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머리말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MATERIC, 메이트릭)"는 2013년 미래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전문연구정보활용

사업으로 기계와 건설공학분야의 전문연구정보센터로 선정되어 2년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센터 

이용회원 8만 명을 돌파하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가 한국데이터

베이스진흥원에서 실시한 콘텐츠 제공 서비스 품질인증 마크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메이트릭은 정보센터에 가입된 회원정보와 논문의 저자, 소속정보를 비교하여 자동으로 공저자 관계를 그림으로 

구성하여 보여 주는 공저자 네트워크 서비스를 개발하여 최근에 오픈하였습니다.

어떤 연구 논문을 찾게 되면 그 저자의 다른 논문이나 혹은 공저자의 관련논문을 찾아보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 

현재는 논문의 공저자 정보를 보면 일일이 관련 논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저자 네트워크 서비스는 학술지 

등에 논문을 제출하면서 같이 연구한 공저자들의 연결 관계를 소셜네트워크 형식으로 보여주어 연구자와 공저자 

관계를 잘 파악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저자의 다른 논문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어 관련 연구논문을 찾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분야별 논문의 우수한 연구자, 연구그룹을 파악하기 쉽도록 구성 되어 있어 각종 분야의 

전문연구자를 찾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공저자 네트워크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회원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가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에 회원가입

을 하면 자동으로 동일한 소속과 이름의 논문을 찾아서 보여주며, 이중 자신의 저서를 찾아서 나의 저서로 등록시키

면 된다. 등록된 논문의 공저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공저자 네트워크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공저자 서비스가 구현 가능한 것은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에 기계공학분야의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기 때문으로, 가입된 회원들의 상당수가 기계공학분야의 연구자 이며, 8만 회원 중 석사 이상의 연구자가 

약 2만6천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국내 40개 학회 77개 저널의 서지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것입니다. 2015년 1월 현재 약 15,344건의 연구자 네트워크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자 회원이 더 가입하고 기존의 회원들이 자신의 논문을 더 등록하면 이러한 네트워크는 계속 증가하여 

연결되며, 기계공학분야 전체의 연구자 맵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국내학술지에 

한정되어 서비스 중이나 국외 학술지정보DB까지 구축될 경우 해외학술지에 한 국내연구자 네트워크서비스까지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메이트릭은 특성화 정보 개발과 연구자 커뮤니티 활성화에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구자들이 연구 

정보를 찾기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중적인 학술 정보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정확한 정보를 얻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려면 상당수는 정보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메이트릭)는 '기계공학'과 건설공학이라는 전공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연구 정보

를 찾거나 개발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는 회원들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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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자 합니다. 이처럼 연구 및 인적 정보 교류를 통해 연구비 절감과 더불어 기계공학과 건설공학의 발전에 기여하

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를 위한 지식 인프라 구축, 연구 커뮤니티를 통한 시너지 창출, 연구생산성 증 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기계공학, 건설공학 연구자들 분들과 학회 및 관련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

립니다.

이번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에는 ICRA 2011~2014년 논문을 활용한 로봇 및 제어자동화 분야 연구

동향 분석, 2014년 연구자 인터뷰, 2014년 해외 학술 회 참관기, 2014년 기계공학 박사 학위 논문의 분야별 

연구주제, 국내 9개 학의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초록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들 자료들 중 부분은 2014년도에 

메이트릭과 관련학회, 연구자들의 참여를 통해 메이트릭 홈페이지(www.materic.or.kr)에 구축된 내용들이며, 

이를 통해 2014년에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이나 연구주제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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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합니다. 

2014년 12월

이 석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장)

(부산 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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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및 제어자동화 분야 연구동향

ICRA 2011~2014년 논문을 활용한 

로봇 및 제어자동화 분야 연구동향 분석

이석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장, 부산 학교 교수, slee@pusan.ac.kr)

최혁렬 (성균관 학교 교수, hrchoi@me.skku.ac.kr)

정병규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ariass@naver.com)

I. 들어가며

최근 미국, 일본 및 유럽의 로봇 강국들은 미래 로봇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로봇에 한 투자와 연구를 확 하여 다양한 

사업기회를 만들고 있다. 2013년 12월에 구글은 로봇 분야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을 포함하여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벤처기업 '샤프트' 등 로봇 관련 벤쳐 업체 8곳을 인수했다. 또한 구글의 무인 

자동차는 운전자없이 완벽한 도로운전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아마존의 경우 막 할 물류량을 처리하기 위해 키바 시스템즈를 2012년 7억 7500만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 인수한 후 현재 15,000

의 키바(Kiva) 로봇을 자사의 물류 센터를 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배달용 드론을 이용하여 택배서비스를 계획 

중이다. 아마존은 내년에 열리는 'ICRA 2015'에서 상금 2만6천달러를 걸고 시스템 개발 콘테스트인 '아마존 피킹 챌린지'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의 소프트 뱅크는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인간형 로봇 페퍼(Pepper)를 소개하였는데, 페퍼는 사람의 표정을 인식하고 점수화

해서 사람의 감정을 학습하고. 학습의 결과는 클라우드 컴퓨터의 감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 감정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페퍼는 단순하게 보여주려고 만든 것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5년 2월중 약 200만원에 

판매할 계획이고, 9월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위한 이벤트와 SDK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로봇시장의 변화된 최신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로봇연구자들이 모이는 주요한 

로봇학술 회를 통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로봇분야에서는 2개의 표적인 로봇학술 회가 있는데 ICRA와 IROS이며, 세계의 

로봇연구자들이 모여서 최신연구를 발표하는 표적인 제어 및 로봇 학술 회로 이들 양  로봇학회는 제어, 메커니즘. 인공지능에 

관한 모든 분야의 연구를 발표하는 표적인 로봇기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ICRA와 IROS중 이번에는 봄에 개최하는 ICRA의 

4년간 최신 논문들을 소재로 하여 사회연결망 분석(SNA)기법을 통해 로봇분야의 최신 트렌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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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석대상자료 및 분석방법

ICRA는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의 약자로서 IEEE RAS(Robotics and Automation Society)

에서 주관하는 메인 컨퍼런스로 198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는 로봇, 제어, 자동화 분야의 가장 크고 역사가 깊은 

표적 국제학술 회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 ICRA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학술 회의 총 3,763편(2011년에 1,017건, 2012년에 836건, 2013년에 

873건, 2014년에 1,037건)의 논문에 한 저자 및 소속, 키워드 등을 그림 1에 보인 IEEE Xplore Digital Library에서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연도별 개최장소와 일시, 발표 논문 수를 <표 1>에 정리하였다.

<그림 1> IEEE Xplore Digital Library 홈페이지

(http://ieeexplore.iee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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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기관 국가
논 문  수
(4년 간 )

1 Massachusetts Inst. Of Technol. (MIT) USA 120

2 Carnegie Mellon Univ. USA 115

3 Eth Zurich Switzerland 68

4 German Aerosp. Center (DLR) Germany 58

5 Tech. Univ. Of Munich Germany 58

6 Univ. Of Tokyo Japan 54

7 Univ. Of Pennsylvania USA 51

<표 2> 기관별 논문발표 수(2011년~2014년) 

개 최  년 도 개 최 일 개 최 장 소 논 문 편 수

2011년 5.9 - 5 .13 Shanghai In 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Shanghai, Ch ina 1 ,017편

2012년 5.14 - 5 .18 R iver Centre , Sa in t Pau l, M innesota , USA 836편

2013년 5.6 – 5 .10 Karlsruhe , Germ any 873편

2014년 5.31 - 6 .5 Convention &  Exhib ition Center, Hong Kong , Ch ina 1 ,037편

총  계 총  3 ,763편

<표 1> 분석대상인 ICRA 학술대회 정보와 논문 편수

 

분석방법은 통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통계분석에서는 기관별 논문 발표순위, 국가별 논문 발표순위, 국가별 

참여기관수, 한국기관의 논문 발표순위를 분석하였고, 네트워크 분석에는 Net Miner 3.6(Academy use, Full packages, Large)을 

사용하여 키워드 분석, 연구자 분석, 기관-키워드 분석(2Mode)을 하였다. 

III. 통계분석

 1. 기관별 발표 논문 수 

기관별 발표 논문 수는 아래 <표 2>와 같이 미국의 MIT가 가장 많은 수인 120건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Carnegie Mellon 

Univ.에서 115건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뒤로 스위스 연방공과 학교(ETH Zurich)에서 68건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독일의 

항공우주연구소(German Aerosp. Center, DLR)와 독일 뮌헨 공 (Tech. Univ. Of Munich)가 각각 58건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도쿄 학과 미국의 Pennsylvania 학, Italian Inst. of Technol. (IIT), 호주 시드니 학이 50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2006~2010 분석(http://www.materic.or.kr/community/board/content.asp?idx=45229&page=1&board_idx=1029&s_kinds=&s_word

= &s_gubun=)과 비교하였을 때 10위권으로 새로 진입한 기관은 ETH Zurich(신규진입 3위), DLR(15위 → 4위), 뮌헨 공 (13위 

→ 5위), IIT(신규진입 8위), 시드니 학(30위 → 9위)이다. 조적으로 10위권 밖으로 떨어진 기관은 Stanford Univ. (4위 → 

14위), 동경공업 학(5위 → 49위), Univ. of Zurich(8위 → 83위), 동북 학(9위 → 32위), Univ. of Minnesota(10위 → 21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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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기관 국가
논 문  수
(4년 간 )

8 Italian Inst. Of Technol. (IIT) Italy 50

9 Univ. Of Sydney Australia 50

10 Georgia Inst. Of Technol. USA 47

11 Harvard Univ. USA 40

12 Univ. Of Freiburg Germany 39

13 Johns Hopkins Univ. USA 37

14 Stanford Univ. USA 37

15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USA 37

16 California Inst. Of Technol. USA 36

17 Univ. Of Washington USA 35

18 Queensland Univ. Of Technol. Australia 33

19 Nagoya Univ. Japan 31

20 Texas A&M Univ. USA 31

21 Univ. Of Minnesota At Minneapolis USA 31

22 Kth R. Inst. Of Technol. Switzerland 28

23 Waseda Univ. Japan 28

24 Osaka Univ. Japan 27

25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SA 27

26 Univ. Of Twente USA 27

27 Univ. Of Toronto Canada 26

28 Scuola Superiore Sant'Anna Italy 25

29 Ecole Polytech. Fed. De Lausanne (EPFL) Switzerland 24

30 KAIST Korea 24

31 Seoul Nat. Univ. Korea 24

32 Tohoku Univ. Japan 24

33 Nat. Taiwan Univ. Taiwan 23

34 Univ. Of Southern California USA 23

35 Vanderbilt Univ. USA 23

36 Imperial Coll. London UK 22

37 Institut National De La Recherche En Informatique Et Automatique (INRIA) France 22

38 Univ. Of Michigan USA 22

39 Nanyang Technol. Univ. Singapor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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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기관 국가
논 문  수
(4년 간 )

40 Shanghai Jiao Tong Univ. China 21

41 Karlsruhe Inst. Of Technol. Germany 20

42 Mcgill Univ. USA 20

43 Univ. Of Maryland At Baltimore (UMB) USA 19

44 Chinese Univ. Of Hong Kong China 18

45 Hanyang Univ. Korea 18

46 Univ. Of Pisa Italy 18

47 Univ. Of Tennessee USA 18

48 Katholieke Univ. Leuven Belgium 17

49 Tokyo Inst. Of Technol. Japan 17

50 Univ. Di Roma La Sapienza Italy 17

51 Univ. Of Oxford UK 17

52 Univ. Of Utah USA 17

53 Kings Coll. London UK 16

54 Nat. Tech. Univ. Of Athens Greece 16

55 Ritsumeikan Univ. Japan 16

56 Yale Univ. USA 16

57 Cornell Univ. USA 15

58 Purdue Univ. USA 15

59 Beihang Univ. China 14

60 Korea Inst. Of Sci. & Technol. (KIST) Korea 14

61 National Inst.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 (AIST) Japan 14

62 Univ. Of Technol. Sydney Australia 14

63 Univ. Of Western Ontario Canada 14

64 City Univ. Of Hong Kong China 13

65 Orebro Univ. Sweden 13

66 Stevens Inst. Of Technol. USA 13

67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USA 13

68 Univ. Pierre Et Marie Curie - Paris 6 France 13

69 Zhejiang Univ. China 13

70 Czech Tech. Univ. In Prague Czech 12

71 Michigan State Univ. USA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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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기관 국가
논 문  수
(4년 간 )

72 Tech. Univ. Darmstadt Germany 12

73 Arizona State Univ. USA 11

74 Boston Univ. USA 11

75 Chinese Acad. Of Sci. China 11

76 Nat. Univ. Of Singapore Singapore 11

77 Peking Univ. China 11

78 Politec. Di Milano Italy 11

79 Rice Univ. USA 11

80 Tech. Univ. Of Catalonia (UPC) Spain 11

81 Univ. Of Bonn Germany 11

82 Univ. Of Delaware USA 11

83 Univ. Of Zurich Switzerland 11

84 Harbin Inst. Of Technol. China 10

85 Univ. Of British Columbia Canada 10

86 Univ. Of Electro-Communications Japan 10

2. ICRA 국가별 논문 발표순위(4년간)

4년간 총54개 국가에서 3,763건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국가별 논문 발표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이 1,317건으로 제일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이 378건, 독일이 338건, 중국이 234건, 이탈리아가 186건, 프랑스가 176건, 호주가 146건, 스위스

가 143건, 한국이 126건, 캐나다가 113건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림 2>와 같이 논문 수를 비율로 살펴보면 미국은 전체 논문수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10%, 독일은 9%, 중국 6%,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5%, 호주와 스위스가 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논문 수는 126건으로 캐나다와 같이 전체 논문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별 논문 수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2006~2010 자료와 비교하면 중국의 비중이 3%에서 6%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여기에는 2011, 2014년 학술 회가 상해와 

홍콩에서 각각 개최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비중이 커진 국가를 보면 미국의 비중이 32%에서 35%로 증가하였

고 독일이 7%에서 9%로, 이태리가 4%에서 5%로 증가하여 미국과 유럽의 강세가 나타난 반면 일본의 비중이 16%에서 10%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로봇 및 제어자동화 분야 연구동향

- 7 -

순위 국가 논문수 순위 국가 논문수

1 USA 1,317 29 Iran 8

2 Japan 378 30 New Zealand 7

3 Germany 338 31 Slovenia 7

4 China 234 32 Croatia 5

5 Italy 186 33 Estonia 4

6 France 176 34 Austria 3

7 Australia 146 35 Colombia 3

8 Switzerland 143 36 South Africa 3

9 Korea 126 37 Thailand 3

10 Canada 113 38 Egypt 2

11 UK 98 39 Pakistan 2

12 Spain 81 40 Algeria 1

13 Singapore 39 41 Bulgaria 1

14 Taiwan 36 42 Cameroon 1

15 Sweden 30 43 Cyprus 1

16 Greece 29 44 German 1

17 Portugal 26 45 Ghana 1

18 Belgium 19 46 Hungary 1

19 Czech 18 47 Indonesia 1

20 Netherlands 16 48 Ireland 1

21 Brazil 15 49 Lebanon 1

22 Mexico 15 50 Malaysia 1

23 Turkey 15 51 Poland 1

24 Israel 14 52 Romania 1

25 India 11 53 Russia 1

26 Finland 10 54 Taipei 1

27 Norway 10 55 미기재 53

28 Denmark 9 합계 3,763

<표 3> 국가별 논문 발표 수 순위(2011년 ~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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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가별 발표 논문 수 비중(2011년~2014년) 

4년간 1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국가의 연도별 논문 발표 수 추이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논문발표 수에서 보면 매년 

미국이 300건 이상의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일본과 독일, 중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1년 이후 논문 

발표수가 줄어들다가 2014년에 회복을 하고 있으며, 독일은 일본보다 논문수가 낮았으나 2013년 이후 일본보다 더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각국의 연구논문의 수는 연구 활동이 활발할수록 발표논문의 수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ICRA가 2011년에 중국 

상해, 2012년에 미국, 2013년에 독일, 2014년에 홍콩에서 개최된 것을 감안해서 비교해보면 개최지에 따라서 논문 편수에 많은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상해에서 개최한 2011년의 논문 발표 수는 93건이었으나 이후 2012년에 24건, 2013년에 

30건이었으며 줄었다가 다시 홍콩에서 개최한 2014년에는 87건으로 논문편수가 많아짐을 보여서 개최지에 따라서 논문 발표의 

수가 많이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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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도별 논문 발표수 추이(상위 10개국)

3. 한국의 연구기관 논문 발표순위

한국은 아래 <표 4>와 같이 4년간 23개의 기관에서 총 126건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KAIST가 24건, 서울 가 24건, 한양 학교

가 18건, KIST가 14건, 성균관 학교 8건, 고려 와 포항공 가 각각 6건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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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기관 논 문 수 (3년 간 )

1

KAIST 24

Seoul Nat. Univ. 24

2 Hanyang Univ. 18

3 Korea Inst. of Sci. & Technol. (KIST) 14

4 Sungkyunkwan Univ. 8

5

Korea Univ. 6

POSTECH 6

6

Electron. & Telecommun. Res. Inst. (ETRI) 4

Sogang Univ. 4

7 Samsung Adv. Inst. of Technol. 3

8

Ewha Womans Univ. 2

Gwangju Inst. of Science and Technol. (GIST) 2

9

Agency For Defense Dev. 1

Chungnam Nat. Univ. 1

Guangdong Food & Drug Vocational Coll. 1

Gyeongsang Nat. Univ. 1

Hyundai Heavy Ind. Co. 1

KIMM 1

Korean German Inst. of Technol. 1

LIG Nex1 1

Samsung Electron. Co. Ltd. 1

UNIST 1

Yeungnam Univ. 1

　계 126

<표 4> 한국기관 논문발표 수(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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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네트워크 분석

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면 발표된 논문들이 어떠한 분야의 연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ICRA의 논문의 키워드는 Non Controlled 

Indexing과 Controlled Indexing으로 나눠서 게재하고 있는데. Non Controlled Indexing은 저자가 임의로 작성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관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주어진 키워드에서 선택하는 Controlled Indexing이 더 객관적인 

키워드라 판단하고 아래 <그림 4>와 같이 Controlled Indexing을 기준으로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키워드 Spring layout 네트워크 시각화는 각 논문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취합하고 한 논문에 같이 나열된 키워드들을 서로 연결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그림 5>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키워드의 상관관계를 좀 더 보기 쉽게 Link Reduction 10 

(선의 굵기가 10 이하인 값을 삭제) 을 한 그림이다. 

<그림 4> 분석 대상 키워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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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4년간 전체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1년~2014년, Spring layout, Link Reduction 10)

 

 이 그림을 보면 Mobile Robots을 중심으로 Robot Vision, Path Planning, Motion Control, Medical Robots 등 이 많은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4년간 ICRA에서는 이들 키워드를 주제로 한 많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또한 다른 키워드와 많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논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 키워드의 빈도수를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상위 15위 키워드를 2006~2010 분석과 비교하면 Human-Robot Interaction이 45위에서 11위로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으며 

Learning(Artificial Intelligence)이 22위에서 12위로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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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키 워 드 빈 도 수

　

N O 키 워 드 빈 도 수 N O 키 워 드 빈 도 수
1 M o b ile  R o b o ts  1 0 6 9 5 4 E la s t ic ity  8 0 1 0 7 U n d e rw a te r V e h ic le s  4 2
2 R o b o t V is io n  5 0 0 5 5 N o n lin e a r C o n tro l S y s tem s 8 0 1 0 8 A p p ro x im a t io n  T h e o ry  4 1
3 P a th  P la n n in g  4 9 6 5 6 G au ss ia n  P ro ce s se s  7 9 1 0 9 R ed u n d an t M an ip u la to rs  4 1
4 M o tio n  C o n tro l 4 0 3 5 7 S e n so r F u s io n  7 7 1 1 0 R eg re ss io n  A n a ly s is  4 0
5 M ed ica l R o b o t ic s  3 2 1 5 8 H ap t ic In te r fa ce s  7 5 1 1 1 A irc ra ft C o n tro l 3 9
6 M an ip u la to rs  2 8 4 5 9 R em o te ly  O p e ra te d  V e h ic le s  7 5 1 1 2 N u m e ric a l A n a ly s is  3 9
7 P o s it io n  C o n tro l 2 6 4 6 0 C a lib ra t io n  7 4 1 1 3 E n d o sco p e s  3 8
8 M u lt i-R o b o t S y s tem s  2 4 7 6 1 Im ag e  C la s s if ic a t io n  7 4 1 1 4 Fo rce  F e e d b a ck  3 8
9 L e g g ed  Lo co m o tio n  2 3 1 6 2 R o b u s t  C o n tro l 7 3 1 1 5 Ly ap u n o v  M e th o d s  3 8

1 0 C o llis io n  A vo id a n ce  2 1 9 6 3 In d u s tr ia l R o b o ts  7 2 1 1 6 M a tr ix  A lg e b ra  3 8
1 1 H u m an -R o b o t In te ra c t io n  2 1 7 6 4 Im ag e  C o lo u r A n a ly s is  7 0 1 1 7 F ilte r in g  T h e o ry  3 7
1 2 L e a rn in g (A rt if ic ia l In te llig e n c e ) 2 0 6 6 5 M o tio n  E s t im a t io n  6 8 1 1 8 P a t ie n t R e h ab ilita t io n  3 7
1 3 R o b o t D yn am ic s  2 0 3 6 6 V isu a l S e rvo in g  6 8 1 1 9 B io lo g ic a l T is su e s  3 6
1 4 H u m an o id  R o b o ts  2 0 1 6 7 So lid  M o d e llin g  6 6 1 2 0 R o b o t P ro g ram m in g  3 6
1 5 S lam (R o b o ts ) 1 9 1 6 8 V e lo c ity  C o n tro l 6 6 1 2 1 A tt itu d e  C o n tro l 3 5
1 6 O p tim isa t io n  1 8 3 6 9 Fo rc e  S e n so rs  6 5 1 2 2 M o n te  C a r lo  M e th o d s  3 5
1 7 D e x te ro u s  M an ip u la to rs  1 7 7 7 0 G a it A n a ly s is  6 5 1 2 3 S ta t is t ic a l A n a ly s is  3 5
1 8 S ta b ility  1 7 7 7 1 Im ag e  S e q u e n ce s  6 5 1 2 4 S u p p o rt  V e c to r M a ch in e s  3 5
1 9 T ra je c to ry  C o n tro l 1 6 8 7 2 Ite ra t iv e  M e th o d s  6 2 1 2 5 T ra c k in g  3 5
2 0 R o b o t K in em a tic s  1 6 1 7 3 M a rko v  P ro c e sse s  6 0 1 2 6 T a rg e  tT ra c k in g  3 4
2 1 S u rg e ry  1 5 8 7 4 A u to n o m o u s U n d e rw a te r V e h ic le s  5 9 1 2 7 H an d ic a p p ed  A id s  3 3
2 2 Con tro l Eng inee ring  Com pu ting  1 5 3 7 5 S am p lin g  M e th o d s  5 7 1 2 8 O p tic a l S c a n n e rs  3 3
2 3 P o se  E s t im a t io n  1 5 1 7 6 C o m p u ta t io n a l C o m p le x ity  5 5 1 2 9 D e la y s  3 1
2 4 C am e ra s  1 4 3 7 7 D is ta n c e  M e a su rem en t 5 5 1 3 0 F le x ib le  M an ip u la to rs  3 1
2 5 P ro b ab ility  1 4 1 7 8 A d ap t iv e  C o n tro l 5 4 1 3 1 In sp e c t io n  3 1
2 6 O b je c t D e te c t io n  1 4 0 7 9 C o m p u ta t io n a l G e o m e try  5 4 1 3 2 O p tic a l R ad a r 3 1
2 7 A u to n o m o u s A e r ia l V e h ic le s  1 3 9 8 0 Sp r in g s (M e ch an ic a l) 5 4 1 3 3 P a ram e te r E s t im a t io n  3 1
2 8 F e e d b a ck  1 3 9 8 1 W h e e ls  5 4 1 3 4 T o rq u e  3 1
2 9 A c tu a to rs  1 3 8 8 2 In d u s tr ia l M an ip u la to rs  5 3 1 3 5 V id e o  S ig n a l P ro ce s s in g  3 1
3 0 C o n tro l S y s tem  S yn th e s is  1 3 6 8 3 M ed ic a l Im ag e  P ro ce s s in g  5 3 1 3 6 A e ro sp a c e  C o n tro l 3 0
3 1 R o b o ts  1 2 9 8 4 F r ic t io n  5 2 1 3 7 C o m p en sa t io n  3 0
3 2 S e n so rs  1 2 9 8 5 Im ag e  M a tch in g  5 2 1 3 8 Ja co b ia n  M a tr ic e s  3 0
3 3 Fo rc e  C o n tro l 1 2 8 8 6 S ta te  E s t im a t io n  5 0 1 3 9 N o n lin e a r F ilte rs  3 0
3 4 F e a tu re  E x tra c t io n  1 2 5 8 7 B a ye s  M e th o d s  4 9 1 4 0 R e a l-T im e  S y s tem s 3 0
3 5 E n d  E ffe c to rs  1 2 4 8 8 M ic ro m an ip u la to rs  4 9 1 4 1 S ta t is t ic a l D is t r ib u t io n s  2 9
3 6 M an ip u la to r K in em a tic s  1 2 4 8 9 G eo m e try  4 8 1 4 2 F in ite  E lem en t A n a ly s is  2 8
3 7 G rap h  T h e o ry  1 1 7 9 0 Im ag e  M o t io n  A n a ly s is  4 8 1 4 3 G rad ie n t M e th o d s 2 8
3 8 M ic ro ro b o ts  1 1 7 9 1 N a v ig a t io n  4 8 1 4 4 Im ag e  R e g is tra t io n  2 8
3 9 T e le ro b o t ic s  1 1 6 9 2 S e a rc h  P ro b lem s  4 8 1 4 5 La se r R a n g in g  2 8
4 0 G rip p e rs  1 1 5 9 3 T re e s (M a th em a tic s ) 4 8 1 4 6 M u lt i-A g e n t S y s tem s 2 8
4 1 Im ag e  S e n so rs  1 1 1 9 4 B io m e ch an ic s  4 7 1 4 7 P a tte rn  C lu s te r in g  2 8
4 2 M an ip u la to r D yn am ic s  1 0 4 9 5 P re d ic t iv e  C o n tro l 4 7 1 4 8 P ro s th e t ic s  2 8
4 3 Im ag e  S e g m en ta t io n  9 6 9 6 D e s ig n  E n g in e e r in g  4 6 1 4 9 U n ce rta in  S y s tem s  2 8
4 4 K a lm an  F ilte rs  9 5 9 7 C o m p u te r V is io n  4 5 1 5 0 C e llu la r B io p h y s ic s  2 7
4 5 O b je c t R e co g n it io n  9 4 9 8 Le a s t  S q u a re s  A p p ro x im a t io n s  4 5 1 5 1 O b se rv e rs  2 7
4 6 A e ro sp a ce  R o b o t ic s  9 0 9 9 T a c t ile  S e n so rs  4 5 1 5 2 R o ad  V e h ic le s  2 7
4 7 S e rv ic e  R o b o ts  8 6 1 0 0 D e ce n tra lise d  C o n tro l 4 4 1 5 3 T em p o ra l Lo g ic  2 7
4 8 S te re o  Im ag e  P ro c e ss in g  8 6 1 0 1 Im ag e  R e co n s t ru c t io n  4 4 1 5 4 V ib ra t io n  C o n tro l 2 7
4 9 O b je c t T ra c k in g  8 4 1 0 2 Im ag e  R e p re se n ta t io n  4 4 1 5 5 Fo rce  M e a su rem en t 2 6
5 0 H e lico p te rs  8 3 1 0 3 Particle  Filte ring(Numerical M ethods) 4 4 1 5 6 R an d o m  P ro c e sse s  2 6
5 1 O p tim a l C o n tro l 8 3 1 0 4 R o b o t ic  A ssem b ly  4 4 1 5 7 S to ch a s t ic  P ro c e sse s  2 6
5 2 C lo se d  L o o p  S y s tem s 8 1 1 0 5 In fe re n ce  M e ch an ism s 4 3 1 5 8 C o m p lia n ce  C o n tro l 2 5
5 3 T o rq u e  C o n tro l 8 1 1 0 6 In te llig e n t R o b o ts  4 3 1 5 9 D am p in g  2 5

<표 5> 키워드 빈도수(빈도수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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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림 6>은 Mobile Robots 키워드를 제외한 200건 이상 출현한 상위 키워드의 4년간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를 

살펴보면 Robot Vision의 경우 2012년에 많이 떨어졌다가 2014년에 다시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Path Planning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Motion Control과 Manipulators는 2013년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2014년에 다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Human-Robot Interaction, Collision Avoidance, Medical Robotics 등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Position Control의 경우 

2011년에 많이 나타났으나 나머지 연도에서는 상 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Multi-Robot Systems, Legged 

Locomotion, Collision Avoidance, Robot Dynamics, Humanoid Robots 등의 키워드는 매년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연도별 키워드 추이(빈도 200 이상 키워드)

아래 <그림 7>은 빈도 140이상~200이하 키워드의 4년간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키워드들 중 특이한 점은 Trajectory 

Control(궤도제어)의 경우 2012년에 나타난 후 2014년에 갑작스럽게 상승한 것이다. 또한 Control Engineering Computing도 

상승 중인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Optimization과 Robot Kinematics, Surgery도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Dexterous Manipulators는 위의 Manipulators의 상승과 반 로 하강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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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도별 키워드 추이(빈도 140 이상~200 이하 키워드)

 

아래 <그림 8>은 빈도 95이상~140이하 키워드의 4년간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여기서 Autonomous Aerial Vehicles는 

2012년도에 나타나서 2014년도까지 급격히 상승하는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Control System Synthesis가 조금 상승한 

키워드이고 나머지 키워드의 경우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으나 그 폭이 적어서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표 7>에 요약하였다.

<그림 8> 연도별 키워드 추이(빈도 95 이상 ~200 이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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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2011년)

빈 도
수

키워드
(2012년)

빈 도
수

키워드
(2013년)

빈 도
수

키워드
(2014년)

빈 도
수

Mobile Robots 327 Mobile Robots 265 Mobile Robots 218 Mobile Robots 259

Path Planning 140 Robot Vision 100 Path Planning 127 Robot Vision 144

Robot Vision 140 Path Planning 95 Robot Vision 116 Path Planning 134

Motion Control 103 Motion Control 88 Medical Robotics 91 Motion Control 128

Position Control 100 Manipulators 66 Motion Control 84 Manipulators 102

Medical Robotics 83 Medical Robotics 64 Legged Locomotion 63 Medical Robotics 83

Multi-Robot Systems 70 Position Control 59 Human-Robot Interaction 58 Trajectory Control 80

Robot Dynamics 64 Multi-Robot Systems 53 Learning(Artificial 
Intelligence) 55 Collision Avoidance 73

Legged Locomotion 63 Dexterous Manipulators 51 Manipulators 54 Human-Robot Interaction 72

Slam(Robots) 63 Legged Locomotion 51 Multi-Robot Systems 54 Multi-Robot Systems 70

Manipulators 62 Trajectory Control 49 Robot Dynamics 51 Learning(Artificial 
Intelligence) 63

Remotely Operated 
Vehicles 61 Learning(Artificial 

Intelligence) 54 Autonomous Aerial 
Vehicles 50 Humanoid Robots 61

Collision Avoidance 56 Collision Avoidance 44 Slam(Robots) 49 Autonomous Aerial 
Vehicles 59

Stability 53 Humanoid Robots 44 Surgery 49 Position Control 59

Dexterous Manipulators 52 Optimisation 44 Robot Kinematics 48 Control Engineering 
Computing 58

Cameras 51 Probability 44 Collision Avoidance 46 Legged Locomotion 54

Humanoid Robots 51 Robot Dynamics 43 Optimisation 46 Stability 51

Human-Robot Interaction 50 Human-Robot Interaction 37 Position Control 46 Optimisation 50

Learning(Artificial 
Intelligence) 43 Pose Estimation 37 Humanoid Robots 45 Slam(Robots) 50

Optimisation 43 Robot Kinematics 35 Dexterous Manipulators 41 Force Control 46

Pose Estimation 43 Stability 35 Probability 41 Robot Dynamics 45

Aerospace Robotics 40 Feedback 34 Control Engineering 
Computing 39 Object Detection 43

FeatureExtraction 40 Force Control 34 Trajectory Control 39 Robot Kinematics 43

Feedback 40 Grippers 34 Stability 38 Surgery 43

Manipulator Kinematics 39 Manipulator Dynamics 34 Telerobotics 38 Control System Synthesis 42

Object Detection 38 Actuators 33 Control System Synthesis 37 Pose Estimation 42

Sensors 37 Control Engineering 
Computing 33 Cameras 36 Actuators 38

Actuators 36 Sensors 33 Graph Theory 36 Feedback 37

End Effectors 35 Surgery 33 Robots 35 Graph Theory 35

Robots 35 Image Sensors 32 Actuators 31 Cameras 34

주 요  상 위  키 워 드  M ob ile Robots, Path P lann ing , Robot V ision , M otion Contro l

상 승 키 워 드 Medical Robotics, Human-Robot Interaction, Control Engineering Computing, Learning(Artificial 
Intelligence), Surgery, 

최 근  부 각  키 워 드 Manipulators, Trajectory Control, Autonomous Aerial Vehicles

하 락  키 워 드 Position Control, Dexterous Manipulators 

<표 6> 키워드의 변화 

<표 7> 연도별 상위 빈도수 키워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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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2011년)

빈 도
수

키워드
(2012년)

빈 도
수

키워드
(2013년)

빈 도
수

키워드
(2014년)

빈 도
수

Robot Kinematics 34 Autonomous Aerial 
Vehicles 30 End Effectors 29 Feature Extraction 34

Force Control 33 Object Detection 30 Image Sensors 29 Helicopters 34

Surgery 33 Telerobotics 30 Manipulator Kinematics 29 Image Segmentation 34

Control System Synthesis 32 End Effectors 29 Object Detection 29 Microrobots 34

Microrobots 32 Slam(Robots) 29 Pose Estimation 29 Sensors 34

Solid Modelling 32 Graph Theory 28 Feedback 28 Dexterous Manipulators 33

Stereo Image Processing 31 Robots 28 Feature Extraction 27 Grippers 32

Industrial Robots 30 Manipulator Kinematics 27 Microrobots 27 Image Colour Analysis 32

Probability 30 Service Robots 27 Elasticity 26 End Effectors 31

Image Segmentation 29 Kalman Filters 26 Kalman Filters 25 Image Sensors 31

Grippers 27 Control System Synthesis 25 Sensors 25 Robots 31

Underwater Vehicles 27 Feature Extraction 24 Manipulator Dynamics 24 Object Recognition 30

Motion Estimation 26 Microrobots 24 Object Tracking 24 Torque Control 30

Object Recognition 26 Object Recognition 24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s 23 Manipulator Kinematics 29

각 연도별 키워드의 연결 관계는 <그림 9~12>와 같다. 4년간 Mobile Robots가 가장 큰 키워드로 중심을 이루고 있고, Path 

Planning, Robot Vision이 비중이 큰 키워드로 서로 연결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중에서 Medical Robotics는 Mobile Robots을 

중심으로 한 연결 관계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연구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Surgery와 연결 

관계가 많아서 Medical Robotics는 주로 수술에 이용되는 의료로봇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수술은 

시야도 확보해야 하고 수술 도구를 조작할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환부를 크게 절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료로봇의 발달로 

초소형 3D 카메라와 정교한 수술기구로 최소 절개 수술(minimal invasive surgery)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시장의 수요가 많아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2012년부터는 이러한 의료로봇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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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11년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 Link Reduc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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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012년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 Link Reduc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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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13년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 Link Reduc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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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014년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 Link Reduction 3)

Degree Centrality 분석이란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는 어느 하나의 점(node, 여기서는 키워드를 의미함)과 이것과 직접적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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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또는 흐름 수의 비율(portion)을 바탕으로 한다. 

ICRA의 4년간 논문의 키워드들의 Degree Centrality의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위의 Spring layout 결과와 마찬가지로 Mobile 

Robots, Robot Vision, Path Planning 등의 키워드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외에 Medical Robotics, Motion 

Control, Manipulators, Multi-Robot Systems, Position Control 들도 비교적 중심에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Actuators, Autonomous Aerial Vehicles, Cameras, Collision Avoidance, Control Engineering Computing, Control System 

Synthesis, Dexterous Manipulators, End Effectors, Feature Extraction, Feedback, Force Control, Graph Theory, 

Grippers, Human-Robot Interaction, Humanoid Robots, Images Segmentation, Image Sensors, Kalman Filters,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Legged Locomotion, Manipulator Kinematics, Microrobots, Object Detection, Optimisation, Pose 

Estimation, Probability, Robot Dynamics, Robot Kinematics, Sensors, Slam (Robots), Stability, Surgery, Telerobotics, 

Trajectory Control, Actuators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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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1년~2014년, Degree Centrality)

 2. 한국 논문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전체적인 키워드 동향과 한국기관의 발표 논문의 연구동향을 비교해 보기 위해 한국논문의 키워드를 따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아래 <그림 14>는 한국의 기관에서 발표한 논문의 키워드를 Spring layout으로 네트워크 시각화한 그림으로 Mobile Robots, 

Motion Control, Position Control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Robot Vision, SLAM(Robots), Torque Control, Stability, 

Service Robots 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위의 <그림 5>의 4년간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와 비교해보면 Mobile Robots, Motion Control, Position Control이 주요 키워드

로 나타나는 것은 동일하나 Path Planning와 Medical Robotics의 경우 한국기관의 논문비중에서는 좀 더 낮게 나타났으며, Robot 

Vision, Service Robots, SLAM(Robots), Torque Control, Stability, Manipulator Dynamics 등이 전체 키워드 평균에 비해 

상위에 있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위의 <그림 5>의 4년간 전체 키워드와 비교해 보면, 한국논문의 키워드 중 Service Robots, SLAM(Robots)이 전체키워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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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좀 더 비중이 높이 나타나는 것이 한국의 로봇연구의 특징으로 나타나다. Service Robots은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던 로봇이 

가정,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크게 개인서비스 로봇과 전문서비스 로봇으로 나뉜다. 일반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 로봇은 청소, 오락, 간병,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전문적 분야에서 보조적 역할을 하는 전문서비

스 로봇은 의료, 국방, 건설, 경찰 분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SLAM(Robots)은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의 약자로 로봇이 미지의 환경을 돌아다니면서 로봇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만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 환경에 한 정확한 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기술이며, 이동로봇이 자신의 위치를 계측(측정)하면서 동시에 주변 환경의 지도를 

작성하는 기술이다. 

 

<그림 14> 한국기관 발표 논문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 Link Reduction 1)

한국기관 발표 논문의 키워드에 한 Degree Centrality는 <그림 15>와 같다. 이를 통해 보면 Mobile Robot, Motion Control, 

Position Control, Robot Vision의 키워드가 중심에 가까이 있으며, Service Robots, SLAM(Robots), Torque Control, Stability, 

Manipulator Dynamics, Dexterous Manipulators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표 8>에 각 키워드의 빈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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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한국기관 발표 논문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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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한국기관 발표논문 키워드(빈도수 5이상)

NO. 키워드(한국기관) 빈 도 수 NO. 키워드(한국기관) 빈 도 수

1 Mobile Robots 30 19 Redundant Manipulators 7

2 Motion Control 21 20 Cameras 6

3 Position Control 14 21 Force Control 6

4 Robot Vision 14 22 Grippers 6

5 Slam(Robots) 14 23 Human-Robot Interaction 6

6 Path Planning 13 24 Sensors 6

7 Actuators 10 25 Springs(Mechanical) 6

8 Dexterous Manipulators 10 26 Telerobotics 6

9 Manipulator Dynamics 9 27 Wheels 6

10 Robot Dynamics 9 28 Autonomous Aerial Vehicles 5

11 Service Robots 9 29 Control System Synthesis 5

12 Manipulators 8 30 Feature Extraction 5

13 Optimisation 8 31 Gaussian Processes 5

14 Stability 8 32 Humanoid Robots 5

15 Torque Control 8 33 Industrial Robots 5

16 Collision Avoidance 7 34 Manipulator Kinematics 5

17 Legged Locomotion 7 35 Motion Estimation 5

18 Medical Robotics 7 36 Object Tracking 5

 3.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분석과 마찬가지로 ICRA의 2011년~2014년도 논문의 공저자들의 상관관계를 넷 마이너를 사용하여 시각화(Spring 

layout)하였다. 그 결과 아래 <그림 16>과 같이 많은 연구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이중 오른쪽 하단은 

개인이나 실험실 단위로 그룹을 이루고 있으며,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여러 기관 소속의 연구자들이 모인 그룹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여러 연구자가 속한 그룹을 골라 <그림 16>과 같이 그룹A~E로 구분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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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2011~2014년, Spring layout, Link Redu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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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연구자 그룹인 그룹 A는 스위스 취리히 연방 공과 학(ETH Zurich)의 그룹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17>에 확 하여 

표시하였다. 모든 연구자가 스위스 연방 공과 학교 소속이며, 이중 Roland Siegwart 교수가 중심연구자이다. 이전 2008~2011년

도 자료에서는 독일 Freiburg의 W. Burgard 교수와 공동으로 그룹을 이루고 있었으며, 연결된 연구자가 6명 정도였으나, 이번에는 

취리히공  단독의 연구그룹을 이루고 있고 매우 많은 연구자들과 연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어권에 있는 취리히 연방 

공 (ETH Zurich)는 기초과학이 강점이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다닌 학교로 지금까지 2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전통 

깊은 학교이다. 이외에 4년간 주요 연구 그룹은 아래 <그림 18~22>와 같다. 

<그림 17> 그룹 A: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 Zurich) 중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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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의 두 번째로 큰 연구 그룹은 독일의 항공우주센터(DLR)의 연구자들로 구성되었으며, Hirzinger교수와 A. Albu- 

Schaffer, 그리고 A. Albu-Schaffer 등이 주요 연구자로 보이며, 이전 2008~2010년도에서는 Hirzinger 교수가 스타형의 구조로 

매우 중심이 되는 연구자 역할이었던데 비해, 이번 2011년~2014년 자료에서는 비교적 등한 위치에서 여러 연구자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그룹 B: 독일 항공우주센터(DLR) 중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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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19>는 이탈리아 공 (IIT)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연구 그룹으로 D. G. Caldwell 교수가 중심연구자로 그룹을 

구성하고 있다. 

<그림 19> 그룹 C: 이탈리아 공대(IIT) 중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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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20>은 스웨덴의 왕립공과 학교(KTH - R. Inst. of Technol)의 연구그룹으로 D. Kragic 교수를 중심연구자로 

한 그룹으로 전형적인 스타형 구조의 연구 그룹이다. 

<그림 20> 그룹 D:(KTH R. Inst. of Technol.) 중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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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21>은 미국의 카네기 멜론 학의 연구그룹으로 특별하게 비중이 높은 연구자 없이 여러 연구자들이 등한 연결 

관계로 그룹을 구성하고 있다. 카네기 멜론 학의 경우 Robotics Institute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자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특정 

연구자가 특별하게 비중이 높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연구그룹은 체로 이런 특징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림 21> 그룹 E: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 중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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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22>는 일본의 와세다 학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 그룹으로 K. Hashimoto와 A. Takanishi 교수가 2개의 

작은 그룹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22> 그룹 F: 일본 Waseda 대학 중심그룹

 또한 위에서 추출한 연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그림 23>과 같이 연구자의 Degree Centrality를 분석하였다. Degree 

Centrality는 연결정도 중심성으로 한 개인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얼마만큼 중심에 가까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개인이 가지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인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네트워크 

가운데 쪽으로 위치하게 된다. 

이를 살펴보면 위에서 A그룹의 중심연구자인 Darwin G. Caldwell(Italian. Inst. of Technol(IIT)) 교수가 제일 중심에 있으며 

각 그룹의 중심 연구자들인 Roland Siegwart 교수가(ETH Zurich), Wolfram Burgard(Univ. of Freiburg), Vijay Kumar(Univ 

of Pennsylvania) 교수가 중심과 가까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체로 이들 연구자들이 많은 논문의 공저자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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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9>은 공저자 논문 10건 이상의 연구자들 순이다. 

Darwin G. Caldwell 교수는 이탈리아 제노바의 IIT연구소의 이사 및 자동 제어 및 시스템 공학과 객원 교수이며,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Chapter(UKRI)의 의장과 IEE(IET) Robotics and Mechatronics의 공동의장이었다. 약 170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국제학술 회에서 여러 상을 수상하였다. 

(자료참조: http://www.shef.ac.uk/acse/staff/dcaldwell)

Roland Siegwart 교수는 스탠포드 학에서 의사가 된 후 기계공학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ETH Zurich의 교수 및 로봇연구소

의 수석과학자이다. 자율이동로봇의 중요한 과학적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Introduction to Autonomous Mobile Robots의 저자이

기도 하다. 

(자료참조: http://www.ethlife.ethz.ch/archive_articles/091112_Neuer_Vizepraesident_Forschung_tl/index_EN)

독일의 Wolfram Burgard 교수는 프라이부르크 학의 교수이며, 독일의 로봇 공학자로 Autonomous Intelligent Systems Lab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모바일 로봇(Mobile Robots)을 연구하고 있다.

(자료참조: http://www2.informatik.uni-freiburg.de/~burgard/)

Vijay Kumar 교수(Univ of Pennsylvania)는 군집로봇, 무인항공 로봇 등의 연구하고 있으며 TED에서 소행 군집 비행로봇을 

공개하여 폭발적인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자료참조: http://www.youtube.com/watch?v=4ErEBkj_3PY)

<그림 23>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2011~2014년, 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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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자 소 속 국 가 공 저  논 문 수

Caldwell, D. G. IIT Italy 36

Siegwart, R. Eth Zurich Switzerland 32

Burgard, W. Univ. of Freiburg Germany 27

Kumar, V. Univ. of Pennsylvania USA 23

Rus, D. MIT USA 22

Stramigioli, S. Univ. of Twente USA 22

Wood, R. J. Harvard Univ. USA 20

Hirzinger, G. DLR Germany 19

Tsagarakis, N. G. IIT Italy 19

Dollar, A. M. Yale Univ. USA 16

Sukkarieh, S. Univ. of Sydney Australia 16

Arai, F. Nagoya Univ. Japan 15

Fox, D. Univ. of Washington USA 15

Kragic, D. Kth R. Inst. of Technol. Switzerland 15

Newman, P. Univ. of Oxford UK 14

Amato, N. M. Texas A&M Univ. USA 13

Fukuda, T. Nagoya Univ. Japan 13

Guang-ZhongYang Imperial Coll. London UK 13

Nakajima, M. Nagoya Univ. Japan 13

Papanikolopoulos, N. Univ. of Minnesota at Minneapolis USA 13

Abbeel, P.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USA 12

Barfoot, T. D. Univ. of Toronto Canada 12

Dudek, G. Mcgill Univ. USA 12

Nakamura, Y. Univ. of Tokyo Japan 12

Bicchi, A. Univ. of Pisa Italy 11

Carloni, R. Univ. of Twente USA 11

Hirche, S. Tech. Univ. of Munich Germany 11

Kosuge, K. Tohoku Univ. Japan 11

Misra, S. Univ. of Twente USA 11

Ramos, F. Univ. of Sydney Australia 11

Whitcomb, L. L. Johns Hopkins Univ. USA 11

Albu-Schaffer, A. DLR Germany 11

Althoefer, K. Kings Coll. London UK 11

Asada, H. H. MIT USA 10

Asfour, T. KarlsruheInst. Of Technol. Germany 10

Burdick, J. W. CaliforniaInst. Of Technol. USA 10

Choset, H. Carnegie Mellon Univ. USA 10

Il Hong Suh Hanyang Univ. Korea 10

Kermani, M. R. Univ. of Western Ontario Canada 10

Stachniss, C. Univ. of Freiburg Germany 10

Todorov, E. Univ. of Washington USA 10

<표 9> 연구자 빈도수 순위(공저자 논문 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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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로 중심연구자와 가장 큰 연구그룹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24~31>과 같다. <그림 24>와 

같이 2011년에는 독일의 G. Hirzinger(German Aerosp. Center(DLR)) 교수가 중심연구자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연구 그룹도 

<그림 25>에 보인 것과 같이 Hirzinger 교수가 중심인 German Aerosp. Center(DLR)를 중심으로 한 그룹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2011년, Degree Centrality)



2014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 36 -

<그림 25> 2011년 제 1그룹 - German Aerosp. Center(DLR)

2012년과 2013년에는 <그림 26>과 <그림 28>과 같이 모두 D. G. Caldwell(Italian Inst. of Technol.(IIT)) 교수가 중심연구자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그룹은 <그림 27>과 <그림 29>와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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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2012년, Degree Centrality)



2014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 38 -

<그림 27> 2012년 제 1그룹-Italian Inst. of Technol.(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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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2013년, 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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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2013년 제 1그룹- Italian Inst. of Technol.(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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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그림 30>과 같이 미국의 R. J. Wood(Harvard Univ.) 교수가 중심연구자로 나타났으며, <그림 31>과 같이 Wood 

교수와 D. Rus(MIT)교수를 중심으로 한 Harvard Univ.와 MIT를 연계한 연구 그룹이 가장 큰 그룹으로 나타났다. 이 그룹의 

경우 Rus교수가 주도하는 Soft Robotics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그룹에 이 용, 조규진 등 서울 학교 연구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0>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2014년, Degree Centrality)



2014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 42 -

<그림 31> 2014년 제 1그룹- Harvard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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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A의 4년간 연구자 네트워크 중에서 한국 연구자만 별도로 추출하여 연결된 연구 그룹들을 나타내면 아래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한국인 전체 연구자 그룹(2011년~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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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가장 큰 연구 그룹은 <그림 33>과 같이 KIST, 포항공 , 한양 학교가 연결된 그룹으로 KIST 오상록 박사와 KIST 

오용환 단장, 포항공  정완균 교수, 한양  서일홍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하여 3개의 그룹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 연구그룹 A: KIST, 포항공대, 한양대학교가 연결된 그룹(2011~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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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큰 그룹은 성균관 학교 그룹으로 성균관 학교 최혁렬 교수를 중심으로 문형필 교수와 구자춘 교수로 연결된 그룹이며 

아래 <그림 34>와 같은 연결 관계를 볼 수 있다. 

<그림 34> 연구그룹 B: 성균관대학교 중심그룹(2011~2014년)

이외에 체로 큰 그룹은 아래 한양 학교 연구 그룹 <그림 35>, KAIST 연구 그룹<그림 36>, 서울 학교 연구 그룹<그림 37, 

38>들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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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연구그룹 C: 한양대학교 중심그룹(2011~2014년)

<그림 36> 연구그룹 D: KAIST 중심그룹(2011~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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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연구그룹 E: 서울대학교 중심그룹(2011~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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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연구그룹 F: 서울대학교 중심그룹(2011~2014년)

이상의 연결 관계를 기초로 중심도 분석을 통해 중심연구자를 확인하면 <그림 39>와 같다. 체로 중심에 가까운 연구자일수록 

많은 수의 논문과 공저자의 연결 관계를 두고 있으므로 그만큼 연구에 한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논문의 질적인 

부분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주로 여기 중심에 가까운 연구자들은 위에서 살펴본 연구그룹에서 중심 연구자이다. 최혁렬 

교수(성균관 ), 조규진 교수(서울 ), 문형필 교수(성균관 ), 서일홍 교수(한양 ), 오용완 박사(KIST), 이병주 교수(한양 ), 

오상록 박사(KIST), 정완균 교수(포항공 ), 구자춘 교수(성균관 ), 김정 교수(KAIST) 등이 비교적 중심에 가까운 연구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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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한국 공저자 네트워크 시각화(2011년~2014년, Degree Centrality)

 4. 기관-키워드 분석(2MODE)

 기관과 키워드의 연관성 분석은 어느 기관에서 어떤 분야 연구를 주로 하는지에 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논문 주저자의 

기관과 그 논문에 한 키워드를 정리하여 기관과 키워드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빈도수 5이하를 삭제한 

결과를 <그림 4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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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기관-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1년~2014년, 2-Mode분석, Link Reduction 5)

`

 10 이하의 연결 관계를 제거할 경우 <그림 41>과 같이 키워드에 따라서 Mobile Robots 중심 그룹과 Medical Robotics 중심 

그룹, Humanoid Robots 중심의 3개의 그룹으로 분리된다. 이중 가장 큰 Mobile Robots와 Path Planning 등을 포함한 키워드는 

미국의 Carnegie Mellon 학과 MIT, 그리고 호주 Sydney 학, 스위스 연방공과 학(ETH Zurich)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Medical Robotics의 경우 Harvard 학과 일본 Waseda 학, 미국의 Johns Hopkins 학, 영국 런던 왕립 학(Imperial Coll. 

London)에서 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Humanoid Robot의 경우 이탈리아 공 (IIT)와 동경 , 독일우주항공센터(DLR)에

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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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기관-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1년~2014년, 2-Mode분석, Link Reduction 10)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기관과 키워드의 관계를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자세한 분석을 위해 빈도수 1 이하를 삭제한 후 

한국기관과 키워드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를 <그림 4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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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한국기관-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1년~2014년, 2-Mode분석, Link Reduction 1)

 

위의 <그림 42>를 살펴보면 한국의 기관은 주로 KAIST와 서울 , 한양 , KIST, 고려 , 포항공  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성균관 는 Solid Modelling에, 포항공 는 Covariance Analysis, Sensors분야에, 이화여

의 경우 Computational Geometry에 특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2 이하의 연결을 삭제하여 나타낸 <그림 43>를 통해서 보면 기관마다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를 살펴볼 수 있다. KAIST, 

KIST, 한양 학교, 서울 의 4개 기관 모두 Motion Control에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고, Mobile Robots와 Robot Vision은 KAIST, 

서울 , 한양 가, Position Control에는 KIST와 KAIST, 고려 가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기관의 

고유한 분야를 살펴볼 수도 있는데 KAIST는 Medical Robots와 제어 이론 분야를, KIST는 Manipulator 제어를, 서울 는 다리나 

바퀴를 이용한 Robot Locomotion을, 한양 와 포항공 는 SLAM을 주로 연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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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한국기관-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11년~2014년, 2-Mode분석, Link Reduction 2) 

<그림 43>의 한국의 기관과 주요 키워드를 압축하여 간단히 정리해보면 <표 10>과 같다. 표를 보면 KAIST는 Mobile Robots와 

Motion Control, Robot Vision을 포함하여 Position Control, Sampling Methods, Torque Control, Stability, Robot Dynamics, 

Medical Robotics, Path Planning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KIST는 Motion Control과 Position Control을 포함하여 

Springs(Mechanical), Manipulator Dynamics, Dexterous Manipulators, Force Control의 키워드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의 경우 Mobile Robots와 Motion Control, Robot Vision을 포함하여 Legged Locomotion, Wheels, Optimization 

등의 키워드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양 의 경우 Mobile Robots, Motion Control, Robot Vision을 포함하여 

SLAM(Robots)의 키워드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포항공 의 경우 SLAM(Robots)의 키워드에 관련된 연구가 주요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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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의  기 관 주 요  키 워 드

KA IST M ob ile Robots, M otion Contro l, Robot V ision , Position Contro l, Sam pling M ethods, 
To rque Contro l, Stab ility , Robot Dynam ics, M ed ica l Robotics, Path P lanning

Seoul Nat. Univ . M ob ile Robots, M otion Contro l, Robot V ision , Legged Locom otion , W heels, Optim isation

KIST M otion Contro l, Postion Contro l, Sp rings(M echanica l), M an ipu lato r Dynam ics, Dexterous  
M anipulato rs, Fo rce Contro l

Hanyang Un iv . M ob ile Roots, M otion Contro l, Robot V ision , S lam (Robots)

POSTECH Slam (Robots)

<표 10> 한국의 기관과 주요 연구 키워드

V. 결 론

 이상과 같이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ICRA) 논문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키워드와 기관, 연구자 등의 자료를 통해 로봇 분야에 한 통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4년간 ICRA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기관은 미국의 MIT와 Carnegie Mellon Univ.로 4년간 100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다음으로 스위스 연방공과 학교(ETH Zurich), 독일의 항공우주연구소, 뮌헨공 , 도쿄 학, 미국 펜실바니아 학, Italian 

Inst. of Technol.(IIT), 호주 시드니 학이 50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년간 1,317건의 논문을 발표하여 전체 35%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 ICRA의 로봇 연구는 미국이 체로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뒤를 일본, 독일, 중국이 많은 논문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일본의 비중이 약간 감소하는 와중에 

독일과 중국의 부상이 눈에 띈다. 또한 이태리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한국의 경우 126건으로 캐나다와 영국과 비슷한 

전체 논문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4년간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보면 Mobile Robots을 중심으로 Robot Vision, Path Planning, Motion Control, Medical Robots 

등이 많은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4년간 ICRA에서는 이들 키워드를 주제로 한 많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

으며, 또한 다른 키워드와의 상관관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승키워드는 Medical Robotics, Human-Robot Interaction, 

Control Engineering Computing Learning(Artificial Intelligence), Surgery이며, 최근 부각되는 연구로는 Manipulators, 

Trajectory Control, Autonomous Aerial Vehicles이다. 이중에서 Medical Robotics는 Mobile Robots을 중심으로 한 큰 연결 관계와

는 별도로 독립적인 연구 분야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Surgery와 연결 관계가 많아서 Medical Robotics은 

주로 수술에 이용되는 의료로봇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Position Control, Dexterous Manipulators의 

키워드는 하락 중인 것을 알 수 있어 각 분야의 연구관계를 알 수 있다. 

한국논문의 키워드는 Mobile Robots, Motion Control, Position Control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 논문 키워드

와 비슷하나 Path Planning과 Medical Robotics의 경우 한국의 논문 비중에서는 좀 더 낮게 나타났으며, Service Robots, 

SLAM(Robots)이 전체 키워드에 비교해서 좀 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한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보면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 (ETH Zurich)의 그룹이 가장 큰 연구 그룹을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 

독일의 항공우주센터(DLR), 이탈리아 공 (IIT)의 연구자 그룹, 카네기멜론 학 연구자 그룹, 스웨덴의 왕립공과 학교(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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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nst. of Technol)의 연구 그룹, 일본의 와세다 학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 그룹들이 주요 연구 그룹으로 나타난다. 

이들 그룹 중에서 중심연구자는 D. G. Caldwell(Italian Inst. of Technol(IIT)) 교수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공저자 관계도 

많아서 제일 중심에 있는 연구자로 나타났다. 

한국은 KIST, 포항공 , 한양 학교의 3개 기관이 연결된 그룹과 성균관  중심 그룹, 한양 학교 중심 그룹, KAIST 중심 그룹, 

서울 학교 연구 그룹들이 주요 연구 그룹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연구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연구자는 최혁렬 교수(성균관 )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조규진 교수(서울 ), 문형필 교수(성균관 ), 서일홍 교수(한양 ), 오용완 박사(KIST), 이병주 교수(한양 학

교), 오상록 박사(KIST), 정완균 교수(포항공 ), 구자춘 교수(성균관 ), 김정 교수(KAIST) 등이 영향력이 높은 연구자로 보인다. 

기관-키워드 분석을 통해 어느 기관이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지 분석해 볼 수 있는데 Mobile Robots를 중심으로 한 

주요 연구 분야는 미국의 Carnegie Mellon 학과 MIT, 그리고 호주 Sydney 학, 스위스 연방공과 학(ETH Zurich)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Medical Robotics의 중심연구는 Harvard 학과 일본 Waseda 학, 미국의 Johns Hopkins 학, 영국 런던 

왕립 학(Imperial Coll. London)에서 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Humanoid Robot의 경우 이탈리아 공 (IIT)와 

동경 , 독일우주항공센터(DLR)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논문의 기관-키워드를 분석해 보면 주로 KAIST와 KIST, 서울 , 한양 , 포항공 에서 여러 분야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AIST는 Mobile Robots와 Motion Control, Robot Vision을 포함하여 Position Control, Sampling Methods, 

Torque Control, Stability, Robot Dynamics, Medical Robotics, Path Planning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KIST는 Motion 

Control과 Position Control을 포함하여 Springs(Mechanical), Manipulator Dynamics, Dexterous Manipulators, Force Control의 

키워드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의 경우 Mobile Robots와 Motion Control, Robot Vision을 포함하여 Legged 

Locomotion, Wheels, Optimization 등의 키워드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양 의 경우 Mobile Robots, Motion Control, 

Robot Vision을 포함하여 SLAM(Robots)의 키워드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포항공 의 경우 SLAM(Robots)의 

키워드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상 적으로 한국에서 제출한 논문의 수가 과거에 비해서 상 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국외요인으로는 EU나 중국과 같이 

국가적인 지원하에 로봇에 관한 연구가 최근 활성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국내의 요인으로는 논문의 중복성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의 경우 학술 회논문을 보완하여 저널에 투고할 경우 심화된 연구를 수행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가 유사하

다고 판단되면 논문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ICRA는 학술 회임에도 불구하고 6페이지이

상의 full paper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택률이 50%이하인 매우 권위있는 학술 회이다. 반면에 국내의 경우 학술 회 

논문이 실적으로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ICRA에 논문을 발표하기 보다는 수준이 좀 낮은 SCI(E)급의 

저널에 투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향후 분야별로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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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Google), 로봇을 꿈꾸다

상상을 실현하는 이름, 구글

세계 최 의 IT 공룡기업 구글. 구글은 2000년  초, 야후, 

라이코스 등이 지배하던 인터넷 검색시장의 판도를 뒤집은 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쟁자 없는 절  강자로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더욱 단한 것은 이들이 현재의 독점적 지위에 만족

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들의 창조력으로 새롭게 등장한 기술만 해도 안드로이드, 구

글어스, 구글스트리트뷰 등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쯤 되니 

이제는 신세계를 창조해 가는 독점기업 구글을 향해 "창조적 

독점"이란 개념까지 생기며 그들의 긍정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는데요, 구글의 신사업은 이제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의 행보를 보면 그들은 점점 인터넷 세상을 뛰어넘

어 실물 세계로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표적인 예로 작년 지능

형 가정기기를 개발하는 작은 기업Nest를 무려 약 3.4조에 인

수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이는 2006년 유투브 인수금액 1.6조

원의 두 배를 넘는 금액으로 구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물인

터넷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흥분되는 소식은 바로 지난 2년간 구글이 여덟 곳의 로봇기

업을 인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로봇과 함께하는 현실

을 꿈꿨던 분들에겐 상상을 실현하는 기업 구글의 도전에 흥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근에는 무인자동차 분야를 시작으로 

조금씩 그 성과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더불어 구글을 

이끌던 '안드로이드의 아버지' 앤디 루빈이 사임하고 새로운 

수장에 제임스 커프너(전 카네기멜론 학 교수)가 오르며 구글 

로봇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글의 최근 

행보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로봇세계에 한 현재와 미래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인수한 8개의 로봇기업 

구글은 2013년을 기점으로 2년 동안 무려 여덟 곳의 로봇기업을 

인수 하였습니다. Boston Dynamics(4족로봇), Schaft(2족로

봇), Makani Power(무인기 풍력발전), Industrial Perception 

(산업로봇), Redwood Robotics(산업로봇), Bot&Dolly(촬영

로봇), Holomni(로봇바퀴), Meka Robotics(인간형 로봇)이 

바로 그들이죠. 이들의 인수는 당장 피인수기업의 제품을 당장 

활용한다기보다 그들이 가진 기술과 인재를 흡수하려는 목적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들 기술력이 합쳐져 나올 

미래의 구글 로봇에 해 기 가 참 큽니다. 이 여덟 개의 피인

수기업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는 Boston 

Dynamics와 Schaf를 살펴보며 현재 구글 로봇이 가진 기술적 

자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족 로봇의 최강자, Boston Dynamics

Boston Dynamics는 1992년 MIT의 Leg Lab에서 스핀오프 

되어 나온 기업으로 2008년 개발한 Big Dog으로 전세계를 깜

짝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Big Dog은 기존 로봇과는 차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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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랐습니다. 평지는 물론 급경사의 산지, 눈 덮힌 야지, 진흙으

로 구성된 습지 등 다양한 지형을 걸을 수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얼음을 밟아 미끄러지거나 외력에 의해 밸런스가 무너지

는 경우에도 매우 빠른 보상 동작을 취함으로써 다시 보행 밸런

스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동물과 같이 

밸런스를 찾아가는 Big Dog의 모습은 우리가 꿈꾸던 4족 로봇

의 모습이었으며, 2008년 전세계는 이 로봇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

ded&v=W1czBcnX1Ww

6년이 지난 지금, Big Dog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분리되어 

개발되어 왔습니다. 첫째는 야지 보행능력과 물자 수송능력을 

강화한 버전인 LS3 입니다. LS3는 군 의 병참물자 수송을 목

적으로 개량되었는데, 실제 미군의 작전에도 투입되며 그 효용

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지던 40kg의 군장을 로봇이 

신 짊어져 준다고 생각해보시면 이 로봇이 얼마나 효과적인

지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존에는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험지에서 작전이 발생할 경우 병사가 직접 무거운 물자를 

운송하는 방법 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LS3의 등장으로 인해 

무거운 짐을 LS3에 싣고 험지를 헤쳐가며 병참물자 수송을수

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군은 이러한 LS3의 활약을 

바탕으로 2019년까지 군인을 54만명에서 42만명까지 감축하

며 그 공백을 LS3와 같은 로봇 병력으로 채운다는 계획을 발표

하기도 하였습니다.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pZu-xWX4Buk

Big Dog의 첫 번째 개발방향이 수송능력을 강화한 LS3였다면 

또 다른 개발방향은 주행능력을 극 화 한 치타로봇입니다. 

Boston Dynamics는 4족 로봇의 속도를 극 화 하기 위해 치타

의 움직임을 연구했습니다. 치타는 확실히 기존의 4족 로봇들

과는 다른 무게중심 이동과 동적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4족 로봇이 안정성을 자신의 무게중심을 최 한 정적으

로 유지했었다면, 오히려 치타는 그 무게중심을 다이나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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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시키며 가속에 장점을 얻고 있있죠. Boston Dynamics는 

치타로부터 이러한 힌트를 얻어 Big Dog의 개량버전인 치타로

봇에 이를 적용했으며, 결국 2012년 45.5km/h라는 로봇의 최

고속도 신기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chPanW0QWhA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XMKQbqnXXhQ

마지막은 더욱더 가볍고 실제 동물의 움직임에 가까운 움직임

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LS3는 실제 동물과 같다기 

보다는 운송하중(payload)에 초점을 둔 개발품이었고, 치타로

봇은 직선 주로를 빠른속도로 달릴 수 있는 로봇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스톤 다이나믹스는 더욱 동물의 움직임과 같은 4족로

봇을 연구했고, 그 결과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4족 로봇의 끝판

왕, WildCat이 탄생하였습니다. 

WildCat은 trot(속보 시 두 발이 차례로 땅에 닿으며 움직이

는 것)과 bounding(전속력 주행 시 앞 두발과 뒷 두발이 짝을 

지어 움직이는 것)을 완벽히 구현하였으며, 속도가 있는 상황에

서 몸을 기울여 부드럽게 코너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야

말로 현재 4족보행 로봇 중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라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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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wE3fmFTtP9g

사실 이들은 4족 로봇 뿐만 아니라 2족 로봇에 도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DARPA Robotics Challenge에서 쓰

이는 ATLAS의 전신인 Petman을 개발하기도 하였죠. Petman

은 기존 2족 로봇들이 아장아장 몸조심을 하며 보행을 했던 

것과는 달리 동적 반동을 충분히 이용하며 성큼성큼 걷는 모습

을 보여줍니다. Big Dog에서 보였던 밸런스 보상 움직임 역시 

Petman에 적용되었습니다. Boston Dynamics는 그야말로 로

봇의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만드는 기에 있어 최고의 기업이었

으며, 이들 기술진이 구글의 든든한 지원을 얻어 앞으로 내놓을 

로봇들이 더욱 기 가 됩니다.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SD6Okylclb8

2족 로봇의 최강자, SCHAFT

지난 2013년 펼쳐진 DARPA Robotics Challenge(DRC)는 세

계 최고의 휴머노이드들이 모여 펼친 로봇기술의 축제였습니

다. 그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리그라 할 수 있는 '트랙A'에는 총 

16개의 팀이 참가하였는데요, 회가 펼쳐지기 전부터 가장 강

력한 우승후보로 거론되던 팀이 있었으니 그 팀이 바로 구글에 

갓 인수된 일본기업 SCHAFT입니다. 결국 SCHAFT는 그 회

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며 우승하였고, 역시 구글의 기업

인수 안목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이 인수한 SCHAFT란 기업은 어떤 기업이었을

까요? 구글이 인수하기 전까진 변변한 제품하나 출시한 적이 

없는 기업 SCHAFT를 구글은 어찌알고 이 기업을 인수하게 

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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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젝트는 두 개의 큰 축이 있습니

다. 하나는 자동차기업 혼다가 중심이 되어 개발한 ASIMO 

Advanced Step in Innovative Mobility) 연구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일본의 정부지원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젝트 HRP(Humanoid 

Robotics Project)이죠. ASIMO에 해선 많은 분들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실테니 다음의 동영상으로 자세한 설명은 

체하도록 하겠습니다.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skXYr8BzjpM

일본의 정부지원 휴머노이드 프로젝트 HRP는 1997년 혼다로

부터 세 의 P3 로봇을 사옴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30kg의 거 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시작하였으나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액추에이터를 강화하는 등의 발전을 거듭하여 

2010년 HRP-4에 이르러서는 39kg의 홀쭉한 로봇으로 거듭

나기도 하였습니다.

SCHAFT의 창업자인 Yuto Nakanishi와 Junichi Urata는 바로 

이 HRP을 연구하던 연구팀 중 하나였습니다. 동경  JSK 

(Jouhou System Kougaku) 로봇연구실의 멤버였던 이들은 10

여년간 HRP 프로젝트를 통해 휴머노이드에 한 다양한 노

하우를 쌓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SCHAFT를 창업하기에 이릅

니다.

이들이 가진 가장 핵심적인 휴머노이드 기술은 바로 액추에이

터였습니다. 실제 사람의 경우 달리기를 할 때 약 400W의 출력

을 무릎에서 내는데, 이러한 출력을 내는 상용 모터는 이미 그 

무게만도 2.5kg에 달합니다. 무거운 모터를 쓰면 그만큼 중량

이 더 증가하고, 이를 지탱하려면 더욱 거 한 모터를 밑단에 

추가해야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고출

력을 낼 수 있는 액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 개발의 핵심 기술이

라 할 수 있습니다. SCHAFT의 창업자 Junichi Urata박사는 

고성능 액추에이터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발열 문제를 

수랭(水冷)식 냉각 시스템을 통해 개선하였으며, 이렇게 개발

한 강력한 액추에이터를 기반으로 DRC 회의 참가 로봇을 만

들게 됩니다.

한편, 2013년 DRC 회는 일본 쓰나미 재난이 계기가 되어 

최고의 재난구조용 로봇 선발을 목표로 경연을 벌였습니다. 로

봇은 차량 이동, 장애물 통과, 사다리 오르기, 잔해 치우기, 

문 열기, 드릴로 벽 뚫기, 밸브 잠그기 등 총 여덟가지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기본적인 보행 능력 뿐 아니라 상황 인

식, 판단, 매니퓰레이션 등 종합적인 로봇 기술을 요구하는 일

이었죠. 이 회에서 SCHAFT는32점 만점에 총 27점을 얻어 

우승하였으며, 이는 2위팀 IHMC 팀보다 7점이나 많은 점수로 

이를 통해 본인들의 휴머노이드 기술이 넓은 영역에 걸쳐 다른 

기업들과 차원이 다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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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diaZFIUBMBQ

아쉽게도 SCHAFT는 올해 6월에 열리는 DRC 최종 예선에는 

불참한다고 합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자신들의 상업용 로봇제

품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으나 회 내내 사진 촬영

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회 후에는 관련 자료들을 부분 

삭제하며 보안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았을 때 기술 유출에 

한 우려가 근본 원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

입니다.(주: DRC는 참가팀들의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

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구글(SCHAFT)은 100만 달러의 우승 

상금 수령도 포기하였으며, 이는 기술 유출 우려가 다음 회 

불참의 이유임을 추론케 합니다.) 

2족 로봇의 최강자 SCHAFT가 구글의 전폭적 지원 아래 또 

어떠한 놀라운 로봇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기 가 큽니다. 만약 

구글의 또다른 인수 기업인 Boston Dynamics와 시너지를 발휘

한다면 진정 인간의 움직임에 근접한 로봇을 내놓을 지도 모릅

니다. 구글은 이 외에도 6개의 기업 인수를 통해 로봇 하드웨어 

개발을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딥러닝의 가 

Geoffrey Hinton 교수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의 영역 역시 막강

한 진영을 구축하고 있기에 '인간에게 널리 보급되는 첫 로봇'을 

만드는 기업으로 구글을 꼽기에 부족함이 없을 듯 합니다. 미래

를 실현하는 이름 구글, 그들은 과연 어떤 로봇을 만들어 나갈

까요?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nHohqPChqjc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8oU92Tt-yG0#t=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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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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촬영을 하여 기사형식으로 제공하며 연구주제, 연구내용, 연구의 국내외 상황, 앞으로의 비젼 등을 담아 동영상과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다. 

살아있는 세포와 생체적합성 재료를 이용해 실제 조직과 유사

한 외형과 구조를 가진 기능성 인공조직을 제작하는 기술을 

3D 세포 프린팅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2013년 몽골 소년 네르

구이 바람사이(6)에게 콧구멍을 이식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

다.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 보실 분은 이식수술에 직접 참여하신 

3D 세포 프린팅 기술로 인공조직을 연구하신 조동우 교수님이

십니다. 그럼 교수님을 직접 찾아뵙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

록 하겠습니다. 

1.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주요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3차원 프린팅을 어떻게 의료에 적용하겠는가. 다양한 방법

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그 중 최근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3차원 프린팅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형

상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기술인데, 일반적인 재료가 아닌 실

제 살아있는 재료 즉, 세포나 단백질 같은 것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3차원 틀을 만들고, 

살아있는 생체 조직을 이용해 3D 프린팅을 만드는 연구입니다.

2. 2013년도에 이종원(성형외과), 김성원(이비인후과)교수

와 함께 3D 세포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기도 지지대를 개발

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3D 세포 프린팅 기술이라

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 일반적으로 3차원 프린팅이라고 하면 복잡한 형상을, 예를 

들어 조각 같은 것을 생각하면 기존 block(덩어리) 있고 그것을 

깎아서 형태를 만들어가는데 이건 그와는 정반 에요. 한 층 

한 층 만들어 쌓아가면서 큰 재료, 소재를 깎아서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 로 한 층 한 층 쌓아서 적층하여 3차원 형태를 만드

는 것을 3D 프린팅기술입니다. 굉장히 아주 복잡한 형상도 아

주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정 도 부분에서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회자되고 있는 3D 프린팅 내용들입

니다.(소재측면) 기존의 소재는 금속이라든가 플라스틱 등등의 

소재인데, 그것들은 바로 몸 안에 쓸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하는 일은 실제 몸 안에 쓸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3차원형태를 만드는 것과 필요한 곳, 즉 몸 안의 실제 세포와 

실제 조직으로 이루어진 3차원 형태로 인간의 조직과 똑같이 

만들어서 나중에 그것을 이식하게 되면 조직 혹은 장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3. 생체조직을 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D 세포 

프린팅 기술로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연구 분야를 조직 공학, 재생 의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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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3  요소가 있어요. 스캐폴드

(Scaffold)라고 하여 다공성의 구조체가 있습니다. 세포는 당연

히 필요하고, 세포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주고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Protein(단백질)인 영양분, 산소로 Biomolecule(생체 분

자)들이 필요합니다. 세포와 생체 분자들을 잘 섞어서 다공성의 

스캐폴드에 뿌립니다. 그것을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면 세포가 

점점 자라고 분화하며 조직화가 되고, 그럼 기존 다공성의 구조체

가 나중에 이식(Implant)하게 되면 몸 안에서 녹아 없어집니다. 

이러한 진료의 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한 20~30년 전쯤에, 조직 

공학 분야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몸 안에 없어지고 나면 

그 부위가 전부 자기 세포나 조직이 신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환자의 세포로 그 조직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

죠. 아직은 연구 단계이지만 잘 되면 20~30년 후에는 우리가 

필요한 어떤 조직이나 장기도 본인의 세포로 만들 수 있습니다.

4. 기존의 하이드로젤을 이용한 바이오잉크와의 차이점은 무

엇인가요? 

- 한 가지 세포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세포나 다양한 조직

(배양)이 가능하죠. 서두에 말씀드린 살아있는 조직으로 살아있

는 3차원 프린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 로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배양을 하면 이것이 나중에 심장도 되고 간도 될 수 있다

는 것이죠. 세포를 프린팅 할 때 세포를 그냥 일반 주사기로 

프린팅하면 세포가 다 죽어 버리죠. 오염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젤로 봉입을 합니다. Protect 

(프로텍트)를 하여 하이드로젤로 프린팅합니다. 그러면 세포들

은 하이드로젤 안에 쭉 배열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어떤 하이드로젤로 프린팅을 하느냐가 큰 관건이에요. 

지금까지 세포 프린팅을 연구하는분들이 전 세계 그룹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몇 군데 있긴 한데요. 제가 보기엔 하이드로젤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아주 값 싼 하이드로젤을 쓰거나 

다루기 쉬운 소재를 쓰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에 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하

이드로젤을 바이오 잉크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이 바이오 잉크

를 실제 몸에서 추출해낸 조직을 재료로 만든 바이오잉크로 사

용합니다. 기존 세포가 있던 그 주변의 조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세포가 굉장히 친숙하고 분화도 잘됩니다.

5. 연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기술에 대한 국내 상황과 국외상황을 구체적으

로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실정인가요?

- 조심스럽긴 한데요.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요. 국제적으로 5~6군데 되는데요. 그분들 부분

이 실제 조직을 리메팅해서 프린팅 하여 장기를 재생하고자 

합니다. 바이오 잉크의 재료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부분이 

알지 네이트 젤(Alginate Gel)을 재료를 쓰고, 좀 더 고급재료

로 콜라겐을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도 가격이 알지 네이트는 

싸지만, 콜라겐의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고 조절이 쉽지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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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 조직을 재생하고 싶어 줄기세포가지고 연골로 분화시켜

야 되는데 줄기세포를 프린팅을 할 때 어떤 하이드로젤로 봉입

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푸줏간에 가서 고기를 

사와서 도가니를 가지고 다지고 용액에 녹이고 해서 하이드로 

젤로 만듭니다. 그전에 탈세포도 하고, 먼저 세포부터 다 제거

를 해야 합니다. 세포가 남아있으면 면역장애로 안 좋죠. 그래

서 그 실제 연골조직을 가지고 바이오 잉크를 만듭니다. 거기에

다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의 줄기세포를 떼어서 여기다 넣죠. 

이것을 프린팅을 한 다음에 어떤 형태든 만들어서 그것을 인큐

베이션하면 그 안에 처음에 넣었던 줄기세포들이 연골조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져요. 보통 그 연골조직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거든요. 

5-1. 그 바이오 잉크를 사용한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는 건가요?

- 아직까지 전 세계에 저희밖에 없죠. 조직을 탈 세포화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연구들은 많이 하긴 해요. 그런데 그것을 3D 

프린팅에 적용한 것은 저희가 전 세계 중 처음이죠.

네이처에 논문도 발표하고 이제 실용화에서 임상까지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 바이오 인공연골은 2015년 일반화되고 2020년쯤에는 바

이오 복합장기, 인공신장, 췌장까지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

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향후 가능성 발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저는 그렇게 까지 낙관적으로 보진 않고요. 빨리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뼈와 연골의 연구는 상당히 많이 되

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적용이 되려면 식약청 허가가 

나야 됩니다. 세포가 들어가는 어떤 결과물은 식약청 허가 받는 

것이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예를 들면 개발 유효성, 안정

성에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연구가 끝나더라도 그때서부터 

식약청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5년이나 7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투자받아서 하는데 그 기간을 못 버티고 어

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세포가 한두 가지

가 아니라 수십 가지 세포로 이루어진 췌장을 만든 경우는 허가

를 받으려면 제 생각엔 그 절차만 해도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일단 췌장이나 장기들은 만드는 것까지도 실제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제 생각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도 짧다고 봅니다. 더 필요할 것 같

고, 그것이 끝나도 실제 상용화되고 임상 적용되려면 그 뒤로도 

또 10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결코 어렵다

고 보고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겠지만,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어려움 때문에 상용화되는데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모병원과 함께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심근경색의 경우 

3D 프린팅 기술로 패치 같은 것을 만듭니다. 어느 부분에는 

혈관 세포를 프린팅하고 어느 부분에는 근육 세포를 프린팅 

합니다. 이러한 패치를 만들어서 심근경색이 온 부분에 부착을 

하고 수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쥐 실험에서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6-1. 상용화 가능성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건가요?

- 조직이라 하면 연골, 뼈, 근육, 피부인데 그런 조직의 일부

들을 재생시켜서 이식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훨씬 빨리 

가능할 겁니다. 최근에 미국 피츠버그 학인걸로 알고 있는데

요. 근육 위축증 환자가 치료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탈세포화 

시킨 근육조직을 가지고 스캐폴드를 다공성있는 스폰지처럼 

만들어서 동물실험은 끝냈고 임상 실험을 들어간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 조직 쪽은 어떤 기능을 하는 조직보다 훨씬 빨리 

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2013년 몽골 소년 네르구이 바람사이(6세)에게 이식한 인

공장기는 새로운 바이오잉크를 분사하여 생체적합성을 높

였다고 하는데요. 몽골소년 네르구이 바람사이 같은 경우 

어떤 케이스인가요?

- 저희 연구소의 적용하는 방향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

다. 그 중 하나가 조직 공학이구요. 세포를 사용을 하여 실제 

조직을 만드는 것, 그 외에도 3D 프린팅을 얼마든지 의료 기술

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 계획을 세울 때 CT 

이미지를 가지고 의사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만약 양악 수술을 

한다면 CT를 가지고 실제 3D 프린팅으로 두개골을 스컬을 그

로 만들어서 자르고 붙이는 계획을 세운다거나 연습을 하는

데 많이 이용됩니다. 이러한 것도 저는 3D 프린팅이 의료 기술

에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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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그건 조직 재생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포도 

안 쓰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르구이 바람사

이의 경우는 매우 긴박했어요. 5~6세쯤 되는데 코가 없어요. 

코만 없는 것이 아니라 콧구멍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입으로만 숨을 쉬는데 부분은 30살을 못 넘긴다고 합니다. 

자다가 컥 막히면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운이 좋게 

그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눔의료재단, 성모병원과 펀드를 얻어 수술하러 왔습

니다. 성형외과에서 코 만들고, 이 코 만들었다는 것은 가슴뼈 

떼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드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이고 기도에 구멍을 뚫은 것은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요. 그것은 이비인후과에서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구멍을 쭉 

뚫어서 여기까지 연결을 시킨 거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매일매일 회진 도중 다 뚫어놨는데 가보

면 막혀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쉽

게 말씀드리면 상처를 내면 상처가 아물잖아요. 그런 개념이라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쩡한 뼈를 뚫어놨으니까 상처를 냈으

니까 아물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죠. 3D 프린팅으로 이 친구한테 딱 

집어넣어서 딱 맞춤형으로 한 4주에서 5주정도 있으면 점막조

직이 생길 텐데 그때까지 버텨주면 된다고 만들 수 있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급하다고 했습니다. 2주 동안 시간을 주겠다고 하더라

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캐폴드도 아니고 3D 프린

팅의 일반적인 활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CT 이미지를 보

내주고 저희가 그 CT이미지를 가지고 컴퓨터에서 프로세싱해

서 3D 프린팅 정보를 저희가 100% 만든 시스템을 가지고 딱 

개인 맞춤형으로 하여 여기에다가 두 개가 콧구멍이 들어가고 

하나만 Stent(이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으

로 만들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딱 맞더라구요. 정말 

신기하더라. 말로만 3D 프린팅 들어봤는데 이렇게 CT 이미지 

보내줬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2주 만에 만들어 온 것을 보니 

신기하다고(의료진)들이 말하였습니다.

8. 세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활용법이 있는데요. 지능 생

산 시스템 연구단에서 여러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

습니다. 인공장기 외에도 여러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

립니다. 

- 인공장기는 궁극의 목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연구과정에서 유용한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공

패치 같은 경우는 치료용으로 Drug Delivery(약물 전달)라고 

하여 약물 방출형 구조체를 만들수 있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아산 병원과 함께진행하는게 있는데, 췌장암 수술 후 예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의 90%이상은 1년 내에 죽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암 조직이 보여도 다 못 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워낙에 혈관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보면서도 못 

떼어낸다고 합니다. 떼어낼 만큼 떼어내고 더이상 못 뗍니다. 

그러면 금방 또 암이 퍼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패치로 

췌장암을 치료하는 파이브-에프유(5FU)2 라는약재를 포함해

서 몸 안에 넣으면 녹아 없어지는 재료를 써서 패치를 만듭니

다. 떼어 낸 만큼 떼어내고 암 조직이 아직 남아있으면 그 부위

에 얹어서 스티치를 하는 수술이 많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면 뼈 골수염이라고 굉장히 골치 아픈 

병이 있는데요. 골수안에 염증이 생겨서 나중에 도려내야하는 

병입니다. 이러한 상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 골수염을 치료

하는 Vancomycin(반코마이신: 세균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 

Tobramycin(토브라마이신) 약들을 넣어서 뼈 모양을 만듭니

다. 그리고 인공패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분출이 되면서 

골수염도 치료하고 나중에 뼈 조직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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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런 연구에 힘입어 앞으로 연구 계획 중인 연구나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치료하는 패치 당장 활용도도 높고 상용화도 가능하지만 

궁극의 목표는 심장, 간 -지금 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간을 환자 자신의 세포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령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줄기세포를 떼어서 심장을 만들고 

그 심장을 바꿔주는 것이 궁극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연구하는 기간 동안에는 될 것이라고 생각안합니다. 그걸 목표

로 가는 것이고 가는 중간에 계속 유용한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실제 적용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10. 정부에서도 차세대 유망산업과 직종으로 3D프린팅 전문

가를 양산할 계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연구에 활용

하고 계신 분으로써 앞으로 정부가 3D프린팅 사업을 발전

시키고 확대해나가기 위해 어떠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은 3D 프린팅이 의료기술

에 적용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 3D 프린팅이라는 

분야가 이만큼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조금밖에 안됩

니다. 3D 프린팅은 심지어 옷도 만들고 집도 지었다고 하고 

총기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활용도는 얼마나 될지 사실 

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야 전체까지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정부 지원이 작년부

터 굉장히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Manufacturing이 거의 백년,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제조

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3D 프린팅은 새로운 어떤 제조업

의 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나 항공기

를 만드는데 3D 프린팅 기술을 하나 더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는 3D프린

팅이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연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3D 프린

팅 기술을 알면 알수록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 

태어난 기술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정부에서 바이오 메

디컬 분야에 전문가도 키우고 이쪽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더불어 식약청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물론 까다로운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람한테 적용이 되

어야 하는 부분이라 허가를 독하게 얻고 3D 프린팅 기술이 적용

이 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패러다임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

지는 허가를 받으려면 아주 구체적인 Dimension(규정)이 있어

야 하는데 사각 패치를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동그라미 형태

는 또 다시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3D 프린팅이라는 것은 기본 개념이 환자 맞춤형인데 일일이 

경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식약청 분들도 만나고 

규제 이야기도 했는데요. 최근 9월 1일 날 수술을 하였는데 식

약청에서 환자 한명에 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빠른 허가

를 내주었습니다. 그 분들도 요즘 굉장히 이 쪽 분야에 해 

의지를 갖고 계시고, 언제든지 3D 프린팅이 원활하게 의료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런 지

금의 움직임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11.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바이오인공지지체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분들에게 조언 부탁드리겠

습니다.

- 기계 공학 졸업한 학생들은 학원 와서 우리 Lab.에 와서 

배우는 겁니다. 포스닥경우 재료, Biomaterial전공자들도 있

고 다양합니다. 기계 공학 졸업한 학생들도 학원을 와서 배워

가지고 하는데 잘합니다. 그만큼 동기가 있으면 하더라고요. 

우리가 융합 학문이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가 합치면 새로운 분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계 공학 졸업한 학생에게는 너의 특기는 기계 공학이다. 가령 

세포 프린팅으로 뭔가 결과를 냈다. 이럴 때도 여러 가지 분야

가 합해져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만 다른 분야보다는 기계 공학 

분야 즉, 3D 프린팅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게 좋은 결과가 나왔

다고 말을 할지. 그쪽 분야에 우리의 기여도가 있는 거니까. 

또한 줄기 세포를 가지고 분화도 시키고 하는데, 줄기 세포만 

평생(연구한) 사람들하고 경쟁하면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당

연히. 그분들은 줄기 세포가 왜 분화하는지, 그것까지 다 연구

하고 우린 그것이 아닌 현상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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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자체가 엔지니어링이고, 단기간이던 장기간 연구든 간에 

결국은 실제 의료에 적용하고자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원리 자체는 50년이나 100년 뒤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당장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현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세포도 다루고 

하지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왜 이렇게 된다는 

연구는 거의 안합니다. 아예 학부서부터 쭉 박사를 받은 이런 

친구한테는 너의 특기를 살려라고 말합니다. 너의 특기는 

Material이다. 새로운 Material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Material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합쳤더니 조직 재생하는데 

기존의 Material보다 훨씬 좋더라 효과가 있더라 하거든요. 

제가 어려워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을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공동작업(Collaboration)으로 해야 하니 최소한 2~3그룹이 합

쳐서 연구하니 서로 자기 것만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의 특기는 깊이 공부하고 그 외에 것은 커뮤니

케이션을 위해서 깊이있게는 아니더라도 다 알아야 한다고 말

합니다. 

* 1. 스캐폴드(Scaffold) : 조직구축, 세포기능 제어를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ECM(세포외 기질 Extracellular 

matrix: ECM)이다. 세포의 물질 중에도 단백질과 다당류

와 같은 유기 고분자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세포외 기질

(ECM)이라고 불리는 유기고형물질이 존재하고 조직의 

구조적 지지체로 세포의 접착유도물질 역할을 한다. 또한 

ECM은 생체 조직 내에서 가교된 젤 상태, 다공성 네트워

크로 존재한다. 

* 2. 파이브-에프유(5FU) : 세포독성제(독약) 전문의약품, 

Pyrimidine 유사체로서 세포내에서 독성 사물질들로 

변환되어 DNA와 RNA에 삽입되며 결과적으로 세포증식

사이클을 정지시키고 DNA 합성을 금지시켜 세포자살을 

일으키는 전문의약품.

안녕하세요. 메이트릭 회원 여러분! 요즘 생활속에서 핸드폰 

등의 모바일 기기는 이미 떼어 놓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밧데리가 일찍 소모되어 불편하셨던 경험들이 있으

실 겁니다. 최근 간단한 화학공정을 통해 무수하게 많은 매크로 

기공(작은구멍)을 포함하는 무기질 산화물을 합성하여 충전속

도를 7배나 개선할 수 있는 리듐이온전지 개발하신 연구자가 

있어서 찾아 왔습니다. 포항공  화학공학과 이준우 교수님이

신데요. 직접 찾아 뵙고 이번 연구에 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

록 하겠습니다.

1. 교수님의 현재 하고 계신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 우리 연구실은 차세  에너지 저장에 쓸 수 있는 나노 포러

스 물질(NANO Porous Materials)을 만드는 건데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전극으로 전지물질 경우 입자 사이즈가 상당히 

큰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기에 높은 파워에서 낼 수 있는 전극으

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노 입자를 만드는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나노 입자의 경우에는 전극을 만들어도 

여러 바인더 같은 것을 사용하여 전극 물질로부터 많이 떨어져 

나오고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두 가지

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연구실에서는 2차 전지나 수퍼 커패시

터에 들어갈 수 있는 전극물질을 나노 다공성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큰 입자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기공을 많이 뚫려져 있기에 

전해질이나 어떤 이온들이 빨리 움직일 수 있어서 높은 파워를 

낼 수 있고, 또한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전극 물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전지나 전극 에 쓸 수 있는 다양한 

물질을 나노 다공성 형태로 만드는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노 다공성 소재는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연

구진 같은 경우에는 나노 다공성 소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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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만드는 연구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잘하는 연구

진 중에 하나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러스 물질, 특히 메조포(Mesopor.)라는 물질

에 해서 사람들이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메조포는 

2nm~50nm 사이의 물질을 우리가 메조포라고 이야기합니다. 

2nm에서 50nm 사이의 물질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표면적

도 넓으면서 기공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물질 전달이 비교적 

잘 되기에 아주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논문을 낸 분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장치에 

관련되는 배터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에너지 저장뿐만 아니라 

어떤 촉매나 혹은 연료 전지, 태양전지의 전극으로도 쓰일 가능

성이 상당히 많은 분야입니다. 저는 그러한 메조포러스 물질

(MesoPorous Materials)을 만드는 연구를 많이 진행 했습니다. 

메조포러스 물질 자체만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질 수 있

습니다. 그래서 메조포러스 물질에다가 기공이 좀 더 큰 매크로 

포러스 물질(MacroPorous Materials)을 두 개를 결합을 시키

게 되면, 메조포러스 물질이 물론 확산성이 좋지만, 조금 더 

확산이 좋은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물질을 만들게 

되면 전극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극, -우리가 촉매반응을 일

으킬 때에도 굉장히 확산이 좋아야 촉매 반응이 굉장히 원활하

게 일어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나 촉매 등,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메조포러스 물질 뿐만 아니라 메조포와 다른 기

공이 포함된, 더 큰 기공이 포함된 결합된 형태의 어떤 차세  

다공성 물질을 만들려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만든 

물질이 2차전지의 전극으로 쓰일 경우나 수퍼 커패시터의 전극

에 쓰일 경우는 이온 같은 것들을 어떤 큰 기공에 담아 두었다가 

그런 것들이 다시 메조포러스 물질 안으로 서서히 확산됨으로

써 기존에 전극물질에 보다 상당히 이온이 빨리 이동할 수 있습

니다. 이온이 빨리 이동한다는 것은 파워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연구진도 이런 부분들에 해서 연

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최근에 충전속도 7개 빠른 리튬이온전지 소재를 개발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충전 속도나 방전 속도, 특히 중요한 것은 전기 

자동차나 휴 폰도 마찬가지인데요. 빠른 시간 내에 충전을 해

야 우리가 실생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에 개발을 한 소재 는 기공이 두 가지 형태로 뚫려있는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매크로 포러스는 50nm보다 큰 포러스구요. 메

조 포러스는 2nm하고 50nm 사이인데, 표면적이 넓어서 전지

에서 많은 양의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데 도움도 되고, 50nm 

정도의 큰 포우가 주변에 있으며서 전해질을 많이 가두어 둠으

로 해서 전해질이 빨리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지에 사용하고 있는 물질보다 충전 속도가 일반적으로 5배~ 

7배 이상 빠른 소재를 개발 하였습니다.

다공성 소재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룹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한 방법으로 만듭니다. 가령, 메조포러스 실리카

(Mesoporous Silica) 만들 때에도 유기물을 이용해서 만듭니

다. 그 유기물과 무기물의 혼합체로 만들고 다시 유기물을 제거

해서 포러스 실리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실리카를 만든 것을 

이용해서 다시 메조포러스- 본 논문에 소개한 것처럼 - 이산화

타이타늄(TiO2) 혹은 다른 메타로사이트 아이템을 만들게 됩

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너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메조포를 만들 

때에도 이렇구요. 그 다음에 메크로포와 메조포를 같이 만들 

경우에는-확산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메크로포를 위

한 물질을 먼저 만들고, 또 메조포를 위한 주형 을 안에다가 

집어 넣고, 다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드는 그러한 공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는데요. 이것들을 보다 간단하게 만들

고 더 실용화에 하기 위해, 2차전지전극물질 중에 안정한 전극 

물질로 잘알려진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를 다공성 소재로 엔지

니어링을 잘해보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 연구에 해서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

면, 블락 코팔러머(Block Copolymer, 블록 공중합체)은 

2~50nm 정도 되는 메조포를 만들어 주고, 레졸(Resol)이라는 

고분자물질이 있는데요. 이 레졸이라는 고분자물질은 굉장히 

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두 개를 전부 섞어서, 용액에 넣어

서 돌려 준 다음 타이타늄 전구체를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돌린 후, 용매를 날리게 되면, 레졸은 메크로포를 위한 주형으

로 사용이 되고 블락코팔러머는 메조포를 만들어지게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메조포와 메크로포를 가진 TiO2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용액으로 쉽게 날려서 만든 형태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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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의 형태가 페이퍼같은 플렉서블한 전지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플렉서블한 전극 위에다가 아주 코팅을 예쁘게 잘 해야 

합니다. 그 플렉서블한 전극을 용액에다가 담궜다가 쫙 빼서 

말리고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메크로포러

스와 메조포러스가 같이 공존하게 되는 전극물질을 만들수 있

게 됩니다. 

이 물질은 충전속도가 기존 TiO2 벌크물질에 비해서 한 5배에

서 7배 정도 되는 그러한 빠른 속도의 특성을 보였습니다. 간단

하게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파워를 낼 수 있는 

전극 물질입니다. 또한 타이타늄옥사이드 자체가 매우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전극 성능으로서도 안정한 물질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안정한 전극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노트북과 전기자동차같이 오랫동안 쓸 수 있

는 안정한 전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어떤 물체에도 

매우 쉽게 전극물질을 코팅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

니다.

3. 연구팀은 원료 물질을 혼합하고 열처리하는 비교적 간단한 

공정을 통해 이러한 전지를 만들어 냈다고 하는데.. 구체적

인 얼마나 쉬운 방법인지 공정에 대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 이런 물질을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

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화학과가 아닌 화학공학과에 있기 때문

에, 어떠한 물질을 만들 때, 기초적인 현상도 중요하게 생각하

지만 이게 상용화가 가능한가라는 것을 연구원들과 염두해 두

고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50nm 이상의 포와 작은 포가 

같이 혼재하는 형태의 물질을 만들 경우도 있는데요. 먼저 큰 

포를 위한 주형을 먼저 만들고 또 작은 포를 위한 주형을 먼저 

만들고, 큰 포를 위한 주형을 먼저 전체를 통해서 쌓은 다음에 

작은 포를 위한 주형을 주변에 집어 넣고 그러고 나서 프로스, 

다공성 소재를 만드는 복잡한 방법을 거칩니다. 가격 문제도 

있고 만드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전극을 만들려면 어떤 특정

한 표면 위에다가 전극 물질을 올려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만드

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개발을 한 것은 작은 포를 만드는 블락 

코팔러머에 레졸이라는 고분자를 같이 넣고, 용매를 날리고 열처

리를 하게 되면 원하는 형태의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어

떤 전극물질 위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포러스 물질을 올려서 

만들 수 있기에, 다양한 에너지 저장 장치에 쓸 수 있는 방법이라

고 생각합니다. 

4. 매크로 기공을 통한 충전속도만큼 밧데리의 저장능력도 중요

할거 같습니다. 혹시 밧데리의 저장능력에도 장점이 있나요?

- 충전 속도는 결국에는 파워하고 관련 되어 있고, 저장 능력

은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담고 있느냐와 관련이 있는 거죠. 오

랜 시간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노 물질로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표면적이 넓어지고 입자 사이즈가 큰 물질에 비해

서 전반적으로 저장 용량이 20%~40% 정도 향상이 됩니다. 

지금은 타이타늄 디옥사이드(이산화티탄)에 해서 연구를 진

행을 했기 때문에 용량이 한 200mAh/g 정도로 나오는데, 만약

에 다른 형태의 옥사이드 물질로, 예를 들어 아이언옥사이드나 

니켈 옥사이드, 코발트 옥사이드, 티타늄디옥사이드 이런 물질

로도 충분히 확장을 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그 초기 결과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런 걸로 

바꾸게 된다면, 충전 속도도 빠르면서 용량도 지금 우리가 발표

한 논문보다도 3~4배 이상 높은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곧 

아마 논문으로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

5. 밧데리의 다공성 물질 개발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 같은데요. 교수님이 개발하신 방법이 다른 

연구들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나 특징이 있나요? 

- 다공성 물질을 나노 입자에 비해서 큰 물질의 구멍을 다공

성을 뚫어놓은 형태의 전극 물질이 훨씬 더 다양한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에 해서 연구를 우리도 오래 전부터 

해왔고, 다른 연구진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적으로 영국의 피터브루스 교수 연구진도 이쪽 부분에 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 두 그룹이 있습니다 . 

