지는 곡가공과 

곡직 공정은 현상자체가 복잡하고 자동화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대부분 전문 숙련공들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여 작

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자동화 방법이 요구된다. 즉 초기의 형상정보로

부터 어디를 얼마만큼 가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작업자

에게 제공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기하학적 접근법을 기반으

로 이러한 곡가공 및 곡직의 역문제를 해결한다. 곡가공의 경우 

평판으로부터 원하는 형상을 성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형상

정보로부터 우선 대상곡면을 설정하고 이를 사각형 조각으로 

분할 및 근사화 한다. 이 후 2차원 평면에서 최적 전개를 통하

여 수축량과 가열선 정보를 추출하게 된다. 이러한 기하학적 

변수는 공정변수로 변환되며 이는 실험과 해석으로 미리 구성

된 공정변수 데이터맵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성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교차 가열선 효과와 모서리효과를 고려하며 최종

적으로 오목형상의 성형에 적용하였다. 곡직의 경우 용접에 

의해 변형된 형상을 평판으로 교정하는 것이므로 평면 전개과

정이 곡가공과 반대로 적용되며 용접선을 고려한 구속조건이

적용된다. 또한 열에 의한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선가열 대신

점가열로 가열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기하학적 

변수를 데이터맵을 통해 공정변수로 변환하였다. 이로부터 최

종적으로 실험을 통해 교정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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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간접 매핑과 가이드 커브 근사화를 이용한 특징형상과 형상 프리미티브 데이터의 교환

Exchange of feature data with shape primitive data using indirect mapping and guide curve approximation

협업설계는 제품설계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요즈음은 설계 업무의 량이 많아서 한 회사가 모든 설계업

무를 완성하기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설계 효율성도 떨어

지기 때문에 보통은 협력사들에게 설계 업무의 일부분을 배분

하여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즉 다른 업체와의 

협력이 필요한데 협업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시스템 사이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다. 이러한 

상호운용성이 필요한 원인은 회사와 그 협력사들이 보통은 서

로 다른 CAD 시스템을 사용하여 설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

고 이럴 경우 나중에 회사에서 전체 설계 업무를 통합 시 서로 

다른 시스템 사이의 상호운용성 문제가 제기 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소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조선소 설계 업무의 현황을 분석 해보면 보통 조선소

에서는 조선용 CAD(ship CAD)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고, 협력

사들은 일반적으로 기계 CAD(mechanical CAD) 시스템을 많

이 사용한다. 하기에 협력사들이 설계업무를 완성 후 전체 설계 

업무의 통합을 위하여서는 관련 기자재의 모델 정보가 조선데 

다시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두 시스템 사이의 상호

운용성 즉 데이터 교환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기계 CAD 시스템으로부터 조선용 CAD 시스템으로의 데이터 

교환문제를 다루었다. 각 CAD 시스템은 보통 기본적인 모델링

단위(modeling units)를 제공하여 이것을 기반으로 좀 더 복잡

한 형상들을 만들어 낸다. CAD 시스템마다 자체의 설계 업무

의 특성과 요구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모델링 단위를 제공하는

데 제품설계 시 최종형상들은 이러한 모델링 단위들로 구성되

었기에 이러한 모델링 단위의 차이점은 데이터 교환 시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본 연구

에서는 간접 매핑과 형상 근사화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변환 

방법(conversion operation)을 제안하였다. 우선 기계 CAD 시

스템과 조선용 CAD 시스템 사이의 모델링 단위를 비교하고 

모델링 단위 사이에서 매핑이 되는 부분과 매핑이 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였고, 매핑이 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예를 들면 fillet feature 같은 경우는 간접 매핑 과정을 통하여

변환을 진행 하였고 profile based feature 같은 경우는 형상 

근사화 기법을 통하여 변환을 하였고 상응한 근사화 정도도 

측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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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영 익 2012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이 정 주

국문 : 

영문 :

압축하중을 받는 NiTi 형상기억합금의 양방향 작동 특성 및 상변태 모델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wo-way actuating characteristics and martensite transformation kinetics modelling of NiTi 

shape memory alloy under compression

형상기억효과는 일방향과 양방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방

향 형상기억효과는 일반적인 NiTi 합금에서 사용되는 특성이지

만 양방향은 특별한 트레이닝을 통해 유도되는 온도에 따라 

형상이 변하는 가역적인 반응이다. 일방향을 이용하는 NiTi 작

동기는 작동 전 잔류변형을 남겨야하지만 양방향은 잔류변형

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방향 형상기억효과를 더 편리

하게 작동기에 적용할 수 있다. 다양한 트레이닝 방법, 양방향 

형상기억효과 유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등 현재까지 양방향 

형상기억효과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대부분

의 연구는 인장하중을 이용하였으며 압축하중을 이용한 양방

향 형상기억효과 유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은 NiTi 형상기억합

금의 압축에서의 기계적 거동과 양방향 형상기억효과 유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양방향 형상기억효과를 유도하기 위

해 형상기억사이클과 일정응력 열사이클을 이용하였으며 열처

리 온도와 기하학적 영향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압축에서

의 마르텐사이트 상변태 방정식을 유도하였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1차원 Brinson 모델은 압축 열-기계적거동

과 회복거동을 표현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압축 형상기억효과와 초탄성효과를 표현할 수 있는 상변태 

방정식을 제안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먼저 압축 상변태

도를 작성하여 압축에서의 정확한 파라미터 값을 얻고 상변태

도와 기계적 거동을 통하여 새로운 상변태 방정식을 제안하였

다. 제안된 방정식은 마르텐사이트 체적 분율을 적절히 표현할

뿐만 아니라 구성방정식을 통한 모사를 통해 본 방정식이 압축 

열-기계적 거동을 매우 잘 표현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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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마이크로 진동형 히트 스프레더의 열성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thermal performance of micro pulsating heat spreader

미소 채널 내부에서 기포군의 자가 진동현상을 이용하여 열

을 전달하는 진동형 히트파이프는 기존의 히트파이프와는 달

리 내부에 복잡한 윅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초박화 

및 소형화가 가능하다. 또한 작동유체의 상변화를 통한 잠열

(latent heat)에 의한 열전달과 작동유체의 진동유동을 통한 

현열(sensible heat)에 의한 열전달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기

존의 히트파이프보다 우수한 열성능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

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진동형 히트파이프에 대해 실험

적 연구와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아직 내부 유동특성 

및 열전달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할만한 연구가 부족하고 진동

형 히트파이프의 최적 설계안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진동형 

히트파이프의 유동특성 및 열전달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내부 직경이 1.7 mm, 길이가 140 mm 이며 하나의 턴(turn)을 

가지는 유리로 제작된 진동형 히트파이프에 대해 정량적인 유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윤 순 호 2012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이 대 길

국문 : 

영문 :

액화천연가스 저장시스템의 2차 방벽 접착 조인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hesive joints for the secondary barrier of LNG cargo containment system

LNG선의 기존 2차 방벽 경화 장치는 알루미늄 허니콤 코어로 

구성된 샌드위치 패널과 폴리우레탄 폼 매트로 구성되어 있었

다. 이로 인해 경화 장치의 상부로 많은 열이 손실되고 폴리우

레탄 폼 매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열과 압력을 전달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경화 도중 2차 방벽 접착 부위에 일정한 압력과 열을 

전달 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리섬유 복합재료와 

낮은 열 전달 계수를 갖는 폴리스타이렌 폼을 이용하여 충분한 

구조 강성 및 강도를 갖는 구조를 설계 하였으며, 부틸 고무 

에어백과 얇은 스테인리스 스틸 필름 히터를 이용하여 직접적

인 열, 압력 전달 방식을 갖는 새로운 핫패드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경화 장치의 하부는 0.14 mm 두께의 스테인리스 필름 

히터와 유연한 재질의 부틸 고무 에어백으로 제작 되었으며, 

이로 인해 2차 방벽 접착부위에 균일한 열과 압력을 직접적으

로 전달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되었다. 또한, 경화 장치의 

상부는 유리섬유 복합재료와 폴리스타이렌 폼을 이용하여 제

작 되었으며 최적 설계를 통해 높은 열 효율과 가벼운 무게를 

갖는 새로운 경화 장치를 개발 하였다. 샌드위치 구조의 최적 

설계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화 시공시의 경계조건에 부합

하는 시험법을 개발 하여 그 성능을 평가 하였으며, 해석적 

방법을 통해 그 설계를 수행 하였다. 설계된 핫패드 시스템을 

실제 시공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 하였으며, 제작된 핫패드를 

이용하여 시공 시험을 경화 압력에 따라 수행한 결과, 새로운 

경화 장치는 2차 방벽 접착 조인트를 성공적으로 시공 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가장 극심한 시공조건과 하중조건을 

갖는 단순 단차 부위에 대해 새로 개발된 핫패드 시스템으로 

경화 시공된 접착 조인트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해 새로운 시편 

시험법을 제안 하고 제안된 시험법을 이용하여 접착 조인트의 

성능을 -150oC의 극저온에서 경화 압력에 따라 실험을 수행

하였다. 시험 수행 결과 0.05 MPa의 경화압력으로 제작된 접

착 조인트가 가장 높은 접착 성능을 보였으나, 이는 일반적은

다른 접착 조인트와는 상이한 결과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E 해석을 통해 그 원인을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경화 압력에 

의해 얇은 스테인리스 스틸 피 접착제가 변형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되었다. 위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의 접착 조인

트 성능 향상 방안을 제안 할 수 있었다. 먼저 스테인리스 스틸 

피 접착제의 변형을 막기 위해 압력 지지 구조를 이용한 시공법

을 제안 하였으며, 다음의 방법에 의한 효과를 살펴 본 결과 

0.10 MPa의 경화 압력을 갖는 기존 시편의 경우에 비해 그 

성능이 60%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단열보드 

사이의 거리를 증가 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필 앵글이 감소 될 

수 있는 시공법을 제안 하였으며, 다음의 방법의 의해 0.10 

MPa의 경화 압력을 갖는 기존 시편의 경우에 비해 그 성능이 

100%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균열 진전

을 억제하고 열 잔류 응력 감소를 위해 유리섬유를 이용한 접착

제 보강 방법을 제안 하였으며, 다음의 방법의 의해 0.10 MPa

의 경화 압력을 갖는 기존 시편의 경우에 비해 그 성능이 120%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경화

장치를 설계 함으로써 LNG선의 2차 방벽 접착 조인트의 신뢰

성 높은 시공을 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시편 평가 방법

을 통해 2차 방벽 접착 조인트의 성능을 평가 함으로써,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문제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접착 조인

트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공법을 제안함 으로써

신뢰성 높은 2차 방벽 접착 조인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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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가시화 실험을 수행하여 유동 패턴과 기포군의 거동 특성을 

살펴보았다. 히트파이프에 가해주는 입열량이 작을 때는 기포

군의 주기적인 진동유동이 발생하고, 입열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포군이 한쪽방향으로 순환하는 순환유동이 발생함을 확인하

였다. 진동형 히트파이프의 열전달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Thome 모델을 적용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론적 연구

를 통하여 진동형 히트파이프는 내부에 길게 팽창된 기포

(elongated bubble)와 채널 벽면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얇은 

액막(thin liquid film)을 통한 액막증발(film evaporation)에 의

해 대부분의 열이 전달됨을 확인하였다. 최근 소형 전자장치의 

냉각을 위해 요구되는 히트파이프의 전체 두께는 1.5 mm 이하 

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직경이 3 mm 이상의 매크로

채널의 진동형 히트파이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전체 두께가 1.5 mm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 직경이 600 

um 이하인 마이크로채널에서 구현되는 진동형 히트파이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식각 공정기술

을 이용하여 실리콘 기반의 평판 진동형 히트파이프를 제작하

고 열성능을 평가하였다. 제작된 진동형 히트파이프의 채널의 

수력직경은 570 um 이고 히트파이프의 총 두께는 1.5 mm 

이다. 열성능 실험결과 유효 열전도도가 최대 600 W/mK로 

측정되었으며 높은 열전도도를 가지는 물질로 잘 알려진 구리

금속보다 50 % 우수한 열전달 성능을 나타내었다. 또한 윅구

조를 가지는 기존의 히트파이프에 비해 동일한 크기일 경우37

% 높은 열전달 성능을 나타내었다. 하이스피드 카메라를 이용

하여 채널 내부에서의 기포의 유동특성을 살펴보았다. 유동가

시화 결과를 바탕으로 Thome 모델을 적용하여 마이크로 진동

형 히트파이프의 열전달 메커니즘을 알아보았다. 앞서 수행한 

내경 1.7 mm의 진동형 히트파이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널

에 형성되어 있는 액막을 통한 액막증발에 의해 대부분의 열이 

전달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은 진동형

히트파이프의 설계 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정 세 환 2012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허   훈

국문 : 

영문 :

자동차용 강판 고속인장물성 데이터의 측정불확도 산출

Measurement uncertainty evaluation for high strain rate tensile properties of auto-body steel sheets

차량경량화는 연비향상과 배출가스 저감을 달성하기 위한 현

재 자동차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차량경량화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충돌성능의 향상과 함께 이루어 져야만 

한다. 차량 경량화와 충돌안전성을 동시에 향상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차체용 강판을 알루미늄 합금, 초고강도 

강판 등 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은 재료로 대체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철강 생산업체들은 초고강도 강판의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차체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돌안전성을 확보한 

경량차체의 개발은 주로 수치해석을 통하여 수행되는데 이는 

정확한 물성치의 적용을 필요로 한다. 자동차 차체에 사용되는 

재료의 물성치는 넓은 범위의 변형률속도 조건에서 측정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차량 충돌 시 차체 내부에 분포하는 변형률

속도는 준정적 변형률속도에서 국부적으로 최대 300/sec~ 

500/sec 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넓은 범위의 

변형률속도의 분포는 차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재들의 물성치

에 민감하게 영향을 끼친다. 일반적으로 박판 금속재료의 유동

응력은 변형률속도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인다. 따라서 정확한 설계 및 해석을 위해서는 차체에 사용되는 

박판금속재료의 물성치가 넓은 변형률속도 범위에서 적합한 

측정방법을 통하여 획득되어야만 한다. 많은 수의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중고속변형률속도에서의 재료 물성치 측정을 위한 

실험적인 방법을 연구해왔다. 그 중 유압식 장시를 이용한 고속

인장시험은 시편에 부과되는 변형률속도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며 시험 중 변형률속도를 비교적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수행되고 있는 대다수의 고속인장시

험 관련 연구는 유압식 시험기를 이용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러

한 실험을 통하여 획득한 재료의 인장물성 데이터는 획득 결과

의 신뢰도와 소급성이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는 측정불확도를 

산출함으로써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준정적 변형률속도에

서의 인장물성치 측정은 여러 표준기관에서 표준화 된 측정방

법과 해당 측정방법의 표준교정 또는 검정시험 절차가 마련되

어 있는 실정이나, 고속인장시험에 대한 표준화는 아직 미흡하

여 고속인잘물성치에 대한 측정불확도 평가는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2011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는 금속재료 고속인장 표준시험법을 제시하였으나 측정결과

의 평가에 대한 언급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ISO에서 측정

불확도 산출 가이드라인(the guide to the expression of 

uncertainty in measurement, GUM)을 발행 한 이후 인장물성

치의 측정불확도 산출을 위한 연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결과는 모두 준정적 변형률속도에서의 인장물성치

에 대하여 수행 된 실정이다. 본 논문은 1/sec~100/sec에 해

당하는 중고속 변형률속도에서 획득한 자동차용 강판의 인장

물성치의 측정불확도에 대한 연구이다. 먼저 중고속 변형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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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진응력-진변형률 데이터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및 데이

터 획득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속인장시험에서 시

편의 변형을 측정하기 위한 영상처리 기법이 적용되었으며 고

속인장시험에서 하중떨림에 의한 하중진동신호의 저감을 위한 

신호처리 절차가 제시되었다. 진응력 결정을 위하여 하중, 변

위, 시편의 초기치수 등의 입력량과 입력량 외의 영향인자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이후 진응력의 측정불확도 산출을 위하여 

입력량 및 영향인자를 고려한 수학적 모델을 구성하였다. 각 

인자의 표준불확도와 함께 측정량인 진응력에 대한 감도계수

를 산출하였다. 제시된 측정절차와 측정불확도 산출방법을 이

용하여 자동차용 강판인 SPCC, DP590, TRIP590에 대하여 

변형률속도별 진응력-진변형률 데이터를 측정하고 각 데이터

의 측정불확도를 산출함으로써 제시된 방법이 일반적으로 적

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입 물성치의 불확도가 수치해석

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진응력 

측정불확도를 고려한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먼저 산출 된 진응력 측정불확도의 확률분포를 도출하고 확률

분포의 형태가 정규분포함수로 표현됨을 고찰하였다. 진응력 

측정불확도의 산출에 사용 된 모든 확률밀도함수를 합성하고

합성 된 결과가 정규분포함수와 매우 근접하게 일치하는 결과

를 확인하였다. 측정불확도와 측정값으로 정의 된 정규분포함

수에서 진응력의 임의 표본을 생성하고, 생성된 임의 표본을 

두 종류의 수치해석에 적용하였다. 수치해석 예제로 원형튜브

의 동적좌굴 현상과 자동차용 충돌에너지 흡수 부재인 프런트 

사이드멤버 (front side member)의 충돌해석을 수행하였다. 

두 종류의 충돌해석에 대한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빈도분포의 도시와 함께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수행 된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의 변동성은 대입 된 물성치의 측정불

확도와 비교하여 보다 작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중고속 변형률속도에서 자동차용 강

판의 변형률속도별 진응력-진변형률 데이터가 적합하게 측정

되었으며 측정불확도 산출 결과 제시 된 측정 절차는 높은 신뢰

도를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입 물성치의 측정불확도는 수치

해석을 통한 부재의 충돌성능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그 물성치

의 신뢰도에 기인한 수치해석 결과의 변동성은 산출된 측정불

확도로 예측하는 것이 가능함을 관찰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재 화 2012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성 형 진

국문 : 

영문 :

난류유동 내의 거대난류구조에 관한 연구

Very-large-scale motions in turbulent flows

난류경계층 유동은 실생활에 흔히 볼 수 있는 유동 중의 하나

이며, 이러한 유동의 특성은 유동 내에 존재하는 난류응집구조

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주 유동 방향의 

난류에너지와 레이놀즈 전단 응력의 경우 거대난류구조가 절

반 이상의 에너지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난류경계층 유동 내에 존재하는 거

대난류구조의 공간적인 특징과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

하여 직접수치모사를 수행하였다. 시간에 따른 유동장의 분석

을 통하여, 헤어핀 다발로 구성된 헤어핀 패킷 구조가 높이에 

따른 속도구배로 인하여 유동 방향으로 길게 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벽면으로부터 먼 위치에 

있는 영역이 더 빠르게 흘러가면서 벽면 가까이에 위치한 영역

으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 결과, 패킷 구조는 

이웃하는 다른 패킷 구조와 결합을 하게 되고 보다 긴 거대난류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거대난류구조는 전체 구조의 40% 

이상을 차지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레이놀즈 전단응

력의 45% 이상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거대난류구조가 레이놀

즈 전단응력뿐만 아니라 난류에너지의 발생과 모멘텀의 이동

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

로, 조건부 평균을 통한 통계적 유동장의 조사를 통해 헤어핀구

조의 다발에 의해 헤어핀 패킷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또한 거대난류구조는 연속적인 패킷 구조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외부 유동인 난류경계층과 

비교하여 대표적인 내부 유동인 난류 파이프 유동에서 거대난

류구조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난류 파이프 유

동의 직접수치모사를 비슷한 레이놀즈 수에서 수행하였다. 순

간유동장과 2점 상관계수를 통한 길이 스케일의 비교를 통하여

파이프 유동에서의 길이 스케일이 경계층에 비해 훨씬 길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파이프의 길이 스케일은 벽

면으로부터 훨씬 먼 영역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난류경계층 바깥영역에 존재하는 큰 모멘텀을 

가진 비회전 유동이 경계층 내부로 유입되면서 거대난류구조

의 주 유동 방향의 응집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에너지 스펙트럼을 통해 거대난류구조와 관련 있는 지배

적인 길이스케일이 존재하지 않고 에너지가 골고루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2점 상관계수를 통하여 대략적인 길이스

케일은 kx 0.45 (λx/δ=14)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

다. 난류경계층 유동과 비슷하게, 시간 연속적인 순간유동장의

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거대난류구조는 인접한 헤어핀 패킷 타

입의 연속적인 결합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것은 헤어핀 구조의 연속적인 스트레칭과 와 구조의 말림 현상

에 의해 기인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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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을 이용한 사람 전완과 손목 관절 임피던스의 추계학적 추정

Stochastic estimation of human forearm and wrist impedance using robots

본 논문은 사람 전완과 손목 관절 임피던스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여, 뇌졸중 환자의 재활을 위한 비정상적인 근긴

장도와 공동 운동 패턴의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척도를 제공한

다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상인의 전완과 손목 관절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로봇 재활을 위한 정량적인 기초를 제공

하고, 전완의 내전와 외전이 손목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세계 보건 기구

의 보고에 따르면 뇌졸중은 세계 사망 원인 2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재활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 재활 치료사가 

환자의 근긴장도를 주관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재활 

치료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 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환자의 근긴장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임피던스란 이러한 근긴장도에 해당

하는 물리량으로 로봇을 이용하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측정

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3 자유도

공간 로봇인 PUMA 로봇을 내부 모델 기반 임피던스 제어기

(IMBIC)로 제어하여 전완과 손목 관절에 작은 크기의 임의의

섭동을 가하고, 이때 발생되는 반력과 위치 정보를 측정하여 

추계학적인 방법으로 임피던스를 추정한다. 또한, 임피던스 추

정에 영향을 주는 중력을 보상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한다. 공간

상의 전완과 손목 관절 임피던스를 추정하기 전에, 평면상에서

스프링 배열과 사람 팔의 임피던스를 추정함으로써 제안한 방

법을 검증하였다. 또한, 공간상에서의 시뮬레이션과 스프링 배

열을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한 효 녕 2012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김   정

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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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인간 로봇 상호 작용을 위한 골격근 수축과 피로의 기계적 측정

Mechanical sensing of skeletal muscle contraction and fatigue for physical human-robot interaction

물리적 인간로봇상호작용(pHRI)은 의료, 재활, 산업, 군사 분

야에 적용되는 사용자의 힘과 움직임 보조에 관한 연구로, 사용

자의 움직임 의도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체의 

움직임은 골격근육의 수축으로 인하여 발생되며, 움직임을 예

측하기 위해 골격근육의 수축 정보를 추출하는 연구가 진행된

다. 대표적으로 근육에 전달되는 전기신호를 측정하는 표면 

근전도(surface electromyography)가 사용되지만, 피부표면 

전기적 임피던스에 영향, 근피로시 신호 변화에 한계점을 보인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부표면 특성에 영향이 적고, 피로에 

강건한 근육의 기계적인 특성(강성)을 측정하는 근육 수축 센

서를 제안하였다. 근육의 강성을 측정함에 있어 측정 방향이 

중요한 기존 힘-거리 관계 기반의 측정 방식 대신 공진주파수-

강성 관계를 이용한 능동적인 측정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등척

성 근육 수축에 따른 강성변화를 다른 근육 활성도 센서와 비교 

평가를 수행하였다. 근육 강성 센서는 압전 소자와 공진 회로를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진동을 가하면서 근육의 변화를 측정하

도록 설계하였으며, 강성변화에 따른 공진 신호 주파수 및 크기 

변화 기반의 두 가지 신호분석 방법 제시하였다. 각각의 방법은 

능동 공진 프로브와 근육의 접촉을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강성 

변화에 따른 압전 센서의 주파수 및 신호 크기 변화를 모델링 

하였으며, 근육의 강성과 같은 특성을 보이는 근육 모형(tissue 

phantom)을 이용하여 제안한 센서의 수학적 모델을 검증하였

다. 센서의 성능평가를 위해 근육 수축 힘에 따른 신호 변화 

분석 및 상관관계를 근육 기계적 특성에 따라 지수함수 형태

로 모델링하였으며, 결과 높은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센서의 반응속도 평가를 위하여 센서별 근육활성화 되는 시점 

(activation onset) 비교하였다. 근육의 강성은 근육자체의 고

유특성으로 근육의 활성화 입력신호를 바로 측정하는 표면 근

전도 신호 기준으로, 뼈 및 인대와 결합으로 기구학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시점인 관절 힘 측정 이전에 근육 강성 변화 측정할

수 있었다. 이는 움직임 발생 이전에 움직임 의도를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계적 측정 센서의 장점인 의복 위에서

근육 강성 변화 실험을 하였을 때, 의복 임피던스 영향으로 

신호는 피부 위에서 보다 감소되었지만, 근육 강성과 높은 상관

관계를 갖고 변화하였다. 피로 조건에서의 근육 수축 측정 실험

에서는 근육의 입력신호를 측정하는 표면 근전도의 경우 시간

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근육의 기계적 특성인 강성은

변화 폭이 작았다. 이는 피로 상황에서도 근육 강성을 통하여

사람의 움직임 의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

의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센서는 물리적 인간

로봇 상호작용에 적용하여 인체 움직임 예측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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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검증한 후, 최종적으로 사람 전완과 손목 관절의 임피던스

를 추정하였다. 시뮬레이션과 스프링 배열을 이용한 실험 결과

는 큰 비선형 마찰을 갖는 로봇을 가지고도 정확하면서도 높은 

신뢰성을 갖는 임피던스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입증하였

고, 추정된 전완과 손목 관절의 임피던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

과도 잘 일치하였다. 추정된 임피던스는 전완과 손목 사이에 

큰 커플링이 존재함을 나타내었는데, 손목의 스텝 트랙킹 

(step-tracking)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이 커플링이 손목의 움

직임에 실제 큰 영향을 미침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커플링은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 있어서는 전완과 손목의 공동 운동으로 

나타나며 이는 재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

만, 이러한 공동 운동은 여러 관절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나타나

므로 임상에서 재활치료사가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은 임피던스 

추정을 통하여 이러한 공동 운동을 정량적으로 진단하는 방법

으로 재활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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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의 성형성 예측을 위한 새로운 연성 파괴 조건 및 유한 요소 해석에의 응용

A new ductile fracture criterion for the formability prediction of steel sheets and its application to finite 

element analysis

Sheet metal form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metal 

working operations, concerns with the shaping of thin metal 

sheets (normally less than 6 mm or ¼ in.) by applying force 

to punches and drawing sheets into dies. There processes 

are accomplished basically by stretching, bending, deep 

drawing, embossing, bulging, flanging, rolling, and 

spinning. There are three important issues in sheet metal 

forming processes: failure, wrinkling and excessive 

springback. Failure is the focus of this study. Two failure 

mechanisms are dominant for metals forming: necking and 

ductile fracture. Necking failure occurs in tension of 

conventional carbon steels while ductile fracture is observed 

for advanced high strength steel sheets not only in tension 

but also in compression and pure shear such as upsetting 

tests. Necking is widely accepted as the main failure model 

from the uniaxial tension to the balanced biaxial tension for 

sheet metals. Failure due to necking is normally expressed 

by forming limit diagrams (FLDs). In the last decades, 

many experiments are carried out to construct FLDs of 

sheet metal alloys such as steel, aluminum and 

magnesium. Many theoretical models are proposed to 

predict FLDs such as the Hill’s localized necking model, 

the Swift’s diffuse necking model, the popular Marciniak 

and Kuczynski model (M-K model), the vertex theory and 

the modified maximum force criterion (MMFC). The 

analytical models above are mainly applied to predict 

formability of sheet metals based on necking or thickness 

reduction. Consequently, failure cannot be estimated by 

these models in low or negative stress triaxiality where there 

is no or negligible thickness reduction. Metals and alloys 

usually fail as ductile fracture induced by nucleation, growth 

and coalescence of microscopic voids. Therefore, ductile 

fracture occurs in a wide stress state from compressive 

upsetting to the balanced biaxial tension. A ductile fracture

criterion is proposed to model fracture behavior of sheet 

metals for nucleation, growth and shear coalescence of 

voids during plastic deformation. In the new ductile fracture

criterion, void nucleation is described as a function of the

equivalent plastic strain, void growth is a function of the 

stress triaxiality and void coalescence is controlled by the 

normalized maximal shear stress. The new ductile fracture

criterion is applied to construct a fracture forming limit 

diagram (FFLD) of a dual phase steel sheets of DP780 

(1.0t). The FFLD is approximated using both the reverse 

engineering method and circle grid analysis (CGA) since 

DP780 fails with negligible thickness reduction from the 

analysis of the fracture surface. Predicted FFLDs are 

compared to experimental results to validate the 

performance of the new criterion in the intermediate stress 

triaxiality between 1/3 and 2/3. The new criterion is also 

applied to construct the fracture locus of Al 2024-T351 to 

validate the performance of the new criterion in the low and 

negative stress triaxiality. The fracture locus constructed by

the new criterion are close to the experimental data points

for all these two materials in a wide stress range from the 

uniaxial compression to the balanced biaxial tension. The 

new ductile fracture criterion is recommended to be utilized

in finite element analysis to predict the onset of ductile 

fracture of sheet metals. The new micro-mechanism- 

motivated ductile fracture criterion is extended to a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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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체의 실시간 절개 시뮬레이션을 위한 다해상도 무요소법

Multi-Resolution meshless method for real-time cutting simulation of deformable object 

실시간 절개 시뮬레이션은 가상환경 및 컴퓨터 그래픽스 분

야에서 주로 적용 되고 있다. 절개 시뮬레이션에서 발생하는 

위상변화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적

용분야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

서는 무요소법을 이용하여 변형체의 절개 시뮬레이션을 빠르

고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Element- 

Free Galerkin (EFG) 방법을 이용하여 변형체의 거동을 수치적

으로 모델화하고, 실시간 시뮬레이션에서의 계산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다해상도 기법을 도입하였다. 고해상도의 절점

과 저해상도 절점을 하나의 변형체 모델에서 혼합하여 사용하

였다. 먼저 변형체의 표면으로부터 변형체의 내부로 일정 깊이

까지의 영역을 표면 층으로 정의하고 나머지 영역을 내부 층으

로 정의하였다. 표면 층에서의 변형은 고해상도의 절점을 이용

하여 정확히 계산하여 고품질의 그래픽 렌더링을 할 수 있도록 

three-dimensional stress space with dependence on the 

stress triaxiality and the Lode parameter. The effect of the 

stress triaxiality and the Lode parameter on the equivalent 

plastic strain to fracture is investigated in the space of .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the Mohr-Coulomb 

criterion is also transformed into the space of using the 

technique of the Mohr’s circles. Both criteria are applied 

to construct fracture loci of Al 2024-T351. Fracture loci 

constructed are compared to experimental data points to 

validate the performance of two criteria. The comparison 

demonstrates that fracture loci constructed by two criteria 

are close to experimental results except for two data points 

in the high stress triaxiality. The big difference between two 

criteria is that a cut-off value for the stress triaxiality is 

extremely small for the Mohr-Coulomb criterion while the 

new ductile fracture criterion endows a constant cut-off 

value of -1/3 which is reasonable for ductile materials. Due 

to this limitation of the Mohr-Coulomb criterion, the new 

criterion is more suitable to model ductile fracture in metal 

forming processes. The new ductile fracture criterion is 

applied to predict the onset of ductile fracture for nine 

specimens with special designed shapes which cover a 

wide range of stress states from shear to plane strain 

tension for the validation of the new ductile fracture 

criterion. The new ductile fracture criterion is first calibrated 

by the equivalent plastic strain to fracture measured by the 

hybrid experimental-numerical method from three type 

specimens of DP980 sheet: specimens with a central hole, 

plane strain tensile specimens and in-plane shear 

specimens. The calibrated criterion is utilized to construct 

the fracture locus of DP980. The constructed fracture locus 

is then employed into ABAQUS/Explicit to predict the onset

of fracture for these three specimens. Another three 

notched specimens are further designed for the validation 

of the new criterion from uniaxial tension to plane strain 

tension by comparison of experimental results to those 

numerically predicted by the new criterion. Moreover, three

types of shear tensile specimens are utilized to validate 

predictability of the new ductile fracture criterion between 

shear and uniaxial tension. The validation suggests that the

new ductile fracture criterion can accurately predict the 

onset of fracture for these specimens. High accuracy 

reveals that the new criterion can correctly describe ductile

fracture behaviors of metals in a wide stress state from 

shear to the plane strain tension. In addition, fractographic 

analysis of fracture surfaces demonstrates that coalescence

of voids is caused by shear linking-up of voids, which is 

assumed by the new ductile fracture criterion. The cut-off

value for the stress triaxiality is investigated experimentally 

and abstractively. The investigation presents that the 

cut-off value is dependent on materials and the Lode 

parameter. The changeable cut-off value with dependence

on the Lode parameter is coupled by slightly modification 

of the original ductile fracture criterion. The Lode 

dependence of the cut-off value, however, is not easily 

determined experimentally or analytically. Thus, a 

suggestion is proposed for the Lode dependence of the 

cut-off value. By proper modeling of the Lode dependence

of the cut-off value, the modified criterion is observed to 

have great flexiblity to describe a reasonable cut-off value

for materials with different duc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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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내부 층에서의 변형은 저해상도 절점을 이용하여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절개 시뮬레이션에서 발생하는 변형체

의 위상 변화는 기존의 visibility criterion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절점들 사이의 연결관계를 undirected graph로 

정의하고 절개 시뮬레이션에서는 절개 면과 교차하는 graph의 

edge를 제거하여 절점들 사이의 연결관계를 업데이트 한다. 

이때 graph의 edge들과 절개면 사이의 겹침을 빠르게 검사하

기 위해서 bounding volume hierarchy (BVH)를 사용한다. 변

형체가 절개 되었을 때 BVH를 실시간으로 재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여 절개 이후에도 시뮬레이션의 성능이 저하되

지 않도록 한다. 제안하는 BVH 재 구성방법은 필요한 계산을 

절개 영역 근처에서만 수행 함으로써 기존 방법의 성능을 향상

시켰다. 그래픽 렌더링과 외부 물체와의 접촉을 처리하기 위해

서 본 연구에서는 삼각메쉬로 구성된 별도의 표면모델을 사용

한다. 변형체가 절개 될 때 표면모델을 re-mesh하는 방법과 

외부 물체와의 접촉이 발생하였을 때 Signorini’s contact law

를 이용하여 접촉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표면모델과 

절점들 사이의 변위관계를 나타내는 mapping matrix를 정의

하고 Signorini’s contact law를 적용하여 linear comple- 

mentary problem (LCP)을 구성한다. 이러한 LCP를 해결함으

로써 시뮬레이션에서 변형체 사이에 접촉이 발생하였을 때 겹

침이 없이 접촉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 제안하는

방법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존의 FEM, XFEM, 

Meshless 방법을 이용한 절개 시뮬레이션과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시뮬레이션의 안정성과 계산효율성 측면에서 비교하였

다.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FEM 절개 시뮬레이션 대비 월등한

성능을 보였고 계산성능 측면에서도 51,200의 삼각형과 

24,104개의 절점으로 구성된 변형체에 대해서 약 7fps의 성능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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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및 고갈 영역 감소를 위한 전해질막 없는 초소형 연료전지의 기하학적 설계

Geometrical design of membraneless micro fuel cell to reduce mixing and depletion region

전해질막이 없는 연료전지의 혼합 영역과 고갈 영역을 줄이

고 연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하학적인 디자인에 

대한 수치해석을 행하였다. 연료전지 안에 블록을 넣어 혼합 

영역을 줄이기 위한 시도는 거의 효과가 없었고 채널 단면을 

바꾸는 디자인의 경우 혼합 영역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중 H 단면을 가진 전해질막 없는 연료전지에서 가장 혼합 

영역을 줄이고 연료 이용률을 높일 수 있었으며 이 H 단면을 

가진 전해질막 없는 연료전지의 최적화를 위해 연료 채널과 

산화제 채널의 종횡비, 작은 통로의 높이에 따라 수치해석을 

행하여 고갈 영역을 줄이고 연료 이용률을 높여 보다 좋은 연료 

전지 성능을 갖는 디자인을 행하였다. 또한 전해질막 없는 연료

전지의 낮은 연료 이용률을 대폭 늘리기 위해 연료와 산화제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양성자 전도성 유체를 가운데에 흘려보내

는 U 형태의 단면을 가진 삼지창 형태의 전해질막 없는 연료전

지를 디자인하였다. 연료와 산화제는 각각 측면의 작은 통로를 

통해 양성자 전도성 유체와 혼합이 일어나 연료와 산화제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고 연료와 산화제를 각각의 전극쪽에 유지

될수 있는 장점을 가져 보다 많은 연료 이용률을 가질수 있다. 

