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머리말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Mechanical Engineering and Technology Research Information Center, METRIC, 
http://www.metric.or.kr)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기계공학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트릭의 콘텐츠에는 기계공학 분야 의 학술지 논문들
과 학술대회 발표 및 세미나 동영상, 유명 연구자 인터뷰 등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최신 해외 학술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해외의 학술대회를 다녀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최신 해외 학술대회 참관기를 투고 받아 꾸준하게 
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회색문헌 서비스의 일환으로 2011년 학술대회의 발표자료(PPT)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은 기계공학 연구동향을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1년 주기로 인쇄 
매체로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분야에 사회연결망 분석기법(Social Network Analysis)이 활용되고 있고, 
네트워크 분석을 형상화 시킬 수 있는 기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2011년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에서는 로봇공학의 
대표적인 국제학술대회인 ICRA(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의 5년간 논문자료
를 수집하여 통계분석과 더불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연구자 및 연구그룹 네트워크 분석, 기관-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들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로봇연구를 하고 계시고, ICRA 학술대회에 많은 논문을 내신 고려대학교 송재복 교수님께 ICRA 
학술대회를 통해 본 로봇연구의 동향의 기고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을 같이 참고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국내의 대표적인 기계공학 관련 학술대회인 2011년 대한기계학회 
추계학술대회의 연구자 네트워크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연구방향 수립과 공동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주고, 또한 국가적 차원의 학술 진흥 및 효과적은 R&D 정책수립에 기반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구동향집에는 국내 9개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의 키워드, 
주제를 분석하여 초록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기계공학 분야의 많은 분들이 메트릭에서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찾으시기를 바라며, 메트릭을 

통해 기계공학도들 간의 활발한 연구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여러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해외 학술대회 참관기를 투고해주신 연구자 여러분과 바쁜 시간을 내주신 송재복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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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석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센터장)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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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RA 학술대회 자료를 활용한 로봇 및 제어자동화 연구동향 분석

1. 들어가며

최근 여러 분야에 사회연결망 분석기법(Social Network 

Analysis)이 활용되고 있고, 여러 네트워크 분석을 형상화 시

킬 수 있는 기법들이 개발됨에 따라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가능해졌다. 

로봇공학의 대표적인 국제학술대회인 ICRA의 5년간 논문자

료를 분석하여 로봇분야의 최신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국가별 

연구현황,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해외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연구방향 수립과 공동연구

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주고 또한 국가적 차원의 학술 

진흥 및 효과적은 R&D 정책수립에 기반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분석 대상자료 및 분석방법

ICRA는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의 약자로서 IEEE RAS(Robotics and Automation 

Society)에서 주관하는 메인 컨퍼런스로 1984년부터 현재까

지 매년 개최되고 있는 로봇, 제어, 자동화 분야의 가장 크고 

역사가 깊은 대표적 국제학술대회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 ICRA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

간 학술대회의 총 3,719편의 논문에 대한 저자 및 소속, 키워드 

등을 IEEE Xplore Digital Library에서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그림 1> IEEE RAS 학회 홈페이지

<그림 2> IEEE Xplore Digital Library 홈페이지 

(http://ieeexplore.ieee.org/)

<표 1> 분석 상인 ICRA 학술 회 정보와 논문편수 

분석방법은 통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으며, 통계분석

은 기관별 논문 발표순위, 국가별 논문 발표순위, 국가별 참여

기관수, 한국기관의 논문 발표순위를 분석하였고, 네트워크 분

석은 Net Miner 3.6(Academy use, Full Packages, large)을 

사용하여 키워드 분석, 연구자 분석, 기관-키워드 분석(2Mode)

을 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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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기 국가 논문수

1 Carnegie Mellon Univ. USA 108

2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USA 105

3 Univ. of Tokyo Japan 85

4 Stanford Univ. USA 52

5 Tokyo Inst. of Technol. Japan 48

6 Georgia Inst. of Technol. USA 46

7 Univ. of Pennsylvania USA 45

8 Univ. of Zurich Swiss 44

9 Tohoku Univ. Japan 43

10 Univ. of Minnesota USA 40

11 California Inst. of Technol. USA 38

12 Ritsumeikan Univ. Japan 36

13 Tech. Univ. Munchen Germany 36

14
AIST: Nat. Inst. of Adv. Ind. Sci. & 

Technol.
Japan 35

15 DLR: German Aerospace Center Germany 35

16 Nanyang Technol. Univ. Singapore 35

17 Univ. of Freiburg Germany 35

18 Johns Hopkins Univ. USA 34

19 Waseda Univ. Japan 33

20 USC: Univ. of Southern California USA 32

21 Osaka Univ. Japan 31

22 Univ. of Washington USA 30

23
EPFL: Ecole Polytech. Fed. De 

Lausanne
Swiss 28

24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SA 27

25 Nagoya Univ. Japan 25

순 기 국가 논문수

26 Kyushu Univ. Japan 24

27 NTUA: Nat. Tech. Univ. of Athens Greece 24

28 Univ. of Zaragoza Spain 24

29 Univ. of Oxford UK 23

30 Univ. of Sydney Austria 23

31 Scuola Superiore Sant 'Anna Italy 22

32 Univ. of Delaware USA 22

33 Univ. of Electro-Commun. Japan 22

34 Case Western Reserve Univ. USA 21

35 KAIST: Korea Adv. Inst. of Sci. & Technol. Korea 21

36 Mcgill Univ. Canada 21

37 Univ. of Toronto Canada 21

38 Vanderbilt Univ. USA 21

39 Chinese Univ. of Hong Kong China 20

40 Korea Univ. Korea 20

41 Kth-R. Inst. of Technol. Sweden 20

42 Kyoto Univ. Japan 20

43 Univ. Di Roma La Sapienza Italy 20

44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USA 20

45 Simon Fraser Univ. Canada 19

46 Michigan State Univ. USA 17

47 Univ. of Karlsruhe Germany 17

48 Univ. of New South Wales Austria 17

49 Univ. P. et M. Curie_Paris 6 France 17

50 Laas-Cnrs France 16

51 Nat. Univ. of Singapore Singapore 16

52 Texas A&M Univ. USA 16

53 Inria Sophia-Antipolis France 15

54 Chinese Acad. of Sci. China 14

55 Csiro Ict Centre Austria 14

56 Harvard Univ. USA 14

57
POSTECH: Pohang Univ. of Sci. & 

Technol.
Korea 14

58 Univ. of Bologna Italy 14

59 Univ. of Orebro Sweden 14

60 Univ. of Utah USA 14

61 Laval Univ. Canada 13

62 Nat. Taiwan Univ. Taiwan 13

63 NIT: Nagoya Inst. of Technol. Japan 13

64 Tech. Univ. of Braunschweig Germany 13

65 Tsinghua Univ. China 13

3. 통계분석

1) 기관별 발표 논문수 

5년간 ICRA에는 총 51개국, 718개 기관에서 참여하였으며, 

3,719건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기관별 발표 논문 수는 아래 

표2와 같이 Carnegie Mellon과 MIT가 100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일본 동경대학교, 미국 Stanford 대학이 50

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기관에서는 KAIST와 고

려대, 포항공대가 각각 21건, 20건, 14건, 한양대, KIST, 성

균관대가 각 11건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 별 논문 발표 순 (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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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기 국가 논문수

66 Univ. of British Columbia Canada 13

67 Univ. of Colorado At Boulder USA 13

68 Univ. of Malaga Spain 13

69 Univ. of Maryland USA 13

70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USA 13

71 Univ. of Pisa Italy 13

72 Canadian Space Agency Canada 12

73 Columbia Univ. USA 12

74 Cornell Univ. USA 12

75 Rensselaer Polytech. Inst. USA 12

76 Technion: Israel Inst. of Technol. Israel 12

77 Univ. of Texas At Austin USA 12

78 Bielefeld Univ. Germany 11

79 Boston Univ. USA 11

80 Hanyang Univ. Korea 11

81 KIST: Korea Inst. of Sci. & Technol. Korea 11

82 Northwestern Univ. USA 11

83 Purdue Univ. USA 11

84 Sungkyunkwan Univ. Korea 11

85 Univ. of Alberta Canada 11

86 Univ. of New Mexico USA 11

87 Univ. of Queensland Austria 11

88 King'S Coll. London UK 10

89 Rice Univ. USA 10

90 Univ. of Southern Denmark Denmark 10

91 Univ. of Tennessee. USA 10

92 UPC-CSIC Spain 10

2) 국가별 5년간 논문 발표순위

<그림 3> 국가별 논문 수 비  

국가별 논문 발표를 보면 미국이 1,187건으로 제일 많은 논문

을 발표하였으며,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

인, 중국, 한국, 호주가 100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논문

수를 비율로 살펴보면 미국은 전체 논문수의 32%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16%, 독일은 7%, 프랑스 6%, 캐나다 5%, 이탈리

아 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논문 수는 112건으로 스페인, 

중국, 오스트리아와 비슷하게 전체 논문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년간 연도별 논문 발표 수 추이는 

아래 그림 4와 같다. 논문발표 수에서 보면 매년 미국이 200건 

이상의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이 100

건 정도의 논문의 수를 유지하고 있다. 2009년에는 미국의 논

문 발표수가 줄었으나 일본은 늘어났고, 2010년에는 미국이 

늘어나고 일본이 줄어든 경향을 볼 수 있다. ICRA가 2009년에

는 일본에서, 2010년에는 미국에서 개최된 것을 감안하면 학술

대회 개최지에 따라서 논문의 수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7년 이탈리아에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을 

때도 이탈리아가 비교적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논문 발표 수 추이를 보면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27건과 38건의 논문을 발표했던 독일은 2008년부터 50건 이상

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제치고, 논문 수에

서 3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주목해 볼만 하다. 전체적으

로 살펴보면 2006년에 비해 2007년에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으

나, 2008년과 2009년에는 다시 논문수가 줄어들었으며, 2010

년에 다시 많아지고 있다. 한국은 2006년에 22건, 2007년에 

29건, 2008년에 22건, 2009년에 16건, 2010년에 23건으로 전

체적인 흐름과 비슷하게 가면서도 매년 20건 내외의 논문을 

꾸준하게 발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연도별 논문 발표 수 추이 (상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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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국가 논문수 순 국가 논문수

1 USA 1,187 27 Turkey 11

2 Japan 579 28 Finland 10

3 Germany 267 29 Thailand 8

4 France 236 30 Poland 7

5 Canada 179 31 Slovenia 6

6 Italy 162 32 Newzealand 5

7 Spain 120 33 Argentina 3

8 China 113 34 Chile 3

9 Korea 112 35 Croatia 3

10 Austria 103 36 Estonia 2

11 Swiss 82 37 Rumania 2

12 UK 67 38 Saudiarabia 2

13 Singapore 57 39 Southafrica 2

14 Sweden 57 40 Tunisia 2

15 Greece 41 41 Venezuela 2

16 Taiwan 36 42 Algeria 1

17 Netherlands 28 43 Belarus 1

18 Portugal 28 44 Colombia 1

19 Israel 27 45 Cyprus 1

20 Belgium 20 46 Czech 1

21 Mexico 19 47 Jordan 1

22 Brazil 13 48 Lebanon 1

23 Denmark 12 49 Malta 1

24 India 11 50 Russia 1

25 Iran 11 51 미기재 64

26 Norway 11 총합계 3,719

국가
2006년

논문수

2007년

 논문수

2008년

논문수

2009년

논문수

2010년

논문수

체

논문수

USA 227 243 232 200 285 1,187

Japan 115 138 104 125 97 579

Germany 27 38 50 63 89 267

France 40 71 39 44 42 236

Canada 46 33 37 24 39 179

Italy 22 49 19 25 47 162

Spain 27 30 17 21 25 120

China 17 27 22 27 20 113

Korea 22 29 22 16 23 112

Austria 25 26 14 21 17 103

Swiss 11 10 14 16 31 82

<표 3> 국가별 논문 발표수 순 (2006～2010)

<표 4> 연도별 논문 발표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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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2006년

논문수

2007년

 논문수

2008년

논문수

2009년

논문수

2010년

논문수

체

논문수

UK 6 14 14 8 25 67

Sweden 6 11 14 10 16 57

Singapore 13 13 7 11 13 57

Greece 10 11 6 7 7 41

Taiwan 8 8 6 9 5 36

Portugal 2 5 4 6 11 28

Netherlands 7 4 4 5 8 28

Israel 9 7 6 1 4 27

Belgium 4 4 4 3 5 20

Mexico 6 2 4 3 4 19

Brazil 3 2 3 2 3 13

Denmark 3 3 1 4 1 12

Turkey 2 3 1 3 2 11

Iran 0 1 0 4 6 11

Norway 0 1 2 5 3 11

India 2 4 2 0 3 11

Finland 3 1 1 4 1 10

Thailand 2 2 2 0 2 8

Poland 2 2 0 0 3 7

Slovenia 2 1 0 0 3 6

Newzealand 1 0 3 1 0 5

Chile 0 0 1 0 2 3

Croatia 0 1 0 0 2 3

Argentina 1 1 1 0 0 3

Venezuela 0 0 0 0 2 2

Tunisia 0 0 1 0 1 2

Rumania 0 0 1 0 1 2

Saudiarabia 0 1 0 1 0 2

Southafrica 0 0 0 0 2 2

Estonia 0 1 1 0 0 2

Russia 0 1 0 0 1 2

Lebanon 1 0 0 0 0 1

Colombia 0 0 0 1 0 1

Jordan 0 0 0 0 1 1

Malta 0 1 0 0 0 1

Belarus 0 0 0 0 0 0

Cyprus 0 0 0 0 1 1

Algeria 0 0 0 0 1 1

Czech 0 0 0 1 0 1

미기재 8 11 9 16 20 64

총합계 680 810 668 687 874 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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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속
발표 

논문수

Jungjun Park Korea Univ. 4

Sukhan Lee Sungkyunkwan Univ. 3

Min Tang Ewha Womans Univ. 2

Gihun Yang KAIST: Korea Adv. Inst. of Sci. & Technol. 2

Kwangho An KAIST: Korea Adv. Inst. of Sci. & Technol. 2

Jungho Kim KAIST: Korea Adv. Inst. of Sci. & Technol. 2

자 소속
발표 

논문수

Bazin, J, C. KAIST: Korea Adv. Inst. of Sci. & Technol. 2

Gihun Yang KAIST: Korea Adv. Inst. of Sci. & Technol. 2

Sungmok 
Kim

Korea Univ. 2

Joono 
Cheong

Korea Univ. 2

Byeongsang 
Kim

Korea Univ. 2

Minyong Choi POSTECH: Pohang Univ. of Sci. & Technol. 2

Keehoon Kim POSTECH: Pohang Univ. of Sci. & Technol. 1

Keehoon Kim KIST: Korea Inst. of Sci. & Technol. 1

Yoonkwon 
Hwang

Changwon Nat. Univ. 1

Byoungkwon 
An

Dran Comput. Sci. Lab. 1

Seungik Lee Electron. & Telecommun. Res. Inst. 1

Yoan Lim GIST 1

Christiand Gyeongsang Nat. Univ. 1

Sungbok Kim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1

Bongsoo 
Kang

Hannam Univ. 1

Euijung Jung Hanyang Univ. 1

Guoxuan 
Zhang

Hanyang Univ. 1

Hoon Lim Hanyang Univ. 1

Hoyul Lee Hanyang Univ. 1

Sungyeon Je Hanyang Univ. 1

Jongguk Yim Hanyang Univ. 1

Junghan 
Yoon

Hanyang Univ. 1

Youngsik 
Kwon

Hanyang Univ. 1

Sanghyoung 
Lee

Hanyang Univ. 1

Youngjin Choi Hanyang Univ. 1

Youngsik 
Kwon

Hanyang Univ. 1

Yoonkwon 
Hwang

Hyundai Mobis Co. 1

Cheoltaek 
Kim

KAIST: Korea Adv. Inst. of Sci. & Technol. 1

Dongil Choi KAIST: Korea Adv. Inst. of Sci. & Technol. 1

Ganesh, G. KAIST: Korea Adv. Inst. of Sci. & Technol. 1

Illwoo Park KAIST: Korea Adv. Inst. of Sci. & Technol. 1

Jonghwan 
Kim

KAIST: Korea Adv. Inst. of Sci. & Technol. 1

Junho Choi KAIST: Korea Adv. Inst. of Sci. & Technol. 1

Junho Choi KAIST: Korea Adv. Inst. of Sci. & Technol. 1

Kyungno Lee KAIST: Korea Adv. Inst. of Sci. & Technol. 1

Sanghoon 
Kang

KAIST: Korea Adv. Inst. of Sci. & Technol. 1

Stonier, D. KAIST: Korea Adv. Inst. of Sci. & Technol. 1

Sungho Kim KAIST: Korea Adv. Inst. of Sci. & Technol. 1

Yongduk Kim KAIST: Korea Adv. Inst. of Sci. & Technol. 1

Yunsu Bok KAIST: Korea Adv. Inst. of Sci. & Technol. 1

Byounggi Lee KIST: Korea Inst. of Sci. & Technol. 1

Dongto 
Nguyen

KIST: Korea Inst. of Sci. & Technol. 1

3) 한국의 연구기관 논문 발표순위

한국은 표 5와 같이 5년간 23개의 기관에서 총 112건의 논문

을 발표하였으며, KAIST가 21건, 고려대학교가 20건, 포항공

대 14건, 한양대, 성균관대, KIST가 각각 11건의 논문을 발표하

였다. 또한 한국기관 소속으로는 총97명의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자세한 저자명단과 소속, 발표논문의 수는 표 

6과 같다. 

 

<표 5> 한국의 연구기  논문 발표 순

순 기 논문수

1 KAIST: Korea Adv. Inst. of Sci. & Technol. 21

2 Korea Univ. 20

3 POSTECH: Pohang Univ. of Sci. & Technol. 14

4 Hanyang Univ. 11

5 Sungkyunkwan Univ. 11

6 KIST: Korea Inst. of Sci. & Technol. 11

7 Seoul Nat. Univ. 6

8 LG Electron. 2

9 Ewha Womans Univ. 2

10 Hannam Univ. 1

11 Dran Comput. Sci. Lab. 1

12 Samsung Adv. Inst. of Technol. 1

13 Electron. & Telecommun. Res. Inst. 1

14 Hyundai Mobis Co. 1

15 Changwon Nat. Univ. 1

16 GIST 1

17 Korea Inst. of Ind. Technol. 1

18 Samsung Electron. Co. Ltd. 1

19 Univ. of Ulsan 1

20 Gyeongsang Nat. Univ. 1

21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1

22 Kyungpook Nat. Univ. 1

23 Korean German Inst. of Technol. 1

　총합계 112

<표 6> 한국소속 기 의 논문발표자(주 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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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속
발표 

논문수

Dongseok 
Ryu

KIST: Korea Inst. of Sci. & Technol. 1

Hyundon Kim KIST: Korea Inst. of Sci. & Technol. 1

Hyunjun Park KIST: Korea Inst. of Sci. & Technol. 1

Jinseok Kim KIST: Korea Inst. of Sci. & Technol. 1

Seunghun 
Kim

KIST: Korea Inst. of Sci. & Technol. 1

Seungpyo 
Hong

KIST: Korea Inst. of Sci. & Technol. 1

Soonyong 
Park

KIST: Korea Inst. of Sci. & Technol. 1

Sungwook 
Yang

KIST: Korea Inst. of Sci. & Technol. 1

Jinhyun Kim Korea Inst. of Ind. Technol. 1

Byungchan 
Kim

Korea Univ. 1

Byungdoo 
Yim

Korea Univ. 1

Changbae 
Moon

Korea Univ. 1

Jeehwan Ryu Korea Univ. 1

Kooktae Lee Korea Univ. 1

Kwanghyun 
Yoo

Korea Univ. 1

Mayorga, R. Korea Univ. 1

Seokgyu Kim Korea Univ. 1

Seokhee Lee Korea Univ. 1

Taebum 
Kwon

Korea Univ. 1

Hyunwoo Kim Korean German Inst. of Technol. 1

Junuk Chu Kyungpook Nat. Univ. 1

Donghyun 
Yoo

LG Electron. 1

Wonil Park LG Electron. 1

Chanki Kim POSTECH: Pohang Univ. of Sci. & Technol. 1

Jonghoon 
Park

POSTECH: Pohang Univ. of Sci. & Technol. 1

Jongwon Lee POSTECH: Pohang Univ. of Sci. & Technol. 1

Jungsuk Lee POSTECH: Pohang Univ. of Sci. & Technol. 1

Kyoungmin 
Lee

POSTECH: Pohang Univ. of Sci. & Technol. 1

Sanghak 
Sung

POSTECH: Pohang Univ. of Sci. & Technol. 1

Sejin Lee POSTECH: Pohang Univ. of Sci. & Technol. 1

Sunghwan 
Ahn

POSTECH: Pohang Univ. of Sci. & Technol. 1

Youngmok 
Yun

POSTECH: Pohang Univ. of Sci. & Technol. 1

Skvortzov, 
V.Y.

Samsung Adv. Inst. of Technol. 1

Woong Kwon Samsung Electron. Co. Ltd. 1

Bokman Lim Seoul Nat. Univ. 1

Donghun Lee Seoul Nat. Univ. 1

Jesung Koh Seoul Nat. Univ. 1

Jinwook Lee Seoul Nat. Univ. 1

Junghee Park Seoul Nat. Univ. 1

Junghyun 
Kwon

Seoul Nat. Univ. 1

자 소속
발표 

논문수

Chuc,Nguye
n Huu

Sungkyunkwan Univ. 1

Daesik Kim Sungkyunkwan Univ. 1

Igmo Koo Sungkyunkwan Univ. 1

Junguk Cho Sungkyunkwan Univ. 1

Jungsub Lee Sungkyunkwan Univ. 1

Seunghan 
Kim

Sungkyunkwan Univ. 1

Wonsuk You Sungkyunkwan Univ. 1

Xuan Dai 
Pham

Sungkyunkwan Univ. 1

Youngsoo 
Suh

Univ. of Ulsan 1

총합계 112

4. 네트워크 분석 

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ICRA의 논문의 키워드는 INDEX TERMS에서 IEEE Terms와 

INSPEC으로 나누고 INSPEC에서 다시 Controlled Indexing

과 Non Controlled Indexing으로 나눠서 게재하고 있으며, 

이중 보다 객관적인 Controlled Indexing을 키워드 분석의 대

상으로 하였다. 

<그림 5> 분석 상 키워드 선정

이 키워드 중에서도 분야에 포함될 수 있어 분석할 가치가 

떨어지는 대분류, 중분류에 속할 수 있는 Robots와 Mobile 

Robots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키워드에서 삭제하였다. 이 

작업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1,646건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키워드 Spring layout 네트워크 시각화는 각 논문의 키워드

를 분석하여 취합하고 한 논문에 같이 나열된 키워드들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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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06년～2010년, Spring layout, Link Reduction 10)

순  키워드 빈도수

1 Path Planning 456

2 Robot Vision 430

3 Motion Control 425

4 Position Control 393

순  키워드 빈도수

5 Multi-Robot Systems 259

6 Stability 247

7 Manipulators 242

8 Medical Robotics 240

관계를 서로 연결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그림 6은 2006

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키워드의 상관관계를 좀 더 보기 쉽게 

Link Reduction 10 (선의 두께가 10 이하인 값을 삭제) 을 한 

그림이다. 그림 6에서 키워드는 노드로 표현되어 있고, 두 개의 

키워드가 한 논문에 같이 나열된 것을 선으로 표현하였다. 노드

의 크기는 Degree Centrality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표시된다. 

이 그림을 보면 Robot Vision, Motion Control, Position 

Control, Path Planning, Stability, Medical Robots 등이 중

심에 위치하면 가장 많은 연결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난 5년간 ICRA에서는 이들 키워드를 주제로 한 많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또한 다른 키워드과도 많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논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 

키워드의 빈도수를 표 7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이를 그림6과 

다시 대조해 보면 Multi -Robot Systems와 Manipulators는 

논문에 사용된 빈도수는 높으나 다른 키워드들과의 연관관계는 

크게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7> 키워드 빈도수(빈도수 4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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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키워드 빈도수

9 Robot Dynamics 233

10 Legged Locomotion 221

11 Collision Avoidance 211

12 Robot Kinematics 172

13 Force Control 171

14 Humanoid Robots 167

15 Remotely Operated Vehicles 153

16 Telerobotics 151

17 Control System Synthesis 146

18 Slam(Robots) 146

19 Control Engineering Computing 139

20 Feedback 137

21 Manipulator Dynamics 127

22 Learning(Artificial Intelligence) 126

23 Manipulator Kinematics 118

24 Aerospace Robotics 112

25 Feature Extraction 109

26 Nonlinear Control Systems 109

27 Closed Loop Systems 104

28 Kalman Filters 98

29 End-effectors 97

30 Surgery 97

31 Optimization 96

32 Dexterous Manipulators 93

33 Adaptive Control 87

34 Image Sensors 84

35 Haptic Interfaces 83

36 Probability 83

37 Microrobots 81

38 Stereo Image Processing 81

39 Navigation 78

40 Object Detection 78

41 Actuators 76

42 Visual Servoing 76

43 Robust Control 75

44 Computer Vision 71

45 Human-Robot Interaction 71

46 Underwater Vehicles 71

47 Pose Estimation 69

48 Particle Filtering(Numerical Methods) 67

순  키워드 빈도수

49 Micro Manipulators 66

50 Velocity Control 65

51 Sensor Fusion 64

52 Cameras 62

53 Service Robots 61

54 Torque Control 61

55 Computational Complexity 59

56 Lyapunov Methods 59

57 Image Motion Analysis 58

58 Intelligent Robots 58

59 Man-Machine Systems 58

60 Optimal Control 58

61 Graph Theory 57

62 Target Tracking 57

63 Sensors 56

64 Grippers 55

65 Force Sensors 53

66 Image Sequences 53

67 Industrial Robots 50

68 Image Matching 49

69 Object Recognition 48

70 Tactile Sensors 48

71 Image Segmentation 47

72 Motion Estimation 46

73 Tracking 45

74 Bayes Methods 44

75 Gaussian Processes 43

76 Markov Processes 42

77 Distance Measurement 41

78 Friction 41

79 Handicapped Aids 41

80 Laser Ranging 41

다음의 표 8은 연도별 상위 빈도수 키워드들이다. 이들 키워

드들을 각각 연도별로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한 결과

는 아래 그림7~11과 같다. 전체적으로 2006년과 2007년 그리

고 2010년에 키워드의 연결이 많이 보이는 반면, 2008년과 

2009년에는 키워드의 연결이 다소 빈약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위의 국가별 논문수 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도와 

2009년도는 발표된 논문수도 적었지만, 또한 다양한 분야의 

논문들이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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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2006년 )
빈도수

키워드

(2007년 )
빈도수

키워드

(2008년 )
빈도수

키워드

(2009년 )
빈도수

키워드

(2010년 )
빈도수

Path Planning 132 Motion Control 140 Robot Vision 82 Path Planning 68 Path Planning 136

Position Control 89 Robot Vision 118 Motion Control 57 Robot Vision 64 Robot Vision 100

Motion Control 87 Position Control 117 Multi-Robot Systems 56
Control System 

Synthesis
52 Motion Control 98

Robot Vision 66 Stability 73 Path Planning 51 Robot Dynamics 48 Position Control 98

Telerobotics 57 Path Planning 69 Medical Robotics 46 Position Control 47 Multi-Robot Systems 65

Stability 54 Manipulators 68 Position Control 42 Motion Control 43 Manipulators 60

Manipulators 50 Robot Dynamics 64 Legged Locomotion 38 Collision Avoidance 39
Remotely Operated 

Vehicles
60

Multi-Robot Systems 50 Multi-Robot Systems 61 Manipulators 38 Stability 39 Robot Dynamics 59

Control Engineering 

Computing 
48 Medical Robotics 59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34 Medical Robotics 36 Medical Robotics 56

Legged Locomotion 47 Legged Locomotion 58 Collision Avoidance 33
Human-Robot 

Interaction 
34 Legged Locomotion 52

Medical Robotics 43 Slam(Robots) 58 Stability 30 Manipulator Dynamics 31 Stability 51

Force Control 42 Force Control 55 Robot Kinematics 28 Multi-Robot Systems 27 Collision Avoidance 50

Humanoid Robots 40 Collision Avoidance 52 Manipulator Dynamics 25 Feedback 26 Actuators 44

Image Sensors 39 Robot Kinematics 48 Robot Dynamics 25 Legged Locomotion 26 Slam(Robots) 44

Collision Avoidance 37
Control System 

Synthesis
43 Humanoid Robots 24 Manipulators 26 Humanoid Robots 43

<표 8> 연도별 상  빈도수 키워드

 

<그림 7> 2006년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 Link Reduct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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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07년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 Link Reduction 5)

 

<그림 9> 2008년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 Link Reduct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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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009년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 Link Reduction 5)

<그림 11> 2010년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 Link Reduct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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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ee Centrality 분석이란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는 

어느 하나의 점(node, 여기서는 키워드를 의미함)과 이것과 직접

적으로 연결된 다른 점들과의 연결 정도를 측정하여, 각각의 

점들이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중심에 위치하는지를 알아보는 

기법이다. 즉, 네트워크상에서 점이 직접적인 관계 또는 흐름

을 가질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실제 점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 또는 흐름 수의 비율(portion)을 바탕으로 한다. 

ICRA의 5년간 논문의 키워드들의 Degree Centrality의 결과

는 그림 12와 같다. 위의 Spring layout 결과와 마찬가지로 

Motion Control, Position Control, Robot Vision, Path 

Planning 등의 키워드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외에 Medical Robotics, Stability도 비교적 중심에 가까이 

있다. 이들 키워드들은 출현빈도도 높고 또한 연관된 키워드들

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2>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2006년～2010년, Degree Centrality)

키워드 Degree Centrality를 연도별로 그려보면 전체적인 중 심 키워드 변화과정을 그림 13과 같이 볼 수 있다.

<그림 13> 연도별 키워드 Degree Centrality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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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통 키워드 
Path Planning, Position Control, Robot Vision, Motion 

Control, Stability, Medical Robotics

상승키워드 Path Planning, Robot Vision, Robot Dynamics 

최근 부각 키워드 Remotely Operated Vehicles(원격조정로 )

하락 키워드
Telerobotics, Force Control, Control Engineering 

Computing 

위의 연도별 키워드 Degree Centrality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적으로 크게 변화가 심하지 않으며, 공통적으로 Path Planning, 

Position control, Robot vision, Motion control, Stability, 

Medical robotics 등의 주요 키워드가 중심에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Path Planning, Robot vision, Robot dynamics 

등의 키워드가 상승하고 있으며, 급격히 부각되는 키워드는 

ROV(Remotely Operated Vehicles)이며, 하락하는 키워드로

는 Telerobotics, Force Control, Control Engineering 

Computing 등의 키워드가 있다. 

<표 9> 키워드의 변화 

이들 키워드 중 원격조정로봇을 뜻하는 Telerobotics는 최근

에는 ROV(Remotely operated vehicles)로 용어가 대체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하락 키워드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

인 키워드 동향과 한국기관의 발표 논문의 연구동향을 비교해 

보기 위해 키워드를 따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아래 그림 14는 한국의 기관에서 발표한 논문의 Spring layout

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한 그림으로 Motion Control, 

Position Control, Collision Avoidance, Robot Vision, Path 

Planning, Stability, Legged Locomotion, Slam(Robots), 

Haptic Interfaces, Feature Extraction 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Motion Control, Position Control, Robot 

Vision, Path Planning과 Stability, Legged Locomotion은 

전체 키워드와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Collision Avoidance, SLAM(Robots), Haptic Interfaces, 

Feature Extraction 등이 전체 키워드 평균에 비해 상위에 있

는 키워드로 한국 연구논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14> 한국기  발표 논문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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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관 발표 논문의 키워드에 대한 Degree Centrality 네

트워크 시각화는 그림 15와 같다. 이를 통해 Motion Control, 

Position Control의 키워드가 중심에 있으며, Collision 

Avoidance, Feature Extraction, Legged Locomotion, Path 

Planning 등이 중심 키워드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15> 한국기  발표 논문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Degree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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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키워드(한국인) 빈도수 순 키워드(한국인) 빈도수

1 Motion Control 17 30 Nonlinear Control Systems 4

2 Position Control 17 31 Robust Control 4

3 Collision Avoidance 12 32 Stereo Image Processing 4

4 Robot Vision 12 33 Topology 4

5 Path Planning 11 34 Adaptive Control 3

6 Stability 9 35 Closed Loop Systems 3

7 Legged Locomotion 8 36 Computer Vision 3

8 Slam(Robots) 8 37 Control Engineering Computing 3

9 Haptic Interfaces 7 38 Damping 3

10 Feature Extraction 6 39 Delays 3

11 Force Control 6 40 End-effectors 3

12 Humanoid Robots 6 41 Face Recognition 3

13 Kalman Filters 6 42 Feedback 3

14 Particle Filtering(Numerical Methods) 6 43 Force Sensors 3

15 Telerobotics 6 44 Home Automation 3

16 Image Matching 5 45 Image Sequences 3

17 Manipulator Dynamics 5 46 Medical Robotics 3

18 Manipulators 5 47 Navigation 3

19 Pose Estimation 5 48 Neural nets 3

20 Robot Kinematics 5 49 Object Cognition 3

21 Service Robots 5 50 Observers 3

22 Springs(Mechanical) 5 51 Remotely Operated Vehicles 3

23 Velocity Control 5 52 Robot Dynamics 3

24 Actuators 4 53 Sensor Fusion 3

25 Genetic Algorithms 4 54 Sensors 3

26 Intelligent Robots 4 55 Statistical Distributions 3

27 Man-Machine Systems 4 56 Vibration Control 3

28 Manipulator Kinematics 4 57 Virtual Reality 3

29 Mobile Robots 4

<표 10> 한국기  발표논문 키워드(빈도수 3이상)

②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분석과 마찬가지로 ICRA의 2006년~2010년도 논문

의 공저자들의 상관관계를 넷 마이너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시

각화(Spring layout)하였다. 그 결과 아래 그림1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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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있는 그룹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분석할만한 그룹을 골라 

그림16과 같이 그룹A~E로 정하고 따로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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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Spring layout) (1가지치기)

연구자 그룹인 그룹A~그룹E들을 좀 더 확대하여 살펴보면 

그룹을 중심을 이루고 있거나 연결고리가 되는 연구자들을 파

악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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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그룹 A: Hirzinger, G.(DLR: German Aerosp., Germany) 심그룹 

위의 그림 17의 그룹 A는 독일항공우주 연구소의 소장인 

Hirzinger, G.(DLR: German Aerospace Center, Germany) 와 

Nakamura, Y.(Univ. of Tokyo, Japan)를 중심으로 하여 

Buss, Martin(Technische Universität Mänchen, Germany)

등이 각각 연결 역할을 하는 연구자임을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연구 그룹 중 가장 큰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아래 그림18~21은 Takanishi, Atsuo(Waseda Univ., Japan)

와 Hashimoto, K.(Hitachi Ltd., Japan)가 중심인 그룹 B와 

Kumar, V.(Univ. of Pennsylvania, USA)가 중심인 그룹 C, 

Burgard, W.(Univ. of Freiburg, Germany)와 Siegwart, 

R.(ETH, Switzerland)이 중심인 그룹 D, Dario, P.(Scuola 

Superiore Sant'Anna, Italy)가 중심인 그룹 E를 각각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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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그룹 B: Takanishi, Atsuo(Waseda Univ., Japan) 심 그룹

<그림 19> 그룹 C: Kumar, V.(Univ. of Pennsylvania, USA) 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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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그룹 D: Burgard, W.(Univ. of Freiburg, Germany) & Siegwart, R.(ETH, Switzerland) 심그룹

<그림 21> 그룹 E: Dario, P.(Scuola Superiore Sant'Anna, Italy) 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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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자 소    속 국    가 빈도수

Hirzinger, G. DLR: German Aerospace Center Germany 42

Buss, Martin 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 Germany 20

Burgard, W. Univ. of Freiburg Germany 31

Takanishi, Atsuo Waseda Univ. Japan 16

Albu-Schaffer, A. DLR: German Aerosp. Germany 16

Dario, P. Scuola Superiore Sant'Anna, Italy 18

Kumar, V. Univ. of Pennsylvania USA 27

또한 위에서 추출한 연구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그림 22

와 같이 연구자의 Degree Centrality를 분석하였다. 이를 살펴

보면 위에서 A그룹의 중심연구자인 Hirzinger, G.가 제일 가

운데 있으며 각 그룹의 중심 연구자들이 중심과 가까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대체로 이들 연구자들이 많은 논문의 공저

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Degree Centrality)

<표 11> 연구자 빈도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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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자 소    속 국    가 빈도수

Nakamura, Y. Univ. Of Tokyo Japan 24

Rus, D. MIT USA 19

Nelson, B. J. Univ. of Zurich Swiss 16

Fukuda, T. Nagoya Univ. Japan 15

Hashimoto, K. Waseda Univ. Japan 9

Ning Xi Michigan State Univ. USA 15

Arai, Tamio Univ. of Tokyo Japan 12

Martinet, P. Lasmea France 16

Siegwart, R. Univ. of Tokyo Japan 18

Ogata, T. Cemagref France 12

Arai, F. Nagoya Univ. Japan 13

Stachniss, C. Univ. Of Freiburg Germany 12

Papanikolopoulos, N. Univ. Of Minnesota USA 16

Sitti, M. Carnegie Mellon Univ. USA 15

Peer, A. Tech. Univ. Munchen Germany 5

Roy, N. MIT USA 12

Sugahara, Y. Waseda Univ. Japan 6

Sukhatme, G. S. Univ. Of Southern California USA 16

Ishikawa, M. Univ. Of Tokyo Japan 14

Mitsuishi, M. Univ. Of Tokyo Japan 7

위의 연구자 네트워크 시각화(Degree Centrality)을 통해 나

타난 상위의 연구자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조사하였다. 

Gerd Hirezinger는 1945년에 태어났으며 Technical University 

Munich를 졸업하고 현재 독일은 DLR(German Aerospace 

Center, 독일 항공 우주센터)의 연구소장이다. 로봇 분야를 전

공하였으며 Space Robotics. Lightweight Robot, Torque 

Controlled Robots 등을 연구하고 있다.

<그림 23> 키피디아에서 검색한 Gerd Hirzinger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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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 Buss는 독일의 뮌헨공업대학(Technische Universität 

Mänchen)의 교수로 Institute of Automatic Control 

Engineering을 운영하고 있다. Institute of Automatic 

Control Engineering은 Automatic Control, Mechatronics 

& Robotics, Multi-Modal Human-System Interfaces, 

Telepresence Systems, Human-Robot Interaction, 

Optimization, Nonlinear, Hybrid Discrete-Continuous 

Systems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일본 와세다 대학 

기계공학과 교수인 Atsuo Takanichi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재현하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를 꾸준하게 하고 있으며, 코비안 

이라는 로봇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Wolfram Burgard은 

(Gelsenkirchen, 독일 1961 년생)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교수

이며, 독일의 로봇 공학자로 Autonomous Intelligent Systems 

Lab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모바일 로봇(Mobile Robots)을 연구하고 있다. 

③ 기관-키워드 분석(2-MODE)

기관과 키워드 분석은 어떤 연구를 어떤 기관에 주로 하는지

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논문 주저자의 기관과 

그 논문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하여 기관과 키워드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그림24로 나타내었다.

<그림 24> 기 -키워드 분석(Link Reduction 3)

그림 24를 분석해 보면 MIT와 Carnegie Mellon 대학이 Path 

Planning, Motion Control, Multi-Robot Systems, Legged 

Locomotion 등의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edical Robotics 분야에는 미국의 Johns Hopkins Univ., 

Vanderbilt Univ.와 일본의 Waseda Univ., 이탈리아의 Scuo 

La Superiore Sant'Anna, 스위스의 Eth Zurich가 연구를 주

도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들을 좀 더 자세하게 표로 

나타내면 표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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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    

Path Planning

MIT(USA), Carnegie Mellon Univ.(USA), 

California Inst. of Technol.(USA), Univ. of Freiburg(Germany), 

Rice Univ(USA)

Multi-Robot System MIT(USA), Carnegie Mellon Univ.(USA) 

Motion Control
MIT(USA), Carnegie Mellon Univ.(USA),  Aist(Japan), 

Nat. Tech. Univ. of Athens(Greece), 　

Legged Locomotion MIT(USA), Carnegie Mellon Univ.(USA),  Waseda univ.(Japan)　

Remotely Operated Vehicles MIT(USA), Carnegie Mellon Univ.(USA) 

Robot Dynamics Carnegie Mellon Univ.(USA)　

Optimisation MIT(USA),　

Position Control MIT(USA), Aist(Japan), Aristotle Univ.(Greece),  Nanyangtechnol(Singapore)　

Medical Rbotics
Johns Hopkins Univ.(USA), Vanderbilt Univ.(USA), Waseda Univ(Japan), Eth Zurich(Swiss), Scuola 

Superiore Sant'Anna(Italy)　

Microrobots Eth Zurich(Swiss)　

<표 12> 기 -키워드 분석

4. 결 론

이상과 같이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논문의 5년간 키워드와 기관, 연구자 

등의 자료를 통해 로봇 분야에 대한 통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를 한번 더 요약하면, 통계분석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

지 5년간 ICRA에서는 총 51개국의 718개의 기관에서 3,719건

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비교적 논문수가 

많이 발표되었으나, 2008년과 2009년에 논문 수와 참여 국가

수가 줄어들었다가 2010년에 다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논문수를 비교해 봤을 때 로봇 분야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로봇에 대한 연구를 활발

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일은 2008년부터 많은 

수의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관별

로 미국의 Carnegie Mellon대학과 MIT, Stanford대학에서 많

은 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일본의 동경대, 동경공업대

학, 스위스의 Zurich대학 등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꾸준하게 매년 20여건의 논문을 발표하

고 있으며, KAIST와 고려대학교에서 20건 이상의 논문을, 포

항공대,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서 10건 이상의 논문을 발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살펴보면 Path Planning, 

Robot Vision, Motion Control, Position Control이 키워드

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이외에 Multi-Robot Systems, 

Stability, Manipulators, Medical Robotics, Robot Dynamics, 

Legged Locomotion, Collision Avoidance 등이 비교적 높은 

빈도수를 가지고 있다. 빈도수가 높은 주요 키워드가 Mobile 

Robots과 관련된 세부 연구로 몇 년간 Mobile Robots에 대한 

논문이 많이 발표된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한국기관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도 전체 키워드 분석과 마찬가지로 Path 

Planning, Robot Vision, Motion Control, Position Control

이 상위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으며, Collision Avoidance, 

SLAM(Robots), Haptic Interfaces, Feature Extraction 등

이 전체 키워드에 비해 비교적 높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

국의 연구가 국제적인 흐름에 어느 정도 부합하면서 Collision 

Avoidance, SLAM(Robots), Haptic Interfaces, Feature 

Extraction 등이 다소 연구비중이 높은 것을 나타났다.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보면 ICRA에는 많은 연구 그룹이 

있으며, 이중 독일 항공우주 연구소(DLR: German Aerospace 

Center)의 소장인 Gerd Hirzinger를 중심으로 일본의 동경대

학의 Nakamura, Y.와 독일 뭰헨 연방군대학의 교수인 Martin 

Buss를 중심으로 해서 3개의 그룹이 연결되어 제일 큰 연구그

룹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관-키워드 분석(2모드) 분석에서는 MIT와 카네기 멜론대학

에서 Path Planning과 Multi-Robot System, Motion Control, 

Legged Locomotion, ROV(Remotely Operated Vehicles) 등의 

연구를 경쟁하고 하고 있으며, Position Control은 MIT에서, 

Robot Dynamics은 카네기 멜론대학에서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edical Robots는 미국의 Johns Hopkins 대

학, Vanderbilt 대학, 일본의 Waseda 대학, 스위스의 Eth 

Zurich, 이탈리아의 Scuola Superiore Sant'Anna 등에서 주

로 연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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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A 학술대회를 통해 본 로봇연구의 동향

로봇은 기계, 전자, 정보통신 등의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메카트로닉스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인간을 대신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2000년대 이전까지의 로봇은 산업현장

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정밀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로

봇 기술에 IT, BT기술과 인공지능 및 센서 등의 기술이 접목되

어 로봇의 용도가 가사 지원, 교육, 의료, 국방, 오락 등 인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로봇기술은 정보화 및 고령화 등 21세기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서 IT, BT 기술과 함께 향후 미래를 이끌어갈 주요 기술로 부각

되고 있다. 

로봇공학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통합되며, 이

의 산물인 로봇 제품도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로봇의 

원천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연구동향과 로봇산업의 현실적인 

개발동향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로봇공학의 학술적

인 연구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50년의 역사를 지닌 로봇의 기술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로봇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2000년대

에 들어와서 로봇 관련 학술대회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 중에서 

IEEE RAS(Robotics and Automation Society)가 주관하는 

ICRA(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은 1984년부터 시작되어 가장 권위가 있는 국제학술대회이다. 

매년 2000편 이상의 논문이 투고되지만, 대략 30% 전후의 논

문만이 채택되어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있다. 

ICRA의 논문 발표는 대략 120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는데, 한 

세션은 보통 6편의 논문으로 구성된다. 표 1은 최근 6년 동안 

발표된 세션의 수를 알파벳 순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들 세션은 

주행, 머니퓰레이션, 지능, 구동 및 센싱, 햅틱스, 로봇-인간 

상호작용, 제어, 로봇 메커니즘, 생체모방 기술, 마이크로/나

노 로봇 등과 같이 로봇 기술로 분류되거나, 휴머노이드 로봇, 

의료용 로봇, 해저/항공 로봇 등과 같이 로봇 제품으로 분류되

기도 한다. 그러나 각 세션의 제목이 이러한 분류에 따르지 않

는 경우도 있고, 두세 분야에 걸쳐져 있는 경우도 있어서 각 

분야별 정확한 논문의 수를 알기는 어렵지만, 대략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13> ICRA의 논문발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Actuation 2 2 2 2 4 6

Aerial Robotics 3 5 1 3 4 5

Biomimetic Mechanisms 1 6 4 8 5 6

Control 12 17 6 10 14 10

Middleware/OS 2 6 4 2 3 2

Haptics/Teleoperation 4 6 4 5 6 6

Humanoid robots 6 5 3 3 4 5

Human-Robot Interaction 7 10 5 10 6 3

Intelligence/Learning 3 5 4 7 9 6

Legged Robots 2 6 3 4 3 2

Manipulation/Grasping 6 10 7 12 13 10

Mechanism Design 7 5 4 3 5 9

Medical Robotics 5 12 9 8 9 13

Micro Robotics 5 3 3 4 4 8

Mobile Robots 7 10 4 10 2 8

Multi-Robot Systems 6 7 8 9 9 9

Navigation 15 30 23 23 32 31

Robot Kinematics /Dynamics 4 6 4 8 3 3

Sensing 6 7 6 9 5 10

Vision 10 9 7 9 10 17

전체적으로는 주행과 머니퓰레이션과 같이 로봇의 전통적인 

연구 분야가 아직도 많은 세션을 구성하고 있다. 반면에, 로봇 

기구학 및 동역학 등의 분야는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이제는 이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몇 년간에는 의료용 로봇, 마이크로 로봇, 

생체모방 로봇 등 10년 전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분야 중 몇몇 

중요 분야에 대한 연구동향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동로봇의 주행 기술은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되었지만, 아직 고도의 주행 기능을 가지고 실용화된 로봇

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기술이다. 표 1에서 보듯이, 타 

분야 비해서 월등히 많은 논문이 주행과 관련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이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주행은 크게 지도작성(mapping, world modeling), 위치인식

(localization), 경로계획(path planning), 장애물 회피(obstac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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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idance) 등의 요소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몇 년 간 

미지의 환경에서 지도를 작성하는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이라는 기술이 크게 주목을 받아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논문이 투고되었지만, 최근에는 논문 수

가 줄어들고 있다. 학문적으로는 주행 기술은 컴퓨터공학에서

의 알고리듬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확률론 등의 수학과도 밀접

한 관련이 있다. 종래에 사용하던 초음파 센서는 그 성능의 한

계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레이저 스캐너와 같은 

고가의 정밀 거리센서의 출현으로 많은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

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보다

는,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하여 환경과 센서의 불확실성을 취급

하는 확률 기반의 알고리듬 분야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주행을 위해서 잘 구조화된 환경에서만 환경인

식 및 위치인식 등 실용화 가능한 수준이며, 일상 생활환경과 

같이 비구조화된 환경에서는 실용화하기에 부족한 기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과거에 주로 실내 환경에서의 주행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연구의 중심이 실외환경에서의 주행으

로 옮겨지고 있다. 단지 육상로봇뿐만 아니라, 해저로봇과 항

공로봇 분야의 주행 문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한국은 주행

의 원천 기술 분야에서는 후발 주자로 로봇 선진국에 비해서 

다소 뒤지지만, 실용적인 주행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례로, 한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청소로봇

들은 자신이 청소하는 위치를 알고 있으며, 청소하는 환경의 

간단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등 주행 기능을 갖추고 있다. 따라

서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여 랜덤하게 동작하면 청소를 수행

하는 룸바를 비롯한 외국 청소로봇에 비하여 훨씬 효율적인 

청소가 가능하다. 

1960년도에 근대적인 의미의 로봇이 개발된 이후로, 가장 활

발하고 꾸준하게 연구된 분야가 바로 머니퓰레이션 분야이다. 

지난 50년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술적으로 많은 문

제점이 있어서, 현재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용 

머니퓰레이터는 오래 전부터 기술적으로 성숙되어 양산을 통한 

단가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이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는 서비스 로봇용 로봇 팔의 경우,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못할 정도로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축

적된 산업용 로봇의 기술이 서비스로봇에 쉽게 적용될 수 있으

리라 기대하였지만, 산업용 머니퓰레이터는 고가의 서보모터

와 감속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저가화가 매우 어려운 하드웨

어라는 한계와 함께 인간과 충돌시의 안전문제, 조작대상 물체

의 인식의 어려움, 물체나 환경과의 접촉시의 힘제어의 어려움, 

인간과 같은 학습 및 모방 기술의 부재 등 서비스로봇용 팔이 

갖추어야 할 거의 모든 기술 분야에서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팔이 없는 서비스로봇은 그 기능이 대폭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움직이는 PC 역할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므로 향후 

서비스로봇 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머

니퓰레이션에 대한 활발한 연구 개발이 매우 절실하다. 

지난 10년 간 로봇 연구에서 과거에 비하여 세션 수가 괄목할

만하게 증가된 분야는 휴머노이드 로봇, 생체모방 로봇, 의료 

로봇, 마이크로 로봇 등이다. 주로 일본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상업화

가 어렵지만, 많은 로봇 기술의 융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인

간을 닮았다는 상징성 때문에 많이 연구되고 있다. 과거에는 

균형을 잡으면서 보행하는 기술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사

람과 유사한 몸 동작 및 춤을 제공할 수 있으며, 팔, 다리, 허리 

등 운동기관 모두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무거운 물체를 드는 

동작까지 한다. 다만 최근 3~4년 동안에는 발표되는 논문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생체모방(bio-mimetic or bio-inspired) 로봇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뱀 로봇 등 형태만 동물과 유사하였지만, 최근에는 

인간이나 동물의 운동, 근육의 움직임 등을 자세히 관찰하여 

이를 로봇의 운동으로 구현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단지 운동뿐만 아니라 개미의 군집 지능과 같은 동물의 지능을 

로봇에 적용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개나 말과 같은 

4족 보행형 로봇은 빠른 보행 수준을 넘어서 뛰어가는 동작이

나 극한 상황에서의 운동 등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곤충이나 동물의 뇌에 전극을 꽂아서 자극을 줌으로써 운동을 

제어하는 분야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의료로봇 분야도 최근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분야이

다. 의료용 로봇은 수술보조 로봇, 수술 시뮬레이터, 재활로봇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과거에는 연구 차원에만 머물 던 수술

보조 로봇이 국내외의 여러 병원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다빈치 시스템, 로보닥 등의 수술용 로봇은 한국에서의 적용 

건수가 미국 다음으로 많다. 또한, 수술용 네비게이션, 증강현

실, 햅틱기술 등의 지능형 수술시스템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

며, 최근에는 캡슐형 로봇, 혈관 청소나 약물 전달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로봇 등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마이크로 로봇 분야도 최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혈관치료용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하여, 동물의 혈

관 내에서 외부 자기장을 이용하여 로봇을 이동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었다. 주로 약물 전달에 사용하는 마이크로 로봇이 주

를 이루며, 박테리아의 운동을 모사하는 인공 박테리아를 통한 

약물 전달, 이러한 박테리아의 운동 경로 생성 및 제어 등에 

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다개체 로봇(multi-robot), 군집로봇(swarm robot)

의 협동 작업을 통한 임무 완수에 관한 주제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필드로봇 분야의 극한 작업이나 군사용 임무는 다수를 

이용한 공동 작업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존

에는 단순히 바퀴형 로봇을 이용한 군집로봇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군집로봇 개체는 이족보행, 다족

보행 로봇 등의 구동메커니즘과 평탄 지형, 험지 등의 활용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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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적합하게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수행

되고 있다. 군집로봇의 효율적인 운용 방법을 찾는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연구, 즉 군집대형 편성, 군집/대형별 주행, 경로

생성, 활용영역(coverage), 상호 충돌회피, 대형별 임무 분담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에서 로봇 분야에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ICRA에서 발표되는 한국 논문은 수는 정

체 상태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미국, 유

럽, 일본 등 전통적인 로봇의 선진국에서도 많은 연구비가 투자

되면서, 많은 논문이 투고되어 ICRA에 채택되는 논문의 경쟁

이 더욱 치열하여졌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에서의 로봇 연구

는 주로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상용화 및 실용화 위주의 

과제 이므로, 연구되는 내용이 너무 실용적이라 학술대회의 성

격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SCI급 논문만이 우대 받는 

한국에서는 저널급 수준을 요구하는 ICRA에 논문을 내는 대신

에 저널에 논문을 제출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논문 중복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의 경향이 강화되는 최근에 와서는 학술대

회 논문을 보완하여 저널에 제출하는 종래의 방식이 어려워지

면서, ICRA 등에 제출되는 논문의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반면에, 다른 나라의 연구자들은 동영상이나 데모를 

통한 홍보 및 토론이 가능한 학술대회를 저널보다 선호한다. 