우리연구진이 외국에서 하는 거에 비해 장점을 말씀해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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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공성 물질을 만드는 방법은 경질 주형법이라는 방법이 

있고, 연질 주형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질 주형법은 말 

그 로 딱딱한 물질을 주형으로 사용해서 만드는 것으로 주로 

외국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연구를 했었

고요. 딱딱한 주형을 먼저 만드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

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채워 넣고 나중에 딱딱한 경질 

주형을 제거를 해야 하는데 이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

들이 싫어하는 불산(Hydrofluoric Acid, 수소와 불소(F)가 합

쳐진 불화수소(HF)를 물에 녹인 액체)이 사용됩니다. 불산에 

한 사고가 많이 나오죠. 불산을 사용하였을 경우는 상용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프로세스 는 그러한 것들

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실험실에서 만든 블락코팔러머나 

레졸이라는 고분자를 집어넣고 그냥 열처리만 하면 되기에, 훨

씬 더 간단하고 독성 있는 물질이 사용되지 않기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6. 앞으로 향후 계획 연구 계획이 있으신지 소개해주세요 

- 이 다공성 물질을 잘 컨트롤해서 에너지 저장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 즉, 물 분해나 혹은 연료전지의 전극 쪽에도 사용 

하는 것을 연구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2차 전지가 우리가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받았을 때 그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저장을 해서 우리 실생

활에 필요한 것에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2차전지에 한 연구도 연구원들과 많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 전지를 이용하여 바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지만 태양 전지를 가지고 전기 분해도 

할 수 있습니다. 태양전지로 나온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와 산소

로 에너지를 잘 갈라 놓는다면 수소를 저장을 해서 나중에 필요

할 때 연료 전지로 돌려서 에너지를 쓸 수 있죠. 신재생 에너지

로 생각해 보면, 물을 분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수소를 굉장

히 잘 이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야에 저희가 다공성 소재 물질이 잘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공성 물질 소재라는 것은 부분 촉매반

응을 일으키는 것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

에, 촉매 입자를 다공성 소재 위에 올려놓고 물을 분해시킨다던

가 혹은 연료 전지의 전극으로서 반응을 시킨다면, 기존에 있는 

전극물질보다 훨씬 향상될 수 있는 전극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료전지 같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

구비와 관련된 문제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다

공성 물질을 이용한 2차 전지와 연료전지 두 분야에서 연구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7. 비교적 간단한 공정이라고 하셔서 상용화도 5년 이내로 가

능할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상용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연구가 더 되어야 하는지, 또한 특허나 기술이

전 등 상용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 일단 연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물론 저희가 다른 

연구진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낮추고 공정

도 낮추었기에 어떤 물질을 만드는 가격이라는 게 원료물질과 

공정이잖습니까.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낮추었는데 제 욕심 같아

서는 더 낮추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타이타늄 옥사이드 베이스에 전극물질을 

만들었는데요, 이 타이타늄다이옥사이드에 전구체도 티타늄디

옥사이드라는 물질에서 티타늄 클로라이드(Titanium Chloride)

로 바꾸게 되면, 가격이 한 1/10로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블락 공중 합체 고분자를 저희 랩에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만드는 방법을 좀 더 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다면 좀 더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전극들이 좀 더 가격을 낮추어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는 현재 

한 물질에 해서 특허는 이미 출원를 했으며, 곧 해외 특허도 

출원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 회사에서 논문을 낸 다음에, 연락

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이전은 저희가 좀 더 가격을 낮

춘 다음에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8. 전기자동차 등의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로 수퍼커패시터

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 강기석 교수, 중앙대 윤성

훈 교수님과 공동으로 "하이브리드 수퍼커패시터"의 성능개

선물질을 발굴하신 걸로 압니다. 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

립니다.

-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통상 배터리라고 얘기하는데요. 배터

리 경우는 그 에너지를 많이 담을 수 있지만 에너지를 빨리 

넣고 빼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번에 충전 속도

를 7배 정도 좋게 했다고 해서 논문을 냈는데요. 수퍼 커패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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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담을 순 없지만 그 에너지를 빨리 

넣었다가 빨리 뺄 수 있는 즉, 많은 파워를 높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수퍼 커패시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의 경우 10초안에 시속 100km 이상

의 속도를 내야 할 때에는 배터리로는 어렵습니다. 수퍼 커패시

터로 짧은 시간에 파워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퍼 커패시터

와 배터리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저장장치의 물질은 배터리처럼 에너지가 높고 수퍼커

패시터처름 파워가 빠른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형태의 저장장

치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다공성 물질 중에 엠비터오브파이브를 음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공성 엠비터오브파이브. 양극으로 티베이지트카

본을 사용해가지고, 이러한 그 배터리와 수퍼커패시터의 장점

만을 결합한 에너지 저장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개를 결합해서 파워도 높고 에너지도 많이 저장

할 수 있는 그런 전극 물질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이 연구를 하는데 서울 학교 강기석 교수님과 중앙 학교 

윤성훈 교수님께서 많은 경험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9. 현재 전기차,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에너지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기

에 앞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극복해야 하는 과제와 문제가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에너지 분야에서 일단 극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많은 

학교에서 연구를 진행을 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한 

물질들이 가격 같은 것에 염두를 두지 않고 논문을 쓰기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학교에서 기초적인 연구

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하는 

일과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연구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

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사에서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산업 과제를 통해서 

교수님들 연구실에 한 3년이나 5년 정도의 프로젝트를 주어서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 같고요. 학교

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연구실에서 끝나는 연

구가 아니고 실용화가 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문제에 해서 극복을 하거나 물질의 안정성 문제가 극

복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전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안정성을 좀 더 높여야 되는데 극복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분야에 여러 가지 에너지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전지, 연료 전지가 있고 태양 전지, 이 세 가지가 아마 

화학공학이나 화학소재공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분야인데요. 

그 전구에서 연구비를 투자를 받는 것도 그렇고 연구 하는 흐름

도 그렇고 어느 한 분야가 인기가 많아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분야에 뛰어 들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정말 해야 되는 

분야의 연구는 결국에는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각의 에너지 디바이스에 해서 정부에

서 비교적 균등하게 연구비를 투자를 하고 늘 교수님들이 하시

는 말씀이지만 3년 하고 나면 더 이상 투자를 받지 못해서 연구

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장기

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정부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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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앞으로 에너지 분야를 연구하고자 하는 후학들이 많을 거 

같은데요. 이분들에게 앞으로 연구에 대한 조언이나 충고

를 해주신다면?

- 전에 질문을 하실 때에도 잠깐 말씀 드린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6년 동안 2차 전지 분야가 상당히 유망하

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나 많

은 사람들이 그 분야를 연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엔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늘 

했던 분야들, 남들은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좀 더 유망

해 보이는 분야들도 너무 단기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장기간으

로 생각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만약에 연료전지를 

공부하고 있으면 그 연료전지에 필요한 연구를 앞으로 수 십년

을 바라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것에 한 연구를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언젠간 결국엔 빛을 보게 되고 , 결국 그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현재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중 자기가 하고 있는 거와 비슷한 분야

는 계속 눈을 돌려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갈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뚝심을 가지

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은 국보 제 285호 문화재인 반구  암각화 보존 방안으로 

가변형 물막이(카이네틱 댐, Kinetic Dam)를 설치하여 보존하

는 방안을 구상 중인데요. 현재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

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설치예정인 카이네틱 댐

이 오히려 높은 수압과 누수로 인해 붕괴될 위험성이 있어 암각

화 보존은 고사하고 문화재 파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조홍제 교수님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현 카이네

틱 댐의 구조로서는 절 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럼 교수님을 직접 찾아 뵙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

습니다. 

1. 지금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주요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침수방호 시스템에 한 연구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반구  암각화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침수 방호 시스템은 

쓰나미(Tsunami, 지진해일)가 왔을 때, 원자력 발전소가 침수

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전력이 없을 때에) 방호물에 한 개발 

그리고 그것을 응용해서 도시 시가지에 홍수가 났을 때에 응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 울산시는 도시생태조성이라는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 중

인데요. 교수님께서 울산시 5개 도시 하천에 대해 식생을 

조사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울산의 5개 도시 지천에 해서 조사했습니다만 사실 이 

현상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지천의 특성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과거에는 도시화가 되면서부터 각종 오

수나 하수가 하천이나 지천으로 들어오다 보니 생태계가 거의 

죽어있었던 상황입니다. 최근 수년 전부터 전국 지자체들 처럼 

울산시에서도 생태 하천을 복원하면서 어느 정도 하천 자체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중심으로 산책로라든지 자전

거도로를 설치하다 보니 생태게 측면의 동식물의 보존에서는 

아직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시의 하천은 깨끗해 졌지만 생태계를 살리는 부분에 해서는 

아직은 갈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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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은 공업도시인만큼 점점 증가하는 태풍, 홍수, 집중호우

와 같은 자연재난 피해로 도시방재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도시하천의 방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려야 

하나요?

- 지금 도시 하천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지천도 포함됩

니다. 울산시의 경우 주요 하천으로 태화강이 있습니다. 태화강

은 울산시 전체가 연계가 되어 있기에 울산의 도시 하천에 한 

책이라 하면 울산 태화강에 한 책이 되어야만 합니다. 

과거자료를 보면 1991년도에 태풍 글래디스가 왔을때는데, 

하루에 비가 약 470mm가 왔습니다. 그당시 울산시 전체가 물

에 다 잠기고 하천 제방도 터지고,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470mm는 학술적으로 약 300내지 500년 만에 오는 큰 비다라

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강우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달

라졌습니다. 

태화강은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으로 구분이 되는데 국가하

천 구간은 적어도 200년에 한번 올 수 있는 큰 비를 견딜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드렸듯이 그 

470mm라는 비는 요즘에는 200년에도 못 미쳐요. 그래서 태화

강 자체가 근본적으로 국가하천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

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도시화가 많이 

되어서 태화강의 역할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

니다.

그럼 안이 뭔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하천 자체만으

로 할 수 있는 기능은 울산시로 봤을 땐 없습니다. 중상류 구간

에 규모의 지하 저류지와 시가지 내에 있는 각 학교들의 운동

장에 지하 저류조를 많이 건설하여 태화강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을 줄여줘야만 울산의 도시 하천 침수 책이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가지도 태화강의 수위가 올라가게 되

면 시가지가 물 수위보다 낮게 되는데 현재는 펌프에 의한 강제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서도 추가적인 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반구대 암각화는 선사시대의 중요한 문화 유산이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 반구  암각화는 국보 285호로 하여 국가에서 많이 중요하

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국보에 한 책의 관점에서 보면 

좀 미흡합니다. 반구  암각화가 발견되기 전에 하류에 울산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그곳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연댐이 

1965년도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런데 반구  암각화가 1971년

도에 발견 되면서 국보로 지정된 게 198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반구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한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 천년 이상 견뎌 왔던 것이 사인댐 건설 이후 4~50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않는데, 최근 암각화의 풍화가 수천년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암각화가 1년에 7 ~ 8개월 정도는 

물에 잠기었다가 겨울 갈수기(물이 없는시기)가 되면 드러나는

데, 물 속에 잠기었던 암각화 부분 암에 물에 많이 포함된 

상태로 얼어서 팽창하고 봄에 녹게 됩니다. 

즉 동결융해를 4~50년 정도 겪으면서 급격하게 훼손되고 있

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울산  암각화 연구소에서 

연구한 부분으로 2000년도에 찍어 놓은 사진하고 2008년도에 

찍어 놓은 사진을 비교해 보니 풍화 속도가 약 2배나 높다는 

거죠. 또한 앞으로는 2배가 아니라 4배, 8배 이렇게 갈 수 있기

에 시급하게 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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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카이네틱 댐이란 공법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카이

네틱댐 공법은 무엇인가요?

- 일반 시민들한테는 조금 생소하죠. 우리말로 풀어 울산시에 

정확하게 이름을 명시한 것을 보면 "임시 가변형 투명 물막이"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임시라는 말을 넣어 놨어

요. 그건 완벽한 복안이 있으면 설치했다가 다시 없앤다라는 

조건인데요. 물막이도 댐이고 카이네틱댐도 댐입니다. 즉 가변

형이라 부르는 이유는 댐의 수위에 따라 카이네틱댐이 쭈욱 

빠졌다가 그 다음에 수위가 떨어지면 다시 내릴 수 있는 높낮이

가 조절이 가능하기에 때문에 가변형 또는 카이네틱 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봤을 때, 결론부

터 말씀 드리면 이건 절 로 해서는 안되는 설치입니다. 문화재

청이 요구하는 카이네틱댐 설치 조건이, 암각화주변 암에 한 

굴착이나 앵커 설치를 할 수 없고 철거시 원형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카이네틱댐 자체 무게로만 눌러서 안정성을 확

보해야 되는데, 자체 무게가 안전율에 따라 요구되는 무게의 

1/6 ~1/1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5m 깊이의 수압에 의한 누수

와 미끄러짐에 의해 구조적으로 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읍

니다. 즉 붕괴가 필연적입니다.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길이가 55m, 높이가 16m의 아치

형입니다. 폭이 16~18m라고 한다면 수공구조물 차원에서 보

면 중 또는 소규모의 댐입니다. 그것이 설치되어 물속 잠겨가지

고 암각화 쪽에 물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6. 반구대 암각화 주변의 수리적 특성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지금 암각화 상류에서 보면 하상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유속이 상당히 빠른 지역이고, 공교롭게도 암각화가 있는 부분

이 수충부입니다. 물이 가다가 물길이 치는 부분이라는 거죠. 

수리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지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

다. 세굴(물이 흐르면서 지반을 패이게하는 현상)에 의해서 훼

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암각화 밑을 보면 1~2m 파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형성 된 거지만, 댐이 만들

어지고 난 다음에는 60m 부근에서 수충부에 역할에 의해서 

세굴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

니다.

7. 현재는 만수위에서는 침수심이 깊어 통수 단면적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수리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는데 수위가 낮

아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 그 부분도 수리적인 부분에 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애기하

는 것 같습니다. 물이 많을 때는-댐이 용수 공급 댐이거든요.-

그 물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구조 자체가 물이 만수위 

60m까지 차야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여름에는 60m까지 안 가더라도 물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추

가로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물이 또 다시 흘러 가거든요. 만수 

부근에서도 유속이 빨라지는 수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

고 외관상으로 봤을때 비가 오게 되면 댐의 수위가 올라가게 

되고 유속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이 많으면 괜찮지 않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좀전에 말했듯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위가 낮아지면 하천에 한 수면 경사가 상당히 급

해집니다. 급해지다 보니 유속이 더 빨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보다 유속이 빨리지는 상태입니다. 빨라진다고 하

면 수충부이고 수리적으로 불리한 곳이니 그 부근에 침식으로 

인한 훼손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낮

추는 것 자체는 전혀 답이 아니다 라는 거죠. 

8. 정부에서도 어떠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딱 한가지죠. 암각화를 물 밖으

로 들어내기 위해 사연댐을 무조건 52m까지 낮추라하는 것이 

울산시하고 문화재청하고 논란이 되니까, 사연댐을 낮추는 

신에 물이 없어지잖아요. 물 때문에 울산시에서 반발을 했으니

까 낮춰지게 되면 그만큼 물이 없어지니 구 경북 지역에 있는 

운문댐 물을 끌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연댐내에 있는 

암각화의 높이가 53~57m까지 있습니다. 기존에 사연댐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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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60m이구요. 즉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다 잠기죠. 그래서 

52m까지 낮추라는 요구거든요. 그럼 52m까지 낮추게 되면 외

관상으로 봐서는 물 밖으로 드러나게 되죠. 물 밖에 드러나게 

되면 보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 60m 전후로 보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온 상태에

서는 수위가 올라가 홍수가 오면 물이 많이 빠르게 흘러 가거든

요. 그래서 암각화가 있는 60m 부근에 보면 실제적으로 암각화

가 많이 풍화가 되어 훼손되어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2003년 서울  석조문화재 보존과학연구회에서 낸 보고서 안

에 그 부분에 한 내용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52m로 낮

췄을 때 암각화가 물 밖에는 드러난다 해도 실제로 비가 좀 

많이 오게 되면 새로운 만수위 52m보다 수위가 더 올라가게 

되고 암각화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따라서 사연댐을 52m 낮추

게되면, 만수위가 60m일때 보다 수면경사가 더 급해지게 되므

로 더 빠른 유속- 우리 실험에 따르면 10배 이상 빠른 유속-이 

그 부분을 치게 되니까 오히려 더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보존 안이 일시적인 건 몰라도 장기적

인 보존책은 절 로 안됩니다. 정부에서 유네스코 등재에 해 

유연성있게 처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년 넘도록 

서로 싸우는 것이 귀찮으니까, 유네스코 등재에 해서는 얘기

하는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물을 낮추라고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물을 낮추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암각화 보존 

및 안전 문제가 또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9.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이 있다면?

- 지금 저는 울산시에서 제안하였던 '생태제방안'이 가장 적

절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수년 전부터 울산 전 시장님께 

건의사항 말씀 드렸습니다. 2년전에 시장님께서 문제점이 있다

고 예상이 되어 수리 실험을 하자고 하여 9개월에 걸쳐서 실험

을 했습니다. 암각화 상류에 지천(반곡천)이 하나 있는데, 지천

밑에서 부터 전망 뒤쪽으로 수로를 굴착해서 물길을 돌리고 

하류 쪽에도 암각화에 물이 안 가도록 제방을 쌓아서 하류로 

물을 빼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울산시에서 제안하였던 생태

제방안이고, 수리실험으로 확인을 해 드린 부분인데요. 제가 

보기로는 이 생태제방안이 울산의 물 문제도 해결을 하고 암각

화도 완벽하게 보존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뭐냐면, 정부, 문화재청에서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는 게 유네스코 등재거든요. 유네스코에 등재

하는 조건 자체가 주변에 있는 지형을 훼손을 하면 안 된다. 

사실은 그 부분이 반드시 그래야 되는지도 문화재청에서 정확

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못하는 상황인데도, 당연히 훼손되면 

안 된다는 원칙만 가지고 자꾸 그러거든요. 유네스코 등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보존이 되야 등재도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존을 확실히 하고 물도 지킨 후에, 현재 추진하고 있

는 유네스코 등재 조건이 암각화뿐만 아니라 위에 천전리각석

도 있거든요. 암각화와 천전리각석이 포함된 일  전체를 등재

한다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서 방금과 같이 

완벽한 보존안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나머지 전체는 현상태로 

보존을 했으니까 유네스코에서 그 부분을 받아주시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유일한 

방안은 조금 전에 울산시에 내놨던 생태 제방안, 그러니까 완전

히 물하고 차단하는 그 안이 유일하지 않을까하고 저는 생각하

고 있습니다. 

10. 여러 논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십 수년간 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귀찮고 어렵고 하다 해서 빨리 문제를 덮자

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댐을 낮춰서 암각화를 물 밖에 드러내고 

외부(운문댐)에서 물만 가져오면 해결된다는 생각에 너무 치우

치지 마시고, 또 한가지는 유네스코 등재라는 조건에 너무 집착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보존이니까 보존책을 먼저 생각하시

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네스코 등재라는 조건으로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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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분야는 연구가 많이 진행 되고 있지만, 실용화 부분에서

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이번 인터뷰에서는 나노튜브

와 나노 파이버 같은 지능형 재료들을 이용하여 로봇의 구동기

나 구조물의 상태 진단용 센서를 개발하고 계신 강인필 교수님

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교수님은 2013년에 SCI급 국제학술지

(복합재료B: 엔지니어링)에 최다 인용 논문 10편중 1편으로 선

정되었다고 합니다.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

니다.

1. 교수님의 현재 하고 계신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탄소 재료를 이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재료 연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특히 

나노 사이즈의 탄소 재료들(탄소나노튜브, 그래핀)을 이용해서 

지능형 재료로 만든 다음 공학적인 응용을 위해서 센서(Sensor)

나 액추에이터(Actuator)같은 변환장치(Transducer)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 소속이 기계자동차공학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자동차와 나

노의 연관관계가 있나요?

- 자동차라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 흔히 사용되어있지만, 모

든 기술의 총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구가 자동차

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동차에 쓸 수 

있는 기술을 굳이 말씀 드리면 주로 센서들로 향후 자동차의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수 있는 - 즉, 보행자와 자동차가 충돌했

을 때 감지 하거나 또는 자동차의 이상, 구조적인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손상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향후 자동차에서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나노튜브와 나노파이버를 이용한 지능형 재료를 개발하여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능형 재료라고 하면 주로 

센서를 의미하는 거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센서를 만드는 데 있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센서가 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것이

고, 또 하나는 재료 자체가 센서의 성질을 갖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후자인 재료의 특수한 성질을 이용해

서 센서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자하고 후자

가 잘 어우러져야만 좋은 센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저는 후자 

쪽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향후 전자적인 연구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4. 나노 소재의 지능형 센서들은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 같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 응용이 가능할까요?

- 센서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아까 말씀 드린 두 가지 측면 

중에 구조적인 측면하고 재료적인 성질의 측면이 있습니다. 제

가 연구하는 스마트 재료(Smart Material)를 비유하자면 어떤 

운동 선수가 있는데 아주 체력도 좋고 운동능력도 좋을 뿐만 

아니라 두뇌까지 좋으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구조적으로 센서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운동 선수의 신체적인 기능을 비유를 한 것이고, 머리까지 똑똑

하다는 것은 이 운동 선수가 운동에 천부적인 두뇌까지 타고나

면 훌륭한 운동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센서도 센서로서의 

훌륭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재료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구조도 

적합하게 된다면 더 좋은 센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축으로 연구하는데 우선은 재료적인 측면에서 접근

을 하고 있습니다.

5. 재료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힘과 변형을 감지하

는 분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료를 연구하고 있지만. 

학술적 배경은 기계공학에서 동역학 부분을 배웟기 때문에 힘

과 변형을 주로 많이 다뤄왔고 익숙합니다. 그런 분야로 주로 

촛점을 맞춰 현재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저와 유사한 연구를 하

는 다른 그룹들은 힘과 변형 센서뿐만 아니라 바이오 쪽의 바이

오 센서, 케미칼 센서 등 매우 다양하게 응용하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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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노 센서는 궁극적인 목표는 로봇의 인공피부나 인공신경

망인 걸로 생각됩니다. 현재 교수님께서 인공신경망을 위한 

기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신경망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

니다. 

- 사실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기초적

인 연구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신경은 중들에게 조금 더 

어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른바 포장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

니다. 인공피부나 감각은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굉

장히 도전적인 것이기에 목표를 조금 원 하게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공 피부의 경우 현재 연구 집단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MEMS 기술을 이용해서 전자소자를 만

들어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즉 센서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는 구조적인 방법이라 말씀 드린 분야에 접근 방법이 있고, 저는 

원래 재료 자체가 감각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고있습니

다. 인체의 피부는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는데 그 중에서 저는 

압력과 미끄럼 정도의 물리적인 감각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감각은 온도도 느낄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힘이라던가 변형에 관심 있어 그와 

관련 되어 있는 감각을 민감도가 조금 더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 

조금 더 세 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7. 작년에 복학재료 학회지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기계공학분야에서는 이러한 예가 매우 드

물어서 더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이 논문을 많은 연구

자가 보고 인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인데요. 저도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 많은 인용에 속한 것은 '복합재료 B:엔지니어링(Com- 

posites Part B:Engineering)'라는 SCI 저널인데요. 이 저널

에다가 투고를 해서 논문에 많이 인용되었다고 작년에 Certifi- 

cation을 주겠다고 저희 지도 교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래서 저는 Certification이기에 자격증을 의미하나 생각했는

데, 감사장이더라구요. 

이 논문이 많이 인용 된 것은 연구가 휼륭하다가 보다 제가 

이 Certification을 받은 그 논문은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연구

한 내용을 발표를 했던 겁니다. 당시에 카본 나노튜브라는 다소 

생소하고 일부 연구그룹에서만 사용하던 그런 물질이었습니

다. 그 재료를 이용하여 부분의연구자들은 강도를 높이는 연

구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 탄소나노튜브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

이 제가 연구하고 있는 힘이라던가 변형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나 또는 인공 근육으로 - 인공 근육은 다른 사람이 연구한 것을 

제가 잠깐 바꿔서 했습니다만- 즉, Transducer로 사용 하면 

좋은 성질이 있다는 것을 Composite Part B의 저널에다가 소

개를 했었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소개를 했기에 연구의 우수성보다는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비유를 하

자면, 우리나라 고전 중에서 홍길동 전이라던가 구운몽 같은 

작품들을 많이 읽는데, 그게 작품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최초

의 한글 소설이라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마 제 논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이루어진 연구기 때문이고 제목이 좋았

던 것 같습니다. '탄소나노튜브와 나노파이버를 이용한 지능형 

재료(Introduction to Carbon Nanotube and Nanofiber 

Smart Materials)'라고 해서 이쪽분야에 해서 연구를 시작

하는 분은 마치 처음 봐야 될 것처럼 제목을 지었기 때문에 

인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초창기 연구였기에 이 분야와 관

련된 연구자 분들이 어떤 역사적인 의의 때문에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을 발표할 때에는 카본나노튜브라는 재료들이 일반 

연구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때 주로 공학 분야에

서의 연구는 이 카본나노튜브라는 것을 다른 재료와 섞어서 

복합 재료화 시키는 - 다른 재료와 섞어서 좀 더 튼튼한 재료를 

만들자. - 그런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튼튼한 것 뿐만 아니

라 똑똑하게 만들자라고 착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Smart 

Material이란 것을 했었고, 이 Smart Material을 어디다가 쓰

면 되는가에 해서 그 응용분야로 힘이라던가 변형률을 재는 

데 쓰면 기존에 다른 탄소 재료보다 좋은 성능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보였기 때문에 남들이 많이 인용을 하고 참고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8. 논문이 탄생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 우연찮게 제가 공부를 한 연구실(LAB.)은 압전소자

(Piezoelectric material)를 이용해서 항공기 기체에 이상을 감

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센서를 개발하는 연

구실이었죠. 당시에 압전체는-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

러 가지 좋은 특성도 있지만 세라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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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잘 깨집니다. 이런 깨지는 성질을 보완하기 위한 센서로 혹

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도교수께서 기 를 하셨는지 어느 

날 저한테 검은색 재 같은것을 갖다 주시더라구요. 지금 들고 

있지만 이게 카본나노튜브(Carbon Nanotube)라는 것이었습

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Single-Wall Carbon Nanotube(단일

벽 탄소 나노튜브)인데요. 생산량도 적었고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운 좋게 제 손까지 들어오게 되었

는데요. 이걸 저한테 주시면서 뭘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

래서 그 카본나노튜브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많은 조사를 했습

니다. 이 카본나노튜브가 인공 근육을 만드는데 사용할수 있다

는 것을 알고 그 인공 근육 연구를 쫓아서 비슷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다른 연구도 인공근육을 만드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인공 근

육을 만드는 거나 센서를 만드는 거나. 아까 말씀 드린 압전체

와 같이 센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여 압전체 실험에 

사용하여 음향 방출 기법을 이용한 고장 진단 기술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험을 해보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안 

나오더라구요. 물론 실망은 했죠. 근데 변형을 주니 그에 따라

서 전기적인 성질인 저항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

프로 분석을 해 보았는데 형적으로 나왔습니다. 즉, 변형이나 

힘을 주는 것에 해서 전기적인 특성이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형적으로 전기적인 성질이 변한다는 것은 

센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

징을 발견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성질을 다른 기존의 탄소 

재료들 하고 비교를 해보니 다른 탄소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감도도 좋고 선형성도 좋아 새로운 내용이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지도 교수께서 마침 Composite Part B 학술지로

부터 Invited Paper의 제안을 받았는데, 그 기회를 저한테 써

보라 하여 쓴 논문이 뜻하지 않게 많이 인용된 것 같습니다. 

9. 현재도 나노 분야의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세대 소재로써의 그래핀의 다양한 성질때문일 

거 같은데요. 앞으로 나노는 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지요.

- 그래핀(Graphene)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현재 박근혜 

통령께서 전북 지역을 방문하면서 탄소를 우리나라 차세  

성장 동력의 핵심 축으로 가져가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

다. 탄소 기술의 핵심에는 나노탄소재료 중 얼마 전에 노벨 물

리학상의 상이 되었던 그래핀도 포함이 되는데요. 향후 나노 

연구들은 나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은 우수한 재료에 

있다고 봅니다. 

재료를 연구하는 것은 기초적인 연구입니다. 가장 핵심은 기

초 연구지만, 기초 연구만 하여서는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

분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응용연

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연구들을 조

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소견을 말씀 드리면 기초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수성이라는 것에 

다소 환상적으로 응용연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런 경우에는 좋은 연구를 기 하기는 어렵은 아쉬움이 있습니

다. 즉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같이 잘 양립해나가야 되는 거

죠. 그러기 위해서는 응용 쪽의 연구 사람들과 기초 연구를 하

는 사람들이 서로 활발하게 연구 교류를 통해서 알고 있는 장점

과 모르는 점을 서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좋은 결실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들은 이러한 융합

의 추세에 맞춰 진행 될 것으로 기 하고 있습니다. 

10. 향후 연구 계획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 Transducer는 크게 센서(Sensor)와 액추에이터(Actuator)

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엑추에이터를 를 연구 했

었습니다. 예전에 로봇 엔지니어링을 연구했었는데요. 로봇을 

개발하다가 느낀 게 우리나라가 로봇 분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로봇의 핵심은 센서와 액추에이터 기술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 분야로 관련된 연구로 탄소나노성질의 우수성을 

접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접근한 게 액추에이터인

데요.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눈을 돌려 본 

게 센서였습니다. 

센서도 우연한 기회에 우수한 성능을 찾아 낸 거였습니다. 

솔직히 액추에이터는 어려워서 센서쪽으로만 가는데, 이 센서

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과 유사한 인공 감각 기관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인공 감각 기관도 응용 분야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구조물에 적용하는 것이고, 또 하

나는 로봇과 같은 빠른 동작을 해야 되는 고급 기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동역학과 로봇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물의 고장 진단은 다소 정역학적인 분야가 되는데 

이 분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구조물의 정역학적인 성질을 

많이 이용을 하는 분야에서 구조물들에 인공감각을 부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들도 우리가 분명히 운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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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하면 외부에 어떤 힘을 받거나 자극에 의해서 손상을 

받습니다. 그럼 만약에 구조물이 그걸 알아서 알려준다면 효과

적으로 구조물이 망가지거나 큰 고장을 일으키는 것에 해 

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가 안전과 관련된 기술

(안전 진단)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기술이 있고요.

저는 예전에 로봇 연구를 했었기에 로봇에 한 애정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로봇들은 여러 분야에 기술이 많아지고 있으며 

발달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로봇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거

나 인공 지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센서에 한 연구가 부족합니

다. 그런 센서들 중에서 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인공 감각입니

다. 즉 현재 로봇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로봇의 Finger 

같은게 필요한데요. 이런 Finger는 인간의 손만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려면 감각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감각을 체할 

수 있는 좋은 센서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좋은 

성과를 못 냅니다. 저도 제 연구가 그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하진 않지만, 조금이나마 높은 감도를 지닌 센서를 개발해서 

적용시켜 보고자 하는 게 제 연구의 희망이고 또 다른 축입니다. 

11. 나노 분야를 연구하고자 하는 후학들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요. 이분들에게 앞으로 연구에 대한 조언이나 충고

를 해주신다면?

- 글쎄요. 제가 참 잘하고 있는 사람이면 저처럼 하십시오라

면 좋을 텐데, 이걸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까요. 

신 제 주변에 잘하는 분들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옹골차게 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LED 기술하고 관련

되어서 노벨상 수상자(나까무라 슈지 미국 산타바버라 캘리포

니아 학교 교수)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말씀도 역시 한 우

물을 꾸준히 팠기 때문에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결실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참 공감이 많이 되어서그

분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또한 나노 분야던가 뭐든 기술 분야는 일단 융합을 하지 않고

서는 안됩니다. 기존의 자기가 알고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새로운 이론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저는 기계공학의 동역학 제

어 부분인데요. 이쪽으로 관련되어서 이미 많은 연구들이 수행

되어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며,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이론을 가지

고서 주위에 관심을 돌려보면 아직까지도 틈새쪽에서 이런 이

론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융합이 한

층 더 돋보이지 않나 싶은데, 그런 융합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융합의 정신은 내가 관심을 늘 열어 놓고 자기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동으로 관심을 공유하

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뿐만 아니라 남도 존중하

면서, 관심도 보이고 열린 자세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까 합니다. 아마 제가 말씀 드린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해서 한다

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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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해외학술대회 참관기

1. IAFSS 학술대회 개요

본 심포지움은 전세계의 최고의 화재안전 과학 회의로 세계 

화재 안전 과학회(International Associate for Fire Safety 

Science)에서 1985년부터 주관해왔다. 세계 화재안전 과학회

는 화재로 인한 피해방지와 감소에 관한 과학 연구를 육성하고

자 창립되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여러 회의들을 

주관하고 있다. 심사를 통해 검증된 논문이 본 학회에 발표되고 

있으며, 화재안전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저널보다 본 

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이 더 많이 인용되고 있는 등 화재안전

과 관련하여서는 가장 권위있는 학회이다. 본 학회는 3년마다 

열리는 학회로 이번에 11회를 맞고 있으며, 5일에 걸쳐 사전 

검증된 논문들과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초청강연을 포함하여 

병행 세션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 장소 : 캔터베리 학교(University of Canterbury. 뉴질

랜드 크라이스트처지)

- 일시 : 2014년 3월 10일 – 14일

학회 첫번째 일요일에는 워크샵이 진행되었는데, 주제로는 

산불과 기후변화, 다목적은 화재안전시스템 설계, 교육, 벤치

마킹/자료공유, 피난모델링-이슈와 도전 등의 5개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포스터세션에서는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에 

하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 학회의 주요 

관련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발화와 화염전파

- 구조물 화재 성능

- 피난 및 인간 행동

- 화재진압

- 공간화재 역학

- 지진 후 화재

- 난연 첨가물 및 재료

- 산불

- 화재위험 및 확률

- 방화

- 전기장치의 화재위험

- 규모 화재위험

- 법안 규정, 화재안전관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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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진들은 학회 동안에 진행되었던 여러 행사들에 한 

사진이다.

 

2. 기조강연 

기조강연세션

공간 및 외부화재: 개념과 응용(Enclosure and Facade 

Fires: Physics and  Applica-tions)- 

MICHAELDELICHATSIOS.

건물 외부 화재는 고층빌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위험 사고 중 하나이며, 많은 연구자와 엔지니어 법관련자들이 

최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분야의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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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연재 외부 벽을 타고 

환기부족 화재인 공간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벽 화염으로부터의 

열유속과 화염높이를 특성화하는 것에 하여 집중하였다. 복

도와 방 같은 환기부족 공간에서 다양한 외부개방공간에 하

여 실제연소의 연소와 질량소모율에 해서 논의되었다. 외벽 

화염에 하여 연료의 소모율을 제어할 수 있는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시험적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를 위하여 모델 화염높이

와 열유속에 한 외부 개방 형상에 한 물리적인 길이차원을 

도입하였다. 외부 화원에 한 중요한 변수는 공간 외부로 방출

되는 초과 열방출율이다. 마지막으로 측벽 및 개방구가 2개인 

외벽 화원의 적용에 하여 제시하였다.

외벽 화염과 화재전파는 고층빌딩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피해

를 야기할 수 있다. 

- 유리로부터 유출되는 화염은 다음층의 유리를 파손하여 화

재가 상부층으로 전파될 수 있다. 

- 바닥슬래브와 외벽사이의 화재전파 방지 역할 훼손

- 외벽 결합구조물에 한 열유속 영향(금속 녹임, 단열층으

로의 화염 전파)으로 화염의 침투

아래의 그림은 외벽화재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부층에

서 화재가 발생하여 유리를 뜷고 나와 외벽을 타고 화염이 외부

로 전파되는 것으로 화염의 높이와 이에 따른 열유속이 외벽화

재를 규정짓는 주요 변수이다.

위의 두 그림은 모두 환기량이 증가함에 따라 연료의 분해율

이 처음에는 증가한다. 왜냐 하면 고온가스의 온도가 최고에 

도달하여 복사가 증폭되고 환기부족화재에 경우 환기량이 증가

하기 때문이다. 이 증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연료의 종류와 관계

없이 공간내에 연소가 유지되는한 거의 0.1이라는 것이다. 

연구 및 시험이 더 필요한 공간 및 외벽화재에 해 다음과 

같은 도전 숙제가 있다.

- 일반적인 공간에서의 총 열분해율은 시험에 근거하여 0.1 

(kg/s)로 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긴복도에서는 0.0251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값에 한 물리적인 해석이 없다. 

이런 결과는 어떤 연료나 어떤 형상에서도 유효하다고 가

정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영향이 열분해 가스에 의한 

연료 표면에서의 복사 차단에 의한 현상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복사 차단 효과는 유입공기에 한 연료 열분해의 

비로 구해질 수 있으며 열분해가스의 농도와 거의 정반례

한다.

- 본 발표에서 사용된 시험은 작은 스케일의 실험으로 난류와 

환기부족에 한 제한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규모의 시

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 방향의 영향과 상호관계는 바람의 크기와 방향에 하여 

연구를 필요로 한다. 외부 화재 플롬에서의 최 속도와 바

람속도를 비교함으로써 바람의 영향이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접근이 필요로 한다.

- CFD(주로 FDS)를 이용하여 해석하였는데 부족환기 화재의 

경우 이 툴의 정확도가 시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본 발표에서 제시한 결과는 환기부족화재에 한 조건과 화원

의 실제 하중에 하여 잘 설명할 수 있는 외벽화재에 한 

합리적인 설계와 설명을 위해 활용되었다.

3. 발표논문 

폴리우레탄 폼의 반응열의 민감도

(Sensitivity of Heat of Reaction for Polyurethane Foams)- 

DENNIS PAU)

폴리우레탄 폼의 분해에 한 반응열과 폼의 녹는 현상에 

하여 시차주사 열량측정법(simultaneous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과 열중량분석(thermogravimetric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시험결과로부터 질소분위기에서 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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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는 두개의 흡열 열분해반응으로 진행된다는 결론을 얻었

다. 녹는 샘플의 경우 샘플 질량과 가열률에 따른 반응열의 민

감도 분석에 따라 반응열이 거의 상수인 영역이 발견되었다. 

상수인 영역은 가열율 이 분당 5도에서 20도이며 샘플의 질량

이 약 20에서 ~50 mg일 때를 포함하였다. 거품 샘플의 경우에 

열유동의 정확성이 떨어져서 반응열이 상수인 구간이 없었다. 

거품 및 녹는 샘플 시험에 하여 두번째 반응에 하여 일정한 

흡열 반응열은 164 – 295 J/g 이고, 첫번째 반응의 추천되는 

반응열은 610 – 1023 J/g 이다.

폴리우레탄의 반응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irst Reaction: Polyurethane foam → 

Melt(Polyol) + Gas(Isocyanate)

Second Reaction: Melt(Polyol) → 

Char + Gas(Polyol, H2CO, H2O and CH4)

폴리우레탄 폼이 분해 온도에 도달할 경우 첫번째 반응으로 

녹으며 가스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반응 시험은 질소 분위기

하에서 진행된다. 첫번째 반응이 종료될 때 질량의 75%가 감소

한다. 온도가 더 증가하면 두번째 반응이 시작되며 녹았던 모든 

폼은 거의 가스로 분해되며 약간의 차가 남게된다. 발화전 또는 

훈소과정 동안에 폴리리우레탄 폼이 가열되어 공기 중의 약간

의 산소가 산화된다. 하지만 연소가 지속되는 동안 부분의 

가용산소는 연료표면에 도달하여 산화되기 전에 화염에 의해 

소모되므로 폼의 분해에 산화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

로 위에 제시된 두개의 반응으로 우레탄 폼의 연소를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차주사열량법과 열중량분석을 동시사

용(SDT) 방법을 이용하였다. 시차주사열량법은(The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열흐름을 측정하는 반면 열중량

분석(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은 샘플의 질량을 측

정하는 방법이다. 열흐름과 중량의 변화로 반응열을 측정할 수 

있다. DSC 결과로부터 첫번째 및 두번째 반응은 모두 흡열반응

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첫번째 반응의 반응열은 폴리우레탄 

폼의 반응으로 구하여졌으며, 두번째 반응의 반응열은 녹은 샘

플으로부터 구하여졌다. 두번째 반응의 반응열은 폼 샘플의 분

해로부터도 구하여 질 수 있으나 폼샘플에 한 열흐름의 고유

의 감소로 인하여 추천되지 않는다.

Gpyro3D: 삼차원 일반화된 열분해 모델

(Gpyro3D: A Three Dimensional Generalized Pyrolysis 

Model) -CHRIS LAUTENBERGER

화재로 연소하는 모들 상은 삼차원 현상이다. 실제 물질의 

연소 또는 열분해 모델은 종전까지 1차원 표현으로 나타내어졌

다. 본 논문은 Gpyro3D의 수학적인 수식화를 보여주는데, 일번

화된 3차원 열분해 모델은 열, 물질, 화학종의 전달에 한 보존

방정식을 해석하며 다공성물질에서의 화학반응뿐만 아니라 

NIST의 FDS와 상호 연동되도록 설계되었다. Gpyro3D는 복잡

한 형상에서의 열분해는 FDS에서 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직교격자계의 격자를 마스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모델의 수학적인 수식화는 엄 해와 수치해의 유사성을 비교함

으로 검증하였다. 다음 단계로 Gpyro3D는 복사가열하에서의 

긴시간동안의 젖은 나무의 열분해 현상의 3차원 현상을 정량적

인 캡쳐화면으로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FDS와 Gpyro3D의 

모델 병용사용으로 쌓인 나무의 화재 전파를 계산하였다. 연소

하는 고체상의 온도 분포를 볼 때 강한 3차원 효과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열전도 조건으로는 초기온도가 T0이며 

x, y, z 가 각각 a, b, c의 물리적인 크기이고 x=y=z=0은 단열

조건이며, x=a, y=b, z=c에서 류열전달계수가 일정할 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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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의 엄 해가 논문에 주어졌으며, 위의 그림은 z=0.012c

일경우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의 2개의 그림은 각각 

60초후 1200초 후의 온도를 나타내며, 좌측의 두그림은 각 엄

온도값에 한 오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모든 경우에 0.5% 

이하의 오차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40kw/m2의 열유속으로 나무표면을 가열하였

을 경우 3950초 후의 시험결과와 계산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시험과 달리 차가 시편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계산결과에

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표면 축소 및 짓무름이 모델에서 

표현되지 않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실험의 정성적인 결

과를 잘 예측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추가로 진행해야할 연구로는 고체에서의 일차원 해석이 적절

한 것인지 3차원 해석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체의 3차원 해석이 담보될 

경우 이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은 실제적인 고려는 해상도와 

계산소요 비용 사이에서의 적절한 판단이다. 또 다른 추가의 

수행되어야할 분야는 연소되는 물질에서 일어나는 형상의 변화

를 다루는 것에 한 연구이다. 전에 언급했듯이 Gpyro3D는 

반응과 질량변화에 따른 축소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는 표면

의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며 전체 해석동안 연소

하거나 열분해하는 형상이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발화를 포함하는 짧은 시간동안의 연소 해석의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고체의 부피의 축소, 움직임(녹음, 떨어짐, 붕

괴)가 일어나는 긴 기간의 연소에는 적당하지 않다.

공간화재 온도

새로운 간단한 방법(Compartment fire temperature-a 

new simple calcutation method) -ULF WICKSTROM

본 논문에서는 화재 공간 온도에 한 간단한 계산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 방법은 환기지배형 post-flashover 화재에 적

용될 수 있다. 화재 가스로부터 더 이상 공간 경계에 열이 흡수

되지 않는 열적 평형이 이루어질 때의 온도를 이용하여 궁극적

인 화재온도인 상수가 정의되었다. 이 온도는 오직 공기의 열용

량 한 연소효율과 재료의 연소열에만 의존한다. 이 최 온도

는 공간에서 손실되는 에너지 및 개방면으로 복사손실이 존재

하지 않을 때에 도달하는 최  온도이다. 이는 이는 공기의 유입

량과 화재공간의 형상 및 공간 경계에 존재하는 열적 물성과는 

무관하다. 연소 효율이 50 %일 때 공기유량과 화재공간의 형상

과 공간 경계의 재료의 물성과는 관계없이 1325도로 계산되었

다. 두 종류의 공간 재료에 따라 해석이 되었는데 이는 매우 

두껍거나 얇은 경우이다.

자유연소 열방출율을 공간화재 시나리오에 적용 방법

(An Application Method of Free Burn HRR Data to 

Room Fire Scenarios) -YUSUKE SHINTANI 

공간 내에서 소파의 연소 거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자유 연소 

열방출 데이터를 이용하는 적용 방법이 제안되었다. 단인 소파

의 개방 환경에서의 열방출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구 칼로리

미터를 사용하였다. 먼저 육면체 폴리우레탄의 연소에 한 모

델로 시간에 따른 HRR 곡선이 표현되었다. 수평과 아래방향 

길이방향의 화염전파를 포함하며 만약 블록이 외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화염으로부터 복사열유속을 받는다면 화염의 전파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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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하였다. 가열된 벽과 연기층 및 화염으로부터의 열 복사

의 응답은 연소모델과 결합되었다. 결합된 모델을 이용하여 작

은 공간에서의 테이블 및 몇 개의 소파의 전파와 연소 속도를 

계산하였으며 시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모델은 열방출율의 

증가에 한 경향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다. 인접 물체로

의 전파 시간은 잘 일치하지 않았다. 만약 전파에 한 시간이 

모델에 입력조건으로 주어 진다.면 공간 온도 등과 같은 다른 

상수들이 합리적으로 계산 될 것이다.

자유환기조건에서 평판형 천장 터널의 축방향 온도에 대한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study on temperature property along 

a tunnel axis with flat ceiling in natural ventilation)

본 연구에서는 사각 단면형상을 지닌 터널의 축 방향으로의 

온도의 세 한 측정이 수행되었다. 축 방향에 따른 온도의 감소, 

열 두께, 정상적으로 성장한 천정제트유동의 온도분포가 천장

의 제한이 없는 값과 비교되었다. 제한되지 않은 천장벽의 경우 

터널 방향에 따른 온도의 점진적 감소와, 자유로운 천정제트유

동에 비해 두 배 정도의 값을 가지는 열 두께를 보인다. 터널의 

온도 분포는 더 불룩한 모양을 나타낸다. 위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공식 또한 소개된다.

위의 그림과 같은 사각단면 형상의 터널에서 화재시험이 진행

되었다. 터널의 양 끝은 완전히 열려 있어 뜨거운 기체 유동이 

터널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자연스럽게 새 공기가 유입될 수 

있다. 연구에 사용된 연료는 LPG와 메탄올 두 종류이고 메탄올

의 경우 두 가지의 팬에서, LPG가스는 질량유량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화재시험이 수행되었다. 터널 천장의 기체 온도는 K

타입과 T타입 두 종류의 열전 로 측정하고, 기본적인 열전

의 설치는 위의 그림과 같다.

터널 천장의 온도측정은 같은 조건마다 다른 열전 를 사용하

여 두 번씩 수행하였다. 

화원의 온도는 유동의 패턴에 약간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모

든 실험에서 천장 제트유동은 연료의 종류나 열 방출량에 관계

없이 터널의 축 방향에 해 완전히 칭형상임을 보였다. 

Delichatsios[17]는 터널 내 온도감소를 세 가지 유동영역으로 

정의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영역 1 : 축 칭 난류 제트

영역 2 : 유동의 천이

영역 3 : 완전발달 1차원 채널유동

터널 내 유동 발달에 따른 영역의 구분이 아래 좌측 그림에 

나타나 있다.

천장 제트유동의 거동을 정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가 

그림 3.으로 소개된다. 천장 제트 열 경계층 두께( )는 천장제트 

영역에서 벽 온도와 최 온도 의 차이로 정의된다.

본 논문에서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화염 플룸에서의 거리에 따라, 터널 축방향의 온도감소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x/H=1 이상의 영역에서 온도의 감소는 

unconfined ceiling, x/H=2 이상의 구간에서는 beamed 

ceiling에서 보이는 천장제트유동과 비슷하다.

- 천장제트유동 온도의 감소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은 unconfined 

ceiling, 천이 영역, beamed ceiling에서의 천장제트유동

의 관계식을 결합하여 얻어진다.

- 실험에 사용된 터널은 unconfined ceiling 조건일 때 보다 

2.5배, 이론적인 값보다 1.7배의 열 두께를 가진다. 이론적인 

공식이 정의되었다.

- 터널 천장의 평행온도분포는 unconfined ceiling에서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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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큰 구배 형상을 보인다.

- 정육면체 함수와 축 변환의 결합에 따라 온도분포는 상 오

차 5% 이내로 근사될 수 있다. 개선된 관계식도 더 높은 

정 도를 위해 출판되었다.

다구획 화재에서의 기계환기 수치모사

(Numerical Simulations of a Mechanically-Ventilated 

Multi-Compartment Fire)

 
본 연구의 목적은 FDS(Fire Dynamics Simulator)라 불려지

는 CFD(Computationoal Fluid Dynamics) 코드의 능력을 검

증하는 것이다. 이번 수치모사는 큰 스케일 잘 정의되고 기계 

환기되는 조건 하에서 다 구획(Multi-room)공간에서의 화재

현상을 분석하였다. CFD 분석은 화재로 인해 환기 네트워크의 

압력이 증가하는지에 해 초점을 맞췄고, 따라서 계산된 열방

출율은 시뮬레이션의 입력값이 될 것이다. 계산된 결과는 프랑

스의 화재 협회(IRSN)에서 진행했던 몇몇의 실험결과들과 비

교되었으며, 각 경향성에 하여 부석하였다. 상  전압(Total 

Relative Pressure), 환기 유량(Ventilation Flow Rates), 방 

안에서의 기체 온도(Gas Temperature)가 정량적으로 비교되

었는데, 정상 연소영역에서 18%~22% 과추정되는 경향을 보

였다.

FDS를 이용하여 환기 네트워크의 입구와 출구가 포함된 다구

획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압력 변화를 지켜볼 것이다. 모델

의 개략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3개의 방을 가지는 다구획 

화재 시나리오에서 수치모사가 진행되었다. 각각의 방은 6m의 

길이, 5m의 폭, 4m의 높이로, 복도는 15.6m의 길이, 2.5m의 

폭, 4m의 높이로 모델링되었다. 벽은 0.3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이다. 총 네 구획의 천장은 50 mm두께의 단열 판넬로 보호되

고, 추가적으로 room2(화재가 발생하는 방)의 경우 방 전체에 

단열재를 설치하였다.

기계 환기 네트워크는 room1과 복도의 끝에 입구, room3에 

출구를 가진다. 처음에 입구와 출구 덕트에서의 유량이 측정된

다. 환기 네트워크는 추가로 13개의 노드를 가지며, 이 노드는 

수치모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단면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환기유량과 압력도 측정하게 된다. 모사되는 화재는 1 의 헵탄 

풀 화재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표 1>과 같다. 격자 크기와 

구동압력에 따라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 중 

안정된 입구유동 조건을 주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격자 크기가 20cm일 때 환기 및 압력 프로파일과 화재와의 

관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미세한 10cm 

크기의 메시는 예상과 다르게 추가적인 격자의 질 향상이나 

시뮬레이션 정확도에 기여하지 않았다.

2) 입력값으로 주어지는 초기 체적유량의 경우, 환기 네트워

크의 팬의 최  작동압력에 따라 값이 변화함이 확인되었다. 

이 때문에 민감도 연구가 수행되었고 최  작동압력이 500 Pa

일 때 가장 정확하게 모사됨을 보였다. 다른 값(유량, 기체온도)

는 팬의 최  작동압력에 따라 변화하지 않았다.

3) 전체적인 환기 시스템은 FDS에 의해 저추정되었다. 정상

영역에서의 입구 산소유량은 12.6% 과추정되었고 HRR의 저

추정 결과로 방의 천장부분 온도 또한 22% 감소하였다. 결론적

으로 FDS는 환기 네트워크를 포함한 구조물의 화재위험도 훌

륭하게 예측해 낼 수 있다. 

4. 참관소감 

필자가 연구원에 입사하여 약 7-8년간 화재안전 관련한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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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낯익은 얼굴들이 많았다. 

학회동안 관련 분야의 여러 지인을 만나 소중한 얘기를 나눴으

며, 필자가 6개월동안 호주에 포닥으로 있을 때 같이 근무했던 

Kalid(빅토리아 학 부교수)와 서로 부둥켜 앉고 반가움을 서

로 나누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특이한 점은 해외에서 개최되

는 화재안전 관련한 국제학술 회에 참여하는 국내의 학생들의 

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연구분야에서도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겠지만, 중국의 

화재안전 관련한 연구의 규모와 학회 참석 인원이 월등하였다. 

중국의 연구의 질과 양도 이제 세계 최고가 될 날도 멀지 않은 

듯 했다. 학회 기간 중 학회에 참석한 거의 부분의 국내의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이 저녁식사를 같이 하며 유학 

생활 및 해외 연구소 및 업체에서의 현황 및 연구에 한 내용을 

서로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학회 기간 중 뉴

질랜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해안가의 돌 위에 태연히 앉아 

있던 약 2m 앞까지 다가서서 찍을 수 있었던 바다물개를 첨부

하였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1. 학회소개 

1.1 학회개요

중국 텐진에서 3rd IFToMM Asian Conference on Mechanism 

and Machine Science(이하 Asian-MMS)이 7월 9일부터 10일

까지 개최되었다. Asian-MMS는 2010년 타이완 Taipei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이후 일본 Tokyo에서 개최된 것에 이

어서 올해 2014년에는 중국의 Tianjin에서 개최 되었다. 학회

의 주요 주제는 기구학적 기구 및 기계의 설계, 해석, 응용, 

교육, 역사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틀간 3개의 회의실에서 이루

어지는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 

천문, 스포츠 과학, 생체 모사, 생산 기계, 로봇 등 다양한 분야

에서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총 참석 인원은 135명으로, 

107편의 논문이 이번 학회에서 발표 되었으며, 이중 43편은 

해외 인원의 발표였다. 

1.2 학술대회 현장

Opening Ceremony는 8시 30분 Convention room에서 

Asian-MMS 주최자인 Jian S. Dai 교수님의 연설로 시작되었

다. 조금 크다고 느껴지는 Convention room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참석하였다. Opening Ceremony가 끝나고 기

념 사진 촬영이 있어 살펴보니 중국인들이 많았지만 생각보다

는 다른 나라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하였다. 3번째로 개최되는 

만큼 유치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외국인들이 가고 

나서 한산할 때 로비에서 같이 학회에 참가한 연구실 학생들과 

사진을 찍었다. 발표회장으로 3개의 미팅룸이 준비되어 있었

다. 현재는 학회 자체도 규모가 크지 않고 이틀 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학회에 비해 미팅룸 개수는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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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제공된 lunch는 뷔페식으로 제공되었다. 뷔페였지

만 중국식의 음식이 많아 모든 종류를 먹기는 힘들었다.

학회는 톈진 학 옆에 위치한 Tianyu 호텔에서 진행되었고, 

학회기간 동안 묵을 숙소 역시 이곳으로 잡았기 때문에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앞서 얘기했듯이 다른 규모가 큰 학회들보다

는 규모가 작기 때문인지 방의 크기도 작았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자들의 발표는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같이 학회에 참가한 학생과 다른 발표자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

이다. 나름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발표도 잘했고 질문에 

한 답도 잘해주었다.

2. 논문 

2.1 키노트 스피치

Robotics and Computation for Human Modeling

Prof. Yoshihiko Nakamura(University of Tokyo,Japan)

키노트 스피치는 opening ceremony, 기념 촬영 후 시작되었

다. opening ceremony를 진행해 주신 Jian S. Dai 교수님께서 

키노트 스피치를 하실 토쿄 학의 Yoshihiko Nakamura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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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소개하였다. 간략한 소개로 Yoshihiko Nakamura 교수

님은 쿄토 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받으시고 

이 곳에서 조교수로 계시다, 산타 바바라의 캘리포니아 학에

서 조교수로 활동을 하셨다. 최근에는 토쿄 학에 Mechano- 

Informatics 연구 부서에서 활동하시면서 기구학, 동역학 그리

고 제어 부분 등을 기초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계신다. 주로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에 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 키노트 

스피치에서는 신경계와 근육을 표현한 Neuro- Musculoskeletal 

휴머노이드에 한 설명을 인상 깊게 들었다.

인간의 움직임이 단순하게 바라보면 간단하지만, 그 한 운동

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뼈와 근육들이 움직인다. 이러한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위의 그림과 같이 뼈와 링크, 근육들

을 만들어서 표현하셨다. 위의 그림과 같이 실시간 실험으로서 

인간의 움직임으로부터 근육과 뼈들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영

상도 보게 되어 매우 인상 깊었다. 공부를 하고 있는 분야의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기 힘들었으나, 휴머노이

드 로봇 분야에 있어서 이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였다.

2.2. 논문

2.1 Proper Road Data Interval of Rescue Robot for 

Real-time Analysis

(Tae-Yun Kim, Samuel Jung, Wan-Suk Yoo, Pusan 

National University)

무인체계시스템의 경향에 따라, 최근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으로부터 부상자를 구조하는 구조구난 로봇이 개발되어 

왔다. 구조구난 로봇에는 안정된 주행을 위해 한계속도추정 알

고리즘이 적용된다. 이러한 한계주행속도 추정 알고리즘은 시

스템과 3D 레이더로부터 스캔되는 로드 데이터 사이의 실시간 

동역학 해석으로써 수행된다. 그러므로 해석의 정확성과 적절

한 해석량을 만족하는 로드 데이터 간격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구조구난 로봇의 바디는 멀티바디 동역학에 기초하여 모델링

되며 궤도는 토양에 한 궤도 침하량에 따른 궤도힘을 계산하

는 힘 모델로써 설계된다. 로드 데이터 간격을 결정하는 시뮬레

이션은 여러 속도와 로드 데이터 간격의 반복 시뮬레이션으로 

수행되며 가속도 응답은 각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시뮬레이션 응답과 로드데이터에 한 기준 가속도응답을 비교

함으로써 타당한 피팅률을 나타내는 로드 데이터 간격을 결정

한다.

2.2. Contact Modal Analysis of Gleason Spiral Bevel 

Gear of Grinding Machine 

(Zhang Qisheng, Li Ruiqin, North University of China)

스틸 공장에서의 연삭 흐름 작업을 위한 연삭기의 요구를 충

족시키기 위하여 그라인딩 헤드의 트랜스미션 시스템은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 UG의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이용하여 디자인 할 

수 있다. UG에 의해 만들어진 CAD모델은 상호교환 기술을 이

용하여 해석 소프트웨어인 ANSYS WORKBENCH로 직접 내보

낸다. 선형 정적 해석과 모달 해석은 ANSYS Workbench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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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수행되며 이로부터 응력분포와 spiral 베벨 기어의 변형

을 얻을 수 있다. 고유진동수와 진동 모드 또한 얻을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기어 트랜스미션 시스템의 동역학 디자인 

기준을 나타낸다.

2.3. Design and Analysis of Electric Wheel Drive 

System for Trailing Arm Suspension

(XinBo Chen, NaiWen Xu, Bin Wang, Sheng Zhu, Tongji 

University)

MW레벨 터빈 기어박스의 고속 헬리컬 기어에 한 Flexible 

멀티바디 모델은 mesh의 축어긋남과 기어 mesh의 수정 효과 

조사를 통하여 설계된다. 이러한 기어 페어의 mesh 축어긋남은 

계산되며 그것의 트랜스미션 효과 또한 계산된다. Mesh 축어

굿남과 하중분포 상수의 양적인 관계와 단위 길이당 최  하중, 

트랜스미션 에러 변동은 수치해석을 통하여 계산된다. 그리고 

통합 마이크로-지오메트리 수정 전략은 mesh 거동에 있어 축

어긋남의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제안된다. 

이러한 수정 효과는 하중 분포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트랜

스미션 에러 변동을 줄이는데 적합하다.

2.4. Study of lumped-parameter modeling of skid 

steer vehicle with rotating arm.

(Young-Jin Kim. Samuel Jung, Wan-Suk Yoo, Pusan National 

University)

야지주행용 군용차량의 경우, 야지에서의 거 한 장애물들

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반 수직형 현가장치 신 회전형 현가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야지의 장애물과 차체의 큰 무게에 

의해 발생하는 높은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애커만 조향보다는 미끄럼 조향이 유리하

다. 현가장치의 무게를 무시하지 못하는 점과 현가장치의 기하

하적인 변화, 각 타이어에 작용하는 견인력의 차이로 인해 차

량의 응답이 복잡하므로 예측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

한 응답을 다물체 동역학 모델에서 예측이 가능하나 운동방정

식의 차수가 커져 해석량이 많아지고, 알아야하는 파라미터 

수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리함을 개

선하기 위해서, 실시간 해석에 유리한 Lumped-Parameter 

모델을 바탕으로 회전형 현가장치를 추가적으로 모델링하여 

실제 데이터와 Identification함으로서 단순화된 모델의 가능

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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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echanical Design of a Mobile Robot with 

Elliptic Legs for Environmental Monitoring.

(Katsuaki Tanaka, Hiroyuki Ishii, Shinichi Kinoshita, Satoshi 

Okabayashi, Atsuo Takanishi, Waseda University, Yusuke 

Sugahara, Kokushikan University)

중의 자연 환경 오염에 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몇몇 포럼에서는 자연 환경 보호가 매우 중요한 국제적 이슈로

서 논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들이 자연 환경에 한 관찰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각종 모니터링 방법들이 제시되

고 있는데, 모니터링 관측소, 모니터링 차량, 도수 운반 센싱 

장비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몇 가지 단점이 존재

한다. 접근 불가한 지역에서는 사용되기 힘들고, 환경 변화에 

따른 장소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

서는 휴 가 가능하며 인간의 존재가 필요 없는 로봇이 필요하

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한 자동 자연 환경 모

니터링 로봇(WAMOT, Waseda Animal Monitoring RobOT)

을 개발하였다. 이 로봇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넓고 다양한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선행으로 

연구된 로봇들이 많으나 비용이 많이 들며 복잡하고 실제로 

사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단순한 컨셉

과 저비용의 로봇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난점으로 에너지 관리

와 야외 환경에서의 운동성이다. 오랜 기간 동안 로봇이 작동해

야 하며, 거친 야외 환경에서의 작동해야한다. 이 연구에서는 

야외에서의 운동성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타

원형의 다리를 적용하였다.

2.6 Design of a parallel robot with optimized 

workspace shape for fast and flexible pick-and- 

place operation.

(Shaoping Bai, Guanglei Wu, Preben Hjornet, Aalborg University)

Pick-and-Place 로봇은 잘 알려진 제품 핸들링 로봇 중의 

한 종류이다. 반도체나 전기 제품과 같은 자동 산업에서 수년 

동안 이 로봇이 계속 사용되고 있으나, 음식 산업에서의 설치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음식 패키징 산업에서는 음식을 

여러 가지 카테고리(유제품, 해산물, 과일, 야채, 육류. 빵 등)로 

나누고 있고 이러한 제품 핸들링은 다른 제조 분야보다 더 어렵

다. 많은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리 속도가 빨라야 하고 정확

도가 높아야 한다. 이러한 고성능, 고속도 로봇이 음식 산업에 

적용이 된다면 큰 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음식 산업에 사용하기 위해 Pick-and- 

Place 로봇을 최적화하여 좀더 유연하고 빠르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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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and-Place 로봇을 작업 공간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Hyper-ellipsoidal reachable 공간이라 불리는 것을 사용하였

다. 기존의 완전 칭 로봇인 Delta나 Quattro 로봇과는 달리 

superellipsoidal 작업 공간은 컨베이어에서 pick-and-place 

작업을 하기에 최적의 공간이다. 이 논문에서는 필요한 모양의 

작업 공간에서 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pick-and-place 로봇

의 디자인을 제안하고, 기구학적으로 분석하고 최적화를 했다. 

또한 로봇의 업무 수행을 도와주고, 이동이 가능한 플랫폼 또한 

개발하였다.

2.7 A Parallel Mechanism for Tracking the Sun.

(R.B. Ashith Shyam, Ashitava Ghosal, Indian Institute of 

Science, India)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받고 있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태양 에

너지 이용이 점차 증 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의 관점에서 태양

열 집광판의 수직 방향이 태양을 정확하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에너지 효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기존에는 

태양을 추적하는데 있어, Azimuth-Elevation, Spinning- 

Elevation 등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방위각, 고각 두 

개의 회전축을 가지며 두 개의 액츄에이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을 구조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보다 높은 에너지 효율과 

angle error를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3-RPS(3Revolute 

Joint, 3Pristatic Joint, 3Spherical Joint) 구조로 기존의 추

적 방식을 체 하였으며, angle error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풍하중, 자중에 하여 구조 해석을 통해 3-RPS 구조에서 기

존의 구조보다 변형량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더 

큰 집광판을 사용할 수 있고, 태양 추적에 더 정확한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기존의 방식을 개선할 

수 있었다.

2.8 A Theory of Degrees of Freedom for Parallel 

Mechanisms with Spherical Bonds.

(Haibo Qu, Yuefa Fang, Sheng Guo, Beijing Jiaotong 

University, China)

강체 기구 메커니즘에서 DOF(degrees of freedom) 해석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정확한 DOF를 알아야 메커니즘 간의 

결합이 용이하고 설계 적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moving 

platform이 있고 3개의 Spherical 결합이 있는 메커니즘에 적합

한 DOF 기준을 제안한다. Moving platform에 하여 DOF를 

계산 할 수 있으며, 공간 상에서 뿐만 아니라 평면에서의 계산으

로 단순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DOF 기준으로 메커니즘 합성과 

분석이 가능하다.

2.9 Evaluation of an opening time in a circuit 

breaker with springs.

 (Chang-Gyu Yoon, Jin-Seok Jang, Chi-Young Ryu, 

Jeong-Hyun Sohn, Hyun-Woo Kim, Byung-Tae 

Bae, Wan-Suk Yoo, Pusan National University)

가스 회로 차단기에 있어 opening time 특성은 차단기 스펙에 

매우 중요하다. Opening time이 짧을수록 성능이 좋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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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기 때문이다. Opening time은 조작기의 각 래치의 길이

와 상 적 각도를 변화에 민감하며 이를 바꾸어 기존의 

opening time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opening time을 줄일 수 있는 각 각의 design variable의 

최적 값을 찾고 실험을 통하여 개선 평가를 하였다. 조작기의 

opening과정은 아주 짧은 시간(range of mili-seconds)에 발

생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였다. 촬영

한 동영상은 TEMA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간에 한 위치, 속

도, 가속도를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측정하여 기존의 조

작기와 개선된 조작기의 opening time을 확인하였다. 결과적

으로 21.5% opening time 개선을 확인하였다.

3. 참관 후 느낀 점 

이번 Asian-MMS(Mechanism and Machine Science)는 중

국 텐진에서 열렸다. 북경과 가까이 위치하며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로 야경이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한 중국의 관광지로 알려

져 있다. 부산과 마찬가지로 유난히 더운 날씨였지만 그다지 

습하지 않은 느낌이었다. 전체적으로 조용한 느낌이지만 세련

된 건물들이 많은 인상을 받았다. 이러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

고 이탈리아, 덴마크 등의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 동남아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방문하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다.

Asian-MMS는 MMS에서 알 수 있듯이 Mechanism and 

Machine Science에 한 학회로 기계 및 메커니즘 분야의 연

구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세계 연구자들의 연구교류를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발표는 3개의 미팅 룸에서 진행되었으며 메커니

즘, 로봇이 핵심 주제이었다. 이외에서 관련된 기타 다양한 흥

미로운 주제가 많았다. 모든 연구 내용들을 볼 수 없었지만 기

구학과 관련한 분야에 해서는 학습하고 적용방안에 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나의 전공이 다물체 동역학이기 때문에 

동역학관련 세션들에 주로 참석하였으며, 발표자 및 참석자들

이 서로의 발표에 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의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

해외 학술 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각자의 관심분야가 다르고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배우고 교류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예로 이번 학회는 중국에서 열리다 보

니 중국출신 연구자들이 많았고 공통된 주요 주제는 parallel 

mechanism이었다. 사실 이것에 해서 연구할 기회가 없어 

잘 모르는 부분이었으나 이번을 계기로 다양한 생산현장에 

쓰이며 동역학, 기구학, 제어 연구주제로써 상당히 주요한 메

커니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다른 나라 사람들

의 관심 분야를 교류하고 토의하면서 분야의 시각을 넓힐 수 

있었다.

박사과정에 들어온 이 후 처음 다녀온 국제학회라 많은 설렘

과 기 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좋은 관광지이기도 해서 여러 

추억도 함께 가지고 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많

이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 나아가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통하

여 서로의 과학기술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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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어떤 실내 공간을 이루고 있다면 그 실내 공간에

서의 인체에 한 쾌적함은 매우 중요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실내 공간에서의 생활이 많아짐으로써 실내에서 발생되는 문제

점, 그리고 그 해결책을 발견하고자 이 학회가 존재하는 이유이

다. Indoor Air 2014는 홍콩에 있는 홍콩 학교 LEED 

Platinum을 인증 받은 건물 내에 있는 Grand Hall에서 2014년 

7월 7일 부터 12일 까지 개최되었다. 약 1000여명 이상의 다양

한 문화권 사람들과, 1000여편의 논문이 제출된 규모 학회이

며, 이번 Indoor Air 2014 발표된 세션분야는 아래와 같다.

1. Indoor Air 2014 개요

학술발표는 홍콩 학교 안에 있는 Gread Hall에서 7월 7일 

홍콩시각 17시~18시에 Opening Ceremony를 시작으로 시작

했다. 홍콩이라는 나라도 처음이었고, 또한 처음 가보는 국제

학술발표여서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 하였다. 아래 사진은 Opening 

Ceremony에서 주요 인사들이 입장하는 사진이다. 입장할 때, 

킬트(kilt)라는 영국의 전통의상인데 스코틀랜드식 의상이다. 

백파이프를 불며 입장했다. 본래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여서 시작을 이렇게 진행 한 것 같았다. 

Opening Ceremony가 끝나고 Opening Reception이 진행되

었다. 홍콩이라 중국 사람들이 많았었고, 각지 분야에서 활동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반가워하는 모습이 국

내 학술 회와는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다. 동 ․ 서양 할 것 

없이 모든 나라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분야를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2. 논문

2.1 Plenary Session

Inverse designs of enclosed environments: How far 

are we there?         

Prof. Qingyan "Yan"Chen



2014 해외학술 회 참관기

- 95 -

첸 교수를 간략히 소개하면 중국 텐진 학교 석좌교수 및 퍼

듀 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최근 주요 연구 분야는 비행기 

객실 내부의 환경, 실내공기질, 에너지효율, 건강, 지속가능한 

건축물에 하여 연구 하고 있다. 이번 Plenary 발표는 바로 

최근 연구중인 비행기 객실 내부의 환경에 하여 발표하셨다. 

비행기 내부에 오염원이 발생하면 그것이 객실 내부에서 어떻

게 오염원이 이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측 및 CFD 분석을 

하셨다. 비행기 기체 내부라는 것이 국외로 나가는 비행기를 

처음 타본 나에게는 많이 생소한 분야였으나 꽤 흥미로운 주제

였다. 그리고 이외에도 FFD(Fast Fluid Dynamic)을 보여 주

었는데 처음 들어서인지 많이 생소하였다.

2.2. 주요논문

1. INNOVATIVE TWO-PIPE ACTIVE CHILLED BEAM SYSTEM  

FOR SIMULTANEOUS HEATING AND COOLING OF 

OFFICE BUILDINGS

Alessandro MACCARINI1*, Alireza AFSHARI1, Niels C 

BERGSØE1, Göran HULTMARK2, Magnus JACOBSSON2 

and Anders VORRE2

1Danish Building Research Institute, Aalborg University, 

Copenhagen, Denmark

2Lindab A/S

이 논문은 Chilled beam에 한 에너지 절감 가능성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Chilled beam은 근래에 건물 에너지 절감 기술로 

국내외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라고 한다. 종래의 

공조시스템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냉난방과 환기를 분리하는 

시스템이며, 냉/온수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복사냉난방 시스

템과 유사하나 주요한 열교환은 류열 교환을 실시한다는 점

이 였다. 이러한 Chilled beam 시스템을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진행된 시뮬레이션 툴은 Energy 

Plus였다. Chilled beam은 2가지 방식이 있는데 Active 방식

과 Passive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종래의 Active Chilled beam

은 2개의파이프 또는 4개의 파이프 이러한 두 가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4개의 파이프로 설계될 경우, 가열과 냉각

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5~20% 낭비 시킨다

고 한다. 2개의 파이프 시스템은 하나의 회로에 순환식 고온 

냉각 및 저온 가열을 사용하는 것이며, 동일한 회로에서 고온 

냉각 및 저온 가열을 실행하는 것은 실제로는 가열 및 냉각 

모두가 동일한 입구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어떠한 에너지도 낭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 2가지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약 

5% 정도의 에너지 절감을 더 할 수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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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R AND AIR CONTAMINANT FLOWS IN OFFICE CUBICLES 

WITH AND WITHOUT PERSONAL VENTILATION: A CFD 

MODELLING AND SIMULATION STUDY.

Meng KONG, Jianshun ZHANG, and Jingjing WANG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Syracuse University, 

U.S.A.

이 논문은 사무용 건물에서 사무실 칸막이가 있을 때 바닥 

환기 와 개인 환기에 한 CFD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이를 위해 

실측과 CFD를 비교하여 검증 하였으며, CFD 모델이 정확도가 

얼만큼인지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메쉬는 폴리드럴 메쉬 Size 

0.05m를 사용하였고, 메쉬 테스트 또한 하였다고 한다. <그림 

7>은 인체 주변에 레이어가 매우 잘 형성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환기 성능을 AQI라는 척도를 가지고 

실의 환기성능을 평가하였다고 한다. 개인 환기를 할 경우, 사

무실 공간이 쾌적하며 칸막이 배치를 잘 형성하면 인체 주변 

또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사무용 

건물에서 바닥 환기보다 개인 환기일 때 효과가 좋다고 한다.

3. DEVELOPMENT OF THE IAQ CERTIFICATION SCHEME 

FOR PUBLIC USE FACILITIES IN KOREA 

Suhyun OH1 , Siwon YANG1, Yoonshin KIM2 and Sunsook 

KIM1,* 

1Department of Architecture, Ajou University, Suwon, 

Korea 

2Department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최근 공공 이용 시설에 한 실내 공기질(IAQ)에 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IAQ를 제어 할 뿐만 아니라, 

IAQ의 중요성에 해 중의 인식을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 

IAQ 분류 또는 인증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 한국의 공공 이용 

시설에 한 실내 공기 질 인증제도의 개발 프로세스를 소개한

다고 한다. 다른 국가의 기존 IAQ 분류 및 인증제도의 검토를 

실시했고, 이것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적절한 IAQ

의 인증제도를 제안 했다고 한다. 이러한 인증제도로 시범적으

로 평가 및 인증은 여러 보육 시설이나 백화점, 규모 소매점

에서 실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IAQ 인증제도가 활성화가 된

다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새집증후군에 관련되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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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EFFECTS OF MOVING OBJECTS ON THE TRANSPORT 

OF INDOOR AIR POLLUTANTS.

Sihwan LEE*, Beungyong PARK, and Takashi KURABUCHI 

Department of Architecture, Faculty of Engineering, 

Tokyo University of Science, Tokyo, Japan

이 연구의 목적은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의 운송 속도에 움직이

는 물체의 효과를 평가하고, 실내 환경에서 오염 제어 방법을 

제안했다고 한다. CFD를 이용하여 해석 하였고 스윙도어 일 

때 보다 슬라이딩 도어 일 때 오염 물질 제어가 용이하며, 사람

이 빠르게 움직였을 때, 문의 개폐 및 방향의 조합이 환기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슬라이딩 도어 설치는 실의 

-압을 유지 함으로 흡연실로부터 발생한 내부공기의 오염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5. AIR LEAKAGE THROUGH ISOLATION ROOM DOORWAY 

– MEASUREMENTS AND CFD SIMULATIONS

P Saarinen 1, P Kalliomöki 1*, JW Tang2,3, H Koskela 1 

1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Finland 

2Alberta Provincial Laboratory for Public Health, 

Edmonton, Alberta, Canada 

3Medical Microbiology and Immunology,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Alberta, Canada

이 논문은 격리된 방 출입구를 통하여 생성되는 누기를 실측

과 시뮬레이션의 기류 패턴을 비교 분석 하였다고 한다. 실측의 

경우 공기 흐름의 양을 추적 가스를 통하여 정량화 하였다고 

한다. CFD 시뮬레이션은 비압축성 LES 솔버를 사용하여 만들

어졌으며, 출입문의 열고 닫을 경우를 실측과 시뮬레이션을 하

였다. 두가지 방법을 비교분석 한 결과 매우 비슷한 기류패턴을 

보였다고 하지만, 와류의 크기는 달랐다고 한다. 이 논문을 보

면서 CFD에서 난류 모델과 솔버에 하여 다시한번 중요하다

는 것을 느끼게 된 논문이 였다.

6. PERFORMANCE EVALUATION OF AIR-BUBBLE SHEETS 

AS A THERMAL INSULATOR FOR WINDOW SYSTEM. 

Ah Hee JEONG1, Young Chull AHN1,*, Byung Heon 

JEON2, Jung Sub SEO3 

1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2,3Mechanical Material and Parts Center, Busan 

Techno-Park, Bus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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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버블시트에 

한 논문이다. 버블시트는 본래 콘크리트 양생이나, 보통 택배

에서 물건 보호용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제품이며 최근 유리창에 

붙여서 단열 효과를 봤다는 사람이 늘면서 이러한 논문을 쓰게 

된 것 같았다. 실제로 필자의 집에서도 사용하고 있기도 하였고 

그리하여 이 논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 방법은 단일 창문 및 이중 창문에 버블시트를 부착하여 

부착 전과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도 비교 하였으며, 또한 부착

부위를 창문 유리와 프레임을 나누어 U-value를 통하여 비교 

하였다. 이 실험은 항온항습실에서 실험체를 제작하여 실측하

였다고 한다. 그 결과 버블시트를 유리에 부착했을 때 보다 프레

임에 부착했을 때가 U-value가 더 좋았다고 하며 이는 프레임 

틈새에서 들어오는 기 성과도 관련 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버블시트의 종류(여기 논문에서는 3종류)에 따라서 단열 성능

을 비교 하였으나 값의 정도는 미비하나 그래도 공기량이 많은 

버블시트가 더 단열 성능이 좋았다고 한다.

3. 참관 후 느낀 점

Indoor Air 2014, 학술 발표도 좋았지만, 홍콩이라는 나라의 

건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 건축공학을 전공하다 

보니 홍콩 도심의 건물에 한 느낀점을 간략히 설명하겠다.

홍콩이라는 도시는 매우 덥고 습한 기후권의 나라였다. 홍콩

의 인구 도는 0.6인/m2으로 세계에서 Top5 안에 드는 도시인 

만큼, 우리나라처럼 높은 아파트의 형태가 많았다. 우리나라 

아파트와 달리 중간에 필로티 스페이스를 두어 바람에 의한 

영향을 덜 받게 하고, 정원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홍콩의 

건물 시공을 할 때, 우리나라는 비계를 강관으로 하는데, 여기

는 나무를 이용하여 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매우 위험해 

보였지만 나름 이유는 있었다. 시공에 있어 작업공간이 매우 

협소 하여 교통에 의한 자재 운반비용 최소화가 첫번째 목적이

며, 나무는 가볍고 조립 해체 또한 쉽다. 그리고 옛날부터 

사용해와서 아마 기술자가 다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지금 까지

도 나무 비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음은 홍콩 도심 야경이 유명한 빅토리아피크 이다. 내가 

간 날은 매우 안개가 심하여 자세히 보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홍콩의 고층 건물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

게 높은 건물들이 하나의 축열체가 되어 더운 여름이 더 더워진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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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홍콩 ZCB(Zero Carbon Building)이다. Kowloon 

Bay에 위치해 있으며, 홍콩의 첫 탄소제로 건물(Zero Carbon 

Building)이다. 기후에 순응하는 패시브 디자인으로 형태, 향, 

배치를 계획하였으며, 자연환기, 일조, 차양에 해 고려하여 

설계하였다고 한다. 내가 갔던 날은 이미 예약이 차있어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하였고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안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코오롱 E+하우스나 림산업

의 에코하우스 같이 건물 에너지연구를 위해 2012년도에 완공

되었다고 한다. 영국의 BREAM(친환경건축인증시스템)을 받

기 위해 2013년에 신청하였다고 한다. 도심 한복판에 이러한 

건물이 있었다는 것이 나름 신선 했다. Indoor Air 2014 학술발표를 다녀와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우선, 이렇게 많은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 자신이 속

한 나라에서 Indoor Air에 하여 관심이 있다는 것이 매우 

신기하였다. 아쉬웠던 것은 영어라는 의사소통의 수단 이였다. 

물론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전공 지식의 영어를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다. 학술 발표 중 내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

에 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갔지만 내가 알고 싶었

던 다른 분야의 전문적인것들을 영어로 말을 하고 영어로 들어

야 해서 매우 힘들었다. 이러한 한계를 느끼게 된 것이 너무 

속상하였다. 

많은 나라들은 서로 기후도 다르고 그 문제점에 한 책과 

방안도 매우 달랐다. 이러한 국제 학술발표를 참가 하여 세계의 

각국에서 발생 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나아가 우

리나라에 적용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기가 된 학술발표였다. 또한 내 인생에서 매우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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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소개

1.1 Intemaitonal Congress on Sound and Vibration개요

Inter-Noise, ICA(International Congress on Acoustics)

등과 함께, ICSV는 소음 진동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가장 큰 국제학회 중의 하나이다. 학회의 개최지가 중국이니만

큼 ICSV의 개최기관인 International Institute of Acoustics 

and Vibration(IIAV)와 함께, 소음 진동과 관련된 중국 학회 

Acoustical Society of China(ASC)과 the Institute of Acoust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s(IACAS)의 지원에 의해 학회가 

개최되었다. 965편의 학회논문이 발표되었으며, 41개의 다양한 

소음 진동 분야 회사들이 참가한 전시부스들이 마련되었다. 6편

의 기조 강연과, 58개의 음향 진동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특별

히 구성된 세션, 57개의 정규 세션으로 전체 학회가 구성되었다. 

50개국으로부터 총 841명의 연구자들이 학회에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36명의 인원이 학회에 참석함으로 중국에 이어 2번

째로 많은 연구자들이 참석한 나라였다.

1.2. 학술대회 현장

학회장으로 사용 되었던 CNCC건물이 매우 커서, 약 1/3의 

공간만을 사용하고도 약 900명에 달하는 학회인원들의 발표공

간으로 충분했다. 건물의 다른 부분에서는 babyfair등의 다른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 학회를 진행할 때 학

생 자원봉사자들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덕

분에 각 발표장과 등록부스 등에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중국 학생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학회장의 전경은 아래 

그림과 같다.

2. 발표논문요약

Title: Source localization of turboshaft engine broadband 

noise using a three-sensor coherence method

Authors: Daniel Blacodon, Serge Lewy

Institution: National Aerospace Research Agency(ON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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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의 이륙시에는 터보엔진이 주된 소음원으로 방사되

는 소음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서도 광 역 소음이 사람들

에게 가장 거슬리는 소리이다. 하지만, 광 역 소음이 터보엔

진의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원리로 발생하는지 명확하지 않으

며, 저소음화 설계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소음원을 

규명하기 위한 측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세 측정점에서 측정된 

신호들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잡음을 줄이고, 터보 엔진의 각 

부분들이 최종 방사된 음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림 

A.1과 같이 터보엔진을 4부분으로 나누고 2개의 센서를 순차적

으로 각 부분에 위치시키고 원거리장에 위치한 마이크로폰으로 

소음을 측정한 후, 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잡음과 터보엔진의 특정 부분으로부터 방

사된 음압강도가 섞여 있는 경우 <그림 A.2>와 같이, 음압 강도

를 분리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고, 동일한 기법을 실제 측정된 

음압에 적용하여 <그림 A.3>처럼 음원 신호를 분리할 수 있었다.

제안된 방법을 터보엔진에 적용하여, 엔진의 4부분이 방사된 

소음에 기여된 부분을 각각 추출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로부터 high pressure turbine의 indirect combustion 

noise가 저주파수 역에서의 주된 소음원으로 알려졌으며, 고

주파수 역에서는 power turbine이 주된 소음원으로 알려졌

다. 관심 주파수 영역인 f < 2kHz에서는 여전히 어떤 성분들이 

크게 기여하는지를 분리해내는 것은 어려웠다.

Title: Unsteadiness of blade-passing frequency tones of axial 

fans

Authors: Michael Sturm, Thomas Carolus

Institution: Institute of fluid- and thermodynamics, 

university of siegen

날개 통과 주파수에서의 소음의 강도가 시간에 따라 불안정하

게 변하는 현상들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팬의 입력단에서의 유

동을 제어하기 위해 제시된 현재의 기준들을 사용한다 하더라

도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림 

B.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시간에서의 음압 신호를 처리하는 

길이와 시작 시간의 변화의 따라 첫 번째 날개 통과 주파수가 

최  5 dB까지 변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변화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팬에서 방사되는 소음을 측정

하는데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림 B.2>의 측정 환경을 구

성하였다. 입력 유동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유동 제어 장치

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반구 형태의 유동 제어 장치를 사용하

는 경우, 튜브 형태의 제어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 음압

을 측정하였다. 반구 형태의 유동 제어 장치가 팬 입력 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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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동 분포를 가장 균일하게 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유동 조건을 달리한 경우에 세 경우에 측정된 음압을 시간 

영역에서, 그리고 스펙토그램을 이용하여 <그림 B.3>에서 관

찰하였다. 이 경우 가장 입력 유동이 균일한 반구 형태의 유동 

제어 장치가 소음의 강도도 가장 작으며, 시간에 따른 소음 강

도의 변화도 다른 경우들에 비해 균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관찰

하였다. 이를 통해 입력 유동의 균일성이 날개 통과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시간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Title: A computational study on wind noise generated by 

screened microphone 

Authors: Jingxia Yu, Jancheng Tao, Xiaojun Qiu

Institution: Key Laboratory of Modern Acoustics and 

Institute of Acoustics, Nanjing University, China

윈드 스크린은 외부에서 음압을 측정할 때 원하지 않는 유동

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이

다. 윈드 스크린의 설계 변수들의 선택에 따라 유동 소음을 저감

할 수 있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윈드 스크린의 크기, 형태, 

사용하는 물질, 물질의 유동 저항등의 설계 변수들에 한 영향

을 관찰해야 한다. 실험적으로 이 모든 영향들을 관찰하기는 

어려움으로, ANSYS FLUENT 14.5 package를 이용하여 시뮬

레이션을 통해 유동 속도, 윈드 스크린의 직경, 유동 저항을 

변화시키며 유동 저감량을 관찰하였다. 시뮬레이션 조건은 <그

림 C.1>에 나타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그림 C.2>에 나타냈다. 결과로부터, 

유동의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와 윈드 스크린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유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관찰하였다. 하지만, 유동 저항의 크기는 유동 속도에 따른 최

적 값이 다름을 관찰하였다.

유동 저항의 크기에 따라 유동 소음 저감량이 다름을 <그림 

C.3>으로부터 관찰가능하며, 유동 저항 값이 작은 경우는 유동 

저항의 변화에 따란 소음 저감량이 매우 급격하게 변함을 관찰

할 수 있다. 각 경우에 유동 소음을 최 로하는 유동 저항 값이 

다름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측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합한 

윈드 스크린을 선택해서 사용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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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nalysis and control of an unstable mode in a 

combustor with tuneable end condition

Authors: Maria Heckl and Böla Kosztin

Institution: Department of Mathematics, Keele University, U.K.

연소 시스템의 개발시에 열과 음향에 의해 발생하는 불안정성

의 문제를 해결하기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불안정성은 변동하

는 열의 발산과 음파 사이의 피드백 구조에 의해 발생한다. 열

음향 불안정성은 기계시스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설계와 

제어 단계에서 이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에는 체적의 변화가 가능한 공동과 천공판을 이용하여 이를 

제어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으며, 이의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

였다. 

그린함수를 이용하여 모델을 구성할 수 있으며, 단일 모드에 

한 결과의 안정성을 관찰하였다. 천공판의 특성을 모델링해

서 사용하는 경우, 공동의 길이를 변화시킴으로 인해 단일 모드

의 반사 계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반사 계수를 적게 하는 공동 

길이를 선택함으로, 열 음향 사이에 발생하는 피드백 구조를 

제거할 수 있다.

20 kW로 동작하는 연소기에 해, 열의 발산 사이에 존재하

는 시간 지연과 공동의 길이에 따라 주어진 설계 변수들에 의해 

연소기의 열음향 안정성을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연소기가 안

정한 조건들을 선행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를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장치들의 조건과 공동의 길이를 선택하여 발산하

지 않는 영역 안에서만 안전하게 연소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한다.

Title: Modeling and optimization of duct silencer with 

complex internal partitions

Authors: Xiang Yu, Li Cheng Institution: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China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지는 소음기의 설계 및 최적화 시에 

기존의 수치 해석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산 시간의 소요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PTF(patch transfer function)

와 복합 구조의 경계조건을 연성하는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방법을 치하며 시간을 최적화에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제시된 방법은 특정 부분의 설계 변수들만을 변경한 

경우 변경되지 않은 부분에 한 계산을 새롭게 할 필요가 없음

으로 인해, 기존의 수치 방법들보다 계산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어 최적화에 특히 유용하다. 연구 상으로 삼은 연장판을 

가지는 소음기는 <그림 E.1>에 나타냈으며, 하부 구조로 나누

는 방법에 해서도 간략하게 나타냈다.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연장판을 가지는 소음기의 모델링과 

실제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된 방법이 측정 결과와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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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

연장판의 길이와 구조등을 변화시키며 최적화하는 과정과 계

산에 소요되는 시간등을 FEM등의 수치방법과 비교하여 수행

한 연구를 학회장에서는 발표하였지만, 학회에 제출한 논문에

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Title: Indirect force identification using strain sensor

Authors: Jiannan Yang, Takashi Yoshizawa, Yasushi 

Takano

Institution: Department of of Transportation System 

Research, Hitachi, Japan

차량의 내부 소음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입력되는 가진력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입력 가진

력은 직접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따라서 진동을 측정

하여 가진력을 역으로 알아내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가장 일반

적인 진동 측정 장치로는 가속도계가 많이 사용되지만, 저주파

수에서 큰 오차를 가짐이 알려져 있다. 변형 센서(strain 

sensor)를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가속도계와 변형센서를 이용하여 측정된 진동 정보를 이용하

여 힘을 역추산한 결과와 기준 값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 된 

로드셀에서 힘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F.2>에서 비교하였다. 

변형센서를 이용하는 겨우 실제 측정 값에 매우 가깝지만 가속

도계를 이용하는 경우 차이를 보였다. 

가속도계를 사용하는 경우 변형센서를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

했을 때 물리적으로도 수치적으로도 불안정성이 커짐을 조건수

를 비교함으로 알 수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화 방법

을 적용하여 <그림 F.3>에 나타냈다. 정규화 변수를 최적 기법

을 이용하여 설정하는 경우 125 Hz 이상의 주파수 영역에서는 

측정된 힘과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계산한 힘이 일치하나, 여전

히 125 Hz이하의 저주파수 영역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

만, 변형센서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규화방법이 없이도 

전 주파수 역에서 측정된 힘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Title: Acoustic-structural interaction of flexible walls in a 

flow duct

Authors: Harris K. H. Fan, Randolph C. K. Leung, 

Garret C. Y. Lam and K. H. Li

Institution: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 China

유동이 흐르는 덕트의 벽면이 얇은 패널형태인 경우, 유체와 

구조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덕트 벽면을 통해 외부와 내부로 

재방사되는 문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유체와 구조사이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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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연성 구조를 해석하기 위해 직접 공력음향 시뮬레이션

(Direct Aeroacoustic simulation)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상으로 하는 구조는 강체 벽 사이에 유연한 패널이 

삽입된 경우로 <그림 G.1>과 같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패널 뒤편으로 진행하는 음파가 크게 

감쇠하는 경향을 특정 주파수에서 관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패널로부터 재방사된 음파가 진행파와 반  위상을 가지는 경

우임을 <그림 G.2>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로부터, 패널을 이

용하여 하류로 전달되는 음파를 감쇠시킬수 있는 설계가 가능

함을 알 수 있다.

패널을 통한 전달 손실이 큰 경우와 작은 경우, 패널의 진동 

특성과 그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드에 해서도 분석하

였다. 전달 손실 TL = 15.7로 큰 경우, 모든 모드들의 진폭들이 

비슷한 수준이나, TL = 6.3으로 상 적으로 작은 경우, 특정한 

8번 모드에서의 진폭이 매우 크게 하류로 전달되며 이로인해 

전달손실이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외에도 논문에서는 유동에 의한 영향과 실험 변수들에 의한 

영향을 함께 설명하였다

3. 중국의 이모저모 및 음식

화요일 오후에는 만리장성으로 투어를 진행하였다. 학회측에

서 무료로 제공되는 투어라, 무더운 7월 중순의 한 여름 날씨에

도 불구하고 약 8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어에 참석하였다. 입구

에서부터 가파른 언덕을 타기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쉼터가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만리장성의 등산을 통해서, 세계에서 온 

유수한 연구자들의 체력이 처참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중국인 친구가 '이 장성을 올

라가지 않는 사람은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

림 4> 좌측 문구의 내용을 말해주어 필자와 연구실 친구들은 

열심히 장성을 올랐다. 다른 평일들에도 학회가 끝난 뒤 왕푸징

의 야시장과 베이징의 올림픽 경기장 Birdnest가 보이는 공원등

에서 연구실 선후배님들과 함께 관광하는 시간을 가졌다.

ICSV는 학회 등록비가 학생의 경우에도 미화 380달러로 매우 

비싼 편이지만, 그 비용안에 점심 식사가 부페로 포함되어 있어 

특히 학원생들에게는 매우 좋은 학회이다. 월요일에서 수요

일까지 학회에서 제공되는 부페식 점심과 coffee break 시간에 

제공된 커피와 차 및 과일과 디저트 등으로 학회가 더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북경오리와 훠궈는 중국에서 먹었던 가장 맛있는 

음식들이라 함께 사진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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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회 참석 후 느낀 점 

해외학회는 항상 필자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 사람

들, 더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는 사람들, 오랜 기간동안 꾸준히 

연구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잘 알

고 있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학회의 논문

을 작성하거나 발표를 위해 소모하는 시간은 상당하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며 오랜시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

떻게 해결할지 몰라 지쳐있을 때에, 비슷한 분야에서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자극이 

있으며 그로인해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고자 마음을 다 잡는 

계기가 된다. 또한, 발표를 하며 들으며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하는 방향이 맞는지를 점검해보고, 다양한 연구자들의 의견

을 통해 생각할 거리들이 늘어나는 유익이 있다. 특히 ICSV는 

필자와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는 덕트 음향학, 공력 음원등에 

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모이는 학회라 필자에

게는 특별히 더 유익했던 시간이었다. 

1. 학회 개요

올해 열린 QNDE(Quantitative Nondestructive Evaluation)

는 41번째로 열리는 비파괴 기술 관련 학회로써 관련 학회 중 

가장 큰 국제 학술 회 중 하나이다. 미국 아이오와 주립 학

(Iowa state Univ.)의 CNDE(Center for Nondestructive 

Evaluation)가 주관을 하고 미국 비파괴검사 학회 ASNT 

(American Society for Nondestructive Testing)의 지원을 

받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아이다호(Idaho)의 주도(主

都)인 보이시(Boise)의 중심가에 위치한 보이시 센터(Boise 

centre) (Fig. 1참조)에서 개최되었다. 총 324편(73편의 포스

터 포함)의 논문이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발표되었다. 

이번 QNDE(http://qndeprograms.org/QNDE.html)는 세

계 비파괴평가 연합(World Federation of Nondestructive 

Evaluation centers)이 "Imaging NDT"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학회 전 이틀간(7/19~20) 개최하였는데, 이의 영향인지 학회

의 기조강연(plenary lecture)들도 이미징 기술과 관련된 것들

에 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기조 강연은 2개의 세션으로 구성

되어 각 세션 마다 2개의 강연이 각각 50분으로 구성되었는데, 

다양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연구 내용을 생생하게 들을수 있었

다. 기조 강연은 첫날 오전에 편성되어, 모든 참가자가 기조강

연에 집중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 좋았다. 

학회의 세션을 살펴보면 아래의 10가지 정도로 주제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파괴검사 분야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자로(nuclear reactors) 세션을 제외하면 부분이 기술로 

세션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비파괴검사라는 

분야가 가지는 특징이 아주 실용적인 적용성에 한 개발이 

주요하게 행해지는 것인데, 본 학회는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들에 한 소개와 토론이 다른 비파괴 학술 회와 차별화

되는 큰 특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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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lenary lecture

Plenary lecture는 아래의 4편이 발표되었다.

Sparsity regularized image reconstruction(by Alfred 

Hero)

Ultrasonic imaging of materials under unconventional 

circumstances(by Nico Felicien Declercq)

Acoustic imaging with time reversal methods: from 

medicine to NDT(by Mathias Fink)

Non-destructive evaluation of fiber-reinforced composites 

with a fast 2D fiber-optic laser-ultrasound scanner(by 

Ivan Pelivanov)

 

특히, 이중에서 프랑스에 있는 Institut Langevin의 Fink 교

수가 발표한 시간역전법(time reversal) 에 관한 강연은 의료

분야 이미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비파괴분야에서의 

적용성에서도 상당한 기 를 모으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

을 끌었고, 시간역전법의 기본 원리부터 비파괴 분야의 적용성

에 한 기 까지 오랫동안 쌓아온 연구 노하우에 해서 흥미

진진하게 발표하였다.(Fig. 2 참조) 

Fink 교수는 iterative TR방법에 한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신체 내부의 콩팥이나 장기 등의 이미징과 비파괴 분야의 결함 

검출에 적용하는 내용에 해 소개하였다. 그리고, 초당 10프레

임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고속 초음파 영상 기법에 해 소개하

였는데, 의료 영상 영역뿐만 아니라 비파괴 검사 영역에서도 

빠른 검사 기법에 한 수요는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 영역

에서 암의 발견을 쉽게 도와주는 전단파(shear wave)를 이용

한 Quantitative Elasticity imaging과 초음파 기능 영상

(ultrasound functional imaging)을 위한 Ultrafast Doppler 

imaging기법에 한 소개를 통해 의료 영역에서 그 기능을 인정 

받았고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시간 역전법의 비파괴 분야 적용 

가능성에 해 보여주었다.

3. 주요발표 내용요약

본 학회에서는 36개의 세션에서 다양한 발표가 있었다. 그 

중에서 비파괴 평가 분야에서 최신 이슈라고 하면 초음파 이미

징 분야와 비선형 초음파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각각의 분야에

서 2개의 메인 세션(총 4개의 메인 세션)과 52편의 발표가 있었

다.(Table 1 참조)

이중 가장 많은 발표가 있었던 주제는 비선형 초음파를 이용

해 재료 특성(material characterization)을 파악하는 논문이 

많았으며,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발표를 한 기관은 미국의 조

지아 공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Laurence J. 

Jacobs 교수팀이었다. 그리고, 수치해석 및 모델에 해 발표

한 논문이 6편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 이는 비선형 특성을 잘 

측정하는 실험방법에 한 한계로 인해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

다. 그 뒤로 실제 적용을 위한 조심스런 접근과 소프트웨어 제

작에 한 내용이 4건 발표되었으며, 유도초음파에서의 비선형

성, 신호처리와 관련된 이슈 및 레이저를 이용한 측정법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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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각 2편씩 발표되었다. 

초음파 이미징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미징 결과를 잘 볼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신호처리 분야에 7편의 논문이 발표

되었으며,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발표를 한 주요 발표에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 Advancement of time reversal for nonlinear ultrasonic 

inspection(invited talk)

 i) 저자: Timothy J. Ulrich, et al(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USA)

 ii) 내용 요약: 

비선형 초음파의 측정을 위해 시간 역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실험장치 구성과 가능성에 해서 살펴본 연구에 한 발표로

써, 특히 핵연료 저장 용기로 쓰이는 콘크리트나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재료의 현장에서의 미세 균열이나 재료 특성을 파악

하는 방법을 위한 장치 구성의 시작 단계를 보여주고 있음

II. Detecting localized plastic strain by a scanning collinear 

wave mixing method

 i) 저자: Guangxin Tang, et al.(Northwestern Univ., USA)

ii) 내용 요약: 

국부적인 지점에서 재료의 비선형 현상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진 방법 중 하나인 collinear wave mixing 방법을 이용

하여, 센서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재료 내부를 훑는 방법에 

해 제안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살펴봐서 응용 가능성에 해 보

여준 내용이다. 한쌍의 전단파(shear wave)와 종파(longitudinal 

wave)의 공진 조건을 잘 맞춰주면, 기존 전단파의 반 방향으

로 발생하는 새로운 전단파가 공진현상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재료 내부의 미세 변화를 관찰하고 싶은 지

점에 유도된 전단파를 발생시켜, 이 전단파의 비선형 파라미터 

관찰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알고 있는 지점에 소성변형을 

일으킨 막 를 준비하여 이 막  내부를 collinear wave 

mixing 기법을 스캔하면서 비선형 파라미터의 변화를 살펴보

고, 국부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해 살펴본 논

문이다.

III. Characterization of material degradation in pipes using 

nonlinear guided wave

 i) 저자: Yang Liu, et al(Pennsylvania state Univ., USA)

 ii) 내용 요약:

Lamb 파의 특성을 이용하여 원거리의 결함 및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유도 초음파를 이용하여, 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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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를 관찰하는 방법에 해 살펴본 논문으로, 파이프 내

에 미세한 결함을 생성 시키고, 이를 거리에 따라 변화시키면서 

유도 초음파의 2차 고조파 성분과 기본 주파수 성분과의 비를 

살펴봄으로써, 유도초음파를 이용한 비선형 파라미터 변화 관

찰이 가능함에 해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파이프의 축 칭 

모드에서 가능한 전단 방향 파의 모드와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관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세한 모드의 결정과 이의 2차 고조

파 성분의 선택이 가능함을 보여준 발표이다.