보다 많은 연료이용률을 갖기 위해 연료 채널과 산화제 채널의 

폭과 높이, 작은 통로의 폭가 양성자 전도성 유체 채널의 높이 

등의 수치를 바꾸어가며 디자인을 행하였고 연료 채널과 양성

자 전도성 유체 채널의 높이비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

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극 위에서 연료의 분포가 일정할 경

우, 또 전극 주변에 연료들이 분포할 경우 연료전지의 연료이용

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기존 사각형 채널보다 연료

이용률이 30%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치해석을 

통해 확인한 전해질막 없는 연료전지의 성능 향상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 전해질막이 없는 연료전지의 제작하였다. 

U 단면을 가진 삼지창 형태의 채널은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용이한 H 단면의 전해질막 없는 연료전지를 제작하였다.

MEMS 공정의 DRIE 공정과 RIE 공정을 사용해 채널을 제작하

고 E-beam 공정을 사용하여 전극을 제작하여 결합하였다. 연

료전지의 성능을 체크할수 있는 전압-전류밀도 그래프 및 전력

밀도-전류밀도 그래프를 통하여 H 단면 연료전지가 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연료와 산화제의 유량, 농도, 

종류 등을 바꾸어 가며 기본 성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PDMS를

이용하여 H 단면 전해질막 없는 연료전지를 제작하여 혼합 영

역을 관찰하여 기존 사각형 단면보다 혼합 영역의 폭이 줄어드

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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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박막의 기계적 물성, 신축성 및 피로 거동

Mechanical properties, stretchability and fatigue behavior of metal thin films

최근 두께 1μm 이하의 금속 박막은 미세기전 소자 및 thin- 

film solar cells, electrical sensors, electronic textiles 등을 

비롯한 대면적 IC 구조에서 기능적 요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micro-electronic, micro-mechanical 소자에서 금

속 박막의 두께가 감소하면서 micro, nano 단위의 금속 박막의 

거동에 관한 연구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분야에서 수행

된 연구를 통해 우리는 박막의 기계적 성질이 bulk 재료의 성질

과 다른 거동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광

을 받고 있는 금속 박막의 기계적 거동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였으며 박막의 물성 측정을 위해서는 bulk에서 전통적

으로 사용했던 실험 방법으로는 정확한 값을 측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새로운 실험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힘썼다. 본 논문에서

는 membrane deflection experiment (MDE)를 활용하여 다양

한 온도 조건에서 금속 박막의 응력-변형률 곡선을 구하는 실

험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FEM을 활용하여 시편 게이지 내에서 

변형률과 온도 분포가 균일한 시편을 디자인하였다. 개발된 

실험 방법 및 시편을 이용하여 0.5, 1μm 두께의 Cu 박막에 

대한 실험을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수행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MDE를 활용한 실험 방법의 경우 FEM을 이용한 온도 측

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여 더 쉽게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힘쓴 결과 SEM 내부에서 실험이 

가능한 미소 인장 시험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SEM 내부

에서 heating을 하기 위한 micro heater를 MEMS 공정을 활용

하여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SEM 내부의 진공 조건 하에서 

금속 박막의 기계적 거동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제작된 micro heater를 활용하여 SEM 내부에서 변형률 값이 

정확하게 측정 됨을 확인하였으며 추후에 다양한 온도 조건에

서 응력-변형률 곡선을 측정할 예정이다. 금속 박막의 기계적 

거동의 mechanism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거동 중의 

박막의 microstructure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흔히 사용되는 기술이 TEM이다. 본 논문에서는 TEM 내부에서 

금속 박막에 인장을 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MEMS 공정으로 제작된 금속 박막을 TEM 내부

에서 관찰하는데 성공 하였다. TEM 내부에서 80, 200 nm 두

께의 Al 박막을 관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Al 박막 내에 nano 

두께의 twin boundary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dislocation 또

한 관찰하였다. 또한 TiN passivation layer가 있는 시편의 경우

에는 정확한 관찰을 위해 단면 관찰을 위한 공정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최근 PI 위에 증착된 Cu 박막의 연구에서는 유연 

기판 위에 놓인 금속 구조물의 변형 및 failure 특성이 금속 

구조물 자체의 ailure mechanism에 커다란 영향을 받음을 밝

혀냈다. 즉, 취성 금속 구조물의 경우에는 failure가 일어나기

전에 아주 작은 strain에만 견딜 수 있는 반면 금속 구조물이 

연성을 띠는 경우에는 기판이 strain localization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큰 변형률까지 견딜 수 있다는 메커니즘을 찾아내었

다. 또한 기판과 금속 구조물 사이의 계면 adhesion이 강할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며 50% strain 까지도 failure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PET 위에

증착된 Ag 박막의 경우에는 adhesion이 강한 경우 특별한 열

처리 없이도 failure 없이 70% 이상 인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 유연 기판 위에 증착된 금속 구조물의 장기적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피로 거동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또한

실제 소자에 사용되는 금속 구조물의 신뢰성 평가를 위해서는 

금속 구조물의 failure와 전기적 특성을 연관 짓는 것이 중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PET 위에 증착된 Ag 박막의 피로 거동을 

연구하였으며 전기적 특성을 이용한 피로 수명 측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금속 박막의 microstructure와 저항 증

가를 비교하였으며 25% 저항 증가가 발생하는 시점에 박막 

두께 방향으로 crack이 진전되면서 박막 길이 방향으로 crack

이 빠르게 진전되기 시작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pre-stretch가 

있는 박막의 경우에 두 가지 failure mode (피로 거동에서 흔히

보이는 extrusion/intrusion에 의한 failure와 금속 박막의 연성

파괴에서 보이는 necking과 debonding) 가 함께 관찰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한 실험 조건 (박막 두께, pre-stretch,

박막 너비, 변형률 폭)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

탕으로 각각의 인자가 유연 기판 위의 금속의 피로 거동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금속박막의 피로 거동의 경우에

다른 연구자의 결과와 달리 항상 얇은 금속이 유리한 것이 아니

라 변형률 폭에 따라서 박막의 파괴 mechanism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 결과를 Coffin- 

Manson 관계식을 이용하여 정리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실험 결

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건에서 금속 박막의 failure map 을 

그리는데 성공하였다. 유연 기판 위의 금속 박막의 기계적 거동

에 관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large stretchability와 장기적 

신뢰성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는 1) 강한 adhesion, 2) 200

~ 400nm 의 박막 두께, 3) 작은 pre-stretch 그리고 4) 안정하

고 균등한 microstructure가 요구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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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부품용 DLC 코팅의 마찰 및 마모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riction and wear characteristics of DLC coating used for machine elements

본 연구에서는 건조 마찰 및 경계 윤활 조건에서 공업용 다층 

DLC 코팅의 마찰 및 마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였다. 연구 대상 DLC 코팅은 reactive sputtering 공정을 이용

하여 substrate에 0.5 mm 두께의 Cr layer, 2.0 mm 두께의 

CrN layer, 1.1 mm 두께의 a-C:H:W layer, 2.2 mm 두께의 

a-C:H layer를 순차적으로 증착하여 제작하였다. 건조 마찰 

및 경계 윤활 실험을 위한 DLC 코팅 증착에 사용된 substrate

는 각각 침탄 경화 SCM 415 Cr-Mo steel disk와 AISI 52100 

steel disk이다. 건조 마찰 상태에서 미끄럼 속도와 하중의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 상온의 대기 분위기에서 DLC 코팅이 증착

된 disk와 코팅이 증착되지 않은 12.6 mm 직경의 AISI 52100 

steel ball을 0.0625, 0.125, 0.250, 0.500, 1.00, 2.00 m/s의 

미끄럼 속도와 6.13, 20.7, 49.0 N의 하중 조건에서 20.0 km

의 거리만큼 미끄럼 마찰시키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는 

자체 제작한 pin-on-disk 형태의 마찰 및 마모 실험 장치를 

사용하였다. 실험 후 마찰 계수와 DLC 코팅과 AISI 52100 

steel의 마모율을 구하였다. 실험 결과 마찰 계수는 미끄럼 속

도와 하중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DLC 코팅

과 AISI 52100 steel의 마모율은 하중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감소하였다. 또한 이들은 미끄럼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여 최대값에 도달하였으며, 이후 미끄럼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마모율이 최대값을 보이는 미끄럼 속

도는 DLC 코팅의 경우 하중에 관계없이 0.250 m/s이고, AISI 

52100 steel의 경우 6.13 N의 하중에서는 0.125 m/s, 20.7과 

49.0 N의 하중에서는 0.250 m/s였다. 광학 현미경을 이용한 

마모면 관찰 및 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와 Raman 분광법을 이용한 마모면 분석을 통해 미끄럼 속도와 

하중의 변화에 따른 a-C:H layer의 흑연화(graphitization) 정

도 변화 및 이착막(transfer layer)의 생성 정도 변화가 마찰 

계수 변화의 주된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DLC 코팅과 

AISI 52100 steel의 마모율은 주로 실험 조건의 변화에 따른 

이착막의 생성 정도와 표면 경도 변화의 영향을 받았다. AISI 

52100 steel 표면에 생성된 이착막은 주로 highly disordered 

graphite로 구성되며 마찰과 DLC 코팅과 AISI 52100 steel의 

마모를 감소시켰다. 이와 더불어 경계 윤활 상태에서 윤활유와 

미끄럼 속도, 온도 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DLC 코팅이 

증착된 disk와 코팅이 증착되지 않은 10.0 mm 직경의 AISI 

52100 steel ball을 5.00, 10.0, 20.0, 40.0 Hz의 왕복 운동 

주파수, 27.0, 55.0, 80.0, 110, 160 ℃의 온도, 293 N의 하중 

및 1.00 mm의 stroke 조건에서 400 m의 거리만큼 미끄럼 

마찰시키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마찰 및 마모 실험에는 상용 

SRV(German: Schwingung Reibung Verschleiß, English 

translation: oscillating friction wear) tester를 사용하였으며, 

경계 윤활 조건 조성을 위해 3 종류의 SAE 5W-20 윤활유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윤활유는 FM(friction modifier)의 첨가 여

부 및 종류에 따라 FM이 배합되지 않은 윤활유, GMO(glycerol

mono-oleate)가 배합된 윤활유, MoDTC(molybdenum 

dialky ldithiocarbamate)가 배합된 윤활유로 구분된다. 실험 

후 마찰 계수와 두 상대 재질의 마모율을 구하였다. FM이 배합

되지 않은 윤활유와 FM의 일종인 GMO가 배합된 윤활유를 사

용한 경우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마찰 계수는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대체로 감소하였고, 20.0, 40.0, 10.0, 5.00 Hz의 순

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DLC 코팅의 마모율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증가하였으며, 사용한 윤활유와 왕복 운동 주파수

조건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값을 보였다. AISI 52100 steel의

마모율은 온도가 증가하고 왕복 운동 주파수가 감소함에 따라 

대체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FM의 일종인 GMO

가 배합된 윤활유를 사용한 경우 FM이 배합되지 않은 윤활유

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마찰 계수와 AISI　52100 steel의 마모율

이 감소하였다. 또한 AISI 52100 steel 마모면에 Zn, P, O, 

S가 주성분인 반응막이 생성되었으며, DLC 코팅의 마모면에

는 어떤 종류의 반응막도 생성되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DLC 코팅의 마모면에 부스러짐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 

부스러짐의 전파는 a-C:H:W layer에 의해 정지되었다. 광학 

현미경 및 주사 전자 현미경 이용한 마모면 관찰 및 EDS와 

Raman 분광법을 이용한 마모면 분석을 통해 DLC 코팅의 마찰

및 마모 특성 변화의 원인은 a-C:H layer의 흑연화와 반응막의 

생성 정도 및 GMO의 배합 여부임을 확인하였다. FM의 일종인

MoDTC가 배합된 윤활유를 사용한 경우 다른 두 윤활유를 사

용한 경우에 비해 마찰 계수는 소폭 감소하였지만 DLC 코팅과

AISI 52100 steel의 마모율은 증가하였다. 특히 DLC 코팅의 

마모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a-C:H layer는 완전히 마모되

어 손실되었다. 그리고 Zn, P, O, Mo, S가 주성분인 반응막이

AISI 52100 steel의 마모면과 a-C:H layer의 손실에 의해 노출

된 a-C:H:W layer의 표면에 생성되었는데, 이들은 미끄럼 실

험이 수행되는 동안 윤활면에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했다. 

각각의 윤활유를 사용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GMO는 연구 대상

DLC 코팅에 적합한 첨가제인 반면 MoDTC는 적합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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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 대상 

DLC 코팅의 적합한 적용 대상을 선정하거나 건조 마찰 및 경계 

윤활 상태에서 연구 대상 DLC 코팅이 증착된 기계 부품의 작동 

효율과 수명을 극대화하는 작동 조건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윤활유 제조 시 연구 대상 DLC 코팅이 적용된 표면의 

경계 윤활 성능 개선에 적합한 FM(friction modifier)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종 현 2012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김 수 현

국문 : 

영문 :

스틱-슬립 마찰 현상에 기초한 다자유도 소형 선형 구동기에 관한 연구

Multi-degree-of-freedom miniaturized linear actuator based on stick and slip of friction

소형 다자유도 구동 장치는 광학, 생물학, 나노과학 등에서 

그 필요성으로 인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다자유도 구동

을 작은 공간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응용광학 분야에서는 극도의 작동 환경과 기계적인 충격과 진

동으로 인한 광학 부품의 정렬이 어긋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정밀한 다수의 위치보정 장치가 필요하다. 광학 분야의 다자유

도 구동이 필요한 또 다른 예는 소형 줌렌즈 시스템이다. 최근

에 소형 줌렌즈 시스템은 휴대용 전자 기기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렌즈 구동을 위해 작은 크기에 

긴 구동 거리를 구현해야하는 문제로 인해 실제로 구현하기 

힘든 점이 있다. 생물학과 나노과학 분야에서는 마이크로팩토

리, 나노크기의 탐침 제작, 세포 조작 등을 위해서 다자유도 

구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재료 또는 구동방법을 

이용하여 소형 다자유도 구동을 구현하려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새로운 구동 재료를 기반한 접근방법은 외부 신호로 인해 

재료 자체가 변형되는 특징을 이용한다. 압전소자, 자기변형물

질, 형상기억합금, 이온성 고분자-금속 복합체, 유전식 엘라스

토머, 전도성 폴리머 등을 이용한 소형 구동기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재료 기반의 구동기는 재료 자체의 특성으로 

인한 구동 성능의 한계로 인해 그 상용이 제한적이다. 두 번째 

접근방법은 구동기와 말단장시 사이의 관계에 대한 동역학 해

석을 바탕으로 소형 다자유도 구동을 구현하는 것이다. 작은 

크기에 쉽게 다자유도 구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소화된 구성

요소를 사용한다. 평면상에 다수의 물체를 4개의 구동기만으

로 구현한 연구, 3자유도 회전 운동을 일체형으로 구현한 연구, 

하나의 선형 운동과 하나의 회전운동을 최소한의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얻은 연구가 보고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스무

즈 임팩트 구동기 (SIDM)를 이용하여 다수의 슬라이더를 구동

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최소한의 구성 요소 (즉, 다수의 슬라이

더 구동에 하나의 압전소자, 하나의 구동회로, 하나의 도선만 

사용된다.)를 사용하여 작은 크기에 쉽고 적은 비용으로 다수

의 선형 움직임을 얻어낼 수 있다. 다자유도 구동 방법은 압전

소자와 슬라이더의 움직임에 대한 동역학적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다. 스무즈 임팩트 구동기는 압전소자, 구동 막대, 마찰로

결합되어있는 슬라이더, 구동회로로 구성된다. 각각의 구성요

소에 대한 동역학 모델로부터 스무즈 임팩트 구동기를 모델링

하였다. 이 구동기는 압전 소자의 반복적인 팽창과 수축에 의한

마찰의 스틱과 슬립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모델링에 있어 마찰

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두 접촉 표면 간에 μm 이내의 반복

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동적 마찰 특성이 구동 특성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마찰의 동적 특성을 잘 

표현하는 LuGre 마찰 모델을 사용하였다. 또한 고주파수에서

비선형적인 슬라이더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구동 막대의 진동

이 마찰력 및 구동변위 전달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무즈 임팩트 구동기의 선형적인 구동을 위한 

설계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슬라이더

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스틱과 슬립이 일어나는 조건을 유도하

였 으며, 이 스틱-슬립 조건을 바탕으로 모드 차트를 제시하였

다. 모드 차트를 이용하면 압전소자의 팽창과 수축 구간에서 

원하는 슬라이더의 움직임을 얻기위한 입력구동파형을 쉽게 

설계할 수 있다. 다수의 슬라이더에 대해 모드 차트를 적용하여

다자유도 슬라이더 구동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순차적으로 슬라이더를 위치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수의 슬라이더를 원하는 위치에 위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각각의 슬라이더를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는 

없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두 개의 슬라이더를 독립적

으로 구동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두 개의 슬라이더를 독립적

으로 구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슬라이더의 갯수가 두 개로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제안된 두 가지 구동방법을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하여 검증

하였으며,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소형 줌렌즈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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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천 완 희 2013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권 대 갑

국문 : 

영문 :
주기적 누적 기반 점주사 구조 조명 현미경

Point-scanning structured illumination microscopy based on periodic accumulation

광학 이미징 기술은 산업 현장 (반도체, 평면디스플레이 기기 

생산) 과 연구 분야 (생체 의료 연구, 표면 및 재료 연구) 에서 

영상을 통한 검사/측정/분석 도구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해

당 분야의 관찰 대상 크기는 작아지고 있고 보다 자세하게 분석

하기 위하여 높은 분해능을 가진 영상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

고, 광학 이미징 기술에는 회절 현상으로 인한 분해능을 제한하

는 장벽이 존재한다. 회절 한계 분해능 장벽을 깨고, 고분해능 

광학 이미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시행되어 왔다. 

형광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복잡한 처리 절차와 정교한 정렬

수준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횡방향 분해능 향상뿐 아니라 축방

향 분별력도 갖게 하여 3차원 이미징도 가능한 광학 이미징 

기술로서, 점주사 구조 조명 현미경을 본 논문에서 제안한다.

기존의 구조 조명 현미경의 기본 분해능 향상 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점주사 시스템과 주기적 영상 누적/획득 기법을 적용하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진 오 2012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권 대 갑

국문 : 

영문 :

비대칭적 양팔 작업을 위한 듀얼암 로봇의 동역학 제어: 휴먼 인스파이어드(Human-inspired) 접근 방법

Dynamic control strategy of dual-arm robot for asymmetric bimanual tasks: a human-inspired approach

본 논문은 듀얼암 로봇이 비대칭적 양팔 작업을 수행하기 위

한 통합적인 동역학 제어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대칭적 양 팔 작업은, 양 팔로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에 한 

팔이 기준이 되어 다른 한 팔이 그에 대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작업을 말한다. 이는 양 팔을 함께 이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 

많은 작업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작업을 로봇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두 

팔의 궤적을 코디네이션(coordination)하는 문제, 두 팔의 끝 

단(End-effectors) 간의 빈번한 접촉을 다루는 문제, 그리고 

듀얼암 시스템의 여유 자유도를 다루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사람이 양 팔을 움직일 때 관찰 되는 행동 법칙

인 G̀uiard의 세가지 법칙 을̀ 기반으로 하여,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효과적이면서도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듀얼암 

로봇의 제어 방법을 개발하였다. 먼저 두 팔 사이의 상대 움직

임을 위한 양 팔의 궤적을 보다 쉽게 생성하는 것과 동시에 

두 팔 사이의 접촉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으로서 상대 

임피던스 개념을 제안하였다. Guiard의 첫 번째, 세 번째 법칙

과 상대 자코비안(relative Jacobian)간의 개념적인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쉽고 직관적으로 작업 구현을 

가능케 했다. 여기에 시간 지연 추정(time delay estimation)과 

이상 속도 궤환(ideal velocity feedback)을 적용함으로써 듀얼

암 시스템의 동역학적 모델링 없이도 강인하고 정확한 제어 

성능을 보인다. 두 번째로는, 듀얼암 로봇 시스템을 위한 새로

운 작업 우선 순위 제어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여유 

자유도를 활용하여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다중 작업 간의 충돌(conflict)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순위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므로 효과적이다. 또한 가속도 수준에서의 

여유 자유도 해를 구하였기 때문에, 힘 혹은 임피던스 제어와

같은 동역학 제어 법칙에 적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휴먼 

인스파이어드(Human-inspired) 비용 함수를 제안하였다. 이

비용 함수는 듀얼암 로봇의 셀프 모션(self-motion)이 Guiard

의 두 번째 법칙을 반영하는 최적의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기준 팔은 coarse motion에 적합한 자세로,

그리고 상대 움직임을 갖는 팔은 fine motion에 적합한 자세로

최적화 된다. 최종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상대 임피던스 제

어, 작업 우선순위, 휴먼 인스파이어드 비용 함수가 통합된 듀

얼암 제어기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방법의 실험

적 검증을 위해, 두 대의 6자유도 산업용 로봇을 2 ms의 샘플

링 시간으로 전류 제어가 가능한 Linux-RTAI 기반의 실시간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비대칭적 양 팔 작업 중의

한 가지인 양 팔을 이용한 글씨쓰기 작업을 실제 로봇 시스템에

서 실현함으로써 그 유효성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두 팔의 궤적과 두 끝 단 사이의 임피던스를

간단하게 구현하면서도, 모델링 없이도 정확하고 강인한 궤적 

추종 성능 및 임피던스 구현 성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작업 우선 순위 덕분에 서로 충돌하는 다중 작업들을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었으며, 휴먼 인스파이어드 비용함수가 듀얼암

시스템이 양 팔 사이의 빈번한 접촉을 갖는 작업을 보다 정확하

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세를 최적화해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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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초점 분포를 통해 물체를 조명하고, 점주사 과정동안 움

직이는 초점의 주기적인 위치에 대하여, 광분포 신호들을 선택

적으로 누적시킴으로써 구조 조명 영상을 획득한다. 기존의 구

조 조명 현미경과 같이 정해지지 않은 구조에서 추가적인 변조 

장치 없이 간단한 전산 알고리즘을 통해서, 조명 패턴을 쉽고 

자유롭게 생성한다. 영상 복원을 위해 위상차를 갖는 구조 조

명, 등방적 분해능 향상을 위한 2차원 구조 조명, 광축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주기가 조절되는 구조 조명을 생성하고 영상을 

획득한다. 획득된 구조 조명 영상들로부터 일반 광학 현미경의 

광학 전달 함수 너머의 횡방향 고주파수 성분, 축방향 성분들을 

구하고 이를 공간 주파수 분포에서 더하여 복원함으로써, 3차

원적 분해능이 향상된 최종 영상을 획득한다. 결과적으로 제안

된 점주사 구조 조명 현미경의 광학 전달 함수는 3차원 방향으

로 넓어지고, 점상분포함수는 폭이 좁아진다. 점주사 기반의 

광학 시스템 구성과 주기적 누적법 기반의 영상 획득 절차, 초

점 조명 기반 구조 조명 영상의 복원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분석

하였다. 광학 시스템은 점광검출기 구조만 제외하고 공초점 현

미경의 점주사 시스템과 유사하다. 기존에 존재하던 광선의 각

도를 조절하여 초점 조명을 주사하는 구조에서, 영역 광검출기

를 사용하여 초점 조명 주변의 물체 영역 정보를 획득한다. 선

택적으로 광분포 신호들을 획득하고 점주사 위치에 따라 누적

함으로써 구조 조명 영상을 획득하고 최종 영상을 복원하는데 

활용한다. 점주사 구조 조명 현미경의 영상 획득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제안된 원리를 회절 이론을 기반으로 분석하고 검증하였

다. 점주사 과정 중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물체 평면에서

의 조명 광분포 정보를, 광검출기 평면에서의 광분포 정보를 

분석한다. 검출 광분포 정보를 설계된 누적 함수를 따라 연산 

처리함으로써 초점 조명 기반의 구조 조명 영상을 표현한다. 

위치 이동 되어 구조 조명 영상에 포함된 횡방향 고주파수 성분

을 확인하고, 초점 조명에 맞도록 영상 복원 알고리즘을 설계하

며 이에 대한 최종 복원 영상을 표현한다. 누적 함수는 3차원 

분해능 향상 및 2차원 분해능 최대 향상을 위한 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계하였다. 이미징 이론을 따르는 영상 획득/복원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특정 물체에 대한 영상을 수치적인 시뮬

레이션을 통해 획득하였다. 분해능 향상과 관련된 이미징 성능

을 예측하고, 타현미경의 이미징 성능과 비교한다. 향상된 임계 

주파수를 가지는 광학 전달 함수, 폭이 좁아진 3차원 한 점 분해

능, 날카로워진 횡방향 모서리에 대한 응답 특성, 횡방향 패턴

물체에 대한 향상된 분별력, 축방향 응답 특성을 따른 깊이 분

별력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고 수치적으로 확인한다.

광학 시스템을 시스템 요구사항과 회절 한계 성능에 맞도록 

설계하였다. 4-f 더블 텔레센트릭 구조의 중계 렌즈는 주사 거

울로부터 각도가 조절된 점주사 광선을 대물렌즈로 전달한다.

긴 초점 거리의 이미징 렌즈는 초점 분포에 의해 조명된 물체

작은 영역을 광검출기의 큰 픽셀들의 중심에 각각 할당되도록 

확대된 상을 형성한다. 설계 파장, 광선 직경, 점주사 각도를 

고려하여 중계 렌즈가 설계되었고, 획득 영상에 요구되는 픽셀

수, 광검출기 픽셀 크기에 맞도록 광학계 확대율 및 초점 거리

가 결정되어 이미징 렌즈가 설계되었다. 설계된 결과를 바탕으

로 시스템을 제작하여 점주사 구조 조명 현미경을 구성하였다. 

물체 평면에서 점주사 초점 기반의 2차원 구조 조명 패턴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구조 조명의 가능성을 따져 보았다. 일반 

광을 이용하여 특정 물체에 대한 영상 획득 실험을 수행하여 

공간 분해능 향상을 검증하였다. 앞서 수치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았던 항목들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고 수치적인 

예상 결과값과 비교하였다. 한 점 분해능, 두 점 분해능, 모서리 

응답 특성, 패턴 물체 분별력, 광축 응답 특성, 3차원 높이 영상 

획득과 관련된 이미징 성능의 향상 정도를 실험적으로 확인하

였다. 요약하자면, 점주사 구조 조명 현미경의 3차원 분해능 

향상 원리를 제안하였고, 시스템을 설계하여 구성하였으며, 이

미징 성능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수치적으로, 실험적으로 검증

하였다. 기존의 구조 조명 현미경에서 제한된 응용성을 점주사

방식을 통해 증대시키고, 주기 조절이 가능한 2차원 구조 조명

을 통해 3차원 분해능이 향상된 영상을 획득하였다. 회절 한계

이하의 횡방향 분해능, 축방향 분별력을 통한 3차원 광학 영상

을 통해 미세 패턴, 조직 등을 가지는 물체들을 보다 크게 확대

하여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분석 결과의 신뢰성

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점상 분포 함수 조절 기

법이나 3차원 구조 조명 생성에 점주사 방식이 효과적으로 적

용되어 점주사 구조 조명 현미경의 횡방향, 축방향 분해능 성능

은 더욱 향상될 것이고, 점주사 및 이미징 처리 속도가 개선되

어 영상 획득 속도가 향상될 것이다. 또한 점주사 방식만이 사

용 가능한 비선형 광학 기반의 광학 이미징 분야에 적용되어, 

이에 대한 고분해능 영상 정보를 얻는데 응용될 것이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순 희 2013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오 왕 열, 김 용 주

국문 : 

영문 :
혈관 이미징을 위한 고속 도플러 2 세대 OCT 시스템 개발 및 응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ultrahigh-speed 2G-OCT system for 3d micro-vascular imaging

혈관은 인체의 다양한 질병뿐만 아니라 발생과정, 치료과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혈관을 이미징 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비들이 개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장비들은 저해상

도의 수 센티미터 크기의 넓은 부위를 이미징 하는 장비와 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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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의 수백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좁은 부위를 이미징 하는 

마이크로스코프 장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장비들은 

암과 같은 질병 발생 부위의 전체적인 미세혈관의 구조와 형태

를 이미징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그를 위하여 최근 수 밀리

미터 크기의 비교적 넓은 부위를 고해상도로 이미징 할 수 있는 

장비인 도플러 OFDI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도플러 OFDI 시스템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느린 속도를 가져 실제 질병 및 생체연구에 제한점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두 개의 동등

한 빔을 이용한 새로운 스캐닝 방법을 통해 기존의 도플러 시스

템보다 수십 배 빠른 초고속 고해상도 도플러 OFDI 시스템을 

개발, 제작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비의 감도를 측정함과 동시에 노이즈 성분들을 분석

하는 과정을 진행 하였으며, 실제 혈류 속도의 측정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직 팬텀을 제작하여 유속을 측정하고 3D 

이미지를 제작하는 과정을 개발 및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조직의 3D 이미지를 수초 내에 측정하여 이미징 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 및 검증을 완료하였다. 제작된 장비를 통한

실제 이미징을 진행하면서 쥐의 뇌 및 다리의 혈관을 이미징함

과 동시에 장비의 실제 적용 가능한 분야들을 모색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효 영 2013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권 대 갑

국문 : 

영문 :

VCM 원리를 이용한 구형 구동기 개발에 관한 연구

Design of a novel spherical actuator using a VCM principle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자유도 회전 가

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로봇 산업에서 로봇의 관절구동에 

필요한 다자유도 회전 기구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대되어 왔다. 

다자유도 구동기는 레이더 구동 및 무인 감시카메라 구동, 정찰

로봇 관절구동 등과 같은 군사 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

되고 있다. 현재까지 로봇 시스템에서 다자유도 회전 구동을 

위해 2-3개의 1자유도 회전모터를 병렬로 연결하여 쓰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는 다수의 모터 사용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어와 링크 사용으로 정밀도 측면에서도 

떨어진다. 스피리컬 구동기는 한 개의 조인트에서 다자유도 회

전 구동이 가능한 기구다. 일반적으로 스피리컬 모터라고 알려

져 있으며 단일 모터로 2-3 자유도 회전이 가능한 모터를 의미

한다. 스피리컬 구동기의 경우 단일 구동기로 다자유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 측면과 소형화 측면에서 유리

하다. 또한 기어와 링크 사용이 없으므로 고속, 고정밀 위치 

제어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회전중심이 일치하기 때문에 기

하학 적으로 시스템 해석이 간편해진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스피리컬 구동기가 개발 되었다. 구동 

방식에 따라 크게 유도형, 초음파형, 영구 자석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유도형(Induction type) 스피리컬 구동기는 고정자의 코

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회전자의 표면의 전류를 발생시켜 

회전자가 회전하게 되는 방식이다. 유도형의 경우 복잡한 기계 

구조로 인해 정밀하지 못한 제어성능을 갖고 열 발생이 심하다

는 단점이 있다. 초음파 스피리컬 구동기는 피에죠 물질을 이용

하여 초음파 주파수로 진동시켜 마찰로 회전자를 회전 시킨다. 