전체적으로 최근의 로봇공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해 보면, 

과거의 하드웨어 개발 위주에서 현재는 지능을 포함한 소프트

웨어 중심의 연구 분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는 단지 학술적인 연구의 측면에서의 분석이며, 

하드웨어가 과거에 비해서 중요성이 작아졌다는 의미는 아니

며, 학술적인 연구 측면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

어들었다는 의미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최

근 논문의 주제가 타학문 분야와의 접목 및 융합을 통하여 다양

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로봇과 인문학, 교육학, 예

술 등과의 결합을 통하여 로봇 공연, 교육에의 로봇의 활용 등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송재복 교수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jbsong@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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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계학회 추계 학술대회 연구 그룹 분석

행 사 명 : 대한기계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일    자 : 2011년 11월 2일(수)~11월 4일(금) (3일간)

장    소 : EXCO(대구광역시 소재)

사단법인 대한기계학회는 1948년에 만들어졌으며, 등록된 회

원수 17,171명(2011년 3월 기준)을 가진 기계공학분야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큰 학회이다. 따라서 이 학회의 학술대회를 분석

해 보면 기계공학의 동향이나 전망을 분석해 보는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11월 2일 부터 3일간 대구 EXCO에서 열린 2011년도 

대한 기계학회 학술대회는 12개 분야(재료및 파괴, CAE및 응

용공학, 동역학 및 제어, 생산 및 설계공학, 신뢰성, 열공학, 

유체공학, 에너지 및 동력공학, 바이오 공학, 마이크로/나노공

학, 특별세션, 기타) 총 720여개의 논문이 발표 되었으며, 이 

중 동일 저자에 의해 2건이 발표된 논문의 수는 39건이다. 

전체 290여개의 기관에서 1,913명의 연구자(저자와 공저자, 

강연자를 포함)가 논문작성에 참여하였다. 또한 이들 중 2건 

이상의 논문의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는 총 397명이

다. 아래표는 4건 이상의 논문의 공저자로 참여한 연구자의 

명단이다.

<표 14> 4건 이상의 논문에 공 자로 참여한 연구자 

연구자 참여논문수 연구자 참여논문수

이정훈(서울 ) 16 김재훈(충남 ) 4

조맹효(서울 ) 11 김태형( 앙 ) 4

김윤재(고려 ) 9 변도 (건국 ) 4

조 삼(원 ) 9 손동우(kaist) 4

이창훈(연세 ) 8 송재복(고려 ) 4

조동우(postech) 7 신병록(창원 ) 4

김성찬(한국항공우주연구원) 6 안상 (원 ) 4

신 정(kaist) 6 안석민(한국항공우주연구원) 4

심은보(강원 ) 6 양경수(인하 ) 4

이경수(서울 ) 6 우창희(원 ) 4

이 신(충남 ) 6 유완석(부산 ) 4

이학주(한국기계연구원) 6 유홍희(한양 ) 4

차미선(서울 ) 6 윤길호(한양 ) 4

김재 (한국기계연구원) 5 윤소남(한국기계연구원) 4

김진 (서울과학기술 ) 5 이 수(한양 ) 4

김진호( 남 ) 5 이선규(gist) 4

윤 식(부산 ) 5 이 상(연세 ) 4

이세환(원 ) 5 임기무(강원 ) 4

최기평(원 ) 5 장강원(세종 ) 4

하만 (부산 ) 5 인수( 남 ) 4

한승호(동아 ) 5 최동훈(한양 ) 4

heuydongkim(안동 ) 4 최 돈(고려 ) 4

권 규( 북 ) 4 최해천(서울 ) 4

김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 편 식(선문 ) 4

김윤 (서울 ) 4 허남건(서강 ) 4

김윤제(성균 ) 4 황경모(한국 력기술)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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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여개의 기관 중 10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기관은 아래 

표 2와 같다. 서울대가 53건의 논문을, 그 뒤를 이어 한양대, 

연세대, 고려대 순이며, 대학이외의 기관에서는 한국기계연구

원이 28건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10건 이상의 논문 발표 기

기 논문 발표수 기 논문 발표수

서울 53 성균 17

한양 35 앙 16

연세 32 인하 16

고려 31 부산 14

한국기계연구원 2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4

KAIST 25 안동 13

충남 23 경북 13

경희 17 서울과학기술 12

서강 17 울산 11

POSTECH 17

1. 연구그룹분석

최근 여러 분야에 사회연결망 분석기법(Social Network 

Analysis)이 활용되고 있고, 여러 네트워크 분석을 형상화 시

킬 수 있는 기법들이 개발되었다. 

아래 그림1은 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들의 공저자들을 분석

하여 각각의 논문의 공저자들을 연결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

이며 이들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NET-MINER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의 연구그룹을 모습을 한눈에 파악

해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글자부분은 각각의 연구자의 이

름과 소속이며, 황색선은 연구자들 중 같은 논문을 쓴 공저자들

을 연결한 것이다. 

대학 내 한 연구실 소속의 그룹이나 같은 연구소의 구성원으

로 이루어진 그룹의 경우 원이나 정다각형 형태로 나타나며, 

다른 소속의 연구자들이 연계된 경우 아령모양이나 여러개의 

가지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그림에서 좌측상

단으로 갈수록 여러 기관 소속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하나의 

큰 그룹을 이루고 있고,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같은 소속의 연

구자들고 구성되어 있거나 2명이나 1명의 연구자로 이루어 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좌측상단의 몇 개 큰 그룹들을 그룹 1~6으로 지정하

고 확대해서 각각 분석해 보자.

<그림 25> 2011 기계학회 학술 회 공 자를 연결한 체 연구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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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그룹 -KAIST, 한국기계연구원, 고려대 중심

<그림 26> 그룹1(KAIST, 한국기계연구원, 고려  심)

좌측상단의 첫번째 그룹을 확대해보면 아래 그림2와 같다.

이 그룹은 KAIST와 한국기계연구원, 고려대의 3개의 기관이 

뭉쳐서 제일 큰 그룹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 기관에

는 중심이 되거나 다른 기관과 연결역할을 하는 연구자가 있음

을 볼 수 있다. 

2) 제 2,3 그룹 - 서울대 중심

<그림 27> 그룹2(서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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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상단의 2번째인 위 그룹은 서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룹이며, 뒤에 나오는 그룹3도 서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룹이긴 하나 2번 그룹과 3번 그룹을 연결하는 연구자가 없어

서 각각의 연구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관임에도 이렇게 분리된 것은 연구교류가 전혀 없거나 아니

면 연구내용이 전혀 다른 분야일 경우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림 28> 그룹3(서울  심)

3) 제 4그룹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현대 위아, 고려대 중심

<그림 29> 그룹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아, 고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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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상단의 밑으로 2번째 첫째 연구 그룹은 한국항공우주연

구원과 현대위아, 그리고 고려대 소속의 연구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고려대는 비교적 독자적인 그룹

을 이루고 있으나, 이들 두 기관의연구자들을 현대 위아 소속의 

연구자들이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제 5그룹 - 원광대, KAIST, 성우하이텍 중심

<그림 30> 그룹5(원 , KAIST, 성우하이텍 심)

좌측상단의 밑으로 2번째 옆으로 2번째 연구 그룹은 원광대와 

KAIST, 충북대, 성우하이텍, 부경대 구성원들로 이루어졌다. 

이 그룹에서는 뚜렷하게 소속기관으로서의 관계보다는 개별 

구성원들의 연결 관계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기 중심이 되는 연구자의 연결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5) 제 6그룹 - 충남대 중심

<그림 31> 그룹6(충남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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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상단의 밑으로 2번째 옆으로 3번째 연구 그룹은 충남대를 

중심으로 한 그룹으로 한국원자력 연구원과 현대 위아, ADD. 

국과연, RMS Tech의 각각 1-2명의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

며 충남대에서 학업을 마치고 여러 기관에 취업한 연구자들과 

연결 관계를 가지고 형성된 그룹인 것으로 나름 추측해 볼 수 

있다.

6) 제 7그룹 - POSTECH, 한국산업기술대 중심

<그림 32> 그룹7(POSTECH, 한국산업기술  심)

좌측상단의 밑으로 3번째 옆으로 첫번째 연구 그룹은 

POSTECH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과 한국산업기술대와 국민

대 소속의 연구자들이 연결된 그룹이다. 여기서도 중심이 되거

나 각 기관의 연결고리가 되는 역할을 하는 연구자를 찾아 볼 

수 있다. 

7) 제 8그룹 - 충남대, 핵융합연구소 중심

<그림 33> 그룹8 ( 충남 , 핵융합연구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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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상단의 밑으로 3번째 옆으로 2번째 연구 그룹은 행융합연

구원과 충남대를 연결한 그룹임을 볼 수 있다. 이 그룹에서는 

한 연구자가 연결역할을 하고 있음을 그림을 통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연구자 그룹중에서 2개 이상의 소속연구자들이 

연관된 그룹을 대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어떤 연구

단체가 같이 공통으로 연구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고 

각각의 연구자들이 이 그룹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2. 연구자 중심도 분석

넷 마이너에서는 연구자 그룹에서 각 연구자들의 역할의 연결 

비중을 수치로 계산하여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중심

도 분석이라고 한다. 이 중심도 분석을 통해 여러 연구자들과 

연결 관계가 많은 연구자들을 가운데 부분에 더 가까이 나타나

게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중심에 나타나는 연구자 대체로 많은 논문의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어떤 기관의 장이거나 대학에서는 지도교수

일 경우가 많으며, 또한 여러 기관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심에 있는 연구

자라고 해서 반드시 연구 실적이 아주 좋거나, 좋은 논문을 썼

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이는 논문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

한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3. 맺으며

학술대회가 며칠간의 논문 발표 행사로서 끝나버리지 않고, 

논문과 저자 자료들을 관리하여 학회에서 장기적으로 잘 정리

해주면 분야별 분석, 키워드 분석, 연도별 분석 등 많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분석을 통해 논문의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었는데, 연구자 본인이나 학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과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논문 발표시 논문의 키워드를 넣게 되는데 이들 키워드

를 분석하면 어떤 성격의 논문들이 발표 되고 있는지 하는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논문에 맞는 적절한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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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넣은 것이 중요하나 대체로 그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들이 키워드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학회에서 학술대회의 키

워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거나, 외국의 학회처럼 키워

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자들의 이름과 소속기관도 여러 형태로 사용되어 

상당히 많은 오류를 주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논문의 

경우는 한글과 영문 표기가 같이 병행되어 있으며, 한글의 경우 

크게 문제가 없으나, 영문명의 경우는 이름과 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 문법상으로는 홍길

동의 경우 영문 표기로는 "Gil-Dong Hong", "Hong, Gil-Dong", 

"Hong, Gil Dong"의 3가지로 표기가 가능하나 Hong Gil Dong이

나 Gil-Dong, Hong은 표기는 맞지 않다. 그러나 맞는 표기의 

경우도 각각 사용하는 영문명에 따라 같은 동일한 연구자로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나 국내학술대회에서도 자신의 

연구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영문명으로 자신의 

이름을 통일하여 관리하는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저자일 경우에는 주 저자가 나름 판단하여 이름을 영문으로 

올리기 때문에 더욱 이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름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경우 "KAIST"를 예로 들면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등의 여러 명칭으로 혼란을 일으키

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러한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분석에도 

매우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학술대회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가 많아 기관의 

수를 잘못 분석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저자 소속의 경우에 대학

명만 표기하는 경우, 또는 대학과 학과까지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관의 경우에는 회사명, 부서, 부서내 연구실명까지 

쓰는 각각의 경우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회에서 

통일하여 어디까지 표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2011년에 개최된 대한기계학회 추계학술대회의 

연구그룹과 연구자들을 나름 분석해 보았다. 한번 열린 학술대

회를 통해 이렇게 기계공학의 전체 연구그룹을 분석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다만 이런 자료를 통해 해마다 점진적으로 

분석해보고 10년 이상의 추이를 살필 수 있다면 한국의 기계공

학의 연구그룹과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분

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자 분석은 

연구자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그룹을 통해 연구자

들이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또한 어떠한 연구그룹과 

교류를 통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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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메트릭 해외학술대회 참관기

1. 학회 개요

미국기계학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 

산하 IGTI(International Gas Turbine Institute)가 매년 주

최하는 Turbo Expo 국제학술대회가 지난해 스코틀랜드 글라

스고우에서 개최한 데 이어 올해에는 지난 6월 6일부터 10일까

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남서부에 있는 도시인 밴쿠버 

내 밴쿠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미국기계학회의 IGTI

에서 주관하는 가스터빈 분야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Turbo Expo 국제학술대회는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의 포맷에 

따라 학술 및 기술적 주제를 토론하는 Technical Congress와 

세계적인 산업체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전시회(Exhibition)가 

동시에 개최되어 항공기 엔진 등 가스터빈을 포함한 터보기계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최신기술에 관한 실무 및 학술적 경향

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2. 최신 연구 동향

본 IGTI Turbo Expo 국제학술대회는 매년마다 세계 각지 산

학 연에서 가스터빈 관련 연구자들이 참가하며, 올해에도 

어김없이 약 2000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참가하였다. 터보기계 

분야에서 단연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회이니만큼 학

회 일정도 5일간으로 진행되어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였다. 본 

국제학술대회는 일반적으로 가스터빈과 관련된 Technical 

Committee를 중심으로 다수의 세션이 구성되나, 올해에는 

Fans & Blowers의 Technical Committee도 추가로 구성이 

되어 진행되었다. 이는 그만큼 홴과 블로워도 가스터빈 입구에

서의 역할 및 소음 등과 관련하여 현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에는 약 950편 정도의 논문이 발표

되었으며, 그 중 필자의 전공인 터보기계 설계 분야의 논문 편

수는 총 236편으로 그와 관련된 각 Technical Committee별 

논문 분포는 Table 1과 같다.

Fig. 3은 올해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의 터보기계 설계 관련 

논문 분포 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논문 분포 수를 살펴보면 각

각 161편, 235편 및 236편에 달한다. 이 중 터보압축기에 관한 

논문은 각각 60편, 79편 및 116편이며, 터보압축기의 안정성과 

작동 영역을 늘리기 위한 능동 및 수동제어방법으로서 공기분

사방식 및 케이싱 트리트먼트 등에 관한 논문은 각각 16편, 13

편 및 18편으로 압축기 관련 발표논문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연구동향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예전에는 대부분 압축기 블레이드 형상의 변화로 인한 

압력비나 효율을 극대화하기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면, 최

근에는 응용 분야 및 시스템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작동 

영역이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압을 얻기 위해 서지라인 

4



METRIC 연구동향집 2011년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38

인근 저유량 영역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능동 및 수동제어방법

을 통해 작동 안정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터보압축기의 주요 관심분야로 실속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작동영역을 늘리기 위한 스톨마진 

향상에 관한 연구들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주요 연구 발표 내용 

3.1 Keynote Session - Roland Fischer, CEO of Business 

Unit Products – Fossil Power Generation, Siemens Energy

올해의 keynote session은 세계적인 가스터빈 회사인 Pratt & 

Whitney, Siemens Energy 및 GE Energy 사에서 "Clean and 

Efficient Turbomachinery Technologies for Future Low 

Carbon Economies"

란 주제에 관해 발표되었으며, 그 중 Siemens Energy 사의 

Roland Fischer 연사의 발표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Siemens Energy 사의 Roland Fischer 연사는 향후 저

탄소 배출을 위한 가스터빈의 전망과 이를 위해 개발될 가스터

빈에 관하여 약 30여분간 발표를 진행하였다. 주로 발표의 서론

부에서는 가스터빈의 재생에너지 공급으로부터 환경보호 및 

그에 따른 경제효율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흐름을 이어가 결론부에서는 Siemens Energy 사의 저탄소용 

가스터빈 SGT-8000H를 소개하였다. 가스터빈 SGT-8000H는 

60%의 효율을 가지며, simple cycle power plant에서는 375MW

의 출력과 combined cycle power plant에서는 557MW의 출력

을 내며, 고효율 저탄소용으로 환경친화적인 가스터빈이라고 

소개하였다.

3.2 Research Papers – Kim, J. H., Choi, K. J., and Kim, 

K. Y. (Inha University, Korea), "Optimization of a Transonic 

Axial Compressor Considering Interaction of Blade and 

Casing Treatment to Improve Operating Stability," Proceedings 

of ASME Turbo Expo 2011, GT2011-45404.

필자가 본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본 연구에서는 천음속 

축류압축기의 케이싱 트리트먼트의 장착과 함께 작동 안정성 

향상을 규명하고자 삼차원 RANS(Reynolds-averaged Navier- 

Stokes) 해석과 반응면 기법을 바탕으로 다중목적 진화알고리

즘을 결합한 다중목적 수치최적설계를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케이싱 트리트먼트와 압축기 블레이드의 상호작용에 따른 효율

과 스톨 마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블레이드 팁 간극, 블레

이드 팁에서의 각도 분포 및 케이싱 그루브의 깊이를 설계변수

로 선정하였고, 수치최적설계로부터 도출된 파레토 최적해 내 

클러스터링 된 최적형상들을 토대로 기준형상과 비교 및 분석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케이싱 그루브의 깊이가 깊을수록 블

레이드의 압력면과 흡입면에서 발생하는 압력구배가 더욱 줄어

들면서 결국 주유동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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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에 따른 영향과 함께 블레이드 팁에서의 각도가 줄어듬

에 따라 입사각이 줄어들게 되어 결국 팁 누설와류가 블레이드 

사이 통로의 중앙 부근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블레이드 팁 스톨

이 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 약간의 효율 감소와 함께 스톨 

마진이 더욱 증가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였다.

3.3 Research Papers – Hiradate, K., Nishioka, T., 

Kanno, T., Sugimura, K., Shinkawa, Y., and Joukou, S. 

(Hitachi, Ltd., Japan), "Improvement in Efficiency and 

Stall Margin of Centrifugal Blower Impeller by Multi- 

Objective Optimization," Proceedings of ASME Turbo Expo 

2011, GT2011-45351.

본 연구는 일본의 Hitachi 사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본 연구에

서는 원심블로워의 효율과 스톨 마진을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다중목적 수치최적설계를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진화알고리

즘과 삼차원 RANS 해석을 결합하여 다중목적 수치최적설계를 

수행하였으며, 두가지 타입의 원심블로워 임펠러 해석을 바탕

으로 수치최적설계를 수행함으로써 스톨 마진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블레이드 흡입면 부분에서 와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는 스톨 마진 발단의 원인으로 규명하였다. 따라서 

블레이드 흡입면 부분에서 발생하는 와류를 저감시키고자 다중

목적 수치최적설계를 수행하여 도출된 최적형상으로부터 기준

형상에 비해 1.8%의 효율 향상과 함께 5%의 스톨 마진 향상을 

얻었다. 그들은 본 연구를 통해 원심블로워 임펠러 내에서 발생

하는 와류의 저감을 바탕으로 효율과 스톨 마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3.4 Research Papers – Muller, M.W., Schiffer, H.P. 

(Darmstadt University of Technology, Germany), Voges, 

M. (German Aerospace Centre, Germany), and Hah, C. 

(NASA Glenn Research Center, USA), "Investigation of 

Passage Flow Features in a Transonic Compressor Rotor 

with Casing Treatments," Proceedings of ASME Turbo 

Expo 2011, GT2011-45364.

본 연구는 독일의 Darmstadt University of Technology 및 

German Aerospace Centre와 미국의 NASA Glenn Research 

Center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로 천음속 터보압축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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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브 및 슬럿과 같은 케이싱 트리트먼트를 장착하여 그에 따른 

유동특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케이싱 트리트먼트를 

장착하지 않은 기준형상, 그루브를 장착한 형상, 슬럿을 장착한 

형상, 스윕을 가진 블레이드 형상 및 스윕을 가진 블레이드에 

그루브를 장착한 형상에 관하여 성능시험 및 수치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이로부터 각각의 형상에 따라 스톨 마진의 성능 비교 

및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 측정을 통해 유동 특성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슬럿을 장착한 압축기에서 41.6%의 최대 

스톨 마진 증가와 함께 다소 감소된 효율 특성을 보여주었으며, 

그루브를 장착한 형상에서는 25.5%의 스톨 마진 증가를 보여

주었다. 또한 스윕을 가진 블레이드 형상 및 스윕을 가진 블레이

드에 그루브를 장착한 형상에서는 각각 24.9% 및 29%의 스톨 

마진이 증가된 성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험 및 

PIV를 수행하여 스톨 마진의 특성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신뢰성있는 연구로 판단되며, 향후 압축기의 스톨 마진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좋은 참고문헌으로 사용될 가치 있는 

연구로 사료된다.

3.5 Research Papers – Carnie, G., Wang, Y., Qin, N. 

(University of Sheffield, UK), and Shahpar, S. (Rolls 

Royce, UK), "Design Optimization of Casing Grooves 

using the Zipper Layer Meshing Method," Proceedings of 

ASME Turbo Expo 2011, GT2011-45483.

본 연구는 영국의 Sheffield 대학과 Rolls Royce 사에서 공동

으로 수행한 연구로 그루브를 장착한 천음속 압축기에 대하여 

스톨 마진을 향상 시키고자 케이싱 그루브에 관하여 Zipper 

Layer Meshing Method라는 새로운 격자계 방법을 적용하여 

수치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Zipper Layer 

Meshing Method는 수치해석 시 압축기와 그루브 도메인의 인

터페이스에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해석의 정확성을 검증하

였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한 결과, 기준

형상은 15.061%의 스톨 마진을 예측한 데 반해 그루브를 장착

한 압축기 형상은 15.76% 및 수치최적설계로부터 도출된 최적

형상은 15.787%의 스톨 마진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그루브를 

장착한 형상들은 기준형상에 비해 약간의 효율 감소를 가져왔

다. 본 연구는 그루브를 장착한 압축기에 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좋은 방법을 제시하며, 또한 장착되는 

각 그루브들의 높이를 설계변수로 사용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하

였다는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준다고 사료된다.

3.6 Research Papers – Legres, G. (Snecma-Safran Group, 

France), Gourdain, N. (Cerfacs, France), Trebinjac, I., and 

Ottavy, X. (LFMA, France), "Analysis of Unsteadiness on 

Casing Treatment Mechanisms in an Axial Compressor," 

Proceedings of ASME Turbo Expo 2011, GT2011-45806.

본 연구는 프랑스의 Snecma-Safran Group과 Cerfacs 및 

LFMA 사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로 그루브를 장착한 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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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축류압축기에 대하여 삼차원 RANS 및 URANS 계산을 수행

하여 스톨 마진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사용된 축류압축기는 다단 축류압축기로 각단의 로터

에 케이싱 그루브를 장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의 정확

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준형상과 케이싱 그루브를 장착한 형상

에 관하여 성능시험결과와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압력비와 효

율의 비교를 통해 해석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시간에 

따른 비정상 계산으로부터 기준형상과 케이싱 그루브를 장착한 

형상에서 발생하는 스톨 유동의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는 다른 연구들과는 다르게 다단 축류압축기의 각단

에 케이싱 트리트먼트를 설치하여 삼차원 RANS 및 URANS 

해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다단 축류압축기의 스톨 마

진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좋은 문헌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케이싱 그루브를 통해 각단에서 발생하는 스톨 메커니즘

에 관한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좋은 연구로 판단된다.

3.7 Research Papers – Heinichen, F. Gummer, V. (Rolls 

Royce, Germany) and Schiffer, H. P. (Darmstadt University 

of Technology), "Numerical Investigation of a Single 

Circumferential Groove Casing Treatment on Three 

Different Compressor Rotors," Proceedings of ASME 

Turbo Expo 2011, GT2011-45905.

본 연구는 독일의 Rolls Royce 사와 Darmstadt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다른 형상을 가진 천음속 터보압축기 로터와 스테이터에 

대하여 하나의 그루브를 장착하여 그에 따른 유동특성을 조사

하였다. 압축기 형상 1은 고압력을 내는 제트 엔진으로 허브 

반경이 큰 로터를 가진 압축기와 스테이터로 구성되며, 압축기 

형상 2는 입구 가이드 베인까지 포함하였으며, 압축기 형상 3은 

다단 압축기에 사용되는 압축기로 압축기 형상 1과 2와는 다른 

날개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 세가지 다른 압축기 형상은 하나의 

그루브 장착과 함께 삼차원 RANS 해석을 통하여 스톨마진의 

메커니즘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스톨 메커니즘은 충격파와 

와류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또

한 그루브 장착과 함께 세가지 다른 압축기 형상의 스톨 마진을 

그루브를 장착하지 않은 형상과 비교하여 각각 18.4%, 12.6% 

및 10.3%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4. 전시회 

전시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학회기간 중 3일에 걸쳐 개최되

었으며, 세계적인 가스터빈 회사인 Pratt & Whitney, Solar 

Turbines 및 GE 사 등을 비롯하여 가스터빈 부품 제작사, 연구소 

및 터보기계 설계 및 삼차원 해석 프로그램 ANSYS, CD-adap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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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Concepts NREC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 세계 각지의 다양

한 기관에서 전시가 있었다. 작년보다는 규모나 참가한 업체들

의 수가 작아졌지만 전시된 다양한 제작사의 가스터빈을 보고, 

또한 직접 직원들과 이야기도 나누어 보며 현 관련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시회에 

참여한 여러 업체에서 전시회에 참여한 방문자들에게 세미나를 

통해 홍보 및 최신 동향에 관한 교육을 가져서 여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항상 전시회를 보며 많은 것을 느끼

지만 가장 아쉬웠던 점은 우리나라에서 전시회에 참여한 기업

들은 없었던 점이다. 우리나라에도 가스터빈 제작 관련으로 여

러 업체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세계적으로 큰 행사에 

참가하여 세계 업체들의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력을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 언

ASME IGTI Turbo Expo는 필자가 2009년부터 참가한 국제

학술대회로 항상 참가할 때마다 많은 지식과 필자의 연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학술대회이다. 그러나 항상 참가

하면서 아쉬운 점은 가스터빈을 비롯한 터보기계 분야의 한국 

연구자들이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하여 일본 및 중국의 연구자

들에 비해 수가 매우 적었다는 점이다. 또한 해마다 본 학술대회

의 아시아 참가 논문 수 및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아시아 내에서도 한국의 비중은 특히 매우 적다. 본 국제학

술대회는 해마다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유럽 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할 예정이므로 내

년에는 금년보다 많은 한국의 연구자 및 업체들이 참여하여 

세계적인 연구 동향을 비롯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를 바란

다. 또한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를 계기로 향후에는 아시아에서

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본 학회의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필자의 지도교수인 김광용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김진혁 박사

인하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전산유체공학연구실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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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개요

10번째 생일은 맞은 IEEE/ASM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Intelligent Mechatronics (AIM) 학회는 1992년

에 시작되어 매년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이다. 본 학회에서는 기

계와 전기전자 분야를 아우르는 메카트로닉스 (Mechatronics) 

분야를 다룬다. AIM 2011 학술대회는 지난해 캐나다 몬트리올

에서 개최한 데 이어 올해에는 7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었다. IEEE Robotics and Automation 

Society(RAS), IEEE Industrial Electronics Society (IES), ASME 

Dynamics System and Control Division(DSCD)의 후원을 받

는 AIM 학회는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엄선된 약 200편

의 연구결과를 구두발표 (Oral Presentation) 형태로 서로 아

이디어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토론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세계 각지의 산 학 연에서 메카트로

닉스 관련 연구자 3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

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구동기 (Acuator), 

센서 (Sensor), 로봇 (Robot) 의 개발과 최적화, 기계와 전자가 

융합된 시스템의 제어 및 알고리즘 개발 등 기계와 전자가 융합

된 학문이 많이 소개되었다. 특히, 세계적인 메카트로닉스 분야 

거장 (KUKA社 CEO-Ralf Koeppe, Prof. Carnegie Mellon 

Univ.–Metin Sitti, Prof. Eotvos Univ.–Adam Miklosi,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Takanori Shibata) 들을 모시고 특별세미나를 열어 최

근 연구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본 특별세미나를 듣는 동안 개별적으로 연

구되어오던 연구가 서로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융합되고 있다는 것과 기계와 전기전자 융합 뿐만 아니라 감성

로봇 또는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심리

학과 같은 인문학까지 복합적으로 융합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

다. 본 AIM 학회는 IEEE ASME Transaction on Mechatronics 

(TMECH) 저널의 대표 학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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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 발표 내용

2.1. Plenary Talk – Metin Sitti, Professor of Carnegie 

Mellon University, USA – Miniature Mobile Robots Down 

to Micron Scale

"Miniature Mobile Robots Down to Micron Scale"이라는 

주제로 초청세미나를 하신 카네기 멜론 대학 교수 Metin Sitti

는 1999년 도교대학에서 Atomic Force Microscope (AFM) 주

제로 졸업한 후 마이크로 스케일 사이즈 분야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현재는 새로운 개념의 초소형 모바일 로봇을 만들고 

있다. 1시간 남짓한 세미나 동안 목이 터져라 열변하신 그의 

모습에 자신의 연구분야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최근 4년 동안 실험실 학생들과 50편에 가까운 SCI급 저

널을 출판했다는 사실에 얼만큼 치열하게 연구에 몰입했었는지 

짐작하게 했다. Macro Scale과 달리 Micro Scale에서는 관성

에 비해 표면장력과 항력의 영향이 커진다. 이런 특징을 이용하

여 Fig.7과 같이 강한 접착 특성을 지닌 버섯모양의 마이크로 

섬유 접착제를 개발하였고, 이를 다양한 모바일 로봇에 적용하

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Fig.8의 Gecko 로봇이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는 마이크로 사이즈의 개별 또는 그룹 별로 제어 

가능한 초소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Fig.9는 현재 개발 중인 

마이크로 로봇으로 초소형의 영구자석을 외부의 자기장 변화를 

이용하여 개별 또는 그룹별로 제어 가능하다.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박사 졸업 

후 10년 만에 한 분야의 대가가 된 그의 발자취는 많은 연구자들

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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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esearch Paper – Ha, Chang-Wan, Rew, Keun-Ho, 

and Kim, Kyung-Soo (KAIST, Korea) – "Formulating a 

Laplace domain approach for tuning motion profile", 

Proceeding of AIM2011, pp. 356-360. (TA1.2)

필자가 본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본 연구에서 초고속 초

정밀 이송장비 또는 로봇의 핵심 기술인 잔류진동 (Residual 

vibration) 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움직임을 얻기 위한 모션프

로파일 (Motion profile) 설계방법을 Laplace domain상에서 

해석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다리꼴 속도 프로파

일 (Trapezoidal velocity profile), S-curve (S-curve), 비대

칭적 S-curve (Asymmetric S-curve, AS-curve)에 대해 극

영점상쇄 (Pole-Zero cancelation)개념을 이용하여 통합된 설

계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핵심아이디어는 시스템의 

진동모드를 표현하는 극점 (Pole)을 모션프로파일에 의해 만들

어지는 영점 (Zero)으로 상쇄시킴으로 잔류진동을 최소화한다

는 것이다. 또한 모델링오차 (Modeling error)에 대해 제안된 

설계방법론의 강인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시뮬레이션과 실험

으로 검증하였다. 본 발표는 피드백에서만 다루던 강인성 해석

을 오픈루프 제어기법인 모션프로파일 설계에 반영했다는 점에

서 많은 관심이 주목되었다. 제안된 설계방법론은 해석적이고 

간단하다는 점에서 잔류진동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움직임을 

만드는 모션프로파일 설계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디자인 가이

드라인을 제공하리라 사료된다.

2.3. Research Paper – Kim, Young-Keun, Koo, Jeong-  

– "Developing a Real Time Controlled Adaptive MRE-based 

Tunable Vibration Absorber System for a Linear Cryogenic 

Cooler", Proceeding of AIM2011, pp. 287-290. (MC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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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AIST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Magnetorheological 

Elastomer (MRE)라는 스마트물질(Smart material)을 이용

하여 가변진동흡수체 (Tunable vibration absorber, TVA)를 

개발한 내용이다. 특히, 정찰인공위성에서 이미지센서 냉각을 

위해 극저온 냉각기 (Cryogenic cooler)를 사용해야만 하는데 

냉각기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해 이미지센서로부터 선명하

고 깨끗한 이미지 획득이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각기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흡수하는 진동흡수체 설계가 필수

적인데, 본 논문에서는 MRE 라는 스마트물질을 이용한 가변진

동흡수체를 설계하였다. MRE 물질은 가해주는 자기장에 따라 

강성이 변하는 물질로 이 성질을 이용하여 가해주는 자기장에 

따라 가변진동흡수체의 작동주파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저자

는 정찰인공위성의 프로토타입 (Prototype)을 만들고 제안한 

가변진동흡수체을 장착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

은 신소재 물질이 진동절연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좋은 

참고문헌이 되리라 사료된다. 

2.4.Research Paper – Daisuke Hirroka, Koichi Suzumori, 

and Takefumi Kanda (Okayama Univ., Japan) – "Continuous 

Air Control Using Particle Excitation Valve", Proceeding 

of AIM2011, pp. 291-296. (MC3.2)

본 연구는 Okayama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피에조 구동

기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공압밸브 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Fig.17과 같이 구멍이 있는 얇은 박막에 Particle들이 구멍을 

막고 있을 때 얇은 박막 둘레로 설치된 피에조 구동기가 가진 

되면 Particle들이 가해지는 진폭에 의해 선택적으로 진동하여 

유량이 제어되는 밸브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가해지는 공기 

압력과 가진 되는 진폭에 따라 Particle들이 진동하는 관계를 

수치적으로 계산하였고, 이를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였다. 피

에조의 가진 진폭이 작을 때에는 변형이 많은 얇은 박막 중심부

분에 위치한 Particle만 진동하며, 피에조 진폭이 커짐에 따라 

Particle 진동이 얇은 박막 가장자리까지 확장된다. 이런 수치

적 결과를 바탕으로 Fig.18과 같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Fig.19와 같이 가해지는 진폭 별로 Particle 들이 선택적으로 

진동하여 유량이 제어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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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Research Paper – Takashi Sonoda and Ivan Godler 

(Fukuoka Industry, Science & Tech. Foundation and 

Univ. of Kitakyushu, Japan) – "Position and Force Control 

of a Robotic Finger with Twisted Strings Actuation", 

Proceeding of AIM2011, pp. 611-616. (TC1.3)

본 연구는 일본의 Fukuoka Industry, Science & Tech. 

Foundation과 Univ. of Kitakyushu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연

구로 2010년도 동일 학회(AIM)에서 소개된 줄꼬임 (Twisted 

String Actuation)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로봇 손가락 설계 및 

제작과 이를 제어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줄꼬임 메커니즘은 

Fig.21과 같이 두 가닥의 줄을 꼼으로써 기어와 같이 힘을 증폭

하는 메커니즘이다. 줄꼬임 메커니즘은 가볍고 간단한 구조이

기에 로봇손가락과 같은 초소형 구조체에 적용하기 알맞다. 본 

연구진은 줄꼬임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사람 손가락 크기의 큰 

파지력을 얻을 수 있는 로봇 손가락을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또한 비선형적인 특성을 갖는 로봇 손가락에 PI제어기를 이용

하여 위치제어 및 힘제어를 수행하였다. 본 발표를 들으며 초소

형 사이즈의 하드웨어 부재로 소강상태에 있었던 로봇분야에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줄꼬임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무척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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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Research Paper – Cheng Chiao-Hua and Hung 

Shao-Kang (National Chiao Tung Univ., Taiwan) – "The 

Design and Characteristic Research of a Dual-Mode 

Inertia Motor" – Proceeding of AIM2011, pp. 605-610. 

(TC1.2)

본 논문은 타이완의 National Chiao Tung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2개의 피에조 구동 조합을 이용하여 직선과 회전 운

동을 만들 수 있는 dual inertia motor 개발과 그 특성 분석에 

관한 내용이다. Inertia motor는 Fig.25와 같이 피에조 구동기

에 비대칭적인 입력신호를 가하여 rotor를 이동시키는 구동기

로 (1)-(2)와 같이 느린 입력신호에 대해서는 stator와 rotor간

의 마찰력이 rotor의 관성보다 커서 stator와 rotor가 같이 움

직이고, (2)-(3)과 같이 빠른 입력신호에 대해서는 관성이 마찰

력보다 커서 stator만 움직인다. 이를 이용하여 rotor를 이동시

키는 것이 inertia motor이다. 본 논문은 2개의 inertia motor

를 병렬로 연결하여 26과 같이 직선운동 또는 27과 같이 회전운

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제

안한 dual mode inertia motor는 동시에 직선과 회전운동을 

얻을 수 없지만 inertia motor 1개를 이용할 때에 비해 더 큰 

파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더 다양한 

입력파형의 조합을 이용할 경우 더 많은 자유도를 얻을 수 있으

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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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Research Paper – Yoshihiro Hirayama, Kazuyuki 

Suzuki, and Taro Nakamura (Chuo Univ., Japan) – 
"Development of a Peristaltic Pump Based on Bowl 

Peristalsis" – Proceeding of AIM2011, pp. 748-753, (WA1.4)

본 연구는 일본의 Chuo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장(腸)의 

연동운동을 응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범프를 개발한 내용이다. 

장의 연동운동은 점성이 큰 액체 뿐만 아니라 액체와 고체가 

썩인 혼합물까지 별 무리 없이 운반할 수 있다. 또한 운동력이 

장 전반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어 심한 굽힘으로 마찰력이 심한 

곳에 사용이 용이하고 소형 구동기를 분산배치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이런 장점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Fig.30과 같이 

인공근육형 공압 구동기를 이용하여 장의 연동운동을 모사한 

펌프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펌프는 점성이 큰 액체 뿐만 아니라 

Fig.31과 같이 액체와 고체가 혼합된 물질까지 이동시킬 수 있

었다. 또한 동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연동운동 메커니즘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소형의 구동기들을 분산 배치하

여 하나의 구동기로는 얻을 수 없는 장점을 얻었다는 점과 기존

의 방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펌프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좋은 참고자료가 되리라 사료된다.

3. 참관 후 느낀 점

AIM 학회는 2009년도부터 필자가 관심을 가졌던 국제학술대

회로 많은 지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필자의 연구에 대한 강한 자극을 주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도 느꼈듯이 항상 아쉬운 점은 한국 연구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300명이 넘는 참가자 중 한국 연구자들은 20여명에 그치는 수

준이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은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다. 임원진 구성만 보아도 임원의 25%를 일본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내년 AIM 학회는 가까운 타이완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금년보다 더 많은 한국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세계적인 거장들과 최신의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열띤 토론을 

통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끝으로 본 학회에 참석

을 할 수 있도록 논문을 지도해 주신 필자의 지도교수인 김경수 

교수님과 류근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하창완 박사

KAIST, 기계공학과

 MSC 연구실, 박사과정



METRIC 연구동향집 2011년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50

1. ECCOMAS 2011

ECCOMAS는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ational Methods 

in Applied Sciences의 약어이다. ECCOMAS는 2년을 주기로 

홀수 해에 열리는 국제 학술 대회로써, 유럽에서는 짝수 해에 

개최되는 IMSD(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body 

System Dynamics)와 더불어 동역학 분야에서 중요한 학회이

다. 2003년 제 1회는 포루투갈의 리스본, 2005년 2회는 스페인 

마드리드, 2007년 3회는 이탈리아 밀란, 2009년 4회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했으며, 올해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

었다.

2. 최신 연구 동향의 흐름

- Flexible Multibody Dynamics

탄성체 동역학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FFRF(Floating Frame of Reference Formulation)로 

1970년대 개발된 탄성체 해석 기법이다. 진동 모드를 사용하는 

이 기법은 현재 대부분의 탄성체 동역학 소프트웨어에 사용되

고 있다. 다른 하나는 2000년대를 전후로 하여 Shabana 교수

에 의해 개발된 유한 요소 법에 기반을 둔 ANCF(Absolute 

Nodal Coordinate Formulation)이다. 탄성체 해석에서 다물

체 동역학은 유한 요소법에 비해 획기적인 방법으로 기술 개발

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탄성체 동역학 분야에서 

FFRF 및 ANCF의 발표 편수가 거의 대등했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1) FFRF는 ANCF에 비해 개발된 지 30년 정도 더 오래된 기법

으로 축적된 기술이 충분하며, 진동 모드를 선택적으로 사

용함으로써 자유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ANCF는 3D 요소인 solid 요소에 대한 개발이 미흡한 실정

이며, 큰 자유도로 인해 개발 과정도 순탄치 않으리라 판단

된다.

3) 실체 탄성체 중에 대변형(large deformation)을 표현할 

수 있는 재료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대부분의 대변위

(large displacement)는 FFRF로도 충분히 표현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FFRF에 대한 유용성은 더욱더 

부각되었으며, ANCF를 활용한 연구 역시 꾸준히 이루어지리

라 판단된다.

- Biomechanics

'Biomechanics'분야는 20편이 소개되어 약 11%의 비중을 차

지하였다. 이전의 'Biomechanics'분야의 논문을 보면 인체의 

운동 해석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물체 

동역학을 통한 인체의 운동 해석은 운동의 해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 기술의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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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요약 

1) Higher order beam elements based on the 
absolute nodal coordinate formulation

  저자: Marko K. Matikainen (marko.matikainen@lut.fi), 

Oleg Dmitrochenko (oleg.dmitrochenko@lut.fi), 

Aki Mikkola (aki.mikkoa@lut.fi)

  소 속: Lappeenranta University of Technology

  분 야: Flexible Multibody Dynamics

- 연구 배경

1. ANCF의 고차원 요소를 이용하여 Poisson locking 현상을 

해결하고자 함.

2. ANSYS 빔 요소와의 비교를 통해 수치해를 검증함으로써, 

ANCF의 유용성을 판단.

- 주요 내용

1. Oleg Dmitrochenko에 의해 정의된 법을 이용하여 빔 요소

가 지니는 자유도를 정의한다.

2. 이 논문에서 사용된 ANCF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결 론

1. cantilever beam의 한 쪽 끝 단을 고정 시킨 경우에 대한 

다른 끝 단의 변위가 나타나 있다.

2. ANCF 요소 중 요소의 경우 trapezoidal mode를 표현 할 

수 없음으로 인해 Poisson locking이 발생하고 따라서 해

에 근접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2) The behavior of unwinding cables including 
bending effect

저 자: Kun-Woo Kim (cae99110@pusan.ac.kr), Jae- 

Wook Lee (jaewk@pusan.ac.kr), Wan-Suk Yoo 

(wsyoo@ pusan.ac.kr)

(wsyoo@pusan.ac.kr)

소 속: Department of Mechanical System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분 야: Flexible Multibody Dynamics

- 연구 배경

1. 유도 미사일과 통신을 하기 위한 유도선 및 섬유가 풀릴 

때 발생하는 거동 해석 및 예측은 풀림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하므로 스풀 패키지에서 풀려 나오는 케이블의 

거동을 분석.

- 주요 내용

1. 케이블이 스풀 패키지로 풀리는 시스템은 원통좌표계에서 

정의한다.

2. 확장된 헤밀턴 정리로부터 지배 방정식을 유도한다.

- 결 론

1. 풀림 거동 해석에 사용된 물성치는 다음과 같다.

3) Modal truncation of power transmission 
belts and chains in multibody dynamics

   저 자: Adrijan Ribaric (ribaric@email.arizona.edu), 

Parviz E. Nikravesh (pen@ email.arizon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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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Department of Aerospace and Mechan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Arizona

분 야: Flexible Multibody Dynamics

- 연구 배경

1. 기존의 belt/chain은 매우 작은 요소로 이루어진 강체 혹은 

유한 요소 접근법을 통하여 해석하였는데, 계산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부분 모드 합성법(component mode 

synthesis)을 통하여 해석하도록 한다.

- 주요 내용

1. 축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을 고려하면 Fig. 5과 같이 고려할 

수 있는데, 이를 Fig. 6과 같이 belt/chain system으로 확장

한다.

2. pulley와 접한 노드는 c-nodes로 정의하고 접하지 않은 노드

는 f-nodes로 정의함으로써 운동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다.

- 결 론

1. 축 방향 이송 속도가 0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해석 결과가 나타나 있다.

2.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송 속도가 0인 경우는 움직임이 

대칭으로 일어나지만 이송 속도가 0이 아닌 경우는 이송 

속도 방향으로 belt가 이송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 A 3Dshear deformable finite element based 
on the absolute nodal coordinate formulation

저 자: Karin Nachbagauer (Karin.nachbagauer@jku.at), 

Johannes Gerstmayr (astrid.pechstein@jku.at), 

Astrid S. Pechstein(hans.irschik@jku.at), Hans 

Irschik (Johannes. gestmayr@lcm.at)

소 속: Institute of Technical Mechanics, Johannes 

Kepler University Linz

분 야: Flexible Multibody Dynamics

- 연구 배경

1. ANCF를 활용하여 3개의 노드를 지니는 3차원 요소를 정의함.

2. Poisson locking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방정식을 Poisson 

ratio를 고려할 때와 고려하지 않는 경우를 선형 중첩으로 

나타냄.

- 주요 내용

1. 한 요소 내에 3개의 노드를 정의하며, 축 방향의 기울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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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성 행렬 유도 시 'standard continuum mechanics based 

formulation', 'enhanced continuum mechanics based 

formulation', 'structural mechanics based 

formulation'를 활용하여 유도함으로써 제안한 요소의 타

당성을 수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 결 론

1. cantilever beam에서의 변위, 모멘트, 고유 진동수를 비교

해 봤을 때 제안한 요소가 타당함을 알 수 있다.

2. 수치 해의 비교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ANSYS, ABAQUS, 

MAPLE을 활용하였다.

5) An explicit-implicit integration method for 
multibody dynamics model based on a 
sybsystem synthesis method

저 자: Jong Boo Han, Wan Hee Jeong, Sun Soo Kim 

(sookim@cnu.ac.kr), Ji Hyeun Wang, Jae Young 

Kim (astrid.pechstein@jku.at)

소 속 : Department of Mechatronics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분 야 : Efficient Simulation and Real-Time Applications

- 연구 배경

1. 실시간 해석 혹은 효율적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부

분 시스템 합성법을 사용한다.

- 주요 내용

1. 다물체 시스템의 Differential Algebraic Equation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부분 시스템은 식 (2)에 기저 

시스템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부분 시스템은 외란이 발생하는 stiff한 시스템이므로 implicit 

적분법을 사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법을 사용하고 있다.

3. 기저 시스템은 non-stiff한 시스템이므로 explicit 적분법을 

사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Adams-Bashforth 3차 법을 사용

하고 있다.

- 결 론

1. 1/6 차량 및 1/2 차량에서 해석 결과가 상용 소프트웨어인 

ADAMS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분 시스템 합성

법을 사용할 경우 해석시간이 가장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6) Improvement of Maneuvering stability of a 
6X6 vehicle using control schemes

저 자 : Su-hee Jeon (jsh.meca@gmail.com), Jeong han 

Lee(maxkally@naver.com), Wan-suk Yoo (wsyoo@ 

pusan.ac.kr)

소 속 : Department of Mechanical System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분 야 : Vehicle Dynamics and Aerospace Applications

- 연구 배경

1. 6X6 견마로봇이 야지를 주행할 때 노면에 의하여 차체에 

진동이 발생하면 차량 시스템 불량 발생.

2. 안정적인 야지 주행을 위하여 스카이 훅 제어와 슬라이딩 

모드 제어를 적용.

- 주요 내용

1. 스카이 훅 제어를 6X6 견마로봇에 적용하기 위하여 힘의 

조건과 방향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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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슬라이딩 모드 제어를 6X6 견마로봇에 적용하기 위하여 

원하는 차량 움직임을 선정한 후, 차량의 상태값을 이용하

여 제어력 인가 조건을 설정하고 제어 법칙을 이용하여 

차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어력, 토크를 인가한다.

- 결 론

1. 전체적으로 슬라이딩 모드 제어가 스카이 훅 제어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7) An approach to characterize neural 
coordination during human gait

저 자: Silvia E. Rodrigo (srodrigo@gateme.unsj.edu.ar), 

Jorge A. Ambrosio (Jorge@dem.ist.utl.pt)

소 속: Universidad Nacional de San Juan

분 야: Biomechanics

- 연구 배경

1. 인체는 보행 시 중추 신경계로 부여 받은 운동 협응 및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 운동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이다.

- 주요 내용

1. 아래 그림과 같이 인체를 16개의 강체로 구성하고, 4개의 

회전 조인트, 11개의 구 조인트를 사용하여 총 43 자유도를 

지니도록 한다.

2. Cartesian 좌표계를 이용하며, Euler parameters를 사용

하여 critical case를 없애도록 한다

- 결 론

1. 제안된 phase portrait 법을 통해 운동체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다.

2. phase portrait 법으로부터 CRP(continuous relative 

phase)를 측정할 수 있다.

4. 학술대회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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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관 후 느낀점

5회 째를 맞는, 브뤼셀에서 개최된 ECCOMAS에는 총 9개의 

세부 분야 'Mechatronics Robotics and Control', 'Vehicle 

dynamics and Aerospace applications', 'Biomechanics', 

'Flexible Multibody Dynamics', 'Formulations and Numerical 

Methods', 'Contact and Constraints', 'Optimization and 

Sensitivity Analysis', 'Efficient Simulations and Real- 

Time Applications', 'Education, Validation and Software 

Development'로 이루어졌다. 'Multibody Dynamics'라는 하

나의 큰 틀에서 시작된 이번 학회를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9개의 세부 분야 중 특히 나에게 있어 주 관심이 된 분야는 

'Flexible Multibody Dynamics'. 탄성체 해석에 있어 다물체 

동역학 기법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해석 자유도

의 수가 무한에 가까운 FEM(Finite Element Method) 기법에 

비해 굉장히 작은 자유도를 지니기 때문이다. 약 30년전 FFRF 

(Floating Frame of Reference Formulation) 기법을 통한 탄

성체 해석이 시작된 이후로 2000년을 전후로 하여 개발된 

ANCF(Absolute Nodal Coordinate Formulation) 기법이 쌍

벽을 이루고 있다. 2009년 바르샤바에서 열린 ECCOMAS에서

는 ANCF에 대한 접근법이 탄성 다물체 동역학 세션에서 주를 

이루었다면 이번에는 FFRF 및 ANCF가 대등한 수준으로 발표

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탄성 다물체 동역학 해석 소프트웨어가 

FFRF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진동 모드 좌표를 택하는 FFRF 

기법이 절대 절점 좌표를 지니는 ANCF에 비해 더 작은 자유도

를 지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개발

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FFRF 기법이 꾸준히 거론되는 것이 

FFRF 기법이 지닌 또 다른 장점이 분명 존재할 것이므로 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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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얻었던 큰 성과 중 하나는 벨

기의 LMS 본사를 방문한 것이다. LMS는 B&K와 더불어 하드

웨어 중심의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분야로 진출한 기업이다. 아

직은 LMS 다물체 동역학 소프트웨어에서가 세계 시장에서 높

은 점유율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향후 제 1의 기업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것은 현재 어느 다물체 동역학 소프트웨어 기업도 

실험과 해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실험적 검증이 소프트웨어의 신뢰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교수님과 함께 우연히 방문하게 된 LMS. 몇 년 후 어쩌면 그 

곳에 있지 않을까…

김건우 박사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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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PC 2011 소개

47차 AIAA/ASME/SAE/ASEE (미 항공우주/기계/자동차/

공학교육 학회) Joint Propulsion Conference (연합 추진 컨

퍼런스, 이하 JPC)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에서 7월 

31일에서 8월 3일에 걸쳐 열렸다. 총 18개의 주제가 226개의 

세션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대표적인 7개 주제에 대한 분포는 

2010년 46차 JPC 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JPC에서는 학술 발표와 함께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금년의 

경우 NASA, GE, Pratt & Whitney, Rolls-Royce, SpaceX 

등의 회사가 참여하여 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프로그

램을 살펴볼 수 있었다.