IV. Measurement and fitting techniques for the assessment 

of material nonlinear with air-coupled piezoelectric 

receivers using nonlinear Rayleigh waves

i) 저자: D. E. Torello, et al.(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USA)

ii) 내용 요약: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비선형 특성이 재료의 비선형 파라미터

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접촉 센서 

(air-coupled transducer)를 이용하여 재료 내부의 비선형 파

라미터를 구한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발표로써, 입력전압

의 크기를 점점 키워가면서 해당하는 2차 고조파 성분의 크기

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 실험 셋업의 타당성을 보여

주는 발표이다. 특히, 표면파인 Rayleigh wave의 회절, 반사, 

감소 등의 특성을 고려한 비선형 파라미터의 관찰을 하였다. 

비접촉 센서와의 동시 사용으로 압전소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선형성에 해서 정량적인 측정을 하였으며, 비선형 파라미

터 그래프는 최소자승(least squar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그

래프를 만들었다. 

V. Clutter noise reduction for phased array imaging using 

spatial-frequency polarity coherence in ultrasonic NDE

i) 저자: R. Gongzhang, et al. (U. of Strathclyde, UK)

ii) 내용 요약:

결정립이 큰 재료의 이미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clutter 

noise의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제거하여 원하는 결함의 위치

를 가시화하는 방법에 해 제안하는 논문으로, CNR(Contrast 

to Noise Ratio)이라는 새로운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이미지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기존에 동일 저자들로부

터 제안된 Moving Bandwidth Polarity Thresholding(MBPT)

는 산란이 많이 되는 재료 내부의 A-scan 데이터에서 잡음을 

많이 제거시키는 기능이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개념을 2차원 

이미징으로 확장시킨 개념으로, 이를 위해서는 MBPT가 가지

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선택성뿐만 아니라 이미징화 하는 공간

에서의 잡음 변화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Total 



2014년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 110 -

Focusing method를 이용해 얻어진 한 지점의 A-scan 데이터

를 주파수 밴드별로 나눈 뒤, 각각의 밴드 내에서 가능한 결함

의 위치 정보를 가진 데이터를 특정 임계값을 기준으로 나눠서 

얻는다. 이렇게 얻어진 계수들을 지연&합 알고리즘에 적용하

여, 이미지의 비(contrast)가 높아진 이미징을 얻게 하는 방

법으로 다른 상용 이미징 방법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다.

VI. Adaptive ultrasonic imaging with the total focusing 

method for inspection of complex components immersed 

in water

i) 저자: L. L. Jeune, et al.(CEA, France)

ii) 내용 요약:

센서 앞단에 물로 채워진 고무를 두고, 이로부터 얻어진 정보

를 이용해 재료 표면의 형상 정보를 얻은 뒤, 이를 위상배열 

TFM(Total Focusing Method)를 통해 얻은 이미지에 보상을 

통해 정확한 결함의 위치를 보여주는 방법을 제안하는 내용이

다. 표면 형상을 얻기 위한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데이터를 사용

하고 어레이 구경을 고려하여 잡음의 영향을 줄이고 계산 시간

을 빠르게 하는 구조를 통해, 빠르게 스캔하면서 표면의 형상 

정보를 얻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뒤에, Fermat's 이론과 반

복적인 계산을 통해 표면 형상을 보정한 초음파 전파 경로를 

계산하게 되고, 이로부터 얻어진 초음파 데이터를 Total 

Focusing method에 적용하여 내부 결함 이미지를 얻는 방법

이다. 특히 Imasonic에 의해 제작된 물로 채워진 고무를 센서 

앞단에 둬서 표면의 형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센서를 제작한 

것이 새로운 시도로써, 실제 현장의 적용성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되겠다.

VII. Optimum array element pitch for NDE applications

i) 저자: Paul D. Wilcox, et al.(U. of Bristol, UK)

ii) 내용 요약: 

위상배열 어레이 이미징에서 어레이 간격의 최적값에 해서 

결함의 위치와 각도의 영향을 보상하는 방법에 해 이론적으

로 살펴보고, 실험을 통해 이미징 결과를 비교/확인하는 내용이

다. 이를 위해 먼저, 단일 주파수의 원거리 음장 전파 모델을 

사용하여, 센서 엘리먼트와 최  조향각(steering angle)의 관

계에 해서 살펴보았다.(Fig. 15 참조) 이를 통해 엘리먼트 

간격과 재료 내부의 미세 조직에 의해 발생하는 잡음 이미지의 

관계에 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 최  부엽의 크기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실제 NDE 현장에 쓰이는 신호는 단일 

주파수가 아니라 특정 밴드를 가지는 신호가 사용되므로, 이를 

고려한 엘리먼트 간격의 수치해석을 위한 모델을 또한 제안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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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MUSIC imaging method for low-high frequency inspection 

of composite multi-layers

i) 저자: Giacomo Rodeghiero, et al. 

(CNRS-SUPELEC-Univ., France)

ii) 내용 요약:

MUSIC(Multiple Signal Classification)방법을 이용하여 다

층 내부에 존재하는 결함의 위치를 이미징하는 기법에 해 

제안하는 내용이다. 신호 부공간의 차원에 따라 달리 얻어지는 

결과를 비교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가지는 차원을 결정하는 

방법에 해 제안한였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복합층 내부

의 결함을 정의하고, 이를 검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기기법

(electromagnetic method)을 이용한다. 이론적으로 사용한 

모델을 dyadic Green's function(DGF)으로 복함재 내부의 파

의 전파를 모델링하였으며, 수식의 간편성을 위해 음원은 원거

리에 있다고 가정하였다. DGF를 통해 얻어진 복합층 내부의 

음장을 MUSIC을 이용하여 해상도를 높임으로써, 다층 구조 

내부에 존재하는 결함의 위치를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4. 나무의 도시, 보이시

   (Boise, the city of tree)

시애틀을 거쳐 미국 내 로컬 비행기를 타고 1시간 30분 남짓 

날아 보이시에 처음도착했을 때, 느껴진 것은 광활한 평원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멀리 보이는 높은 산맥이었다. 그리고, 

공항 입구에 써 있는 문구, 'The city of tree'. 도 체 얼마나 

나무가 많기에 이렇게 이름 지었을까 궁금해 하며 숙소가 있는 

도시의 중심가로 향했다. 그러나, 이동 중에 보이는 광활한 평

원은 나무의 도시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단편을 보고 판단한 나의 실수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도심에서 벗어나 조금만 달리면, 국유림(national 

forest)의 면모를 가진 진정한 나무의 도시를 느낄 수 있었다. 

너무나도 깨끗한 자연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더없이 맑은 자연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자연을 

사랑해서 말년에 머물렀던 문호(大文豪) 헤밍웨이의 무덤도 

찾아볼 수 있었다.(Fig.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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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활한 미국 륙의 북서부에 위치한 아이다호는 바다와 접해

있지 않은 주(州)이다. 하지만, 마치 바닷가를 떠올릴 수 있는 

주립 야영지(national recreation area)가 있었는데, 바로 

Fig. 20에서 볼 수 있는 Lucky peak state recreation area이

다. 거 한 댐으로 물을 막고, 이 물을 땅 아래로 물이 솟아나게 

만든 인공 호수에 주변에는 고운 모래를 깔아 마치 해변가에 

와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 곳인데, 수많은 인파로 넘쳐나는 아이

다호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의 하나로 보인다.

5. 맺음말

아이다호는 1890년에 43번째로 주로 승격된 지역으로, 로키

산맥의 갈래들이 뻗어져나온 산들로 둘러싸인 곳이다. 아이다

호의 보이시는 지금까지 가본 미국의 어떤 주요도시보다 깨끗

한 자연을 가졌으며, 한가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잘 보존된 

옛 건축 양식의 국회의사당[Fig. 21(a)] 과 현 화된 건물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도시의 북쪽을 관통하는 보이시강

(Boise river)을 따라 조성된 녹색지 와 조깅 코스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이와 함께, 각국에 유사한 연구를 하는 동료들과 저명한 학자

들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학회였었다. 무엇보다도 흥미를 가지

고 있는 연구분야인 비선형 초음파 및 초음파 이미징 방법에 

한 다양한 소개와 이론적 제안 및 실험적 검증이 발표되고 

논의되어 개인적인 논문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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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포지엄 개요
 

착용형 로봇 국제 심포지엄의 개략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명칭: International Workshop on Wearable Robotics 

2014

□ 주최: CSIC(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ificas), the University of Houston, the ITESM 

and the University of Twente

□ 후원: Commission of the European Union, TIRR 

Memorial Hermann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 장소: Parador de Baiona, Baiona, Spain

□ 일시: 2014년 9월 14-19일

2. 심포지엄 정보

필자가 다녀온 WeRob 2014는 올해 처음으로 조직 및 개최된 

착용형 로봇 전문 학회로서, Neural Rehabilitation Group, 

Cajal Institute at the Spanish National Resarch Council 

(CSIC), the Cullen College of Engineering at the University 

of Houston, the Tecnologico de Monterrey (ITESM) 및 

University of Twente 등의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

다. 이들 모두 착용형 로봇 분야의 선도기관으로 인정받고 있

는 기관들이며,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착용형 로

봇 제작업체들도 거 시연에 참가하여 착용형 로봇과 관련한 

세계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교류의 장으로서 많은 호평을 받

았다.

□ WeRob 2014에서 인상적이었던 점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착용형 로봇분야의 권위자들을 다수 섭외하여 Plenary Talk를 

풍부하게 구성함과 동시에, 다수의 시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필자

는 현재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착용형 로봇들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각 세션의 발표가 

끝날 때 마다 모든 발표자들과 청중들이 다 같이 모여 해당 

세션의 주제에 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는 점도 기억에 

남는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각 발표자들은 자신들의 연구주제 

뿐만 아니라, 착용형 로봇 시스템을 바라보는 그들만의 철학과 

비전들도 제시하였는데 참신한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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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그림은 필자도 논문을 발표한 WeRob 2014의 포스터 세

션의 모습이다(금번 WeRob 2014의 경우, 학회 전체 기간에 

걸쳐 Plenary 및 Invited Talks가 다수 구성되어서인지, 이들

을 제외한 부분의 일반 발표들은 모두 Poster Presentation

으로 발표되었다.).

WeRob 2014에 시스템을 시연한 주요 업체와 기관들은 아래

와 같다.

■ Exso Bionics

■ H2

■ Rex Bionics

■ 기타 시연 업체 및 기관 : CEA LIST / Rewalk / Honda 

R&D Group

□ WeRob 2014의 각 세부 세션 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Session 1: Clinical Application Scenarios for WRs

 Session 2: Neural Interfacing with WRs

 Session 3: Benchmarking, Regulatory and funding 

aspects of WRs

 Session 4: Design Challenges of WRs

 Session 5: Translational and Industrial Market 

Challenges/Opportunities

 Session 6: Advanced Control Methods for WRs

 발표 목록 확인: http://www.werob2014.org

3. 심포지엄 주요 발표논문 발췌 및 요약

   (논문제목, 저자,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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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이성환 교수의 초청강연에서는 SSVEP(Steady- 

state visual evoked potentials) 개념이 결합된 하지 외골격

로봇에 한 BMI(Brain-machine Interface) 기반의 제어기

법을 소개하였다. 

즉, EEG(Ectroencephalography)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함

으로서 착용자는 전진, 좌우 방향전환, 앉기 및 서기와 같은 

동작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SSVEP에 한 주파수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CCA(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였는데, 시스템의 성능 평

가를 위한 실험에는 11명의 건강한 피험자가 참여했다고 한다. 

- 기본 구조는, 우선 PC는 EEG 데이터를 무선 EEG 인터페이

스를 통해 수신하고 주파수 정보를 분석한 다음, 제어 신호 명령

을 로봇 외골격에 전송하는 원리이다(본 실험에서는 REX 

Bionics社의 REX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다섯 개의 

LED를 사용한 시각적 자극 기법을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유닛

이 소개되었는데, 정보에 따라 자극 주파수를 추출하기 위해 

CCA를 이용하여 EEG 신호를 분해하는 기법이 동원되었다. 

CCA는 두 개의 정규 변수 X, Y 사이의 상관관계가 최 가 되는 

선형조합을 찾을 수 있는 다변량통계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데이터 세트인 X(t)에서는 EEG의 2초 구간의 윈도

우를 선정하여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이렇게 추출된 다섯 개의 

시각적 자극에 해서 다섯 개의 기준 주파수 세트 Yi(t)를 사

용할 수 있다. 결국, CCA를 활용하여 정규 변수 x, y 사이의 

관계를 최 화하는 가중치 벡터를 논문에서 제시한 공식을 통

해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규 상관관계 최 치는 피험자

가 착용하고 있는 LED의 각각의 주파수를 감지하는데 사용 

된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뇌의 

신호를 로봇 구동신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게 

받아들여졌다.

- 결과적으로 모든 피험자들은 짧은 오프라인 실험 직후에 

외골격 제어를 위한 직관적인 온라인 BMI를 확보할 수 있었다

고 한다. 비록 발표에서 제시한 실험결과는 비교적 간단한 5개 

계층의 CCA 기반 SSVEP 분류기를 사용하여 얻은 것이기는 

하지만, 더욱 복잡한 분류법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인상을 받았

다. 또한 발표자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시각적 시뮬레이션 유닛을 이용한 접근은 인간-기계 상호작용

이라는 관점에서 착용자로 하여금 제어방식을 직관적으로 습득

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끝으로 발표자는 

시스템의 분류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CCA는 사전에 오프라인 

실험에서 교정되었으며, 온라인 실험에서 91.3%의 정확도와 

3.281.82 s의 응답시간을 보였다고 밝혔다.

□"Wearable Exoskeletons: Limitations and Challenges", 

Amit Goffer(ReWalk Robotics Ltd., Yokneam, Israel)

- 마비환자들은 동작의 제약성으로 인해 휠체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제약과 위축, 건강 저해, 

낮은 삶의 질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근력지원용 외골격은 직립보행과 같은 이동성

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도구이다. 발표자의 분석에 

따르면, 직립보행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을 수행하는 기술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1) 군사, 스포츠, 

물리적 작업용도 등으로 활용되는 근력증강형 외골격 시스템 

(ex. HULC, HAL), 2) 물리적 재활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외골

격 시스템(ex. RGO, LOCOMAT), 3) 일상보행지원 시스템 

(ex. Rewalk, Ekso, Indego)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일반인, 두 번째, 세 번째 카테고리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카테고리는 처음 

두 가지 카테고리에 해 잘 동작하는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공유하지만, 이로 인해 개발상에 발생하는 제약사항도 물론 존

재한다는 점을 발표자는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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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 이와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은 보행기능의 복원

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현재 외골격시스템의 단점이라 규정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주된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1) 안정성 

(넘어지는 것에 한 두려움), 2) 심미적, 산업적 디자인과 제

품의 사이즈 3) 하중, 4) 보행속도 및 5) 소음 등이 그것이다. 

사용자들(특히 마비환자들)의 경우, 외골격 시스템 없이는 자

신들 스스로 자세를 안정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여전히 사용자

들을 넘어지는 것에 해 두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2)-(5)의 단점들 역시 잠재적으로 무릎과 고관절에 DC모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인하며, 이는 시스템을 불필요하게 덩치

가 크고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필자의 

의견으로도 이와 같은 요인들이 시스템의 사이즈 증가를 초래

함과 동시에 착용상의 불편함을 야기하며, 이는 제품화를 저해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해 저자는 착용형 에어백을 

적용하여 착용자가 넘어지는 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부풀어 

올라 착용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지면 반력 센서를 적용함으로서 착용자가 넘어지는 것을 감지

하고 보행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예를 

들면, 양발의 지면반력 센서를 통해 측정한 값이 미리 설정한 

기준치 이하일 경우, 이를 사용자가 넘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유연재질의 구동기를 적용하는 기술을 언

급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적은 소음, 시스템 경량화, 다리

부의 외골격 축소, 사용자의 착용 편의성 등을 장점으로 기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의 저자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

스템 역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1) 마비환자

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며(신체상의 노출부위에 한 낙상 시 

부상우려), 2) 유공압 시스템 자체의 한계점, 3) 크고 무거운 

백팩, 4) 상체 외골격의 부피증가, 5) 많은 수의 구동기를 적용

해야하는 점, 6) 유지보수성, 7) 시스템 자체의 유연성 및 업그

레이드의 한계성 등을 지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Gel 기반 

인공근육은 매우 조용하며 유연하다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높은 전압과 작은 출력 및 동작반경으로 인해 아직 외골격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필

자의 견해로도 당분간은 유연 재질 구동기 보다는 전통적인 

구동기들을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룰 것이라 생각되지만, 꾸준

히 이와 같은 유연 재질 구동기 기반 외골격 연구가 유명 연구기

관들을 통해 선보 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년 뒤의 구동기 

연구분야의 판도는 충분히 달라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연구기관들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 "Comparison of the therapy with the Exoskelettons 

Rewalk, Ekso and HAL", Wietse van Dijk, Cor Meijneke 

and Herman van der Kooij(Center for spinal cord injury 

and orthopaedic surgery, Berufsgenossenschaftliches 

Klinikum Bergmannstrost, Halle/Saale, Germany)

- 본 발표는 각종 유명 외골격 시스템을 두루 임상에 사용한 

연구기관의 중간 결과 발표 같은 성격을 지닌터라, 시스템 개발

자들 및 의료기관 관계자들 모두의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

된다. 

- 저자에 의하면, 의료계에서는 척추질환 환자에 한 재활치

료 목적으로 외골격 로봇을 활용하는 방안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외골격 로봇을 

활용함으로서 서로 다른 징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다. 본 논문의 저자는 2013년 2월부터 Rewalk와 

Ekso 시스템을 테스트할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2014년 4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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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Ekso와 HAL을 환자에게 적용하여 치료하는 기회를 가졌

고, Ekso와 HAL은 2014년 3월 이후로 꾸준히 사용해오고 있

다고 밝히고 있다. 재활치료를 통한 징후변화, 재활치료동안의 

문제점, 의학적 정신적 효과 등이 평가되었으며, 환자들의 의견

도 수렴하였다고 하는데, 이들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Rewalk와 

HAL을 통한 재활치료는 서로 다른 환자에 적용하기 위한 시스

템의 기구적 보정, 특히 HAL은 전극부착 등의 과정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또한 과체중을 가지는 환자들

에 한 Rewalk의 적용은 해당 장비의 고정부가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는 일화도 소개하였다. 특히 

Rewalk는 자신의 몸통을 온전히 제어할 수 있는 환자에 사용하

여야만 하였다고 한다(Paraplegia sub Th8). Ekso의 경우에는 

완전한 paraplegia sub Th3를 가지는 환자들에 유용하였으며, 

다양한 지원기능을 활용하여 불완전한 paraplegia 및 

tetraplegia를 가지는 환자를 치료하는데도 유용하였다고 한다. 

끝으로 HAL의 경우에는 특별히 불완전한 paraplegia 및 

tetraplegia 환자와, 얀다(Janda)식 치료법을 통해 2~3/5의 다

리운동 기능을 가지는 환자들에게 사용하였을 경우 특히 유용

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 다양한 외골격 장치를 활용하면서 저자는 보행할 수 있는 

환자들에 해서 경직, 신경병리학적 통증, 변비 등의 증상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최근에는 보행의 정신적인 측면

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또한 환자들이 체중이 줄거

나 재활치료시의 근력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근거로 외골격로봇을 이용한 재활치료는 척추손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자는 판단하고 

있다.

□ "Regulating Support Torque around the Ankle during 

Walking with the Achilles Exoskeleton", Wietse van 

Dijk, Cor Meijneke and Herman van der Kooij(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Netherlands)

- 본 연구는 발목의 아킬레스건을 위한 외골격시스템 및 그 

제어기법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외골격시스템은 

건장한 일반인들의 보행 시에 발생하는 push-off 구간을 지원

하기 위해 사용된다. 착용자와 외골격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

기 위해서 본 외골격시스템은 가상 스프링의 적용 및 보행 주기

에 따른 가상 스프링의 수축 시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식을 취하

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push-off 구간에 부여되는 에너지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 지는데, 사전 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

서는 push-off 구간에서 50.6 W의 최  힘을 발생시킬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논문에 제시된 외골격시

스템은 종아리부에 연결되는 파트와 발바닥 하부에 연결되는 

파트 등,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Maxon EC22 

4pole 120 W 모터 및 SKF SH6x2 볼스크류로 구성된 직선형 

구동기는 종아리부 모듈과 lever-arm에 각각 연결되는데, 

lever-arm은 발바닥부 모듈과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lever-arm은 변형 가능한 구조로서 series elastic element

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lever-arm이 순간적으로 

변형 에너지를 저장함으로서 모터의 요구 토크를 낮춰주는 기

능을 함과 동시에 토크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엔코더는 

모터의 회전각과 관절의 절 회전각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며, 

압력센서는 발꿈치 부분의 지면반력을 측정한다. 사용자가 착

용하는 백팩(Backpack)에는 모터 제어기, 입출력 모듈, 컴퓨

터 및 배터리 등이 내장되어 있다. 제어기의 구조는 <그림 11>

과 같으며, <그림 12>는 가상 스프링이 요구토크를 계산하는 

방식을 도시하고 있다. 근본적인 구동기의 컴플라이언스는 제

어 이득 및 추종 성능을 제한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저자는 판단

하고 있다. 보행은 주기적인 움직임이며, 저자는 추종 에러를 

실시간으로 추종하는 피드포워드 제어신호에 비선형 필터를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피드포워드 제어기는 주기적인 추종오차

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외골격의 경우 착용자와 지지토크를 

통해 상호작용 하는데, 하위 제어기에서 주기적으로 동기화된 

속도모드의 EPOS3 모터 제어기는 속도오차를 사용하는 P 제

어기에 의해 선행되는 전류 오차를 사용하여 PI 제어기를 통해 

구동기의 전류를 조절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 여기서 목표로 하는 속도는 Matlab Simulink로 프로그램 

된 속도 제어기로부터 생성되며, 이러한 상위 제어기는 토크 

오차를 기반으로 하는 피드포워드 신호를 실시간으로 추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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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비선형 필터를 가지는 PI 제어기와 하나로 묶여있는 구조

를 가지고 있다. 실제 토크는 스프링의 변형량으로부터 계산되

는데, 스프링의 변형량은 발목조인트의 각도 및 보행주기의 모

터 각도로부터 결정된다. 두 개의 비선형 필터 및 추종 토크의 

계산은 adaptive frequency oscillator를 사용함으로서 결정

된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 시스템의 성능 실험은 180 cm의 신장을 가지는 성인남성

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4 km/h의 속도로 Treadmill에서 보행

한 결과를 <그림 12>에서 도시하고 있다. 아래 그래프는 발목 

관절 및 가상 스프링(a) 각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은 초기 

각도와 위상의 함수로 표현된다. 가상 스프링의 길이와 스프링 

탄성은 외골격에 가해지는 토크를 결정하며, 관절의 회전속도

와 토크를 곱하면 외골격에 의해 생성되는 기계적인 Power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한다.

□ "Randomized Control Trial Comparing Walking Task 

Specific Training with Stride Management Assist(SMA) 

Device vs. Functional Task Specific training on Functional 

Walking Ability in Outpatient Stroke Rehabilitation", Arun 

Jayaraman, Hideaki Takahashi, Chaithanya K. Mummidisetty, 

and William Z. Rymer(Rehabilitation Institute of Chicago & 

Northwestern University, Chicago, IL., USA)

- 상당수(80%)의 뇌졸중환자들은 심각한 보행운동성 저하

를 경험하는데 여기에는 줄어든 보행속도 및 비 칭적인 보행 

패턴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이때 착용형 로봇 외골격을 활용하

면 일상생활과 접한 보행치료를 가능하게 한다고 게 알려

져 있다. 그러나 필자의 시각에서는 다소 약한 수준의 뇌졸중을 

겪는 사람들에 해서 외골격 시스템이 그들의 보행능력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는 아직 많이 수행된 바가 없다

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로봇 외골격에 탑재된 보폭 관리 지원 

기능(SMA, Stride Management Assist)과 기능적 목표에 기

반을 둔 물리치료(FPT, Functional goals based Physical 

Therapy)의 트레이닝 효과를 비교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 결

과, 총 50명의 피험자들은 SMA 훈련이 뇌졸중 이후 겪었던 

보행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보행에서 큰 폭의 보행 지속

성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밝히고 있다. 피험자들은 2개의 그룹

으로 임의로 분류되어 SMA와 FPT를 수행하였다. 기본적인 테

스트를 완료한 이후, 피험자들은 18 세션(3X6주)의 PT 훈련을 

외래환자 클리닉에서 시작하였으며, 이들 세션은 45~60분간 

진행되었다. FPT는 15분의 고강도 보행 훈련과 30분의 기능적 

목표 기반 훈련으로 구성되었으며, SMA는 30분의 SMA 기반 

고강도 훈련 및 15분의 SMA를 이용한 기능적 훈련(계단, 경사

지, 불규칙 지형 등의 보행)으로 구성되었다. 최종적으로 물리

치료사는 초기, 9번째 세션이 끝난 중간 단계, 18번째 세션이 

끝난 이후 및 18세션이 끝난 이후 3개월 경과한 시점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산출된 결과를 수집하였다. 

- SMA는 Honda R&D 그룹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였으

며 <그림 13>, 고관절의 신전 및 굴전을 지원한다. 시스템의 

무게는 약 2.8 kg 이며, 2개의 Brushless DC motor가 장착되

어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를 통해 구동된다. 총 4가지의 사이

즈로 개발되어 있으며, 밸트를 통해 착용하며 허벅지의 Strap

을 고정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실제 발표 현장에 이들 시스템을 

가져와서 직접 착용 시연을 하는 한편, 착용해보기를 원하는 

지원자 2명을 직접 현장에서 뽑아 그들에게 시스템을 착용시키

고 그들의 의견을 즉석에서 듣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특히 인종

과 연령별로 다른 착용자들의 신체적 특징을 감안하여, 착용자

와 로봇사이에 결합되는 파트들은 착용자들의 기호에 맞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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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다른 사이즈의 파트로 교환할 수 있게 구성되어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필자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제품 시연을 살펴보

았는데, 전체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라는 측면에

서 완성도가 매우 높아 보였다.

-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교실험을 위해 동원된 30명의 

환자들(15명씩 2개 그룹)을 통해 저자들은 그들의 외골격 시스

템의 재활효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10미터 구간 보행 테스트에

서 훈련 전에는 0.63±0.02 meters/seconds이었다가 FPT 이

후에는 0.82±0.06m/s, SMA 이후에는 0.86±0.05 meter/ 

seconds 향상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6분간 진행되는 보행 지속

성 평가를 6주간 수행한 피험자들은 SMA를 사용한 그룹은 평

균 122±18 가량 향상되어 82±37 meters 향상에 그친 FPT보

다 큰 폭의 기능적 향상을 가져왔다고 한다. 또한 전체적인 일

상 보행 및 칼로리 소모 측면에서도 88175±9164의 보행수 증

가 및 2269±885 칼로리의 소모를 보인 FPT 그룹에 비해, 

107254±26057의 보행수 증가 및 4465 ± 1818의 칼로리 소모

를 보인 SMA 그룹에서 확연한 기능적 향샹을 보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현장 시연을 통해서도 착용자들은 한

결같이 전진 보행시에 '무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공통

적으로 피력한 점을 감안하면, 필자의 입장에서도 재활 분야에 

한 이들 시스템의 활용성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 "Mobility Enhancing Soft Exosuits", Conor Walsh 

(Harvard University, USA)

- 기존의 전통적인 외골격시스템들을 비교하였을 때, 차세

의 외골격 시스템은 인간의 신체와 상호결합하기 위한 수단이

라는 측면에서 신체거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신체구조와의 

일치성 및 컴플라이언스를 지니는 텍스쳐(Texture) 구조의 유

연 소재를 사용할 것이라고 저자는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

템은은 물리적, 신경학적 질환을 겪는 환자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건장한 일반인들의 운동능력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

고 역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연 구조 구동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여, 지난 수년의 기간을 통해 저자의 연구실에서 

개발된 공압식 및 전기식 외골격의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전체

적인 구조와 텍스쳐 구성은 외골격과 착용자의 양자간 힘의 

분배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저자는 아울러 이

들 시스템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도 제시하였으

며, 신체와의 동기화된 동작을 위한 외골격시스템의 제어방법

도 제안하였다.

- 저자가 제안한 Exosuit는 착용자의 이동시의 신진 사량

을 경감시키기 위해 착용자의 관절에 추가적인 토크를 가해주

는 방식으로 근력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들은 무게를 지

지하는 외골격을 일체사용하지 않으면서 부하와 힘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학적 외골격을 모티브로 하여 기계적인 임

피던스 및 기구학적 제약들을 최소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

나의 구동방법으로 저자는 지지구간 및 스윙구간의 초기시작 

구간에서 적은양의 추가적인 에너지를 근육에 가하는 것을 제

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착용자 보행 시에 자연스러운 

동적 보행성을 배가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Exosuit는 착용자와의 결합부, 부하를 신

체를 통해 전달하는 텍스쳐 구조물, 슈트 상에 제어된 장력을 

제공하여 텍스쳐 구조물의 길이를 변화시켜주는 구동부 등이 

통합된 의복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체가 관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뼈와 피부조직이 회전중심축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관절에 토크를 생성하는 원리와 동일하게, Exosuit는 관절에 

해 토크를 생성하는 구조를 가진다. 저자가 고려한 Key 

anchors(주요한 신체 지지점)은 Foot과 Pelvis인데, 이 슈트는 

액추에이터들을 이들 key anchors에 연결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구동기들로부터 큰 힘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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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시스템은 각각의 구동기가 오직 하나의 관절을 한 

방향으로만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특정 관절을 지원

하는 구동기가 다른 관절에 방해가 되는 동작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물망 구조의 설계 및 내부 연결지점 매트릭스를 구성하

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발목의 

plantarflexion 동작을 지원하는 구동기의 상단으로부터 허리

까지를 연결하는 단일 구동기의 슈트는 반드시 무릎과 고관절

의 중심을 지나야 하며, 발목부가 구동되었을 때 이들 관절(무

릎, 고관절)에 불필요한 모멘트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연결경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내부적으로 다중관절을 구동하는 근육과 유사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며, 각 조인트의 적절한 측면부를 

통해 슈트가 결합되어야 하며, 이는 슈트에 장력이 가해졌을 

때, 원하는 모멘트가 정확히 생성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조인트의 속도와 Moment arm이 다름으로 인해서 

각기 다른 크기의 힘과 모멘트가 전달되어야 하지만, 이들은 

모두 동시에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필자 개인적으로도 Walsh 박사의 연구와 개발방향을 주목

하고 있으며, 기존에 발표한 논문들도 관심 있게 읽은 적이 있

다. 특히 일반인들을 상으로 하는 외골격 시스템을 연구하는 

측면에서 시스템의 설계와 관련한 그의 주장들은 국내의 외골

격 시스템 관련 연구자들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Developing Exoskeletons to Enhance Running Speed", 

Thomas G. Sugar, and Jason Kerestes(Engineering 

Department at Arizona State University, USA)

- 착용형 외골격 분야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Sugar 교수는 이번 학회 발표에서 일반인들의 주행속도를 증

가시켜 줄 수 있는 외골격 시스템으로 다시 한 번 주목 받았다. 

실제로 발표장에서 전문 육상선수와 착용형 외골격 시스템을 

착용한 일반인들과의 달리기 시합 동영상을 소개하기도 해 눈

길을 끌었다.

- 저자는 착용자의 주행속도를 증가시켜줄 수 있는 외골격 시스

템을 제안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발목관절의 plantarflextion 

뿐만 아니라, 고관절의 굴전과 신전 근력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공압식 구동기를 통해 허벅지의 고 당김, 양

방향 구동식 스프링을 통해 발목 관절의 당김 동작을 각각 지원

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주행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발목

의 push-off 힘이 커져야 하며, 이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지

면반발력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개발되었

다. 저자의 기존 연구에서는 스프링에 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이를 재빨리 방출하는 방식의 Robotic tendon system을 제안

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추가하여 저자는 무릎과 발목

을 연결하는 양방향 스프링 시스템을 추가하였는데, 지지구간 

중에 스프링은 다리 상부 및 공압 실린더에 의해 인장되며, 축

적된 스프링 에너지는 착용자의 push-off 구간동안에 방출되

는 구조를 가진다(이러한 스프링은 작은 연필크기의 에어 실린

더에 의해 인장된다.). 보행시의 지지구간은 전체 보행 사이클

의 약 0~40%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발목은 80 kg의 체중을 

가지는 사람의 경우, 약 1000 W의 최  push-off 힘을 발휘하

고, 고관절력은 신체가 직립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와 동일한 

비율의 저항력을 생성한다. 스윙 구간에서는 고관절 및 무릎관

절의 힘이 서로에 해 반 방향으로 주기운동을 한다. 발목에

서는 모터의 최  power를 경감해주는 목적으로 translating 

spring이 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방출한다. 즉, 발의 dorsiflextion

을 통해 에너지가 저장되며, 이는 착용자를 앞으로 전진 하도록 

하는 추진력을 사용되는 것이다. 

- 발목과 무릎관절을 연결하는 스프링은 이러한 dorsiflextion 

동안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다리 상부에 의해 신장된다. 그 

다음, 동일한 스프링이 발목을 platarflex 하기 위해 위의 방향

으로 끌어올리는데, 발목의 plantarflex로 저장된 에너지는 착

용자의 전진 시에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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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을 위해, 완전히 외부 연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운 휴

용 시스템이 고안되었으며, 고압력의 에어탱크가 사용되었다. 

66 kg의 피험자가 투입되었으며, 략 94 N이 허벅지 플레이

트에 1.8 m/s의 속도로 가해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각각의 다

리에 170 W의 힘이 전달된 것에 해당한다. 발목에는 략 123 

N의 힘이 bungee cord(신축성 있는 고무끈)에 1.6 m/s로 전달

되었는데, 이는 각 다리별로 200 W의 힘이 전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는 2.7 m/s의 주행에서 약 8% 

에너지 감축효과를 보였으며, 3.6 m/s의 주행에서는 약 10.2% 

에너지 감축효과를 보였다. 본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실린더의 구동을 활성화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해당 시스템은 위상 발진기(Phase Oscillator)를 기반으

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각각의 힘은 사인 위상각을 기반으로 

전달되고, Limit-cycle을 유지하는 되도록 동작하는 것을 실

험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한다. 다리 상부에 해서 허벅지의 

관성은 I, Damping은 b, 허벅지의 탄성계수는 k로 정의할 수 

있는데, θ로 표현되는 허벅지의 회전운동을 측정하는데 자이

로 센서를 사용하였다. 시스템의 지배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표

현된다.

- 위의 식에서 만약 c 가 양수이면, 시스템은 앞뒤로 진동한

다. 에너지는 항상 반동하게 되는데 이는 θ의 1차 미분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 분자가 소거되면서 c 만 남게 되기 때문

이다. 만약 c가 음수이면 에너지는 소멸되며 시스템은 0의 상태

로 수렴하게 된다. 큰 c값을 가질수록 시스템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기 할 수 있다. 위상각은 500 Hz에서 계산이 되며, 

비선형 위의 식에서 보인 비선형 가진 함수를 계산하는데 사용

된다.(가진 함수는 노이즈에 강건하다.) 이 함수는 ±c 보다 

클 수 없으며, 허벅지와 발목의 진동 운동을 지원한다. 아래의 

그림은 treadmill에서 조깅을 통해 추출한 시스템의 거동을 나

타내고 있으며, 착용자의 다리 위상각에 하여 적절한 타이밍

에 시스템의 제어신호가 발생하여 착용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 Design Criteria for the Development of Wearable 

Robots, Robert Riener(Sensory-Motor-Systems Lab, 

ETH Zurich, Switzerland, and University Hospital, 

University of Zurich, Switzerland)

- 유럽은 미국, 일본과 함께 재활분야 로봇시스템 개발 및 

관련 임상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금년도 학회에서도 유럽의 각 

연구기관들은 단순한 시스템을 개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

들을 적극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직접 활용함으로서 환자를 통한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환자들로 하여금 로봇 시스템을 효

과적으로 재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본 연구도 이와 같은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 일반적으로 재활을 목적으로 인간과 외골격 시스템을 결합

하는 것은 생체역학적 관점으로나 심리적인 관점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다. 즉, 생체역학적 결합은 활용되는 시스템이 인간공

학적으로 수용이 가능하고 사용자와 협업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심리적인 결합은 환자가 외골격을 통해 적절한 자극을 

받았는지 여부를 기록하고 제어하는 측면을 포함한다. 본 연구

에서는 착용자와 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착용형 외골격시스템

을 위한 기본적인 설계 지침이 제시되었다. 이는 지나친 스트레

스와 피해를 착용자에게 유발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서 시스템

을 최적화하기 위함이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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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가소성은 인간의 운동 시스템의 신경 생리학적 측면에

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ex. 유아기의 보행 학습, 중추신경 

손상이후의 운동 재학습 등) 이러한 운동학적 특징덕분으로 회

복할 수 없는 뇌 손상(뇌졸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한 인지적, 운동학적 기능 상실은 여전히 기능하는 뇌의 다른 

부분으로 옮겨질 수 있다. 상실된 운동학적 기능의 재학습은 

지루하고 힘든 작업인데, 환자들은 매우 반복적인 방법으로 운

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집중 재활치료를 감당해야만 한다. 이때 

로봇 장비의 활용은 이러한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반복적

인 패턴의 실행은 학습에 적절하지 않다. 즉, 다양성과, 오차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은 운동기능 학습을 위한 훈련에 필수

적인 요소이다.("Repetition without repetition"라고 일컬어

지기도 한다)

-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이후의 상하지 사지 간 협응 

(lntralimb coordination)은 기구학적인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manual training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이러한 경

우, 기구적인 다양성을 최소화하는 위치제어기반의 LOKOMAT

을 통해 효과를 보기는 어려움). 결론적으로 동작 시에 더 높은 

동작 자유도와 더 많은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이 더 

빠른 학습과 더 나은 학습결과를 기 할 수 있다고 저자는 역설

하고 있다. 능동적인 물리적 참여 또한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적극적인 심리적 자세가 성공적인 재활을 위한 주요

한 요소라는 것이다. 즉, 재미있다고 하는 감정과 같은 긍정적 

요소들을 통한 환자들의 심리적인 자세가 신경가소성 측면의 

긍정적인 변화와 그것의 강화를 촉진하는 도파민의 분비를 증

가시킨다는 것이다.

- 추가적으로 신경 생리학적 고려에 더하여 인간공학적, 생체

역학적 측면도 재활로봇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각의 환자들은 서로 다른 인체구조상의 특징(신체 사이즈, 팔다

리의 길이 및 무게 차이 등)을 기반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수동

관절 및 능동관절 특성은 환자들 간의 서로 다른 기계적 임피던

스와 최  수의적 수축력의 차이로 인하여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재활장비에 한 인체의 기계적 연결은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뼈를 감싸고 있는 유연한 피부조직은 착용자의 팔다

리와 로봇간의 강건한 결합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로봇과 인간의 결합력은 로봇과 인간을 포함하는 완전한 

시스템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컴플라이언스가 분배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병리학적 신체에서 상 적으로 큰 외부 부하 및 근

력 하에서의 큰 범위의 동작을 수행할 때 착용자의 관절은 꽤 

복잡한 운동(일자유도 이상의 동작과 회전중심축의 변화)을 가

진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작 실행동안에 순수하

게 신경학적으로 유발되는 경직(근육 피로)등의 추가적인 현상

이 일어날 수 있다.

□ "Comparison of Exoskeleton Ankle Assistance to 

Downhill Walking Energetics and Biomechanics", 

Kevin W. Hollander, Jeffrey A. Ward, and Thomas 

G. Sugar(SpringActive, Inc., Tempe, AZ and Arizona 

State University, USA)

-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경사지를 오르는 

근력지원 로봇이 아닌, 반 로 경사지를 내려가는 보행시의 생

물에너지학 및 생체역학적 요소를 평가하였으며, 발목 외골격 

로봇을 통한 평지 보행 시에 제공되는 근력지원 수준과 비교한 

흥미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연구사례를 통해 저

자는 외부적인 수평력은 신진 사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즉, 이들 수평력과 신진 사 절감량의 상관관계는 

통상적으로 J자 형태의 곡선을 그리는데, 이는 체중의 10% 해

당하는 수치가 피험자에게 지원되었을 때 최고치의 신진 사 

절감량 47%가 얻어진다는 것이다. 저자는 또한 treadmill과 지

상에서의 보행 및 주행 실험을 통해 신진 사 절감을 관찰함과 

동시에, 동일한 현상을 경사지를 내려가는 보행을 통해서도 관

찰하였다. 즉, 약 5.74도의 경사도를 가지는 내리막길은 체중의 

10%를 전진을 위한 추진력으로 제공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Redfern과 DiPaquale는 경사지

를 내려갈 때의 생체역학을 연구하였는데, 그들은 발목의 기구

학적, 운동학적 변화와 점진적으로 경사가 급격해지는 내리막

길을 걷는 동안 발목의 기구학적, 동역학적인 변화 및 지면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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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중 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가장 명백한 

부분은 지면 반발력에 한 부하 수용 구간의 최고치가 증가한

다는 점이며, 또한 push-off 최 치가 경사도와 상관없이 어떠

한 내리막길에 해서도 감소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 다른 

관찰사항은 지지구간에서의 발목 토크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내리막길의 지면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수치는 경사가 급격한 내리막에서는 감소하며 내리막길 경사가 

증가됨에 따라 다소 지연되는 경향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내리막길을 보행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터파워를 최소화 하면서, 그와 동시에 구동기 강성을 최적화

하기 위해 Robotic Tendon 분석을 시행하였다. 피험자(39세 

113 kg의 성인 남성)는 별도의 지원 없이 Treadmill을 걷는 

동안의 신진 사를 측정하였다. 또한 VO2(ml/kg/min)의 신

진 사량을 5분 동안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측정하였다. 평

균적인 VO2는 각 경사지 환경 별로 마지막 2.5분간에 해서 

계산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추가적인 VO2를 평지에 해서 근

력 지원을 받거나 받지 않은 상태에서 JTAR(Joint Torque 

Augmentation Robot)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보행 데이터

는 별도로 기록되었다가 시각화된 3차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여 평가되었다.

- 이러한 분석을 통해 100%의 발목 토크 지원은 JTAR에 

의해 제공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각각의 모터는 인체가 동일한 

동작을 할 때보다 더 큰 에너지 소비가 요구된다는 것이 확인되

었다(전형적으로 전기 모터의 제동시스템은 열에너지로 전환

됨으로 인해 에너지가 손실되며,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에 더해

지기 때문이다.).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신진 사 테스트의 결

과와 유사하게, JTAR 및 착용자의 발목 양자로부터 요구되는 

언덕길을 내려가는 에너지는 략 5도 경사에서 최소가 된다. 

아래의 그림들은 착용형 로봇을 착용하였을 때와 착용하지 않

았을 때의 보행 분석실험으로부터 측정된 지면반력과 계산된 

모멘트들을 보여주고 있다.

- JTAR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데이터는 전형적

인 일반인들을 통한 결과와 동일하다. <그림 22> 및 <그림 23>

에서 나머지 두 가지 근력지원 조건은 JTAR을 사용했을 때 

취득된 결과이다. 변화된 변수는 과도한 보폭의 보행이나 웅크

린 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각각의 보행 동안 로

봇으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통상적인 근력지원 구간은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외골격 로봇의 구동력 내에서 보행을 수행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맺음말

WeRob 2014는 착용형 외골격 시스템 분야 연구 개발자들과, 

이들 시스템을 활용한 일상생활 지원 및 재활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학회이다. 2008년경 스페인의 Jose 

L. Pons 교수가 착용형 외골격분야의 기본개념과 연구사례를 묶

어 편찬한 "Wearable Robots - Biomechatronic Exoskeletons" 

라는 외서를 처음 접했을 때,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

로서 Pons 교수의 시도를 높게 평가했었다. 그런 그가 6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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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ob 2014의 Chair로서 다시 한 번 착용형 로봇 연구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금번 학회 역시 의미 있고 중요한 시도였

기 때문이다. 이러한 커뮤니티를 촉매로 하여 각국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의 정보교류의 장이 마련되었으

며, 이는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욱이 WeRob 2015는 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

정되었기 때문에 필자의 입장에서는 착용형 로봇분야에서 한

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될 것으로 생각된

다. 끝으로 학회종료일 전날에 진행된 산티아고 지역의 City 

tour와 Gala Dinner의 전경을 소개하는 것으로 WeRob 2014

의 참관기를 마치고자 한다.

1. 학회 개요

Inter-Noise 2014(International Congress and Exposition 

on Noise Control Engineering)는 소음 진동 분야에서 매년 

개최하는 가장 큰 국제 학술 회 중 하나이다. 올해로 40 번째

를 맞는 I-INCE(international Institute of Noise Control 

Engineering)와 함께 AAS(Australian Acoustical Society)

의 주관으로 16일에서 19일까지 호주 멜버른의 Melbourne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에서 학회가 개최 되었다. 

102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72개의 포스터 발표와 62개의 

다양한 소음 진동분야의 회사들이 참여한 전시부스들이 마련되

었다. 6개의 기조강연과, 93개로 구성된 음향 진동 분야의 세션

에서 자신의 연구에 해 발표를 하였다.

호주라는 지리적 위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약 1000명에 달

하는 학회인원들이 참가를 하였고, 이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학회장 한 개의 층의 15개의 발표장을 이용하여 발표와 참가자

들의 토의 및 질의가 원활히 이루어졌다. 기조강연장의 독특한 

디자인과 1층 일부 좌석은 자동적으로 사라져 만찬을 위한 공

간으로 변화가 가능한 신기한 구조였다.

2. 발표논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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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학회 첫날의 plenary speech 였으며, 한국과학기

술원에 최정우 교수가 라우드 스피커 어레이를 이용하여, 공간

상에서 원하는 음장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방법 및 실험에 

관련한 발표를 하였다. 다중의 음향 트랜스듀서 혹은 라우드 

스피커를 이용하여 음장을 제어하는 것을 "사운드 스케칭"이라

고 명명 하였고, 이를 위해서 파동이 진행과 간섭에 의한 반사 

및 굴절 현상을 의미하는 Huygens' principle과 Kirchhoff- 

Helmholtz integral equation 을 이용하였다. "사운드 스케칭"

은 두 가지 과정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적절한 제한조건을 

통하여 '무엇을 그릴 것인가?'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하

여 물리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이다.

목표로 하는 음장 pd을 형성하기 위해서 측정점과 각 스피커 

사이의 전달행렬을 이용하여 다채널의 필터 계수 q벡터를 구하

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면, <그림 A.3>과 같이 관

심 있는 영역내에 어떠한 위치에서 가상의 피아노 음원이 있는 

것을 목표로 하여 우측 음장을 재구성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한다면, 많은 수의 스피커들을 이용한 <그림 A.4>와 같이 

2D의 캔버스에서 스케치를 통하여 이를 3차원의 공간에서 실

시간을 가상의 음원을 형성 하여 자유 자재로 스케치가 가능하

고, <그림 A.5> 처럼 청취자의 위치에 맞게 음원을 집중시키거

나 오케스트라의 특정 악기의 위치를 바꾸는 등의 다양한 응용

처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간에서 부피가 0일 때, 질량이 무한 가 되는 

특이점을 뜻하는 블랙홀과 마찬가지로, 음향 블랙 홀은 파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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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을 할 경우에 진행되는 상인 판의 두께가 0에 가까워 

질수록 반사파가 사라지고, 진행파의 속도가 0에 점근적으로 

다가가는 특이 조건 만족하는 현상을 말한다. 사각 평판에 해

서 진동과 음향방사의 저감을 위해서, <그림 B.1>과 같이 0.1의 

손실계수를 갖는 댐핑층이 있는 음향 블랙홀 셀이 내장된 평판

을 이용하였다.

제안한 ABH 셀 25개를 이용한 패널과 균일 패널에 해, 음향

과 진동에 한 응답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림 B.3>에 비교

하였다. 2500 Hz 이상에서 20 dB이상의 저감효과를 보인다. 

진행파 파장의 길이가 ABH 셀의 외경과 동일해 지는 6500 Hz

이상에서는 broadband absorber의 역할을 하게 된다. 중-저

주파수 영역의 저감 성능은 ABH셀의 저차의 국부 모드에 의해 

손실계수가 균일 패널에 비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그림 B.4>의 결과를 통해 알 수가 있다.

실제의 상황에서는 측정 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음압을 측정하

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서, 근접장의 센서를 이용

하여 먼 곳에 위치한 영역에서의 음압을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제안됐다. 이 방법을 이용한다면, 먼 곳에서의 측정의 

불편함 없이 예측이 가능하다. FRF의 측정을 통하여 방법을 

제시하였고, 음원과 음원에 근접해 있는 reference 센서, 음원

과 원거리의 관심 있는 위치에서의 FRF를 이용하여 reference 

센서와 관심 있는 위치의 관계인 response-response 행렬을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음원의 개수보다 reference 센서의 

개수가 작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다.

실험을 <그림 C.1>과 같이 반 원통형의 구조물에 위, 아래의 

가진기를 이용하고, 5개의 가속도계센서, 원통에서 3 m 떨어진 

곳에서의 1개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였다.

가속도계와 가진기 사이의 전달행렬이 <그림 C.2>에 나타냈

고, 이를 이용하여 <그림 C.3>에는 가속도계 P1, 2를 이용하고, 

P3, 4를 이용 하였을 때의 계산된 음압과 실험으로 측정된 음압

을 나타낸다. 또한 사용 되는 가속도계 선택에 따라서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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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과 계산된 음압의 비교를 <그림 C.4>에 나타냈고, P4, 5를 

이용하였을 때 가장 정확히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reference 

센서가 되는 가속도계의 위치에 따라서 정확성에 영향을 주고, 

추가적인 센서의 사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조 인텐시티 측정에 있어서 이전의 2점 방법의 경우에는 

유한 차분법을 사용하기 떄문에 이에 따른 유한 차분 오차가 

존재한다. <그림 D.1>과 같이 두 개의 센서를 측정하고자 하는 

점의 양 측에 배치하게 된다. 측정점의 변위와 변위의 공간 미

분 값은 유한 차분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오차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림 D.2>와 같이 측정하고자 하는 점에 

가속도계와 함께 각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유한 차분을 사용하

지 않게 된다.

<그림 D.3>과 같이 가진되는 1 m의 빔에서 시뮬레이션과 실

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D.4>에서 2점 가진을 위한 가속도계의 

위치를 다르게 하여 이론적으로 구한 구조 인텐시티와 시뮬레

이션 결과를 비교하였고, 오차를 나타냈다. 또한 <그림 D.5>에

는 실험에 의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유한 차분에 의한 

오차에 한 영향이 적어짐이 보였다.

진동하는 평판에서의 음압과 법선 속도를 규명하기 위해서, 

위상 공액(phase conjugation)방법과 실내 경계 요소법(interior 

boundary element method)을 함께 적용하였다. 이는 음압과 

속도 사이의 관계인 음향 임피던스 관계를 이용하였고,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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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을 실내 경계 요소법을 적용하여 속도 분포를 규명을 할 

수 있다. 헬르홈츠 적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경계조건으로 위상 

공액 어레이 평면에서 음압 경계 조건, 임피던스 경계조건, 특

성 임피던스 경계조건을 이용한다.

제안된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평판에 점 가진이 하는 평판에

서의 음원 규명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행하였다. <그림 E.1>

과 같이 계산된 음압을 위상 공액 어레이의 측정 음압으로 사용

하였다. 결과적으로 근접장에서 반 파장 이상의 분해능을 가지

는 응답을 얻을 수 있다.

점탄성 물질로 구성된 바의 동적 매개변수를 측정하기 위하

여, 넓은 범위의 주파수 역에서 종 진동 시험을 이용하였다. 

한쪽 끝에서 트랜스듀서를 이용하여 펄스 파로 가진 시켰고, 

다른 끝 단은 자유 단으로 하였다. 속도는 LDV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기존의 진행파 속도 측정 방법을 더 적은 실험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길고 짧은 바를 펄스파로 가진 하였고, 두 바 사이의 

속도 비율을 이용해서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의 동적 매개 변수

를 구하였다. <그림 F.1>은 실험 구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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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음향 연성된 시스템에서 고유치 문제를 다루었다. 기존

의 방법에서는 이때에 패널 면의 입자속도는 0으로 고려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진동-음향 연성 

시스템에서의 정확한 고유 쌍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

저, 음압과 속도 사이의 전달행렬을 이용하여 속도를 구하고, 

진동장과 음장에서의 수식을 기반으로 하여 고유치 문제를 수

행한다. 제안한 방법을 확인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그림 G.1>과 같이 1개의 유연한 패널과 다섯개의 강성의 벽으

로 구성된 직사각형 폐공간을 상체로 삼았다.

상체의 물성치 정보를 이용하면, 연성 전, 후의 모드 주파수

를 계산 할 수 있다. 연성이 될 경우에는 홀수의 modal index의 

모드들과 연성되어 주파수가 결정된다는 것을 <표 G.1>을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 1) 모드는 (0, 0, 0) 모드의 영향으로 

결정되게 된다.

제안 된 방법을 이용하여 정규화한 모드의 진동의 속도와 입

자의 속도를 비교하면 <그림 G.2>와 <그림 G.3>과 같이 거의 

일치함을 보이는데, 특히 첫 번째 모드와 달리 두 번째 모드에

서 패널 주변부의 입자의 속도가 0이 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폐공간의 모드 그룹들의 개수가 유연한 패널 주위의 

음장을 표현하는데 있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입자 속도 

분포를 표현하는 코사인 함수들의 개수 만큼 사인 함수가 필요

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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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관 후기

이번 inter-noise 2014는 필자가 학원에 진학 후 처음으로 

참여했던 해외 학술 회이자, 연구실에서 다른 선, 후배 없이 

홀로 참석하였기 때문에 감회가 남달랐다. 처음으로 같거나 비

슷한 분야에서 다양한 각도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표를 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면서 미처 생각하

지 못했던 부분을 일깨워 줬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

라, 소음 진동 분야에 이제 막 발을 딛는 학생들을 위해서, 

i-ince에서 주관한 young professional grant를 수상하게 되

는 영광까지 얻었다. 함께 수상한 세계 각지의 학생들을 상으

로 앞으로 어떻게 참된 연구인이 되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다뤘

던 워크샵 및 만찬을 통해서 networking의 소중함을 깨달았

다. 혼자만의 발표를 잘해서 끝낼 것이 아니라, 같은 분야의 

연구자인 학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서슴없는 화와 연락을 통

해 서로의 연구에 있어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필자에게 처음이었던 이번 학회를 통해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졌고, 좀더 다각도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시야를 갖게 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멜버른의 다양한 사진으로 참관기를 끝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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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논문의 연구 분야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충남대 KAIST 한양대 POSTEC 합계

연도별
2013년

8월
2014년

2월
2013년

8월
2014년

2월
2013년

8월
2014년

2월
2013년

8월
2014년

2월
2013년

8월
2014년

2월
2013년

8월
2014년

2월
2013년

8월
2014년

2월
2013년

8월
2014년

2월
2013년

8월
2014년

2월

재료 및 파괴부문 2 2 2 3 2 6 6 2 1 1 1 28

고체 및 구조역학 2 2 6 1 2 4 3 3 23

동역학 및 제어부문 1 6 3 1 10 8 2 2 5 6 1 45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 1 1 1 4 13 1 2 3 1 1 28

열공학부문 4 1 1 1 2 1 1 2 1 3 2 1 20

유체공학부문 1 1 2 4 5 2 1 4 4 1 1 26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 3 3 1 1 2 2 3 1 1 17

정밀 및 특수가공 2 1 1 4

마이크로 및 나노 1 1 4 1 1 1 2 11

합계 0 2 11 10 14 12 25 39 0 8 3 8 20 19 5 16 5 5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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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에서 

2013년 8월 및 2014년 2월에 발표된 총 202편의 기계공학관

련 박사학위논문 초록을 수집하였으며, 전공별 통계를 아래 표

와 같이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학위논문의 초록 정보를 기초로 하여, 202편의 논문

에서 학진의 기계공학 분류기준에 따라 9가지 분류 및 23개

의 소분류 기준으로 나누어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총 24가지 

분야가 도출되었다. 

 
분야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동역학 및 제어, 계측 등의 분야의 키워드가 많이 

도출되었다. 이어서 재료 및 파괴, 고체 및 구조역학, 생산 및 

설계공학 부분도 많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다. 각 부분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동역학 및 제어 부문

의 경우 22%를 차지하며 재료 및 파괴(14%), 고체 및 구조역

학(11%), 생산 및 설계공학(14%) 등 다양한 분야가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제어, 계측, 동역학 및 자동차설계 부분이 강세였

으며 반면 MEMS, 유동제어 및 계측, 전산유체공학 경우 저조

하였다. 

 2) 대학별 연구주제의 분포 비교

학별 연구주제 중에서 동역학 및 제어 부분의 논문이 제일 

많았고, 정  및 특수가공, 유동제어 및 계측, MEMS 분야의 

논문이 제일 적게 나왔다. 학별로는 서울 학교, KAIST, 부

산 학교, 한양 학교 순으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 학별

로는 비교적 고르게 분야별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연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특성화가 요구되는 시 적 

변화에 따라 기계공학 분야에서도 학교에 따른 연구주제의 특

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 수집한 자료

를 학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질적 신뢰도를 고려하여 수집된 

자료의 수가 15개 미만인 것을 제외한 5개 학교를 비교하였다. 

서울 학교는 조사 상 학교 중 가장 많은 64편의 박사 학위

논문을 배출하였으며 세부분야 별로는 생산 및 설계공학(26%), 

재료 및 파괴(12%), 동역학 및 제어(28%), 고체 및 구조역학 

(12%) 등 생산 및 동역학에 한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

다. 키워드로는 마이크로 및 나노, 로봇공학, 연료 및 체에너

1) 학술진흥재단의 기계공학 연구분야 분류에 따랐으며, 세부 분야는 부록에 첨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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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 이 많이 나타났다. 작년과 비슷하게 이번 논문은 상 적

으로 정  및 특수가공, 에너지 및 동력공학, 유체공학, 열공학 

분야에서 연구가 저조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림 1> 서울대학교 연구분야

KAIST는 서울 학교 다음으로 많은 50편의 박사 학위논문을 

배출하였으며 세부분야 별로는 재료 및 파괴(20%), 유체공학

(20%), 고체 및 구조역학(18%), 동역학 및 제어(13%)등이 상위

권에 나타났다. 키워드로는 논문 편수가 많은 만큼 최적 설계, 

전산유체역학, 보일러 등 다양한 키워드가 검출되었다.

<그림 2> KAIST 연구분야

 부산 학교는 모두 26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배출되었고 유

체공학(23%)가 박사 논문 분야 중에서도 가장 많이 편찬했다. 

다음으로 재료 및 파괴 19%를 차지하였고, 동역학 및 제어 

(15%) 순이었다. 각 분야별 골고루 박사논문이 편찬되었다. 

기타 연소, 가공 공정, 로봇공학, 재료 및 파괴, 생산 및 설계공

학, CAD/CAM 등 다양한 키워드가 관측되었다.

<그림 3> 부산대학교 연구분야

한양 학교는 모두 21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배출되었으며 동

역학 및 제어 분야가 가장 높게 관측되었다. 다음으로 고체 및 

구조역학, 생산 및 설계공학, 열공학(14%)이 3건씩 발표되었

다. 이 외 에너지 및 동력공학 2건, 재료 및 파괴 2건, 마이크로 

및 나노 1건, 유체공학 1건 등이 발표되었다. 키워드로는 용접, 

저항, 비행체, 고체역학, 구조시스템, 복합재료 등이 나타났다.

<그림 4> 한양대학교 연구분야

고려 학교는 모두 20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배출되어 동역학 

및 제어(32%) 분야가 두드려지는 현상을 관측되었다. 다음으

로 열공학(23%)이 강세를 보였다. 이 외 고체 및 구조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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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공학, 에너지 및 동력공학 등의 분야가 골고루 편찬되었으

며 마이크로 및 나노 공학 분야가 저조한 현상이 나타났다. 키

워드로는 진동, 소음, 로봇공학, 자동차 시스템 등이 나타났다. 

<그림 5> 고려대학교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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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기계공학전공)

연도별 편수

2013년 8월

2014년 2월 2

총 2

분야별 편수

2013년 8월 2014년 2월 총

재료 및 파괴 0

고체 및 구조역학 0

동역학 및 제어 0

생산 및 설계공학 1 1

열공학 0

유체공학 1 1

에너지 및 동력공학 0

정밀 및 특수가공 0

마이크로 및 나노 0

총 0 2 2

<부록1-1> 경북 학교 박사학위 논문 편수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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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섭 2014년 2월 박사 경북 학교 노 용 래

국문 :

영문 :

의료용 모듈형 초음파 2차원 배열 트랜스듀서의 설계 및 제작
Design and Fabrication of a Medical Module Type Ultrasonic 2D Array Transducer

3D ultrasound imaging permits better visualization of 

human organs, thus the volumetric ultrasound images 

provide clinicians with more confidence in the diagnosis 

of disease and add knowledge of complex pathology. A 

module type ultrasonic 2D array transducer has been 

developed in this work for the real time 3D imaging. The 

2D array transducer has 48 channels in an elevation 

direction and 64 channels in an azimuth direction of a 

two dimensional plane. The whole array was designed 

to consist of six acoustic modules where each module 

consisted of 8×64 channels in turn, which led to 48×64 

channels in total. 

First, the detailed structure of the acoustic modules and 

the assembling configuration was designed so that the 

2D array ultrasonic transducer can have its center 

frequency at 3.5 ㎒, fractional frequency bandwidth over 

60%, acceptance angle over 30◦, and crosstalk level less 

than –30 ㏈. Finite element method was used for the design.

Based on the design, a prototype of the transducer was 

fabricated and characterized through experiments. 

The prototype turned out to satisfy all the target 

performance specifications such as the sensitivity, 

frequency bandwidth, acceptance angle, and crosstalk 

level. Further, the transducer prototype had uniform 

performance over its entire channels, which confirmed its 

applicability to practical ultrasound 3D imaging. 

The 2D array transducer in this work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dvancement and improved understanding

of 3-D ultrasound imaging technology.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Dawit Zenebe Segu 2014년 2월 박사 경북 학교 김 석 삼

국문 : 

영문 :

다중 형상 텍스처 표면의 트라이볼로지 평가

Tribological Evaluation of Multi–Shape Textured Surface
Laser surface texturing(LST) is a surface engineering 

process used to improve trib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by creating patterned microstructures on the 

mechanical contact surface. In LST technology, a 

pulsated laser beam is used to create arranged dimples 

on surface by a material ablation process, which can 

improve load capacity, wear resistances, lubrication 

lifetime, and reduce friction coefficients. In the present 

study, the effect of single dimple and multi-scale dimple 

LST on lubricant regime was investigated. A pulsed 

Nd:YAG laser was applied on steel(AISI 52100) to create 

arranged dimples. To optimize the surface texturing 

effect on friction, multi-scale texture dimples with some 

specific formula arrays were fabricated by laser ablation 

process. The tribological testing of single dimple and 

multi-scale dimple textured surface was performed by 

a flat/ball-on-flat unidirectional tribometer under dry,

lubrication(oil and Solid), and the results compared with 

that of untextured surface. Further, the influence of 

normal load, sliding speed and texture area density 

on the friction performance of multi-dimple patterns 

was also investigated by the Taguchi method. Through

an increase in sliding speed and dimple depth the 

beneficial effect of single and multi-scale LST perfor- 

mance was achieved. The textured surface had lower

friction coefficient performance than the untextured 

surface due to hydro- dynamic lubrication effect. In 

addition to experimental evaluation, theoretical analysis

was done based on the Reynolds's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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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기계공학전공)

연도별 편수

2013년 8월 11

2014년 2월 10

총 21

분야별 편수

2013년 8월 2014년 2월 총

재료 및 파괴 2 2 4

고체 및 구조역학 0

동역학 및 제어 1 6 7

생산 및 설계공학 0

열공학 4 1 5

유체공학 1 1

에너지 및 동력공학 3 3

정밀 및 특수가공 0

마이크로 및 나노 1 1

총 11 10 21

<부록1-2> 고려 학교 박사학위 논문 편수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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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현 2013년 8월 박사 고려 학교 김 윤 재

국문 : 요소크기 의존성 손상 모델을 이용한 실배관 유한요소 연성 파괴 기법 개발

전통적인 파괴 역학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균열과 같은 결함이 

있는 구조물의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결함이 발생한 

배관에 한 건전성 평가는 결함이 존재하는 구조물이 지속적으

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용적합성(fitness-for- 

service)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까지 결함배관의 건전

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방법의 공학적 평가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파괴 역학은 발전소 구조물의 파손을 막거나 

수명연장을 설계하는데 유용하다. 그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파괴 역학은 실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너무 보수적이

거나, 복잡한 구조물과 다양한 하중에 한 평가가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균열과 같은 결함을 평가할 때 종종 실물 크기의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꽤 나가고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또한 실제 평가에서 구조물의 

복잡성과 하중 조건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실물 크기의 실험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때 실물 크기 실험의 복잡성을 

모사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시간 소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국부 접근법에 기반한, 유한요소 손상 해석을 

수행하는 것은 실험의 적절한 안이 될 수 있다. 

손상해석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역학적 모델에 입각한 연성파

괴 예측 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연성 파괴는 공극(void)의 

생성(nucleation), 성장(growth), 합체(coalescence) 등의 과

정으로 일어난다. 공극은 초기의 불순물 혹은 개재물(inclusion) 

등으로부터 생성되며, 생성된 공극은 정수압 응력에 의해 성장하

게 된다. 공극이 크기가 커짐에 따라 주변 공극들 사이에서 

국부적인 네킹이 발생하게 되며, 성장한 공극들 간의 합체 현상이 

발생하여 연성파괴가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국부적

인 영역에서 연성 파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마이크로 역학적 

모델은 지난 40여 년 동안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최근, Panontin과 Sheppard는 파괴 개시를 예측하기 위해서, 

Rice와 Tracey가 제시한 방법과 Hancock과 Mackenzie(가 

제시한 방법을 비교하여 재료의 연성파괴를 연구하였다. 비교된 

두 방법을 균열 선단의 응력-변형률 장을 나타내는 유한요소해

석과 결합하여, 파괴가 발생하는 국부적인 조건에 한 구속효과

를 정량화하였다. 이를 통해 Rice의 공극 성장 모델(void growth 

model)은 변형의 궤적을 적절히 잘 모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Hancock의 모델(stress modified critical strain model)은 인

장 시편 실험에서 측정된 임계 소성 변형률을 기준으로 파괴 

개시를 적절히 예측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하게 Kanvide와

Deierlein는 실제 공극 사이즈를 측정해 이를 유한요소의 요소크

기로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두 연구에서는 Hancock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여러 개의 공극이 결합하여 더 큰 결함

(inclusion colony)이 될 때의 크기를 측정하여 이를 재료의 

특성 길이로 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상학적인 응력 수정 파괴 변형률 모델(stress-

modified fracture strain model)에 기반한, 연성 파괴를 모사하

는 단순 유한요소 모델이 제안되었다. 응력 수정 파괴 변형률

모델은, 앞서 언급한 연성 재료의 파괴 변형률이 응력 상태에

의존한다는 개념에 기초를 둔다. 이 모델은 주어진 재료에 해

간단한 노치 인장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쉽게 응력 수정 파괴

변형률 모델을 정할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다. 일단 응력 수정

파괴 변형률이 삼축 응력의 함수로 결정되면, 손상 값은 파괴

변형률에 한 소성 변형률의 비로 정의된다. 누적된 손상 값이

유한요소 적분점에서 어떤 일정한 값에 도달할 때, 적분 점의

모든 응력성분은 점진적인 파괴를 모사하기 위해 작은 값으로 

감소된다. 그러면 이 부분의 하중 지지 능력은 상실되고, 파괴가 

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실험실 수준 크기의 시편에 해 적절한 모사가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 유한요소 손상 해석을 이용한 가상 실험은, 실물

크기의 배관 실험과 같은 큰 구조물 파괴를 모사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유한요소 손상 해석에서

요소 크기와 관련된 사안은 해결되어야 한다. 유한요소 손상 

해석에서 요소 크기는 중요한 매개변수이고 물질 특성 길이(연성

파괴의 void  spacing)를 반영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

서 현재 유한요소 연성 파괴 모사는 일반적으로 요소 크기를 

100 마이크로미터 단위(구조적인 철의 전형적인 void spacing)

를 사용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렇게 작은 요소를 이용하여 mm 

단위의 균열 성장을 모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cm 단위 이상의

긴 균열 성장을 모사하는 데는 종종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물

크기 균열이 있는 배관의 안정적이고 긴 연성 균열 성장을 모사하

기 위해서는, 작은 요소를 사용하는 기존의 방법을 더 큰 요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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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변형률 속도 의존 손상 모델을 이용한 크리프 균열성장 모사 기법
Simulation of creep crack growth using the strain rate dependent damage model

Information on creep crack initiation times and growth 

rates is important for the lifetime assessment of high 

temper- ature plant components.  Considering time and 

efforts to perform creep crack growth tests of various types 

of cracked specimens and full-scale specimens, numerical 

modelling techniques of the creep fracture would be quite 

useful. 

A number of works have been already reported on 

numerical modelling of the creep fracture in literature. 

Numerical techniques to simulate the creep damage evolu- 

tion with subsequent creep rupture using a stress-based 

damage model have been developed by Hayhurst and 

co-workers [1-5] and subsequently by Hyde and 

co-workers [6].  When combined with a special technique 

to simulate the loss of load-carrying capacity when the 

damage level becomes critical, this method can be also 

used to simulate the creep crack growth. Yatomi and 

co-workers [7-10] presented a technique to simulate the 

creep crack growth using a strain-based damage models. 

The ductility exhaustion concept was used to develop a 

damage model and a node release technique to simulate 

the creep crack growth. Two-dimensional(2-D) FE damage 

analyses using a power law creep models based on the 

average creep rate were performed to simulate the creep 

crack growth compact tension(CT) specimen, and the 

comparison with experimental creep crack growth rate 

data showed good agreement. Recently the author [11] 

extended this approach.  The methodology was basically 

similar but different techniques to model creep behaviours 

and crack growth were employed.  They performed 

three-dimensional(3-D) FE damage analyses to simulate 

the creep crack growth, and the comparison with experi- 

mental creep crack growth rate data of various types of 

cracked specimens showed good agreement [12]. 

For all models mentioned above, only creep damage was 

accounted for in the damage models to simulate creep 

crack growth.  When the magnitude of a sustained load 

in creep crack growth testing is sufficiently high so that

the specimen is initially yielded in general, However, the 

crack-tip plasticity may play a role in the crack initiation

and possibly subsequent growth.  For instance, creep crack 

growth testing data of 316H at 550oC showed that creep

crack growth rates in short-term tests(test duration less

than 1,000 hours) where applied sustained loads are quite 

high are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specimen geometries

and loading modes[13, 14]. Long-term creep crack growth

tests with lower applied loads, on the other hand, tend 

to show much faster crack growth rates [15, 16].  This 

suggests that a damage model needs to include the 

contribution of a plastic damage on the creep crack growth. 

The author showed in Ref. [12] that, when only creep 

damage was accounted for in the damage model, simulated 

creep crack growth rates were close to experimental data

for most of cases. However, simulated creep crack initiation

times were much smaller than experimental ones, 

particularly for short-term tests where initial applied loads 

were quite high. They noted that such poor agreement 

for crack initiation times might result from the fact that 

the postulated damage model did not include interaction

between plastic and creep damage. 

This paper proposes a combined creep and plastic 

damage model to simulate creep fracture, extending the

previous model where only creep damage is considered

[11, 12].  Predictions using the proposed model a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data and those using the 

previou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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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해 원 2013년 8월 박사 고려 학교 김 용 찬

영문 :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nd Optimization of a Cascade Multi-Functional Heat Pump

A simultaneous air cooling and heating multi-heat pump 

has been widely studied due to its higher energy efficiency. 

In addition, demands for a cascade heat pump for hot 

water supply have been increased with its usefulness and 

high water temperature. Recently, demands for multi- 

functional heat pumps, which can provide heating, cooling, 

and water heating in a building, have been increased In 

this study, a cascade multi-functional heat pump, 

combining a multi heat pump using R410A for air heating 

with a water heating unit using R134a for hot water supply, 

was investigated experimentall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nd optimization of a cascade multi- functional heat pump 

by the experimental study. The fundamental performance 

of the cascade multi-functional heat pump for air and water 

heating was measured by varying the refrigerant charge 

amount, EEV opening, water flow rate, and water inlet 

temperature. Test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a single-stage multi-functional heat pump using R410A 

for air and water heating. The cascade multi-functional 

heat pump adopting the water heating unit showed more 

stable air and water heating operations and higher water 

outlet temperatures than the single-stage multi-functional

heat pump. Also, a cascade multi-functional heat pump 

for simultaneous heating/cooling and water heating can 

improve thermal comfort and energy efficiency through 

heat recovery. Hence,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nd

optimization of a cascade multi-functional heat pump are

requir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erformance of the

cascade multi-functional heat pump for simultaneous 

heating/ cooling and water heating was measured and 

analyzed in four operation modes: heating-only hot water,

heating-main hot water, cooling-only hot water and 

cooling-main hot water. The performance of the cascade

multi-functional heat pump at each operation mode was

optimized by adjusting control parameters such as the 

compressor rotation speed and EEV opening. In the 

cooling-only hot water mode, the rate of the bypass flow

to the intermediate heat exchanger(IHX) was optimized 

by controlling the EEV opening of the outdoor unit(ODU).

In the heating-main hot water mode, the refrigerant flow

distribution was optimized by controlling the EEV opening

of the IHX. In the cooling-main hot water mode, two heat

recovery operations were tested and analyzed.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백 창 현 2013년 8월 박사 고려 학교 김 용 찬

영문 : Effects of Optimal Gas-cooler Pressure Control and Vapor Injection Techniques 
on the Performance of a CO2 Heat Pump

There are some limitations on the cooling application 

of a CO2 heat pump due to its lower performance in 

comparison with the conventional air-conditioner, which 

is resulted from the large expansion loss and irreversibility 

that occurs during the gas-cooling pro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CO2 

heat pump in the cooling and heating mode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mprove the cooling performance of the single-stage 

CO2 heat pump in hot regions by the optimal control of 

the gas-cooler pressure, and to improve the heating 

performance of the two-stage CO2 heat pump in cold 

regions by the vapor injection techniques. 

First of all, the effects of the optimum control methods 

of the gas-cooler pressure on the cooling performance 

of a CO2 heat pump were investigated. The performance

of the CO2 heat pump was measured by varying the 

refrigerant charge amount, EEV opening, compressor 

frequency, and outdoor fan speed at various outdoor 

temperatures. The effects of the EEV opening and the 

outdoor fan speed on the gas-cooler pressure and the 

COP were analyzed by using the experimental data. In 

the standard cooling condition at the compressor frequency

of 45 Hz, the optimum gas-cooler pressure and the 

maximum COP were 9200 kPa and 3.04, respectively, at 

the optimum EEV opening of 41% and outdoor fan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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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연료분사방식과 바이오에탄올 혼합에 따른 가솔린직접분사 차량의 나노입자 및 미규제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연구
Evaluation of Nano-particle and Unregulated Emission Characteristics with Injection Control Strategy
and Bio-ethanol Blend in Gasoline Direct Injection Vehicle

State-of-the-art downsized gasoline direct injection 

engines with boosting technology have enabled high 

specific power, low fuel consumption and rapid catalyst 

light-off compared with conventional port fuel injection 

engines. However, mixture preparation and combustion 

mechanisms of the GDI engine produce significantly more 

particulates than the PFI engines and even more than diesel 

engines equipped the particulate filter, especially during 

the cold-start phase and at aggressive acceleration points. 

The mixture preparation scheme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improving engine stability and reducing harmful 

exhaust emissions in the GDI engines. 

In this study, the time-resolved particle number concentr- 

ations and siz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were evaluated 

for GDI vehicles which had different mixture preparation 

methods; wall-guided, air-guided and spray- guided fuel 

direct injections. The wall-guided GDI vehicle exhibited 

the most temperature-dependent nano-PM exhausting 

characteristics, owing to a direct accumulation of fuel on 

the piston head and cylinder liner at low cylinder 

temperatures. The air-guided GDI vehicle emitted the 

lowest particle emissions, because the cloud of fuel made 

scarcely any contact with the piston surface. The spray- 

guided GDI vehicle discharged E+5 order of particulates

continuously due to ultra-lean stratified combustion 

mechanism, and represented the highest nano- particle 

emitting characteristics. 

On the basis of the vehicle test results for the mixture 

preparation methods, the effect of fuel injection strategies

on nano-particle emissions were evaluated in the wall-

guided GDI engine, which occupies most of the GDI engine,

to identify the formation characteristics and reduction 

mechanisms of the particulates. As the injection pressure

was increased, fuel droplets were split up to smaller size,

fuel atomization and evaporation were improved. 

Therefore, a wall film, which ends in the particulate and

the unburned hydrocarbon emissions, could be decreased

with high pressure injection. In addition, advanced or 

retarded fuel injection timings made the nano-particle and

HC emissions increased, because of the formation of fuel 

film on pistons and cylinder liners. Therefore it was 

determined that an optimum fuel injection timing varies 

with the engine speed and load. Multiple injections also

figured in the PM reduction; double injection showed 65%

and triple injection represented 74% decreases in average.

The wall-guided GDI vehicle was tested using the chassis

of 500 rpm. As the compressor frequency increased from 

45 Hz to 55 Hz at the standard cooling condition, the optimum 

outdoor fan speed increased from 500 rpm to 700 rpm 

because the increase in the outdoor fan speed enhanced 

the COP of the CO2 heat pump by decreasing the gas-cooler 

pressure toward the optimum value. In addition, the optimum 

outdoor fan speeds were 600 rpm and 700 rpm at the 

outdoor temperatures of 29oC and 43oC, respectively, when 

the compressor frequency was fixed at 45 Hz. 

Secondly, the effects of vapor injection techniques on 

the heating performance of CO2 heat pumps were investi- 

gated.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a flash tank 

vapor injection(FTVI), a sub-cooler vapor injection(SCVI) 

and a FTVI with a suction line heat exchanger(FTSX) cycl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by varying operating 

parameters such as the compressor frequency and 

injection mass flow rate at various outdoor temperatures.

At the standard heating condition, the COP of FTSX cycle

was the highest, and it is required to increase the injection

ratio of the FTSX cycle to satisfy the optimum level of the

discharge temperature even though it decreased the 

performance slightly. At the outdoor temperature of -15oC, 

the heating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CO2 heat 

pumps were achieved by the vapor injection techniques.

The heating performance of the SCVI cycle was the highest

and the most stable among the vapor injection CO2 heat

pumps. This trend on the heating performance of the vapor

injection CO2 heat pumps was contrary to that of the 

conventional vapor injection heat pumps using R410A and

R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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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meter with the EMS optimized for reducing the 

nano-particle emission from the results of the engine tests. 

The result showed 3.59E+11N/km of the particle number 

emission and 1.732mg/km of the particle mass emission 

for the new European driving cycle, which were 87% and 

36% reduction,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e base 

vehicle. In addition, an gasoline particulate filter showed 

57 ~ 60% of average filtration efficiencies on the vehicle 

test. More than 95% of sub-23nm nuclei particles were 

collected by the GPF, while the filtration efficiency for the 

over-50nm accumulation mode particles was remained 

below 60%. The result showed that the diffusional collection 

dominated the filtration mechanism of the GPF. In 

conclusion, both EMS optimization and the GPF represented 

feasibilities to be compliant with upcoming particle number 

regulation for the GDI vehicles in Euro-6c legislation. 

Ethanol blend into the gasoline also represented a drastic

decrease in the particulate emissions, because ethanol 

has no aromatic compounds, lower carbon content than

the gasoline and is oxygenated fuel. As a result, nano- 

particles were rarely emitted in the vehicle test with more

than 30% ethanol blended fuels. However, large increases

in methane and ethylene, which is produced via 

dehydration of ethanol, led unburned hydrocarbon emiss- 

ion increased by three times. Carbonyl compounds, such

as formaldehyde and acetaldehyde, which originate from 

oxidization or incomplete combustion of ethanol, were also

greatly increased as the ethanol content was increased. 

In addition, fuel economy of the E85 fueled vehicle 

decreased by 29% compared with gasoline fuel, due to 

the low energy content of ethanol.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윤 상 석 2013년 8월 박사 고려 학교 송 재 복

영문 : Social Interaction with Multiple People based on Cognitive Function and Intention Appraisal 
Model of a Humanoid Robot

지능 로봇이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인지, 추론, 판단, 그리고 행동 표현의 복합적인 기능을 필요로 

한다. 특히, 다중 사용자가 존재하는 동적인 상황에서 사용자의 

요구나 의도를 신뢰성 있게 파악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응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인지 능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비언어적 행동으로부터 상호작용 의도

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인간의 의도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행동 분석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사용자의 상호작용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상호작용성에 한 심리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8가지 비언어적 행동 특징을 분류하였고 각 행동 특징 

별로 의도를 나타내는 속성을 정의하였다. 센서의 인식 능력에서 

있어서, 단일 모달리티에 기반한 인식 모듈은 행동 인식에 한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며 사용자의 다양한 의도 전달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시각, 청각, 공간 감각의 모달리티를 가지는 

다중 센서에 기반한 인식 모듈로부터 이러한 주요 의도 속성을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신뢰도 기반의 후처리 

보정 기법(TCR)은 개별 인식 모듈의 성능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

을 두고 있으며, 추출된 개별 사용자의 다차원 특징 정보의 

정합 결과를 이용한 가중치 정합 방식을 적용하는 사용자 의도 

평가 모델은 개별 사용자의 상호작용 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

게 된다. 

그러나, 상호작용 참가자의 의도 평가에 기반한 로봇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상자 응시의 단순성을 극복하기 어렵고 다중 사용

자와의 관계(engagement) 형성에도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에 

해, 본 논문에서는 인지 기능을 통한 전략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상황에 적합한 주 화 상자를 선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응시 상자 결정을 위한 인지 기능은 현재 화 상자와의 

상호작용 지속 정도, 참가자들의 상호작용 의도 지수, 그리고,

거리에 기반한 전략적 상호작용 규칙으로 구성되었다. 상호작용

지속 정도는 화 상자와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사전에 구성된 

화 주제를 제시하고 사용자의 연속적인 긍/부정의 응답 반응

및 상호작용 횟수를 통하여 평가한다. 상호작용 의도 지수는 

앞서 제시된 의도 평가 모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호

작용 전략은 참가자와의 심리적 친밀 정도를 로봇으로부터의

거리에 기반한 개인, 사회, 일반영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영역에 

위치하는 사용자에게 다른 상호작용 모드로 수행된다. 

최종적으로 동시 다발적이며 다양한 동적 상황에서 로봇 응시 

결정의 수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지 기능에 기반한 로봇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앞서 제시한 

의도 평가 모델이 실제 다중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잘 동작하

는지 여부와 구현된 개별 행동 특징 및 각 모달리티의 특성이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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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또한, 상호작용 로봇에 한 사용자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실험 참가자들을 상으로 다양한 테스트 시나리오에

서 로봇 응시 결정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변 재 기 2013년 8월 박사 고려 학교 최 영 돈

국문 :

영문 :

외기온도 변화에 따른 지역난방 공동주택 열공급 최적제어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Optimal Heat Supply Control Algorithm for District Heating Community Buildings in 
Response to Outdoor Air Temperature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 때문에 효율적인 택지 이용을 위해서 

공동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있다. 건축기술의 발달로 공동주택은 

점차 형화, 고층화, 집단화 되어 가고 있으며, 새로 계획되는 

신도시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역난방 열공급 시스템의 보급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난방 공동주택의 난방부하는 외기온도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나 공급수온도를 외기온도에 응하여 변화시키지 않으면 

배관망 열손실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열공급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공급수온도를 권장온도보다 높게 설정하여 

운전하면 지역난방의 환수온도도 상승하고 배관망 열손실이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난방 공동주택의 에너지 분배

과정에서의 열손실에 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난방 공동주택의 열분배 배관망에서의 열손

실을 최소로 하는 열공급 최적제어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역난방 공동주택 기계실 열교환기에서 열분배 

공급수온도와 공급수유량을 제어하여 외기온도 변화에 따라 

공동주택 각 세 에서 필요로 하는 난방부하를 충족하면서 열분

배 배관망에서의 열손실을 최소로 하는 열공급 최적제어 기술을 

실현하였다. 한민국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1,473 세 의 

D-아파트를 시험 상으로 2008년 1년간 공동주택의 기계실에

서 공급한 열량과 각 세 에서 사용한 열량을 비교함으로써 

배관망 열손실량을 계산한 결과 공급열량의 24.1%가 배관망에서 

손실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변 공급수온도, 가변 공급수유량 열공급제어

를 통해서 배관망 열손실률을 13.6% 감축시킬 수 있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윤 주 웅 2013년 8월 박사 고려 학교 박 심 수

국문 : 

영문 :
 

승용디젤엔진의 후분사제어에 의한 LNT 촉매의 재생모드구현 및 NOX 저감특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NOX Reduction Characteristics and Post Injection Controls for the Regeneration 
Mode of Lean NOX Trap Catalyst in a Light-Duty Diesel Engine

Euro 6 regulation, which will be introduced in between 

2014 and 2015 at Korea, has the NOX standard more 

intensified approximately 56% than Euro 5's, and includes 

CO2 standard of 120g/km. Because of that, most car 

manufacturers have been devoted to the study of engine 

downsizing and aftertreatment system for reduction NOX 

to meet the regulation. 

Until now, the most effective alternative to meet the 

consolidated CO2 regulation is known to be small diesel 

engine. Therefore, this study uses a small passenger diesel 

engine and lean NOX trap catalyst. And preceding studies 

were performed to select the control parameters, and 

baseline standar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ener- 

ation mode of the catalyst, and subsequently obtained the 

NOX reduction characteristics. 

The regeneration mode for lean NOX trap catalyst, in which 

the control of rich phase(λ<1.0) is needed, was used the

characteristic changes of the post injection timings and 

injection quantities, included in an engine management 

system(EMS). 

Experiment was performed in the steady state mode of 

the low rpm and load region, which were chosen among 

the operating conditions for certification emission 

standards, and in the range of between 300 and 400◦C 

condition demonstrated as the good catalyst performance

region. Those temperatures resulted in our preceding 

research. 

In addition, the temperatures at the 9 locations inside 

of the lean NOX trap catalyst were measured to calculate

the exact performance as well as the reaction spot together

with constant temperature control of intake air and fuel. 

During lambda<1.0 control period according to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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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conditions and methods, the changes of the 

average fuel injection characteristics, which compared to 

the lean phase, were as follows. 

The mapped post injection timing was approximately ATDC 

35.51CA level, and the pilot injection timing of NO.1 and 

NO.2 changed into the advance-crank-angle-ratio of 34% 

and the delay-crank-angle-ratio of 66%. 

Also, by the post injection quantity of approximately 

18.62mg/stroke, the pilot injection NO.1 and NO.2 were 

into each decreasing of 26% and increasing to 18%, and 

the main injection quantity decreased to 64.5%. Especially, 

the torque generation ratio of the post injection quantity 

was 35%, and total fuel consumption increasing ratio was 

3.35%. 

Average performance changes of Lean NOX trap catalyst 

according to mapped engine control parameters were as

follows. 

During rich lambda control the temperature inside the 

Lean NOX trap catalyst increased to about 12.94℃. After

the control, the post-storage efficiency was 32%, and the 

conversion efficiency was 31%. The Lean NOX trap down-

stream BSNOX concentration by final NOX reduction 

efficiency of 78% largely reduced as approximately 

2.17g/kWh. 

As contemplating all measured and calculated experiment

results, 8 control parameters and their standard values 

were determined for the optimal regeneration mode of Lean

NOX trap catalyst. And we finally proposed the basic 

algorithm for the transition mode using them and O2 sensors.

That algorithm was included in the conclusion of paper.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재 성 2013년 8월 박사 고려 학교 김 호 영

영문 : Numerical Studies on Combustion and Reforming Characteristics of Steam-Methane 
Reformers for Various Geometries and Operating Conditions

The effects of geometries and operating conditions on 

combustion and reforming characteristics with simultaneous 

modeling the reforming reactor and the combustion furnace 

accounting for reaction kinetics. Various geometries and 

wide range of operating conditions were considered as 

the research parameters. 

For an industrial steam reformer, sizes and positions of 

internal geometries were considered as the geometric 

parameter in a simplified two-dimensional axisymmetric 

model domain. Parametric studies with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were also conducted. The fuel ratio, defined 

as the ratio of the methane flow rate in the combustor to 

that in the reactor, was varied from 20% to 80%. The 

equivalence ratio was changed from φ = 0.5 to 1.0. The 

SCR was changed from 2.0 to 4.0. 

For another industrial steam reformer, positions of the 

combustor outlet were considered as the geometric 

parameter in a simplified 3-D configuration. Operating 

parameters were the fuel ratio, the equivalence ratio, SCR. 

In this reformer, the fuel ratio was varied from 40% to 140%. 

The equivalence ratio was changed from φ = 0.4 to 1.1. 

The SCR was changed from 2.0 to 4.0. 

Overall, the model shows that adjusting the equivalence 

ratio and fuel ratio can significantly change the fuel 

conversion and reformer efficiencies. The production rates 

of hydrogen and carbon monoxide increased with 

increasing fuel ratio, however, the rates of their increases

leveled off with increasing fuel ratio which yields lower 

reformer efficiencies. It was shown that the mixture had 

the highest temperature at certain equivalence ratios. For

both higher fuel consumption rate and reformer efficiencies,

decreasing the SCR ratio fixing the fuel ratio is more 

effective. Since lower SCR ratio may cause carbon 

deposition problem during the operation of the reformer, 

the operating conditions should be determined property.

The numerical results indicated that overall reforming 

performance is affected by average reactor temperature.

Thus, measuring the temperatures at reactor centers is 

an effective method to predict the reforming performance.

It was also suggested that excessive heat supply may even 

lower the hydrogen production rate at the reactor outlet 

and the higher flow rate of the combustor, the more stable

it is for the reformer operation regarding temperature and

syngas productivity. 

Total results for varying operating conditions were 

summarized by tables. By the tables, proper operating 

conditions in similar reformer systems can be determined

more quickly and easily than by a conventional experimental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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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a Compression/Absorption Hybrid Heat Pump 
Using Ammonia Aqueous Solution

To address global energy and environmental problems, 

many countries have made plans to save energy and reduce 

CO2 emissions and much research is being conducted 

and technology is being developed to this en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efficient use of various types of waste 

heat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should be promoted 

to reduce the dependency on fossil fuels. In addition to 

developing new energy sources and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existing systems, research on various 

technologies for harnessing unused energy is needed. 

In Korea, the industrial sector, which occupies approxim- 

ately 60%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is receiving 

attention as a candidate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In industrial process plants, a large amount of waste energy 

is unused because the temperature is too low to recycle; 

therefore, we are studying waste heat recovering methods 

to utilize industrial low-temperature waste heat. The use 

of high-temperature waste heat is high, and this waste 

heat can easily be recovered by using a simple heat 

exchanger. However, because low-temperature waste 

heat(30-50◦C) is under-utilized,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heat pump technology that reheats the low- 

temperature water to more than 90◦C which can be provided 

to its corresponding process. To satisfy these operating 

conditions, a new type of heat pump cycle is required 

because it is difficult for the conventional heat pump system

to satisfy industrial processes due to its limitation of 

temperature and efficiency. The compression/ absorption

hybrid heat pump cycle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his paper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a compression/

absorption hybrid heat pump system that uses an aqueous

ammonia solution. This heat pump system is based on a 

combination of the compression and absorption cycles. 

The compression/absorption hybrid heat pump has 

numerous advantages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vapor

compression heat pumps. These include a large temper- 

ature glide, improved temperature lift, flexible operation 

range, and capacity control. These benefits can be 

maximized when the concentration of the aqueous solution

is property controlled. The compression/ absorption hybrid

heat pump in this study produced hot water of over 90◦C 

for industrial processes, using a heat source of 30–50◦C
industrial waste heat. In this study, the process involved

in a practical ideal heat pump cycle using the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the compression/ absorption hybrid heat

pump cycle was experimentally investigated.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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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A Bolting Robot for Steel Beam Assembly in Building Constructio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a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PEMFC) and effect of cathode channel size on the 

air-blowing PEMFC. Transient response of a PEMFC was 

observed with various air stoichiometry and humidity. The 

effect of cathode channel size and operating conditions 

on the cell performance was studied in the air-blowing 

PEMFC. 

The dynamic behavior of a PEMFC was investigated under 

step-up load change. This study focused on the effect 

of air stoichiometry and humidity on the transient response 

of a PEMFC. The transient response of a PEMFC was 

measured according to time under abrupt load change. 

The transient response showed an abrupt voltage drop 

and then gradual voltage increment, showing a logarithmic-

shape curve. Undershoot was observed due to the gradual

voltage increment resulted from the membrane self- 

humidification. In addition, overshoot was observed in the

high current region or high air humidity due to the increased 

mass transport resistance. The undershoot maintained the

highest value with the increase of initial current density 

in the medium current region, and the undershoot 

decreased at the initial current density due to the increased

mass transport resistance. The settling time to steady-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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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showed similar trends with the undershoot according 

to initial current density. The effect of air stoichiometry 

on transient response was important factors in the high 

current region because the higher oxygen concentration 

should be achieved to maintain higher cell performance. 

In addition, the voltage fluctuat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the air stoichiometry was lower than 2. 

In the high current region, the air humidity affected the 

undershoot because the membrane hydration determined 

the undershoot depth. 

Air-blowing PEMFCs have been developed as a potential 

new power source for portable electronic devices. 

However, air-blowing PEMFCs show lower performance 

than conventional PEMFCs because of their adverse 

operating conditions.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the cathode 

channel size and operating conditions on the performance

of the air-blowing PEMFC were analyzed. At the normal 

operating temperature, the performance of the air-blowing

PEMFC improved with the decrease in the cathode channel 

size. However, at a low operating temperature and low 

fan voltage, massive flooding limits the decrease in the 

cathode channel size. In addition, water management in 

the air-blowing PEMFC was investigated by analyzing 

ohmic resistance. The transition current density between

the humidification and the flooding region decreased with

decreasing cathode channel size and operating temper- 

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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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Optimization of geometric configuration and fuel flow rate in a microchannel reactor 
for steam reforming of methane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a heat exchanger integrated 

microchannel reactor for steam reforming of methane that 

hot spot formation is inevitable because of the imbalance 

between the generated and absorbed heat, and a lot of 

time and energy are required for reactor start-u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ptimize geometric configur- 

ation and fuel flow rate in a microchannel reactor for steam 

reforming of methane to minimize hot spot and achieve 

rapid start-up. 

First of all, a stripe configuration of the combustion catalyst 

layer was suggested to make the catalytic combustion rate 

uniform in order to minimize the hot spot near the inlet. 

The stripe configuration was optimized by a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with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With the optimal catalyst layer, the hot spot was not observed 

near the inlet and the maximum temperature decreased 

by 145 K from that of the uniform catalyst layer without 

any conversion loss. The maximum relative particle 

diameters of the uniform and the optimal stripe catalyst 

layer were about 3.94 and 2.37, respectively, and the 

surface-averaged particle diameter of the optimal stripe

catalyst layer was 6.0% less than that of the uniform stripe

catalyst layer. 

Secondly, hydrogen assisted catalytic combustion was 

applied for rapid start-up. Hydrogen assisted catalytic 

combustion does not require preheating because the 

catalytic combustion of hydrogen occurs at room temper-

ature. After start-up by hydrogen catalytic combus- tion,

fuels of hydrogen and methane were changed to methane.

The geometric configuration of the counter- flow reactor

was optimized by the simulation model under steady state

condition. The hydrogen flow rate in the counter-flow 

reactor was also optimized by transient simulations using

the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As a result, the 

counter-flow reactor showed extremely short start-up time

because of the optimized configuration and the optimized

hydrogen flow rate. Hot spots were avoided because of 

the hydrogen shut-off after start-up. The operating char- 

acteristics of the counter-flow reactor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co-flow reactor.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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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Identification of Rotor-to-Stator Rub in A Large Capacity of Low-pressure Steam Turbo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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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detection of the location where rubbing occurs in 

a rotor system of a large-capacity turbine generator based 

on shaft vibrations at each bearing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solve vibration problems at an early stage. 

Therefore, the present study suggests a tool that estimates 

the location where rubbing occurs in a large capacity rotor 

system compounded by high-pressure, intermediate- 

pressure, low-pressure turbines and generators in the field 

based on shaft variation values measured at each bearing. 

In this study, the actual rubbing phenomena in a rotor system 

of an 800-MW class large capacity turbine generator were 

classified into patterns. The patterns were verified by a 

vibration simulation applying a unit moment to the location 

where rubbing occurred and numerical evaluation. 

The result of the verification process shows that the 

patterns of rubbing vibrations which were obtained from

the actual 800-MW turbine generator correspond closely

with those of rubbing vibrations which were analyzed by

the simulation program. 

In addition, the previous research on rubbing vibrations

was not capable of calculating a supporting constant of 

a stationary part in a rubbed section, however, this study

presents a method to calculate a supporting constant of 

a stationary part in a rubbed section, so rubbing vibrations 

can be simulated based on the supporting constant.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Kim Jae In 2014년 2월 박사 고려 학교 나 성 수

영문 : Coarse-Grained Elastic Models of Protein Molecules for Studying Their Dynamics and Functions

Proteins are designed to perform functions related to 

dynamics, described by global conformational change 

inside cell which is the smallest unit in living body with 

function. All proteins in the living body have its unique 

structure, dynamics, and function, and disorder of one of 

these may be the cause of diseas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rotein's structure and dynamics, which 

is related to function. Recently, various experimental and 

computational methods are developed to understand 

structure, dynamics, and function of proteins. 

In this dissertation, structure-function relationship of 

proteins is introduced, and the state-of-art of characteriz-

ation methods for protein is presented, and the structure-

dynamics relationship is studied using various coarse- 

graining computational methods. It is believed that the 

results from mechanics based researches about protein 

dynamics in this dissertation may shed lights on studying

interdisciplinary fields related to protein dynamic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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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Validation of non-linear fracture analyses under combined primary and secondary stresses 

The overall goals of this study are to validate the non-linear 

fracture mechanics analyses methods. One objective is 

to validate and analyze the application to FAD assessment 

according to analytical approaches and modify new method 

to determine V-factor. The other objective is to validate 

the secondary stress effect application to recent proposed 

ductile damage model 

In the finite element validation of elastic-plastic J- 

estimation methods for circumferentially cracked pipes 

under combined mechanical and thermal loads.  The relative 

magnitudes of the mechanical and thermal loads, the crack 

sizes and material hardening are systematically varied for

three thermal gradient types.  Loading sequence effects 

for the mechanical and thermal loads are also considered.

The FE elastic-plastic J values are compared with those 

derived using existing and proposed methods for the defect

assessment procedure. It is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load order effects for large secondary stress cases. 

The previous estimations of V-factor are considered by 

using crack-tip plasticity and magnitude of secondary 

stress, which can estimate the secondary stress effect. 

However there is limitations that approximations are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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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nitial secondary stress states. Thus this study considered 

the estimation of V-factor related to crack-tip plasticity, 

secondary stress and constraint effects. By combining 

above considerations, approximate J estimation under 

primary and secondary stress, modified for the V/Vo 

estimation is proposed. The proposed approximation 

agrees well with FE results even with thermal shock 

situation. 

One efficient tool to replace such difficult and costly 

large-scale tests is to perform finite element damage 

analyses using the local approach. The recently proposed 

a FE method to simulate ductile failure, based on the ductility 

exhaustion concept using a stress-modified fracture strain

model. In this study, the FAD application results of R6 

aluminum test and Battelle test are validate by using the

proposed ductile fracture simulation method. The ductile

fracture model is applied to simulate tests on cracked 

specimens with and without residual stresses. The simulated

test results overall agree very well with experi- mental 

data and the influence of residual stresses on ductile tearing

behaviour can be accurately simulated using the present 

simulation method. The FAD application of virtual FE testing

show that the virtual FE testing can be alternative method

to experimental test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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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원자로 헤드 관통노즐의 PWSCC 평가를 위한 용접 잔류응력분포 예측 유한요소해석 절차 연구 
Finite element analysis procedures of welding residual stress prediction for PWSCC 
evaluation of reactor head penetration nozzles

Axial crack of the CRDM nozzle penet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Europe occurred in the early 1990s. In 

addition, the crack occurred from DMW(Dissimilar Metal 

Weld) of the V.C Summer, Ringhals and Tsuruga 2. The 

cause of the coolant leak accident proved to PWSCC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In general, 

PWSCC is known to be caused by the interaction of three 

factors: the water chemistry of environment, the tensile 

stress and susceptibility of material. Alloy600 material that 

has been used as a penetration nozzle and weld are known 

to be susceptible to PWSCC. Because of Cracking of the 

primary coolant system piping can be exposed to radi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control or predict the occurrence 

of PWSCC. Depending on the aging of the pressurized 

water reactor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PWSCC. But, To replace the equipment 

made of Alloy600 is very expensive and time-consuming. 

Therefore, accurate evaluation of crack growth is needed. 

First, calculate the stress distribution of structure for the 

evaluation of crack growth rate of PWSCC. Second, stress 

intensity factor is calculated using the stresses of pre-step. 