부피가 상당히 작고 구동 각도가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속도가 

느리고 제작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영구 자석형 스피리컬 

구동기는 자기저항(Reluctance)을 이용하여 회전자를 구동한

다. 구동 각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스템 제작이 비교적 간단하

여 현제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동 방식이다. 고정자에 

대칭으로 여러 코일이 배치되어 있고 회전자에 영구자석이 부

착되어 있다. 고정자의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어 영구 자석을 

다자유도로 회전시키는 구동 방식이다. 자기 저항형의 스피리

컬 구동기는 기존의 개발된 스피리컬 구동기중 가장 좋은 성능

을 가지고 있지만 낮은 제어 안정성과 토크 세기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스피리컬 구동기는 앞에서와 설명했듯이 많은 장

점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상용화 되지는 못하고 연구 개발 수준

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그 원인으로는 구동방식의 복잡성으

로 인한 낮은 제어 안정성과 센서 설치 시 시스템이 커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제안하는 스피리컬 구동기는 이

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이다. VCM을 이용하여 구동방

식을 단순화 하였으며 구동기 내부에 센서를 장착하여 정밀 

피드백 제어가 가능하게 설계 하였다. 새롭게 제안하는 스피리

컬 구동기는 VCM 원리를 이용한다. VCM은 균일한 자기장 속

을 지나가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로렌츠 힘이 발생하여 구동

력을 얻는다. 이와 같은 원리를 스피리컬 구동기에 적용하여 

구동원리가 간단한 새로운 형태의 스피리컬 구동기를 설계하였

다. 고정자는 크게 내부요크와 외부요크 그리고 원형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부분 모두 구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작

및 조립을 위해 네 부분으로 분할하여 설계하였다. 원형 자석은 

구동기 중심방향으로 자화 되어 있으며 외부요크에 부착되어 

있다. 자석과 내부요크 사이에는 회전자인 코일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공극이 존재하고, 내부 요크와 외부요크는 상부와 하부

에서 서로 연결 되어 있어 자기 폐루프를 만들어 공극에서의 

자속을 최대화 시켜준다. 회전자는 2자유도 tilt-모터와 1자유

도 회전 모터로 이루어져 있다. 제안하고 있는 스피리컬 구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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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자유도로 설계 되었으나 회전 모터 결합 시 3-자유도로 

확장 할 수 있는 구조이다. 2-자유도 tilt-회전자는 4개의 코일 

보빈과 1자유도 회전 모터를 지지할 수 있는 회전자 덮개로 

이루어져 있다. 1-자유도 회전 모터는 필요한 자유도에 따라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이다. 각각의 코일 보빈은 구동각 ±35도

가 가능한 크기로 설계되며 중앙 링에 결합되어 한 개의 회전자

를 이루게 된다. 회전자인 코일은 자석과 요크와의 접촉 없이 

공극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 정자의 요크와 자석은 공극에서 

균일하고 강한 자속을 발생 시킨다. 공극에 위치하고 있는 회전

자의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로렌츠 힘이 쌍으로 발생하여 토크

가 발생되는 원리이다. 자속이 구동기 회전각도 전 구간에서 

일정하고 코일 길이도 일정하므로 구동기의 토크는 오직 전류 

세기에 따라 변하게 된다. 즉 단순히 직류전류로만 구동기의 

정밀 제어가 가능해 진다. 제안하는 스피리컬 구동기는 기존의 

스피리컬 구동기의 단점으로 지적 되었던 부피가 큰 외부의 

가이드 기구를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센서

및 가이드기구를 내부에 설계하는 것은 구동기의 실용성 측면

에서도 매우 중요한 점이다. 그동안 개발된 스피리컬 구동기의

경우 외부의 센싱 및 가이드 기구로 인해 구동기의 소형화 측면

에서 불리하였다. 그러나 새로 제안하고 있는 스피리컬 구동기

의 경우 설계 초기부터 내부에 센싱 및 가이드 기구를 설치되도

록 설계하였다. 제안하는 스피리컬 구동기는 정밀 제어를 위해

로터리 엔코더를 센서로 사용하였으며 짐벌 가이드 기구를 이

용하였다. 새롭게 제안하고 있는 스피리컬 구동기는 기존에 개

발된 스피리컬 구동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첨을 맞추어 

설계하였다. 제안하고 잇는 스피리컬 구동기는 VCM 구동원리

를 이용하여 기존에 개발된 스피리컬 구동기와 비교하여 틸트 

토크 성능 개선과 제어안정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센싱 및 가이

드 기구를 구동기 내부에 배치하여 소형화하여 그 활용성을 

증대 시켰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정 용 진 2013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배 충 식

국문 : 

영문 :

대형디젤엔진에서 배기재순환이 부분 예혼합 압축착화 연소에 미치는 영향과 입자상 물질의 특성

Effect of EGR on the partially premixed charge compression ignition combustion and characteristics of 

particulate matters in a heavy duty diesel engine

균일 예혼합 압축착화 연소는 연소 시작 전 형성된 예혼합기

가 연소실 전체에 걸친 다점 자발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희박한 

예혼합기의 균일 예혼합 압축착화 엔진의 연소는 연소 온도를 

낮추어 질소산화물과 입자상 물질을 급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배기가스 재순환 적용을 통하여 부분 예혼합 

압축착화 연소를 구현하여 미연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의 배출

을 저감하고자 하였다. 분사 시기와 엔진 회전수에 관해 배기가

스 재순환이 연소와 배기가스 특성에 미치는 영향과, 분사공의 

개수와 분사공의 지름을 다르게 한 분사기 형상 변경을 통하여 

연소와 배기가스 배출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과급을 

통하여 운전 영역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단기통 디젤 엔진

을 이용하여 부분 및 균일 예혼합 압축착화를 구현하여 비교하

였다. 균일 예혼합 압축착화 연소는 저온 산화 반응을 포함하여 

열방출이 일어나며, 분사 시기가 상사점 이전 60° 크랭크각보

다 진각된 경우에 나타났다. 부분 예혼합 압축착화 연소는 분사 

시기가 상사점 이전 40° 크랭크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배기

가스 재순환이 적용될수록, 열방출율은 지각되어 연소상 제어

가 가능하였다. 배기재순환은 도시평균유효압력을 증가시켰으

며, 연소 안정성의 지표인 도시평균유효압력의 변동계수를 줄

여 연소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대량의 배기재순환을 이용하였

을 경우, 흡기의 산소 농도의 저감은 착화 지연 기간을 증가시

켜 균일 예혼합기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매연의 저감을 

이루게 하였다. 흡기 내의 재순환된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의 

높은 열용량으로 인하여 낮아진 연소 온도는 질소산화물을 저

감시켰다. 그러나, 연료 분무의 벽면 충돌, 불완전 연소와 낮은 

연소 온도는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

다. 엔진 회전수를 증가하였을 경우, 배기재순환에 의한 도시평

균유효압력의 증가를 확인하였으며, 배기가스 배출물의 특징

을 파악하였다. 예혼합기 형성을 위해서는 이른 분사 전략을 

필요로 하지만, 연소실 내의 낮은 밀도와 온도는 연료 분무의

벽면 충돌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벽면 충돌의 연료는 탄화수소

와 일산화탄소의 주요 원인이 되며, 분사기 형상 변경을 통하여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는 실험을 하였다. 분사각 70°와 분사공

의 개수가 8개인 분사기를 이용하여 520 kPa의 도시평균유효

압력을 구현하였고, 이는 기존 디젤 연소의 87%에 해당하는 

결과이다.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의 저감을 이룩하였으며, 분

사각 70°와 분사공의 14개인 분사기는 미립화의 향상과 공기 

이용률의 증가로 인해 가장 낮은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배출

량을 보였다. 흡기 압력을 0.15 MPa로 과급 하였을 경우, 운전

영역 확장 구현이 가능하였다. 분사각 70°와 분사공의 개수가

8개인 분사기를 이용하여, 흡기 산소 농도가 10%에서 도시평

균유효압력 650 kPa을 구현하였으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의 배출량을 저감하였다. 반면, 매연 배출량을 다소 

악화되었다. 세 가지 연소 영역을 분사 시기에 따라 기존 디젤

연소, 부분 예혼합 압축착화 연소, 그리고 균일 예혼합 압축착

화 연소로 열방출율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부분 예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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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착화 연소는 짧은 연소 기간을 특징으로 배기재순환율 

40%까지 구현되었다. 부분 예혼합 압축착화 연소를 분사 시기

가 상사점 이전 40° 크랭크각과 배기재순환율 40% 미만에서 

정의하였다. 분사각 70°와 분사공의 개수가 8개인 분사기가 

가장 높은 도시평균유효압력을 나타냈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연료가 연소실로 향하여 연소에 참여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반면,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그리고 매연 배출량의 경우는 분

사각 70°와 분사공의 개수가 14개인 분사기가 가장 낮은 결과

를 보였다. 연소 가시화를 통하여 분사각 70°인 분사기의 경우, 

연소실 바닥에서 연료 액막의 풀(pool) 화염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사각 70°와 분사공의 개수가 8개인 분사기의 경우, 

긴 분무 침투거리로 인하여 형성된 다량의 액막에서 강한 풀 

화염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풀 화염에서 확산 연소의 화학양론

적 조건에서 발생하는 높은 온도는 질소산화물 증가의 원인으

로 판단된다. 배기재순환이 40%의 낮은 흡기 산소 농도에서 

타지 않은 액막은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확산 화염에서 발생한 매연은 낮은 흡기 

산소 농도로 인해 산화하지 못 하고 그대로 배출되어 매연 배출

량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용량 배기재순환을 이용

하여 저온 디젤 연소를 구현하여 기존의 디젤 연소에서 발생하

는 입자상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저온 디젤 연소에서의 

입자상 물질의 유기용해물질은 열중량 분석 결과 급격하게 감

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기용해물질이 제거된 매연의 경우 

산화과정에서 저온 디젤 연소경우가 더 빠른 것을 확인하였다. 

원소 분석을 통하여 탄소, 수소, 산소, 황, 질소의 성분을 확인

하였으며,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입자상 물질의 성상을 확인

한 결과, 저온 연소에서의 입자상 물질은 보다 더 미성숙한 매

연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선 락 2013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이 승 섭

국문 : 

영문 :

3차원 적층 패키지용 인터커넥션 공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connection process of 3D packaging

본 연구에서는 3D 인터커넥션 기술 중에 Edge metal line 

interconnection, Edge stud bump interconnection, oxide 

bonded TSV Build-Up stacking 기술을 제안하였다. 시뮬레이

션과 실험을 통해 제안된 연구의 구조적인 안정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다. Edge metal line interconnection process에서

는 적층칩의 측면에 하프다이싱을 이용하여 절연층을 형성하고 

금속을 증착시킴으로써 수직 신호선을 형성하는 공정이다. 시

뮬레이션을 통해 적층칩의 취약한 곳을 알아보았고 3D CT와 

X-ray를 통해 적층칩의 인터커넥션의 검증하였다. 이 이미지를 

통해 수직신호선이 성공적으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dge stud bump interconnection process은 Perpendicular 

circuit die를 이용하여 적층칩과 본딩시킴으로써 수직신호선과 

절연층을 한번에 형성시키는 공정이다. Perpendicular circuit 

die은 스터드 범프가 형성되어 있고 범프가 시드층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층칩의 취약한 곳을 알아

보았고 3D CT와 X-ray를 통해 적층칩의 인터커넥션의 검증하

였다. 이 이미지를 통해 수직신호선이 성공적으로 형성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Oxide bonded TSV Build-Up stacking은 옥사

이드 본딩을 통해 웨이퍼를 적층시키고 TSV를 형성시킨 후 용

융 솔더를 고속으로 필링시킴으로써 수직신호선을 형성하는 

공정이다. 시뮬레이션 해석을 통해 기존의 TSV구조와 본 구조

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비교해 보았다. 본 구조의 해석 결과 적

층칩의 경계면에 응력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을 통해 제안된 적층칩을 제작하였고 SEM이미지를 통해 TSV

필링 정도를 확인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노 기 한 2013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윤 용 산

국문 : 

영문 :

운전자 주시거리와 인체응답 연구에 기반한 인간의 조향 특성에 가까운 운전자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driver model close to human driving characteristics based on driver

본 논문에서는 차량 해석을 보다 더 실제 운전 형태와 가깝게 

모사하기 위해 성별, 나이, 운전 경험과 같은 기본적인 인간 

특성들을 포함하는 인간다운 운전자 모델들(HDMs)을 개발하

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제안되었다. 인간다운 운전자 모델

들은 인간 특성들에 기반하여 총 3가지의 독립적이고 순차적인 

모델들로 구성된다. 첫째가 인간의 인지과정을 대변하는 운전

자 주시거리 모델(PVD)의 개발, 둘째가 판단과정을 대변하는

유한 전방 최적제어(finite preview optimal control) 알고리즘

의 적용, 셋째가 신경근육계 효율을 고려한 조작과정이 있다.

총 65명의 운전자들은 2×2×2 within-subject 설계방식에 의

해 8개의 그룹으로 분류되고, 전방주시거리 측정시험과 신경근

육계 효율시험에 참여하였으며, 이 결과를 통해 통계적으로 다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261

른 인간다운 운전자 모델들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전방주시거

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차량 속도와 도로의 곡률의 2가지 

변수를 이용한 ANCOVA 절차를 수행하였고, 반면 신경근육계 

효율 변수들에 대해서는 ANOVA 절차들을 수행하였다. 

ANCOVA 절차를 통해 8개의 상호 유의한(다른) 인지과정들을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신 ANOVA 절차를 통해서

는 운전자들의 신경근육계 시스템이 성별에만 유의한 특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중 차선변경 해석을 할 때, 인지 및 조작과

정에서 인간 운전자들의 차별화되는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Carsim 및 Simulink를 이용한 인간다운 운전자 모델을 구성하

여 복합적인 차량 해석이 되도록 해석 환경을 구성하였다. 실제 

이중 차선변경 시험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특히 

남성-연장자-숙련자 조합 모델과 여성-청년-초보자 조합 모

델의 차이가 해석 상에서도 차별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인 운전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인간다운 운전자 

모델은 지능형 차량 시스템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서 차량 

해석을 이용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검토 및 응용 연구를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인간다운

운전자 모델을 이용하여 여러 운전자들의 운전 행태와 차량 

특성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첫째는 인간다운 운전자 모델

에서 non feedforward 조향 입력 해석을 수행하여 주시거리 

모델이 필요함을 설명하였고, 둘째는 기존 주시거리 모델과 

DLC 비교를 통해 주시거리 모델에 곡률반경의 적용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셋째는 신경근육계 모델이 있는 운전자 모델과

없는 운전자 모델을 비교하여 신경근육계 모델의 필요성을 설

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운전 미숙자, 음주 운전자, 노약자를 대

변하는 인간다운 운전자 모델을 적용하여 다양한 운전자들의 

행태를 예측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더 실제 운전자의 운전

행태에 가까운 모델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승 훈 2013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민 범 기

국문 : 

영문 :

다기능 테라헤르츠 광소자 응용을 위한 그래핀 메타물질

Graphene metamaterials for multifunctional terahertz photonic applications

메타물질이란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의 성

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고안된 새로운 소재를 통칭

하는 개념으로써, 1990년대 후반 ‘음의 굴절률’을 가지는 물질

이 금속과 유전체의 복합체로 구현 가능하다는 것이 처음으로 

입증되면서 그 연구가 가속화 되었다. 메타물질을 구성하는 기

본 단위원자의 구조가 입사되는 파장에 비해 아주 작은 경우, 

굴절률과 같은 물질의 전자기적 특성을 유효한 값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되고, 물질의 조성보다는 구조나 배열에 의해서 그 특

성의 결정된다. 이와 같은 원리에 기인하여 메타물질은 지난 

십여 년간 회절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슈퍼렌즈, 빛을 100%에 

가깝게 흡수하는 완전 흡수체, 전자기파나 빛의 경로를 자유롭

게 조절 가능한 변환광학의 페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각각 차세대 리소그래피 장비, 고성능 태양전지와 센서, 신개념 

클로킹 소자 등에 응용될 수 있어 물리, 재료, 전자, 기계, 광학, 

나노 및 바이오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메타물질의 유효 성질은 수 헤르츠에서 

수백 테라헤르츠 영역을 아우르는 음파, 전자파 및 광파의 거의 

모든 대역에서 적용 가능하며, 그 중 마이크로 파와 적외선 사

이에 위치한 테라헤르츠 파는 최근 광원과 수광자의 개발로 

초고속 정보통신기술, 보안 시스템, 비파괴 검사, 및 바이오 

이미징 응용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

연계의 대부분의 물질이 테레헤르츠 광원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 및 광통신 분야에서처럼 실생활에 응용되

기 위해서는 테라헤르츠 파를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새로

운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으로 만들어

진 인공원자의 상호간의 분극률을 극대화 함으로써 테라헤르츠 

영역에서 작동하는 고굴절률 메타물질을 개발하였다. 자연계

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의 단위 원자의 경우, 최소 위치에

너지 법칙에 따라 상호 원자간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분극

률이 제한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메타물질의 인공 원자간의 거

리를 원자크기의 천분의 일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 분극률이 

극대화되어 굴절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마이크로 팹

과 나노리소그래피 기술을 이용하여 아주 넓은 면적의 유연한 

메타물질을 제작하였으며, 이것이 38.6 이라는 아주 높은 굴절

률을 가지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제안된 고 굴절률 

메타물질은 그 동안 음굴절률 구현에만 집중되어온 메타물질 

연구의 영역과 굴절률의 공간상의 변화를 이용하는 변환광학 

연구 영역을 넓힐 수 있을뿐더러, 다양한 파장 이하의 광소자에 

적용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높은 굴절률을 가지는

메타물질의 성질을 능동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단일 탄소 원

자층으로 이루어진 그래핀이라는 이차원 물질을 추가 결합하여 

능동형 그래핀 메타물질을 개발하였다. 디락점에서의 선형적

인 에너지-운동량 전자밴드구조 덕분에 그래핀이 에너지가 낮

은 테라헤르츠 광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메타물질을 통과하는 테라헤르츠 파의 세기(47%)와 위상

(32.2º)을 상온에서 전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그래핀 연구에서 잘 알려진 게이트 전압에 따른 이력현상 때문

에 테라헤르츠 투과도를 기억할 수 있는 광 메모리 효과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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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메타물질에서 발생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더불

어 실제적인 응용 소자로 적용 가능함을 증명하기 위해, 메타원

자의 모양을 변경하여 광대역에서 작동하는 테라헤르츠 광변조

기를 구현하였고, 전기적 방법으로 현존하는 테라헤르츠 광변

조기 중에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마지

막으로 그래핀의 광학적인 전도도를 결정하는 페르미 준위를 

전기 및 광학적인 방법으로 조절하여 그래핀 메타물질의 굴절

률을 초고속으로 변조 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그 결과 -3.4라

는 아주 높은 굴절률 변화량을 가졌으며, 이 수치는 광고분자나 

비선형 결정체에서 현재까지 보고되었던 가장 큰 값에 비해 

10배 이상의 변화 폭을 나타내었다. 또한 광 펌핑을 이용한 

초고속 테라헤르츠 분광기를 이용하여 그래핀 메타물질에서 

전하 운반자의 초고속 동역학을 연구하여 10 피코초 이하의 

아주 짧은 전자-전공 재결합 시간을 가지는 것을 실증하였고, 

광포논에 의한 산란이 초기 에너지 완화의 중요한 메커니즘인 

것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그래핀 

메타물질은 테라헤르츠 광원의 세기 및 위상 변조기, 광 메모리 

소자 등의 다양한 광소자 응용에서부터 이미지나 홀로그램 시

스템 등의 다양한 테라헤르츠 광학기술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안 진 우 2013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권 대 갑

국문 : 

영문 :

영상 기반 수차 보정을 적용한 초점 변조 현미경

Focal modulation microscopy with image-based aberration correction 

생의학 분야에서 광학 형광 현미경은 비침습 in-vivo 연구가 

가능하여 매우 유용한 영상 획득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공초점 현미경은 마이크로 미터 이하의 높은 분해능을 가지는 

광학 절편을 얻을 수 있어서 3차원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 회절 

한계의 성능을 가지는 공초점 현미경의 설계기술은 매우 최적

화 되어있다. 하지만 생체시편의 표면으로부터 깊이 있는 영상

을 얻게 될 때, 공초점 현미경의 성능은 급격하게 저하된다. 

이러한 이유는 시편으로부터 발생되는 산란과 다양한 굴절률 

분포를 가지는 시편의 구조적 특징 때문이다. 생체 시편 내에서 

수 많은 산란과정과 광학적 흡수과정은 표적 위치로의 광자의 

진행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증가되는 후방산란이 실제 신호

를 덮어버리게 되어서 영상의 명암과 분해능을 저하시키게 된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광자 현미경이 개발되었다. 이광자 

현미경은 초고속 광원을 이용하여서 수백 마이크로 미터의 투

과 깊이에 있는 시편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초고속 광원의 

장파장 빛은 산란이 훨씬 적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광

자 현미경은 장파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 분해능이 공초점 

현미경에 비해서 낮고, 고가의 초고속 광원이 문제가 된다. 최

근에 회절 한계의 공간 분해능을 유지하고 고가의 초고속 광원

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수백 마이크로 미터의 투과 깊이를 달성

할 수 있는 초점 변조 현미경 (Focal modulation microscopy)

가 개발되었다. 연속 발진형 레이저에서 나온 여기 빔이 오직 

초점에서만 강도가 변조되게 만드는 것을 초점 변조라 부른다. 

초점 변조는 초점에서 나오는 형광 신호만 변조시키기고, 초점 

이외에서 발생되는 형광 신호는 변조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출

되는 형광 신호에서 변조되는 신호만 추출하게 되면 효과적으

로 초점 이외에서 발생되는 형광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문헌에서 보고된 초점 변조 현미경의 경우 변조 속도가 

너무 느려서 실시간 영상획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음향 광학 변조기 (acousto-optic 

modulator)을 이용하여 초점에서만 광학적 맥놀이 (beat)가 일

어나게 설계하였다. 따라서 음향 광학 변조기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광학적 주기를 가지는 두 개의 빔을 만들어 내고, 초점에

이르기 전까지 두 빔을 서로 평행하게 진행하게 만든다. 그리고 

초점 평면에서 두 빔이 만나게 되면 광학적 맥놀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주로 헤테로다인 (heterodyne) 간섭계

에서 사용된 방식인데, 본 논문에서는 초점 변조를 위해서 사용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수 백 MHz까지의 

변조 속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시편에서 유발되는 수차는 초

점 변조 현미경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초점에 도달하기 전의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시편의 구조에 의한 굴절률 분포들은 

수차를 유발시킨다. 일반적으로 형광 현미경의 경우 수차에 의

해서 영상의 분해능, 신호 대비 잡음비 그리고 영상의 명암 대

비 등이 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수차 보정을 위해서 영상

기반 수차 보정법을 사용하였다. 영상 기반 수차 보정 법의 장

점은 각 수차 모드에 대한 영상 값을 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행착오 방식으로 수차 보정하던 방식에 비해서 측정

횟수가 매우 줄어든다 것이다. 시편에서 유발되는 광학적인 수

차들은 동공 함수 상에 위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광학적

전달 함수는 동공 함수의 자기 상관 함수로 나타나며, 이를 이

용하여 변조 전달 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동공 함수 상에 

광학적 수차를 표현하여서 변조 전달 함수를 구하게 되면 영상

의 주파수 영역과 수차와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영상의 주파

수 영역의 전체 크기의 합은 각각의 수차 모드의 크기에 대해서

이차함수 경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차함수의 

경향을 이용하여 세 번의 측정만으로 특정 수차 모드를 보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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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영상을 이용하여 각 수차 모드들을 빠르게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영상 기반 수차 보정법이다. 제안한 시스템을 이

용하여서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공초점 

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된 영상과 초점 변조 현미경을 이용하

여 측정된 영상을 우선적으로 비교하였다. 우선 분해능을 비교

해 보았다. 횡방향 분해능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공간 필터와 

주파수 필터를 동시에 활용하는 초점 변조 현미경의 종방향 

분해능이 공초점 현미경에 비해서 29%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영상의 강도 단면을 비교해 본 결과 초점 변조 현미경이 효과적

인 잡음 제거로 인해서 공초점 현미경에 비해서 높은 명암 대비

를 가지는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적으

로 영상 기반 수차 보정법이 세 번의 측정만으로 특정 수차 

모드를 보상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초점 변조 현미

경에 수차를 보정한 결과는 수차를 보정하지 않았을 때 보다 

신호 대비 잡음 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투과 깊이가 깊어질수록 신호의 세기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

에 영상획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차 보정으로 인한 신호 

세기의 향상은 투과 깊이를 향상시키는 데 큰 효과를 가져온다

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상 기반 수차 보정이 적용된 초점 

변조 현미경의 경우 기존의 공초점 현미경에 비해서 높은 분해

능, 영상의 명암 대비, 투과 깊이 그리고 보정 속도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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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코일 구동기의 원리를 이용한 새로운 스피리컬 모터의 설계와 제어에 관한 연구

Design and control of a new spherical motor using principle of voice coil actuator

최근에, 하나의 조인트에서 다자유도 회전이 가능한 스피리컬 

모터에 대한 연구가 증대되고 있다. 스피리컬 모터는 전자기력

을 이용하여 3-자유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 다양한 형태의 스피리컬 모터들이 개발되었으며, 대부

분 동기구동 방식으로 구동된다ㅏ. 이러한 스피리컬 모터들은 

토크 상수가 비선형적이며, 복잡하고 어려운 제어 방식을 갖는

다. 또한, 작은 사이즈에서 높은 토크를 갖기 어려운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이스 코일 구동기의 원리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스피리컬 모터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스피리컬 모터는 

직경 100 mm로 매우 작은 크기에 큰 구동각을 갖고, 높은 틸트 

토크를 가지며, 각 코일에 의해 발생되는 토크가 일정하고 독립

적인 형태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스피리컬 모터에 비해 제어가 

매우 용이한 장점을 갖는다. 제안한 스피리컬 모터는 회전자, 

짐벌 가이드 메커니즘, 고정자, 센싱 메커니즘, 그리고 Z축 회

전 모터로 구성된다. 제안하는 스피리컬 모터의 가장 주안점은 

보이스 코일 구동기의 원리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보이스 코일 

구동기는 제한적인 구동범위에서 효과적인 성능을 나타내는 

구동기이다. 보이스 코일 구동기는 영구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로렌츠 힘을 이용한 것이

다. 힘이 전류에 직접적으로 비례하고 이 때문에 제어에 매우

유리하다. 또한 히스테리시스가 없고, 높은 정밀도와 빠른 동특

성을 갖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제안하는 스피리컬 모터

에 적용하였다. 제한된 크기 안에서 토크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자기선속밀도를 모델

링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힘과 토크를 모델링하였다. 이

로써 각 방향의 토크를 각각 예측할 수 있다. 모델링을 바탕으

로 몇 가지 제한 조건을 만족시키며 토크를 최대화 하는 최적의

설계치를 얻기 위한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FEM 시뮬레이션과 비교하였다. 설계된 스피리컬 모터

를 제작하고 구현하였으며, 성능 확인을 위한 제어와 실험을 

수행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강 수 2013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김 상 수

국문 : 

영문 :

액체 기반의 광도파관과 입자 분리로의 응용

Liquid-based optical waveguide and its application for particle manipulation

본 학위 논문에서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기초 

연구로서, 미소채널 내부에서 액체 기반의 광도파관을 구축하

고, 이에 대한 응용으로써 액체 기반의 광도파관을 이용한 광학

적인 입자/생물세포 제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2차원 액체-코

어/액체-클래딩(L2) 광도파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

히 하나의 층(single layer)만을 이용하여 3차원 L2 광도파관을 

구현하였다. 코어 유체는 딘(Dean) 와류에 의해 수직 방향으로 

한 번의 집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후 양 옆에서 들어오는 

두 개의 클래딩 유체에 의해서 수평 방향으로 집속이 이루어지

게 된다. 이를 통해 3차원적인 L2 시스템이 구축 가능하게 된

다. 제안된 시스템은 2차원 시스템이 코어 유체가 수직 방향으

로 채널의 벽면과 닿게 되면서 생기는 광손실(optical loss)을

차단 가능하게 된다. 제안된 시스템은 코어 유체와 클래딩 유체

의 확산 현상에 의해 graded-index (GRIN) 광도파관의 특성을



초록집

264

지니게 된다. 코어 유체의 크기는 클래딩 유체의 유량을 조절하

여 제어 가능하게 되고, 이는 유량의 조절을 통해 single-mode 

혹은 multi-mode 광도파관을 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수치해석을 진행

하였다. L2 광도파관의 응용으로서, L2 광도파관을 이용하여 

광유체역학적인 입자 제어로의 응용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기초 연구로써, 기하광학(ray-optics) 영역에서 광자흐름법

(photon-stream-method)을 이용하여 임의의 굴절률 분포에 

놓인 입자에 작용하는 광력에 대한 해석식을 도출하였다. 광력

의 작용원(source)으로써 가우시안(Gaussian) 형태의 레이저 

빔을 사용하였다. 주변 유체의 굴절률 분포는 일차원 확산 방정

식을 이용해 도출하였고 이때 입자에 작용하는 두 개의 광력 

성분인, 광산란력(scattering force)과 광구배력(gradient 

force)에 대한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광크로마토 그래피

(optical chromatography)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굴절률이 다

른 네 가지의 입자(1.22, 1.33, 1.43, 1.59)에 작용하는 광력에 

대해서 해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입자가 굴절률을 기반으

로 제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기초 연구를 기반으로 L2 광도파

관을 이용하여 굴절률 기반으로 입자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서 제안하였고 시스템에서 입자의 운동 특성을 수치적으로 예

측하였다. 서로 섞이지 않거나 혹은 섞이는 두 개의 유체를 이

용하여 각각 step-index 와 graded-index 광도파관을 모사하

였다. 각각의 시스템에서 굴절률이 다른 네 가지의 입자에 대해

서 운동 특성을 계산하였다. 주변 유체에 비해 굴절률이 높은 

입자의 경우 양의 광구배력이 작용하여 코어 유체의 중심부로 

집속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반대로 주변 유체에 비해 굴절률이

낮은 입자의 경우 음의 광구배력이 작용하여 중심부로부터 멀

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유체의 속도와 광폭

(beam waist)이 작을수록, 레이저 세기(laser power)와 입자 

크기가 커질수록 입자 운동의 동적 특성이 강해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특징적으로, graded-index 광도파관에서는 코어 유체

와 클래딩 유체의 확산 현상에 의해 초기 광폭의 효과가 크지

않음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초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입자 운동의 수치적인 예측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적인 검증 

과정을 수행하였다. 네 가지 서로 다른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

저 입자들이 실제로 굴절률 기반으로 제어 가능한지를 평가하

기 위해 하나의 유체만을 사용하여 입자에 작용하는 양(+)과 

음(-)의 광구배력에 대해서 관찰하였다. 이 때 작동유체가 미소

채널 제작에 사용되는 PDMS 물질에 비해 각각 굴절률이 작은 

경우와 큰 경우에 대해서 입자의 운동 특성을 측정하였고 이를 

통해 굴절률을 기반으로 하여 입자의 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하

였다. 세 번째로 시스템의 유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L2 시스

템에서 입자의 운동 특성을 측정하였고 시스템의 사용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굴절률 기반으로 분리된 입자들이

급확대관을 이용하면 분리 거리가 증대될 수 있음을 보였다. 

추후 연구로서, 본 학위 논문에서 진행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실제 생물세포의 실험으로의 확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굴절률을 

기반으로 한 생물 세포의 분리 시스템을 설계o제작하고자 한

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인 혁 2013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오 준 호

국문 : 

영문 :

부등식 형태의 관절 구속 조건을 고려한 임무-우선순위 기반 역기구학 및 휴머노이드 전신 동작에의 적용

Task-priority based inverse kinematics with joint inequality constraints and its application to whole-body 

motion of a humanoid robot

인간형 로봇(humanoid robot)은 일반적으로 많은 자유도를 

가지며 지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보행 등으로 이동하기 때문

에 그 동역학은 매우 복잡하다. 이는 모델 오차가 큰 영향을 

미치는 토크(torque) 제어를 적용할 때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며 

그 결과 많은 인간형 로봇들이 관절의 위치 제어로 구동된다. 

이러한 관절 위치 제어 기반의 시스템에는 관절의 파손 및 시스

템의 급작스러운 동작을 막기 위해 위치 명령의 연속성이 요구

되며 관절의 작동 범위, 최대 속도, 최대 가속도 등의 구속 조건

이 주어진다. 인간형 로봇은 궁극적으로 인간 생활 환경에서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보행을 비롯하여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절의 구속 조건

은 이러한 문제를 보다 풀기 어렵게 만든다. 본 논문에서는 관

절 공간(joint space)에 작동 범위, 최대 속도, 최대 가속도의 

구속 조건이 있을 때 여러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로봇 시스템의

역기구학(inverse kinematics) 문제를 임무-우선순위(task- 

priority) 기반의 역기구학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역기구학 해가 주어진 관절의 구속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 임무의 수행 정도를 차별함으로써 관절 구속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구한다. 기존의 방법은 부등식 형태로 

주어지는 관절 구속 조건을 고려하기 위해 이차 계획법

(quadratic programming)을 이용하였는데 시스템 자유도와 

같은 차원(dimension)의 이차 최적화(quadratic optimization)

문제를 임무의 수만큼 반복해서 풀어야 하므로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시스템 자유도와

같거나 적은 차원의 이차 최적화 문제의 이차 계획법을 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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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함으로써 기존의 방법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

에서 고려하는 로봇 시스템은 관절의 위치 제어로 구동되는 

인간형 로봇(humanoid robot)으로서 위치 명령의 연속성이 중

요하다. 매우 큰 게인(gain)을 갖는 비례-미분 제어기

(proportional differential controller)의 관절 위치 제어기는 불

연속적인 위치 명령으로 관절의 파손이나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절 속도의 연

속성까지 보장되는 가속도 수준에서 역기구학 문제를 다룬다. 

이때 관절의 서로 다른 세 구속 조건을 고려하기 위해 가속도 

구속 조건 하나로 세 구속 조건을 표현하는 고유의 방법을 제시

한다. 관절의 위치 제어로 구동되는 인간형 로봇이라 하더라도 

역기구학 방법만으로 이를 제어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기구학적 모델에 고려되지 않는 컴플라이언스(com- 

pliance) 요소들, 링크(link)나 관절의 처짐(deflection), 충격 

흡수용 발바닥의 고무 패드(pad) 등이 불안정한 거동을 유발하

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한 관절을 갖는 도립 진

자 모델(inverted pendulum model with a compliant joint)을 

사용하여 감쇠 제어기(damping controller)를 설계하고 적용한

다. 감쇠 제어기는 인간형 로봇의 발목에 있는 힘-토크 센서

(force-torque sensor)로 측정한 ZMP(zero moment point)를

피드백(feedback)하여 진동을 감쇠하도록 질량 중심의 운동을

조정한다. 인간형 로봇의 보행 패턴(walking pattern)은 이상적

인 모델에 기반하여 생성되기 때문에 실제 인간형 로봇에 적용

하였을 때 의도했던 안정적인 보행이 구현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ZMP 제어기 등이 사용되지만 인간형 로봇의 동역학

적 특성상 제어기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본 논문에서는 간단

한 감쇠 제어기만으로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보

행 패턴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보행 패턴은 한 발 

지지상태(single support phase)일 때 질량 중심이 정적 평형

상태인 구간을 가짐으로써 인간형 로봇을 평형 상태에 있는 

도립 진자(inverted pendulum)로 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간단한 감쇠 제어기만으로도 안정화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보행

을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모션 캡쳐(motion capture)로 얻은 

사람의 전신 동작을 실제 인간형 로봇에 구현함으로써 본 논문

에서 제안한 방법들의 효용성을 보인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경 택 2013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이 종 원

국문 : 

영문 :

복소 모드 해석 이론에 기반한 회전익 회전체의 동적 해석

Dynamic analysis of bladed-rotor systems based on complex modal analysis theory

산업현장에서 핵심적인 기계요소로 활용되는 회전익 회전체

는 높은 에너지 효율을 얻기 위하여 보다 가볍고 유연하게 설계

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유연 회전익 회전기계에

서는 회전부를 구성하는 회전익 및 축계 상호간의 동적 연성현

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회전익 회전체계 전체의 동

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연성현상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칭 

회전익 모형을 기반으로 한 해석기법에 의존하고 있어, 탄성 

회전익-축계의 동적 연성현상에 대한 이론적 규명은 대칭 회전

익 회전체계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필연적

으로 발생하는 회전익 비대칭성에 의한 효과(블레이드 미스튜

닝 효과, blade mistuning effect)는 탄성 회전익계의 동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존의 회전익 회전

체계의 동적 해석기법은 이러한 회전익 비대칭성에 의한 영향

을 해석에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축계 및 지지부와 더불어 회전익계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모

든 동적 영향을 반영 가능한 회전익 회전체계 동적 해석기법을 

수립하고 회전익-축계의 연성현상을 종합적으로 규명함으로

써, 탄성 회전익 회전체계의 동적해석을 위한 일반화된 이론을 

제시하는 것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회전익의 운동을 방향성 진행파의 형태로 표현하는 복소 다중

블레이드 좌표(multi-blade coordinate)를 활용하여 회전체 선

회운동과 동일한 관점에서 기술된 회전익 모형을 수립한 후, 

이를 기존의 일반 회전축-베어링계 모형과 통합시킴으로 일반 

탄성 회전익 회전체계 해석모형을 수립하였다. 이 회전익 회전

체계 모형은 고정부와 회전부의 비대칭 특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으므로 운동방정식이 전형적인 선형 주기 시변계의 형태로 

주어지지만, 변조좌표(modulated coordinate)를 활용하여 무

한 차원을 갖는 등가 선형 시불변계의 형태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유한차원으로 근사화 함으로써 일반적인 시불변계 고유치 

해석기법을 적용하여 복소 모드해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복소 

모드해로부터 일반 회전익 회전체계의 동적 특성을 나타내는 

방향성 주파수 응답 행렬(directional frequency response matrix,

dFRM)을 정의함으로써 일반적인 탄성 회전익 회전체계 동적

해석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회전익 회전체계의 방향성 주파수

응답행렬은 회전부 및 고정부의 비대칭성에 따라 모두 일곱가

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그 중 넷은 기존의 회전축 회전체계의

방향성 주파수 응답행렬과 마찬가지로 전체 회전체계의 대칭

성, 고정부 비등방성, 회전부 비대칭성 그리고 비등방성과 비대

칭성의 연성효과에 의한 특성을 각각 반영하는 반면, 나머지 

세 종류의 방향성 주파수 응답행렬들은 회전익의 대칭성, 비대

칭성 그리고 회전익 비대칭성과 지지부 비등방성의 연성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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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특성을 각각 반영하고 있음을 모드변수의 특성별 차수 

정도분석을 통해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방향성 주파수 

응답행렬이 담고있는 복소 모드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

으로 표현함으로써 회전익 회전체계의 설계 및 운용 단계에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렬놈(matrix norm) 개념을 도입하

였는데, 특별히 방향성 주파수 응답함수의 무한대 행렬놈을 취

하여 회전축 회전체계의 설계에 활용되던 기존의 Lee 선도의 

적용 대상을 회전익 회전체계로 확장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허 지 향 2013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허   훈

국문 : 

영문 :

자동차용 강판의 변형률속도 의존 이방성 항복함수에 관한 연구

Strain-rate dependent anisotropic yield criteria for auto-body steel sheets

판재는 압연공정의 영향으로 이방성을 갖는다. 박판성형공정

의 해석에 있어 판재의 이방성을 적절한 수학적인 모델로 표현

하는 것은 해석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박판성형공정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판성형공정 