2. 관련 업계 동향(2010~2011): 정부주도에서 
민간 주도 중심으로 

지난 7월 8일을 마지막으로 STS-135 미션과 함께 스페이스 

셔틀 아틀란티스호의 비행이 마감되었다. 미국의 스페이스 셔

틀 프로그램은 1981년을 시작으로 2011년 7월에 이르기까지 

총 135회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이 중 1986년 챌린저 호의 발사 

직후 공중 폭발, 2003년 컬럼비아 호의 지구 귀환 시 폭발과 

같은 대참사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가 마무리 되었다. 

1972년 아폴로 계획의 성공적 수행은 우주 개발에 대한 비전

을 제시하였지만, 예산에 있어서 NASA는 큰 압박을 받게된다. 

이에 재사용 가능한 경제적인 발사체의 개념으로 스페이스 셔

틀을 제안하였고, 닉슨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프로그램이 시작

되었다. 그러나 스페이스 셔틀의 경제성은 애초 기대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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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못했다. 초기 프로그램 기획자들은 스페이스 셔틀이 머

지않아 1,2주에 한번 꼴로 운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회 발사를 위해 5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돈먹는 하마

로 전락하였다. 이에 실제적으론 연간 3,4 회 정도의 운영만이 

실제적으로 운영되었다. 막대한 공공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

해 정부 주도하의 개발 프로그램은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미국

의 우주 정거장(ISS)으로의 수송 프로그램은 현 시점에서는 러

시아의 소유즈 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예정에 있으며, 차후 민간 

우주 개발 회사에 이양할 계획에 있다.

3. KEYNOTE 연설

학회 시작 첫날 가장 두드러진 키노트 연설은 민간 로켓 개발 

사의 대표주자 격인, spacex사의 40대 초반의 젊은 대표 Elon 

Musk 였다. 그는 이번 jpc의 vice organizer로 활동하며 

spacex의 민간 우주 개발에 대한 비전을제시하였다. 금번 키노

트 연설은 "Getting to Mars"란 주제로 spacex의 화성 탐사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질문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연설 초반은 회사에서 개발 중인 로켓에 대한 소개를 설명

하였다. Merlin 엔진을 탑재한 falcon 발사체의 성공과 Merlin 

엔진 9개를 클러스터로 묶어 사용한 falcon 9 발사체를 중점적

으로 홍보하였다. 특히, falcon 9은 현재 미국의 민간우주 개발

을 상징하는 발사체로써, 현재까지 두번의 발사 시도, 그리고 

두번의 모든 성공은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발사체 시장에

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 볼 수 있었다.

4. 주요발표 논문 정리 

액체 로켓 (인젝터 유동) 부문: C. Inoue et al., Numerical 

and Experimental Study on Liquid Jet Atomization at 

Near-Field of Coaxial Type Injector, AIAA – 2011 – 5925 

동축형 인젝터의 미립화에 대한 실험 및 계산을 통한 연구가 

동경대 그룹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CIP-LSM이라 불리는 계

산 기법을 이용하여 미립화 현상이 정성적/정량적으로 모사 

가능함을 제시하였으며, 이 기법이 관성력, 표면 장력, 점성 

및 중력을 고려하여 충분히 계산 가능함을 보였다. 액체를 둘러

싼 기체의 속도에 따라, 액체 제트의 동적 반응이 변화함을 발

견하였으며, 이는 선형 안정성 이론을 통해 비교되었다. 

액체 로켓 (연소 불안정성) 부문: Xia, Investigation of modeling 

and physical parameters on instability prediction in a model 

rocket combustor, AIAA – 2011 – 6030 

Hybrid RANS/LES 기법이 액체 로켓의 고압 연소기에서 안

정성 특성을 모델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병행하여 시험중인 

실험 장치 형상을 기반으로 모델화되었으며, 연료와 산화제가 

분리된 상태로 축대칭 연소기에 공급되었다. 시뮬레이션은 격

자 해상도, 화학 반응 속도론 (kinetics)을 변수로 수행되었으

며, 이후 챔버 압력과 입구 유동 조건을 달리하며 수행되었다. 

불안정성 예측에 있어서, 격자수와 화학반응 속도론이 영향을 

줌이 확인되었으며, 챔버압력은 미미한 효과를 보였다. 반면 

입구 유동 조건은 안정성에 큰 효과를 보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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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로켓 (노즐 유동) 부문: 

C. Yoon et al., Investigation of the Cap-Shock Pattern 

in a Thrust-Optimized Rocket Nozzle, AIAA – 2011- 5685 

대부분의 로켓에서 사용되는 bell type 노즐은 over-expanded 

(과도팽창) 상태에서 유동 분리와 함께 독특한 shock 구조를 

갖게 된다. 발사체 상승시, 점화 초기와 같은 스타팅 시퀀스에

서 발생되는 이러한 현상은 측추력을 갖게 되는 원인으로 제기

되고 있어 최근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이

다. 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 저자는 실험을 

통해 sub-scale thrust optimized contour (TOC) 노즐의 배

기 유동장을 측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동 구조를 구체적

으로 관찰하였다 . TOC 노즐의 배기 유동장은 Internal Shock 

을 통해 휘어진 Mach stem으로 구성된 Mach reflection 구조

로 분석될 수 있었으며, 이는 Truncated Ideal Contour (TIC) 

노즐의 배기 유동 구조와 차이를 보였다.

추진제 및 연소 부문: J. Dennis et al., Ignition of Gelled 

Monomethylhydrazine and Red Fuming Nitric Acid in an 

Impinging Jet Apparatus, AIAA – 2011 – 5706 

지난해에 이어 젤 추진제 분야는 여러 방면에서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퍼듀 그룹(Dennis et al.)에서는 충돌형 제트 인

젝터에서의 점화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기

존의 Technion 그룹(Natan et al.)에서 실시한 액적 점화 특성

에 관한 연구와 함께 연소실 내에서 젤 추진제가 반응하는 매커

니즘의 규명을 위한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원 추진제로 젤 상태

의 MMH와 RFNA를 각각 연료와 산화제로 사용하여 고속 카메

라를 통해 점화 특성이 가시화으며, 젤 상태가 아닌 추진제와 

비교를 통해서 그 특성을 구분지어 해석하였다. 그 결과, HPC

를 통해 젤화된 MMH의 경우, Aerosil을 통해 젤화된 RFNA와 

충돌 시, 높은 점도와 탄성으로 인하여 미립화와 혼합이 잘 이

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점화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Aerosil을 통해 젤화된 MMH의 경우, Aerosil을 통해 젤화된 

RFNA와 충돌 시, 기존의 추진제와 유사한 점화특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속 추진 부문: C. Bauer et al., Modeling of a Throtlleable 

Ducted Rocket Propulsion System, AIAA – 2011 – 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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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rn Chemie는 MBDA에서 개발되고 있는 전술 무기 시스

템의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독일의 회사로써 다양한 종류의 

추진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이번 JPC 에서 Bayern Chemie 

팀은 스로틀 가능한 덕트 로켓 (Throtlleable Ducted Rocket, 

TDR) 시스템의 모델링에 관하여 연구를 발표하였다. TDR은 

추진제 연료 유량 조절이 가능한 고체 추진제 램젯 엔진의 변형 

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가스 발생기 내에서 산화제가 부족하

게 혼합된 고체 추진제가 반응하여 연료 농후된 배기 상태로 

램 연소기로 공급되어 공기와 함께 반응되는 구조이다. TDR 

설계 및 해석에 있어서 엔진 내부의 기체 역학, 가스 제너레이

터 연소 및 램 연소를 포함한 사이클 모델링은 상당히 중요하

다. 무엇보다도 지상 시험을 통해서 검증될 수 없는 영역을 모

델링을 통해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을 제한된 수의 비행 

시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하이브리드 로켓 부문: M. Lazzarin et al., CFD simulation 

of a Hybrid Rocket Motor with Liquid Injection, AIAA – 
2011 – 5537 

CFD를 통한 하이브리드 로켓의 내탄도 모델에 관한 연구가 

Lazzarin et al.에 의해 이루어졌다. 현재 독일 및 이탈리아에서

는 유럽의 우주관련 기초 연구 프로그램에 의해 "Throtlleable 

Advanced Engine Project"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로켓에 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로켓의 내탄도 모델링은 

복잡한 물리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하다. 따라서 이를 단순화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연료 

그레인을 등온, no-slip 조건과 연료 소스 조건으로 가정하였

으며, 액체 인젝터는 파티클 인젝션 영역으로 가정되었다. CFD

해석을 통해 C* 효율이 계산되었으며 실험과 비교시 5% 내외

의 오차를 보였지만, 정성적으로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고체 로켓 부문: S. Ballereau et al., Evaluation method 

of thrust oscillations in large SRM – Application to 

segmented SRM's, AIAA – 2011 – 6054 

대형의 세그먼트 고체 로켓 모터(SRM)에서는 압력 진동이 

자주 발견되었으며, Ariane 5, 스페이스 셔틀 및 타이탄 계열 

발사체에서 이러한 불안정성이 발견되어왔다. 이러한 불안정

성은 모터 그레인의 형상 및 탄도와 관련된 요소로 인한 와흘림

(vortex shedding)과 알루미늄 입자 연소와 관련된 연소 불안

정성으로 인하여 야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규명된 연

소 불안정성에 대한 지식을 차후 SRM의 개념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력 및 추력 진동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5. 학회를 마치며 

샌디에고의 학회 기간 중 날씨는 섭씨 20도 내외와 낮은 습도

로 쾌적하였다. 학회장은 다운타운 gas lamp부근의 컨밴션 센

터에서 진행되어 주변으로 접근이 용이하였다. gas lamp 부근

에는 유명 래스토랑과 바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학회 일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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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네트워킹을 위한 시간을 갖기 좋은 환경에 있었다. 아울러 

Midway라는 항공모함에서 학회 참가자를 위한 파티를 벌이기

도 하였다.

금번 jpc는 작년에 비해 규모면에 있어서 약간 축소된 감이 

있었는데, 이는 지난 7월 러시아 St. Peterburg에서의 eucass 

(유럽항공우주학회)개최로 인하여 유럽의 연구자들의 저조한 

참여로 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국에서도, 서울대, 항공

대, 카이스트 등의 그룹이 참여하여 고속 추진, 하이브리드 로

켓 분야에서 연구를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내년 jpc는 조지

아주 아틀란타에서 8월 무렵 개최될 예정이며, 규모와 질적인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윤창진 박사

퍼듀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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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 개요

2011년 11월 13일에 시작하여 18일까지 개최된 IGTC (Inter- 

national Gas Turbine Congress)에 참관하였다. 일본 가스터

빈학회(GTSJ; Gas Turbine Society of Japan)에서 주최한 

본 학회는 일본 오사카의 International Conventiona Center 

(Grand Cube Osaka)에서 진행되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

는 세계 각국의 가스터빈 관련 최신 연구동향을 접함과 동시에 

유수의 관련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

한 기회가 되었다.

2. 주요 발표 내용

1) Characteristics of Crack Initiation of Inconel Alloy 

706 Gas Turbine Rotor (인코넬 합금 706 가스터빈 로터의 

균열 발생 특성) : Daisuke Kobayashi(Chubu Electric 

Power, Japan), Akihiko Ito(Toshiba, Japan), et. al.

이 연구에서는 1300도의 온도범위에서 가동된 가스터빈 로터

(인코넬 합금 706) 표면에 발생한 균열 (Figure 1)에 대해 상세

한 연구를 수행하고 균열발생 거동 특성을 밝히기 위해 파단면

에 대해 SEM 분석뿐만 아니라 EBSD(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을 사용한 결정학적 misorientation 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로터의 실제 파단면에서는 크립 파단에 따른 입자간 파단을 

확실히 관찰할 수 있었고 균열 진전영역에서는 입계 산화가 

관찰되었다.

2) 파단 모드에 따른 결정의 misorientation 분포 특성 분석

을 통해서 실제 균열과 크립 균열 발생부위에서는 비탄성 

변형에 해당하는 국부적 misorientation이 존재하지 않음

을 관찰하였다.

3) 블레이드 lock wire tub에서의 균열은 과도한 하중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인코넬 합금 706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조

건에서도 일정하게 높은 응력을 겪게되면 취성 입계 산화

를 겪게 되는 SAGBO(Stress Accelerated Grain Boundary 

Oxidation) 현상이 나타남을 밝혔다.

4) Shot-peening 처리를 거친 표면에서는 균열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지만, 여러 원인에 의해서, shot-peening 공정

을 통해 표면에서 발생된 압축 잔류응력이 감소하거나 사

라져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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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umerical Investigations of the Effect of Vortex 

Structures on Local Heat Transfer in a Large Scale 

Turbine Cascade(대형 터빈 Cascade 국부적 열전달에서의 

Vortex 구조 영향에 대한 수치적 연구) : Rebecca Reviol 

(Univ. Kaiserslautern, Germany), Roman Franze (MAN 

Diesel & Turbo, Germany) and Kenichiro Takeishi 

(Osaka Univ., Japan)

실물 터빈 스테이지에서의 국부적 열전달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뿐더러 많은 비용도 소요된다. 하지

만 열전달 분포 정보는 필름 냉각을 최적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블레이드 유로에서의 Vortex와 이차유로 구조가 국

부적 열전달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벽 열전달 면적을 증가시

킨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들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치적 연구를 통해 터빈 endwall을 따라 계산

된 열전달 분포에 미치는 메쉬 조밀도 및 난류 모델링의 영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차유로와 Vortex 구조의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특히 코너 연결부에서의 

유동장 영향에 중점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주 유로와 환형 측벽 연결부 근처의 열전달 예측

은 그리드 조밀도에 큰 영향을 받으며 낮은 요소 체적비를 갖는 

조밀한 그리드가 과도한 열전달 결과를 예측하게 만든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The Validation between the Measurement and the 

Calculational Analysis for the Surface Temperature 

of High-temperature Turbine Blades in a Gas Turbine 

(가스터빈 고온 터빈 블레이드의 표면온도에 대한 측정값과 

해석결과 평가): Wen Xueyou (Harbin Marine Boiler & 

Turbine Research Institute, China), et. al.

3단 샤프트 가스터빈의 HP / LP 터빈 블레이드 표면온도에 

대하여 실제 측정값과 계산적 해석결과 사이의 비교를 통해 

상호 평가를 실시하였다. 여러 광학 고온계들을 사용하여 복잡

한 Vortex matrix 냉각구조를 갖도록 설계된 HP / LP 터빈 

블레이드의 표면온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고온 터빈 블레이드

의 표면온도와 그에 대한 계산적 해석결과에 대해 자세히 기술

하였고 그 결과, 대상 범위 내 대부분의 오차는 약 2.5% 인 

것을 확인함으로써 블레이드 타입의 냉각효과를 입증하였다. 



METRIC 연구동향집 2011년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 연감

64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실제적인 측정을 통해 Vortex matrix 냉각구조를 갖는 블

레이드 표면온도에서 그 불균일은 작으며 가스온도의 변화

에 거의 일치하여 함께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2. 해석 및 실험적 연구를 통해, 이들 두 결과가 대부분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HP 터빈 블레이드 출

구부분에 대한 분석방법의 개선이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계산적 해석방법이 새로운 냉각 블레이드의 설계

에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4) Performance Evaluation of a Microturbine Centrifugal 

Com-pressor Using a Novel Modeling Approach(Novel 

모델링 접근법을 이용한 마이크로 터빈 원심압축기 성능평

가) : Adeel Javed (Delft Univ. of Technology, The 

Netherlands), et. al.

이 논문은 원심압축기 성능특성 측면에서 두 표준 1D 성능모

델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새로운 단일모델과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원심압축기의 성능예측을 위해 

1 zone 및 2 zone 모델을 포함하는 표준모델들이 사용되었다.

이 새로운 모델은 임펠러에서의 손실과 2 zone 유동 특성을 

고려하는 상세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표준모델의 특성들을 

조합한 형태이다.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 마이크로 터빈 원심압

축기에 총 3개의 모델들을 적용하였다. 표준모델과 Novel 모델

의 장단점을 확인하기 위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마이크로 

터빈 원심압축기의 예측 성능곡선은 실험 데이터와 비교되었

다. 제안된 모델링 방법은 일반적인 원심압축기의 성능 특성을 

더욱 자세히 이해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5) Progress in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Next 

Generation High Temperature Gas Turbine(차세대 고

온 가스터빈 기술 개발 과정) : Eisaku Ito (Mitsubishi 

Heavy Insdustries, Japan), et. al.

현재 지구 온난화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발전소 CO2 배기가

스 저감이 이뤄지고 있다. 이 연구는 가스터빈 병합 사이클

(GTCC)에서 가스터빈 열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위와 같은 환경

문제에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1700도 가스터빈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가 프로젝트 참여

기관 중 하나이다. 이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부 구성품에 

대한 기술들이 상세히 연구되었다. 구성품 시험을 통해 입증된 

다음의 몇몇 기술들이 1600도 J 타입 가스터빈 설계에 적용되

었다.

1. 배기가스 재순환 시스템을 갖춘 연소기

2. 열손실이 높은 베인 끝단부를 개선한 터빈 냉각기술

3. 슈퍼 내열재료

4. 열 장벽 코팅

5. 고효율 고하중 터빈

6. 고압 고효율 압축기

6) Study on the Tip Clearance Effects in the Centrifugal 

Compressor of a Micro Gas Turbine(수치적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한 마이크로 가스터빈 원심압축기에서의 팁 공차 

영향 연구) : Mattia Olivero (Delft Univ. of Technology, 

The Netherlands), et. al.

이 연구는 3kWe 마이크로 가스터빈 원심형 압축기에서의 팁 

공차의 영향에 대해 수치적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여기서는 

팁 공차가 전체 압축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상용 3차원 평균 레이놀드 Navier Stroke 컴퓨터 유체 동역학 

코드를 사용하였다. 4개의 각기 다른 팁 공차값들이 분석되었

고, 참고적으로 팁 공차가 0인 경우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되

었다. 수치적 결과를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팁 공차가 성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

로, 팁 공차가 10%씩 증가할수록 총 압축비와 등엔트로피 효율

이 각각 13.5%와 4.9% 만큼씩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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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AN's New Gas Turbine in the 6 MW-Class (MAN사의 

새로운 6 MW Class 가스 터빈) : M. Beukenberg (MAN 

Diesel and Turbo, Germany), et. al.

완전히 새로운 가스 터빈 시리즈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과 자

원, 노하우가 필요하다. MAN Diesel & Turbo에서는 6 MW 

class의 소형 가스터빈 개발을 결정하였다. 현재 및 미래의 시

장과 경쟁에서의 위치를 다지기 위한 기회를 위해 가스터빈이 

건설되었으며, 이를 위해 6 MW급에 최적화 된 특성과 기술적 

파라미터가 결정되었다.

개발된 가스터빈을 가동시키기 위해 수많은 측정 프로브를 

장착하는 등의 준비작업이 수행되었고 Oberhausen에 플랜트 

가스터빈 시험장소가 마련되었다. 가스터빈 시험 결과, 예상된

바와 같은 우수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Plant Tour

행사 마지막 날인 18일 가스터빈 발전기를 이용하여 오사카시

에 전력을 공급하는 Osaka Gas의 Senboku Power Plant / 

Senboku LNG Terminal과 Kansai Electric Power Co.를 방

문하는 Plant Tour 행사를 가졌다.

운송되어온 LNG를 하화하여 저장하고 오사카 시 전역에 공급

함과 동시에 이 LNG를 이용하여 가스터빈 발전기를 운용함으

로써 총 1,109 MW의 전력을 제공하는 Senboku Power Plant

에서는 가스터빈실과 LNG 공급 시설을 견학하였다. Senboku 

Plant에서는 터빈을 구동시킨 연소가스가 열재생기를 통과한 

후 스팀터빈을 구동시킴으로써 57%의 높은 효율을 갖는 가스

터빈을 사용하고 있다.

1951년에 창립되어 오사카, 교토, 나라, 와카야마, 효고 등 

일본 중부 전역에 총 141,605 GWe의 전력을 공급하는 Kansai 

Electric Power Group의 Power Plant에서는 Control room

을 방문하여 발전소 전체의 제어 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임충환 

STX Metal 기술연구소





분야별 박사 학위논문의 연구주제

67

분야별 박사 학위논문의 연구주제 

<그림 5-1> 소분류 기  빈도수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충남대 KAIST 한양대 POSTEC 합계

연도별
2010년

8월
2011년

2월
2010년

8월
2011년

2월
2010년

8월
2011년

2월
2010년

8월
2011년

2월
2010년

8월
2011년

2월
2010년

8월
2011년

2월
2010년

8월
2011년

2월
2010년

8월
2011년

2월
2010년

8월
2011년

2월
재료 및 파괴부문 1 1 1 2 1 3 1 3 2 1 2 1 19
고체 및 구조역학 1 1 1 1 6 7 10 2 1 8 5 1 1 4 49
동역학 및 제어부문 1 2 1 6 5 2 2 3 10 1 1 1 35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 1 1 3 1 2 1 3 12
열공학부문 2 1 3 7 1 1 1 3 6 3 1 1 1 31
유체공학부문 3 9 5 1 1 2 3 1 1 1 27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문 1 2 1 5 2 2 1 2 3 19

합계 4 1 4 4 8 13 31 30 5 2 8 8 20 28 8 7 9 2 192

<표 5-1> 공에 따른 국내 8개 학 기계공학박사학 논문의 경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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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 전공별 연구주제1) 

 기계공학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국내 9개 대학에

서 2010년 8월 및 2011년 2월에 발표된 총 192 편의 기계공학

관련 박사학위논문 초록을 수집하였으며, 전공별 통계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학위논문의 초록 정보를 기초로 하여, 192편의 논문

에서 학진의 기계공학 분류기준에 따라 7가지 대분류 및 67 

개의 소분류 기준으로 나누어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총 50 가지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키워드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고체 및 구조 역학, 계측 등의 분야의 키워드가 

많이 도출되었다. 이어서 동역학 및 제어부문, 로봇공학, 연소, 

용접 및 특수가공 부분도 많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다. 각 부분

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고체 및 구조역

학 부문의 경우 26%를 차지하며 MEMS, 용접 및 특수가공 

등 다양한 분야가 나타난다. 동역학 및 제어부문에서는 전산 

설계, 역학공학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열 공학 부문에

서는 열 및 물질전달, 열기기, 열전달 기관 등이 나타났다. 

2. 대학별 연구주제의 분포 비교

 연구뿐 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특성화가 요구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계공학 분야에서도 학교에 따른 연구주제의 특

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 수집한 자료

를 학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질적 신뢰도를 고려하여 수집된 

자료의 수가 15개 미만인 것을 제외한 4개 학교를 비교하였다. 

 서울대학교는 조사대상 학교 중 가장 많은 61편의 박사 학

위논문을 배출하였으며 세부분야 별로는 고체 및 구조역학

(11%), 나노시스템(11%) 등 고체 및 구조역학 관련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소음, 계측, 로봇공학, 동역

학, 연료 및 대체에너지 등 21개의 다양한 키워드가 관찰되었

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료 및 파괴나, 냉동 및 저온공학 부분

에서는 연구가 적은 것이 특징이었다.

<그림 5-2> 서울 학교 연구분야 

 

KAIST는 서울대학교 다음으로 많은 48편의 박사 학위논문

을 배출하였으며 세부분야 별로는 고체 및 구조역학(21%), 

열 및 물질전달(5%), 나노시스템(4%)등이 상위권에 나타났다. 

이외에도 논문 편수가 많은 만큼 생산자동화 및 생산관리, 

CAD/CAM, 제어, 소음 로봇공학 전 분야에 걸쳐 16개의 키워

드가 검출되었다.

1) 학술진흥재단의 기계공학 연구분야 분류에 따랐으며, 세부 분야는 부록에 첨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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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KAIST 연구 분야

한양대학교는 모두 15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배출되었고, 내

연기관 분야(33%)가 박사 논문 분야 중에서도 가장 많이 편찬

했다. 다음으로 열 및 물질전달이 20%를 차지하였고, 고체 및 

구조역학 (13%) 순이었다. 기타 재료 및 파괴, 진동, 제어 등 

모두 8개의 키워드가 관측되었다. 

<그림 5> 한양 학교 연구 분야 

충남대학교는 모두 16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배출되어 7개의 

키워드가 관측되었다. 재료 및 파괴 분야가 4건, 내연기관 분야 

3건, 유동제어 및 계측 3건, 제어, 복합재료, 등이 두 건씩 발표

되었으며, 기타 유체유동, 연소, 진동, 오존처리공학 등 7개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그림 6> 충남 학교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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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기계공학전공)

연도별 편수

2010년 8월 4

2011년 2월 1

총 5

분야별 편수

2010년 8월 2011년 2월 총

재료 및 파괴 1 1

고체 및 구조역학 1 1 2

동역학 및 제어 1 1

생산 및 설계공학 1 1

열공학

유체공학

에너지 및 동력공학

총 4 1 5

<부록1-1> 경북 학교 박사학  논문 편수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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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Yan Lei 2010년 8월 박사 경북대학교 이상룡

국문 : 

영문 :

디지털 이미지에서 접촉한 타원형 물체를 분할하는 알고리즘 개발

Development of Segmentation Algorithms for Touching Ellipse-like Objects in Digital Images

 mage segmentation is the first step in image analysis, 

the basis of computer vision, an important part of image 

understanding and one of the oldest and most difficult 

problems of image processing. Main researches have been 

concentrated in industry applications, earth science 

applications, agricultural applications and medical 

applications. In the practical image segmentation 

application, there is one special issue segmentation of 

touching objects in digital images. The objects can not be 

separated into individual one after basic image 

segmentation because the objects touch or overlap each 

other, which have similar color and shape characteristics. 

So the separation of touching objects, a critical issue of 

image segmentation, has been paid increasing attention in

last two decades. In this thesis, the literatures on spitting 

touching objects are summarized and the previous 

algorithms are reviewed. The possible touching patterns are

designed and the images of them are acquired. 

Besides works above mentioned, two new segmentation 

algorithms for touching ellipse-like objects in digital images

are developed. One is the contour segments and ellipse 

fitting based algorithm. First the contour of touching object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한창우 2010년 8월 박사 경북대학교 이상룡

국문 : 

영문 :

振動을 이용한 高壓 打拔 紙器의 品質 制御

Quality control of sheet diecut machine with vibration signals under high pressure

 Sheet diecut machine is used to be cut out the packing 

sheet of manila by cutting, creasing, and pressing the sheet 

with approximately 250 ton load. To make shape of the 

sheet precisely, structural static and dynamic stability of the 

diecut section in the machine should be investigated first 

of all. Because it is difficult to control other work conditions 

of the diecut section, the bad diecutting the sheet cannot 

be eliminated. Therefore to improve the diecut quality 

various vibration characteristics tests on the diecut section 

with several accelerometers and overall analysis on their 

results should be carried out as well. In this research 

statically and dynamically stable estimation on diecut 

section with numerical simulation program was carried out. 

The maximum von-Mises stress of 138 ㎫ on the toggle 

and the maximum deflection of 0.464 mm on the top table 

were calculated by the program. It can be known that the 

diecut section was statically stable because the stress on 

the toggle was less than its yield stress of 280 ㎫ and the 

deflection on the top table was quite small. The natural 

frequencies at the 1st~5th mode calculated by the program 

ranged in 41~134 ㎐, which were not coincided with the 

diecut frequency of 2㎐. Therefore it can be known that the 

diecut section was dynamically stable. And the modal test 

and spectra analysis of the diecut section were also carried

out to verify its dynamic stability. Recently a lot of studies

to search the fault of machine with FFT analysis on its sound

and vibration signals have been investigated. Because the

vibration signal measured during diecut process is impact 

signal, the bad diecutting the sheet cannot be found out 

with only FFT analysis. With 10 accerlerometers around the

moving table, the overall signals can be extracted from 

them with overall analysis. And this study tells the difference

of magnitude between the signals in being allcut and 

partially undiecut could be found out at the peak point of 

their signals. As the difference between signals in being 

allcut and partially undiecut with overall analysis was 

compared with the maximum variance of signals in being 

all cut it could be known whether the diecut state of the 

sheet is good and bad. And the undiecut positions in the 

sheet could be detected with the combination of several 

overall data from the accelerometers. In the result, the 

diecut quality can be controlled by analyzing on the overall

vibration signal during diecut process after the fault of the

diecut section being minimized with the determination of 

the static and dynamic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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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extracted and divided into contour segments with the 

concave points on contour. The next step is to merge the 

contour segments, which is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work. In this part, the distance measurement is proposed 

to exclude the contour segments with a low possibility that 

they belong to the same object. The candidate ellipse then 

is fitted by the direct least square ellipse fitting algorithm 

and the deviation error measurement is calculated to 

evaluate the fitness. Subsequently the contour segments 

are merged as a new segment if they pass the 

measurement and judgment. Finally the ellipses are fitted 

to be the representative ellipses for touching kernels with 

these new contour segments. The other one is the 

two-stage cascade watershed algorithm with adaptive 

h-maxima transformation. Compared with other marker 

detection methods, adaptive h-maxima transformation can

precisely detect the number of markers automatically 

without prior knowledge. With these detected markers, the

first-stage watershed is applied. Then area overlap 

measure is used to check the under-segmentation for 

labeled segmented objects. Next adaptive h-maxima 

transformation with a smaller gap parameter is used again

to detect the markers for under-segmentation, on which 

the second-stage watershed is applied finally. Several 

previous algorithms also are implemented and analyzed in

detail. From the comparison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it is proved that the developed algorithms are more efficient

and accurate than other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문기준 2010년 8월 박사 경북대학교 김영석

국문 : 

영문 :

튜뷸러형 토션빔 현가계의 롤특성해석 및 설계방법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roll properties and design method of tubular-type torsion beam suspension

 During design stage for the chassis parts of a car, it is 

required to analyze many the suspension parameters using 

the commercialized CAE softwares. Even though these 

softwares give many simulation results and were proved to 

have high reliability compared with actual car test, they are 

generally expensive and difficult for the design engineer to 

use.

So design engineers might get more useful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design variables in initial design stage of 

chassis part if they could obtain important suspension 

parameters without help of the commercialized CAE 

softwar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ocuses to develop 

the alternative method to obtain the basic suspension 

parameters.

1) For the tubular-type torsion beam rear suspension 

systems, the analytic equations for the roll properties were 

studied, based on the kinematic assumption that the roll 

behavior of a torsion beam suspension system can be 

approximated to that of a semi-trailing arm suspension 

system. The roll properties expressed by analytic equations 

include roll center height, roll steer, and roll camber, roll 

stiffness and equivalent spring stiffness in single wheel 

travel condition. All the analytic equations proposed by this 

study were implemented in Microsoft Excel sheet to 

automatically calculate the roll properties.

2) An analytical method to calculate the torsional stiffness

of a tubular beam in terms of its cross-section area along

its axial direction was proposed on the assumption that a 

tubular beam is series connections of finite length with 

constant cross-section beam. The torsional stiffness by 

proposed analytical equation showed an error of about 2%

~ 4% when compared with results of commercial FE 

analysis.

3) Fortran program was made to calculate the shear 

center of tubular beam according to the shear flow theory

of arbitrary closed cross-section beam. 

4) In case of roll motion, analytic equation for equivalent

spring stiffness (or roll stiffness) of tubular torsion beam 

suspension system was proposed in terms of the 

conical/torsional stiffness of bushings and torsional 

stiffness of the tubular beam and hard points. The roll 

stiffness predicted using the proposed method showed an

error of about 4%, when compared with results from MSC.

ADAMS software.

In case of single wheel travel, analytic equation for the 

spring stiffness was also proposed by use of variable 

transformation in terms of the physical values derived in 

roll motion. The analytic equation of equivalent spring 

stiffness with analytical torsional stiffness from the 

cross-section area shows about 5.4% error compar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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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sults. But the error shows to 3.4% when the torsional 

stiffness from FE analysis was used.

5) Also this paper proposed a method to estimate the roll 

properties of torsion beam from its design variables to 

define the sections of tubular beam. To do so, the profiles 

of cross section were defined as functions of design 

variables of tubular beam at 5 different positions. And then 

composite surface for tubular beam was generated by 

bicubic Coons patch to calculate the cross section area. 

The torsional stiffness and roll stiffness predicted by 

composite surface of tubular beam showed errors about 

3.8 per cent and 2.0 percent, respectively, when compared

with the result from the CATIA model with the same design

variables by commercial CAE software.

6) In case of the independent suspension system, the 

kinematic analysis program by Fortran language was made

which covers 3 front suspension systems and 4 rear 

suspension systems. This kinematic analysis program 

requires only hardpoints as its input data and gives the 

same results compared with MSC. ADAMS simulation.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Nguyen Duc Toan 2011년 2월 박사 경북대학교 김영석

국문 : 

영문 :

박판 성형의 이동/등방 경화 거동에 관한 연구와 적용

A Study of Combined Kinematic/Isotropic Hardening Behavior for Sheet Metal Forming and Its Applications

 Modeling the material behavior accurately in tension- 

compression and compression-tension load is essential in 

sheet metal forming simulation, failure and spring-back 

prediction, especially when the material points experience 

reversing loadings. The linear kinematic hardening model 

proposed by Prager (J. Appl. Mech. ASME., 1956, vol. 23, 

pp. 493) is modified to non-linear combined hardening 

model especially to model the transient behavior more 

realistically by describing the scalar parameter beta as a 

function of equivalent strain when compressive and 

reversed stress occurred.

A modified hardening model is proposed to account for 

the expansion (isotropic) and translation (kinematic) of the 

yield loci in terms of the hardening model. The capability 

of the model is demonstrated by showing two characteristic

effects of tension/compression and compression/tension 

curves: crossing and Bauschinger effects. Only the scalar 

parameter beta is modified to describe the evolution of 

reversed stress-strain curves, which can be identified from

tension/compression, compression/tension tests and curve

fittings.

The proposed model is applied to sheet metal forming, 

fracture and spring-back predictions at room and elevated 

temperature. Tension/compression tests are initially 

simulated and later compared with available experimental 

data in order to fit and make the functions of scalar 

parameter beta. The corrected data are then applied for 

complicated forming process e. g fracture prediction and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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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Waspaloy로 된 엔진 압축기 디스크의 작은 표면 피로균열 거동에 관한 파괴 역학적 연구
An experimental and fracture mechanical study of the surface fatigue crack growth from a small notch in Waspaloy

 In this paper, fatigue tests were carried to study the 

surface fatigue crack behaviors including initial surface 

crack appearances depend on the three artificial notch 

lengths applied with the axle load level of the maximum 

stress, 1,103MPa and minimum stress 55.3MPa at stress 

ratio of 0.05. This stress level is the aircraft engine's 

maximum operation condition of Waspaloy material that 8 

stages compressor of F100 engine at room temperature. 

Also, analyzes the cause of the engine damage due to 

the fracture of the J85 Engine 1st stage turbine blades. 

Discoloration due to thermal effect and fine multi-cracks 

as well as necking at 1/3 way down from the tip on the 

entire 1st stage turbine blade concave side surface have 

been noted. Of the 1st stage blades, 9 had fracture at 1/3

way down from the tip, and at the fractured location more

severe necking has been found than the blades without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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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formability improvement of door hinge, the 

incremental sheet metal forming for complex shape, 

rotational incremental forming for AZ31 magnesium alloy 

sheets, and predict spring-back for V-bending process of 

AZ31 magnesium alloy sheets. 

In order to predict the ductile fracture, a modification of 

combined kinematic/ isotropic hardening law is 

implemented and evaluated from the histories of ductile 

fracture value by means of finite element analysis. Here, 

the criterion for a ductile fracture, as developed by OYANE, 

( J. Mech. Work. Technol., 1980 (4), pp. 65?V81), is 

carried out via a user material, using finite element code. 

To improve press formability and secure a safe product 

without any failure, the finite element method (FEM) 

simulations are coupled with Taguchi's orthogonal array 

experiment.

To improve press formability of a door hinge, three design 

variables the die corner radius, declination of the bead 

punch, and peak angle of the bead punch are selected to 

be improved. The numeric simulations reveal that the die 

corner radius i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and its 

modification is most effective in improving the press 

formability for a door hinge. The simulation results are 

confirmed with experimental ones.

To simulate incremental sheet metal forming process for 

the product of complex shape (e.g. human face), a 

combination of both computer-aided manufacturing (CAM) 

and finite-element modeling (FEM) simulation, is utilized. 

Here, the results, using ABAQUS/Explicit finite-element 

code, are compared with forming limit curve at fracture in 

order to predict and improve the forming conditions by 

changing process variables of tool radius, tool down-step, 

and friction coefficient. First, the CAM simulation is used 

to create cutter location data. This data are then calculated,

modified, and exported to the input file format required by

ABAQUS using MATLAB subroutine. The FEM results are 

implemented for incremental sheet metal forming and then

investigated by experiment.

To simulate the effect of the large amount of heat 

generation at elements in the contact area due to friction 

energy of the rotational tool-specimen interface on 

equivalent stress-strain evolution in incremental forming, 

Johnson-Cook model was applied and also compared with

equivalent stress-strain curves obtained by tensile test at 

elevated temperatures. The (FE) simulation results of 

ductile fracture was then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of 80 mm x 80 mm x 25 mm square shape with 

45 deg, 60 deg, and 80 mm x 80 mm x 20 mm square 

shape with 70 deg wall angles. The trend of (FE) simulation

results were in quite good agreement with experiment 

results. Finally, the effect of process parameters e. g tool

down-step and tool radius on the ductile fracture value and

forming limit curve at fracture (FLCF) were investigated 

using (FE) simulation results.

To predict spring-back of V-bending process for AZ31 

magnesium alloy sheets at elevated temperatures, initially,

the stress-strain curves for tension-compression, 

compression-tension tests and also spring-back prediction

of V-bending process are simulated and predicted at room

temperature. Then Johnson-Cook model is applied to 

predict stress-strain curves for AZ31 magnesium alloy 

sheet at elevated temperature and spring-backs of 

V-bending process for magnesium at elevated 

temperatures are also predicted and com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s to validate the proposed harde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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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혁 2010년 8월 박사 고려대학교 김용찬

국문 : 

영문 : The Heating Performance Improvement of Two-Stage Heat Pumps with the Vapor Injection Technique

 The refrigerant injection technique has rapidly developed 

in recent years due to its outstanding performance at low 

ambient temperatures. The scope of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vapor injection techniques to improve the heating 

performance of the two-stage air-source heat pump for 

cold region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vapor injection on the heating performance 

of an air-source two-stage heat pump, and to analyze the 

cycle parameters to optimize the vapor injection system in 

the various refrigerant injection cycles for cold regions by 

the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studies.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two-stage heat pump systems 

which use R410A as the refrigerant were designed with 

various injection types and tested with several operating 

conditions. The numerical modeling and cycle matching 

method for vapor injection heat pump systems were 

developed and validated by the experimental results. In the 

studies on the flash tank vapor injection system, the effect

of the flash tank vapor injection on the system performance

was discussed, and the system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refrigerant charge amount, the

flash tank size, and electronic expansion valve control were

analyzed. The heating capacities and the COPs of the FT 

(flash tank vapor injection) cycle using the large size flash

tank were 2-6% and 1-4% higher than those of the FT cycle

using the small size flash tank, respectively. The COP and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홍용주 2010년 8월 박사 고려대학교 최영돈

국문 : 
영문 :

소형 Joule-Thomson 냉동기의 냉각특성에 관한 연구
Cool-down characteristics of miniature Joule-Thomson refrigerator

Miniature Joule-Thomson (J-T) refrigerators have been 

widely used for rapid cooling of infrared detectors, 

optoelectronic device, and integrated circuits of micro 

electronics due to their special features of simple 

configuration, compact structure and rapid cool-down 

characteristics. The thermodynamic performance of the 

J-T refrigerator highly depends on the hydraulic and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the recuperative heat exchanger. 

The typical recuperative heat exchanger of the J-T 

refrigerator has the double helical tube and fin 

configuration. To establish guidelines for design, a 

preliminary experiment and numerical studies of steady and 

transient characteristics for a J-T refrigerator are developed 

in the present work. Effectiveness-NTU approach was 

adopted to predict the steady thermodynamic behaviors of 

the heat exchanger for the J-T refrigerator with the nitrogen 

and argon gas. A simplified one-dimensional model of 

momentum and energy transport for the recuperative heat 

exchanger was adopted to predict the thermodynamic 

behaviors of the refrigerator during the cool-down time. The 

cool-down rate of the refrigerator increases as the supply 

gas pressure increases, and mass flow rate increases as 

the temperature on the cold end of the Dewar decreases. 

Up to the supply pressure of 40 MPa, the cool-down time 

decreases significantly. The Effectiveness of the heat 

exchanger decreases as the mass flow rate increases, but

the ideal cooling capacity at high pressure do not decrease.

At low pressure, the refrigerator has the limited operating 

range in the mass flow rate. The pressure drop in the low

pressure side of the heat exchanger give rise to the rise 

of the temperature at the cold end. In the experiment, the 

cool-down characteristics of a miniature J-T refrigerator 

with the pressurized vessel, which has different initial 

pressures of nitrogen gas, were investigated. The mass flow

rate increases as the supply pressure increases of the 

temperature of the cold end decreases when the supply 

pressure is maintained the constant value during the 

operation. The same phenomena of the mass flow rate 

occur in volume of vessel of 1000cm3, but for small volume

of the vessel, the mass flow rate does not depend on the 

temperature due to the change of the pressure. The mass

flow rate is proportional to the P/T 0.5 even though the 

temperature and supply pressure are concurrently changed. 

Finally, the performances of J-T refrigerators with single 

or two flow type recuperative heat exchanger were 

investigated for the rapid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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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 capacity of the injection cycle enhanced by 10% 

and 25%, respectively, over the non-injection cycle. In 

separate opening control tests of the first and second EEVs, 

the optimum injection pressure ratios(Rp) varied from 0.20 

to 0.26 with the operating conditions in the view of the 

heating capacity. In the studies on the sub-cooler vapor 

injection system, the heating performance of the system 

with various types of refrigeration injection was compared, 

and the effects of the sub-cooler length, the injection ratio, 

and the intermediate pressures on the system performance 

were discussed. The average heating capacities of the FT, 

FTSC (flash tank and sub-cooler vapor injection), and 

DESC (double expansion sub-cooler vapor injection) cycles 

were higher by 14.4%, 6.0%, and 3.8%, respectively, 

compared to those of the SC cycle. The heating capacity 

and the compressor power of the DESC cycle increased 

by 3.3% and 3.4% with the decrease of the intermediate 

pressure. The optimal ranges of the injection ratio (Rinj) 

were 0.11-0.15, 0.16-0.22, and .0.19-1.29 at the outdoor

temperatures of 5, -5, and -15℃, respectively. The 

variation tendency of the optimum injection ratio (Rinj) with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was more generalized by the 

conversion into the compression ratio(ε). The model for the

twin rotary compressor and the cycle matching method in

the system simulation for the vapor injection heat pump was

presented and validated. In the vapor injection heat pump 

model, the average deviations of the COP were 3.9% and 

1.7% with the variation of the ambient temperature and the

compressor frequency, respectively.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he vapor injection system with the 

compressor volume ratio were analyzed by the numerical 

simulation. From the simulation results, the cylinder volume

ratios(Rv) from 0.55 to 0.62 were recommended.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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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이차 응력의 영향을 고려한 비선형 파괴역학 매개변수 예측 방법
A method to estimate non-linear fracture mechanics parameters under combined primary and secondary stresses

본 논문에서는 일차 하중 및 이차 하중의 복합 하중을 받는 

균열 구조물에 대해 비선형 파괴 역학 매개변수인 J, C* 및 

C(t)-적분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복합 하중을 받고 

있는 구조물에서 균열이 발견되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파괴 

매개변수 평가가 필요하다. 선형-탄성 파괴역학에서는 중첩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응력확대계수를 구하는 것이 상대

적으로 단순하다. 그러나 탄-소성 파괴역학에서는 균열 구조

물의 소성 변형에 따라 이차하중이 완화되기 때문에 탄-소성 

파괴 매개변수인 J-적분은 일차 하중 및 이차 하중의 크기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달라진다. 또한 고온 균열 구조물에서는 

천이 크리프 조건에서 이차 응력이 균열 선단의 응력 완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의 열 응력 유형에 

대해 축 방향 하중을 받는 원주 방향 균열 배관에 대한 탄성, 

탄-소성, 탄성-크리프 및 탄-소성-크리프 유한요소 해석을 수

행하였다. 유한요소 해석 시 표면 균열 및 관통균열에 대해 

다양한 크기의 열응력 및 기계 응력을 고려하였다. 탄-소성 

파괴역학 해석 결과, 복합하중에 대한 간략 J-적분을
의 항으로 제시하였다. 다양한 변수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 결

과,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일차 응력의 크기, Lη

이차 응력의 크기, β, 및 - β 선도에서의 초기 기울기임을

알 수 있었으며,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에 대한 예측식

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식은 탄성 추종(elastic 

follow-up)이 큰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며 제안식의 타

당성은 영국 전력(British Energy)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를 바

탕으로 검증하였다. 크리프 파괴역학 해석 결과, 균열 선단에

서의 응력 완화는 일차하중 및 이차 하중의 크기, 초기 소성의

유무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일차 하중에 대해서만 정의된 재분

배 시간을 수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복합하중이 작용할 때 응력 

완화를 예측할 수 있는 C(t) - 적분 예측 식을 제안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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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절삭력 예측을 위한 절삭계수의 오차 해석과 캘리브레이션 과정의 최적화
Error Analysis of the Cutting Coefficients and Optimization of Calibration Procedure for Cutting Force Prediction

In machining, it is important to know the relationships between cutting forces and cutting conditions because the 



초록집

82

phenomena occurring during the cutting processes and 

their outcomes can be predicted and controlled through the 

cutting forces. Many researchers have developed cutting 

force models for cutting force prediction. Most of the 

previous researchers have focused on improvement of the 

accuracy of the model only.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cutting forces always contain errors. It means that the 

predicted cutting forces, even with very accurate models, 

obtain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cutting forces 

included errors and cutting conditions may not be accurate 

enough. Therefore, it is needed to analyze the errors in 

cutting forces and estimate the prediction accuracy of the 

cutting forces, in order to optimize the calibration 

procedure. In this thesis, it is experimentally shown that 

cutting coefficients used for mechanistic models have a 

specific probability distribution. A number of the cutting 

coefficients are generated through Monte-Carlo simulation

using the known probability distribution, which provides the

basis for the error analysis of the calibration data. The 

results from the error analysis are utilized to estimate the 

prediction accuracy of the cutting forces. Then, the 

calibration procedure is optimized. This thesis is significant

in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save cost and time spent

for the calibration and be extended to other machining 

processes very easily.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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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nd Optimization of a Simultaneous Heating and Cooling Multi-Heat Pump

In recent years, multi-heat pumps have been widely 

applied in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to improve 

building energy efficiency. Compared to conventional 

central air-conditioning systems, multi-heat pumps can 

achieve precise temperature control of each individual room 

without air and water distribution circuits and ducts. A 

simultaneous cooling and heating multi-heat pump can 

improve thermal comfort and energy efficiency through heat 

recovery. Hence,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nd 

optimization of a multi-heat pump are required. For this, 

a simultaneous heating and cooling multi-heat pump 

having four indoor units and an outdoor unit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with the adoption of R410A, electronic 

expansion valves (EEV) and a variable speed compressor.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nd optimization of a 

simultaneous heating and cooling multi-heat pump of 

multi-type system by the experimental and numerical 

studies. The operating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s of 

the multi-heat pump system were measured at five 

operation modes: cooling-only, cooling-main, heating- 

only, heating-main and entire heat recovery operation. To 

improve the system efficiency and reliability, the system in 

the heat recovery operation was optimized by varying the 

compressor rotation speed and EEV opening. Also, the 

performance of the multi-heat pump was measured with 

the variation of the refrigerant charge, partial load condition, 

outdoor temperature and various operation modes. In the 

cooling-only and heating-only modes, the heating and 

cooling capacities were properly controlled by varying the 

compressor speed. However, in the cooling-main and 

heating-main modes under partial load conditions, a large

imbalance between the cooling and heating capacities was

observed even though the compressor speed was 

optimized. This capacity imbalance under full and partial 

load conditions was optimized by adjusting the EEV 

openings in the mode change unit and the outdoor unit. 

In the simultaneous heating and cooling operation, the 

system COP increased by using the heat recovery operation 

with the optimization of control parameters. In addition, the

effects of the outdoor temperature and mode variations on

the system performance were investigated. The determining

algorithm of operation mode was suggested based on 

experimental results for a simultaneous heating and cooling

multi-type heat pump at a given outdoor temperature and

various heating unit ratios. In the numerical study, the 

simulation model of the simultaneous heating and cooling

multi-type heat pump cycle including the refrigerant 

distribution model was developed to analyze the system 

performance at each operation mode. The present models 

were validated by using the measured data within relative 

deviations of 15%. In addition, the developed model was 

used to investigate effects of heating unit ratio and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on the system performance, and the 

estimated annual energy saving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conventional multi-heat pum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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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Indoor SLAM Using Entropy-based Visual Saliency and Outdoor SLAM Using Rotation Invariant Descriptors of Salient Regions

Navigation is a fundamental and important ability for a 

robot to perform a task in real environments. It consists 

of several techniques such as mapping, localization, path 

planning and so on. Among them, mapping is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n environmental map or environmental 

model which provides information to do other navigation 

tasks such as localization and path planning. However, with 

only mapping, it is very difficult to build an accurate map. 

Thus,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SLAM) which 

updates the map of the environment while keeping track 

of the robot pose is needed. For successful SLAM,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is important. In this thesis, 

a new method to exploit natural landmarks which are useful 

for SLAM was proposed. Recent indoor SLAM algorithms 

tend to employ vision sensors because cost of vision 

sensors is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a laser scanner and 

visual data usually contain much more information than 

range data. As various objects exist in indoor environments, 

they can be salient features. Thus, object recognition is very 

useful for navigation. However, in indoor navigation using 

object information, object information should be manually 

registered in the database before navigation. Therefore, this 

thesis proposes a scheme to autonomously detect objects 

that can be used as salient visual features for indoor SLAM. 