Finally, to predict the time-dependent crack growth using 

PWSCC growth equation presented in ASME code(Sec. XI, 

App. O). Eventually, the prediction of stress distribution 

is a very important factor for the evaluation of crack growth 

rate of PWSCC. However, it is a very difficult thing to measure 

the stress distribu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s in 

operation. For this reason, to predict the stress distribution, 

using the finite element analysis. 

In this study, finite element analysis techniques for the 

prediction of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of penetration 

nozzle J-groove welds in pressurized water reactor nuclear

power plants is presented. In addition,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ress distribution of the reactor 

penetration nozzles considered the variety of the shape 

and material. The main research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shape, operating conditions and

material properties of the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were investigated. Second, sensitivity studies for the 

variable geometry of the 3D finite element analysis were

performed. Third, application methods for Reactor normal

operation conditions were proposed. Lastly, the sensitivity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such as the position and

shape of the penetration nozzle, J-groove weld geometry,

material properties. 

For the FE analysis, commercial code ABAQUS was used. 

And uncoupled thermal-mechanical analysis method was

used for weld analysis. Heat input was determined by Weld 

Procedure specification. In this case, the welding 

efficiency(average efficiency of the SMAW) of 0.75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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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Also, welding sequence was applied to the actual 

production order. The linear element was used. DC3D8 

type element was used in thermal analysis and C3D8 type 

element was used in mechanical analysis. 

The important results for sensitivity studies of FE analysis 

obtained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When 3D FE analysis for penetration nozzle weld : more 

than 12 elements should be used in circumferential direction 

of the finite element shape. And it is conservative to use 

the method "All at Once". Using the actual boundary 

conditions. If the wedge-shaped geometry, the angle of 

the finite element model is use at least 4.0θR. The actual 

shape of the weld surface shape should be used. If you 

do not have the drawing, you can use the vertical fillet 

shape(Case3). When applied to NOP(Normal Operating 

conditions), it is conservative to apply the maximum 

temperature and stress only. And the effect of adjacent 

nozzles is negligible at the normal operating condition. 

The important results for sensitivity studies of geometry 

characteristic obtained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stress increases when the inclination angle of

the nozzle increases. And the bevel angle effect is 

negligible. The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of penetration

nozzle is very sensitive to the thickness of the nozzle, 

the stress decreases as the thickness increase. But the 

ro/t effect is negligible, relatively. The results of 

CRDM(Control Rod Drive Mechanisms) and BMI(Bottom 

Mounted Instrument) the nozzle tend to be similar. The 

weld cross-sectional area increases, the residual stress

of the nozzle increases. In this case, if the same area, 

the main factor affecting the residual stress of penetration 

nozzle is weld height. Yield strength of the penetration 

nozzle increase, the residual stress of nozzle decrease. 

Yield strength greater impact on the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Therefore, when weld analysis for evaluation 

of PWSCC, should be used CMTR(Certified Material Test 

Report).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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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로봇 팔의 중력 보상을 위한 스프링 기반의 다자유도 중력보상장치 
Multi-DOF Counterbalance Mechanism based on Spring for Gravity Compensation of a Robot Arm

High performance but low-cost robot arms that retain 

collision safety are in high demand since robots are 

increasingly being used by the general public. Most robots 

arms use high capacity actuators to provide torques 

sufficient to move the robot mass and payload, which 

increases the price and collision danger of a robot arm.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is research, a multi-DOF 

counterbalance mechanism was evaluated as a means to 

effectively compensate for the torques required for every 

joint of a robot arm, and the proposed mechanism was 

implemented in a 6-DOF articulated robot arm. Furthermore, 

various solutions to cope with the requirements from real 

applications were suggested. 

In this dissertation, we proposed a counterbalance 

mechanism composed of springs and wires to generate 

a proper counterbalancing torque to compensate for the 

gravitational torque due to the robot mass. Moreover, it 

was extended to a multi-DOF counterbalance mechanism 

using a double parallelogram unit to provide counter- 

balancing torque to every joint of a robot arm. Since the

robot mass is compensated for by the suggested multi-DOF

counterbalance mechanism, the specifications required for 

the motors and speed reducers can be greatly decreas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counterbalance 

mechanism, a 6-DOF counterbalance robot arm design 

is proposed. Since the gravitational torques due to the 

robot mass, which is usually much greater than the payload,

can be compensated for by the suggested counterbalance

mechanism, the actuators need to provide much lower 

torque than usual. Therefore, the robot arm can be operated

using small capacity of actuators and gear reducers so 

that both cost reduction and collision safety can be 

achieved. Furthermore, the direct teaching and playback 

scheme can be applied easily to the counterbalance robot 

arm without an additional expensive F/T sensor and 

complex force control since the counterbalance robot arm 

can maintain its posture without actuation, allowing for 

convenient and intuitive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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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A New Wearable Hand Joystick for Excavator and Its Performance Evaluation 
Based on Muscle Fatigue Analysis  

In recent years, robotics and automation technologies 

have been applied to various industrial fields and have 

rapidly expanded to the construction field. Among the 

various types of construction equipment, excavators are 

widely used owing to their versatility in various operations 

such as digging, crushing, and breaking. However, most 

tasks at construction sites are still carried out by manual 

labor. Therefore, there has been a series of industrial 

accidents at construction sites; particularly excavator 

operators are directly exposed to unexpected dangers. 

To overcome such issues, many related studies have 

focused on the robotic excavator and remote control of 

the excavator from a safe location. 

In order to achieve more intuitive and intelligent control 

of an excavator and to ensure safety of operators, a new 

control device has recently been developed to replace 

the conventional joystick installed in excavators.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a new type of wearable joystick 

and its performance evaluation to determine feasibility. 

In the first step, analog input signals that ensure minimum 

input bias to initiate link motion are measured experimentally 

and are used as control signals for the new device. The 

motions of the new device are similar to the main links 

of an excavator and the device is operated in an elastic 

rate control mode. The wearable device fits onto the 

musculoskeletal system of a human hand, making the 

operator feel less fatigued by ensuring minimum motions 

of the arm. 

The wearable hand joystick for the excavator is verified 

with the fatigue analysis, time efficiency, and work accuracy

during a leveling task. In order to efficiently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wearable device, this dissertation 

considers three different types of control devices: the 

existing joystick lever used to control excavators, the haptic

device proposed by Kim and the proposed wearable 

joystick device. The fatigue analysis method based on 

electromyography(EMG) is used to evaluate the control 

performance of the devices under the assumption that 

fatigue can be the most critical criterion in determining 

an appropriate control device. And the muscular fatigue 

was determined by the Joint Analysis of the EMG Spectrum

and Amplitude method(JASA). According to the JASA 

method, when the operators used the excavator lever, the

locations of 65.00% of the 60 dots indicate muscle fatigue

or force decrease and the locations of 48.33% of the 60

dots represent muscle fatigue or force decrease with the

haptic device after the experiment. And only 38.33% of 

the 60 dots muscular fatigue condition with the wearable

joystick. As a result, within the wearable joystick the 

performance of muscular fatigue aspect is confirmed 

through the JASA method. The time efficiency and work 

accuracy are evaluated by the total working time and the 

amount of error in the leveling task. All subjects have better 

experimental results of time efficiency and work accuracy

Additionally, we introduced novel counterbalance 

mechanisms based on one of several gear units and a slider- 

crank mechanism to facilitate the production of more 

durable counterbalance mechanisms for real-world applic- 

ations. Gear-based counterbalance mechanisms are able 

to provide a proper counterbalancing torque to the robot 

arm with the generation of a 2:1 speed ratio between the 

input and the output. The counterbalance mechanisms 

based on crank-slider mechanisms, which have quite a 

simple structure comparatively, can also provide a proper 

counterbalancing torque once design parameters have 

been adjusted using simulations. 

With the proposed counterbalance mechanisms, the 

capacity required for actuators and speed reducers can

be dramatically decreased while maintaining payload of 

the robot arm. In addition, the payload of the robot arm 

can be increased through overbalancing. Various simul-

ations an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chanism can effectively decrease the torque required

to support the robot mass, thus allowing the prospective

use of low-capacity actuators and speed reducers for high

payload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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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wearable joystick than previous devices. Through 

experimental studies, it was found that the newly designed 

wearable hand joystick device produced less muscular 

fatigue. The studies also verified the wearable device's 

feasibility with respect to time efficiency and work accuracy.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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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가스터빈 블레이드 팁 형상 변화가 팁 부근 유동 및 열전달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Increasing the turbine inlet temperature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achieve higher efficiency. As a result, 

the heat load of the turbine components has also increased. 

The blade tip is one of the components that experiences 

severe heat transfer problems due to the high heat load 

and difficulty in cooling. Therefore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many blade tip shapes can reduce the tip leakage 

flow and heat transfer on the blade tips of gas turbines. 

In this study, a nume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gas turbine blade tip shapes 

on the flow and heat transfer near the blade tip region. 

Two blade tip concepts, the triangular grooved tip and 

the multi-cavity tip blade, were used to control the tip 

clearance flow. To study the effects of the blade tip shapes, 

five triangular grooved tips and eight multi-cavity tip blades 

were designed by changing the relative apex location of 

the triangular groove and the location of rib in the cavity, 

respectively. The contour plot of the vorticity and streamline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flow over a blade tip 

in detail. The effect of the leakage vortex on aerodynamic 

loss was discussed by comparing the total pressure loss, 

additionally. To compare th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the Nusselt number and heat transfer rate over the tip 

surface, including the cavity side wall, were analyzed. 

Among the triangular grooved tips, the triangular grooved

along suction side tip showed the lowest value of the heat 

transfer rate on the blade tip surface and it was low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squealer tip by 19%. Among

the multi-cavity tips, the multi-cavity tip with the rib in 

the cavity located in 30% of the axial chord length showed

the lowest area for the Nusselt number higher than 1200

and it was low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squealer 

tip by 22%. 

The numerical optimization design was also conducted 

to find the optimized model combining the triangular 

grooved tip and the multi-cavity tip blade. The response

surface modeling was adopted to perform the numerical 

optimization design. The central composite design was 

adopted for the design of experiment to reduce the design

variables. The optimized model showed a good 

performance in heat transfer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squealer tip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창 섭 2014년 2월 박사 고려 학교 홍  희

영문 : Efficient Path Generation and Position Control for Intelligent Excavator 

In construction, excavators have widely been used for 

earth-moving work. Through many research efforts, 

excavators have evolved into machines that are more 

intelligent and provide greater productivity, safety, and 

usability. Many previous studies of robotic excavators have 

focused on accurately controlling the bucket and 

overcoming challenges arising from nonlinearity in the 

hydraulic boom, arm, and bucket cylinders. However, real 

construction applications require excavators to level the 

ground precisely while efficiently and expertly digging the

earth. Previous research has focused on position errors 

of mechanical links, and not so much on the ability of 

excavators to increase the accuracy of leveling work and

make appropriate adjustments according to varying 

constraints and environments while digging the ground. 

As a result, a new approach is needed to improve the 

leveling accuracy of excavators. Similarly, a new algorithm

is required for intelligent digging. This dissertation pres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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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our control and path generation algorithms for the 

electro-hydraulic servo systems of a robotic excavator. 

Beginning with conventional control methods for leveling 

work, a new method is presented that focuses on keeping 

contours rather than just following position commands, 

because it is more important to maintain linear contours 

than to chase a position goal. This contour control shares 

the control effort to make the bucket stay on the path, 

while only slightly sacrificing the accuracy of link position 

tracking. After analyzing the kinematics of the excavator 

system, the contour control algorithm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leveling work with a real excavator. In the field, 

an operator does the leveling work for the surfaces with 

various inclination angles. In this dissertation, the leveling 

experiments were conducted for the surfaces with 

inclination of 0◦, 20◦, and 45◦. Subsequent experiments 

show better performance than when using position control 

alone. In the case of results without contour control, average 

errors are 2.34 cm with inclination of 0◦, -1.23 cm with 

inclination of 20◦ and -3.26 cm with inclination of 45◦.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results with contour control, 

average errors are 1.19 cm with inclination of 0◦, -0.43 
cm with inclination of 20◦ and -1.04 cm with inclination 

of 45◦.  
For digging work, an intelligent excavator has to perform

precise digging operations by imitating the patterns and

paths of a human expert. It is difficult, however, to imitate

so many adaptive paths and patterns given the variety 

of constraints and environments. To accomplish this 

imitation, analyses of experts' paths was needed first. Once

analyzed, an algorithm to generate efficient paths was 

developed and programmed. The algorithm was then 

applied to digging work with a real excavator. Finally, the

patterns, work time, excavation volume, force and energy

consumption of experts and an intelligent excavator were

compared. The experiments showed that the results for 

the intelligent excavator were similar to the experts' results.

Seeing the results of intelligent excavator and experts 

results, time is 9.05 sec and 8.72 sec, energy consumption

is 48.45 kJ and 48.57 kJ, excavation volume is 0.3050 

and 0.3005  , energy consumption per volume is 158.85 

kJ/  and 161.61 kJ/  and volume per time is 0.0338  /sec 

and 0.0341/sec. These results of experts and intelligent 

excavator are very similar to each other and almost constant 

with little deviation.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박사학위 논문

- 155 -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박사학위 논문

(기계공학전공)

연도별 편수

2013년 8월 14

2014년 2월 12

총 26

분야별 편수

2013년 8월 2014년 2월 총

재료 및 파괴 2 3 5

고체 및 구조역학 2 2

동역학 및 제어 3 1 4

생산 및 설계공학 1 1 2

열공학 1 1 2

유체공학 2 4 6

에너지 및 동력공학 3 3

정밀 및 특수가공 2 2

마이크로 및 나노 0

총 14 12 26

<부록1-3> 부산 학교 박사학위 논문 편수별 요약



초록집

- 156 -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서 성 호 2013년 8월 박사 부산 학교 부 정 숙

국문 : 국소적으로 설치한 Groove가 2차원 물체 주변의 유동에 미치는 영향

In this study, I applied the Taguchi method to deduct 

the design condition of a groove for drag reduction of 

three kinds of two-dimension model like circular 

cylinder, D-shaped cylinder, and airfoil(NACA0015) and 

studied the wake flow field and flow phenomena in 

boundary layer flow field by model according to the 

deducted condition of the groove. 

To deduct the form design condition of groove, the 

Taguchi method was applied as DOE(design of 

experiments) to deduct the optimum design parameter 

with minimized experiment condition. Tables of 

orthogonal array were selected by Taguchi method and 

experiment was made only for the cases arranged on 

the table. In the case of circumference(Dia.=40mm), 

design factors were groove depth(k=0.mm, 0.5mm, 

1mm), number of groove(n=1, 2, 3, 4), and angle of 

groove(θ=50◦, 60◦, 70◦, 80◦, 90◦), and the groove 
was processed in the upper side of the circumference 

according to the design value, and the wind tunnel test 

was made at 17,200≤Re≤55,400. Final design value 

was deducted by evaluating the flow data measured 

by X-type hot-wire at wake. Using the deducted design 

value, grooves were processed on upper and lower 

surfaces of the circumference, and wake flow 

field(X/D=6.0) was measured by hot wire and PIV, and 

boundary layer near circumference surface separation 

point was measured by using I-type hot-wire. The above 

measurement condition was directly applied to the 

smooth cylinder to compare 

In the result of circular cylinder experiment, the 

optimum design factor values selected with the 

evaluation characteristics of time mean velocity and 

turbulent intensity of wake flow filed were n=3, 

k=1.0mm(k/D=0.25), and θ=60◦. Optimum number of 

groove was 3 or 4, however, considering the processing 

cost, 3 was selected as the flow structure was similar 

to wake flow filed. Time average velocity of the grooved 

circular cylinder wake recovered by 12.3% compared 

to smooth circular cylinder, and wake width was reduced 

by 18.4%. Drag calculated by momentum integral theory 

was reduced by 28.2%. In the near wake of the circular

cylinder measured by PIV, structural change of wake 

flow field made by separation delay was observed such

as structure change of Karman vortex and reduction 

of Reynolds shear stress. When the boundary layer flow

near circular cylinder surface was measured, flow 

separation was shown near 82◦ in the case of smooth

circular cylinder, while the flow was separated at 90◦

and further in the case of grooved circular cylinder, 

causing reduction of flow drag. 

To process groove on a D-shaped cylinder with the

groove design value deducted from the circular cylinder

and compare with the smooth D-shaped cylinder, wake 

flow field(X/D=6.0) was measured by using X-type 

hot-wire and PIV, and the boundary layer flow filed 

near the upper wall of the D-shaped cylinder was 

measured by I-type hot-wire. D-shaped model has the

same form as circular cylinder in the front, but at 90◦

(clockwise from flow direction(X-axis)) and further, 

there exists a horizontal wall on which reattachment 

occurs. Thus, it is considered that it will show a different

flow phenomenon from circular cylinder, and the effect 

of groove can be understood more accurately. 

In the result of D-shaped cylinder experiment, when 

there is a groove, time mean velocity was recovered,

but only slightly, compared to the case without groove,

and width of wake was not significant. Consequently, 

in this test, drag reduction effect by D-shaped groove

is considered to be insignificant. As time mean velocity

is recovered by cavity flow in a groove at the flow filed

of surface boundary layer, flow separation is delayed,

and the magnitude of the turbulent shear layer, shown

on the smooth surface, was significantly reduced. 

However, as effect of groove didn't reach the back of

the wall of the D-shaped cylinder, leading to reduction

of flow control effect. Vortex shedding frequency was

shown similar in the case with smooth D-shaped cylinder

and the case with grooved D-shaped cylinder, and 

structure of coherent vortex did not show much change.

Finally, in this study for flow control of D-sha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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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linder, it is considered that subsequent study should 

be continued in the range of wide Reynolds number, 

along with the additional study in the future. 

Application possibility of groove in airfoil was studied 

through computational analysis. In the case of airfoil, 

design parameter value was changed, varying from the 

circular cylinder. This study is a basic study for 

aerodynamic design of horizontal axis wind turbine 

blade, and as wind tunnel test for NACA0015 airfoil is 

limited, transition shear stress transfer(t-sst) model was 

applied to find the shape and number of groove, and 

level of aerodynam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location through computational analysis. 

In the result of airfoil computational analysis, to make 

aerodynamic characteristics of airfoil, it was confirmed 

again that t-sst turbulence model predicts boundary 

layer separation in viscous sublayer region and predicts

vortex by adverse pressure gradient, rather than k-ε

turbulence model. In the range of calculation this study, 

ratio of boundary layer and depth of groove(h/δ) was

0.8, and ratio of depth and width of a groove(h/d) was 

0.1, and ratio of distance between grooves and 

width(p/d) was 0.5. Lift to drag ratio was improved by

17.86% when ratio of distance between grooves and 

width of groove(p/d) was 0.5 and when there were 2 

grooves, showing that the groove helped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wind turbine blade. It was

confirmed that the form of groove was attributed to 

velocity recovery near the wall of airfoil, and that the 

level of improvement of lift to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송 재 도 2013년 8월 박사 부산 학교 하 만 영

국문 : 
영문 :

학교 기숙사의 순시부하 패턴과 운전방법에 따른 소형열병합발전 시스템의 성능과 경제성 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and Economic Analysis of Cogeneration System installed in 
the University Dormitory according to Hourly Energy Demand Pattern and Operation Method

본 연구에서는 학 기숙사의 에너지 부하량과 부하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숙사에 적용 가능한 소형열병합발전 시스

템의 용량 증가에 따른 경제성 분석과 CO2 저감량, TOE를 

분석하고 각 운전방법에 따른 경제성 분석 및 CO2 저감량, 

TOE를 분석해 기숙사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운전방법을 도출하

였다. 

기숙사의 월별 전력부하량은 거의 일정하지만 열부하량은 계절

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일정한 전력부하로 인해 

열전비는 열부하 패턴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열부하가 많은 

겨울철에는 열전비가 최고 5.5까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스 

엔진 소형열병합발전의 열전비는 1.67이므로 열전비가 높은 

겨울철에는 높은 열부하에 적절히 응하기 위한 보조 보일러의 

가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열전비가 0.5 정도인 

여름철에는 소형열병합발전의 가동율이 낮아질 것이며 발전으

로 인해 발생한 배열을 저장할 수 있는 저탕조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학교 기숙사에 적용되는 에너지 요금 체계에서는 소형

열병합발전의 용량을 증가시켜도 투자회수기간을 통한 경제성

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CO2 배출량과 TOE를 비교해 본 

결과, 소형열병합발전 용량에 따라 CO2 배출량은 약 9.1% 감소

하고 TOE는 약 11%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형열병합발전

의 용량이 80 kW 부근에서 CO2 배출량과 TOE이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소형열병합발전의 용량이 무한이 

증가하더라도 상건물인 기숙사의 에너지 부하가 소형열병합

발전의 운전조건에 항상 적합한 부하량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80 kW 부근에서 수렴하게 된다. 

전력요금이 저렴한 학교 기숙사와 같은 교육시설에서 소형열

병합발전은 투자회수기간을 통한 경제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환경, 에너지 측면에서 각각 9.1%, 11%의 저감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현재 기숙사 건물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1.4배 증가시킨

경우 20년, 3배 증가시킨 경우 4.2년의 투자회수기간을 나타내었

다. 투자회수기간을 10년을 목표로 한다면 현 전기요금보다 

약 1.8배 증가시켜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소형열병합발전을 설치하게 될 경우 소형열병합발전의 운전방

법에 따라 본 학 기숙사의 에너지 부하패턴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동율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 총 에너지 비용은 optimal

operation method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2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optimal operation method 운전방법에서

CO2 배출량과 TOE가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현 학 기숙사에 비용에 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고 

환경, 에너지 측면에서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시스템의 최적의 

운전방법은 CO2 배출량과 TOE가 가장 낮은 optimal operation

method 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소형열병합발전 설비의 시스템 가동율 증가에 따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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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에너지적 경제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노현극(1998)등이 

제안한 복합 부하 패턴 형성을 통한 소형열병합발전 방법이 

있다. 이는 에너지 사용 부하 중 전력부하가 치중된 건물과 

열부하가 치중된 건물에 해 두 건물에 소형열병합발전 설비를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시스템의 가동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처럼 기숙사의 경우 겨울철 열전비가 5 이상으로 열부하가 

치중되므로 이때 열부하가 적고 전력부하가 많은 연구동 등에 

소형열병합발전 설비의 발전전력을 연계함으로써 열전비를 소

형열병합발전 설비의 열전비와 비슷한 1.6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시스템의 가동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력 연계를 학교 내 건물이 아닌 외부 건물과 연계할 

수 있다면 상 적으로 전력요금이 비싼 외부 건물에 한 전력부

하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더욱 높은 경제성을 나타내리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교 기숙사에 적용 가능한

소형열병합발전의 경제성 분석과 최적 운전방법에 해 분석하

였다. 실제 적용되는 시설에서 이론 최 치에 가까운 에너지 

저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

보다 다양한 조건에서 소형열병합발전이 운전되어야 할 것이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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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P 공정에서 웨이퍼 에지의 연마균일도 향상
Improvement of Uniformity on Wafer Edge in CMP process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CMP)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technologies for producing nanoscale 

semiconductor devices because it meets the 

stringent requirements for ever increasing integrated 

intensities and yields. 

Currently, leading semiconductor manufacturer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conducting CMP to high standards 

as the diameter of wafers increases from 300 to 450 mm 

and beyond. Edge exclusion is the outer part of a wafer 

where dies are not fabricated. Reducing edge exclusions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larger wafers because the 

number of chips around the peripheral area increases with 

wafer diameter and as the lithography area moves closer 

to the wafer edge and depth of focus(DOF) requires a 

much flatter surface near the edge area. 

The edge exclusion of the wafer is mainly generated by 

the edge effect. Mechanical interactions among the wafer, 

the pad and the retaining ring during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CMP)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within wafer 

nonuniformity(WIWNU). Rebounding of the pad causes 

stress concentration along the wafer edge, which 

particularly affects the edge profile of the polished wafer. 

From this point of view, both the retaining ring and the 

polishing pad are important consumables in the CMP 

process. 

In this paper, the effect of polishing pad properties such 

as thickness and compressibility was investigated to verify 

the edge effect at the wafer edge. The viscoelastic behavior

and hardness of the polishing pad were measured to 

compare with WIWNU. 

The retaining ring also plays a key role in preventing 

the wafer from slipping out and spreading slurry over the

pad surface. The higher retaining ring pressure causes 

the stress concentration at the wafer edge. The mechanical 

interaction caused by the contact angle between the 

retaining ring and the polishing pad was investigated. A

comparison of FEA results with experimental results was

used to verify the effect of the pad and the retaining ring

on the stress distribution at the wafer edge. As expected, 

the FEA results we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polishing 

results. 

Finally, the edge profile control(EPC) ring was suggested

to reduce the edge exclusion region of a wafer during 

CMP. The EPC ring is designed to be positioned between

the wafer and a retaining ring and is held in place with 

the same pressure as the wafer by a flexible membrane 

to reduce pressure discontinuity between the wafer edge

and retaining ring. It was demonstrated that an EPC ring 

can be used as a way of achieving better WIWNU by 

controlling the edge removal profile of a wafer. 

It might be possible to improve the yield of chip production

by using a simple ring without making any special design

changes to CMP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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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형상 빔 요소를 이용한 코일 스프링의 변형 및 동적거동 해석
Deformation and dynamic simulation of coil spring using a helix beam element

Since a coil spring is one of widely used components 

in mechanical system, deformation of a coil spring had 

been studied through numerical formulations and 

experiments. When a coil spring was loaded along the 

longitudinal direction, the deformation of longitudinal and 

lateral were occured, simultanously. Since the loading is 

not centered in coil spring, the coil spring is bended which 

invokes horizontal deformation. The deformation of 

longitudinal and lateral was coupled, the coil spring has 

nonlinear characteristic of deformation. So, the develop- 

ment of nonlinear spring model is needed. 

In this paper, a new mathematical model of a coil spring 

is proposed using a helix beam element including twisting 

effect. The twisting effect, which also invokes longitudinal 

and lateral displacement, is verified by comparing two 

cases, i.e., with and without twisting effect. The helix beam

element suggested in this paper was formulated by using

joint coordinates and the Serret-Frenet formula. The helix

beam element was formulated by using joint coordinate,

it is possible to model a coil spring with a single helix

beam element. The configuration of a coil spring was 

described by using curvature, torsion, and twist. 

To verify the developed model of a coil spring, two kinds

of experiments were performed. The first one is the static

deformation test, and the other is dynamic test. To measure 

deformation and displacement of a coil spring, a high speed 

camera was used. 

In static deformation test, to measure static deformation 

of a coil spring, seven kinds of additional masses were 

used. To measure the deflection, one end of the coil spir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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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거칠기의 흑연 표면 위에 존재는 나노 크기의 

물방울이 정지해있거나 움직일 경우 물방울의 접촉각 변화를 

규명하였다. 다양한 거칠기의 흑연 표면을 고려하기 위해 기둥 

모양이나 줄무늬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고 이 구조물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높이에 변화를 주었다. 또한, 표면 

특성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물방울이 정지한 경우와 움직이는 

경우에 한 연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육면체 형태로 주어진 물 분자들은 흑연 

표면 위에서 반구 형태로 물방울을 형성하며 평형 상태에 도달했

다. 정지한 물방울의 접촉각은 5ps의 평균값으로 계산되었다. 

정지한 물방울의 경우 부분의 물방울들은 Wenzel 상태이거

나 Cassie-Baxter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표면의 기둥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정지한 물방울의 접촉각은 증가하며, 기둥의 높이가 

특정 높이에 도달하면 그 이상 높이가 증가해도 접촉각은 변하지 

않았다. 기둥 구조물의 면적 비율이 작을수록 물방울의 접촉각의 

증가율은 기둥의 높이에 따라 더 커진다. 줄무늬 구조물을 가진 

표면에 해서는 기둥 구조물을 가질 때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 

줄무늬 구조물을 가진 표면의 경우 줄무늬 구조물에 해 평행한 

면의 접촉각이 수직한 면의 접촉각보다 더 작게 나타났다. 이 

현상은 줄무늬 구조물의 면적 비율이 작을 때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움직이는 물방울에 한 연구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 가지

크기의 일정한 힘을 물방울에 적용되었다. 움직이는 물방울의 

이동 궤적은 접촉각의 이력현상(hysteresis)과 모양에 따라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시킬 수 있었다. 

완전한 평판일 때 소수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물방울이 움직이는 방향과 수평으로 줄무늬 구조물이 배열된

표면이었다. 기둥 구조물을 가질 경우가 그 다음이었고 물방울이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한 줄무늬 구조물을 가지는 표면이 소수성

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물방울의 경우 

구조물의 면적 비율이 큰 경우가 면적 비율이 작은 경우보다 

소수성이었다. 

물방울의 정적 상태와 동적 상태의 연구와 함께 이방성의 흑연

구조도 확인되었다. 흑연 구조가 촘촘히 밀집된 다른 원자 구조보

다 더 소수성인 것이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원리가 나노크기에서의 소수성의 특징을 

갖게 한다. 첫째, 물 분자들이 표면의 원자들에게 끌어당겨지는 

것과 둘째, 표면에 있는 구조물들이 물방울의 흐름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원리 중에서 두 번째 원리의 영향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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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clamped with a jig, and the other end is attached 

to the additional mass. The static deformation was acquired 

by data acqusition. The deformation and deformed shapes 

using the proposed helix beam with twisting were compared 

to experimental results, and the proposed helix beam 

element was verified. 

Using the results of static deformation test, the relation 

between shape of a coil spring and the parameters was 

revealed. The curvature affects the spring diameter and 

height. According to an additional mass, the variation of 

curvature was very small. The torsion affects the spring 

height. According to an additional mass, the variation of 

curvature was linear. Although the curvature and torsion 

was related to longitudinal deformation of a coil spring, 

the torsion is dominant factor in longitudinal deformation 

of a coil spring. The twist affects the bending shape of 

a coil spring, and thus the twist is dominant factor in lateral

deformation of a coil spring. 

In dynamic test, to measure displacment of a coil spirng,

three kinds of additional masses were used. The coil spring

was deformed by the additional mass and its own weight. 

To compare the displacement of a coil spring, equations

of motion of the coil spring using a helix beam element 

attached to an additional mass were derived. The property

of the coil spring used in the numerical simulation was 

obtained from experimental data. To consider damping 

forces, Rayleigh's proportional damping was employed. 

The measured displacements of the coil spring were in 

good agreements to the results of the dynamics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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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탄 연소에서 등급이 다른 석탄의 연소 및 배기가스 배출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mbustion and emission characteristics of coals of different ranks in pulverized coal combustion

최근 유한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화석연료 소비량증가의 

급격한 증가와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로 인해 화력 발전 분야에

서는 저질탄의 사용 및 기존의 화석연료를 체할 수 있는 체연

료에 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저질탄 및 체연료를 

발전분야에 사용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중의 하나는 기존의 화력

연료와 저질탄 및 체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혼합연소방식

이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혼합연소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고등급 석탄 끼리의 혼합연소가 

주를 이루었으며 혼합연료의 연소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방

법 역시 열분해 및 벤치스케일의 장치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최근 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저질탄과 바이오매스의 혼합연소

에 한 연구가 다양한 실험 장치를 통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역청탄과 저질

탄의 한 종류인 갈탄 및 체연료의 한 종류인 바이오매스와의 

혼합연소 특성을 가열속도가 틀린 열중량 분석기 및 슬릿버너를 

통해 조사하고 미분탄 연소로를 통해 저질탄의 혼소비율에 따른 

배기가스의 배출특성 조사함으로써 갈탄 및 바이오 매스를 혼합

연료로 사용하였을 시 연소효율의 손실이 없이 기 오염물질의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적의 혼합비율을 제시하였다. 

역청탄과 갈탄의 혼합연소의 경우, 열중량 분석에서 갈탄은 

혼합연료의 점화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역청탄은 연소종료 

온도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혼합연료의 활성화 에너지는 두 

개의 온도영역 에서 나타났으며 저온의 영역 에서 혼합연료

의 반응성은 갈탄의 반응성과 유사하였으나 고온의 영역에서는

갈탄과 역청탄의 사이에 위치하였지만 온도가 증가할수록 역청

탄의 높은 분포로 인해 역청탄의 반응성에 더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슬릿버너로부터 결정되는 미분탄 입자의 반응영역의 

경우 입자예열 구간에서는 연료비가 혼합연료의 입자예열구간

의 길이 및 평균화염온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값은 높은 연료비

를 가지는 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휘발분 반응구간의 경우, 

반응영역의 길이는 예열구간과 마찬가지로 연료비의 영향을 

받았으나 평균화염온도는 반응 구간의 하류부에서 갈탄과 비슷

한 온도영역 를 보였다. 또한 미분탄화염에서 혼합연소시 최

연소반응성을 나타내는 위치가 단일 연료에 비해 화염의 상류 

부로 이동하는 것으로 미루어 갈탄과의 혼합연소는 혼합연소화

염의 안정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바이오매스와 서로다른등급을 가지는 탄을 혼합연료로 사용하

였을 때, 열중량 분석으로부터의 점화온도와 연소종료 온도는 

바이오매스의 혼합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바이오 매스가 가지고

있는 다량의 휘발분과 빠른 휘발분 방출속도로 인해 저온영역으

로 당겨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연소지표를 통해 연소효율이

바이오매스의 혼합비율 증가에 따라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슬릿

버너 실험으로부터 바이오 매스의 혼합비율의 증가는 역청탄

및 갈탄의 연소성의 개선에는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10% 바이오 매스 혼합비율을 가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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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화염온도 분포와 화학자발광 분포를 통해 특히 갈탄과 바이

오 매스 사이의 시너지 효과로 인한 점화특성과 휘발분 반응성이 

크게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체연료인 바이오 매스와 

기존 석탄의 혼합연소시 특히 저질탄과의 혼합연소시 전체적인 

열 균형을 유지하면서 연소성의 개선을 가져오는 바이오매스의 

혼합비율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역청탄과 갈탄 그리고 이들의 혼합연료를 사용한 배기 가스 

배출특성에 관한 연구가 미분탄 연소로를 통하여 조사되었다. 

단일탄의 경우 스테이징 에어 인젝터의 위치가 버너 노즐로부터 

멀어질수록, 1차 연소 영역의 공기비가 작을수록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의 농도는 감소하였지만, 스테이징 에어 인젝터의 위치가 

버너 노즐로부터 너무 멀어지거나 1차 연소 영역의 공기비가 

너무 낮으면 전체적인 연소효율을 크게 감소시켰다. 또한 각탄의 

포함하고 있는 연료의 N성분이 증가함에 따라 질소산화물의 

배출농도는 증가하였으며 갈탄의 경우 연료중의 N성분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열용량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되는 

산화제 공급량의 증가로 인해 높은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를 보였

다. 역청탄과 갈탄의 혼합연소시 전체적으로 질소산화물의 배출

농도는 갈탄의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높은 배출농도를 나타내

었으며 로내의 화염온도분포의 경우 갈탄의 낮은 발열량과 고수

분함유량으로 인해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점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10% 근처의 갈탄의 혼합비율을 가지는 경우

갈탄의 낮은 발열량과 고수분 함유량에도 불구하고 갈탄의 빠른

탈휘발율과 1차 연소영역에서 갈탄의 탈휘발동안에 방출되는 

가연성 기체와 산소와의 반응으로 인한 고온의 강한 환원 구간이 

형성됨으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배출농도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고수분 함유량을 가지는 저질탄인 갈탄을 역청탄과

혼합연소 하였을 경우, 연소효율의 손실이 거의 없이 질소산화물

의 저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갈탄의 혼합비율이 존재함

을 밝혔으며 10% 근처의 혼합비율이 임계혼합비율임을 제시하

였다. 

본 논문에서 얻어진 이러한 결과들은 저질탄과 체연료인 

바이오 매스를 혼합연료로 사용 중 이거나 혹은 향후 사용될 

발전분야에서, 전체적인 열균형을 유지하면서 기 오염물질의 

저감을 가져오는 임계 혼합비율을 제시함으로써 혼합연료의 

운전조건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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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시스템의 고효율화를 위한 유압펌프 레귤레이터의 해석 및 제어
An Analysis and Control of the Regulator System in Hydraulic Pump for a High-Efficient Hydraulic Servo Systems

In this study, an irregular performance of a mechanical- 

type constant power regulator is considered. In order to 

find the cause of an irregular discharge flow at the cut-off 

area, modeling and numerical simulations are performed 

to observe dynamic behavior of internal parts of the 

constant power regulator system for a swash plate-type 

axial piston pump. The commercial numerical simulation 

software AMESim is applied to model the mechanical-type 

regulator with hydraulic pump and simulate the perfor- 

mance of it. The validity of the simulation model of the 

constant power regulator system is verified by comparing 

simulation results with experiments. In order to find the 

cause of the irregular performance of the mechanical-type 

constant power regulator system, the behavior of main 

components such as the spool, sleeve, and counterbalance 

piston is investigated by using computer simulation. The 

shape modification of the counterbalance piston is 

proposed to improve the undesirable performance of the 

mechanical-type constant power regulator. The perform- 

ance improvement is verified by computer simulation using 

AMESim software. 

Also, In this paper, a robust pressure control system of

the control-cylinder using a direct drive valve is proposed

to control the discharge flow from the variable displacement 

swash-plate type axial piston pump precisely. In order 

to design a robust pressure control system, a mathematical 

model of a pressure control system is derived and system

parameters are identified by using the signal-compression 

method. Also, the sliding mode controller is designed based 

on the identified mathematical model to guarantee the 

control performance of the pressure control system. 

Experiments verified the satisfactory performance of the

proposed pressure control system that uses a direct drive

even with non-linearity and uncertainties such as flow 

characteristics, unknown discharge coefficient of the valve

orifice, variation of the bulk-modulus, leakage and 

disturbance induced by the pressure fluctuation in the 

pressur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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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하이당 2013년 8월 박사 부산 학교 조 영 호

영문 : Reciprocity approach for determination of surface wave motion and its application in scattering of
surface waves by cavities

Closed-form solutions of surface wave motions generated 

by a time-harmonic load applied in the interior of a 

half-space are determined in a simple manner by the use 

of reciprocity in elastodynamics. The method requires 

expressions for the displacements and the stresses of free 

surface waves, preferably in analytical form, but numer- 

ically obtained forms can also be used. A virtual wave 

that satisfies appropriate conditions on the boundaries 

and is a solution of the elastodynamic equations is used 

as state  in the reciprocity theorem. By choosing a suitable 

virtual wave, state  , which is the actual solution can be 

solved directly from the reciprocity relations. The solutions 

of surface wave motions are also obtained by the use 

of integral transform techniques. It is then shown that the 

amplitudes of the scattered waves obtained by the 

reciprocity approach and the integral transform approach 

are mathematically identical. 

Based on the obtained solutions of surface wave motions, 

a mathematical model for scattering of surface waves by 

a cavity at the surface of a half-space is investig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refore to introduce a novel 

theoretical approach for detection and characterization 

of cavities. The amplitudes of the scattered field are verified

by the numerical results from the boundary element 

method(BEM). The analytical and BEM result are graphically

displayed and show excellent agreement when the depth

and the width of the cavity are small compared to the 

wavelength. Both results are then compared with the 

experiment data. 

As an improvement, a model for multiple scattering of 

surface waves by cavities on the surface of a half-space

is studied. For multiple scattering by cavities, the self- 

consistent method is employed to derive an implicit set 

of equations which approximates the scattered field. 

Numerical calculations based on the boundary element 

method are found in order to compare with the analytical

results. Comparisons between the analytical and BEM 

results provide good agreement.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종 필 2013년 8월 박사 부산 학교 정 지 환

영문 : The Effects of Turbulence on Debris Transport Evaluation during the Blow-down and Recirculation 
Phases following a loss-of-coolant Accident

고온관 파단사고와 같은 냉각재상실사고 시 파단부 인근 보온재 

및 도장재 등은 고온, 고압의 방출제트에 의하여 원래의 위치에서 

이탈하고 이물질화 된다. 이물질은 파단방출유량 및 원자로건물 

살수유량에 의하여 원자로건물 전 구역으로 이동한다. 원자력발

전소는 냉각재상실사고 시 노심의 냉각이 필요하다. 노심냉각은 

재장전수 저장탱크에 저장된 물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나 저장탱

크의 물이 고갈된 장기냉각 시에는 원자로건물 바닥에 위치한 

재순환 집수조를 통하여 노심냉각에 필요한 물을 취득한다. 그러

므로 원자로건물 바닥에 축적된 이물질이 재순환유량에 의하여 

재순환 집수조로 이동하여 집수 스크린을 막는 현상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매우 위험하다. 이는 유효흡입수두의 손실을 

야기하여 원자로 노심의 냉각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물이 공급되

지 않는 현상을 야기한다. 

재순환 집수조 막힘 현안은 GSI-191로 명명되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GSI-191 연구결과에 따라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는 강화된 규제지침을 발표하고 사업자들에게 처를 요구하였

다. 새 규제지침에서는 파단방출, 살수, 수조채움 및 재순환이동

과 같은 모든 이물질이동모드에 한 해석적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에너지협회는 NEI 04-07 보고서를 통하여 

집수조로 이동하는 이물질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1차원

및 3차원 해석방법론을 제안하였고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는 

NEI 04-07 방법론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규제입장을 반영하여 

안전성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비록 NEI 04-07 및 안전성평

가보고서가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한 이물질 이동 평가방법론을 

제안하였지만 물리적인 개선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본 논문은(1) 파단방출모드 및(2) 재순환운전모드에 한 3차원

전산유체역학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2) 재순환운전모드 해석

은 이물질 이동에서 난류의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한 1) 개별 

이물질 특성 평가 및 본 연구결과를 반영한 2) OPR1000 발전소

재순환운전 해석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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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 Than Quyen Bui 2013년 8월 박사 부산 학교 홍 금 식

영문 : Color-Based Features and Models using Gabor Filter in Object Recognition

본 논문은 컴퓨터비전 분야에서 물체 인지영역에 관한 것이며, 

컬러 정보와 가보르 필터/가보르 에너지 필터를 사용한 물체인지

모델에 관하여 수행한다. 색상과 템플럿기반 특성을 조합하기 

위해서, 본 저자는 컬러정보를 조합하는 컬러기반의 기본모델(컬

러기반단기ABM)을 제안한다. 저자는 WU의 논문을 토 로 연구

를 진행했다. 그에 따르면 컬러기반 ABM모델의 기본은 색상탐지

와 분류이다. 그러나, 물체인식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 다른 CIELAB의 컬러기반 특징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Wu의 

연구를 수정하였다. 이러한 컬러기반 ABM 접근에서, 두 종류의 

학습들이 연구된다(최 기  알고리즘 기반의 감독된 학습과 

비감독 학습). 게다가, 컴퓨터비전 응용분야에서 컬러기반 ABM

의 현실적인 물체 인식을 위한 유용성이 입증될 것이며 물체인식

의 단한 향상이 보여진다. 추가로, 본 저자는 두뇌의 시각피질

의 모델구조와 컬러정보가 사용된 가보를 에너지 필터의 조합을 

통합 새로운 물체인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먼저, 가보르 필터를 

사용하는 신에, 각 컬러이미지가 CIELAB 컬러 스페이스 및 

각각의 컬러 성분으로 변환된 후에, 가보르 에너지 필터가 적용된

다. 각 컬러 성분에서 가보르 에너지필터의 출력의 중첩된 표준화

된 응답이 분열된 표준화에 의해 계산된다. 학습단계에서, 프로토

타입 세트의 일부분이 공간적인 위치, 크기와 몇몇의 규모에서 

동시에 무작위로 선택된다. 그리고 선택된 데이터는 그 영역의 

최  사이즈와 방향에 의해 추출되며, 이 때 약한 훈련규모와 

방향은 무시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분포된 정도가 드문 특징들

이 특정구역통합법(localized pooling method)으로 계산되며,

이는 몇몇 프로토타입의 일부 위치로부터 기하학적 정보를 유지

하는 것을 허용한다. 마침내, 분포된 정도가 드문 특징들의 집합

이 물체인지와 분류를 위하여 분류가(supprot vector machine: 

SVM)에 의해 활용된다. 몇몇 데이터세트를 이용하여 실시된 

실험의 결과는 물체인지의 의미있는 개선점을 컬러정보를 사용

함으로써 보여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형 훈 2013년 8월 박사 부산 학교 고 정 상

국문 :

영문 :

자기력 미세조정 방식 인유두종 바이러스 진단용 고감도 MEMS 바이오센서
Highly Sensitive MEMS Biosensors for the Detection of Human Papilloma Virus by Using Magnetic Force

본 논문에서는 여성질환중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의 유전인자를 검

출할 수 있는 고감도 바이오 센서를 설계 및 제작하고, 환자의

세포로부터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유전인자 분리하여 검출 하는 

OPR1000 발전소의 고유특성 및 방출유체의 3차원 거동을 

고려한 파단방출 해석결과, 원자로건물 상부로의 이물질 이동량

은 73%로 원자력에너지협회의 공학적 판단결과인 25%보다 48% 

많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참조 노형 

1차원 해석결과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0PR1000 발전소 

1차원 해석결과와는 유사한 값을 보였다. 그러므로 NEI 04-07은 

과도하게 보수적인 값을 제안하였다고 판단되며 MELCORE 및 

CONTAIN을 사용한 1차원 해석은 합리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판단된다. 

원자력에너지협회 및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는 재순환운전 이

물질 이동에서 난류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NEI 04-07 및 안전성평가보고서 내에서 난류의 

영향도를 정량화 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OPR1000 발전소의 

재순환 이물질 이동량을 평가하기에 앞서 개별 이물질 이동에서 

난류의 영향을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하여 

GSI-191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이물질의 이동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선형수조를 제작하였다. 선형수조는 급격확  및 급격축

소형 수조로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구조물 주위에서 발생하는 

난류가 이물질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함이다. 실험 

및 실험조건에 한 전산유체역학 해석을 통하여 개별 이물질의 

이동은 평균유속 뿐만 아니라 난류에도 영향을 받음을 발견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정의된 평균이물질구름속도 신 평균

유속성분 및 난류유속성분의 합인 최 이물질구름속도를 제안

하였다. 또한 OPR1000 발전소의 재순환이동에 한 전산유체역

학 해석을 수행하여 평균이물질구름속도를 기준으로 한 이물질 

이동량 및 최 이물질구름속도를 기준으로 한 이물질 이동량을 

평가하였다. 해석결과, 최 이물질구름속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시 이물질 이동량이 5~20% 크게 예측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상의 사고에 한 안전시설 

설계기준 정하는데 활용되어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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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관하여 소개 하고 그 결과를 평가 하였다. 또한 브리지 

형태의 바이오 센서를 이용하여 유전인자간의 결합력을 측정하

고 평가 하였다. 

수치해석과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네오디뮴 자석이 캔틸레버에 

접근할 때의 자기장 변화 및 자기력 분포를 계산하였다. 이때 

압전저항에 가해지는 응력과 변형률의 분포를 계산하였다. 최종

적으로 압전저항의 크기 및 위치에 따른 압전저항 계수를 고려하

여 바이오 센서를 설계하였다. 바이오센서는 단일 캔틸레버, 

브리지 형태, 캔틸레버의 길이, 감지표면의 크기 변화 등을 고려하

여 설계되었으며,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공정을 통하여 금박막 감지 표면을 가진 총 9가지 형태의 바이오 

센서가 제작되었다. 

바이오 센서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전인자의 효과적인 감지와 

높은 감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감지 표면에 생체 분자와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GBP(Gold Binding Proteins)을 코팅 하였다. 

GBP로는 11-MUA(Mercaptoundecanoic acid)와 같은 자가 조립 

단일층(SAM: Self-assembled monolayer) 사용하였으며, NHS 

(N-hydroxylsuccin-imide)/EDC(N-ethyl-N'-[dimethylaminopropyl] 

carbodiimide) 혼합물로 표면 처리 후 아민 활성화(Amine 

activations) 시켜 아민기를 가진 단백질 또는 목적 유전인자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적물 유전자 항원인 HPV 16 유전자는 

한국세포주 은행으로부터 분양받은 Ca Ski Cell을 2주간 배양하

여 얻어진 세포군(Cell Colony)으로부터 유전인자를 분리하여 

1차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ce Chain Reaction)을 통해 

HPV 16 유전인자를 증폭하였다. 증폭된 유전인자는 2차 중합효

소연쇄반응을 통하여 5 말단(5')에 비오틴이 부착된 프라이머 

GP6 와 단일 가닥 유전인자(Single stranded DNA, ssDNA)를 

결합 시켜 준비하였다. 자기장 인가시 자기력의 변화에 반응하는 

마그네틱 비드(magnetic bead)를 이용한 유전인자 감지체의 

형성을 위하여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인자 중 주요 위험군에 

속하는 HPV 16 유전자와 결합 특이성을 가진 올리고뉴클레오티

드(Oligonucleotide) GP1, 2 를 바이오센서의 감지표면에 부착

하고, 비오틴(Biotin)와 특이적 결합성을 가지는 스트렙트아비딘

(Streptavidin)이 코팅된 마그네틱 비드(Magnetic bead)와 비

오틴이 부착된 프라이머(Primer) GP6와 혼성화를 이룬 증폭된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단일가닥 유전인자를 결합시켜 최종적으

로 바이오 감지체를 형성하였다. 마이크로 캔틸레버 센서의 표면

에 결합된 프로브 올리고뉴클레오티드와 비오틴이 부착된 프라

이머 GP6와 결합된 HPV 16 유전자는 서로 특이적 결합을 하게 

되고, 여기에 비오틴과 특이적 결합력을 가지는 스트렙트아비딘

이 코팅된 마그네틱 비드를 주입하여 마그네틱 비드가 캔틸레버 

위에 결합된 형태를 얻을 수 있었다. 

압전저항이 내장된 바이오 센서를 이용하여 인유두종 유전자의 

검출을 위해서 정밀하게 자기력 조절이 가능한 바이오센서 측정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네오디뮴 자석이 센서 표면에 

근접하게 될 때, 자화된(Magnetization) 마그네틱 비드와 네오디

뮴 자석 사이에는 자기 극성 인력에 의한 자기력이 발생하여 

마그네틱 비드가 부착된 캔틸레버에 전달된다. 이때 발생된 응력

은 압전저항(Piezoresistor)의 저항 변화를 유발 하며, 휘스톤

브릿지(Wheatstone Bridge)를 통해 출력 전압 변화를 측정하였

다. 네오디뮴 자석과 바이오 센서의 거리가 좁혀 질수록 높은 

출력 전압을 얻을 수 있었으며, 2 mm 까지 근접 하였을 때 

최  1.8 ~ 2.0 mV의 증폭된 출력 전압이 측정 되었다. 500 

μm 길이의 캔틸레버 바이오센서에 비해 700 μm 길이의 캔틸레

버 바이오센서의 사용시 더 높은 출력 전압이 측정 되었다. 이로써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유전인자 검출에 한 바이

오센서 검출 특성에 한 실험적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S/N 비율은 강한 자기력이 가해질 때 높았으며 최  S/N 비율은 

54 dB인 반면, 약한 자기력이 가해질 때는 46 dB의 낮은 S/N

비율을 보였다. 수치해석 결과에 비해 실험결과로부터 계산된

응력 분포는 비교적 낮게 분포 하였는데, 이는 수치해석의 경우 

최  자기력, 감지영역 전체의 반응 등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데 

반해, 실험 결과는 낮은 반응성과 실험 오차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중 브리지 형태의 바이오센서를 이용하여 질병의 조기진단을 

위한 유전인자 결합력 측정 실험을 하였다. 질병 진행단계

(Disease progression)에 따라 감지체와의 결합력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측정하기 위하여 캔틸레버 형태의 바이오센서와 

동일한 상태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유전인자 검출을 시도 

하였다. 이때 약 0.15 mV 의 증폭된 출력전압이 측정되었으며, 

네오디뮴 자석을 2 mm 까지 근접하여 유지 하였을 때 약 0.02

mV 의 출력전압 저하를 보였다. 이는 자기력에 의해 DNA 혼성화

가 강제로 깨어진 것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분자 결합력의 

효과적인 측정을 위해서 이중 브리지 형태의 바이오센서의 감도 

향상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수치해석을 통하여 서펜타인

(serpentine)형상을 적용한 이중 브리지 형태의 바이오센서를

설계하였으며, 이는 기존 이중 브리지 형태의 바이오 센서에 

비해 변위는 적으면서 큰 변형률을 가져 약 4배 이상의 감도 

향상을 기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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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물체를 탐지하기 위한 Multi-SVM 알고리즘과 Spatial 모델
Object Detection by Multi-SVM with CRF based Spatial Relationship Models

본 논문에서는 물체를 탐지하기 위한 새로운 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물체 탐지 시스템은 크게 사용자가 지정한 임의 물체의 

감독 학습과 학습한 결과를 이용한 시험 영상에서 물체의 탐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탐지 모형을 만드는 학습과정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새로운 

multisupport vector machine(SVM) 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분류기를 학습한다. 학습이 완료되면 분류기를 이용하여 탐지 

영역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 제안된 multi-SVM 학습 모델은 

기존의 support vector machine(SVM) 학습 모델보다 학습 

성능은 증가 시키면서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적용된 multi-SVM 모델에서 다수의 SVM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는 conditional random field(CRF) 모델과 물체의 

탐지율을 올리기 위해 물체 내부의 세부 사항을 이용하는 

whole-part 모델이 추가로 제안 되었다. 

학습이 끝난 후 탐지 과정은 새로 입력한 영상에서 물체의 존재 

유무에 한 예측이다. 분별성과 일관성이 높은 영상 특징의 추

출은 학습과 탐지 두 부분 모두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본 논문

에서는 크기가 다른 물체를 탐지하기 위하여 "영상 특징 피라미

드"를 적용하였다. 

최종 탐지 결과는 multi-SVM, whole-part 모델, CRF 모델

세 부분의 예측결과를 종합해서 결정된다. 학습과 탐지의 실행 

속도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실시간 처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가중 서포트 벡터(WSV)는 주로 

물체 탐지 과정에서 계산량을 줄이기 위한 연구이며, 가중 서포트 

벡터는 모든 선형 SVM 문제에 적용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들은 각 장에서 제시된 실험을 통하여 

검증 하였다. 또한, 전체 물체탐지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류(보행자, 자동차 등)의 공개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 여러 실험 결과를 통해 기존의 

물체 인식 알고리즘 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더 우수하

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광 호 2013년 8월 박사 부산 학교 하 만 영

국문 : 
영문 :

마찰면에 작용하는 하중과 표면 조도에 따른 풀러렌 나노오일의 윤활메커니즘 규명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lubrication mechanism of normal load and surface roughness with nano-oil
with fullerene nano particle additives

In this paper, the role of fullerene nanoparticles dispersed 

in mineral oil-based lubrication was investigated by simply 

using a disk-on-disk type tester. The friction coefficient 

of disk specimen immersed in nano-oil for friction test 

was observed to be significantly reduced by comparing 

with that of disk specimen immersed in raw mineral oil, 

indicating that the nanoparticles dispersed in mineral oil 

played the roles of rolling ball bearings and surface 

modifiers. This posed a simple question how one can identify 

separately both mechanisms(i.e. rolling ball bearings and 

surface modifiers) of nano-oil-based lubrication enhance- 

ment. To find the answer for this question, the disk 

specimens immersed in nano-oils for friction test was taken 

out and immersed in the other new mineral oil for another 

friction test. This can lead us to easily observe the evolution 

of friction coefficient of the nano-oil-assisted surface 

modified disk specimen immersed in raw mineral oil. As 

the results, the pure effect of surface modification by 

nanoparticle abrasion was visualized by the evolution of

friction coefficient of the disk specimen.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surface modification was a weak function of

normal load applied, indicating that the role of nanoparticles

as rolling ball bearings become much more important with 

increasing the normal load.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both low and high surface 

roughness and nano-oil lubrication, the friction test for 

each surfaces was performed under nano-oil lubrication.

We observed that(i) the friction coefficient of low surface

roughness by nano-oil was reduced 68 % lower than that

of high surfaces roughness by nano oil, and(ii) the low 

surface roughness plates nano-oil lubrication tended to 

positive effect better than high surface roughness plates.

This suggested that both the low surface roughness plate 

on friction surfaces and the addition of nanoparticles in 

mineral oil can make synergistic effects in significantly 

reducing tribological properties of f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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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차량 내부 네트워크의 혼잡 분산을 위한 Controller Area Network 시스템
Traffic Balancing Controller Area Network System Design for In-Vehicle Networking System

The controller area network(CAN) protocol is widely used 

for in-vehicle network(IVN) systems and many automotive 

companies also use the CAN for chassis network systems. 

However, the increasing number of electronic control 

units(ECUs) dictated by the need for more intelligent and 

fuel-efficient functions require an IVN system with more 

transmission capacity and less network delay. Automotive 

companies have tried several approaches such as 

segmentation of CAN systems or development of time- 

triggered protocols. In an effort to develop better and more 

efficient transmission capacity and reducing the network 

delay in CAN systems, this thesis presents the structure 

of a traffic balancing CAN system and Kalman based traffic 

balancing CAN system using dual communication channels

with a traffic balancing algorithm based on double 

exponential smoothing method and Kalman filter to forecast

the traffic on each channel and allocate frames to the one 

that is more appropriate. An experimental testbed using 

commercial microcontrollers with two or more CAN protocol

controllers was used to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the

suggested method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traffic-balancing CAN system and Kalman based traffic 

balancing CAN system reduced the transmission delay of

all priority messages compared to what was possible with

a simple method such as a channel-switching CAN, without

sacrificing the performance for high-priority message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환 2014년 2월 박사 부산 학교 정 철 웅

영문 :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mputational aeroacoustic techniques for inflow broadband noise of airfoils

본 논문은 전산공력음향학(Computational AeroAcoustics, 

이하 CAA)를 이용하여 유입광 역 소음(inflow broadband 

noise)의 예측과 실제 에어포일의 형상이 유입광 역 소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유입광 역 소음은 단일 에어포일이나 

항공기 터보 엔진의 고정자(stator)와 유입되는 난류와의 상호작

용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론적, 수치적 접근 방법을 통한 기존 

유입광 역 소음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평판만을 고려하였으며 

실제 에어포일의 형상에 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CAA를 

이용한 시간영역 해석 모델의 개발을 통해 난류-에어포일/난류-

캐스케이드에 한 유입광 역 소음을 예측하고 에어포일의 

형상이 유입광 역 소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단일 에어포일과 에어포일로 구성된 캐스케이

드에서 방사되는 음향파워를 효과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평판 

이론 해를 보정하는 수방정식을 제시하여 에어포일의 형상을 

고려한 음향파워 예측 근사식을 제시하였다. 수 방정식은 에어

포일 두께와 앞전 두께(leading edge thickness) 그리고 마하수

의 함수이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난류 재생을 위한 통계학적 난류 유입 경계조건 개발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들은 난류의 에어포일 코드(chord) 방향에 

해 법선 방향의 난류 성분만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실제 에어포

일의 형상을 고려할 경우, 유한한 두께와 코드방향에 한 접선 

방향의 난류 성분과의 상호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선 

방향 난류 성분뿐만 아니라 접선방향 난류성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Tam의 방사경계조건(Radiation boundary

condition), Giles 경계조건과 통계학적 난류합성 법인 Random

Particle Mesh(RPM)방법을 연계하여 해석 영역 경계에서 난류

속도를 재생하는 동시에 음향파를 흡수하는 경계조건을 고안하

였다. 이를 통하면 Gaussian, Liepmann 난류 에너지 스펙트럼

등을 만족시키는 난류의 합성이 가능하다. 수치적으로 합성된

난류의 1차원 에너지 스펙트럼, 상관관계(correlation)등의 특성

을 계산하여 이론 해와의 비교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난류-평판 에어포일, 난류-평판 케스케이드의 상호작용으

로 인한 광 역 소음을 예측하고 기존 주파수 영역 이론식과의 

음향파워 비교를 통해 개발한 유입난류 합성 모델과 CAA 프로그

램을 검증하였다. 

둘째, CA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난류-에어포일 상호작용으로

인한 유입광 역 소음을 해석하고 에어포일의 형상이 소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에어포일의 두께가 두꺼울 수록 고주파

수에서 음향파워레벨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실제

에어포일의 형상으로 인하여 불균일 유동장으로 인한 유입난류

의 왜곡(distortion)현상에 기인한다. 하지만 마하수가 증가할

수록 에어포일 두께에 한 영향은 약해진다. 유입난류의 법선/

접선 속도와 원방의 음압 간의 'coherence' 계산을 통해 접선방향

난류성분과 원방의 음압간의 coherence의 크기가 마하수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마하 수 증가에 따른 접선방

향성분의 영향으로 비정상상태 이극자소음원(drag-dipole)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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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어서 에어포일의 전체의 

두께는 유지하면서 앞전의 반경을 변경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앞전의 반경이 증가할 수로 동일 두께의 에어포일 

비 고주파수에서 음향파워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반

의 경우 음향파워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앞전 주위의 

정체구간(stagnation region)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관찰들을 통하여 기존 평판에 한 이론 해를 보정하는 수 

방정식을 제안하고, 임의의 평균 마하수를 가지는 유동 내에서 

임의의 두께, 앞전 반경을 가지는 에어포일에서 방사되는 음향파

워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근사식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근사식을 이용하여 여러 조건들에서 음향파워를 예측하고 CAA 

해석과 비교를 통해 근사식을 검증하였다. 

셋째, CA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난류-에어포일 캐스케이드 

상호작용으로 인한 유입광 역 소음을 해석하고 에어포일의 

형상이 소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예측결과, 난류-에어포

일 상호작용 문제에서 관찰되었던 에어포일 두께의 증가로 인한 

고주파수에서의 음향파워 감소가 나타났다. 음향파워의 감소는

하류방향에서 관찰되었으나 상류방향의 음향파워는 에어포일의 

형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캐스케이드에서 방사되는 

음장의 특성으로 음향파워에 기여하는 음향모드의 분포 특성에 

기인한다. 캐스케이드의 음향파워는 특성주파수이상에서는 단

일 에어포일의 음향파워의 B(캐스케이드를 이루는 에어포일 

개수)배에 비례한다. 이와 같은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단일

에어포일에서 방사되는 음향파워를 상류/하류로 구분 짓고 단일 

평판 에어포일의 음향파워를 이용하여 에어포일 형상을 고려하

는 근사 식을 제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특성주파수 이상의 

주파수 역에서 사용 가능한 난류-에어포일 캐스케이드에 한 

음향파워 근사식을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실제 형상을 가지는 에어포일과 캐스케이드에서 방사

되는 음향파워를 제시한 근사식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유입광

역 소음 예측을 할 수 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최 홍 석 2014년 2월 박사 부산 학교 김 병 민

국문 : 

영문 :

온도 및 변형률 속도 의존성의 성형한계선도를 이용한 핫스탬핑 공정의 파단 예측 및 적용 
Failure prediction using temperature and strain rate dependant forming limit diagram in hot stamping 
process and its application 

주ㆍ야 겸용 광 역 카메라 영상복합 처리기술은 부분 국산화 

되지 못한 첨단 기술이다. 이 기술은 초정밀 기구설계 기술, 

광전자 기술, 센서 신호 처리기술, 기구 안정화 제어기술, 소프트

웨어 개발 기술의 향상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할 수 있어 그 

파급 효과가 크다. 

광 역 카메라 영상복합처리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 역시 충분히 국산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 

영상복합처리 기술은 국내 기반기술이 취약하여 장기적인 투자

를 필요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산화율을 높이고 타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광 역 카메라 영상 복합처리 기술은 보안감시, 산불감시, 자연 

생태감시, 자연환경보호감시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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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으

로 한 의 카메라로 감시 가능한 구역은 매우 한정적이다. 

다수 감시 장비들은 일정 거리에서 감시가 가능할 뿐 감시거리

를 벗어나거나 자연의 공해 안개 등으로 인하여 감시기능이 

제한적이다. 

군사용 감시 장비는 민간분야 장비보다는 기능이 우수하다. 

그러나 군수분야 장비 역시 감시거리의 한계는 있다. 최전방 

비무장지 와 같은 개활지 상에서 적군의 동태 파악까지는 한계

를 가지고 있으므로 광 역 카메라 기술과 영상 처리 기술에 

많은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영상 처리 방법을 획기적

으로 개선한 영상복합 처리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고, 이 연구에서

는 기구적인 측면에서 이를 해결 하기위해 각종 스프링과 텐션을

적용하여 성능을 향상 시키고, 이미지개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여 영상을 안정화 하였다. 

또한 영상의 흐림으로 인한 영향과 이동물체 추적의 문제 현상에

하여 각종 필터와 이미지 히스토그램평활화(histogram equaliz- 

ation) 및 내장보드를 설계하여 이를 개선하였다. 

영상복합처리 기술은 내장보드와 베이시언(Bayesian)기법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상태변수 입자(particle)가 가지는 가중치를

이용하여 영상 추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인터프레임 알고리

즘, 히스토그램 평활화 ,그리고 노이즈 잡음 제거 등 각각의 

영상 처리기법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PIHN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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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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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SiO2/CeO2 혼합 연마 슬러리가 CMP 연마특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haracteristics of SiO2/CeO2 Mixed Abrasive Slurry(MAS)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CMP)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technologies for producing nanoscale 

semiconductor devices because it meets the stringent 

requirements for ever increasing integrated intensities and 

yields. CMP process has been widely used to obtain the 

global planarization of inter-metal dielectric(IMD) layers, 

inter-layer dielectric layers(ILD) and pre-metal 

dielectric(PMD) layers. In general, chemical compositions 

and abrasives of the slurry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removal rate and within-wafer non-uniformity for global 

planarization ability of CMP process. The conventional 

slurry consists of abrasive particles of the solid state 

suspended in a liquid state chemical solution. The abrasive 

in the slurry transfers mechanical energy to the surface 

being polished and plays a key role in its material

removal.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for ULSI chip, the 

abrasive of widely used slurry is silica(SiO2) and 

alumina(Al2O3). Ceria(CeO2) has been more commonly 

used for glass polishing, and recently for oxide films for 

shallow trench isolation(STI) structure. Through chemical 

reaction and mechanical action, the abrasive-liquid 

interac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optimum abrasives type and size, their shape and 

concentration. The slurry was designed for optimal 

performance which produced reasonable removal rates, 

acceptable polishing selectivity with respect to underlying 

layer, low surface defects after polishing, and good slurry 

stability. One of the most critical problems is the higher 

cost of consumables(COC) such as pad, slurry, backing 

film, and pad conditioner which accounts for over 70% 

of cost of ownership(COO). Since a sufficient amount of 

slurry is required to get a higher removal rate(RR) and 

lower within-wafer non-uniformity(WIWNU), there have 

recently been lots of studies on the reduction of slurry 

consumption since the cost of the slurry is about 40% of

COC. Total slurry revenues will grow at a CAGR of 8.2% 

between 2008 and 2014. Factored into the changing 

landscape between low cost ILD slurry, which is on the 

decline in relation to high-priced metal and ceria-based

STI slurry. Revenues generated will from $874 million in 

2008 to $1,402 million in 2014. Volume of slurry will grow

at a CAGR of 16.8%, from 1.4 million 55 gallon drums in 

2008 to 3.6 million in 2014. In this paper, we have studied 

the CMP characteristics of mixed abrasive slurry(MAS) 

retreated by adding of Ceria(CeO2) abrasives within 1:10

diluted silica slurry(DSS). We focused on how these mixed

ceria abrasives affect the material removal in order to 

determine the optimal recipe conditions through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ixed contents of ceria

abrasives and CMP performances in our self-developed.

As a result, the oxide CMP process using diluted mixed 

abrasive slurry has problems of higher material removal 

rate at wafer center. But, we solved the questions in 

consecutive order by pH control and slurry dispersion time.

Finally, our proposed ceria-MAS can be useful to save 

a slurry consumption of high cost since we used 1:10 diluted

silica slurry. Although, under the situation of present CMP

technology, our self-developed slurry cannot apply in the 

chip fabrication process of semiconductor industries, the

saving of high-cost slurry is still fascinated by R&D institute

and experimental laboratory of university.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전 수 홍 2014년 2월 박사 부산 학교 정 의 봉

국문 : 
영문 :

수중폭발에 의한 유체구조 연성 해석 및 내충격 성능 평가 신뢰성 향상 연구 
Improvement of Reliability of FSI Analysis for Shock Resistance Evaluation of Structures 
under the Underwater Explosion  

In this study, procedures were established for the 
evaluation of the structural shock resistivity of the 
submerged equipment to improve the reliability using the 
analysis of the fluid structure interaction. An impact due 
to the underwater explosion threats the survivability of the 

submarines and naval ships. The underwater explosion 
generates the first shock wave which affects the resistivity
of the hull and equipment. Various countries have 
established regulations about underwater explosion for the 
structural reliability. MIL-STD-901D presen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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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about tests for the underwater explosion. 
Explosion tests cause many problems such as immense 
expense, lots of manpower and environmental issues. 
Computational approach is an effective method to 
accomplish the evaluation for the shock resistivity of 
equipment without any problems. The research for improv- 
ing reliability is required for the accurate evaluations. This 
study treats various topics to realize the phenomenon of 
the underwater explosion using the MSC/DYTRAN. First, 
explosion load was modelled with the JWL equation of state. 
The comparison of the analysis results was performed in 
terms of main parameters of the explosion load such as 
maximum pressure, impulse and energy flux density. The 
method of modification of the energy flux density level to 

the same as empirical value was suggested to improve 
reliability of the shock design. Reflections on the boundaries
necessarily occur because euler domain is finite. Non- 
reflected boundary condition can be specified by using 
the MSC/DYTRAN. This method has the pressure reduction
effect in some range from the boundary. In order to find 
this range, non-dimensional parameters about distance 
from explosive to measurement points, weight of the 
explosive and euler element size were derived in this study.
Analyses of underwater explosion for SONAR structures 
were executed using the design conditions devised in this 
study and the results were presented to regulate the 
structural resistivity.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배 공 명 2014년 2월 박사 부산 학교 고 종 수

국문 : 

영문 :

실리콘 압저항형 고충격 가속도센서의 제작과 성능평가 
Fabric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silicon piezoresistive high-g accelerometer

Since the development of a piezoresistive silicon 
accelerometer by L. M. Roylance and J. B. Angell in 1979, 
micromachined silicon accelerometers have been used in 
many devices including automobiles, portable electronics, 
biomedical, and military. In order to measure incident 
acceleration, a variety of micromachined silicon accelero- 
meter technologies have been adopted(e.g., capacitive, 
piezoresistive, piezoelectric, resonant, optical). Among 
these, the capacitive and piezoresistive detection devices 
have been widely used and successfully commercialized. 
The capacitive detection method is generally used in those 
situations(including automobiles and portable electronics) 
which require a relatively low-level acceleration(~1,000 
g). On the other hand, the piezoresistive detection method 
is preferred for high-level acceleration(> 1,000 g) of which 
applications include vehicle crash analysis and bomb fuses. 
In this paper, a high-shock(2,000 g) accelerometer is 

presented, with suspended piezoresistive sensing bridges 
and four hinges. Unlike cantilever-type accelerometers 
that have suspended piezoresistors, the mass of the 

proposed accelerometer is connected with four hinges. 
An optimal design process has been conducted to obtain
the structural sizes, and numerical simulation has been 
carried out on the model-design using commercial 
software. The silicon accelerometer chips are fabricated
using silicon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MEMS) 
fabrication techniques, and the chips are packaged with 
ceramic boards. Their performance has been evaluated 
regarding sensitivity, linearity, and over-shock survivability.
A sensitivity of 25.5 μV/g has been measured from the

fabricated accelerometer with a nonlinearity of 0.2% in an 
acceleration range within 2,000 g. The real-time response
of the fabricated accelerometers accurately follows the 
reference accelerometer. The newly fabricated accelero-
meter has survived an over-shock condition of 4,667 g. 
The proposed accelerometer can be directly applied to 
a wide variety of applications where there is a need to 
measure high-level acceleration, including vehicle crash 
analysis and bomb fuse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권 봉 현 2014년 2월 박사 부산 학교 고 정 상

국문 : 

영문 :

난류 파이프 유동에서의 마이크로 버블 부착을 이용한 마찰 저항 감소에 한 연구 
Study on Drag Reduction in a Pipe Flow by Using Attached Microbubble Array

In response to the ever increasing need for efficient 

management of energy consumption, there have been 

extensive studies on drag reduction in many types of 

transport system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reduction 

of skin frictional drag in a microchannel flow and pipe flow

by using the slip obtained on a convex air microbu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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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y. The microbubble formation was observed by using 

a high speed CCD camera with respect to time and a 

micro-PIV also measured the velocity vector around the 

microbubble. The Reynolds number and momentum flux 

were compared along the microchannel with and without 

the convex air microbubble array. Momentum flux was 

rapidly increased around the convex air microbubble and 

the reduction of skin frictional drag was expected to be 

as much as its increase. Also, the slip influence distance 

was investigated for different microbubble height in the 

same cavity by comparing the velocity distribution along 

the microchannel. The convex air microbubble with a larger 

height provides a longer slip influence distance. 

Pressure drop was evaluated for measuring differential 

pressure according to shape of microchannel wall and the 

width of the microchannel. Under the same condition as 

above, the size of microbubble according to each inlet 

condition was measured and pressure drop at that time 

was also measured. It is confirmed that pressure drop 

increases in microbubble and solid microbubble rather than 

in the flat channel. Furthermore, pressure drop was 

decreased in microbubble rather than in solid microbubble.

By using numerical analysis and experiment, we confirmed

that an effect of microbubble was decreased, as the width

of the channel was increased. 

Finally, we examine the drag reduction in turbulent pipe 

flow using attached microbubble array on SUS plate. The

size of the cavity array for attached microbubble array 

was designed 100 μm in a rectangle and they were spaced

with 150 μm. The pipe diameter was 28.4 mm, and its 

total length was 500 mm. The pipe was installed into a 

test rig to evaluate the drag reduction and was experimented

in the turbulent flow condition, in which Reynolds number

was ranged from 40,000 to 225,000. Average drag 

reduction of 8.4 % was obtained in the cavity pipe, while 

that of the smooth pipe was shown less than 0.4 %. We 

find that the drag reduction was observed in turbulent pipe

flow using microbubble.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윤 성 만 2014년 2월 박사 부산 학교 고 정 상

국문 : 

영문 :

인쇄전자 공정을 이용한 박막형 유연 슈퍼커패시터 제작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fabrication of the flexible thin film supercapacitor by using various printing processes

Flexible thin film 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s(EDLCs) 

are printed with silver paste and ink for a current collector 

and their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s are characterized 

to apply for low cost solution-based printed electronic 

process. In addition, the durability and flexibility of the 

printed EDLC is discussed. The EDLCs are fabricated using 

screen printing, spray and slot die coating process.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the half cell of the printed 

EDLC are evaluated by using cyclic voltammetry in 1M 

sodium sulfate(Na2SO4)under the voltage application of 

ranging from −0.5 V to 0.4 V. 

In the screen printed EDLC, the highest specific 

capacitances of 63.27 F/g and 31.16 F/g are obtained at 

scan rate of 10 mV/s and 500 mV/s, respectively. In the 

spray coating process, the specific capacitances of 103.8 

F/g and 76.8 F/g are obtained. In the slot die coating 

process, the specific capacitances on the electrode area 

are compared because the mass of the electrode can not 

be measured exactly. The specific capacitance of 38 

mF/cm2 and 17 mF/cm2 are obtained. 

To analyze the current response to AC voltage bias, the

impedance is also examined. The current collector 

fabricated by the silver paste and ink shows better 

impedance characteristics than that fabricated by the 

stainless steel current collector. Also, equivalent series 

resistance(ESR), charge transfer resistance, and Warburg

impedance of the half cell are lower than those measured

from the SUS and Ni current collectors. 

In addition, bending test has been performed to determine

the flexibility of the printed EDLC. Crack was observed 

after the bending test but the electrical resistance was 

kept constant. The specific capacitance after the bending

test of 5000 times was reduced by 30 %. However, this 

can be improved by optimizing the electrode material, 

thickness, and electrolyte. 

For future study, the optimization of binder and additive 

materials in the electrode paste and ink, the synthesis of

the electrolyte paste, the evaluation of the full cell with 

paste electrolyte and the integration of other energy storage 

devices will be examined.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박사학위 논문

- 171 -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용 갑 2014년 2월 박사 부산 학교 하 만 영

영문 : A numerical study on natural convection in a square enclosure with multi-circular cylinders at different locations

밀폐계 내부의 자연 류 현상은 열교환기, 핵 또는 화학반응, 

전자 장비 냉각 등의 공학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공학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은 단순한 밀폐계가 아닌 다소 복잡한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 중의 하나로서 밀폐계 내부에 

물체가 존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온의 내부 원형 실린더가 존재하는 저온의 사각 밀폐계 사이의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 류에 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

였다. 

본 연구는 내부의 원형 실린더를 표현하기 위해 유한체적법에 

기초한 가상 경계법을 사용하여 103≤ Ra ≤106에서 2 차원 

정상상태 및 비정상상태의 자연 류 현상에 한 해를 얻었다. 

고온의 내부 원형 실린더의 개수(1개, 2개, 그리고 4개)와 다양한 

위치 변화에 의한 열전달과 유동에 관한 영향을 연구하였다.

하나의 고온의 내부 원형 실린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03≤ 

Ra ≤106 에서 위치에 관계없이 모두 정상상태에 도달함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두 개의 원형 실린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Ra 

=106에서 수직 배열인 경우에는 δ=0.5인 경우, 수평 배열인

경우에는 ε=0.3인 경우 그리고 각 배열인 경우에는 ε=δ

=0.3 과 0.4인 경우에 비정상 상태에 도달함을 확인 하였다. 

또한 네 개의 원형 실린더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Ra =106 에서

사각 배열인 경우에 ε=δ=0.3, 0.5, 0.6, 0.7 그리고 마름모

배열인 경우에 ε=δ=0.3, 0.4, 0.5 인 경우에 비정상 상태에

도달함을 확인 하였다. 

연구 결과 Rayleigh 수와 실린더의 개수 그리고 실린더의 위치

변화에 따라 자연 류 현상이 정상상태에서 비정상상태로 또는 

비정상 상태에서 정상상태로 변화됨을 확인하였고 임계 위치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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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FPD Glass 반송 로봇용 자기부상 컨베이어의 섹션 제어 
Section Control of the Electromagnetic Levitation Conveyor(EMLC) for a FPD Glass carrying Robot 

최근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는 인라인(in-line) 방식의 

량 생산 방식이 두되고 있으며, 특히 8세  이후의 차세  

유기발광다이오드(Organic Light-Emitting Diode, OLED)의 제

조 공정에서는 수평형 방식의 인라인 증착 공정을 시도하고 하고 

있다. 이러한 OLED 인라인 증착 공정에서는 선형 증발원(Linear 

Evaporation Source, LES)의 개발과 함께, 유리 기판을 장착한 

트레이를 진공 중의 장거리 레일에서 비접촉으로 선형 서보 제어하

여 정밀 반송시키는 자기부상 컨베이어(Electro- magnetic 

Levitation Conveyor, EMLC)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세  Glass 원판(370mm×470mm)을 장착한 

40kg급의 트레이를 반송하는 Glass 반송 로봇에 하여, 진공 

중의 장거리 반송 레일에서 고 중량의 트레이를 지지하는 자기부

상선형베어링(Electromagnetic Levitation Linear Bearing, 

ELLB)과, 트레이를 정밀 서보 제어하는 코일절환 영구자석선형

동기전동기(Coil-Switching Permanent Magnet Linear Syn- 

chronous Motor, CSPMLSM)를 가지는 자기부상 컨베이어를 

제안하고, 자기부상 컨베이어의 동작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한 

섹션제어알고리즘(Section Switching Algorithm, SSA)을 제안

한다. 자기부상 선형베어링의 수직 흡인력은 트레이의 무게와 

동일하고, 트레이의 질량중심에서 발생하는 회전 모멘트는 0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자기부상 선형베어링의 섹션제어알

고리즘이 유도되었고, 코일절환 영구자석선형동기전동기에 

해서는 고정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0을 기준으로 교번하는 

정현파 전류가 된다는 사실로부터, 전류가 0이 되는 위치에서 

구동 코일을 절환하는 영전류절환(Zero Current Switching, 

ZCS) 섹션제어 알고리즘이 유도되었다. 

트레이의 1/2 무게인 20kg급에 해서 자기부상 선형베어링을 

제작하여 부상 시험 및 섹션절환 시험을 실시한 결과, 0.7mm

평균 부상 공극에서 공극 오차가 ±40um 이내로 유지되었다.

또한, 4극 3코일 구조를 가지는 코일절환 영구자석선형동기전동

기를 제작하여 위치와 속도 제어를 실시해 본 결과 부드러운 

코일절환을 달성하였으며 코어리스 영구자석선형동기전동기와

동일한 위치 서보제어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두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부상 선형베어링과 코일절

환 영구자석선형동기전동기를 가지는 자기부상 컨베이어는 현

재 이슈가 되고 있는 8세  이후의 OLED Glass 반송 로봇에서 

요구되는 자기부상 이송시스템의 사양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초록집

- 172 -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건 우 2014년 2월 박사 부산 학교 유 완 석

국문 : 
영문 :

굽힘 강성을 고려한 케이블의 풀림 및 동적 거동과 전단핀에 작용하는 하중 예측
Unwinding and Dynamic Motion of Cable Considering Effect of Flexural Rigidity and Load Prediction Acting on Shear Pi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unwinding 

motion of a fiber-optic cable by considering the effect 

of flexural rigidity, to predict dynamic load at connection 

part that plays a role to connect flexible hose with 

underwater vehicle while an underwater vehicle was 

launched from a mother ship, and to predict the dynamic 

motion of flexible hose by evasive maneuvering of a mother 

ship. 

An unwinding system for describing the motion of the 

fiber-optic cable was defined in the orthogonal coordinate 

system because of the merit that the independence of each 

basis enables the simple derivation of scalar equations. 

Hamilton's principle for an open system was employed to 

represent the phenomenon that the mass of cable changes 

continuously in the control volume by the unwinding velocity 

and initial tensile force at a guide-eyelet point. The 4th 

order transient-state unwinding equation of motion was 

able to derive from using Hamilton's principle. To 

numerically solve the transient-state unwinding equation 

of motion, Newmark implicit integration was utilized with 

the central finite-difference approximation for spatial 

variables. The unwinding velocity and initial tensile force 

that are dominant factors in forming the balloon shape were 

retained from the lab-based experiment in water. The 

fiber-optic cable did not have the unwinding problem at 

selected unwinding velocities 5kn, 10kn and 15kn and the 

simulation result was verified with experiment result. 

Therefore, it was able to infer that there was no unwinding 

problem at increased velocity of 25kn. 

Dynamic load on shear pin of connection part that connects 

the underwater vehicle with flexible hose is essential to 

control the initialpose of underwater vehicle. Thus, it was 

important to predict the dynamic load on shear pin of 

connection part. The total mass of flexible hose had been 

distributed by using rigid body modeling. Gravity, 

buoyancy, contact force, normal and tangential fluid 

resistance were considered as the external force working 

in flexible hose. Tensile forces at the maximum unwinding 

velocities of 25kn and 15kn were verified with experiment 

result. From the examined result, the angular velocity on

shear pin and hinge, the dynamic load on shear pin, and 

the motion that is formed in the process of unwinding of 

flexible hose were predicted. 

It was important to analyze and predict the motion of 

underwater flexible hose because the motion of flexible 

hose connected with the mother ship was continually 

changed by the evasive maneuvering. In this study, the 

flexible hose was formulated with flexible body by using 

absolute nodal coordinate formulation. Four kinds of 

longitudinal stiffness matrices were derived based upon 

strain assumptions and two kinds of transverse stiffness

matrices were developed by curvature assumptions. The 

dimensional equation of motion was converted into the 

non-dimensional equation of motion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analysis time. Considering straight-line and 

turning evasive maneuvering, the motion of flexible hose

was analyzed by time of evasive maneuvering, propulsion

velocity, and winding velocity. Therefore, it was possible 

to predict the height of end point of flexible hose by 

propulsion velocity for straight-line and turning evasive 

maneuvering. 

The followings are the originalities of this study: 

1) The analysis of unwinding motion of fiber-optic cable

by considering the effect of flexural rigidity 

2) Verification the unwinding motion of fiber-optic cable 

with lab-based experiment and prediction of the unwinding

motion in increased unwinding velocity 

3) Prediction of dynamic load acting on shear pin of 

connection part and verification the result with lab-based 

experiment 

4) Modeling the flexible hose by using absolute nodal 

coordinate formulation and shorten of analysis time through

the use of  non-dimensional equation of motion 

5) Prediction of dynamic motion of flexible hose by 

straight-line and turning evasive maneuvering and winding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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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전산 유체 역학을 이용한 아크히터 장치 설계 및 제작 연구
(A) study on design and manufacture of arc heater facility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본 연구의 핵심은 전산유체역학을 활용하여 저용량 세그먼티 드 아크히터의 전산 설계를 수행하고 실제 소형 플라즈마 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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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연속 섬유 펼침에 의한 열가소성 수지 고속 함침에 관한 연구
Rapid impregnation of thermoplastic into continuous fiber bundle through tow spreading

연속 섬유 강화 열가소성 수지 복합소재는 우수한 물성과 함께 

제품의 경량화를 강점으로 이의 개발 및 사용이 확 되고 있다. 

특히 연속 섬유 강화 열가소성 수지 복합소재는 용융 점도가 

높은 열가소성 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섬유에 연속으로 

짧은 시간 내에 함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고속으로 

수지를 함침시켜 제품의 생산성을 극 화함으로써 제품의 경쟁

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연속 섬유의 고속 펼침 기술은 

섬유의 필요함침두께를 감소시켜 연속 섬유 강화 열가소성 수지 

복합소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기하학적 롤을 이용하여 연속 섬유 

펼침을 수행하고 이를 높은 섬유 당김 속도에서도 섬유의 안전과 

함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다수의 기하학적 롤을 이용한 연속 섬유 장치를 개발하고, 

분당 30 m 이상의 고속에서 성능을 평가한 뒤, 프리프레그 

제작 시스템에 적용코자 하였다. 

장치 개발을 위해 크게 2 가지의 장치를 구상하였다. 첫 번째로, 

다수의 각진 롤과 타원 롤을 조합한 다축 연속 섬유 펼침 장치를 

구상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오목 롤과 볼록 롤, 한 쌍을 이용하여 

강한 장력이 걸린 섬유를 곡률이 큰 볼록 롤을 이용하여 펼치는 

원리를 활용한 다축 연속 섬유 펼침 장치를 구상하였다. 위 

2 가지 장비 중 고속 연속 섬유 펼침을 고려한 장비는 첫 번째 

개념의 장치로, 두 번째 개념의 장치는 분당 5 m 의 섬유 당김 

속도 이하에서는 섬유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섬유 펼침을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고속 조건에서는 섬유손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첫 번째 구상된 연속 섬유 펼침 장치에서 다수 롤을 지남에 

따른 섬유 필라멘트의 진행경로를 해석하고, 이의 안정성과 

섬유 펼침 성능을 기준으로 각 변수의 값을 고려하였다. 변수로는 

섬유의 폭, 각진 롤의 기울기 각, 롤 간의 높이 차, 타원 롤의 

삽입 효과와 타원 롤의 장축과 단축비를 고려하였다. 섬유 필라멘

트 진행경로해석을 이용하여 섬유 펼침 해석을 수행한 결과, 

10◦각진 롤과 함께 장축과 단축의 비가 2/1 인 타원 롤을 조합한 

경우, 연속 섬유 펼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

다. 이를 실제작하여 실험하고 실험결과를 해석된 섬유 필라멘트

의 진행경로와 비교하였다. 실 제작된 장치의 경우, 분당 1 m의 

저속으로 당기는 경우, 6 mm 폭의 섬유를 21 mm 로 펼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설계된 장치를 이용하여 분당 30 m 이상의 섬유 당김을 통해

고속으로 연속 섬유 펼침을 수행한 결과, 섬유의 손상 없이 

6 mm 폭의 섬유를 11 ~ 15 mm 의 폭으로 균일하게 펼칠 수

있었다. 섬유를 고속으로 당기는 경우, 섬유에 작용하는 장력이 

저속으로 섬유를 당기는 경우와 비교할 때, 장력이 상 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펼침 폭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며, 본 연구에서는

분당 70 m 의 속도까지 장치의 섬유 펼침 성능이 확인되었다.

연속 섬유 펼침에 따른 함침 향상을 확인하기 위해, 이론적 

접근과 실험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수지 함침법으로는 직접 

함침법을 사용키로 할 때, 섬유 폭, 섬유당김속도와 수지의 온도

를 변수로 하여, 이의 변화에 따른 함침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폴리프로필렌과 유리섬유의 재료 특성을 사전 분석하고,

이 외에 섬유 초기 장력 및 함침 다이 규격 등의 정보를 이론에 

적용하여 함침도를 계산하였다. 이를 실험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실험 장비를 제작하고, 실험 가능한 변수를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수지의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용융점도 상승으로, 같은 섬유 당김 속도에서 

섬유의 장력은 증가하였으나, 장력의 증가로 투과성계수가 감소

하고, 최종적으로 함침도가 감소하였다. 섬유의 폭이 넓은 경우,

필요함침두께가 얇아져 같은 섬유 당김 속도에서 필요함침시간

이 감소하므로 같은 실험 조건에서 함침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 경우, 넓은 폭에 장력이 분산되어 함침 다이의 함침 핀에서

발생하는 작용압이 감소하며, 투과성계수는 펼치기 전의 섬유 

폭과 비교하여 증가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해석결과와 실험결

과를 비교하여 볼 때, 실험 값의 편차 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속 섬유 펼침 기술은, 높은 용융점도를 갖는 열가소성 수지의

고속 함침을 유도할 때, 수지 함침 시스템의 제한 조건 내에서

함침 가능한 수준을 최 한의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계적 

해결방법의 효과적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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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세그먼티드 아크히터 장치 설계는 장치 

내부에서의 복잡한 물리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연구 기관과 업체에서 개발자의 경험적인 지식에 의존하여 이루

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아크히터 내부에서의 유동을 정확히 

모사할 수 있는 ARCFLO4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크히터 내부

에서의 물리적인 현상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저용량 세그먼티드 

아크히터의 전산 설계 절차를 정립하였다. 또한 전산 설계를 

활용하여 실험실 규모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소형 신개념 아크히

터의 개발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본격적인 전산설계의 선행연구의 일환으로 아크히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설계변수에 하여 변수 연구를 

수행하고 각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컨스트릭터의 길이, 

지름 그리고 목 지름을 주요 형상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입력 

전류, 입력 유량을 운영 변수로 선정하여 각 변수들이 실제 

아크히터 내부 유동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변수 연구를 통해, 실험연구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아크히터 내부에서의 물리적인 현상을 규명/분석하였다. 

둘째, 앞서 변수 연구 결과를 통해 규명된 설계 변수들의 영향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주어진 설계 목표에 한 세그먼

티드 아크히터의 전산 설계를 수행하고 설계 절차를 정립하였다.

이를 통해, 그 동안 개발자의 경험적인 지식이나 단순화된 스케일

링 스터디로 체 되어왔던 기존 아크히터 설계의 정확도를 

개선하였다. 전산 설계는 먼저 소재/우주 분야 연구를 주요 목표

로 전원장치/냉각장치 등의 서브시스템을 포함하는 450 kW 

급 세그먼티드 아크히터에 한 전산 설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부품단위의 실질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2.4 MW 급 세그먼티드 

아크히터의 전산 설계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설계된 450 

kW/2.4 MW 세그먼티드 아크히터는 모두 설계 목표와 제약조건

을 만족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정립된 설계 절차와 노하우

를 바탕으로 실험실 규모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신개념 소형 

250kW 급 아크히터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아크히터는 캐퍼시터

에 에너지를 충전하여 사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원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소규모 실험실 규모에서도 아크히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개발된 아크히터는 10-2 토르의

진공도에서 안정적인 방전 성능을 나타내었으며 추후 분광측정

기법 도입을 통해 표면화학반응 연구, 아크 방전 특성 연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정 학 근 2013년 8월 박사 서울 학교 이 정 훈

국문 : 

영문 :

오징어의 생물학적 광반응 해석을 통한 LED 집어등 설계 및 평가
Design and evaluation of LED-fishing lamp based on the analysis of biological 
responses of common squids

어류의 경우 바다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에 비해 빛에 민감

한 반응을 하게 된다. 이런 반응으로 인해 플랑크톤이나 다양한 

작은 어류들이 빛에 의해 모이게 되는데 이런 먹이를 좋아하는 

어종들은 이 불빛 아래로 모여들게 되고 어선은 이를 포획하게 

된다. 특히, 오징어, 다랑어, 고등어, 정어리 그리고 갈치와 같은 

부분의 생선은 주광성이며 집어등은 이러한 어류들의 광반응 

특성을 이용하여 어업효율을 증 시킨다. 과거에는 횃불을 이용

해 어군을 모으던 집어등은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백열등을 

집어등으로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백열등보다 수명이 

긴 할로겐 등이 등장했다. 1980년부터는 가시광 방사효율이 

높은 메탈핼라이드램프(MHL)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런 MHL 

집어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선의 특성상 석유를 이용하여 

전기를 자가 발전하는데 MHL의 경우에는 개수가 늘어날 경우, 

높은 전력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발전에 필요한 석유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연근해어업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조업기간 유류소모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MHL을 체할 새로운 집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집어시스템에 적합한 광원으로 내구성이 길고 필요파장

만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LED가 관심의 상이 되고 

있으며 일본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LED집어등의 방사 및 수중

투과 특성을 규명하고 이에 한 다양한 방식의 집어등 개발과 

어획효과 등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LED(Light Emitting

Diode) 램프는 저 전력으로 집어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LED의 경우 빛이 한쪽방향으로만

방사되므로 해수면 방향으로 집속이 가능하고, 자외선, 적외선이

방출되지 않으며, 원하는 파장 의 빛을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 어종인 오징어의 시감도를 극 화시킬 수 

있는 파장 를 선택하고, 수중 투과율 높은 파장 의 빛을 사용

가능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메탈핼라이드 집어등에 비하여

LED 집어등의 경우 광 에너지 변환 효율 0.5배, 유효방사효율

5배, 청색광 성분 5배를 고려하면 이론적으로는 효율은 10배

이상으로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LED 빛에 한 오징어의 행동반응 및 망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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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실험을 통해 집어등 램프에 적합한 최적의 파장을 연구, 

해상에서의 투과율 및 현장조업 실험을 고려한 LED 집어등의 

배광 연구 등을 위주로 에너지 절약형 LED 집어등에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금까지의 LED 집어등 연구가 상업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투과율 특성만을 강조하여 청색의 LED를 사용하여 깊이 

투과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기존의 메탈핼라이드 램프

를 사용할 때에 비하여 상당히 좁은 영역에만 빛을 조명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야간에 자연적으로 부상하는 

오징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넓은 영역을 조명해야 하는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거리용과 근거리용 집어램프를 병용

하여 사용함으로써, 작업 초기에는 근거리용 집어 램프를 이용하

여 수심 깊게 침투가 가능한 광의 파장 및 분포를 만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넓은 영역의 조명이 가능하도록 원거리용 집어 

램프를 사용하여 넓은 영역에 빛을 조명시키는 파장 및 배광을 

만드는 집어등을 개발하였다. 

LED 집어등은 초기 설치비용은 기존의 메탈핼라이드등에 비해

높지만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으므로 어획 효과만 입증되면 

빠른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ED의 수명은 기존

의 메탈핼라이드등에 비해 약 10배 이상이며, 집어등 앞면으로의 

열전달이 낮아 열충격에 의한 파손이 거의 없을 것으로 기 된다.

또한, 오징어 채낚기 어업뿐만 아니라, 갈치 채낚기 어업, 꽁치

봉수망 어업, 멸치 초망어업 등 타 집어등 관련 어업에도 기술

응용이 가능하여 집어 효율 향상을 통한 생산성 확  효과가 

기 된다. 수중 집어등, 선박용 조명등에도 유사한 기술을 활용

할 수가 있으며, 향후 고출력 LED 응용분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는 점에서 매우 전망이 밝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흥 2013년 8월 박사 서울 학교 차 석 원

국문 : 

영문 :

미래 주행상태 예측을 이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에너지 관리 최적화
Optimal Energy Management for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Using Prediction of Future Driving Conditions

본 논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lug-in HEV)의 연비 

향상을 위해 도로 및 교통 정보를 최적제어 이론인 Pontryagin's 

Minimum Principle(PMP)에 적용하여 정해진 구간의 주행에 

해 최적의 연비를 도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는 Plug-in HEV는 용량 배터리 탑재

를 통해 배출가스 규제 충족과 차량의 연비 향상성 측면에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Plug-in HEV의 

연비 및 동력 성능은 차량의 동력원인 엔진과 배터리의 출력 

동력을 결정하는 상위 제어전략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차량의 시스템 효율 측면에서 최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 차량이 운행하게 되는 미래의 주행 속도 정보와 고도정보가 

반드시 요구된다. 특히 Plug-in HEV의 경우 차량의 최종 목적지

에서 배터리의 SOC(State of charge)가 사용 가능 용량의 하한선

에 오도록 제어하는 것이 최 의 연비 성능을 보인다는 것은 

관련 연구를 통해 이미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총 운행 

거리와 미래의 주행 속도, 고도 정보 등으로부터 상위 제어로직에

서 요구되는 물리적 상태량(휠 요구 토크, 속도, 회생 가능 에너지 

등)을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의 도로/교통 관련 정보로부터 

Dynamic Programming(DP)의 구간별 구속조건과 weighting 

factor를 조정하여 속도 프로파일 예측 알고리즘에 적용할 경우 

실제 차량의 주행 속도와 유사한 속도 프로파일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미래 주행 정보를 실시간 최적제어에 

적용하기 위해 초기 co-sate와 주어진 주행 정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초기 co-state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Co-state 도출 알고리즘은 최적의 co-state와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보일 수 있으며, 해당 parameter를 이용해 PMP 기반의 

상위 제어로직은 실시간으로 최적 동력 분배비를 결정한다. 

제안된 제어 방법과 차량의 동적 거동 및 연비를 해석하기 

위해 신뢰성이 확보된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rgonne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

된 상용 software인 Autonomie를 이용해 상 차량의 상세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EV mode, HEV mode, 최적제어기의

성능 비교 등을 통해 충분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Autonomie에 적용된 최적제어 이론이 실시간 최적 제어에 적용

될 수 있고 타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PMP기반의 제어로직과 규칙기반의 제어로직에 

한 각각의 결과가 비교되었으며, 새롭게 제시된 Plug-in HEV

의 최적제어 이론이 반복적인 UDDS 주행 사이클에서 약 9%의 

연비 향상도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배터리의 내부 

저항 손실의 감소와 엔진 작동 시간 및 평균 출력 파워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교통 변화의 실질적인 고려를 위해 적응형 co-state 

tuning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한 해석 결과를 최적 주행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는 미래 속도 프로파일을 주기적으로 업데

이트하여 전체 주행 중 해당 주행 사이클에 적합한 초기 co-state

를 PMP이론에 재입력하여 변화된 교통 상황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 적응형 co-state tuning 방법에 의한 결과는 주행 종료후의

속도프로파일에 한 최적의 결과와 상당히 유사할 수 있으며, 

실제 주행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제어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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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결합 및 수분흡수를 고려한 에폭시 나노복합재의 변형거동과 열전도특성에 한 연구
A study of thermal transport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epoxy nanocomposites considering 
the cross-linking effect and the hygrothermal effect

본 연구에서는 나노크기의 강화재가 포함된 나노복합재의 구조

변화에 따른 기계적거동 및 열전도특성 변화를 분자동역학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수 나노미터에서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나노입자를 강화재로 포함하는 나노복합재는 나노입자의 높은 

표면적으로 인하여 마이크로/매크로 강화재를 포함한 복합재에 

비하여 강화된 물성을 갖는다. 동시에 나노입자의 크기로 인하여 

나노복합재의 유효물성이 변하는 크기효과를 보인다. 기계적 

거동 및 열전도 거동에서 나타나는 나노입자의 크기효과를 규명

하기 위해서 분자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중입자모델을 

적용한 멀티스케일 해석 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나노복합재는 열경화성 고분자재료와 구형의 나노입자로 구성

되어 있다. 열경화성 고분자재료의 고유 물성을 발현하는 중요한 

구조적 특성은 고분자사슬 사이에 존재하는 가교결합이다. 따라

서 분자동역학 해석을 이용하여 열경화성 고분자재료에 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교결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교결합을 모사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가교기법

을 이용하였다. 다양한 분자동역학 해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근접가교기법과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표분자모델 기법

을 이용하였다. 제안된 표분자모델 기법은 가교결합을 효율적

으로 모사할 수 있으며, 나노입자의 크기효과 등 원하는 변수와 

특성 변화에 한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 있도록 가교구조 및 

가교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열경화성 고분자재료의 기계적 특성 및 열전도특성은 

가교율, 강화재의 크기, 수분 등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결정된다. 

나노복합재의 기지재료로 사용된 에폭시의 가교율에 따른 기계

적특성과 열전도특성을 분자동역학 해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고분자사슬의 가교결합으로 인해 고분자재료의 기계적 특성 

및 열전도특성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노복합재료에서 

강화재의 크기는 유효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이

다. 강화재의 크기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 고정된 체적분율에서 

나노입자의 크기가 다른 복합재를 구성하여 물성을 측정했다. 