중 판재는 수~수 백/s의 변형률속도를 겪게 된다. 일반적으로 

변형률속도가 증가하면 재료의 물성이 바뀌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변형률속도가 재료의 물성에 미치는 연구는 경화

거동의 연구에 국한되어 있으며 변형률속도에 따른 재료 이방

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동차용 강판의 변형률속도에 따른 이방성변화를 고려

할 수 있는 이방성 항복함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대상 강판은 

고장력강판인 TRIP590과 DP780, 그리고 일반 냉연 강판인 

SPCC이다. 변형률속도 및 하중방향을 달리하며 단축인장시험

을 실시하여 하중방향에 따른 항복응력과 이방성계수를 얻었

다. 중고속 변형률속도에서 이방성계수를 실험적으로 얻기 위

하여 디지털이미지연관기법을 이용한 방법을 새로이 제시하였

다. Hill48, Yld89, Yld2000-2d의 세 가지 이방성 항복함수 중

대상 강종의 이방성을 가장 잘 모사할 수 있는 항복함수를 선정

하였다. 선정된 항복함수를 바탕으로 0.001/s~100/s의 변형

률속도에서 항복곡면을 구성하고 변형률속도에 따른 영향을 

비교하였다. 변형률속도가 바뀌면 항복함수의 크기 뿐만 아니

라 모양도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변형률속도가 증가하면

재료의 이방성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항복함수의 계수를 변

형률속도의 함수로 나타내는 새로운 항복함수를 제시하여 변형

률속도에 따른 이방성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치해

석에 적용하기 위하여 consistency 방법을 이용한 응력적분방

법을 유도하였고 이를 상용코드인 Abaqus/Explicit User 

subroutine (VUMAT)에 적용하였다. 원형컵 드로잉의 유한요

소해석을 통하여 변형률속도에 따른 이방성 변화를 고려하면 

최종 제품의 이어링 형상, 응력분포, 두께분포 등에 영향을 주

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여 준 엽 2013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고 승 환

국문 : 

영문 :

레이저 기반 열수화학반응을 이용한 산화 아연 나노와이어의 선택적 합성 및 집적기술 개발

Selective synthesis and integration of zinc oxide nanowires using laser induced hydrothermal growth

최근 산화금속을 이용하여 나노 구조물을 제작하는 연구는 

전자 소자, 센서, 에너지 장치 등의 연구분야에 많은 각광을 

받으며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여러 다양한 나노 구조물 중에서

도 특히 1차원의 나노 와이어의 경우 체적 대비 높은 표면적과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 모빌리티 (mobility) 를 가진다는 특성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산화금속 나노 

와이어는 주로 기체 상태에서 evapolation, chemical or phy- 

sical vapor deposition (PVD or CVD) 등으로 제작되며, 최근

에는 액상의 전구체 속에서 나노 와이어를 제작하는 열수화학

반응(hydrothermal growth)의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합성

된 나노 와이어를 최종적으로 전자 소자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위치, 특히 전극에 정렬하여 집적하는 과정이 필요하는

데, 대표적인 것으로 기존의 포토 리소그래피 (photolitho- 

graphy), 유전영동 (dielectrophoresis), 미세유체흐름 (micro-

fluidics), 잉크젯 인쇄기법 (inkjet printing), 미세접촉 인쇄기법 

(micro contact printing)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나노구조물의 일정한 방향으로의 물리적 정렬 (alignment)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타 전자 소자와 나노구조물 

간의 기계/전기적 접합 성질 면에서 신뢰성이 뛰어나지 못하고,

정렬된 나노구조물의 정확한 방향성 및 균일성 등에 있어서 

성능이 좋지 못하다. 또한 대부분의 방법의 경우 나노 와이어의 

합성, 수확, 그리고 정렬의 여러 단계 (step)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실제 소자로의 응용시 공정이 복잡해 

지거나 최종 공정의 단가가 높아 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레이저

기반 광 에너지를 이용해 액상의 전구체 환경에서 빠른 공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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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원하는 임의의 위치에 국소적으로 산화아연 나노 와이

어를 합성하고 나노전자소자로 집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레이저를 집광시켜 기판에 국소적으로 온도를 상승시키고, 이

에 따라 액상의 전구체 물질들이 반응하여 산화 아연 나노 와이

어를 합성한다. 집광된 레이저 빛은 3축의 이동 스테이지를 통

해 원하는 위치로 조정이 되고 이 모든 공정은 CCD의 비젼 

(vision)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게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합성된 산화 아연 나노 와이어는 기판에 대해 반구

형으로 그 자체로 어레이 (array)를 구성하여 성게 모양과 비슷

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본 공정을 이용하게 되면, 대략 30분 

이내의 빠른 시간 안에 10um의 길이를 가지는 산화 아연 나노 

와이어 어레이를 합성할 수 있다. 기존의 오븐에서 열수 화학 

반응으로 제작 되는 산화 아연 나노 와이어에 비해 본 공정은 

대략 10배 이상의 빠른 속도를 가지며 최소 20um/h의 성장 

속도비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본 공정을 이용하여 금속 패턴 

위의 원하는 위치에 산화 아연 나노 와이어 어레이를 통한 네트

워크를 형성시켜 UV 센서로 제작이 가능하며 제작된 UV 센서

는 일정한 전압이 걸려 있을 때, 상당히 높은 정확도의 작동 

성능을 가진다. 결국 본 레이저 기반 광 에너지를 이용한 열수

화학 반응 공정은 공정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산화 아연 나노

와이어를 제작할 수 있고, 한번의 공정으로 합성부터 최종 전자 

소자로의 집적이 가능하게 해주므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공

정의 방법을 제시하게 해주며, 염가의 낮은 온도, 환경 친화적

인 공정이므로 향후 많은 전자 소자 및 센서 등에 응용시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한 상 욱 2013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배 충 식

국문 : 

영문 :

압축 착화 엔진에서 저온 디젤 연소의 성능 개선

Performance enhancement of low temperature diesel combustion in a compression ignition engine

디젤 엔진 (또는 압축 착화 엔진)은 높은 효율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수송이나 발전용으로 널리 이용되어 오고 있다. 하지

만, 디젤 엔진은 질소산화물 (NOx; nitrogen oxide))과 검댕 

(soot)을 많이 배출하며 이는 환경 오염을 불러 일으킨다. 따라

서, 이러한 유해 배기 배출물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연소 기술이나 배기 후처리 기

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배기 후처리 기술은 여전히 비

용과 내구성 측면에서 볼 때 쉬운 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연소 기술 개선을 통한 배기 배출물 저감을 이루고자 하는 연구

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디젤 엔진의 연소 과정은 열용량

이 높은 비활성 가스를 통해 흡기를 희석하는 배기가스 재순환 

(EGR; exhaust gas recirculation)을 통해서 제어될 수 있다. 

EGR은 연소 온도를 낮추어 연소 과정과 배기 배출물에 큰 영향

을 준다. 일반적으로, 낮은 연소 온도는 NOx를 저감시키는 대

신 soot의 산화율을 감소시켜 soot 배출량을 증가시킨다고 알

려져 왔다. 하지만, EGR율을 매우 높은 수준 (60% 이상)으로 

증가시킬 경우, 연소 온도가 NOx와 soot의 생성이 제한되는 

1500K 이하로 떨어지면서 NOx와 soot이 동시에 저감되는 것

이 밝혀졌다. 이렇게 다량의 EGR을 이용하여 연소 온도를 낮추

는 연소 기술을 저온 디젤 연소 (LTC; low temperature diesel 

combustion)라 한다. 하지만, 저온 디젤 연소는 낮은 연소 온

도로 인해 발생하는 불완전 연소 때문에 일산화탄소(CO; 

carbon monoxide)와 탄화수소 (HC; hydrocarbon)의 배출량

이 증가할 뿐 아니라 연비 또한 악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실린더 내 낮은 산소 농도로 인해 연소 될 수 있는 연료의 

양이 제한되며 이는 곧 운전 영역의 한계를 불러일으킨다. 본

연구에서는 압축 착화 엔진에서 저온 디젤 연소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저온 디젤 

연소에서 파일럿 분사가 연소 및 배기 배출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다양한 파일럿 분사 시기, 파일럿 분사량, 분사

압력 조건에 실험을 수행하였다. 파일럿 분사 시기의 지각, 파

일럿 분사량의 증가 및 분사 압력의 증가에 따라 주 연소의 

연소상이 진각되고 최고 열방출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

다. 또한, 이러한 전략을 통해 주 연소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CO와 HC 배출량이 저감되었다. 저온 디젤 연소에서 파일럿 

분사가 NOx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soot 

배출량은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파일럿 분사 시기가 지각됨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분무 충돌 가시화 실험을 

통해서 연료의 공간적인 분포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파일

럿 분사 시기에 따른 CO와 HC 배출 결과를 설명할 수 있었다. 

저온 디젤 연소에서 공기와 연료의 혼합기 특성 개선은 기존 

디젤 연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엔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

요한 요소이다. 각기 다른 연소 모드에서 공기와 연료의 혼합

특성에 따른 영향은 서로 다른 연소실 환경으로 인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디젤 연소와 저온 디젤 연소에서

의 혼합기 특성이 연소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혼합기 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사

압력과 흡기 압력을 실험 인자로서 선택하였다. 기존 디젤 연소

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예혼합 시간을 갖는 저온 디젤 연소에서

분사 압력이 연소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저온 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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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에서 고압 분사를 적용할 경우, 미립화 및 증발 특성의 향

상으로 인해 착화 지연 기간과 연소 기간이 짧게 나타났다. 배

기 배출물의 경우에는 두 연소 모드 모두에서 고압 분사를 통해 

CO와 HC 배출량이 저감되었다. 기존 디젤 연소에서의 저감 

원인은 높은 연소 온도에 기인하는 반면, 저온 디젤 연소에서의 

저감 원인은 혼합 특성 향상에 따른 농후한 영역의 감소 때문이

다. 고압 분사에 따른 soot 배출물의 저감은 soot 생성율이 높

은 기존 디젤 연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흡기 압력에 따른 

배기 배출물 결과는 분사 압력에 따른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지만 그 원인은 다소 다르다. 흡기 압력의 증가는 공기와 

연료의 혼합 특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실린더 내 산소의 양을 

많게 하고 주변 밀도를 높게 한다. 이러한 환경은 연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불완전 연소의 산물인 CO와 HC 배출물을 저감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각 연소 모드에서 분사 압력과 

흡기 압력에 따른 연소 특성과 배기 배출물 간의 상관 관계를 

화염 이미지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고압 분사와 흡기 

과급에 의한 혼합 특성 향상을 통해 다양한 엔진 회전수 조건에

서 저온 디젤 연소의 운전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저온 

디젤 연소에서 고압 분사 및 흡기 과급을 적용하여 운전 영역을 

확장하였지만, 확장된 운전 영역으로도 전체 엔진 운전 영역을 

대체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저부하 영역에서

는 저온 디젤 연소의 적용을 통해 배기 배출물 저감을 꾀하고 

고부하 영역에서는 기존 디젤 연소로 운전하여 높은 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소 모드 전환을 필요로 하게 한다. 

EGR 율을 변화시키며 연소 모드 전환을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운전 변수 (EGR 율 변화, EGR 경로 길이, 잔류 가스, 분사 

압력, 엔진 회전수)에 따른 연소 모드 전환 특성을 살펴 보았다.

각 운전 변수에 따른 과도 상태에서 각 사이클의 연소 압력 

데이터와 HC 배출물을 기반으로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저온

디젤 연소에서 기존 디젤 연소로의 모드 전환 시에는 부적절한 

분사 시기와 EGR율의 감소로 인해 출력과 HC 배출물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다. 반면, 기존 디젤 연소에서 저온 디젤 연소로

의 모드 전환 시에는 기존 디젤 연소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잔류

가스의 열적 효과로 인해 출력과 HC 배출물이 급격한 변동없이 

서서히 변화하였다. 또한, 짧은 EGR 경로 길이를 적용함으로

써 더욱 빠른 연소 모드 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잔류 가스, 

분사 압력, 엔진 회전수에 따라 출력 측면에서는 비슷한 추이를 

보이더라도 연소 소음 및 HC 배출량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

였다. 또한, 연소 모드 전환 과정 중 발생하는 급격한 출력 변동

과 연소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 사이클 별 분사 전략이 적용되

었다. 분사 시기를 점차적으로 지각시키고, 분사 기간을 점차적

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하며 이에 파일럿 

분사 전략까지 더함으로써 출력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소 소음을 상당히 저감시킬 수 있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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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 영역 모델을 이용한 접착 조인트의 유한요소해석과 마이크로 패턴 설계를 통한 접착 강도 향상

Finite element analysis of the adhesive joint using the cohesive zone model and adhesive strength 

improvement by the micro-pattern design

접착 조인트는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볍고 모재의 종류에 관계

없이 결합이 가능하며 응력 집중이 기계적 결합 방법에 비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전투기 

날개의 구조 접착에 사용된 이래 반도체, 항공기, 우주선과 같

은 다양한 분야에서 점차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접착 

강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와 접착 조인트의 거동과 파손

을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렇지

만 강도 향상을 위한 실험적 연구들을 거동과 파손 예측의 연구

에 결합하여 조인트의 강도 향상을 위한 설계에 적용하기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습식 에칭과 

사진석판인쇄를 통해 연마 처리를 한 강의 표면에 마이크로 

패턴 표면을 생성하고 CFRP/강의SLB 조인트를 제작하여 3점 

굽힘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실험 결과로부터 패턴이 있는 

접착부의 파손 특성과 파손 하중 원인을 분석하였다. 실험 분석 

결과, 사포 표면 처리를 수행한 시편에 비해 파손 하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표면 처리의 특성과 패턴으로 인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혼합 모드에 따라 파손의 방향이 달

라지므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패턴이 있는 접착부의 거동 근

사를 위해 패턴부를 면의 특성에 따라 세 구간으로 정의하고 

각 영역에 맞는 응집 영역 모델을 구성하였다. 응집 영역 모델

을 구성하는 응집 파라미터는 아직까지 결정할 수 있는 표준적

인 방법이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 계획법과 크리깅 메타 

모델을 통해 실험과 해석의 하중 오차를 근사하고 이를 최소로 

하는 목적 함수에 대해 최적화 과정을 통해 파라미터를 결정하

는 과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응집 영역

모델을 패턴이 있는 SLB 시편의 유한요소해석에 적용하고 해

석 결과를 분석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의 하중-변위 선도는 실험

결과를 잘 근사하였으며 혼합 모드에 관계 없이 상대 하중 오차

를 5%내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응집 영역 

모델 구성 과정과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접착 조인트의 거동과 

파손 하중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접

착 강도 향상을 위한 패턴의 설계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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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접착 면적의 증가와 패턴의 형상 효과가 접착 강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SLB 조인트의 접착 길이에 따른 거동과 파손 하중을 면밀

하게 분석하였다. 유한요소해석 결과, 접착 길이의 증가는 파손 

하중 증가에 선형적으로 영향을 주며, 외부 하중과 패턴과의 

관계는 국부 응력의 변화와 기계적 맞물림 효과에 영향을 준다. 

이를 바탕으로 접착 강도를 향상시키는 패턴 설계를 위한 패턴

의 형상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패턴 형상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

로 파라미터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중심 합성법을 사용

하여 패턴 형상 파라미터에 대한 실험점의 위치를 정하고 수치 

실험을 수행할 모델과 하중을 정의한 후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각 실험점에 대한 파손 하중을 구하였다. 그리고 이 파손 하중

이 최대가 되는 목적함수에 대해 최적화 과정을 거쳐 패턴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패턴의 깊이는 깊이를 나타내는 형상 파라

미터의 상한치에서 수렴하였으며, 모드II 상태로 갈수록 패턴의

너비가 넓어지는 형태로 설계가 되었다. 이는 깊이 방향이 접착 

길이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이며 너비 

방향에 대해서는 기계적 맞물림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모드에 

대해 그 효과를 받는 면적이 크게 나타나도록 한 것이다. 혼합

모드의 변화에 따라 큰 형상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다

리꼴 형상의 패턴이 최적 패턴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설계

된 패턴의 형상을 SLB 시편의 유한요소해석에 다시 적용하여

실험에서 사용했던 반원 패턴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혼합 모드의 상태에 관계없이 모두 설계된 패턴이 높은 파손 

하중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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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브가 가공된 스풀밸브의 윤활특성 연구

A study on the lubrication characteristics of spool-type valve with groove

이 연구는 그루브가 가공된 스풀밸브의 윤활특성에 대해 연구

이다. 그루브가 가공된 스풀과 슬리브 사이의 층류, 비압축성, 

등온의 유체 유동에 관한 연구이다. 스풀밸브는 각종 액츄에이

터의 운동을 제어하기 위해 유압시스템에 많이 사용된다. 그러

나 직선 왕복운동을 하는 스풀밸브에서는 유체고착이라는 문제

가 있다. 유체고착은 스풀과 슬리브 사이에 형성된 불균일한 

압력분포가 스풀을 슬리브 중심에서 벗어나게 할 때 발생한다. 

스풀과 슬리브의 접촉은 마찰을 증가시키고 결국에는 스풀이 

슬리브 안에서 막히게 된다. 이 문제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풀의 원주 방향으로 그루브가 가공된다. 스풀밸브의 윤

활특성을 파악하는데 레이놀즈 방정식이 주로 사용된다. 그러

나 대부분이 그루브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고 그루브의 깊이

가 틈새보다 크므로 스풀밸브 해석에서의 레이놀즈 방정식의 

적용이 의문시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나비에 스톡스 방

정식과 레이놀즈 방정식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스풀밸브 해석

에서 레이놀즈 방정식의 타당성이 조사되었다. 타당성을 평가

하기 위해 최대 압력값, 측력, 마찰력, 누설량을 결과 값들을 

비교하였다. 나비에 스톡스 방정식을 이용한 해석에서는 

Singhal이 제안한 캐비테이션 모델을 사용하였고 레이놀즈 방

정식을 이용한 해석에서는 캐비테이션 압력을 고려한 레이놀즈 

조건을 사용하여 캐비테이션 현상을 고려하였다. 그루브 개수

가 작고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두 지배방정식에 

의한 결과 값들의 차이는 작다. 그러나 그루브 개수가 많은 경

우에는 측력에서 10%이상의 차이가 난다. 캐비테이션이 발생

하거나 그루브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나비에 스톡스 

방정식을 이용한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해석 결과들

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스풀밸브 해석에서 보다 타당하

다고 생각되는 나비에 스톡스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루브 위치, 

그루브 개수, 틸팅 각도, 편심률, 그루브의 단면 형상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스풀의 가장자리에서 첫 번째 그루브까지

의 거리( ), 그루브와 그루브 사이의 간격( ), 그루브 개수( ), 

틸팅각도( ), 편심률( ), 그루브의 단면 형상은 스풀밸브의 윤활 

특성에 큰 영향을 준다. 그루브 단면 형상이 U자형일 때는 그루

브내에 작은 와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루브 형상이 

U자형인 스풀밸브의 측력 및 마찰력은 다른 그루브 형상일 때 

보다 작다. 전형적인 스풀밸브의 그루브는 직사각형 형태의 단

면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타입의 스파이럴 

그루브가 가공된 스풀밸브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스파이럴 그

루브가 가공된 스풀밸브와 전형적인 그루브가 가공된 스풀밸브

에 대해서 4가지 작동조건에 따른 윤활특성을 비교하였다. 

Spiral type-1 그루브가 가공된 스풀밸브가 전형적인 그루브가 

가공된 스풀밸브 보다 측력, 누설량이 작다. 이 연구를 통해서

두 지배방정식의 타당성 평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그루브가 가

공된 스풀밸브의 윤활특성을 해석하는데 어떤 지배방정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루브 단면 형상이 U자형인 스풀밸브

는 그루브 내에 와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기존의 직사각형 

형태의 그루브일 때 보다 윤활특성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스

파이럴 그루브가 가공된 스풀밸브도 윤활 특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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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정의 영향을 고려한 티타늄의 변형률속도 의존 경화 모델

Rate dependent hardening model for pure titanium considering the effect of deformation twinning

본 연구는 티타늄의 압축 변형 시 쌍정의 발생으로 인한 경화 

거동 및 이에 대한 변형률속도의 영향을 고찰한 연구로서, 다양

한 변형률속도 영역에 대하여 티타늄의 압축 시험을 수행하고 

그 미시구조를 관찰하여 쌍정의 발생으로 인한 티타늄의 특이

한 경화 거동을 표현할 수 있는 변형률속도 의존 경화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쌍정은 슬립과 함께 금속 재료의 

소성 변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변형 기구 중 하나로서 

티타늄을 비롯한 HCP 결정 구조를 갖는 금속재료의 변형 시에 

주로 관찰된다. 일반적으로 금속재료가 슬립 기구만을 통하여 

대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총 5개 이상의 슬립계가 필요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슬립계의 개수가 충분한 BCC 및 일부 

FCC 재료의 경우 슬립 기구 만으로 대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HCP 결정 구조를 갖는 재료의 경우 일반

적으로 3개 내외의 매우 부족한 슬립계를 가지고 있어 대변형

을 위해서는 반드시 쌍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료

의 소성 변형 시 쌍정이 발생할 경우 쌍정은 다양한 강화기구를 

통하여 재료의 경화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티타늄 또한 대변형 시 쌍정이 

관찰되며 이로 인한 특이한 경화거동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는 티타늄의 압축 변형 시 쌍정의 발생 및 증식의 경향, 또한 

이에 대한 변형률속도의 영향을 관찰하고 쌍정의 발생이 경화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관찰하여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변형률속도 의존 경화 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 티타늄의 압축 변형 시 경화 거동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

다. 변형 초기의 경우 일반적인 금속재료와 같이 변형이 진행될

수록 변형률경화율, 즉, 응력-변형률선도의 기울기가 감소하

는 현상을 보이지만 일정 변형률 이후 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변형률경화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후 일정 변형률에 

도달하면 변형률경화율은 다시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3단

계의 경화거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쌍정의 발생에 의한 것임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변형 초기의 경우 

티타늄은 슬립에 의해서만 소성 변형하나 일정 변형률 이후 

쌍정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변형률경화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티타늄을 다양한 

변형률조건까지 압축 시험하여 각 변형률에서의 미시구조를 

EBSD 분석을 이용하여 수행함으로써 압축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른 쌍정의 발생량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티

타늄의 압축 변형이 진행됨에 따른 쌍정의 발생, 증식 및 수렴

의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통하여 티타늄의 3단계

로 이루어지는 경화거동이 쌍정의 발생에 기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정량적으로 검증하였다. 티타늄의 압축 거동 시 나타나는

3단계의 경화거동이 변형률속도에 따라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

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변형률속도 조건에서의 압축시

험을 수행하였다. 압축시험은 0.001/s~10/s의 변형률속도 조

건에 대하여 수행되었으며 다양한 변형률속도 조건으로 압축된 

시편의 미시구조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쌍정의 발생, 증식 및 

수렴의 경향이 변형률속도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정

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미시구조 분석 결과를 통하여 압축

시험 결과에서 나타난 변형률속도에 따른 티타늄의 경화거동의 

변화가 쌍정의 발생에 미치는 변형률속도의 영향에 의한 것임

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쌍정의 발생에 의한 티타

늄의 특이한 경화거동 및 이에 대한 변형률속도의 영향을 정량

화 하기 위한 경화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미시구조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하여 쌍정의 영향이 경화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화하여 표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유한요소해석에 적용 

가능한 현상학적 경화모델을 제안하였다. 재료의 경화거동에 

미치는 쌍정의 영향을 수식화하기 위하여 쌍정에 의한 대표적 

강화기구 2가지인 Hall-Petch 강화기구 및 집합조직 강화기구

를 모델에 적용하였다. Hall-Petch 강화기구는 쌍정의 발생으

로 인한 평균결정립 감소로 인해 야기되는 강화효과를 표현한 

기구로서 EBSD를 이용한 미시구조 분석 결과에서 얻어진 다양

한 변형률속도 조건에서의 변형량에 따른 평균결정립 크기의 

변화 경향을 수식화 함으로써 경화모델에 적용하였다. 집합조

직 강화기구는 결정립의 방위변화에 의한 재료 강도의 변화를 

표현한 기구로서 쌍정이 발생한 영역의 결정립의 방위가 변화

한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EBSD 분석에서 얻어진 변형률속도에

따른 쌍정 체적비의 변화를 수식화함으로써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적용된 모델은 실제 시험을 통해 획득된 응력-변형률선도

를 정확히 근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두 가지의 적용예제

를 통하여 제안된 모델의 고속조건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다른 

재료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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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창문 시스템을 이용한 저주파 대역 실내 소음제어

Low frequency interior noise control with active window system

본 논문에서는 건물환경에서 환기 등의 목적으로 열린 창문으

로부터 유입되는 외부 환경소음을 건물 내부에서 저감시킬 수 

있는 능동 창문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능동 소음제어 기법을 

건물환경에 적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물 내부의 센서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능동 창문 시스템은 창문 외부에 설치

된 참조센서 어레이와 창문 프레임 안쪽에 설치된 제어음원을 

이용한 피드포워드 제어방법을 적용하였다. 피드포워드 제어

를 위한 제어 이득값은 실제 건물환경에서 내부 공간의 음장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적인 창문 모델과 단극 음원으로 

모델링된 제어음원을 이용하여 반 무한 공간에서 계산되었다. 

열린 창문으로 유입되는 소음을 건물 내부 공간 전역에서 저감

시키기 위해서 열린 창문에 해당하는 소음원과 창문 가장자리

에 위치하는 유한개의 제어음원이 합쳐진 음원의 음파워 및 

음향 포텐셜 에너지가 반 무한 공간에서 최소가 되도록 제어 

이득값을 계산하였다. 제어 이득값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소

음원과 제어음원에 의한 건물 내부 음장은 Rayleigh 적분식과 

자유음장 Green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이상적인 

창문 모델로는 baffled 창문 모델과 유한 두께 창문 모델을 고려

하였다. 능동 창문 시스템에서 제어음 계산을 위한 참조신호는 

평면파로 입사하는 외부 소음원의 창문면 중심에서의 음압신호

를 의미하며, 제어 이득값 필터의 시간지연을 고려할 수 있는 

곳에서 직접 센서로 측정하는 것은 비실용적이므로, 창문 외부

에 설치된 참조센서 어레이를 이용해 추정할 수 있는 참조신호 

추정기를 제안하였다. 참조신호 추정에 필요한 외부 소음원의 

입사 방향은 참조센서 어레이 사이의 도달시간지연 값을 이용

하여 추정하였다. 능동 창문 시스템의 제어음원의 개수와 위치

에 대한 해석을 통해 8개의 제어 음원을 창문 가장자리에 등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제어성능 대비 비용을 고려했을 경우 

최선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제어음원을 갖는 능동 창문 

시스템은 제어음원이 창문 가장자리에만 위치할 수 있기 때문

에 외부 소음원의 파장이 창문의 특성길이보다 긴 저주파수 

대역에서 소음제어가 가능하며, 파장이 특성길이보다 짧은 고

주파수 대역에서는 공간적 앨리어싱으로 인해 제어가 불가능해

짐을 확인하였다. 외부 소음원의 입사 방향에 따른 제어성능을

소음원과 제어음원의 병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소음원이 유

입되는 방향에서는 두 음원이 음파워 관점에서 잘 병치되어 

소음원의 입사 방향과 동일한 방향에서는 소음저감 효과가 뚜

렷함을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baffled 창문

모델과 유한 두께 창문 모델을 적용하여 계산된 제어 이득값들

의 제어성능을 비교한 결과, 외부 소음원의 입사각이 커질수록

창문 두께에 의한 회절현상이 고주파수 대역까지 나타나기 때

문에 두 모델의 제어성능 역시 외부 소음원의 입사각이 커질수

록 고주파수 영역까지 차이가 남을 확인하였다. 능동 창문 시스

템의 제어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건물환경을 모사한 축소모형

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외부 소음원이 단일 주파수 및 대역

제한된 백색잡음인 경우에 외부 소음원의 입사 각도에 따라 

축소모형 내부의 제어 전o후의 음향포텐셜 에너지의 비를 계산

한 결과, 관심 주파수 영역에서 약 10 dB의 소음저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외부 소음원 방향으로의 소음저감 효과와 창

문 모델에 의한 제어성능 차이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고, 모의

실험의 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능동 창문 

시스템은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을 경우에도 외부에서 유입

되는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으므로, 에너지 절약을 중요시하는

그린빌딩에서 자연 통풍과 소음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물 내부 공간

의 음장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이상적인 창문 모델과 제어음원

을 이용하여 제어기가 설계되기 때문에 쉽게 실제 건물환경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승 만 2013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김 승 우

국문 : 

영문 :

간섭법 기반의 정밀 광 측정을 위한 고출력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 개발

Development of a high power fiber femtosecond laser for precision optical metrology based on interferometry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는 간결한 구성, 턴키(turkey) 방식의 

쉬운 작동, 높은 장기 안정도, 높은 빔 품질 및 출력 확장성의 

산업적 장점으로 인해 정밀 응용분야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특히 우주 및 대기 중의 정밀 장거리 측정, 산업적 시편에 대한 

정밀 형상 측정, 대기 흡수선 분광, 천문 분광기 보정의 간섭법 

기반 정밀 광 측정 분야의 확대와 고 정밀도 요구에 따라 고기능

의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광원이 갖추어야 할 특성인, 측정 범

위 확장을 위한 고출력 특성, 측정 분해능 향상을 위한 좁은 

펄스 폭 특성, 측정 신뢰성 및 정밀도 향상을 위한 고 안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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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분야 확장을 위한 넓은 주파수 대역폭, 측정 정밀도 향상을 

위한 고 가간섭성 특성들을 다 갖춘 간섭법 기반 정밀 광 측정을 

위한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를 위해 비선형 편광회전 방식과 포화흡수체 방식을 결합

한 하이브리드 모드잠금 방식의 광섬유 펨토초 공진기를 개발

하므로 154 mW의 출력과 146 fs의 폭을 갖는 고출력, 극초단

의 단일 펄스를 생성하였으며, 전체 펄스 에너지 3.13 nJ의 

98.5 %가 320 fs 폭의 주 펄스에 집중 된 고 에너지 집중도의 

펄스를 생성하였다. 또한 10 Hz 이하의 선 폭을 갖는 고차 반복

률의 생성과, 외부 CW 광원과의 beat 신호가 35 dB이상의 

높은 S/N 비를 가짐을 확인하므로 낮은 위상잡음을 갖는 광 

빗 생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고, 자동 모드잠금 장치 개발 

및 공진기 시스템 안정화, 반복률 주파수 안정화를 수행하여 

1달 이상의 안정적인 모드잠금 상태 유도와 0.061 %의 출력 

안정도, 8.7X10-12의 주파수 안정도를 갖는 고 안정도의 광 

빗 생성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증폭시스템 없이 

고출력 극초단의 하이브리드 모드잠금 된 펄스와 고 비선형 

광섬유 만을 사용하므로 높은 효율의 주파수 대역 확장을 통해 

1120 nm 에서 2400 nm 이상의 주파수 대역폭을 갖는 

supercontinuum을 생성하였고, 비동일 간섭계를 이용하여 측

정한 supercontinuum의 평균 가시도가 0.93으로 측정되므로 

고 가가섭성을 갖는 광대역 광 빗 생성을 검증하였다. 이상과

같이 구현된 고출력, 좁은 펄스 폭, 고 안정도, 광대역, 고가간

섭성의 특성을 모두 갖춘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는 기존의 광 

측정 분야인 대 영역의 조선, 국방, 우주 산업부터 정밀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영역에 까지 적용 되므로 간섭법 

기반의 초정밀 광 측정의 구현과 펨토초 레이저 광원의 산업화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영 태 2013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이 병 채

국문 : 

영문 :

비적합 중첩 격자 유한 요소와 응집 영역 모델을 활용한 2차원 균열 진전 전산모사

Simulation of two dimensional crack propagation using superimposed finite elements with incompatible 

modes and a cohesive zone model

우리의 생활에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기계 및 구

조물들이 있는데 이들의 파손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

를 유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균열 진전 전산모사 방법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균열 진전 전산모사 방법에는 절점 분리법, 

요소 제거법, 응집 영역 모델, XFEM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 중 응집 영역 모델과 XFEM이 최근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응집 영역 모델은 균열 시작과 진전을 모사하기

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현이 쉽고 실험 결과를 

정확하게 근사할 수 있지만 몇 가지 단점이 있다. 먼저 균열 

진전 경로를 따라 요소가 생성되어 있어야 해석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생성되는 응집 영역 요소의 두께가 매우 작기 때문

에 요소 생성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XFEM은 최근까

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방법이나 정식화가 복잡하고 

구현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

기 위해 중첩 격자 유한 요소법과 응집 영역 모델을 활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중첩 격자 유한 요소법은 요소 세분화 방법

의 하나로 전역 요소망에 국부 요소망을 중첩하여 세분화된 

요소망을 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망 재 구성과정이 필요 

없는 방법이다. 응집 영역 모델은 파괴 진행 영역을 고려한 모

델로 구현이 쉽고 실험결과를 정확하게 근사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먼저 이 방법들을 활용하여 균열 진전 문제 중 하나인 접착 

조인트 전산모사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접착 조인트 해석에 필요한 요소망 생성을 위해

서 중첩 격자 유한 요소법을 통해 접착 계면의 요소를 세분화한

다. 그리고 생성된 요소망으로부터 응집 영역 요소를 자동 생성

한다. 그렇게 때문에 성긴 피착제의 요소망만으로 접착 조인트

전산모사가 가능하며 또한, 접착 조인트의 경우 구조물의 굽힘

거동에 의한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적합 요소

를 활용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전산모사를 할 수 있다. 그래

서 비적합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중첩 격자 유한 요소법을 

제안하여 제안한 방법에서도 비적합 요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응집 영역 요소가 포함된 국부 요소망을 전역 

요소망에 중첩하여 균열 진전을 표현한 균열 진전 전산모사 

방법을 제안하였다. 균열이 진전할 때 응집 영역 요소가 포함된 

국부 요소망을 중첩하여 요소 세분화를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응집 영역 요소가 포함된 국부 요소망의 형상함수 구성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국부 요소망을 생성할 수 있도

록 응집 영역 요소가 포함된 국부 요소망 생성 패턴을 정의하였

다. 그리고 제안한 방법에 비적합 요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국부 요소망 분할 과정을 제안하여 비적합 요소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균열 진전 전산모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결

과적으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효과적으로 균열 및 접착 

조인트 전산모사가 가능하다. 제안한 방법을 여러 예제에 적용

하여 검증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273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석 훈 2013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윤 용 산

국문 : 

영문 :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의 고관절경 수술을 위한 대퇴골 부착형 항행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femur attachable navigation for arthroscopic femoroacetabular impingement treatment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은 고관절의 비정상적 형상으로 인하여 

골두-골경 접합부와 비구부가 충돌하는 현상이다. 반복적인 충

돌로 인한 과도한 응력의 발생은 비구순과 연조직에 손상 및 

통증을 가져온다.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은 고관절의 운동 범위

를 감소시키며 관절염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있다.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의 수술적 치료는 비정상적 형상의 고관절은 정상

형태로 성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관절경 수술은 작은 

포트를 통하여 고관절경과 수술 도구를 삽입하여 뼈를 성형한

다. 고관절경 수술은 작은 절개로 인하여 조직 손상 최소화, 

출혈 감소 및 빠른 회복 속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좁은 

시야로 인한 불충분한 뼈의 성형, 부정확한 뼈의 성형 위치의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항행 시스템

을 고관절경 수술에 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기존의 항

행 시스템은 광학식 카메라와 C-arm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임

상 적용 가능성 및 정확한 수술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광학식 

카메라 및 C-arm의 사용으로 수술 공간 제약, 방사능 노출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항행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의 고관절경 수술

을 위한 항행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광학식 카메라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자의 대퇴골에 직접 연결이 가능한 

시리얼 링크 형태의 위치 측정기를 제안하고 개발하였다. 위치

측정기의 개발을 위하여 고관절경 수술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

한 설계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개발한 위치 측정기

의 위치 측정 정확도는 기존의 광학식 카메라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보였다. 대퇴골 부착형 위치 측정기의 개발에 이어 

이를 수술에 적용하기 위한 표면 정합법의 오차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항행 시스템의 정합에

는 ICP알고리즘을 이용한 표면 정합법을 사용한다. 이 때, 표면

정합법의 오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퇴골의 특이점을 이용한 

초기 정합 예측 방법과 Local minimum으로 인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개발된 대퇴골 위치 측정기와 개선

된 표면 정합 알고리즘을 모형뼈에 적용한 결과 기존 고관절경 

항행 시스템에 비하여 향상된 수술 도구 위치 측정 정확도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하 지 웅 2013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허   훈

국문 : 

영문 :

차체용 부재의 충돌해석을 위한 복합하중조건에서 레이저 용접부의 동적 파단조건 연구

Dynamic failure criteria of a laser-welded region under combined loading conditions for auto-body crash analyses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용접이 적용된 차체용 부재의 충돌해석

에서 레이저 용접부의 파단모사를 위하여 복합하중조건에서 

변형률속도의 변화에 따른 레이저 용접부의 동적 파단시험을 

수행하고, 하중조건 및 변형률속도의 변화에 따른 레이저 용접

부의 파단하중 특성을 고찰하여 이에 따른 파단하중의 변화를 

모사할 수 있는 레이저 용접부의 동적 파단조건을 제안하였다. 