First, features are roughly selected from the camera image 

through entropy maps that measure the level of 

randomness of pixel information. Then, the saliency of each 

pixel is computed by measuring the level of similarity 

between the selected features and the given image. In the 

saliency map,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the salient 

features from the background. The robot stores the salient 

features which can be recognized well in the databas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proposed can autonomously detect features in unknown 

environments reasonably well. Outdoor environments are 

usually larger and more complex than indoor environments, 

and thus the amount of three dimensional (3-D) data is 

enormous and 3-D matching is very difficult. Therefore, 

perception and data association of outdoor SLAM is more 

difficult than those of indoor SLAM. Moreever,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of SLAM is also greater than that

of indoor SLAM and the result of 3-D matching is 

inaccurate. This thesis proposes a new method to extract 

salient regions which are valid for outdoor SLAM and to 

reduce the computational time significantly. In this 

research, rotation invariant descriptors for salient regions 

are also introduced in order to reject false data association

for robust and accurate 3-D matching. Therefore, it is 

possible to match 3-D environmental data efficiently and 

accurately. Experimental results in real environments show

the increased accuracy of the 3-D matching and a 

reduction in matching time. Finally, it is shown that the 

result of the proposed method is more stable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one, through stability of analysis of 3-D 

matching.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병상 2011년 2월 박사 고려대학교 송재복

국문 : 
영문 : Design, Modeling and Control of Variable Stiffness Actuators for Robotic Applications

로봇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

들 중, "물리적인 상호작용(physical interaction)"이란 실용적

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로봇이 외부 환경과 접촉할 경우, 

안정적인 접촉운동 및 작업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연

운동(compliant motion)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연운동을 구현하기 위한 두 가지 

형태의 가변강성 액츄에이터를 개발하고, 로봇 활용분야에 적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조인트에 두 개의 액츄에이터

를 직렬로 연결하여 위치제어와 강성제어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직렬형 가변강성 액츄에이터(serial-type variable 

stiffness actuator; SVSA)를 개발하였다. 하나의 액츄에이터

는 위치를 제어하고, 다른 액츄에이터는 강성을 조절함으로써

위치와 강성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 또한, SVSA는 고가의 

힘/토크 센서 없이 엔코더 정보를 이용하여 외력 및 외부 환경

의 강성을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변 모멘트 팔 메커니즘

기반의 하이브리드형 가변강성 액츄에이터(hybrid type 

variable stiffness actuator; HVSA)를 개발하였다. HVSA는 하

이브리드 제어모듈과 구동모듈로 이루어지며, 하이브리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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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모듈 내에 있는 기어의 상대운동으로부터 위치와 강성을 동

시에 제어할 수 있다. 가변 모멘트 팔 메커니즘은 넓은 강성영

역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력에 대하여 강성을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있다. 또한, HVSA내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은 액츄에이

터 유닛의 동적 특성을 향상시킨다. 다양한 실험으로부터 

HVSA가 넓은 강성 영역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강성

을 조절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다트 던지기 실험을 

통하여 HVSA가 동적 운동을 요구하는 작업에 사용할 수 있음

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그리퍼의 파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HVSA를 1자유도 그리퍼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HVSA기

반 그리퍼는 위치와 강성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HVSA의 토크추정 기능으로부터 그리퍼 말단에 작용하는 파지

력을 추정할 수 있다. HVSA기반 그리퍼는 강성을 낮게 설정하

여 파손되기 쉬운 물체를 잡을 수 있으며, 강성을 높게 설정하

여 무거운 물체 또한 잡을 수 있다. 다양한 실험결과, 부가적인

센서 없이 계란 및 와인 잔과 같이 깨지기 쉬운 물체뿐만 아니라

무거운 물체를 파지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립 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HVSA를 수동 순응 장치(passive compliant 

device)로서 로봇 조립에 적용하였다. 2개의 HVSA를 3자유도 

평면 머니퓰레이터에 장착하여, 조립 시 조립물 사이에 발생하

는 위치 및 각도 오차를 보상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를 제공하

였다. 조립 실험으로부터 센서 기반의 임피던스 제어를 적용한

로봇에 비하여 HVSA 기반의 머니퓰레이터가 보다 신속하게 

조립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재우 2011년 2월 박사 고려대학교 홍대희

국문 : 
영문 : Haptic-Based Resistance Training Machine

Resistance training has long been known as a key 

technique for increasing muscular strength, power, and 

volume. It also improves both athletic performance and 

neuromuscular rehabilitation of injured persons. Although 

newly developed exercise machines have come into market 

by many commercial companies, most of them are the 

combination of cable-pulley, weight, and spring-damper at 

most and offer very limited ways for adjusting resistance 

levels using cams and levers. Furthermore, it was shown 

that the adjustable capability in resistance do not match with 

bio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human. An optimized 

resistance profile for the individual can be designed by 

analyzing recorded data of his or her torque–position and 

torque–velocity relationships about any given joint. That is, 

any deficiencies or abnormalities within the profiles can be 

identified and rectified through specific exercise protocols. 

Besides, it will be possible to feedback the adaptations from 

the exercise in order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escribed training program. For these purposes, some 

studies for an actively-controlled exercise machine have 

been conducted in recent years. Nevertheless, the 

described machines have some limitations on adapting the 

bio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user because 

they only provide an one dimensional exercise motion. In 

the majority of cases, the exercise trajectories of a human 

can't be represented only with one degree of freedom due 

to their complexity. So, the user must fit their exercise 

motion to the machine's trajectories. In contrast to the 

conventional exercise machines, a haptic-based resistance 

training machine which is introduced in this dissertation, can

generate arbitrary two-dimensional motion and resistance.

Furthermore, one can easily obtain the bio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users with respect to the 2-dimensional 

exercise trajectory with this machine. As a result, the 

haptic-based resistance training machine provides more 

effective resistance trainings considering individual 

biomechanical characteristics, with no limitations on the 

exercise trajectory. The haptic training machine consists of

two electronic motors that are used as actively-controlled 

resistance sources and exercise path, whereas the 

conventional machines have only 1-D. Therefore, it can 

generate any two dimensional exercise path and resistance

profile which are required in the individualized exercise 

training protocol. This dissertation introduces the design of

a haptic-based resistance training machine and deals with

the control scheme for realizing the individualized training 

system. An impedance control is implemented for 

performing the newly

suggested exercise protocol by which the user can obtain

maximum exercise performance while avoiding undesirable

muscle damage by the inappropriate resistance profile. The

effects of the suggested protocol are tested with two 

experimental trails, internal/external rotations and shoulder 

abduction training, which are widely used for training rotator

cuff muscles. The effects of the newly suggested training 

protocols are well verified by comparing with convertional 

exercis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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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광석 2010년 8월 박사 부산대학교 황상문

국문 : 

영문 :

플라즈마 용사법에 의한 열차폐 코팅의 고온특성과 손상진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igh Temperature Characteristics and Damage Detection of Thermal Barrier Coating by Plasma Spray Process

It was revealed that acoustic noise characteristics of 

various types of motors are closely related radial local forces 

in numerous research works which deals mainly with 

electromagnetic forces acting on stator to prediction noise 

emission from inner-rotor type motors. However there is few 

works for outer-rotor type motors related radial local forces.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s noise characteristics of 

outer-rotor type to propose an effective approach to noise

prediction by analyzing the rotor dynamics characteristics 

under excitation. For this purpose, radial local forces acting

on stator and rotor are separately obtained and applied to 

the stator and rotor to examine and compare acoustic power

of the structural is a quantitative parameter to evaluate noise

emission. Finally, calculated acoustic power from the two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진효 2010년 8월 박사 부산대학교 김정석

국문 : 

영문 :

플라즈마 용사법에 의한 열차폐 코팅의 고온특성과 손상진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igh Temperature Characteristics and Damage Detection of Thermal Barrier Coating by Plasma Spray Process

 Thermal barrier coatings(TBC) are commonly used on the 

blades and vanes of gas turbines. TBC helps to lower the 

surface temperatures of the heat-resistant metals in the gas 

turbine engines. But, In a high temperature environment, 

oxygen(O2) flows through the porous coating layer, and the 

oxygen transforms into a thermal grown oxide(TGO) layer 

after reacting to the Al in the MCrAlY bond coating layer. 

As the TGO layer frows a thick layer due to its characteristic 

of rapid formation, peeling is generated in the coating layer 

as a result of the reduced adhesion in coating layers and 

the increase of internal stress.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order to reduce these defects and to enhance 

the durability of the coating layer. TBC technologies can be 

separated into pack cementation, plasma spray, and 

physical vapor deposition(PVD). Most industrial fields still 

adopt the usage of atmospheric plasma spray(APS) and 

high velocity oxygen fuel(HVOF). It is process have some 

problems, such as metal powder oxidation during spraying, 

a relatively high degree of porosity, internal residual 

stresses, and low bonding strength. Accordingly, vacuum 

plasma spray(VPS) has recently been introduced. The VPS 

improves bonding strength and coating uniformity by 

adjusting high quality spraying in a vacuum environment and 

limits oxide genera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manufacture the TBC layer applied the VPS process, and 

examined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and high thermal 

properties which can be influence to durability of the TBC 

layer. Also, investigated the applicability of the AE signal 

as a technique to diagnose TBC damaged by high 

temperature thermal oxidation test. For this purpose, VPS 

process is to optimize the spray parameters for CoNiCrAlY

bond coating by Taguchi method and compare to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and bonding strength by HVOF 

process. The micro-hardness and Young's modulus are 

measured by nano-dindentation test for evaluation of 

mechanical characteristics. The critical fracture load(Pc) 

and interface toughness(Kc) of coating layers are computed

from applied load and crack length. Thermal oxidation test

is performed the evaluation of thermal property of the TBC

layer. The TGO growth behavior is observed after laser 

treatment according to characteristic of surface treatment 

in the TBC layer. And, investigated the thermal conductivity

and thermal fatigue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AE 

signal processing technique is introduced for the diagnosis 

of damage and detection of defects in the TBC layer. The

TGO growth and the TBC peeling are evaluated by AE signal

analysis with root mean square(RMS) and frequency 

analysis. The AE signals according to each TBC condition

are classified by using the Fuzzy C-means algorithm. As 

the results, usefulness of VPS process is confirmed by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hardness, 

Young's modulus, bonding strength, thermal conductivity 

and thermal fatigue. Also, the effective monitoring of TBC

layer condition by AE techniques can be expected to be 

applicable to coat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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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are compared with the measured SPL to identify 

which one better describes the noise characteristic. Acoustic 

power facing stator and rotor can be calculated through the 

stator and rotor structural analysis under harmonic excitation 

which are obtained by frequency decomposition of the radial 

local forces. The radial local force can be calculated by 

Maxwell stress tensor using FEM. And with the results of the 

identification of noise sources based on the above works, 

this paper examine the effect of the number of slots and 

poles on the noise from outer-rotor type BLDC motors. This

study focused on the number of slots and poles to improve

the noise characteristic of outer-rotor type BLDC motors. 

The final conclusion of the study is that, as the number of

slots and poles increase, the noise characteristics improved.

To determine the cause, the acoustic power on the rotor 

were analysed and compared.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재욱 2010년 8월 박사 부산대학교 유완석

국문 : 

영문 :

유체 저항력과 풀림 속도가 고려된 케이블의 풀림 거동 연구
Unwinding study of cables considering fluid-resistance force and unwinding velocity

In this paper, steady-state and transient behaviors of 

unwinding cables from a cylindrical package, which have 

perfectly flexible, constant linear density, inextensible 

property and no-bending stiffness, are studied. First of all, 

the equations of motion of transient unwinding are 

systematically derived using the extended Hamilton 

principles for the open system, where mass transports can 

be occurred at boundaries. And it is shown that the derived 

equations of motion are same as those of Fraser's study 

[7]. And referring to the Fraser's study, the derived 

equations of motion are changed into the non-dimensional 

and steady-state equations of motion. It is explained that 

the derived equations of motion can be numerically solved 

through the shooting methods using two boundary 

conditions at the guide eye point and at the lift-off point. 

And the effects of unwinding parameters, such as balloon 

height, tension and radial slope at guide eyelet, exerted on 

the cables' unwinding behaviors are studied using the 

steady state unwinding analysis. Referring to two recently 

papers, the physical balloon shapes and unwinding 

behaviors from experiments are discussed. But, steady 

state unwinding dynamics have serious defects that there 

are so many solutions according to numerous sets of 

arbitrary tension and radial slope at guide eyelet. Since the 

radial slope, which is used as input value of steady state 

unwinding, is a response occurring after the force balance, 

such as inertia, Coriolis, Centrifugal, tensile and fluid- 

resistance forces, it is impossible to control radial slope 

within desired range. Namely, this means that it is 

impossible for steady state unwinding to predict the 

behavior of given cylindrical package and unwinding 

problems, such as tangles. To solve these problems of 

steady state unwinding, the transient unwinding is 

suggested in this paper. The modified finite difference 

methods are suggested to numerically solve the nonlinea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Time responses of unwinding

cables are calculated using Newmark time integration 

methods. And the technique, which the boundary conditions

can be embedded into the given equations of motion, is 

presented. In the process of the time marching, the 

equations of motion and boundary conditions are solved 

at the same time using the suggested technique. Finally, 

the suggested steady state and transient analysis of 

unwinding cables can be applied into underwater vehicles.

Using simple geometrical relationships, two cylindrical 

packages that can be unwound until 50km, are designed.

The inner winding design is applied to the underwater 

vehicle after analysis of steady state unwinding. And to 

check the performance of the selected inner winding 

package, the transient analysis is fulfilled and unwinding 

problems during unwinding from the designed package are

occurred although the package is designed from steady 

state analysis. Through the simple modification of a balloon

height, the unwinding problems are solved and it is shown

that there are no unwinding problems in the modified 

package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구본철 2010년 8월 박사 부산대학교 이재근

국문 : 

영문 :

오일 점도와 습동부 표면특성에 따른 광유계 플러렌 나노 오일의 윤활특성 연구
Lubrication Effect of Fullerence( ) Nanoparticles Added in Mineral Oil According to Oil Viscosity and Friction Surface Characteristics of Sliding Members

In this study, the tribological behaviors of fullerene nanoparticles-added in mineral oil were investigated as a 



function of viscosities, hardness of sliding members and 

solid lubricants for suggesting optimal conditions of 

nano-oil in a compressor of refrigerator. Extreme pressure 

and anti-wear properties were evaluated using a four-ball 

tester, respectively. The lubrication tests were performed 

with a disk-on-disk tester for different normal loads. 

Tribological properties were evaluated by measuring friction 

surface temperature and the friction coefficient, and 

interpreted in terms of the Stribeck curve. In addition, the 

topography of friction surface was analyz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 The performance tests of 

compressor were performed with a compressor calorimeter- 

meter under combined conditions between lubrication 

properties and nano-oil. Fullerene nanoparticles (C60) 

were added to mineral oil at a volume fraction of 0.1 vol%. 

The nano-oil was prepared by mixing mineral oil and 

fullerene, and then underwent intensive sonication for 24 

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kinematic 

viscosity of raw oil and nano-oil since the concentration 

of added particles was very small. Therefore, the influence 

of the viscosity change on the tribological characteristics 

is negligible despite the addition of nanoparticles in base 

lubricant. (1) We investigated the tribological behavior of 

a disk-on-disk lubricated by mineral oil with five viscosities 

(12, 30, 55, 96 and 145 mm²/s at 40℃). In addition, we 

added fullerene nanoparticles to each oil. We noted that 

the weld points of the raw- and nano-oil increased as the 

oil viscosity increased and weld points for all nano-oil were 

higher than those of raw oil. Also the wear scar diameters 

of the raw- and nano-oil decreased as the oil viscosity 

increased and wear scar diameters for all nano-oil were 

smaller than those of raw oil. Also, we found that the 

difference of friction coefficient between raw oil and 

nano-oil was outstanding when the viscosity of raw oil was 

low and the normal load was high. Our results indicated 

that the addition of fullerene additives in lubricant was more 

effective when the viscosity of raw oil was low under the 

higher normal load conditions. (2) We investigated the 

tribological characteristics of sliding members by nano-oil 

with different hardness of friction surfaces of rotating plate 

whose surface hardness was 100 Hv, 240 Hv, and 630 Hv 

on the fixed plate (i.e., hardness of 630 Hv), respectively.

We noted that the friction coefficient of the raw- and 

nano-oil increased as the hardness difference of sliding 

members is increased and the friction coefficients for all 

nano-oil were higher than those of raw oil. Also, we found

that the difference of friction coefficient between raw oil and

nano-oil was outstanding when the hardness difference of 

sliding members of raw oil was low and the normal load 

was high. Our results indicated that the addition of fullerene

additives in lubricant was more effective when the hardness 

difference of sliding members of raw oil was low under the

higher normal load conditions. (3) We investigated the 

tribological characteristics of friction members by nano-oil

with different solid lubricants (i.e., Mn-phosphate, MoS₂,

steam coated on the rotating plate). We noted that the 

friction coefficient of the raw- and nano-oil increased with

the order that MoS₂, Mn-phosphate, bare, steam and the

friction coefficients for all nano-oil were higher than those

of raw oil. Also, we found that the difference of friction 

coefficient between raw oil and nano-oil was outstanding 

when the property of solid lubricants coated on the friction

member of raw oil was soft and the normal load was high. 

Our results indicated that the addition of fullerene additives 

in lubricant was more effective when the property of solid 

lubricants coating on the friction member of raw oil was 

soft under the higher normal load conditions. (4) We 

investigated the performance of compressor by nano-oil 

with the Mn-phosphate coating on the piston and as a 

function of viscosities (e.g., 8, 10 mm²/s). We noted that

the raw oil with the viscosity of 8 mm²/s could increase EER

by 1.14% compared to the viscosity of 10 mm²/s. But the

nano-oil could reduce EER by 0.8 % compared to the raw

oil under the piston coated by Mn-phosphate. Our results 

indicated that the addition of fullerene nanoparticles did not

have great influence on improving the lubrication 

characteristics when the piston was coated by Mn- 

phosphate. In conclusion, the addition of fullerene additives

in lubricant was more effective when the viscosity of raw 

oil was low, the hardness difference of sliding members 

of raw oil was low, and the piston was bare under the higher

normal load condition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현섭 2010년 8월 박사 부산대학교 정해도

국문 : 

영문 :

구리 CMP에서 공간 변수를 이용한 연마 프로파일의 실험적 모델링
Empirical modeling of wafer-scale removal profile using spatial parameter in copper 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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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반도체 제조 및 미소전자기계 시스템 공정에서 소자

간 분리, 절연막 형성, 금속 배선 형성을 위해 표면의 요철을 

평탄화시키는 공정이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금속 배선 

물질로 사용되는 구리는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건식식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리 배선을 형성시키기 위해

서 이중상감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때 화학기계적 평탄화 

(CMP) 공정이 적용된다. 현재까지 구리의 CMP에 관한 연구는 

재료의 화학적, 기계적 제거 메커니즘 규명이나 슬러리의 개발

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양산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는 CMP 공정에서의 재료제거 균일성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박막의 불균일한 제거가 소자의 수율

에 큰 영향에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웨이퍼 

스케일에서의 평탄도 향상을 위한 재료제거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리 CMP의 연마 프로파일 모델을 제시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구리 CMP는 산화막 CMP와는 달리 슬러리

의 화학적 제거 특성에 의한 재료의 제거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FM을 이용한 스크래치 실험을 통하여 슬러리에 

의한 표면반응이 구리 표면의 제거를 용이하게 함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슬러리 온도에 따른 에칭 실험을 통하여 온도가 CMP

에서의 화학 반응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화학

적 특성으로 인하여 구리 CMP는 기계적인 재료 제거 외에 연

마 중 발생하는 온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기계적 제거는 연마 

시 압력 및 패드와 웨이퍼의 상대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며, 재료 

제거율은 압력과 속도의 곱에 비례한다는 프레스톤의 식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CMP에서 공정 중 온도에 따른 슬러리와 

재료의 반응성은 아레니우스의 식을 이용하여 설명되고 있으

며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성은 CMP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웨이퍼 상의 평균적인 재료 제거

율의 관점에서 이러한 프레스톤의 식과 아레니우스의 식을 이

용하여 수정된 프레스톤의 식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CMP의 

목적은 웨이퍼의 광역 평탄화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평균 재료 

제거율의 모델보다는 웨이퍼 스케일의 재료 제거분포에 관한 

모델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계적 제거 특성과 화학적 제거 특

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각각의 평균 재료 제거율에 

관해서만 주로 고려해 왔으며,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웨이퍼 스케일의 

재료 제거 균일성 모델을 위하여 평판 웨이퍼 상의 임의의 점들

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점에서의 재료 제거율을 실험적으로 확인

하였다. 또한, CMP시 응력의 분포, 속도분포, 화학적 반응성

의 분포가 재료 제거의 균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응력분포 해석, 기구학적 

해석을 통한 상대속도의 분포와 온도 분포 해석을 통한 화학적 

반응성의 분포를 계산하였다. 연마 중 온도의 분포와 웨이퍼에 

존재하는 하나의 점이 가지는 미끄럼 거리 분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아레니우스의 식을 사용하여 화학적 반응성의 분포

를 파악하였다. 연마 프로파일의 공간적 분포를 표현하기 위하

여 공간 변수 (Ω)를 제시하였다. 공간 변수는 CMP에서 재료의 

제거가 압력과 상대속도에 의한 기계적 제거와 화학적 제거에 

의해 동시에 이루어지며, 화학적인 반응성은 슬러리의 화학 

용액 뿐만 아니라 기계적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도 및 압

력, 상대속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가정 하에 압력 분포, 상대

속도 분포, 화학적 반응성 분포의 곱으로 표현되었다. 압력분

포, 상대속도 분포, 화학적 반응성 분포는 각각의 평균값에 대

한 분포로 정의되었다.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기초로

압력분포, 속도분포, 화학적 반응성 분포에 대한 통계적 분석

을 통해 각각 인자들이 연마 프로파일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

는지에 관하여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마 프로파일 모델을 

수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구리 CMP에서 연마 프로

파일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압력의 분포이며,

화학 반응성의 분포 역시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

에서 사용된 CMP 장비가 리테이너링을 이용하여 압력의 분포

를 조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구리 CMP에서는 온도의 분포에 의한 슬러리의 화학적 반응성

과 압력의 분포를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 패턴 CMP

의 모델링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이 적용 가능한지에 관하

여 평가하기 위해서 평판 웨이퍼에서의 재료 제거율 프로파일 

모델을 기초로 하여 구리패턴 웨이퍼의 CMP에 적용하였다. 

패턴 웨이퍼 CMP의 경우 평판 웨이퍼와는 달리 패턴의 형태와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패턴의 CMP는 주위 패턴의 영향

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평판 웨이퍼의 재료 제거율 프로파일

의 패턴 CMP의 단차감소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패턴 웨이퍼의 평탄화를 위하여 평판 웨이퍼의 연마율 프로파

일의 형성을 이해하고 이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구리 CMP에서 평판 웨이퍼의 연마 프로파

일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류하고 각각의 인자를 해석

하여 연마 프로파일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CMP에서 각각의 인자가 재료 제거 균일성에 미치는 특성과 

평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적, 학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구경화 되어가는 실리콘 웨이

퍼의 CMP 공정에서 CMP 장비 및 공정의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패턴 웨이퍼의 CMP에서 패턴의

형태를 고려할 경우 CMP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싱 

(dishing)이나 에로젼 (erosion)과 같은 결함의 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CMP 시뮬레이터의 개발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연구를 통한 

연구 데이터가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소모품의 물리적

특성이 CMP 결과에 미치는 영향, 장비의 설계 특성이 CMP 

결과에 미치는 영향, 패턴의 설계가 CMP 결과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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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포구동 액체유동 구조에 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Structure of Bubble-Driven Liquid Flows

기포구동 유동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 생화학 반응기기, 제강

산업 등 여러 산업공정에서 널리 이용되며, 화공학분야의 적용

에서, 분말살포, 고체 혼합, 액체내로의 가스혼합과 같은 공정

들은 아주 흔하지만,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이 혼합과

정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러

한 기본적인 유동 현상의 광범위한 응용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스템들의 설계는 주로 경험적인 기법들과 시행착오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질량, 운동량, 그리고 에너지 전달의 

정확한 고찰이 여러 분야의 산업공정의 설계를 개선하고 최적

화시키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포의 합체, 분리, 분산등과 

함께 동반되는 난류, 3차원, 2상유동과 같은 유체역학적 복잡

성 때문에 종합적인 모델링 과정을 고안하고 설계기준을 확립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포구동 액체유동의 동적 특성을 조사

하기 위해 가시화 연구 및 시간분해 PIV 기법과 POD기법을 

이용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혼합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PLIF 기법을 이용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시화 연구를 

통해 원주형 탱크에서의 기포구동액체유동에 3개의 영역-기

포 형성 영역, 기포 상승 영역, 그리고 자유표면 영역이 존재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압축공기의 유량이 3배, 5배 증가할 때, 

기포의 평균 직경에 근거한 등가체적은 2.38배, 4.66배 증가

되고, 평균 상승 속도는 각각 1.2배, 1.6배 증가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자유표면의 거동이 일정한 주파수를 가진 것을 

확인하였다. PIV기법과 POD기법을 통하여 시간평균된 유동장

은 모든 Case에 대해 유사한 유동 형태를 나타내었지만 큰 

규모의 난류거동의 동적인 특성은 기포의 Re수에 따라 상당히

구별됨을 확인하였다. 지배적인 난류생성 메커니즘으로 기포

에 의해 유도되는 난류, 자유표면 진동, 그리고 재순환 와류 

이렇게 3가지가 밝혀졌다. 기포의 Re수가 증가됨에 따라, 주된

난류거동은 진동하는 자유표면에 의해 생성되었다. 진동하는

자유표면의 존재로 인하여 압축공기에서 기포구동 액체유동으

로의 에너지 전달은 뚜렷한 비선형적인 거동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하였다. 기포의 Re수가 증가됨에 따라 Reynolds decomposition

으로부터 구한 난류에너지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자유표면의

주기적인 진동이 실제로 난류 혼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자유표면이 난류혼합에

기여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PLIF/PIV 동시측정기법을 

통하여 기포구동유동의 혼합특성을 파악하였다. PLIF측정결

과는 압축공기 유량의 증가에 따라 혼합 효율이 향상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기포의 Re수가 증가됨에 따라 Reynolds 

decomposition으로부터 구한 난류에너지는 크게 수 배 증가

하였고, 이에 따라 sheet like structure가 일찍 발달되었다. 자

유표면의 sloshing 거동 또한 그 수직방향의 운동이 농도 변동

과 상관관계 지워질 수 있고 난류확산 진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칼라 혼합과정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황성진 2010년 8월 박사 부산대학교 고종수

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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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캐스팅을 이용한 폴리머 진공패드의 제작과 초박형 세라믹시트 적층으로의 응용
(A) Microcasted Large-area PDMS Vacuum Pad and its Application for Ultra-thin Ceramic Layers

A polymer vacuum pad for stacking very thin green sheets 

with a 3 thick dielectric layer is introduced and fabricated. 

㎛ Its applicability for producing multi-layer ceramic 

capacitors (MLCCs) is evaluated. Five micro-holes with a 

diameter and depth of 70 ㎛ are formed on a single 

acuum-line unit that is of 120 ㎛ width, 100 ㎛ depth and 

2 mm length. Each vacuum-line unit with five micro-holes 

is deployed at 6 mm intervals on a PDMS vacuum pad of 

size 166 mm × 166 mm. To fabricate the PDMS vacuum 

pads, a mold with an obverse structure to that of the PDMS 

vacuum pad is needed. The metal mold has a two-stage 

nickel microstructure, the first stage for forming the vacuum 

lines and the second stage for forming the micro-holes. 

To fabricate the mold, micro machining processes, 

including photo lithography, nickel/copper electro forming 

and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were conducted twice

on a precision-machined SUS substrate with a size of 210

mm × 210 mm. The PDMS vacuum pads were fabricated 

through a micro casting process. Using the PDMS vacuum 

pad, 320 layers of green sheets, upon which nickel 

electrodes were patterned on 3 thick ㎛ dielectric layers, 

were consecutively stacked.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stacked green sheets were very flat and uniform without any

distortion or wrinkles. It is believed that the uniform stacking

will greatly help to improve the production yield as well as

enhance the reliability of ML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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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브 스프링 형식 비틀림 진동감쇠기의 부품 설계, 제조 및 시험
Process Design and Test for Manufacturing Parts of a Sleeve-Spring-Type Torsional Vibration Damper

In diesel engines, it is inevitable that fluctuation of engine 

torque induces torsional vibration to a shaft. If the natural 

frequency of torsional vibration is equal to the rotating 

speed of the shaft, the vibration amplitude increases to a 

value that rupture may occu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uce torsional vibration at a shaft. A sleeve spring- type 

damper is commonly used to reduce torsional vibration of 

a shaft.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establish the design 

method of some components of a sleeve-spring-type 

damper and their manufacturing. Firstly, closed form 

equations are proposed to predict the spring constant of 

a sleeve spring for diesel engines, and the proposed 

equations are used to calculate the stiffness of a torsional 

vibration damper. The proposed equations are verified 

through the finite element analysis and experiments. The 

analytical results obtained by closed form equations a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finite 

element analysis and experiments. Durability of the 

sleeve-spring-type damper is investigated by the finite 

element analysis of the inner and outer stars of a 

sleeve-spring-type damper. And durability tests are carried 

out to determine wear resistance of the inner and outer stars

according to heat treatment specification. From the results

of durability tests, it is confirmed that quenching-tempering

and high frequency heat treatment should be applied to the

inner star, and quenching-tempering to the outer star to 

reduce wear resistance. Two-roll bending process is 

selected to manufacture a sleeve-type spring for a torsional

vibration damper. A Excel-VBA program to calculate the 

initial radius of a sleeve spring considering the spring-back

effect is developed. And a finite element analysis is 

performed to analyze the two-roll process for manufacturing

the sleeve type spring. From the finite element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results of finite element analysis on the

initial radius in 90° bending process a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results of the visual basic program, but there is 

much difference between them in any other contact angle

of the sleeve spring in two-roll bending process. Therefore

a new process parameter, the ratio of contact angle to 

product of material thickness and initial radius of a sleeve

spring, is introduced to minimize the difference between 

design values and numerical solutions. With introducing the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종욱 2011년 2월 박사 부산대학교 김경천

국문 : 
영문 :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rmal Property Measurement Techniques for Nanoscale Thin Films

물질 내에서의 열 흐름은 전기적 흐름과는 달리 매커니즘이 

복잡하여 이를 제어하는 것은 오랜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열의 

차단은 물질의 열효율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하므로 반도체, 

신소재 산업 등에서는 열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열 차단 구조, 

신 물질 개발 등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 오고 있다. 나노

박막의 열물성치를 측정하기 위한 3 omega 기법과 열반사법

에서 다층박막 구조의 열전도 방정식의 해를 도출하였으며, 

나노박막의 열물성치 측정 시 히터로 사용되는 금속 층을 경계

조건이 아닌 발열층으로 모델링하여 열전도 방정식의 해를 도

출하여 히터의 열용량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3 omega 기법은 제한된 영역 내에서 선형적인 이론식을 적용

함으로써 기판과 박막의 열전도도를 측정하였으나 기판의 열

용량(heat capacity) 값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며 박막의 열용

량 값은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노박막

의 열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한 3 omega 기법을 수립하였으며,

측정기법의 확장을 위하여 고주파 대역의 AC 정전류원을 만들

어 적용하였다. 시스템에서의 근사화되지 않는 이론식을 도출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막의 열전도도를 분석하였다. 최근 관심

이 집중되고 있는 물질인 Diamond-like Carbon (DLC)와 차세

대 열차단막의 후보물질 중 하나인  박막을 증착하여

확장된 3 omega 기법을 박막의 열전도도를 측정하였으며 박

막두께의 따른 열전도도가 관측되었으며 이를 경계면 열 저항

을 이해 분석하여 박막과 기판의 경계면 열 저항을 측정하였다.

열선의 열용량 및 열선에 의한 경계면 열 저항을 알기 위하여 

열선 표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열반사 (thermoreflectance)

법을 수립하여   나노박막의 열반사 응답을 측정하였

으며  나노박막의 열물성치 및 열선의 열물성치의 

영향을 측정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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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rocess parameter into the finite analysis on the initial 

radius of a sleeve spring, it is found that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design values and numerical solution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정필구 2011년 2월 박사 부산대학교 고종수

국문 : 
영문 :

Thinned CMOS photodiodes를 이용한 digital dental radiography용 유연한 X선 영상센서
Flexible X-ray image detectors using thinned CMOS photodiodes for digital dental radiography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유연한 X-ray 영상소자(flexible 

X-ray imaging detectors; FXIDs)를 소개하고 제작하여 그 

X-ray 영상특성 및 휘어짐 특성을 평가하였다. FXIDs는 치과의 

구강내 (intraoral) X-ray 촬영에서 환자가 느끼는 불편을 감소

하려는 목적으로 설계 되었으며, 특히 소구치와 대구치가 이루

는 곡률에서 비선형 유한요소 구조해석을 통해 소자의 안전성

을 검증하였다. FXIDs는 박막화된 영상소자(photodiodes; 

PDs), 유연한 섬광체, 유연한 기판, 연성회로기판(FPCB) 등으

로 구성된다. FXIDs는 유연성과 고화질의 영상을 목적으로 상

용 intraoral 용 X-ray PDs를 75 μm 두께로 박막화하여 적용하

였다. 구조해석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75 µm 두께로 

박막화된 PDs 를 대상으로 휘어짐 실험을 진행하여, 5 mm의 

변위를 가졌을 때 소자의 파괴가 관찰되었다. 75 µm 두께로 

박막화된 PDs의 비선형 구조해석을 진행하여 5 mm 변위에서 

0.26 GPa의 최대 스트레스 값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FXIDs의 비선형 구조해석을 진행한 결과 한계변위에서 0.45 

GPa의 스트레스 값을 계산하였다. PDs의 한계 스트레스인 

0.26 GPa에서의 FXIDs의 유연한 변위는 3.1 mm 이며, 이 

변위 이내에서 휘어지는 것은 FXIDs의 파손에 영향을 주지 않

음을 예측할 수 있다. 

FXIDs의 제작을 위해 유연한 섬광체를 제작하고 그 X-ray 

특성을 평가하였다. FXIDs의 구조적인 특성에 맞추어 GOS/ 

PDMS 기반의 섬광체를 고안하였으며, 높은 X-ray 감도와 해

상도를 위해 높은 밀도와 균일한 두께를 가진 섬광체를 목적으

로 GOS/PDMS 압축공정 및 진공 압착공정을 통하여 제작을 

진행하였다. 제작된 섬광체는 36.1 µm 두께의 섬광체 층과 

PDs 표면의 oxide 층과 원활한 접합을 위해 고려된 3.5 µm

두께의 접합층을 가진다. 섬광체 층 뒷면에는 PDMS 지지층을

형성한다. 84 µm 두께를 가진 상용 섬광체 Min-R2000과 

X-ray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낮은 두께와 밀도의 영향으로 

X-ray 감도는 Min-R2000에 비하여 약 3배정도 낮게 나타났지

만, 공간해상도는 전 공간주파수 영역에서 거의 두 배 이상 

큰 값을 나타내었다. 

이를 기반으로 FXIDs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FXIDs를 대상

으로 X-ray 특성평가 및 소구치-대구치가 이루는 최대 곡률의

50%, 100%, 150% 및 200% 조건에서 휘어짐 특성을 측정하

였으며, 휘어진 FXIDs에서 X-ray 영상을 측정하였다. 200%의

곡률조건에서도 소자의 파손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때의 변

위는 5.2 mm이다. 제작된 PDs의 두께가 65 um으로 확인되어 

구조해석을 다시 진행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65 µm 두께의 

PDs를 적용한 FXIDs는 200%의 굽힘 조건에서 0.439 GPa의

스트레스를 가지며, 기존 구조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최소

약 0.179 GPa의 스트레스를 구조체에서 분산해 주기 때문에

FXIDs가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고려된다. 향후 이러한 해석결

과 및 굽힘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더욱 큰 변위에서도 안정한

FXIDs의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최영민 2011년 2월 박사 부산대학교 하만영

국문 : 
영문 :

혼합 나노입자에 따른 기어유의 극압과 내마모 특성 향상 연구
(A) Study on Extreme Pressure and Anti-Wear Properties of Mixed Nanoparticles added in Gear Lubricant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나노공학의 발전에 힘입어 나노입자

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분야가 개발되

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제한적인 물성치를 가지는 유체에 나노입

자를 분산시켜 기존 윤활유에 비해 우수한 물성치를 구현하고

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스케일의 입자의 적용에서 이러한 특성은 구현이 가능

하였으나, 침전, 유로 방해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

웠다. 나노입자의 분산으로 윤활유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으며, 이를 나노윤활유라

명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나노윤활유의 여러 가지 물성치 특성

을 살펴보고 보다 우수한 특성과 재현성 있는 동질의 나노윤활

유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나노윤활유를 제조하

기 위해 3가지 형태의 제조법으로 각각 나노윤활유를 제조하여

분산된 입자의 크기 및 응집정도를 분석하였고, 이를 계면활성

제와 분광광도계 등을 이용하여 부유 안정성을 판단하여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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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조 방법과 부유 안정성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노윤활유의 물성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윤활유로써 주

요한 물성치인 동점도와 점도지수를 분석하였다. 나노윤활유

의 동점도는 입자의 형상, 종류, 체적분율과 기본 윤활유의 종

류 및 온도에 따라 각각 분석을 하여, 나노윤활유에서 구현되는 

고유한 동점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동점도의 특성 또한 나노윤

활유 내 입자의 크기, 형상 및 분산정도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노윤활유의 윤활특성도 또한 입자의 종

류, 형상, 체적분율과 기본윤활유의 점도에 따라 측정을 수행

하였다. 나노윤활유의 극압은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내마모 

특성은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향상됨을 알 수 있으며, 극압과

내마모 특성이 우수한 각각의 입자를 혼합하여 2종의 복합 나

노윤활유는 그 특성 모두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SEM, 

EDX, AFM, 표면조도 분석을 통하여 나노윤활유의 윤활 메커

니즘을 분석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민영욱 2011년 2월 박사 부산대학교 김경천

국문 : 
영문 :

디포커싱 및 전반사형광 현미경 기법을 이용한 마이크로/나노 하이브리드 입자영상유속계 개발
Development of Micro/Nano Hybrid PIV System using Defocusing and TIRFM Techniques

2차원 유동장 획득에 유용한 Micro-PIV 기법은 현재 믹서나 

엑츄에이터 등의 미세유체소자의 유동가시화를 위해 널리 쓰

이고 있는 측정기법이다. 그러나 마이크로 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미세유체소자들은 대부분 3차원 유동

의 특성을 지니며 이러한 마이크로스케일의 유동 분석을 하는

데 있어 기존의 Micro-PIV 기법은 측정에 한계를 가진다.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기법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마이크로 채널 내 3차원 유동 측정에 유리한 Defocusing PTV

기법과 벽면근처 수 나노 영역 내의 나노입자측정에 유리한 

TIRFM(전반사형광현미경)기법이 있지만 측정할 수 있는 영역

의 스케일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채

널 내의 전 영역에 걸친 3차원 멀티스케일 유동장을 측정하고

자 Defocusing(디포커싱)과 TIRFM을 결합시킨 Hybrid PIV(하

이브리드 입자영상유속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각 시스템의 개

선연구와 더불어 마이크로 채널 내 3차원 유동장을 동시에 측

정함으로써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얻어진 유동장 데이터의 

정밀도 및 타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각 시스템은 측정

이미지에 광학적 간섭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장이 

다른 두가지 광원과 광학장치 구성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분

리된 입자이미지를 취득할 수 있었으며, 획득된 이미지를 바탕

으로 Far field와 Near field에서 거동하는 입자의 3차원 위치를

앞서 수행된 보정결과를 통해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었다. 입자

추적 알고리즘으로는 PTV기법인 Nearest tracking method를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입자의 궤적을 추적하였으며, 본 연구실

에서 개발중인 Multi-frame tracking method를 적용하여 데이

터의 정밀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험적으

로 측정된 속도 결과를 바탕으로 Poiseuille 유동의 이론적인 

전단율과 비교한 결과 하이브리드 입자영상유속계는 개별 시

스템에서 얻어진 실험결과에 비해 정밀도가 개선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이 기법을 활용하면 바이오 분야에서 3차원 

유동의 측정과 함께 근접표면에서 거동하는 나노입자 및 나노

센서의 3D3C 거동을 동시에 계측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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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박 압연공정에서 3차원 판형상과 엣지 크랙 특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3D strip profile and characteristics of edge cracking in thin foil rolling process

냉간 압연 공정에서 판 형상의 예측을 위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냉간 압연의 경우, 수식 모델을 통한 6단 압연기에

서 접촉하중 및 압연하중을 예측하여 압연 후 판 형상을 예측하

였고, 극박 압연의 경우, 기존의 원형으로 가정된 워크롤의 변

형을 구간에 따라서 탄성, 소성, no-slip영역으로 나눠 롤 갭 

내에서 접촉구간 및 응력분포를 계산하여 판 두께를 예측하였

다. 그리고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압연시 롤의 탄성변형을 

예측하여 판 형상을 예측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수식 모델의 경우 극박 냉간 압연에서의 판 형상을 예측하기에 

정밀도가 매우 떨어지고, 극박 압연 모델을 이용할 경우 압연방

향의 롤 갭 내에서 롤 탄성변형을 예측하기 때문에 폭 방향으로

의 판 형상을 예측하기 어렵고, 지지하고 있는 Support roll의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정밀한 판 형상을 예측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그리고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판 형상의 예측

의 경우에는 판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접촉구간에 많은 요소

로 분할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6단 압연기의 폭 방향으로의 압연하중 및 접촉

하중 분포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수식모델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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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시하고 연속 압연공정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

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폭 방향 압연하중 분포를 극박 압연 

모델에 적용하여 폭 방향으로 극박 압연모델을 확장하였고, 

동합금 소재를 이용한 극박 압연 실험을 수행하고 검증하였다. 

또한 압연유의 윤활 특성을 반영하여 롤과 판 사이의 유활막 

두께를 계산하여 반영하였으며, 폭 방향으로의 폭 퍼짐을 예측

하여 극박 압연에서의 판 형상 예측 정밀도를 향상하였다. 그리

고 압연 후 미세조직 및 압연 판의 기계적 특성 향상을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극박 압연공정중 가장 문제시 

되는 엣지 크랙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엣지 크랙의 특성을 

이해하였으며, 압연 공정중에서 엣지 크랙의 성장을 실험 및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수식모델에서 정

밀도 및 수렴시간이 개선된 수정 수식모델을 개발하였다. 연속 

냉간 압연 공정에서 높은 품질의 판 형상을 계산 위하여 압연하

중 p(i)는 이전 스텐드의 판 형상을 고려하여 슬래브법으로 계

산된다. 전체 스텐드에서 각각의 압연하중은 Bland와 Ford의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이때, 압연하중은 폭 방향으로 롤

과 판 사이의 편평량과 압하량에 따라 계산된다. 그리고 롤과 

롤 사이의 편평량은 미끄러운 원통롤의 탄성변형을 고려한 

Hertz이론으로 구해진다. 그리고 롤간 편평량은 단위길이당 접

촉하중에 의하여 계산된다. 또한 수식모델에서 수렴시간을 줄

이기 위하여 구간 분활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따라서 수식

모델은 판 형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보충되었고 롤 탄성 변형을 

수정된 수식 모델을 통하여 빠르게 계산된다. 특히, 6단 압연기

에서 압연된 판 형상 예측에 매우 유용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극박 압연에서 유한요소 해석과 윤활유 점도 및 마찰시험과 

같은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윤활유의 영향을 적용한 판 형상 

예측에 있다. 또한 압연된 판의 폭 퍼짐을 수정된 수식을 통하

여 계산된다. Fleck의 모델을 이용하여 극박 압연공정에서 원

형이 아닌 롤 탄성 변형형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폭 방향에서 전체 롤 변형량을 계산할 수 있다. 극박 

압연에서 윤활유 온도는 롤 속도에 따라서 계산되고, 윤활유 

점도는 Vibro-viscometer를 사용하여 유활유 온도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롤 갭내에서 마찰계수는 핀 온 디스크 

시험을 통하여 계산된 점도에 따라서 평가된다. 마찰계수를 

얻기 위하여 온도에 따른 점도는 식(3.5)에 의하여 각각 계산된

다. 그리고 마찰계수는 핀 온 디스크 시험을 통하여 얻어진다. 

회전속도(N)과 하중(P)가 일정할 때, 윤활유의 마찰계수는 윤

활유 점도에 반비례한다. 이전의 결과를 이용하여 냉간압연공

정에서 활막의 두께를 얻을 수 있다. 전체 윤활막 두께는 판 

두께에 비하여 매우 작고 폭 방향에서 중심으로부터 엣지부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극박 압연된 판 형상을 좀더 정확

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극박 압연에서 적용하기 위한 수정된 

폭 퍼짐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Siebel의 수식을 기본으로 장력, 

마찰계수 그리고 압하율을 적용된 수정 수식을 제안하였다. 

특히, Siebel의 수식은 폭 감소에 대하여 표현할 수 없지만, 

수정된 폭 퍼짐식은 폭감소 뿐만 아니라 폭 증가 또한 표현할 

수 있다. 압연된 극박 압연 판 형상의 정밀도의 향상을 위하여

3차원 판 형상 모델을 제안하였다. 롤 사이의 접촉압력 분포와

롤과 판 사이의 압연하중 분포는 6단 압연기의 형상 구조와 

폭 방향에서 수정된 수식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그리고 

압연방향에서 압연하중 분포는 Fleck의 극박 압연 모델을 이용

하여 결정하였다. 극박 압연에서 압연된 판 형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6단 압연기의 압연하중을 사용한 Fleck의 모델을 이용

하여 3차원 판 형상을 계산할 수 있다. 접촉하중 및 압연하중은

힘과 모멘트 평형식을 이용하여 계산되고, 계산된 압연하중, 

p(i),을 이용하여 롤 갭 내에서 워크롤의 변형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탄성 변형된 워크롤에서 압연 후 판 형상을 예측할 수 

있다. 3차원 판 형상 모델을 통하여 계산된 판 형상의 검증을

위하여 유한요소해석과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실험을 통하여 압연된 판 형상은 3차원 판 형상 모델에 의한 

판 형상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엣지 드롭과 같은

불규칙 변형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Chapter 

2, 3, 4에서 냉간압연 및 극박압연의 정밀도 검증을 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압연된 극박소재의 기계적 특성을 

굴곡성 실험과 인장시험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수식모델을 이

용한 해석 결과는 5 스텐드로 이루어진 6단 압연기의 냉간 압

연실험으로 검증하였다. 수식모델과 유한요소해석의 판 형상

은 최종 스텐드에서 판 형상과 유사한 분포를 가졌다. 따라서

5 스텐드로 이루어진 6단 압연기의 냉간압연에서 압연된 판 

형상 예측이 가능하였다. 극박 압연 공정에 적용된 3차원 판 

형상 모델을 실험의 판 형상의 비교를 통하여 검증할 수 있다.

3차원 판 형상 모델을 통하여 얻어진 판 형상은 실제 극박 냉간

압연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판 형상과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였

으며, 특히 폭 방향 엣지부에서 엣지 드롭의 예측에 있어서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3차원 판 형상 모델은

극박압연에 적용 가능하였다. 이 연구에서 극박 압연된 

Cu-Fe-P 구리 박판을 미세조직과 굽힘 피로 시험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압연 후와 어널링 후의 미세조직은 EBSD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고, 미세 조직과 피로 수명의 영향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압연 상태에서 연신된 미세 조직구조를 볼 수 있다. 

어널링 이후, 조직은 조대화 되었고 수많은 재결정된 조직을 

확인할 수 있다. 어널링은 회복보다 재결정을 발생시켰고, 피

로 수명은 변형률 진폭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였다. FPCB

는 내굴곡성이 30X105이상 되어야 한다. 압연된 Cu-Fe-P 극

박은 내굴곡성 시험을 통하여 4.3X105이상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압연된 Cu-Fe-P 극박의 인장시험은 압연 전에 284.49 

MPa에서 압연 후 573 MPa로 증가하였으나, 연신율은 31%에

서 1.5%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 냉간 압연에서 

연성파괴 이론에 의하여 압연판의 엣지 크랙을 설명하였다. 

변형 영역에서 응력 상태를 유한요소법으로 계산하였고 실제

냉간 압연실험과 비교하였다. 이것은 소성 변형을 고려하여 

인장 소성 변형으로부터 파괴 가능성을 결정하였다. 임계 연성

파괴값 Dc에 도달할 때, 소재는 크랙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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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방향에서 압연하중은 롤 탄성변형을 발생시키고, 변형된 

롤은 판 엣지부에서 불균일 변형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때, 

판 파단은 냉간 압연을 통하여 엣지 크랙의 성장으로부터 종종 

발생한다. 엣지에서 3차원 판 형상 모델의 판 형상은 엣지 드롭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연속 압연하는 동안 엣지 

크랙의 발생을 가속화된다. 먼저 압연하는 동안 롤과 판 사이의 

접촉 형상을 3차원 판 형상 모델로부터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초기 크라운이 있는 롤(ICR)은 접촉 형상의 회전체로부터 얻을 

수 있다. 엣지부의 연성파괴값은 다른 부위에 비하여 높고, ICR

에 의한 연성파괴값은 평롤 보다 높다. 초기 판 폭 길이의 반은 

300mm로 설정하였고 ICR에 의한 판 폭 퍼짐은 303.84mm로 

실제 실험결과 303.42mm와 매우 유사하였다. 따라서, ICR을 

사용한 압연 후 판 형상은 평롤에 의한 판 형상보다 더욱 정밀

하게 예측할 수 있다. 압연공정 동안 압연 후 판 형상을 예측하

기 위하여 워크롤과 중간롤의 벤더력(Fw, Fi)은 조절 되어야 

한다. 극박 압연에서 롤 벤더력에 의한 롤 벤딩의 영향을 평가

하였고, 롤 벤딩을 조절하기 위한 주변수는 Fi로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냉간압연공정에서 엣지 크랙의 성장에 관한 공정

변수는 유한요소해석과 플라스티신을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압연 방향 크랙길이, L이 증가할수록 압연 후 판

절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지만 폭 방향으로의 크

랙 길이,W가 증가할수록 판 절판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압하율의 증가는 압하량의 증가로 인하여 엣지 크랙의 성장의 

원인이 된다. 특히, 압하율이 증가할 때, 엣지 크랙 성장은 길이

방향이 폭 방향보다 더욱 컸다. 전/후방 장력이 증가함에 따라

서 엣지 크랙은 더욱 성장하였고, 장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크랙

의 성장율은 미소하게 증가하였다. 전방 장력에 의한 엣지 크랙

의 성장은 후방 장력보다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연성

파괴를 통하여 엣지 크랙을 예측할 수 있고, 엣지 크랙의 성장

은 초기 크랙크기, 압하율 및 장력과 같은압연 공정조건 조절을

통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 극박 압연공정에 이 결과를 적용하였

을 때, 압연 후 판 형상은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판 

절판 감소를 위한 극박 압연 패스스케줄을 더욱 안전하게 설계

할 수 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종률 2011년 2월 박사 부산대학교 최경민

국문 : 
영문 :

유도 유동 화염의 국소 반응강도 및 배출 특성 제어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Micro/Nano Hybrid PIV System using Defocusing and TIRFM Techniques

Recently, to energy saving and reducing pollutant, development 

of flame control scheme has been hot issues in the combustion 

engineering. It has been held that flame shape can be controllable 

by combustor pressure. Induced flow is often applied to the 

industrial boiler systems to improve heat transfer and prevent 

leakage. In the case of boiler using induced flow, there is pressure 

drop by several tens of Torr. The changing combustor pressur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lame structure and emission 

characteristics even for a pressure change of only several tens of 

Torr. Generally, combustor pressure influences in the flame 

instability and structure. We observed combustion characteristics 

and reaction intensity with combustor pressure.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combustion charactertistics and exhaust gas 

could be controllable with combustor pressure. In the wrinkled 

laminar flames, the exhaust gases and combustion characteristics 

with the variation of the combustor pressure from - 30kPa to 30kPa 

(gage pressure) were investigated by visulization, mean 

temperature and NOx emission measurements. The reaction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y measurements of CH, C2 and OH 

chemiluminescence intensities.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below: :Partially premixed CH4/air flames.

1. Low NOx combustion was observed for the below atmospheric 

pressure. EINOx was decreased with decreasing combustor 

pressure for all equivalence ratio. 

2. The flame structure and combustion characteristics were 

largely affected by the combustor pressure. 

3.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with the variation of the 

combustor pressure could be analyzed effectively by 

measurement of CH, C₂, OH chemiluminescence intensities.

4. Reaction intensity in terms of the pressure index showed an 

opposite tendency with the variation of the equivalence ratio.

5. Lower pressure than the atmospheric pressure enhanced the 

combustion reaction with increasing diffusion velocity of 

unburned fuel for rich conditions. 

6. Emission index of nitric oxide was controlled by slight reduction

of combustor pressure. : Partially premixed flamed with CH₄,

C₂H₄ and .

1. EINOx decreased as combustor pressure decreased regardless

of fuel kinds(CH₄, C₂H₄, ). 

2. For all kinds of fuels, combustion reaction in higher than 

atmospheric pressure was very active than the lower 

combustor pressure. Combustor pressure lower than the 

atmospheric pressure enhanced the combustion reaction by 

increasing the diffusion coefficient of unburned fuel. 

3. Combustor pressur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ombustion 

reaction in the methane and propane flames though ethylene

flame was mainly dominated by its burning velocity. 

4. Low NOx combustion with control of combustor pressure could

be applied to propane and ethylene flames. In the turbulent 

flames,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and combustion 

instability were investigated under lower combusto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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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rtially premixed turbulent flames. To examine the 

combustion mechanism with changing combustor pressure, 

simultaneous measurements were conducted of the 2D-OH 

chemiluminescence image, time-series pressure signal, and 

overall OH chemiluminescence intensity through optic fibers.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For the lean-combustion condition, it was observed that the 

pressure fluctuations abruptly increased as the combustor 

pressure reduced in the partially premixed turbulent flames. 

(2) The low-frequency instabilities were greatly reduced with 

increasing turbulence intensity of the unburned mixture, and 

the intermediate dominant frequency of the fluctuating 

pressure shifted as P varied. 