강화재 주변에 높은 밀도를 가지는 유효계면의 형성을 원자밀도 

분석을 통하여 증명했다. 유효계면으로 인하여 나노복합재의 

기계적특성을 강화되며,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강화효과가 

증가되는 것을 규명했다. 그러나 나노복합재의 열전도특성은 

유효계면의 물성 강화효과뿐만 아니라 Kapitza 열저항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나노복합재에서 Kapitza 계면

의 두께는 나노입자의 크기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

에 나노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Kapitza 열저항효과가 증가하

는 것을 확인했다. 반지름 9Å 이하의 나노입자를 포함한 나노복

합재는 Kapitza 열저항효과가 극 화되어 고전도성 나노입자에 

의한 열전도 강화효과를 상쇄하여, 나노복합재의 열전도계수가 

순수한 고분자기지의 열전도계수보다 낮아진다. Kapitza 열저

항효과는 나노입자의 크기가 커지면서 완화되어 반지름이 9Å

이상이 되면 나노입자의 강화효과가 발현된다. 본 연구를 통해

수 나노미터 크기의 나노입자를 포함한 나노복합재의 열전도계

수가 강화재의 크기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증명했다. 또한 열전도

특성에서 나타나는 크기효과를 모사할 수 있도록 유효계면과

Kapitza 계면을 고려한 멀티스케일 해석 모델을 정립했다. 제안

됨 모델은 추가의 분자동역학 해석 없이 나노강화재의 크기효과

를 연속체 기반에서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나노입자의 

크기효과는 인장하중에 의한 재료의 구조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다. 반지름이 7, 10Å의 서로 다른 크기의 나노입자를 포함한 

나노복합재의 일축 인장 변형에 따른 고분자사슬의 구조적변화

및 나노복합재의 유효열전도 변화를 분자동역학 해석으로 확인

했다. 작은 입자를 포함한 나노복합재는 인장 변형동안 입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한 고분자재료와 비슷한 거동을 보인다.

그러나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면 인장에 의한 고분자사슬의 결정

화현상이 저하되어, 인장 변형에 의한 열전도특성의 강화현상이

약화된다. 즉, 나노복합재에 포함된 강화재가 탄성영역에서는

열전도특성을 향상시키지만, 소성변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분자재료의 열전도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나노복합재 및 고분자재료는 제작환경, 사용과정

에서 수분과 열에 노출됨에 따라 재료에서 흡습현상이 발생한다.

수분이 포함되는 경우, 재료의 물성이 변화하고 이는 고분자재료

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나노복합재에 흡습현상이

발생했을 때, 수분의 이동 및 분포를 분석하고, 수분에 의한 

기계적 물성 및 열전도특성의 변화를 규명했다. 수분이 포함되는

경우 고분자재료의 고분자재료의 기계적 특성이 저하된다. 특히,

나노복합재의 계면에 존재하는 수분으로 인하여 유효계면의 

형성이 저하되고,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는 나노복합재의 물성을

크게 저하한다. 반면 수분이 포함되는 경우 고분자재료의 열전도

특성이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계면에 존재하는 수분은 기지재료

와 강화재 사이에 수소결합을 형성함으로써 Kapitza 열저항효과

를 완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유효계면의 형성 저하현상

은 유효계면으로 인한 열전도 강화현상을 상쇄한다. 이와 같은

수분에 의한 유효계면 및 Kapitza 계면의 특성 변화로 인하여

나노복합재에서 나타나는 나노입자의 크기효과가 완화되는 것

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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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기저항 감소를 위한 전후 칭열차의 전두부 최적형상 연구
A Study on Optimum Nose Shape of a Front-Rear Symmetric Train for the Reduction of the Total Aerodynamic Drag

레일 위를 주행하는 고속열차의 경우 같은 형상의 동력차가 

동시에 앞과뒤 차량으로 방향만 바뀌어서 사용된다. 그러므로 

첫번째 차량의 위치에만 적합하게 설계된 이전의 최적 전두부 

형상은 마지막 차량의 위치에 있을 때 전체 공기저항의 관점에서 

적합하지 않다. 또한 3차원 형상 최적설계에 있어 정확한 후류 

모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전 연구들의 열차 후류 모사는 

열차 형상과 경계조건으로 인해 정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체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의 3차원 전두부 형상 

최적설계는 전체 차량 형상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특히 후미부에

서의 후류 영역을 제 로 모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한 전후 칭열차의 

전두부 3차원 형상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전체 공기저항을 

줄이는 비제약 최적설계와 전체공기저항과 미기압파를 모두 

저감하기 위해 미기압파를 최소화하는 전두부 단면적 분포를 

제약조건으로 가지면서 전체공기저항을 저감하는 제약모델 최

적설계를 각각 수행하였다. Vehicle Modeling Function을 이용

하여 3차원 열차 형상을 구성하였고, Navier-Stokes 방정식과 

비정렬격자를 이용하여 그 공기저항을 예측하였다. 전체공기저

항을 고려한 경우와 첫번째 차량의 공기저항만을 고려한 경우의 

최적설계를 비제약 최적설계와 제약모델 최적설계 모두의 경우

에 각각 수행하였다. Maxi-min Latin Hypercube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한 실험점을 바탕으로 인공신경망을 구성

하여 최적설계에 이용하였다. 

비제약 최적설계의 경우, 베이스형상과 비교했을 때, 전체공기

저항을 고려한 전두부 형상을 적용한 열차모델은 전체공기저항

이 약 5.8% 감소하였고, 첫번째 차량의 공기저항만 고려한 전두

부 형상을 적용한 열차 모델은 전체공기저항의 감소가 미미하였

다. 제약모델 최적설계의 경우, 베이스형상과 비교했을 때, 전체

공기저항을 고려한 전두부 형상을 적용한 열차모델은 전체공기

저항이 약 15.3% 감소하였고, 첫번째 차량의 공기저항만 고려한

전두부 형상을 적용한 열차 모델은 전체공기저항이 오히려 9.7%

증가하였다. 

비제약설계 최적 전두부 형상의 낮게 깔리면서 세로로 긴 형상

특징은 열차 뒤쪽 전두부 끝단 근처의 회전유동을 약화시킨다.

반면에 제약모델기반 최적 전두부 형상의 낮게 깔리면서 가로로

긴 형상 특징은 열차 뒤쪽 전두부 아랫면에서 올라오는 유동과 

그로 인해 형성되는 와류를 약화시킨다. 이런 두 최적형상의 

형상특징들이 전체 공기저항을 감소시킨다.  

실제 전후 칭열차의 최적설계를 위해서 후류 영역이 정확하게

모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3차원 형상 모델링은 필수적이다. 그러

므로 Vehicle Modeling Function은 3차원형상을 함수화하여

다양한 형상을 표현하는데 제약이 없기 때문에 형상제약조건의

유무에 관계없이 성공적인 3차원 형상 최적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가치있는 도구이다. 또한 전체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최적설계를 위해서는 앞뒤에서 방향만 다른 같은 전두

부 형상의 양방향 주행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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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직진 제동 안정성 향상을 위한 BBW 시스템의 제동 안전 평가 지수 및 고장-안전 제어 전략
Brake Safety Evaluation Index and Fail-Safe Control Strategy of Brake-by-Wire Systems for
Straight Braking Stability Improvement

 최근 지구온난화와 자원 고갈,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하이브리

드 전기자동차(HEV), 연료전지전기자동차(FCEV), 순수전기자

동차(EV) 등과 같은 친환경 자동차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회생제동 시스템은 제동 시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

여 배터리에 저장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의 연비를 크게 향상시

키는 시스템이다. 반응속도가 빠른 회생제동 시스템과의 원활한 

협조 제어를 위해 반응속도가 빠르고, 제어가 용이한 전자 웻지 

브레이크(EWB), 전자-기계식 브레이크(EMB)과 같은 brake- 

by-wire(BBW) 시스템이 반응속도가 느린 기존의 유압식 브레

이크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BBW 시스템이 장착된 자동차의 탑승자 안전은 BBW

시스템의 기능 안전 및 신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근 BBW 시스템의 기능 안전과 강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고장-안전 제어, 결함-허용 제어, 그리고 결함 검출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BBW 시스템 장착 차량의 직진 제동 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제동 안전 평가 지수와 최적의 고장-안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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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연료전지전기자동차(FCEV)와 BBW 시스템으

로 구성된 통합 해석 모델을 개발하였고, Matlab/Simulink와 

CarSim을 적용해 구현하였다. BBW 시스템 해석 모델은 기존 

연구에서 발표되었던 동역학 수식 모델을 사용하였고, 비선형 

제어기법 중 하나인 슬라이딩 제어 기법을 이용하여 BBW 시스템

의 모델기반 제어기를 개발하였다. 

또한, 본 학위논문에서는 BBW 시스템 장착 차량의 직진 제동 

안정성 평가 및 고장-안전(Fail-Safe) 제어 로직 성능을 차량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등급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 지수로서 새로운 제동 안전 평가 지수 2가지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제동 안전 평가 지수는 1) 감가속도 비율과 횡방향 쏠림량 

비율을 조합한 지수(E-BSI1), 2) 감가속도 비율과 요-각속도 

비율을 조합한 지수(E-BSI2) 2가지이며, 다양한 해석 결과와 

실차 시험 결과를 통해 2가지 지수의 특징, 장단점, 적용 타당성 

등을 비교, 검증하였다. 다양한 조건에서의 해석 및 시험 결과를 

통해 제안한 제동 안전 평가 지수(E-BSI1, E-BSI2)가 BBW 

시스템의 개발, 검증 및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 여러 가지 고장안전

제어 전략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고 효과적인 정량적 지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차량 네 휠에 각각 장착된 BBW 

엑츄에이터 중 한 쪽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차량의 직진 제동

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정상적인 3개의 제동력을 최적 재분배하

는 고장-안전 제어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Lagrange

Multiplier 이론과 Karush-Kuhn-Tucker(KKT) 최적화 조건이

라는 최적설계 방법,  슬라이딩 제어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최적 고장-안전 제어 방법은 앞서 제안한 제동 안전 평가 지수를 

최소화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며, 다양한 조건에서의 해석을

통해 성능 평가 및 타당성 검증을 수행한 결과, BBW 엑츄에이터

하나가 고장난 상황에서도 종방향 안정성과 제동 성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반응

표면법(Response Surface Method) 이라는 또 다른 최적설계 

기법을 통해 앞서 제안한 최적 고장-안전 제어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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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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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열 회수 장치를 이용한 형 직렬형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의 연비 향상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Improvement in Fuel Economy with the Waste Heat Recovery System in Heavy-duty Series HEVs

최근 원유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강력한 배기 규제가 자동차 

산업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배기 배출을 줄이고 

높은 연비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내연 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같은 기존의 파워트

레인 시스템으로는 효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존 파워트레인의 경우 최  40%의 연료 에너지만이 차량을 

구동하는데 쓰이고, 60%에 이르는 에너지는 냉각수나 배기가스

로 손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실되는 60%의 에너지를 추가

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더 높은 연료 변환 효율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이러한 손실 에너지, 즉 버려지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차량을 구동하거나 추가적인 전기 에너지를 얻는 기술

을 폐열 회수 시스템이라 한다. 본 논문에서는 Rankine Cycle을 

폐열 회수 시스템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시리즈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하여 연비를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로 다양한 열원에 한 열역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 상으로 고려한 열원은 배기가스, 냉각수, 압축 

공기이다. 열역학적 분석을 통하여, 각 열원의 엔진 작동점에 

따른 엑서지와 가용에너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

로 폐열 회수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기준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각 열원이 폐열 회수 장치에 적용되기 위한 엔진 작동 

조건을 분석 하였다. 

두번째로 상 시리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폐열 회수 장치를 

적용하기 위한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최적화는 설계와 제어에 

하여 진행하였다. 시스템 효율 분석을 통하여 최적 작동 유체를

선정 하였으며, 터빈을 작동 조건과 제한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하

였다. 또한 열교환기의 기학학적 구조와 크기를 최적화 하였다.

제어 알고리듬을 최적화 하기 위하여 전역 최적화 방법인 

Dynamic Programming과 지역 최적화 방법인Equivalent 

Consumption Minimization Strategy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냉간 상태에서 배기가스의 상태는 폐열 회수 장치

를 작동 시키기 위하여 꼭 알아야 할 조건이다. 이를 위하여 

1-D 엔진 모델과 Engine Thermal Management 모델을 이용하

여 과도 상태를 예측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엔진 시동 후 80 

초 후에 폐열 회수 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폐열 회수 장치를 차량에 적용하

기 위한 설계 과정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폐열 회수 장치를

적용을 위한 기본 구성의 최적화와 전체 시스템 운용을 위한 

제어 최적화에 한 방법을 제시 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동력원을 조합하여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설계 할 경우, 설계 과정 및 방법, 최적화 기법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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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디젤 엔진에서 가상 질소산화물 센서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Virtual NOx Sensor for Diesel Engines

디젤 엔진에 한 배기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새로운 연소 

기법을 이용하여 엔진 자체의 배출물을 줄이거나 후처리 장치 

등을 이용하여 최종 배출물을 줄이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질소 산화물(NOx) 감소를 위한 실린더 내 연소제어, 

동시에 후처리 장치의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배출되는NOx 배출량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물리적, 현상학적 모델을 사용한 가상 NOx 센서에 

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비교적 정확하게 

NOx 배출량을 예측하고 있지만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으로써 

활용하기에는 현재 차량에 장착 중인 엔진 제어 장치의 계산 

능력에 비해 모델이 너무 복잡하거나, 경험식을 피팅하기 위해

많은 보정 상수가 사용되고, 통계적 수학적 모델 등의 경우에는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한 등의 여러 가지 제한 요인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간 실린

더 압력과 ECU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실시간 NOx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CFD는 실험 과정에서 직접 얻을 수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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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디젤 엔진의 배기재순환가스 분포의 불균일성을 고려한 연소 모델 개발
The Flamelet Combustion Model for Stratified EGR Distribution in a Diesel Engine

환경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배기 규제 관련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디젤 엔진의 배기 배출물, 특히, 질소산화물과 입자상 물질

을 동시에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엔진에

서 발생하는 배출물을 줄이기 위한 신연소 기법으로는 저온 

연소, 연소실 내 배기재순환가스 성층화 등이 있다. 다양한 연구 

방법 중에서도3차원 전산유체해석을 활용한 연구방법은 실험에

서 직접적으로 관측이 어려운 연소 과정에 한 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연소 기법 연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차원 전산유체해석을 이용하여 디젤 엔진 신연소 기법의 배출

물 저감 가능성에 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출물의 생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젤 엔진에서 배출물 생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배출물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소

실 내부의 국부적인 당량비 분포, 연료 및 배출물의 생성에 

관련된 화학반응에 한 고려가 가능한 연소모델을 사용해야 

한다. 화염편(flamelet) 모델은 화학반응을 연동하여 연소를 계

산할 수 있는 연소 모델로 디젤 엔진의 연소 및 배출물 생성을 

계산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다. 그러나 화염편 모델은 

배기재순환가스 성층화와 같은 연소실 내부의 불균일한 기체의 

분포를 고려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학 반응과 연동이 가능하며, 연소실 내의 불균일한 기체의 

분포까지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연소모델, Flamelet for 

Stratified EGR(FSE) model, 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FSE 

모델을 활용하여 연소실내 배기 재순환가스 성층화기법의 질소

산화물과 입자상 물질 동시 저감 가능성에 해 연구하였다. 

FSE 모델의 컨셉은 multi-zone 컨셉을 바탕으로 여러 개의 

화염편 방정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연소실 내의 불균일한 배기재

순환가스 분포를 모사하기 위하여, 연소실은 연료 분사 시작 

시점의 산소 농도에 따라서 여러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지게 

된다. 화염편 방정식은 각 영역의 경계에서 각각 계산되며, 화학

종의 질량 분율은 인접한 두 경계에서 계산된 화염편 방정식의 

결과를 선형적으로 보간하여 구할 수 있다. 따라서 FSE 모델은 

기존 화염편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그 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화염편 모델의 한계였던 연소실 내의 불균일한

배기재순환가스 분포까지도 모사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화염편 모델을 이용한 해석 결과 및 실험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FSE 모델을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FSE 모델을 이용하여 연소실 내

배기 재순환가스 성층화 기법의 배출물 저감 가능성에 해 

연구하였다. 연소실 내 배기재순환가스 성층화 기법은 연소실 

내의 불균일한 배기 재순환 가스 분포를 이용하여 디젤엔진에서

질소산화물과 입자상 물질을 동시에 저감하는 새로운 연소 기법

이다. 두 배출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적절한 배기재순환가스

분포를 얻기 위하여, 흡기 포트, 피스톤, 챔퍼 등의 형상을 최적화 

하였다. 최적화된 연소시스템을 사용한 해석 결과, 배기재순환

가스 성층화 기법을 사용한 경우, 1500rpm, bemp 4bar, EGR

25% 조건에서22.0%의 질소산화물과 17.8%의 입자상 물질이 

동시에 저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한 엔진 속도, 부하,

분사시기 등의 조건에 해 연소실 내 배기재순환 가스 성층화 

기법의 배출물 저감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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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NO의 형성 과정을 자세히 설명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분석과 함께 CFD 결과의 분석을 통해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실린더 내 압력이 엔진 연소특성의 변화를 잘 반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엔진의 작동 조건에서 NO의 배출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연소압력이 사용되었다. 개발된 NO 예측 모델은 간단한 계산 

과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사이클 별 NO를 예측할 

수 있었다. 검증 결과는 제안된 모델이 엔진에서 배출되는 NO 

를 잘 예측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따라서 개발된 모델이 NO센서 

용으로써 엔진과 후처리 장치의 제어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써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상 NO 센서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개발된 NO 예측 모델은 GT-SUITE와 

AMESim과 같은 1 차원 시뮬레이션에 적용되어CFD 모델과 동일

한 수준으로 NO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후, 개발 된 NO예측 모델은 정상 상태와 과도 엔진 작동 

상태에서 NO의 실시간 추정을 위한 기존의 엔진 제어 장치를 

우회한 임베디드 시스템에 구현되었다. 모델의 결과는 NEDC 

전 영역을 커버하는 표적인 정상 상태의 동작 점에서 엔진에서 

배출되는 실시간 NO 측정값과 비교되었다. 또한 다양한 조건에

서 모델의 예측성을 검증하기 위해 배기가스 재순환율과 주분사

시기를 베이스 조건 비 변화시켰다. 정상상태 검증 결과 

HP-EGR 76케이스에서 실험 결과와 R2=0.96의 높은 예측 정도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과도상태에서의 NO 예측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고속 NOx 분석기를 사용하여 엔진 속도, 부하

변경 등의 간단한 램프 조건에서 모델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유럽의 배출가스 측정 모드인 ECE-15와 EUDC 사이클에서 

고속 NOx 분석기 결과를 사용하여 모델을 검증하였다. 추가적으

로, NO만이 아닌 전체 NOx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정상상태 실험

결과 기반의 경험식을 사용한 NO2 예측 모델을 제안하였다. 

실시간 NOx 예측 모델에 정확한 과도상태 EGR 값을 제공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개발된 EGR 예측 모델 또한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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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케이싱 유무에 따른 축류 압축기 팁 누설 유동구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ip Leakage Flow Structures in an Axial Compressor with and without Slot Casing Treatment

본 연구는 저속 연구용 축류압축기 동익의 팁 누설 유동이 

보이는 비정상성(Unsteadiness)과 케이싱 트리트먼트를 적용

할 때 내부 유동의 변화와 비정상성을 다루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

는 신뢰성 있는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된 비정상 수치계

산을 이용하였다. 케이싱 트리트먼트를 적용하기 전 동익 내부 

유동장에서 확인된 팁 누설유동은 동익의 회전수와 무관한 특성

을 가지는 비정상성을 띠고 있으며, 이는 동익의 팁 간극(tip 

clearance)이 상 적으로 크기 때문에 팁 누설 유동이 인근 

동익 날개와 상호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운전 유량을 

감소하면 진입하는 주 유동과 팁 누설 유동이 이루는 경계선

(interface)이 상류로 이동하게 되는데, 스톨 근처 운전점에서 

팁 누설 유동의 주기적인 비정상성이 날개 전연(leading edge) 

부근 흡입면(suction surface)에서 박리(separation)을 유도하

여 반경방향 볼텍스(radial vortex)를 형성하게 한다. 이는 막힘현

상(blockage)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원주방향으로 회전하는 특징

을 보여, 스파이크 타입(spike-type) 스톨 발단(stall inception) 

현상에 해당하며, 스톨 발단의 두 기준으로 제안된 팁 누설 유동의 

후연(trailing edge) 역류(back flow)와 전연 유출(spillage)을 

만족하고, 작은 길이 특성의 스톨 셀(short-length-scale cell) 

구조과도 일치한다. 한편, 팁 누설유동 비정상성의 주파수와 

유동장과의 관계를 통해 축방향 유동 속도와 축방향 동익 날개 

코드길이로 주파수 특징을 제안하였다. 또한, 팁 누설유동 비정상

성에 의해 날개면에 가해지는 하중의 변화량을 계산하였다. 

스톨이 팁에서 발단하는 동익의 운전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케이싱에 축방향 기울어진 홈(axal skewed slot) 형태의 케이싱

트리트먼트(casing treatment)를 적용하였다. 상·하류의 압력

차에 의한 후연 주변에서의 유동 제거(removal)와 전연 부근에서

의 유동 주입(injection)에 의해 스톨 발단에 영향을 미치는 진입 

주 유동과 팁 누설 유동의 상류이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하였

다. 이에 의해 운전 유량이 감소하여도 팁 주변의 축방향 속도는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허브(hub) 부근 유속 감소에 따라 축방향 

모멘텀(axial momentum)이 감소하여 역방향 압력 구배

(adverse pressure gradient)를 이기지 못하게 되어 후연 부근

의 허브면과 날개 흡입면(suction surface) 사이에서 허브 코너 

스톨(hub-corner stall)이 발생하였다. 허브 코너 스톨은 자기유

도된 비정상성을 띠고 있으며, 운전 유량 감소에 따라 반경방향과 

상류 방향으로 발달하며, 유동의 변동 폭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스톨 부근 운전점에서는 허브 코너 스톨의 발달이 상류 

진입각의 분포에 섭동을 발생하게 하여 케이싱 트리트먼트가 

적용된 경우의 스톨 발단에 기인하는 요인으로 제안되었다. 

케이싱 트리트먼트에 의한 유동 재순환의 원인으로 역압력 

구배와 더불어 팁 누설 유동의 볼텍스도 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케이싱 트리트먼트의 홈 입구에 한 

팁 누설 유동 궤적의 상 적 위치에 따라 재순환 유량의 주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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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추세가 변하였다. 설계 유량점에서는 역압력 구배가 주 

원인이었으나 운전 유량이 감소하면서 팁 누설 유동의 볼텍스가 

강해지면서 재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게 되었다. 상·하류 

압력 차이와 날개면에 가해지는 하중을 이용하여 각각의 영향으

로 발생하는 재순환 유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허브 코너 스톨에 의한 비정상성의 주파수로부터 팁 누설 유동의 

비정상성과 같이 축방향 유동 특성 및 축방향 날개 코드길이에 

의한 무차원 주파수를 제시하였으며, 비정상성에 의해 날개면에

가해지는 하중의 변화량을 정량화 하였다. 

한편, 같은 형상의 케이싱 트리트먼트가 적용된 실험 결과로부

터 케이싱 트리트먼트의 효과와 유동 특성 변화를 비교 및 확인

하였다. 케이싱 트리트먼트를 통한 스톨 마진 증가와 운전유량 

감소에 따라 비정상성을 가지는 허브 코너 스톨의 발달이 실험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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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Effect of Surface Geometry and Wettability on Flow Boiling Heat Transfer in Pin-Finned Microchannels

이상 열-유체 시스템의 특성길이가 마이크로/나노 스케일로 

작아짐에 따라 부피 비 표면의 비가 커지게 되어 표면 형상, 

젖음성과 같은 표면 특성이 중요해진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설계된 마이크로 표면 구조물이 있는 마이크로채널의 제작과 

표면 개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표면 특성이 이상 유동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그 결과 또한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핀-휜을 가진 마이크로채널을 설계

하였고 MEMS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된 마이크로채

널은 높이 150 um, 폭 2 um의 사각형 단면을 가지고 있으며, 

마이크로채널 가열벽면에 주기적으로 분포된 마이크로-핀-휜

은 8umⅹ10umⅹ2um(폭ⅹ높이ⅹ간격), 8umⅹ10umⅹ4um, 

그리고 8umⅹ10umⅹ8um의 세 가지 종류로 설계되었다. 제작

된 마이크로채널을 이용하여 세 가지의 실험을 수행 하였다. 

첫 번째로 마이크로채널에서의 마이크로-핀-휜이 단상 류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마이크로

-핀-휜 표면에 한 포아즈이유 수는 매끄러운 면보다 작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것은 휜 계곡에서의 미끄러짐 유동에 

의한 것으로 핀 간격이 커짐에 따라 미끄러짐 유동의 영향이 

더 커져 포아즈이유 수가 더욱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이크로-핀-휜 표면에 한 누셀트 수는 휜 간격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2 um 표면에 한 누셀트 

수만이 매끄러운 표면에 한 누셀트 수보다 큰 것으로 측정되었

다. 이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휜 계곡에서는 열전도로 인한 열전달 

악화, 휜의 상단부에서는 국소적으로 발달하는 유동 의한 열전달 

향상이 관찰 되었다. 결국, 마이크로-핀-휜 표면에서의 누셀트 

수는 두 가지 열전달 기구의 우월성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마이크로-핀-휜 표면이 유동 비등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 하였다. 관찰된 유동 형상은

매우 짧은 수명을 가진 늘어난 기포(elongated bubble) 이었으

며, 주 열전달 기구는 늘어난 기포를 감싸고 있는 얇은 액막의

증발로 확인 되었다. 마이크로-핀-휜 표면에서의 유동 비등 

열전달은 매끄러운 표면에 비해 크게 향상 되었으며, 이것은 

마이크로-핀-휜 배열을 따라 발생한 활발한 액막의 증발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마이크로-핀-휜에서의 이상 열전달 계수

가 건도가 증가함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여 매끄러운 표면에 

한 이상 열전달 계수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마이크로-핀-휜 표면에서 빠르게 액막이 분열되어 과열된 증기

코어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마이크로-핀-휜 표면에서의 

이상 압력강하는 매끄러운 표면 비 높은 불안정성을 보여 

주었으며, 이것은 마이크로-핀-휜 배열을 따라 활발하게 발생

한 많은 양의 증기가 액체-기체 계면을 밀어낸 결과임을 유동 

가시화를 통해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채널 표면의 젖음성을 소수성으로 만들

기 위해 마이크로채널의 표면을 octadecyltrichlorosilane 

(OTS)로 코팅 하여 유동 비등 열전달 실험을 수행하였다. 소수성 

표면에서의 주 유동 형상은 리뷸릿(rivulet) 유동 이었으며, 친수

성 표면에 비해 열전달이 크게 악화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것은 친수성 표면과는 다르게 소수성 표면이 액막에 둘러싸이

지 않고 완전이 드라이아웃(dry out)된 상태로 과열된 증기에

노출되었고, 리뷸릿이 상변화 없이 소수성 표면을 흘러가기 

때문이다. 또한, 마이크로-핀-휜이 있는 소수성표면의 경우 

휜의 간격이 감소함에 따라 열전달이 악화 되었으며 이것은 

휜의 간격이 감소함에 따라 가열된 증기에 노출되는 표면의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소수성 표면에서 측정된 이상 압력강

하는 친수성 표면에서보다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삼중선의 이동

에 의한 높은 에너지 소산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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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성 일 2013년 8월 박사 서울 학교 김 민 수

국문 : 

영문 :

연료전지의 촉매층과 기체 확산층에서 물 제거 방법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water removal method in catalyst layer and gas diffusion layer in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촉매층과 기체 확산층에서 물 제거 방법에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높은 작동 온도에서는 낮은 작동 온도보

다 높은 포화수증기압 때문에 물 제거가 더 쉽다. 하지만 작동 

온도가 낮을때에는 물의 점도가 증가하고 영하의 온도에서는 

물이 상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또한 촉매층이나 가스 확산층 같은 다공성 매질에 있는 물은 

더욱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효과적인 물 제거는 연료전지

의 성능뿐만 아니라 연료전지의 수명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으로 물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실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를 

내구성 실험을 통하여 판단하였다. 물 제거 방안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 조건에서 확인하였다; 플러딩, 기체퍼지, 냉시동. 첫째, 

수소 주입방법이 낮은 셀 작동온도에서 플러딩을 해소하기 위하

여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다공성 매질에 응축된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응축된 물을 제거하기 위한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증기의 부피팽창 힘을 이용하였다. 수소 

주입 방법이 플러딩 해소에 미치는 영향은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

였다. 실험 결과, 연료전지 내부에 응축된 물을 제거하는데 수소 

주입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었고, 특히 촉매층 주변의 물을 제거하

는데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연료전지 자동차의 초기 시동시 

플러딩이 발생하였을 때 수소 주입 방법을 도입하여 플러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냉시동을 

위한 기체 퍼지시에 수소 주입 방법을 사용하였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수소 주입 방법은 기체 퍼지시에 물을 제거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다양한 검증 실험을 수행하였다. 

임피던스, 노점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고, 퍼지 후 기체 확산층과 

멤브레인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또한 퍼지 후 기체 확산층 표면을

현미경으로 살펴보아 얼음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냉시동을 실제로 수행하면서 그 특성을 통하여 수소 주입 퍼지 

방법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수소 주입 방법은 냉시동을

위한 기체 퍼지시에 물 제거 효과를 극 화 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료전지 반응 전류의 주기적인 변화를 통하여 

냉시동시에 수증기 제거 방법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해석과 

실험을 통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촉매층에서 생성되는 

수증기의 양은 작동 전류밀도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반응 

전류 밀도를 주기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촉매층 근처에서 수증기

의 농도차를 만들었다. 수치 해석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증기가 더 확산이 잘 되고, 절 적인 수증기 양이 적기 때문에 

연료전지 내에서 제거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냉시동

실험을 영하 15도, 10도에서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주기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을 때 실패하였던 냉시동 실험이 주기적으로 

반응하였을 때 성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반응 주기가 

짧을수록 전류 진폭 비가 클수록 그 효과가 커짐을 확인하였다.

위 방법은 저온의 환경에서 생성되는 수증기를 효과적으로 제거

함으로써, 냉시동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연료전지 저온 플러딩시 성능을 향상시켰고,

효과적인 퍼지를 통하여 냉시동의 성공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훈 일 2013년 8월 박사 서울 학교 이 동 호

국문 : 

영문 :

공기저항 저감을 위한 Ahmed Reference Model 주변 유동의 Synthetic Jet 능동 제어 연구
Active Control of Flow over an Ahmed Reference Model for Aerodynamic Drag Reduction using Synthetic Jet

본 연구에서는 최근 후류 능동제어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합성

제트(Synthetic jet)에 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합성제트 구동기(Synthetic jet actuator)의 형상과 구동조건에 

따른 매개변수 연구와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단순화 

된 자동차 형상의 표적인 기준형상인 Ahmed 차제모델에 

합성제트를 적용하여 공기저항 저감을 위한 후류 능동제어 실험

을 하였다. 

합성제트 구동기의 성능은 발생 제트의 유속 크기로 나타낼

수 있고, 이는 합성제트 구동기의 형상과 구동신호의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5, 10, 15 mm 의 합성제트 구동기 

분출구 길이와 공동 깊이에 따라 총 9가지의 합성제트 구동기를 

설계/제작 하였으며, 구동 주파수에 따라 유속측정 실험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 큰 유속이 발생하는 두 주파수 영역이 발견되었

으며, 이는 공동의 공진과 진동판의 공진에 기인한다. 진동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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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 주파수에서 진동판을 구동시키는 것은 파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합성제트의 속도를 최 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동 

공진 현상을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 분출구 길이와 공동 

깊이에 따른 유속측정 실험 결과, 부분 형상에서 공동 공진 

주파수라 여겨지는 한 주파수에서 최 속도가 발생하였고, 이 

주파수는 형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5mm 로 공동의 

깊이가 작은 경우 공동 공진 주파수 이후에도 유속이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유속이 약간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일반적으

로 분출구의 길이와 공동의 깊이가 작을수록 해당 형상에서 

최 유속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적화 수행 결과 분출구

의 길이에 하여는 최적의 길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합성제트를 Ahmed 차체모델에 적용하여 합성제트의 

여러 조건에 따른 풍동 실험을 수행하였다. 배열형태로 12개의 

합성제트를 발생시켰으며, 이를 25도와 35도 후면 경사각을 

갖는 두 Ahmed 차제모델에 적용하였다. 합성제트는 천장의 

뒤쪽 끝 부분이나 경사면의 양쪽 옆면에서 분출되었고, 합성제트

의 방향, 세기, 구동 주파수, 배열 내에서 합성제트 구동기 분포에 

따라 공기저항을 측정하여 그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후면 

압력 측정과 유동가시화 실험을 통해 합성제트 분출에 따른 

후류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결과로부터, Ahmed 차체모

델의 공기저항은 모델의 경사각과 합성제트의 발생 위치에 따라

감소하거나 증가하였다. 25도 경사각 모델의 천장 끝에서 합성제

트가 분출된 경우 공기저항이 감소하였고(최  5.2%), 경사면의

양쪽 옆면에서 분출된 합성제트는 공기저항과 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35도의 경사각 모델의 경우 합성제트의

분출에 의해 공기저항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특히 천장 끝에서

합성제트가 분출된 경우 강한 말굽꼴 와류가 유도되면서 공기저

항이 크게 증가하였다(20% 이상). 공기저항이 줄어든 경우(25도 

경사각 모델 천장 끝에서 합성제트가 작동했을 때), 합성제트의 

강도가 세거나 제트의 방향이 자유류에 가까울수록 공기저항이

많이 줄어들었고, 구동 주파수는 공기저항 저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적은 개수의 합성제트 구동기가 작동할 

경우 전체 공기저항 감소량은 줄어들었으나, 천장 끝의 중앙에서

작동한 경우 단위 개수당 공기저항 감소량이 증가하여 효율적으

로 공기저항이 저감되었다. 본 연구로부터 합성제트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후류를 제어하여 공기저항을 저감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하였고, 공기저항을 저감시킬 수 있는 합성제트의 설치, 구동 

조건에 하여 알 수 있었다. 또한, 적절하지 않은 합성제트 

적용은 공기저항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태 경 2013년 8월 박사 서울 학교 김 규 홍

국문 : 

영문 :

세단형 차량 공력저감 장치들의 형상 매개변수 연구
Parametric Study of Aerodynam ic Drag Reduction Devices for Sedan Type Vehicle

본 논문에서는 세단 형 차량의 주행저항을 저감을 위하여 차량

하부와 전후방에 부착되는 공력저감 장치들을 개발하였고, 3차

원 압축성 Navier-Stokes Equation과 약 1,100∼1,500만개의 

형상격자를 가지고 전산해석을 통한 형상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

하였다.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세단 형 차량을 기본 형상으로 

선택하였고, 복잡한 차량하부 및 엔진룸 내부까지를 포함하여 

전산해석으로 공력특성을 분석하였다. 유동제어가 가능한 형상

의 언더커버를 개발하고 법적 한계 높이인 최저지상고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 가지 다른 형상으로 장착하여 전산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기본 형상과 비교하여 달라진 공력특성을 

알아보았으며 공력성능이 뛰어난 언더커버 형상을 선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공력저감장치인 차량 하부 핀을 처음으로 

개발하였고 최저지상고 범위 내의 높이별, 두께별, 설치 위치 

및 형상별로 장착하여 해석을 하였고 공력특성을 파악하였다. 

차량 언더커버의 형상 매개변수 연구를 통하여 기본형상 비 

약 4.1%의 공력성능 향상 결과를 얻었으며, 차량 언더커버와 

하부 핀의 형상 매개변수 연구를 통하여서는 기본형상 비 

약 5.88%의 공력성능 향상 결과를 도출하였다. 여기에 차량 

하부 및 측면 공력저감 장치인 사이드 에어 댐을 최초로 개발하였

고 법적 한계 높이인 최저지상고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이별,

형상별로 장착하여 해석을 하였고 공력특성을 파악하였다. 차량

언더커버, 하부 핀 그리고 사이드 에어 댐의 형상 매개변수 

연구를 통하여 기본형상 비 약 7.03%의 공력성능 향상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차량 하부와 측면의 공력저감장치들의 민감도

평가를 하였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조건의 차량 하부와

측면의 공력저감장치들 조합을 통하여 이들의 조합이 후류에

미치는 영향과 upwash의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차량 후류 

평가들을 바탕으로 하여 리어디퓨져의 기본 길이를 산정하였고, 

기본 길이를 늘이고 줄여가면서 형상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였

다. 개선된 전체-언더커버를 기준으로 리어디퓨져의 길이별로 

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검증 및 주기성을 

찾아내었다. 이러한 검증을 통하여 리어디퓨져의 효과를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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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승 엽 2013년 8월 박사 서울 학교 이 건 우

국문 : 

영문 :

인체 형상 공간에 한 비선형 해석 및 이에 기반 한 파라메트릭 인체 모델링 시스템
Nonlinear Analysis of the Space of Human Body Shapes and Its Application to Parametric Human Modeling System

In this thesis, we aim to achieve substantial knowledge 

on the space of human body shapes from a statistical 

analysis of digital anthropometry data. Exploring the 

unknown geometry of the shape space enables us to have 

an access to various arbitrary human body shapes, on 

which we are going to develop an accurate and anthro- 

pometrically reliable parametric human modeler for the 

computer-aided design(CAD) systems. Although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imilar approaches in various 

computer graphics and geometry modeling literatures, most 

of them rely upon a linear regression model of the statistical 

distribution, which is inaccurate and may thus generate 

anthropometrically implausible results, instead of an 

accurate nonlinear model, which better describes precise 

statistical distribution. This is because, in most of computer 

graphics applications, visual fidelity and computational 

efficiency are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virtue 

in contrast to CAD applications where anthropometrical 

reliability counts much more instead. Therefore, in pursuing 

an accurate and reliable modeler for the CAD systems, 

we are going to establish a firm theoretical basis by 

developing mathematical tools for describing body shapes 

and for formulating their operations, so that the space of 

human body shapes can be analyzed in more accurate 

and mathematically rigorous manner. Especially, we will 

devote serious attention to the nonlinearity of the shape 

space, so that the original structure of it is not damaged 

or distorted by careless linearization. This, compared to 

the previous methods which erroneously assume the shape 

space as a Euclidean vector space, guarantees notably 

better anthropometric fidelity and reliability of the results. 

On this basis, we are going to estimate the unknown shape 

space, which is a curved manifold embedded in a 

multidimensional space, from a sufficient number of shape

samples, without any excessive simplification/linearization

or indirect assumptions. This will give us a parametric 

representation of the shape manifold, through which we 

can explore various arbitrary body shapes. The results 

are guaranteed to have high anthropometrical reliability 

as well as visual fidelity, since the manifold is precisely 

estimated from the prior knowledge acquired from the 

statistical data. In addition, for better intuitiveness and 

convenience of usage, the shape manifold will further be

reparameterized by several familiar body size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stature, weight, waist circumference

etc. so that the resultant body shape can be modeled from

these familiar values. Lastly, by coordinating all these 

together, we will finally implement a parametric human 

modeling framework for the CAD systems, so that a human 

body shape model derived from the accurate statistical 

shape space model can benefit product design processes.

The research discussed in this thesis is first in literature

to seriously tackle the nonlinearity problem of the shape 

space in a systematic way, and consequently, the proposed 

method exceeds other previous ones in its accuracy and

reliability. Furthermore, the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a technological basis for human-centered 

product design. Moreover, in the wider sense, it has a 

profound significance for geometry modeling and shape 

analysis areas in that the general framework of the method

can also be applied to any other objects instead of human

body, and hence provides a substantial amount of 

theoretical foundations.

키는 요소들을 찾아내었고, 이를 반영하여 리어디퓨져의 형상을 

개선하였다. 차량 전방의 공력저감 장치인 능동형 에어 플랩 

작동 모드 별 해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부분-언

더커버, 하부 핀, 사이드 에어 댐, 하부 디플렉터, 리어디퓨져, 

능동형 에어 플랩의 형상 매개변수 연구를 통하여 전체 공력저감 

장치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 성능향상에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였고, 기본형상 비 약 13.1%의 공력성능 향상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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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일 2013년 8월 박사 서울 학교 이 동 호

국문 : 

영문 :

효율적인 전역 최적해 탐색을 위한 천음속 축류 압축기의 복합 다분야 통합 최적설계 프레임워크 개발
Hybrid Framework Construction of Multidisciplinary Design Optimization for Transonic Axial Compressor 
with Efficient Global Optimum Exploration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용 저압 축류 압축기의 실 제작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을 가진 공력/구조 최적설계를 위하여 

근사모델을 이용하여 전역 최적해를 확보하고 근사모델에 내재

된 오차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탐색된 최적해로부터 매 단계마다 

해석을 수행하여 다시 한번 해를 찾는 다단계 최적설계(Double 

Step Optimization)에 해서 제안하였다. 먼저 근사모델을 이용

하여 압축기의 최적 형상을 도출하는 항공기용 축류 압축기 

최적설계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후 정해진 최적 형상의 수치해석

적 공력 성능과 이를 기반으로 만든 실험 모델의 공력성능을 

비교하여 프레임워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 후 근사모델에

서 발생하는 오차가 이미 축적된 설계 노하우와 반복적인 개선을

통하여 어느 정도 성능을 확보한 기본 형상에 한 최적해의 

성능 향상에 비해 무시할 만한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어느 정도 전역 최적해를 확보한 후 기울기 기반 탐색기법

을 이용해 매 탐색단계마다 해석을 수행하는 기법을 적용하였다.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여 근사모델을 구축한 후 최적화를 진행하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백 승 만 2013년 8월 박사 서울 학교 김 찬 중

영문 : M icro/Macroscale Simulations of P lanar Intermediate-Temperature Solid Oxide 
Fuel Cells operated w ith Hydrogen and Methane Fuels

중온형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고온 작동 조건에 의한 재료선

택의 제한, 미세전극의 가속 열화, 열 사이클의 한계, 긴 작동 

시간의 요구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제약 및 제한의 부분은 1000도 근처의 

작동 온도 조건의 고온형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로부터 기인한다. 

중온형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상 적으로 낮은 600~800도의 

작동 온도 범위를 가지므로, 보다 저렴한 재료 구성을 바탕으로 

연료전지의 장기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고체산화

물 연료전지는 비백금 촉매의 사용, 탄화수소 연료의 직접 내부 

개질, 그리고 양질의 폐열 생산 등과 같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본 논문은 수소 및 메탄 연료로 운전되는 음극 지지 중온 평판형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설계, 평가 그리고 최적화를 위한 포괄적

인 3차원 마이크로/매크로 모델 개발을 제시한다. 마이크로/매

크로 모델은 랜덤 바이너리 팩킹 기반의 전극 미세구조 특성에 

한 모델, 전극 내 삼상계면에서의 전기 화학 반응 과정을 

위한 모델, 인터커넥터를 포함한 3차원 기체 유로 내 완전 발달 

유동 가정을 기반으로 한 열 및 물질 전달 모델, 그리고 증기 

개질 반응, 수성-가스 전환 반응 및 역 메탄 반응으로 이루어진 

음극 내의 직접 내부 개질을 위한 모델 등 다수의 구성 모델로 

이루어져 있다. 개발된 3차원 마이크로/매크로 모델을 기반으로 

니켈, YSZ, LSM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과 같은 중온형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표준 재료 물성치와 공기(O2 and N2) 및 

연료(H2, H2O, CH4, CO, and CO2)의 정확한 열역학적 물성치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3차원 마이크로/매크로 모델은 병류 및 향류와 같은 유로 내

유동 조건과 수소 혹은 메탄을 연료로 운전되는 음극 지지 중온

평판형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성능 및 작동조건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전류-전압 성능 곡선 안에 전체 

전압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활성화 과전압, 농도 과전압, 저항

및 접촉 과전압을 세분화 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온도, 전류 

밀도, 그리고 농도에 한 3차원 분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해석 결과는 병류 유동 조건 보다 향류 유동 조건의 수소 연료로

운전되는 중온형 연료전지의 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나 

향류 유동 조건 보다 병류 유동 조건일 경우 온도와 전류 밀도에서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병류 유동 조건은 중온형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장기간 전지 성능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기계

적 내구성 면에서 더 유리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작동 조건, 전극의 미세 구조 그리고 전지 형상의 매개변수들에

한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매개 변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메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해석 결과에서는 향류 유동 조건이 병류 유동 조건에 비해 높은

효율과 균일한 온도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흡열성 증기 개질 반응에 의한 영향 때문이다. 

개발된 3차원 마이크로/매크로 모델를 통해 제시한 결과들로

부터 음극 지지 중온 평판형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작동 조건, 

전극의 미세 구조 조건 그리고 전지 형상 조건의 최적 설계 

도출뿐만 아니라 화학적, 전기화학적, 그리고 열 및 물질 전달

과정에 한 정량적 평가를 위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설계 도구란 

것을 명확히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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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그 결과 공력 효율은 약 3.7%point, 구조 목적함수인 안전계

수는 약 217%가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작동점만을 고려한 최적설계의 경우 스톨 

마진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작동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확산 인자(Diffusion Factor)를 이용하여 손실을 저감하며 

마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확산 인자는 임계 확산 인자보다 

작아야 하므로 공력 효율은 최 화 하면서 확산 인자는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근사 모델은 크리깅 모델을 

이용하여 구축하였고 진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해를 구하

였다. 그 결과 공력 효율은 약 4.5%, 안전계수는 약 14.6% 가량

증가하면서 확산 인자도 4.4% 가량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확산 인자가 감소함에 따라 스톨 마진은 19.7% 정도 보다 더 

확보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다단계 최적설계 기법을 

항공기용 축류 압축기 최적설계에 적용할 경우 설계의 정확성은 

확보하면서 성능 또한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경 현 2013년 8월 박사 서울 학교 이 동 호

국문 : 

영문 :

효율적인 공력-구조 최적설계를 위한 가중치 예측기법 기반의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 연구
A Study on the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 Based on the Weight Estimation Methods 
for Efficient Aero-Structural Design Optimization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공력-구조 최적설계를 위하여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POD) 기저 가중치 예측기법 연구

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POD를 이용한 축소모델은 해석 상

물의 형상 또는 유동조건 등이 달라지면 공력성능 및 유동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공력-구조 연계해석과 같이 

하나의 분야(Discipline)가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서

는 POD를 이용한 축소모델의 강건성을 보장하기 힘들다. 이러한 

POD를 이용한 해석의 정확도는 POD 기저 가중치를 결정짓는 

예측기법과 스냅샷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POD 

기저 가중치 예측기법으로 기저벡터의 일차결합, 인공신경망, 

크리깅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들 기법의 효과적인 비교를 위하

여 천음속 영역에서 날개/동체모델의 후퇴각, 스팬길이, 스파 

및 리브의 두께에 하여 Snapshot들을 추출하였다. 또한, 이들 

스냅샷은 4, 6, 8, 10개 등으로 나누어 스냅샷이 증가함에 따라

POD 축소모델의 정확도와 각 기저 예측모델이 예측한 기저 

가중치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Snapshot은 삼차원 오일러 방정

식과 Aminpour의 4절점 쉘요소를 이용하여 추출하였으며, 이들 

Snapshot들을 통해 날개/동체 모델 주위 유동장을 표하는 

POD 기저벡터를 계산하였다. 각각의 POD 기저 가중치 예측기법

을 통하여 계산된 POD 기저에 한 full order map-ping을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최 병 훈 2013년 8월 박사 서울 학교 김 현 진

국문 : 

영문 :

폐루프 박리 유동 제어를 위한 효과적인 비모델 및 모델 기반의 제어기법
Effective Model-Free and Model-Based Strategies for Closed-Loop Flow Separation Control 

본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박리 유동 제어에 한 비모델 기반의 

적응 역변환 제어기와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을 

이용한 유동 모델링 및 변형된 이차 확률 추정 기법과 통합된 

모델 기반의 유동 제어기를 제안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박리 유동의 제어 기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풍동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시간 측정을 위하여 MEMS 압력 센서 및 

Synthetic jet 구동기를 사용하였다. 비모델 기반의 제안된 기법

의 경우, 본래의 비선형 특성을 갖는 박리 유동에 한 적응 

필터링 기법을 이용한 정밀한 실시한 변환 유동 모델을 구성하고 

반복 신경회로망 기법을 이용한 적응 앞먹임 제어 기법을 이용하

고 모델 자유 기법의 일종인 극값 추종 기법과 통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비모델 기반의 기법을 이용하여 박리 유동의 

상태를 정밀하게 제어가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모델 

기반의 제안된 기법의 경우, 널리 알려진 축소 유동 모델은 복잡하

고 계산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제안된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을 이용한 유동 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

고 이를 수치적,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제안된 유동 모델링을

바탕으로 PIV와 같은 고가의 장비 없이도 실시간 유동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제안된 유동 모델링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유동 제어기를 설계하고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였다. 제안된 비모델 기반의 유동 제어 기법을 통해 박리 유동의

효과적인 제어를 수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향상된 유동 상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는 에너지 효율의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연구로 향후 박리 유동 제어 연구 분야에서의 다양하게 적용 

및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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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 가스확산층의 이방성에 따른 성능 및 열화특성에 관한 연구
Studies on the performance and degradation characteristics by GDL anisotropy of PEMFC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에서 가스확산층은 촉매층으로의 

반응가스 이송, 전자의 전도, 촉매층에서 생성된 포화액의 원활한 

배출, 그리고 연료전지 구성품의 체결시 기계적으로 막전극 접합

체를 기계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가스확산층을 제작할 

때에 그 특성상 기계적 평면이방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연료전지 주 유로에 평행하게 배치하여 조립되는 경우를 0도, 

반 로 수직하게 배치하여 조립되는 경우를 90도 가스확산층으

로 각각 정하였다. 연료전지가 조립될 때 가스확산층의 변형 

혹은 유로측으로의 투과는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현상으로 이러한 

변형 및 투과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연료전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가스확산층의 평면 이방성에 따른 

기계적 강성의 차이가 연료전지 체결시에 발생하는 변형 및 

투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성능 및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 및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가스 확산층

의 평면이방성에 따른 연료전지 성능 및 분리판의 기하구조에 

따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로의 채널부와 랜드부의 비에 

따라서, 그리고 채널부의 깊이에 따라 각각 3개씩의 분리판을 

제작하였다. 90도 가스확산층을 사용하는 연료전지가 0도 가스

확산층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모든 조건에서 성능이 높게 나왔으

며 이는 연료전지 체결시 90도 가스확산층의 높은 기계적 강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분리판의 채널/랜드부의 비가 

감소할수록 90도와 0도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성능과 고주파

저항의 차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랜드부의 비가 감소할수록 

가스확산층이 변형 및 침투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으

로 분석된다. 그리고 유로의 깊이의 증가에 따라서는 공기의 

압력저하가 유로 깊이의 증가로 인하여 감소하므로 전반적으로 

성능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연료전지 유로의 랜드부 아래 가스

확산층의 반응가스의 투과성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가스확산층의 이방성을 모사하기 위하

여 가스 투과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제작하여 90도와 0도의 가스

투과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90도 가스확산층의 투과도가 

0도의 경우보다 높게 나왔으며 측정된 값은 모델에 적용하였다. 

모델을 수행한 결과, 90도 가스확산층의 경우 유로의 랜드부 

아래에서 보다 높은 투과가 발생하였으며 고전류밀도에서 더욱 

그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분자 전해질 막의 반복적

인 팽창과 수축으로 인한 막전극 접합체 및 가스확산층의 내구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습/건조 공기를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가속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3000회 반복 실험 결과

0도 가스확산층을 사용한 연료전지의 성능이 90도 가스확산층

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성능 감소가 더욱확연히 나타났다. 또한 

고주파 저항 및 크로스오버에서도 0도 가스확산층의 경우 그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사형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촬영된 이미지를 통해 검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스확산

층의 평면이방성의 적용 및 분리판의 최적 설계를 통하여 성능을

보다 향상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구성의 향상을 통하여

연료전지 시스템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핵심 자료로써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병 현 2014년 2월 박사 서울 학교 김 종 암

국문 : 

영문 :

실속 조건에서 Synthetic Jet 능동 유동 제어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study on active flow control of synthetic jet in stalled condition

This paper presents experimental investigations of the characteristics of synthetic jets with a circular exit array.

통하여 날개/동체 주변 유동장 및 구조변형을 예측하였으며, 

각 기법을 통하여 예측된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스냅샷 수가 8개일 때 크리깅 기법을 이용한 POD 해석기법이 

본 연구에서 정의된 날개/동체모델의 공력-구조 최적설계 문제

에 가장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 

스냅샷 수와 기저 가중치 예측기법은 이용한 POD를 공력-구조 

최적설계에 적용을 하였으며, 이 때의 결과를 반응면 기법을 

이용한 최적설계, 일차결합 및 인공신경망을 통한 POD에 의한 

최적설계 결과와 비교를 하였다. 이를 통하여 세 가지 가중치 

예측기법을 이용한 POD 축소모델 모두 공력-구조 최적설계 

적용 시 반응면 기법을 이용한 일반적인 최적설계기법에 비하여 

약 70% 효율이 향상되었으며, 동일한 스냅샷 수 조건하에서 

일차결합 및 인공신경망을 통한 POD를 이용한 최적설계에 비하

여 크리깅 기법을 통한 POD를 이용한 최적설계가 좀 더 일반적인 

최적설계기법과 유사한 설계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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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엔진 EGR 쿨러의 파울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ouling characteristics of EGR coolers in diesel engine

In recent years, HSDI(high speed direct injection) diesel 

engines have been largely applied to RV, SUV and 

passenger cars due to good fuel economy, high thermal 

efficiency and very low carbon dioxide emissions. However, 

worldwide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global warming 

have led to ever tightening exhaust emission legislations 

for passenger diesel vehicles, especially on NOx and PM 

emissions. For example, Euro-6 emission legislation enforced 

since 2014 mandates that NOx emissions should be reduced 

by 56% more than the current Euro-5. 

An exhaust gas recirculation(EGR) system has been widely 

applied to diesel engines to reduce NOx emissions without 

a large modification on the engine body. The principle 

of EGR is to reduce the temperatures of flame and the 

oxygen concentration of working fluid in a combustion 

chamber; thereby,  reducing NOx emissions. The existing 

EGR system uses only EGR valve to reduce NOx emissions, 

resulting in increase in PM emissions. Therefore, modific- 

ation on the system is required to avoid the PM penalty. 

Recently, numerous research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to reduce NOx emissions as well as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deteriorating PM and fuel consumption 

through a new EGR cooler system. 

In order to satisfy the strict Euro-6 NOx emission standard, 

the use of a high EGR rate becomes more crucial. If a 

high EGR rate is applied, PM emissions will be inevitably

increased. Practically, high concentration of PM in the 

exhaust gas is relatively easy to be deposited on the surface

of an EGR cooler. This is so-called fouling which 

deteriorates the thermal effectiveness of an EGR cooler 

and increases the pressure drop through it. As a result, 

the NOx reduction rate and the performance of an engine

will be decreased. On the other hand, recent combustion

technologies of HSDI diesel engine such as LTC(low 

temperature combustion) diesel engine and ultra-high 

pressure fuel injection system lead to severe fouling 

phenomena because smaller sized particles deposit on 

the inner surface of an EGR cooler. Accordingly,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the field of EGR cooler 

fouling. However, there are few researches concerning 

the cross correlation on the fouling phenomena between

a test rig and a real engine. 

In this study, the design features of existing and modified 

EGR coolers were reviewed to maintain desired 

performance against fouling resistance. The behavior of 

fluid such as velocity vector, temperature and pressure 

The flow characteristics of piezoelectrically driven 

synthetic jets with a circular exit array were investigated 

under various flow conditions. Step-by-step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find an improved configuration of a 

circular exit array while some parameters were held 

constant, in this case the oscillation frequency, input 

voltage, and exit area. Comparative studies were con- 

ducted to compare a quiescent condition, a forced 

separated flow, and separated flows over high angles of 

attack. For the quiescent condition, jet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hole perimeter and oscillation frequency 

were compared by measuring velocity profiles by means 

of hot-wire anemometry. For the forced separated flow, 

pressure distributions on an inclined flat plate were 

examined while changing the parameters of the hole 

diameter, hole gap, type of synthetic jet array, and 

oscillation phase. Experimental results were then analyzed

with a help of the computed vortical structures in the 

quiescent and forced separated-flow conditions. Based 

on the comparisons, a proper range of design parameters

for an improved circular exit array was obtained, showing

that the circular exit array based on the design parameters

provided better performance in terms of separation control.

For separated flows over an airfoil and a blended wing 

body configuration at high angles of attack, the flow control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ynthetic jets was verified 

by measuring the aerodynamic coefficients. Based on 

various comparisons, synthetic jets with the improved 

circular exit array were found to be effective for control 

of the flow separation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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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our of exhaust gases in EGR cooler was analyzed 

through 3-D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The 

results which consist of outlet temperatures, heat transfer 

effectiveness and pressure drops and so on were obtained 

by using 2 kinds of EGR coolers in production and another 

2 kinds of modified EGR coolers. 

Th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bove EGR coolers on 

a test rig were investigated at clean and fouled conditions. 

During this step, fouling resistances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heat transfer effectiveness were verified with 

gas velocities.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EGR 

coolers on engine dynamometers were evaluated at clean 

and fouled conditions. The fouling test mode was made 

on the basis of ESC 13 mode and proposal from an EGR 

cooler manufacturer. The characteristics of heat transfer 

effectiveness and pressure drop were examined with EGR

mass flow rates. For the further analyses on the emission

level of NOx and PM were performed according to EGR 

ratio. This work has the advantages to identify the change

rate of NOx and PM for the purpose of evaluation of EGR

coolers. 

The fouling characteristics of each step, such as design

review, rig test and engine test were evaluated through 

the aforementioned studie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e improved design specification was proposed. The 

effectiveness of improved EGR cooler was confirmed 

through CFD analysis. From these, it is possible to suggest

proper methodology to obtain good characteristics against

fouling of EGR cooler.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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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 연소기에서 H₂ /CO/ CH₄ 합성가스의 연소불안정 및 NOX 배출 특성에 관한 실험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combustion instability and NOX emission characteristics of H₂ /CO/ CH₄
syngas in a gas turbine combustor

The effects of the H2/CO/CH4 syngas compositions and 

the N2/CO2/steam dilution ratios are investigated in a 

partially-premixed gas turbine model combustor, which 

can prevent flashback problem even in high hydrogen 

content to understand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new fuel for IGCC and SNG plants. The temperatures of 

flame and combustor, NOx/CO emissions, combustion 

instability, flame stability, and flame structures are examined. 

Cause and effects of each combustion char- acteristics 

were determin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For 

example, in order to identify the detailed flame structure 

during combustion instability, OH*- chemiluminesc- ence 

images were taken at the rate of 12500 frame/sec using 

the high-speed intensified ICCD camera and/or planar OH* 

distribution in flame was obtained using phase- locked 

OH*-PLIF setup. 

First, the fuel composition effects of H2/CO/CH4 

syngas(0~100%, span: 12.5% by LHV) on trends of each 

combus- tion performance were investigated by using 

ternary diagram. A lot of NOx is emitted at high H2 

composition due to high flame temperature and high CO 

composition due to long residence time. This feature could 

be also explained by flame structure and combustor 

temperature. H2/CH4 syngas flame generated high com-

bustion instability at the frequency of 750 Hz, 1000 Hz 

and 1500 Hz correspond to 3L, 4L and 6L mode which 

varies according to the fuel composition. This self-excited

high multi-mode combus- tion instability characteristics 

have been studied by investigating combustion properties,

flame structure, Rayleigh indices,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 time scales from the 

images of high-speed chemiluminescence and OH*-PLIF.

The flames have different shapes and generate different 

combustion instability frequency at near 4L or 3L mode 

with their harmonics. The combustion oscillation frequency 

which is non-linear for fuel composition was appeared 

to be linearly proportional to Tad and SL. Phase- 

synchronized OH*-PLIF images suggested clues of an 

important com-bustion instability driving mechanism 

including the periodic alternation of flame attachment/ 

detachment and coupling of vortex with everlasting heat

release at the outer recirculation zone due to high reactivity

of high hydrogen fuels. These images also used for the 

precise calculation of 2-D flame length by ob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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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oid of heat release intensity when performing time-lag 

analysis. The Rayleigh index results notified the 

dependence of the location and intensity of combustion 

instability driving/damping on the fuel composition and 

instability mode. For higher H2 containing flame(4th mode), 

driving and damping is occurred in narrow region but with 

high heat release density and the frequency of Rayleigh 

index was doubled. Otherwise in case of 3rd mode Rayleigh 

index shape was similar with pressure fluctuatio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multi-mode combustion instability 

with high super- position of higher harmonics. Analysis 

of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 from high-speed OH* 

images showed the distinct coherent structures and large 

roll-up of flame are responsible for generating flame 

oscillations for each mode. High cross-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proper orthogonal modes of 4th mode 

indicating convection of these coherent structures. When 

conducting time-lag analysis for syngas in a partially- 

premixed gas turbine model combustor, the significance 

of skewness time induced by wave distortion and 

importance of careful inspection on Lflame using 2-D 

OH*-PLIF is verified by showing the improvement in 

prediction accuracy. 

Next, the effect of the fuel-side dilution of N2, CO2 and 

steam on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 of syngas has been 

studied. This fuel-side dilution reduced flame temperature, 

combustor temperature and consequently NOx but 

significantly increased CO emission due to incomplete 

combustion at low flame temperature. From the NOx results 

of each diluent, it can be obtained that the dilution of syngas

with nonflammable gas decreases NOx emissions, and the

amount of NOx reduction per unit power is logarithmically

related to only the diluent's heat capacity which is the 

product of mass flow rate of the diluent and constant 

pressure heat capacity. This relationship between NOx 

reduction and diluent heat capacity is verified by inducing

analytic solutions with some appropriate assumptions. 

Finally, based on the combustion results of H2/CO/CH4

syngas with N2/CO2/steam dilution, the combustion tests

were performed for the commercial fuels: coal-derived 

syngas and SNG. The results of coal gas of which H2/CO

ratio is 1/2 showed that N2 dilution is appeared to be negative

in view of flame stability and CO emission but can be 

operable with enough stability margins and to be very 

positive in view of NOx emission. Combustion test of C0, 

C1, C3 and C5 SNGs of which H2 content is 0%, 1%, 3% 

and 5% but Weber index is constant was performed.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temperature and NOx/CO 

emission were almost identical for all SNGs but combustion

instabilities of C0 and C1 were slightly differed from that 

C3 and C5 in frequency as well as amplitude. This feature

also closely visualized by examining the high-speed 

unsteady flame behaviors. Even though the impact on 

combustion instability is not so significant for SNG which

contains over 1% H2, this 1% where the change of combustion

starts can be provided as the quality standard in SNG 

considering the existence of various types of natural gas

firing gas turbine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동 호 2014년 2월 박사 서울 학교 김 민 수

국문 : 

영문 :

캐스케이드 열펌프의 성능 특성 및 최적화에 관한 연구
Studies on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nd system optimization of cascade heat pump 

In this study, the studies of cascade heat pump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nd optimization for heating 

and hot water supply in extremely cold region were 

conducted. In general, conventional heat pump water 

heater system shows a limited performance at low ambient 

temperature whereas the heating demand increases. In 

order to increase the water discharge temperature, 

multi-stage cycle was suggested and among the multi- 

stage cycle, cascade cycle shows the best performance 

at high condensing temperature condi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cascade performance at low 

ambient temperature, R410A refrigerant which is suitable

for low temperature application was adopted in bottoming

cycle. The R134a refrigerant which has a higher critical 

temperature was adopted in topping cycle to increase the

water discharge temperature. 

In order to increase the cascade system efficiency, several

attempts were conducted. The determination of opt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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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igerant charge amount was studied by numerical 

simulation and experiment. The optimized coefficient of 

performance was obtained at the optimal charge amount 

condition and its corresponding degree of subcool at each 

cycle was suggested. 

The intermediate temperature which determines the 

pressure ratio of each cycle was also optimized by numerical 

anaysis based on the reverse-Carnot model. The verific- 

ation of optimized numerical intermediate temper- ature 

was conducted by experiment and numerical intermediate 

temperature well predicted the experimental optimal 

intermediate temperature.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cascade heat pump 

with water temperature lift at condenser were conducted 

by experiment. Despite of several advantages of heat pump 

than conventional boiler, slower thermal response is the

weakness of heat pump water heater system. In order to

increase the water discharge temperature, mass flow rate

of water should be reduced. In case of decreasing water

mass flow rate,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cascade

heat pump were obtained. 

The fast response of heat pump system is the key issue

for hot water supply. The optimal control logic which is 

suitable for cascade heat pump was designed and the 

verification of control logic was conducted. The optimized

PI controller based on the genetic algorithm showed 

enhanced performance than conventional PI tuning method.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손 동 건 2014년 2월 박사 서울 학교 최 해 천

국문 : 

영문 :
원형 실린더 주위 유동과 난류 평한 디퓨저 내부 유동의 비례-적분-미분 제어
(A) proportional-intergral-differnetial control of flows over a circular cylinder and 
in a turbulent plane diffuser

본 연구에서는 원형 실린더 후류의 보텍스 쉐딩과 난류 평판 

디퓨저 내부 유동의 유동 박리를 비례-적분-미분 제어 방법을 

통해 제어했다. 비례-적분-미분 제어는 지금까지 개발된 많은 

되먹임 제어 방법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제어 방법이지만, 유체역학 분야에서는 널리 쓰이지 않았고, 

엄밀하게 연구되거나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례-

적분-미분 제어를 유동 제어 문제에 적용하여 이러한 제어 시스

템들에서 제어 효과를 성취하려고 한다. 

우선, 우리는 비례, 비례-적분, 비례-미분 되먹임 제어를 원형 

실린더 주위 유동의 보텍스 쉐딩을 억제시키는데 적용하였다. 

이 때 고려한 레이놀즈 수는 60과 100이며 자유 유동 속도(u∞), 

원형 실린더의 지름(d), 유체의 동점성 계수(ν)로 무차원화 되었

다. 원형 실린더의 중심선상에 위치한 한 점에서 측정한 수직 

방향 속도가 되먹임 제어를 위한 측정값으로 사용되었다. 제어 

가진은 원형 실린더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각각 벽에 수직한 

방향의 분사/흡입 경계 조건으로 주어졌으며, 제어기의 위치는 

원형 실린더 유동의 유동 박리가 일어나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되먹임 제어를 위한 측정 위치는 원형 실린더 후류의 중심선 

상에서 1d부터 4d까지의 위치들이 고려되었다. 주어진 각각의 

측정 위치에서, 측정 속도의 섭동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비례 제어 상수가 결정되었다. 이에 더불어 적분 제어와 미분 

제어를 비례 제어에 추가함으로써 제어 효과를 높일 수 있었고 

효과적으로 제어가 잘 되는 측정 위치를 넓힐 수 있었다. 비례, 

비례-적분, 비례-미분 되먹임 제어는 성공적으로 측정 속도의

섭동량을 줄여 보텍스 쉐딩을 억제시키고 결론적으로 항력과 

양력 섭동량을 감소시켰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비례-적분 

제어 결과들과 비례 제어의 위상 차를 고려한 제어의 비교가 

이루어졌다. 비례 제어의 위상 차를 고려한 제어는 보텍스 쉐딩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비례-적분 제어만

큼 좋은 제어 결과를 보이지는 못했다. 

다음으로, 우리는 되먹임 제어 최적화를 통해 비례-적분-미분

제어를 최적화하여 레이놀즈 수 60과 100의 원형 실린더 주위 

유동에 적용하였다. 비례-적분-미분 제어의 제어 상수 값들은

가장 표적인 모델링이 필요 없는 직접 최적화 방법인 반복게인

조절(iterative feedback tuning) 방법에 의해 최적화되었다. 

되먹임 제어의 최적화를 위해서 목적 함수 J가 설정되었으며, 

목적 함수는 측정 속도의 제곱으로서 최적화된 제어기가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면 측정 속도의 섭동량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어 상수들은 목적 함수의 

구배를 통해 제어 시스템이 특정한 최적화 완료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갱신되었고, 이는 제어 상수가 국부적 최적점

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최적화된 비례-적분-미분 되먹임 제어

는 성공적으로 측정 속도의 섭동량을 줄여 보텍스 쉐딩을 억제시

키고 결론적으로 항력과 양력 섭동량을 감소시켰다. 또한 우리는 

최적화된 비례-적분-미분 되먹임 제어기의 물리적 의미에 해 

측정 속도의 위상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적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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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적분-미분 되먹임 제어는 각각 다른 위치에서 측정한 측정 

속도의 위상을 성공적인 비례 제어가 갖는 측정 속도의 위상으로 

변화시킴을 확인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례 제어가 특정한 측정 

위치에서는 효과적으로 보텍스 쉐딩을 억제시키지만 다른 측정 

위치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유에 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는 성공

적인 제어가 이루어지는 측정 위치에서는 제어 가진에 의해 

유도되는 가속도가 원형 실린더 유동에 작용하는 순간 양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이 위치에서의 측정 속도에 의해 

주어지는 제어 가속도가 순간 양력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최적화 

방법을 실제 실험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해서도 살펴보았

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의 최적화 방법은 실제 실험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다른 되먹임 제어 방법들과는 달리 

유동장 전체의 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복잡한 모델링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종적으로, 난류 평판 비 칭 디퓨저 내부 유동의 유동 박리

지연과 압력 회복을 위해 선형 비례 제어가 수행되었다. 레이놀즈 

수는 입구 채널 유동의 반 높이(δ)와 벌크 평균 속도(ub), 동점성

계수(ν)를 기준으로 난류 유동인 9000이고, 이는 기존의 실험과

수치 해석 연구들과 같은 조건이다. 제어를 위한 가진은 디퓨저의 

목 부분에서 벽에 수직한 방향의 분사/흡입으로 정의되었다. 

되먹임 제어를 위한 측정값은 순간 벽 전단 응력으로 유동 박리가

일어난 아래쪽 벽에서 정의되었다. 비례 제어를 통해 박리 기포의 

크기를 줄일 수 있었고, 디퓨저 위쪽 벽의 표면 마찰 저항을 

줄일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디퓨저 출구에서의 압력 회복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최적의 비례 제어 상수로 제어한 경우, 

유동 박리 지연과 더불어 최  5%의 압력 회복과 10%의 전압력

손실량 감소를 얻을 수 있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민 호 2014년 2월 박사 서울 학교 이 우 일

국문 : 

영문 :

유도가열을 통한 항공기 구조물 복합재 패치 접착수리
Repair of aircraft structures using composite patches bonded through induction heating

With the increasing aging aircraft, many unanticipated 

structural defects have been occurred in aircraft. Accord- 

ingly, many aircraft structural repair methods have been 

developed, but we need efficient method except for 

conventional repair method as mechanical riveting. This 

paper presents research on composite patch repair to 

damaged aluminum aircraft structure. Composite patches, 

bonded on cracked or corroded metallic aircraft structures, 

have shown to be a highly cost effective method for 

extending the service life and maintaining high structural 

efficiency. An aluminum double lap joint plate was 

considered as a damaged aircraft structural element in 

this paper. We repaired the plate with carbon fiber epoxy 

composite patch by induction curing, and by oven curing 

method. We also repaired it by precured composite patch 

bonding method, and by cocured composite patch bonding 

method. Then, the bond strengths were compared among 

different processing methods. The technique of ele- 

ctromagnetic induction is able to locally and rapidly heat 

the area close to the adhesive bond line. This allows for 

the efficient repair of the metallic substrate of aircraft, and 

may hence be regarded as a more efficient process. 

Induction heating constitutes an ideal candidate for 

supplying the heat needed for curing adhesives and resins, 

which are used for the fabrication of reinforcing patches, 

either on the flat, or over geometrically complex surfaces.

We had conducted the experiment and numerical simulation

to show that the induction curing was efficient repair heat 

sources in repairing metallic substrate of aircraft. We also 

investigated whether the incorporation of carbon nanotubes

(CNTs) in the adhesive bondline affected bond strength.

We found that the induction-cured samples exhibited 

bond strengths similar to those of the corresponding 

oven-cured samples; this was true for both the baseline

and the CNT-reinforced samples. Further, the samples 

processed using cocured patches exhibited higher bond

strengths than did the corresponding samples processed

using precured patches. In the case of both the precured

and the cocured patch samples, the dispersion of 0.5 wt%

CNTs in the adhesive bondline increased bond strength 

slightly. The effect of the two different types of patches 

placed on top of the aluminum substrate on the rate of 

temperature increase by induction curing was shown 

experimentally. And, numerical simulations were performed

in case of the precured patch and un-cured patch on top 

of the aluminum substrate.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how 

that the induction curing and cocuring method may be 

regarded as a sound and efficient method for composite

patch bonding 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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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태 호 2014년 2월 박사 서울 학교 이 건 우

국문 : 
영문 :

실시간 정합을 이용한 인공 슬관절 치환 수술 로봇의 개발 
Development of total knee arthroplasty surgical robot using real-time registration

Total knee arthroplasty(TKA) is a surgical operation for 

replacing a degenerated or damaged knee joint that can 

no longer perform simple function, such as knee bending 

or walking, with an artificial knee implant. The artificial 

knee implant alignment with the mechanical axis of the 

leg is a one of most important factors in TKA. Thus, precise 

bone cutting result is essential to guarantee accurate 

insertion of the artificial knee implant. To obtain precise 

TKA outcomes, a registration process is performed to locate 

the pre-operatively planned bone cutting area in the 

operation room by calculating the position and posture 

of the femur and tibia.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patient-specific registration 

guide which can simplify registration process in terms of 

required time and effort without a loss of accuracy. 

Furthermore, the patient-specific registration guide allows 

implementing a real-time registration. Therefore, continu- 

ous surgical information can be provided without any 

invasive tracking devices. And, using real-time registration

result, the tool paths were modified and updated to 

compensate bone movement due to be changed invasive

fixation method as a non-invasive way. 

The precision and accuracy of the proposed registration

guide were confirmed through animal tests with a digitizer,

stereo camera and linear motion generator. And new bone 

cutting method was validated with 6-axis robot by 

comparing cutting result, ideal surgical planned cutting 

plane, cutting plane with invasive fixation and cutting plane

with non-invasive fixation as following tool path com- 

pensation. The error of our registration method, including

measurement and guide attachment errors, reached a 

maximum of 0.3 mm for one pair of cow legs. And the 

total surgical error of our system was below 0.5mm for 

artificial human leg.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병 주 2014년 2월 박사 서울 학교 이 동 준

국문 : 

영문 :

숙련된 선긋기 중 좌표계 교란을 제거하는 두 개의 광센서를 갖는 컴퓨터 마우스
(A) mouse with two optical sensors that eliminates coordinate disturbance during skilled strokes

The computer mouse is rarely used for drawing due to 

its body-fixed coordinate system, which creates a stroke 

that differs from the user's original hand move- ment. In 

this study, we resolve this problem by implementing a new 

mouse called StereoMouse, which eliminates the rotational 

disturbance of the coor- dinate system in real-time. 

StereoMouse is a special mouse with two optical sensors, 

and its coordinate orientation at the beginning of a stroke 

is maintained throughout the movement by measuring and 

compensating for the angular de- viation estimated from 

those sensors. The drawing performance of StereoMouse

was measured by means of having users perform the task

of repeatedly draw- ing a basic shape.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showed that StereoMouse eliminated the 

horizontal drift typically observed in a stroke drawn by 

a nor- mal mouse. Consequently, StereoMouse allowed 

the users to draw shapes at a 10.6% faster mean speed 

with a 10.4% shorter travel time than a normal mouse would.

Furthermore, StereoMouse showed 37.1% lower chance of

making incor- rect gesture input than the normal mouse.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마 평 식 2014년 2월 박사 서울 학교 김 윤 영

국문 : 

영문 :

포노닉 크리스털과 메타물질을 이용한 탄성 유도 초음파의 분산 특성 엔지니어링
Dispersion engineering in elastic guided waves by phononic crystals and metamaterials 

This dissertation presents manipulation of elastic guided 

waves by artificial structured materials: phononic crystals 

and metamaterials. Recently, due to their ability to control

waves, artificial materials for electromagnetic wave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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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extensively studied, leading to interesting results such 

as sub-diffraction lenses and cloaking device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phononic crystals and elastic meta- 

materials can provide the promising functionalities in elastic 

guided waves. The main focus of this investigation is on 

tailoring multiple guided modes in an elastic waveguide. 

In a waveguide, multiple guided waves exhibit complex 

behavior which causes problematic issues in practical 

applications; an inputted wave is distorted due to an 

excitation of multiple modes and their strongly dispersive 

nature. Here, a method to control the dispersion relations 

of multiple guided modes by phononic crystals and elastic 

metamaterials is developed. 

In this thesis, dispersion relations of guided waves are 

engineered in frequency and wavenumber domains. The 

main contributions are to separate multiple guided modes, 

to suppress an undesired mode, and to reduce group 

velocity dispersion. Multiple shear-horizontal waves in a 

plate are separated by engineered phononic crystal plates. 

The dispersion relation of each guided mode is manipulated 

in the wavenumber domain to obtain different propagation 

directions. Also, the excitation of undesired wave modes 

is suppressed by opening the forbidden band gap of 

phononic crystals over a target frequency range. A wave

distortion due to the dispersion effect is prevented by 

employing phononic crystals and anisotropic meta- 

materials; the dispersion relation in the frequency domain

is tailored to exhibit a constant group velocity. Realization 

of phononic crystals and elastic metamaterials is a 

challenging task to achieve the desired wave properties 

for multiple wave modes. Here, systematic engineering 

methods including size, shape, and topology optimization

methods are proposed to obtain proper structures. The 

lattice parameters of phononic crystals and a topology of

a unit structure in anisotropic metamaterials can be 

designed through the suggested methods. To confirm wave

properties in the engineered waveguides, numerical 

simulations and ultrasonic wave experiments are conducted.

In experiments, ultrasonic transducers are properly 

designed to selectively excite a target wave mode and 

adjust its beam pattern in an elastic waveguide. Through 

this research, it is demonstrated that phononic crystals 

and elastic metamaterials can be effectively exploited to

engineer wave properties in elastic waveguide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황 정 재 2014년 2월 박사 서울 학교 윤 영 빈

국문 : 

영문 :

H2/CO 합성가스 난류 비예혼합 제트화염의 NOx 스케일링 및 화염안정성 특성
NOx scaling and stability characteristics of turbulent non-premixed jet flames of H2/CO syngas

NOx emission and stability characteristics of turbulent 

non-premixed jet flames of syngas hydrogen/carbon 

monoxide blends were investgated experimentally. The 

non-premixed jets in this study were formed by central 

fuel jet and surrounding coaxial air jet, the type widely 

used in practical combustors. Correlations among flame 

residence time, global strain rate of the jet and NOx emission 

were studied for single jet flames and stability limits and 

local flow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quantitatively for 

coaxial flames. For this studies, various measurement 

techniques, including NOx concentration measurement, 

OH* Chemiluminescence, particle image velocimetry and 

planar laser-induced fluorescence of OH, were used and 

measurements were focused on extreme near field of the 

flames. 

The measured flame lengths of single jet flame of syngas 

increase with Ref and the flame lengths also increase with

the Froude number. Thus, it was confirmed that the jet 

flames investigated in this study are in the region of 

buoyancy-momentum transition. The NOx emission decreases 

with increase of Ref since the decreasing effect on the 

flame residence time by the increased fuel jet velocity is

more significant than the increasing effects by lengthened 

flame. As the CO content increases in syngas fuel, the 

NOx emission decreases since the flame length decreases

due to higher stoichiometric mixture fraction. The modified

NOx scaling, EINOx/(L/Uf) ~(Uf/df*)-n, which adopted 

simplified residence time, L/Uf, satisfies n = -1/2, same 

as in hydrogen flames, for each fuel composition of syngas

in buoyancy-momentum transition region. Futher modified 

NOx scaling, EINOx/fst/(L/Uf)~(Uf/df*)1/2, which considered

NOx production per unit air comsumption, finally collap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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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datasets of syngas into a single line. 

The detachment stability characteristics of attached H2 

and syngas jet flames with coaxial air were investigated 

by observing flame behaviors with varying fuel jet and 

air jet velocities. The critical fuel jet velocity of the single 

jet flame of syngas decreases with increase of CO content 

in syngas fuel. Trends of stability limit have correspondence 

with the maximum burning velocity in high CO content region 

and with the stoichiometric mass ratio in high H2 content 

region. Hydrogen jet flame show that the stability limits 

are almost independent of the coaxial nozzle size in the 

fuel/air stream velocity domain while blowout of the lifted 

flames is related to the jet turbulent characteristics. Stability 

limit curve in fuel/air velocity domain shift upward with 

increase of rim thickness. Non-monotonic(ascending/ 

descending: regime I/regime II) trends were observed for 

all syngas compositions in the fuel/coaxial air velocity 

domain. Local extinction on the rim was observed in regime 

I and local extinction at the starting point of shear layer 

near nozzle was observed by Chemiluminescence imaging. 

Stability limit in regime I could be scaled by fuel/air mass 

flux. For the syngas compositions, the stability curve 

extrema are found to be identical for identical nozzle lip 

thickness cases when the fuel nozzle velocity is normalized

by the single jet critical velocity. 

For understanding the detachment phenomenon in 

descending region(Regime II), strain rate and OH layer 

characteristics were studied experimentally with sim- 

ultaneous PIV and OH PLIF measurements. The mean 

principal strain rate S1 on OH layer decrease with the axial

distance and the maximum values of them are located near

the nozzle exit. In some cases, the maximum S1 on OH 

layer near nozzle exit appears higher in the stable flames

than in the flames near detachment. For various fuel jet 

Reynolds number, the flames near detachment condition

have almost identical minimum mean OH layer thicknesses

δ near the nozzle exit. The S1 on OH layer and the OH 

thickness δOH present inverse relationships, however, 

δOH is broadly scattered within a small S1 range. The 

pdfs of δOH show that the distribution is skewed toward

lower values within a higher S1 range while broad 

distribution around higher values appears within a lower 

S1 range. Moreover, the most probable value of δOH shifts

toward lower value near the minimum mean δ as the flame

condition is varied from stable to near detachment.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신 창 우 2014년 2월 박사 서울 학교 차 석 원

국문 : 
영문 :

자동변속 차량의 연비와 운전성 향상을 위한 파워제어 전략
Power control strategy to improve the fuel economy and driveability of automatic transmission systems

The issues of rising in oil price and improving driveability 

in a vehicle have increased the need for research to improve 

the fuel economy and the driveability in automatic 

transmission vehicles. For these issues, multi-speed 

transmission systems resulted from the engine downsizing 

and their operational strategies can be the realistic 

alternative. Although many research have been conducted 

about a control model for multi-speed transmissions, there 

are not enough to present a control strategy considering 

both the fuel economy and the driveability. This dissertation 

proposes the power control strategy for automatic 

transmission systems to improve the fuel economy and 

the driveability based on the driver's requirements. For 

the proposed control strategy, this dissertation is studied 

in consideration of fuel economy, driveability and driver's 

intention, respectively. 

In the fuel economy aspect, Dynamic Programming(DP),

which guarantees the global optimal solution, is utilized 

to obtain the optimal gear shift pattern based on the required

power. DP algorithm is developed to obtain the operating 

points of the optimal gear that minimize the fuel economy

within the required power band as a forward recursive 

way, which aims to find the optimal path from the initial 

state to the present state. In order to evaluate the fuel 

economy and the dynamic performance, the vehicle 

simulation model for a vehicle equipped with 8-speed 

automatic transmission is implemented on co-simulation 

by using AVL cruise and Matlab simulink. The results of 

the co-simulation on FTP 72 cycle are validated with those

of the experiment and it is confirmed that th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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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or is applicable to the other strategies. Using this 

co-simulation model, the optimal gear shift pattern 

developed from DP algorithm is evaluated for the fuel 

economy on FTP 72 cycle, and verified the effectiveness 

compared with the production shift pattern, which has been 

applied to the target vehicle. However, this process has 

limitations in a construction of down-shift line and is 

required for calculation of pre-process. 

For improvement of the driveability in vehicles, we analyze 

an objective evaluation method of the driveability and then 

introduce the driveability index according to the predefined 

driving condition. In addition, this dissertation analyzes 

the reason of an abnormal vibration occurred by a damper 

clutch oper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fuel economy 

at higher gear and low speed. Based on the analysis about 

the engine operating regions, the vehicle simulation is 

conducted to realize an abnormal vibration by a damper 

clutch operating. Proper engine operational regions are 

confirmed to avoid the abnormal vibration, which affects 

to deteriorate the driveability, by the damper clutch 

engagement. 

For analysis of the driver's intention, the operational 

conditions are classified and analyzed according to 

variation of an accelerator pedal. Moreover, the engine 

power generated from the driver's intention is classified 

into the vehicle driving power and the powertrain loss 

power. From this analysis, the concept of the power ratio, 

which consists of the power for acceleration and the power 

for resistance, is introduced. The power ratio for the target 

vehicle is generated in a look-up table within the feasible 

speed range, and then the power ratio pattern is developed 

by using the production shift pattern to be applied in the 

power ratio map. From the simulation results of the power 

ratio pattern, it is verified that this pattern is applicable 

to the vehicle. It is also resulting in the concept of driver 

acceleration demand.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the power control 

strategy for automatic transmission systems is constructed

that it starts to generate the required acceleration and 

calculates the candidates for the gear speed and throttle 

control while satisfying the requested acceleration. Among

these candidates, the power control strategy determines

the optimal gear speed and throttle value while minimizing

the fuel consumption considering the effects of the torque 

converter. As a result,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power control strategy for multi-speed transmissions is 

compared to those of the production shift pattern in vehicle 

simulations. The proposed control strategy can result in 

the fuel economy improvements of up to 12.69% on UDC 

cycle versus the production shift pattern. That is, comparing

to the production shift pattern, the proposed strategy can

estimate the driver's intention, thus it is possible to improve

the fuel economy. In addition, it is verified that the power

control strategy has better acceleration performance and

shifting shock than the production shift pattern at fixed 

APS conditions. This control strategy can result in 

driveability improvement by reducing the number of APS

operation, which is related to the driver's fatigue. 

Compared to the current development process, the 

proposed gear shifting strategy effectively reduces the 

development time and effort required for developing a gear

shift pattern for multi-speed transmissions. This strategy 

is applicable to the various powertrain systems because 

the gear shift and throttle control are obtained through 

real-time calculation to achieve the requested acceleration

in the most fuel efficient way. Following the required 

acceleration based on the driver's intention, this strategy

has an advantage of a fast response. Consequently, the

proposed procedure can be available and useful in 

multi-speed transmission systems to improve the fuel 

economy and the driveability.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권 민 호 2014년 2월 박사 서울 학교 주 종 남 

국문 : 

영문 :
전해 디포지션을 이용한 금속의 초소수성 표면 제작
Fabrication of a super-hydrophobic surface on metal using electrodeposition

In this research, the fabrication process of a super- 

hydrophobic metallic surface using electrodeposition was 

investigated. The super-hydrophobic metallic surfaces are

expected to broaden the practical application field of 



초록집

- 198 -

super-hydrophobicity that has been limited to some types 

of films for self-cleaning and preventing the pollution. 

Re-entrant structure and hierarchical structure have 

advantages in water repellent property of surfaces. Fabric- 

ation processes using electrodeposition that has an 

advantage in diversifying the surface morphology and 

property were proposed. The re-entrant structure plays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a super-hydrophobic surface 

on intrinsically hydrophilic material. A micro pillar array 

with a re-entrant structure was fabricated through a 

sequential process of laser ablation, insulating, mechanical 

polishing and electrodeposition. Spacing of the micro pillars 

in the array played a major role in hydrophobicity of the 

structure that was confirmed by measuring the water contact 

angle. Surface morphology changed relative to the para- 

meters of the laser ablation process and electro- deposition 

process. Under gradual increase in current density during 

the electrodeposition process, surface morphology roughness

was maximized for fabricating a super-hydrophobic 

surface. Material combinations of substrate and deposited

material were also investigated. Fabrication process for 

hierarchical structure is consisted of laser ablation for 

micro-structuring and electro- deposition for hierarchical

structuring. Under excessive current density condition in

electrodeposition, hierarchical structure was fabricated 

with low surface energy resulting from copper oxide. 

Fabricated structures with more than a hundred micrometer 

in depth have a super- hydro- phobicity. The role of copper

oxide and hierarchical structure were confirmed by 

oxidation test of fabricated structures because copper 

oxide had an undetectable thickness by XRD and XPS. 

To evaluate the dynamic robustness of hydrophobicity, 

experiments with dynamic contact angle and squeezing 

test were carried out.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유 성 민 2014년 2월 박사 서울 학교 김 윤 영

국문 : 

영문 :
광 역 주파수 차단을 제어하기 위한 격자 조율형 포노닉 크리스탈의 설계와 해석
Design and analysis of lattice-tunable phononic crystals for broadband acoustic stopband control

A new type of tunable phononic crystals is proposed. 

The proposed phononic crystals can form acoustic 

stopbands of a wide frequency range by using two different 

physical phenomena of the Brag gap and local resonances. 

Since the frequency band of the stopband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lattice size, a method to increase the 

lattice size up to by a factor of 2 is proposed, covering 

quite low frequency range. To make a tunable stopband 

below the Bragg gap without increase in overall crystals 

size, the concept of an acoustically-resonant phononic 

crystal system is used, which utilize acoustic resonances. 

The system resembles a Helmholtz resonator so that the 

resulting stopband is independent of the lattice periodicity 

of the phononic crystal system. The finite element 

simulations for two- dimensional infinite and finite periodic 

structures a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various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tunable phononic crystals. 

The transmission analysis with finite periodic structures 

is used to investigate wave stop 

phenomena that may not be seen directly from their 

dispersion diagrams. 

Individual stopbands of phononic crystals may not be 

sufficiently wide to cover a large frequency range and 

also passbands between stopbands are inevitable even 

if a wide frequency range is realized by stopband tuning.

This physical restriction may be avoided if a finite periodic

or semi-periodic phononic crystal structure is properly 

engineered. The proposed finite phononic crystal structure

can be constructed either by tuning the structure as a 

whole or finding the proper configurations of each of the

unit cell forming the structure separately by an iterative 

optimization algorithm. By these two methods, a large 

frequency range of stopped or significantly-reduced 

transmission is realized. All these findings are confirmed

by a number of numerical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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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서 중 보 2014년 2월 박사 서울 학교 김 유 단

국문 : 
영문 :

편 를 이룬 다수 무인기의 기하학적 구조 기반 충돌회피 연구
Collision avoidance for multiple unmanned aerial vehicles based on geometric configuration

A guidance law based on geometric configuration is 

proposed for collision avoidance of multiple UAVs(Unmanned 

Aerial Vehicles). The proposed guidance law makes 

multiple UAVs avoid obstacles and provides a guideline 

for formation separation considering dynamic constraints 

of the UAV. Geometric guidance uses the information of 

line-of-sight vector and relative velocity vector, and 

therefore it can generate the real-time guidance command. 

Each UAV can decide which plane and direction is available 

for collision avoidance. Analysis on collision avoidance 

is performed to provide a criterion for an envelope for 

collision avoidance. Maximum angular rate limit of the UAV 

and the range of the recognition are considered in the 

analysis. Based on the analysis of an envelope for collision

avoidance, each UAV in formation receives an information 

to determine formation preservation or formation separation

to avoid obstacles. Recognition process is also introduced

for obstacle recognition and situation assessment on 

whether or not the collision avoidance is completed. 

Lyapunov Theorem is used to prove the stability of the 

proposed guidance law. Numerical simulations are 

performed to demonstr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guidance law and formation and separation strategy.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염 상 혁 2014년 2월 박사 서울 학교 이 우 일

국문 : 

영문 :
복합재료 액상 성형 공정에서 입자 필터링 현상에 한 평가 및 모델링
Assessment and modeling of particle filtration during the liquid composite molding process

Numerous filler particles are being developed and applied 

to improve the properties of conventional composite 

materials or to develop composite materials with additional 

functionalities. When filler particles are added to the 

polymer matrix of a fiber-reinforced composite material, 

the particles dispersed in the polymer resin can be filtered 

between fiber strands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which leads to a nonuniform particle distribution and 

material defects. Therefore, understanding and controlling 

such filtration phenomena has become a critical issue. In 

the present study, a new microscopic methodology for 

measuring the distribution of filler particles in fully cured 

composite parts using an electron probe microanalyzer 

(EPMA) is proposed. The distributions of spherical titanium 

dioxide particles and carbon nanotubes conjugated with

silver nanoparticles as tracers were visualized by elemental

mapping analysis. Furthermore, the concentrations were

separately measured in the intratow and intertow regions

by quantitative analysis. Effects of the critical parameters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on filtration were investigated.

Numerical analysis was also performed to observe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filler particles and effects of 

process parameters over larger range which experimental

analysis could not cover. A model for filtration rate was 

suggested in the form of the function of crucial variables 

such as permeability of porous media, resin viscosity, 

pressure gradient and concentration of particl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손 은 국 2014년 2월 박사 서울 학교 이 수 갑

국문 : 

영문 :
로터-후류 상호간섭 및 소음전파를 고려한 풍력 발전 단지 특성에 관한 연구
Numerical investigation of wind farm characteristics with rotor-wake interaction and noise propagation

본 연구는 풍력 발전 단지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환경적 쟁점인 로터-후류 상호간섭 및 단지 내 여러 터빈으로부터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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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소음에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 현상들에 한 해석을 

위하여 다양한 수치 기법들을 개발 및 통합 적용하였다. 공력 

성능 해석을 위한 기법으로는 고전적인 블레이드 요소-운동량 

이론에 블레이드 회전 방향으로 달라지는 성능 계산을 고려하기 

위한 동적 후류 모델을 적용 하였다. 게다가 포텐셜 유동 기반 

해석에 있어서 실속 및 박리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에서의 유효 

받음각과 순환값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비선형 와류보정 기법이 

적용된 블레이드 와류 격자 기법을 이용하였다.  블레이드 회전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저주파 소음원 성분인 두께 및 하중 소음을 

해석하기 위하여 Ffowck Williams-Hawkings 방정식에서 낮은 

마하수에서 사중극 성분을 배재한 Farassat formulation 1A를 

사용하였고, 광 역 소음원 성분을 익형 형상 및 경계층 유동 

변수로 모델링한 반 경험식으로 해석하였다.  더욱이 넓은 영역에

서의 수치적 계산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음향 구를 생성하여 소음전

파 예측에 활용하였다.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후류에서의 속도 

분포를 예측하기 위하여 난류 경계층 모델 기반인 Ainslie의 와점성 

후류 모델을 확장 적용하였고, 변형된 모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풍동 및 실 측정값과의 비교, 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 상태 

및 지형 형상에 의해 수음자 위치에서 달라지는 소음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실외 소음 전파 예측 기법을 이용하였다. 

단지 내 후류 영역에 놓인 각 터빈에서의 성능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터빈 간 간격, 앞 터빈의 추력 변화, 기 난류 강도 

변화 및 기 안정성 변화에 따른 성능 분석을 하였다. 터빈 

간격이 좁을수록 성능이 뒤 터빈의 성능이 저하되는데, 이는 

앞 터빈의 운동량 감소로 인해 뒤 터빈에 유입되는 유입류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며, 앞 터빈의 추력이 상승하면 역시 운동량 

감소가 상승하여 뒤 터빈에 유입되는 유입류 속도가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기 난류 강도가 증가 할수록 상 적으로 높은 

출력이 발생됨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기 난류 강도가 높을수록 

후류 영역이 넓어지고, 넓어지는 후류 영역 끝단에서의 외부 

유동과의 혼합으로 인해 속도 회복률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가 안정한 즉, 고도에 따른 속도 변화가 심한 경우 

블레이드 상∙하단 부의 속도 차이가 크게 발생해 루트 부 굽힘

모멘트가 크게 발생하고, 공력 성능 또한 줄어 들게 된다. 또한 

개발된 기법을 하나의 최적 알고리즘으로 구축하여 터빈 간 

간격에 따른 공력 및 소음 최적 결과를 도출 하였다. 특히 단지

크기가 정해져 있을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터빈 간격이 전체

성능 향상에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 하였고, 개별뿐만 아니라 

단지 전체에서의 운동량 감소가 고려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이 

관찰되었다. 

본 논문은 풍력 발전 단지에서 발생하는 로터-후류 상호간섭 

및 소음에 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수치 해석 기법 개발 

및 풍력 발전 단지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넓은 해석

영역에서의 계산상의 비용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수치 해석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성능 변화 특성에 한 고찰을 

통해 다양한 설계 변수에 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비록 

계산상의 효율을 강조하였지만, 실험값과의 비교를 통해 일렬

배치 단지에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진 상 록 2014년 2월 박사 서울 학교 김 종 원

국문 : 

영문 :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수중 로봇의 틸팅 추진기를 이용한 호버링 제어
Hovering control of an underwater robot with tilting thrusters enabling various works

Most underwater work still depends on human divers 

despite the development of technique in fisheries and ocean 

industries. A robotic platform is considered to be a useful 

instrument to carry out underwater work in an efficient 

manner. In order to achieve various underwater tasks, a 

robotic platform must be able to maintain its position and 

orientation against ocean currents and reaction forces from 

the manipulator's operation. We present a new remotely 

operated robotic platform with tilting thrusters for various 

manipulating operations in coastal waters. In the proposed 

design, four tilting thrusters are equipped on vertexes of 

a rectangular mainframe obliquely for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actuators and the enlargement of space 

efficiency. The four thrusters can be tilted with respect 

to the mainframe to achieve six degree-of-freedom(DOF)

motion. The tilting mechanism causes an increase in the

nonlinearity of thrust force vector map. A dynamic model 

is derived for the underwater vehicle based on hydro- 

dynamic analysis and nonlinear thrust vector mapping. In

order to conquer the nonlinearity, the selective switching 

controller is designed and applied to the robot system. 

The selective switching PD controller chooses each three

DOF linear sub-controller according to the error in 

real-time, and simulations show feasibility of the control 

system. The ability of robust hovering control is verified 

with the experiment in water tank. A standard RR manipulator

is attached to the robotic platform and generates reaction

forces and mo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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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property characterization of elastic metamaterials for advanced wave tailoring

This work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of 

a characterization methodology for determining the 

effective properties of anisotropic elastic metamaterials. 

Among the existing methods, the method using the 

scattering parameters of metamaterials has been known 

to be most efficient in electromagnetics owing to the robust 

performances. In the elastic regime, however, the conven- 

tional method using the scattering parameters cannot 

thoroughly characterize metamaterials due to the complex 

constitutive properties including the diagonal as well as 

the non-diagonal components in the stiffness tensor. 

Therefore, the method should be refined specifically for 

characterizing anisotropic elastic metamaterial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the improved version of 

the characterization method using scattering parameters 

is developed in this work. The proposed method works 

in the two steps: one is to determine the effective constitutive 

properties involved in the scattering parameters for normal 

incidences and the other is to determine the rest of the 

properties involved in the scattering parameters for oblique 

incidences. While the conventional method just yields the 

diagonal stiffness components even working only for the 

metamaterials having the material principal axes coinciding 

with the coordinate axes, the proposed method is shown 

to work for various types of metamaterials yielding the 

whole effective properties. 

By utilizing the developed characterization method, three

types of novel elastic metamaterials are also proposed 

in this work and applied for the designs of elastic magnifying

hyperlens, quasi-ideal mechanical bandpass filters, and

wave mode converters, respectively. In order to design 

elastic magnifying hyperlens, metal-air-stratified meta- 

materials exhibiting an extremely anisotropy is used. Owing

to the extreme property, the proposed hyperlens is shown

to achieve high resolution images beyond the well-known

diffraction limit, the fundamental limit for an imaging device.

And, in order to design quasi-ideal mechanical bandpass

filters, impedance-only-varying metamaterials are 

proposed and utilized for constructing effective impedance-

varying phononic bandgap structures. The developed 

phononic bandgap structures are shown to exhibit 

quasi-ideal bandpass filter performances including a unity

passband with the flat top, broad surrounding stopbands, 

and steep bandedges. Lastly, in order to design wave mode 

converters, the metamaterials exhibiting anomalous 

polarization characteristics are used. The developed mode 

converters are shown to robustly work for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while achieving the high 

conversion efficiencie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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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wavelength resolution in ultrasonic waves by hyperbolic metamaterials

The research in this dissertation aims at realizing 

sub-wavelength resolution by newly designed elastic 

metamaterial lens. Generally, elastic wave based imaging 

technology has been considered as highly useful imaging 

method, but its resolution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imaging method. The most critical resolution issue 

in elastic wave based imaging is diffraction limit which 

forbids resolution over certain limit in general media. Thus, 

the following question had been risen – 'how to overcome 

diffraction limit?'. In recent years, a big progress in 

metamaterial has realized hyperlens which allow resolution

over diffraction limit. However, although proposition of 

hyperlens made a big break-through, researches on 

hyperlens were mainly focused on electromagnetic waves.

Researches on hyperlens for elastic waves have been rare,

and the performance of the previously designed elastic 

hyperlens was still limited. Motivated by this, a new elastic

hyperlens that exhibits much improved performance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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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viously proposed one is proposed in this work. 

The study of new elastic hyperlens performed in this work 

not only deals proposition of the new hyperlens but also 

covers physical, numerical, experimental and analytic 

approaches. After reviewing background physics related 

to diffraction limit and hyperlens, the way to break the 

previous hyperlens' limitation is presented. New elastic 

metamaterial that satisfies pre-considered design require- 

ments is engineered, and new elastic hyperlens is designed 

from the metamaterial. To verify the proposed elastic 

metamaterial and hyperlens, finite element analysis is 

formulated and numerical wave simulation is performed. 