연구대상은 차체 부재에 널리 사용되는 연강(mild steel)과 고

강도강(high strength steel, HSS)인 SPCC 1.0t, SPRC340 

1.2t, CR340 1.2t 강판을 연구대상 강종으로 선정하였다. 외부

하중에 의하여 부재가 변형하면 레이저 용접부는 회전하며 용

접부의 회전에 의하여 레이저 용접부의 파단특성은 변화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부재 변형에 의한 레이저 용접부의 회전을 

고려하여 파단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설계하였다. 

레이저 용접부에 복합하중을 부과하기 위하여 하중각도 0º, 

15º, 30º, 45º, 60º, 75º, 80º 및 85º 에서 파단시험이 가능한 

시험장치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복합하중조건에서 레이저 용

접부에 일정한 비율의 인장하중과 전단하중을 부과하기 위하여 

지지판이 부착된 시험시편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유한요소해

석을 통하여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겹치기 레이저 용접부

에 하중각도 90º의 순수전단하중을 부과하기 위하여 겹치기전

단시험시편과 인장시험시편의 형상을 바탕으로 순수전단시험

용 시편과 시험장치를 설계하고,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순

수전단시험의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레이저 용

접부에 부과되는 하중각도 0º, 15º, 30º, 45º, 60º, 75º, 80º, 

85º 및 90º 로 달리하고 각각의 하중각도에 따라 레이저 용접부

에 일정한 비율의 인장하중과 전단하중을 부과하여 총 9가지의 

다른 복합하중조건에서 레이저 용접부의 정적 및 동적 파단시

험을 수행하였다. 레이저 용접부의 정적 파단시험은 본 연구에

서 고안한 시험장치와 파단시험시편으로 만능 재료 시험기

(universal testing machine)인 INSTRON 5583에 장착하여 레

이저 용접부 주변 모재의 변형률속도 0.004/sec에 해당하는 

3 mm/min의 인장속도로 파단시험을 수행하였다. 동적 파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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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고속인장재료시험기를 이용하여 인장속도를 각각 

0.0125 m/sec, 0.125 m/sec, 1.25 m/sec 로 설정하여 파단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레이저 용접부의 초기 파단이 발생

하는 레이저 용접부 주변 모재의 변형률속도 1/sec, 10/sec, 

100/sec 에 해당하는 인장속도이다. 각각의 변형률속도에 대

하여 0º, 15º, 30º, 45º, 60º, 75º, 80º, 85º 및 90º 의 하중각도

로 파단시험을 통하여 용접부의 파단이 시작되는 파단하중을 

측정하였으며, 하중각도에 따른 파단하중 및 파단모드의 변화

를 조사하였다. 파단시험으로부터 획득한 파단하중과 하중각

도를 이용하여 각 변형률속도에서 인장파단하중과 전단파단하

중을 계산하고 이를 인장하중과 전단하중으로 이루어진 평면에 

도시함으로써 하중각도 및 변형률속도에 따른 일자형 레이저 

용접부 및 O형 레이저 용접부의 파단윤곽선을 획득하였다. 파

단실험으로부터 획득한 레이저 용접부의 파단윤곽선을 충돌해

석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변형률속도에 따른 파단곡선의 변화를 

모사할 수 있는 복합하중조건에서 레이저 용접부의 동적 파단

조건을 제안하였다. 파단기구의 변화에 의한 레이저 용접부의 

파단윤곽선을 모사하기 위하여 모재파단을 근사할 수 있는 조

건과 계면파단을 모사할 수 있는 조건을 제안하고, 레이저 용접

부에 작용하는 하중상태에 따라 레이저 용접부의 파단여부와 

파단모드를 동시에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변형률속도에 따른 파단윤곽선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모재

파단조건의 인장파단하중, 가상전단파단하중을 대수 변형률속

도의 지수함수형태로 근사하였다. 계면파단조건의 변형률속도

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변형률속도에 따른 순수전단

파단하중의 변화를 대수 변형률속도의 지수함수형태로 표현하

고, 변형률속도에 따른 인장파단하중에 대한 전단파단하중의 

변화를 근사하기 위한 항을 인장파단하중항에 추가해주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른 형태의 파단조건은 Song 과 Song과

Huh 의 동적 파단조건을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변형률속도에 

따른 파단윤곽선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레이저 용접부의 

인장파단하중계수, 전단파단하중게수, 형상계수, 인장방향 평

행이동계수, 전단방향 평행이동계수를 대수 변형률속도의 지

수함수 형태로 근사함으로써 파단하중의 변형률속도 민감도항

을 고려한 수정된 레이저 용접부의 동적 파단조건을 제안하였

다. 파단시험을 수행한 SPCC 1.0t, SPRC340 1.2t, CR340 

1.2t의 일자형 레이저 용접부와 SPRC340 1.2t의 O형 레이저

용접부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동적 파단조건의 계수를 

얻었으며, 실제 시험결과와 파단조건으로 근사한 파단곡선을 

비교함으로써 제안된 동적 파단조건의 효용성을 평가하였다. 

차체용 부재의 유한요소 해석에서 레이저 용접부의 파단을 모

사하기 위하여 충동해석과 같은 구조해석에서 레이저 용접부의 

모델링 기법에 따른 영향을 고찰하여 구조해석에 적합한 레이

저 용접부의 모델링 방법을 결정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새로운 레이저 용접부의 동적 파단조건을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LS-DYNA3D에 적용하였다. LS-DYNA3D의 

user-subroutine을 이용하여 레이저 용접부 파단을 고려한 단

순 겹치기전단시편의 정적 및 동적 파단해석을 수행하고 실제 

시험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제안한 동적 파단조건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유한요소해석에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윤 현 숙 2013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배 충 식

국문 : 

영문 :

DME의 커먼레일 압축착화 엔진 적용

Application of DME to compression ignition engine with common-rail fuel injection system

디메틸에테르 (Dimethyl-ether, DME)는 압축 착화 엔진용 대

체 연료 중 하나로, 천연 가스, 석탄,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원료로부터 합성 가능한 함산소 연료이다. 상온, 상압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액화 연료로서, 낮은 끓는점을 지녀 기화 특성

이 매우 우수하고, 분자 내 탄소-탄소 간 결합이 없고,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 soot의 생성이 거의 없다. DME는 액화 석유 

가스 (liquefied petroleum gas, LPG)와 유사한 물성치를 지니

고 있어 기존 LPG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지니

고 있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기존 디젤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로서 주목하였으며, 현재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 중국, 유럽 등지에서 DME 실차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단분사는 메인 (main) 분사 이전에 이루어지

는 파일럿 (pilot) 분사와 메인 분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포스트 

(post) 분사로 이루어진다. 파일럿 분사는 메인 분사 이전에 

이루어져, 실린더 내부의 압력과 가스 온도, 그리고 혼합기 내

부의 활성 라디칼 (radical)의 농도를 높여 메인 분사 시기의 

실린더 내부의 열역학적, 화학적 조건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메인 분사된 연료의 자착화가 앞당겨지고, 연소상

이 변화하여 출력 및 배기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후 분사

는 메인 분사 후에 소량의 연료를 분사함으로써 분할 분사를 

통한 공기 이용률을 높이고, 메인 연소 후반부의 연소 온도를

높여 연소 과정 중에 발생한 HC (hydrocarbon), CO (carbon

monoxide), soot 등의 불완전 연소 생성물을 산화시킨다. 연소 

온도의 상승을 통해 soot의 산화율을 높이고, 연료-공기 혼합

을 향상시킴으로써 soot 배출량의 저감에 매우 유용하다. 또한

분할 분사를 통한 메인 연소 시의 화염온도를 낮추어 N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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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es of nitrogen) 배출량 저감에도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다

단분사의 효과는 엔진의 운전 조건 뿐만 아니라, 각 단의 분사

되는 시기와 연료량에 따라 변화가 크므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및 엔진 최적화를 위한 실험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디메틸에테르 (dimethyl-ether, DME) 압축착화 

엔진에서 파일럿 분사 적용을 통한 배기 및 효율 개선의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DME 압축 착화 엔진에서 다단분사 전략의 적용

을 통해 기존 압축 착화 엔진 연소에서뿐만 아니라, 예혼합 압

축 착화 엔진에서도 배기 배출물과 연료 소비량의 동시 개선이 

가능하였다. 먼저, DME 압축 착화 엔진 연소에서 엔진 운전 

속도 800 rpm, 부하 0.4 MPa의 저속 저부하 운전 시 파일럿 

및 포스트 분사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메인 분사 시기는 단일 

분사 시 가장 적은 연료 소비량을 나타낸 2oCA (crank angle 

degree)로 고정하였다. 파일럿 및 포스트 분사는 시기와 분사

량을 메인 분사 시기로부터 10oCA에서 50oCA 간격까지, 1 

mg에서 3 mg까지 변화시켜가며 실험하였으며, 열방출률과 

배기 배출물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파일럿 분사의 적용으로 메

인 분사 시기에서의 실린더 내부 압력과 가스 온도가 상승하여 

메인 분사의 자착화 시기가 앞당겨 졌다. 그러나 착화 지연의 

감소량에서 파일럿 분사 시기와 분사량의 영향은 미미하였다. 

파일럿 분사 시기가 지각된 경우 메인 연소의 활성화로 HC와 

CO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른 시기에 파일럿이 

분사된 경우, 길어진 착화 지연 기간으로 인해 소량의 연료가 

연소실 전체에 균일하게 혼합된다. 이로 인해 실린더 벽면 및 

틈새 체적으로의 연료-공기 혼합기의 유입률이 늘어나, 연소 

효율이 떨어지고 HC와 CO 배출량이 증가하였다. NOx 배출물

은 짧아진 메인 연소의 착화 지연으로 메인 연소에서의 예혼합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NOx의 양이 크게 감소시킬 수 있어, 

NOx 배출량을 74%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soot은 

배출되지 않았다. 포스트 분사를 적용할 경우, 분할 분사 효과

로 메인 분사량이 감소하여, 메인 연소 동안의 압력 상승률 및 

열방출률이 감소하였다. 포스트 분사 시기가 지각될수록, 포스

트 연소가 메인 연소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였다. 특히 포스트 

분사가 50oCA에 이루진 경우, 포스트 연소는 실화되어 유효일 

생성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포스트 연소가 실화됨에 따라 동일

한 출력을 내기 위해서 메인 분사량은 단일 분사 조건과 비슷해

졌다. 따라서, 포스트 분사가 적용되었음에도 메인 연소는 단일 

분사 조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HC와 CO 배출량은 포스트 

적용을 통해 저감 가능했다. 그러나 포스트 분사가 메인 분사에

서 멀어짐에 따라 팽창 행정에 의해 포스트 연소 온도가 낮아져 

HC와 CO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부피 팽창에 의한 온도 

강하에도 불구하고, HC와 CO 배출량은 20oCA 포스트 분사의 

경우 이전보다 감소하였으며, 총 연료 분사량은 25oCA 포스트 

분사에서 최소값을 나타내었다. 20oCA와 25oCA 포스트 분사

의 경우 연료 분무가 피스톤 크라운 위쪽에 위치하고, 이는 공

기 이용률을 높이게 된다. 메인 연소로 산소 농도가 낮은 포스

트 연소 단계에서는 연소 온도가 어느 조건 이상이 될 경우 

공기 이용률이 중요한 인자가 됨을 알 수 있다. NOx 배출량은

포스트 분사의 적용으로 저감 가능하였다. 포스트 분사를 통한

메인 분사량 감소로 메인 연소 동안의 NOx 생성량이 감소하였

다. 포스트 분사량이 매우 적고 연소 온도가 낮아 포스트 연소

에서 생성되는 NOx 생성량은 무시할 만 하다. 다음으로 DME 

예혼합 압축 착화 엔진 연소에서 2차 분사 시기 및 분사량을 

변화시켜가며 2단 분사 전략이 연소 성능 및 배기 배출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엔진 운전속도는 1200 rpm, 부하

는 0.2 MPa IMEP, 그리고 메인 분사 시기를 -80oCA로 고정한

상태에서 2차 분사 시기를 -19oCA에서 TDC (top dead 

center)까지, 그리고 분사량을 1에서 5 mg으로 변화시켜 가며

그 영향을 확인하였다. 2단 분사를 통해 열방출률과 압력상승

률이 감소하였다. 분할 분사를 통한 예혼합기의 농도가 감소로

예혼합 연소의 LTO (low temperature oxidation)와 HTO (high 

temperature oxidation)에서의 열방출이 감소하였다. 2단 분사

를 통한 연소상 지각과 연소기간의 연장으로 팽창 행정 중 유효

일이 증가하여 연료소비량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CO2 배출량

감소로 이어졌다. 최고 실린더 내부 압력은 2단 분사로 인해 

감소하였다. 연소상이 지각되고 연소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TDC 이후의 열방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압력상승률을 감소

시켰다. 그러나 실린더 내부 가스 온도가 낮아져 CO 배출량이

증가하였다. 2단 분사 적용을 통하여 연료소비량과 HC, CO2

배출량은 감소하였으나, NOx와 CO 배출량은 증가하였다. 

NOx와 CO 배출물은 2단 분사 시기에 대해 반대의 경향을 나타

내었다. 추가적으로 이 2차 분사를 2회로 분할,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포스트 분사 분할에 의해 포스트 분사 

이후 열방출률이 감소하였다. 포스트 분사 이전의 메인 연소는

메인 분사량에 의해 결정되었다. 3단 분사의 경우 2차 분사 

시기가 TDC 이후로 지각되기 때문에, 팽창 행정에 의해 3차 

연소의 열방출이 감소하게 되고, 동일 부하 기준 메인 분사량이 

증가, 오히려 연소상이 진각었다. 3단 분사에서의 연소상 진각

으로 총 연료 분사량이 단일 분사 대비 감소하나, 2단에 비해

증가하였다. 메인 연료 분사량 변화로 HC 배출량이 결정되게

되는데, 동일한 2차 분사 시기 기준, 2단 분사에 비하여 3단 

분사에서 연료 소비량 및 HC 배출량이 증가하였다. NOx 배출

량은 2차 분사를 분할하여 혼합기 농도 성층화 정도가 낮아졌

기 때문에 3단 분사의 경우 오히려 단일 분사 대비 NOx 배출량

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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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L 스테인리스강의 열적 기계적 피로 거동과 수명 예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hermo-mechanical fatigue behavior and life prediction of 304L stainless steel

상온 및 고온에서 인장, 저주기 피로, 열적 기계적 피로 시험

을 위한 장치를 구축하고 시험 기법을 확립하였다. 상온 및 고

온에서 인장 시험을 수행하였다. 여러 가지 온도에서 재료 물성

치를 획득하였고, DSA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인장 곡선에

서의 serration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온도에 따른 인장강

도 및 항복강도의 변화를 통하여 DSA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상온 및 고온에서 저주기 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상온의 

경우, 반복 거동에 의한 마르텐사이트화가 일어났으며 피로 시

험이 진행될수록 최대 응력이 증가하였다. 피로 수명 예측 파라

미트로는 소성변형률에너지가 사용되었고, 온도의 영향을 고

려하기 위해 다양한 물성치를 평가한 결과, 인장강도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주기 피로 실험에 사용한 

solid 시편과 열적 기계적 피로 실험에 사용한 hollow 시편 사이

에 존재하는 시편 형상의 차이가 피로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하였다. 시편 파단면 관찰을 통해 균열 진전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균열 선단에서의 응력과 소성 변형

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간단한 2D-FEM 분석

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solid 시편에 비해hollow 시편의 균열 

선단에서 약 1.6배 더 큰 소성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

다. 산화와 크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낮은 온도인 

250~500°C에서 열적 기계적 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위상차

에 따라서 열적 기계적 피로 수명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관찰

하였다. 위상차에 따라 서로 다른 평균응력이 발생하였고, 이것

과 온도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수명예측모델을 제안하였다. 

인장강도를 이용하여 온도에 이해 재료가 받는 손상과 재료의 

저항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소

성변형률에너지를 이용한 수명식에 평균 응력을 이용하는 항을 

하나 추가하여 새로운 수명식을 제안하였다. 이를 이용해서 저

주기 피로와 열적 기계적 피로 수명을 2x scatter 범위 내에서

예측할 수 있었다. 산화와 크립의 영향이 중요해지는 높은 온도

인 400~650°C와 450~700°C에서 열적 기계적 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위상차에 따라서 피

로 수명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400~650°C에서는 

counter-clockwise-diamond-phase의 경우에 수명이 가장 

낮게 나왔으며, 450~700°C에서는 in-phase 일 때 수명이 가

장 낮았다. 변화하는 온도의 영향을 쉽게 고려해 줄 수 있는 

Zener-Holloman parameter를 이용하여 열적 기계적 피로 동

안 발행하는 크립의 양을 예측하였다. 예측된 크립양을 이용할

경우 450~700°C 경우는 위상차와 피로 수명과의 관계가 쉽게 

설명되었지만, 400~650°C 경우에는 예측된 크립양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였다. 400~650°C에서의 위상차와 열적 기계적

피로 수명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력곡선을 이용한 정성

적인 모델을 제안하였다. 550°C 이상에서 크립이 발생하고, 

DSA는 300~500°C 에서 발생한다고 했을 때, 크립과 DSA는 

상호작용하는 경쟁관계에 있게 된다. 이력 곡선 위에 크립과 

DSA의 영역을 표시하고 비교했을 때, counter-clockwise- 

diamond-phase의 경우에 크립의 영향이 최대가 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TEM으로 관찰한 결과도 이력곡선을 이용한 정성적

인 모델이 예측했듯이, counter-clockwise-diamond-phase

의 경우에서만 크립 영역에서 관찰되는 equiaxed 전위 구조가

관찰되었고, 나머지 경우에는 DSA 영역에서 관찰되는 planar 

전위 구조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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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강화클러치 구동 시스템에 관한 메카트로닉스적 연구: 모델링, 추정 및 제어기 설계

A mechatronic study on a self-energizing clutch actuator system: modeling, estimation, and control

본 논문의 목표는 자기강화원리를 적용한 차량용 클러치 구동

시스템을 메카트로닉스 관점에서 개발하여 그 성능과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스템의 모델링, 토크 관측기 

설계, 제어기 설계 등을 순차적으로 수행 하였다. 보통 자동차

용 클러치는 엔진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에 상응하

는 토크전달력을 가져야한다. 이 경우 클러치 구동 시스템 또한 

그에 상응하는 구동에너지를 가져야 하므로, 전기모터를 사용

할 경우 고용량 모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한 

클러치 구동 시스템은 자기강화원리를 적용하여 모터로 발생한 

토크를 증폭 시켜, 적은 구동에너지 만으로도 높은 클러치 체결

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자기강화원리는 쐐기형상의 기계적 구조

를 통해 힘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실생활에서는 삼각형 형상의

도어 스토퍼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쐐기형상의 구현을 위

하여 랙앤피니언 기어셋을 적용하였다. 높은 토크를 얻기 위해

자기강화 증폭비를 높이면 클러치가 분리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유한한 증폭비를 갖도록 시스템 설계의 가이드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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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였다. 일반적인 시스템 동역학으로 부터 얻은 모델을 통

하여 구동 시스템 위치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클러치 토크는 

마찰 디스크의 위치에 비례하므로, 이를 통하여 클러치의 체결

력을 제어할 수 있다.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차량 구동계 벤치를 구축하였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엔진토크

(구동계 작동 토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동력의 

클러치 구동 모터가 필요하다. 제안된 시스템은 이러한 요구 

조건보다 작은 동력의 모터를 이용해, 클러치의 체결력을 확보

할 수 있다. 구동 시스템 기구부에 존재하는 마찰과 모델 불확

실성은 제어 안정성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하여, 적응 슬라이딩 제어기를 외란 관측기를 함께 적용하여 

강인성을 강화하였다. 외란관측기의 출력을 보상제어 입력으

로 사용하는 것은 선형시스템 기반의 주요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비선형 적응 슬라이딩 제어기와 결합하여 사용하

였을 때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게인 조

건을 새롭게 도출하였다. 실험결과를 통해 짧은 시간안에 클러

치 체결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으며, 안정적인 반복성능을 확

보하였다. 클러치 체결 시에는 디스크 마찰계수를 예측하여 체

결 위치를 보상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이 기법은 클러치

의 위치정보만을 사용하며, 클러치 토크값의 피드백을 요구하

지 않으므로 실제 차량용 제어기에 적용하기에도 매우 유용하

다. 제안한 시스템은 자기강화원리를 통해 토크를 증폭하지만, 

쐐기 메커니즘이 확정되면 토크 증폭비는 마찰계수의 함수가 

된다. 이 때 시스템이 passivity를 만족하는 경우, 자기강화클러

치 시스템은 높은 강성을 갖는 일반적인 구동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높은 강성 때문에, 클러치 체결 시 hard 

contact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불연속 동역

학(nonsmooth dynamics) 이론을 활용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클러치는 체결과 분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므로 시스템 모델이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기존 모델링 방법

을 사용할 경우, 클러치 체결 시 모드 스위칭이 발생하여 모델

로 부터 얻은 값이 채터링을 포함하게 된다. 불연속 동역학을

사용하여 모델링 할 경우, 클러치 체결 및 분리를 하나의 운동

방정식을 통해 해석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time- 

stepping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하였다. 이러한 모델링 기법을 

통해, 자기강화 토크 증폭비에 따른 체결력을 해석적으로 구할

수 있다. 클러치 토크는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는 문제는 차량 변속기 관련 연구의 주요 문제 중에 하나

이다. 일반적으로 차량 구동계 모델과 엔진토크를 통해 클러치

토크를 추정한다. 이러한 방법은 슬립이 있을 때만 토크 예측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태 및 외란 추정이

가능한 비선형 관측기를 설계하여, 구동 시스템 모터 입출력만

으로 클러치토크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슬라이

딩 제어 이론의 등가제어기법을 관측기 설계문제에 적용하여,

출력값에 대응하는 추정에러를 제거한 뒤 나머지 측정 불가능

한 상태변수를 추정한다. 상태변수 추정에러가 제로인 매니폴

드 상으로 수렴하면, 최근 개발된 강인에러부호적분(RISE) 기

법을 사용하여, 나머지 에러값을 외란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때 

비선형 시스템의 궤환 불변 성질을 이용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액츄에이터의 부하를 예측하는 방법을 비선형 기법을 통해 확

장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관측기는 엔코더로 부터 얻은 

모터의 위치값만으로 모터 속도 및 부하를 함께 예측하며, 부하 

예측값을 통해 클러치 토크 값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시스템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최근 산업체에서 개

발된 건식 클러치 구동시스템과 비교하였다. 각각의 시스템에

대하여 각종 인자 및 모터 사양의 설계과정을 보임으로써, 자기

강화 클러치 구동 시스템이 더 적은 사양의 모터를 사용하여, 

같은 엔진토크를 전달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제어기 

설계과정을 수행하여, 제안한 시스템의 가제어성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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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ed transport and kinetics in the mixing region of a hydrocarbon reformer

최근 들어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시스템은 수송기관을 위한 보

조동력장치로 관심을 받고 있다. 고체산화물연료전지 구동을 

위해 수소 (및 일산화탄소)를 공급해야 하는데, 에너지밀도가 

높은 액체연료를 개질해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수소 생산을 위해 액체연료 개질기를 개발함에 있어, 

개질 촉매 전단에서 반응물을 적절하게 혼합해 촉매에 공급하

는 것은 전체 개질기의 성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다. 반

응물이 적절하게 혼합되지 않을 경우, 산소농도가 높은 영역에

서는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있고 연료농도가 높은 영역에서는 

열분해 반응으로 인해 에틸렌과 같은 탄소침적의 전구체가 생

성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개질 촉매가 

녹거나, 에틸렌과 같은 탄소침적의 전구체로 인해 촉매 표면에

심각한 탄소침적이 일어나는 것이 실험으로 관찰된 바 있다. 

따라서 액체연료 개질기를 위한 혼합 영역 설계가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이를 위한 연구가 몇몇 연구자들

에 의해 수행되어왔으나, 시행착오의 결과를 나열하는데 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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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지어 상반되는 실험결과도 있으나,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로는 여러 실험결과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없다. 혼합 영역에서

의 현상은 물질의 분포와 가스상 반응 사이 상호작용이 큰 것으

로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열유동 및 화학반응동역학 

현상에 대해 수치해석을 통해 고찰하고 분석했다. 열유동 및 

화학반응동역학 현상의 상호작용을 모사하기 앞서, 혼합 영역

에서 각 현상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화학반응동역학 면에

서 다양한 노말 알칸의 가스상 반응 특성을 고찰해 본 결과, 

혼합 영역에서 화학반응동역학의 가장 큰 특징은 NTC 

(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현상이었다. 이는 일정 

온도구간에서 온도가 상승할수록 반응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인

데, 탄화수소 산화반응에서 보이는 독특한 현상이다. 일반적으

로 온도가 낮을수록 반응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액체

연료 개질을 위한 반응물을 혼합함에 있어 최대한 낮은 온도에

서 반응물을 혼합하는 것이 가스상 반응을 가장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NTC 현상으로 인해 본 연구결과에 따르

면 약 550도 근방에서 반응물을 혼합할 때 가스상 반응을 가장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합영역에서 반응물이 

혼합특성에 대해 모사하기 위해 열유동 수치해석 모델을 개발

하고 검증하였다. 그 결과 혼합영역의 형상에 따라 반응물의 

혼합도가 크게 변하였고, 혼합도의 차이가 큰 두 형상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앞에서 개발한 수치해석모델에 혼합 영역에서의 

가스상 반응 기구를 적용해, 혼합 영역에서의 열유동과 화학반

응동역학을 동시에 모사할 수 있는 수치해석모델을 개발하였

다. 노말 헵탄을 이용해 혼합 영역에서의 현상을 고찰해 본 결

과, 포괄적인 현상은 화학반응동역학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이에 가스상반응에 의한 에틸렌 생성과 연료 전환이 

입구온도가 550도 근방일 때 최소가 되는 NTC 현상을 보였다.

에틸렌 생성은 온도가 NTC 영역 이하일 때와 이상일 때 비교적

높았는데, 각 온도영역에서 에틸렌이 생성되는 화학반응 경로

가 달랐다. 온도가 NTC 영역 이하일 때, 에틸렌은 산화반응에 

의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생성되었다. 반면, 온도가 NTC 영역 

이상일 때 산화반응보다 분해반응에 의해 비교적 느린 속도로 

생성되었다. 따라서 온도가 NTC 영역 이하일 때 반응물의 혼합

도가 좋아질수록 에틸렌 생성이 증가하였고, 온도가 NTC 영역 

이상일 때는 혼합도가 좋아질수록 에틸렌 생성이 감소하였다.

또한 NTC 영역 이하일 때 가스상 반응 속도가 빨라 NTC 영역

이상일 때에 비해서 반응물의 혼합에 의한 영향이 더 컸다. 지

금까지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믿어오던 바는, 액체연료 개질

을 위해 반응물을 혼합할 때 최대한 낮은 온도에서, 최대한 균

일하게 혼합할 때 에틸렌의 생성이 최소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합온도는 약 550도 근방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NTC 영역 이하에서는 반응물의 

혼합도가 향상될수록 에틸렌 생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발견하

였다. 또한 기존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상반된 실험결과는 혼합

영역 온도에 의한 차이였음을 밝혀내었다. 본 연구 결과는 액체

연료 개질기 혼합 영역에서의 열유동 및 화학반응동역학 현상

에 대해 체계적으로 밝히고 고찰한 최초의 연구 결과이며, 향후 

개질기를 위한 혼합 영역을 설계할 때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

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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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고체 상호작용 문제를 위한 변절점 유한요소의 응용

Applications of variable-node finite elements for fluid-solid interaction problems

본 연구에서는 유체-고체 상호작용 유한요소 해석에서 발생

하는 유체와 고체 계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 격자들간의 불일

치 계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유체와 고

체의 불일치 계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 격자에 변절점 유한요

소를 적용하여 격자들을 일치시킬 수 있으며, 일치시킨 계면에

서는 겹침이나 틈이 없는 긴밀한 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유체-

고체 계면에서는 연속성(continuity), 적합성(compatibility), 

완전성(completeness) 조건들을 만족한다. 이로 인해 계면에

서 정확한 하중 전달을 보장하여 불일치 계면이 존재하는 유체-

고체 상호작용 문제의 수치 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비압축성 유체의 유동을 모사하기 위해서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였고, Stabilized equal order 

velocity-pressure 유한요소를 사용하였다. 고체영역은 큰 변

형을 동반한 비선형탄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updated Lagrangian 

기법을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체 안에서 회전을 하는

고체의 효과적인 모사하기 위해서 변절점 유한요소를 적용한 

미끄러짐 격자기법(sliding mesh technique)을 제안하였다. 유

체-고체의 계면에서 no-slip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유체의 

격자가 고체의 표면을 따라 움직여만 한다. 이때 고체의 변위가 

커지게 되면 유체격자들이 꼬이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체와 함께 움직이는 유체격자들

을 정의하고, 이 격자들과 다른 유체격자들 사이에서 미끄러짐

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체격자들 사이

의 불일치 계면은 변절점 유한요소를 적용하여 연결할 수 있다. 

유체 내의 고체의 자유로운 거동을 모사하기 위해서 고체의 

운동을 회전과 병진운동으로 나누어 각각의 운동을 담당하는 

유체격자 그룹을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고체의 병진운동은 회

전운동과 병진운동을 담당하는 격자 그룹들에 동일하게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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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회전운동은 회전운동을 담당하는 격자그룹에만 적

용하였다. 이때 회전운동격자그룹과 병진운동격자그룹간의 상

대운동으로, 계면에서 불일치 격자들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불일치 계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변절점 유한요소를 적용하

여 해결하였다. 이렇게 제안된 기법을 2차원 문제상에서 구현

하여 검증하고 3차원 문제로 확장하였다. 제안된 기법을 검증

하기 위해서 2차원 3차원 불일치 계면을 가진 유체-고체 상호

작용 문제에 대해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고, 선행 연구자들의

이론해 및 실험결과들과 비교하여 제안된 기법의 효율성과 성

능을 입증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기 태 경 2013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정 상 권

국문 : 

영문 :

맥동관 냉동기의 설계 방법과 에너지 흐름 측정

Design method of pulse tube refrigerator and energy flow measuremen

극저온 냉동기는 현재 우주, 군사, 의료, 기초과학, 산업 전반

에 걸쳐서 극저온을 생성하는 도구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중 맥동관 냉동기는 기존의 스털링 및 GM 냉동기와는 

달리 저온부에 기계적인 팽창 피스톤이 없어 수명이 길고 기계

적인 안정성이 매우 우수한 장점이 있다. 맥동관 냉동기는 그 

유용성으로 인해 다른 극저온 냉동기를 대체할 것으로 판단되

고 있지만, 현재까지 문서화되어 공개된 체계화된 설계 방법이 

전무한 상태이며, 대부분 이론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맥동관 냉

동기의 성능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즉 고효율의 달성을 위하

여 각 구성 요소들의 성능 향상과 이론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성능 해석 방법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

인 설계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더불어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실제 맥동관 냉동기 내의 작동 유체에 대한 거동의 

측정과 이해가 없이 진행된 것으로, 발전 가능성의 한계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필요한 요구 조건에 알맞은 고효율의 

맥동관 냉동기 제작을 위해, 설계에서 완제품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자들의 접근을 방해

하고 있다. 따라서 고효율 맥동관 냉동기의 체계적인 설계 방법

의 정립이 절실히 필요하며, 실제의 맥동관 냉동기 내에서 작동 

유체의 열역학적 상태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

하다. 본 학위 연구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고효율 스털링형 맥동관 냉동기의 체계적인 설계 

방법의 제시이다. 각 구성 요소의 설계서부터 최종적으로 고효

율 맥동관 냉동기의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

여, 이 과정을 최종적으로 검증하였다. 더불어 맥동관 냉동기의 

효율을 보다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여 이를 실험적, 

해석적으로 확인하였다. 두 번째는 실제로 작동하는 스털링형

맥동관 냉동기 내에서 작동 유체의 실시간 물성치 측정과 에너

지 흐름 계산이다. 이를 위해 왕복하는 작동 유체의 열역학적

상태량을 순간적으로 빠르게 측정하기 위한 실시간 측정 장치

를 개발하였고, 이 장치의 저온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두 맥동관 냉동기의 주요 구역에서 작동 유체의 

열역학적 상태량을 안정적이게 측정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맥동관 냉동기 내에서 작동 유체가 어떻게 거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의 이론적 연구 결과와 비교해봄으로써,

실제로 맥동관 냉동기 내에서의 작동 유체가 이론적으로 예측

한 것과 비슷한 거동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측정된 실시

간 측정 결과는 맥동관 냉동기 내의 에너지 흐름을 계산하는데 

활용되어, 공급된 에너지가 맥동관 냉동기 내에서 어떻게 전달

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극저온 생성에 활용

되는 에너지량과 각 구성 요소에서 발생하는 손실량을 정량적

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현 향 2013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이 승 섭

국문 : 

영문 :

교류 전기장 처리가 폐암 세포주 내에서 미토콘드리아를 매개로 한 아포토시스 유도에 미치는 효과 규명

The efficacy of the AC sinusoidal E-field on in-duction of mitochondria-mediated apoptosis in human 

lung carcinoma cells

Bioelectrics 는 생명시스템 상에서 전기적인 수단으로 전기적 

자극을 주거나 자극 생성에 대해 묘사하는 용어이다. 본 용어는 

나노포 단위의 펄스 전기장과 포유세포간의 관계에 대해 묘사

하기 위해 제일 처음 사용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암세포나 

박테리아 혹은 그보다 더 복잡한 조직이나 식물 및 동물 종 

들에 대한 특이적인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에서의 전형적인 자

극은 전기적 펄스나 전자기장 복사 뿐만 아니라 저온 플라즈마

도 해당된다.