(3) Secondary fuel injection could reduce the low-frequency 

instabilities for the flame under lean and below-atmospheric

conditions although EINOx slightly increased. 

(4) For the lean and below-atmospheric flame conditions, 

secondary fuel injection caused EICO to increase due to the

low-frequency instabilities. 

(5) The combustion mode and exhaust gas emission could be 

controled with operating combustor pressure.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병화 2011년 2월 박사 부산대학교 전충환

국문: 
영문:

저열탄량의 연소와 배기배출물의 특성에 관한 연구
(A) mechanistic investigation of combustion and emission on low rank coal

현재 발전소에서는 석탄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저열량탄의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저열량탄의 연소 특성에 

관한 이해 및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며 메커니

즘에 대한 분석도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저열량탄에 대한 연소 및 배기 배출물 특성에 관하여 

실험적, 수치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탈휘발율

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역청탄과 역청탄을 이용하였으

며, DAEM(Distributed Activation Energy Model) 방법과 CPD 

모델을 사용하였다. DAEM 방법을 통하여 각 탄종의 반응속도

상수를 얻었고, 이 반응속도상수를 CPD 모델에 적용하였을 

때(개선된 CPD 모델), TGA 실험결과와의 근접성여부를 확인

하여 이전 모델보다 더 정확한 값을 예측할 수 있었다. 촤 연소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Drop Tube Furnace(DTF)를 사용하

였으며, 이색법(Two-color pyrometer)을 사용하여 입자온도

를 측정하였고, 반응한 촤의 질량은 배출가스(CO, CO2)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측정인자들을 통해 얻어진 촤 산화 

반응률에서 Linear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하여 반응 인자들을 

도출하였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반응 인자들을 DTF 시뮬레이

션에 적용하여 저열량탄에 대한 메커니즘 해석을 수행하였다. 

DTF 시뮬레이션은 수치적인 모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실

제 DTF 를 통해 얻어진 실험결과들(O2, CO, CO2 NO, 질량분

율)과 비교를 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25 개의 석탄들을 적용하여 휘발분이 Fuel-NOx 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였으며, 휘발분이 많을수록 휘발분 내에서 생성되

는 HCN 으로 말미암아 NO 감소가 활발하게 일어남을 확인하

였다. 또한, 혼탄에 관련하여서 고열량탄에 저열량탄을 혼합하

였을 때에 50:50 이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고, 저열량탄을 

더욱 많이 혼합하였을 때에는 휘발분의 급속 연소로 인하여 

생성되는 산소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미연분이 많이 생길 수 

있었다. 혼탄시에 이러한 산소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내 혼탄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노내 혼탄은 

혼합되는 시간을 더욱 늘려줌으로써 미연분과 NO 에 매우 효

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검증된 모델들은 실제 보일러

의 해석에 적용이 되어서 저열량탄의 주된 특성인 휘발분 및 

수분이 전체 화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였으며, 이런 저열량

탄을 사용할 때에 입자 크기를 늘려줌으로써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대안책을 제시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손정호 2011년 2월 박사 부산대학교 하만영

국문 : 
영문 :

열적 기계적 피로를 고려한 박용엔진 실린더 라이너 및 헤드의 내구성 예측 기법 연구
(A) study on fatigue life prediction of marine engine cylinder liner and head considering a thermomechanical fatigue

The structural reliability for durability design is related to 

many technical points of view such as material behavior, 

operating condition and structural response. The cylinder 

liner and head which are a key component of hot part 

components of marine diesel are manufactured by gray 

cast iron and spheroidal cast iron, respectively. Tension and

fatigue test were performed to understand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under room high temperature environment.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박사학위 논문

97

The cylinder liner and head is always exposed in the hot 

condition which has an effect on material behavior and 

strength. The CFD technique using ANSYS FLUENT was 

applied to predict the temperature field of the cylinder liner 

which was reused for a thermal loading in the structural 

analysis. The tensile test data was used to calculate the 

realistic stress and strain history at the concerning points. 

The cylinder liner and head manufactured is different from 

fatigue test data which were taken from specimen test. The

fatigue influence factor which is introduced in FKM guideline

is applied to consider the fatigue strength reduction and 

increase the reliability of durability assessment. The 

systematic approach for durability assessment was 

developed and would be updated by correlating the engine

testing data.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정한 2011년 2월 박사 부산대학교 유완석

국문 : 
영문 :

곡선경로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의 최적속도와 조향각 결정
Velocity and steering angle decision for an autonomous vehicle on curved path

Since the path tracking of a vehicle has many applications 

such as in unmanned ground vehicles, it has become one 

of key issues in applications that demand nonlinear control, 

such as autonomous robots, military equipments, and 

auto-parking systems in commercial vehicles. Since a 

contact mechanism in the tire generates a complex physical 

state and nonlinearity, it is considerably difficult to control 

a vehicle system if the nonlinearity in the wheel and road 

contact is considered. Further, the steering and throttle 

inputs are coupled with a vehicle maneuver; therefore, a 

conventional control method is not suitable for driving 

control. Recently, several control methods were proposed 

for the path tracking control system of an autonomous 

vehicle. Representatively, four kinds of control algorithms 

are compared introduced in this paper. The first is Pure 

Pursuit method, which employs a simple Ackerman 

geometric control vector for tracking a radial target point. 

The second one is Stanley method which employs a simple 

arctangent function. The third is kinematic controller using 

a complex curvature state function. The last one is a 

dynamic feed back control method using a linearized 

dynamic equation and LQR(Linear quadratic regulator) 

technique. The driving curve function is an essential 

definition to consist path tracking control system. Path 

curve definition and target point generation methods are 

dependent on curve function. In this paper, a parametric 

B-spline curve is used to define a curved path. Also target 

point generation method, which is an important subject for 

path tracking algorithm, is derived from the B-spline 

function. Since the parametric B-spline function is simple 

equation and easy to define various general curves, the 

choice of B-spline curve function is sensible to evaluate 

path tracking control system. Because the tire contact 

condition is possible to control in unsaturated slip state, 

autonomous driving system has to keep slip stability in 

driving condition. The stable driving velocity must be 

defined on the process of driving planning. To define stable

velocity, lateral acceleration which depends on curvature of

path is employed. And traction and braking performance 

of vehicle also considered to decide maximum veloc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new error model

based predictive controller (EMPC). The main idea of EMPC

has originally developed for a unicycle model. In this paper,

EMPC is extended to a full vehicle system. In general, 

control vector should be derived from its own state function,

however in a vehicle system, it may not be possible to derive

directly the velocity and steering angle separately because

of nonlinear equation. To solve this problem, a coupled 

vector is used in this paper for the predictive control logic. 

The coupled vector derived from the velocity and sideslip 

angle is transformed into a vehicle input vector with 

nonlinear functions. This method has shown advantages to

avoid a linearization process for predictive control and also 

to improve the control performance by using complex 

nonlinear dynamic equations. The proposed methodology 

was tested by using a multi-body dynamics vehicle model

in the ADAMS program and a MATLAB Simulink model. 

From the simulation, the reliability and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EMPC algorithm was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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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재훈 2011년 2월 박사 부산대학교 김영호

국문 : 
영문 :

회전 다이를 이용한 플랜지 업세팅 공정의 수치해석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torsional flange-upsetting of cylinder based on the upper bound and slab method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plastic deformation is to deform 

materials into desirable components by applying different types of 

loads, that is, compressive, tensile or torsional loads. However, 

there is both theoretical and thechnological significance in 

subjecting material to the simultaneous action of two or more types 

of loads. One of them is the combination of compression and 

torsion applied to plastic deformation processes. Materials are 

formed by the compression and rotational torque which are 

accrued from rotation of the lower die accompanied by axial 

compression of the punch. Obviously this is only possible in a 

limited number of axi-symmetric applications but it has potential 

benefits for reduction of forming load, material flow optimisation, 

die wear and so on. This study intends to reduce forming load 

by adding die rotation to upsetting and flange-upsetting process. 

For the theoretical analysis of upsetting process using a rotational 

die, upper bound method was used and a new velocity field 

considering bulging that meets constant volume condition and 

boundary condition was proposed. In addition, a flange-upsetting 

process was theoretically analyzed with the use of the two 

methods, slab method and upper bound method, and a 

flange-setting process for two-layer clad material was analyzed 

with the use of slab method. Furthermore, for the verification of 

the theoretical analysis results, FEM simulation using DEFORM 3D, 

a commercial software, was done, and through the model material 

experiment using plasticine, the results were compared and 

reviewed. Forming process using the rotational die shows reduction 

of forming load compared with process without die rotation for both 

upsetting process and flange-upsetting process, and 

demonstrates uniform distribution of stress and strain. Upsetting 

process using a rotation die has less forming load compared with

the process without die rotation, and at the same time shows 

significantly less bulging. Flange-upsetting process using a 

rotational die also shows reduced forming load compared with the

process without die rotation, and as for effect of the reduction of

forming load, the less the aspect ratio (h。/d。) and the greater 

friction coefficient, the greater the effect is. With the increase of 

die rotation speed, the effect of forming load reduction also 

increases, but its effect on forming load reduction is negligible 

compared with other forming parameters. Also in the 

flange-upsetting process of two-layer clad material using rotation

die, the forming load is reduced compared with the process without

die rotation, and the less the aspect ratio(h。/d。) of two-layer 

clad material is, the greater the effect of forming load reduction 

becomes. However, the magnitude of forming load reduction is 

not so high even with die rotation. Also, the greater the ratio of 

the shear yield stress(k₁/k₂) of the two materials consisting the

two-layer clad material becomes, and the less the thickness 

ratio(H₁/H。) of the two-layer clad material becomes, the greater

the effect of forming load reduction becomes. For all the above 

processes, theoretical analysis results and simulation results 

coincided pretty well. The upsetting and flange-upsetting 

processes using die rotation are evaluated as a useful process that

can produce reduction of forming load and uniform strain. It is 

anticipated to be further applied to other plastic deformation 

processe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명훈 2011년 2월 박사 부산대학교 배원병

국문 : 
영문 :

급속 가교형 고무소재 개발 및 고무사출공정 개발
Development of Rapid Cross-link Rubber Material and Rubber Injection Process

본 논문의 목표는 사출기법을 이용하여 신발 겉창을 제작하

기 위해 급속 가교형 고무사출 소재를 개발하고 개발된 소재를 

이용하여 급속 가교형 고무 사출 금형기술 및 제조공정을 확립

하는 것이다. 급속 가교형 고무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천연고

무, 합성고무를 이용한 배합설계를 통해 고무의 흐름성에 평가

하고, 주기재인 합성고무의 고무특성과 함량에 따른 특성 변화

를 관찰하였다. 그 다음 황 가교 촉진제를 이용하여 황가교 

배합을 설계하였으며 다구치 방법에 의해 최적배합을 수행한 

후 가교 특성과 저장 안정성을 평가하여 사출용 고무 소재에 

적합한 황 가교 배합을 선정하였다. 급속 가교형 고무사출 금형

기술 및 제조공정 확립을 위해 급속 가교형 고무의 사출 가공

특성 연구 및 금형의 히터 배치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급속 가교형 고무의 사출 가공 특성 연구를 위해 유변학적 특성

연구를 수행하여 고무 소재에 배합된 기재, 충진제, 완화제에

의한 흐름성 연구하였으며, 프레스 가공에 대한 고무소재의 

흐름성을 연구하기위해 스파리럴 금형과 시험 금형을 이용하

여 사출 압력과 금형 온도에 따른 성형성을 평가하였다. 실제

사출 가공에 적용하기 위해 금형의 온도, 사출 온도, 사출 압력

에 따른 고무 소재의 사출 흐름성을 평가하였으며, 열처리 유무

와 사출기 내 체류 시간에 따른 성형성을 평가하였다. 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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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을 수행하여 사출 가공특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

으며, 런너 타입, 런너리스 타입, CRB 타입, 인덱스 타입의 

네 가지 금형을 적용하여 다색 사출을 수행하여 실제 상업화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고무 사출 금형의 히터 배치 최적화에서

는 금형 내부 캐비티의 표면 온도를 일정하게 제어하기 위해 

유한유소법과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실험으로 검증하였

다. 먼저 사각 시편 금형의 열전달 해석과 실험을 수행하여 

유한요소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금형 내부 캐비티의 

표면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히터 용량, 금형의 두께, 각 히터의 

위치를 설계 인자로 선정한 후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파라미

터 해석을 수행하여 각 설계 인자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으로 유한요소법과 최적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금형 내부 캐비

티의 표면 온도를 목적함수로 지정하고 각 히터의 위치 변수를 

설계인자로 선정하여 최적화 해석을 수행하여 각 히터의 최적 

위치를 구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신발 겉창 소재의 기본 물성

을 유지하면서 155℃에서 2~3분 이내에 성형이 가능하며, 상

온에서 약 45일 저장이 가능한 급속 가교형 고무소재를 개발하

였다. 그리고 개발된 고무소재를 이용하여 사출공정조건에 따

른 사출 흐름성을 연구한 결과, CRB 타입 금형과 인덱스 타입

금형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한요소법과 실험 

및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금형의 히터 배치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현규 2011년 2월 박사 부산대학교 장영준

국문 : 

영문 :

고온고압의 정적연소실에서 커먼레일 디젤 분무 및 연소특성에 관한 실험적 및 수치해석적 연구
Experimental and computational study on the diesel's spray and combustion characteristics using common rail in the constant volume chamber

Diesel engines, which have high power and thermal 

efficiency, have been used in many industrial divisions, 

such as not only stationary power generation, marine 

generation and propulsion but also vehicle division, with 

wide power range for a long time. But NOx and Soot in 

the exhaust gas from diesel engines have been harmful to 

air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and been defects of 

diesel engines. Recently electronic controllable fuel injection 

system, in other words common rail fuel injection system 

and exhaust gas turbocharger having variable geometry 

turbine have been used in diesel engine. over there exhaust 

after-treatment equipments have been developed and 

applied. therefrom diesel engine's competitiveness has 

risen in the vehicle market. According to above situations,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 results for diesel's spray 

and combustion directly affecting on power, thermal 

efficiency and emissions using common rail fuel injection 

system and those have been investigated through 

experiment or theoretical calcul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fuel injection, non-evaporating 

and evaporating spray, auto-ignition and flame develop- 

ment in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air condition has 

been investigated through the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calculation method. Firstly, in order to inject diesel fuel 

under controllable high pressure and duration, particular 

controllers was installed to common rail hydraulic fuel 

injection system and measurement equipment using Zeuch 

method for fuel injection rate was specially designed and 

manufactured. and then the effect of design factor, such 

as the length of high pressure fuel pipe, hole number of 

fuel injection nozzle on the injection characteristics such as

injection amount and rate was investigated experimentally.

Secondly, in order to rapidly supply the high pressure and

temperature air and in order to visualize the spray and flame 

development under high pressure and temperature, the air

supply system and the combustion chamber having con- 

stant volume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And then 

the optics for shadow photo graph and high speed digital 

camera was installed on the visualized combustion 

chamber. The effect of ambient pressure and injection 

pressure on the macroscopic characteristics of non- 

evaporating diesel spray, such as spray tip penetration and

spray angle was investigated experimentally and another 

macroscopic characteristics of diesel spray, such as spray

area and volume was calculated using image processing 

method. After comparing between the experiment and 

theoretical calculation results and optimizing of calculation 

models, we investigate the microscopic characteristics of 

diesel spray, such as spray droplet size and distribution 

through calculation results. Finally, the effect of the ambient 

temperature and injection pressure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vaporating diesel spray, auto ignition and flame 

development under same ambient density were investigated

experimentally. After comparing between the experiment 

and theoretical calculation results regarding ignition delay,

we know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spray drop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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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vapor concentration, flame temperature, Soot and 

NO. from the calculation results. Also we know the 

characteristics of rate of heat release, Soot and NO amount 

after combustion.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한정영 2011년 2월 박사 부산대학교 배원병

국문 : 
영문 :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고심도 복합재 내압선체 좌굴 설계
Design of composite pressure hulls for underwater vehicle considering buckli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alidity of 

the finite element method (FEM) on the buckling and 

post-buckling behavior of composite cylindrical shells that 

have been subjected to an external hydrostatic pressure. 

Underwater vehicles that operate in deep waters should be 

designed to have a pressure hull to maintain sufficient 

strength and stiffness against external hydrostatic pressure. 

In case of compressive loads on shell structures such as 

pressure hulls, buckling is likely to be generated at the 

applied stress which is much lower than the ultimate 

strength of the material. It is expected that the application 

of composites on pressure hulls, in submarines for 

instance, might result in lowering weight of the structure 

itself. In addition, stealth technology made of composite 

is likely to be a superior advantage as military structure. 

In order to determine an application for composite material 

under external hydrostatic pressure, material tests were 

conducted for carbon-epoxy ply composite URN300 and 

USN125. The strength and stiffness of the fiber and resin 

of two composites were determined. Cylindrical panel test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behavior of post-buckling 

under vertical line load. Finite element analyses, using 

ANSYSll code, have been performed, using a linear buckling 

model which is based on the solution of the eigenvalue 

problem, and a nonlinear model which is based on the 

arc-length method for various cases. Furthermore, an 

external hydrostatic pressure test was conducted to verify 

numerical analysis. Thes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previous results obtained by FEM on the buckling and post 

buckling of composite cylindrical shell under hydrostatic 

pressure. Difference between FEM and the test result is 

expected to be approximately 15%. And we investigate the

validity of the finite element method applied to buckling 

analysis of a filament-wound thick composite shell 

subjected to an external hydrostatic pressure. Two methods

were suggested for buckling analysis of a filament-wound

thick composite shell under hydrostatic pressure: using the 

equivalent properties of the composite, and using stacking

properties. A hydrostatic pressure test was conducted to 

verify the FEA. The test results were compared with previous

results obtained by FEM on the buckling of a 

filament-wound composite cylindrical shell under 

hydrostatic pressure. FEM analysis results using the 

stacking properties of the composite we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test results. The difference between 

FEM results and the test results was approximately 

O~2.3%. In addition, a buckling pressure equation that is

based on the ASME buckling equation and customized to 

USN125 composite material is also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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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학 7 1 8

유체공학 9 5 14

에너지 및 동력공학 1 5 6

총 31 30 61

<부록1-4>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편수별 요약 



초록집

102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우종진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종원

국문 : 
영문 :

하이브리드 능동 자기 베어링을 이용한 자기부상웨이퍼 회전 장치의 설계
Design of magnetic levitation wafer rotation system using hybrid active magnetic bearings

본 논문은 기존 반도체 RTP 장비에 적용된 웨이퍼 회전장치

의 볼베어링을 대체하는 하이브리드 능동 자기베어링의 연구

를 제시했다. 반도체 전공정인 급속열처리(RTP), 고속어닐링

(RTA), 고속열세정(TRC), 고속열화학진공증착(RTCVD), 고

속열산화(RTO), 고속열질화(RTN) 공정에서 이 웨이퍼 회전 

장치를 사용한다. 기존의 웨이퍼 회전장치는 볼베어링과 마그

네틱 커플링을 이용하여 회전하는 시스템이나 베어링의 유격

에 따른 진동과 소음이 크고, 윤활유가 산화되거나 베어링이 

마모됨으로 인한 베어링 교체작업으로 인해 반도체 공정을 효

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웨이퍼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300mm, 400mm 크기의 

웨이퍼를 작업하기 위한 산업체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이브

리드 능동 자기베어링은 전자기력을 이용하여 회전하는 웨이

퍼 링과 비접촉으로 부상하여 회전하므로 무마찰, 무윤활로 

인해 낮은 손실 및 운전수명 연장을 기대할 수 있다.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진공, 고온의 환경에서도 운전이 가능하고 시스

템 동특성의 전기적 제어가 가능하여 초정밀 구동 및 위치 제어

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하이브

리드 능동 자기 베어링의 특성을 이용하여 웨이퍼를 회전시키

는 모터 코어, 반경방향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코어와 수직 방향

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코어의 3단 구조와 코어 사이사이에 바

이어스 자속을 공급할 수 있는 영구자석으로 이루어진 웨이퍼 

회전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웨이퍼 회전 장치의 개발로 인해

자기부상시스템의 외산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이 가능하고 

기반 핵심기술 보유로 인한 기술 해외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유준환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오수익

국문 : 
영문 :

원자 단위 전산모사를 이용한 다중 쌍정면과 연관된 나노와이어의 탄성거동 연구
Atomistic simulation of enhanced elastic behavior of nanowires associated with multitwins

유나노 스케일의 소재들은 일반적 크기의 물질과 다른 물리

적 현상을 보이고 개선된 물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일반적으로 

알려진 물리적 성질은 나오 박막, 나노와이어, 나노 입자, 그리

고 NEMS 등의 나노 스케일 시스템에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나노 스케일 소재에서 물리적 특성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나노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능을 제어하는데 있

어 매우 중요하다. 나노 스케일 소재들은 크기가 작아지면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매우 커지게 되는데, 특히 1차원

수조물인 나노와이어는 길이 방향을 제외한 부분이 자유 표면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 표면의 영향은 지배적이 되며 

새로운 물리적 현상과 기계적 특성 변화의 원인이 된다. 표면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명진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윤영

국문 : 
영문 :

준-해석적 단면 변형 함수를 이용한 일반 형상의 폐단면 박판보 해석
Analysis of Arbitrarily-Shaped Thin-Walled Closed Beams Using a Semi-Analytic Section Deformation Function

본 연구는 기존의 티모셴코 보 이론에 뒤틀림과 찌그러짐 변

형을 추가로 고려하여 일반 단면을 갖는 고차원 곡면 폐단면 

박판보의 해석이 가능한 수치적 기법을 제안한다. 폐단면 박판

보의 단면을 보-격자 구조물로 가정함으로써, 뒤틀림과 찌그

러짐의 변형 형상을 고유 값 해석을 통해 수치적으로 얻게 된

다. 고유 해석을 통해 얻은 고유 모드 중에서, 가장 낮은 몇 

개의 모드들을 선택함으로써 폐단면 박판보의 단면 복잡도에 

무관하게 변형 함수를 해석적으로 유도하는 복잡한 과정을 필

요로 하지 않게 된다. 또한 이 방법은, 플랜지를 갖고나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폐단면 박판보의 해석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제안된 수치적 방법은 매우 심한 뒤틀림이나 찌그러짐 변형 

함수가 필요할 때 특히 유용하며, 이러한 변형 함수들은 필요에

의해 추가 되어 끝단 효과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추가로,

실제 부품과 유사한 형상을 지니는 조인트로 연결 된 일반 단면

의 폐단면 박판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유효성

은 일반 단면을 갖는 다양한 종류의-직선, 곡선, 테이퍼, 조인

트 연결-폐단면 박판보 예제를 수행함으로써 검증되었으며, 

폐단면 박판보를 이용한 자유도이 수와 추가한 변형 함수의 

수에 따른 수렴성도 함께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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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에 의해서 상변형, 형상 기억 효과와 준 탄성 거동이 나타

날 수 있고, 크기가 작아지면서 기계적 물성이 변하는 크기 

의존성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크기 감소에 의한 표면 탄성의 

영향 증가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에 의해 탄성 거동이 변할 수 

있음을 분자 수준 전산 모사를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상향식 

가공 방법에서는 표면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에 다

수의 쌍정면이 존재하는 준 안정 상태의 고유한 구조가 나타난

다. 모든 나노와이어들의 탄성 계수는 동일한 크기 의존성을 

보이지만, 내부에 쌍정면을 갖는 나노와이어는 동일 크기의 

쌍정면이 존재하지 않는 하향식 방법에 의한 나노와이어에 비

해 표면의 형상과 방위, 원자간 포텐셜 모델, 그리고 내부에 

존재하는 결함들과 관계 없이 탄성 계수가 항상 크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수의 쌍정면이 존재하는 나노와이어는 구

조적 결함에 의해 탄성 변형이 내재하게 되는데, 나노와이어 

반경방향의 탄성 변형과 단면에서의 탄성 계수 분포를 비교 

분석하여 탄성 계수의 증가는 쌍정면이 내재하는 나노와이어

의 고유한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원자 간격 변화에 기인한 것으

로 설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노 스케일에서 존재할

수 있는 고유한 구조가 기계적 물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나오 스케일의 물성을 근본적으로 이해하

는데 도움을 주었고, 나가가 원하는 기능을 갖는 나노 구조물을

설계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  자 학  수여일 학 명칭 학 수여기  지도교수

이명한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오수익

국문 : 
문 :

온간에서의 마그네슘 합금 판재의 성형한계도
Forming Limit Diagram of Magnesium Alloy Sheet at Warm Temperature

마그네슘 금은 경량성과 전자파 차폐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 및 전자 산업에서 크게 주목 받고 있는 소재이다. 

대부분의 마그네슘 합금 소재는 다이캐스팅 공법을 이용해 제

품을 생산해 왔으나, 박판 부품 제작의 한계와 제품 강성의 저

하로 최근에는 마그네슘 합금 판재를 이용한 제품 생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마그네슘 합금 판재는 조밀육방

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상온에서의 성형성의 현저하게 낮은 단

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은 약 200℃ 부근의 온도 범위에서 성형

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마그네슘 합금 판재는 

온간에서 성형성이 향상된다. 마그네슘 합금 판재를 온간에서 

성형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해석 

기술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

은 마그네슘 합금 판재의 온간 성형 실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되어 왔다. 일부 온간 성형 해석 기술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나 

냉간 성형을 바탕으로 한 해석 기술의 제안이 대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마그네슘 합금 판재의 온간 성형에 대해 포괄적으

로 살펴보았다. 특히, 마그네슘 합금 파재의 오간 성형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판재 성형 해석은 제품의 

형상이 복잡하여 대부분 외연적 유한요소법을 사용하고 있다.

마그네슘 합금 판재를 온간에서 성형하게 되면 변형률 민감도

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파단이 지연되게 된다. 따라서, 외연적 

유한요소법에서 변형률 민감도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살펴보

고, 외연적 유한요소법을 이용해 마그네슘 합금 판재의 성형한

계도 작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마그네슘 합금 파재의 

온간 딥드로잉 성형 해석에서는 금형과 판재간의 열전달을 고

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였고, 온간 성형 해석에서의 파단 조건으

로 성형한계도를 이용하였다. 온간 딥드로잉 성형 해석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타당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를 통해 온간 성형 해석에서도 파단 조건으로 성형한계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전상욱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이동호

국문 : 

영문 :

공력/구조 최적설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과 신경망 모델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 with a Neural Network for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in  Aerodynamics/Structure Design Optimization

본 연구에서는 력/구조 최적설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 (POD)과 신경망 모델을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형상이 변하

거나 유동 조건이 달라지면 축소모델은 공력성능 및 유동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입력변수와 축소모델에 대한 

출력변수 사이의 관계를 인지할 수 있는 신경망 모델을 PO에 

도입하였다. 이처럼 신경망 모델을 가진 축소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full order 해석으로부터 구하여진 snapshot data로부

터 신경망 모델을 학습시킨 후, 최적설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상의 변화에 대해서 축소모델의 변수를 신경망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모델을 형상이 변하는 여러

예제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full order 해석 결과와 비교해 보았

다. 그 결과 공력 및 구조 성능을 3%이내의 오차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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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날개-

동체 모델의 공력/구조 최적설계 문제에 적용하여 제안된 모델

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조사하였다. 이때의 최적설계 결과를 

response surface model 을 이용한 최적설계 결과와 비교하여 

두 방법 모두 유사한 최적점을 도출함을 확인하였으며 제안된 

모델이 근사모델을 이용한 최적설계보다 약 33% ~60% 효율

이 향상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신경망 

모델을 가진 축소모델을 최적설계에 적용할 경우 설계의 정확

성은 확보하면서 그 효율성이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정명식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오수익

국문 : 

영문 :

분말 재료의 압축성형 및 소결 공정의 유한요소해석
Finite Element Analysis of Compaction and Sintering of Powders

 분말의 압축성형(compaction) 및 소결(sintering) 공정을 포

함하는 분말 공정은 주조나 단조와 같은 다른 소성가공 공정에 

비하여 공정이 간단하며, 복잡한 형상의 성형이 비교적 쉽다. 

또한 세라믹과 같이 재료의 취성이 높아 후처리 공정이 어려운 

재료에 대한 성형도 가능하며 낮은 제조 단가를 갖는 장점이 

있다. 분말 제품의 공정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최종 

제품이 원하는 형상과 기계적 성질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

서 분말공정에서 최종 형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이는 

분말 제품 생산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술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시행착오적 방법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

효율적이다. 특히, 새로운 제조 기술과 신소재가 도입되면서,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은 그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분말의 압축성형공정에서 성형체 내부의 밀도 구배 및 결함발

생은 분말의 특성을 제외하고도 금형의 형상, 금형 이동속도 

그리고 금형과 소재간의 마찰계수와 같은 다양한 공정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성이론을 기초로 하여 

분말 공정 시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압축성형과 소결 공정을 

한가지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 통합 모델(unified model)을 도

입 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분말의 압축성형과 소결을 

각기 다른 모델을 적용하여 모사한 것에 비해 연속적인 공정

(continuous process)을 해석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인 다공질 재료의 항복 함수의 정수응력 항에 소결 구동

력을 참가하여 평행 이동된 항복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소결공

정을 함께 모사할 수 있게 하였다. 도입한 항복함수에 유동법칙

을 적용하여 구성방정식을 유도하였으며 이를 실험 결과와 비

교하여 검증하였다. 공정 조건에 따른 최종 제품의 형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통합형 모델을 유한요소해석에 적용하여 불

균일한 상대밀도 및 온도 분포를 가지는 성형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복잡한 형상이나 서로 다른 물성을 갖는 

이종재료의 변형의 예측에 적용하였다. 통합 모델을 기초로 

하는 압축성형 및 소결 공정의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실험 결과

와 비교하였으며 기존의 모델에 의한 해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실제 공정 설계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광다이오드(LED: Light Emittimg

Diode) 반사판의 제조와 선삭 인서트 공구의 제조 공정에 통합

모델을 통한 유한요소해석을 적용하여 공정의 변화에 따른 결

과를 분석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정문기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이건우

국문 : 

영문 :

인체-제품 통합 모델 해석을 위한 상호 관계 부여 및 구동 모션의 생성 

Specification of mutual relationship and generation of driving motion for the biomechanical analysis of human-product integrated mode

현대의 제품 개발의 초점은 제품 자체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로 옮겨지고 있다. 특히 인체와 밀접한 상호 관계를 지니

는 제품을 설계할 경우 제품과 인체를 동시에 고려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가상 환경에서 제품과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인간 중심 제품 설계 및 해석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품 설계 단계에서 인체에 

대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인간 중심 제품 설계 시스템

(Human-centered CAD system)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체 모델링 방법, 인체와 

제품 간의 상호 작용 정의, 제품 사용 시 인체 동작의 시뮬레이

션 및 생체 역학적 해석 등의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련 연구들을 위해 첫째로 현재 널리 사용 중인 상용 CAD시스

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체 모델의 자료구조를 채택하

고 이를 CAD시스템에 통합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인체-제

품 통합 환경에서 제품 설계자에 의도에 따라 인체와 제품 간의

상호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정의하고 이를 구현하

였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에 의해 인체-제품 통합 모델 정보를

동적 해석 모델로 변환하여 생체역학 해석 전용 소프트웨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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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전달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

을 통해서, 인체에 대한 고려 요소가 제품 설계의 초기 단계에 

반영 될 수 있고, 제품의 생체 역학적 해석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의 단축을 달성할 수 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기환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종원

국문 : 

영문 

산업용 로봇의 보정을 위한 위치 및 자세 측정 시스템

A measurement system of position and orientation for calibration of an industrial robot

본 논문에서는 산업용 6축 로봇 말단부의 위치 및 자세를 직

교 공간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측정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다룬다. 추가적으로, 측정정확도 향상을 위해 측정시스템의 기

구학적 보정의 이론적인 해석과 실험적인 검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측정시스템을 이용한 6축 로봇의 기구학적 보정

의 이론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연구도 포함한다. 

측정시스템의 설계에는 실험실 측정 조건이 아닌 실제 산업용 

로봇이 사용되는 현장이라는 측정 조건과, 측정 실험을 위한 

초기 설치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반영된다. 

측정시스템은 로봇 말단부에 부착하는 측정 장치와 로봇 외부

에 위치시키는 측정구조물로 구성된다. 측정 장치에는 5개의 

선형센서를 병렬로 장착되며, 센서들이 측정 구조물에 접촉하

여 얻어지는 값들이 측정시스템의 기구학식을 통해 로봇 말단

부의 정보 중 두 개의 위치 값(y, z)과 3개의 자세 값을 측정구조

물 상에 존재하는 전역 좌표계 기준으로 나타낸다. 측정구조물

은 막대의 형상이며, 측정될 로봇의 위치와 자세에 따라 측정구

조물의 설치 위치 및 자세가 바뀔 수 있다. 측정시스템을 이용

하여 로봇이 정지 상태일 때의 위치와 자세뿐 아니라 동작상태

일 때의 위치와 자세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측정시스템

의 측정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

장치 말단부의 위치와 자세를 측정하고 측정 정확도의 향상을 

위해 측정시스템의 기구학적 보정을 수행하였다. 측정시스템

의 기구학식 보정을 통해 측정 시스템의 위치 측정 정확도는 

0.05mm 이내, 자세 측정 정확도는 0.2˚ 이내로 보장할 수 있

게 되었다. 측정시스템의 측정정밀도는 측정 장치에 사용되는 

선형센서의 측정정확도와 측정시스템의 기구학적 오차전파를 

이용하여 계산되었으며, 실험을 통해 측정정밀도의 값을 검증

하였다. 측정시스템은 산업용 6축 로봇 말단부의 위치와 자세 

오차를 측정하는데 적용하였고, 측정된 오차를 이용하여 6축

로봇의 기구학식 보정을 수행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로봇의 

말단 부 위치 및 자세 오차를 각각 98.39%, 76.53%만큼 감소

된 것을 확인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지훈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기창돈

국문 : 
영문 

순차적 기법을 이용한 항공기 안정미계수 추정 자동화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utomatization of Computing Aircraft Stability Derivatives using Sequential Estimation Technique

 본 논문은 기존의 안정미계수 추정 방법들이 가지는 단점들

을 보완하기 위하여 순차적 기법을 이용한 안정미계수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안정미계수의 순차적 추정 알고리즘

은 항공기 형상으로부터 경험식을 통해 구하거나 CFD 기법을 

사용했을 때보다 정확하고 풍동 시험 방법을 사용한 방법보다 

경제적이면서 비행 데이터를 이용한 방법 중 최대공산기법

(MLE)을 사용한 추정기법보다 계산 량이 적고 간단하며 확장

칼만필터(EKF)를 사용한 추정하는 방법보다 초기 조건에 덜 

민감하다. 특히 본 알고리즘은 간단하고 계산시간이 오래 걸리

지 않기 때문에 Payload 변경이 잦은 무인항공기 실험 시 몇 

가지 비행 데이터만으로 현장에서 바로 안정미계수를 추정할 

수 있어 무인항공기의 자율 비행에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논문에서는 순차적 추정 알고리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항

공기의 운동방정식에 기반하여 종 방향 및 횡 방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대상 무인항공기를 예를 들어 구체적인 추정치

를 구하고, 이를 CFD 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안정미계수와 

비교하여 안정미계수 추정 성능이 우수함을 보였다. 그리고 

제안한 기법의 추정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자동비행제어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추정한 안정

미계수를 사용하여 실제 무인항공기의 자동비행 시험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순차적 추정 

기법은 항공기의 앞방향속도 및 각속도의 정보만으로 종 방향 

및 횡방향 안정미계수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단일 안테나 GPS 

자세 결정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IMU 없이도 항공기의 안정

미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은 항공기의

안정미계수를 추정하는데 있어 기존의 추정 방법에 비해 정확

하면서 경제적이고 또한 추정방법이 간단하면서 초기 조건에

강건한 추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추정 성능을 시뮬레이션

및 실제 비행 시험을 통해 확인하였으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

는 알고리즘은 무인항공기의 안정미계수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초록집

106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윤수환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이동호

국문 : 

영문 :

고속철도차량의 협소터널 고속주행을 위한 터널압력파동 수동감쇄기법 연구

A Passive Reduction Method of Pressure Variation in a Narrow Tunnel for High-speed train 

고속철도 차량이 터널을 진입할 때 발생하는 압력파는 차량

표면에 큰 압력변동을 일으키고, 승객의 이명감을 발생시켜 

주행속도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차량

이 좁은 터널을 고속주행하기 위하여 터널내부의 큰 압력변동

을 상쇄시키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선 터널을 고속 주행하

는 고속 틸팅 차량에 대한 실차시험을 수행하고, 축대칭 수치해

석을 이용하여 터널내부에서의 압축파의 발생 및 전파 그리고 

고속철도차량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상을 모사하였다. 터널

주행 실차실험 결과, 대부분의 터널에서는 차량 표면 압력이 

큰 진폭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변동하였지만, 특정한 터널에

서는 그 진폭이 크게 상쇄되었다. 그리고 수치해석을 통해, 터

널입구에서 압축파와 팽창파의 중첩이 압력변동을 상쇄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압축파와 팽창파의 중첩에 필요한 변

수(차량길이/속도, 터널 길이,음속 그리고 압력파 중첩길이)들

의 관게식을 정의하여, 좁은 기존선 터널에서 고속철도차량이 

최고속도로 통과하더라도 큰 압력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터널

길이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그 터널길이에 부족한 길이에 해당

하는 터널형상 구조물의 설치를 제안하고 이를 더미터널덕트

(Dummy tunnel duct)라고 명명하였다. 더미터널덕트를 설치

한 터널에서는 고속철도차량의 터널주행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차량표면의 압력변동은 감수하여 최고속도에서는 약 60%

의 압력변동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차량의 길이 

오차가 ±5m 이내에서도 그 감소효과는 42~60%로 유지된다. 

특히, 단면적이 좁이 단선터널에서도 압력변동은 약 45%, 압

력 변동율은 약 39% 감소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더미터널덕트는 승객의 승차감을 유지하면서 좁은 터널을 고

속으로 통과하기 위한 매우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상용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종원

국문 : 
영문 :

휴머노이드 로봇의 ZMP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 회복 방법론
Balance Recovery Methodology enabling ZMP Expansion for Humanoid Robot

본 논문은 인간의 동적 행동을 모사하거나 응용하여 외력에 

대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는 균형 회복 

방법론(Balance Recovery Methodology)을 제시했다. 휴머노

이드 로봇의 안정성 판별 방법(Stability Criterion)인 ZMP(Zero 

Moment Point)조건을 확장하기 위해 인간의 균형 유지 메커니

즘을 모방하여 안정 영역을 세 가지로 세분화 하였고, 외력과 

각각의 영역들과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규명한 ZMP 확장 방법

론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실제 로봇에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로봇의 균형 회복 영역에 대한 구분은 ZMP가 

support polygon에 존재하고 있을 경우 ankle balance 

recovery region에 있고 이 영역에 존재하는 ZMP를 RZMP 

(Real ZMP)로 정의 하였다. 이는 실제 ZMP 값이다. 다음으로 

ZMP가 support polygon을 벗어난 경우에 hip balance 

recovery region 에 있다고 하고 이 영역에 존재하는 ZMP를 

PZMP(Pseudo ZMP)로 정의했다. 이는 가상의 ZMP 값이다. 

이 영역에서는 로봇이 스텝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정적 균형

을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PZMP가 로봇이 스텝을 해야만 

도달될 위치에 있다면 동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를 step balance recovery region 으로 구분 하여 이 영역에 

존재하는 ZMP를 SPZMP(Stepping Pseudo ZMP)로 정의하였

다. 또한 각각의 영역에 대한 정량적인 범위를 얻기 위해 로봇

의 COM(the Center of Mass)에서 angular momentum을 예측

할 수 있는 LIDM(Linear Inverted Dumbbell Model)을 독창적으

로 제시하였다. 이 모델을 통해서 외력을 받고 있는 로봇이 어

떤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지 예측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외력의 크기에 따라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전략을 선택

하여 균형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LIPM(Linear Inverted Pendulum Model)을 통한 ZMP 영역보다

LIDM 을 통한 ZMP영역이 평균 4배 이상 확장되었으며 외력을

극복할 수 있는 크기도 LIPM에서 보다 LIDM에 근거한 균형 

회복 조건을 적용 할 경우에 마찬가지로 평균 4배까지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된 균형 회복 방법론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극복 

가능한 외력의 크기가 실제로 향상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써 향후 인간 환경의 적응에 필요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안정성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전동수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종원

국문 : 
영문 :

프로젝션 방법을 이용한 과구동 병렬기구의 기구학적 보정
Kinematic calibration for redundantly acuated parallel manipulators based on proje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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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프로젝션 방법을 이용한 과구동 병렬기구의 기구

학적 보정을 다룬다. 기구의 보정은 실제 기구가 가지고 있는 

오차인자들을 찾아내서 실제 로봇에 해당하는 기구식을 세워 

기구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다. 병렬기구는 특이점을 회피하

기 위하여 기구의 자유도 보다 더 많은 구동기를 사용하여 과구

동 되는데, 이로 인해 내력이 발생하고 기구는 내력평형을 이루

는 자세를 형성한다. 내력평형 자세는 기구의 관절강성과 기구

에 작용하는 외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전 연구에서는 

복잡한 실험을 통하여 이 값들을 알아내는 것이 필수의 과제였

다. 본 연구에서는 관절 강성 값과 외력 값에 관계없이 과구동 

병렬기구를 보정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먼저 측정 대상과 

오차인자 사이의 관계식인 오차인자 식별식의 차원을 확장하

여 기구 시스템을 해석하였고, 그 결과 기구의 관절공간은 관절

강성과 외력이 작용하는 공간과 관절강성과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직교공간으로 분리되어 나타났다. 이는 기구의 수학적 

모델에서 직교공간에 해당하는 값을 추출하여 시스템을 해석

할 수 있으면 관절 강성과 외력에 관계없이 기구학적 보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임의의 벡터를 특정 공간의

직교 공간으로 프로젝션하는 행렬을 사용하여 기구 관절 값들

에서 강성과 외력의 영향을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구동기 

제어에서의 지령 오차인 팔로잉 에러와 기구 말단부의 자세 

오차를 측정값으로 이용한 기구학적 보정 방법을 세웠다. 개발

된 보정 방법은 3-자유도 위치결정용 플랫폼, 2-자유도 평면

형 병렬기구에 대하여 실험으로 검증되었다. 3-자유도 위치결

정용 플랫폼의 보정 결과 평균 위치 오차는 92.4% 감소하였고, 

최대 거리 오차는 1.006mm 에서 0.097mm로 줄어들었다. 

2-자유도 평면형 병렬기구는 기구에 중력의 영향을 가한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실험이 수행되었다. 중력의 영향

이 없을 때에는 평균 위치 오차가 78.4% 향상되었고 최대 거리

오차는 0.740mm 에서 0.141mm로 향상되었다. 또한 중력의

영향이 있을 때에는 평균 위치 오차가 84% 향상되고 최대 거리

오차는 1.276mm에서 0.176mm로 향상되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조암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기창돈

국문 : 

영문 :

단일안테나 GPS 수신기 기반 자세결정기법과 관성센서를 결합한 복합항법시스템 및 이를 활용한 무인항공기 자율비 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Single-Antenna GPS Based Attitude Determination and GPS/INS Integration System and Its Application to UAV

본 논문은 단일안테나 GPS 수신기만을 이용하여 계산되는 

자세 정보를 활용한 GPS/INS 복합항법시스템 및 무인항공기 

자율비행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단일안테나 GPS 

수신기의 속도 정보로부터 고정익 항공기의 자세정보(의사자

세)를 구할 수 있다. 의사 자세는 항공기 주변의 바람에 의해 

실제 자세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 추정 알고리즘

을 개발함으로써 의사 자세 정확도를 개선시켰다. 바람 추정은 

의사 자세의 개선뿐 만 아니라, 지상물체 추적, 투하, 경로 추종 

등 무인항공기의 다양한 미션에서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기상관측 임무에서는 바람 추정 자체가 무인항공기의 중요한 

임무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의 센서를 사용하여 

바람을 추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무인항

공기에는 단일안테나 GPS 수신기와 대기속도를 측정할 수 있

는 Pitot tube가 장착되어있다. 이 두 센서의 조합만으로 항공

기의 실제 자세 정보 없이 바람을 계산할 수 없다. 그러나 항공

기가 헤딩이 변화하는 기동을 하는 경우 제시된 알고리즘을 

통해 바람 추정이 가능하며, 이를 시뮬레이션 및 비행시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관성항법시스템과 GPS 수신기

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질을 활용할 수 있는 GPS/INS 통합방법 시스템이 많이 사용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PS의 위치, 속도 측정치 이외에 

의사 세를 자세 측정치로 활용함으로써 GPS/INS 통학 항법해

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인다. 의사

세를 활용함으로써 통합해의 초기 수렴 시간이 줄어들고, 수렴

후 항법해의 정확도가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의사 자세만으로 고정익 무인항공기의 자율비행이 

가능함을 보인다. 의사 자세는 실제 자세와는 차이가 있지만 

무인항공기의 자율비행에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

은 관성센서 없이 단일안테나 GPS 수신기만으로 항법 및 제어

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비록 성능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지라도

개발된 시스템은 관성센서가 고장 난 상황에서는 중요한 백업

시스템의 가치를 지닌다. 또한 저가의 무인항공기에서는 주 

비행제어시스템으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단일안테나 GPS만을 사용하여 자동 이륙에서 착륙까지

의 전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단일안테나 GPS 기반

비행제어시스템의 가치를 입증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최승목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민경덕

국문 : 

영문 :

디젤 엔진 연소실 내 EGR 농도 성층화가 연소 및 배출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In-Cylinder EGR Stratification on Disel Combustion and Emission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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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각종 자동차 관련 배기 규제 및 지구 온난화로 

인한 CO2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초저공해, 

초저연비를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엔진 기술에 대해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HSDI(High Speed Direct Injection) 

디젤 엔진은 다른 내연 기관에 비해 높은 열효율로 차세대 엔진

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높은 화염온도와 불균일한 공연

비 분포의 특성을 가지는 디젤 연소 특성상, 질소산화물(NOx) 

및 입자상 물질 (PM)의 배출이 많으며, 이의 동시 저감에 어려

움이 있다. 배출물 저감 기술로는 배기가스 후처리 기술과 바이

오디젤 등의 연료 개선 기술이 있으나, 후처리 기술은 장치 추

가에 의한 엔진의 단가 상승 및 차량 무게 증가로 인한 단점이 

있으며, 바이오디젤 기술은 CO2저감에 효과가 있으나, 배출물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연소 기술과 밀접하게 연과 되어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디젤 연

소의 개선을 통한 engine-out 배출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배기가스재순환 (EGR) 기술은 엔진 내 산소 농도와 국부적인 

화염 온도를 낮춤으로써 디젤 엔진의 연소 특성에 큰 영향을 

주며, 특히 NOx의 저감에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소개된 저온연

소 (LTC), 예혼합 연소 (HCCI)등의 신 연소 기술에서는 주로 

기존보다 높은 EGR을 사용함으로써 화염 온도 및 국부족인 

공연비 제어를 통해 NOx 및 PM의 동시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연소 안정성이 저해 및 CO, HC의 증가와 연료 

소모율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지금까지 디젤 엔진에서 거의 적용되지 않은 연소실 내 

EGR농도의 성층화가 연소 및 배출 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 및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의한 연소 제어 및 배출물

저감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해석을 통해 이상적인 EGR 성층화 구조에서의 연소

해석으로부터 성층화 EGR에 의한 배출물 저감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또한 유동 해석을 통해 성층화 EGR을 실제 엔진에 적

용하기 위한 흡기 포트에서의 EGR 공급 방법 및 그에 따른 

여소실 내 EGR 성층화 분포를 연구하였으며, 다양한 흡기 포트 

및 피스톤 형상에 의한 EGR의 성층화 정도 및 분포의 변화 

및 흡기 포트 형상 변경에 의한 성층화 EGR 분포 개선을 연구하

였다. 2단 피스톤에 의한 EGR 성층화 정도의 향상 및 탄젠셜 

포트 측 옵셋 챔퍼를 통한 성층화 EGR 분포 향상을 각각 확인하

였다. 단기통 디젤 엔진을 통해 성층화 EGR의 효과를 확인하였

으며, 이를 위해 흡기 및 EGR 유량의 정밀 제어가 가능한 흡기

공급 장치와 양쪽 흡기 포트로 서로 다른 농도의 EGR 공급이

가능한 흡기 러너를 제작하였다. 실험을 통해 흡기 포트에서의

EGR 공급 방법 및 다양한 하드웨어에서의 성층화 EGR효과를 

평가하였으며, 2단 피스톤 및 옵셋 챔퍼 헤드에서 NOx 6%, 

PM 30%의 동시 저감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한 운전 조건 

및 연료 분사 조건에 대해 성층화 EGR 효과의 유효성을 확인하

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재환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이수갑

국문 : 

영문 :

교통소음의 소음성불쾌감 평가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Assessment of Annoyance from Transportation Noise 

 중앙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 따르면 모든 환경 분쟁 사건 

중 환경소음으로 인한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환경소음

이 심각한 환경 오염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WHO에서는 환경

소음에 의한 인체 위해성 평가 지시치를 소음성불쾌감

(annoyance)으로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환경소

음에 의한 소음성 불쾌감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 연구(experimental study)를 통하여 단일 

교통소음에 대한 소음성불쾌감 반응을 비교하고 그 원인을 분

석하였으며, 복합소음에 의한 소음성불쾌감 평가 모델을 제안

하였다. 또한, 사전 연구로서 음 재현 방법이 소음성불쾌감 연

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사전 연구 결

과, 바이노럴(binaural) 합성 기법을 이용한 실험에서 얻은 소

음도에 따른 소음성불쾌감이 그것을 적용하지 않은 실험에서

의 소음성불쾌감보다 크게 나타났고, 특히, 소음도 증가에 따

른 소음성 불쾌감의 증가율이 1%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머리 

주변의 물리적 현상을 반영하는 바이노럴 합성 기법이 더 좋은 

실험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헤드폰과 스피커 재생을 

통한 불쾌감 비교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아 헤드폰

에 의한 음장 변화와 불편함(unnatural gearing condition)이 

소음성불쾌감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헤드폰을 이용한 바이노럴 합성기법을 적용하

도록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경우 항공기소음이 가장 

높은 소음성불쾌감을 유발하고 그 다음이 도로소음, 철도소음 

순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와 일본의 현장 연구(field study)에서

는 유럽과는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소음도에 노출 되더라도 항공기 소음이 가장 

높은 소음성불쾌감을 유발하고 도로소음이 가장 낮은 소음성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된 국내의 현장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다양한 요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비교와 주

성분 분석을 이용한 요인분석 기법을 적용한 결과 소음레벨의 

변동성과 고주파 성분이 그러한 차이의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복합 소음의 소음성불쾌감 평가 연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소음원의 소음도가 유사(equally annoying level)

할 때, 전체 소음에 대한 소음성불쾌감은 특정 소음에 대한 

소음성불쾌감 보다 높게 나타났고, 두 소음원의 소음도가 현저

한 차이가 있을 때, 전체 소음에 대한 소음성불쾌감은 소음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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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소음원에 대한 소음성불쾌감과 같았다. 가중 합(weighted 

summation) 방식을 적용하여 두 소음원의 상호작용 현상이 

잘 모사되도록 복합 소음평가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옥외 

조건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두 소음원을 인지하는 과정은 자유 

음장(fuel field)에서 에너지 합이 아니라 음압의 합을 구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병희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이준식

국문 : 
영문 :

다이아몬드 열전탐침을 이용한 나노스케일 열전계수 측정 방법
Nanoscale Thermopower Profiling Technique using a Diamond Thermocouple Probe

반도체의 국소 열전계수를 나노스케일의 공간해상도로 측정

할 수 있는 주사 열전 현미경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다이아몬드 열전탐침의 첨단에서 국소 가열, 온도측정, 열전계

수 측정을 동시에 수행하여 시편의 열전물성을 측정한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시편과 탐침사이의 접촉점에서 발생하

는 열전 전압 외에 열전탐침의 첨단에 부착된 열전쌍을 통해 

온도 또한 측정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열전계수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방법의 핵심 요소인 다이아몬드 열전 탐침은 

다이아몬드 팁 위에 나노 열전쌍을 형성시키는 공정을 통해 

제작된다. 탐침은 가장 널리 쓰이는 반도체인 실리콘과 안정적

인 전기적 접촉을 이루기 위해 10GPa 이상의 압력을 견뎌야 

한다. 이를 위해 팁과 외발보는 붕소가 도핑된 전도성 다이아몬

드로 만들어지며 팁은 다이아몬드 코팅 탐침에 비해 더 뾰족한 

팁을 얻을 수 있는 실리콘 몰드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그 후 팁의 가열과 온도 및 열전전압 측정을 위해 팁 끝에 금과 

크롬으로 이루어진 열전쌍을 제작하였다. 완성된 탐침의 열전

쌍 크기는 500nm 내외였으며 팁 첨단의 반경은 50nm 이하였

다. 또한 탐침의 열 해석에 필수적인 다이아몬드 박막의 열전도

도와 금속과의 계면 열전도도를 구하는 '평면 내 3ω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두 가지 다른 전처리 방법으로

증착된 다양한 두께의 다이아모드 박막의 열전도도와 금과 다

이아몬드 박막 사이의 계면 열전도도를 측정하였다. 완성된 

탐침을 이용하여 실리콘 p-n 접합에서의 열전계수를 주사열전 

현미경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탐침을 교류로 가열하면서 시편

에 접촉시켜 발생되는 열전전압과 탐침의 열전쌍으로부터 측

정되는 온도를 측정하여 시편의 열전계수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는 포아송 방정식으로부터 계산된 시편의 이론적 열전계

수와 비교하였으며 p-n 접합 부근 50nm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열전계수의 변화를 잘 계측하였다. 또한 측정된 열전전압의 

위상차가 접합을 경계로 급격히 변화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본 방법의 공간해상도는 4nm 정도로 예상되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호현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고상근

국문 : 
영문 :

전자유도법을 이용한 피스톤 온도측정시스템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piston temperature measuring system using electromagnetic induction method

엔진의 개발과정이나 엔진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때 피스톤 

표면의 온도의 측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피스톤

의 주변 환경들 때문에 피스톤의 온도측정은 어려운 과제이다. 