For confirmation of performance improvement, numerical 

simulations with sub-wavelength sources are conducted 

for both the proposed hyperlens and the previous one, 

and the results are directly compared. In the experimental

approach, the proposed hyperlens is realized in aluminum

plate and sub-wavelength resolution of the hyperlens is 

experimentally shown. To achieve desired sub-wavelength

sources, a new elastic wave transducer is developed. 

During experiments, actuation pulse tailoring and measured 

signal calibration is introduced to facilitate the experiment.

Finally, analytic approach for the elastic metamaterial and

hyperlens is performed. Equivalent mass-spring system 

for the designed metamaterial is constructed, and wave 

dispersion equation is analytically formulated. From the 

constructed analytic mass-spring system, design guide-

lines for further improvement of the proposed elastic 

hyperlens are shown.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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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range 승수법을 이용한 영역분할 기반 용량 구조해석 기법 개발
Development of an improved domain decomposition approach using lagrange multipliers 
for large-scale structural analysis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소 영역분할 구조해석 문제에 ALF 기법을 

도입하여, 구조물 시스템의 제약조건에 페널티 계수를 추가하는 

개선된 FETI 기반 영역분할 기법을 개발하였다. 제안된 영역분할 

기법에서는 분할된 부영역 사이 공유면에 상위 격자 절점을 

생성하여 전역-국부 혼합 또는 국부 Lagrange 승수를 도입하고, 

시스템 변위장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해의 수렴성에 영향

을 주는 유연도 행렬을 재정의 하였다. 그 결과 공유면 유연도 

행렬의 조건수는 이상적인 경우에 가깝게 수렴하였다. 계산 효율

성의 검증을 위하여 순차 계산, 병렬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의 FETI-DP 기법과 계산 시간과 메모리 사용량을 비교하였

다. 또한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된 예조건화 기법에 의하여 

각 부영역에서의 국부 강성행렬과 공유면의 강성행렬에 직접해

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효율성을 수치해석을 통해 

증명하였다. 제시된 FETI-local 기법의 동적 영역으로의 확장을

위하여 Newmark과의 결합이 수행되었고, 기존의 FETI 기법 

및 MSC/NASTRAN과의 비교를 통하여 방법의 유효성을 증명하

였다. 개발된 용량 영역분할 구조해석 기법은 CFD 모델과의

결합을 통하여 유체-구조 연계해석(FSI)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

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영역분할 구조해석 기법은 다양한 2차원

및 3차원 용량 구조해석 문제에 사용이 용이하며, 고정밀 유체-

구조 연동 해석에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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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로켓 연소실 내부 복합 현상에 한 유체-구조 연성 해석
Integrated fluid-structure simulation for coupled phenomena of a solid propellant rocket interior

The interior phenomena in solid rocket exhibit highly 

unsteady, multi-scale, and multi-physics features because 

fluid, structure, and combustion generates a non-linear 

feedback cycle by influencing one another inside the 

combustion chamber. In order to integrated fluid-structure- 

combustion simulation to understand the highly unsteady,

multi-physics phenomena inside of solid rocket motor 

interior, fully integrated computational simulations inside

solid propellant rocket are carried out to examine the 

nonlinear feedback interaction between fluid, struc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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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ustion module. The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ALE) description is employed to efficiently tracking the 

burning process along grain surface. An automatic 

re-meshing algorithm is added to the FSbI process to 

accurately analyze unsteady fluid-structure coupling 

phenomena with deforming solid grain during simulation. 

The developed solver is then applied to the full-burning 

simulation of a solid propellant grain, which is a highly- 

coupled unsteady phenomenon between gas flow and 

propellant structure. Based on the integrated computed 

results, detailed ignition mechanism and flame propagation

process along propellant grain surface are investigated.

In particular, flame propagation delay and secondary 

burning phenomena are explained from the physical and

numerical perspectives. Furthermore, virtual contact line

method is introduced to overcome the boots contact 

problem occurring in the gas flow-propellant interaction, 

and the deforming behavior of full-burning solid propellant

is examined.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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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갭과 임피던스 매칭을 이용한 탄성과 투과 제어
Elastic wave transm ission control using band gap and impedance matching 

 A finite-sized periodic structure made of specially 

configured element unit cells is proposed to control elastic 

wave transmission by using the band gap phenomenon 

and the impedance matching concept. The proposed unit 

cell consists of two impedance-mirrored elements, each 

of which has a mirrored impedance distribution of the other 

while each element is determined by the impedance 

matching concept. The mirroring approach can preserve 

the excellent transmission performance of the single 

impedance-matching element because the mirrored 

element is the impedance-reversed system of the original 

matching element. With this reversing, the overall imped- 

ance contrast within the unit cell is also realized which 

is necessary to form stop bands in a periodic structure. 

By using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impedance- 

mirrored structure, the design of frequency filters is 

considered. First, a single frequency pass filter of total 

transmission at a target frequency is realized by the 

proposed periodic matching elements. The periodic match- 

ing element is long enough to keep the pass band between 

the adjacent stop bands by periodic stacking of the unit 

cells. When a frequency band pass filter is to be realized,

the matching element having a non-uniform impedance 

distribution is developed. The distribution is so engineered

as to maximize wave transmission in the pass band and 

also to minimize transmission in its adjacent stop bands.

To obtain an optimal impedance distribution in the matching

element, a sizing optimization problem is formulated in which

the impedance values of the discretized layers of the 

matching element are used directly as continuously- 

varying design variables. The extraordinary performance

of the frequency band pass filter constructed by the 

impedance mirroring approach, such as high transmission

with large bandwidth and sharp roll-off is found to be 

acheved. Furthermore, the proposed approach is applied 

to deal with an engineering problem to design matching 

elements between an ultrasound transducer and human 

skin for super transmission. After the matching elements

are designed theoretically by the proposed approach, they

are realized with specially-engineered meta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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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ust and accurate multi-dimensional lim iting strategy for higher-order methods

The present works deals with a robust and accurate 

multi-dimensional limiting strategy for higher-order CFD 

methods to analyze compressible flows. It consists of two 

parts: extension of multi-dimensional limiting process on

unstructured grids and higher-order multi-dimensional 

limit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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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irst part, the multi-dimensional limiting process(MLP), 

which has been successfully proposed on structured grids 

in finite volume method(FVM), is extended to unstructured 

grids. The basic idea of the MLP limiting strategy is to 

control the distribution of both cell-averaged and cell- 

vertex physical properties to mimic multi-dimensional 

nature of flow physics, which can be formulated to satisfy 

so called the MLP condition. The MLP condition can 

guarantee high-order spatial accuracy and improved 

convergence without yielding spurious oscillations. 

Starting from the MUSCL-type linear reconstruction on 

unstructured grids followed by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MLP condition, MLP slope limiters on unstructured 

grids are obtained.  Thanks to its superior limiting strategy 

and maximum principle satisfying characteristics, the 

proposed MLP on unstructured grids is quite effective in 

controlling numerical oscillations as well as accurate in 

capturing multi-dimensional flow features. Examining 

robust multi-dimensional oscillation control mechanism, 

it is expected that MLP idea can be extended to higher-order 

CFD methods. 

Based on the MLP on FVM, the second part deals with 

extension of the MLP limiting philosophy into higher-order

CFD methods. In order to enforce monotonicity for 

higher-order Pn proximation, two concepts are proposed:

the augmented MLP condition and P1-projected MLP 

condition. Both conditions are successfully suppress 

multi-dimensional oscillations for arbitrary higher-order 

Pn approximation. Combining extrema detector, based on 

behavior of local smooth extrema, accurate and robust 

MLP based troubled-cell markers are developed. For the

troubled-cells, the projection procedure and MLP slope 

limiter adjust sub-cell distributions. This limiting strategy

ar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the modal discontinuous 

Galerkin(DG) method and nodal correction procedure via

reconstruction(CPR). 

Through extensive numerical analyses and computations

on unstructured grids, it is demonstrated that the proposed

limiting methods for higher-order CFD methods yields 

outstanding performance in resolving non-compressive 

as well as compressive flow feature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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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 프레스 공정을 이용한 음극지지체 GDC/YSZ 전해질 이중층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연구
Study of anode supported gdc/ysz bi-layered electrolyte solid oxide fuel cell via cold press process

The fact that hydrogen will be the last energy source 

became no more attractive to us. The main issue is which 

kind of energy conversion device will be going to survive 

in the future. Since many researchers highlighted the fuel 

cell as the next generation power source, a lot of researched 

have been conducted to commercialize it. 

SOFCs have many advantages in comparison with typical 

PEMFCs which have shown water management problem, 

usage of novel catalyst, patent issue for polymer electrolyte, 

expansive graphite bipolar plate and CO poisoning. So 

many researchers in energy field have been thought SOFC 

would be the promising device. 

But the main bottle neck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SOFC 

has been its high operation temperature. It can cause 

thermal mismatch between MEA, nickel agglomeration, 

reactions between component materials, restricted sealant 

choice and expensive interconnecter material. So we 

focused our interest to IT-SOFC. Its temperature position

can avoid many problems of HTSOFC and LT-SOFC 

maintaining the competitiveness of original SOFC's 

characteristics. Moreover, process cost issue about compac-

tion, sintering and more complicated high temperature 

process is one of the bottle-neck for commercialization. 

In this study, we studied the lower the operating temper-

atu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hile reducing 

the thickness of the electrolyte and dropping the number

of steps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 

First, we prepared the bi-layer electrolyte solid oxide 

fuel cell which was deposited yttria-stabilized zirconia 

(YSZ) and gadolinia dopted ceria(GDC) which is high ionic

conductivity material at low and intermediate temperature.

This structure is verified that high performance, sufficient

durability and operation in a low temperature. 

It is confirmed the successful deposition of YSZ through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박사학위 논문

- 205 -

th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 We obtained a 50% 

improvement power density and 5% higher open circuit 

voltage(OCV) than the output of pure GDC electrolyte cell 

at 600 degrees Celsius. We confirmed that the YSZ layer 

prevent enhancing electronic conductivity and micro crack 

which can make voltage-drop and enlarge ohmic loss in 

order to reduce GDC layer by SEM image and EIS. 

Second, because we verified effect of YSZ/GDC bi-layer 

electrolyte structure to the performance, it is studied about 

bi-layer electrolyte anode supported type solid oxide fuel 

cell structure which could have higher power density. 

Various wet ceramic processes and thin film deposition 

processes are employed to electrolyte deposition method 

to calcined anode substrate. Finally, we established cold 

press process that can sinter from substrate to electrolyte 

at one step process. 

In order to enhance the controllability and uniformity of 

thickness of the layer, spray dry coating method that can 

control about micron range using powder vehicle is 

employed. The compressed dry powder substrate-bi-layer 

electrolyte was co-sintered, and we fabricated LSCF-GDC 

cathode using screen printing method. It is possible as 

compared with the wet method, to reduce the sintering 

step one or more times, forming method such a great 

advantage in time and cost. 

We obtained power density of 210mW/cm2 at 600 degrees 

Celsius, and 409mW/cm2 at 800 degrees Celsius from 

prepared bi-layer electrolyte cell. It is 0.1V higher open

circuit voltage and 15% higher maximum power density 

rather than one of non bi-layer electrolyte cell. 

Third, we have improved the fabrication process to 

increase the performance of bi-layer electrolyte cell via

cold press process. In order to make porous anode sub-

strate, the PMMA powder was mixed with anode substrate

powder which is used previous bi-layer electrolyte cell 

fabrication. And it is achieved the power density is 

460mW/cm2 at 700 degrees Celsius. Further, by adding 

one functional layer between the anode substrate and 

electrolyte layer, to complement the reduction in mechan-

ical strength that can occur in the case of porous anode 

support, to improve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by 

cold press process.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obtain

a power density and mechanical strength is enhanced, 

and is more stably maintained even during operation. 

Finally, we modeled and calculated the compaction 

behavior during cold press process using COMSOL 

multiphysics. The Surface von Mise stress was predicted

using the Drucker-Prager Cap model. Through this model,

we were able to determine at the time of production to 

minimize the damage, and the condition of the powder. 

In addition, through the modeling, the basic direction for 

the production of large-scale cells could be present.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최 재 웅 2014년 2월 박사 서울 학교 이 경 수

국문 : 
영문 :

충돌  회 피를  위한  긴급  주행  보조  알고리즘
Emergency d riv ing support a lgo rithm  fo r co llis ion avo idance

In recent years, automakers have been trying to help 
drivers to avoid or mitigate collision with active safety 
system. Practical applications have become possible due 
to recent advances in exterior sensors and electronically 
controllable actuators. These advances have opened up 
many possibilities for active safety systems like lane 
keeping assistance system(LKA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AEBS) and blind spot detection(BSD). The 
further enhancement of these technologies will lead to an 
automated driving system that requires a collision 
avoidance function using by automatic braking and even 
automatic throttle and steering.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automated collision avoid- 

ance using automated steering control and control of 
motor-driven power steering(MDPS) torque overlay and 
differential braking for emergency driving support(EDS). 
A robust Model Predictive Control(MPC) method is used 
in order to guarantee safety constraints despite of dis- 
turbances and model uncertainty. A minimum Robust 
Positively Invariant(RPI) set of vehicle state error is 
calculated and the robust MPC calculates the appropriate
collision avoidance steering.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has been investigated via computer 
simulations. The simulation studies show that the controlled
vehicle can achieve safe collision avoidance maneuver 
using small lateral acceleration in a long distance prec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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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avoidance scenario, and it can achieve safe 
collision avoidance maneuver using high lateral acc- 
eleration in a sudden appeared vehicle avoidance scenario. 
Electrically controllable actuators, MDPS and differential 

brake system are used as actuators instead of automated 
steering and a radar and camera are used as a sensor 
system for the EDS algorithm. Using environment and 
vehicl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sensor system, a 
risk of collision and driver's intention are determined. A 
trapezoidal acceleration profile(TAP) is generated incor- 
porating the driver's intention and based on the TAP, the 
MDPS overlay torque is determined in order to assist the 
driver's speed of response. The differential braking is 

determined to maximize the minimum vehicle-to-vehicle 
distance to avoid collision. From the non-linear optimal 
control problem, the rule-based control algorithm is 
designed for real-time application.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has been investigated via computer
simulations and real-time human-in-the-loop simulations.
The simulation studies show that the controlled vehicle 
can secure additional vehicle-to-vehicle distance in 
severe lane change maneuvering for collision avoidance. 
The success rate of collision avoidance has been investi-
gated for 8 test drivers using the human-in-the-loop 
simulations. It has been shown that the most of the test 
drivers can benefit from the proposed support system.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Chul Woo 2014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박 찬 국

국문 : 

영문 :
주 파수  영역  접근방 식에  의한  관성항 법시스 템의  성능향 상
Performance improvement of inertial navigation system based on frequency domain approaches

In this dissertation, we discuss a performance improve- 
ment method in which frequency domain approaches are 
applied to an inertial navigation system. The conventional 
inertial navigation system(INS) algorithm computes all 
navigation solutions in the time domain. The conventional 
INS has limitations in it is impossible to resolve some 
problems by computation in the time domain, such as the 
observability problem of transfer alignment and the 
coning/sculling error mitigation algorithm. Thus, frequency 
domain approaches are applied to resolve the problems. 
For the first topic, the frequency domain approach is 

applied to the transfer alignment method. Typical transfer 
alignment algorithms estimate the initial attitude and velocity 
of a projectile using the INS result of the launcher as a 
measurement. Typical methods have low accuracy for a 
steady state launcher due to the lack of observability. Thus, 
a new transfer alignment algorithm using the frequency 
domain approach is proposed in order to solve observability 
problem. Amplitude measurements obtained by using a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are applied to transfer 
alignment algorithm as new measurements and these serve 
to augment the conventional transfer alignment filter. In 
simulational results, yaw estimation performance improved 

with a vibration signal. The proposed algorithm is superior 
to conventional algorithms in rapid transfer alignment of 
a steady state vehicle. 
For the next topic, a coning/sculling error compensation

algorithm is developed. Typical coning and sculling 
compensation algorithms mitigate the coning and sculling
error by using the cross product between inertial sensor 
measurements. These methods have limitations when 
applied to vehicles with large coning and sculling errors,
because they have theoretical performance limits. Thus, 
a new direct coning/sculling compensation algorithm is 
proposed. The continuous coning and sculling error can
be expressed by using vibrating parameters such as 
frequency, amplitude, and phase differences. Our new 
method uses adaptive notch filtering that estimates the 
parameters in sinusoidal signals on gyro outputs. If there
are continuous sinusoidal signals on gyros, an adaptive 
notch filter can be used to estimate the parameters of the 
sinusoidal signals, and a direct coning/sculling com- 
pensation algorithm computes the attitude correction term
produced by the coning/sculling signal. Our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works appro- 
priately.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세 원 2014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주 종 남

국문 : 
영문 :

거 친  표 면 에  인 터 로 크 를  위 한  금 속  미 세  핀  배 열 의  가 공
Fabrica tion o f m e ta l m icro-p in array fo r m echan ica l in te rlock ing on rough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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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search, fabrication of metal micro-pin array for 

mechanical interlocking on rough surface was carried out. 

Nanosecond pulsed laser beam machining which has 

advantages for large area machining was applied and the 

machining methods that appropriate to the machining 

property of metals were proposed. In the case of stainless 

steel that has high viscosity and surface tension of its liquid 

state and that generates much dross and recast layer in 

laser beam machining process, dross and recast layer were 

piled for fabricating high aspect ratio micro-pin array. In 

the case of tungsten that is disadvantageous to precise 

machining using laser beam machining due to high melting 

point and high thermal conductivity, laser beam machining 

and electrochemical etching were used for fabricating 

micro-pin array. And the machining characteristics for each 

process were investigated according to machining para-

meters. 

Fabricated micro-pin array was applied for interlocking

on rough surface. The interlocking force was measured 

according to micro-pin shape and rough surface conditions.

The principle of micro-pin array interlocking on rough 

surface was investigated. Calculated force using inter- 

locking model was compared with measured force. And 

interlocking force was estimated using surface profile and 

developed interlocking model. To increase applicability 

of micro-pin array interlocking, tilted micro-pin array and

flexible base micro-pin array were developed. Tilted 

micro-pin array could generate more and directional 

interlocking force. Flexible base micro-pin array could 

interlock on curved rough surface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신 재 하 2014년 2월 박사 서울 학교 이 정 훈

국문 : 
영문 :

자 성 나 노 입 자 와  자 기 장 이  세 포 에  미 치 는  상 승 효 과 에  한  연 구
Study on the synerg istic e ffect o f magnetic nanopartic le and magnetic fie ld on ce ll behavior

Biomedical use of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have been 

studied extensively for decades. The electric field has been 

used in physical therapy, rehabilitation and cancer treat- 

ment, then commercial devices for electrical stimulation 

are being sold in the market. Static magnetic field(SMF) 

also has been investigated for treating medical problems 

such as chronic pain, wound healing, and arthritis, and 

is being used in MRI diagnosis. 

Magnetic nanoparticles(MNPs) are widely used in bio- 

medical applications such as imaging and targeting tool 

with advantage of their magnetic nature which allows for 

more efficient bioapplications by applying external 

magnetic fields. Electromagnetic fields assisted MNPs have 

been studied for many therapeutic applications with varied 

frequency and amplitude and SMF has been employed for 

separation and targeting of cells. However the biological 

effects of magnetic fields combined with MNPs have not 

yet been much investigated. Therefore careful examination 

of the biological effect of magnetic particle and fields is 

required for safe use of them. 

In this study, the synergistic effect of the communications 

between internalized bacterial magnetic nanoparticles 

(BMPs) and an external SMF on a standard human cell 

line was demonstrated. The BMPs are naturally synthesized 

magnetic nanoparticles by magnetotactic bacteria with 

enclosing inherent biocompatible lipid membrane, which 

are well taken up by cells. In addition, their ferrimagnetic 

property is suitable to study effect of MNPs on cells. 

Diamagnetic anisotropy of lipid molecules comprising cell

membrane was the primary factor leading to the alteration

of cell structure under moderate strength of SMF. 

Additionally, ferrimagnetic characteristic of the BMPs gave

rise to enhancement of magnetic flux density around them 

internalized in cell. This combination of the BMPs and SMF

resulted in the improved cell growth and reduced apoptotic

efficiency of human tumor cells induced by anticancer 

drugs. 

The alteration of cell membrane initiated modulation of 

embedded transmembrane proteins in structure and 

function which influence gene regulation and finally cell 

growth, apoptosis and differentiation. Microarray analysis

suggested that these phenomena are caused by the 

alterations of GPCRs-mediated signal transduction 

originated in the interaction of internalized BMPs and the 

external SMF. 

Specific targeting of cells to sites of tissue damage and

delivery of high numbers of transplanted cells to lesion 

tissue in vivo are critical parameters for the suc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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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based therapies. The synergistic effects of the BMPs 

and SMF, enhancement of cell growth and differentiation 

could be employed for expeditious cell therapy with 

manipulation of the cells by virtue of magnetic controllability 

of the internalized BMPs. Rapid replacement of the damaged 

tissue would be achieved with the advantage of synergistic 

effects. 

This work suggests a promising in vitro model system 

for studying the homing of transplanted cells, which may 

eventually be applicable for targeted regeneration of 

damaged neurons in spinal cord injury. In this model system, 

neurospheres derived from human neuroblastoma SH- 

SY5Y cells labeled with bacterial magnetic nanoparticles 

are guided by magnetic field and successfully accumulated

near the focus site of the magnetic field. These results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using an in vitro model

for testing bacterial magnetic nanoparticles to develop 

successful stem cell targeting strategies during fluid flow, 

which may ultimately be translated to in vivo targeted 

delivery of cells through the circulation in various tissue-

repair models. 

This study may offer new approach towards targeted cell 

therapy with the advantage of controlling cell viability by

synergistic effect of internalized BMPs and external 

exposure to SMF.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Young Min Yoo 2014년 2월 박사 서울 학교 박 찬 국

국문 : 

영문 :
데 이 터 베 이 스  기 반  항 법 시 스 템 을  위 한  PM F의  설 계  및  성 능  향 상
Design and perfo rm ance enhancement o f a po in t m ass filte r fo r a data-based 
re fe renced nav iga tion system

An integrated Strapdown Inertial Navigation 

System(SDINS) with Data-Based Referenced Navigation 

(DBRN) system can provide an accurate autonomous, 

jamming proof, and covert navigation capability in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GNSS) degraded and denied 

environ- ments, because it is independent of any GNSS 

or radio navigation. The previous research has shown that 

a terrain DBRN system based on Extended Kalman 

Filter(EKF) has some limitation when operated in a relatively 

flat or repetitive area owing to the problems inherent in 

EKF. To solve these problems, an experimental study for 

a DBRN system adopting a Point Mass Filter(PMF) has been 

reported, in which the filter is applied in the terrain DBRN 

and bathymetric DBRN systems for an air vehicle and an 

underwater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navigation, 

respectively. 

The main goal of this dissertation i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conventional PMFs in order to apply for 

the multi-geospatial DBRN system. For the purpose, firstly, 

the divergence problem, which is sometimes occurred in 

grid adaptation method of Bergman's PMF, should be 

reduced. Also, the PMF should be improved with revising 

the grid design scheme of the conventional PMF that is 

developed by Šimandl et al. in order to make the filter 

suitable for the DBRN systems. Secondly, a better navigation 

solution than a single geospatial DBRN system should be

obtained by developing a PMF scheme that is adequate 

for fusing multi-geospatial data. 

This dissertation proposed new algorithms to solve the 

above issues of the conventional PMF, when applied to 

DBRN systems. These algorithms are developed as follows.

Firstly, the new PMF scheme reduces weakness of the 

conventional Bergman's PMF by applying the grid 

redefinition algorithm that feeds the position output of PMF 

back to SDINS. In addition, re-initialization method reduces

the calculation cost required for computing the a priori 

probability density function(pdf) by revising prediction step

of conventional PMFs. This method is proper to the linear

system model. Furthermore, the proposed PMF scheme 

gives a specific criterion to set the number of grid points

and the grid distance for a linear system model such as 

a model of SDINS. It is verified that the proposed PMF 

algorithm is suitable for a DBRN system having linear system

models and highly nonlinear measurement models from 

the Monte Carlo simulation. Therefore, the proposed 

algorithm could reduce the divergence problem when a 

vehicle has large initial position error, and flies over flat

or repetitive terrain for a long time. 

Secondly, this dissertation proposes a scheme of 

multi-geospatial DBRN system by using a new peak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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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 and the proposed PMF. From the Monte Carlo 

simulations, it is verified that more robust and stable 

navigation solution is obtained than single geospatial DBRN 

systems by using a switching method which selects a 

likelihood function that has maximum value of peakedness 

measure in measurement update stage. 

In conclusion, while the proposed PMF takes more time 

than EKF,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 navigation 

solution of DBRN system using the proposed PMF is superior

to that of EKF in an area having relatively unchanged or

repetitive geospatial data. If we use the proposed switching

method, the multi-geospatial DBRN system gives more 

robust and stable solution than a single geospatial DBRN 

system.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민 승 용 2014년 2월 박사 서울 학교 김 용 협

국문 : 

영문 :

쿼 드 로 터  사 이 클 로 콥 터 의  비 행 을  위 한  시 스 템  개 선  및  실 험 적  연 구
experim en ta l study fo r the fligh t o f quadro to r cyc locop te r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비행체가 사용되고 있다. 시장의 

규모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비행체들이 

무인기로서 개발되고 있다. 사이클로콥터는 기존의 회전익기와 

다른 형태의 수직이착륙 비행체로서, 사이클로이달 블레이드 

시스템을 이용한다. 다수의 날개가 주기적으로 피치 운동을 하며 

로터의 축에 평행하게 회전하여 고기동성 및 저소음 특성이 

예상되고, 신개념 비행체로서 미래의 개인용항공기 시 의 후보 

기술 중의 하나이다. 서울 학교 항공우주구조연구실에서는 지

난 2000년도부터 사이클로콥터에 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비행체를 개발하여 성능 실험 등을 진행해 왔다. 

본 논문의 연구 목표는 공중에서 안정적인 자세 유지가 가능하며 

저속으로 비행이 가능한 쿼드로터 사이클로콥터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 로, 쿼드로터 사이클

로콥터의 각 시스템을 개선했다. 먼저, CFD 해석을 통해 로터 

성능 해석을 수행하고 설계변수를 결정하고, 전진 비행 등 실제 

비행 후에 고려해야 하는 주제에 해 선행 연구를 진행했다. 

사이클로이달 블레이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로터제어장치

를 개발하고, 허브 스포크 형상 또한 개선했다. 개선된 로터에 

해서는 유한요소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 안전성 및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한 개의 전기 모터로 네 개의 로터를 구동할 수 

있도록 동력 전달 장치를 설계하였으며, 이를 위해 동체를 재설계

했다. 쿼드로터 사이클로콥터에 해 동역학 모델링을 하고, 

기체의 자세제어 방식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비행시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PID제어기를 설계하여 자세제어장치를

구성했다. 

제작 완료된 사이클로콥터는 비행에 앞서 지상실험 및 안전줄 

실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했다. 로드셀과 각종 측정장치로 이루어

진 지상실험 장치를 구성하여, 그 위에 사이클로콥터를 고정하고 

로터의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추력 및 소모 전력 등을 측정했다. 

단일 로터 실험에서는 해석으로 예측했던 로터의 성능 실험 

결과를 확인했고, 지상 실험 단계에서 지면 효과의 영향은 매우 

작음을 확인했다. 2-로터 실험에서는 로터 성능에 한 로터제어

장치 위상각의 영향을 살펴보고, 로터의 추력 및 성능이 최 가 

되도록 위상각을 조정하였다. 네 개의 로터를 모두 작동하여, 

제자리비행 및 최 추력 발생 시의 쿼드로터 사이클로콥터의 

운용 조건을 결정하였다. 이후 안전줄 실험 단계에서, 경험적 

방법을 통하여 사이클로콥터 자세제어장치의 PID 제어 변수들을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제자리 비행 및 저속 수평 비행을 성공적으

로 완료하고 연구 목표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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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영 호 2014년 2월 박사 연세 학교 차 성 운

영문 : A Study for Capacitance Behavior on Cellular Morphology of Microporous Polymer

A cellular polymer having the microporous structure was 

formed and observed change of its dielectric constant and 

capacitance by performing MCPs. Regarding the structure 

of a cellular polymer as a composite material of polymer 

material and air, existing Lichtenecker's mixing rule was 

applied and presuming that additional polarization would 

occur on the surface of micropores, a modified model was 

suggested. Through suggested model, it was confirmed 

that the dielectric constant and capacitance can increase 

and through the actual experimental result, the result which 

the dielectric constant increases even cells are formed 

could be obtained. In existing Lichtenecker's mixing rule, 

the dielectric constant was simply calculated using volume 

fraction of polymer material and cells as variables, but 

in this study, the additional polarization phenomenon which

can be applied on the surface of micropores regarding 

this was expressed and the formula was presented in the

form of adding to the existing form. Comparing the experi-

mental result and calculated result by the model, it did 

not fit well to every result. This can be assumed that it 

is because the analysis of cell morphology was not 

sufficient. If cell morphology can be expressed more 

exquisitely later, accuracy of the suggested model would 

increase. In the actual experimental result, the result 

showing the higher dielectric constant than the non-foamed

original material could be obtained when the microcellular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강 구 민 2014년 2월 박사 연세 학교 김 경 식

영문 : High- and Low-Q Whispering Gallery Resonators for High-Sensitivity Sensor and Broadband 
Light Trapping Enhancement Structure

Whispering gallery mode(WGM) resonator is a kind of 

micro or nano cavities that enable strong confinement of 

the electromagnetic(EM) field in the cavities. WGM reson- 

ances are excited when EM wave is coupled and guided 

by total internal reflection(TIR) at the boundary of circularly 

symmetric high index dielectric structures. High quality(Q) 

factor WGM resonator has great potential for sensors by 

their extremely narrow linewidth, high sensitivity and 

compactness. While low Q WGM resonator is promising 

for solar cell applications by their broad resonance 

linewidth, strong coupling efficiency and ability to strongly 

confine the EM field in the structure.In this thesis, we 

experimentally demonstrate on-chip WGM resonator sensor 

for detection of temperature change with high sensitivity. 

We fabricated photonic integrated circuit(PIC) composed 

of high Q microdisk resonator and waveguide via electron 

beam lithography(EBL) and reactive-ion etching(RIE) 

techniques. EBL and RIE condition is optimized for fabric- 

ation of structure with low roughness. Optimized EBL 

condition for our structure is beam current value of 1nA 

and dose value from 220 to 240uC/cm 2. After excitation 

of WGM mode, the shift of WGM resonance wavelength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 is monitored in order 

to calculate the sensitivity of device. The resonator has 

high Q factor of 3.02 x 10 4 and temperature sensor based 

on the resonator has sensitivity of 2 pm /℃.And we also

propose the novel light trapping enhancement structure 

that support low Q factor WGM resonance, particularly 

suitable for thin film solar cells. We experimentally observe

broadband light trapping enhancement by attaching 

periodic dielectric surface textured structures of hemisphere

(HS), nanocone(NC), nanosphere(NS), or embedded 

nanosphere(ENS), on a-Si ultrathin film(100 nm). ENS 

structure improves weighted absorption from 23.8 % to 

39.9 % compared to a bare a-Si film, by wave guiding 

the light inside PMMA embedding layer which offers 

mechanical robustness, in addition to the whispering gallery

mode coupling. The fabrication processes are simple, 

low-cost and time-efficient using well-established self-

assembly and soft lithography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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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aming process was applied. As the result of experiments 

on PET and PP which were used a lot as a dielectric material 

of the existing solid capacitor and ABS material which is 

easy to obtain various cell morphology, the increased 

dielectric constant from 3.47 to 3.63 for PET, from 2.84 

to 3.21 for PP and from 3.36 to 4.03 for ABS could be 

obtained. To increase model accuracy, supplement of the

model which can predict the dielectric constant and 

capacitance more precisely and optimization of the 

experimental process which can increase the dielectric 

constant more are required additionally.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태 섭 2014년 2월 박사 연세 학교 박 노 철

영문 : Design and Analysis of Plasmonic Nanolithography using Solid Immersion Lens-based Plasmonic 
Optical head with Sharp-ridged Aperture

Nanolithography based on surface plasmons has the 

potential to provide a low-cost alternative to other 

nanofabrication techniques. Subwavelength apertures of 

different shapes have been shown via numerical and 

experimental demonstration to have the potential to achieve 

extraordinary transmission and better optical resolution 

than far-field optical systems. These nanoscale ridge 

apertures have the potential for use in nanolithography 

application. Plasmonic lithography offers new possibilities 

for optical lithography. It uses a high-intensity nanoscale 

spot induced by a localized surface plasmon underneath 

metal nanoaperture. To extend the scope of practical 

applications for plasmonic lithography, a patterning 

process needs to be rigorously analyzed in terms of its 

ultimate resolution, pattern depth, and throughput to ensure 

it satisfies the demands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resolution of plasmonic lithography is generally given 

by the spot size(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 of light 

to be used for recording. Thus, the spot size is an important 

parameter for determining the resolution of near-field 

lithography.In this study, I introduce a theoretical model 

to analyze the resolution of plasmonic lithography with solid

immersion lens-based plasmonic optical head. I fabricate

a sharp-ridged nanoaperture on a solid immersion lens 

which can use a precise active nanogap control algorithm.

By comparing the theoretical model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from the high resolution line pattern, I estimate the

ultimate resolution of plasmonic lithography using a 

sharp-ridged aperture. The theoretical analysis showed 

that resolutions of plasmonic lithography can reach 12, 

25, and 40 nm for the sharp-ridged nano- aperture with

nanogap of 5, 10, and 20 nm. The nanogap control uses

a gap error signal produced by evanescent coupling 

through the air-gap. A plasmonic optical head can fly 5 

nm above a photoresist-coated Si-wafer that moves in 

the linear direction at speed of 1 mm/s and perform the 

line patterning with nanometer-size width. I have 

experimentally demonstrated patterning with a line 

width(full width at half magnitude: FWHM) of ~19 nm.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정 수 2014년 2월 박사 연세 학교 송 순 호

영문 : Numerical study on EGR split strategies for dual loop EGR system with model-based control 
under light-duty diesel engine

Exhaust gas recirculation(EGR) is an emission control 

technology allowing significant NOX emission reductions 

from light- and heavy-duty diesel engines. The key effects 

of EGR are lowering the flame temperature and the oxygen 

concentration of the working fluid in the combustion 

chamber. A high pressure loop(HP) EGR has fast response, 

especially at lower speed but is only applicable when the 

turbine upstream pressure is sufficiently higher than the 

boost pressure. On the contrary, for the low pressure 

loop(LP) EGR a positive differential pressure between the

turbine outlet and compressor inlet is generally available.

However, LP EGR has slow response, especially at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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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재 혁 2014년 2월 박사 연세 학교 송 순 호

영문 :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of a Real-Time, In-Situ Particle Sizing Technique: Real-Time Light 
Transmission Spectroscopy(RTLTS)

There are many measurement techniques to detect 

particles. It is important that apply proper detecting method 

because each techniques has their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the case of automotive engineering, the 

size distribution of the particle varies with the engine driving 

condition change. So, detecting size distribution of particle 

is very important.We developed an improved particle 

measurement spectroscopic technique, real-time laser 

transmission spectroscopy(RTLTS), to detect the size 

distribution of particles in real time. The RTLTS has 

advantages of real-time, size distribution measurable, 

in-situ, high sensitivity, inexpensive, and measurable in 

harsh condition. The measurement system used a deuterium

–tungsten lamp for the light source and a spectrometer 

as the detector. The operating wavelength range was 300–
810 nm. To obtain a physically reasonable number 

concentration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a sequential 

regularization method was used during the calculations.To 

verify the feasibility and reliability of RTLTS, the size 

distribution of polystyrene particle suspensions was 

determined over diameters ranging from 0.005 to 2.000 

μm in 0.005-μm increments. The measured concentration 

error was 0.67–32.67%. A mean diameter of the smallest 

particle we had detected was 0.09 μm, with a 16% 

oversizing. The measurable concentration range was ∼108 

#/cc to ∼1011 #/cc for 0.895-μm diameter particles. The

measurable concentration range could be adjusted simply 

by changing the system configuration. This technique is 

available for both waterborne and airborne particles.For 

the application of fractal aggregate particle and transient

condition, the particles from soot generator and diesel 

engine are measured using the RTLTS. The particle size

measured by the RTLTS is named 'extinction equivalent 

diameter', to compare with 'electrical mobility diameter' by

and middle speed.Being increased interest in clean 

combustion and reinforced emission regulations, In this 

study, as one of the future EGR types, the dual loop EGR 

system which has combining features of HP EGR and LP 

EGR have been issued as key technology for improvement 

in combustion behavior in diesel engine. It offers great 

advantages in heavy EGR supply and NOX reduction at 

wide ranges of operating conditions. Especially, HP and 

LP distributed portion, called EGR split, at dual loop EGR 

rate have an important role in engine performance and 

emission characteristics. Therefore, determination of 

proper EGR split is very dominant to engine optimization 

and calibration processes affecting EGR responses and 

deNOX effici- encies. In that point of view, calibration of 

EGR split ratio requires time and cost problems with 

experimental approaches.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dual loop EGR split strategy by using numerical 

analysis, 1D cycle simulation. The starting point of analysis 

is to construct the 1D engine model with dual loop EGR 

system based on engine test data for HP EGR 

equipped-engine from OEM. From the virtual engine model 

with dual loop EGR, fundamental effects of dual loop EGR

are investigated and optimized through full factorial design

of experi- ment.Coupling with 1D cycle simulation and 

control logic, model-based control is performed and EGR

split index(ESI) is developed to investigate split effects 

on perfor- mance and emission. The key idea of control

logic is a compensation factor for LP EGR rate compens-

ation. In addition, ESI which is a newly developed index, 

is a non-dimensional factor expressing HP and LP portion

at total EGR rate. By using control model and ESI, maximum

EGR rates are determined at each operating condition 

maintaining lean burn combustion and minimizing NOX 

emission.With the model-based control, multi- objective 

Pareto(MOP) method is applied to minimize NOX formation

and fuel consumption conducting optimized engine 

operating parameters. MOP is performed using response

surface model(RSM) extracted from Latin hypercube 

sampling(LHS) as a fractional factorial DOE To confirm 

control applicability, step transient analysis is performed

with optimized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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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 and CPC. The change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 

with diesel engine driving condition is successfully 

measured in 50 ms time resolution. The extinction equivalent 

diameter shows 17-68 % smaller size than electrical mobility 

diameter. The extinction equivalent diameter shows the 

size of primary particles, but it is not perfectly mated due 

to multi scattering error of fractal aggregate shape.The 

RTLTS can measure the size spectrum of spherical particles

successfully with ~5 % size error. In the case of detecting

fractal aggregate shape particles, the RTLTS is not 

applicable directly due to multi scattering of fractal 

aggregate shape. The accuracy will be enhanced if the 

extinction database consisted of the fractal aggregate 

basi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성 우 2014년 2월 박사 연세 학교 정 효 일

영문 : Hydrodynamic Isolation of Cancer Cells using Centrifugal Force and Microfluidic Device

When tumor cells are shed into the blood stream, they 

become circulating tumor cells(CTCs). CTCs are the 

vehicles by which carcinoma is spread throughout the body 

during tumor metastasis. It is difficult to isolate and study 

CTCs because they are extremely rare in blood. Hence, 

little is known about how CTCs differentiate, mutate, and 

colonize new tumor tissues. Since the metastatic spread 

of tumors is the cause of 90% of cancer death. In order 

to develop new life-saving cancer treatments, clinicians

and researchers need to study more deeply about CTCs

and the deadly metastatic processe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조 영 수 2014년 2월 박사 연세 학교 전 광 미

영문 : An experimental study on H2 effects on diesel combustion and emissions under LPL EGR

Diesel engines have better fuel efficiency than that of 

gasoline engines.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problems 

to be resolved. The emission level of nitric oxide(NOx) 

and particulate matter(PM) from diesel engines, which are 

higher than those of gasoline engines, should be reduced 

because of stricter regulations and concerns over global 

warming and human health problems.Various advanced 

combustion technologies using H2 have been developed 

to reduce PM and NOx simultaneously. But, the efforts for 

development of H2 assisted combustion have focused on 

gasoline engines. So,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H2 on diesel engine combustion and emissions, 

such as NOx and PM. H2 effects on emissions were analyzed 

using the results of combustion. H2 supply line and low 

pressure loop(LPL) EGR line were added to a four-cylinder 

2.2-L direct-injection diesel engine satisfying Euro 5 

legislation. Combustion pressure was measured under fixed 

BMEP condition and H2 energy fraction and EGR ratio were 

varied. A one zone heat release rate analysis was used 

to understand better the combustion process.H2 supply 

affected both initial combustion and main combustion. H2

supply reduced heat release rate of the pilot injection fuels

and this resulted in the decrease in first peak pressure. 

This weakened initial combustion increased maximum heat

release rate because the remaining fuel energy form the

pilot injection fuel was released in the very early stages

of the main fuel injection combustion due to H2 suppression 

of the pilot fuel-injection reaction.At high EGR ratios 

conditions, H2 supply reduced NOx emission up to 36% 

for EGR 42% and H2 energy 7.4% condition because the

temperature of the cylinder decreased due to the retardation

of main combustion and O2 concentration decreased by 

0.9%.H2 supply decreased PM emission generally with 

increasing H2 energy fraction. The PM emission decreased

because the heat of reaction of H2 in the unburned zone

increased, which caused the enhancement of the oxidation

of generated soot.As engine load condition increased, the

temperature of the cylinder increased. This caused the 

increase in H2 reaction in the unburned zone and the 

temperature of the unburned zone increased. S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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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ation of generated soot increased due to the increase 

in the temperature of the unburned zone, which caused 

the decrease in PM emission.The reduction in PM due to 

the addition of H2 was larger at larger A/F ratios. But, 

at very small A/F ratios(A/F < 21.9), the addition of H2 

resulted in the increase in the PM emission. This was caused 

by a decrease in the O2 concentration in the cylinder 

because O2 was consumed during the combustion of H2.H2

supply increased the unburned zone temperature because 

H2 in the unburned zone reacted before the flame reached.

This was confirmed by CHEMKIN result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한 정 진 2014년 2월 박사 연세 학교 강 신 일

영문 : Development of noble nanolithography process using super resolution multi optical probes

Entering in the era of nanotechnology, development of 

ultra-high precision devices will undoubtedly be the focus 

point of in-depth investigations in order to develop 

nanomachines/nanostructures. For those applications, 

lithographic technology beyond diffraction limit(sub- 

diffraction limit lithography) is highly required. While several 

alternative technologies including focused ion beam(FIB) 

patterning, scanning probe lithography, E-beam 

Lithography, plasmonic lithography are currently studied, 

issues such as gap control, high-cost and long process 

time induced by low-scanning speed and low transmittance 

efficiency are still remaining.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method to achieve high speed and large areal 

nano-patterning by inducing ultra-high resolution near 

field phenomenon on the substrate deposited with phase 

change materials using multi parallel far-field optical 

probes. Here, we designed and constructed an optical 

system for lithography using a micro-objective-lens array 

and super resolution structure of Sb65Se35. A diode laser 

with wavelength of 405 nm was employed as the light source. 

Linear stage was driven with a travel range of 104 mm. 

CCD image sensor was used as the detector. To generate 

the optical probes, a micro-objective-lens array was 

designed to the following specification: 3 X 1, 2 X 2 array, 

diameter of 550 um, and numerical aperture(NA) of 0.44 

and fabricated using a thermal reflow and ultraviolet 

nanoimprinting process. The average value of measured 

spot size(full width at half maximum) was 1.2 um. To reduce 

the focused beam size, we used super resolution structure.

This structure responds nonlinearly to an irradiated focused

laser beam which generates the optical aperture. The 

aperture induces near-field revelation. We develop a 

Sb65Se35 material for phase change phenomenon. As 

Sb65Se35 has the properties of the low melting temperature

and rapid phase transition in the amorphous state from 

crystal state, this material is suitable for formation of optical

aperture than convention phase change materials such 

as Sb and GST. Multilayers of super resolution structure 

with a 10 nm ZnS-SiO2(Top) / 15 nm Sb65Se35 / 170 nm 

ZnS-SiO2(bottom) were deposited on 50 ~ 100 um 

polycarbonate and COP film by E-beam evaporation 

process and positive photoresist(I7000) was coated on 

the glass substrate. Subsequently, multilayer and glass 

substrate were attached by vacuum contact process and

exposed to the laser beam using the micro-objective-lens

array. After laser beam exposure, the sample was separated 

and developed. Nanopattern with line of 130 nm(FWHM) 

was fabricated. Laser power was 10 mW and pulse 

conditions were frequency of 0.2 MHz and width of 40 

ns, and substrate was moved at linear velocity of 13 mm/s.

The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is suitable for fabricating nano patterns with large area 

at low cost. Development of a lithography process for 

fabricating a pattern width under 100 nm is the subject 

of ongo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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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범 수 2013년 8월 박사 충남 학교 민 택 기

국문 : 

영문 :

온도추정치를 반영한 막냉각 터빈 블레이드의 온도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emperature Analysis of the Turbine Film Cooling Blade Applied the Estimated Temperature

Turbine inlet temperature of gas turbine is crucial factor 

to determine system efficiency. Since material constraint 

of turbine blade limits maximum inlet temperature, cooling 

technique is a core technology to improve the system 

efficiency with reliable operation. Several cooling tech- 

niques such as film cooling, rib turbulator, pin-fin are 

applied to decrease the surface temperature of turbine 

blade. Since the experimental difficulty causes that the 

design and optimization of blade is done with numerical

analysis. The evaluation of blade temperature is conducted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신 석 신 2013년 8월 박사 충남 학교 박 종 호

국문 : 

영문 :

용량 증기플랜트의 정밀압력제어시스템 설계와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recise pressure control system for large steam plant

Safety valve is a valve mechanism which automatically 

opens a stem of valve when the entry pressure exceeds 

the set pressure to release steam and closes the stem 

when the entry pressure is lower than the set pressure. 

It is very important component to guarantee the safety of 

nuclear plant and power generation facility by preventing 

large volume fluid pipe or equipment when pressure 

increases beyond the set pressure. 

Various valves used in a nuclear plant should be certified 

regarding the capacity and performance according to ASME 

Section III NX 7000 requirements. However, we commissioned 

the performance test of large volume safety valves for 

domestic nuclear plants to overseas institutions because 

of the absence of testing facilities in Korea. In particular, 

as the performance test of safety valves is performed during 

the operation it reduces the operating rate and takes much 

time and cost because of outsourcing test. It consequently 

results in the increase of electricity cost. 

Accordingly, advanced countries in nuclear generation 

field such as US, France and Japan performed many studies 

for this. In Korea,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has performed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Perform- 

ance test of Steam Operating Equipment" since 008(2008?). 

In this study, it was tried to establish performance test 

facility and testing procedures of safety valves, and propel 

the certification of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KEPIC). 

Although large amount of initial investment and the 

development related industrial technology are needed to

establish and operate large volume safety valve testing 

facility, there has not been a systematic development from

national dimension. 

Plant Pressure Control System(PCS) needs quick 

response to satisfy precise flow and pressure in generations

plant and marine plants requiring large steam flow and 

good suppression performance to return to normal status 

quickly against external disturbances(vibration, wind and

wave). 

However, as pressure control system facility pipes are 

apt to take off the output by internal resonance frequency

by small disturbances such as vibration or shock, there 

is limitation in increasing gain of controller in the hydraulic 

servo driver to guarantee the stable disturbance suppre-

ssion performance. Consequently, it makes position output

of control valve very slow. 

Accordingly, in this stud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ingle control valve in large volume flow control system, 

three stage control method, one of multiple control 

algorithms, was proposed. 

Multiple control algorithms propose the method to cal- 

culate the capacity of control valve step‐by‐step, conFig.
three stage control valve based on it, and develop multiple

control rules. 

In particular, in the final third‐stage, the controller will 

perform degree‐of‐freedom(2DOF) PID controller based on

Real Coded Genetic Algorithm(RC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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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ommercial software such as ANSYS and Fluent. 

However, the heat transfer effect of cooling flow makes 

the analysis complicated and increases prediction errors. 

Furthermore commercial software is difficult to predict the 

effect of the film cooling o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blade due to its computational loads.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new approach to analyze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blade with the film cooling. With the 

simulation results, it is concluded, 

1. This study proposed the methodology to evaluate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s in the cooling passages. By using 

the screening of heat transfer coefficient, the accuracy 

of the temperature analysis is improved. 

2. The experimental results of blades inter-diffusion zone

improves the accuracy of turbine inlet temperature of gas

turbine engine.  

The simulation model resolves the issues of computational

time when the film cooling is applied to the cool down 

of blade. Additionally, the prediction procedure with 

simulation model is able to predict more accurate temper- 

ature profile on the blade. Therefore, this technique will

be helpful for the design and the optimization of the gas

turbine blade.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상 훈 2013년 8월 박사 충남 학교 유 성 연

국문 :
영문 :

온도 및 압력 변화가 압전진동자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s of Temperature and Pressure Vari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Piezoelectric Vibrator

The property change of the piezoelectric vibrator 

according to environment could cause the disorder of 

devices or the distortion of dat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dict characteristics changes of the piezoelectric 

vibrator due to the variation of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under the space environment. To reach this goal, the 

compatibility of a PZT with vacuum environment should be  

checked in advance.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dependence of characteristics in PZT-5 piezoelectric 

vibrator with the lateral and thickness mode was investigated 

by a thermal vacuum test ranging from -100 ℃ to 90 ℃ 

under high vacuum condition. From the input admittance 

results, the resonant and anti-resonant frequencies were 

measured. The tendency of the electromechaical property 

change was summarized as the simple empirical formulas 

using regression analysis with experimental data. Applying 

the drawn equation to an equivalent circuit, the characteristic 

variation of piezoelectric vibrator depending on temperature 

change was simulated. 

The CVCM and TML of the PZT-5 piezoelectric vibrator 

are less than 0.1% and 1.0%, respectively. From a bake-out 

test, TQCM(Thermoelectric Quartz Crystal Microbalance) 

value are less than 500 ng/cm2/hr. Also, the characteristics 

change of the piezoelectric vibrators less than 1% under 

the vacuum conditions. Those measurements  conclude 

that the piezoelectric vibrators compatible with the vacuum 

environment. 

The change of frequencies according to temperature was 

analyzed by the regression function. The resonant 

frequency of the lateral mode decreased gradually as the

temperature increased, and it had the minimum value at 

the room temperature. The anti-resonant frequency showed

a similar tendency. For the thickness mode, the frequency 

change showed an opposite tendency to that of the lateral

mod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electro-mechanical

coupling factor and elastic coefficients were obtained.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dielectric constants and 

their fitting lines calculated by the regression function. The

piezoelectric constant also increased linearly as the 

temperature while the mechanical loss decreased and the

regression function of the mechanical loss was obtained 

as a linear function of temperature. 

Finally, an equivalent circuit was drawn from obtained 

regression functions depending on temperature and it has

lumped constant as temperature function. The equivalent

circuit showed overall changing tendency of resonance 

frequency, admittance and dielectric rate  from -100 ℃

to 90 ℃ and it showed good agreement with measured 

values. This study gives the way to predict the characteristics

variation of piezoelectric vibrator depending on temperature

and pressur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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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지 훈 2014년 2월 박사 충남 학교 유 성 연, 김 용 진

국문 : 

영문 :
오존을 이용한 습식 스크러버 복합 시스템의 저온 질소산화물 제거 연구 
Research on the performance of a combination system with indirect oxidation and wet type reduction
scrubber for removal of NOx at the low temperature. 

A novel combination system with an ozone generator 

and a wet scrubber has been developed to remove nitrogen 

oxides(NOx)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main component of NOx in most practical exhaust 

gases is NO. In this study, NO gas in the polluted gas 

was converted to NO2 due to the oxidation by ozone from 

ozone generator. A packed bed scrubber with spraying 

reducing agent solution into the polluted gas was used 

to remove NO2. The flow rate of the flue gas was 2 m3/min. 

The concentrations of ozone and NOx gas were monitored 

by photochemical gas analyzers. The experimental results

indicated that  NO with 180 ppm was perfectly was converted

to NO2 by ozone with 200 ppm. As reducing agent Na2S

is more effective for NOx removal than Na2SO3. The NO2

was perfectly removed in the wet scrubber spraying Na2S

1% solution with 10 L/min at 2 m3/min of air flow rate. 

Pressure drop for scrubber is increased with increasing 

of flow velocity and using smaller size of packing. However,

Liquid-to gas(L/G) ratio(l/m3) had no effect on the pressure

drop.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성 종 모 2014년 2월 박사 충남 학교 고 윤 호

국문 : 

영문 :

소스필터모델 기반 MDCT 양자화를 이용한 음성/오디오 부호화 연구 
Speech and audio coding using MDCT quantization method based on source filter model 

Although past speech and audio codec were developed 

separately in their respective area, a research on universal 

or converged codec has recently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order to accommodate speech and audio 

simultaneously. As portable devices such as smartphone 

become widespread, it may be more efficient to adopt 

a single codec rather than multiple codecs for telephony, 

music playback and streaming service. Moreover, we need 

to enhance a quality for mixed contents of speech and 

music which is increasing in various applications. 

Recently, various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bodies 

such as ITU-T, ISO/IEC MPEG and 3GPP have respectively 

tried to develop a speech and music converged codec 

based on their own expertises. ITU-T mainly used a 

structure that extends to wider signal bandwidth while 

providing an interoperability with a legacy narrowband 

or wideband speech codec. Meanwhile, MPEG and 3GPP 

adopted a switching structure between speech codec and 

audio codec. As a result of those efforts, ITU-T published 

superwideband extension annexes of G.711.1, G.722, 

G.729.1 and G.718 wideband codecs in 2012 and 2013, 

and an USAC IS was published in 2012 by MPEG. A 

standardization work on EVS codec has been currently 

undergoing in 3GPP. 

An MDCT-based transform coding in speech and audio

converged codec is one of most important modules to 

influence the overall performance and it is typically 

composed of signal classification, pre-echo control, 

bandwidth extension and coefficients quantization. 

Because each component has been developed separately

in the past, a simple combination of components may result

in undesirable effects due to glue algorithms as well as 

it does not guarantee the optimal codec performance. 

In this dissertation, an integration of all components into

a single coding framework is proposed in order to overcome

drawbacks described above. A production model of MDCT

spectrum which is a similar form to speech production 

model in time domain is also established for the proposed

framework. In the proposed model, it is assumed that an 

MDCT spectrum is synthesized by an LP-filtering of an 

excitation spectrum combined by tonal and non-tonal 

components. The two analysis methods of AaS and AbS

is provided to extract model parameters such as LPC 

coefficients, tonal and non-tonal codebook from MDCT 

spectrum. The difference between AaS and AbS depends

on whether a synthesis process is needed to analyz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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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parameters or not. The AbS scheme requires more 

computational complexity than AbS, but can estimate the 

model parameters more precisely. To reduce the high 

computational complexity, two-stage codebook search 

algorithm of open-loop and closed-loop search is 

proposed. 

ITU-T G.711.1-SWB candidate codec and the enhanced 

codec of G.711.1 Annex D are implemented to validate the 

proposed coding framework. In those implementations, the 

AaS and AbS schemes are applied to G.711.1-SWB 

candidate codec and the enhanced codec of G.711.1 Annex 

D, respectively. 

Codec performance was evaluated for two codecs using 

SFM-based MDCT coding method in terms of algorithmic 

delay, complexity and quality. First, G.711.1-SWB candidate 

codec has an algorithmic delay of 13.8 ms and com- 

putational complexity of 23.2 WMOPS, and satisfied all 

requirements described in Terms of Reference of G.711.1- 

SWB standardization. In the subjective test, G.711.1-SWB 

candidate codec dramatically outperformed the reference 

codec, G.722.1 Annex C for all test conditions. From the 

evaluation test results, the candidate codec passed the 

qualification test performed in ITU-T Q10/16. 

The enhanced codec of G.711.1 Annex D has an algorithmic

delay of about 12.8 ms which is the same as that of G.711.1

Annex D and computational complexity of 29.0 WMOPS 

which is increased at 50 % to G.711.1 Annex D. In the 

objective test using segmental SNR, a proposed SFM-AbS

scheme provides a 3 dB or above better performance than

a combination of BWE and AVQ in G.711.1 Annex D. In 

the subjective quality based on ITU-R BS.1285 meth- 

odology, the enhanced codec shows an improved quality

to G.711.1 Annex D, especially for speech with input level 

of –26 dBov. 
In conclusion, a new coding paradigm using the 

SFM-based MDCT coding framework is proposed and can

replace the legacy components for MDCT coding. Author

expects that the new coding paradigm can be widely used

in various speech and audio codecs. Meanwhile, further 

works on full-band application of the proposed coding 

model and additional optimization such as a reduction of

computational complexity are required.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성 호 2014년 2월 박사 충남 학교 김 재 훈

국문 : 

영문 :

감마과정 모델에 의한 추진장약의 저장수명 예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lifetime for propelling charge by gamma process 

The degradation of safety, function, and usefulness of 

propelling charge is due to natural decomposition of 

propellant during long-term storage of the propelling 

charge. It is very important to estimate remaining lifetime 

because most propelling charges are generally stockpiled 

for a long time in the ammunition magazine and eventually 

demilitarized with no use. The variation of storage 

environment such as temperature and humidity can lead 

to variation of rate of degradation. So, the deterministic 

method previously studied cannot describe a temporal 

uncertainty of degradation of propelling charge. In this 

study, a method to estimate the degradation of safety, 

function and usefulness of propelling charge with 

long-term storage by using gamma process model was 

presented. The estimation results were compared to the 

existing research on the regression analysis, the 

stress-strength interference model, and the random 

variable model to prove the validity of the gamma process 

model and the failure criteria suggested. Variation of 

representative values and skewness with storage time were 

analysed and the quality assurance policy by percentile

life estimation was suggested. The major conclusi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Because the condition of propelling charge was 

degraded time-independently and monotonically, the 

gamma process model can be applied to describe the 

degradation of reliability. The gamma process model can 

estimate a deterministic lifetime as previous study. 

Moreover, it can estimate a stochastic lifetime distribution.

2) The level of failure condition to estimate storage life

was set as follows: The remaining stabilizer content is 

0.20 %. The muzzle velocity drop is 6 times of prescribed



초록집

- 222 -

standard deviation below the reference muzzle velocity. 

The breaking load of propellant bag cloth is 20% of 

reference value. 

3) The AOP-48 Ed. 2 is the best fitted model to describe 

kinetic relation between stabilizer content of propellant 

and rate constant. 

4) Three representative values are different for conditional 

distribution before failure but these are almost same near 

failure time. Because the skewness before conditional 

failure time is large, the median is suitable for representative

value. 

5) The maintenance of propelling charge should be 

performed as systematically in separate lot. The B5 life 

corresponds to 56%∼70% as B50 life and the rate of 

degradation increases rapidly at this life. So, the use of

B5 life for the quality assurance policy to long-term 

stockpiled propelling charge is advisable.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기 정 2014년 2월 박사 충남 학교 양 석 조

국문 : 

영문 :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동적상호작용 해석 연구 
Analysis of Dynamic Interaction between Maglev Vehicle and Guideway  

본 논문에서는 단순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가상시제 기반의 

3차원 전체차량, 모달중첩법에 의한 유연 가이드웨이 및 피드백 

제어기가 포함된 모든 부상전자석의 동적 모델들이 하나로 통합

한 모델을 제시하고 동적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해석을 통하여 차량과 가이드웨이의 동적 거동에 해 분석을 

하였다. 첫 번째로 가이드웨이의 수직과 수평방향 불규칙성을 

고려하여, 표면조도의 상태가 차량의 주행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특히, 부상안정성 및 승차감 평가를 위해 부상공극

과 차체 가속도의 속도별 응답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는 차량에 

의한 가이드웨이의 충격계수 및 처짐과 같은 동적거동을 평가하

였다. 차량의 중량을 공차와 만차로 구분하여 해석을 수행하여 

각각의 속도별 처짐을 분석하여 정적 처짐 비 동적 처짐의 

비율인 충격계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의 마지막은 능동제어

기를 사용하는 상전도 흡인식 자기부상열차의 진동 문제를 분석

하고자 자기부상열차와 가이드웨이의 공진해석을 통해 불안정

성 현상과 부상시스템의 제어 성능을 분석하였다. 해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동역학 

모델의 타당성과 실무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주로 부상공극, 

차체 가속도 그리고 가이드웨이의 처짐에 해 속도별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검증을 수행한 후 제안된 모델을 이용하여

경량화 가이드웨이 설계에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거더의 처짐

비에 따른 동적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가이드웨

이의 처짐비에 따른 자기부상열차의 부상안정성 및 승차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였다. 또한 3경간 연속교를 모델을 제안된

모델에 적용하여 동적상호작용 해석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단경간 거더와의 3경간 연속교 해석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3경간 연속교 주행에 따른 차량과 가이드웨이 동적 응답을 예측

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병 학 2014년 2월 박사 충남 학교 박 종 호

국문 : 

영문 :

원전 저압터빈 최종단 동익에 작용하는 응력특성 연구 
Stress Characteristic of Nuclear Low- Pressure Turbine Last Stage Blade based on Load 

Blade damage is mostly the main reason of steam turbine 

accident and usually occur in last rotating blade in low 

pressure turbine which is longest and heaviest blade. To 

get blade stress estimation, scale down model was made 

and tested it in three method. The first test is wind tunnel 

test to get stress distribution caused by steam force, the 

second is the rotating test to get centrifugal stress 

distribution in one fourth blade model and the third test 

is bending and torsioning test to get stress information 

in blade root structure. And with these test, FEM analysis 

was performed to tune and develop final stress prediction 

blade model. 

Finally using blade stress prediction model, a detailed 

stress variation in root  structure, which is weakest structure

of blade was studied. Additionally, comparing stress 

variation in root was compared to maximum tensile stress

of blade material to confirm possibility of root structur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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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creasing and decreasing force variation pattern in 

rotating blade movements within 1 pitch distance of fixed 

blade. 

2. Analysis result of single equivalent force on blade 

after decomposition of forces showed that decomposed 

forces, which are axial force, rotational force and vertical 

force in blade, does not change the direction of force 

during rotating motion. 

3. Shaft torque increase as angle of inlet on blade of 

air flow approaching designed incidence angle. 

4. Centrifugal stress distribution of blade caused by 

rotation, corresponding to rotating speed has maximum 

value at near root area and minimum at tip area. 

5. Relative strain rate at same longitudinal location of 

rotating blade has constant value regardless of shaft speed. 

6. Density, young's modulus of material and actual size 

are very important information in accuracy of centrifugal

stress evaluation and prediction model of rotating blade 

7. Upper pin contact condition of blade root structure 

determines the accuracy of centrifugal stress and bending

stress and the accuracy of torsional stress is affected by

disk and blade root contact condition. 

8. Stress of blade fixation structure is affected by dominant

load type. Disk is sensitive to centrifugal forces and blade

root structure is highly affected by bending and torsional

forces of blade so that this study confirmed that disk and

root of blade is the weakest part in turbine rotor. 

Through this study, blade stress prediction model was 

developed by testing, analyzing and simulating blade 

stress distribution caused by steam force and centrifugal

force. Blade stress model will be used in on-line monitoring 

for turbine system.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변 영 철 2014년 2월 박사 충남 학교 강 이 석

국문 : 

영문 :

함정용 유도탄 발사장치 해치시스템의 외란 및 제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turbance and Control of the Shipboard Missile Launcher Hatch System 

The shipboard missile Launcher hatch system(LHS) 

installed vertically on the ship is the major component 

of the vertical launching system(VLS) for missile firing. 

The hatch system is required to open the hatch by drive 

system in advance of missile launching on the ship. The 

hatch system is composed of mechanical hatch with spline, 

gear assembly, crank arm assembly, hatch locking device 

and electric motor as drive system components. The hatch 

system is influenced by disturbances resulting from a ship 

operation environment and a mechanical nonlinear 

characteristics. Firstly, a ship motion, an icing load and 

a wind load are typical ship environment disturbances in 

the ship systems. Generally ship motions are comprised 

of 6 degrees of freedom: roll, pitch, yaw, heave, surge 

and sway motions. In the case of the shipboard missile 

launcher system the coupled pitch, heave and roll are 

significant motions to be transformed to a vertical direction 

motion. The maximum acceleration values are obtained 

from the vertical motion model and ship motion data at 

maximum pitch condition. The load disturbance by the 

acceleration of vertical ship motion is added to the load 

of hatch system. The wind load and icing load also influence 

to the load variation of hatch system. The load variation 

of hatch system is one of the major disturbances in the 

control systems. Secondly, the hatch system uses a spline 

and gear train for the vertical elevation of the heavy hatch.

The spline applied to the rotation shaft of the hatch is 

generally used for automotive driving parts for large power 

transmission. It has an angular backlash which is one of

the most common nonlinearities such as dead zone or 

hysteresis. The backlash in the control system often 

exhibits a steady state error, a mechanical oscillation and 

an impact phenomena. The backlash of drive system in 

the missile launcher hatch system is another disturbance 

which becomes the cause of hatch's swinging on its pivot

axis when the hatch is raised vertically. As stated above,

the disturbances influencing to the hatch system can make

the degradation of control performance in the drive control

system. First of all in this study, the analysis of disturbances

applied to the hatch system such as a ship motion, a wind

load variation and a backlash of drive system is performed 

through the simulation and experiment. The quant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disturbances under ship operational 

environments are identified from the simulation results. 

The second of all, two-speed mode profile(TMP) with PI

controller is also proposed to perform superior atten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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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acceleration of hatch's swinging for the hatch system. 

The magnitude of hatch's swinging with two-speed mode 

profile applied to the hatch system is smaller than that 

of other speed profiles such as general trapezoidal profile 

and S-curve trapezoidal profile. Here, the S-curve 

trapezoidal profile is introduced to reduce jerk character- 

istics, but rather two-speed mode profile shows that it 

is satisfied with the control performance index IAE(integral 

of the absolute magnitude of the error). The two-speed 

mode profile also shows the outstanding speed regulation

capability without the fluctuation of speed output in 

comparison with general trapezoidal profile and S-curve

trapezoidal profile through static and variable loading 

experiment. In conclusion, the proposed two-speed mode

profile with PI controller is verified as the most suitable 

speed profile to control the hatch system in the shipboard

missile launcher.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해 란 2014년 2월 박사 충남 학교 이 영 신

국문 : 

영문 :

핵연료집합체에서 연료봉의 유체유발진동
Flow induced vibration of a fuel rod in the SMART rod bundle 

본 논문은 냉각유동에 의한 SMART 핵연료집합체의 압력손실, 

유동특성 및 유체유발에 의한 연료봉의 구조특성을 연구 하였다. 

SMART 핵연료집합체는 17Ⅹ17 집합체로서 264 개의 연료봉과 

25개의 안내관 그리고 7개의 지지격자체로 구성되어 있다. 

SMART 전체 모델에 한 CFD 시뮬레이션은 보통의 컴퓨터 

한계를 초과한 엄청난 개수의 격자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부분집

합체에 한 해석이 유용한 수단이 된다. 핵연료 집합체에서는 

횡방향의 유동 때문에 유체유발진동이 발생하며 특히 유동 효율

을 높이기 위해 집합체에 부착되어 있는 혼합날개 때문에 진동 

진폭이 더 크게 증가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MART 핵연료집

합체에 의한 연료봉의 유체유발진동해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였다. ANSYS 프로그램에서 UIDL 언어와 

APDL 언어를 사용하여 연료봉에 한 모델링과 지지격자체로 

지지되어 있는 형상 입력조건을 구현하였다. CFX 와 UIDL/ 

APDL로 개발된 입력조건을 이용하여 혼합날개와 지지격자체의 

배열이 유체유발진동에 미치는 연구를 수행하여 유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SMART 핵연료집합체의 풀 모델은 일반 컴퓨터 한계를 초과

한 엄청난 개수의 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격자의 수를 최소로 

하는 시뮬레이션을 목표로 3-D 단순 봉다발에 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벽면함수와 격자사이에 한 관계해석을 통하여  

RNG k-ε난류모델을 선정하였다. 

2. 부분집합체로 구성된 7개 지지격자체를 포함한 SMART 

핵연료집합체에 한 압력손실과 유동 경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분집합체 개수에 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25개의 

연료봉으로 구성된 5Ⅹ5 부분집합체의 유동특성이 17Ⅹ17 핵연

료집합체와 가장 비슷하였다. 7개의 지지격자체를 포함하는 

5Ⅹ5 핵연료집합체에 한 압력손실을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결과 중간지지격에서 발생하는 압력손실은 1.5에 가까웠고 실험

과 8% 정도의 오차를 보였고 혼합지지격체에서 발생하는 압력손

실은 0.9에 가까웠고 실험과 5% 정도의 오차를 보였다. 

3. 유체유발진동해석을 위하여 지지격자에 지지되어 있는 연료

봉에 한 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ANSYS의 APDL 과 

UIDL언어를 이용하였다. UIDL 언어를 통하여 연료봉과 지지격

자 스프링 및 딤플에 한 기본 상수를 구성하였고 수치 입력으로

만 스프링 및 딤플 개수와 위치를 확정할 수 있다. APDL 언어를

UIDL과 연계하여 생성된 모델에 경계조건을 주어 모달 해석과

FSI 해석을 위한 입력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모달 해석은 경계조

건 정확 여부를 판단하는 유체유발진동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서로 다른 크기의 연료봉과 지지격자 개수에 따른 모달 해석결과 

기존 연구결과 유사한 진동수와 모달 형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CFX 와 UIDL/APDL 로 개발된 입력조건을 이용하여 혼합날

개가 유체유발진동에 미치는 연구하였다. 혼합날개 여부에 따른

FSI 해석 결과 혼합날개는 연료봉의 진동 변위를 10 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 이는 혼합날개에 의한 횡방향 유동이 폭 

커지기 때문이다. SMART 핵연료집합체는 2 개의 혼합지지격자

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중간지지격자로 체하였을 경우의

유체유발진동을 연구하였다. 유체유발변위는 혼합지지격자인

경우 보다 1/4 정도로 감소하였으나 압력손실은 2배로 증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지격자 딤플과 스프링을 스프링 요소로 간략

하여 모델링 유체유발진동해석을 수행하였다. 실제 딤플 및 

스프링 형상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험전 어느 정도 비슷한 과정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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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정 해 용 2013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송 태 호

국문 : 

영문 :

진공단열패널의 진공 유지를 위한 외피에 관한 연구
Study on envelopes for vacuum maintenance of vacuum insulation panels

본 논문에서는 진공단열패널의 내부 진공도 유지를 위한 외피

재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최근 들어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건물의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매우 뛰어난 성능을 가지는 진공단열패널이 큰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충 희 2013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허   훈

국문 : 

영문 :

광범위한 변형률속도를 고려한 복합화약의 변형률속도 의존 경화모델
Rate-dependent hardening model for polymer-bonded explosives considering a wide range of strain rates

특수 목적으로 제작된 입자강화 복합재료의 한 종류인 복합화

약이 충전되어 있는 탄두가 표적에 침투 또는 관통하는 경우에는 

폭발시점 이전에 다양한 형태의 동적하중이 탄두 내의 복합화약

에 작용한다. 이러한 동적하중에 의하여 탄두 내의 복합화약에는 

준정적 상태부터 중간영역인 중 변형률속도를 포함하여 고 변형

률속도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변형률속도를 가지는 변형이 불규

칙하게 분포하게 된다. 복합화약을 포함한 고분자-기반 입자강

화 복합재료는 고분자 결합제의 재료 특성 때문에 복잡한 형태의 

변형률속도 민감도를 보이며 변형률속도에 따라 변형률경화 

거동이 크게 변화하는데 탄두의 침투 또는 관통에 한 수치해석 

수행 시 탄두 내 복합화약의 응력분포와 변형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변형률속도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복합

화약의 변형률경화 거동을 고려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분자-기반 복합화약은 변형률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유동응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변형률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탄성계수 및 유동응력이 

증가하는 고분자 기지 고유의 재료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복합화약의 변형률경화 거동은 변형률속도의 변화에 따른 

복합화약 내 파손기구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복합화약 

내에서 입자들과 고분자 기지 간 분리응력은 고분자 결합제의 

탄성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변형률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분자 기지의 탄성계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변형률속도가 증가하면 입자--기지 간 분리응력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속 압축시험에서는 입자--기지 간 

분리가 주요 파손기구이지만 고속 압축시험으로 갈수록 입자의 

결정파괴 비율이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형률속도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고분자-기반 복합화약의 변형률경화 거동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2종의 복합화약 시뮬런트에 하여 준정적 상태부터 고 변형률

속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형률속도 조건에서 재료시험을 

수행하였다. $10^{-4}$ $\textrm{s}^{-1}$부터 $10^{0}\ 

\textrm{s}^{-1}$까지의 변형률속도를 저 변형률속도 영역, 

$10^{1}\ \textrm{s}^{-1}$부터 $10^{2}\ \textrm{s}^ 

{-1}$까지의 변형률속도를 중 변형률속도 영역, 그리고 $10^ 

{3}\ \textrm{s}^{-1}$ 이상의 변형률속도를 고 변형률속도 

영역으로 구분하고, 저 변형률속도 영역에서는 동적재료시험기

인 Instron 8801을 이용한 저속 압축시험을, 중 변형률속도 

영역에서는 고속재료시험기를 이용한 중고속 압축시험을, 그리

고 고 변형률속도 영역에서는 홉킨슨 바 시험을 수행하여 변형률

속도에 따른 변형률경화 거동을 획득하였다. 고속재료시험기를 

이용하여 중고속 압축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장하중을 압축

하중으로 변환하고 시편에 지정된 변형률만을 부과하는 중고속

압축시험용 지그시스템을 설계$\,\cdot\,$제작하여 중고속 

압축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복합화약과 같은 연질재료에 하

여 고 변형률속도에서의 정확한 응력--변형률 관계를 획득하기

위해서 홉킨슨 바 시험기의 봉재 선정, 펄스 쉐이핑 기법, 홉킨슨

바 시험 중 시편 내 변형률속도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기법

등의 홉킨슨 바 시험기법에 관한 선행 연구를 수행하였다. 새로이

정립된 홉킨슨 바 시험기법을 이용하여 복합화약 시뮬런트에

한 홉킨슨 바 시험을 수행하고 고 변형률속도에서의 응력--변

형률 관계를 획득하였다. 재료시험을 통하여 획득한 변형률속도

에 따른 복합화약 시뮬런트의 변형률경화 거동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모델인 DSGZ 모델에 기초한 새로운 변형률속

도 의존 경화모델을 제안하였다. 새로 제안된 변형률속도 의존

경화모델은 복잡한 형태를 보이는 복합화약의 변형률속도 민감

도를 2차 지수증가함수의 형태로 표현하여 변형률 및 변형률속

도에 따른 응력의 변화를 하나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모델은 비선형 점탄성, 변형률속도에 따라 이동하는 

항복과 그 이후의 변형률연화 거동을 표현할 수 있으며 변형에

서의 정상 상태 거동까지도 모사할 수 있다. 제안된 변형률속도

의존 경화모델을 유한요소해석에 구현하기 위하여 상용 유한요

소해석 소프트웨어인 LS-DYNA에서 제공하는 사용자정의 재료

모델을 이용하였다. 구현된 사용자정의 재료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변형률속도 조건에서의 압축시험에 한 유한요소해석

을 수행하고 재료시험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제안된 변형률속도 

의존 경화모델과 구현된 사용자정의 재료모델의 유효성을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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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진공단열패널이 반드시 가져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은 우수한 단열성능과 뛰어난 내구성이다. 

알루미늄 코팅필름은 다른 금속 필름에 비해 그 두께가 아주 

얇으므로 열교 현상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코팅된 금속 층에 

의해 가스 투과 또한 훌륭히 막아준다는 점에서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째, 알루미늄 코팅필름의 가스투과 매커니

즘이 조사되었다. 알루미늄 코팅필름의 다양한 가스들에 한 

가스 투과도를 측정하기 위해 압력 차이법을 기초로 한 실험장치

가 새로 개발되었다. 이 장치의 신뢰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알루미늄이 코팅되지 않은 PET 필름의 가스 투과도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에 의해 증명되었다. 33나노미터 두께의 알루미늄이 

코팅된 12마이크로미터 두께의 PET 필름이 샘플로 선정되었다. 

잔류 가스 분석기에 의해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샘플 필름을 통해 주로 투과되는 가스라는 사실이 조사되었고, 

이들에 한 가스투과도가 개발된 실험장치에 의해 측정되었다. 

알루미늄 코팅 필름의 가스 투과도는 가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코팅되지 않은 PET필름의 4.1%로 측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는 알루미늄 필름에 비하면 여전히 큰 값이다. 그 이유는 

코팅과정에 발생하는 수많은 핀홀 때문이며, 이 핀홀들이 알루미

늄 코팅필름의 가스투과를 일으키는 주요 경로가 된다. 따라서 

핀홀의 분포와 평균지름이 광학현미경에 의해 측정되었다. 알루

미늄 코팅 필름의 가스 투과는 오직 이 핀홀들을 통해서만 일어난

다고 가정하고, 측정된 핀홀의 정보를 이용하여 열전달과의 

상사를 통해 이론적, 수치적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유효 가스 

투과도는 코팅되지 않은 PET 필름의 3.6~4.0%로 계산되었다. 

이는 제안된 핀홀의 조사를 통한 알루미늄 코팅필름의 가스 

투과도를 예측하는 방법의 신뢰성을 입증해 준다. 즉, 알루미늄 

코팅필름의 주요 가스투과 경로는 바로 핀홀들을 통해 일어난다

는 것이다. 위의 결과에 따라 한 층의 알루미늄 코팅 필름의 

적용으로는 가스투과를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없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가스투과를 막기 위해 여러 층의 알루미늄 코팅 

필름이 적용되어야 한다. 양면이 알루미늄으로 코팅된 필름의 

가스 투과도가 수치적 방법에 의해 계산되었고, 다양한 핀홀의

분포 및 지름에 따른 가스 투과도를 구할 수 있는 관계식이 

수치적 계산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여러 층의 알루미

늄 코팅 필름이 적층된 외피재의 유효 가스 투과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제안된 방법들의 신뢰도는 여러 층의 알루미

늄 코팅필름이 적용된 상용 외피재를 이용하여 실제 진공 단열 

패널을 만들고 그 내부의 압력 증가를 측정하는 것에 의해 증명되

었다. 제안된 방법과 실험결과는 10%이내의 오차를 보였으며,

이로써 제안된 방법의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관계식과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면 진공단열패널의 수명

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진공단열패널용 외피재의 개발 및 설계에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모서리 효과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가스투

과를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이 본 연구에서 제안되었다. 위의 

제안된 방법처럼 여러 층의 알루미늄 코팅필름을 적용한다면,

가스 투과도는 적용되는 알루미늄 코팅필름의 수에 따라 줄어들

지만, 동시에 열교 현상은 늘어나게 되므로 새로운 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첫번째 방법으로 알루미늄 코팅 필름으로 구성된

외피재에, 모서리 부분을 제외한 표면에 알루미늄 필름을 접착하

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를 통한 가스 투과량이 이론적인 방법으

로 계산되었으며, 그 결과 가스 투과량은 알루미늄 코팅 필름의

0.1% 이하로 계산되었다. 이 외피재는 비교적 두꺼운 알루미늄

필름을 추가하였지만 모서리 부분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열교

현상은 증가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두번째 방법으로 제작된 

완벽한 진공단열패널의 외부에 내부 충진재를 추가하여 다시

한번 외피재로 감싸는 이중 외피재가 제안되었다. 이중 외피재의

다양한 내부 충진재의 종류, 외피재의 종류, 기하학적 형상에 

따른 수명, 중심부의 열전도도, 열교 현상에 한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이 외피재는 단일 외피재보다 더욱 뛰어난 내구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열교 현상 또한 줄여준다는 장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두가지 방법은 실제 진공단열패널의 수명 향상 

및 열교 현상을 감소시켜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강 현 욱 2013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성 형 진

국문 : 

영문 :

미세유체시스템과 접촉인쇄기법을 이용한 복합적 나노구조체 형성 및 응용기술 개발
Hierarchical nanostructure formation and applications using microfluidic system and microcontact printing technique

최근, 다양한 형태의 나노구조물을 이용하여 유용한 기능을 

가지는 다양한 전기, 전자 및 기계적 장치를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이는 나노구조에서 발견되는 유용한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부피에 비해 상 적으로 큰 비를 가지는 표면적 의해 

발생하는 전기, 광학, 화학 그리고 기계적 특징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나노물질이 가지는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

한 형태의 나노구조체 형성에 관한 방법을 제시하고, 기존의 

마이크로 장치에 접목하여 새로운 형태의 응용기술 개발에 관하

여 논의한다. 특히, 반도체, 압전성 및 화학적, 전기적 변화에 

높은 반응성을 보이는 특성을 가진 산화아연(ZnO)과 라만 분광 

효과를 이용한 물질 분석에 있어 높은 효율을 보이는 은(Ag)을

이용한 고효율 전계효과(Field emission) 장치와 실시간으로 

물질의 농도 변화를 분석하는 미세유체 시스템 제작 공정과 

특성을 분석,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미세접촉인쇄(micro- 

contact printing) 기법을 이용한 산화아연 나노와이어의 패터닝

공정이 제시되어있다. 미세전자기계(MEMS) 제작 공정을 통하

여 원하는 패턴 형태가 형성된 플라스틱 스탬프에 산화아연 

나노파티클을 플라즈마 공정 및 침적법을 이용하여 배치 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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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를 원하는 기판 위에 일정한 시간과 압력으로 인쇄한 후 

열수화학적(hydrothermal) 합성을 통해 패터닝 된 형태의 산화

아연 나노와이어 배열을 구현하다. 제시된 인쇄 공정과 열수화학

적 합성법은 고진공, 고압력, 100 OC 이상의 고열 환경을 배제한 

공정으로서, 열변형에 약한 유연 플라스틱 기판 등에 응용이 

가능하며, 연속 생산 시설로의 접목이 용이하여 고기능 장치를 

낮은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한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고효율 

전계효과 장치로의 응용에 있어 패터닝 된 형태의 산화아연 

나노구조체가 가지는 구조적 특성을 통하여 스크리닝 효과

(screening effect)에 의한 전계효과 성능 저감 현상을 방지하여 

1.64 Vμm-1 의 고효율의 전계방출 전압을 가지는 장치를 제시

하였다. 제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된 접촉인쇄 공정에 있어 

생산성 향상 및 다른 기능성 물질과의 정렬 패터닝이 가능한 

진공 배기를 이용한 미세접촉인쇄 기법이 개발, 제시되었다. 

진공을 이용한 인쇄 공정은 면적의 기판 위에 원하는 인쇄압력

을 균일하게 부여할 수 있으며, 기 패터닝된 나노 구조물 및 

마이크로 구조물의 손상 없이 단백질과 같은 생물학적 물질을 

원하는 위치에 패터닝할 수 있다. 또한 응용 공정으로서 마이크로 

구조물 위에 나노 구조물을 기계적 가공을 거치지 않고 구현 

하였으며, 이종 단백질 등의 패터닝 등의 응용에도 유용함을 

보였다. 제 4장에서는 미세유체시스템을 이용한 산화아연 나노

파티클 연속 생산 기법이 제시되었다. 에탄올에 용해된 0.03 

mM의 아세틸산아연과 0.01 mM의 수산화나트륨이 1:1.924의 

부피비로 합성되었으며, 혼합과정에서의 고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동 주사액 주입기를 이용하여 맥동 혼합(pulse mixing) 

기법을 도입하였다. 이 때 빠른 혼합을 통한 공정 효율화를 

위해 수치해석을 통하여 생산성 척도(productivity factor)를 

측정하였으며, 5~15 Hz의 맥동 혼합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 Hz의 맥동 혼합 조건을 실험적으로 

구현하여 산화아연 나노파티클을 합성하였으며, 합성 결과를 

TEM, EDS, XRD 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시된 

연속 생산 공정을 통하여 산화아연 나노파티클을 성공적으로 

합성하였으며, 이를 병렬 구조 형태로 규모화 시설화할 경우

여러 형태의 나노물질을 저비용으로 량 생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 5장에서는 미세유체시스템을 이용한 은나노구

조체 박막 형성 및 패터닝 기법에 해 제시하였다. 폴리올

(polyol) 공정을 응용한 박막 형성 공정은 0.1 M의 질산은

(AgNO3)이 용해된 에틸렌글리콜 용액을 미세유체시스템 내에

주입(10 μl/min)하면서 150 OC로 가열하여 이루어진다. 이 

때 형성되는 나노입자의 형태 조절을 위하여 폴리머(PVP),와 

염화구리(CuCl2)를 첨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0~500 nm 

정도의 은나노구조체가 미세유체채널 내에 형성됨을 확인하였

다. 합성된 은나노구조체는 합성 시간에 따라 형태가 달라짐을

확인하였으며, 1시간 정도의 합성 시간에서 가장 높은 라만 분광 

효과를 보였다. 제시된 공정은 미세유체시스템을 이용하여 효율

적인 은나노구조체 형성 및 패터닝 성능을 보였으며, 이를 응용하

여 다양한 형태의 센서 및 전기, 전자 장치로의 응용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광자를 이용한 산화금속 표면에서의

은나노구조체 합성 방법이 제시되었다. 플랑크 법칙(Planck's

law)을 이용하여 산화아연 나노와이어가 합성된 기판을 은이온

이 포함되어 있는 용액 내에 담근 후 자외선(UV, 312 nm 

wavelength)을 조사하면, 여기된 전자가 은이온을 환원시켜 

은나노구조체가 산화아연 표면에 형성된다. 이러한 기법을 바탕

으로 자외선 조사 에너지 총량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은나노구조

체를 산화아연 나노와이어 표면에 형성시켰으며, 이 때 20 J 

의 총 에너지가 조사된 구조체가 가장 높은 효율의 라만 분과효과

를 보였다. 이를 2장에서 제시된 산화아연 나노와이어 패터닝

기법과 더불어 미세유체시스템에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물질의 

농도 변화 검출이 가능한 장치를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장치를

통하여 1 fM에서 1 mM까지의 농도 변화를 가지는 포도당

(glucose) 용액을 100 μl/min의 유량으로 주입하면서 실시간 

농도 변화를 관측하였다. 측정된 결과를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실제 농도 값과 비교하였으며, 개발된 장치가 물질의 농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백 승 환 2013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정 상 권

국문 : 

영문 :

혼합냉매 줄톰슨 냉동기를 위한 마이크로 채널 인쇄기판형 열교환기 설계에 관한 연구
Investigation on microchannel 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 characteristic for the mixed refrigerant 
Joule Thomson refrigerator

열교환기는 극저온 공정에서 성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최근 극저온 시스템의 소형화에 따라 열교환기의 

크기도 감소해야 하는데, 이 때 마이크로 채널 열교환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열교환기를 설계할 때는 유동 불균형 문제와 

축방향 열전달 문제를 무시하고 설계를 하지만, 극저온 상황에서

는 유동 불균형 문제와 축방향 열전달 문제가 열교환기의 유용도

에 심각한 영향을 나타내며, 이는 극저온 공정의 성능 하락으로 

이어진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초박형 마이크로 채널 열교환기에

서 발생되는 유동 불균형 문제와 축방향 열전달 문제에 따른 

유용도를 정량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축방향 열전달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열교환기 모델을 제시하였다. 축방향 열전달 게수(λ)가 

0.005 이하일 때, 축방향 열전달의 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인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 열교환기 제작에 있어서 열교환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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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가공을 통하여 축방향 열전달 길이와 단면적을 증가할 수 

있으며, 축방향 열전달 계수를 0.001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축방향 열전달 문제와 더불어, 유동 불균형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열교환기 모델을 제시하였다. 마이크로 

채널 열교환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 불균형의 양상과 정도를 

가정하였으며, 정도와 양상에 따라 열교환기의 유용도 하락을 

계산하였다. 마이크로 채널 열교환기의 입구(헤더)에서는 적층 

방향과 평행 방향으로 유동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적층 방향으로의 유동 불균형이 더욱 큰 유용도 손실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 유동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가 열교환기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면, 열교환기의 유용도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행 마이크로 채널을 

형성하는 벽의 일부분을 허물어 바이패스 구조를 형성하면, 

유동 재분배 역할을 하는 것을 CFD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축방향 열전달을 구분할 수 있는 열교환기, 유동 불균형 현상을

구분할 수 있는 열교환기를 각각 제작하여 극저온 혼합냉매 

줄톰슨 공정에 적용하여 열교환기의 유용도를 관찰하였다. 유동

불균형과 축방향 열전달에 제어되면, 예상한 유용도를 나타내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초박형 마이크로 채널

열교환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 불균형 문제와 축방향 열전달 

효과를 수치적,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열교환기 설계에 

있어서, 제시하는 모델을 이용하면 더욱 정확한 유용도를 예측할

수 있으며, 축방향 열전달과 유동 불균형 해소법을 적용하여 

고효율 열교환기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오 희 창 2013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배 충 식

국문 : 

영문 :

분무 유도식 직접분사 가솔린 엔진의 연소특성 개선에 한 연구
Improvement of combustion characteristics in a spray-guided direct-injection spark-ignition engine

본 연구에서는 차세  가솔린 엔진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분무 

유도식 직접분사 가솔린 엔진(direct injection spark ignition 

; 직접분사 전기점화)의 성층연소 개선에 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은 보어 85 mm, 스트로크 88 mm를 갖는 압축비 

12:1의 단기통 엔진에서 수행되었다. 표적인 성층연소 운전조

건인 저속/저부하 실험조건에서 단기통 성능엔진 실험을 통하여 

배기, 출력/성능 측정 및 연소압 해석을 수행하였고 가시화 엔진

과 정적 챔버에서 가시화 기법을 적용하여 분무 및 연소특성을 

고찰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성층연소 운전 조건에서 분무 유도식 

DISI 엔진의 기초적인 연소 및 분무 특성을 파악하고 연소 개선안

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효과에 하여 고찰하였다. 성층 연소조

건의 분무 유도식 DISI 엔진에서는 빠른 연소속도와 진각된 

연소상으로 인하여 NOx의 배출이 높고, 일변환효율(work 

conversion efficiency)가 낮은 경향을 관찰하였으며 특히 최  

IMEP 조건에서 불균질 혼합기에 의하여 확산연소가 발생하고 

이로인하여 Smoke 발생량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성층연소 개선을 위하여, 에탄올 혼합연료, 분할분사 기법, 

EGR을 적용하였으며 연소 개선 전략들은 혼합기 형성 과정의 

개선(분할 분사 전략, 에탄올 연료 적용), 농후 연소 한계가 

큰 연소의 적용(에탄올 연료 적용), 산소 농도 감소 및 연소 

완화(EGR)을 통하여 연소상을 지각함으로써, IMEP를 증가하거

나 기본 전략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공통점을 나타내었다. 

또한, 연소상의 지각효과와 연소 완화를 통하여 NOx를 저감할 

수 있었으며 혼합 형성과정 개선과 함산소 연료의 적용을 통하여 

Smoke 배출을 감소(에탄올, 분할분사)하거나 기준 수준으로 

유지(EGR)할 수 있었다. 플러그 전극 위치의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인자로 전극 침투 길이(eletrode projection)과 

전극의 분무 향각도(electrode orientation)를 선정하여 각각

의 영향에 하여 성능실험을 수행하였다. 성능 실험 결과 7.5

mm 의 전극 침투 길이가 분무의 미립도가 우수한 고압의 분사영

역에서 더 넓은 연소가능영역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전극의 분무 향각도는 전극의 개방부가 분사기와 정확히 마주

보는 각도인 0◦에서 연소안정성이 가장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특히 전극 침투 길이가 짧은 경우 작은 전극 향각도의 

변화에도 연소불안정성이 민감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살펴보았

다. 분사 시기와 분사압을 인자로 단기통 엔진 실험을 수행한

결과 연소효율은 안정적인 연소가능한 분사시기영역의 중간지

점인 분사종료 시기 기준 34~28 CAD BTDC에서 최  98 %의

최 값을 보였고 분사 시기가 지각, 또는 진각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것은 실린더 내부의 분위기압에 따른 영향으

로 진각된 분사 시기에서는 과다혼합(over-mixing) 효과가, 

지각된 분사 시기에서는 혼합부족(under-mixing)효과가 발생

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진각된 분사 시기에서는 희박예혼합

연소로 인한 불완전연소 배출물이 증가하였고 지각된 분사 시기

에서는 국부적으로 농후한 혼합기에서 발생하는 불완전연소 

배출물이 증가하고 확산연소 발생을 반영하는 Smoke 배출이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분사 시기에 따른 혼합기 형성 

특성이 연소효율, Smoke 배출, 화염 특성에 지배적인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NOx와 IMEP는 분사 시기에 따른 연소상의

변화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분사 시기가 

지각함에 따라 NOx는 감소하고 IMEP는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

였다. 정적챔버와 가시화 엔진에서 수행된 분무가시화 결과를 

통하여 지각된 분사 시기의 경우(고압의 분위기압 조건) 분무도

달 거리가 감소하고 국부적으로 농후한 영역이 증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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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된 분사 시기의 경우(저압의 분위기압 조건) 분무 도달거리

가 길고, 상 적으로 균질한 희박 혼합기가 형성됨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경향은 연소효율의 결과에서 설명했던 진각된 분사 

시기의 과다혼합, 지각된 분사 시기에서의 혼합부족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화염 가시화 실험결과 진각된 

분사 시기의 경우 희박 예혼합연소의 특징이 강한 청염이 지배적

으로 나타났으나, 분사 시기가 지각될수록 백열로 인한 휘염이 

증가하였고, 확산연소의 성격이 강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

다. 성층연소과정을 주연소의 전반부와 후반부 그리고 후연소 

과정으로 나누어 각각 과정에서의 연소특성을 분석하였다. 성층

연소의 주연소 과정동안 빠른 연소속도와 높은 열방출율을 특징

으로 하는 예혼합화염 전파가 일어난 뒤, 주연소과정 후반부에 

성층 혼합기 내부의 국부적으로 농후한 영역에서 확산화염이 

발생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전의 주 연소 과정 동안 연소되지 

못했던 희박 혼합기가 높은 연소실 온도로 인하여 연소되는 

희박예혼합연소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성층연소

에서 발생하는 입자상물질은 주연소 구간중의 예혼합 화염전파 

기간 동안 연소되지 못했던 국부적으로 농후한 영역이 주연소 

구간 후반에 확산연소의 형태로 연소되면서 생성되는 것임을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층연소에서 발생하는 NOx와 

Smoke를 저감하고, 연소상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분할 분사기법

을 적용하였다. 이때 성층연소를 균질혼합기와 성층혼합기의 

양, 즉 분할분사비율에 의하여 제어하는 전략과 분사간 간격 

조정을 통해 혼합기 형성시간을 제어하고 성층혼합기의 균질도

를 제어하는 전략을 적용하였다. 두 전략 모두, 성층연소를 적절

하게 완화하고 희박 예혼합 연소의 성격을 도입함으로써, 단일분

사수준인 0.28~0.29 MPa 수준의 IMEP를 유지하면서도 단일 

분사조건보다 NOx와 Smoke를 저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였다. 그러나 희박 예혼합연소의 성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NOx와 Smoke가 크게 저감 가능하나 연소효율이 크게 감소하여 

비효율적인 전략으로 판단되었다. 가시화 엔진에서의 분무가시

화를 통하여, 분할분사 적용 시 점화 시기에서 플러그 주변 

혼합기의 균질성과 증발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화염가시화를 통하여 분할분사 적용 시, 연소 과정 중 발생하는 

휘염이 감소하고 액상연소가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성층 

연소 시 발생하는 NOx를 저감하고 연소상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EGR을 적용하여 연소특성을 평가하였다. 8%~20%의 

EGR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30%까지 EGR율을 증가시키는 

경우 부분의 분사 시기 조건에서 실화가 발생하였다. EGR을

적용하는 경우 연소효율이 감소함에 따라 IMEP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EGR을 적용한 경우에는 EGR 율이 증가할수록 연소상지

각의 효과로 인하여 IMEP가 소폭 상승하였다. EGR을 적용함에

따라 NOx를 최  70% 까지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HC가 3배 정도 증가하였고 IMEP가 20%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EGR을 적용한 경우, 연소효율이 크게 감소하고 연소

상 지각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원인으로 성층연소

운전 시 국부적으로 농후한 조건에서 연소가 발생하므로, EGR

적용에 따른 산소 농도 감소의 악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혼합기의 균질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분할분사기법과 

EGR을 동시 적용하여 효과를 관찰하였다. 그결과, 연소효율이

소폭 개선되었으며, 연소상 지각의 효과가 증가하여 기본 전략과

비슷한 수준의 IMEP를 얻을수 있었다. 또한 30%의 EGR률로도

일부 구간에서 운전이 가능하므로, 단일분사에 EGR을 적용한 

경우보다 100 ppm 정도의 NOx를 추가 저감할 수 있었다. 가솔린

의 증기압을 열역학 해석을 통하여 계산하였고 에탄올의 값과 

비교한 결과, 20-138◦C의 온도구간에서는 가솔린이 에탄올보

다 증기압이 높으나 138◦C부터 에탄올의 증기압이 가솔린 보다 

커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층연소 운전 

조건에서 에탄올 혼합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솔린 보다 우수한

증발특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에탄올과 이소옥탄의 

PLIF 이미지 해석을 통하여 에탄올 분무가 이소옥탄에 비하여

분무의 증발성이 우수하여 확산속도가 빠르고 국부적인 균질도

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평면 Mie 산란 이미지 해석을 통하여

에탄올의 경우가 와류부근에 액상의 분포가 적어 점화에 유리한

혼합기를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단기통 엔진 연소실험에서 

에탄올 혼합효과에 따른 연소특성을 살펴본 결과, 에탄올 비율이

증가 할수록 분사종료시기를 지각할 수 있었으며 이는 에탄올의

우수한 증발 및 확산특성, 그리고 가솔린보다 높은 농후 가연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에탄올 연료를 적용하여 

연소상을 지각함으로서, IMEP와 효율을 향상시키고 NOx 배출

을 최  80% 이상 저감할 수 있었다. 또한 에탄올은 함산소 

연료로서, 혼합연료의 에탄올 비율이 증가 할수록 Smoke의 

배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에탄올 혼합 연료

사용시, 에탄올의 낮은 발열량으로 인하여 연비가 증가하게 

되며, 에탄올 연료의 낮은 점성으로 인하여 분사 장치의 내구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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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 교환막 연료전지(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EMFC)용 분리판(Bipolar plate)은 연료전지 스택(Stack)

에서 수소 극과 산소 극을 분리하는 판상 부품으로, 전면에 

채널이 구성되어 연료와 산화제의 격리 및 유로 제공, 인접한 

셀(Cell) 간의 전기 전도, 가스 확산 층(Gas Diffusion Layer, 

GDL) 및 스택을 지지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 핵심부품이

다. 본 연구는 양성자 교환막 연료전지의 성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장섬유 탄소/에폭시 복합재료 분리판에 관한 연구이다. 