최근 들어 세포 사멸 및 생존에 대한 전기장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부분이 초단시간 내, 특별

히 나노초 펄스 전기장인 고강도 펄스에 의해 생성되는 전기장

으로 인해 세포막 붕괴에 초점에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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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짧은 펄스보다 세포나 생명체에 더욱 노출이 쉬운 조건

인 교류 사인파 전기장을 이용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세포 처리를 위한 전기장 반응기는 PDMS를 이용하여 간단한 

소프트 리소그래피로 제작되었다. 본 장치 내 세포를 처리하기 

위한 챔버의 깊이는 위, 아래 두 전극 사이로 수백 백 um 수준으

로 제작되었다. 제작된 전기장은 세포가 없는 기체 환경에서는 

저온 플라즈마를 생성하나 세포가 존재하는 액체 환경에서는 

전기장을 생성하게 된다. 세포 배양액을 넣은 상태에서 전압을 

올리면서 전기장 장치 챔버 내의 온도변화를 보았을 때 세포 

사멸에 영향을 줄 만한 유의미한 온도 변화는 없었다. 본 연구

를 위해 HeLa(T294)와 폐암세포주(A549)가 사용되었다. 준비

된 세포를 전기장 장치의 챔버에 로딩한 후 전기장을 각 조건에 

따라 처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주파수를 1kHz로 고정하고 

인가전압을 조절하여 전기장을 0.51kV/cm 에서 1.51 kV/cm 

수준, 처리시간은 30 초에서 10 분으로 조절하였다.

전기장 처리된 세포의 사멸, 특히 아포토시스를 확인하였다. 

전기장에 의한 세포의 아포토시스 유도는 Annexin V/PI 정량을 

이용하여 초기 아포토시스를 확인하였고 DNA fragmentation 

정량을 통해 후기 아포토시스를 확인하였다. Annexin V/PI 정

량을 flow cytometry를 이용하여 염색된 세포를 검출하여 확인

하였고 최종 아포토시스 세포율은 actinomycin D/camptothecin/ 

etoposide 가 조합된 용액으로 처리된 양성(아포토시스가 유도

된) 대조군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었다. Annexin V/PI 결과는 

전기장 세기 및 처리 시간에 따른 세포 사멸이 상관관계가 있음

을 나타내었고 DNA fragmentation 정량에서는 전기장 세기가 

높을수록 짧은 처리 시간에도 세포 사멸이 유도되었고 본 장치

로 조절할 수 있는 최고 전압 및 처리한 최장 시간에서까지 

아포토시스를 타나내는 DNA fragmentation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포토시스 유도의 확실한 규명을 위해 caspase 활성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오포토시스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caspase-3를 이용하였고 전기장 처리의 모든 조건에서 활성

을 현격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교류 전기장이 caspase-3

를 통해 아포토시스를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며 

이는 세포 사멸의 다른 시작인 네크로시스 등의 기작의 여지는 

제거해 주는 결과이다.

교류 전기장에 의해 유도된 세포의 아포토시스 기작 규명을 

위해 ROS 활성 및 미토큰드리아막의 전위차를 추가적으로 확

인하였다. ROS 활성 역시 전기장 세기 및 처리 시간에 따라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처리 시간 5 분까지는 

ROS 활성이 전진적으로 증가하였고 처리 시간이 5분을 넘어서

면서부터 ROS 활성이 현격하게 증가되었다. 이는 앞선 실험에

서 아포토시스가 전기장 처리 시간 1분을 넘어서면서부터 현격

하게 증가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전

기장 만이 세포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ROS 소스는제공되어

지지않기때문에 전기장처리에 의해 ROS 활성이 증가되는 것

은 ROS 활성과 관련된 세포 내 전자이동 시스템에 전기장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미토콘드리아 막전위차

의 변화도 전기장 조건에 따라 아포토시스 유도에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선 Annexin V/PI 및 DNA 

Fragmentation 정량에서 보여준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

다. ROS 활성 및 미토콘드리아 막전위차 변화의 결과는 교류

전기장에 의한 세포의 아포토시스 기작이 내재성 아포토시스나 

외부적 아포토시스 중 type II 에 해당되는 미토콘드리아를 매개

로 하는 기작을 따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노포 펄스 전기장의 표과인 세포막 내의 전기적 충전은 아

포토시스 초기 기작 중 하나인 세포막 외부로 PS 를노출시키게 

되고 또한 세포내부로 전기적 변위를 유도하게 되는데, 실제적

으로 아포토시스는 이러한 전기적 충전 영향 없이도 유도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교류 전기장은 전기장 증

가 시간이 나노초 펄스 전기장에서 보다 수십 배 수준으로 느리

고 아포토시스 유도 과정이 나노초 펄스 전기장에서 보다 느리

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교류 전기장에 의한 아포토

시스 유도에 대한 일련의 결과들은 아포토시스 기작 중 하나인 

미토콘드리아를 매개로 하는 세포 내 신호 전달 체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교류 전기장이 아포토시스의 내재적 

기작이나 외부적 기작 중 type II 기작을 유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Jin Chun-Yan 2013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박 인 규

국문 : 

영문 :

나노와이어 줄 히팅을 이용한 나노스케일 공간에서의 국부적 온도와 화학반응 제어 및 멀티플랙스 나노와이어 
어레이 제작에의 응용

Nanoscale localized temperature and chemical reaction control by nanowire Joule heating and its application 

to muliplex nanowire array fabricationNanoscale localized temperature and chemical reaction control by nanowire

Joule heating and its application to muliplex nanowire array fabrication

 본 논문에서는 나노와이어 줄 히팅을 이용한 나노스케일 공

간에서의 국부적 온도와 화학반응 제어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멀티플랙스 나노와이어 어레이를 구현하였다. 우선 

개별적으로 전기적 어드레싱이 가능한 나노와이어 배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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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방 창 선 2013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이 대 길

국문 : 

영문 :

접착 조인트의 극저온 성능 향상

Performance improvement of adhesive joints at the cryogenic temperature

액체천연가스(LNG)는 -163℃의 극저온 상태로 화물을 저장 

및 운반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열 하중과 운항 중에 

선박의 운동에 의해 야기되는 하중을 고려하여 특수하게 설계

된 화물창을 필요로 한다. 여러 가지 화물창 형식 중에서도 공

간 활용도가 우수하고 경제적인 멤브레인형(membrane type) 

화물찰이 주로 채택되고 있는데 이러한 멤브레인형 화물창은 

1차 방벽과 2차 방벽 그리고 단열재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차 방벽의 경우 1차 방벽 손상 시에 LNG 누설로부터 선체 

구조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2차 방벽을 구성함에 있어서 알루미늄(Al 1050)과 스테인리스 

(SUS 304L) 박판의 금속간 접착으로 이루어진 화물창이 새롭

게 개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속 박판 접착 조인트에 

대해 금속 표면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접착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접착 두께에 따른 접착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접착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접착제

에 유리 섬유(glass fiber)를 보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여 신뢰성 있고 강건한 시스템은 구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금속박판의 표면처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의 표면처리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왔지만 선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면적의 자재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금속 박판을

처리함에 있어서 변형 혹은 표면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화염(flame) 처리 방법을 적용

하였다. 1차적으로는 화염을 이용하여 금속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추가적인 표면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란(silane)을

이용하여 2차 표면처리를 수행하였다. 이렇게 처리도니 금속 

박판의 접착 조인트에 대해 극저온에서의 접착 성능을 측정하

여 기존의 다른 기계적(Grit blasting), 화학적(황산 에칭) 표면

처리 경우와 유사한 수준의 접착 강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화염 표면처리 후 금속 박판의 표면 분석을 통해 기존의 기계적

혹은 화학적 표면처리의 경우 금속 표면에 거칠기(roughness)

를 형상하여 접착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비해 화염처리의 경우

에는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나 표면 형상을 변화시키는 대

신 표면 에너지를 증가시켜 접착 성능을 향상시키게 됨을 확인

하였다. 한편 실제 선박 건조 공정에서는 금속 박판의 화염 표

특정 나노와이어의 양 끝단에 전압을 인가할 경우 형성되는 

온도분포에 대하여 COMSOL Multiphysics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수치적으로 해석하였다. 그 결과 나노와이어 줄 히팅 방식

을 통하여 나노스케일 공간에서의 국부적 온도조절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 절연층의 두께가 얇을 수록 보다 국부적인 히

팅이 가능한 반면 히팅되는 온도는 보다 낮은 것으로 관찰 되었

다. 이를 통해서 국부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히팅을 하기 위해

서는 적절한 절연층의 두께 선정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단일 나노 와이어의 열용량이 매우 작아 2us내에 steady 

state온도의 95%까지 히팅 및 쿨링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수치적 분석에 이어 SThM을 이용하여 실험적으로도 나노와이

어 줄 히팅 방식으로 나노스케일 공간에서의 국부적 온도 제어

가 가능함을 증명하였다.다음, 폴리머 열 분해 / 가교 및 금속산

화물 수열합성 실험을 통하여 나노와이어 히터 어레이를 이용

하여 에어 및 액체 환경에서 모두 국부적 화학반응 제어가 가능

함을 확인하였다. 나노와이어 히터 전면에 폴리머 층을 형성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노와이어 줄 히팅을 한 후에는 줄 히팅시

킨 나노와이어 위의 폴리머만 선택적으로 또한 국부적으로 열 

분해/가교가 되었음을 AFM 이미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국부

적 폴리머 열 분해를 통하여 특정 나노와이어의 표먀ㅕㄴ에 

국부적으로 나노파티클 코팅이 가능함도 확인하였다. 한편, 

ZnO 나노와이어 수열합성 시 히터 어레이 전면에 ZnO 나노파

티클 seed 층이 형성되었고 또 ZnO precursor 용액에 노출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히팅한 나노와이어 위에만 ZnO 나노와이어가

국부적으로 합성됨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로 부터 액체 환경

에서도 나노와이어 히터 어레이를 이용하여 국부적 화학반응 

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나노와이어 줄 히팅을 이용한 국

부적 화학반응 제어를 이용하여 멀티플랙스 나노와이어 어레이

를 구현하였다. 각각 나노와이어 히터, ZnO 나노와이어, Au 

/Pd 나노파티클이 코팅된 ZnO 나노와이어와 나노와이어 히터, 

ZnO 나노와이어, CuO 나노구조물로 구성된 두 가지의 멀티플

랙스 나노와이어 어레이 제작에 성공하였다. ZnO/CuO 나노구

조물 합성 및 이에 이은 나노파티클 코팅은 모두 나노와이어 

줄 히팅으로 제어가 가능함으로 집적하기가 쉽고 정확한 배열

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며 또한 다양한 어레이 디자인이 가능하

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나노스케일 공간에서

의 화학반응 제어, top-dwon / bottom-up 하이브리드 나노구

조물 제작 및 멀티플랙스 나노와이어 어레이 제작의 연구개발

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작한 멀티플랙스 

나노와이어 어레이를 이용하여 동시적으로 히팅과 멀티플랙스

화학적/생물학적 센싱이 가능하여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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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처리 이후 접착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기 중에 노출되

는 시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여 시간에 따른 표면처

리 효과의 지속성을 살펴보았다. 화염표면처리 후 4주의 시간

이 경화 후에 금속 박판의 젖음각이 증가하고 접착 강도가 

28.4%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제 화물창 건조시에는 

표면처리 이후 2주 이내에 접착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안전하

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속 

표면을 수분 및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3 장에서는 접착 두께에 따른 극저온접착 성능에 대해 고찰하

였다. 선박 건조 시 선체의 변형 및 자재의 치수 오차, 설치 

공차 등에 다양한 접착 두께가 형성될 수 있으며 신뢰성 있는 

시스템개발을 위해서는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조건에 대한 접

착 성능평가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0.1mm~1.0mm 접착 두께에 대해 극저온에서의 접착 강도 

및 파괴 거동 (fracture behavior)을 연구하였다. 접착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극저온에서 열 응력의 증가로 접착 강도가 감소

함을 확인하였으나 파괴거동에서는 0.5mm 접착 두께에서 최

대의 파괴인성 값을 가지게 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LNG 화물의 

양하역에 따른 열 충격을 고려하여 반복적인 열 하중 조건에서 

접착 두께에 따른 접착 강도를 측정한 결과 0.5mm 및 1.0mm 

접착 두께에서는 1회 열 충격에 의해 각각 27%와 47%의 접착 

강도 감소가 발행함을 확인하였으며 300회 열 하중 이후에는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최소 접착 강도를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접착 두께에서 시스템의 안전율을 높이

기 위해 보강 방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유리 섬유 보강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4장에서는 유리섬유 보강 시 접착 성능 변화를 관찰하고 최적

의 섬유보강 부피분율(volume fraction)을 연구하였다. 매트

(mat) 형식의 유리섬유를 이용하여 접착제를 보강하는 경우 

보강되지 않은 접착제에 비해 접착 강도가 현저히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파괴 거동 역시 개선될 수 있음을 관찰하였

다. 15% 부피분율의 유리섬유를 보강하는 경우 보강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3.4배의 높은 극저온 접착 강도를 보여주며, 파괴

인성은 접착 두께에 따라 55.5%~80.8% 강화됨을 확인하였

다. 유리섬유 부피분율의 경우에는 접착 두께에 무관하게 15% 

부피분율의 경우 최적의 접착 성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유리

섬유 보강에 따른 접착제의 열 수축계수(CTE)가 상대적으로 

표면에너지가 낮은 스테인리스와 유사한 값을 보이게 되어 이

종재료간 CTE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열 하중이 최소가 됨에 

기인함을 처음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섬유 보강을 통해 반복적

인 열 하중에 의한 접착 성능 감소를 억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선박 수명 동안 접착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LNG 화물창 건조에 있어서 금

속 박판으로 이루어진 2차 박벽의 접착 조인트는 접착 두께를

0.5mm 이하로 작업하는 것이 극저온 접착 성능의 안전율을 

높일 수 있으나, 실제 시공 조건을 고려하여 접착제에 15% 부

피분율의 유리섬유 매트를 보강하는 경우 접착 두께에 상관없

이 강건하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다고 제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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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서 승 환 2012년 8월 박사 한양대학교 한 창 수

국문 : 

영문 :

Hybrid Task를 위한 유연힌지 기반의 매니퓰레이터 설계

Design of a Flexure-Based Manipulator for Hybrid Task

로봇공학의 매니퓰레이터(robotic manipulator) 연구에 있어

서의 Hybrid Task 즉, 마크로 모션(macro motion)과 마이크로 

모션(micro motion)을 동시에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산업적 

필요성과 함께 오랫동안 다루어졌던 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충된 두 가지 모션을 함께 구현해야 하는 Hybrid Task 을 

필요로 하는 산업적, 기술적 요구와 형태도 다양하게 변해 왔다. 

초기에는 산업용 직렬로봇 끝단(end-effector)에 정밀한 병

열 메커니즘을 두어 Hybrid Task를 할 수 있는 연구가 주였으

나, 최근 들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대표되는 IT 분야의 고도

화에 따른 고 직접화와 대형화되고, 의료/바이오 및 나노 기술 

연구의 발달에 따라 미세구조물(micro/nano structure)을 만

드는 미세 구조물 제조(macro/nano-manufacturing)가 주목

을 받으면서, 필요로 하는 Hybrid Task의 형태도 변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로봇공학에서 기존의 마이크로/나노 매니퓰레

이터 연구들을 Hybrid Task 라는 관점에서 다시 조명해 보고,

최근의 산업적 이슈인 미세 구조물 제조(micro/nano-man- 

ufacturing)측면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Hybrid Task

를 평면상의 넓은 접근(wide-accessing)과 미세 위치결정

(micro/nano-positioning)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새롭게 접

근하였다. 

필요로 하는 Hybrid Task의 형태와 설계인자(design parameter)

를 찾고, 이를 만족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메커니즘 설계 개념, 

즉 컴플라이언트 트윈 서보 메커니즘(compliant twin-servo 

mechanism) 과 3-와이어-링크 병렬 메커니즘(3-wire-linked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두 진 2012년 8월 박사 한양대학교 이 창 식

국문 : 디젤엔진에서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 혼합연료의 연소 및 배기특성

본 논문은 대체에너지로 연구되고 있는 청정연료인 바이오디

젤과 바이오에탄올을 혼합하여 다양한 운전조건에서 연소시켰

을 경우의 연소특성, 연비 및 진동특성, 배기특성을 기존 디젤

유(ULSD, Ultra low sulfate diesel)의 특성과 비교분석하여 그 

특징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실험장

치는 엔진과 동력계 시스템, 엔진제어장치, 연소 해석 및 배출

가스 측정 장치로 구성하였으며, 실험엔진에는 연료분사 최고

압력이 160MPa인 4기통 CRDI엔진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디젤에 바이오에탄올을 체적비로 10%, 

20%, 30%를 혼합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은 주로 혼합비율의 

변화에 따른 특성 분석, 파일럿 분사 유무 및 분사시기 변화에 

따른 특성 분석, 부하 변동시의 특성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바이오에탄올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세탄가가 낮

아져 ULSD 대비 착화시점이 늦어지고, 연소최고압력과 열 발

생률은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착화지연기간이 길어지면서 연료-공기 혼합기 형성시간이 길

어지게 되어, 급격한 예혼합 연소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하

여 NOx의 배출량은 증가됨을 보였다. 그러나 분사시기를 지각

시킬 경우에는 동일 부하 및 동일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소

실내 공급되는 연료가 많아짐에 따라 예혼합 연소구간은 짧아

지고 확산연소구간이 길어짐에 따라 CO의 배출량은 증가하고 

HC의 배출량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연료의 분사조건 

변화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한 파일럿 분사시에

는 파일럿 분사의 분사시기를 진각시킴에 따라 연소실내 연소

압력은 낮아지게 되어 단 분사 대비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

으며, 이로 인하여 주 분사시 예혼합 연소가 아닌 확산연소가

발생되고 이에 따라 열 발생률이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급격한 열발생이 줄어들게 되어 NOx의 배출량은 감소하였으

나, soot 배출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

었다. 또한 고부하에서 바이오에탄올 혼합비율에 따른 연소특

성은 저부하와는 다르게 많은 연료의 공급과 고압으로 분사된 

연료가 공기와 혼합이 잘 이루어져 바이오에탄올 혼합비율이

커질수록 열 발생률이 커지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저부하인 

경우 바이오에탄올 혼합량이 많은 경우 연소실내 공급된 연료

가 연료분사압력이 낮아 연료의 미립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연료-공기 혼합기 형성이 불균일하게 형성되어 

원활히 연소되지 않고 배출되어 CO와 HC의 발생량은 연료분

사시기가 지각될수록 급격히 많은 배출량을 보이는 결과를 나

타내었다. 그러나 고부하인 경우 연소실내 온도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CO와 HC의 배출량이 저감되었다. NOx는 고부하인

경우 바이오에탄올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다소 증가하였으

나, 부하 전체 영역에서 soot 배출량은 연료분사시기와 관계없

이 ULSD와 비교하여 모든 실험조건에서 저감되는 결과를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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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mechanism)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 개념을 제시하

였다. 

제안한 유연힌지 기반의 메커니즘(flexure-based mani- 

pulator)의 설계를 위해 수학적 모델과 FEM 해석을 수행하였

다. 이를 통해 평면의 넓은 작업공간(wide-accessing)과 미세

위치결정(nano-positioning)이 동시에 가능한 유연힌지 기반

의 매니퓰레이터(flexure-based manipulator)를 설계하였다. 

상호 보완적인 두 메커니즘을 통해 6자유도를 가지며 Hybrid 

Task를 할 수 있는 유연힌지 기반의 매니퓰레이터(flexure- 

based manipulator)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그리고 실험을 통

해 각 메커니즘의 효용성을 검증하고, 분해능 및 작동범위를 

확인하여 미세위치결정(nano-positioning)과 넓은 평면의 작

업공간(wide-accessing)을 동시에 구현하는 Hybrid Task가 

가능함을 보여 설계된 유연힌지 기반의 매니퓰레이터의 효용

성과 가능성을 보였다. 

본 논문은 미세위치결정에 중점을 둔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

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넓은 평면 작업공간의 접근과 미세위치

결정이 동시에 가능한, 즉 정의된 Hybrid Task가 가능한 유연

힌지 기반의 매니퓰레이터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Hybrid Task 구현을 위해 새로운 구조의 두 개의 

메커니즘을 고안하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최근 산업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미소

구조물(micro/nano structure)을 다루고 생산하는 미세구조물 

제조 분야에서 그 생산성 향상과 더 확대된 연구에 기여 할 

수 있는 매니퓰레이션 시스템(manipulation system)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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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진동자가 있는 가선계의 변위 및 접촉력에 대한 동적 해석

Dynamic Analysis for the Displacement and Contact Force of a Catenary System with a Moving Oscillator

본 연구에서는 장력의 영향을 받는 보와 이동질량이 접촉할 

때의 동적 접촉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적 접촉을 

고려할 때에는 이동질량 시스템이 보와 언제나 접촉하는 상태

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접촉과 비접촉을 동시에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접촉과 비접촉 운동을 

동시에 고려하는 기하학적 구속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며 본 연

구에서는 이동질량과 보 사이의 변위를 이용하여 구속 방정식

을 고려하였다, 보와 이동질량 시스템의 지배 방정식은 보는 

오일러 보로 가정을 하였으며, 이동질량은 질량 스프링을 갖는 

1자유도 모델로 가정하여 헤밀턴 원리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보 모델은 대변형 변위를 일으키기에 충

분한 크기와 외부하중을 받으므로, 대변위 변형에 의한 기하학

적 비선형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기하학적 비선

형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von Karman 변형률 이론과 그에 따

른 응력함수를 이용하여 보의 지배 방정식을 유도하였다. 또한 

선형 변형률에 따른 보 모델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수립된 모델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수립

한 수치해석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보 구조물의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적 

접촉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먼저,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NSYS와의 해석 결과 검증을 

위하여 다양한 물성치를 가지는 보 구조물에 대한 정적 해석을 

수행하여 정역학 관점의 해석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상용 프로그램과 개발된 프로그램의 해석 결과가 정확하

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동적 접촉해

석을 수행하여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해석 프로그램의 타당성 검증을 완료한 후에, 앞서 수립한 

몇 가지 모델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다양한 해석 변수에 대하

여 어떠한 모델이 동적 접촉 해석에 알맞은 모델인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장력의 영향을 받는 이동질량 시스템의 동적 접촉에 대한 문

제는 고속철도 시스템의 가선계와 집접장치인 팬터그래프 사

이의 동적 접촉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 고속철도 시스템에서 

보에 가해지는 장력, 이동질량의 속도, 이동질량과 스프링의 

강성 등의 설계 변수는 동적 거동과 동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

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가선계와 집전장치인 팬터그래프 

사이에 비접촉이 발생하면 동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안정된 접촉 상태의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립한 유한 

요소해석 모델과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일정 장력을 받는 가선

계와 이동질량 사이의 동적 접촉 해석을 수행하여 안정된 접촉

을 위한 설계변수의 범위에 대하여 도출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설계변수들에 대한 비접촉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

였다. 

마지막으로 hanger가 있는 가선계와 이동질량 사이의 동적 

접촉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가선계와 같이 구조물의 규모

가 큰 경우에는 가선계 사이에 hanger를 설치하여 하중을 분산

시켜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hanger는

압축과 인장력에 저항을 갖는 선형 모델과 인장력에만 저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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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비선형 모델로 설치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

자들이 선형 모델로 가정을 하고 해석을 진행하였으나, 최근에

는 비선형 모델로 가정하고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선형과 선형 모델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hanger의 모델링에 따라 동적 접촉 응답이 어떻게 달

라지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hanger의 모델에 따라 동적 응답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하여 평가 하였으며, 안정된 접촉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선계와 hanger, 이동질량의 다양한 설계 변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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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기밸브 제어를 통한 저 압축 PCCI 디젤 엔진에서의 분사전략에 따른 연소 및 배기 특성

The Characteristics of Combustion and Emissions according to Injection Strategies in a Low Compression 

PCCI Diesel Engine using Retarded Intake Valve Timing

국제적으로 지구온난화와 한정된 석유자원의 고갈에 대한 우

려가 커짐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 보다 높은 자동차의 개발과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요구가 점

점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열효율이 높은 디젤엔진

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의 사용과 높은 연비특성 등의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이

산화탄소 (CO2) 배출량이 매우 낮아 현재 대형 상용차용으로

는 물론 승용자동차의 동력원으로까지 그 사용빈도가 점점 늘

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디젤엔진의 연소특성상 국부적

인 고온반응 구간에서의 질소산화물 (NOx) 과 확산연소 구간

에서의 입자상 물질(PM: Particulate Matter) 등의 배출가스 

증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디젤 엔진

의 단점을 극복하고 날로 강화되고 있는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저공해 고효율 엔진 기술 개발에 관한 끊임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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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하이포이드 기어의 소음 메커니즘 규명 및 저감

Identification and Reduction of Vehicle Hypoid Gear whine noise Mechanism

2000년 이후 차츰 늘어나기 시작한 RV, SUV차량들과 중 대

형 고급 승용차량에서 후륜 구동(FR), 4륜구동(4WD), 전자식 

4륜구동(AWD)의 구동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차량의 주행성능과 안전성을 높여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

이 가능한 친환경 고 연비 차량의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때문에 액슬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

량들은 기존의 경제성을 중시한 전륜 구동(FF) 차량과 다르게 

고성능의 고급차량으로 엔진과 차량의 높은 NVH수준이 요구 

된다. 따라서 그간 상대적으로 엔진소음에 마스킹 되었던 변속

기와 액슬의 기어소음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고 연비, 친환경 차량 개발을 위해 차량의 각 부품들의 

경량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용 액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하조건인 변속기의 경우 승용차량에

서 이미 1970년대 이후부터 경량화를 위해 알루미늄 재질의 

케이스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2000년 이후 상용차량에서도 알

루미늄 케이스의 적용이 진행되고 있다. 승용차량용 액슬의 

경우 변속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하조건에서 높은 신뢰

성이 요구되어 액슬 케이스에 알루미늄 재질의 적용이 용이하

지 않았으나, 소비자들의 친환경, 고연비 차량개발 요구에 부

합하기 위해 2010년 초부터 액슬에도 알루미늄 재질이 적용되

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알루미늄 케이스 액슬의 기어와

인 소음에 대한 연구가 그간 없었다. 스틸과 알루미늄 케이스가

가지는 강성 특성은 온도에 따라 다른 디플렉션 특성을 보인다.

케이스의 온도를 변수로 고려하지 않는 기존의 시험과 해석으

로는 정확한 디플렉션 량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알루미늄

케이스의 디플렉션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기어와 베어

링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케이스 표면 열분포 및 강성해석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아직 동시에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에서 알루미늄 케이스 액슬의 하이포이드 

기어 소음이 발생하는 조건에서 소음이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 

하기 위해 알루미늄 케이스 재질의 온도에 따른 디플렉션 특성

이 액슬의 하이포이드 기어 소음에 주는 영향을 시험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차량 주행 조건에 최적화된 치형 

개발을 위해 온도에 따른 디플렉션 값을 측정하여 하이포이드 

기어 치형 수정에 반영해 차량 주행조건에 최적화된 하이포이

드 기어 치형을 개발하여 차량에서 액슬의 하이포이드 기어소

음을 저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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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예혼합압축착화 (PCCI: Premixed Charge Com- 

pression Ignition) 연소가 주목을 받고 있다. 

디젤연료를 이용한 PCCI 엔진은 연료와 공기가 충분히 혼합

될 수 있는 조기분사를 이용하여 연소실내 희박 균일한 혼합기

를 형성시키고 이를 압축열에 의해 동시 다발적으로 착화시킴

으로서 전체적으로 낮아진 연소온도로 인한 NOx의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줄게 되며, 완전연소에 가까운 균일혼합 연소로 

매연이 동시에 저감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 디젤엔

진의 급격연소구간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저감되므로 

승용자동차와 같은 정숙성이 요구되는 차량 동력원으로의 사

용에 따른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 혼합 연소의 경우 효율이 높은 디젤 엔진

의 장점을 갖는 동시에 NOx와 PM의 저감에 효과적이지만, 연

소실내 균일 혼합기를 형성을 돕기 위해 주로 이른 분사 시기를 

사용하므로 실린더 내 낮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의 고압 연료 

분사로 인한 연료의 벽류 증가로 THC와 CO 등의 배출이 증가

되고, 압축과정 중 TDC 이전의 착화로 인한 연비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젝터의 기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사조건에 따른 분사량과 분사율을 측정하였고, 분무가시화

를 통해 혼합기 형성과 배기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분문도달거

리 및 다단 분사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예혼합연소를 위한 분사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예혼합연소의 이른 착화시기를 제어하

고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흡기밸브 개폐 시기 지각

을 통한 저 압축비를 구현하고, 밸브시기에 따른 압축비 특성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피에조 인젝터가 적용된 2.2리터 

급 커먼레일 직접분사 방식의 예혼합압축착화 엔진을 사용하

여 벽류 저감을 위한 다단분사 전략과, 효율향상을 위한 압축비

변화가 연소 및 배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조건의 엔진

실험과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직접 분사방식의 디젤 엔진에서 분사전략

과 저 압축비 조건이 예혼합 압축착화 연소와 배기가스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향후 예혼합압축착화 연소를 적용하

기 위한 엔진의 설계와 제어 전략에 필수적인 기초 테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기존 디젤엔진 시스템에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변압축 기술을 적용할 경우 운전조건에 

따라 기존 디젤연소와 예혼합압축착화 연소의 변환이 가능하

므로 보다 효율이 높은 연소의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신연

소 디젤엔진의 최적 설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동 식 2013년 2월 박사 한양대학교 이 영 해

국문 : 

영문 :

동적 환경에서 수거차량의 리스케쥴링을 위한 전략 및 평가지표 개발

Development of Strategy and Measure for Rescheduling of Vehicle Routing with Pick-up under Dynamic 

Environment

최근에 차량의 수송 환경은 세계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고객의 대량맞춤화, 서비스시간의 단축 등으로 고객 요구에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고객은 

언제 어디서나 고객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미 확정된 고객만을 대상으로 차량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

립하여 진행하는 정적 환경의 차량 운영 방법은 더는 경쟁력을 

갖는 해결책이 아니다. 정적 환경에서 차량 운영은 규모의 경제

를 실현하기 위해 고객의 서비스 요청이 일정 건수 이상이 되거

나 차량의 적재 용량이 일정량 이상이 될 때까지 대기한 후에 

처리하기 때문에 고객의 대량 맞춤화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고

객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고객 요구가 있으면 대응하는 동적 환경을 고려한 차량 운영 

방법만이 대량맞춤화와 서비스시간 단축 등의 다양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동적 환경에 적합한 차량 운영 방법의 목표는 

신규고객주문, 차량고장, 주문취소 등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

하고 고객의 대량맞춤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 관련 비용

을 혁신적으로 절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적 환경을 고려한 

차량 운영 방법은 정적 환경을 고려한 차량 운영 방법보다 복잡

한 운행 조건과 첨단 하드웨어 등이 필요한 만큼 더 큰 비용과

복잡한 운영 방법을 요구한다. 따라서 신규고객주문, 차량고

장, 주문취소 등과 같이 불확실한 고객의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동적 환경을 고려한 차량 운영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동적 환경에 포함된 두 가지 상황에 고려하여

리스케쥴링을 이용한 차량 운영 방법을 개발한다. 첫 번째는 

신규고객의 수거 요청이 차량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일반 상황에서 수거차량의 리스케쥴링 운영 

방법을 개발한다. 두 번째는 차량의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하여

고객의 수거 요청을 할 수 없는 고객이 발생하는 상황을 해결하

기 위해 리스케쥴링을 이용한 차량고장 대응 방법을 개발한다.

동적 환경에 리스케쥴링을 이용한 수거차량 운영 방법은 차

량이 운행하면서 신규로 발생한 수거 요청을 리스케쥴링을 통

해 수행한다. 리스케쥴링에 포함하는 대상은 기존고객과 신규



초록집

288

고객을 모두 포함한다. 리스케쥴링 후에는 실행에 앞서 차량 

운영 성과를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측정

한다. 측정된 평가지표의 값들이 목표성과를 달성하면 결과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리스케쥴링한다. 이러한 과정은 

목표성과가 달성될 때까지 반복할 수 있다. 동적 환경에서 고객

의 수거 요청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리스케쥴링 전략은 주기적

(periodic), 사건발생(event-driven), 하이브리드(hybrid)에 따

라 개발된다. 

제시한 전략의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정적 환경에서 얻은 하

한값과의 변화의 차이를 간접 비교하였다. 또한, 제시한 전략

의 운용 적합 검정과 본 연구에서 다룬 문제의 타당성을 뒷받침

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리스케쥴링을 이용한 차량고장 대응 방법의 개발은 수거차량

이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하여 수거 요청을 받지 못하는 고객의

수거 요청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차량고장으로 차량 리스케쥴

링에 포함하는 대상은 차량고장 때문에 서비스 받지 못한 고객

과 현재 운행 중인 차량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할 고객을 모두

포함한다. 차량고장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케쥴링 전략은 전차

량 분배 전략과 인접차량 분배 전략에 따라 개발된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고객 주문과 차량고장에 따른 동적 환경

에 기반을 둔 차량 운영 방법은 현실에 활용되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갑 성 2013년 2월 박사 한양대학교 최 동 훈

국문 : 

영문 :

적응형 설계 및 근사 영역 관리 기법을 이용한 순차적 근사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Sequential Approximate Reliability-Based Design Optimization Using Adaptive Management of Design 

and Approximation Regions

기계 시스템의 설계 인자 및 제작 환경에 존재하는 불확정성

에 의해 성능 인자에 변동성이 나타나는 경우, 성능 인자의 

값이 설계 요구조건을 만족할 확률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것을 

기계 시스템의 신뢰성이라 한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을 얻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시스템의 신뢰성을 고려하는 확률론적 설계 기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확률론적 설계 기법인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기법은 기계 시스템에 대한 확률론적 신뢰성 평가와 

최적화 기법을 통해, 시스템에 요구되는 신뢰성 수준을 만족하

는 설계 안을 찾는 수학적인 기법이다.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는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전 정 상 2013년 2월 박사 한양대학교 이 세 헌

국문 : 

영문 :

저항 점 용접에서 중공전극을 이용한 스패터 저감 및 너겟형성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patter Reduction and Nugget Formation Mechanism by using Hemispherically Concaved 

Electrode in Resistance Spot Welding

현재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용접공정에서 스패터 없는 생산을 

하고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며, 스패터가 발생하지 않으면 

표면의 품질향상, 생산성향상은 물론 설비고장 저감 측면에서

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패터의 발생은 용접

전류의 증가와 함께 너겟내의 용융금속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

여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패터 없는 용접 방법의 하나로 전극선단에 

홀이 있는 중공전극을 제안하였다. 전극 선단에 홀이 있는 중공

전극을 이용하여 홀의 지름과 깊이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여 

최상의 홀의 지름과 깊이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존전극

과 중공전극에 대하여 전단인장강도와 로브곡선을 비교한 결

과 중공전극에서는 기준강도를 만족하면서 스패터 없는 영역

이 넓어졌음을 관찰하였다. 또한 너겟 단면의 해석을 통해 용접 

결함특성을 분석하여 너겟의 크기와 형성에 대하여 관찰하였

다. 선정된 지름과 깊이를 가지고 자동차 강판으로 널리 사용하

고 있는 고장력강에 대하여 전단인장강도와 십자인장강도를 

비교 평가하였으며, 가압력에 대한 로브곡선을 통해 기존전극

보다 스패터 발생 없이 넓은 영역을 관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너겟의 형성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하여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여 중공전극에서의 너겟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관

찰하였다. 그 결과 중공전극에서는 기존전극과 다르게 너겟의 

형성이 전극 접촉부 계면에서 용융이 시작되어 중공내부로 너

겟이 커지므로 스패터 없는 용접을 할 수 있다. 