특히 실차에서의 피스톤 온도측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차에 적용이 가능한 피스톤 

온도 측정 시스템의 개발과 검증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측정시스템은 코일센서, 측정 장비, 측정 프

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전자 유도 법을 이용하여 피스톤온도

를 측정한다. 본 측정시스템은 엔진 블럭에 장착된 1차 코일과 

피스톤에 삽입된 2차 코일간의 상호유도원리를 이용하기 때문

에 엔진의 고속왕복운동으로 인한 제약사항들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복수 채널의 온도 측정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설계된 코일센서는 기존의 전자 유도 법에 관한 연구들과 비교

해서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측정 

장비는 Peak detect and Hold 회로를 사용하여서 측정에 필요

한 준비과정을 간단하게 하여주는 효과와 더불어 시스템의 전

반적인 정확도를 향상시켜준다. 또한 본 측정 장비는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차에서의 피스톤 온도측정도 가능하게 해

준다. 연구과정에서 개발된 측정시스템의 성능은 블루투스네

트워크를 이용한 텔레메트리 시스템을 통해 검증되었다. 검증

실험은 AC모터를 이용한 리그 시스템에서 수행되었는데 리그

테스트를 통해 0.5도 이내의 정밀도와 2도 이내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며칠간의 반복 실험을 통해 재현성도

확인하였다. 끝으로, 개발된 측정시스템을 실차에서의 측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100도 안팎의 오도를 보여주는 엔진 idle 

상태에서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

템의 온도측정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전기적 공진 원리를 코일

센서에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회로에 컨덴서를 한 개

추가함으로써 측정 가능한 온도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록집

110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정창호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조성인

국문 : 

영문 :

한우육 기능성 냉장고 개발

Development of functional refrigerator for Hanwoo Beef

한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한우에 대해 보

관이 용이하고 장기간 보관하더라도 품질이 저하되지 않아야 

되나, 현행 한우 보관은 가정용 일반 냉장고나 김치냉장고의 

별도 저장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가정용 냉장

고는 다양한 식재료 및 음식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효용도가 

높으나 다른 음식과의 교차오염이나 저장온도의 부적합 등으

로 한우고기를 비롯한 육류를 3~4일 이상 냉장저장하기에 환

경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잦은 문 여닫음으로 인해 냉장 온도

가 고르지 않아 한우육을 3~4일 이상은 냉장 칸에 저장할 수 

없으므로 냉동실을 이용하여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냉장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한우육을 

가정에서도 냉장 상태로 약 2주 정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에서도 직거래를 통해 부담 없이 다량의 한우육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개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우의 유통현황을 조사하여 한우육 저장용 기능

성 냉장고(이하 한우냉장고)를 제작하기 위한 타당성을 제시하

였다. 한우냉장고를 이용하여 한우를 냉장 저장하는 경우를 

가정으로 온도 및 자외선 살균 환경에 따른 한우육 등심의 저장 

특성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직접 그리고 간접 냉장저장 방식

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한우를 저장하기 위한 최적의 냉장

온도를 선정하기 위해 5, 2.5, -1℃에서 각각 3주 이상 저장하

여 저장성을 확보하면서 안전한 저장방법을 결정하여 -1℃에

서 저장하는 것이 저장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온도임을 확인

하였다. 한우육을 보다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 효과를 확인하여 저장 초기의 30분 조사를 통해 미생물 

수를 감소하면서 육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한우를 저장하는 용기로 자외선 조사에 

있어 포장 재질(랩 포장과 지퍼백 포장)이 저장성에 영향을 미

칠 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여, 두 재질 간에 차이가 발생

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한우를 소비할 때 음식점 한우육 저장

시스템에서 한우육의 풍미를 증진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숙성

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5℃에서 2일간의 숙성 저장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저장방법을 결정한 이후에 한우냉

장고를 설계하기 위해 FLUENT 열유동 유체해석을 이용한 냉

장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개발하였으며, 기존 저장방법과 비

교하여 시제품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냉각방식으로 간접 냉각

식과 직접 냉각식의 한우육 저장을 통해 직접 냉각식이 한우육

의 장기 저장에 유리한 결과를 보여 직접 냉각 방식을 채택하였

다. 4면에서의 냉각으로 냉각 속도와 온도 분포를 크게 개선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4면에서의 직접 냉각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 일반 냉장고와 간접

냉각식 냉장고에 한우육을 저장하여 개발된 시스템과의 한우

육의 저장성을 비교한 결과, 개발 시스템에 저장된 한우육이 

가장 장기간 보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제어 가능한 한우 냉장고 모델을 개발하

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정에서 한우육을 직거래하여 

구매 시 2주 이상 안전하게 보관하며 품질을 유지한 상태에서 

한우를 소비할 수 있는 한우냉장고의 개발 및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  자 학  수여일 학 명칭 학 수여기  지도교수

최호진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이우일

국문 : 

문 :

비예혼합과 구조에서의 비정상 화염전파에 관한 연구
Unsteady Flame Propagation along Nonpremixed Vortex Structures 

스피커의 단일 왕복운동을 이용하여 연료저장조의 순수 프로

판을 대기중으로 분출하면서 얻어지는 비예혼합 와 구조를 따

라 전파되는 비정상 화염의 화염전파 현상을 실험적으로 연구

하였다. 원형 노즐을 통해 발생하는 와환(vortex ring)구조와 

직사각형 노즐로부터 발생하는 와쌍(vortex pair)구조에 대해 

유동장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Nd:YAG 레이저를 이용하여 

와 구조 내부에 점화를 수행하였으며, 전파되는 화염의 구조와 

이동속도 관측을 위하여 ICCD카메라 및 고속도 카메라를 이용

하였다. 또한 비반응 유동장의 관찰 및 화염전파 현상과의 상관

관계 파악을 위해 속도장 및 농도장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여기

에는 섀도우 또는 슐리렌 방법, 아세톤 PLIF, PIV 기법 등이 

사용되었다. 와 구조의 병진속도는 스피커 콘의 운동에 따라 

초기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동을 보였으며, 스피커를 구동

하는 램프(ramp) 신호의 진폭이 증가함에 다라 증가하였다.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부 와 직경은 외부 공기의 

유입 및 혼합 과정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었고, 아세톤 

PLIF 결과로부터 외부공기의 유입 및 연료층의 와류 발달에 

의한 나선형 구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점화 시점의 조

절을 통해 화염 전파를 와 구조 내부로 제한할 수 있었으며, 

점화 시점을 지연시킨 경우의 PLIF를 통한 농도장 분포는 와 

구조의 병진속도를 조절하는 램프신호의 진폭은 연료와 공기의 

혼합특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낮은 진폭의 경우에 작은 병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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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인해 점화 전 충분한 혼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됨으로써 와 중앙부에 균일한 연료공기 혼합부가 형성되

고, 동시게 볼록한 화염 형상을 지니며, 예혼합 와환에서의 화

염전파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게 된다. 화염은 초기에 화염 핵이 

성장하면서 가속되다가 일정한 전파속도를 상당구간 유지하

고, 궁극적으로 전파되던 두 화염이 서로 충돌하면서 급격히 

감속되면서 소화가 일어나게 된다. 정상 화염 전파속도는 램프

신호의 진폭에 의해 조절되는 순환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결

과를 보였고, 이는 예혼합 와환에서의 화염가속 원리를 설명하

는 vortex bursting 이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설명될 수 있다. 

삼지화염의 조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와 내부에 발달되어 있는 층상화된 연료 농도장이나 전파되는 

화염의 직경과 대등한 PLIF 이미지에서의 와 내부 연료층 최소

직경, 그리고 화염전파속도의 점화위치 무관성 등은 삼지화염

의 존재를 강력하게 뒤받침하고있다. 또한 순환의 크기가 영이 

되도록 외삽한 경우의 화염전파속도가 삼지화염의 경계속도와 

상당히 유사한 값을 보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각노즐의 

단측 두 변에 와 발달을 막아주는 가시창을 설치하여 한 쌍의 

직선 와관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와쌍구조를 얻었으며, PLIF 이

비지를 통해 명확한 와 구조 및 발달과정을 확인하였다. 섀도우 

방법과 PLIF 기법의 가시화와 PIV기법을 통해 와 구조의 병진속

도를 얻어 비교하였고, 유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부터 얻어진 

순환의 크기와 최대 접선속도를 와 강도의 척도로 얻었으며, 

게산 방법에 따라 결과값에 다소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자주 사용되는 와 직경 대비 와핵 직경 비율 10%의 가정

은 실제와 차이가 있으며, 와핵의 직경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레이저에 의해 하나의 와관 중심에

서 점화된 화염은 명확한 3가지 화염전파영역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초기 정상전파 영역, 조정된 정상전파영

역, 그리고 벽면 상호작용 영역으로 명명할 수 있다. 조정된 

정상전파 영역에서 전형적인 삼지화염의 구조를 확인하였고, 

점화위치 이동에 의해 확장된 화염전파 경로는 초기 정상전파 

영역만 확장하였으며, 나머지 두 영역으로의 전환은 벽면과 일

정한 거리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영역 전환이 벽면의 영향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화염전파 속도는 순환의 크기를 계산

하는 방법과 상관없이 순환의 크기와 최대 접선속도에 선형적

으로 비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와 강도가 화염전파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또한 순환과 화염전파속도 관계에서 순환의 크기를

영이 되도록 하는 경우의 화염전파속도가 삼지화염속도의 경계

속도와 상당히 근접하는 결과는 명백한 삼지화염 형상과 함께 

비예혼합 와 구조에서의 화염전파현상에서 삼지화염 구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 시켜주는 결과이다. 

연료차단으로부터 와 형성까지의 지연시간에 의한 연료 농도장 

변화에 따른 전파 화염의 형상과 와관 내부에서의 전파위치의 

변화는 관찰되었으나, 화염전파속도의 변화에는 그 영향이 미

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하태훈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민경덕

국문 : 

영문 :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 가스 확산 층의 내구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degradation characteristics in gas diffusion layer of PEM Fuel Cell

 최근,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이산

화탄소는 인류의 다양한 활동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33%가 자동차 내연기관의 운행으로 생성되고 있다. 따라서 건

강한 환경 유지와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는 자동차 시스템의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료전지는 내연기관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

운 동력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

는 수소를 그 원료로 사용하여 순수한 물만을 배출하는 청정 

동력원이며, 낮은 작동 온도, 빠른 응답성, 쉬운 시동성 등으로 

자동차에 적용하기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가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내구성이라

는 큰 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

의 주요 부품 중 하나인 가스 확산층의 경우, 내구성과 관련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많은 분석과 검증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료전지를 장시간

작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성능 감소를 가스 확산층에 초점을 

맞춰 파악한 후, 이러한 가스 확산층의 성능 감소가 연료전지

시스템의 성능 감소로 이어지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 내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주요 환경인,

물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 가스의 흐름, 전기 화학 반응에 기인

하는 전위차 발생이 가스 확산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또

어떠한 물성 변화가 연료전지 성능 저하까지 이어지는지 다양

한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세 가지 환경이 유발하는 

용해, 침식, 부식 작용을 독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leaching 

test, gas flow test, carbon corrosion test 기법을 확립하였고,

각각의 환경이 가스 확산층의 질량, 두께 액적 접촉각, 전기 

저항, 기체 투과도, 기공분포도, 인장 강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스 확산층의 물성 변화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위해 주사 전자 현미경 분석을 활용하였

다. 가스 확산층의 표면 및 단면 구조 변화를 관측하고, 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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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식, 부식이라는 인자가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초로, 실험 

전후에 가스 확산층의 같은 부위를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촬영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지금까지 가스 확산층 물성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PTFE가 실험 후에도 손상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최초로 가스의 흐름이 가스 

확산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탄소 부식이 가스 확산층에

도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현

상 관측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의

오류를 수정하고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관측 결

과를 보여 줌으로서 추후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황용신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차석원

국문 : 

영문 :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 양극 내에서의 왕복유동을 이용한 확산증대 효과에 대한 연구
Enhanced Diffusion in the Cathode Channel of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s using the Pure Oscillating Flow

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 시스템은 강제로 연료를 공급하는 

능동형 타입과 주변 공기와의 농도차이로만 운전을 하는 수동

형 타입이 있다. 그 중 휴대용 연료전지는 시스템의 체적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송풍기나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 

수동형 타입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수동형 연료전지는 

공기와의 농도 차이로만 운전하기 때문에 성능이 능동형 연료

전지에 비해 낮고 시스템의 운전 방향에 영향을 받아 운전 특성

이 불안해 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

에서는 진동자만을 이용하여 운전 할 수 있는 휴대용 연료전지

를 고안하였으며, 그 운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진동자는 얼마

든지 소형화가 가능하며, 소형화시 송풍기나 압축기처럼 많은 

효율감소를 보여주지 않는다. 왕복 유동은 채널 내 길이방향으

로 확산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왕복 유동을 채널 내 적용 시 

채널 내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며, 증가된 산소 농도에 의해 

연료전지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왕복 유동의 

적용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보여주며, 실험을 통하여 왕복 유동

을 지배하는 두 가지 요소인 주기와 왕복유동 거리가 연료전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채널 내 왕복유동

의 해석해를 구하여 각 요소가 연료전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요 무차원 수인 주기와 관련된 Womersly number와 

왕복유동 거리와 관련된 무차원 수를 구하였으며, 여기서 구한

무차원 수가 확산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효 확산 계수를 

구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해석해를 통하여 유효 확산 계수의 

요소 중 유동 형태에 관련된 무차원 요소인 <f(η)g(η)>에 의한 

영향력에 대해 나타내었으며, 에너지 소비 대비 효율에 대한 

관점에서 Womersly 수가 1 근처에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료전지 운전 시 왕복 유동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상용 툴인 Fluent를 이용하여 2차원 및 3차원 

연료전지 모델을 계산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실험과 해석해

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재확인 하였으며, 실제 반응이 있을 시

채널 내에서 왕복유동이 연료전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 고찰하였다. 이론적 연구와 수치적 연구를 통하여 왕복 유동

을 적용할 시 최적화 영역을 구하기 위해 water activity의 

correlation을 구하였으며, 여기서 구한 correlation을 이용하

여 연료전지에 왕복유동을 적용 시 최적화 영역을 구할 수 있었

다. 또한 설계를 통하여 소형 연료전지에 적용 시 약 12.235%

정도의 진동자 소비 전력만으로 연료전지를 구동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민정기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오수익

국문 : 

영문 :

폴리머 마이크로칩 제작을 위한 솔벤트 접착 방법에 관한 연구

Solvent-Based Bonding Method for Fabrication of Polymeric Microfluidic Chips

기존에는 유리 또는 실리콘 기반의 마이크로칩은 청정실

(cleanroom) 안에서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공정

과 화학적인 식각(chemical etching) 공정을 통하여 제작되고 

있으며, 기판끼리의 접합(bonding) 공정 또한 높은 온도와 압

력을 제공해주는 장비 안에서 긴 시간에 걸쳐 동안 진행된다. 

그러나 랩온어칩(lab-on-a-chip) 제작이나 간편한 의료용 진

단기(point-of-care-testing, POCT)의 상업화를 위하여 공정 

및 재료 단가가 저렴한 폴리머 기반의 마이크로칩이 주목받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시작되었다. 다양한 폴리머 재료 중에서

PMMA, PC, COC와 같은 플라스틱 재료는 유리만큼 광투과성

이 좋으면서 유리나 실리콘 기판보다 단가가 저렴하고, 사출성

형(injection molding)과 핫엠보싱(hot embossing) 기술로 대

량생산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플라스틱 기판은 유리나 실리콘 기판을 접합하는 것 

보다 간단하면서, 보다 짧은 시간 내에 제작이 가능하다. 폴리

머 기판을 접합하는 다양한 기술들 중에서 솔벤트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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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하는 기술은 접착강도(bonding strength)가 강하면서 상

온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접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솔벤트의 낮은 점도로 인해 마이크로 채널 안까지 솔벤트로 

채워져 막히는 단점이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이

크로채널의 높이와 접합면의 외부에 설치한 가이드채널의 높

이 비에 따라 변하는 솔벤트의 모세관 유동의 거동을 분석하였

고, 이를 바탕으로 솔벤트 접합에 적합한 마이크로칩의 형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제작한 칩에 대한 유동 실험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솔벤트는 두 채널 사이에 있는 접합

면을 따라 흐르다가 채널로 넘쳐 들어가면 모세관 힘에 의해 

높이가 낮은 채널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용하

여 가이드채널을 마이크로 채널 높이보다 낮은 높이로 설치하

였던바 솔벤트로 인한 채널의 막힘 현상(clogging)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이크로채널 높이와 가이드채널의 높이 비를 

조절함으로써 국소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접합할 수 있는 일반

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를 적용하여 제작된 플라스틱 마이

크로칩을 세포계수기(flowcytometer)에 사용하여 실험함으로

써 이 접합 방법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접합방법들에 비해 접합 시간이 짧으면서 간단히 마이크로 채

널의 막힘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솔벤트 접합 방법을 개발하였

으며, 이는 향후 랩온어칩이나 POCT를 위한 마이크로칩의 제

작방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손지원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오수익

국문 : 

영문 :

이동격자계를 이용한 자유 표면 유동의 유한 요소 해석

Finite Element Analysis of Free Surface Fluid Flows Using Lagrangian Method 

서로 다른 상이 존재하는 영역을 해석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의 상에 따라 밀도나 점성계수와 같은 물성치의 차이에 의해 

섞이지 않는 두 상의 경계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두 상의 경계

에서는 표면장력과 같이 고려해야 할 물리현상이 추가된다. 

나노 및 마이크로 스케일에서의 유동해석에 있어서는 이러한 

표면장력의 효과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 따라서 수치적으

로 각각의 상을 구분해주고, 두 상 사이의 경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 격자계를 

이용하여 자유 표면을 가지는 유동 해석을 유한 요소법을 이용

하여 수행하였다. 특히, 자유 표면 경계에 작용하는 표면장력 

효과 및 액체와 고체가 만나는 접촉라인의 접촉각의 적용을 

위해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였다. 즉, 자유표면

상 요소면이 이루는 곡률과 요소면에 대한 수직 벡터의 값을 

계산하지 않고, 요소간에 접선 방향의 적분을 통하여 표면 장력

힘을 계산하였다. 또한, 지배 방정식 상에 관성힘을 대입하여

유체의 유동 시에 접촉각이 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구현하

였다. 이는 자유 표면을 가지는 유동의 물리적인 의미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서, 종래의 계산법이 초래하는 오차와 계산량 

증가를 해결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계산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평면상의 물방울의 평형 상태 

해석, 경사진 면의 물방을 접촉각 변화 해석, 모세관 현상에 

의한 액체 형상 해석을 모델링하였고, 계산 기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송남호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오수익

국문 : 

영문 :

PMMA 마이크로칩 제작을 위한 열 압착 접착에 대한 연구

Thermal Compression Bonding for Fabrication of PMMA Microfluidic Chips 

레온어침(lab-on-a-chip) 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는 PMMA 

마이크로칩(PMMA microchop)은 마이크로 채널을 만들기 위

해 마이크로 패턴이 새겨진 상판과 하판(cover plate)을 접착해

야 한다. 상, 하판을 접착하는 방법 중 간단하면서도 균일한 

접착계면을 갖고, 복잡한 채널의 제작에 적합한 열압착 접착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열 압착 접착에서 접착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와 압력, 그리고 긴 접착 시간이 필요하나, 

이는 채널의 변형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마이크로 채널의 막

힘을 발생시킨다. 반대로 낮은 온도와 압력, 짧은 접착 시간은 

칩 접착의 실패나 부분적인 접착으로 인해 유체의 누수를 발생

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채널의 변형과 접착 강도 사이의 역설적

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공정조건에 대한 마이크로 채

널의 변형을 분석하였다. 채널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으로 마이크로 채널 주위로 추가 채널을 적용하고 국부적 열압

착 접착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채널의 변형을 최소

화하는 마이크로 칩의 최적공정조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추가 

채널을 솔벤트(Solvent) 접착의 유동 채널로 이용하여 솔벤트 

접착 시 문제되는 유로의 설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높은 접착

강도를 가지는 칩을 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높은 

접착강도와 채널의 변형을 최소화함으로써 열압착 접착의 딜레

마를 해결하여, 향후 랩온어칩이나 POCT를 위한 효과적인 마

이크로 칩 제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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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식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주종남

국문 : 

영문 :

레이저 마스킹을 이용한 스테인리스강의 전해에칭

Electrochemical etching of stainless steel using laser masking

본 논문에서는 포토마스크 없이도 스테인리강의 미세 형상을 

제작할 수 있는 레이저 마스킹을 이용한 전해에칭 (EELM)이라

는 공정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EELM 공정은 레이저 마스킹, 

전해에칭 그리고 초음파 세척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레이저 

마스킹 단계에서는 이테르븀 파이버 레이저에 의한 레이저 마

킹을 통해 스테인리스강 표면 위에 미세 패턴을 갖는 표면층이 

생성된다. 전해에칭 단계에서는 2M농도의 질산나트륨 용액에

서 스테인스강 표면이 선택적으로 가공된다. 즉, 레이저 마킹 

된 표면이 전해에칭이 진행되는 동안 스테인리스강 표면에서 

전해용출은 레이저 마킹이 되지 않은 표면에서만 일어난다. 그 

결과, EELM 공정을 통해 다양한 패턴을 갖는 형상을 성공적으

로 제작하였다. FIB, SEM, XRD, XPS와 같은 다양한 분석법을 

이용하여 레이저 마스킹에 의해 마킹된 스테인리스강의 표면특

성 변화를 분석하고, 또한 분극곡선을 통해 스테인리스강 표면

의 전해용출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분석으로부터, 마킹된

표면에서의 낮은 전류밀도와 전류효율 때문에, 마킹 된 표면의

전해용출 속도는 마킹되지 않은 면에 비해 매우 느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공 조건에 따른 EELM의 가공특성에 관해

조사하였고, 다양한 미세 형상 제작을 위한 안정적인 EELM의

가공 조건을 선정하였다. EELM은 single-step EELM과 multi-

step EELM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레이저 마스킹과

전해에칭을 한 번씩만 수행하는 Single-step EELM을 통해서는 

미세 패턴 형상 가공이 가능하다. 레이저 마스킹과 전해에칭으

로 구성된 공정의 반복을 통한 Multi-step EELM은 다층형상의

구조물을 가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EELM 공정은 포토리소

그래피 기술 없이도 스테인리스강의 미세가공이 가능하기 때문

에 미세 형상, 패턴, 표면 텍스처링 등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원수희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정인석

국문 : 

영문 :

수직 연료분사방식 스크램제트 연소기의 비정상 3차원 해석
Unsteady Three-Dimensional Numerical Simulation on Scramjet Combustor with Transverse Fuel Injection

Three-dimensional unsteady reacting flowfield generated 

by transverse hydrogen injection into a supersonic 

mainstream are numerically investigated using detached- 

eddy simulation and finite-rate chemistry model. The grid 

refinement with grid-convergence-index concept is applied 

for the instantaneous and time-averaged flowfield to assess 

grid resolution and solution convergence. Comparisons are 

made with experimental results to investigate the turbulent 

mixing and reacting flow physics. Results indicate that the 

detached-eddy simulation turbulence model correctly 

predicts the temporal evolution of the large scale eddies 

and related convective characteristics. Although a qualitative 

good agreement is achieved in experimental trend, the jet 

penetration and bandwidth are under predicted compared 

with experimental measurement. The jet vortical structures 

are generated as the interacting counter-rotating vortices 

are detached alternately in the upstream recirculation 

region. The eddy formation frequency is slightly over 

predicted due to incomplete turbulence properties in the 

attached boundary layer in the vicinity of the jet exit. The 

numerical OH distribution describes well the experimental 

OH-plannar-laser-induced fluorescence result, while the 

umerical ignition delay time shows some disparity due to 

the restriced available experimental data. The intermittency

phenomena are identified by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and detached-

deey simulation and the effects of the turbulence model on

combustion are quantified by mass flow rate of the primary

species of hydrogen combustion. HyShot-Ⅱ scramjet 

combustor flowfield, where gaseous hydrogen is transversely

injected into a supersonic cross flow, is numerically 

investigated using detached-eddy simulation and finite-rate

chemistry model. The amount of fuel injection is considered

for the design condition which corresponds to equivalence

ratio of 0.3. This work features detailed resolution of the 

flow and flame dynamics in the combustor, which was not 

typically available in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Results 

indicate that fuel-air mixing is caused by Kelvin-Helmholtz

instability and enhanced by the impingement of oblique 

shocks at the fuel-air interface. While the numerical results

reproduce well the pressure distribution for non-reacting 

region and self-ignition location, the pressure rise by 

combustion is over-pred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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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규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호영

국문 : 

영문 :

유체 계면에서 침수, 부양, 도약의 유체역학

The hydrodynamics of sinking, floating and bouncing at fluid interface

본 연구는 소금쟁이와 같이 유체 계면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곤충의 움직임에서 동기를 얻어 초수소성 소금쟁이 다리의 수

면에서의 부양능력, 수상 곤충의 수면 위 움직임에서 초소수성 

다리의 역할, 그리고 수면 위를 뛰는 초소수성 물체의 유체역학 

등을 다루었다. 소금쟁이 다리의 수면에서의 부양능력을 정량

화하기 위해 다리를 원기둥으로 단순화하였고 힘 평형 관계식

을 이용하여 부양력을 모델링 하였다. 모델링은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소금쟁이 다리처럼 지름이 모세관 

길이(capillary length)에 비하여 매우 작은 원기둥의 부양력은 

접촉각에 상관없이 지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초소수성 소금쟁이 다리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다리가 

수면에서 들어 올려져 분리될 때가지 소요되는 에너지를 힘 

평형 관계식 및 자유 에너지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유한차

분법을 이용하여 소금쟁이 다리 끝에 붙어 들어 올려지는 유체

계면의 모양을 풀었으며 자유 에너지 방법으로는 다리가 수면

에서 분리될 때의 위치를 예측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소금쟁이

처럼 초소수성인 다리는 친수성인 경우와 비교해 98%의 에너

지를 절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금쟁이가 수면 위에서 도약

하는 현상의 물리적 이해를 위해 초소수성 구가 수면 위에서 

도약하는 원리를 연구하였다. 실험을 통해 구의 낙하 조건에 

따라 구의 도약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포텐셜 유동 이론 

및 스케일링을 이용하여 초소수성 물체의 수면 위 도약을 위한 

조건식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작은 물체의 점성 유체 계면

으로의 침수에 대해 연구하였다. Stokes 방정식을 풀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델링하였고, dynamic boundary condition을

이용하여 구 주위의 유체 계면을 모델링하였다. 또한 스케일링

을 이용하여 구의 종단 속도를 예측 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모

델링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수면 위에서 움직이는

모세관 길이보다 작은 크기의 물체와 유체 계면과의 상호작용

에 대한 물리적 이해를 도우며, 수면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소금쟁이 등의 곤충을 모방한 로봇을 제작할 때 설계 조건 등을

제공할 것이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정일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최해천

국문 : 

영문 :

난류 유동 및 스칼라 수송의 큰 에디 모사를 위한 동적 광역 모델 

Dynamic Global Model for Large Eddy Simulation of Turbulent Flow and Scalar Transport

복잡한 형상 주위의 난류 유동 및 스칼라 수송을 정확하게 예측

하는 것은 유체역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 중의 하나

이다. 큰 에디 모사 (LES) 기법에 있어서, 동적 Smagorinsky 

아격자 모델은 기본적인 난류 유동의 해석을 위해 널리 사용되어

온 모델이다. 그러나 간단한 층류 유동에 대해서도 0이 아닌 

아점도 값을 예측하는 Smagorinsky 모델의 단점으로 인해, 동

적으로 결정된 모델 상수 값은 적정한 양의 아격자 소산을 제공

하기 위해서 공간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모델 상수 값의 

공간적인 변화는 때때로 수치적인 불안정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균질 방향으로의 평균 또는 클리핑 기법을 이용하여 

모델 상수값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아격자 모델의 부

적합성으로 인해 복잡한 형상 주위 난류 유동의 큰 에디 모사는 

제약을 받아 왔다. 최근 개발된 Vreman 아격자 모델은 다양한 

층류 유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0의 아격자 소산값을 보장한다. 

이러한 Vreman 모델의 특성은 Smagorinsky 모델에 비해 뛰어

나다고 볼 수 있다. Vreman 모델의 개발 이후 공간적으로 일정

하며 시간에 따라서만 변하는 최적의 광역 Vreman 모델 상수 

값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동적 광역 모델들이 개발되어 왔다. 

이들 모델은 통계적으로 균질 방향으로의 평균 또는 클리핑 기법

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난류 유동의 큰 에디 모사에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적 광역 모델의 다양한 난류 

유동에 대한 응용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

서 고려한 동적 광역 모델은 Germano identity에 기반한 모델 

(DVMG), 두 개의 테스트 필터를 사용하고 아격자 소산과 점성 

소산 사이의 광역 평형에 기반한 모델 (DVME), 그리고 한 개의

테스트 필터를 사용하고 광역 평형에 기반한 모델 (DVMES),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다. 다양한 천이 유동과 통계적으로 정상

인 유동에 대하여 큰 에디 모사를 수행함으로써 동적 광역 모델

을 검증하였다. 천이 유동으로서, 레이놀즈 수 Reλ=71.6과 716

에서 감쇄하는 등방성 유동이 고려되었다. 여기서 λ는 Taylor 

micro 스케일을 뜻한다. 이를 통해, DVME와 DVMES는 시간에 

따른 감쇄하는 등방성 난류의 예측에 실패하였으며, 이는 광역 

평형이 천이 유동에서 성립하지 않기 때문임을 밝혔다. 한편 

DVMG의 결과는 감쇄하는 등방성 유동의 실험 치와 매우 잘 일

치하였다. 천이 유동의 예측에 있어서 DVMG가 DVME와 

DVMES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한 후,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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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 유동에서 DVMG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고려된 통계적으

로 정상인 유동은 Reτ=180과 590에서의 난류 채널 유동, 

Red=3900에서의 원형 실린더 주위 유동 그리고 Red=3700과 

104에서의 구 주위 유동이다. 여기서 τ와 d는 각각 마찰 속도와 

원형 실린더 또는 구의 지름을 나타낸다. 이들 큰 에디 모사의 

결과는 직접 수치 모사의 결과 또는 기존의 실험 및 수치 계산의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였다. 아울러, 복잡한 형상 주위 유동의 

예측에 있어서 DVMG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3차원 모델 

차량 주위의 큰 에디 모사를 수행하였다. 이 큰 에디 모사의 결과

는 기존의 실험 치와 잘 일치하였으며, 후류에 존재하는 복잡한 

3차원 유동 구조를 제시하여 복잡한 유동에 대한 DVMG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난류 

유동에서의 수동 스칼라 수송을 위한 아격자 모델을 개발하였

다. 기본 와확산 모델로서 Vreman 와점도 모델을 이용하였다. 

모델 상수값은 Germano identity에 기반하여 결정되며, 공간적

으로 일정하며 시간에 따라서만 변한다. 난류 채널 유동, 난류

경계층 유동, 그리고 요철이 설치된 채널 유동에서 스칼라 수송

의 큰 에디 모사를 수행하였으며, 제안된 모델은 고려된 모든 

유동에 있어서 훌륭한 예측 성능을 보였다. 제안된 모델은 통계

적으로 균질 방향으로의 평균 또는 클리핑 기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난류 유동에서의 스칼라 수송을 위한 큰 에디 

모사에 사용될 수 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진병주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유정열

국문 : 

영문 :

미세채널 유동에서 크기와 점도가 다른 액적의 병합

Merging of Droplets of Different Sizes and Viscosities in Microchannel Flows

Mocroscale flow characteristics are highly different with 

that in macrocale. It is rare to see turbulent flow in 

microscale because Reynolds number is less than one, and 

surface tension is dominant. In particular, various micro 

fludic researches has being carried out in very small 

microchannels, which are basic component of "lab on a 

chip" (It has meaning that laboratory process would be 

miniaturized onto a chip). In microchannel, fine droplets 

ca be generated by two immiscible fluids, and these 

droplets can be merged. Droplet generation and merging 

techniques hold great potential for chemical and biological 

applications due to monidisperse size, small sample 

volume, rapid mixing, no dispersion problem, no 

evaporation and no contamination and so forth. In the 

present study, a novel droplet-merging technique is 

proposed, which enables two nanoliter of picoliter droplets 

to merge in a straight microchannel with high precision. Two 

dispersed phase fluids are supplied respectively from two 

side channels in certain range of flow rates to generate 

droplets of different sizes or different viscosities in a 

regularly alternating mode at a cross-channel intersection 

prior to the straight microchannel, in such a manner that 

the droplets are spontaneously synchronized by themselves 

due to the competition of the two interfaces formed at the 

cross-channel intersection. Then they are autogeneously 

merged in the downstream straight microchannel with of 

without a sudden expansion of the cross section, due to 

their velocity difference which is induced as they are 

transported aboard the continuous phase fluid. This 

droplet-merging method has no desynchronization or 

secondary-merging problems. The flow phenomenon 

inside the droplets during droplet merging process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better understanding of droplet 

merging characteristics in microchannels. In the present 

work, flow visualizaion via PIV measurement with a high 

temporal resolution within sub-millisecond time scale has 

been carried out to investigate alternating droplet 

generation in the cross channel, and subsequent droplet 

merging in the divergent channel of in the straight channel. 

The refractive index of the dispersed phase has been 

equalized to that of the continuous phase (silicon oil) by 

adjusting the concentration of the water/glycerol mixture in

the dispersed phase. The dispersed phase droplets seeded

with 2-μm fluorescent particles are generated alternately 

in the cross channel, which are merged in the divergent 

channel of in the straight channel. Since droplets are 

generated and merged instantaneously, a high speed 

camera capable of 5000 fps is used to capture the images 

of the droplet and the tracer particles therein. Temporally 

sequential images of velocity fields reveal the blocking, 

wqueezing and breakup processes during the droplet 

generation. In addition, the experiment results of droplet 

merging in the divergent channel reveal that droplets are 

merged in the processes of attachment, drai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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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escence, envelopment and finally the merged froplet 

showed single droplet-like flow pattern. At the instant of 

coalescence the strong vortex motion was induced, and 

then the rear droplet enveloped the front droplet, so that 

the vortex motion became weak. However, in the instant 

of coalescence of droplets in the straight channel cannot 

show strong vortex motion as shown in the divergent 

channel. Moreover, in the divergent channel the rear droplet 

enveloped the front droplet, however, in the straight channel 

the rear droplet penetrate into the front droplet. Numerical

simulation using level-set method has been carried out to 

visualize flow pattern around droplets during merging 

proces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droplet merging 

process in microchannels.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reveal that strong vortex motions around the rear and the 

front droplets are induced in the divergent channel, 

however, in the straight channel weak vortex was induced 

only at the narrow gegion around the coalescent point.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홍석우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종암

국문 : 

영문 :

파이프라인 유체시스템 분석을 위한 새로운 유한체적법 및 응용

A New FVM-based Analysis on Pipeline Fluid Systems and the Industrial Applications

파이프라인 유체시스템 분석에 적합한 새로운 유한체적법을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검증 문제를 다루었다. 아울러 해석모델

의 정확성과 계산효율 간 상충하는 문제로 인한 수치적 어려움

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유한체적법에 기반한 GJM을 고안하

여 유체시스템 설계를 위한 공학 해석 프로그램인 FTNS를 개

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GJM은 가상의 단일 검사체적을 

Junction 에 자동 생성하는 기법으로 구현되었으며 Junction 

에서의 선형운동량 교환과 벽면효과를 고려하여 손실에 대한 

상관식을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해석모델로 제시되었다. 또한, 

유체-구조 연동 효과와 이상유동의 수충격 분석을 위해 수치기

법을 성공적으로 확장하였으며 고전적인 수충격 이론과 비교

하여 이러한 물리현상이 파이프라인 내 유체의 급속 변동 문제

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었

다. 이와 더불어 산업분야의 공학설계 문제로의 적용을 위하여 

터보기계, 밸브, 흡수기와 같은 파이프라인 설비들에 대한 동

적 해석모델을 검증 무제와 함께 제시하였다. 수치기법의 정확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파이프라인 내 급속 압력변동을 발생시

킨 후 기계적 에너지 총량을 추적하여 관찰한 결과 2차 정확도

를 갖는 공간차분법이 정확도와 효율성에 있어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또한, 근사 Riemann계산기 중 RoeM 수치기법이 

Roe수치기법보다 유한체적법에 기반한 Junction coupling 방

식에 더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RoeM 수치기법

이 불연속 지형을 지나는 유선을 따라 총 엔탈피 량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계산비용에 대한 분석결과는 시간적분에 관한 수치

기법의 선택에 있어 분석대상 시스템 내 유동이 갖는 특성 시간

의 크기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을 보여주었다. 정상상태와 

느린 비정상 유동의 계산에는 LU-SGS의 내재적 시간적분이

적합하고 급속 변동을 계산하는 경우 3차 TVD Runge-Kutta의

외재적 시간적분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유체

-구조 연동 효과와 이상유동의 수충격 분석을 위해 수치 기법

을 성공적으로 확장하였으며 고전적인 수충격 이론과 비교하

였다. 이러한 추가적인 물리현상이 관 내 압력파의 속도와 크기

에 변화를 야기 시켜 압력파의 전파 특성을 바꾸기 때문에 파이

프라인 내 유체의 급속변동 문제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체시스템의 급속

비정상 문제를 모사하기 위해 터보기계, 밸브, 흡수기와 같은

파이프라인 설비들에 대한 동적 모델이 제시되었다. 완전한 

비정상 펌프 모델은 Suter curve와 토크 밸런스 이론을 이용하

였고 밸브모델은 밸브 성능곡선을 이용하였으며 흡수기 모델

은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모사하여 유체 해석와 연동시켜 구현

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분야 응용예제로 터널 공기역학과 터

널 화재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검증문제와 설계규격이 함께 제

시되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문지중 2010년 8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승조

국문 : 

영문 :

병렬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고속 충돌 현상의 해석 기법 연구

High Velocity Contact-Impact Simulation with Parallel Computing Technology

과거 고속 충돌 문제는 군사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충돌문제의 안전성 평가 등이 중요하게 되

면서 자동차 산업등과 같은 일반 산업에서도 고속 충돌 문제에 

관한 이해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고속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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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른 정적 해석 등과는 달리 재료 또는 형상의 비선형성, 

압력파의 전파, 재료 파괴 현상의 고려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 되어 왔다. 그러나 

고속 충돌 현상은 매우 짧은 시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험적

인 방법을 통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우며 고속 충돌 현상의 수치

적인 접근이 많이 시도 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면체 

요소를 이용한 안정적인 고속 충돌 문제 해석 코드가 개발 되었

다. Volumetric locking 현상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fractional step method기반의 mixed formulation 을 사용하여 

유한 요소 정식화를 하였으며, 외연적 방법의 불안정성을 제거 

하기 위해 인공 점성을 고려하였다. Bucket sort와 position 

code algorithm, 그리고 defense node algorithm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접촉 처리와 접촉력 부가를 하였으며, 다른 일반적은 

code와 달리 절점 대 면 접촉뿐만 아니라 모서리 접촉 또한 

고려하여 좀 더 정확한 접촉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cohesive law 기반의 절검 분리 기법과 pressure에 따른 재료의 

강성을 점차적으로 감소하도록 하여 취성 재료의 파괴 현상을 

외연적으로 모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적인 방법보다 수치

적인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기는 하나 복잡한 접촉계산과 해석 

하고자 하는 문제는 복잡성 증가 등으로 인해 많은 계산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MPI(Message Passing Interface)를 이용, 클러스터 시스템과

같은 MIMD(Multiple Instruction Multiple Data) 시스템 기반의

병렬화를 수행하였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정

적/동적 계산량 할당기법이 연구되었으며, 절점 기법의 병렬화

방법 및 임의 형상을 가지는 계산 영역 할당 기법을 제안 하였

다. 수치 해석 결과의 정확성 및 병렬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들이 고려되었다. 먼저 taylor impact 문제를 32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해석, 유한 요소 계산의 정확성 및 병렬

성능을 측정하였으며, 수직, 경사 충돌 문제를 해석하여 연성 

재료의 파괴 현상을 모사,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취성 재료

의 파괴 현상을 평가하기 위해 Glass-Metal 봉의 충돌, 취성-

연성 재료를 가지는 중첩 판의 관통 문제를 해석하여 정확성 

및 병렬 성능을 평가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곽문규 2011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서갑양

국문 : 

영문 :

자연모사를 이용한 고분자 건식접착구조의 제작 및 생체 접착 패치로의 응용

Bio-inspired polymer dry adhesives and their applications to biomedical patch

본 논문은 자연모사를 통한 건식접착제의 최적화를 통해 새

로운 형태의 의료용 접착제를 개발을 제시하였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네트워크 기술과 센서 기술을 토대로 

건식접착 패치 장치에 의한 원격 진료가 매우 각광을 받고 있

다. 효과적인 원격 진료를 위해서는 피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전극을 오랜 시간 동안 생체에 적합한 수단으로 

붙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 건강 진단 분야에

서 피부의 화학적 물리적 조건에 관계없이 재사용이 가능한 

무독성의 건식접착제에 대한 관심이 발생하였다. 자연을 모사

하여 만든 건식 접착제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피부

에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접착력을 유지하는 건식 접착제는 

아직 제작되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피부의 

특성에 구조적, 물질적으로 최적화된 건식 접착제를 제작함으

로써 의료, 건강검진 응용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시제품을 

생산하였다. 정밀한 마스터의 모양과 크기 조절을 위해 실리콘 

에칭 기술과 양극 접합 기술을 사용하였고 제작된 마스터로부

터 모양과 크기가 제어된 고분자 복제물이 제작 되었다. 피부에

서 안정된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종횡비의 구조와 부드

러운 물질의 사용이 요구되었다. 이에 구조의 최적화와 부드러

운 물질의 사용을 통해 좋은 성능의 건식 접착제를 생산하였다. 

피부의 거칠기와 굴곡을 계층구조로 가정하여 이 두 요인에 

대한 적응을 접착제의 두께, 마이크로구조의 길이방향 변형, 

그리고 마이크로 구조 끝단의 크기로 최적화 하였다. 구조와 

물질 조절의 결과로 건식 접착제는 최대 1.3 N/m² 의 접착력과 

최소 0.3 N/m² 의 접착력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여러 번의 

사용 동안 얻어진 안정된 결과로서 실시간 건강 검진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응용에 대한 

실시 예로 휴대용 심전도 기기의 전극 고정부를 제작된 건식 

접착제로서 대체하였고 추가적인 최적화가 더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습식 접착제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건식 접착제의 최적화는 구조적 최적화와 물질적 최적화의 두 

가지로 수행되었다. 구조적 차이에 따른 접착력 변화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 여섯 가지의 세부 변수를 구성하여 각각의 변화

에 따른 접착력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피부에 대한 최적화된 

구조를 이론 해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피부의 굴곡을 감싸기 

위한 적당한 접착제 두께는 0.5 mm 로 충분한 유연성이 확보

되어 무리 없이 피부에 넓은 접촉을 유도할 수 있었다. 또한 

매우 얇은 두께의 마이크로 구조 상단 팁은 미세한 피부의 거칠

기에 대해 고른 접촉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게다가

단일 마이크로 구조의 인장 변형은 피부의 작은 단차를 극복하

여 여러 마이크로 구조의 접착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주어 

건식 접착제의 접착력을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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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조적 최적화 이외에도 실질 탄성 계수를 낮추기 위한 물질 

조절이 PDMS에 첨가되는 경화제 양의 조절로 이루어졌다. 결

과적으로 약 7.5%의 경화제를 첨가한 PDMS의 경우에서 반복

적인 패터닝과 비교적 높은 접착력을 얻어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두 가지의 최적화를 통해 피부에 적용 가능한 건식 

접착제를 제작 할 수 있었다. 피부 접착용 건식접착제의 마스터 

제작을 위해 발달된 표면 미세 가공법 및 양극 접합 방식이 

사용되었고, 그 결과 여섯 가지의 변수, 예를 들어 구조 상단부

의 지름과 두께, 마이크로 기둥 구조의 지름과 높이, 구조의 

단면부 모습, 전체 접착제의 두께를 생산 공정을 통해 조절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먼저 이 방법을 통해서 원형,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의 단면 모양을 가지는 마이크로 구조를 생산하

였고 또한 구조 상단부 팁의 크기를 정밀하게 조절한 아홉 가지

의 구조를 생산하였다. (지름: 20, 22, 24 μm, 두께: 1.5, 2, 

2.5 μm) 이 아홉 가지의 접착제는 9~16 N/cm2 의 범위에서 

다양한 접착력을 보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다른 추가적인 구조

를 사용하여 피부 위에서의 접착력을 측정하였고 해석하였다. 

결과적으로 5 μm 지름, 15 μm 높이의 마이크로 구조 위에 

0.6 μm 두께, 9 μm 의 지름을 갖는 팁이 있는 구조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는데 수직방향의 접착력으로 매끄러운 

표면 위에서 17 N/cm², 피부 위에서 1.3 N/cm²의 값을 나타내

었다. 마지막으로 넓은 팁을 갖는 건식 접착제의 탈착 메커니즘

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건식 

접착제의 잠재적인 단점은 접착이 수동적으로 만들어 짐에 따

라 탈착을 위한 특별한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이에

대해 제시할 두 가지 탈착 방법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탈착 방식은 가역적인 수축/인장 방식과 팁 형상

(예를 들어 삼각형 팁)의 제어를 통한 방식으로 설명되었다. 

먼저 표면에 주름을 만든 건식 접착제의 접착력을 인장력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했다. 마이크로 구조가 형성된 얇고

주름진 PDMS 샘플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방향의 능동적 접착

력 조절이 가능하였다. 최대 인장 하에서 10.8 N/cm²의 수직 

접착력과 14.7 N/cm²의 수평 접착력이 측정되었고 인장이 없

는 주름진 샘플에서는 접착력이 어느 방향에 대해서도 측정되

지 않았다. 게다가 모든 방향의 접착에 대해서 100번 이상의 

반복사용에도 그 성능이 유지 되었다. 두 번째 방법은 삼각형

팁을 갖는 마이크로 구조의 제작이다. 모든 방향에 따라 일정한

접착력을 갖는 둥근 모양의 팁을 갖는 미세 구조와는 다르게 

삼각형 구조를 갖는 마이크로 구조는 뜯어내는 방향에 따라 

다른 접착력을 보였다. 탈착력이 삼각형 꼭지점 방향에서 밑변

방향으로 주어질 때, 탈착에 대해 꼭지점이 균열 방지점이 되어

균열의 진전을 잘 막지 못하고 쉽게 떨어지게 된다. 그와 반대

로 밑변 방향에서 꼭지점 방향으로 탈착이 이루어지면 비교적 

넓은 면적의 밑변이 균열의 진전을 막아주어 비교적 높은 값의 

접착력을 보여주게 된다. 새로운 삼각형 팁의 구조를 사용하여

복잡한 경사구조의 제작 없이 접착력의 방향성과 강한 수직 

방향의 접착력을 동시에 갖는 신개념 건식 접착제를 제작할 

수 있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권건우 2011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서갑양

국문 : 

영문 :

나노구조표면을 이용한 세포의 부착과 분화와 이동 조절

Control of cell adhesion, differentiation and migration using nanostructured surfaces

본 논문에는 모세관력 리소그래피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다양한 나노구조 표면을 이용하여 표면의 나노구조가 세포의 

부착과 분화와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먼저 암세포

와 상피세포 간의 부착력 차이를 이용하여 암세포를 선별하고 

농축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암세포의 부

착력보다 더 크다고 알려져 있는 상피세포의 부착력은 나노구

조 표면에서 증가하였다. 반면에 암세포의 부착력은 나노구조 

표면에서 증가되지 않거나 줄어들었다. 따라서 전단응력을 가

해주었을 때 상피세포에 비하여 보다 많은 암세포가 표면에서 

분리 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30 % 의 암세포와 70 %의 정상세

포를 섞어 유체의 흐름방향과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는350nm 

리지/700 nm 그루브 나누구조 표면에 배양하고 133 dyne/ 

cm2 의 전단응력을 가해주었을 때 암세포의 비율이 30 %에서 

80 %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나노구조를 이용하여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신경세포로 선택적으로 분화시켰다. 본 

실험에는 350nm 리지/그루브 나노구조를 이용하여 과하게 사

용할 경우 암을 할 수 있는 레티오닉 에시드와 같은 분화유도제

를 사용하지 않고 줄기세포를 분화시켰다. 또 성상교세포는 

신경돌기의 성장을 막는 신경교상흔을 만들기 때문에 분화가

억제 되어야 하는데 인간배아줄기 세포는 나노리지/그루브 구

조상에서 신장되어 자라면서 성상교세포로의 분화는 최소화 

되면서 신경세포로만 선택적으로 분화 되었다. 세 번째로 나노

구조표면이 T 세포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T 세

포가 케모카인의 농도구배에 따라 이동하는 주화성에 대한 연

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나노구조물이 T 세포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우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

면, 2차원환경에서 T 세포가 나노리지/그루브 구조물을 따라

이동하는 데에는 인테그린의 역할과 앞 가장자리에서의 위족

형성이 중요하였다. 그런데 3차원을 모방한 환경에서는 인테

그린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T 세포는 최소 마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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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나노리지/그루브 구조를 따라 이동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렬

된 내피세포 상에서의 T 세포의 이동에 대해 연구하였다. 감염

된 조직으로 이동하기 위해 T 세포는 혈관 내의 내피세포에 

부착되고, 구르고, 이동하다가 내피세포를 통과하여 이동한

다. 그런데 체내의 혈관의 내피세포는 혈류와 혈관의 곡률에 

의해 정렬되어 있는데 기존의 연구는 내피세포의 정렬을 무시

하고 T 세포의 이동을 관찰하였다. 우리의 연구결과는 T 세포

가 전단응력의 방향이 아니고 내피세포가 정렬된 방향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T 세포가 정렬된 내피세포보다

정렬되지 않은 내피세포를 더 잘 통과하여 이동함을 보여주었

다. 이 결과는 기존의 결과가 간과해왔던 내피세포의 정렬 자체

가 T 세포의 이동과 내피세포 통과를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임

을 보여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권지훈 2011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최해천

국문 : 

영문 :

퍼덕이는 곤충 날개 주위의 3차원 유동 구조
Three-dimensional vortical structures around the wings of flapping insects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초파리와 잠자리의 퍼

덕이는 날개 주위 유동 구조를 분석하고 그 유동 구조가 날개와 

상호작용함으로써 곤충의 양력에 미치는 역할을 제안하였다. 