분리판의 전기 전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 우회로를 갖는 

탄소-금속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분리판을 금속 박판 예비 성형

과 표면 처리법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두 개의 분리판을 연결하

는 금속 박판 전자 우회로는 분리판 간의 접촉 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여 준다. 또한, 예비 형성된 금속 박판은 복합재료와 금속 

박판 사이의 잔류 응력을 감소시키며, 이를 통해 복합재료와 

금속 박판 사이의 층간 박리 현상을 방지 하였다. 복합재료 

분리판 표면에 흑연 코팅과 플라즈마(Plasma) 처리를 적용하여 

탄소 섬유(Carbon fiber)와 가스 확산층 간의 접촉 면적을 증가시

켰다. 증가된 접촉 면적은 분리판과 가스 확산층 사이의 계면 

접촉 저항(Interfacial contact resistance)을 감소시킨다. 또한, 

전도성 입자를 이용하여 분리판의 자체 저항(Bulk resistance)

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복합재료 분리판의 제작 

시 카본 블랙(Carbon black) 및 천연 흑연 분말(Natural 

graphite powder)을 압축 공기로 분사하여 복합재료 분리판 

내에 삽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체 전기 저항을 감소시킨 

탄소-금속 하이브리드 복합재료 분리판의 향상된 전기적 성능

을 단위셀(Unit cell) 성능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일반적으

로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 및 산소의 밀폐를 위하여 기존 분리판은 

단위셀 내의 분리판 사이에 고무 개스킷(Gasket)을 사용함으로

써 그 밀폐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개스킷 접착을 위한 높은 

온도에서의 경화 단계를 추가로 요구한다. 이는 복합재료 분리판

의 기계적 물성을 저하하는 요인이 되며, 분리판 제작 공정 

및 시간이 길어져 연료전지 상용화의 걸림돌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스킷 부착 공정 및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스택

조립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개스킷이 없는(Gasketless) 복합재

료 분리판을 개발하였다. 개스킷이 없는 복합재료 분리판은 

기존 분리판의 개스킷이 접착되는 부분에 요철형태의 구조를

두어, 스택 양 끝단의 엔드플레이트에 의하여 연료전지 부품들에

체결압이 가해지면, 분리판끼리 서로 기계적 끼워 맞춤 되어 

체결되는 새로운 구조의 분리판이다. 개스킷이 없는 분리판이 

적용된 연료전지 스택에 체결압이 가해질 때 분리판의 요철 

거동을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기체 밀폐성 

실험을 통하여 개스킷이 없는 분리판 설계의 무결성을 검증하였

다. 또한, 다수의 분리판이 적층되는 조건에서의 개스킷이 없는 

분리판의 가스 밀폐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표면 처리법을 

적용하였다. 스택 체결압 하에서 표면 처리된 개스킷이 없는 

분리판의 거동을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표면

처리법에 따른 가스 밀폐성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PTFE 

필름을 보조 개스킷(Sub-gasket)으로 갖는 다수의 분리판이 

적층되는 조건에서의 가스 밀폐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보조 

개스킷을 갖는 다수의 분리판이 적층되는 조건에서의 가스 밀폐

성 실험 결과, 흑연 코팅을 이용하여 표면 처리가 된 개스킷이

없는 분리판이 가장 높은 가스 밀폐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복합재료 분리판의 환경 내구성

에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료전지 내부의 산 환경(Acid 

environment)을 모사하는 0.1 M 의 황산과 200 ppm 의 불산으로

이루이진 용액에 개발된 복합재료 분리판을 함침하여80◦C 에서

100시간 동안 에이징(Aging) 하였다. 그 후, 각종 시험을 실시하

여 그 결과 값을 에이징 되지않은 복합재료 분리판 및 기존의

흑연 분리판과 비교하였다. 산 환경에서의 에이징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하여 분리판의 친/소수성 특성 및 기계적 특성을 측정하였

다. 마지막으로, 기존 분리판과의 단위셀의 성능 및 내구성 비교 

평가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 된 복합재료 분리판은 기존 

분리판의 체 분리판으로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신 정 훈 2013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김 경 웅

국문 : 

영문 :
사판식 유압 피스톤 펌프의 손실해석을 위한 미끄럼 부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연구
Theoretical modeling and simulation of sliding parts for the loss analysis of a hydraulic swash-plate 
type axial piston pump

본 논문의 목적은 사판식 유압 피스톤 펌프의 미끄럼 부에서의 

비선형 윤활성능을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미끄럼 

부는 다음 3종으로 구성된다: 1. 실린더배럴 / 밸브판, 2. 피스톤 

/ 실린더, 3. 슬리퍼 / 사판. 개발된 수치해석 알고리즘을 사용하

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실린더압력, 회전체의 운동, 유막압력

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게하여 유막의 형상과 동력손실의 시간변

화를 예측할 수 있다. 기존연구들보다 더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가공표면의 표면형상과 경계윤활상태를 해석에 고려하였

다. 실린더/밸브판 미끄럼 부에서는 기하학적으로 완전한 평면

을 가정할 경우에는 완전유체윤활로 동작하는 것이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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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Herman Indria 2013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고 승 환

국문 : 

영문 :

계층적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산화아연 염료감응태양전지의 효율 증

Increased efficiency of ZnO dye-sensitized solar cell using hierarchical nanowires

본 연구에서는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효율 증 를 위하여 용액

공정 기반의 열수화학반응을 사용해 계층적 구조를 갖는 산화아

연 나노와이어 구조를 제작하고 이를 태양전지의 양극에 적용하

였다. 계층적 구조를 갖는 산화아연 나노와이어 기반의 태양전지

의 경우 수직한 산화아연 나노와이어를 태양전지의 양극으로 

적용했을때에 비해 약 5배 높은 효율을 보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효율 증가는 단순한 표면 증가에 의한 효과 뿐만이 아닌 

나노와이어가 갖는 직접경로에 의한 재결합 감소 효과 역시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계층적 구조를 갖는 산화아연 나노와이어

구조의 경우 가지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효율의 증가폭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긴 가지의 경우 건조과정에

서 서로 뭉치는 현상이 일어나 염료 흡착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것을 보이고, 가공 비정밀도에 의한 표면파형굴곡과 같은 작은 

스케일의 형상오차도 유막의 형상에 지 한 영향을 줌을 보인다. 

이 표면파형굴곡 오차의 다양한 형상과 무늬를 모형화하여 윤활

성능을 파라미터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유막에서의 최소동

력손실을 달성하기 위해 표면설계를 해야함을 역설하고, 2종의 

표면을 상으로 윤활성능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두 표면은 

반경방향으로만 진폭의 변화가 있는 반경방향 굴곡과 각도방향

으로만 진폭의 변화가 있는 각도방향 굴곡으로서, 유막압력발생 

메커니즘이 상이하다. 실린더배럴/밸브판 부에서는 회전체의 

안정성이나 동력손실 면에서 각도방향 굴곡의 표면설계를 추천

하다. 두 번째로 피스톤/실린더 미끄럼 부에서는 피스톤에 큰 

횡력이 작용하는 사판식 펌프에서는 경계윤활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함을 가정하였다. 접촉표면형상, 반력, 가상의 국부탄성변

형 등을 구할 때 헤리츠 모형을 적용하여 근사값을 계산하였다. 

개발된 해석툴을 사용하여 피스톤/실린더의 평균틈새, 모서리 

프로파일링, 작동조건 등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마지막 미끄럼

부인 슬리퍼/사판 부는 실린더배럴/밸브판 부와 동일하게 표면

이 평면일 경우에는 힘과 모멘트의 균형을 이룰 수가 없는 특징이

있지만, 슬리퍼의 운동과 고압포트와 저압포트의 주기적인 작용

에 의해서 평면일 경우에도 유체윤활상태를 유지함을 보인다.

슬리퍼 표면의 다양한 형상을 고려하였을 때, 반경방향 파형굴곡

의 윤활성능이 좋게 나타났다. 볼록형상 혹은 오목형상의 슬리퍼

에서는 경계윤활접촉이 모두 발생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펌프의 전체 동력손실의 예측을 위해서는 미끄럼 부에서

의 손실을 제외하고 부차적인 손실을 단순 해석식을 수립하여 

계산하였다. 유압장비를 구축하여 효율시험을 수행하여 나온 

용적/토크/전체 효율 결과와 해석을 통해 구한 효율을 비교하였

다. 예측된 손실은 실험값을 잘 모사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Trainer Daniel 2013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김 성 진

국문 : 

영문 :

Air-water 혼합 충돌제트의 유동과 열전달특성에 관한 연구
Heat transfer and flow characteristics of air-assisted impinging water jets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관의 직경과 표면 장력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물리적인 변수들이 공기보조식 원형 물 제트(Circular 

air-assisted water jet)의 열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제트의 열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물리 변수들을 밝혀내기 

위해 차원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변수들을 반영하여 여러 

r/D에서의 국소 Nusselt 수와 평균 Nusselt 수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상관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상관식들

은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Weber 수의 영향을 반영하였고 

기존 상관식에 비해 더 넓은 적용 조건을 가진다. 또한 제트의 

작동조건에 따른 국소 및 평균 Nusselt 수의 변화를 관측하고 

이에 하여 고찰하였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정체점(Stagnation 

point)에서 공기보조식 제트의 최  Nusselt 수는 물만 이용한

제트의 Nusselt 수에 비해 2.6 배 더 높다. 또한, 평균 Nusselt

수 역시 물 제트에 비해 최  1.8배 높다. 물의 Weber 수가 

증가할수록 평균 열전달 성능은 저하되며, 이상유동의 유동양식

관측과 Water splatter 측정을 통해 그 이유를 파악하였다. 정체

점 근처에서는 이상유동의 유동양식이 열전달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정체점에서 떨어진 영역에서의 열전달 특성은 유동양

식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제트의 충돌영역 바깥부분에서는 

Water splatter 현상이 열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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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의 조건에 따른 Water splatter 양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공기의 Reynolds 

수와 물의 Weber 수에 따른 Water splatter 양을 예측하는 

상관식을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관 

사이즈에 하여 무차원화된 펌핑파워가 주어졌을 때, r/D 값에

따른 최적 작동 점을 관측하였다. 관 직경이 큰 경우, 제트에 

추가된 작은 유량의 공기가 오히려 열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고 두 열 2013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김 수 현

국문 : 

영문 :

전정안구반사를 모방한 영상 흔들림 억제에 한 연구
Study of constraining image shaking by the vestibulo-ocular reflex

영상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영상 안정화에 

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영상 안정화의 주 목적은 

영상에 흔들림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여 관측하고자 하는 정보

를 영상에서 안정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이동형 

차량, 망원경, 디지털 카메라 등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전 영상 안정화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반 진동을 보상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알고리즘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안정화하는 방법

이다. 본 연구는 첫 번째와 같은 기구를 이용한 방법에서 생물학적 

사람 시선 안정화를 모방한 영상 안정화 제어 알고리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람의 시선 안정화는 생리학 분야에서 흔히 전정안구

반사라고 지칭하고 있다. 전정안구반사는 사람의 머리가 흔들릴 

때 안구를 반 로 움직여줌으로써 안구에 맺히는 영상 정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작동한다. 일상 생활 동안 사람의 머리는 지속적

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정안구반사는 시선 안정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전정안구반사는 개루프 

제어 방식으로 작동하고, 이 개루프 제어가 제 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 적응하여 보완하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의 핵심은

이러한 특징을 갖는 전정안구반사를 영상 안정화에 접목하여

실제로 구현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전정안구반사

를 모방한 새로운 영상 안정화 제어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이를

선형 모터를 이용하여 개발한 고속 영상 안정화 장치에 적용하였

다. 제안 방법을 소개하기 앞서 먼저 전정안구반사의 생물학적

속성에 하여 분석해보고, 이를 실제 영상 안정화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하여 자세히 언급하였다. 이로부터 전체

제어 전략과 제어의 특징을 수학적으로 유도하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제안 방법을 모의실험과 실제 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검증해 보고 결과에 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제 영상 안정화에

한 성능 검증을 위해 기존 영상 안정화 분야에서 이용하고 

있는 영상 정보 전환 충실도를 이용하였다. 이로부터 제안 방법을

이용하면 시스템에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영상 안정화가 가능함

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주 우 덕 2013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김 승 우

국문 : 

영문 :

고속 정밀 형상측정을 위한 펨토초 레이저 반복률 주사 간섭계

High speed precision surface measuring interferometry using repetition tuning of a femtosecond laser

본 연구는 펨토초 레이저 반복률 주사 기반 간섭계에 관한 

것으로, 펨토초 광원의 주기적인 시간 저결맞음성과 높은 공간 

가간섭성을 이용하여 고속 정밀 표면형상 측정을 구현한다. 

고안정도 시간/주파수 표준에 소급하여 고속으로 펄스 레이저의 

반복률을 주사함으로써, 종래의 광학 형상측정기술에서 기계적 

주사방식 혹은 파장 주사를 분광방식 기반의 측정방법이 고단차 

복잡형상 측정 및 측정 속도에 있어서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고단차 영역 복잡 형상을 고속으로 정밀하게 측정한다. 간섭계

는 광결정 펨토초 레이저 및 광섬유 펨토초 레이저를 광원으로 

하고, 광원의 반복률을 고속으로 주사하기 위해 전기광학소자 

및 음향광학소자,　또는 주사 범위를 늘리기 위한 압전소자 

및 모터 스테이지와 같은 반복률 제어 장치를 제작한다. 측정

시스템은 반복률 제어장치를 포함한 펄스 레이저 공진기와 공진

기에서 발진하는 펄스의 반복률을 시간/주파수 표준에 소급된 

주파수 측정기로 정밀하게 측정하고 제어하는 제어부 및 제어 

정확도를 보정하기 위한 시간/주파수 표준, 펄스 레이저를 이용

하여 형상을 측정할 수 있는 간섭계, 획득한 간섭신호를 저장

및 분석하는 처리장치를 포함한다. 본 원리를 이용하여 면적

시편 및 단차 시편에 한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69.6 um 단차 

시편에 하여 10.3 nm 반복능의 측정 결과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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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유 준 태 2013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윤 성 기

국문 : 

영문 :

인코넬 718의 고온 불림 성형성 확보를 위한 최적 블랭크 설계 연구
A study on blank optimization for blow forming of inconel 718 to secure formability at high temperature

불림 성형은 원활한 성형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건인 고온에

서 가스압력으로 성형하는 기법이다. 초소성 특성이 있는 재료를 

이용한 불림 성형 방법인 초소성 성형은 재료의 낮은 유동응력과 

특정 변형률 속도에서의 높은 최 변형률을 이용하여 복잡하고 

얇은 구조에 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성형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초소성 특징이 있는 재료는 한정되어 있다. 만약, 초소성 특징이 

없는 재질을 이용하여 불림 성형을 한다면 성형 후에 두께의 

비균일성이 심해지며 최  변형률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므로 

성형 중 파손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 최적화 설계 

기법을 이용하여 초소성 특성이 없는 인코넬 718을 이용한 불림 

성형 시 성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블랭크의 두께분포 최적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인코넬 718의 고온 유동 특성 

파악을 위하여 다양한 온도와 변형률속도 조건에서 고온 인장시

험을 수행하였다. 980℃에서 자유벌징 시험 중에 측정된 정점에

서의 변위와 시험 후 관찰된 미세조직사이의 캐비티 면적율을 

이용하여 유동응력을 변형률, 변형률속도, 캐비티 면적율의 함수

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유벌징 시험만을 이용하여 

인코넬 718 2축 상태의 유동응력식을 파악하였으며, 설정된 

성형 조건 범위 내에서는 유동응력식이 잘 일치함을 유한요소해

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구해진 유동특성을 반영하여 자유벌징성

형 중 제한된 변형률이내에서 변형을 최 화 시키는 블랭크의 

두께분포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등가정하중을 이용한 구조최

적화는 비선형모델과 동일한 응답특성을 가지는 등가정하중을 

이용하여 선형 최적화를 수행하므로 효율적인 최적설계를 할 

수 있지만, 설계 영역이 넓어지면 등가정하중의 유효성이 감소하

여 최적화에 한계가 있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전역 

최적점을 찾을 수는 있지만 많은 회수의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두 최적화 방법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며 효율적인 최적설계를 

위하여 먼저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화를 진행하되, 

최  진화 세 수를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였고, 얻어진 결과로

부터 다시 등가정하중을 이용한 최적 설계를 진행하여 최적점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등가정하중을 이용한 최적설계에 있어서는 

설계 영역을 넓이기 위하여 비선형 해석 후 등가정하중을 이용한 

구조최적화시 설계 영역을 등가정하중이 구해진 영역근처로 

재 정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안된 최적설계 절차로 자유벌

징에 한 최적화를 수행하여 변형을 최 화 시키는 블랭크의 

두께분포를 얻었으며, 최적화 형상으로 가공된 블랭크를 이용한

자유벌징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최적화결과에서 예측된 

변형형상, 정점에서의 변형 경향, 두께분포와 동일한 결과를 

얻어서 최적화 과정의 유효성을 입증하였고, 최적화 결과과 

실제 구현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검증된 최적화 절차를 반구성

형과 샌드위치 구조 중 코어 구조 성형에 적용하여 성형성을 

최 화 하는 블랭크의 두께분포를 얻었다. 반구 성형에 있어서는

평판형 블랭크를 사용할 경우 성형 중 재료의 파손으로 성형이 

불가능하였으나, 성형 후 변형률을 최소화 시키는 최적두께 

분포를 적용하면 파손 없이 균일한 변형률 분포를 가지는 반구 

형상을 성형할 수 있음을 보였다. 샌드위치 구조의 성형에 있어서

는 성형 중 파손이 발생하지 않으며 미성형 영역을 최소화하는 

블랭크 두께 분포 최적화를 수행하여 초소성 특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초소성 성형과 유사한 형상의 성형품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여, 일반 재질을 사용한 불림 성형에 있어서 적용

영역을 확장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권 순 철 2013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김   정

국문 : 

영문 :

표면 근전도 신호를 이용한 근력 보조가 인간 동작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Power assistance using surface electromyography and its influence on human movement stability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장애 인구의 약화되거나 상실

된 근력과 운동능력을 보조하고 일상생활 활동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로봇 보조기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 로봇 보조기를 

동작시키는 데 있어 활용될 수 있는 여러 신호들 중, 사용자의 

표면 근전도 신호는 근수축을 위해 발생된 근활동 전위를 피부표

면에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비침습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근력

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표면 근전도 신호로부터 추정한 

인간 근력에 비례하는 보조 동력을 보조해주는 연구가 다수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 235 -

진행되어 왔다.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 로 보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장애 인구라도 자의적 근수축 능력이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다면 근전도 신호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근력 보조시의 신호 잡음 등으로 인한 불안정성 사례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보조 동력의 크기가 인간 동작의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연구된 바는 없다. 본 연구는 표면 근전도 

신호로부터 가공된 근력 보조 동력이 인간 동작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할 수 있는 모델과 정량화 방법을 제안하고, 실제로 안정성의 

변화 정도를 정량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첫째로 근력보조 

상호작용 및 인간 운동을 모사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해 

인간이 최 로 받을 수 있는 보조량을 추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근전도 신호의 노이즈 크기와 보조 비율에 따라 

최  보조량이 결정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근력 

보조시의 동작 궤적에 해 운동학적 가변성과 최  유한시간 

리아푸노프 지수를 통해 근력 보조량에 따른 상 적 안정성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였다. 비장애인의 팔꿈치 굽힘 동작을 보조하

는 과정에서 운동학적 가변성은 근력 보조량 증가에 비례해 

증가한 데 비해 최  유한시간 리아푸노프 지수는 1:1 이상의

비율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표면 근전도 신호

기반의 비장애인 근력 보조시 인간 근력  보조기 동력 비율을

1:1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뇌졸중 

환자의 운동능력 보완을 위한 표면 근전도 신호를 이용한 근력보

조 사례를 제시하였다. 뇌졸중 환자는 운동능력이 제한적이었으

나 근력 보조기 사용에 따라 능동적 운동 범위가 증가하고 동작

안정성이 상 적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향후 표면 근전도 신호 기반의 근력보조기가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작동 범위를 설정하는 데 초석으로 자리할 것이다. 

또한 제안한 방법은 관련 연구의 보조기 성능 개선 그리고 물리치

료사의 경험에 의존하던 보조기 기능 조율에 정량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염 기 선 2013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허   훈

국문 : 

영문 :

응력연화현상을 고려한 복합화약의 비선형 거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onlinear behaviors of polymer-bonded explosives considering stress softening effect

복합화약은 화약입자와 이를 둘러싸는 약 5-10%의 고분자 

결합제로 구성되어 있는 폭발물질이다. 복합화약은 로켓의 추진

제로부터 일반적 탄약의 주장약 등 많은 무기체계에 사용된다. 

이러한 복합화약의 기계적 물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나 하면 복합화약의 생산, 이송, 취급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폭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합화약

의 기계적 물성은 일반적인 입자강화 복합재료와 유사하게 응력

연화, 반복 하중시 이력현상, 하중을 제거했을 경우의 잔류응력, 

주파수 의존성 등의 비선형 거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비선형 현상 중 응력연화와 반복 

하중시 이력현상을 다루고 있다. 고무와 같은 재료에 하중을 

가하고 제거할 때 응력응답이 초기하중에서의 응력응답보다 

작아지는 현상이 잘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Mullins에 

의해서 연구되었기 때문에 "Mullins effect"라고 부른다. Ogden

과 Roxburgh는 입자강화재료의 Mullins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현상학적 의사탄성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변형률 

에너지 함수의 값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의 손상변수를 추가하

여 응력연화현상을 표현한다. 그러나 복합화약의 응력연화, 잔류

응력, 이력현상 등 강한 비선형성 때문에 Ogden과 Roxburgh가 

제안한 모델은 복합화약에 적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응력연화현상을 고려할 수 있는 등방성, 비압축성 

재료의 현상학적 의사탄성모델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모델을 

수정하여 새로운 손상함수를 제안하였으며, 새로운 모델에서는 

tanh(x)함수를 사용하였고 현재의 변형률 에너지 함수값과 이전

의 변형률 에너지 함수값의 최 값의 비를 추가하였다. 이력현상

경우에는 재부하 곡선은 부하곡선과 해중곡선의 중간에 위치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Ogden과 Roxburgh가 제안한 모델은

이력현상을 표현하지 못한다. 이 모델은 재부하가 가해지게 

되면 단순히 해중곡선을 따라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재하중의 경우에는 첫 번째 재 하중곡선을 따르고, 해중의

경우에는 첫 번째 해중곡선을 완만하게 따르도록 하는 항을 

추가하였다. 안전을 위하여 복합화약 시뮬런트가 제작되어 시험

에 사용되었으며 단축압축 하중-해중 시험과 전단 하중-해중시

험을 준정적 변형률 속도에서 수행하여 제안된 모델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두 가지 입자크기의 복합화약 시뮬런트를 이용하여

10-3/sec의 변형률 속도로 다양한 최  변형률 조건을 바꿔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변형이 많이 가해지면 가해질 

수록 응력연화는 크게 발생하였으며,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Ogden과 Roxburgh가 제안한 모델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

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손상함수는 Ogden

과 Roxburgh가 제안한 모델보다 좀더 부드러운 곡선을 가지고 

있으므로 복합화약 시뮬런트의 응력연화와 이력현상을 표현하

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은 3개의 재료상

수를 사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의사탄성모



초록집

- 236 -

델은 복합화약 시뮬런트 재료의 응력연화와 이력현상과 같은 비선형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최 원 철 2013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성 형 진, 정 명 균

국문 : 

영문 :

재생형 펌프의 날개 각도에 따른 성능 변화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ffect of blade angle on regenerative pump performance

재생형 펌프는 원심형이나 축류형과 같은 다른 형태의 터보 

기계에 비해 저유량에서 높은 압력을 얻을 수 있으나 상 적으로 

낮은 효율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형 펌프는 소형화

에 용이하고 운영 안정성 및 유지 보수비용의 절감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유량에서 높은 압력이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1950년 이후 재생형 펌프의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이론적인 해석 모델과 

다양한 형상에 한 실험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해석 모델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임펠러의 날개 형상 및 각도에 따른 재생형 기계의 성능 변화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생형 펌프의 임펠러 

날개각이 펌프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사각에 

따른 여러 형태의 날개에 하여 성능 시험과 3차원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직선 반경형 날개를 기준으로 임펠러 날개의 끝단과 

측면의 경사각이 15◦, 30◦, 45◦ 기울어진 전향, 후향, 전곡 

날개로 제작하여, 총 10개의 날개 형상에 한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유량에 따른 압력 수두와 효율을 측정하고, 그 성능 

결과를 무차원 성능 특성 계수로 나타냈다. 재생형 펌프의 성능 

곡선은 각 날개의 형태에 따라 유사한 곡선의 패턴으로 나타났으

며, 경사각에 따라 곡선의 형태가 바뀌었다. 전향 날개와 후향 

날개는 경사각이 커질수록 직선 반경형 날개의 양정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능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고유량 구간에서는 15◦ 

전향 날개의 성능이, 저유량 구간에서는 15◦ 후향 날개의 성능이 

직선 반경형 날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곡 날개의 

경우 경사각이 커질수록 펌프의 성능이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최적의 전곡 날개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본 연구에서는 30◦ 전곡 

날개가 양정과 효율 면에서 모두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이는 실험 결과뿐 아니라 수치 해석 결과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리퍼 영역뿐 아니라 디스크 영역까지 고려하

여 3차원 유동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재생형 펌프의 날개 각도에

따른 내부 유동장 분석 변화를 관찰하고, 성능 변화의 메커니즘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본적인 지배방정식에 근거하여 

재생형 펌프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순환 유량과 Euler

양정을 수치해석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부터 직접적으로 산출하

였다. 전향 날개는 임펠러의 회전 방향으로 꺾여 있는 날개로

인해 순환 유동이 제 로 발달하지 못하면서 직선 반경형 날개의 

펌프에 비해 성능이 감소한다. 후향 날개는 전향 날개에 비해

상 적으로 순환 유동이 쉽게 발달하였으나, 단위 질량유량 

당 전달하는 에너지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그에 따라 Euler

양정이 가장 낮은 값을 보이면서 최종적인 펌프 성능이 반경형 

날개에 비해 떨어진다. 전곡 날개는 순환 유량과 Euler 양정 

모두 가장 높은 값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 순환 유동의 입구 영역에서 날개의 경사각을 따라 

유동을 쉽게 유입시키면서 순환 유동이 강하게 발달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순환 유량과 Euler 양정은 임펠러의

날개 각도에 따라 바뀌는 유동 구조에 의해 민감하게 변하면서 

펌프의 전체적인 성능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생형 펌프의 디스크와 스트리퍼를 통해 빠져나가는 누설유량

과 그에 따른 누설손실을 계산한 결과, 이로 인한 성능 저하가

다른 형태의 터보 기계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생형 펌프의 기본적인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요 성능 변수에 한 직접적인 해석을 

통해, 보다 더 나아가 다양하게 요구되는 설계 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상의 재생형 펌프를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조가 

되어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승 찬 2013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권 동 수

국문 : 
영문 :

3차원 가상 물체와의 표면 햅틱 상호작용 : 공간 미분 기반의 접근
Haptic interaction with 3D geometric objects on flat touch surfaces : gradient-based approach

최근의 터치 태블릿은 2차원 입력(예, 손가락 터치)을 기반으로 

하여3차원 공간과의 다양한 상호 작용을 가능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2차원 입력 기반의 시스템에서는, 3차원 공간을 

탐색하고 해당 공간의 가상물체와 햅틱 상호작용 시에도 2차원

커서(cursor)에 의존해야한다는 제한이 있다. 햅틱 렌더링 관점

에서 이러한 차이는 사용자의 터치에 의해 결정되는 햅틱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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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점(haptic interaction point, HIP) 과 프록시(proxy) 포인트가 

가상 물체의 표면이 아닌 물리적 디스플레이 표면에 위치하는 

특수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3차원 force 디스플레

이의 경우 장치의 workspace와 가상환경이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는(collocated) 반면, 평면 디스플레이 위에서의 햅틱 상호작

용의 경우 사용자의 workspace와 가상환경이 물리적 디스플레

이에 의해 분리되어있어, 기존 햅틱 렌더링에서 널리 사용되는 

침투(penetration) 깊이 개념을 추가적 입력/가공 없이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표면에 

투사(projection)된 가상 물체의 표면을 2차원 평면을 통해서 

만질 때, 사용자와 물체의 geometry간의 접촉 모델을 재 정의하

고 이에 따른 힘 계산 방법을 새롭게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표면의 실제 물체의 표면을 따라 만질 때 기울기 또는 

gradient 정보를 사용하는 인지적 특성을 활용하였고, gradient 

정보가 저항력(혹은 마찰력)과 연결됨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

는 역으로 물체의 기하정보를 표면에서 저항력 기반으로 생성해

내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일반적인 상용 햅틱

힘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표면에서 저항력을 기반으로 기하

정보 재생성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이후 electrovibration 디스

플레이를 이용하여, 제어입력(인가 전압)에 따른 인지 마찰력과

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이용해 임의의 기하 정보를

표면에서 생성, 평가하는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안

하는 렌더링 방법론이 보다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단일

2D 디지털 이미지 상에서 모델 정보에 기반하여 접촉 지점의

기울기 기하 정보를 법선 벡터 형태로 추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다. 본 방법론은 이미지(디스플레이) 평면과 가상 공간 내 위치한

물체 표면 사이의 상 적인 물리적 변환을 예측하는 컴퓨터 

비젼의 방법론을 활용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제안하는 투영 

공간에서의 가상 물체와의 햅틱 상호작용이 사용될 수 있는 

분야를3D graphics, AR와 같은 다양한 HCI 관점에서 논의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주 완 2013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김 성 진

국문 : 
영문 :

이온 선택성을 지닌 나노 구조물을 이용한 역전기투석방식의 농도 차 발전에 관한 연구
Investigation of power generation from concentration gradient by reverse electrodialysis 
in ion-selective nanostructures

최근 우리나라는 매년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수요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화석연료 및 원자력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 발전량과 발전에 따라 수반되는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가 개발되고 

있다. 그 중 바닷물과 강물의 농도 차를 이용한 역전기투석발전은 

다른 신재생 에너지와 비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역전기투석 발전시스템은 2개

의 전극 사이에 양이온, 음이온 교환막을 교차로 배치하고 교환막 

사이에 바닷물과 강물을 공급해준다. 바닷물은 강물에 비해 

양이온, 음이온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농도 차에 의해 이온은 

바닷물에서 강물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 때 교차로 배치된 이온교

환막에 의해 이온들이 특정 방향으로만 이동하게 되어 전류가 

발생되고 발전이 이루어진다. 즉, 역전기투석 발전시스템은 바닷

물의 농도 차를 이용한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다. 역전기투석 발전시스템에서는 높은 이온선택성을 지닌 

이온교환막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용화된 이온교환막을 이용할 

경우 역전기투석방식의 농도 차 발전은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에 비해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높은 발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역전기투석발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온교환막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비금속 물질의 경우 

전해질 용액과 접촉하게 되면 표면과 전해질 용액의 상호 작용에 

의해 표면이 전되게 된다. 이 때 전되는 전하의 종류는 

표면 물질에 의해 결정된다. 실리카(SiO2)의 경우에는 표면이 

음전하를 띄게 되고, 알루미나(Al2O3)의 경우에는 표면이 양전

하를 띄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알루미나와 실리카를 

활용하여 나노 구조물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농도 차를 

이용한 역전기투석 방식의 발전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AAO(Anodic Aluminum Oxide)는 제작 방법이 간단하고 구조물

의 형상을 조절하기 쉽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특히 AAO는 SiCl4, CCl4, DI Water 

등을 활용해 표면을 실리카로 코팅할 수 있다. AAO와 실리카로

코팅된 AAO, 신터링된 실리카 나노파티클을 제작하여 역전기투

석 전지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서는 NaCl 용액

을 사용하였고, 양단의 농도비를 일정하게 고정시키고 농도를 

바꿔가면서 반복 실험을 수행하였다. 측정된 전류-전압 커브를

살펴보면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류가 감소한다. 즉, 구성된 시스

템에 의해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때 발생하는

전력은 전류와 전압의 곱으로 계산된다. 특히, 전류가 0이 되는

전압값은 OCV라고 하고 이를 통해 시편의 이온 선택성을 나타내

는 이동수를 계산할 수 있다. AAO, 실리카로 코팅된 AAO, 신터링

된 실리카 나노파티클의 이동수는 각각 0.3, 0.72 및 0.5이다. 

따라서 AAO은 음이온 교환막으로, 실리카로 코팅된 AAO, 신터

링된 실리카 나노파티클은 양이온 교화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실험에서 얻어진 최  전력은 542 nW이다. 이 값은 다른 기존

연구자들의 결과에 비해 약 1000배 가량 높은 값이다. 본 연구에

서는 최근 국내 연구진에서 새로운 신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역전기투석 발전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기존의

상용 이온교환막이 아닌 나노 구조물을 이용하여 역전기투석

발전시스템에 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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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라인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유체-구조 경계면 최적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ptimization of fluid-structure interface by isogeometric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트림 곡면 해석 기법이 적용된 스플라인 유한요

소법을 이용하여 유체-구조 경계면의 형상최적설계를 수행하였

다. 유체-구조 경계면에서는 유체와 구조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

히 일어난다. 그러므로 경계면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

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야만 한다. 상호작용은 구조물의 경계가 

변화되면서 하중의 방향과 위치가 바뀌는 설계의존하중이다. 

설계의존하중의 종류는 압력하중, 자중, 열 류 하중 등이 있다. 

격자기반의 최적설계 방법에서는 경계를 부드럽고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계 절점의 움직임

을 제한하는 다양한 필터링 기법과 경계를 스플라인 곡선으로 

다시 나타내는 후처리 과정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

은 불편할 뿐 아니라 설계의존하중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웠다. 

스플라인 유한요소법 기반의 최적설계 방법에서는 구조물의 

경계가 추가적인 노력 없이 경계가 부드럽고 정확하게 표현되므

로 설계의존하중을 쉽게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유체-구조 상호작

용을 고려한 기존의 최적화 기법에서는 최적화 과정 중에 구조물

이 이동하면서 유체 격자가 심하게 일그러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는 배경 NURBS곡면은 움직이지 않고 트리밍 곡선만 

움직이는 트림곡선 해석기법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유체-구조 상호작용을 고려한 최적설계 과정에 적합하

다. 본 연구에서는 트림곡면해석 기법을 유체-구조 상호작용

문제에 적용 가능하도록 확장하였으며, 새로운 수식을 제안하였

다. 유체-구조 상호작용 최적설계를 수행하기 앞서 스플라인

유한요소법 기반의 최적설계 방법이 설계의존하중을 잘 다룰

수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열 문제와 스토크 유동 문제의

형상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열 문제에서는 설계의존하중인 

류하중을 고려한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스토크 유동 문제에

서는 에너지 손실률과 항력을 목적함수로 고려한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형상표현을 하기 위해서 국부적

인 제어점 추가 기법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유체-구조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유체 내부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동맥

판막판막부터 영감을 받은 구조물의 형상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전 지 연 2013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배 충 식

국문 : 
영문 :

DME를 착화제로 사용한 수소 압축착화 엔진
Hydrogen compression ignition engine with DME as an ignition promoter

최근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있는 에너지 분야의 키워드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이다. 화석 연료는 그 매장량이 한정

되어있을 뿐 아니라, 매장 또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수급 및 지속성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가 상승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또한 탄소계 연료의 사용으로 

인환 온실가스 배출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풀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석유계 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 

체연료를 개발, 이용하는 노력은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체연료를 사용한 연소 효율 향상 및 

배기 저감 기술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 생산 기술로 평가된다. 예혼합 압축착화에서 착화 특성이 

다른 두 가지 연료를 사용하여, 운전 영역을 넓히는 연구와, 

다단 분사의 적용을 통하여 연소상 및 배기 배출물을 제어하는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 

두 가지 개념을 적용하여, 착화 특성이 다른 수소와 DME를 

이용, 다양한 다단분사 전략을 통하여 예혼합 압축착화 엔진 

연소 가능성 및 배기 저감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DME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DME와 연소특성이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는

diesel과의 비교를 통하여, DME가 디젤을 체할 수 있는 청정

연료로서의 가능성을 판단하였고, 보다 더 효율적인 실험 진행을

위하여 엔진 압축비를 비교하여 17.3:1의 압축비를 선정, 진행하

였다. DME의 분사 전략에 따른 각 연소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에 따라 NOx, HC, CO를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분사 시기를

선정하였다. 이후 수소와 DME의 연료 비율 조절을 통하여 연소상

을 함께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압축비에

따른 특성 수소-DME 압축착화 엔진에서, 압축비가 엔진 연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타당 압축비 선정을 위하여,

이에따른 도시평균유효압력과 배기배출물을 측정하였다. 또한 

EGR의 첨가가 수소-DME 압축착화엔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질소 첨가를 통하여 모사 EGR을 실린더 내에 주입하

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압축비가 높은 경우의 도시평균유효압력

이 압축비가 낮은 경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자발화 온도가

높은 수소가 DME와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연소상 진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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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출력감소가 없었으며, 높은 실린더내 온도로 인하여 도시평

균유효압력이 상승하였다. 압축비가 높은 경우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수소 뿐 아니라 

DME의 연소도 불완전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압축비가 

높은 경우 실린더 내 온도가 더 높아지므로, 연소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자명하다. 고 세탄가 연료인 DME의 비율이 높은 

경우 높은 압축비에서 연소상의 진각으로 인한 출력 감소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DME의 비율이 수소에 비해 적은 경우에는 

높은 압축비에서 연소상의 진각으로 인한 출력 감소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소를 압축착화 

엔진에 적용하는 것이며, 최소한의 탄소계 연료를 착화제로 

사용함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엔진 압축비를 연소가 더 

안정적이고, 출력이 높은 17.3:1로 압축비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

다 보인다. 저부하 영역에서는 안정적인 연소를 위하여 EGR을 

첨가할 경우 DME의 양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 하다. 이에 DME를 

9mg 분사하고, 9mg DME에 적합한 압축비 14.8:1에서 모사 

EGR을 주입하여 실험한 결과, 연소상의 지각 효과를 통하여 

더 높은 출력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저부하 영역에서 연소불안

정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DME의 비율을 늘리고, 연소상 진각으로 

인하여 출력이 감소하는 것을 EGR을 통해 보상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면 중, 고부하 영역에서 DME의 분사량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 착화제의 종류에 

따른 연소 특성 수소 압축착화 엔진에서, 착화제의 종류가 연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DME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압축착화엔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연료인 diesel을 사용하

여 같은 실험을 수행하고 연소 특성 및 배기를 비교, 평가하였다. 

수소 압축착화 엔진에서 DME와 diesel을 각각 착화제로 사용하

여 비교한 결과, DME와 diesel의 분사 방법에 따른 차이는 

미세함을 알 수 있었으나, DME를 사용한 경우 분사전략에 있어서 

자유도가 더 컸다. Diesel을 착화제로 사용한 경우가 DME를 

착화제로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더 우수한 연소특성을 나타내었

고, 이로 인하여 도시평균유효압력 또한 전반적으로 높았다. 

배기 배출물을 비교한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의 경우, 저탄소 

체연료인 DME의 탄소함량이 적어 더 낮은 이산화탄소의 배출

을 보였으며, 연소온도가 더 낮은 DME 사용의 경우가 더 낮은 

질소산화물 배출을 보였다. 일산화탄소는 두 연료 모두 거의 

비슷한 정도의 배기 배출을 보였으며, 탄화수소의 경우 DME의 

배출이 더 크긴 하나 그 차이가 착화제의 분사시기에 따른 영향에 

비하여 미비하였다. 본 실험은 DME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저부하에 한정되어 실시된 실험이다. Diesel을 착화제로 사용한 

경우의 연소 특성이 DME를 착화제로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더 우수하긴 했으나, 저부하이기 때문에 수소가 가연한계로 

분사된 것에서 기인한 결과라 판단된다. 이는 중부하에서 고부하

로 운전영역이 확장된다면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배기 배출에서는 

조금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DME는 diesel을 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착화제로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다 판단된다. 수소 

압축착화 엔진 연소에서 DME를 사용한 경우, DME가 체 연료

이며, 다양한 원료로부터 합성 가능하다는 점에서 에너지안보에

좀 더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디젤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출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본 실험이 저부하

영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출력 감소가 두드러진다 판단된

다. 따라서 고부하 영역에서 수소의 연소효율이 증가한다면, 

더 낮은 질소산화물 배출량과 함께 에너지안보 면에서 더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 DME 분사전략에 따른 특성 본 연구에서

는 수소 압축착화 엔진 구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자발화

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DME를 착화제로 선정하였다. DME는 

기존 디젤연료에 비해 기화와 혼합이 용이하고 압축착화 특성이

우수하여 수소의 착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DME의 다양한

분사 전략을 통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수소 엔진을 구동하여 

높은 출력과 낮은 배기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고옥탄 연료와

고세탄 연료의 동시 사용을 통하여, 두 연료의 연소시 생기는

화학적 메커니즘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각의 

연료의 분사 시기 및 분사량을 제어 변수로 하여 엔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DME의 경우 입자상 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자발화 특성이 크기 때문에

옥탄가가 높은 수소연소를 스파크 점화 없이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 수소의 분사 시기 변화에 따른 도시평균유효압력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였으며, 최적의 수소 포트 분사시기는 가장

늦은 흡입 행정 말기 임을 알 수 있었다. 수소와 DME의 혼합 

정도에 따른 연소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DME의 분사시기를

-80 ℃A aTDC 에서 -5 ℃A aTDC 까지 변화시켰으며, 착화제

분사 시기에 따른 수소 압축착화 엔진의 영향을 보면, 착화제의

예혼합기가 형성되는 이른 분사시기에는 희박한 예혼합기로 

인하여 착화제의 저온 산화반응열이 낮아 수소의 연소또한 활발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연소실 내 압충 행정 말기 착화제가

분사하는 경우에는, 고온 고압 상태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DME

의 저온 산화반응과 함께 고온 산화반응이 일어나며, 이로 인하여

수소의 산화또한 급격히 일어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30 ℃A aTDC 이후의 연소는 CO, HC의 배출이 줄었으며, 

상사점 근처로 연소상이 미뤄져, 도시평균유효압력이 증가함을 

보였다. DME의 분사량을 5mg, 7mg, 9mg 변화시켜 분사량 

변화에 따른 수소의 엔진 연소특성을 보면, DME의 분사 시기가

빠른 경우 DME와 수소의 비율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으나, 이후 DME의 분사시기가 상사점 근처로 지각되면 

DME의 분사량에 따른 경향이 줄어들었다. 착화제의 분사 시기를

DME의 연소가 잘 일어나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의 배출이 거의 

없으나, 연소온도가 높지 않아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낮은 시기인

-30 ℃A aTDC 로 고정하여 각 DME와 수소의 비율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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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배기, 출력 등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수소를 적게 쓰는 

전략이 종합적인 면에서 타당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DME 분사 전략을 통한 수소 압축착화 엔진 연소의 가능성

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소 및 배기 특성에 한 분석을 

이루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연료인 diesel을 착화연료로 사용

한 경우에 DME보다 높은 열효율을 가짐을 알 수 있었으나, 

DME 또한 diesel을 신할 수 있는 청정 체연료로서의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제안 본 연구에서는 

압축착화엔진에서 착화특성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연료를 사용하

여 연소상 및 배기배출물을 제어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소와 DME라는 아직 상용화 되지 않은 두 연료를 

사용하여 운전 영역 확장에 제한이 있었다. 특히 수소의 경우 

안정적인 유량 확보를 위하여 운전 속도와 수소의 분사량이 

제한되었다. 또한 수소의 누설 가능성에 여부가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소의 누설 가능성은 2% 이내로 추정된

다. 현재까지는 선진 연구로 연소상 제어 방법이나 배기 저감에

초점을 두었으나 상용화를 위해서는 연료의 누설 문제는 큰 

이슈가 될 수 있겠다. 또한 현재까지 압축착화 엔진 적용에 

있어서 연소 안정성 면에서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착화제인 DME 분사 전략을 통하여 가능성을 확인 하였으

나 본 연구의 당위성 확보를 위하여 스파크 점화에 의한 연구가

함께 수행되고 열효율 및 질소 산화물 배기 등의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장 정 봉 2013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성 형 지

국문 : 

영문 :

유동 내에서 광력을 이용한 유연한 캡슐의 분리에 한 연구
Optical separation of elastic capsules in a viscous flow

입자 및 세포의 분리에 한 연구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혈액세포는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다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적혈구는 단순한 구조로 인하여 내부의 액체를 외부의 유연한 

막이 둘러싸고 있는 형상의 캡슐로 가정되고 있으며, 질병에 

따라서 연성특성이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력을 이용한 비구형 입자 및 유연한 캡슐의 형상 또는 연성특성

에 따른 분리에 한 연구를 수치모사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입자 및 캡슐은 입자 분리기 내를 유동에 의하여 움직이면서 

유동의 수직방향으로 가해지는 가우시안 분포의 레이저 빔에 

의해 유동의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때, 분리거리로 

정의되는 레이저 빔에 의하여 유동의 수직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는 입자의 크기, 모양, 굴절률, 연성특성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입자 및 캡슐의 분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유체와 

고체의 움직임이 연결된 문제를 해석하기 위하여 벌칙방법을 

사용한 가상경계법이 사용되었다. 각각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해석된 유동과 고체의 거동은 서로 연결되게 되며, 변형되는 

입자에 작용하는 광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동적 광선 추적법이 

사용되었다. 먼저 변형이 없는 입자의 광력에 의한 분리에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앞서 광력에 의한 기본적인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정지된 유체 내에 존재하는 입자에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다양한 종횡비와 경사각을 갖는 비구형 입자에 

작용하는 광력이 다양한 위치에서 계산되었고, 그 결과 비구형 

입자의 종횡비가 감소함에 따라 레이저 빔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 감소함을 보였다. 그러나, 작은 종횡비를 갖는 

입자는 크게 기울어 질 때 매우 큰 힘을 받게 되었다. 또한, 

구형 입자들이 항상 레이저 빔으로 끌어당겨지는 힘을 받는 

것과는 달리 비구형 입자들은 경사각에 따라서 레이저 빔 쪽으로 

가까이 가거나 멀어지는 힘을 받게 되며, 모양에 따른 광력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비구형 입자는 회전을 하게 된다. 정지된 

유체 내에서 비구형 입자들은 회전하는 동안 수평방향으로의

움직임과 함께 레이저 빔이 가해지는 수직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며, 부분의 비구형 입자들은 장축이 레이저 빔이 가해지는

방향과 일치 할 때 회전이 멈추게 되었다. 광력에 의한 입자의

기본적인 거동에 한 연구를 바탕으로 균일유동이 작용되는

입자분리기 내에서 비구형 입자의 형상에 따른 분리에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거의 회전을 하지 않는 입자는 레이저 빔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광력의 차이에 의하여 분리가 가능

하게 된다. 변형이 없는 구형 입자의 경우, 광력과 항력의 비로

나타내는 S수에 의하여 분리거리가 결정되었으며 S수의 증가와 

함께 분리거리가 증가하였다. 비구형 입자의 경우, S수를 이용하

여 분리거리를 예측할 수 없었지만, 동일한 S수에 하여 동일한

분리거리를 보였다. 입자의 회전에 의한 분리거리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초기 경사각도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초기 

경사각의 변화와 함께 같은 모양을 갖는 입자의 분리거리가 

변하게 되었다. 양의 경사각을 갖는 비구형 입자는 분리거리가

증가하며, 음의 경사각을 갖는 입자는 분리거리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회전에 의한 영향은 무차원된 광력의 크기인 S수의 증가

와 함께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비구형 입자를 형상에 따라 효율

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회전이 억제되는 조건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비구형 입자의 분리거리를 예측하기 위하여 교정상수

를 이용하여 비구형 입자에 한 Sc 수를 정의 하였다. Sc 수의

증가에 따라 비구형 입자의 회전하는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종횡비가 증가함에 따라 분리거리를 예측 가능한 Sc 수의 범위가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 241 -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진 영 2014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김 양 한

국문 : 
영문 :

전달함수 오차에 한 공간의 음향위치에너지 민감도 
Acoustic potential energy sensitivity of a zone due to transfer function error

음향위치에너지란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써, 만

약 다수의 스피커를 이용하여 어떤 목적에 따라 음향위치에너지

를 공간적으로 제어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개인에게만 원하는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개인음향공간 생성이

나 동일한 공간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소리에 한 요구(예: 

음악감상과 독서)를 충족 시키는 등의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 

음향위치에너지의 공간적 제어를 위해 각 스피커로 입력되는 

제어신호를 결정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공통적으로 

제어신호는 스피커와 그로 인해 관심 공간에 생성되는 음장 

사이의 관계로 표현되는 전달함수로부터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제어신호 결정에 필요한 전달함수는 측정이나 수학적인 모델 

등의 추정 과정을 통해 도출되며, 그에 따라 스피커 어레이 

시스템의 전달함수의 참값에 해 오차가 항상 존재하게 된다. 

전달함수는 기본적으로 스피커 어레이 시스템에 포함되는 모든 

장비들의 응답 특성뿐만 아니라 스피커와 관심공간 사이의 음향 

전파에 한 특성에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어떤 오차에 해서도 전달함수의 오차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달함수 오차는 공간에 생성된 음향위치에

너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두 공간에 한 에너지를 

관찰하고자 할 경우 두 공간의 에너지 비로 정의되는 음향 조의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전달함수 오차가 공간의 음향위치

에너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한 오차의 원인 별 정량적

인 고찰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피커 및 마이크로폰에 

해서 이득/위상응답 특성의 변화로 발생되는 전달함수 오차와

위치의 변화에 기인한 전달함수 오차를 그 크기가 작다는 가정 

하에 각각 선형적 근사를 통해 수학적으로 정의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달함수 오차에 한 공간의 음향위치에너지의 변화율로

표현되는 음향위치에너지 민감도와 두 공간의 음향위치에너지 

비의 변화율인 음향 조 민감도를 제안하였다. 또한 각 오차의

원인 별로 민감도에 한 분포를 민감도 지도를 통해 가시화하여 

어떤 스피커 혹은 어떤 마이크로폰이 특정 오차에 해 공간의 

음향위치에너지 변화를 많이 유발하는지에 해 알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실제적으로 공간의 음향위치에너

지를 제어하는 문제에서 오차에 강건한 스피커 어레이를 생산하

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스피커의

질(응답특성의 변화 정도) 및 스피커의 상 적 위치공차를 고려

한 배치를 통해, 생산된 스피커 어레이들 간 성능의 차이를 

감소시킴으로써 제품의 정밀성(precision) 또는 신뢰성

(reliability)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마이크로폰으로

측정되는 음압의 정확성 및 마이크로폰의 상 적 위치공차를

고려한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통해 실제에 더 가까운 제어 결과를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시되는 스피커 

어레이 성능의 정확성(accuracy)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민감도는 제어 방법에 따른 오차의 영향을 비교하는 지표이

기도 하기 때문에 오차에 강건한 제어 신호를 설계 또는 제어

방법 개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광력이 작용하는 균일 유동 내에서 

유연한 구형 캡슐의 연성(표면 영의 계수, 벤딩계수) 에 따른 

분리특성이 연구되었다. 유연한 막의 표면 영의 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캡슐은 적게 변형되었으며, 분리거리가 증가하였다. 벤딩계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리거리가 역시 증가하지만 증가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캡슐의 분리거리는 주로 표면 영의 계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큰 값의 표면 영의 계수를 갖는 캡슐은 변형에 

의하여 버클링이 발생하게 되고, 벤딩계수가 증가할 때 버클링이 

억제되었다. 그러므로, 벤딩계수는 캡슐의 모양을 유지하는 측면

에서 역시 중요하다. 동일한 S 수를 유속과 레이저 빔의 파워를 

통하여 조절할 때 유연한 캡슐에서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입자의 

경우는 S 수에 따라 동일한 분리거리를 보이지만 캡슐은 광력에 

의한 변형 때문에 다른 분리거리를 보였다. 유연한 캡슐의 분리거

리를 예측하기 위하여 광력, 변형력, 항력을 포함한 무차원 수인 

Se 수가 정의 되었고, 너무 크거나 작은 연성을 갖지 않는 캡슐의

분리거리를 잘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유연한 비구형 캡슐의

분리특성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캡슐의 표면 영의 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캡슐의 변형이 감소하고, 분리거리가 증가하였다.

비구형 입자와 마찬가지로 초기 경사각에 따라서 분리거리가

변하게 되지만 변형 때문에 비구형 캡슐은 비구형 입자와 다른 

거동을 갖게 된다. 유동에 의하여 비구형 캡슐이 레이저 빔에

가까이 갈 때, 광력에 의하여 캡슐의 변형과 함께 회전이 이루어 

짐으로 초기에 기울어지지 않은 캡슐을 제외하고 모두 유사한 

분리거리를 보였다. 비구형 입자에 한 Sc 수를 정의한 방법을

통하여 유연한 구형 캡슐에서 정의된 Se 수를 다시 정의 함으로써

유연한 비구형 캡슐의 분리거리 또한 잘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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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단열체 심재의 단열 특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insulation characteristics of core materials in vacuum insulation panels

진공단열체의 단열성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심재의 열전달

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공성 심재를 

먼저 분석하였고 새로운 심재 구조가 제안, 분석되었다. 논문의 

첫번째 파트로, 표적인 다공성 물질인 페놀폼, 글라스울, 흄드

실리카를 상으로 선정,분석하였다. 이들 물질을 통한 열전달은 

고체 전도, 기체 전도 그리고 복사를 통해 일어난다. 고체 전도를 

예측하기 위해 각 재료의 구조를 이상화하여 각각의 기공율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다. 페놀폼과 달리 글라스울과 흄드실리카는 

유연하기 때문에 하중을 가하면 기공율 및 밀도가 변한다. 이들간

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구했으며 이를 이용하여 고체 전도를 

하중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였다. 기체 전도는 진공압력과 기공 

크기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복사는 확산가정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예측식의 실험적인 검증을 위해 각 재료의 열전도계

수를 진공도와 하중을 달리하며 측정하였다. VGHP 장비를 사용

하였고 측정시 불확실도는 5-8%이다. 복사열전달계수는 FTIR

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구하였다. 그 결과, 페놀폼의 고체전도 

모델은 측정값과 6%의 오차를 보였으나 글라스울과 흄드실리카

의 모델은 매우 큰 오차를 보였다. 이에 반해 측정을 통해 얻은 

경험식은 글라스울의 경우 11%, 흄드실리카는 6%의 오차를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글라스울과 흄드실리카의 유효열

전도 계수는 하중이 작을수록 줄어든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

만, 이들 재료가 진공단열체 심재로 적용될 경우 항상 1기압 

하중을 받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문의 두번째 파트에서 인공적으로 

설계된 기둥형 심재가 제안되었다. 기둥형 심재는 지지구조체와

충진재로 구성된다. 충진재로는 다공성 물질이 사용될 수 있으

며, 지지구조체 덕분에 충진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조절할 수 

있다. 지지구조체는 위 아래 커버플레이트와 그 사이의 기둥들로

구성되었다. 테스트를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 커버플레이트와 

폴리카보네이트 기둥으로 지지구조체를 제작하고 복사차단막

이 삽입된 글라스울을 충진재로 사용하여 샘플을 제작하였다.

고진공에서의 측정결과 기존 진공단열체의 약 절반 수준인 1.2

mW/m-K의 유효열전도계수를 보였다. 한걸음 나아가 복사차단

막만으로 충진재를 구성해 보았다. 알루미늄 코팅된 복사차단막

을 일정한 간격의 골을 가지도록 만든 후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여러장 적층하여 충진재를 구성하였다. 이 때의 열전달을 해석적

으로 구한 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실제 기둥형심재에 

적용한 결과 글라스울 충진재보다 더 작은 1.0 mW/m-K 의 

매우 뛰어난 단열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은 VIP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분석 및 실험

방법 역시 널리 사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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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절차적 CAD 모델의 생성을 위한 설계특징형상의 순서결정 방법 
A method for sequencing of the design features to create a procedural CAD model

본 연구는 CAD 데이터 교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TEP, IGES와 같은 중립 포맷이, 형상 표현에 있어서 B-rep 

방법을 사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

되었다. 본 연구에서 B-rep 모델의 특징형상 인식 방법을 통한 

데이터 교환의 문제점을 분석 하였고, 그것에 따라서 새로 제안한 

규칙을 이용하여 설계 특징형상의 순서 결정을 통해서, B-rep 

모델에서 절차적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에 

개발된 상업용 소프트웨어나 특징형상 인식방법에 한 연구들

은 주로 subtractive 특성을 갖는 특징형상(가공 특징형상)을 

생성하는 방법이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 특징형상을 생성하기

에 적합하지 않다. 절차적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설계 특징형상의 순서 결정이 필요한데, 기존에 연구된 특징형상 

순서결정 방법들은 가공 특징형상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설계 

특징형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 특징형상을 생성하고, 그것의 순서를 사용자가 수정하기 

쉽고, 데이터 교환에 적합한 규칙을 정의하여서 절차적 CAD모델

을 생성하였다. 순서 결정을 위해서 형상에 관련된 규칙, 특징형

상의 속성에 관련된 규칙, 그리고 특징형상의 타입에 관련된 

규칙 총 4개의 규칙을 정의 하였으며, 추론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체 작동 프레임워크를 제안 

하였으며, 제안한 프레임워크에 필요한 모듈들을 구현하였다.

구현 과정에서 절차적 모델의 생성은 다른 상업용 CAD 시스템들

과의 원활환 데이터 상호 교환을 고려하여, 중립 XML 포맷의 

절차적 모델의 생성을 지원하는 KAIST의 TransCAD를 사용하

였다. 그리고 구현된 프레임워크를 복잡한 형상을 갖는 몇 개의

B-rep 모델을 통해서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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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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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 베어링으로 지지된 강체, 유연 회전체의 복소 모드 제어
Complex modal space control of rigid and flexible rotors supported by active magnetic bearings

전자기 베어링은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에 마찰이 없고 베어링 

특성을 능동 제어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등 기존의 구름, 유체 

베어링등과 비교하여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으며 플라이휠 에너

지 저장 장치, 모멘텀 휠, 터보기계 등과 같이 회전체를 고속으로 

회전시켜 높은 성능을 얻고자 하는 회전기계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전자기 베어링은 바이어스 전류에 의한 근원적인 불안정성

을 해결하기 위해 피드백 능동제어가 필수적이며 여러 방법 

중에 분산(decentralized) PID 제어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는 비례(proportional), 미분(derivative), 적분(integral) 게

인이 물리적으로 선형 강성, 점성 감쇠, 정적 강성 지수 등과 

각각 응되어 그 응용이 직관적이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전자기 베어링을 채용한 회전기계의 성능을 극 화하고자 

회전체의 회전속도를 더욱 높이려는 시도와 연구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안정성 및 진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강체 회전체

-전자기 베어링 시스템의 경우 고속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원뿔 

모드의 불안정성이 유연 회전체-전자기 베어링 시스템의 경우 

유연 위험 속도에서의 과도한 불균형 응답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분산 PID 제어법을 포함한 기존의 방법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약점이 있고 제한적 응용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강체 및 유연 회전체-전자기 

베어링 시스템의 각각에 해 실용적인 복소(complex) PD 제어

법으로서 고유치 배치법(eigenvalue assignment)과 최적 등방 

PD 제어법(optimal isotropic PD control)을 제안하였으며 그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복소 영역에서 제어기를 정의함으로써 

회전체의 고유한 복소 모드인 역방향 및 정방향 모드를 구체적으

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전자기 베어링의 제한된 지지력으로 

인해 많은 경우 회전체의 동적 거동은 강체 회전체 모드, 즉 

병진과 원뿔 모드를 바탕으로 묘사하게 된다. 강체 회전체의 

자이로스코픽 모멘트는 보존적인 힘이므로 이론적으로 강체 

회전체-전자기 베어링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장치 등과 같이 매우 

큰 자이로스코픽 효과를 갖는 강체 회전체-전자기 베어링 시스

템들에 해 위상 지연된 제어력에 의해 발생하는 원뿔 모드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회전체를 고속으로 회전시키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보고 되었다. 이러한 고속 회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PD 교차 제어(PD cross feedback), 유사 비연성 제어

(pseudo decoupled control) 등과 같은 방법들이 개발되었으

나 고속에서 너무 큰 제어 입력을 요구하거나 제한적인 안정 

속도 영역을 제공하는 등의 단점이 있어 분산 PID 제어법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해결책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안정성에 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진동과 관련된 여러 요구 성능들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비연성된(decoupled) 병진과 원뿔 모드에 한 고유치 배치법

을 제안하였다. 이 제어법은 우선 회전체의 무게 중심 좌표계를

바탕으로 복소 영역에서 정의된 2차(second-order) 행렬 운동 

방정식의 시스템 행렬들이 각화되도록 제한 조건들을 부가하

여 비연성된 병진과 원뿔 선회 운동에 응하는 두 개의 1차 

운동 방정식을 구성한다. 새롭게 구성된 두 운동 방정식의 고유치

는 각각 비연성된 병진과 원뿔 모드에 응한다. 비연성된 모드들

의 고유치를 원하는 동적 특성을 만족하도록 지정할 경우 제안된 

알고리즘에 의해 유일한 PID 게인이 도출된다. 제안하는 방법은

모드를 분리하기 위한 제한 조건들이 회전속도에 무관하게 적용

되며 PD게인은 온전히 고유치 배치에만 활용될 수 있다. 무게

중심 좌표계가 아닌 다른 좌표계를 활용할 경우 질량과 자이로스

코픽 행렬의 비 각항을 상쇄할 수 없어 모드의 비연성화는 

불가능해진다.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를 활용하여 제안된 

방법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류 증폭기, 전자석의 인덕턴스 등에 의한 제어력의 주파수

동특성을 알고 있을 때 감쇠가 거의 없거나 불안정한 원뿔 모드에

해 충분한 모드 감쇠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시스템을 원하는 고속 회전 속도까지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전자기 베어링을 채용한 터보기계, 압축기 등과 같은 회전

기계는 회전체의 경량화와 고속 운전을 통해 그 성능을 비약적으

로 높일 수 있으나 유연 위험속도에서의 과도한 불균형 응답을 

용인할 수준만큼 억제시켜야 고속회전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의

많은 방법들은 전자기 베어링이 서로 직교하는 두 방향의 제어력

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양방향 구동기라는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단방향 구동기로써만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분산 

PD 제어 게인에 더해 서로 직교하여 교차하는 미분 게인을 

도입하여 미분 게인 행렬이 스큐 칭(skew-symmetric) 형태를

갖는 새로운 등방 PD 제어기를 제안하였다. 이 때 제안된 PD

제어기는 복소영역에서 각 행렬의 형태를 갖게 된다. 이 제어기

에 의해 발생하는 베어링힘은 회전체-베어링 시스템의 등방성

을 유지하며 비보존력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유연 

구조물 제어에서 발생하는 스필오버(spill-over) 불안정성 문제

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한편 등방 PD 게인 행렬을 복소 

모달 영역에서 최적화하기 위한 최적 제어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불균형 진동과 최소 모드 안정성을 고려한 2차 형식

(quadratic form)의 성능 지수를 정의하였고 이를 최소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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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산화물 연료전지용 다공성 La0.8Sr0.2Ga0.8Mg0.2O3-δ 전극과 촉매 함침에 관한 연구
Study on porous LA0.8SR0.2GA0.8MG0.2O3-δ scaffold electrode and infiltration catalyst for solid oxide fuel cell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s, SOFCs) 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와 열로 직접적으로 변환하

는 에너지 변환 장치로 높은 온도에서 구동함으로써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고 수소에서부터 탄화수소에 이르기까지 사용 할 수 

있는 연료의 범위가 넓다. 또한 백금과 같은 값비싼 귀금속을 

전극 촉매로 사용하지 않으며 NOx, SOx, CO2 등과 같은 오염물

질의 배출량이 기존의 발전 방식보다 현저히 낮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850도에서 1000도

의 고온에서 작동함으로 위의 다양한 장점을 갖는 반면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SOFC 단전지 및 

스택을 구성하는 소재들의 열화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고온 운전 환경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SOFC의 운전 온도를 600에서 800도의 중저온 

영역에서 운전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중저온에서 SOFC

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전해질로부터 발생되는 ohmic 저항과 

전극에서 발생되는 분극저항을 최소화해야 하며 온도에 민감하

게 영향을 받는 전해질의 ohmic 저항 감소가 선결되어야 한다. 

다양한 전해질 물질 중 중저온에서 높은 산소이온 전도 특성을 

갖고 산화/환원 환경에서 안정적인 La0.8Sr0.2Ga0.8Mg0.2O3-

δ(LSGM)은 전극 촉매와의 고온반응성으로 인하여 LSGM과 

전극사이의 이차상이 형성되어 단전지의 ohmic 손실을 증가시

키며 전기화학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사이트를 줄이므로 전극의 

분극 손실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SGM의 문제점인 전극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높은 효율의 

안정적인 LSGM 기반의 단전지를 제작하고 그 특성에 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온에서의 LSGM과 전극 물질과

의 반응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고온과 저온의 열처리 

공정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다공성의 scaffold 전극 및 제작방

법을 제안하였다. 고온에서는 전체 전극을 지지할 수 있는 다공성

의 scaffold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LSGM 전해질과의 반응성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해질과 동일한 LSGM을 scaffold 

소재로 선정하여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형성하였다. 이후 

전극의 전기화학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촉매 함침 기법을 이용하

여 850도 이하의 저온에서 전극촉매를 LSGM scaffold 표면에서

합성과 함께 전극을 형성하였다. Scaffold 구조는 SEM을 통한 

이미지 분석 1250도의 열처리 온도에서 반응 물질을 전극 전체로 

전달 할 수 있는 기공도가 약 20 %로 충분한 기공도를 보이며

LSGM scaffold 구조가 상 적으로 높은 계면 접합성과 scaffold

의 connectivity가 가장 우수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scaffold

전극을 LSGM 기반의 SOFC 연료극과 공기극의 각각 적용하여

scaffold 전극이 갖는 특성 및 전기화학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Scaffold 전극이 연료극에 적용되었을 때 촉매와의 

안정성 및 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Ni 금속 촉매와 산화물 촉매인 La0.75Sr0.25

Cr0.5Mn0.5O3(LSCM)을 LSGM scaffold 구조체에 함침하여

연료극을 제작하였다. 두 촉매 모두 850도의 열처리시 LSGM

scaffold와 서로 반응하지 않고 각각의 단일상을 형성함을 XRD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촉매가 함침한 경우 촉매를 함침하지

않은 경우보다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이 수십에서 수백배 증가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함침된 scaffold 표면의 촉매가

효과적으로 수소의 산화 반응을 활성화시킴을 의미 한다. Ni과

LSCM이 각각 함침된 연료극을 비교하였을 때, Ni의 높은 수소산

화반응성에도 불구하고 LSCM이 함침 되었을 때, 연료극의 성능

이 가장 우수하였다. 이는 환원환경에서 Ni이 서로 응집하여 

LSGM scaffold 표면에서 촉매간 net-working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으로 LSCM의 경우 LSCM이 

LSGM scaffold 표면에 고르게 그리고 서로 net-working을 

이루며 있음으로 발생되는 현상으로 SEM을 통한 구조 분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Ni의 응집현상은 scaffold 표면

에서만의 현상이 아닌 금속 촉매가 갖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연료극 촉매를 산화물 촉매인 LSCM

으로 선정하여 향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LSCM의 촉매 

복소 영역에서의 수치적인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부분 극소해로 

수렴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 때 성능 지수의 제어 게인에 한 

기울기 함수는 복소 모드의 고유치와 모달 벡터의 기울기 함수들

을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3개의 디스크를 갖는 유연 회전체-전자기 베어링 시스템에 

한 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최적화된 PD 게인 행렬은 

유연 위험 속도 부근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불균형 응답을 분산 

PD 제어법과 비교하여 월등히 효과적으로 줄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불균형 응답의 감소는 위험 속도에 해당하는

유연 모드의 모드 감쇠 효과를 최적 PD 게인을 통해 획기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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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침량에 따른 연료극 특성을 살펴보았다. 초기 LSCM의 함침량

이 증가할수록 연료극의 분극 저항 값은 점점 감소하여 LSCM이 

33wt.%가 함침 되었을 때 750도에서 0.68 Ωcm2 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이후 다시 함침량을 증가 시켰을 때 분극 

저항은 다시 증가하였다. 초기 함침량 증가에 따른 성능향상으로 

미루어 연료극 성능은 촉매의 반응 면적과 촉매간 net-working

이 매우 중요하여 촉매가 충분한 양이 포함되어 퍼콜레이션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Ni의 성능이 LSCM 보다 낮다는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33wt.% 이상의 LSCM이 함침되

었을 때 분극저항의 증가는 impedance의 low frequency 영역

의 증가로 미루어 과도한 양의 촉매가 함침되어 연료극내 연료가 

원할히 전달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즉, 

33wt.%의 LSCM이 가장 우수한 연료극 특성을 보이고 이는 

일반적인 LSCM 연료극에 비해 약 50배 이상 우수한 특성이며 

일반적인 Ni/YSZ 연료극과 비교하였을 때 약 775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LSCM이 33wt.% 함침된 scaffold 연료극이 더욱더 

우수함을 알수 있으며 중저온 영역에서 효과적인 연료극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caffold 전극을 공기극에 적용하여 

표적인 La0.6Sr0.4Co0.2Fe0.8O3-δ(LSCF) 공기극 촉매

를 함침 하였을 때 산소 환원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LSCF가 함침된 scaffold 공기극의 경우 850도에서 LSCF가 

LSGM과 반응하지 않고 단일상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LSCF가 함침된 scaffold 공기극의 경우 LSGM 표면에 

약 100 nm의 LSCF가 균일하게 서로 net-working을 이루고 

형성된 반면 일반적인 LSCF 공기극의 경우 약 3~10um 크기의 

LSCF 입자가 LSGM 전해질과 불량한 접합을 이루고 있음을 

SEM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LSCF가 함침된 scaffold 

공기극의 경우 일반적인 공기극에 비해 약 1/3 낮은 우수한 

분극 저항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러한 성능 차이는 나노 

크기의 LSCF 입자들이 scaffold 표면에 고르게 분포하면서 

상 적으로 산소의 환원 반응이 일어날수 있는 삼상계면(Triple 

Phase Boundary, TPB)이 늘어났기 때문이라 예상된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산소 분압에 따른 성능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반적인 LSCF 공기극의 경우 제한적인 TPB에서의 

charge transfer reaction에 의해 전체 반응이 제한되는 반면 

LSCF가 함침된 scaffold 공기극은 LSCF내 산소 이온의 확산에 

의해 전체 반응이 좌우됨을 확인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LSCF 

공기극에서의 산소의 경로가 TPB에 국한된 반면 LSCF가 함침된 

scaffold 공기극의 경우 함침된 LSCF의 크기가 100nm로 700도

에서 900도에서의 LSCF내 산소이온 침투 깊이인 3~4um보다 

매우 작아 산소의 환원 반응이 TPB에 국한되지 않고 LSCF 

표면으로까지 확장되어 반응 영역이 공기극 전체 표면으로 확장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연료극과 공기극 모두 scaffold 구조

를 갖는 단전지를 제작하여 scaffold 전극이 SOFC 단전지 성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료극과 공기극이 모두 

scaffold 구조를 갖는 단전지 특성 평가 이전에 각각의 전극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scaffold 전극을 하나씩 적용하였

다. 먼저 일반적인 LSCF 공기극과 LSGM/LSCM 연료극으로 

구성된 LSGM 기반의 단전지의 경우 800도에서 최  전력 밀도

가 67mWcm-2으로 매우 낮았다. 이는 LSCM/LSGM 연료극을 

LSGM 전해질에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1200도의 열처리 

조건이 필요하였으며 이때, LSGM과 LSCM 계면에서 이차상이 

형성되어 단전지의 ohmic 저항이 증가하고 또한 이차상이 전기

화학반응 사이트를 저감시킴으로써 낮은 성능이 나타났다. 반면

연료극을 LSCM이 함침된 scaffold 전극을 적용하였을 때 그

최  전력 밀도는 800도에서 216 mWcm-2 로 이는 scaffold 

연료극이 물질간 반응 없이 효과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료극과 공기극 모두 scaffold 전극을 적용하였을 

때 단전지의 최  전력 밀도는 800도에서 260 mWcm-2 로,

이 값은 연료극만이 scaffold인 단전지 보다 성능이 22% 향상된

것으로 scaffold 전극이 매우 효과적이고 안정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scaffold 전극을 갖는 LSGM 기반의 

단전지의 장기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20동안 연속 운전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초기 30시간 운전시 약 1.1% 성능 

향상이 이후 100시간 까지는 0.7%의 성능저감이 관찰되었고

100시간 이후 단전지의 성능은 안정화 되었다. 이와 같은 초기

성능 향상과 중기 성능 저감의 원인은 단전지의 미세 조직 분석을

통하여 설명 할 수 있다. SEM 분석결과, 나노 촉매가 고온 SOFC

운전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촉매 입자의 소결 현상에 의한 성능변

화로 초기의 성능 향상은 촉매의 소결 현상으로 인하여 촉매간 

connectivity가 향상됨에 따라 ohmic 손실이 감소함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지속적 소결 현상으로 인하여 촉매 입자의 

connectivity 향상 현상은 중지되는 반면 입성장으로 인하여 

반응 면적이 줄어 들어 일어나는 현상이며 100시간 이후 입성장

이 멈춤으로 해서 성능 저감은 멈추고 단전지의 성능이 안정화 

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극과 고온에서 

반응성이 강한 LSGM을 전해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scaffold 

형태의 전극 구조와 함께 촉매 함침 기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전극과 단전지 제작 공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scaffold 

전극을 이용하여 저온에서 효과적으로 단전지를 구성 할 수 

있었으며 SOFC 운전 조건에서 scaffold 전극이 높은 성능을

보이며 안정적임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 기 된다. 첫째는 현재 성능은 

우수하지만 다른 단전지 구성 소재와 고온 화학적 안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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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임의의 물질들을 본 연구에서 제안된 scaffold 구조의 전극

을 이용할 경우 어떤 반응 방지 층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 하리라 기 된다. 또한, 현재 Ni의 SOFC 공기극 분위기에서

의 redox문제, 탄소 침적 문제 그리고 황 피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산화물 형태의 체 촉매를 개발 중에 있으나 그 

낮은 전기 화학적 특성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의 

scaffold 전극의 경우 촉매를 나노크기로 scaffold 표면에 형성

시켜 촉매의 나노 효과로 반응 면적을 극 화 함으로써 낮은 

촉매적 특성에도 높은 전기화학적 특성을 갖는 연료극을 개발 

할 수 있으리라 기 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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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nm 나노초 펄스레이저의 공간적 빔 쉐이핑에 의한 폴리이미드 가공의 수치해석적 연구

A numerical study on machining of polyimide by spatial beam shaping of 355 nm nanosecond pulsed laser

연성인쇄회로기판의 제조에서 레이저 가공은 동장 적층판의 

폴리이미드층에 블라인드 비아홀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들 중 하나이다. 현재까지는 이산화탄소 레이저가 

이러한 목적에 가장 인기있는 레이저 광원이었으나 최근에는 

작은 집속 크기, 긴 초점거리, 폴리이미드에의 적은 열영향 등의 

장점을 가진 자외선 레이저가 이를 체하고 있다. 355 nm 

파장을 가진 나노초 펄스레이저는 효율적인 가성비를 갖고 있어 

가장 일반적인 자외선 레이저이다. 자외선 레이저는 구리와 

폴리이미드 모두에 강하게 흡수되므로 폴리이미드를 제거하면

서 하부의 구리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가우시안 분포의 레이저 빔은 구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수직에 가까운 벽면 기울기를 갖는 블라인드 비아홀을 

천공하는 데에는 부적절하다. 자외선 레이저의 빔 쉐이핑은 

레이저 가공된 구멍의 형상과 깊이 균일도를 제어할 수 있는 

유망한 기술이다. 결과적으로 하부 구리층이 레이저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두 개의 비구면 렌즈로 구성된 

빔 쉐이핑 광학계가 기하광학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 방식에 

의하여 설계되었으며, 빔 전파 시뮬레이션에 의해 검증 후 제작되

었다. 제작된 빔 쉐이핑 광학계는 실제의 레이저 가공 플랫폼에

설치되었으며 빔 형상 측정 및 레이저 가공된 시편의 관찰에 

의하여 그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으로 

쉐이핑 된 자외선 레이저에 의한 폴리이미드 가공부의 형상을 

예측하기 위한 수치해석 모델을 연구하였다. 유체체적법에 기반

하여 레이저 가공을 3차원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광선추적법을

이용한 열원 모델이 개발되었다. 이 광선추적 모델은 레이저가

재료 내부로 침투하는 현상과 재료 표면에서 반사되는 현상을 

모두 다룰 수 있다. 하나의 입사 광선이 표면과 만날 때 마다

침투 광선과 반사 광선으로 분기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확률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광선추적법은 표면의 

기하학적인 형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으므로 적절한 표면 형상 

재구축 방법 역시 본 연구에서 다루었다.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표면 형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조각적 연속성을 갖는 유체체적법

상의 표면 조각들은 부호거리함수를 사용한 level set 방법으로

변환하였다. 이 수치해석 모델은 적절하게 구성된 예제 시뮬레이

션과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쉐이핑 된 레이저 빔에 의한

가공 또한 성공적으로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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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적 연결부를 가진 얇은 전자 패키지의 열적 기계적 신뢰성 평가

Thermo-mechanical reliability evaluation of thin electronic packages with high density interconnects

전자 패키지는 "소형화", "다양화"의 경향을 따라 점점 더 작고 

얇아지며 고성능화 되어 간다. 이를 위해 다양한 패키징 기술들이 

발전되었고 그 중 플립칩 패키징 기술과 3차원 적층 패키징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이들 기술을 통하여 제한된 영역에 좀더 

많은 회로를 집적할 수 있고 전기적 경로 길이를 줄일 수 있어 

전기적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모든 전자 패키지는 열적(반복) 

하중에 의한 변형 또는 응력을 받게 된다. 이는 전자 패키지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열팽창계수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전자 패키지에는 거시적인, 미시적인 거동 변화가 나타나며 연결

부의 불일치 또는 파단 등과 같은 열적 기계적 신뢰성 문제를

유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집적 연결부를 가진 얇은 전자 패키지,

즉 anisotropic conductive film(ACF)을 이용한 얇고 유연한 

기판을 가진 패키지와 through-silicon via(TSV), solder/ 

non-conductive film(NCF)를 이용한 적층 패키지의 열적 기계

적 신뢰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열적 하중 하에서의 패키지 변형 

측정을 위하여 다양한 모아레 기법을 사용하였고, 특히 at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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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 microscope(AFM) 모아레 기법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유사 위상천이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parametric study를 통해 신뢰성 있는 패키지 디자인을 제안하

였다. 얇고 유연한 기판을 가진 chip-on-flex(COF) 패키지와 

이에 두 개의 유연한 기판과 하나의 ACF층을 더하여 칩과 기판의 

결합력을 높인 내장형의 chip-in-flex(CIF) 패키지의 잔류 휘어

짐 측정을 수행하였다. COF 패키지의 경우 유연한 기판 자체의 

휘어짐 특성으로 인해 칩이 접합된 부분과 기판만 존재하는 

부분의 휘어짐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고, 추가된 ACF의 두께가 

칩과 기판의 접합에 사용된 ACF의 두께에 비해 큰 CIF 패키지는 

COF 패키지에 비해 칩의 휘어짐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어 수행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CIF 패키지에서 추가된 ACF의 두께와 

기판 자체의 휘어짐을 줄임으로써 CIF 패키지의 휘어짐을 줄어드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아레 실험을 통해 COF 패키지의 

온도 변화에 따른 휘어짐 특성이 COF 패키지에 비해 두꺼운 

chip-on-board(COB) 패키지의 그것과의 차이점을 관찰하였

다. 두 종류의 패키지 모두 상온 부근에서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선형적으로 휘어짐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ACF의 

유리천이온도 이후에서 COB 패키지는 휘어짐이 온도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는 반면, COF 패키지의 경우 온도가 

증가할수록 휘어짐이 상온 부근과 다른 기울기를 가지고 선형적

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COF 패키지의 유연한 기판이 ACF의 

유리천이온도 이후 기판 위에 형성된 구리 패턴과의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해 생기는 휘어짐을 따라서 두께가 얇은 유연한 칩이 

함께 휘어지면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ACF의 유리천이온도 

이후 생기는 휘어짐은 칩과 기판 사이의 연결부의 불일치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따라서 열적 피로 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 부분을 기존의 수명 예측 모델에 반영하여 수 mm 두께에

서부터 100 μm급의 얇은 플립칩 패키지에 모두 적용 가능한 

수명 예측 모델을 제안하였다. 패키지의 거시적인 변형 측정과 

달리 미시적인 변형 측정에는 아주 작은 변형을 감지할 수 있는 

민감한 변형 측정 기법이 필요한데, 기존의 광학적 측정기법은 

패키지 내의 연결부 크기가 수십 μm급 이하로 작아지면서 이들

의 변형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변형에 민감하고 측정 영역의 

변형 분포를 얻을 수 있는 고분해능 현미경 모아레 기법의 하나인

AFM 모아레 기법이 이러한 연결부 측정에 적합하다. 하지만 

모아레 기법과 함께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위상천이기법을 

AFM 모아레 기법에 적용하기에는 AFM 시편 스테이지의 이력현

상으로 인한 정밀한 위상천이의 어려움과 위상천이된 이미지들 

간의 위치 보상의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많은 데이터를 얻고 이를 위상천이된 이미지들로 

분해한 후 이들에서 같은 영역의 데이터만 취하는 유사위상천이

기법을 개발하고 COF 패키지 연결부의 잔류 변형 및 고온 상태에

서 TSV 주변의 변형을 효과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그 활용성을 

확인하였다. 전자 패키지의 "다양화" 경향에 따라 제한된 영역에

더 많은 회로가 집적된 적층 패키지는 하나 이상의 칩을 가지고

이들간의 기계적 전기적 연결에 사용되는 solder/NCF 연결부의 

열적 기계적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였고 간략화된 유한요소모델이 열적 하중 하에서 실제 

패키지의 거동을 잘 모사하는지 그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거시적인,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모아레 실험을 수행하였고, 실험

결과와 같은 조건에서 수행한 유한요소해석 결과가 약 5% 내외의 

오차가 나타났다. 이렇게 타당성이 검증된 유한요소모델을 이용

하여 solder/NCF 연결부에서 solder bump의 형상에 따른 응력

분포를 계산하였다. 연결부 단자와 같은 지름을 가지는 solder 

bump를 기준으로 하고 단자 주변을 덮지만 모두 부피가 동일한 

형상의 solder bump들을 만들었다. 상온 및 고온에서 그리고

시편의 가운데 및 가장자리 부분에서 모두 solder bump를 덮는

부분이 클수록 날카로운 형상의 solder bump가 만들어져 이 

부분에 응력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연결부의 불일치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가장자리 부분의 전단 응력은 부분의 

경우 solder bump를 덮은 부분으로 인해 기준 값에 비해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온 및 고온, 가운데 및 

가장자리에서 모두 열적 기계적 신뢰성이 있는 solder bump의 

형상을 제안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홍 석 준 2014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이 승 섭

국문 : 
영문 :

나노물질의 선택적 레이저 소결과 융발을 통한 금속 및 투명전극층 형성
Fabrication of metallic and transparent electrode layer by selective laser sintering or ablation of nanomaterial

금속 및 투명전극층은 다양한 전자소자의 기본 요소로 주로 

포토레지스트의 노광 공정에 이은 진공 증착법을 통하여 형성된

다. 이러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으로 제작된 전극은 우수한 성능

을 나타내며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역시 이미 잘 정립된 기술이지

만 공정 자체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제작이 복잡하고 

고온, 진공환경을 필요로 하며 유독성의 화학물질이 많이 사용된

다는 단점이 있어 염가의 면적 유연전자소자 제작에는 적합하

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물질과 레이저를 사용하여 포토리

소그래피 공정 및 진공 증착 없이 유연기판에도 적용 가능한 

전극 형성 기술을 개발하였다. 금속나노입자 기반의 금속 전극층

을 형성하기 위해 집광된 레이저를 국소적 열원으로 사용하여 

개별적인 나노입자를 연속적인 금속 전극층으로 소결시켰으며

갈바노 스캐너를 통해 레이저 광을 시편상에서 빠르게 주사함으

로써 원하는 패턴의 금속 전극층을 빠르게 제작하였다. 이 공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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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비구조화된 동적 인간 환경에서의 자가구성 다수 물체 검출 및 추적
Self-constructive multiple object detection and tracking in unstructured dynamic human environment

본 논문은, 비구조화된 동적 환경(UDE) 에서 동작하는 자율로봇

을 위한 새로운 자가구성 점수준 다수 물체 추적(PMOT) 방법을 

제안한다. 목표 물체의 사전 지식 부재, 물체 모양 및 개수의 

동적 변화, 로봇에 부착된 센서 사용으로 표되는 UDE의 특수 

가정에 따라, 본 제안하는 방법은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한 자가구성형 물체 파일(Self-constructive object 

file), 동화(assimilation)과정, 순응(accommodation)과정으로 

구성되며, 이는 관측된 점구름(point-cloud) 데이터의 해석, 

강인한 물체 추적, 목표 물체 모델의 증가 학습을 위함이다. 

이 세 가지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고 구현되었다: 비구조화된 다수 물체를 표현하기 

위한 유연성, 동적 상호작용 중에 있는 다수 물체의 강인한 추적, 

실시간 구현을 위한 계산 효율성 및 제안하는 방법의 확장성. 

`자가구성`은 모델의 파라미티 뿐만 아니라 구조까지도 학습 

가능하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의 

알려지지 않은 물체를 표현하기 위하여, 각 물체는 물체의 확률적 

존재를 3차원 공간에 나타내는 확률밀도함수인 가우시안 믹스쳐 

모델(GMM) 으로 구체화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자가구성 

물체 파일은 다수의 물체가 점-수준, 컴포넌트-수준, 물체-수준

으로 저장되는 계층구조로 설계되었다. 컴포넌트-수준의 데이

터는 각 물체의 가우시안을 표현하며, 이는 컴포넌트 사이의 

시공간 연결관계를 증가적으로 구축하며 ̀자가구성` 특징을 가능

하게 한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라, 동화 및 순응 과정은

다수 물체를 신뢰성 있게 구분하고 추적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물체 파일의 각 물체를 표현한 모델을 갱신하게 

된다. 본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방법은 다음과 

같은 학제간 접근법을 사용하여 설계되었다: 인지과학적 측면의 

유아의 물체 추적 기능에 한 이론, 물체 모델 표현을 위한 

자율 기계 학습법, 물체의 컴포넌트간에 시적 관계 형성을 위한 

조합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한 그래프 이론, 신호 처리 분야의 

베이지안 필터링 방법. 본 이론은 또한 제안된 자가구성 PMOT 

문제에 한 몇몇 연구 문제를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 문제를 

조사하고 답을 찾기 위하여, 테이블 위의 사람 손과 다수 물체

움직임 추적에 관한 몇몇 실험이 설계되고 수행되었다. 그 결과는 

제안된 방법이 임의의 변형 가능한 동적 물체를 사전정보 없이 

강인하게 추적이 가능함을 보였으며, 또한 실시간 작업을 구현하

기 위하여는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한계점들

은 면밀히 분석되었고, 그에 따른 중요한 향후 연구가 도출되었으

며, 이는 미래 로봇이 비구조화된 동적 인간 환경에서 지능적이고 

자율적으로 동작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 필수적이던 노광마스크가 필요하지 않

으면서도 원하는 패턴의 전극층을 바로 제작할 수 있고 제작된 

전극층이 우수한 비저항값(2.1 μΩcm)을 보이며 유연기판에도 

바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 유연전자소자 제작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선택적 레이저 소결 공정을 통해 

또한 금속 격자무늬 기반의 투명전극층을 제작하여 30 Ω/sq 

이하의 낮은 면저항에서 85 % 이상의 높은 투과율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다시 저항막 방식의 터치스크린에 적용하여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였다. 면적의 발광 소자 및 태양전

지 등 다양한 광전자소자의 개발로 근래에는 투명전극에 한 

연구가 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속 나노와이어의 퍼콜

레이션 네트워크 기반의 투명전극은 투과도나 면저항 측면에서 

성능이 우수하고 유연기판이나 신축성 소자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패터닝하는 방법이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에

서는 나노세컨드 레이저를 사용하여 나노와이어 퍼콜레이션 

네트워크 중 원치 않는 부분만을 제거하는 선택적 레이저 융발 

공정을 통하여 기판의 손상이나 투명전극 성능의 저하 없이 

간단하게 금속 나노와이어 기반의 투명전극을 패터닝하는 방법

을 개발하였다. 또한 선택적 레이저 융발 공정을 통해 패터닝 

된 금속 나노와이어 투명전극을 정전식 터치스크린에 적용함으

로써 본 공정이 소자 제작에 바로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영 민 2014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김 광 준

국문 : 
영문 :

가변 마찰 감쇠기를 이용한 트러스 구조물의 반능동 진동 제어 
Semi-active vibration control of truss structures by variable friction dampers

본 연구는 가변 마찰 감쇠기를 이용한 트러스 구조물의 저주파 과도 진동 저감을 목표로 수행하였으며, 이는 마찰 감쇠기를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 249 -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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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77 K 이하의 온도를 위한 고효율 줄-톰슨 냉동기 개발
Development of a high efficiency joule-thomson refrigerator below 77 K

줄-톰슨 냉동기는 냉동기는 고압의 유체가 미소 면적의 오리피

스를 통과하면서 저압으로 팽창할 때 유체의 온도가 떨어지는 

효과에 의해 작동한다. 작동원리가 매우 간단하여 제작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압축기를 제외하고는 움직이는 부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어 일반적인 가정용 냉장고 

및 에어컨 뿐만 아니라 극저온 냉동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냉각 온도가 90 K(-183℃) 이하로 낮을 경우 

효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단점이 있어, 이와 같은 저온 영역에서는 

포함한 트러스 구조물의 등가 모드 감쇠비를 최 화 하기 위한 

최적모드감쇠제어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달성된다. 먼저, 제작한 

트러스 구조물을 이용하여 반능동 마찰 제어기 설계 및 모사실험

을 위한 유한요소모형을 구성하였다. 트러스 멤버가 구조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굽힘 강성과 축 강성을 추출하였으

며, 트러스 구조물의 경계조건을 고려하여 지지부를 4개의 축방

향 강성으로 모형화하였다. 충격 실험 결과와 비교했을 때, 관심 

상인 1차 모드에 고유진동수 오차와 모드형상에 모드상관계수

(Modal Assurance Criteria)가 각각 0.6%, 0.91로서 모형이 

적절히 구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가변 마찰 감쇠기는 압전 구동

기를 이용하여 수직력이 제어되며, 1차 굽힘 모드 제어를 위해 

고정단 측의 트러스 멤버 하나를 신하여 설치하였다. 반능동 

마찰 제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마찰력과 상 속도 정보가 필요

한데, 미끄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마찰력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찰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정보를 

이용한다. 마찰 모형 선정을 위해 제작한 마찰 감쇠기를 이용한 

변위-마찰력 측정 실험을 수행하고 마찰 특성을 고찰하였다. 

여기서 마찰 실험은 마찰 모형의 매개변수 추출을 위해 고착 

마찰과 고착-미끄럼 마찰 영역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고착 

영역의 마찰 특성은 강성과 손실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매개변수들의 주파수 의존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이전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마찰 특성 측정 실험 결과와 유사하였다. 

고착-미끄럼 마찰 영역에서 수행한 실험에서는 탄소성, Dahl 

및 LuGre모형을 이용하여 오차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정규화된 

최소 자승 오차가 5%이내로 마찰 감쇠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다

고 생각된다. 세 모형 중에서 오차가 가장 작은 Dahl모형을 모사실

험 및 마찰력 추정을 위한 마찰 감쇠기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마찰 감쇠기를 포함한 트러스 구조물의 전체 감쇠를 특성화하는 

방법에 해 논하였다. 먼저, 질량-점성감쇠-강성을 갖는 1자유

도계에 마찰 감쇠가 추가되는 경우, 1주기 동안 소산되는 에너지

와 최 저장에너지를 고려하여 등가 점성 감쇠비를 정의하였다. 

등가 감쇠비는 수직력과 변위 진폭의 함수로 표현되며, 이를 

최 화하기 위한 수직력 제어 기법을 제안하였다. 1자유도 접근

법의 개ㅁㅕㅁ은 모드변환을 통해 트러스 구조물의 1차 굽힘 

모드제어 기법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를 최적모드감쇠제어 

기법이라고 명명하였다. 최적모드감쇠제어 기법의 성능 예측을

위한 모사 실험은 두 가지 조건에 해 수행하였다. 첫 째, 본 

연구에서는 탄소성 모형에 기반을 둔 에너지 관점의 등가 감쇠비

를 과도 진동에 근사 적용하고자 하며, 이에 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모사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수 감소율로부터 구한 등가 

점성 감쇠비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등가화 방법에 따른 감쇠 

성능의 차이는 미비하여 최적모드감쇠제어 기법을 과도 응답에 

근사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최적모드감쇠제

어의 성능 예측을 위해 Dahl모형을 이용한 모사실험을 수행하였

다. 수직력은 1차 모드 변위 진폭에 비례해서 제어되기 때문에 

이를 구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상적으로 공간역에서 모든 점의 

응답을 측정하여 역 모드 변환을 통해 모드 진폭을 추정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 한 점에서

의 응답을 측정하고 주파수역에서 저주파 통과 필터를 이용하여 

모드 변위를 추정하였다. 모사실험 결과로서 최적모드감쇠제어

기법은 고착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동형과 고착회

피제어에 비해 현저하게 과도 응답을 저감시킬 수 있었다. 마찰 

감쇠기를 포함한 트러스 구조물의 최적모드감쇠제어 적용에 

따른 과도응답 저감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 장치를 구현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서는 가속도계로 측정된 신호를 수치

적으로 적분하여 계산된 변위 정보를 사용하는데, DC성분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 적분법을 사용하였다. 수동형, 뱅뱅제

어어, 고착회피제어 및 최적모드감쇠제어 적용에 따른 정착시간

이 각각 1.422, 0.886, 0.790, 0.582초로 였으며, 이를 통해 

최적모드감쇠제어 기법의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고착회피제어

는 최  에너지 소산율이 함수 형태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해석적으로 수직력을 구할 수 없으며, 마찰감쇠기의 순간진동파

워를 크게 만드는 것은 최 에너지 소산을 얻는 것과 서로 같지

않다. 또한, 실제 실험간에는 정지 마찰 특성 등으로 인해 제어매

개변수를 반복적으로 구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적모드감

쇠제어 기법은 최  감쇠를 얻기 위한 수직력을 명시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제어되는 수직력이 고착회피제어에 비해 작기 

때문에 항상 고착회피조건을 만족한다. 행태에 가까운 모델 개발

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초록집

- 250 -

다른 형식의 냉동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줄-톰슨 냉동기

의 효율이 90 K 이하에서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이 온도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극저온용 냉매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효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냉각온도를 

70 K(-203℃) 까지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줄-톰슨 냉동사이클을 

제안하였다. 구제적으로 적용한 기술 및 설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Cascade 방식의 two-stage(예냉 사이클, 메인 사이클)

로 구성 -예냉 사이클 및 메인 사이클 각각의 온도영역에 적합한 

냉매를 선정하되, 혼합냉매를 사용하여 냉각효과를 최 화 -예

냉 사이클: 질소, 메탄, 에탄, 프로판 혼합냉매 선정 -메인 사이클: 

네온, 질소 혼합냉매 선정 -두 사이클을 조합하여 최적의 냉매조

성 및 압축비, 예냉온도 제안 제안된 새로운 냉동사이클로 얻을 

수 있는 최저온도는 64 K(-209℃) 이고, 카르노 비 냉각효율은 

17%~26% 수준으로 기존의 상용화된 다른 냉각방식의 냉동기와 

등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네온/질소 혼합냉매

를 안정적으로 압축할 수 있는 압축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설계한 

냉동기의 압축비는 24로 흡입 압력이 1기압, 토출 압력이 24 

기압에 해당한다. 이러한 고압축비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압축기는 쉽게 구할 수 없을뿐더러 극저온 냉매 및 냉동기용으로 

상용화된 압축기라 하더라도 압축비는 5 정도로 매우 낮다. 이러

한 특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압축기를 주문 

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제작 단가도 매우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일반 냉동공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압축기를 

적절히 개조하여 극저온 냉동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압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주요 개발 과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3단계의 오일 미스트 필터 및 활성탄 계열의 흡착기를 

설치하여 냉매에 포함된 유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였고, 굳이 

흡착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유분의 동결에 의한 막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실험으로 검증 -2단 로터리 방식의 압축기를 

2개 연결하여 총 4단 압축 시스템을 구현하여 최  압축비 31 

까지 구현 -네온/질소 혼합냉매는 압축하는 동안 열이 많이 

발생하므로 압축열에 의한 모터 및 압축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간냉각(intercooling)을 적용 -장시간 운전(5~10시간

/일, 50일/년) 및 극저온 냉각실험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 자체 개발된 4-단 압축기를 적용하여 

혼합냉매 줄-톰슨 냉동기를 운전한 결과 최저 온도 63.6 K 을 

달성하였고, 70 K 까지 상승하는 동안 36 W의 열을 흡수할 

수 있었다. 측정된 압축기 소모 전력과 냉각용량을 통해 계산한 

카르노 비 냉각효율은 6.5%로 예측했던 효율 보다 낮았다. 

그 이유는 자체 제작된 압축기의 총합 효율이 35%로 매우 낮았고,

열교환기 및 배관을 통한 압력강하가 발생하여 실제 압축비가 

설계치에 해당하는 압축비인 24 보다 훨씬 높은 압축비인 31로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자체 제작한 하드웨어의 한계에 의해 목표

로 한 효율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측정된 냉각 사이클 각 

부의 온도분포 및 냉각 용량 특성은 예측한 결과와 3% 이내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팽창부의 압력이 130 kPa 정도로 

기압 보다 높은 압력임에도 불구하고 64 K 이하의 냉각온도를

달성함으로 새롭게 제안된 네온/질소 이종 혼합냉매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줄-톰슨 냉동기의 비가역적인 팽창과정

에서의 손실을 줄이고자 이젝터를 적용할 수 있는 혼합냉매 

줄-톰슨 냉동사이클을 설계하였고, 실제 이젝터의 내부 형상 

설계 및 이에 따른 이젝터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계산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극저온 및 기액 이상

(two-phase) 유동 조건에서 이젝터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1차원적 모델링 방법 개발 -실험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단상

(single-phase) 작동 조건에서 최  오차 10% 이내, 이상

(two-phase) 작동 조건에서는 최 오차 25% 이내의 정확도를 

가짐을 확인 -주유동 노즐 직경이 0.2 mm 정도로 매우 작은 

초음속 이젝터 제작방법 개발 -MEMS 공법에 의해 얇은 판에 

원하는 모양을 식각하고, 이러한 판을 여러 장 쌓아 올려서 제작하

는 방법을 통해 소형 이젝터를 성공적으로 제작 -제작된 이젝터

는 유동 단면적이 사각형을 이룬다는 단점이 있으나, 두께가 

서로 다른 판들을 적층한 결과 노즐 및 디퓨져 효율을 80%까지

달성 제작된 이젝터를 혼합냉매 줄-톰슨 냉동기에 적용한 결과

이젝터가 없는 냉동사이클에 비해 오히려 효율이 저하되는 결과

를 가져왔다. 이는 혼합냉매 줄-톰슨 냉동기의 경우 냉매가 

이상(two-phase)인 곳에 이젝터를 설치하면 기체 및 액체 상태

의 조성 차이에 의해 냉매의 조성이 분리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이젝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단상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단일 냉매 줄-톰슨 냉동기에 이젝터를 적용할 경우 이러

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질소를 냉매로 하는 줄-톰

슨 냉동기에 이젝터를 적용할 경우 효율이 50% 가량 개선될 

뿐만 아니라 70 K 이하의 냉각온도를 예냉 단계 없이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재 신 2014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임 세 영

국문 : 
영문 :

트랜스퍼 프린팅용 폴리머 재료의 점탄성 접촉 거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viscoelastic contact behaviors of polymer for transfer printing applications

판재는 압연공정의 영향으로 이방성을 갖는다. 박판성형공정

의 해석에 있어 판재의 이방성을 적절한 수학적인 모델로 표현하

는 것은 해석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박판성

형공정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판성형공정 중 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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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형 섭 2014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배 중 면

국문 : 

영문 :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스택의 균일화를 위한 3차원 유동 해석 
Three-dimensional fluid flow analysis for flow uniformity of molten carbonate fuel cell stack

3차원 분석이 개발되었고, 복잡한 형상을 지닌 용융탄산염 

연료전지의 성능 특성을 얻었다. 공기극과 연료극 채널에서 속도, 

온도, 압력, 화학종 농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 방정식들을 풀었다. 

균일하게 배열된 사다리꼴 지지 를 가지는 채널은 비등방성 

다공성 매질로 치하였고, 독립적인 3차원 유한체적법을 이용

하여 단일모듈을 유동평균 체적과 열 평균 체적 물성치들을 

얻을 수 있었다. 역WGS 반응은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분석에 

추가 되었고, 결과가 실제 시스템에 보다 더 가깝게 모사할 수 

있었다. 주어진 전압에 따라서 전류밀도 분포는 화학반응과 결합

하여 반복계산을 통해 얻었다. 이렇게 전류밀도-전압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운전조건에 

따른 셀 특성을 보여주었고, 논의 되었다. 전극 표면에 나타난 

연료 희소 지역이 나타날까지 전압을 증가시켜서 계산을 수행하

였다. 이와 같은 과정은 핵심적인 셀의 특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아마도 적절한 운전조건에 따른 유효한 셀 디자인의 

데이터를 찾게 되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향상된 분리판 

디자인이 제시되었고, 상용의 것 보다 더 낫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상용디자인(6,000cm2)의 온도, 압력, 화학종 농도와 성능을 

예측하였다. 공기극 크로스오버 현상을 야기시키는 큰 압력차이

가 상용디자인에서 발생하였다. 게다가 단위전지 내에서 불균일

한 유동이 사용디자인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높은 연료이용율에

서 연료희박 지역이 예측되었다. 새로운 디자인(7,500cm2) 이 

제시되었으며, 공기극의 가스채널에서 압력강하 값이 기존보다

향상되었다. 역시 고 연료이용률시에 연료 희박 영역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counter flow-type과 co-flow type에 한 

여러 물성치 비교및 성능에 한 비교를 실시하였다. 새 디자인에

는 수~수 백/s의 변형률속도를 겪게 된다. 일반적으로 변형률속

도가 증가하면 재료의 물성이 바뀌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변형률속도가 재료의 물성에 미치는 연구는 경화거동의 연구에 

국한되어 있으며 변형률속도에 따른 재료 이방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동차용 

강판의 변형률속도에 따른 이방성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이방성 

항복함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상 강판은 고장력강판인 

TRIP590과 DP780, 그리고 일반 냉연 강판인 SPCC이다. 변형률

속도 및 하중방향을 달리하며 단축인장시험을 실시하여 하중방

향에 따른 항복응력과 이방성계수를 얻었다. 중고속 변형률속도

에서 이방성계수를 실험적으로 얻기 위하여 디지털이미지연관

기법을 이용한 방법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Hill48, Yld89, 

Yld2000-2d의 세 가지 이방성 항복함수 중 상 강종의 이방성

을 가장 잘 모사할 수 있는 항복함수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항복함

수를 바탕으로 0.001/s~100/s의 변형률속도에서 항복곡면을 

구성하고 변형률속도에 따른 영향을 비교하였다. 변형률속도가 

바뀌면 항복함수의 크기 뿐만 아니라 모양도 변화함을 확인하였

다. 특히, 변형률속도가 증가하면 재료의 이방성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항복함수의 계수를 변형률속도의 함수로 나타내는 

새로운 항복함수를 제시하여 변형률속도에 따른 이방성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치해석에 적용하기 위하여 

consistency 방법을 이용한 응력적분방법을 유도하였고 이를 

상용코드인 Abaqus/Explicit User subroutine(VUMAT)에 적

용하였다. 원형컵 드로잉의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변형률속도

에 따른 이방성 변화를 고려하면 최종 제품의 이어링 형상, 응력분

포, 두께분포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실리카와 교차

연결된 폴리-다이메틸실록세인(PDMS)을 이용한 트랜스퍼 프

린팅 공정에서 발생하는 점착 및 분리 현상을 다중 스케일 계산으

로 연구하였다. 실리카와 PDMS 계면 사이의 비결합 작용을 

표현하기 위해 응집 요소 모델(cohesive zone model)을 도입하

였다. PDMS와 실리카 계면의 파괴 인성은 시간에 해 보존이

된다고 고려하고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계면 응집 영역 모델이 

고려되었다. 계면 응집 영역 모델은 원자간 상호작용력으로부터

구하였다. 거시 스케일에서 점착을 표현하기 위해 실리카와 

PDMS 사이의 계면 응집 요소 모델을 coarse-graining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정형 물질(amorphous material)의 계면의 

응집 요소 모델을 coarse-graining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Coarse-graining이 된 계면 응집 요소 모델은 균질화와 이완

(relaxation) 방법을 통해 구하였다. 균질화 기법의 검증을 위해

원자 수준의 무정형 물질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분자 동역학을 

수행하였다. 균질화된 무정형 물질은 계면 응집 영역 모델의 

coarse-graining을 위해 사용되었다. Coarse-graining을 통

한 거시 계면 응집 요소 모델은 최  분리 거리가 증가함과 

동시에 최  트랙션이 감소하게 되고 계면에서의 파괴 인성은 

coarse-graining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해 트랜스퍼 프린팅 공정에서 PDMS와 실리카의 점착

을 연구하였다. Coarse-graining된 계면 응집 요소 모델을 통해 

점착력(pull-out force)이 전사 속도에 의존하는 것을 관측하였

다. 트랜스퍼 프린팅 공정에서 PDMS의 점탄성이 속도 의존적 

점착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관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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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물결모양을 띤 채널 지지 를 고안하였고, 이를 새 디자인에 

적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10가지의 매개변수법 연구를 통해

서 최적 성능을 가지는 분리판 디자인을 찾을 수 있었다. 