또한 동저항을 측정한 결과 중공전극에서는 저항의 거동이 

일정하였으며 기존전극에서는 스패터 발생으로 저항이 불연속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공전극에서는 전극 중앙의 홀의 영향으로 

인하여 입열량이 많아도 중공내부로 너겟이 커지므로 기존전

극과 다르게 스패터를 억제 할 수 있는 친환경 저항 점 용접 

공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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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신뢰성 혹은 파괴 확률을 직접적으로 고려하므로, 

확률론적 관점에서 매우 정교한 설계 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하지만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의 신뢰성 평가를 반복적

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수치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 따라서 1회 

해석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고 많은 수의 설계 변수 및 설계 

요구사항을 갖는 실제 산업 제품에 대해서 신뢰성 기반 최적설

계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최적화 기법으로 알려진 순차

적 근사 최적화 기법의 개념을 이용하여,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순차적 

근사화의 적용을 통해 전체 설계 영역에 비해 좁은 영역을 근사

화함으로써 근사 함수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

여 추가적인 수치적 비용과 성능 인자에 대한 민감도 해석 없이

도 신뢰성 평가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 신뢰도 지수를 

고려하여 설계 영역을 설정하고, 확률론적 설계의 특성을 고려

하여 근사 함수의 외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영역과 근사 

영역의 크기를 이원화하였다. 또한 각 단계에서의 근사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해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계 영역 및 근사 영역의 

위치와 크기를 가변적으로 갱신하는 영역 관리 기법을 제안하

였다. 

제안된 순차적 근사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방법은 설계 해가

수렴할 때까지 영역을 옮겨가며 반복적으로 근사화를 수행하

므로, 초기 값이 최적 해에 가까이 있을수록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속 조건의 수가 많고 비선형성

이 강한 경우에도 적은 비용으로 초기 설계를 최적 해 근방으로

옮길 수 있는 가용 비 활성화 설계 방법을 적용하여 수렴 효율

성을 향상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차원 분할을 통해 고차의 응답

함수를 1차원 요소와 교호작용의 조합 만으로 표현하였으며, 

1차원 요소와 교호작용의 근사화에 필요한 실험 점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실험 점 추가에 따른 근사 함수의 개선 여부를 고려

한 가변 샘플링을 적용하였다. 차원 분할을 적용하는 경우 근사

화를 위해 사용 가능한 실험 점의 위치가 제한되므로, 실험 

점의 상속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리깅

근사 함수의 통계적 특성을 이용한 실험 점 상속 기법을 제안하

여 반복적인 근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험 점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순차적 근사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방법

의 효율성 향상을 검증하기 위해서 수학 예제와 공학 예제 및

실제 예제에 적용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의 유용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병 건 2013년 2월 박사 한양대학교 김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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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기반변형 방법을 이용한 맞춤형 고관절 형상의 파라메트릭 모델링

Parametric Modeling of Subject-specific Hip Joint Morphologies using Function-based Morphing Method

인체의 생체역학적 반응들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뼈의 형상은 성장이나 노화 혹은 생활 습관 등에 따라 자연적으

로 변형되거나 외과적 수술 등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변형될 수 있다. 이러한 근골격계의 형상 변동이 개인의 생체역

학적 특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상 

근골격 모델의 형상 변형 기술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주로 

통계적 혹은 기하학적 방법에 기반한 이 변형 기술들은 인체 

뼈 형상의 복잡성 때문에 각기 상이한 생체역학적 기능을 담당

하는 뼈의 국부적 부위들을 독립적으로 변형하지 못한다는 공

통적인 한계를 가진다. 실험 변수의 독립적 운용이 민감도 해석

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이러한 한계점은 이 기술들을 

이용한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본 연구는 대상인의 뼈 형상을 이루는 각 기능적 국소 부위를 

매개변수의 조정을 통해 직관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기능기반

변형(Function-based Morphing, FBM) 기술을 제안한다. 기

존의 변형 기술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 제안된 FBM 기술은 

생체역학적 기능들을 고려하여 각 부위의 독립적 변형이 가능

하도록 개발되었다. 즉, 변형에 사용되는 매개변수들은 해당 

근골격 부위의 생체역학적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본 방법

을 이용하면 대상 기능의 민감도 분석에 적합한 변동모델들을 

획득할 수 있다. 제안된 방안은 관골구와 근위 대퇴골을 포함하

는 고관절의 근골격 형상을 대상으로 구현되었으며, 고관절의 

대퇴골두와 경부의 직경, 경부길이, 그리고 경부의 각도를 변

형을 위한 매개변수들로 사용하였다. 신뢰성 높은 변형 결과를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는데, 부위 별 

독립적인 변형이 가능하도록 생체역학적 기능을 기준으로 대

상 뼈 형상을 세분화하는 알고리즘과, 세분화된 각 부위에 해당

하는 형상적 매개변수들을 삼차원적으로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적용하였다. 또한 각 부위의 매개변수 조정량을 해당 표

면의 변형으로 변환시키는 기능기반변형장은 변형된 형상이 

요구된 기능 변동을 충실히 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제안된 FBM 기술의 적용 예로, 고관절의 다양한 생체역학적

반응들 중 하중을 지지하는 대퇴골 경부의 강도와 고관절의 

보행 패턴에 고관절 근골격계의 형상 변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예측해보았다. 하중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대퇴

골 경부의 지름과 길이가 근위 대퇴골의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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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복하중에 따른 피로 파손에 대한 위험

도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보행 패턴에 대한 영향은 대퇴

골 경부의 길이 및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관절의 외전 형상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향 후 환자

맞춤형 수술 계획이나 보조 기구의 개발, 혹은 맞춤형 재활 

치료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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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론적 강건성 지수와 공액경사도법을 이용한 신뢰성 기반 강건최적설계

Reliability-Based Robust Design Optimization Using a Probabilistic Robustness Index and the Conjugate 

Gradient Method

불확실성을 고려한 최적설계 기법은 크게 강건최적설계와 신

뢰성 기반 최적설계로 나눌 수 있다. 강건최적설계는 설계변수

나 시스템 파라미터의 변동에 둔감하고 보수적인 설계를 추구

한다. 목적함수와 제한조건의 강건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강건

성 지수들이 개발되고 있다.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는 확정론적 

최적설계에서의 제한조건을 확률적으로 처리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제한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설계를 얻고자 

하는 기법이다. 시스템의 변동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신뢰도 해석 방법과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기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다. 하지만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는 확정론적 최적

설계에 비해 여전히 많은 설계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

로 과도한 계산 비용을 줄여 실제 구조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건최적설계를 위한 새로운 강건성 지수와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에서 효율성 및 수렴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새로운 강건성 지수는 강건최적설계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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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스케일 접근법에 기반한 적층세라믹콘덴서 압착공정의 변형거동해석

Multi-Scale Deformation Analysis of Multilayer Ceramic Capacitors in Press Manufacturing Process

본 연구에서는 BaTiO3계 세라믹유전체(dielectric ceramic) 

층과 void가 포함된 Ni 전극(electrode) 층으로 구성된 MLCC

의 압착공정 시 평면방향 변형 거동과 두께방향 변형 거동을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수치해석하였다. 세라믹 층과 Ni 층이 

수백 장이 적층되는 MLCC의 평면방향 변형 거동을 수치해석 

하기 위하여 반복되는 형상을 단위 셀(unit cell)로 정의하고, 

정의된 단위 셀에 대한 거동을 해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세라믹

유전체 층과 Ni 전극 층의 물성치를 다중스케일 접근법

(multi-scale approach), homogenization 기법, 점근 시리즈 

전개(asymtoptic series expansion)를 이용하여 하나의 등가 

물성치(equivalent material property)로 나타내었다. 계산된 

등가 물성치를 검토한 결과, 세라믹과 Ni의 물성치는 등방성

(isotropic)인데 비하여 등가 물성치는 이방성(anisotropic)임

을 확인하였다. Homogenization 기법의 타당성을 이론해, 다

중 셀(multi cells), 혼합법칙을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그 결과 

세라믹 시트(sheet)와 Ni 시트로 구성된 단위 셀을 하나의 등가 

물성치로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계산된 등가 물성치를 

이용하여 압착공정 시 잔류응력에 의한 MLCC의 평면방향 변

형 거동을 해석하였다. 또한, 전극 층의 크기 변화에 따른 등가 

물성치 변화와 MLCC 변형거동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세라믹유전체 층과 Ni 전극 층의 두께방향 변형 거동을 보다 

정확히 모사하기 위하여 점탄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점탄성 

물성치를 얻기 위하여 DMA(dynamic mechanical analyzer)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로부터 세라믹 시트와 Ni 시트의 Prony 

series 계수를 얻었다. MLCC 해석 시 세라믹 시트와 Ni 시트의

점탄성(viscoelastic) 재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탄성 해

석과 점탄성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해석 결

과, 점탄성 재료의 두께 방향 변형량이 탄성 재료의 두께 방향

변형량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점탄성 재료의 

경우에 완화(relaxation)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백 장 적

층된 MLCC의 두께방향 거동을 수치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된 반복형상의 변형거동으로부터 MLCC 

전체의 거동을 예측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반복

형상을 두께 방향으로 적층시키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두께 방향으로 13 장 적층시키면 MLCC 전체의 거동을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표면 조도 측정을 수행하였고, 측정 결과와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해석 결과와 측정 결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압착공정시 MLCC의 변형 거동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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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목적함수의 강건성을 고려하기 위해 신뢰도 해석의 근간

이 되는 평균 일계신뢰도법의 확률론적 이론을 바탕으로 유도

된다. 확률론적 강건성 지수는 목적함수의 평균과 분산을 동시

에 고려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며 변동에 둔감한 설계안을 합리

적으로 도출한다.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기법 중에서 단일루프 

단일벡터 방법은 매우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다. 

단일루프 단일벡터 방법은 신뢰도 해석의 계산과정을 제거함

으로써 최적설계 시 발생하는 과도한 계산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기법은 제한조건의 함수 형태와 목표 신뢰도에 따라 

낮은 수렴성과 부정확성의 문제를 내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액경사도법을 이용한 단일루

프 단일벡터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단일루프 단일벡터 

방법이 가지는 높은 효율성을 유지하며 수렴 강건성, 정확도를

향상시켜 개선된 알고리즘을 정립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목적함수의 강건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제한조건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원하는 신뢰도를 얻을 수 있도

록 하는 신뢰성 기반 강건최적설계를 수행한다. 목적함수의 

강건성을 위해서 확률론적 강건성 지수를 제안하고 확률제한

조건 처리를 위해 개선된 단일루프 단일벡터 방법을 적용한다.

제안한 방법들은 다양한 수학예제와 구조문제에 적용하고 대

표적인 강건성 지수와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기법들과의 성능 

비교를 수행하여 제안한 방법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정 원 2013년 2월 박사 한양대학교 김 용 모

국문 : 

영문 :

난류 비예혼합 및 부분 예혼합 화염장의 수치 및 물리 모델링

Numerical and Physical Modeling for Turbulent Non-premixed and Partially Premixed Flames

난류 비예혼합 및 부분 예혼합 연소는 큰 비선형성이 존재하

고, 난류 혼합과 연소, 난류와 화학반응의 상호작용, 복사열전

달, 공해물질 (NOx, Soot) 생성 등 다양한 물리현상을 복합적

으로 포함한다. 본 연구는 물리 및 기하학적으로 복잡한 실제 

연소기내의 상세화염구조 및 공해물질 생성을 해석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모델을 계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해석모

델은 신뢰성이 있고 실제적인 물리현상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수치적으로 안정성과 효율성을 요구된다. 본 연구는 연소현상

과 관계된 다양한 물리 현상들 중에서 난류와 화학반응의 상호

작용, 화염 안정성 및 공해물질 생성에 관한 모델링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난류 연소 현상은 가정된 확률밀도함수 모델과 

수송확률밀도 함수 모델로 모사되며, 화학반응은 상세화학반

응식을 기초하였고, 복사열전달은 유한체적법 기반의 복사모

델을 사용하였다. 가정된 확률밀도함수 모델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라그랑지안 화염편 모델, 오일러리안 입자 화염편 모델 

등의 비정상 화염편 모델 뿐만 아니라 level-set 기반의 화염편 

모델을 사용하였다. 수송 확률밀도 함수 모델에서는 속도-조

성 확률밀도 함수 모델, 조성 확률밀도 함수 모델, 모멘트 직접 

적분법 기반의 수송 확률밀도 함수 모델을 사용하였다.

실제 연소시스템의 복잡한 기하학적인 형상에 대한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수송 방정식은 비정렬 격자계를 기반한 

병렬화된 유한 체적법이 적용되었다. 또한 복잡하고 거대한 

크기의 연소현상 해석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컴퓨터 

클러스터를 기반의 병렬 연산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복잡

한 상세화학반응식의 계산에 적용하여 계산 효율을 높이기 위

하여 물리적인 메모리의 요구량의 분산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목적 중 하나는 난류 비예혼합 및 부분 예혼합 

화염장을 해석할수 있는 가정된 확률밀도함수 모델과 수송 확

률밀도함수 모델을 모두 아우르는 최신의 난류 연소모델의 이

론적이고 수치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는 것이다.난류 비예혼합

합성가스 제트 화염, 난류 비예혼합 합성가스 bluff-body 안정

화 화염, 난류 수소 비예혼합 화염장 등이 검증예시로 사용되었

다. 난류 비예혼합 연소는 라그랑지안 화염편 모델과 오일러리

안 입자 화염편 모델, 수송확률밀도 함수 모델, 모멘트 직접 

적분법을 이용한 수송 확률밀도함수 모델 등이 수치해석에 적

용되었다. 한편 난류 부분 예혼합 화염장의 해석에는 levelset

기반의 화염편 모델과 모멘트 직접 적분법 기반의 수송 확률밀

도함수 모델이 적용되었다. 예측결과와 측정결과의 상세한 비

교는 온도 및 화학종 분포의 조건부 및 완전 평균치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비교수행을 통해서 각 모델의 물리 및 수치

적 접근법의 차이와 예측능력의 차이에 대하여 상세히기술하

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모멘트 직접 적분법 기반의 수송 

확률밀도함수 모델의 예측능력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에 있다.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비반응유동장뿐 만 아니라 난류 비예

혼합 합성가스 bluff-body 안정화 화염, 난류수소 비예혼합 

화염, 난류 부분 예혼합 파일롯 안정화 화염, MILD 연소 조건의

비예혼합 화염에 대한 수치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검증예

시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난류 비예혼합 및 부분 예혼합 

연소에 포함된 모든 물리 현상을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

하다. 화염 부상 높이 및 온도, 화학종 분포의 관점에서 수치결

과들은 실험값과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멘트 직접 적분법 기반의 수송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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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세 욱 2013년 2월 박사 한양대학교 조 진 수

국문 : 

영문 :

시간영역 패널법을 이용한 항공기 전기체 및 헬기 로터의 공력해석

Aerodynamic Analyses of an Aircraft and a Helicopter Rotor using the Time-Domain Panel Method

본 연구에서는 시간영역 패널법을 이용하여 포텐셜 유동 조

건 하에 있는 고정익 무인항공기 및 회전익 항공기 로터의 공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방법은 구간일정강도 용출 및 중첩 특이

점을 사용한 시간영역 패널법으로 양력면들의 상호작용이 고

려되었다. 본 연구 방법은 Dirichlet 경계조건에 기초한 포텐셜 

기저 패널법과 시간전진법을 결합한 방법이다. 복잡한 비정상 

운동으로 인해 생성된 비행경로 및 로터의 정확한 후류형상을 

모사하기 위해 자유후류기법을 사용하였다. 후류가 꼬리날개

나 로터 블레이드를 관통하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근접 접근법

을 사용하였다. 회전익 항공기의 로터 끝 단에서 발생하는 압축

성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Prandtl-Glauert rule을 적용하였다. 

회전익 항공기 로터 후류의 모사를 위해 선형적 유도속도를 

사용하였다. 회전익 항공기 로터에서 발생하는 큰 강도의 출발

와류의 생성을 피하기 위해 초기 2회전까지 회전 수를 증가시

밀도 함수 모델은 난류 비예혼합 및 부분 예혼합 화염장을 실제

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예측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마지막으로, IGCC 발전용 가스터빈의 응용 사례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석탄가스의 온도, 압력, 상세화학반응기구, 연료

조성 및 희석이 층류화염속도 및 비예혼합 화염편 구조, 소염 

스칼라 소산률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치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가진 병렬화된 비정상 

화염편 모델은 연료 희석량이 상세화염구조 및 공해물질 생성

에 미치는 영향에대한 수치적 분석과 DLR 석탄가스 선회연소

기의 운전 부하에 따른 상세화염구조 및 공해물질 생성의 해석

에 적용되었다. 수치해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

정상 화염편 모델은 석탄가스 비예혼합 연소기내의 난류와 화

학반응의 상호작용과 공해물질 생성특성을 실제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예측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정 경 문 2013년 2월 박사 한양대학교 장 건 희

국문 : 

영문 :

HDD용 스핀들 모터에 사용되는 유체동압베어링의 유체 누설과 기포 저감을 위한 공기-윤활유체 이상 유동 해석

Two-phase Flow Analysis of Air and Fluid Lubricant of Fluid Dynamic Bearings in a HDD Spindle System

to Reduce Fluid Leakage and Air Bubble

유체동압베어링 (fluid dynamic bearing, FDB)은 볼베어링

에 비해 저소음, 저진동 특성을 갖기 때문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와 같은 초소형 정밀회전기기에 널리 이용된

다. 그러나, 유체동압베어링의 약점 중 하나로, 유체동압베어

링의 윤활유체의 누설에 의해 HDD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

다. 외부 가진 또는 작동 조건에 의해 유체 누설에 발생될 수 

있으며, 누설된 유체 입자가 정보가 쓰여있는 디스크 위에 놓이

게 되면 정보를 읽을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된다. 

또한 유체동압베어링의 다른 약점으로는 유체동압베어링의 

윤활유체 안에 발생된 기포로 인한 불안정성이 발생될 수 있다. 

불완전한 유체 주입 또는 외부 가진에 의해 유체동압베어링의 

내부 윤활 유체 안에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며, 작동하는 유체

동압베어링 안의 기포는 비반복적인 진동성분 (non repearable 

runout, NRRO)과 유체동압베어링의 강성계수를 감소를 일으

킬 수 있다. 따라서, 유체동압베어링의 유체 누설과 내부 기포 

저감을 위한 유체동압베어링의 설계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유체동압베어링의 유체 누설과 내부 기포 거

동을 묘사할 수 있는 공기-윤활유체의 이상 유동 해석방법을

제안하였다. 유체동압베어링의 내부 유동장은 Navier-Stokes

방정식과 연속방정식을 통하여 계산된다. 공기-윤활유체의 이

상 유동은 VOF 방법을 통해 구현한다. 이상 유동 해석의 수치

해석을 위해서는 유한체적법이 사용된다. 

제안된 해석방법을 이용하여 HDD용 유체동압베어링의 비작

동시 충격에 의한 유체 누설과 작동시 원심력에 의한 유체 누설

을 해석하였다. 해석결과는 실험과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비교를 통해 검증되였다. 그리고 유체동압베어링의 작동 조건 

및 실 설계변수가 유체 누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으

며, 유체 누설 저감을 위한 유체동압베어링의 설계에 대해 토의

하였다. 

또한 제안된 해석방법을 이용하여 유체동압베어링의 내부 기

포 거동을 해석하였다. 유체동압베어링의 설계변수와 작동 속

도가 내부 기포 거동 및 배출에 주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

며, 그 결과를 토대로 내부 기포 저감을 위한 유체동압베어링의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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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회전익 항공기 로터에서 발생하는 

출발 와류를 회피하기 위해 초기 2회전까지 유도속도를 증가시

켜 상승효과를 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과 기법들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2차원 

익형, 3차원 날개, 고정익 항공기 형상 및 회전익 항공기 로터

에 대해 적용하였다. 대한항공의 고정익 근접감시용 무인항공

기 형상에 대해 공력해석 결과를 풍동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선형 영역에서는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으나 풍동시험 측정

결과의 비선형성을 충분히 모사하지는 못하였다. 공력계수를

추출하여 타 공력해석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향상된 결과를 얻

었다. 회전익 항공기 로터에 대해 제자리 비행 시 공력해석을

수행하였다. 압축성 효과를 고려한 공력해석 결과와 Caradonna

와 Tung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임 종 국 2013년 2월 박사 한양대학교 박 종 현

국문 : 

영문 :

백스테핑 설계 방법과 L2-게인 분석을 이용한 불확실성을 가진 비선형 시스템의 강인 제어기 설계

Robust Controller Design of Nonlinear System with Uncertainty Using Backstepping Design Method and 

L2-Gain Analysis

비선형 시스템에 대한 H∞ 제어 이론은 에너지 소멸(dis- 

sipation) 개념에 기초하여 개발되어 왔다. 에너지 소멸을 이용

하는 비선형 H∞ 제어기는 외란과 성능 지수와의 L2개인 희석

(attenuation)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설계된다. 이 방법에서

는 실제 적용을 위해서 해밀턴 자코비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해를 구하

는 것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해밀턴 자코비 부등식을 다루기 

쉬운 형태인 비선형 행렬 부등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비선형 

동역학식 아핀(affine)혀애로 변형되고, 비선형 행렬 부등식의 

근사해는 그 행렬을 구성하는 항들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구해진다.

제안된 비선형 H∞ 제어 설계 방법을 이용하여 두 개의 하부 

시스템으로 분리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가진 층계형(cascaded) 

비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강인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일반적으

로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백스테핑 설계 방법이 사용된다. 

백스테핑 설계 과정은 두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번째 

단계에서 하부 시스템이 독립적인 제어 입력을 가진 것처럼 

가상의 제어기가 설계된다. 가상의 제어기가 설계될 때 제안된 

H∞제어기 설계 방법이 사용된다. 두번째 단계에서 Lyapunov's 

second method에 의해 실제 강인 제어기가 설계된다. 제안된

강인 제어기는 물리적인 제어 입력으로 로봇 링크에 대한 토크

가 아니고 모터에 대한 토크를 사용하는 유연 조인트를 가진 

로봇 시스템에 적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층계형 시스템의 강인 제어기로 다른 체계적

인 방법이 제안되었다. 시스템 동역학식은 상태 에러식으로 

변형되고 모델 불확실성을 보상하기 위해 상태 에러식에 대해

서 제안된 비선형 H∞ 제어기가 설계된다. 개념적으로 제안된

디자인 방법은 적분 백스테핑 설계 방법이 유사하다. 그러나 

Lyapunov's second method를 사용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소멸 개념에 기초한 L2-게인 분석법과

패시비티(passivity)를 사용하는 안정성 분석법을 도입하였다.

상태 에러식이 유도되고 모델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항들은 외

란으로 간주된다. 외란은 외란 희석을 위한 L2-게인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된 강인 제어기에 의해 극복된다. 이 방법은 

상태 에러식을 사용하는 분리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강인 제어

기를 설계할 때 모델 파라미터 불확실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한다. 제안된 설계 방법은 기계적인 하부 시스템을 

가진 전기유압 정치에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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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소형 가스터빈 연소기의 유동 및 연소 특성 해석

3-D RANS Simulation of Turbulent Reacting Flow and Emissions in a Lean Premixed Reverse Flow Type 

Gas Turbine Combustor

가스터빈 연소기에서 NOx 제어 기술의 핵심은 연료와 공기를 

균일하게 공급하여 희박 가연 한계 근처에서 연소시킴으로써 

일차 화염 영역에서 1800K 이하의 낮은 화염 온도를 이루고 

이로 인해 NOx 를 저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희박 가연 한계라

는 운전상의 특성 때문에 낮은 화염 온도로 인해 CO 나 UHC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연소 불안정으로 인해 연소 진동이나 

역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연소기는 

5 MW 발전용 소형 연소기로 다양한 운전 영역에서 연소 안정

성과 CO 그리고 NOx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메인과 

파일럿 노즐로 구성된 다단 연소 방식을 사용한다. 다단 연소 

방식은 메인과 파일럿의 연료 유량 조절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파일럿은 일반적으로 메인 노즐에 비해 낮은 연료 유량에서도 

높은 당량비를 갖도록 설계된다. 부분 부하에서는 화염 안정성

을 위해 파일럿의 연료 유량을 늘리고 전부하에서는 메인과 

파일럿 유량의 적절한 조절을 통해 일차 화염 영역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치 해석을 통해 개발 

중인 연소기가 설계 값을 만족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먼저 

해석 모델을 선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다음 다양한 부하 조건에서 파일럿/메인 연료

량에 따른 연소 및 CO 와 NO 의 생성 특성을 고찰하였다. 

가스 터빈 연소기는 라이너에 수백 개의 냉각 공기공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가스 터빈 연소 해석은 계산의 부담을 덜기 위해 

또는 모델의 특성상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상을 단순화

하거나 생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형상에 대한 수정 

없이 스월러, 라이너 및 케이스를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한 격자 

작업을 수행하였고 라이너 벽면에서의 열전달을 고려하기 위

해 고체 부분에 대한 격자도 포함하였다. 연소 모델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화학 반응이 발생하는 라이너 영역 내부에서 이루

어졌고 연소기 전체 시스템의 비반응 유동 해석을 바탕으로 

라이너의 입구 경계 조건을 설정하였다. EBU 는 고려하는 화

학종의 수가 적기 때문에 PPDF 나 LFM 보다 높은 연소 온도를 

나타낸다. 비교적 반응이 느린 CO 에 대해서 LFM 은 정성적인

예측이 가능하였고 PPDF 는 평형 가정 때문에 CO 를 과도 

예측하였다. EBU 에서는 모든 반응을 비가역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CO 가 완전 연소하여 CO2 로 변환된다. 

PCFM 의 모델 상수 α는 화염 면적 분포 및 반응률에 영향을 

미친다. 전체 연소기 시스템에 대한 해석에서 α가 커지면 반응

률이 과도하게 증가해서 역화가 발생하고 기본값을 사용하면

불완전 연소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모델의 결점은 기본값을 

사용하되 연소기 후단에 임의의 화염면적 밀도를 부여해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극복하였다. PCFM 은 

60, 80, 100% 부하 조건에서 파일럿/메인 연료 유량에 따른 

상압 시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출구에서의 온도는 실험과 거의

일치하는데 반해 CO 는 전 영역에서 과도하게 예측하였는데 

이는 PCFM 에서 반응영역이 PPDF 에 의해 모사되기 때문이

다. 파일럿의 조성은 일차 연소 영역의 온도 및 NOx 생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파일럿 연료유량이 증가하여 파일럿의 당량

비가 증가하면 1800 K 이상의 고온 영역을 형성하고 메인 연료

/공기 혼합물의 반응률을 촉진시킨다. 반대로 파일럿의 당량비

가 감소하면 메인 연료/공기 혼합물을 희석시켜서 반응을 억제

한다. 일차 연소 영역 내 당량비의 표준편차는 연료/공기의 혼

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전 부하에서 파일럿/메인 연료 

비율이 증가할수록 혼합의 불균일이 심해지며 부분적으로 연

료가 과농한 영역이 발생하여 고온 영역이 형성되고 NOx 의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 PCFM 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인 OpemFOAM 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분 예혼합 

연소 모델을 개발하였다. 부분 예혼합을 고려할 수 있도록 

Weller 모델을 수정하고 LFM 을 결합하였다. 새로운 부분 예혼

합 모델은 임의의 모델 상수나 변형 없이 화염 생성 위치를 

잘 모사하였고 연소기 출구에서의 온도뿐만 아니라 CO 의 농

도도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POSTECH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297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정 요 한 2013년 2월 박사 POSTECH 백 제 현

국문 : 

영문 :

원심압축기에서 Recessed 블레이드 팁이 성능 및 유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Effects of Recessed Blade Tips on the Performance and Flow Characteristics in a Centrifugal Compressor

원심압축기는 적은 유량에서 높은 압력비를 가지므로 항공과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터보차져와 가

스터빈뿐만 아니라 분산발전 시스템과 마이크로 터빈에도 사

용되고 있다. 원심압축기에서는 높은 효율과 넓은 작동영역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높은 성능의 원심압축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압축기 내부의 복잡한 유동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원심압축기의 성능향상을 위해서 많은 실험 

및 수치적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블레이드 팁과 케이싱 사이에 존재하는 익단간극은 블레이드 

압력면과 흡입면의 압력차이로 인해 압력면에서 흡입면으로 

누설유동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익단누설유동은 주유동과 혼

합하여 임펠러내에서 손실을 발생시키므로 압축기의 성능과 

유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익단누설유동에 의한 성능저

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익단간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너무 작은 익단간극은 임펠러가 케이싱과 부딪힐 

위험을 증가시킨다. 익단누설유동을 감소시키고 임펠러와 케

이싱의 마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고안되

어 왔는데, 그 중의 하나가 평평한 블레이드 팁 대신에 

recessed 블레이드 팁을 사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recessed 블레이드 팁이 원심압축기의 성능과 유동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며, 수치해석을 위해 터보머신을 

다루는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ANSYS CFX를 사용하였다. 효율적인 recessed 블레이드 팁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익단누설유동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하므로 비균일한 익단간극 분포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먼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각각 다른 익단간극분포를 

가지는 여섯 개의 임펠러들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

며,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블레이드 전연보다 후연에서의 익단간극이 작을 때,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또한 후류의 크기가 감소하여 임펠러 출구에서 

축 방향과 원주 방향으로 더욱 균일한 유동이 나타났다. 따라서

블레이드 후연에서의 익단간극이 작은 임펠러가 균일한 출구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은 정 2012년 8월 박사 POSTECH 백 제 현

국문 : 

영문 :

비뉴턴 유체의 액적 거동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Numerical study of non-Newtonian fluid droplet dynamics

본 연구에서는 비뉴턴 유체의 액적 거동을 수치해석적 방법

으로 분석하였다. 유체의 액적 거동은 잉크젯 프린팅, 분무 코

팅, 분무 냉각 등의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응용

분야에는 노즐로부터 분사된 액적이 벽면에 충돌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노즐로부터의 액적분사와 액적의 벽면충돌에 관하

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주로 뉴턴 유체에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고분자용액, 입자현탁

액 등 대부분의 유체가 비뉴턴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뉴턴 

유체의 액적 거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변특성이 Herschel-Bulkley 모델로 표현되는 점소성 유체에 

대하여 액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점소성 유체는 가해진 전단응

력이 항복응력보다 작으면 고체의 거동을 나타내며, 항복응력

보다 큰 전단응력이 가해지면 유체의 흐름이 나타난다. 본 연구

에 사용된 점소성 유체는 항복 후 전단속도가 증가할수록 점도

가 감소하는 shearthinning 특성을 나타낸다. 계면이 포함된 

유동을 수치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질량보존의 장점이 있는 

VOF (volume-of-fluid)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CSF (continuum 

surface force) 모델을 사용하여 표면장력을 계산하였다. 연구 

내용은 크게 액적의 벽면충돌과 노즐로부터의 액적분사 두 부

분으로 나누었다. 

첫째, 점소성 유체의 액적이 벽면에 충돌하는 거동을 수치해

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수치해석 결과는 참고문헌의 실험결

과와 정성적으로 잘 일치하였으며, 수치해석 결과의 유동장을 

분석하여 시간적,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점도가 액적충돌거동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충돌속도, 유변특성, 표면장력 

등을 조절하여 이러한 인자들이 충돌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고, 액적의 퍼짐과 수축 거동을 지배하는 무차원수를 

결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최대퍼짐직경에 대한 예측식을 제안

하였다.

둘째, 점소성 유체에 대하여 단일분사방식의 액적분사 거동

을 수치해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유변특성을 결정하는 인자

들을 개별적으로 조절하여 이러한 인자들이 액적분사에 미치

는 독립적인 영향을 분석하였고 액적분사 거동을 지배하는 무

차원수를 결정하였다.



초록집

298

유동을 가져디퓨져내에서더욱 활발한유동확산을일으켰다.

Recessed 블레이드 팁이 유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하여 각각 다른 익단형상을 가지는 세 개의 임펠러들에 

대하여 전체 작동영역에 걸쳐 정상계산을 수행하였다. 두 개의 

다른 recessed 블레이드 팁 형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의 

평평한 블레이드 팁을 가지는 임펠러가 기준으로 사용되었으

며, recessed 블레이드 팁을 사용하면 전압력비와 전효율을 

전체 작동영역에서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recessed 

블레이드 팁이 익단누설유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지만 

cavity 에서 와류가 발생하여 압축기 효율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게 됨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익단누설유동이 감소한 긍정

적인 효과가 cavity 에서 발생한 와류의 부정적인 효과보다 더

커서 전체 손실은 recessed 블레이드 팁을 사용한 경우에 감소

하였다. 또한 원심압축기 디퓨져의 성능이 recessed 블레이드

팁을 사용한 경우에 향상되었는데, 이는 디퓨져에서 압력회복

계수가 평평한 익단에서 보다 더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더욱 

효율적인 recessed 블레이드 팁 형상을 구하기 위하여 매개변

수 연구(parametric study)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cavity의 부피가 증가할수록 익단누설유동이 감소하지만 

cavity 와류의 세기도 증가함을 밝혔다. 따라서 더욱 향상된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recessed 블레이드팁의형상을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정 봉 부 2013년 2월 박사 POSTECH 박 현 철

국문 : 

영문 :

마이크로 / 나노 스케일에서 다결정체의 크기 효과 연구

Analysis of size effect for polycrystalline materials in micro/nano scale

최근 MEMS/NEMS 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관심과 산업에

서의 수요 및 적용 범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설계 및 제작

을 위해서는 사용되는 재료의 물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탄성 계수, 잔류 응력 및 유동 응력은 재료의 탄소성 거동 

해석 및 신뢰성 평가에 있어 필수적이다. 최근 탄소성 거동을 

하는 미세 크기의 금속 구조물에 대한 실험에서는 크기 효과

(size effect)가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크기 효과는 MSG 이론

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MSG 이론은 다결정체에

서 나타나는 크기 효과의 설명에는 부적절하다. 바로 다결정체

의 거동해석에 중요한 요소인 결정립(grain)의 크기가 고려되

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형률 구배(strain gradient)를 가지는 다결정

체의 굽힘 실험과 압입 실험에서 나타나는 크기효과를 설명하

는 모델을 modified MSG 이론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 이론은

기존의 MSG 이론과 수학적 구조는 같지만 결정립 경계(grain

boundary)에서 발생하는 GND 를 이용하여 결정립의 효과가 

고려되었다.

굽힘 모델의 경우, GND 의 밀도는 변형 형상, 시편의 크기 

및 결정립의 크기에 의존하였다. 이 값은 굽힘 곡률과 시편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결정립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그리고 크기 효과는 시편의 두께가 일정할 

때 결정립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결정립의 크기

가 일정할 때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제시된 모델은

변형률 구배뿐만 아니라 시편의 크기와 결정립의 크기가 미세 

구조물의 굽힘 실험에서 크기 효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임

을 증명하였다. 다결정체의 압입 실험의 압입 경도를 예측하는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윤 덕 중 2012년 8월 박사 POSTECH 황 상 무

국문 : 

영문 :

수직 압연 중 발생하는 도그 본 형상 예측 모델 개발

A New Model for the Prediction of the Dog-Bone Profile in Edge Rolling

Precision control of the width of slabs, plates and strips, 

is vital for product quality and production economy in steel 

mills. A common practice in the production line is to 

perform vertical rolling and reduce the width in the roughing 

mill. However, the formation of so called ‘dog-bone’ at the 

edge of the slab would affect the final width after horizontal 

rolling that follow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predict and 

control the dog-bone shape. In this paper we present a 

new model for the prediction of the dog-bone shape during

vertical rolling in roughing mills. The model i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minimum energy principle for a 

rigid-plastic material and a three-dimensional admissible 

velocity field. The predictions accuracy of the proposed 

model is examined via comparison with predictions from 

finite element simulation and also with experi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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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모델의 경우, GND 의 밀도는 압입 깊이에 따라 변하였

다. 압입 초기에는 결정립 경계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결정립이 

단결정과 같이 간주되나, 압입 깊이가 깊어질수록 결정립 경계 

효과가 결정립 경계에 생기는 GND 의 밀도로 고려된다. 일반

적으로 결정립 경계는 전위의 움직임을 방해하여 재료의 강도

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모델을 이용해 예측된 압입 

경도는 hardening/softening 효과를 설명하였다.