초파리의 퍼덕이는 날개 주위에는 날개 끝 보텍스 (wing-tip 

vortex)를 포함한 3차원 유동 구조가 관찰되었다. 날개의 중단

에서는 날개 끝 보텍스와 앞전 보텍스 (leading-edge vortex)

에 의해 아래 방향 유동이 유도되었으며, 이 유동은 후류에 

남아 다음 스트로크 (stroke) 동안 유효 받음각을 감소시켜 날

개의 양력을 감소시켰다. 반면, 날개 끝단에서는 날개의 진행

방향과 평행한 유동이 날개 뒤에 유도되며, 그 유동은 다음 

스트로크를 진행하는 동안 날개의 아랫면과 부딪치면서 양력

을 증가시켰다. 한 주기 동안 날개 전체 양력의 양력은 이전 

스트로크 동안 발생한 보텍스 구조에 의해 감소하였다. 날개 

끝 보텍스는 앞전 보텍스에 의해 유도되는 유동에 버금가는 

속도를 갖는 유동을 유도하였으며, 날개의 길이 방향으로 서로 

다른 3차원 유동 구조를 갖게 하였다. 날개 단면 양력 계수는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하였으나, 시간 평균한 값은 회전 중심으

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보였다. 3차원 날개의 단

면 양력 계수를 2차원 수치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구할 경우, 

날개의 회전 중심 근처에서 실제의 값보다 훨씬 작은 값을 예측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잠자리 날개의 형상을 이용하

여 잠자리의 앞뒤 날개 간의 위상차가 공력 성능에 영향을 미침

을 파악하였다. 즉, 위상차가 90° 또는 180°일 경우 두 날개의

날개 끝 보텍스 간에 상호작용이 나타나며, 위상차가 270°일

때는 앞날개 뒤의 보텍스 고리 (vortex loop)에 의해 뒷날개의

양력이 크게 감소하였다. 앞날개에서 발생한 유동이 뒷날개 

주위 유동 구조를 변화시켜 뒷날개의 양력 변화가 더 크게 나타

났으며, 전체 양력의 변화는 뒷날개의 양력 변화와 유사한 형태

로 나타났다. 최대의 양력은 위상차가 0°일 때 최소의 양력은

270°일 때 각각 발생하며, 위상차에 따른 날갯짓에 필요한 동

력의 변화 또한 양력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두 쌍의 날개를

움직임으로써 나타나는 몸체의 진동은 위상차가 180°일 때 최

소가 되었으며, 실제 잠자리와 같이 뒷날개의 코드 길이가 더

클 때 진동이 더 작아졌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날개 주위 유동 

구조와 양력 발생 메커니즘은 곤충의 비행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초소형 비행체를 제작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노희규 2011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유정열

국문 : 

영문 :

다단 원형 하이드로다이나믹 렌즈를 이용한 미세입자의 집속
Micro-particle focusing using multi-stage cylindrical hydrodynamic lens

전자화, 집적화의 발달로 응용범위가 광범위하며 간단하고 

저렴하고 휴대가 가능한 마이크로 유체기기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마이크로 유체기기는 입자상태의 물질을 마이크로 채

널을 통과시키면서 채널 중심축상에 일렬로 집속함에 의해 분

석을 수행하게 된다. 입자의 채널 중심축선상의 집속을 입자 

포커싱이라 하며 마이크로 유체기기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

다. 관성 또는 외력에 의하여 입자가 유선을 추종하지 않고 채

널 중심축 상에 일렬로 배열하도록 함에 의해 입자 포커싱을 

구현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 압력 구동에 의해 채널 중심

축상 또는 근접한 부위에 입자를 일렬로 집속하기 위한 제반 

시스템 설계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기존의 입자 포커싱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중의 입자를 포커싱하는 것이 대부분이

며, 액체중에서 비외피유동에 의해 입자 포커싱을 실시한 것은

사례가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통형 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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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에서 액체중 입자의 채널 중심축선상 집속에 의한 포커싱

이 가능하도록 수치해석과 실험에 의한 제반 설계변수 정의와 

수치해석과 실험과의 상관성 검토를 통해 원통형 하이드로다이

나믹 렌즈 시스템의 설계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치해석을 

실시하기 위해 수치해석 모델링을 수립하여 입자에 작용하는 

운동량 방정식을 정의하였다. 수치해석은 1단계로 6개 렌즈를 

가진 하이드로다이나믹 렌즈 시스템을 수립하여 정의된 운동량 

방정식에 따라 상용화된 코드를 사용하여 제반 설계변수에 대

한 수치해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꾸지 실험계

획법을 수행하여 최적 설계 변수를 도출하였다. 수치해석 2단

계로 6 렌즈 하이드로다이나믹 렌즈 시스템에서 선정된 사양을 

렌즈의 개수와 레이놀즈수를 변경시키면서 수치해석을 수행하

였고. 그 결과, 렌즈의 개수를 증가시킬수록 양호해지나, 레이

놀즈수는 최적 수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에서는 렌즈의 개수가 96개, 레이놀즈수가 25일 경우에 하이드

로다이나믹 렌즈 시스템의 중심축선상에 입자가 일자로 정렬하

는 현상을 나타내어 거의 완전한 입자 포커싱을 구현하였다. 

수치해석과 실험과의 상관성 검토를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실

험을 수행하였으며, 수치해석과 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전체적

으로 분포 형태가 유사하고 입자 분포의 폭과 채널 중심축에서 

입자 분포 중심축간의 거리도 거의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므로 

실험 결과와 수치해석간의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알 수 있었다. 

학  자 학  수여일 학 명칭 학 수여기  지도교수

문종근 2011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승조

국문 : 

문 :

불일치된 노드 연결성을 가진 유한 요소 구조 모델의 효율적인 병렬 해석 기법 연구

Efficient parallel algorithm and analysis of finite element structural models with incompatible connectivity

순산소 및 합성 가스의 연소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치해석적

으로 수행하였다. 산화제로서 공기 대신 순수한 산소를 이용하

였을 경우의 연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균일하게 공급되는 

메탄과 산소에 의하여 형성된 혼합층에서 선단화염의 구조를 

상세화학반응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고찰하였다. 화염 앞부분

의 예혼합화염 영역에서는, 탄소를 함유한 화학종이 탄화수소

계 화합물의 형태가 아닌 CO 와 H2의 형태로 누출되었는데, 

이는 메탄-공기 선단화염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과농 

예혼합화염 영역을 지나면서 CO 가 생성된 이후 소모되는 메탄

-공기 화염과는 달리, 메탄-순산소 화염의 경우 CO는 CH4의 

직접적인 분해로서 형성될 뿐만 아니라 C2Hm 화학종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생성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다. 과농 예혼합화염의 후류 영역에서, CO는 희

박 예혼합화염에서 누출된 산소로부터 형성된 OH라디칼에 의

하여 확산화염의 형태로 산화되어 CO2를 형성한다. C2Hm의 

분해에 의한 2차적인 CO 생성은 상대적으로 강한 반응 강도를 

보이므로, 추가적인 열방출 지역이 존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열방출율 분포는 일반적인 삼지화염과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메탄의 부분산화에 의하여 생성된 합성가스 연소특성에 관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합성가스는 주로 H2와 CO로 구성되었

으며, 대향류 유동장에서 희박 예혼합화염 및 이론당량비 예혼

합화염의 화염온도, 소염 스트레치율 및 질소산화물의 생성특

성을 다양한 개질 비율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기압 및 10기압 

조건에서, 연료의 개질 및 합성가스 공급시 단열이 유지되는 

경우와, 상온으로 냉각되는 두 가지 한계치를 비교하였다. 이론

당량비의 예혼합화염에서는, 최대화염온도 및 NO배출지수 

(EINO)가 스트레치율에 따라 감소하였다. 연료 공급시 단열이 

유지되는 경우, 화염온도는 개질 비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고

압에서 EINO 변화는 작았다. 상온으로 냉각되는 경우, 화염온

도와 EINO는 1기압과 10기압 모두에서 소염 부근을 제외하고

는 개질 비율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다. 희박 예혼합 화염에서

는, 개질 비율이 증가하면서 최대화염온도와 EINO가 스트레치

율에 따라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일정한 스트

레치율에서 EINO는 개질 비율에 따라 증가하였다. NO 반응 

경로 분석에 의한 결과로서, 순수 메탄의 이론당량비 예혼합화

염에서는 N2가 HCN 과 N 으로 변환되는 과정이 중요하였으나

연료의 개질에 따라 CH 라디칼의 감소에 의하여 이러한 경로가 

크게 축소됨을 알 수 있었다. 희박 예혼합 화염에서는 N2→ N2O 

와 N2→ NNH 경로가 중요하였고, 고압에서는 N2O 경로가 지배

적이었다. 또한, 반응 경로 분석에 의하여 NO 생성 메커니즘간

의 강한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대향류 예혼합 

화염의 소염 메커니즘을 다양한 연료에 대하여 수치해석적으로 

연구하였다. 스트레치를 받는 화염에서 발생하는 선호확산 효

과와 불완전반응 효과에 의한 소염 메커니즘을 정량화하기 위

하여 국소평형온도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에 의하여 다양한

당량비의 CH4, H2,, CO, ,  예혼합화염

의 소염 부근에서 에너지 손실 또는 이득을 계산하였다. 그 결

과, Lewis 수가 선호확산이나 불완전반응에 의한 화염의 소염

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희박한 CH4, H2,

,  그리고 과농한  예혼합화염에서는 반응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불완전 반응에 의하여 소염이 발생하였

고, 이는 Lewis 수가 1 보다 작음을 나타낸다. 이 경우, 선호확

산 효과에 의해서는 에너지 손실이 아닌 이득이 발생하였다. 

반면에 과농한 CH4, H2, ,   그리고 희박한 

예혼합화염에서는 선호확산과 불완전반응 모두에 의하여 소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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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였고 이는 Lewis 수가 1보다 큼을 나타낸다. CO 예혼

합화염에서는, 희박한 경우와 과농한 경우 모두 불완전반응이 

소염에 지배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국소 평형온도에 의하여 

소염 메커니즘을 정량화할 수 있었으며, 유효 Lewis 수를 간접

적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양승화 2011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조맹효

국문 : 

영문 :

나노입자의 크기효과를 고려한 나노복합재의 순차적 멀티스케일 브리징 해석기법 개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quential multiscale bridging method for nanocomposites considering the size effect of nanoparticle

본 논문에서는 나노크기의 강화재가 첨가된 나노복합재의 물

성 예측을 위한 순차적인 다중스케일 브리징 해석기법을 제안

한다. 나노입자나 나노튜브와 같이 수 나노미터에서 수십 나노

미터 수준의 크기를 가지는 재료는 높은 표면적 대 체적 비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를 강화재로 첨가한 나노복합재에서

는 기존의 복합재와는 다른 물성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나노

복합재에서는 일반적인 복합재와는 달리 강화재의 체적분율 

뿐만 아니라 강화재의 크기가 나노복합재의 물성을 결정짓는 

추가적인 변수로 정의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유한요소해

석이나 미시역학 모델과 같이 강화재의 체적분율 만을 고려하

는 일반적인 연속체 기반 해석기법은 나노복합재의 크기효과를 

묘사하는데 있어 한계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나노복합재에

서 나타나는 강화재의 크기효과는 원자간 상호작용을 보다 엄

밀히 고려할 수 있는 분자동역학 전산모사나 양자 계산 등을 

통해서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 급속도로 발달

된 컴퓨터의 성능에도 불구하고 원자수준에서의 전산모사를 

다양한 변수들의 고려를 위한 반복적인 계산이 필연적으로 요

구되는 나노복합재의 미세구조, 조성, 강화재의 형상 등에 대한 

설계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연산효율성의 문제를 내포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수준에서의 전산모사와 연속체 기

반의 해석모델 각각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극복하고 나노복

합재의 물성에서 나타나는 강화재의 크기효과를 효율적이고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다중스케일 브리징 해석모델을 제안

하였다. 먼저 나노복합재의 탄성계수와 열팽창 계수를 분자동

역학 전산모사를 통해 예측하여 강화재의 크기효과를 규명하였

고, 이를 연속체 모델에서 묘사하기 위해 미시역학 모델을 적용

하였다. 분자동역학 전산모사에서 관찰된 나노입자의 크기 효

과를 미시역학에서의 대표 체적요소 모델링에서 고려하기 위해 

유효계면을 추가적인 하나의 상으로 정의하였고, 유효계면의 

물성을 미시역학 모델과 분자동역학 결과로부터 역으로 계산하

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순차적 브리징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된 브리징 기법은 원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순차적으로 적분해

야 하는 분자동역학 계산을 단순한 선형대수 관계식으로 대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성과 강화재의 크기를 단순한 연속

체 모델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미시역학 모델에 기반한 브리징 기법과 더불어 유한요소

해석에 기반한 수학적 균질화 기법을 통해 원자수준의 전산모

사 결과를 유한요소 해석에 기반한 해석모델과 연계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나노복합재의 탄성계수와 열팽창 계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기본적인 브리징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나노

입자의 높은 체적분율에서 나타나는 입자 간 상호작용 효과, 

그리고 입자와 기지 간의 불완전한 결합이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고려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분자동역학 전산모사를 수행

하여 그 결과를 제안된 브리징 모델에서의 결과와 비교하였고,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순차적인 브리징 해석 모델이 나노

복합재에서 나타나는 강화입자의 크기효과를 매우 효과적으로

묘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  자 학  수여일 학 명칭 학 수여기  지도교수

윤호영 2011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방현우

국문 : 

문 :

형광 나노입자를 이용한 다중 면역측정을 위한 마이크로칩 유세포계수기

(A) microchip flow cytometer for multiplexed Immunoassays using fluorescent nanoparticles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검사 등을 현장에서 간단하게 수행하

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세포계수기가 이용되기 위해서는, 목적

으로 하는 질병만을 검출하도록 하는 최소화된 장치의 구성과 

소형의 이동이 가능한 형태를 가지는 유세포분석기가 개발되어

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보조유체를 사용하지 않고 세포를 

정렬하고 세포의 계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마이크로 유동 채널

의 설계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마이크로 유동 채널에서의 세포

및 입자의 정렬 및 유동 특성을 이론과 실험을 통해 정리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안한 형광나노입자를 이용한 세포 계수 

방법론을 이용하면 최소한의 검출기만으로 다중의 세포를 동시

에 계수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이는 유세포계수

기의 광학장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세포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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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2011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용협

국문 : 

영문 :

정전기를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수직배향과 활용

Vertical alignment of carbon nanotube using static electricity and its applications

1991년 이지마 스미오 박사의 탄소나노튜브 발견 이후로 큰 

종횡비를 갖는 1차원 물질인 탄소나노튜브의 우수한 기계적, 

전기적 그리고 화학적 특성 분석에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수직 배향된 탄소나노튜브는 다양한 센서, 연료 저

장 장치 그리고 전자 공급원에서의 3차원 전극과 전계 방출 

소자, 그리고 나노 전자기기의 연결선, 또한 열전달 계면 물질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그러나 탄소나노튜

브는 큰 열 하중이 필요한 직접 합성을 제외한 경우 임의의 

기판 위에 수직 배향된 3차원 형태의 순수 탄소나노튜브 막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물질 사이에 접촉이나 마찰로 인하여 발생

하는 정전기는 물질의 이동, 변형 및 정렬을 유도할 수 있는 

정전력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물질의 질량 대비 표면적이 

큰 나노 크기로 갈수록 더욱 커진다. 이는 정전기를 이용한 탄

소나노튜브의 수직 배향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큰 

열 하중 및 복잡한 전후처리 없이 정전기만으로 구현 가능한 

수직 배향된 3차원 형태의 순수 탄소나노튜브 막의 제작 방법

을 제시한다. 수직 배향 가능성과 제어 인자을 확보하고 물질 

선정을 위해 다양한 정전기 이론(Extended band structure, 

Surface states, Molecular-ion states)과 실제 접촉면적 이론

(Greenwood-Williamson model)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접

촉이나 마찰로 유도된 정전기는 탄소나노튜브 수직 배향에 관

한 충분한 정전력을 가지며 실제 접촉 면적이 주요한 수직 배향 

제어 인자임을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한 예측을 바탕으로 정전

기를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수직 배향을 수행하였다. 단일벽 탄

소나노튜브의 용액 내 분산 균일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질산을 

이용한 습식 산화를 수행하고 이를 유기 용매에 분산하였다. 

이렇게 분산된 용액을 스프레이 코팅 기법을 이용하여 기판 

위에 고른 탄소나노튜브 막을 형성하고, 광학적 및 전기적 특성

을 측정하여 막의 형태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형성된 막의 탄

소나노튜브를 수직 배향시키기 위하여 부드러운 절연체로 막의 

표면을 높은 압력으로 누른 후 제거하는 정전기 처리 기법을 

수행하였다. 전자주사현미경과 원자힘현미경을 이용하여 수직 

배향성을 측정하고 유도된 전하량과 실제 접촉면적에 따른 수

직 배향성을 분석하였다. 수 초간의 접촉으로 유도되는 전하량

이 수직 배향에 대한 문턱 전하량 보다 높다는 예측과 동일하게

전하량에 따른 수직 배향성 차이는 없었으며 실제 접촉면적 

증가에 따른 수직 배향 밀도, 높이 및 표면적의 증가를 확인하

였다. 광학적, 전기적 특성 분석을 통해 막 표면의 특정 탄소나

노튜브만이 수직 배향됨을 검증하였다. 또한 정전기 후처리 시

마찰 공정을 추가하여 마찰시간에 따른 수직 배향성을 분석하

였다. 마찰 공정은 탄소나노튜브 간의 기계적 구속력을 약화시

켜 일시적인 수직 배향성 향상을 유도하지만 막 표면의 특정 

탄소나노튜브의 지속적인 이탈 손실을 야기하여 수직 배향된 

3차원 형태의 탄소나노튜브 막을 파손시킨다. 이러한 정전기를

이용하여 수직 배향된 탄소나노튜브를 전계 방출 소자에 적용

하였다. 투명 전극으로 활용되는 탄소나노튜브 막에 정전기를

이용하여 막 표면의 특정 탄소나노튜브만 수직 배향시켜 투명 

전극과 전계 방출 소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막을

제작하였으며, 막의 투명성을 이용하여 빛 반사막을 통한 높은

광효율을 얻을 수 있는 전계 방출 소자를 제작하였다. 75% 투

과도를 갖는 막과 빛 반사막을 이용하여 35% 향상된 광효율을

얻었으나 기판과의 낮은 접합력으로 낮은 수명도를 보였다. 접

합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속 막 위에 형성된 수직 배향된 탄소나

노튜브 막에 양성자 빔 조사를 수행하였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 

양성자 빔 조사를 통해 전계 방출 특성을 저하시키는 스크린 

효과를 줄이는 동시에 접합력을 향상시키는 금속 입자의 이동 

현상을 유도하여 전계 방출 소자의 전계 방출 특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적절한 32초 간 조사를 통하여 100% 향상된 전계

방출 특성과 수명도를 보였다. 정전기를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수직 배향 기법은 순수 탄소나노튜브 막에서 수직 배향 밀도와 

높이를 제어하며 막 표면만 활성화시키는 간단한 상온 공정이

므로 다양한 수직 배향된 탄소나노튜브의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전계 방출 소자로의 응용은 기판 면적에 제약 

받지 않으며 일반 소다라임 유리 기판에 응용이 가능하며 가스 

발생, 2차 오염 과 추가적인 전후처리 공정 등의 문제점을 가지

지 않아 평면 광원 등의 전계 방출 소자의 제작에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상용 유세포

분석기에 응용될 경우 최소의 검출기로 보다 많은 검체를 동시

에 측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세포 계수기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 쓰인 형광나노입자는 기존의 형

광 물질보다 100배 이상 형광강도가 세며, 이와 같은 특징을 

이용하여 하나의 검출기만으로 백혈구의 서로 다른 두 가지 

부분집합을 식별하고 검출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 연구는 마

이크로 유동 칩 내의 세포 유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결과와

더불어 광학장치를 최소화하게 하는 세포계수 방법론을 제시함

으로써, 마이크로칩 유세포계수기의 활용성을 현저히 높였고,

랩온어칩 연구와 마이크로 칩을 이용한 현장검사형 진단 분야

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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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디지털 프린지 프로젝션에서 초소형 높이 측정을 위한 정밀 보정 방법

Accurate calibration methods for small-depth objects in digital fringe projection 

논문은 디지털 프린지 프로젝션을 이용한 측정 기술을 다루

며, 넓은 측정영역에서 초소형 높이 측정을 위한 정밀보정 방법

을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에 와서 반도체 조립공정과 태양전지 

생산공정에서 그 수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FCBGA에서의 솔더 

범프 (solder bump)나 Si 웨이퍼에 생성된 톱니 자국

(saw-mark)은 대표적인 측정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높이 分

解能은 측정 영역의 FOV에 비례하며 FOV의 10-4 이 대표적이

다. 넓은 측정영역에서 초소형 높이 측정은 정밀 분해능에 대한 

도전을 필요로 한다. 디지털 프린지 프로젝션에서 디지털 디바

이스(LCD, DMD 등)의 감마 비선형 오차는 分解能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이다. 정확한 높이 측정을 위해서는 높은 分解

能 외에도 정확한 위상 측정이 중요하다. 실제로, 불균등한 주

기 패턴은 비선형 케리어 위상 오차를 유발하며, 렌즈 왜곡은 

이에 대응하는 위상 오차를 유발한다. 精密 보정을 위해서는, 

精密 基準面이 필수적이다. 基準面은 렌즈 왜곡 誤差 보정뿐만 

아니라 비선형 케리어 위상 誤差 보정 및 시스템 보정에도 유용

하게 사용된다. 모든 基準面은 精密加工에 의해 제작되었지만, 

평면도와 거칠기 오차를 가지고 있으며 측정영역이 확장되면 

평면도 誤差도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위상오차 제거과정에서 

평면도 오차와 거칠기 오차는 높이 정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넓은 측정영역에서 초소형 높이의 측정물체를 정확하

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준면의 평면도와 거칠기 오차를 반드

시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은 넓은 측정 영역에서 정확한 초소

형 높이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reference-subtraction 방법에 

기반을 둔 정밀보정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보정 

방법에서는 기준면을 수직 이동시키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준

면을 반복하여 수평 이동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위상오차를 정확하게 제거하면서 기준면의 고유한 평면도와 

거칠기 오차를 충분히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기준면을

N 회 수평 이동하여 위상의 평균 값을 구한 후, 평면도와 거칠기 

오차는 1/N1/2로 감소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

한 실험결과에서, 평면도와 거치기 오차는 현저히 감소되었고,

측정한 톱니 자국의 단면곡선은 접촉식 프로파일러로 측정한 

기준치와 정확히 일치됨을 보여주었다. 모든 톱니 자국의 높이

정확도는 0.5um보다 작았다. 본 논문에서는, 제시한 정밀보정 

방법을 이용하여 넓은 영역에서 초소형 높이를 가지고 있는 

솔더 범프에 대한 측정을 시도하였다. 솔더 범프는 거울면 반사

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반구형의 측정물체로서 포화된 픽셀의 

보상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확한 높이 추출이 도전을 

받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샤임플러그 원리를 이용한 

측정시스템이 제시되었고, 투사각과 반사도 맵의 관계를 평가

하기 위해 측정시스템을 원형 가이드에 설치하였다. 원형가이

드를 이용하여 투사각을 증가시키면, 포화된 픽셀은 범프의 중

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며 범프 중심에 위치한 높이 추출 

영역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최적의 투사각에서 측

정한 결과, 측정한 범프의 단면곡선은 접촉식 프로파일러로 측

정한 기준치와 정확하게 매치되었고 다른 투사각에서 측정한 

결과는 왜곡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최적의 투사각에서 측정

반복도도 현저하게 개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홍지영 2011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이수갑

국문 : 

영문 :

소음에 의한 인체의 인지 및 생리적 반응 모델의 정량화 기법 연구
(A) study on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s for models of human perception and physiological responses to nois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Guidelines for 

Community Noise' refer to hearing impairment; speech 

interference; annoyance and sleep disturbance; and 

cardiovascular and other physiological effects as harmful 

influences of environmental noise. With the ever-increasing 

noise from various sources, it is essential to continuously 

develop techniques to predict and mitigate this type of 

pollution. Annoyance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ajor 

adverse effects of environmental noise. In light of this fact, 

several annoyance models have been developed to evaluate 

noise annoyance on the basis of noise exposure by CENVR 

(Center for Environmental Noise and Vibration Research) in

SNU. These models can be used to compare the responses

to different sources of noise, with consideration for 

modifying factors such as socio-cultural background, to 

identify the noise criterion based on human perception. A 

number of social surveys have been conducted to assess 

the community response to environmental noise since the 

1960s. Most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annoyance curves for single noise sources which stand 

for the reaction of people live in a nation or a cultural area.

Recently Korean annoyance curves for four traffic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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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and civil aircraft, railway, and road traffic), have 

been also reported and the results showed the different 

responses to each noise source compared with those of 

European and Japanese. Through the previous survey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the response from combined 

noise exposure. Most of the participants in the survey 

complained the annoyance from other noise sources as well 

as a main noise source in and around their house. The effect 

of the other noise on the annoyance rating for the main noise 

source cannot be negligible, even though the sound level 

of the main noise source is much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s. Although some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response from combined noise exposure, the methodology 

has not yet been made clear and conflicting results have 

been reported. Simulated laboratory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to observe subjects' response from combined 

noise exposure and establish the acceptable models for 

prediction of the different annoyance, according to various

conditions of noise exposure. Noise causes physiological 

health effects as well as annoyance. The research has 

examined the physiological effects of environmental noise 

with multidisciplinary methods. Noise stimulation leads to 

reactions in the EEG (Eletroencephalogram) varying within 

a large range. A substantial decrease in the power distribution

of alpha waves, which implies calmness and relaxation, was

shown in the road noise exposure condition. Quantitative 

annoyance and physiological responses have been 

evaluated using experimental and field studies i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상훈 2011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이동호

국문 : 

영문 :

연간 대기 온도 변화를 고려한 헬리콥터의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Reliability based design optimization of helicopter based on atmospheric temperature model 

본 연구에서는 헬리콥터 다분야 통합 최적설계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연간 기온 분포를 불확실성으로 고려한 헬리콥터의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기본적인 해석식, 통계

식, 경험식 등으로 구성된 헬리콥터 다분야 통합 최적설계 프레

임워크의 헬리콥터 다분야 해석 파트를 이용하여 헬리콥터 개

념설계 단계에서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헬리콥터의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온을 고려하기 위하여 한국, 미국의 

각지의 기온데이터를 분석하여 10년간의 일평균 기온을 이용

하여 연간기온분포를 구성하였으며 이에서 바이모달적인 특성

을 확인하였다. 바이모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연간기온분포

의 모델로 바이모달 분포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바이

모달적인 특성이 강한 온대기후 지방에서의 헬리콥터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연간 기온 분포를 고려한 헬리콥

터의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결과 기온을 상수로 고려한 일반적

인 최적화 결과인 결정론적인 최적화 결과보다 높은 온도 영역

에서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온도에 대한 신뢰도 또한 향상되었

다. 또한 이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결과와 연간 기온 분포의 

불확실성 모델을 산술적인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성한 정규분

포 모델로 변경한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실제 기온의 높은 기온 영역에서의 높은 발생빈도를 잘 

모사하는 바이모달 모델을 사용한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결과

가 높은 운용 기온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연간 기온 분포의 모델로 바이모달 모델을 구성하였으

며 연간 기온 변화를 고려한 헬리콥터 설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온대 기후 지역에서 운용될 헬리콥터를 설계할 

시에는 그 지역의 기온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는 바이모달 모델

을 사용하여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   황 2011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종원

국문 : 

영문 :

벽면등반 및 벽면간 이동능력을 가진 다관절 모바일 로봇의 개발

Development of a multi-body mobile robot with wall climbing and wall-to-wall transition capabilities

본 논문에서는 고층빌딩의 외벽 청소, 대형선박의 외벽 도장, 

원자력 용기의 검사 작업 등과 같은 고소의 극한 작업들을 수행

할 수 있는 다관절 구조의 모바일 로봇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연구를 다룬다. 제안된 로봇의 전체 크기는 1500mm(L)× 

1000mm(W)×300mm(H)이고, 무게는 약 70kgf이다. 본 로

봇은 진공 흡착패드를 이용하여 벽면에 부착되고 약 10kgf의 

페이로드 성능을 가지고 벽면에서 상하 주행이 가능하다. 또

한, 다양한 각도로 형성된 벽면간 이동이 가능하며, 특히 

100mm 수준의 얇은 벽면까지도 넘어 이동할 수 있다. 본체의

중앙에는 조향용 흡착패드 시스템이 설치되어 약 ±15도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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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제어가 가능하다. 진공 흡착패드는 기계식 밸브와 공압실린

더 모듈을 조합하여 벽면 밀착 및 탈/부착을 가능하게 하는 

무한궤도휠 메커니즘으로 설계되어 복잡한 제어과정 없이 로

봇의 연속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무한궤도 바퀴 내 흡착

패드는 푸싱 롤러 타입의 기계식 밸브에 의해 무한궤도 바퀴 

위를 회전하며 진공 개폐가 이루어지고, 벽면방향의 흡착패드

는 각 흡착패드와 결합되도록 고안된 공압실린더의 작동으로 

벽면에 밀착하게 된다. 로봇의 기구는 3개의 본체와 본체를 

연결하는 링크를 포함하여 총 7개의 연쇄 링크구조로 이루어졌

으며 이는 다양한 형상으로 이루어진 고층건물에서의 외벽 작

업뿐 아니라 360도 벽면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로봇을 구동

시키는 액추에이터는 주행을 위한 3개의 모터가 각 본체에 탑

재되었고, 링크간 틸트 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관절 구동모터 

6개가 관절에 설치되었으며, 조향을 위한 모터 1개가 사용되었

다. 로봇의 에너지원으로 24V 전원 및 진공펌프 및 컴프레셔에 

의한 공압원을 사용하였고, 각 모터의 제어기 및 진공원을 제어

하는 솔레노이드 밸브는 PC기반의 환경을 통해 제어되었다. 

다관절 구조 로봇의 기구학 해석을 통하여 구동 관절간의 기구

학적 관계를 고찰하였고 이를 통하여 로봇의 벽면 간 전환 이동

시 간섭 조건을 고려한 로봇의 이동 경로를 생성할 수 있었다.

벽면 등반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의의 중력 방향에 

대한 요구 부착력 해석이 수행되었고, 링크의 상대적인 길이 

비율이 벽면 전환 시 작업영역과 로봇 무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링크 구조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무한궤도휠 메커니즘에 의한 로봇의 연속주행, 수직벽

면 등반, 다양한 각도로 형성된 벽면 간 전환 기능을 확인하였

고, 특히 기존에 개발된 등반로봇에서 불가능했던 100mm 수

준의 360도 얇은 벽면까지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소희 2011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박종우

국문 : 

영문 :

모바일 매니퓰레이터를 위한 동역학 기반 동작 계획, 제어 및 작업 설정

Dynamics-based motion planning, control, and task programming for mobile manipulation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매니퓰레이터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위한 동역학 기반의 동작 계획, 제어 그리고 작업 설정에 관한 

문제들을 다룬다. 주제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우선, 로봇의 

동작 생성의 일회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하여 동작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된, 계층 구조

를 가진 소프트웨어 체계를 제안하고 개발하였다. 작업 설정

(task planning), 작업 관리(parsing and supervising), 동작 

계획(motion planning) 그리고 제어(feedback control) 알고

리즘을 통합하여 자율적 모바일 매니퓰레이션을 위한 소프트

웨어 체계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용자 친화적이며 재

사용이 가능한 기본 동작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이를 실제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로봇의 다양한 작업 수행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증명하였다. 다음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모바일 매니퓰레이터의 동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어 알고리

즘을 개발하였다. 동적 안정성의 척도로서 zero moment point 

를 이용하여, 기존 연구에서 잘못 사용된 포텐셜 함수 방법을 

바르게 정의하고 이용하였다. Invariance control framework

을 기반으로 이에 필요한 동역학 및 동역학의 gradient 값을 

리(Lie) 그룹 동역학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계

산하여, 기존의 방법보다 강건하고 실시간이 가능한 전복 방지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결과를 기존

의 연구와 비교하여 그 성능을 검증해 보였다. 마지막으로 모바

일 매니퓰레이터가 하나의 제한된 탑재 프로세서로 다양한 작

업, 계산, 동작 계획, 하드웨어 제어 등을 가능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어의 부담(cost of control)을 최소화하는 모바일 매

니퓰레이터의 제어 법칙을 찾고자 하였다. 기존에 제안된 최소

집중 목적함수를 이용하고, 문제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니퓰레이터와 모바일 베이스를 분리하여 각각 제어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작을 생성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매니퓰레

이터 팔의 최소 집중 동작에서 해당 목적함수가 사람의 동작을 

설명할 수 있는 동작 생성 패러다임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조사

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호진 2011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유단

국문 : 

영문 :

반작용 휠 구동기를 이용한 위성 자세제어시스템의 고장허용 제어기법

Fault tolerant control schemes for satellite attitude control system with the reaction wheels

본 논문에서는 위성의 구동기 고장과 파손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위성의 자세제어 시스템에 대한 고장허용 제어기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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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다. 피라미드 형상으로 장착된 4개의 반작용 휠들을 

구동장치로 고려하였고, 쿼터니언 변수들을 이용한 운동학 방

정식과 반작용 휠의 동특성 및 태양배열판에 유도된 외란을 

고려한 동역학 방정식으로 위성의 자세제어 시스템을 구성하

였다. 위성의 임무로는 3차원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동일한 

궤도에서 동일한 지역을 관측하는 임무를 고려하였으며, 바이

어스 고장, 구동효율 감소와 반작용 휠의 1개 혹은 2개 파손을 

구동기 고장과 파손으로 고려하였다. 피라미드 형상의 4개의 

반작용 휠에 발생한 바이어스 고장에 대처하기 위해 수정된 

형태의 반복적 학습기법을 적용한 고장허용 제어기법을 제안

하였다. 바이어스 고장과 외란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해 상태오

차와 관련된 정보만을 이용한 수정된 반복적 학습기법을 제안

하였고, 르야프노프 이론을 이용한 안정성 분석을 통해 제어이

득 행렬을 설정하였다. 구동효율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구동기 

고장모델을 설정하였으며, 유한 도달시간 연속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법을 위성의 자세제어 시스템에 적용하여 구동효율 감

소 고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정 제안하였다. 또한, 유한 도달

시간 연속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법을 반작용 휠 1개가 파손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였다. 제안한 고장허용 제어기법들에

대해 르야프노프 이론을 이용하여 안정성 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위성 임무에 적용하여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능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4개의 반작용 휠 중에서 2개가 파손된 경우

에 대해 위성의 임무제한을 고려한 위성의 자세제어 기법을 

제안하였다. 위성의 자세제어 시스템을 Underactuated 시스

템으로 전환하여, 자세각 추종오차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운동

학 방정식의 제어입력과 자세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토크 입력

을 설계하였다. 제안된 자세제어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위성의 임무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시뮬레

이션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임무제한을 정의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임헌영 2011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종원

국문 : 

영문 :

다수 UGV의 협조동작을 위한 분산 비선형 모델예측제어 기법

Distributed nonlinear model predictive control scheme for cooperative motion of multiple UGVs

본 논문은 다수의 무인자율차량이 대형을 유지하기 위해 

Leader와 Follwer가 협조적인 동작을 이루기 위한 지능적 대형

제어 방법(Intelligent Formation Control Method)을 제안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협조 대형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 

모델예측제어 기법이 이용되었다. 최근에 컴퓨터의 연산능력

과 계산방법이 크게 향상 되었다. 따라서 개발된 실시간 수치 

최적화 방법에 의해 무인자율차량의 예측상태(Predicted 

State)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조적인 경로를 생성하여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분산제어 구조 하에서 

주어진 궤적을 추종하는 문제와 팀 거동에 대한 문제를 

Follower의 예측된 동작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새로운 비용함

수를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제안된 대형제어기법에 의해 팀 

전체의 대형제어 오차를 최소화하는 Leader의 협조적인 동작

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수 무인자율차량의 최적화는 

순차적으로 계산되고 예측상태 정보는Feedback 값으로 

Leader에게 전송되어 협조적인 Leader와 Follower의 거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은 전체 팀의 동작을 고려하여 개인적

인 궤적 추종 성능과 팀의 최소 오차 성능과의 적절한 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대형제어를 실제적인 

응용분야에 적용하기위해 필수적인 대형변환, 위치변환, 사용

자 기반 대형제어, LRF기반 대형 등 다양한 대형제어 방법을

고려하였다. 제안된 제어방법의 성능 검증과 개발된 최적화 

알고리즘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수치적 모의실험이

수행되었다. 모의실험 결과는 Follower로부터 전달된 예측 상

태정보를 이용하는 구현된 분산 모델예측제어기법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적인 대형 오차가 급격하게 감소

되어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야외

에서의 실험은 실제 제어시스템에 구현된 제어알고리즘 및 위

치 추정알고리즘의 효용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앞으로 야외에

서의 로봇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제안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밀한 대형제어가 필요한 곳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다수 로봇이 큰 물체를 옮기는 문제라든지 다수 로봇

이 협조하여 특정영역을 수색하는 임무에 적용하기 적합하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강석환 2011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이우일

국문 : 

영문 :

표면처리 효과를 이용한 자기조립형 대면적 미세패턴 형성과 임프린트 공정에서의 정렬마찰 저감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surface treatment for anisotropic wrinkle patterning and align stiction in imprint lithography process

현대산업이 고집적화됨에 따라 미세성형 공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재료의 변경 없이 표면의 특성만을 변화시킴으

로서 원하는 기능을 달성하는 표면처리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양한 표면처리기법의 활용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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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적 미세성형공정에서의 공정개선과 새로운 방법론 제시에 

대한 연구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표면 러빙(rubbing)을 이

용한 액정폴리머의 분자정렬과 상압플라즈마 처리를 통한 폴리

머 표면개질효과를 결합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가 가능한 

이방성 주름(anisotropic wrinkle)을 형성하는 새로운 bottom- 

up approach로서의 자기조립형 미세패턴 제조법를 제시하고 

있다. 이방성 주름의 발생과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

에 대한 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기존의 pre-strain 방식이 가지고 있던 재료적, 공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방성 주름을 활용한 

자기조립형 미세패턴 형성법은 공정이 단순하고 주기적인 단면

특성을 가짐으로서 광학, 마이크로유체역학, 바이오 응용분야

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용이 기대되어진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top-down approach인 임프린트 공정의 기판정렬 과

정에서 발생하는 stiction 현상을 표면장력에 의한 capillary 

adhesion에 의한 현상으로 모델링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

하였다. 두 개의 대면적 기판사이에 액체가 존재하는 경우의 

상대이동저항을 마찰력과 capillary adhesion 식을 결합하여 모

델링하였으며, 이 경우의 공정변수에 대한 parameter study를 

통해 각각의 인자가 미치는 영향을 이론식과 실험을 통해 고찰

하여 제안된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적, 물리적 표면처리 기법을 활용한 표면 접촉각의 변화가 

가장 지배적인 영향인자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

판정렬과정에서 발생하는 stiction 현상을 저감하는 방법을 제

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표면처리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공정의 개선뿐 아니라 새로운 미세

성형 방법론의 제시도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응주 2011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신효철

국문 : 

영문 :

조대결정립 군집체들이 혼재하는 극미세결정 금속의 성형공정 중 변형거동

Deformation behavior of ultrafine-grained material containing coarse grain clusters in metal forming processes

성형을 통하여 극미세 결정립 소재를 실용 중간재와 형상체

로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하였다. 극미세 결정립 복합미

세구조 소재의 실용화를 위해 필요한 소재의 성형가공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미세구조 변화와 변형 거동을 고찰하고자 하였

다. 중간 소재나, 최종 복잡형상체로 대변형 주는 과정 중에 

미세구조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기계적 성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미세조직을 구현하기 위한 성형가공의 주요 인자와 

그 영향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실용화의 주요 조건 중 하나인 

확장성 면에서 뛰어난 극저온 분말가공 합금의 열간 등방 가압 

소결체를 성형 대상 소재로 하여 미세조직과 기계적 성질 및 

열역학적 안정성을 고찰하였다. 조직의 완전 치밀화 및 일반적

인 구조용 소재, 성형용 소재로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중간재 

성형 단계로서 온간 정수압 압출법을 택하여 기존의 전·후방 

압출법에 대비한 상대적 효용성을 고찰하고 미세조직과 기계

적 성질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실용 복잡형상체 성형의 가능성 

및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온간 단조를 통한 축대칭 단순형상과 

삼차원 복잡형상의 성형을 시도하였다. 극저온 분말가공을 통

해 결정립을 미세화하고 열간 등방 가압 과정을 거쳐 소결된 

소재가 실용적 의미를 갖는 크기 수준에서 고강도 특성과 함께 

온간 성형에 필요한 온도 범위 내의 열적안정성을 보이며, 조대

결정립 군집체와 극미세 결정립 기저로 구성된 복합 미세조직

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수압 압출의 마찰 및 부차적인

변형 저감 효과로 인해 극미세 결정구조의 열화가 일어나지 

않는 저온, 고압, 단시간 성형 및 치밀화가 가능하였으며, 거시

적 소재 유동에 따른 조대결정립 군집체들의 섬유상 변형 및 

배향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온간 단조 조건에서 극미세 

결정립 복합미세구조를 유지하면서 상용 기계부품 수준의 난

이도를 갖는 형상의 성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성형 중 

급격한 결정립 성장이 일어나는 한계온도 도달 방지를 위해서 

결정립 미세화 과정으로 응축되어있던 내부에너지의 열발산을 

고려해야함을 확인하였다. 극미세 결정립 미세구조로부터 얻

어지는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보유한 실용 형상체의 가공은 

정수압 압출과 온간 단조 성형과 같이 미세구조 열화를 회피하

는 저온, 단시간 처리 조건 아래에서 가능하다. 성형 공정 설계

시 소재의 온도 변화를 추산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조립결정 

소재에 대하여 해왔던 소성일 발산 외에 내부에너지의 열변환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 기존 소재 개발 연구들에 이어, 새로

이 정수압 압출을 적용한 중간재 성형과 온간 단조를 이용한 

형상체 성형을 시도하므로 써, 극미세 결정립 복합미세구조를 

갖는 고기능 제품의 실용 생산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권혁선 2011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민경덕

국문 : 

영문 :

예혼합 및 확산 화염 화염소 모델의 결합을 통한 직분식 가솔린 엔진의 연소 및 배기 배출물 모델링
Combution and emission modeling of a direct injection spark ignition engine by combining flamelet models for premixed and diffusion f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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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솔린 엔진의 열효율 향상과 대기 오염 배출 물질 감소 

방안으로 직접 분사식 가솔린 엔진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직접 분사식 가솔린 엔진의 연소 및 배기 특성은 기존 

가솔린 엔진과 많은 차이를 보이며, 연료를 연소실 내로 직접 

분사하는 특성에 기인하여 몇 몇 측면에서는 디젤 엔진의 연소

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접 분사식 가솔린 엔진의 연소 및 

배기 배출물 예측을 위해 예혼합 및 확산 화염의 화염소 모델을 

접목, 적용하였다. 기존의 연소 모델에서는 가솔린 연료의 화

학 성분을 단일 탄화수소 성분으로 가정하는 방법이 널리 쓰여 

왔으나 이러한 방법은 연료 물성치에 있어서 실제 가솔린 연료

와 큰 폭의 차이를 보이며, 연소 후 기연 가스의 화학 조성을 

예측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탄화수소 성분 사이에 존재하는 교

차 화학 반응의 효과를 전혀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실제 가솔린 연료의 성분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iso-옥탄

과 n--헵탄, 톨루엔 세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연료 혼합기를 

구성하였으며, 각 탄화수소 성분의 혼합비는 실제 가솔린 연료

의 물성치와 층류 화염 전파 속도 측정 결과를 효과적으로 추종

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직분식 가솔린 엔진의 난류 화염 

전파 과정을 효과적으로 모사하기 위해서는 공연비의 공간적

인 구배가 화염 전파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균질 혼합기 조건에 대해 제안된 예혼합 확산 

화염의 화염소 모델에 기반하여, 난류 유동에 의한 교란이 국부 

당량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확률 밀도 함수 개념을 도입하여 

모사하였다. 이 때 필요한 가솔린 모사 연료의 층류 화염 전파 

속도는 1차원 예혼합 화염의 화염 구조를 상세 화학 반응 기구

에 기반하여 해석함으로써 다양한 조건에서의 층류 화염 전파 

속도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직접 분사식 가솔린 엔진에서 

기연 가스 영역의 화학 조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당량

비 조건에서의 화학 평형 상태를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확산 화염에 대한 화염소 모델을 도입하여

기연 가스 영역에서의 평형 화학종 질량 분윤을 라이브러리로 

구축하였으며 실제 전산유체해석 과정에서는 미리 얻어진 결

과 값에 기반하여 확률 밀도 함수 적분을 통해 부분 예혼합 

조건에서의 기연 가스 화학 조성을 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배기 배출물 생성 과정은 연료의 산화 반응에 비하여 느리며 

따라서 화염소 모델의 평형 상태 가정을 적용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및 soot 에 대하여 각각 

2단계 화학 반응 모델, 확장된 Zeldovich 반응 기구 및 9단계 

화학식으로 이루어진 현상학적 반응 모델을 적용하여 배기 배

출물을 예측하였다. 2차원 평판 격자의 계산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연소 모델이 부분 예혼합 화염의 삼지 화염 구조를 효과

적으로 모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3차원 엔진 형상 계산

격자에서의 전산유체해석을 통해 모델의 결과를 검증하였다. 

4개 운전 조건에서 예측된 연소압 곡선은 실험 결과와 잘 일치

하였으며, 배기 배출물 농도 역시 엔진 부하의 변화에 따른 

경향성을 효과적으로 추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

로 대상 엔진의 흡기 밸브 양정 곡선을 수치적으로 수정하여 

비대칭 밸브 작동 기구 적용 시 연소 및 배기 배출물 특성의 

변화를 시제품 제작 없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실험적 연구 방법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수치 해석적 접근 방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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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변화 물질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열관리

Lithium ion battery thermal management using phase change material for hybrid electric vehicle applications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는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

품중 하나로 자동차의 연비와 수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그 중에서 리튬 이온 전지는 출력 밀도와 에너지 밀도

가 높아 차세대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용 전지로 주목 받고 

있다. 리튬 이온 전지의 성능과 수명 향상을 위해서는 전지의 

온도를 적정 범위로 유지 시켜줌과 동시에 전지간의 온도 차이

를 최소화 시켜주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위한 열관리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열관리 시스템으로서 대류 

열전달을 이용하는 기존의 능동적 냉각 시스템에 상변화물질

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을 제안하고, 상변화물질이 

냉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수치 해석과 수치해

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상변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능동적 냉각 시스템과 전지의 열적 거동

을 비교하였고, 유동 조건과 발열량 조건에 따른 상변화 효과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능동적 냉각 시스템에서는, 전지의 온도상

승이 적은 유량에서도 효과적으로 완화되지만, 전지간의 온도 

차이는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전지간의 온도 

차이는 상변화 효과에 의해 감소시킬 수 있다.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에서 전지간의 온도 차이에 유동이 미치는 영향은 상변

화 효과에 의해 달라진다. 능동적 냉각 시스템에서 전지간의 

온도차이는 항상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하지만 하이

브리드 냉각시스템에서 전지간의 온도차이는, 단기간의 전지

구동시, 유량이 감소할수록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 상변화 

효과는 공기의 입구 온도와 발열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공기의

입구 온도가 증가하면 전지의 안정적 구동을 위한 온도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임계 시간이 감소하고, 임계 시간 동안의 

시스템 내 온도분포는 더 균일해지는 결과를 보인다. 유사하게

전지 내 발열량이 증가하면 임계 시간과 임계 시간 동안의 전지

간의 온도 차이는 감소한다. 또한 발열량이 높아짐에 따라 임계

시간에 미치는 유동 효과도 감소하여, 높은 발열 조건에서의 

임계 시간은 유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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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전기유압식 밸브트레인에 대한 설계 및 밸브동적거동에 관한 연구

Research of Design and Valve Dynamics in Mechanical Electro Hydraulic Valve Train

엔진에 있어서 연비는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환경적

인 문제가 되었다. 이는 CAFE에서 2009년 5월 19일에 자동차 

연비에 대한 규제치인 2016 MY 이후 차량에 대해 35.5 MPG이

상을 발표하면서 더욱 확실시되었다. 이 수치는 기존규제치 

대비 차량연비 40 %를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엔

진개발 종사자들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 엔진총체적인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소기술, 가변기구 기술, 다

운사이징기술, 후처리 관련 기술, 마찰저감 기술 및 대체연료

기술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기계전기유압밸브구동시스템이 속한 가변밸브구동 시

스템 경우 매우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구조 또한 

다양하다. 밸브는 공기를 흡입하고 밀봉하며 배출하는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흡기 배기의 타이밍이나 밸브듀레이션 

및 밸브리프트 경우 엔진 속도에 따른 충진 효율, 연소실내부유

동, 연소속도 및 펌핑 손실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따라서 흡배

기 밸브 타이밍과 리프트 및 듀레이션을 엔진조건에 따라 최적

으로 제어할 수 있기를 엔진 개발자들은 꿈꿔왔다. 이런 염원을 

구현할 수 있는 도구로 EHV를 고려할 수 있다. EHV 경우 유압

으로 밸브를 작동시키는데 엔진 작동 시 오일온도조건은 -30℃~13

0℃ 이다. 엔진오일을 EHV의 작동오일로 사용할 경우 오일점

도는 10000CP~5CP이다. 이런 광범위한 점도영역에서 엔진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밸브작동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유압

제어에 따른 이득이 발생하는 영역에서만 EHV를 이용하고 그 

외 조건에서는 기계식 캠으로 밸브를 구동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됨에 따라 MEHV 개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EHV 구동모드에 대한 유압시스템 해석과 밸브리그시험에 대

해 기술하였다. 밸브 내구를 고려하여 밸브 시팅 속도가 가장 

빠른 130℃, 6600rpm에서 기존 캠엔진과 유사한 밸브시팅속

도를 시뮬레이션모델의 초기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이 모델에

서 엔진속도와 오일온도를 낮추면서 밸브의 비정상 닫힘이 일

어나는지 보았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설계개념에 대

해 검토하였다. 1D유압시스템 해석프로그램인 AMESim을 이

용하여 MEHV 작동모드 해석을 수행하였다. 즉, 유체 내 공기

함유율 또는 간극과 밸브 동 특성 간의 상관성을 규명하였다. 