10,000cm2 분리판이 제작되었으며, 7,500cm2 분리판와 같은 

채널 지지 래를 형성하였다. 4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적절한 

디자인을 찾았고, 온도, 압력, 화학종 분포, 성능곡선을 성공적으

로 얻을 수 있었다. 연료전지 스택에서의 유동과 안력분포를 

예측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속도, 압력, turbulent kinetic 

energy 와 turbulent specific dissipation 을 3차원 분기관 

모델로 유한체적법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풀었다. 유동장의 계산

은 전체 스택을 다 푸는 신에 11개의 셀을 포함하는 분기관 

모델을 통해서 수행하였다. 레이놀즈수에 따라서 여러개의 결과

를 토 로 밑에서 꼭 기 까지의 셀의 압력 분포를 얻었다. 만약

단위전지내의 압력변화와 유량과의 관계를 안다면, 이 결과와

매니폴드 결과를 결합시켜서 각 셀로 공급되는 가스의 유량을 

예측할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6,000 , 7,500, 10,000cm2

의 분리판 디자인의 역 U-type 셀에 적용하여 각 셀로 흘러가는 

유량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료전지 스택의 유량 

균일화를 위한 적절한 가스채널과 분기관 디자인을 찾는데 쓰이

게 된다. 입구 분기관과 출구분기관 그리고 단위전지 내의 압력의 

상 값이 각 셀로 균일하게 흘려주는 중요한 핵심 디자인 요소가

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기관과 단위전지 내의 압력값

을 이용한 식을 제시하였고, 제시한 식이 실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와 일치함을 발견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정 재 훈 2014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김 성 진

국문 : 
영문 :

젖음성이 높은 유체를 이용한 풀비등에서의 국소 열전달 관찰
Observation of local heat transfer during pool boiling of a highly wetting fluid

상변화(Phase change)를 이용한 냉각 방법은 단상 냉각 기법

에 비해 높은 냉각 성능을 가짐으로 인해 고성능 냉각이 필요한 

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상변화 열전달이 사용되는 

표 산업 분야로는 원자로 냉각, 로켓 모터 냉각, 고성능 CPU 

냉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상변화 열전달에는 임계 열유속

(Critical heat flux) 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표면 열유속이 

임계 열유속 보다 높을 때, 표면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여 시스템 

고장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냉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냉각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계 열유속 

메커니즘(Mechanism)을 제 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지난 반세기에 걸쳐 임계 열유속 메커니즘에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계 열유속 

발생 메커니즘은 가장 단순한 수평 풀 비등에 해서도 여전히 

논란의 상이다. 이러한 논란의 원인 중 하나는 상변화가 일어나

는 표면의 국소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표면 열유속 조건에 따라 비등표

면의 온도와 열유속 분포를 획득하였고, 풀 비등에서의 임계 

열유속 현상에 해 관찰하였다. 국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등표

면을 액체와 기체로 덮여 있는 부분을 나누고, 열유속 변화에 

따른 비등표면 면적에 한 액체로 덮여 있는 면적의 비율(Wetted 

area fraction), 기포의 크기, 생성 빈도 등을 분석하였다. 열유속

이 증가함에 따라 비등표면 위에 액체로 덮여 있는 면적이 줄어들

고, 기포 크기와 기포 생성빈도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임계 

열유속에 매우 근접하게 되면, 기포는 비등표면으로부터 이탈하

기 전에, 주위의 기포와 합쳐지면서 기포의 크기가 크게 증가하고,

비등표면에 위에 장시간 머무르게 된다. 임계 열유속에서는 기포

가 결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비등표면 전체를 덮게 

된다. 비등표면을 액체, 기체뿐만 아니라 상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으로 나누어 영역별로 전체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에 하여 

분석하였다. 비록 임계 열유속으로 다가갈수록 액체로 덮여있는

부분의 면적이 감소하지만, 비등표면 전체 열전달에 85% 이상

차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액체로 덮여 있는 부분의 

열유속과 비등표면 면적에 한 액체로 덮여 있는 면적의 비율의

곱으로 비등표면 열유속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임계 열유속은 액체로 덮여 있는 부분의 열유속의 증가율 보다 

액체로 덮여 있는 면적의 감소율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새로운 관찰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의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액체로 덮여 있는 면적을 기반으로 한 임계 

열유속 발생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메커니

즘은 기존의 실험의 관측 결과와 일관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분무 냉각, 비등유동, 과냉비등, 비등표면 처리에 따른 임계 열유

속 상승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임계 열유속 메커니즘을 다양한 비등 조건에 해 검증, 개선하면,

광범위에 걸친 임계 열유속 예측 모델 개발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 253 -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최 봉 환 2014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성 형 진

국문 : 

영문 :

전극 내 미세 활성층과 쉴디드 슬롯판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microstructural functional layers and shielded slots on solid oxide fuel cells

마이크로 전극 모델을 활용한 평판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3차원 열o유동해석 및 성능해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연속방정식,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 화학종 방정식을 지배

방정식으로 활용하고 연료전지 성능해석에 필수적인 전기화학

반응 구현하여 모델을 완성하였다. 단위전지 내에서 간단한 주기 

모듈을 계산 영역으로 정하고 여기에 연료극/공기극 채널, 다공

성 전극, 전해질, 분리판 등의 구조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SIMPLE

형태의 유한 체적법을 활용하여 화학반응에 따른 국부 전류밀도 

분포를 최종적으로 얻어 내어서 성능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반응면에서의 국부 반응성은 연료 물질 전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반복 계산을 통해서 수렴된 결과값을 얻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내 평관형 구조와 쉴디드 

슬롯 분리판이라는 특정 설계에서의 국부 전류밀도 분포, 온도 

분포, 연료 농도 과전위 분포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셀은 크게 두 가지 층으로 이뤄져 있는데 구조적인 

지지층과 미세 활성층이다. 구조적 지지층은 연료극 지지체와 

공기극 전기집전체가 있으며 기체 확산에 유리하도록 높은 다공

도를 갖게 하기 위해 큰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전극 

내 미세 활성층에는 많은 삼상계면이 형성되어 있다. 삼상계면은 

전극입자와 전해질, 연료 가스가 만나는 면이고 작은 입자들이 

조밀하게 배치하여 낮은 다공도와 높은 삼상계면이 만들어지도

록 구성되어 있다. 본 모델에서는 전극 입자의 크기와 미세 활성층

의 두께를 조절하여 성능차이를 분석하였고 미세 활성층의 역할

을 여러 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두 입자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전극 내 부분의 반응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미세 활성층을 

전해질 근처에 두껍게 형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낮은 

다공도를 갖는 만큼 유동저항과 연료전달 저항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입자크기와 두깨로 다공도와 삼상계면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용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높은 반응성과 유동저항, 연료전달 저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최적의 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미세

활성층 내 입자의 크기, 활성층의 두께에 한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였다. 단위 전극 내 분리판은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하는

데 셀을 지지함과 동시에 연료의 균일한 분배가 중요한 이슈이다. 

분리판 내 여러 개의 홈을 파서 연료의 채널을 되도록 제작하는데

이 때 리브도 같이 생긴다. 리브는 전극과 맞닿아서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브 위의 반응층에는 연료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반응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설계가 평관형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와 쉴디드 슬롯을 

분리판으로 사용한 평판형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이다. 쉴디드

슬롯은 반응면에 충분한 연료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적당한 

높이의 다수의 아치형 구조물로 이뤄져 있으며 용융 탄산염형 

연료전지에서 전류 집전체와 연료가스 공급체의 역할로 일반적

으로 사용된다. 쉴디드 슬롯은 크게 3가지가 만족되어야 하는데

연료가스의 공급, 전기접촉 유치, 셀 무게를 견디는 것이다. 셀 

성능은 연료와 공기가 전극에 균일하게 공급되는 것으로 크게 

향상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분리판을 쉴디드 슬롯으로 사용하

는 것이 설계에 고려해 볼만 하다. 쉴디드 슬롯은 기존의 분리판보

다 전극과 분리판 간의 넓은 접촉면적을 보장해준다. 연료공급의 

면에서도 쉴디드 슬롯은 리브 아래의 가스 고갈 영역을 줄여주기

때문에 전극의 삼상계면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조  원 2014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나 석 주

국문 : 

영문 :
전산유체역학을 활용한 파이프 조관용접 및 원주방향 용접의 용융풀 거동에 한 연구
A study on molten pool flow behavior in pipe seam welding and girth welding processes by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본 연구는 파이프 조관용접공정과 원주방향 용접공정에 하여 

전산유체역학(CFD)을 활용한 과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파이프 

조관 용접과 원주방향 용접에서는 V-groove 형상의 조인트가 

활용되므로 V-groove 아크 용접 해석을 위해서는 아크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필수이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GTAW)에서는 

전류가 140A 이상인 경우, 아크 형상은 더 이상 축 칭을 유지하

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V-groove 아크 용접에서는 축 칭 

모델보다 타원 칭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벨역산을 활용하여 타원 칭 아크 모델을 추출하

고 이릉 수치 해석에 적용하였다. 타원 칭 모델은 아크 열원, 

아크 압력, 전자기력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모델들 중에서 전자기

력 모델은 Navier-Stokes 방정식에서 체적력으로 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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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수정이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coordinate mapping

을 이용하여 전자기력을 계산하고, 이를 가스 메탈 아크 용접

(GMAW), GTAW에 적용하였다. V-groove GTAW공정에서는 

추가적인 용착 금속이 없고 V-groove 경사 표면이 상 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어서 coordinate mapping이 유용한 반면, 

V-groove GMAW 공정에서는 용작 금속이 V-groove를 체워 

상단표면이 상 적으로 평탄해지기 때문에 coordinate 

mapping의 필요성이 적다. CFD에 사용된 해석 모델은 해석결과

와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되었다. 원주방향 용접공정을 

효과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평판 시편에 해 

다양한 자세에서의 V-groove GMAW를 실시하였다. 해석을 

통해 용접 자세에 따른 humping, 용락, 융합 불량 등의 동적인 

용융풀 거동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V-groove 용접부

에 루트 갭이 있는 경우에 형성되는 overflow 거동도 묘사할 

수 있다. 이러한 overflow 거동은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서도 

관찰되었으므로 해석 모델에 한 타당성도 검증할 수 있다. 

Overflow 거동은 아래보기 자세에서는 적절한 비드 형상을 유발

할 수 있지만, 수직 하진 자세에서는 용접 결함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overflow를 피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용접 속도를 

20mm/s로 향상시켜 균일하고 양호한 용접 비드를 형성할 수 

있다. 실제 비드 형상은 평판이 아닌 곡률을 지닌 형상이며 본 

연구에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용접 방향에 

따라 중력 벡터를 달리 부과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원주방향 

초층 용접에서 균일하고 양호한 용접 비드를 형성하는 용접 

조건을 추출할 수 있다. 2nd pass 용접에 하여 CFD 해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2nd pass GMAW에 한 아크 모델을 추출해

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아벨 역산을 통해 이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보기, 위보기, 수직 하진 자세에서의 2nd 

pass GMAW를 실시하였으며 용융풀 거동을 분석하였다. 해석을

통해 상단 비드 표면이 용접 자세에 따라 오목하거나 볼록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SAW)에 한 

용융풀 거동을 모사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flux에서 나온

50ms 이내의 아크 형상은 flux 내부에서의 아크 형상과 유사하다

고 가정하였다. 또한 500A이상의 고전류 영역에서의 용적 거동

은 플럭스 소모량을 통해 스프레이 모드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토치 각도와 극성에 따른 용융풀 거동을 모사할 수 있다. 해석을

통해 얻은 비드 형상은 실험 결과와 매우 유사하며, 이를 통해

SAW에서 사용된 아크 모델은 검증되었다 많은 산업체에서는 

생산성과 기계적 성질 향상을 위해 다중 전극을 활용한 SAW 

공정을 수행한다. 다중 전극 SAW 공정에서는 전극간 아크 상호작

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아크 상호작용 모델을 추출하고 이를 CFD 해석에 

적용하였다. CFD 해석을 통해 다양한 전류 조합에 따른 용융풀

거동을 분석할 수 있다. CFD 해석을 통해 얻은 비드 형상은 

실험과 매우 유사하였으며 따라서 아크 상호작용 모델 및 다른 

용접 모델도 검증되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강 윤 아 2014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한 순 흥

국문 : 
영문 :

스마트 디바이스에 구현된 3D 파라메트릭 CAD 시스템
A 3D parametric cad system on a smart device

본 연구는 스마트 디바이스 상에서 사용이 가능한 3D CAD 

시스템을 제시한다. 엔지니어가 실제 작업현장에서 이동을 하면

서 3D 모델을 설계할 때, 스마트 디바이스의 3D CAD 시스템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모델링 할 수 있다. 3D CAD 시스템을 

스마트 디바이스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가 존재하는

데, 첫째로 하드웨어의 제약으로 인한 복잡한 모델링 명령어 

사용이 어려운 문제, 둘째로 터치 입력으로 정확한 값을 넣을 

수 없는 문제, 셋째로 스마트 디바이스 CAD 시스템으로 만든 

3D 모델과 현존 PC 기반의 상업용 CAD 시스템과의 상호 호환성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위한 

모델링 명령어의 부분집합을 정의하고, 각 명령어를 편리하고

직관적인 멀티터치 제스처와 매칭시키고, 가시화를 위한 메쉬

모델과 PC와의 호환성을 위한 절차적 모델을 동시에 생성하는

형상 커널을 구축한다. 구현된 시스템은 유저 테스트와 케이스 

연구를 통해 실제 사용성을 검증하였다. 엔지니어는 본 시스템을 

사용하여 현장에서도 수정가능한 모델을 간단하게 생성하고 

피드백할 수 있어 설계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태 현 2014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최 상 민

국문 : 

영문 :

시스템 접근 방법을 통한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성능해석 
Performance analysis of a circulating fluidized bed boiler by using system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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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비디오 영상에서 카메라 가속도의 자동 복원을 통한 모션 시뮬레이터의 운동감 생성
Generation of simulator motion by reconstructing camera acceleration from video 

Passive 모션 시뮬레이터는 비디오 영상에 맞는 의자의 움직임

을 생성함으로써, 관람객의 즐거움을 증 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motion-based 극장이라고 부르고, 테마파크

를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다. 2009년에는 이보다 진보된 형태의 

순환유동층 보일러는 연소로 내 입자의 유동 및 순환을 통해 

주입된 입자상태의 고체연료를 연소시키고 연소열을 이용하는 

기술로, 유동물질의 순환으로 연소로 내의 온도가 거의 균일하게 

유지되며, 유동매체의 높은 열용량은 발열량으로 인해 아역청탄, 

갈탄을 포함한 다양한 등급의 석탄과 바이오매스 등, 넓은 범위의 

연료를 무난하게 처리하는 최적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600MWe 규모까지 형화가 이루어졌다. 형화에 따른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운전이 기 되나, 형 설비에 한 설계 

및 운전에 한 검증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제 운전의 

경우에 설계된 운전조건과는 다르게 운전되기 때문에 전 운전 

영역에서의 보일러 성능 해석이 요구된다. 부분의 순환유동층 

보일러 모델은 연소실에 한 고체 수력학적 특성과 연소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열관부를 포함한 전체 

보일러 모델을 거의 다루지 않았고 증기계통에 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효율적인 운전을 위한 보일러 성능 

예측의 관점에서는 연소실, 류전열관부 그리고 증기 계통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 접근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실제 보일러에서는 전력 요구량에 따라 변하는 운전부하에 따라 

성능 인자와 증기 사이클의 성능 인자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일러 성능 예측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게다가 형 보일러의 

경우 추가적인 전열면이 각 증기 계통과 연계될 경우 시스템 

접근 방법에서의 복잡성은 매우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

로 또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는 일부 단순화 

작업을 포함하여 모델의 복잡성을 낮추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을 수 개의 하부 블록(block)으로 나누고 각 블록에서의 

계산을 수행한 후, 각 블록을 조합하여 시스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하부 블록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보일러의 표현이 가능하며,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였다. 복잡성을 낮추기 위해서 일부 

측정 자료 및 설계 자료 분석을 통한 상관식을 도출하였고 이를 

기반에 둔 계산식을 구성하였다. 물-증기 계통을 가스-고체 

계통과 연결하여 블록 계산에서의 열전달 계수의 예측에 신뢰성

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론적인 근거와 경험식을 구성하여 순환

유동층 보일러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 해석 방법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순환유동층 보일러는 전열면에 가열된 고체 입자에 의한 

열전달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열전달 계수에 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였고, 고체 입자군으로 형성된 cluster가 벽면에

부착되었다가 떨어지는 메커니즘을 포함한 cluster-renewal 

모델을 이용하여 접근하였다. 다양한 크기의 보일러에 한 모델

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전력 생산을 수행하고 

있는 2MWe 급의 파일럿 규모의 순환유동층 보일러와 현재 국내

최  용량인 340MWe 급의 여수화력 보일러를 상으로 하였다.

상 설비의 의미는 단순 랜킨사이클의 증기사이클을 가지는 

소형 보일러에서부터 날개벽(wing wall)을 포함한 연소실 내부 

추가 열전달 면적이 있는 재열 증기사이클을 가지는 형 보일러

까지 단순히 크기뿐만 아니라 설계 상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설비를 상으로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운전 및 설계 자료를 통해 프로그램의 적절성

을 확인하고, 운전 자료를 통해 프로그램의 적절성은 물론 비정상 

운전 위치 파악, 운전 가이드라인에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였다.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각 부분별 연소 가스 

온도 이력과 증기 온도 등의 실제 운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

모델을 검증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용하여 측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구간에 한 온도 정보 및 내부변수를 제공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온도, 유량, 열부하, 열전달 계수 그리고

보일러 효율에 한 각 운전 변화에 따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운전변수 등의 변화에 해서 성능 인자의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설계점과 탈설계점에서의 보일러 성능 예측을 

수행하였다. 실제 보일러에서 보일러 효율에 영향이 큰 연료량, 

주증기 압력 그리고 급수 온도를 운전 변화 인자로 선정하여, 

양으로 5%, 음으로 5%씩 변화시키면서 성능 인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변화에 따른 성능 인자의 변화율을 확인해본 

결과 성능 인자는 운전 변화에 민감한 성능인자, 덜 민감한 성능인

자 그리고 다른 원인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성능 인자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각 운전 인자에 따른 선형적인

변화를 보이거나 비선형적인 변화를 가지는 영향 인자를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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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감각 극장이 탄생하였는데, 4D 극장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도심의 영화관에서 일반 영화에 해 여러 가지 특수 효과를 

함께 사용하여 영화의 극적 효과를 극 화 하였다. 4D 극장은 

그 이후로 전국 각지로 보급되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

다. 기존의 motion-based 극장과 4D 극장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콘텐츠가 빠른 주기로 교체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assive 모션 시뮬레이터의 운동감을 생성하는 기술은 

여전히 수작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운동감 생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동감을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하여, 비디오 영상에서 카메라 가속도를 

자동 복원하여 모션 시뮬레이터의 운동감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구체화한 운동감 생성 파이프라인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워시아웃(washout) 알고리즘과 가속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interactive 모션 시뮬레이터의 운동감 생성 기술과 유사

하지만, 가속도를 동역학 운동 모델이 아닌 비디오에서 얻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비디오 영상에서 카메라 가속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영상에서 6자유도의 카메라 변위를 추정하고, 

이를 시간에 해 두 번 미분해야 한다. 그러나 카메라 변위 

추정치에는 노이즈가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두 번의 미분 

과정에서 노이즈가 심하게 증폭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노이즈 

증폭을 막기 위해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이 사용되지만, 임의의 

비디오 영상에 담긴 카메라의 사실 가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노이즈 제거와 관련된 파라미터 값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잘못된 가속도를 추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bi-layered partitioning and blending 기법

과 상관관계에 기반한 optimal smoothing parameter의 추정을 

통해, 가속도를 자동 복원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가속도 자동 복원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합성 데이터 및 벤치마킹

데이터, 그리고 합성 영상과 실사 영상을 사용하여, 변위 데이터

에서 복원한 가속도와 사실 가속도를 비교 분석한다. 또한, 카메

라 가속도의 자동 복원을 통한 운동감 생성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영화의 한 장면과 유튜브(YouTube)에서 획득한 여러 사용

자 촬영 영상에 해, 제안한 운동감 생성 파이프라인을 적용하여 

생성된 운동감을 분석한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속도

자동 복원 방법은 기존 자동 방법에 비해, 카메라 변위 추정치와

같이 입력 데이터가 non-stationary할 때, 더 정확한 가속도를

복원하였고, 데이터 길이가 짧을 때에 기존 방법에 비해 더 안정적

인 특성을 보였다. 또한 제안한 운동감 생성 방법은, 지속(저주파) 

가속도와 상세한(고주파) 가속도의 구분 없이, 비디오 영상에 

맞는 6자유도의 운동감을 성공적으로 생성하였다. 운동감 생성

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존 수작업 방식에 비해 약 세 배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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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용 돔형상 복합재 허브의 설계 및 제작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장치(Flywheel energy storage 

system)는 잉여의 전기에너지를 회전체의 관성에너지형태로 

저장한 다음, 필요 시 이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이다.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는 관성에너지

를 저장하는 플라이휠 로터(Flywheel rotor), 이를 지지하는 

지지베어링, 회전 및 발전을 담당하는 전동/발전기, 전기에너지

의 입/출력과 제어를 담당하는 전장부, 시스템의 진공밀폐 및 

안전을 위한 챔버로 구성되어 있다.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장치는 

단위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높고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순간적인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복합재료 플라이휠 

로터 및 허브의 설계와 제작기술을 제안하였다. 

플라이휠 로터는 에너지 저장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 강도와 

비 강성이 우수한 복합재료를 사용한다. 섬유가 원주방향으로 

적층 된 로터는 고속회전 시 층간 분리 파손을 발생시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이 로터 설계의 핵심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 

4개의 림(Rim)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복합재 플라이휠 로터의

세가지 설계 안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림은 에폭시 수지를 기지로

탄소섬유와 유리섬유의 체적비율을 조절하여 원주방향 강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로터를 조립 할 때(Press-fit)와 로터가

회전할 때 두 상태에서 로터의 최 강도비(Maximum strength

ratio)가 최소가 되도록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최적설계에서

주어진 조건은 최 에너지, 회전 속도, 로터의 내경과 높이이다.

제작 비용과 강도비(Strength ratio)를 고려하여 두 개의 림을

묶어서 한 쌍으로 같이 와인딩하고, 나머지 두 개의 림을 한 

쌍으로 같이 와인딩하고, 두 쌍의 림 사이에 간섭량을 주어 

억지끼워맞춤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설계된 로터는 35kWh의 에너지 저장용량을 가지며 최 회전

속도 12krpm 으로 회전한다. 로터의 응력해석 결과 로터 내경은

0.52 %의 원주방향 변형률을 가진다. 이 변형률은 허브(Hub)의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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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코깅 토크 저감을 위한 영구자석 착자기 강건 최적 설계
Robust Optimal Design of the Magnetizer for the Permanent Magnet Brushless DC Motors to Reduce the Cogging Torque

BLDC 전동기의 코깅 토크는 회전자의 영구자석과 고정자의 

상 적 위치 변화에 따른 자기 저항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성분으로 BLDC 전동기의 소음과 진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상적인 BLDC 전동기의 코깅 토크는 고정자의 슬롯 수와 영구

자석의 극 수의 최소 공배수의 조화 성분들만이 발생한다. 그러나 

BLDC 전동기에 제작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코깅 토크에 추가적

인 이상 가진 주파수 성분들이 발생한다. 특히 영구자석의 착자 

불균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슬롯 수의 배수에 해당하는 이상 

가진 성분이 발생한다. HDD 스핀들용 BLDC 전동기와 같이 

작은 사이즈 전동기에서는 영구자석의 착자 불균일에 의해 발생

하는 이상 가진 성분이 코깅 토크의 기본 주파수 성분보다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소음, 진동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영구자석의 착자 요크의 제작 오차는 영구자석의 착자 불균일

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 특히 착자 요크의 코일 

위치 오차에 의해서 영구자석의 착자 불균일이 크게 발생한다. 

착자 요크를 제작할 때에 착자 코일의 위치 오차는 미리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착자 코일 오차를 줄이기도 매우 힘들다.  

따라서 착자 코일 위치 변동에 의한 BLDC 전동기의 코깅 토크의 

변동을 줄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착자 요크의 코일 위치 변동를 고려하여 BLDC

전동기의 코깅 토크를 저감하기 위한 착자기 강건 최적 설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코깅 토크의 주요 주파수 성분에 가중치를

부과한 목적 함수를 설정하고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토크 상수의 상한-하한 값을 

제한 조건으로 정하였다. 또한 2.5인치 HDD 스핀들용 BLDC

전동기의 착자 요크의 코일 위치 오차를 컴퓨터 단층 촬영을 

이용하여 측정하여, 측정된 코일 위치의 크기를 강건 최적 설계

문제에서 랜덤 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코깅 토크를 저감하기

위한 착자 요크의 추가적인 설계 변수로는 백 요크의 두께, 

노치의 깊이, 착자 전압을 택하였다. 착자 코일 위치 변동에 

의한 영구자석의 착자 분포와 BLDC 전동기의 코깅 토크 변동을

수치 해석과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착자기의 설계 변수에 따른 BLDC 전동기의 코깅 토크

근사 모델을 생성하여 착자기 강건 최적 설계 과정에 적용하였다.

착자기의 최적 모델과 기존 모델의 코깅 토크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제안한 착자기 강건 최적 설계 방법이 BLDC 전동기의

코깅 토크를 저감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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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인장 변형률을 초과하기 때문에 회전 시 허브의 원주 방향 

변형률을 줄일 필요가 있다. 허브와 로터 사이에 간섭량을 적용하

여 정지 시 허브에 0.26% 압축 변형률을 줘서 회전 시 0.26% 

인장 변형률이 발생하게 하여 필요한 0.52% 인장 변형률을 

만족하며 동시에 허브의 허용 인장 변형률을 초과하지 않는 

설계 기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된 하이브리드 복합재 다층림 플라이휠 

로터에 적용하기 위해 복합재 돔 형상 허브(Composite Dome 

type Hub)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돔 허브는 필라멘트 와인딩 

방법(Filament winding method)으로 제작이되고 필라멘트 와

인딩 방법은 맨드럴의 형상에 따라 섬유의 각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허브설계를 수행하였다. 

돔 형상 허브는 메인 돔(main dome), 첫 번째 보강 층(1st 

reinforced layer), 두 번째 보강 층(2nd reinforced layer)으로 

3개의 층으로 구성하였다. 회전 시 로터와 허브가 이탈되지 

않도록 각 층들의 원주방향 강성은 로터의 원주방향 강성 보다 

작게설계하였고 원주방향 강성은 탄소섬유와 유리섬유의 체적 

비와 파이버 각도로 결정하였다. 설계된 허브는 필라멘트 와인딩

기법으로 제작하고 억지끼워맞춤을 이용하여 로터에 조립하였

다. 이때 허브의 압축 변형률을 측정하여 실제 허브와 로터의

간섭량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복합재 돔 허브와 로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길이방향 축소모델을 제작하여 회전 실험을 수행하였다.

축소모델은 실험속도 17,000rpm까지 회전하여 하이브리드 복

합재 로터와 허브의 정적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무선데이터 

송수신 장치를 이용하여 돔 허브의 변형률을 9,700 rpm까지 

측정하였고 예측한 로터의 변형률과 비교하여 돔 형상 허브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제작된 돔 형상 허브의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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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Ox 촉매 시스템을 위한 환원제의 분포 균일도와 분사 제어 및 분무 최적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the Distribution Uniformity, Injection Control and Spray Optimization of 
Reductant for DeNOx Catalyst Systems

Nitrogen oxides(NOx) are one of the exhaust emissions 

from diesel vehicles that utilize fossil fuels, it is well known 

that NOx create photochemical smog and penetrate the 

somatic cells of a human body and causes respiratory 

diseases. As this issue becomes a serious social problem, 

the regulations of exhaust emissions have been tightened. 

Accordingly, various combustion technologies for fuel have 

been developed and improved in order to properly cope 

with such regulations. However, such efforts have reached 

their limitations for responding to ever tightening regul- 

ations and, therefore, it is now unavoidable to adopt an 

after-treatment technology. The denitrification(DeNOx) 

after-treatment technology such as the hydrocarbon-lean 

NOx trap(HC-LNT) or the urea-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urea-SCR) catalyst used to reduce the NOx takes primarily 

advantage of hydrocarbon(HC) and urea solution as the 

reductants and the catalytic converter system of the 

secondary injection type that sprays it directly on the 

exhaust gas downstream of the combustion chamber is 

commonly adopted. 

The secondary injection system has benefits: it can be 

controlled independently without disturbing engine control, 

it can be adapted to various layouts for exhaust systems,

it has no oil dilution problems, compared to post injection

in the combustion chamber or other supplemental reductnat

injections. In this study, the concentration and amount of

reductant can be controlled through control of the 

secondary injection. The secondary injection method is 

highly dependent upon the type of injector, injection 

pressure, atomization, spray technology and etc. There- 

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jection conditions, and

must be well-understood the spray characteristics, such

as the spray penetration, sauter mean diameter(SMD), 

spray angle, injection quantity and etc., and uniform 

distribution of the reductant corresponding to the maximum

NOx reduction in the DeNOx catalyst systems. With this 

goal in mind, the spray characteristics and the behavior

of the secondary injectors were analyzed using visualiz- 

ation and digital image processing techniques. In addition,

the typically high temperature(250 – 350◦C) in the exhaust
manifold affects the spray behavior of the secondary 

injector. 

Moreover, the high temperature makes it particularly 

difficult to achieve uniform distribution of the reduc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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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anifold. Thus, it is necessary to use a mixing 

unit(mixer or impingement plate) to improve the fuel 

distribution in the exhaust manifold.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various mixer types or impingement plate types o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reductant were investigat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DeNOx catalyst systems. 

While the reductant was injected directly toward the mixing 

units in a transparent manifold, spray images were collected 

using a high-speed camera,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spray was analyzed using image processing tech- 

niques. The analysis o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spray 

represented that mixing units were beneficial to achieve 

uniform distribution of the reductant in exhaust pipe and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DeNOx catalyst systems. 

On the other hand, the uniformity index(UI) of the reductant 

is of great importance and referred to as the basis for 

system optimization because the catalyst reaction 

efficiency is directly affected by the distribution of the 

injected reductant. The UI of the reductant may be regarded 

as an indicator of the NOx reduction efficiency(NRE) and 

it can reduce the necessary capacity of the catalyst and 

the high price noble metals. Accordingly, two new methods 

for the reductant UI measuring were developed in this study. 

The first method is to acquire the reductant distribution 

images from exhaust pipe sections upstream of the catalytic

converter. The droplet uniformity index(DUI) from the 

acquired images using image processing to clarify the 

distribution of the spray droplets was calculated. Using 

image processing analysis of the quantitative char- 

acteristics and spatial distribution of the spray revealed

that application of mixers resulted in more uniform 

distribution of the reductant in the exhaust pipe and 

improved the performance of the DeNOx catalyst systems.

And, the second new method is to calculate the temperature

uniformity index(TUI) which was developed to measure 

the distribution of the exhaust gas temperature upon the

exothermic reaction as the reductant passes through the 

catalytic converter of the SCR catalyst system by means

of thermocouples downstream of the SCR catalyst. The 

system is utilized to measure the TUI in real-time, applied

to the actual SCR system,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in various engine operating conditions and mixer types 

in terms of NRE. 

From these studies, measurement and control method 

were developed to obtain uniformity, and the DeNOx 

systems with secondary injection were optimized.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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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안 예측기반 순차적 다중 정밀도 메타 모델을 이용한 효율적인 전역 최적화 방법
An Efficient Global Optimization Method Using Sequential Multi-fidelity Meta-models based on a Bayesian Prediction

전역 최적화 기법은 설계 전 영역에서 설계 요구사항을 만족하

면서 성능함수 또는 목적함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설계안을 

얻기 위해서 CAE를 이용한 설계 상의 해석 결과와 수치해석 

기법인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자동화된 설계 기법이다. 하지만, 

반복적인 수치계산을 해야 하는 최적설계에서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고 정밀도 해석 결과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 표적인 방법이 

메타모델(또는 근사모델)을 이용한 최적화 방법이다. 근사 모델

을 이용한 최적화 방법을 근사 최적화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근사 최적화는 고 정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메타모델을 생성하

고 이를 이용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한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메타모델 생성만으로 설계 전 영역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장하는 

메타모델을 생성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메타모델 관리기법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메타모델의 성능을 향상 시킴으로써 전역

최적해를 찾는 순차적 근사 최적설계가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전역 최적해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순차적 근사 최적설계의 연구 분야는 크게 실험계획법, 메타모

델 관리 기법과 메타모델 생성 기법으로 나누어지며, 본 논문은

메타모델 관리 기법과 메타모델 생성 기법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메타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정밀도가 다른 

두 모델을 결합하여 메타모델을 생성하는 다중 정밀도 모델을 

도입하였다. 다중 정밀도 모델은 정확도가 고 정밀도 데이터에

비하여 다소 낮지만 해석 시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한 저 정밀도

모델과 정확도가 매우 높은 고 정밀도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충분한 양의 저 정밀도 데이터와 소량의 고 정밀도 데이터를 

통해서 효율적인 메타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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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는 우수한 다중 정밀도 메타모델을 생성하기 위하여 

기존 기법들의 수학적 예제에 한 예측 정확성 비교 결과를 

토 로 우수한 성능을 지닌 기법을 선별하였으며, 선별된 모델을 

기초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확장된 다중 정밀도 메타모

델을 제시하였다. 

메타모델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들이 연구 되어 왔는데, 

모델의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을 탐색하는 전역 탐색과 예측 

값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탐색하는 국부 탐색을 동시에 

고려하는 Expected Improvement 기법이 표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파라메터를 통하여 전역 탐색과 국부 탐색을 

가중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Expected Improvement의 

일반적인 형태인 Generalized Expected Improvement을 적용

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효율적인 전역 최적화 기법에 구속조

건이 존재하는 문제와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적용하여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으며, 순차적 비제약형 최소화기법

을 적용한 전역 최적화 기법과도 비교함으로써 우수성을 확인하

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중 정밀도 메타모델과 Gener- 

alized Expected Improvement로 구성된 효율적인 전역 최적화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다양한 최적설계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효용성과 효율성을 증명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신 재 호 2014년 2월 박사 한양 학교 이 상 환

국문 : 
영문 :

유체 구조 연성해석을 위한 변형률 기반 격자 볼츠만 기법
A strain-rate model for a lattice Boltzmann BGK model in fluid–structure interactions 

The lattice Boltzmann method(LBM) is a numerical solver 

for the Navier-Stokes equations, based on an underlying 

molecular dynamic model. Recently, it has been extended 

towards the simulation of complex fluids. Since the LBM 

is generally based on a Cartesian grid, it is vulnerable 

to the loss of node information for moving boundaries. 

In this study, we use the asymptotic expansion technique 

to investigate the standard scheme, the initialization 

problem and possible developments towards moving 

boundary and fluid-structure interaction(FSI) problems. 

In particular, we concentrate on the initialization of new 

fluid nodes created by the variations of the computational 

fluid domain. An overview of existing possible choices 

is presented. At the same time, we propose a simple, 

accurate, and stable scheme that can refill the lost fluid 

node information in a Cartesian grid system using a strain 

rate model. To evaluate whether the suggested method 

is suitable for moving boundaries, and especially for 

addressing the fluid–structure interaction problem, we 

present three important benchmark problems to validate

the developed algorithm. The three benchmark problems 

chosen are a neutrally buoyant cylinder, a rotating cylinder

in a free stream, and a rotating cylinder in a channel. 

We show that the results of the strain rate model agree 

with known numerical and experimental solutions. We also

use a convergence test to demonstrate improved stability

over previous methods. The results agree with known 

numerical and experimental solutions. Numerical results 

using the proposed strain rate model show almost 

second-order accuracy for two-dimensional problems. 

In conclusion, we test the defined code and validat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wo FSI problem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상 기 2014년 2월 박사 한양 학교 이 경 호

영문 : The Optimization of EGR Ratio for Fuel Consumption and Emissions of the Modified Transient Mode in a GDI Engine 

This study aims to adopt the cooled EGR system to GDI 

engines for the reduction of pumping loss and NOx. This 

includes the application, test, and analysis of an FTP-75 

cycle of the engine dynamometer prior to testing in an 

actual vehicle. The difference in thermal efficiency between 

a gasoline engine and a diesel engine results from pumping

loss. The thermal efficiency of diesel engines is still higher

than that of gasoline engines since the former involves 

lower pumping loss. As a gasoline engine controls air 

volume, it unavoidably involves a higher pumping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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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ing loss can be reduced, however, by adopting a 

cooled EGR system. A way to shorten the test term will 

be sought by controlling the EC-dynamometer for the 

automatic operation mode. In the numerical analysis and 

automatic operation test, such factors as rpm, torque, and 

fuel consumption rate were compared. The engine rpm 

was relatively allowable and torque was properly controlled 

in the range of 80-90%, although it did not indicate the 

level of instant torque because of the dynamometer's 

characteristics. The fuel consumption rate was about 8.9%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 in measurement between 

numerical analysis and the automatic operation test. 

A test bench was manufactured to evaluate an EGR 

performance system. This was conducted by controlling 

the EGR rate accurately and by determining the flow rate 

and temperature of EGR valves and coolers precisely.  

In the duty range of 40%, the flow was insignificant while 

in the range of 40%~60%, the flow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duty rate. The effectiveness-NTU method was used 

to determine EGR cooler effectiveness. It offers some 

advantages in analyzing the problems in which various 

types of heat exchangers must be compared to select 

the best-suited type for a specific heat transfer objective. 

Its durability and efficiency are recognized as better than 

those of the other currently available coolers. As for 

temperature and flow conditions, the efficiency is in the 

range of maximum 97% and minimum 86%. To control the 

EGR valve, the values of MAP, Fuel, and rpm of the look-up 

table are obtained to locate the EGR valve, and then the 

duty value is determined in reference to the EGR valve 

duty look-up table.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the EGR 

valve, the results of the bench test were used. The valve 

location was chosen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tial 

pressure and EGR cooler temperature. In reference to the 

location and air to fuel ratio, a look-up table is made for 

engine calibration and provides the duty value. 

The optimization process was based on the analysis of

changes in ignition timing at the given EGR ratio and rpm.

As the ignition timing is closer to TDC, the EGR ratio 

decreased, and as it becomes farther, ignition timing again

becomes closer to TDC when the EGR ratio increases from

10% to 15% or higher. The modified transient mode was 

tested for engine rpm and torque, which were divided to

one part that used EGR and the other that did not. The 

part that used EGR referred to the optimized EGR ratio 

and optimized ignition timing. Engine rpm was similar 

regardless of EGR application while the torque showed 

some variation. The present engine system used λ=1 

controlling, which was also applied to the experiment. The

fuel consumption and emission of NOx and CO decreased

as a result of EGR application. As for the basic condition 

of the test, the EGR ratio was set to 20% or less, and 

only middle and low load conditions were applied. For 

20% or higher EGR ratio to be applied, more fuel injection

had to be involved in the controlling condition of λ=1, 

which would have increased the fuel consumption 

accordingly. NOx decreased as a result of EGR controlling,

and CO too decreased as the combustion level was lean 

compared to the present one. The intake pressure and 

temperature increased upon EGR application. When the 

intake temperature increased with λ=1 under control, the

fuel consumption increased, which required the fuel 

injection control for corresponding compensation. The fuel 

efficiency and emission reduction effects were obtained

without replacing the current system and the potential of

lean-burn effects and additional improvement methods 

were also presented. 

In conclusion, the application of EGR brought in 3.63%

enhancement as for the fuel consumption and 4.34% as 

for NOx emission. Since EGR was applied to the existing

system, the pumping loss decreased, which reduced both

the fuel consumption and emission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전 기 수 2014년 2월 박사 한양 학교 안 강 호

국문 : 

영문 :

나노입자 흡입시험을 위한 노출시스템 개발 및 성능평가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Exposure System for Nano Particle Inhalation Study 

나노 입자에 한 인체 유해성 평가를 위한 흡입독성 평가방법

으로는 나노물질의 노출방법에 따라 전신노출방식(whole- 

body exposure system)과 비부노출방식(nose-only exposure

system)이 있다. 전신노출방식은 챔버내의 rat 또는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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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시험 동물에 시험물질을 전신노출시켜 물질의 독성을 평가

하는 방법이다. 비부노출방식은 비부에 직접 미량의 시험 물질 

노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신노출방식 챔버에서 동물

의 breathing zone에서의 시험물질 농도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중노즐시스템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다중노즐시스템을 

적용한 챔버가 공간상의 균일도가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비부노

출방식 챔버의 경우 분사 노즐에서 노출되는 유량의 편차가 

작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수치적 모사와 실제 노출유량의 측정으

로 OECD 흡입독성시험 가이드라인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비부노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포트(port)간의 편차가 OECD 

흡입독성시험 Guideline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흡입독성 시

험시 동물에게 노출되도록 정해진 농도를 정확하고 빠르게 도달

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에어로졸 유량을

직접 정확히 조절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농도부분배기를 개발하

였다. 개발된 분배기는 농도의 공비에 따른 농도의 구배가 이루어

짐을 확인하였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였다. 평가 결과 

독성평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Yuuf Cinar 2014년 2월 박사 한양 학교 GunHee Jang

영문 : Fatigue and Failure Analysis of FBGA Solder Joints in Memory Modules under Vibration 

As electronic devices become smaller, faster and thinner, 

integrated circuit(IC) packages with high input/outputs 

(I/Os) become denser. Fine-pitch ball grid array(FBGA) 

which is a surface-mounted IC package is ideal for 

packaging devices with high densities and I/Os and small 

sizes and weights. FBGAs are widely deployed in space-c 

onscious applications, microprocessors/ microcontrollers, 

dynamic random access memories(DRAMs), and consumer 

electronics. DRAM memory modules used in personal 

computers, workstations, and servers are composed of 

a number of packages mounted on a printed circuit 

board(PCB). Packages, which are integrated circuits of 

DRAM, are mounted on PCBs through solder joints. Solder 

joints are further used to provide the electrical signals 

between package chips and the PCB. 

Memory modules are exposed to various mechanical 

impacts, such as vibration over various frequency ranges, 

shock or temperature cycling during transportation, oper- 

ation, installation or handling, which may cause products 

to malfunction. The reliability and performance of memory 

modules are standardized by the Joint Electron Devices 

Engineering Council(JEDEC). Performance and fatigue life 

of the memory modules mostly depend on the solder joint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ynamic 

behavior of memory modules, as well as the behavior of 

solder joints subjected to vibration. Memory modules 

should also meet the diverse demands of applications. 

High reliability and performance of solder joints under 

vibration is demanded by customers and the electronics 

manufacturing industry to meet consumer needs and JEDEC 

reliability test conditions. Predicting the fatigue life of solder

joints in memory modules under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is another important topic in designing the robust

memory devices that are demanded by the manufacturing 

industry. 

Firstly, this dissertation investigates the failure mechanism

of Fine-pitch Ball Grid Array(FBGA) solder joints in daisy

chains assembled memory module with double-sided 

packages due to harmonic excitation by using the experi-

ments and the finite element method. The experimental 

setup was developed to monitor resistance variation of 

FBGA solder joints due to the harmonic excitation of the

JEDEC standard. A finite element model of the memory 

module was developed, and the natural frequencies and

modes were calculated and verified by experimental modal

testing. Forced vibr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correlate the cracked solder joints in experiments with 

the solder joint of high stress concentration in simulation.

Secondly, this research studies the effect of solder pad

size on the fatigue life of FBGA solder joints of a memory

module with double-sided packages due to harmonic 

excitation using a global-local modeling technique. A finite

element model of the memory module presented by the 

global-local model was developed, and calculated 

displacements from the global model were substituted 

along the boundary  of the local model in order to detect 

vulnerable parts of solder joints under vibration. The effect

of solder pad size on the fatigue life of the memory module

was investigated using the Basquin equation and Miner's

rule. Fatigue life of the memory modules with different 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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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is estimated by using solder material fatigue constants 

in the literature. It was experimentally verified that reliability 

and fatigue life of memory module was affected by solder 

pad size on PCB side. 

Finally, this study predicts the fatigue life of FBGA solder 

joints in a memory device with double-sided packages 

due to harmonic excitation through experiments and the 

finite element method. The calculated displacements from 

the global model were substituted along the boundary of 

the local model with detailed solder joints in order to 

calculate the stress magnitude of solder joints of the memory

device under vibration. The fatigue life of the memory 

device was predicted using the Basquin equation and the 

Miner's rule. The fatigue life of the solder joints in two 

different memory devices with a daisy chain assembly was

measured for experimental validation. It was experimentally

verified that the predicted fatigue life of the memory device

matches the experimental results with reasonable accuracy 

under cumulative damage condition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정 승 현 2014년 2월 박사 한양 학교 최 동 훈

국문 : 정적파손과 피로파손을 고려한 위상최적설계 기법 

In this dissertation, we present novel topology optimization 

(TO) methods that consider local static failure and dynamic 

fatigue failure, which have been regarded as difficult TO 

problems for decades. 

We developed the first TO method to consider the static 

failure of ductile or brittle material. The non-differentiable 

failure constraints of ductile and brittle materials are 

considered for a solid isotropic material with penalization 

(SIMP) by using differentiable operators that accurately 

approximate the criterion into differentiable form. The 

second method uses a new interpolation scheme called 

separable stress interpolation(SSI) for stress-based TO 

of multiple materials. If conventional SIMP is used to 

evaluate the stress of multiple materials, it provides layouts 

that are physically infeasible. SSI makes a physically 

feasible layout by interpolating the stresses of stacked 

elements separately. 

To prevent dynamic fatigue failure, we developed a TO

method for static failure and dynamic fatigue constraints

under constant and proportional loading. The local mode

and non-differentiable fatigue criteria are addressed first.

By resolving the inherited and newly found issues, the 

dynamic fatigue criteria under constant and proportional

loads can be considered. Also, fatigue failure induced 

by variable-amplitude loads is considered. Due to the 

difficulties with sensitivity analysis for fatigue constraints

that are calculated from multi-axial cycle counting, it is 

rarely considered in TO. To cope with this difficulty, we 

used pseudo-sensitivities calculated by applying equivalent

static loads(ESL). 

We verified the validity and usefulness of the developed

methods by applying them to not only simple 2D design 

problems but also practical 3D design problems through

the use of a finite element software package.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최 중 선 2014년 2월 박사 한양 학교 박 경 진

국문 : 

영문 :

전진비행을 위한 날갯짓 비행체 날개 시스템의 다분야통합최적설계 
Multidisciplinary Design Optimization of the Flapping Wing System for Forward Flight 

날갯짓 운동은 소형비행체의 추진력장치/메커니즘 등 광범위

한 분야에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과학자와 공학자들로

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날갯짓 

비행체의 설계에 해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날갯짓 비행체의 

성공적인 비행은 날갯짓 운동과 날개 구조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수의 날갯짓 비행체 연구에서는 날갯짓 비행체의 날개를 

강체라 가정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생물학자와 과학자들이 날개

의 유연성은 평균추력과 추진효울과 같은 비행체의 성능에 무시

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곤충을

모방한 날갯짓 비행체의 경우 날개는 얇은 막과 그것을 지탱하는 

보강재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보강재의 형상에 따라 날개의 

유연성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날개의 유연성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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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위해서는 공기력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공탄

성해석을 이용해 날개 시스템의 공력특성과 구조적인 특성을 

예측해야 한다. 하지만 설계과정에서 공탄성해석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므로 직접적인 적용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분야통합최적설계 방법을 이용해 날개시스템

의 최적설계를 위한 설계방법론을 제안한다. 여기서 날개 시스템

은 날갯짓 운동과 날개 구조물로 정의한다. 3차원 비정상 공탄성

해석을 시스템 해석으로 이용하고 유체와 구조 분야에서 독립적

으로 최적설계를 수행한다. 이때 시스템해석을 통해 산출한 

날개의 변형은 유체분야로 전달되며 동적압력은 구조분야로 

전달된다. 유체분야에서는 평균 추력계수와 추진효율을 동시에 

최 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설계변수는 날갯짓 운동을 

결정하는 날갯짓 평균위치, 날갯짓 진폭, 초기 받음각이다. 최적

설계 과정은 실험계획법과 근사모델을 바탕으로 수행되며 이때 

2차원 비정상 공력해석을 사용한다. 근사모델은 반응표면법을 

이용해 생성하고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해 최적화를 수행한다. 

구조분야에서는 날개의 형상과 두께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등가

정하중법을 이용한 비선형 동적 응답 위상 최적설계를 통해 

날개 보강재의 분포를 결정한다. 목적함수는 변형에너지의 최소

화 이며 설계변수는 유한요소의 상 밀도 값이다. 각 분야의 

설계변수값들은 시스템해석에 반영되며 수렴조건을 만족할 때 

까지 시스템 해석과 각 분야의 최적설계 과정이 반복된다. 

제안한 설계 방법론을 연구자의 직관과 경험에 의존해 제작한 

초기 날갯짓비행체 모델에 적용하였다. 설계방법론을 이용한 

최적설계 결과로 날갯짓 운동의 경로와 날개 구조물의 보강재 

형상을 도출하였고 이를 반영해 최적화된 날갯짓 비행체 모델을

제작하였다. 초기모델과 최적화된 모델의 양력과 추력을 측정,

비교함으로써 최적화된 모델이 초기모델에 비해 더 우수한 성능

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안한 설계방법론의 유용성

을 입증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세 정 2014년 2월 박사 한양 학교 박 경 진

국문 : 
영문 :

비선형계획법에서 상한함수를 이용한 강건최적설계 
Robust Optimization Using Suprema of Functions for Nonlinear Programming Problems 

강건최적설계는 설계변수나 시스템 파라미터의 변동에 둔감하

고 보수적인 설계를 추구한다. 설계변수와 파라미터로 정의되는 

목적함수와 제한조건의 강건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강건성지수

들이 개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목적함수의 강건성은 설계변수

나 파라미터에 한 목적함수의 변동을 줄임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제한조건의 강건성은 변동 범위를 고려함에도 제한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데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들에서는 변동에 

둔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함수의 값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제한조건이나 설계변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강건최적

설계의 수치적 계산비용은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한함수를 사용한 새로운 강건성지수를 제안한

다. 상한함수는 선형계획법을 사용한 최적설계 분야에서 파라미

터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강건최적설계의 정식화는 비선형 함수인 목적함수와 

제한조건의 상한 값으로 정의된다. 정식화는 외부루프와 내부루

프로 구성되어 있다. 함수의 상한 값은 내부루프에서 계산되며

이는 외부루프에 사용된다. 내부루프 역시 최적화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루프의 최적민감도는 외부루프의 민감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수학적 유도과정을 통해 타당성을 증명한다. 따라서,

외부루프의 민감도를 위한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계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부루프에서 선형화된 

상한함수를 사용한 방법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들은 다양한 

수학예제와 구조문제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목적함수와 제한조

건의 표적인 강건성지수와의 성능 비교 및 강건성의 의미를 

고찰하여 제안한 방법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경 민 2014년 2월 박사 한양 학교 이 관 수

국문 : 

영문 :

표면처리에 따른 착상거동과 핀-관 열교환기 성능 평가 
Frosting Behaviors and Thermal Performance of Fin-Tube Heat Exchangers according to the Surface Treatments

Microscopic analyses and thermal performance evalu- 

ation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rosting and 

defrosting behavior of surface treated heat exchangers. 

An optimal surface treatment to enhance the thermal 

performance of the heat exchangers under the frosting 

condition was determined.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frost 

nucleation behavior on plate fins with different surface 

coatings. Hydrophilic coated fin showed a film type of frost

layer, leading to rapid frost growth. On hydrophobic co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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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반복 충돌 메커니즘 규명을 통한 탄성체의 방사 소음 예측 및 저소음 최적화 

기계구조물끼리의 순간 접촉 시 발생되는 충격에 의한 소음, 

진동 문제는 중요하다. 이렇게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과 

응력은 순간적으로 구조물에 과다하게 작용하게 되면 구조물의 

변형 및 파괴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구조물의 동적 거동 시 

불안정성이 야기되기도 한다. 구조물의 접촉 이후 동적 반응은 

접촉 시 발생하는 충돌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충돌력의 도출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돌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돌력 모델링을 

통해 충돌력을 저감할 수 있는 설계 변수를 파악한다. 여기서 

충돌력 도출을 위해 실험적으로 반복 충돌 메커니즘의 규명이 

필요하며 충돌 이론을 바탕으로 충돌력의 예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 충돌 메커니즘 규명을 통한 충돌력 모델링

및 방사 소음 예측과 충돌 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 음향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헤르츠 이론 적용을 통해

충돌력 예측 모델링을 구축하고 구조-음향 전달함수 적용을 

통해 반복 충돌하는 탄성체의 방사 소음을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반응 표면법을 이용하여 충돌 모델의 최적화를 수행하고 최적 

설계 값 도출을 통해 충돌 소음을 저감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양 우 2014년 2월 박사 한양 학교 안 강 호

국문 : 실시간 입자크기분포 측정을 위한 Radial Exhaust Multi-port System의 개발 및 성능평가 

입자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입자의 크기분포를 실시간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장비의 필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노입자의 크기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입자의 전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현재 나노입자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Wang et 

fin, where the Gibbs free energy for nucleation was larger, 

the frost growth was slower; hence, the condensed water 

remained liquid for longer time during early stage of the 

frosting.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surface treatment on the 

heat exchangers, frosting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on plate fin-tube heat exchangers with hydrophilic, hydro- 

phobic, and hydrophilic-hydrophobic complex surface 

treatments. Because each surface had a different condens- 

ation pattern, and due to the leading-edge effect, the heat 

exchangers showed different frost growth behavior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surface(i.e., the distance 

from the tube, and front and rear sides of the heat 

exchanger). The hydrophilic heat exchanger had the fastest 

frost growth among the surface treated heat exchangers, 

with significant blockage concentrated on the F-S(fin- 

side) of its rear side, resulting in the largest air side pressure 

drop and a dramatic reduction of the heat transfer rate. 

While, frost growth was delayed on the hydrophobic surface 

treated heat exchanger, reducing the air-passage 

blockage on its rear side. Accordingly, it had the lowest 

air-side pressure drop and a consistent heat transfer rate 

over the entire experiment. Each of the hydrophilic- 

hydrophobic complex surface treated heat exchangers 

exhibited an air-side pressure drop and heat transfer rate

midway between those of the hydrophilic and hydrophobic 

treated heat exchangers. 

In surface treated louvered fin-tube heat exchangers, 

which are commonly used as the outdoor units of heat 

pumps, air passage blocking by frost occurred at the 

louvered leading-edge before the fin leading-edge. Also,

in the early stages of the experiments, the louvered fin-tube

heat exchanger had higher heat transfer rates per unit 

volume than plate fin-tube heat exchangers. However, 

due to the increased heat transfer rate, frost growth was

faster, and louvered fin-tube heat exchanges showed more

rapid performance degradation. During the repeated 

frosting/ defrosting cycles, the hydrophobic surface 

treated heat exchanger experienced a smaller reduction 

in the heat transfer rate, with a smaller air-side pressure 

drop, due to frost retardation. Hence, the hydrophobic 

heat exchanger provided the best performance under 

frosting condition. Also, under the wet condition, the 

hydrophobic and dual type(with a hydrophilic surface on

one side of each fin and a hydrophobic surface on the 

other side) heat exchangers had higher air-side pressure 

drops than the hydrophilic unit, since the lots of condensed

water remained on the fin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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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1990)에 의해 제시된 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SMPS)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나 Differential Mobility 

Analyzer(DMA)로부터 Condensation Particle Counter(CPC)

에 이르는 입자의 체류시간, CPC의 신호누적시간에서 오는 

전달함수의 중첩효과로 인하여 역산과정에서 생기는 오차를 

피할 수 없다. 

Tammet et al.(1998, 2002), Reavell(2002), Johnson et 

al.(2004), Biskos et al.(2005) 등에 의해 제시된 Differential 

Mobility Spectrometer(DMS)는 넓은 범위의 입자 크기 분포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으나, 측정 채널(channel)의 한정된 

너비로 인하여 해상도가 낮으며, 전위계(electrometer)로 전기

량의 변화를 측정하므로 잡음(noise)에 약하여 저농도의 입자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나노입자 크기분포를 측정할 

수 있도록 Radial Exhaust Multi-port DMA(REM-DMA)와 소형

화된 Multi-CPC(M-CPC)로 이루어진 Radial Exhaust Multi-

port System(REM-system)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SMPS와 달

리 REM-system은 일정한 전기장 내에서 각 포집간극에 따라

개별적인 전달함수를 갖기 때문에 복잡한 연산과정으로 인한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간극 별로 설치된 M-CPC를 통하여 

DMA로부터 CPC에 이르는 입자의 체류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CPC를 사용하여 입자 개수를 측정하므로 전위계

를 사용하는 Differential Mobility Spectrometer(DMS)와 달리

저농도의 입자 측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분산 입자를 이용하여 REM-system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구 자 욱 2014년 2월 박사 한양 학교 최 낙 삼

국문 : 

영문 :

복합레진으로 수복된 치아의 비파괴 평가 
Nondestructive Evaluation of Dental Composite Restoration 

손상된 치아의 치료 시 수복재(restorative materials)로 사용

되는 치과용 복합레진은 조작이 용이하여 임상 치료시의 작업성

이 좋고 파절 저항성과 마모 저항성이 높아 치료 후 보전성이 

우수하며 환자의 치아와 색상 및 모양이 비슷하여 심미성이 

우수한 소재이다. 수복용 복합레진에는 광중합 개시제인 캄포퀴

논(camphorquinone)이 포함되어있어 빛에 의해 중합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때 수복재를 구성하는 단량체가 중합반응을 

통해 상호간에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서 구성 원자간의 거리가 

감소하게 되어 부피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치아와 복합레

진의 결합 강도가 불충분할 경우, 치아의 법랑질(enamel) 또는 

상아질(dentin)과 수복용 레진 사이에 미세 갭(micro gap)이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세 갭은 시술 후 환자에게 지각과민

증(tooth hypersensitivity)을 나타나게 하며, 타액 등의 이물질

이 수복물과 치질 사이로 침투하여 이차 우식(second caries)을 

유발시키거나 박테리아 등의 감염으로 인해 치수에 염증을 일으

킬 수 있다. 수복재와 치아간의 결합력보다 중합 수축응력이 

큰 경우에는 접착면에서 갭이 형성되거나 수복재 내부의 균열 

또는 인접치질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레진 수복재와 

치아질과의 완전한 접착과 복합레진 수복재의 중합 수축응력의 

평가는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치아/수복재 계면부의 평가 방법으로는 미소시험법 등이 알려

져 있으며,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과 염료 침투

법(dye penetration method) 등을 통해 중합수축 갭을 관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실험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치아의 상아질과 

수복재 부분의 계면 강도 평가가 미흡하고 광조사에 따른 레진 

수복재의 중합 경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계면결함발생 메커니즘

의 시간적 해석이 없었다. 음향방출(Acoustic emission, AE) 

측정법은 재료가 외적 하중을 받아 재료 내부에서 미세한 손상과 

균열, 소성변형이 발생할 때 방출되는 탄성파를 재료 혹은 구조물

표면에 장착한 센서로 실시간 온라인 검출하여 해석하는 비파괴

검사법으로써 시간 함수로의 파괴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치아의 와동(cavity)을 모사한 링 시편을 제작하

고 스트레인 게이지법과 유한요소법으로 복합레진의 중합수축

에 따른 응력 발생 거동을 분석하고 치아/수복재 계면부의 파괴

해석에 음향방출(AE)법을 새롭게 적용하였다. 수복된 복합레진

의 수축에 따른 계면부 균열발생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중합수축 거동과 비교하여 계면 균열 발생 메커니즘을 시간함수

로써 해석하였다. 치과용 복합레진의 계면부 파괴에 한 음향방

출 측정은 새롭게 적용되는 시험법이므로 시험 방법과 검출된 

신호의 파라미터에 해 검증하였다. 비모수 통계법을 적용하여

치아 시편에 센서를 부착하는 방법에 따라 AE 데이터의 거동과

차별성을 연구하였다.  

한편, 복합레진 수복부 내부의 결함 검출에 위상잠금 열화상

기법을 적용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접합부가 드러난 표면의 

결함만 측정 가능하였으며, 내부의 결함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시편을 절단해야 했다. 그러나 위상잠금 열화상 기법은 상체에

침투된 열원의 위상 지연을 측정하여 재료 내부의 결함 유무를 

판별하는 비파괴 검사법으로서, 시편의 절단 없이 임상학적으로

중요한 수복재 아랫면 결함에 한 평가를 기 할 수 있다. 

치아의 계면 결함을 모사한 내부 홀 결함 시편을 제작하여 결함부

의 크기와 깊이에 따라 획득한 이미지의 위상과 진폭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치아에 한 복합레진 수복재의 중합수축 응력

분포 거동과 계면부 균열/파괴 메커니즘을 해명하고, 치과 관련

분야에서 음향방출 시험법과 위상잠금 적외선 열화상 시험법의

결함 진단 기술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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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Operating conditions for retardation and prevention of frost formation in fin-tube heat exchangers 

A mathematical model to predict the heat and mass transfer 
rates of fin-tube heat exchangers under wet and frosting 
conditions is described. This mathematical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air-side heat transfer coefficient 
on the mass transfer rate of water vapors. In addition, 
the critical mass transfer rate of water vapors was 
investigated as a function of the air-side heat transfer 
coefficient, and a mathematical description of the critical 
air-side heat transfer coefficient was formulated. The 
critical operating conditions to prevent frosting were 
established using this model. 
Heat and mass transfer networks of a fin-tube heat 

exchanger was constructed, and mathematical models to 
estimate the interface temperature, and the heat and mass 
transfer rates were formulated. The interface temperature, 
i.e., the equivalent temperature of the fin and tube surfaces, 
was defined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surface 
conditions, because the temperatures of the tube and fin 
were different. The mathematical model to predict the 
interface temperature, as well as the heat and mass transfer 
rates of fin-tube heat exchangers, was constructed as 
a function of the operating conditions, i.e., the refrigerant 
temperature, air temperature, absolute humidity of the air, 
and refrigerant-side and air-side thermal resistances. 
The mathematical model was verified by comparison with 

experimental data. The heat and mass transfer rates and 
the surface conditions of fin-tube heat exchangers were 
measured under various geometric and operating 
parameters, including wet and frosting conditions. Five 
types of heat exchanger were used for the experiments, 
with various fin pitches and numbers of tube rows. The 

heat and mass transfer rates from the mathematical model
were found to be in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values with an error of less than 10%. 
The mathematical model was used to investigate the mass

transfer of water vapors on fin-tube heat exchangers as
a function of the air-side heat transfer coefficient. As the 
air-side heat transfer coefficient increased, the mass 
transfer coefficient increased and the driving force of the
mass transfer decreased. This resulted in a maximum of
the mass transfer rate of water vapors as a function of 
the air-side heat transfer rate, which was defined as the
critical air-side heat transfer coefficient. 
A mathematical description of the critical air-side heat

transfer coefficient of a fin-tube heat exchanger was 
formulated to examine the behavior of the fin-tube heat 
exchanger as a function of the operating conditions. The
critical air-side heat transfer coefficient increased as the
refrigerant and air temperature decreased; it also increased 
with increasing humidity and increasing refrigerant-side 
heat transfer coefficient. 
Based on the investigation using the mathematical model,

frost growth was found to be inhibited if the temperature
of the interface between the air and the cold surface was
higher than either the dew point temperature of air or the 
freezing point of water. Using this criterion, critical 
operating conditions for the prevention of frosting were 
established. The frosting and frost-free regions predicted
using the mathematical model we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These critical operating 
conditions can therefore be used to develop operating 
strategies to prevent frosting on air-source heat pump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차 준 표 2014년 2월 박사 한양 학교 박 성 욱

국문 : 
영문 :

이론공연비 압축착화 엔진에서 연소 특성 및 후처리 장치의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연구 
Combustion Characteristics and Emission Reduction Using After-Treatment in Stoichiometric 
Compression Ignition(SCI) Engines 

In present study, the main objectives are to analyze the 
optimal operating conditions and evaluate the conversion 
efficiency of after-treatment in stoichiometric compression 
ignition(SCI) engines with simulated-EGR. The reason is 
that the investigation of simulated-EGR is especially useful 
in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constituents in recycled exhaust gas with real- 
EGR. In addition, the applying after-treatment devices 

technique is the key point of methodology to reduce the
exhaust emission in stoichiometric compression ignition 
(SCI) engines. Therefore, the smoke reduction efficiency
and conversion efficiency of exhaust emission is experi-
mentally investigated by diesel particulate filter(DPF) and 
three-way catalyst(TWC) under stoichiometric condition,
respectively. 
The experimental engine system mainly consis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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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engine, intake system, exhaust system, engine control 
system, fuel injection system, emission measurement 
instruments, and data acquisition system. The test engine 
is controlled by an ECU, which is based on reconfigurable 
embedded control system.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 
mance of after-treatment, the exhaust system consists 
of exhaust gas surge tank, exhaust gas heating system, 
diesel particulate filter(DPF), three-way catalyst, and 
emission measurement instruments which consists of 
emission bench and smoke meter. 
In particular, the stoichiometric diesel combustion is 

important to improve the use of oxygen in combustion 
chamber because the oxygen is insufficient. Therefore, 
in order to analyze the influence by reducing the oxygen 
mole fraction of intake gas into the combustion phenomena 
inside the compression ignition(CI) engines under 
increasing the equivalence ratio up to stoichiometric 
condition, the O2 mole fraction is reduced from 21 to 11.16 
% by adding only N2 to intake gas. As the results, the 
maximum IMEP slightly decreases when the equivalence 
ratio is richer. In particular, the stoichiometric condition 
has around 15% loss. This result shows that the 
stoichiometric combustion need not result in extreme 
deterioration of the engine performance. In addition, the 
combustion duration for conventional injection timing is 
remarkably reduced as equivalence ratio reaches 
stoichiometric. It is means that the stoichiometric combus- 
tion regime has a mainly premixed combustion phase 
except mixing-controlled combustion phase. Especially, 
the reduced oxygen in combustion chamber causes 
incomplete combustion in which the mixture is over-mixed 
by long ignition dwell and mixing time, leading that THC 
and CO emissions increases significantly. 
In present study, the stoichiometric diesel combustion 

is obtained by two methods: the one is used by reduced 
O2 mole fraction by adding only synthetic gas of N2 and 
the other is used by the simulated-EGR. Because the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the intake mixture applying
to simulated-EGR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main constituents in recycled exhaust gas with real-EGR,
both methods have the same O2 mole fraction of 11.16 
% but the simulated-EGR additionally has CO2 of 4.82 
L/min. As the results, under conventional injection timing,
the heat rejection efficiency is maintained around 60 %.
In particular, the heat rejection efficiency with simulated-
EGR is low compared to that with reduced O2 mole fraction
by adding only N2. In addition, the trend of IS-CO with 
simulated-EGR is higher than that with reduced O2 mole 
fraction by adding only N2. The reason is the thermal effect
by high specific heat capacity of CO2 suppresses the 
oxidation of CO emission due to reduction of combustion 
temperature. Therefore, the increased IS-CO with simulated-
EGR is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reduced heat rejection
efficiency. 
Since the applying after-treatment devices technique is 

the key point of methodology to reduce the exhaust 
emission of stoichiometric compression ignition, the smoke
reduction efficiency and conversion efficiency of exhaust 
emission is experimentally investigated by DPF and TWC
under stoichiometric condition, respectively. As the results, 
the conversion efficiency of NOx is high and is provided
around 75 % reduction for stoichiometric combustion. In 
particular, the NOx emission is reduced almost zero-level 
by TWC in stoichiometric diesel combustion. It can be 
guessed that TWC may reduce NOx emission although the
stoichiometric diesel combustion under high-loads has 
relative high level of NOx emission. In addition, the 
conversion efficiency of CO and THC are also high and 
is provided around 90 and 60 % reduction, respectively.
Furthermore, the smoke reduction efficiency of soot is high
and is provided over 99 % reduction. The result means 
that the large amount of soot for stoichiometric diesel 
combustion is effectively reduced by DPF.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기 용 2014년 2월 박사 한양 학교 장 건 희

국문 : 전자기적 가진력에 의한 HDD 디스크-스핀들 시스템의 동특성 해석 

3D 유한 요소법과 Maxwell stress tensor method를 이용하여 

tooth에 작용되는 force density, force와 스테이터 전체에 작용

하는 UMF, torque, axial force를 계산하였다. 전자기력에 의한 

구조 유한 요소 모델의 강제 진동 해석은 3D 유한 요소법과 

모드 중첩법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유한 요소 해석 결과는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HDD 스핀들 모터는 제작공정 상에서

많은 제작오차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작오차는 추가적인 

전자기력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동 중에 생성되

는 전자기력의 내부 가진에 의한 회전 회전 유연 디스크-스핀들

시스템의 진동 특성을 스테이터의 편심을 고려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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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 성 필 2014년 2월 박사 한양 학교 정 진 태

국문 :
영문 : 

축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가지는 유연보 구조물의 동적 해석 
Dynamic analysis of flexible beam structures with an axially moving motion 

In this study, vibrations and dynamic characteristics of 

flexible beam structures with an axially moving motion are 

analyzed. The previous studies neglected the longitudinal 

deformation of the beam and considered a linear model 

for transverse vibration because the magnitude of 

longitudinal deformation is very small than the transverse 

vibration. However the present study establishes the 

nonlinear which includes the longitudinal and transverse 

vibrations and investigates variation of the transverse 

deformation due to the geometric nonlinear effect. In 

addition, equations of motion derived from two dynamic 

modelling methods are compared for selecting the 

appropriate modeling description for the axially moving 

beam. Furthermore, we analyze the changes of the dynamic 

characteristics for axially moving flexible beams supported 

by rotating rollers and suggest the design guideline for 

the vibration reduction at the tip of flexible beams. 

First of all the dynamic responses of the axially moving 

beam which simultaneously considers the longitudinal and 

transverse deformations are investigated in order to check 

the geometric nonlinear effect of the flexible beam. The 

von Karman nonlinear strain theory is adopted when 

deriving the equations of motion which is obtained from 

the extended Hamilton's principle. Linear models in 

previous studies has for the transverse displacement, 

whereas, the governing equations in this study have the 

two equations for the longitudinal and transverse 

deformations. The derived equation of longitudinal motion 

is linear and uncoupled with the transverse motion, whereas 

the equation of transverse motion is nonlinear and coupled 

with the longitudinal motion. Two equations of motion were 

discretized using Galerkin's method and the numerical 

solutions are computed by the generalized-time 

integration method for investing the responses of the 

moving beam. The longitudinal and transverse vibrations 

are analyzed with regard to the moving speed and 

acceleration of the beam. In addition, the present nonlinear 

analysis of a moving beam is compared with a previous 

linear analysis for the variations of the moving acceleration, 

moving speed, and Young's modulus. The linear and 

nonlinear vibration analyses result in considerably different

dynamic responses when the moving acceleration is large

or when Young's modulus is small. 

Next, the equations of motion derived from two description

methods: Lagrangian and Eulerian descriptions. Because

the axially moving beam in mechanical structures has 

various motion, such as rotating or translating motion, the 

appropriate modelling method for axially moving beams 

should be established. We compared and discussed the 

equations of motion form Eulerian and Lagrangian 

descriptions. After transforming the equations to their 

corresponding variational equations, the discretized 

equations for the two descriptions are derived and their

equivalence is verified. The numerical time responses 

obtained from the equations of both descriptions are the

same. We recommend use of the Lagrangian description

over the Eulerian description when analyzing the vibration

of a deploying beam that includes the entirety of the beam

inside and outside a rigid wall. 

Finally, we analyze the transverse vibration of an axially 

moving finite-length beam inside which two points are 

supported by rotating rollers. In this study, the rollers are

modeled as uniaxial springs in the transverse direction. 

The derived equations of motion include the translational

and rotational motions as well as the flexible motion. After

these equations are discretized using Galerkin's method,

and then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a flexible beam 

with spring supports are studied by solving an eigenvalue

problem. We investigate the veering phenomenon of natural

frequency loci and mode exchanges for different positions

of the springs and various values of the spring stiffness.

In addition, the mode localization is also analyzed using 

the peak amplitude ratio. It is found in this study that the 

first mode is localized in one of beam spans if an appropriate

value of the spring constant is chosen. Furthermore, it 

is shown that the mode localization can be used to reduce

the vibration transferred from one span to the other span

while a beam moves ax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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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편수

2013년 8월 5

2014년 2월 5

총 10

분야별 편수

2013년 8월 2014년 2월 총

재료 및 파괴 1 1

고체 및 구조역학 0

동역학 및 제어 1 1

생산 및 설계공학 1 1 2

열공학 2 1 3

유체공학 1 1

에너지 및 동력공학 0

정밀 및 특수가공 0

마이크로 및 나노 2 2

총 5 5 10

<부록1-9> POSTECH 박사학위 논문 편수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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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 영 재 2013년 8월 박사 POSTECH 허 강 열

영문 : Development of Reduced Fuel Oxidation Mechanisms and Application in Low Temperature Combustion(LTC)
Diesel Engine by CMC-ISR Model

It is difficult to apply large detailed mechanisms of fuel 

oxidation in simulation of complex combustion phenomena 

in practical combustion devices. There are systematic 

methodologies that allow reduction of detailed chemical 

mechanisms to smaller sizes involving less computational 

load. Skeletal mechanisms are produced by directed 

relation graph with specified accuracy requirement and 

sensitivity analysis based on species data from the directed 

relation graph. The skeletal mechanism is optimized 

through elimination of unimportant reaction steps by 

computational singular perturbation importance index. 

Reduction is performed for the mechanism of methyl 

butanoate consisting of 264 species and 1219 elementary 

reactions. Validation shows acceptable agreement for 

auto-ignition delays in wide parametric ranges of pressure, 

temperature and equivalence ratio. Methyl butanoate has 

been proposed as a simple biodiesel surrogate although 

the alkyl chain consists of four carbon atoms, which is 

much shorter than that of major biodiesel esters. It was 

suggested to resolve the problem by employing a mixture 

of MB and n-heptane in previous work. The resulting 

surrogate mechanism for n-heptane and MB consists of 

76 species and 226 reaction steps including those for NOx. 

It has become essential to consider realistic chemistry 

in computational simulation, since there is a trend of more 

significant roles of chemical kinetics in new types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s. A typical example is low temperature

combustion(LTC) diesel engine which aims at simultaneous

reduction of NOx and soot with acceptable compromise 

in the efficiency. Simulation is performed in this work as

a preliminary step for development of an LTC diesel engine

for off-highway construction vehicles. The oxidation 

mechanisms of fossil diesel and soybean biodiesel fuels

involve both low and high temperature reaction including

NOx chemistry. Validation is performed for major physical

models of diesel combustion against measurements in LTC 

conditions. Conditional moment closure(CMC) for 

incompletely stirred reactor(ISR) is employed to address

coupling between chemistry and turbulence by a uniform

conditional flame structure in KIVA-CMC. Submodels in 

KIVA-CMC include Kelvin- Helmholtz/Rayleigh-Taylor 

model for spray breakup and two-equation soot model 

for the prediction of particulate matter. Results are in good 

agreement for pressure traces, NOx and trends of variation 

of CO and PM in the given operating conditions. A possible

range of LTC operation is identified through parametric 

study with proper understanding of relevant physical 

phenomena in the given engine condition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예 호 성 2013년 8월 박사 POSTECH 황 상 무

영문 : Development of the On-Line Setup Model for Cold Roller Leveling of Steel plate

Steel plates are widely applied in many manufacturing 

areas such as ship and bridge construction industries 

through appropriate forming processes. But the shape 

defects of a steel plate have various kinds, such as curl 

and camber. We present an on-line model for the prediction 

of the residual stress in roller leveling process. In order 

to simplify the formulation, the plane strain condition is 

assumed and the stress component in the thickness 

direction is ignored. The camber and curl deformation of

the plate are measured and compared with the prediction

values of the model to validate the accuracy of the model. 

The variations of residual stress are studied according 

to the entry and the delivery intermeshes, respectively. 

Therefore, the optimum intermesh values should be found

to minimize both the camber and the curl deformation.



POSTECH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 273 -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정 성 용 2013년 8월 박사 POSTECH 이 상 준

국문 : 

영문 :

X-ray PIV 시스템의 성능 향상 및 응용연구
Improvement of an X-ray PIV system and its practical applications

In vivo blood flow measurement is important for 

hemorheological analysis of blood flow related to 

cardiovascular diseases, such as atherosclerosis and 

cardiogenesis. Noninvasive imaging techniques with high 

spatial resolutions are required for obtaining detailed 

information on opaque blood flow in hemodynamic 

phenomena in the circulatory vascular system. Recently, 

in vivo hemodynamic experimental studies have been 

performed using various medical imaging modalities, such 

as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 echocardiography, 

and X-ray angiography. Each technique has technical 

limitations which prohibit in vivo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hemo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blood flows.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blood flows related 

with vascular disorders, there are strong demands on the 

development of an advanced analysis tool which can 

provide detailed quantitative hemodynamic information of 

blood flows with a high precision. For this, an X-ray particle 

image velocimetry(PIV) technique was developed by 

combining the merits of X-ray radiography and PIV velocity 

field measurement technique. However, it is still required 

to improve the X-ray PIV technique for direct in vivo 

measurements of real blood flows in animals. 

In this thesis, the X-ray PIV system was largely advanced 

in terms of three-dimensional(3D) velocity field measure- 

ment, increase of temporal resolution and fabrication of 

tracer particles for X-ray imaging experiments. The 

advanced X-ray PIV system was applied to measure the 

flow characteristics of two-phase flows and in vivo blood 

flows in a rat. 

In X-ray imaging techniques, the volumetric features of 

an object along the pathway of X-ray propagation are 

compressed on the projected two-dimensional(2D) X-ray 

image, and the projected cross-correlation function 

contains the information on compressed velocity vectors. 

3D velocity field information(tomographic technique) was 

reconstructed from 2D projected velocity fields at various 

angles. The velocity field was reconstructed by adopting 

the least squares minimum residue method and 

simultaneous multiplicative algebraic reconstruction 

technique algorithm. The X-ray tomographic PIV system

would be useful for 3D velocity field information of opaque 

flows. 

Although X-ray PIV provides a high spatial resolution(less

than 10 μm), significant hemodynamic parameters are 

difficult to obtain in actual physiological conditions because 

of the limited temporal resolution of the technique, which

in turn is due to the relatively long exposure times(~10 

ms) involved in X-ray imaging. The temporal resolution 

was improved by combining an image intensifier with a 

high-speed camera to reduce exposure time. The image

intensifier amplifies light flux by emitting secondary 

electrons in the micro-channel plate. The increased 

incident light flux greatly reduces the exposure time(below

200 μs). The proposed X-ray PIV system was applied 

to high-speed blood flows in a tube, and the velocity field

information was successfully obtained. The time-resolved 

X-ray PIV system can be employed to investigate blood 

flows at beamlines with insufficient X-ray fluxes at a specific

physiological condition. 

In applying the X-ray PIV to blood flow measurement, 

the most pivotal prerequisite is suitable flow tracers which

should be detected effectively by the X-ray imaging 

system. Two kinds of tracer particles were fabricated. The

first one is PVA-GA-Iopamidol microparticle in which X-ray 

contrast agent Iopamidol was encapsulated into the 

poly(vinyl alcohol)(PVA) microparticles crosslinked by 

glutaraldehyde(GA).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ated

particles were determined by optical microscop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dynamic light scattering, laser 

Doppler electrophoresis and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1H NMR). The other is Gold-chitosan 

microparticle in which gold nanoparticles(AuNPs) were 

incorporated into chitosan microparticles. Gold(Au) is one

of the useful materials possessing high X-ray absorption

ability and also biocompatibility. We choose chitosan as

a AuNP delivery cargo because it can effectively trap the

AuNP with high yield. Depending on the molecular weight

of the employed chitosan,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Au-chitosan microparticles are controlled. The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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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rption ability of both particles was examined by a 

synchrotron X-ray imaging technique. The particles exhibit 

excellent X-ray absorption contrast which is fairly 

applicable in biological systems. 

The X-ray PIV system was applied to measuring two- 

phase characteristics including bubble size, velocity and 

void fraction. X-ray phase-contrast imaging, particularly 

Fresnel diffraction, was employed to measure the shape, 

size, and position of the microbubbles, and the two-frame 

PTV algorithm was used to measure the displacement of 

the microbubbles. Void fraction was estimated from X-ray 

absorption according to the Beer–Lambert law and the 

definition of void fraction. Microbubble information and 

void fraction of highly fluctuating flows was accurately 

determined with high temporal and spatial resolutions. 

The X-ray PIV system was also applied to measuring 

in vivo blood flows in a rat. AuNPs incorporated chitosan 

microparticles were applied as biocompatible flow tracers. 

After intravenous injection of the AuNP-chitosan particles 

into 7- to 9-week-old male rat vein, X-ray images of 

particle movement inside the cranial vena cava were 

consecutively captured. Individual AuNP-chitosan 

particles in the venous blood flow were clearly observed, 

and the corresponding velocity vectors were successfully

extracted. The measured velocity vectors a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theoretical velocity profile suggested

by Casson. 

Conclusively, the advanced X-ray PIV system developed

in this study is a promising technology that can be utilized

for in vivo measurements of real blood flow. This study 

would eventually contribute to the basic understanding 

on the fluid-mechanical aspects of circulatory vascular 

diseases by providing related hemodynamic information.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서 재 엽 2013년 8월 박사 POSTECH 허 강 열

국문 : 
영문 :

난류 분무 연소의 연소 영역 및 특성에 한 수치적 연구
Numerical Investigation on Combustion Regime and Conditional Statistics of Turbulent Spray Combustion

Turbulent spray combustion is common in practical 

combustors like internal combustion engine, gas turbine, 

rockets and burners. The characteristics of combustion 

are significantly dependent on the characteristics of liquid 

sprays.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turbulent spray 

combustion is required. In this thesis, numerical simulations 

are perform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al statistics of turbulent spray combustion. 

3-D DNS and RANS simulations are performed under the 

conditions resembling diesel engine combustion. The DNS 

studies are performed for distributed droplet combustion 

in a slab layer and transient spray jet flame respectively. 

The spray droplets are assumed to be point sources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interfacial boundary or liquid volume 

fraction under resolution limit. Spray combustion regimes 

are identified according the ratio of chemical and transport 

time scales, which are group and collective combustion 

regimes. The chemical time scale is defined as the ignition 

delay time of the most reactive mixture fraction, while the 

transport time scale is defined as the mixing time of 

evaporated fuel from a single droplet. The conditional 

statistics show dependence on the spray combustion 

regimes. Reasonable agreements are shown with scaled

AMC and simple linear evaporation rate model in the ranges

of meaningful probability. CMC model was originally 

derived for gas phase flow. In this work, a balance equation 

of conditional sensible enthalpy for two phase flow is 

derived and checked the budgets of the component terms,

which involves evaporation source terms. From DNS 

studies, although evaporation source terms are dominant

during the initial period of evaporation, reaction term has

become important since ignition occurs in both combustion

regimes. Scalar dissipation rate term tends to be more 

important in collective combustion regime than in group 

one. In the DNS of the transient spray jet flame, the 

conditional statistics are obtained for multiple Lagrangian

groups of sequentially evaporating fuel vapor. It is important 

to consider different residence times and histories of 

injected sprays, especially for a long injection duration 

or multiple injection. Hence multiple flame structures are 

required for accurate predictions of the ignition and 

combustion phenomena. For accurate descrip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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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nition and combustion, it is not only important how many 

flame groups are defined, but it's also important when new 

flame groups are defined in the domain. Conditional mean 

temperatures show that sufficient number of flame groups 

should be defined at proper times according to reasonable 

strategy of defining new flame group. It is also shown that 

there's possibility of flame propagation with interaction 

among neighboring flame groups from DNS. An OpenFOAM 

solver, involving the Lagrangian CMC for two-phase flow 

and conditional submodels such as AMC and linear 

evaporation rate model, is applied to ECN experiment. The 

ECN has provided the measured data of reacting n-heptane 

sprays under diesel-like conditions in a closed vessel. 

All ECN test cases fall into the group combustion regime, 

so that the flame configuration is similar to that of DNS 

for transient spray jet in group combustion regime. The 

budgets are checked for component terms of the 

conditional sensible enthalpy equation for two phase flow, 

whose qualitative trends are similar to the results of DNS

studies. In the OpenFOAM simulation, multiple flame groups

are defined to have equal fuel mass according to the 

evaporation sequence of the fuel spray. It is shown that

flame group interaction is required for Lagrangian CMC 

with multiple flame groups. The absence of the interaction

among flame groups leads some unrealistic phenomena 

like too long ignition delay and rapid pressure rise. A new

Lagrangian CMC with flame group interaction is proposed

and validated. The flame group interaction is considered

as the flame propagation along iso-mixture path in the 

EBU form between flame groups in burned and unburned 

state. Better agreements are obtained by the new 

Lagrangian CMC with measurements lying between 

predictions by single flame group and multiple flame groups

without flame group interaction.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강 경 신 2013년 8월 박사 POSTECH 조 동 우

국문 : 

영문 :

세 종류의 생체물리 자극의 조합이 골 조직 재생에 미치는 영향
Combined Effect of Three Types of Biophysical Stimuli on Bone Tissue Regeneration

변형(압축, 인장, 전단), 전자기장, 초음파는 골 조직 재생에 

사용되는 잘 알려진 생체물리 자극들이다. 주기적 변형은 일상적

인 활동을 하는 동안 골 세포가 느끼는 변형을 모사한 자극 

중 하나이며 골 치유에 사용되고 있다. 한편, 전자기장과 초음파

는 골절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종종 이용되는 비 생체 모사 

형 자극들이다. 

이러한 자극들이 골 분화나 골 형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

라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두 세가지 이상의 자극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때에 그 효과를 보고한 사례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체 물리 자극들의 조합이 골 분화나 

골 형성에 있어서 단일 자극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골 형성 잠재력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주기적 

변형, 전자기장, 초음파를 선택하고 이들을 조합하였다. 

두 가지 비 생체 모사 형 자극의(전자기장과 초음파) 자극 

조건을 최적화 하였다. 문헌에서의 실험 결과들은 실험 또는 

환경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특성이 파악된 단일 

시스템에서의 자극 조건을 최적화 하는 것으로 이러한 차이점을 

보상할 수 있다. 초음파의 경우 선택된 범위 내에서 1.5 MHz가 

인간지방유래줄기세포(ASCs) 의 골 분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기장 데이터를 볼 때, 특정 자극 

조건이(주파수와 자기력선속밀도) ASCs의 골 분화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골 분화를 촉진하는 자극 

조건과(30/45 Hz, 1 mT) 반 로 억제하는 자극 조건을(7.5 Hz, 

1 mT) 선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어래이 분석을 바탕으

로 이 45Hz 전자기장이 BMP, TGF-β, Wnt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해 골 분화 마커의 발현을 유도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생체 물리 자극들을 결합하기 위하여, 새로운 바이오리

액터를 개발하였다. 우선, 작은 두께의 인공지지체에 있는 세포

에 작은 크기의 부드러운 변형을 가해주기 위하여 휨 기반의 

병진 운동을 하는 나노액츄에이터를 사용하여 주기적 변형을

발생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수 마이크로 미터 크기의

사인파 형태의 움직임을 왜곡 없이 성공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었다. 이 때, 1 Hz 와 0.3 % 의 변형이 사용되었다. 그 이후,

주기적 변형 바이오리액터를 초음파 발생 모듈 및 솔레노이드 

코일과 결합하였다. 

센서를 이용하여 각 자극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바이오리액

터는 예측 가능한 운동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기장

은 주기적 변형과 초음파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초음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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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때 주기적 변형과 중첩된 변위가 나타났지만, 이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개발된 바이오리액터가 세 

종류의 생체 물리 자극의 다양한 조합으로 인공지지체의 세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체외 배양에서 복합 생체 물리 자극이 ASCs 의 골분화를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외 배양에서 단일 자극이 

골 분화 마커를 복합 자극에 비해 높게 하지는 못했지만, 동물 

실험에서는 이 단일 자극으로 충분히 골 재생이 촉진되었다. HSP27 

발현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선자극(pretreatment)을 가해

주는 동안 외생 세포(ASCs)의 세포 사멸 가능성을 높인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ASCs 가 생체

물리 자극을 통해 골 분화로 "적절히" 유도되는 경우가 완전히 

골 분화 되거나 미분화 된 ASCs 보다 골 형성에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다양한 생체 물리 자극의 복합적인

효과의 메커니즘에 하여 많은 점이 의문으로 남아 있지만, 

생체 물리 자극의 구성을 조절하면 이러한 조합 방식의 접근은 

골 조직 재생을 위한 더욱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조 준 호 2014년 2월 박사 POSTECH

영문 : A New Model for the Prediction of Roll Deformation in a 20-High Sendzimir Mill 

A sound model for the prediction of the deformed roll 

profile during flat rolling is vital for the precision control 

of the strip profile and strip shape. However, preliminary 

investigations reveal that the applicability of existing 

models may be limited due to their inherent predictions 

errors. In this paper, a new model is proposed which is 

capable of precisely predicting the deformed roll profile 

in a multi-high mill. The model, which i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predictions from finite element simulation,

is applied to the analysis of roll deformation in a 20-high

Sendzimir mill under some special conditions, such as rigid

outer rolls and no roll shifting, etc. The prediction accuracy

of the new model is demonstrated through comparison 

with the predictions from the finite element simulation.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권  희 2014년 2월 박사 POSTECH

영문 : Impact Behaviors of a Microdroplet on Superhydrophobic Textured Surfaces 

The textured surfaces with arrays of microscale pillars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due to their novel water 

repellency and enormous potential engineering appli- 

cations. Given that numerous practical applications of water 

repellent surfaces incorporate the impacting micro- 

droplets, the impact dynamics on textured surfaces are 

of interest. In this study, therefore, the dynamic behaviors 

of microdroplets that impact on textured surfaces with 

various patterns of microscale pillars are experi- mentally 

investigated. 

A piezoelectric inkjet printhead is used to generate the 

microdroplets that have a diameter of less than 46 μm 

and a controlled Weber number. The impact and spreading 

dynamics of an individual droplet are captured by using 

a high-speed imaging system. The textured surfaces of 

photoresist are fabricated by using standard photolitho- 

graphy followed by hydrophobic coating. 

The water repellency of the textured surfaces is evaluated

by measuring the wetting state and impact behaviors of 

the impinging microdroplets on the textured surfaces with

isotropic arrays of pillars. The impact behaviors are clearly

according to the dimensionless parameter, Weber 

number(We). The detailed impact behaviors of the micro- 

droplets are observed with varying We. By balancing the

wetting pressure(Pwet) of the impacting microdroplet and

the antiwetting pressure(Pantiwet) of the textured surface,

the impalement transition and the resulting wetting states

are evaluated. 

The textured surfaces with anisotropic arrays of micro-

pillars are prepared to investigate the anisotropic or 

directional wettability arising from the anisotropic geometry

of the micropillars on the textured surfaces. The wetting



POSTECH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 277 -

states of the impacting microdroplets and the impalement 

transition are evaluated by balancing Pwet and the capillary 

pressure(PC) even on the textured surfaces with anisotro- 

pic arrays of pillars. In addition, We can be used to describe 

the transition between the bouncing and non-bouncing 

behaviors. Therefore, the wetting states and impact 

behaviors on the anisotropic arrays of pillars can be 

predicted and explained by the pressure range as well 

as the We of the impacting droplets. 

The maximum spreading factor(βmax) is measured and 

compared with the theoretical prediction to elucidate the 

wettability of the textured surfaces. For a given Weber 

number, the maximum spreading factor decreases as the 

texture area fraction of the textured surface decreases. 

In addition, the anisotropic and directional wettability is 

observed by measuring different βmax along the two 

orthogonal directions. The βmax along the direction of 

longer inter-pillar spacing always have smaller values than

those along the direction of shorter inter-pillar spacing 

when a droplet impacts on the anisotropic arrays of pillars.

The difference in βmax along the two orthogonal directions

increases as the length difference of the inter-pillar 

spacings increases. Therefore, the wettability ofthe 

textured surface can be controlled by adjusting the length

of each inter-pillar space. 

The measured βmax are compared with the prediction

models based on the energy conservation condition. The

gap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βmax 

increases as the We of the microdroplet increases. Because

the model was established for a smooth surface condition,

the relative errors indicate the impalement transition and

the dissipation inside the texturing feature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조 용 석 2014년 2월 박사 POSTECH 황 상 무

국문 : 

영문 :

텐션 레벨링 공정시 판의 잔류응력 예측 모델 개발 
An Analytic Model for the Prediction of the Residual Stresses in Tension Leveling 

The shape defects such as edge waves and center 

buckles may be formed in the rolled strip, since rolling 

can easily produce non-homogenous elongation across 

the strip width. The main purpose of tension leveling is 

to cure such defects by eliminating the differences in 

elongation and thus eliminating the residual stresses. In 

this paper, a new model is presented for the prediction 

of the evolution of the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in the 

strip undergoing tension leveling. The model consists of 

an analytic model for the prediction of the strip curvature

at each roll, the residual stress distribution along the width

of the strip, and the roll force at each roll. The prediction

accuracy of the proposed model is examined through 

comparison with the predictions from a finite element model.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홍 지 우 2014년 2월 박사 POSTECH 이 상 준

영문 : Dynamics of electrowetting: spreading dynamics and oscillation-induced droplet transport

Electrowetting(EW) controls wettability of a drop on an 

insulator-coated electrode surface by applying DC or AC 

electrical voltages externally. EW has many advantages, 

such as fast and precise control of contact angle with 

a low driving voltage. Thus, EW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in both industry and academia, and many practical 

applications have been developed, including digital 

microfluidics, liquid lenses, micro switches, optical valves 

and mirrors, and reflective displays. These practical 

applications should require accurate, quick, and stable 

positioning of the contact line(CL), which has been one 

of the main challenges in EW research.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drop size and viscosity on the DC EW-driven 

spreading characteristics of drops(e.g., response time, 

spreading pattern transition, and maximum velocity) in air

are investigated both experimentally and theoretically. 

Both switching time(i.e., time to reach maximum wetted 

radius) and settling time(i.e., time to reach equilibrium 

radius) are found to be proportional to 1.5th power of the 

effective base radius. The effect of drop viscosity on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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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eading is investigated by observing spreading patterns 

with respect to applied voltage, and the critical viscosity 

where a spreading pattern changes from under- to 

over-damped response is obtained. By fitting the theoretical 

models to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friction coefficient 

is found to be strongly correlated to drop viscosity and 

be rarely influenced by applied voltage and drop size. 

In addition, EW-based devices have been frequently used 

in water/oil systems, because oil medium reduces contact 

angle hysteresis(CAH, i.e., difference between advancing 

and receding contact angles) and prevents drop 

evaporation. However, the viscosity of oil medium acts 

as a resistance force, thereby limiting the speed of 

transporting drops. The entrapment of the oil film between 

a drop and a solid surface also degrades the performance 

of EW-based devices in a water/oil system. To resolve 

these problems practically as well as to extend the 

aforementioned research academically, the effects of oil 

viscosity and drop size on the spreading behavior of a 

drop submerged in oil under various DC EW actuations 

are investigated. Settling time is found to be linearly 

proportional to the radius of the spherical drop and oil 

viscosity. The oil entrapment process and the instability 

of the entrapped oil film are also investigated by observing 

the bottom part of the spreading drops submerged in oil. 

The size of the oil drops generated by oil-film instability 

decreases as the applied voltage increases. However, it 

is rarely affected by oil viscosity. 

AC EW-driven drop oscillation method(or resonance 

oscillation) has been used in many practical applications, 

such as manipulation of cells and particles inside drops, 

measurement of surface degradation, and transporting(or 

detachment) of drops without any complicated electrical 

control. The resonance frequency of an oscillating drop 

is determined by its mass and surface tension, whereas 

drop viscosity damps its oscillation. However, most 

previous studies focused on exploring the oscillation of 

levitated drops. Here, the effects of drop viscosity on the 

oscillation dynamics of a sessile drop, such as resonance

frequency and oscillation amplitude, are investigated 

based on both experiments and theoretical modeling. Drop

viscosity rarely affects resonance frequency, but has 

strong influence on the oscillation amplitude and peak 

width of the resonance frequency. In addition, drop 

oscillation in the resonance mode is no longer observed,

when drop viscosity is larger than the critical value, which

increases with applied AC voltage. 

AC EW-induced drop oscillation method can be used 

to overcome CAH and mobilize small drops sticking on 

a solid surface. It enables drops to slide down a patterned

electrode substrate with a small angle of inclination by 

applying low-frequency AC EW. The effects of AC 

frequency on the sliding velocity of drops are investigated.

As a result, the sliding velocity is found to be maximized

at resonance frequency. By using the unique dependence

of drop motion on its volume and the applied AC frequency,

a drop of a specific size is selectively slid on the inclined 

substrate. Similarly, a drop constrained between two 

non-parallel electrodes moves into a narrow gap via AC

EW-driven drop oscillation. When AC frequency is below

100 Hz, drops move toward the narrow gap by repeated

wetting and de-wetting. At frequencies higher than 10 kHz,

however, drops move slowly in the same direction with 

weak oscillation and then suddenly penetrate the narrow

gap. Both of the drop sliding on an inclined plate and 

the drop transporting between two non-parallel plates 

result from a combination effects of initially asymmetric 

contact angle of a drop, CAH, and interfacial oscillation 

driven by AC EW.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임 영 복 2014년 2월 박사 POSTECH 이 진 원

국문 : 
영문 :

충진재가 없는 흡수장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성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2 Capture Performance using a Packing-free Absorber 

The packed tower that is commonly used for capturing 

CO2 from flue emissions has many disadvantages. This 

study analyzed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he 

packing-free absorption tower and reviewed its type 

through experimental data and CFD simulation. 

CO2 capture using the vortex tube with strong swirl flow 

and the spray tower with weak swirl flow was examined 

in preliminary studies. From these results, the conclusion

was drawn that it can be better, in terms of the actual 

capture of CO2, to capture CO2 effectively in the total 

gas rather than to increase the CO2 saturation degree 

of absorbents. Hence, the research involved a study on 



POSTECH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 279 -

CO2 capture characteristics using aqueous ammonia with 

single nozzle spray towers, as a representative packing- 

free type absorber. 

Basic absorption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he spray 

tower type of CO2 capture devices were examined under 

various conditions, such as the flow rate and concentration 

of injected gas and injected absorbents; in addition, 

experiments and CFD simulation were conducted to deduce 

the optimum size of the absorption tower. From these 

results, universal parameters were selected that took into 

consideration all the influences of injection conditions, and

their respective relationships were deduced. With these 

relationships, it was possible to predict the capture 

efficiency corresponding to each operating condition, even

if an experiment with the conditions was not carried out. 

In addition, we defined a new performance indicator called

'CO2 saturation degree' to represent the performance of

CO2 capture devices. We believe this can be utilized to

suggest a direction of improvement in CO2 captur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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