다결정체의 크기 효과에 대한 결정립의 크기와 인덴터 팁의 

각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나노 압입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conventional hardness 는 결정립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압입 초기, 팁 아래의 최대 전단 응력이 재료

의 전단 강도보다 커질 때 pop-in 이 발생한다. 이는 전위의 

발생을 야기한다. cube-corner tip 를 이용하여 측정된 압입 

경도는 Berkovich tip 을 이용해 측정된 압입 경도보다 큰 값을 

보인다. 이는 인덴터 팁의 각에 따라 발생하는 GND 의 밀도의 

크기가 cube-corner tip 의 경우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GND 의 밀도의 크기는 더 큰 소성 영역/접촉 영역의 비를 발생

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제안된 압입 모델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Shi Wei 2013년 2월 박사 POSTECH 박 현 철

국문 : 

영문 :

다물체 동역학을 이용한 새상풍력 시스템 동정 모델링 및 수치 해석

Dynamic Modeling and Numerical Analysis of Offshore Wind Turbine System Using the Multibody Dynamics

In response to the energy crisis and the greenhouse effect, 

wind energy has become the most cost-effective of all 

currently exploited renewable energy sources. In recent 

years, offshore wind energy has attracted more attention 

due to better wind conditions and negligible visual impact 

compared with onshore wind energy. With a large demand 

for offshore wind energy, wind turbine gets larger and larger 

for offshore application. The dynamic of a modern 

megawatt wind turbine is governed by the complex 

interaction of its subsystem and design requirements of 

multidisciplinary knowledge in various areas: rotor 

aerodynamics, control, mechanical systems, electrical 

systems and civil engineering. The design problem is 

particularly complicated because we need to predict the 

dynamic response under various conditions for the coupled

system.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최 우 석 2013년 2월 박사 POSTECH 임 근 배

국문 : 

영문 :

탄소나노튜브와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나노와이어 제작에 관한 연구

Study for fabrication of nanowires using CNT and conducting polymer

This Ph. D. thesis introduces the fabrication method of 

carbon nanotube (CNT) and conducting polymer (CP) 

nanowire using dielectrophoresis (DEP). This fabrication 

method is based on electrohydrodynamics in micro-scale 

and occurs the viscoelastic liquid and air interface. To 

understanding basics of the fabrication method, two types 

of electroosmotic flow (EOF) is studied theoretically. The 

EOF of open-channel explains the characteristic of flow 

near the liquid-air interface. The EOF of viscoelastic fluid 

shows the velocity profile and flow rates are varied due to 

non-Newtonian fluid characteristics. 

CNT-CP single-nanowires are fabricated between facial 

electrodes, self-templated by dielectrophoresis and 

electropolymerization. The high controllability and efficiency 

of this fabrication method enable high-yield production of

nanowires with a wide variety of properties desired for many

applications. Fabrication of an individually addressed 

nanowire array with cantilever electrodes on a microchip is

demonstrated. CNT nanowire on tungsten tip can be 

fabricated applying similar method. Drawing away the tips,

CNTs condensed and forms CNT nanoprobe 

passing through liquid-air interface. It is shown that the 

diameter of CNT nanowire can be controllable by adjusting

the withdrawal velocity of the tip under constant 

environment by theoretical method and experimental 

results. The nanowires applied to organic electrochemical 

transistor and neural electrode and their result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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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directed towards dynamic load calculation 

and response analysis to better understand of the structural 

dynamics of offshore wind turbine through mathematical 

model and analysis. The drivetrain is the most responsible 

for downtime of the wind turbine. To date, most of the 

state-in-art software or codes developed in wind energy 

industry adopt simplified drivetrain models so that no 

enough information is predicted from those models. Two 

different mathematical models are developed according to 

multibody dynamic theory. The proposed model accounts 

for the variation in the number of teeth in contact and 

support bearing elasticity, which are known to have 

influence on the dynamic behaviour of the drivetrain 

significantly. The torsional dynamic model is developed and 

verified. Then it is extended to a multibody dynamic model

to include not only the translational vibration but also the 

torsional vibration. The vibrations of the critical components

as well as the tooth contact force between different gear 

meshes are analyzed in detail. 

A lumped mass model for the offshore wind turbine tower

and foundation is developed to investigate the dynamic 

response of the offshore wind turbine. Based on the 

distributed properties of the conical tower with circular 

section, the lumped mass properties can be obtained. This

model is more efficient than the FEM model and will be 

extended to study the dynamic behaviours of other types 

of tower and foundation, such as jacket or dolphin 

structure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강 대 실 2013년 2월 박사 POSTECH 문 원 규

국문 : 

영문 :

대변위 나노미터 분해능의 정전용량 변위센서 구현 및 장착 기술 연구

Realization and installation technique of a capacitive displacement sensor with nano-meter resolution and 

wide range

CLECDiS (contact-type linear encoder-like capacitive 

displacement sensor) 는 나노미터 분해능으로 밀리미터 영역

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면적 변화형 정전용량 변위 센서이

다. 그러나 센서에 접촉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서 넓은 측정 

영역에 대해 높은 민감도를 갖게 되었지만, 센서 출력 신호의 

반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CLECDiS는 높

은 민감도로 인해, 접촉조건의 작은 변화도 출력 신호의 왜곡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센서의 접촉 구동시에 발생하

는 비 이상적인 접촉 조건들이 신호 반복성을 저해하는 주 원인

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CLECDiS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센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이후로 이렇다 할 측정 

시스템이나 위치 제어 시스템으로 구현되지 못 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CLECDiS의 반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

양한 기법을 제공한다. 센서의 접촉 구동에 의한 신호 열화를 

개선하기 위해 전극 평탄화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센서는 

수명이 최소 4배 이상 길어졌다. 센서의 표면분석을 통해 드리

프트의 원인과 형태를 파악하였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전극배

치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전극 배치를 사용하여 드리프트의 

감소와 동시에 민감도의 개선을 구현할 수 있었다. 새로운 접촉 

메커니즘의 고안을 통해, 반복성은 기존의 약 30배가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CLECDiS의 신호 특성에 맞는 read-out 회로

를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 주기 신호를 변위로 변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였다. 센서의 교체와 결선을 보다 용이하

게 하였고, 결선된 선에 의한 힘이 측정 신호의 드리프트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확인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CLECDiS에 기반

한 새로운 위치 제어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그 성능은 다른 

연구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 또, yaw 방향의 오차 개선과 

초기 정렬의 용이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guide-type CLECDiS

를 제안하였다. guide-type CLECDiS는 센서에 정교한 기계적

가이드를 제작할 수만 있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yaw 오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guide- type 의 

CLECDiS 에 대해서도 설계와 공정 그리고 실험을 통한 가능성

확인까지 제공된다. 차후 공정과 스테이지의 개선을 통해 편리

하면서도 정밀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CLECDiS를 활용한 위치 제어 시스템 구현

에 적용되었으며, 최대 수 밀리미터에 대해 수십 나노미터의 

분해능을 가지는 좋은 반복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CLECDiS를 이용한 위치 제어 시스템의 구현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나노미터에서 밀리미

터를 포괄하는 다중 스케일 측정과 위치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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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적의 광학 절연파괴에 의한 플라즈마/미세유동장 해석 및 응용

Analysis of Plasma/Microflow Induced by Optical Breakdown of a Liquid Droplet and Applications

레이저를 이용한 공정은 광 기반 기술이 가지는 특징으로 위

치 선택의 용이(Selective)하고, 펄스 타입으로 제어가 용이

(Controllable)하며, 유연하게 타공정과 혼합이 가능(Flexible)

하여 금속·반도체 및 바이오 재료 등에 대한 응용으로 미세가공

기술, 표면처리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기술들이 연구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개념 표면 가공 및 처리 기술인 “액적

의 광수력 공정(Droplet Opto-hydrodynamic Processing; 

DOP)” 를 제안하였다. 액적의 레이저 유기 절연파괴와 그로 

인한 폭발적 기화에 의해 고속의 마이크로 액체제트가 생성된

다. 이렇게 생성된 고속의 액체 제트는 높은 가공율로 다양한 

재료를 가공할 수 있고 표면의 나노 입자의 제거도 가능하다. 

액체 제트의 충돌과 액적에 의해 집속된 투과 레이저 에너지의 

복합적인 효과에 의해서 열적 영향을 최소화 한 마이크로 스케

일의 가공이 가능하다. 약 10 nl 의 작은 볼륨의 액적은 정밀하

고 선택적 표면처리 공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적은 양의 

유체를 사용하고, 절연파괴 이후 미세한 액적들로 산개되어 

액체 제트를 형성하기 때문에 표면충돌 이후 빠른 시간 내에 

증발하므로 반건식 공정(Semidry process)이 가능하다. 본 논

문에서는 레이저에 생성된 고속의 액체 제트의 거동의 물리적 

해석과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마이크로 가공 기술과 표면 처리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첫째, 낙하하는 마이크로 액적에 Q-switched Nd:YAG 레이

저 펄스를 이용하여 광학절연파괴로 마이크로 액체 제트를 생

성하고 그 거동을 분석하였다. 액적으로부터 생성되는 액체 

제트의 형성의 메커니즘과 거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

에 따른 거동을 가시화 하고 액적 내·외부의 레이저 에너지 

밀도의 분포를 ray-tracing을 통하여 계산하였다. 에너지 밀도

가 높은 부분에서 플라즈마가 생성되어 레이저가 조사되는 방

향으로 플라즈마가 팽창하기 떄문에 액적 내·외부의 레이저 

에너지 밀도가 플라즈마 생성, 강도, 위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레이저 포커스 스팟을 기준으로 한 액적의 상대적 

위치(s)가 액적 내·외부의 레이저 에너지 밀도의 분포를 변화시

키므로 액적으로부터 생성되는 액체 제트의 유체역학적 거동

을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가 된다. 플라즈마가 액적에 미치는 

영향(즉, 위치 및 강도)이 커질수록 발산각이 커지며 보다 고속

의 제트가 생성된다. 공정 인자의 제어를 통해서 레이저 유기 

플라즈마가 액적의 미치는 영향을 제어할 수 있고, 10‒45°의
발산각으로 1000 m/s 이상의 고속의 액체 제트를 생성할 수

있다.

둘째, 마이크로 가공을 위해 좁은 발산 각도를 가지며 전방을

향해 약 900 m/s 의 속도로 나아가는 액체 제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액적의 광수력 공정(DOP)을 최적화하였다. 350 μm 

크기의 액적으로부터 생성된 고속의 제트와 조사되는 레이저

파장에 대해 투명한 액적의 광학적 집속 효과로 재료 표면을 

가공한다. 이때, 액적 내·외부의 레이저 유기 플라즈마의 광 

흡수에 의해 인가된 레이저 에너지 대비 6% 수준의 에너지가

투과 및 집속되어 최적 조건에서 약 100 J/cm2 의 플루언스의

레이저 펄스가 재료에 조사되고, 약 900 m/s 의 액체 제트가

레이저 조사 영역에 충돌하게 된다. 재료 표면에 레이저 펄스에

의해 레이저 어블레이션이 발생하고 용융부가 재응고 되기 전

에 액체제트가 충돌하여 용융부를 제거하는 메커니즘(Melting-

expulsion)에 의해 일반적인 레이저 가공방법에 비해 높은 가

공율과 가공부 주위의 열적 손상이 적은 가공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고속의 액체 제트만을 직접적으로 표면에 충돌

시켜 나노 입자, 나노초 레이저 가공에서 발생하는 ablation 

debris, 그리고 구리 표면의 구리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한 표면

세정공정을 개발하였다. 액체 제트의 충돌에 의해서 생성되는 

세정력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DOP 공정 인자를 조절하여 300

μm 크기의 액적으로부터 최대 1600 m/s 의 넓게 산개하는 

액체 제트를 얻을 수 있었다. 액체 제트내의 미세화된 액적들의

충돌과 표면 유동에 의해 Si 웨이퍼위의 10‒50 nm 크기에 
Al2O3입자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 나노초

레이저 가공 공정 시 생기는 spatter, debris 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미세액적들의 기계적 충돌에 의해 취성의 구리 산화막

의 박리가 가능하였다. 특히, Si 웨이퍼에 생성된 rim 구조물은 

액체 제트의 충돌에 의해서 파괴되어 제거 된다. 기계적으로 

박리되어 제거된 구리 산화막(Cu2O, CuO)의 제거여부를 

SIMS 표면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DOP 공정은 water 

hammer 효과의 물리적충격에 의한 비열적 제거 기작으로 일

반 어블레이션 제거 방법이 레이저펄스의 가열에 의해 재산화

가 일어나는 것에 비해 표면의 산화층의 완벽한제거가 가능함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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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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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유체 시스템에서 전하와 이온의 능동적 제어 방법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Active Control Methods of Charge and Ion in Micro/Nano Fluidic System

본 연구는 미세 유체 시스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전하와 

이온의 움직임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연구 결과물들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유체 시스템은 외부에서 가해주는 물리적인 힘이나 유체 시스

템 내부의 전기장에 의해서 구동되는데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 분자 외에 용액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온이나 전하를 조절 / 지배함으로써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

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된 미세액적

의 물리적인 운동 조절에 관한 연구, 이온 분극 현상을 기반으

로 제작된 여러 중금속 이온이나 염들의 일괄 제거가 가능한 

휴대용 담수화 장치의 개발,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 나노 하이

브리드 시스템에서 생기는 혼성 삼각 나노 채널의 발견과 응용

에 대해 서술하고자 하며 각각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번째 연구는 대전된 액적의 물리적인 운동에 관한 연구이

다. 동일 극성으로 대전된 두 개의 서로 다른 액적은 쿨롱의 

법칙에 의해 일정한 반발력을 갖게 되는데 이들의 반발력을 

이용하면 지속적으로 액적이 분사되는 전기 수력학적 시스템

에서 액적의 운동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고 다양한 각도나 방향

으로 조절이 가능해진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 이론적인 모델을 세우고 무차원 수 개념의 

도입을 통해 수학적으로 풀어내었다. 이러한 이론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액적의 크기와 날아가는 거리를 각각 독립적으로 조

절이 가능한 시스템, 링 전극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여 실험으로 

가능함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는 대전된 액적의 패터

닝은 아래 기판을 움직이거나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 

연구를 통해 액적의 전하 값의 조절만으로도 아래 기판의 동적 

설계가 없이도 자유로운 액적의 패터닝이 가능함을 제시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과학적인 현상을 최초로 보여줌과 

이론적인 검증을 함과 동시에 향후 액적 프린팅과 같이 응용 

가능한 기술로서의 잠재성도 확인시켜 주었다.

두번째 연구는 수용액 상에 존재하는 이온들의 일괄 제거가 

가능한 고 용량의 담수화 장치 개발이다. 최근 들어 비소, 카드

뮴, 납과 같은 중금속에 오염된 지하수가 전 세계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중금속 제거를 위한 수질 

정화 기술은 기술 / 환경 / 경제적으로 쉽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이온 분극 현상을

이용해 저가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소형 수질 정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플라스틱 제작 기반으로 개발되어 

제작단가가 매우 저렴($0.46/개)하며 모든 종류의 이온들을 단

일 단계로 일괄 제거가 가능해 기존의 중금속 제거 기술의 한계

점인 순차적이고 특정 이온에 국한된 제거 기술에 비해 큰 장점

을 가진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 오염이 

심한 방글라데시 지하수 내에 존재하는 모든 중금속 이온들을 

99 퍼센트 제거하였고 정화된 물은 음료로도 사용이 가능했다.

또한 지하수 외에 실제 해수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기술하였다.

따라서 이 기술은 향후 인류가 직면할 다양한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술이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세번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폴리머를 

이용한 마이크로 / 나노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생기는 혼성 

삼각 나노 채널의 발견과 이에 대한 응용연구이다. 본 논문을

통해 기존의 Nafion 과 같은 이온 선택적 투과막을 나노 채널로

사용하는 PDMS 기반의 마이크로 / 나노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서 대부분의 이온 전달이 알려진 대로 멤브레인 내부의 나노 

기공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흐른다는 것을 최초로 밝히고자 한

다. 이것은 양각의 멤브레인 구조물과 탄성을 가지는 PDMS 

의 결합시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으로 멤브레인 가장자리에 존

재하는 삼각 나노 채널이다. 우리는 이렇게 숨겨진 혼성 삼각

나노 채널의 존재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를 이용

해 크게 두 가지의 창의적인 기술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 저농

도의 용액이 나노 채널을 통과할 때 다양한 표면 전하 값을 

가지는 멤브레인을 도포해 이온 전도도 조절이 가능하게 했다.

두 번째로, 멤브레인 대신 금속과 얇은 절연막을 순서대로 올려

각각 게이트 전극과 게이트 절연막으로 사용, 이를 이온전도도

조절이 가능한 나노 유체 MOSFET 을 제작하고 매우 뛰어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삼각 나노 채널의 발견은 기존의 복잡하고 값비싼 

나노 구조물 제작 과정을 단축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나노 채널 제작방법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이온의 흐름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응용 플랫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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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속조형기반 3차원 세포 프린팅 기술 개발 및 복합 조직 재생으로의 적용

Development of rapid prototyping based three dimensional cell printing system and its application 

to regeneration of heterogeneous tissue

지난 수 십년 동안, 조직공학 기술은 사람의 피부, 방광, 기도 

그리고 심근조직과 같은 다양한 조직 또는 장기들이 재생될 

수 있음을 입증하면서 그 가능성을 널리 알렸다. 그러나 아직까

지는 비교적 그 조직의 구조나 기능이 간단한 조직 재생에 그치

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아직까지 조직공학의 필수 3 요소인 

인공지지체, 세포, 그리고 성장인자들을 조화롭게 융합시킬 수 

있는 기술의 부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

재 조직공학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융합 혁신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Biofabrication 기술은 조직

공학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Bio- 

fabrication 기술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그리고 공학기

술 및 공정을 이용하여 첨단 의료기를 제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다. 특히, 세포 프린팅 기술은 기존의 인공지지체 기반

의 조직공학 접근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지체 

없이 조직 재생을 시도하고자 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세포 프린

팅 기술은 세포 및 생물학적 적합성이 우수한 생체재료들을 

적층하는 과정을 통해 3 차원의 살아있는 조직 및 장기를 직접 

제작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더욱이, 살아있는 세포를 포함한 

구조체 제작이 용이한 세포 프린팅 기술을 통해 실제 조직의 

생물학적 세포의 배열등을 유사하게 모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상적인 3 차원의 복잡한 조직 또는 장기 재생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3 차원 

구조체가 기계적 물성치가 부적절한 젤 상태의 하이드로젤만

을 이용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3 차원의 세포 

프린팅 기술 확립을 위해서, 하이드로젤 뿐만 아니라 합성 생체

재료도 함께 적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인공지지체 제작에 성공

하였다. 하이드로젤의 3 차원 적층을 위해 합성 생체재료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틀을 제작한 후, 그 틀의 공극 내부로 하이

드로젤을 분사함으로써 3 차원의 하이브리드 인공지지체를 제

작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합성 생체재료와 천연생체재료인 하이

드로젤이 함께 적용된 하이브리드 인공지지체는 골아세포의 

증식과 지방유래줄기세포의 분화에 효과가 있음을 in vitro 실

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세포를 탑재한 콜라젠 하이

드로젤을 사용하여 간단한 3 차원 형상 제작을 시도하여, 분사

된 세포의 생존율이 90%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된 하이브리드 인공지지체를 이용하여 세포 프린팅 기술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하이브리드 

인공지지체의 다양한 조직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

해, 골형성 단백질을 하이브리드 인공지지체 내부에 탑재하여 

골조직 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골형성 단백질은 

현재 임상에서도 널리 쓰이는 성장인자로서 골형성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오랜시간 동안 지속적

으로 영향을 미쳤을 때 그 골 재생 효능이 극대화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인공지지체 내부에 골형성 

단백질을 탑재시키는 것과 더불어 그 방출 속도를 조절하는데 

성공하였다. 콜라젠과 젤라틴 하이드로젤을 PCL/PLGA 내분

에 분사시킴으로써 각각 서방형과 속방형 방출 시스템을 획득

할 수 있었다. 특히, in vitro 와 in vivo 실험을 통해 서방형 

골형성 단백질 탑재형 하이브리드 인공지지체의 골재생 효과

가 가장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골형성 단백질이 일주일

안에 급격하게 방출되는 실험 그룹에서는 줄기세포의 골분화

및 토끼 요골 결손의 골재생이 초반에 거의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직학적 분석에서는 동물 이식 후 

4 주차에서 인공지지체 주변에 상당한 연조직들이 유도되어 

재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배율 현미경에서 그러한 

연조직들이 염증 세포들로 가득 들어 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염증반응으로 인해 초반 골형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하이브리드 인공지지

체가 세포 친화도가 우수한 성장인자들을 손쉽게 탑재 가능하

며, 그 방출 거동까지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하이브리드 인공지지체의 연골 재생 분야로의 

적용 가능성을 또한 확인해 보았다. 특히, 앞서 기 수행한 성장

인자 더불어 세포 또한 함께 인공지지체 내부에 탑재하여 조직 

재생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때 연골 조직 재생을 위해 형질전환

성장인자-베타와 인간 비갑개 유래 연골세포를 함께 알지네이

트 하이드로젤에 탑재한 후, 폴리카프로락톤 인공지지체 내부

에 분사함으로써 3차원 하이브리드 인공지지체를 제작할 수 

있었다. Live/dead cell assay를 통해 프린팅 한 세포의 생존율

이 큰 손상없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면역결

핍 쥐에서의 4 주간의 피하이식 실험을 통해 인간비갑개 유래 

연골세포와 형질전환성장인자가 함께 프린팅된 3 차원 하이브

리드 인공 지지체의 연골 조직 재생 능력이 가장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하이브리드 인공지지체 제작 방식을

통해 성장인자와 더불어 세포 또한 안전하에 융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3 요소가 함께 조화롭게 융합되었을 때 조직

재생 또한 더욱 촉진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정리하자면, 조직 재생의 효과를 높이

기 위해서는 세포 및 단백질을 포함한 다양한 생체재료의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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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의 적용이 

가능한 첨단의 제작 장비가 요구된다. 특히 둘 또는 그 이상의 

서로 다른 세포 및 조직들로 이루어진 복합조직 재생을 위해서

는 가공 조건이 현저히 서로 다른 다양한 생체재료의 적용이 

가능한 제작 장비가 필요로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6가지의 

서로 다른 재료의 적용이 가능한 multi-haed tissue/organ 

building system (MtoBS) 을 직접 개발 및 제작하였다. 특히 

분사 방식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분사시스템의 적용을 통해 

고점도 합성생체재료 및 저점도 하이드로젤의 복합적용이 가

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계적 강도가 보강된 3 차원의 

세포 탑재형 하이브리드 인공지지체 제작이 용이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들을 통합하여 골/연골 조

직 재생에 도전하였다. 골/연골 조직은 명확히 구분된 얇은 연

골 층과 그 아래에 두꺼운 골층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복합조

직으로서 아직까지 조직공학 분야에서 완벽한 치료 방법을 제

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앞서 개발된 하이브리

드 인공지지체 제작 기법과 새로운 제작 장비를 적용하여 골/

연골 조직재생을 위한 3 차원 하이브리드 인공지지체를 제작하

였다. 이때, 조직 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해 천연 세포 외 기질 

재료를 사용하였다. 특히, 기존의 히알루론산 하이드로젤은 연

골 조직 재생에 탁원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세포 프린팅기술에

적용하기에 가교 방식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가조립 원리에 의해 젤 형성이 

가능한 히알루론산 하이드로젤을 연골 조직 재생을 위해 적용

하였다. 이러한 자가조립 기반 히알루론산 하이드로젤의 세포 

프린팅 기술로의 적용은 처음 시도된 일이며, 특히 세포 프린팅

기술을 통한 토끼의 무릎 연골 결손 부 재생 또한 최초의 시도

이다. 

동물실험 결과, 천연 세포외 기질 재료인 히알루론산과 콜라

젠을 각각의 층에 구별지어 프린팅한 실험군의 조직 재생 결과

가 알지네이트 하이드로젤을 프린팅 한 실험군보다 더 우수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하이브리드 인공지지체 및 그 

제작 기술, 그리고 multi-haed tissue/organ building system

을 활용한 3차원 세포 프린팅 시스템이 복합조직 재생에 탁월

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병 재 2013년 2월 박사 POSTECH 조 동 우

국문 : 

영문 :

무게 중심 보로노이 분할을 이용한 그래프 기반의 효율적인 환경 표현 및 경로 생성}{무게 중심 보로노이 

분할을 이용한 그래프 기반의 효율적인 환경 표현 및 경로 생성

Efficient Graph-based Environment Representation and Path Planning using Centroidal Voronoi Tessellation

이동 로봇이 넚은 환경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이동 로봇의 현재위치로부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지

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생성하는 기능이 요구된

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을 이동 로봇이 인지 가능한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그래프-기반 환경 표현 기법은 환경 내부의 주행 가능 영역을 

밀도가 낮은 그래프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이때, 그래프의 노

드는 주행 가능 영역을 나타내고,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에지

는 두 인접한 주행 가능 영역 사이를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고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그래프-기

반 환경 표면 기법은 넚은 환경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노드와 

에지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경로를 생성하

기 위해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프-기반 환경 표현 기법 중 하나인 확률적 로드맵을 이용

하여 경로를 생성할 때, 처음 한번만 확률적 로드맵을 구성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확률적 로드맵을 구성할 필요 없이 경로 

생성을 위해 반복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 로봇의 자율 

주행을 위한 환경 표현 기법으로 적합하지만 확률 로드맵 구성 

과정의 특성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게 된다. : (1) 

확률적 로드맵은 임의로 환경 내부의 한 지점을 노드로 선택하

기 때문에 환경 내부의 장애물의 크기나 분포를 고려하지 않아 

전체 주행가능 영역을 빈 곳 없이 균일하게 표현하기 어렵다.

(2) 기존의 확률적 로드맵 구성 과정은 경계가 미리 정해진 

환경에 적용되는 경우만을 주로 가정하기 때문에, 이동로봇이 

기존에 방문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 방문할 경우 그 영역에 

대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갱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이 추가된 전체 영역에 대한 확률적 로드맵을 재구성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확률적 로드맵의 단점을 극복하여 환경 내부

의 주행 가능 영역을 빈 곳 없이 균일하게 분할 하고, 새로운

여역에 대한 정보를 갱신하는 것이 가능한 이동 로봇의 자율 

주행을 위한 다층 로드맵-기반의 효율족인 환경 표현 기법과

이를 이용한 경로 생성 기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 본 논문에서는 환경 내부의 주행 가능 영역을 빈 

곳 없이 균일하게 분할 할 수 있는 확률적 로드맵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임의로 초기 노드를 주행가능 영역 내부에

생성한 다음 무게 중심 보로노이 분할 기법을 사용하여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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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의 위치를 재귀적으로 갱신해준다.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

면 적은 숫자의 노드를 가진 밀도가 낮은 확률적 로드맵 만으로

도 주행 가능한 모든 영역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그래

프를 경로 계획에 사용할 경우 격자-기반 환경 표현 기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생성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논문에서는 이동 로봇이 미지의 영역으로 이동

할 경우 주행 가능 영역을 표현하는 확률적 로드맵을 재구성 

하지 않고 갱신할 수 있는 다층 로드맵의 구성 과정을 제안한

다. 다 칭 로드맵의 구성 과정은 먼저 이동 로봇에 장착된 센서

를 사용하여 작성된 격자 지도를 사용하여 이동 로봇이 하나의 

공간으로 구분될 수 있는 영역을 표현하는 영역 로드맵을 작성

한 다음 영역 로드맵 상의 하나의 영역 내부에 앞에서 제안한 

확률적 로드맵 생성 방식을 사용하여 주행 가능 영역을 표현한

다. 제안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이동 로봇이 미지의 환경을 

이동하면서 순차적으로 주행 가능 영역에 대한 정보를 갱신하

는 것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앞에서 제안된 다층 로드맵의 특성을 사용한 이동 

로봇의 경로 생성 기법을 제안한다. 이동 로봇의 경로를 생성하

기 위해서는 전체 노드와 에지 정보를 바탕으로 최단 거리를 

생성하게 된다. 이때, 환경의 크기가 커질 경우 노드와 에지의 

숫자가 많기 떄문에 경로 생성을 위한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경로 생성을 위한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안하는 경로 생성 

깁버은 다층 로드맵의 특성을 이용한다 : (1) 다층 로드맵의 

상위 단계를 이루고 있는 영역 로드맵을 이용하여 위상 경로를 

생산한다.; (2) 위상 경로상에 존재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국지

확률적 로드맵을 사용하여 영역 내부의 경로를 생성한다. 제안

된 경로 생성 방법은 다중 그래프 구조의 특성을 활용하여 최단

거리를 탐색할 때 위상 경로상에 존재하는 영역 별로 분할하여 

탐색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보다 짧은 계산 시간을 필요로 

하여 이동 로봇이 다양한 임무를 수해하거나 임무 수행을 위한 

이동 중에 임무가 변경되었을 때 적은 계산용량 만으로 즉시 

경로를 생성하거나 변경 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그래프-기반 경로 생성 기법의 결과로 얻어진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후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이동 경로에서 

장애물에 지나치게 가깝게 위치하거나 불필요하게 우회하는 

영역을 찾아 재귀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 이동 로봇이 

장애물로부터 되도록 멀리 떨어진 거리를 유지하며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이동 경로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

하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동 훈 2013년 2월 박사 POSTECH 정 민 근

국문 :

 

영문 :

가상 인체 모형을 활용한 승하강성 평가를 위한 승하차 방식별 키프레임에서의 자세 예측 모델 및 불편도 

평가 모델 개발

Posture Prediction and Discomfort Evaluation Modeling at Key Frames based on Strategies for Evaluating 

the Ease of Ingress and Egress using Digital Human Models

승하차 동작은 제한된 형태와 크기를 갖는 자동차의 기하학

적인 특성으로 인해 운전자의 복잡한 움직임을 유발시키며, 

이에 따라 운전자는 불편함을 경험하게 된다. 운전자가 승하차

하는 동안 경험하는 불편함을 승하강성이라고 한다. 운전자의 

승하차 방식은 승하강성과 함께 운전자와 자동차 특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자동차 설계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승하

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상 인체 모형을 활용하는 것은 장점

을 갖는다. 하지만, 복잡한 승하차 동작을 가상 인체 모형으로 

정확하게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승하강성을 정량적으로 평

가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상 인체 모형을 활용하여 다양한 승하차 방식에 따른 

키프레임에서의 승하차 자세 예측 모델과 불편도 평가 모델을 

개발하였다. 

운전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승하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대일 인터뷰 방식의 필드 리서치가 수행되었다. 또한, 40명

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의 실제 RVs에서 승하차 실험을 수행

하였다. 이를 통해, 천장 높이와 시트 높이 그리고 스텝 높이가

승하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설계인자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운전자가 자동차와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순간으로

써 운전자에게 불편함을 유발시키는 특정 상황을 주요 키프레

임으로 선정하였다. 승차의 경우, 오른발이 스텝 위를 넘는 순

간과 머리가 천장 아래로 통과하는 순간 그리고 왼발이 스텝 

위를 넘는 순간이 해당된다. 하차의 경우, 왼발이 스텝 위를 

넘는 순간과 왼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그리고 오른발이 스텝 

위를 넘는 순간이 해당된다. 

자세 예측 모델과 불편도 평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를 수집하기 위하여 주요 설계인자의 

치수 변경이 가능한 목업에서의 승하차 실험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20명의 남녀 운전자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동작 분

석 시스템과 캠코더에 의해 다양한 실험 조건에서의 승하차 

동작이 측정되었으며, 실험참여자는 키프레임에서의 불편도

와 전반적 불편도를 평가하였다. 비디오 관찰을 통해 승차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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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Median Motion’과 ‘Lateral Sliding’ 그리고 ‘Backward 

Motion’으로 분류되었다. 하차 방식은 ‘Head Forward’와 

‘Parallel to the Vehicle’로 분류되었으며, 세 번째 키프레임에 

대해 세부적으로 ‘Face’와 ‘Lateral’로 분류되었다. RAMSIS 

software의 가상 인체 모형인 Manikin을 사용하여 측정된 승하

차 동작 정보를 바탕으로 선정된 키프레임에서의 승하차 자세

를 생성하고, 해당 자세로부터 kinematic data (주요 인체 지점 

위치와 관절 각도)를 추출하였다. 

승하차 방식에 따른 키프레임에서의 자세 예측 모델은 운전

자의 인체 치수 정보 (신장, 앉은 키, 다리 길이)와 설계인자 

치수 정보 (천장 높이, 시트 높이, H30 높이, 스텝 높이 및 

스텝 폭) 및 두 변수 사이의 비율 정보 (R-RHs/SittingH, 

R-SgRPH/LegL, R-SHg/LegL, R-SHf/LegL, R-H30H/LegL, 

and R-SW/LegL)에 따라서 선정된 주요 인체 지점 (엉덩이: 

Hip center, Right hip joint, Lumbar-sacrum joint, 상체: 

Thoracal joint, Cervical joint, End of chest, Vertex, and 

Forehead, 하체: Right/Left knee joints, Right/Left ankle 

joints, and Right/Left tiptoes x, y, z축 좌표)의 위치를 예측하

는 함수의 형태로 개발되었다. 

자세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단순/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 

수행되었다. 가장 적합한 입력 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단계별 

회귀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결정 계수와 분산팽창계수 및 추정

된 회귀계수에 대한 유의확률이 고려되었다. 또한, 개발된 모

델의 검증을 위해 목업 실험에서 실험 조건 이외의 추가적인 

세 가지 RVs 조건에서 수집된 승하차 동작 정보가 사용되었다. 

각각의 인체 지점 위치에 대해서 측정 결과와 모델 결과를 비교

하기 위해 키프레임에서 승하차 방식 별로 짝을 이룬 표본의 

평균 차이의 검정이 수행되었다. 

불편도 평가 모델은 Sugeno 방식 퍼지 추론 시스템을 적용하

여 개발되었다. 개발된 모델은 키프레임에서의 자세에 따른 

불편도와 승하차 동안의 전반적인 동작에 따른 불편도를 예측

한다. 키프레임 불편도 평가 모델은 키프레임에서의 관련 관절

각도의 조합과 주관적 불편도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수학

적 모델이며, 전반적 불편도 평가 모델은 승하차 동작 별로 

세 키프레임에서의 주관적 불편도와 전반적 불편도 사이의 연

관성을 나타내는 수학적 모델이다. 

불편도 평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주요 관절 자유도의 각도

가 입력 변수의 후보로 선정되었다. 관절 각도와 불편도 사이의

상관 분석을 통해 후보 변수 중 일부를 제외하였다. 평균 제곱

근 오차를 고려하여 승하차 방식에 따른 키프레임에서의 불편

도 평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최종적인 입력 변수를 선정하였

다. MATLAB software에서 제공하는 Fuzzy Logic Toolbox가

모델 개발에 사용되었으며, subtractive clustering에 따른 퍼지

IF-THEN 규칙 기반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genfis2함수가 

적용되었다. 각 규칙에서의 IF-part는 입력 변수 별로 군집 중

심과 공통의 군집 반지름을 나타내며, THEN-part는 지역 선형

모델로서 입력 변수로 구성된 선형 소속 함수의 계수와 상수항

을 포함한다. 개발된 모델의 검증을 위해 기존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운전자 특성과 자동차 특성에 따른 승하차 자세 

특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승하강성 평가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단계적이며 순차적인 과정으로 체계적인 확인이 가능한 

수학적, 통계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서로 다른 승하차 방식을

고려하여 제시된 키프레임 기반의 자세 예측 모델과 불편도 

평가 모델은 복잡한 승하차 동작과 이에 따른 승하강성을 단순

화하여 예측하면서도 통계적, 수학적 설명력을 높이는 장점을 

갖는다. 이와 같은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자동차 개발자는 승

하강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세부적인

승하강성 분석을 통해 자동차 설계 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개발자가 자동차 설계 

과정에서 개발된 모델을 활용하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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