또한 단기통 밸브리그에서 작동유체의 On / Off 시기를 제어함

으로써 EHV 밸브제어모드 즉 밸브조기닫힘모드, 밸브열림지

연모드, 한 사이클당 밸브 2회 작동 모드 등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 결과, 밸브램프높이는 브레이크 유닛의 

브레이크 높이에 의해 설정되고 밸브닫힘램프 기울기는 브레

이크 챔버 오일홀 면적과 간극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즉 밸브시팅속도는 브레이크 챔버 오일 방출홀의 반지름 및 

브레이크 간극에 대한 이차함수로 표현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EHV 평가방법을 마련하였다. 밸브닫힘램프속도 그래프와 오

일온도경계치에 대한 그래프, 이 두 그래프를 가지고 EHV특성

을 판단할 수 있다. 밸브닫힘속도램프 그래프는 점도에 따른 

밸브닫힘속도를 나타낸 것이고 오일온도경계치는 엔진회전속

도에 대한 엔진작동가능 오일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오일온도 

130℃, 6000 rpm 에서 밸브시팅속도를 0.28 m/s, 램프 길이

26 CA 정도로 설계한 모델에서 엔진속도별로 밸브닫힘램프구

간이 60도(크랭크각)인 오일온도를 설정하였고 이를 엔진속도

에 따른 오일온도경계치라고 명명하였다. 상기 평가 그래프에 

본 연구에서 다뤘던 모델들을 도시해 본 결과 한 샘플의 오일온

도경계치는 1000~6000 rpm에서 23℃~74℃로 엔진상용온

도 구간에 있었다. 이는 MEHV 엔진 운전 시 기계식 작동 모드

와 유압식 작동모드를 자주 바꿔야 함을 의미한다. 오일온도경

계치를 엔진상용구간이하로 낮추고 점도에 따른 브레이크 유

량 변동폭을 줄이고자 MEHV의 유압챔버체적 변화와 브레이크 

유닛에 릴리프밸브를 장착하였다. 릴리프밸브가 있는 경우 점

도에 따른 밸브닫힘램프속도에 대한 변화를 냉간 조건에서는

작게 할 수 있으나 고온 조건에서는 변화폭이 크다. 반면에 

릴리프 밸브가 없는 경우 고온조건에서 밸브닫힘램프속도를 

목표수준으로 설계할 때 챔버체적 확대 사양에서 오일온도경

계치를 1000~6000 rpm에서 6℃~15℃ 범위로 낮출 수 있었

다. 따라서 본 샘플 경우 15℃이하에서는 캠이 밸브를 직접작

동하는 기계식 구동모드로 운전하고 15℃이상에서는 전기유

압식으로 작동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MEHV 엔진에서 

작동에너지, 내구성, 밸브시팅 특성 등이 적절히 개발될 경우

그 동안 엔진에서 상상만 했던 엔진연소기법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저중속 토크 개선, 연소실내 잔류 

가스량 제어, 연소실 유동특성제어 및 가솔린에서 압축착화방

식등의 구현이 한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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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젝터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냉방시스템의 성능향상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CO2 air-conditioning system using an e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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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산업화

와 경제적 성장이 심각한 환경 문제들을 야기해 왔다.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적 문제들이 냉방 및 냉동 산업

의 발전과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에 의해 발생된 환경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

로서, 대체 냉매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체와 환경

에 무해하고 냉매로서도 적합한 성질을 가진 이산화탄소는 대

체 냉매로서 높은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열펌프 사이클은 이산화탄소의 

낮은 임계온도로 인해 초월임계사이클을 형성하게 되며 기존

의 냉매를 사용한 시스템보다 낮은 효율을 보인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 다양한 변형 시스템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 하나인 

이젝터 부착 냉동 사이클은 고압부의 냉매를 이젝터 주 노즐을 

통해 팽창시킴으로써 기존의 팽창밸브를 대신하고 팽창밸브에

서 버려지던 팽창 손실을 저압부 냉매의 압축일로 변환하여 

작동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먼저, 이젝터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냉방시스템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 결과들은 냉방성능계수(COP)는 흡입률에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각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흡입률이 어떤 

값 이상이 되면 팽창장치로서 이젝터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냉

방시스템의 냉방성능계수가 기존의 시스템에 비하여 향상된 

성능을 나타내었다.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2상 유동 이젝터를 

설계하였다. 동기 노즐목 지름(motive nozzle throat diameter),

동기 노즐과 디퓨저(diffuser) 사이의 거리, 혼합 부분 지름

(mixing section diameter) 같은 이젝터 형상에 변화를 주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기액분리기의 부피에 따른 실험과 시스템 

배열의 변화에 따른 실험도 진행하였다. 각각의 실험에서 최적

설계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젝터 형상의 경우, 

냉방성능계수는 동기 노즐목이 쵸킹(choking) 되었을 때, 그리

고, 흡입 노즐 (suction nozzle)에서 유량이 최대가 되었을 때,

최대가 됨을 알 수 있었다. 흡입 노즐에서의 유량은 증발기에서

의 유량을 의미하며 이는 냉방능력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흡입률 또한 냉방능력에 영향을 주었다. 기존의 시스템과 이젝

터를 이용한 시스템 간의 실험결과가 비교 되었는데, 압축기에

서의 유량과 압축기 출구에서의 압력, 증발 온도를 유사하게 

유지 시켰을 때, 약 15% 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젝

터를 이용한 시스템의 실험 결과들이 다양한 실외 온도와 압축

기 주파수에 따라 비교 되었다. 실외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젝터를 이용한 시스템의 COP가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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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 범위에서 스월형 분사기의 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dynamic characteristics of a simplex swirl injector in the low-frequency range

일반적으로 연소불안정 현상은 연소기 내에서 발생되는 heat 

release와 acoustic pressure의 coupling에 의해 발생된다. 이 

때 발생되는 acoustic pressure는 인젝터로부터 분사되는 추

진제의 유량을 진동시키고, 이 진동은 연소기 내의 연소에 영향

을 미친다. 그런 까닭에 인젝터의 동특성을 이용하여 연소불안

정 현상을 제어하기 위한 연구가 1970년대초 러시아로부터 

시작되었다. 인젝터 동특성은 압력 교란에 의해 발생되는 인젝

터의 정적인 변수들의 동적인 변화를 연구하는 분야를 말한다. 

인젝터의 동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인위적인 압력섭동을 발생

시킬 수 있는 회전원판형의 기계적 진동발생기를 제작하였고 

이 압력섭동에 의해 변동되는 유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이 장치와 기법을 통해 저주파 압력섭

동 범위(5~250Hz)에서 발생되는 유량, 압력, 액막두께, 및 축

방향 속도의 변화량을 인젝터의 오리피스에서 실시간으로 측

정하였고, 획득된 데이터를 통해 각 변수들의 동적인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진폭-위상 선도로 표현하였다. 인젝터로 

유입되는 추진제의 입력치인 매니폴드에서의 압력과 출력치인 

오리피스에서의 각 변수들은 측정 위치와 위치에 따른 시간차

에 의해 진폭변화와 위상차가 발생되었다. 이로 인해 매니폴드

에서 측정된 압력보다 오리피스에서 측정된 각 변수의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모든 변수들에 대해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계방향으로 이동되어 위상차가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되었

다. 분사차압의 특성으로써, 특정 주파수 75Hz 이하에서는 진

폭은 모든 변수에 대해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지만,

75 Hz 이상에서는 모든 변수에 대해 분사차압이 증가함에 따라

진폭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또한, 주파수 특성

으로써, 특정 주파수 75Hz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압력섭동 주

파수 범위에서는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진폭이 점점 감소하

였지만, 75Hz 이상의 범위에서는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진

폭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정 주파수 75 Hz를 

기준으로 각 변수들의 진폭이 변화되는 원인으로 jet과 충돌형

인젝터에서 발견되는 Klystron 효과가 단일 스월 인젝터에서도 

적용되어 진폭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획득

된 인젝터의 동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압력섭동에 의해 발생되

는 유량진동을 제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탄젠트 유입구가 1열로 이루어진 기존의 단일 스월 인젝터와

달리 특정 거리를 두고 추가적으로 1열의 탄젠트 유입구가 장

착된 인젝터가 제작되었다. 탄젠트 유입구의 두 열 간의 거리

차이는 제어하고자 하는 target 주파수의 반파장차로 결정하여

첫 번째 열에서 유입된 유체가 두 번째 열에서 유입된 유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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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입자 적층 시스템을 이용한 플렉서블 염료 감응 태양전지의 제조

Manufacturing of dye-sensitized solar cell (DSSC) using nano particle deposition system (NPDS)

만났을 경우 중첩에 의해 out-of-phase가 되어 섭동이 감쇠되

는 원리를 이용하였다. 탄젠트 유입구가 1열인 basic 인젝터와 

2열인 tuned 인젝터에 대해 같은 압력섭동 주파수 범위에서 

발생되는 진폭-위상차를 분석하였다. 분무압력이 같은 경우, 

두 인젝터의 분무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범위에서 tuned 

인젝터의 gain 값이 작게 났고, target 주파수에서는 오히려 

tuned 인젝터의 gain 값이 크게 나타났다. 분무유량이 같은 

경우, 두 인젝터의 gain 값은 주파수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

났지만 target 주파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Target 주파수에서의 감쇠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분무유량을 일치시킨 후 탄젠트 유입구의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의 직경비를 다르게 구성하였고, 그 결과 직경비가 같을 때와

비교해 약 20 %의 감쇠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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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 유동 물리 분석을 위한 정화과고 효율적인 hp-Reconstruction 기법

Accurate and efficient hp-reconstruction method for multi-dimensional flow physics analyses

Euler/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용한 유동 해석은 이론적으

로는 강한 충격파 및 와류의 전이 과정을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으나, 수치 해석을 통해 이를 구현할 때에는 반드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과도한 수치 점성 및 불충분한 

격자수로 인해, 와류의 전달 과정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와류가 

급속히 소멸되는 현상은 이전 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경험

한 바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수치적 소산은 공력 계수 예측, 

BVI 소음 예측 등 많은 부분에서 유동 해석의 정확성을 떨어뜨

리는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Euler/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용한 수치적 유동 해석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방법으로는 몇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 : h- 

(격자 크기), p- (내삽 기법의 차수), hp- 및 r- (격자 재배치) 

세분화. h-기법은 내삽 기법의 정확도는 고정하고 격자의 세분

화를 통해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며, p-기법은 고정된 

격자수에서 내삽 기법의 차수를 증가시킴으로써 해의 정확도

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hp-기법은 h-기법과 p-기법

을 결합한 방법이며, r-기법은 격자의 재배치를 통하여 유동 

해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와류가 지배적인 

유동 해석에 대하여Godunov-type 기법의 해상도를 향상시키

기 위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논문은 다차원 압축성 유동에 적용될 수 있는 

효율적이며 정확한 제한 기법을 다루며, 이를 고차 정확도 기법 

(p-기법)으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는 level set 기법에 기반한 

새로운 적응 격자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h-기법으로 사용하였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된 p- 및 h-기법에 기반한 hp-기

법 알고리즘의 정확도 및 효율성을 와류가 지배적인 유동장에 

대하여 수치 실험을 통해 조사해 보았다. 이미 2차원 유동에 

대하여 개발된 바 있는 다차원 제한 기법(MLP기법)을 3차원 

유동에 적용이 용이한 형식으로 수정/보완 하였다. 계산 효율

성과 코드 작성 상의 편의를 위해 MLP 기법의 수식을 새로이

유도하였으며, 국소 구배의 가정이 없이도 3차원 유동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형태로 보완하였다. 다양한 수치 실험 및 비교

를 통하여 새로이 개발된 MLP 기법이 다차원 유동장에서의 

수치 진동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이는 연속 및 불연속 유동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

의 TVD 기법과 비교해 볼 때, 정확성, 수렴성 및 강건성 모두에

서 월등히 향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효율적인 적응 

격자 기법으로서, level set 기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격자별 세분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새로이 개발된 격자별 

세분화 기법의 핵심 아이디어는 주로 overset mesh 기법에서 

사용되어지는 격자의 분류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분류된 

격자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격자별 세분화

알고리즘은 격자 시스템의 구조화된 인덱스를 유지하면서도 

기존 기법에 비해 향상된 효율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세분화 

방식으로는 기존의 에러 예측을 통한 격자의 세분화가 아닌, 

level set 방정식에 기반한 격자 세분화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와류와 같이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만 격자 세분화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와류가 지배적인 유동장에 대하여 수치 실험을 수행함으

로써, 본 논문에서 제안한 h- 및 hp-기법의 효율성을 비교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새로이 개발된 격자 적응 알고리즘이 적응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월등히 효율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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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료 감응 태양전지는 반도체의 광기전력 효과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전지의 일종으로, 작동전극, 다공

성의 반도체 산화물 층, 염료, 전해질 및 촉매층을 포함한 상대

전극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염료감응 태양

전지의 광전극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반도체 산화물을 투명전

극에 적층하였다. 사용된 분말은 나노 크기의 결정질을 가지며 

염료와 대응되는 적절한 밴드갭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나타

제 상(anatase phase)의 TiO₂이다. 전통적인 염료 감응 태양

전지의 생산 공정에서는, 전극에 코팅된 반도체 산화물에 대하

여 고온 소결 과정을 거치는데 이 온도는 폴리머 재료의 유리전

이 온도 (Tg) 보다 높기 때문에, 염료 감응 태양전지에 있어서 

폴리머 기판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폴리머 

기판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 그룹들이 저온 

소결, 기계적 압착, 마이크로 웨이브 기법 등을 이용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여전히 고온 소결 공정

을 대체하기 위한 다른 복잡한 공정과 장비를 필요로 하고 있

다. 또한, 이들 방법들은 솔루션 또는 페이스트 형태의 반도체 

산화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온 공정에서 발생되는 효율과 접

착 등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나노 입자 적층 시스템 (NPDS)

은 폴리머 기반의 염료 감응 태양전지의 제조 공정에서의 소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NPDS는 상온의 저 진

공 조건에서 건식 분사 방식을 통해 얇은 층을 만들 수 있는 

공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산유체역학과 실험을 통해서 분

사거리, 이송가스 압력 및 챔버 진공 등에 대한 인자 연구를 

수행하여, 대기압 조건에서 TiO₂ 분말을 적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계방사 주사전자현미경, 표면 프로파일러, 초점 이온

빔을 이용하여, 투명전도막 기판에 적층된 분말에 대한 형상과

두께를 측정하였다. 솔라 시뮬레이터 100 mW/cm²의 표준 입

사강도 조건에서 제작된 염료 감응 태양전지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측정한 결과, TiO₂의 적층 횟수, 기판의 면저항, 분사

거리, 분말크기 등이 효율 값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염료 감응 태양전지의 에너지 효율은 

TiO₂층의 적층 두께를 인자로 하여 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식 분사 방식의 NPDS를 활용함으로써, 반도체 산화

물의 솔루션 제조, 코팅 및 고온 소결 공정이 제거될 수 있으며,

손쉽게 가요성의 염료 감응 태양전지 제작 공정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분말의 분사 과정 동안 국부 소결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레이저 시스템이 새롭게 설계 되어, 기존의 

NPDS에 부착되었다. 분말에 대한 선택적인 에너지 전달을 통

해서, 소결 공정 중에 폴리머 기판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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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미세 공동 구조의 설계 및 제작과 마이크로 유체역학 응용

Design and fabrication of polymeric hollow microstructures and their microfluidic applications

본 논문은 소프트 리소그래피 기술을 이용한 고분자 미세 공

동 (空洞) 구조물의 설계 및 제작과 마이크로 유체역학 응용에 

관한 연구이다. 우선, 고분자 미세 공동 구조를 제작하기 위해

서, 얇은 고분자 용액의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는 용매원용(援

用) 성형공정을 도입 하였으며, 그 공정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동성을 가지는 고분자 용액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 몰드 내부의 빈 공간을 채우게 되고, 둘째, 고분자 

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성의 용매가 용매 투과성의 몰드 

내부로 확산 및 증발하며, 그 결과로 고형화된 고분자 미세 

구조물이 형성된다. 용매원용 성형공정의 대표적인 실험적 요

인으로는 몰드의 형상, 고분자 용액의 농도, 고분자 용액의 양 

등이 있으며, 고분자 미세 구조의 형상을 제어하기 위해서, 상

기한 실험적 요인들이 고분자 미세 구조물의 형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험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상

의 고분자 미세 구조물이 형성되었으며, 그 형상적 특징에 따

라, 첫째, 완전 성형구조, 둘째, 비완전 성형구조, 셋째, 완전 

성형 공동구조, 넷째, 부분 성형구조, 다섯째, 부분 성형 공동

구조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부분 성형 공동 구조를 이용한, 

미세 유체환경 내에서 유체에 의한 전단 응력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포 포획 구조물의 제작에 관한 연구도 제시되었

다. 제작한 세포 포획 구조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좁은 입구 

크기와 상대적으로 넓은 내부 공간이라는 형상적 특징을 가지

며, 이는 포획된 세포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형상이다. 실제로, 세포 포획 구조물을 이용해 효모 세포를 포

획하였으며, 수용성 인자에 대한 세포의 형광 단백질 발현 반응

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 및 분석 하였다. 그 결과로써, 세포

의 형광 단백질 발현 패턴이 유체의 전단 응력에 의해 달라진다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완전 성형 공동구조의 형성 원리를 

고분자 미세 채널 형성방법으로 응용한 연구를 제시하였다. 

제작한 고분자 미세 채널은 그 단면이 원형이고 균질 한 물질로

구성된다는 특징을 가지며, 실험적 요인에 따라 그 크기를 수

마이크로 미터에서 수 백 마이크로 미터까지 조절할 수 있다.

한편, 고분자 채널을 미세 유체 환경에서 작은 입자의 흡착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미세 채널로 응용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의 미세 채널에 비해 40 배 이상 높은 흡착 및 확산 방지

효율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린더 형태의 형상적 특징을

이용해, 혈관 모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세포 배양 채널로 

응용하였으며, 그 결과, 세포들이 실제 혈관과 비슷한 3차원 

구조를 이루며 자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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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성형공정에서 불포화 유동의 거동 및 기공 형성 최소화에 관한 연구
Numerical and experimental study on unsaturated flow behavior and void minimization in liquid composite molding 

액상성형 공정은 경제적인 이점과 많은 장점으로 인해 복합

재료 제조 산업에 각광을 받고 있고 기존의 오토클레이브 공정

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공정 중에 생성 되는 기공은 복합재료

의 기계적 성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따라서 기공 형성에 대한 

이해와 제어는 액상성형 공정에서 필수적이다. Capillary 

Number는 섬유 프리폼의 함침과 기공 형성에 매우 중요한 인

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Capillary Number가 액상성형 공정에

서의 섬유 프리폼의 함침 과정과 기공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를 밝히기 위해 일방향 유리섬유를 가지고 실험과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불포화 영역의 기공은 전체 유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압력 프로파일이 비선형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일정유량의 수지를 주입 시에 불포화 유동의 거동과 포화 

유동의 거동을 연구하였다. 다양한 범위의 유량을 주입하여 

유량이 투과성 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포화 투과성 

계수는 항상 불포화 투과성 계수보다 컸다. 이는 불포화영역의 

기공으로 인한 갑작스런 압력강하 때문이다. 또한 불포화 투과

성 계수와 포화 투과성 계수 모두 유량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hydrodynamic force에 의한 섬유 다발의 

압축 변형으로 인한 결과이다. 유량이 증가할수록 

hydrodynamic force가 커지게 되고 섬유 다발의 압축 변형도 

커지게 된다. 때문에 유량이 증가 할 때의 투과성 계수의 변화

율이 유량이 감소 할 때의 투과성 계수의 변화율 보다 크게 

되고 투과성 계수는 유량에 따른 히스테리시스 현상을 보이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액상성형 공정에서의 유량에 따른 포화

상태와 불포화 상태에서의 유동의 거동을 이해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금형 내부의 유동에 Darcy의 법칙을 적용할 때 좀 

더 상세한 검토가 가능해졌다. 다음으로 기공 형성에 대한 이해

와 제어를 위해 Finite Element Method 와 Volume of Fluid 

Method를 사용하여 일방향 섬유 다발과 수직한 유동을 수치해

석 하였다. 섬유 다발에서의 유동 해석은 Darcy의 법칙을 적용

하였고, 섬유 다발 사이의 빈 공간에서의 유동은 Navier- 

stokes 방정식을 적용하였다. 수치적, 수학적 난해성을 피하기 

위해 Brinkman 방정식을 두 영역에 대해 적용하였다. 섬유 다

발과 빈 공간의 유동의 속도 차가 없는 Critical Capillary 

Number를 규명하였고, 이 값에 해당하는 최적 주입 속도를 

적용하여 기공 형성이 최소화됨을 수치적으로 모사하였다. 실

험을 통하여 최적 주입 속도에 해당하는 유량에서는 수치해석 

결과와 같이 압력 프로파일이 선형적으로 나타남을 보였다. 

또한 Interlaminar Shear Strength Test와 Flexural Strength 

Test를 통해서 최적 주입 속도에서 기공형성이 최소화되고, 

이때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이 최대가 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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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2011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김규홍

국문 : 

영문 :

전자기 유체역학 공간차분기법 개발 및 열보호 시스템 실험을 위한 플라즈마 유입류 수치분석
Development of magnetohydrodynamic flux scheme and analysis of plasma inflow for the experiment of thermal protection system

본 연구의 핵심은 열보호 시스템 삭마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플라즈마 상태의 열보호 시스템 유입류에 대한 유동 분석

을 수행하는 것이다. 플라즈마 상태의 유입류의 유동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첫

째는 화학적 평형상태인 플라즈마 발생장치인 아크 히터의 내

부 유동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다음은 아크 히터에서 생성된 

플라즈마 유동이 열보호 시스템 시편에 이르기까지의 화학적 

비평형 상태의 유동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

로 아크히터 내부의 유동은 전자기 현상을 포함하는 자기유체

역학 방정식의 지배를 받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기유

체역학방정식을 해석하는 공간차분 기법을 병행하여 개발하였

다. 본 연구는 위의 3가지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유입 류를 생성하는 플라즈마 발생장치로 150kW 개량 Huels

형 아크히터를 해석하였다. 전기장 해석, 줄 가열, 난류, 복사

현상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아크 히터 내의 복잡한 물리현상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삭마 현상에 중요한 요인인 아크 

히터 내부의 난류도와 중심선 엔탈피 등을 조사 하였다. 계산을

통해 구하여진 압력, 전압 등은 실험 치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으나 아크 히터의 효율은 다소 과하게 예측되었다. 이를 보정하

기 위해 스월 효과를 고려하여 대류 열전달의 변화를 살펴보았

고, 형상계수를 이용하여 복사 열전달의 변화를 예측하여 보았

다. 스월 효과는 대류 열전달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형상계수를 통해 보정된 복사 열전달은 아크 히터

의 효율을 실험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둘째, 아크 히터에

서 생성된 플라즈마 유동이 시편에 이르기까지의 비 평형 유동

해석을 5화학종 공기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삭마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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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홍상원 2011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이동호

국문 : 

영문 :

항공기 터보 엔진용 압축기의 다분야 통합 최적설계 프레임워크 구축과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Multidisciplinary design optimization framework construction and reliability based design optimization for aircraft turbo engine compressor

항공기 터보 엔진용 압축기는 매우 복잡한 형상과 특성을 지

니고 있어 설계 시 여러 분야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다분야 

통합 설계 문제에 해당한다. 특히, 항공기의 경우 비행 중에 

스톨이 발생하면 항공기용 터보 엔진은 추력을 완전히 상실하

게 되어 매우 위험해진다. 그러므로 고기동이 요구되는 항공기 

터보 엔진용 압축기의 설계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스톨 등의 

불안정한 비선형적 특성에 대한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를 적용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 터보 

엔진용 압축기의 공력-구조 연계 다분야 통합 최적설계 프레임

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압축기의 신뢰성 기반 최적설

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압축기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압축기 공력 특성인 효율과 구조 특성을 반영

하기 위한 안전성 계수 및 무게를 목적함수로 적용하여 최적설

계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력해석 기법과 구조해석 기법

을 최적설계 기법과 연계하여 항공기 터보 엔진용 압축기의 

신뢰성 기반 다분야 통합 최적설계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면 기법과 인공 신경망 기법으로 구성한 

근사모델을 적용하여 공력-구조 다분야 통합 최적설계 프레임

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항공기터보 엔진용 3단 축류 

압축기의 효율과 안전성 계수를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초기 형상에 비하여 공력 특성인 효율과 

구조 안전성 계수 모두 증가하였으나, 인공신경망 근사모델을 

적용한 결과가 인공 신경망 근사모델을 적용한 경우보다 근사

모델의 결정계수(R2)가 증가하여 근사모델의 비선형성 모사 

능력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기동 조건의 항공

기 터보 엔진용 압축기에서 중요한 문제인 스톨 현상을 반영하

기 위하여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기법을 압축기 다분야 통합 

최적설계 프레임워크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를 위하여 압축기의 스톨 마진에 대하여 불확실성 모델을 적용

한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를 수행한 결과, 기존의 다분야 최적설

계 과정대로 진행한 확정적 최적설계 결과에 비하여 효율은 

약간 감소하나 무게는 조금 감소하고, 초기 형상과 비교하면 

효율과 무게 모두 개선되었다. 특히,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결

과, 확정적 최적설계에 비하여 개선된 스톨 마진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적 특성 및 불확실성 

요소가 특징적인 고기동 조건을 고려한 항공기 터보 엔진용 

압축기에 대하여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다분

야 통합 최적설계 프레임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그리

고 실제로 이를 이용한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결과, 초기 형상

에 비하여 공력과 구조 특성이 개선되면서 동시에 비선형적 

불안정 요소인 스톨 마진에 대한 신뢰성도 개선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에 중요한 시편 정체점에서의 난류도, 전압력, 전 엔탈피를 예

측하였다. 또한, 마하수와 노즐 출구부터 시편까지의 거리에 

따른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삭마 실험에 적절한 유동 조건을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AUSM-type의 자기유체역학 방정식

에 대한 공간차분기법을 개발하였고, 개발된 공간차분 기법을 

고차정확도의 계산을 위해 MLP 계열의 고차 내삽기법과 결합

하였다. 다양한 문제해석을 통해, 개발된 AUSM-type 기법은 

자기유체역학의 복잡한 물리현상을 성공적으로 계산함을 확인

하였고, 기존의 MLP 계열 고차 내삽기법과 결합하여도 고차 

정확도에서도 안정적이고 정확한 해를 도출함을 확인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시환 2011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이우일

국문 : 

영문 :

수치해석 및 실험을 통한 미세사출성형에서 성형과 이형에 관한 연구
Study of filling and demolding process in the injection molding through numerical simulation and experimental approaches

제품의 표면에 미세 패턴을 가공하는 공정으로 미세 사출 성

형 공정 및 Thermal Nano Imprinting(NIL) 공정이 주로 사용되

고 있다. 이런 두 공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는 표면

의 미세 패턴을 효과적으로 성형하는 문제와 성형된 미세 패턴

을 금형(stamper)에서 결함 없이 이형 시키는 문제이다. 제품 

표면의 미세 패턴의 성형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수치 해석적 

접근하나 제품과 미세 패턴은 103정도의 크기 차이가 있어 

shell mesh나 3D mesh를 사용할 경우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품 즉 미세 패턴을 제외한 부분은 shell

mesh를 사용하여 global 해석을 진행하고 미세 패턴 영역은 

global 해석의 결과를 경계조건 및 초기 조건으로 사용하여 

local 해석을 진행하는 "Two Step Method"을 제안하였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해석 기법을 사용

하여 성형조건에 따른 미세 패턴의 성형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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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였으며 대면적 제품에서 원하는 위치에서의 미세 패턴

의 전사성을 검토할 수 있는 해석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다음으

로 미세 사출성형에서 이형력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

였다. 이형력에 영향을 주는 수직 항력을 성형 수축율에 의한 

접촉 항력(contact pressure), 두 표면의 표면에너지에 의한 

접착력(adhesion)및 표면의 거칠기(roughness)의 의해 발현

되는 수직 항력의 합으로 제시한 모델을 통하여 성형 조건 및 

stamper의 표면 거칠기와 표면에너지가 이형력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이론적, 실험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최적 

성형 조건에서 매끈한 측벽을 가진 금형(stamper)에 SAM 코

팅을 수행함으로써 거친 측벽을 가진 stamper에 비하여 이형

력을 90%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표면 거칠기가 매우 매끄럽고, 미세패턴의

성형성에 영향을 주는 금형온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polymer 

stamper를 사용하여 일반 금속성 stamper를 사용하여 성형하

기 힘든 선폭 1㎛, 세장비 10의 미세 패턴의 성형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polymer stamper의 사용으로 용융상태의 

수지의 온도를 일정 시간동안 유동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성형

과정중인 보압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충전이 일어나기 때문이

며 이에 따라 미세 패턴의 성형성에 대한 보압의 영향평가도 

동시에 수행되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임동욱 2011년 2월 박사 서울대학교 유정열

국문 : 

영문 :

2상 미세채널 유동에서 점도의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study on viscosity effect in two-phase microchannel flow

In the present research, a visualization study i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flow patterns and breakup formation in 

flow-focusing microfludic device, which usually involve 

gas-liquid two-phase flow patterns such as bubbly flow, 

slug flow, and annular flow. High-speed camera and 

fluorescence microscopy are used to the characterize 

microscale gas-liquid two-phase flows in 191.64 μm 200 

μm rectangular PDMS microchannel which are fabricated 

by using soft lithography technique. N2 and Silicone oil 

serve as the gas and liquid phases, respectively. The 

influence of gas and liquid flow rates and the viscosity of 

the liquid phase on the bubble size, flow patterns, and 

gene-rating frequency are experimental studied. This study 

is focused on viscosity of liquid phase. In order to influence 

of viscosity of liquid phase, various viscosity silicone oils 

are used in this study. The breakup mechanism, bubble 

generating rate, and gas bubble making time are 

investigated at the cross junction. The gas bubble size and 

space of between bubbles are dependent on the flow rates 

of the liquid and gas, and viscosity of liquids. The slug 

length L is also dependent on the flow rates of the liquid 

and gas in such a manner that the ratio of slug length to 

the channel width is a function of the flow rate ratio of gas

to liquid. At a low liquid flow rate range, the length of the

slug bubble is much greater than the width of the channel

width. When the liquid flow rate increases the slug bubbles

become shorter. The continuous phase of higher viscosity

leads to smaller bubbles. Emphasis was given on th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the flow rates of gas and liquid

phases and the liquid viscosity on the bubble formation in 

this work. The two-phase flow pattern maps in 

flow-focusing microfluidic device were studied by the 

high-speed digital camera. The influence of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on the size of bubble, the length of 

slug bubble, such as gas and liquid flow rates, liquid 

kinematic viscosity, were measured. The gas phase inlet 

shape after collapsing the gas bubble is more sharp and 

narrowed when the liquid the liquid viscosity and the flow 

rate of liquid are increased. As the liquid viscosity is 

increased, liquid film thickness is made th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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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재홍 2010년 8월 박사 연세대학교 황정호

국문 : 
영문 :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저온 플라즈마 장치를 이용한 부유입자 및 기상부유미생물 제어
Aerosol and bioaerosol particle control by using nonthermal plasma system for air quality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저온 플라즈마(plasma) 장치를 이

용해 공기질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용된 저온 플라

즈마 장치는 이오나이저와 스파크 방전장치이다. 유리섬유 필

터(glass fiber filter)의 집진 효율증가와 항균성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필터의 전단에 이오나이저(ionizer)를 설치하였다. 염화

칼륨 입자를 50-600nm 크기로 발생하여 집진효율을 평가하였

으며 100nm 입자의 경우 집진효율은 31.4% 에서 이오나이저 

가동 시에 이온발생량에 따라 각각 35.7%(1.6×1011ions/s), 

46.9%(6.4×1012ions/s)로 증가하였다. 항균성능 평가를 위

해서 대장균(E. coli)을 시험균주로 사용하였다. 대장균을 공기 

중으로 부유시켜 필터에 포집 후 이오나이저를 1 분, 5 분, 10 

분 가동한 결과 각각 61.7%, 45.4%, 25.2%의 생존률을 보였

다. 자동차용 공조필터(cabin filter)를 대상으로 이오나이저를 

필터전단에 설치하여 집진효율 증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실험실 규모의 실험과 실제자동차에 적용한 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대상입자의 크기는 2.5μm 이하로 하였다. 실험실에서

수행된 집진효율 성능 평가결과 0.6, 1.2, 1.8m/s 의 유속에서

필터의 효율은 각각 69.3%, 65.2%, 62.2%를 보였으나 이오

나이저 가동 시 각각 80.4%, 71.2%, 65.5%로 증가하였다. 

실제자동차에 적용된 실험에서도 내부의 공기질이 이오나이저

가동 시 각 유속에 따라 9.4%, 4.0%, 2.8% 개선되었다. 공조

시스템용 필터에 이오나이저를 적용한 실험도 수행하였다. 1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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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소적 이온 주입 공정의 이온 믹싱을 이용한 금속 실리사이드 나노구조물 제작
Fabrication of metal-silicide nanostructures using ion beam mixing by local ion implantation

집속이온빔을 이용한 국소적 이온주입과 습식 식각 공정을 

이용한 이온빔 복합공정 금속-실리사이드 나노 패터닝 기술 

개발에 관한 것이다. AES, XPS 등의 나노 분석 장치를 이용하

여 금속 재료의 갈륨 이온 주입에 대한 재료 제거의 선택비 

차이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였다. 공정 최적화와 공정 유연성 

확보를 위해 금속 재료의 종류와 실리콘 이외의 재료에 확대함

으로써 공정 특성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공정 최적화를 통

해 30 nm 이하의 나노 구조물을 구현한다. 금속 박막이 증착된 

실리콘 웨이퍼 위에 갈륨 이온을 주입 시키면 재료의 물리, 화

학적 특성 변화로 금속을 식각 할 수 있는 용액에 대한 

resistivity가 증가하여 임의의 나노 구조물을 제작 할 수 있다. 

즉, 이온빔 복합공정 금속나노 패터닝 기술은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리프트-오프 공정보다 공정이 단순하고 나노 구조물의 

크기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속나노 구조물의 크

기는 이온 조사량에 따라 재료의 물성치가 변화하는 문턱 이온 

조사량 값을 이용하여 제어하였다. 즉, 금속 시편 내부에 주입

되는 이온 조사량에 따라 금속내부의 특성을 변화시켰기 때문

에 구조물의 크기 제어가 가능하였다. 제작된 나노 금속 구조물

의 응용을 위해 DRIE의 에칭 마스크로 사용하여 고세장비 나노 

채널을 제작하였다. 고세장비 가공을 위해 DRIE의 공정 최적화

를 실시하였다. 재료 선택 비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해 

AES를 이용하여 증착된 금속과 갈륨 이온 주입된 부분의 깊이 

방향에 대한 원소의 농도를 측정하여 갈륨 이온 주입된 영역에

서 두 물질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온주입으로 

인한 원자의 재정렬로 인해 두 층의 계면에서 믹싱이 발생 한

것이다. 이온빔 믹싱의 화학적 결합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XPS

로 갈륨 이온 주입 영역과 금속 박막이 증착된 영역을 각각 

분석 한 결과 갈륨 이온 주입 영역은 금속-실리사이드가 형성

됨을 확인하였다. 이온빔 믹싱 효과에 대한재료의 확대와 응용

분야 적용을 위해 다양한 금속과 실리콘 이외의 재료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온빔 믹싱 여부를 판단하는 heat of 

mixing 개념을 이용하여 임의의 재료에 대한 믹싱 가능성을 

판단하였고 실험 결과와 비교 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25

nm 피치의 나노점과 세장비 20 이상, 폭 20 nm의 나노 채널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나노구조물 제작방법은 직접

쓰기 방식의 이온빔 국소주입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스탬프나 

마스크 등을 필요로 하지 않아 공정이 단순하고, 이온주입 위치

와 양을 조절함으로서 평면 이외의 형상을 제조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이온빔 믹싱을 이용한 나노 구조물 제작은 선택 재료

의 변화를 통해 본연의 금속 물질에 비해 향상된 물성치를 기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온빔을 이용한 직접식각 방식

의 가장 큰 단점인 낮은 가공속도를 향상시키고 가공 정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리소그

래피 공정 및 나노패터닝 방법의 대안기술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5 나노미터 이하의 금속 나노점 및 

패턴을 제작 원천 기술을 통해 나노패턴을 이용한 광학부품, 

미디어, 센서, 반사방지막 등 제작에 공정기술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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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하의 입자를 대상으로 실험실 규모의 실험과 공조시스템

이 적용된 사무실공간에서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실 규모

의 공조시스템용 필터의 집진효율은 0.4, 0.6, 0.8m/s 의 유속

에서 각각 17%, 16%, 14%로 나타났고 이오나이저 가동 시 

각각 27%, 23%, 19%로 증가하였다. 사무실공간에서의 실험

결과 내부 발생입자에 대해서 이오나이저 가동 시 유속에 따라 

실내 공기질이 13%, 9%, 8%개선된 효과를 보였다. 스파크 

방전 장치를 이용해서 탄소 나노 튜브(carbon nano tube)를 

유리섬유 필터에 성장시켰다. 스파크 방전으로 촉매금속 입자

를 생성하여 유리섬유에 코팅하여 탄소 나노 튜브를 기상화학 

증착법으로 성장시켰다. 이후 탄소나노튜가 성장된 유리섬유

의 집진효율과 항균성능을 평가하였다. 1μm 이하의 염화칼륨 

입자를 대상으로 집진효율을 실험한 결과 탄소 나노 튜브의 

성장에 의해서 필터의 집진 효율이 입경에 따라 최대 20%가 

증가하였다. 대장균을 대상으로 항균실험을 수행한 결과 탄소

나노 튜브가 성장된 필터는 84%의 항균효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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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시형 DC 모터의 수명예측을 위한 브러시 마모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rush Wear Analysis for Life Prediction of Brush type DC Motor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understand a friction and 

a wear by the mechanical and the electrical contact between 

a brush and a commutator which plays important roles in 

the driving of brush type DC motors, and to predict the 

motor life through brush wear. In order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the variables for the experiments were 

the operating voltage, the current load, the rotational speed, 

and the environmental temperature. Design of experiment 

(DOE) used for the analysis of brush wear was based on 

the Taguchi method. An independent condition was 

provided for each factor during the experiment. The results 

indicate a high contribution of current and temperature on 

the wear behavior while the operating voltage showed 

negligible influence on the wear behavior. To understand 

the brush wear mechanism, the brush contact surface was 

analyzed. An experimental setup was basically in the form 

of a disassembled motor with brush-commutator contacts. 

Both ends of the brush were connected in each side as a 

shunt resistor to supply a current. In the experiment, the 

electrical contact resistance, the voltage drop, and the 

brush temperature were measured on the contact surface 

of the brush and the commutator while the input variables 

were the contract pressure, the rotational speed, and the 

current. The correlations between each input variable and 

each measurement factor were observed while the brush 

wear quantity was analyzed. When the current was not 

supplied, the contact pressure and the rotational speed 

showed positive correlation. In contrast, a significant 

increase of the brush wear was observed when the current 

was supplied. This resulted from the significant increase of

the brush temperature due to a rapid increase of the friction

heat and the electrical resistance heat which tends to cause 

the weakened binding force of the brush and increase of 

the brush wear. This research presents that the temperature

rise of the contact surface caused by both the electrical heat 

and the frictional heat are the dominating factors for the 

wear phenomenon. A brush wear model for brush 

temperature is induced both by the temperature of 

carbon-combustion with the thermal analysis of the 

materials and by the heat transfer rate with fin heat transfer 

function. Also an empirical formula that predicts the life of

the brush type DC motors was derived from the experimental

result. In this paper, the accuracy of the experimental 

formula for the life prediction is examined and discussed. 

These formula are briefly examined and compared with the

motor life test results within 7 % error range. The results 

shed further light on the life prediction for the brush type 

DC 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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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방전을 이용한 디버링 공정의 모델링 및 분석
Modeling and Analysis of Micro 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 Deburring Process

방전가공 공정은 전극과 공작물에 전압을 인가 하였을 때, 발생하는 방전현상을 이용하여 공작물을 가공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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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과 공작물이 비접촉한 상태에서 방전에너지를 이용하여 

공작물을 가공하기 때문에, 초경과 같은 난삭재의 가공에 유리

하여 금형 가공, 미세 구멍가공 등의 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

다. 방전 가공공정의 비접촉식 가공 특성을 이용하여 방전가공

공정을 미세 부품의 새로운 디버링 공정으로 제안하였다. 먼저, 

미세 방전 가공공정에서 전압과 커패시터 용량에 따라 음극과 

양극의 마모 특성을 전자와 이온 특성을 이용해 실험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음극의 마모량은 증가

하는 특성을 나타냈으며, 120V를 이후로는 그 증가량이 급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에서는 100V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패시터 용량에 따른 마

모 특성은 음극에서는 용량의 증가에 따라 마모량이 감소하였

으며, 양극에서는 용량증가에 따라 마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압증가에 따른 전계강도의 증가로인해 이온

화된 양이온의 운동에너지 증가로 음극에서의 가공량이 증가되

었으며, 양극에서는 급증하는 음극의 마모량으로 인한 방전간

극 증가로 마모량이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음극으로 설

정된 전극의 마모를 최소화하고 양극으로 설정된 공작물의 제

거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낮추고 커패시터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 밀링 공

정을 이용하여 가공한 미세 채널 공작물의 모서리에 발생한 

버 제거 공정에 미세 방전 공정을 적용하여 미세 방전 공정의 

디버링 공정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구리,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에 대하여 폭이 각각 200 μm, 100 μm, 50 

μm 인 채널을 마이크로 밀링 장비를 이용하여 가공하였다. 채

널의 모서리를 따라 버가 랜덤한 형태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미세 방전 공정을 이용하여 버를 제거하였다. 디버링 

공정을 완료한 후, 버부분의 높이를 1 μm이내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 방전 공정이 디버링 공정으로서 요구되

는 버 제거의 선택성, 다양하게 발생하는 버를 제거할 수 있는

공정의 강건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이어 수행하였다. 먼저, 버 

제거의 선택성은 이론적인 방법과 실험을 통해 그 특성을 확인

하였다. 공정의 강건성은 열전달 시뮬레이션을 통해 열에너지

가 버부분에서 집중하는 것을 밝혔으며, 실험적으로는 방전 에

너지 조건을 다양하게 변화시킨 상태에서 디버링 결과를 비교

하여 공정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디버링 공정으로

적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특성을 미세 방전 공정이 확보하고 

있음을 보였다. 미세 방전 디버링 공정을 연료 전지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펌프의 밸브 부품 디버링 공정에 적용하여 실제 공정

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마이크로 펌프의 밸브부품은 펌

프의 구동 효율을 결정하는 주요 부품으로 프레싱 공정을 통해 

형상가공이 이루어진다.이때 모서리에 발생하는 버는 밸브의 

기밀성을 저하시켜 펌프의 구동효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밸브

의 두께가 약 30 μm로 매우 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계가 공법

으로는 버 제거가 매우 어렵다. 이 부품의 디버링 공정에 미세

방전 공정을 적용하였다. 미세 방전 공정을 통해 밸브 부품의

공정 전과 후를 비교함으로써 버가 효과적으로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완성품으로 조립된 마이크로펌프의 실제

작동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용현 2010년 8월 박사 연세대학교 박영필

국문 : 
영문 :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딤플-플렉셔의 동특성 해석에 대한 수치적 실험적 연구
Numerical and Experimental Study on Dynamic Analysis of Dimple-Flexure Interactions in Hard Disk Drives

최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시장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

다. 특히 2.5인치 모바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시장은 2010년

을 기준으로 3.5인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시장보다 더 커지고 

있다. 모바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데스크탑 하드디스크 드

라이브보다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에는 모

바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전체 하드디스크 시장의 70% 이

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초소형 플랫폼 기술, 고

속 인터페이스, 저전력 메커니즘, 내충격 및 내열성 설계 등에 

대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기술이 요구된다. 특히, 로드/언로

드 기술은 높은 면밀도를 가지고 외부충격에 강건하며 저전력 

등의 이점이 있어 모바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적용되어 왔

으며, 최근에는 거의 모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사용되고 있

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휴대 측면 때문

에 불가피한 기구적 문제들이 종종 발생한다. 그러므로 전원이 

갑작스럽게 끊기는 경우나 외부 충격 등에 대해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빠른 긴급회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러나 빠른 언로드 속도는 큰 램프 충격을 야기하며, 딤플-플랙

셔 간의 슬립, 헤드-짐발 어셈블리 진동, 불안정한 슬라이더 

거동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딤플-플랙셔 상호작

용들은 슬라이더 동특성과 언로드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딤플-플랙셔 상호작용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딤플-플랙셔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단, 최근 

들어 여러 연구실과 회사가 부상 상태, 트랙 추종 상태, 로드/언

로드 등에서 발생하는 딤플-플랙셔 슬립과 같은 딤플-플랙셔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딤플-플랙셔 상호작용 여부와 특성에 증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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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과 유한요소해석 모델링을 통해 딤플-플랙셔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딤플-플렉셔 상호작용이 슬라이더의 동특

성과 언로드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반복

적인 로드/언로드 실험을 수행하여 딤플-플랙셔 슬립을 확인하

였다. 실험결과로부터 딤플-플랙셔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딤플-플랙셔 슬립의 원인에 대해 검증하였고, 딤플-플랙셔 슬

립과 보통의 언로드 상황보다 빠른 언로드 속도를 가지는 긴급

회피상황에서의 램프 충격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여러 언로

드 속도를 가지고 램프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의 딤플-플랙셔 

슬립에 대해 분석하였다. 간략한 모델링을 통해 딤플-플랙셔 

슬립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딤플-

플랙셔 슬립은 마찰력에 상관없이 언로드 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램프 충격 시 충격량과 충격시간

을 측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디스크와 에어베어링 강성을 고려

한 유한요소 헤드-짐발 어셈블리 모델을 이용하여 유한요소 

램프 충격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램프와 서스펜션 리프트-

탭이 충돌할 때, 충격 모션을 고려한 과도응답해석을 수행하였

다. 시뮬레이션 결과, 딤플-플랙셔 슬립 양은 긴급회피 속도가

빨라질수록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딤플-플랙셔 

상호작용을 고려한 슬라이더의 거동과 언로드 성능에 대해 분

석하였다. 서스펜션 리프트-탭이 램프와 충돌하는 순간, 슬라

이더 거동이 변화하게 된다. 언로드 속도가 증가하면 부상높이

손실도 커지게 된다. 특히 최소 부상높이의 경우 긴급회피 상황

에서의 손실이 더 커지게 된다. 실제 하드디스크 시스템은 높은 

면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부상높이가 5nm이하로 매우 작기 때

문에, 이러한 램프 충돌에 의한 부상높이 손실은 불안정한 부상

상태를 가져오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손상 등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딤플-플랙셔 상호작용을 고려한 로드/언로드 해석

을 수행하여 언로드 성능을 조사하였다. 매우 낮은 부상높이를

가지는 하드디스크 시스템의 경우 긴급회피 상황에서의 부상높

이 손실은 슬라이더-디스크 충돌 등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램프 충격에 의한 딤플-플랙셔 상호작용을 고

려한 언로드 분석 방법을 통해 긴급회피 상황에서의 적합한 

언로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곽노성 2011년 2월 박사 연세대학교 이종수

국문 : 

영문 :

유전 알고리즘의 선택 및 교배 방법 개발과 기계공학 문제의 적용

Advanced methods of selection and crossover in genetic algorithm with applications to mechanical design and optimization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유전 알고리즘의 능력을 향상시켜 

그 동안 한계로 여겨져 왔던 대규모 전역 최적화에서의 유전 

알고리즘의 역할을 찾아내고, 그 적용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유전 알고리즘은 이진 코딩 유전 알

고리즘과 실수 코딩 유전 알고리즘이다. 이진 코딩 유전 알고리

즘에 관한 연구로 이진 코드 진화용 부분집단적 '선택' 방법인 

'Recombination of Population'과 모든 진화가 끝난 후에 최종 

해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주는 전략인 'Refinement of Elitist'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방법의 자세한 내용과 검증 결과는 본문 

2장에 정리하였다. 실수 코딩 유전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로 

'Sub-Population Based Selection (SPS)', 'Normal Distribution- 

Probabilistic Crossover (NPX)', 'Significant Decimal Place 

(SDP) Control'을 개발하였고, 본문 3장에 정리하였다. 

'Sub-Population Based Selection (SPS)'는 부분집단적 '선택

'방법으로서 실수 코딩 유전알고리즘에 채용될 수 있도록 개발

되었다. 'Normal Distribution-Probabilistic Crossover (NPX)'

는 실수 코딩 유전알고리즘용 '교배'방법으로서, 사용자가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 없이 스스로 진화 속도

를 계산해 내는 지능형 '교배'방법이다. 'Significant Decimal 

Place (SDP) Control'은 적용 문제가 요구하는 정밀도를 반영

하여 진화 속도를 조절하는 전략으로서, 고정밀도를 요구하는

수학문제와 일반 정밀도를 요구하는 실제 산업문제 간의 괴리

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상훈 2011년 2월 박사 연세대학교 조형희

국문 : 

영문 :

PEM 연료전지 내부 수분관리에 관한 연구

Internal Water Management in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EM 연료전지의 내부 수분관리는 성능유지 및 향상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동 분야의 연구자들의 연구주제로 

각광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연료전지 내부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 수분거동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 내부 수분거동 

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수분거동을 정성적으로만 다뤄왔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향상된 수분관리 기법 제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료전지의 flooding 현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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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rane 내부에서의 수분거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PEM 연료전지 내부에서의 flooding 

현상을 발생 양상에 따라 inner flooding과 external flooding 

으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연료전지 분리판 채널과 manifold에

서의 차압측정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연료전지 flooding의 정

량적 분석을 위해 활용될 무차원수를 도입하였다. 도입된 무차

원수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테스트 연료전지의 전압강하 

현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고, 연료전지의 flooding 취약 운

전영역을 파악하였다. 또한 무차원수를 통해 그려진 전압강하 

그래프를 이용하여 inner flooding이 channel flooding과 GDL 

flooding 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PEM 연료전지 내부의 flooding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분

석할 수 있는 분류기준을 마련하였다. External flooding의 경

우, 기존의 flooding 논의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분류기

법이지만, 대면적 연료전지 또는 stack 형태의 연료전지를 운

전함에 있어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Inner flooding 과는 다르

게, external flooding 에 의해 유입되는 응축수의 양은 공기의 

운동량 또는 유로의 형상 등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다. 따라

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응축수의 유량과 유동양상은 inner 

flooding 의 경우와는 다르게 연료전지의 전압강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 수행한 실험 결과에서는 

전압강하의 한계점과 이를 일으키는 응축수 유입량의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외부 응축수 유입에 의한 

연료전지 전압강하 현상의 그래프 형태는 유입되는 응축수 양

의 증가에 따라 S 자 형태의 곡선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Membrane 내부에서의 수분거동 현상 분석에 관한 연구는 수

소극과 공기극 사이에서의 수분거동 및 PEM 연료전지의 성능

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주제이다. 따라서 membrane 

내부에서의 수분거동 양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체적인 H2O 

거동 방향을 측정하는 것은 PEM 연료전지 내부에서의 적절한 

내부 수분관리 기법을 도입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극과 공기극의 출구에서 배출되

는 총 수분량을 측정함으로써 membrane 내부에서의 전체적

인 수분거동 방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membrane 내부에서

의 수분거동 방향이 membrane의 두께에 의해 달라지는 현상

을 확인하였으며, 실험에서 사용된 두 종류의 membrane 모두

에서 저전류 운전구간의 경우 역확산 현상이 약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한 실험들 및 내부 수분거동에 관한 정량

적 분석들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PEM 연료전지 내부에서의 

전체적인 수분거동과 PEM 연료전지 성능변화에 수분거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 결과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적의 내부 수분관리 기법을 수행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실험 결과자료와 

flooding 발생에 관한 새로운 모델은 PEM 연료전지 설계와 적

정 운전조건을 파악하는데 있어 주요한 기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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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기계공학전공)

연도별 편수

2010년 8월 8

2011년 2월 8

총 16

분야별 편수

2010년 8월 2011년 2월 총

재료 및 파괴 3 1 4

고체 및 구조역학

동역학 및 제어 2 2 4

생산 및 설계공학

열공학 1 1

유체공학 1 2 3

에너지 및 동력공학 2 2 4

총 8 8 16

<부록1-6> 충남 학교 박사학  논문 편수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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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지동현 2010년 8월 박사 충남대학교 이영호

국문 : 
영문 :

인코넬 博熱管 外面 異物質에 의한 磨耗損傷의 評價技法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Evaluation Techniques for the Wear Damage caused by Foreign Object from Inconel Tube Outside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는 약 1mm정도의 얇은 두께를 갖

는 인코넬 재질 전열관이 1차측과 2차측의 압력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열교환을 통하여 원자로계통에서 발생한 열을 제거하

고, 고압증기를 발생시켜, 터빈/발전기를 회전시키고, 전기를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상기 2010년 8월 박사 충남대학교 이영호

국문 : 
영문 :

디지털 방사선을 이용한 강용접부 비파괴검사 기술 개발

Development of Non Destructive Testing for Steel Weldment Using Digital Radiography.

This study was projected to develop a CR(computed 

radiography) based NDE technologyfocusing on improving 

resolution and efficiency of radiography test to boiler tubing. 

In an effort to improve the image quality, all the factors that 

influence on radiography image quality were fully optimized, 

and digital radiography image enhancement algorithm and 

a new cassette applicable to boiler tubing inspection have 

been developed; as a result, the dramatically increased 

radiography resolution has been accomplished. The final 

results achie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 this 

study, since Ir-192, which has been mainly used as a 

radiography source in industrial NDT, was known not to be 

proper energy to the boiler tube inspection, Se-75 was 

selected as a new radiation source for the use of digital 

radiography test to the boiler tube through energy 

adaptability tests, and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2. The conditions and parameters established in the medical 

CR imaging techniques were fully optimized for the industrial 

radiography test, mainly aiming to be used in boiler tube 

inspection. It was newly found in this study that 30% of the 

exposure time in CR imaging is enough compared to that 

of conventional film and the ASTM IP-2 and IP-3 are 

adaptable as an image plate, and 1.0mm and 2.0mm size 

of source should be used, that is smaller than 3.0mm of 

source used for film inspection. 3. A cassette applicable 

to the use of boiler tube inspection was newly built to 

minimize the radiation scattering. The cassette made SNR 

be enhanced up to 67% by using 0.5mm pb sheet that is 

thicker than 0.1mm pb sheet used in medical system. It 

was also verified that the thickness of PB sheet was not 

essential factor to consider in cassette inlet structure 

because there is little relation between the existence of PB 

sheet and SNR. 4. Due to the digital format, the image 

processing and enhancement can be applied on CR images

of the boiler tubes. A noise filter was used to remove noise 

from the digital image. In addition, to restore the 

geometrical image distortion that is courred during image 

acquisition, new method to devide domain inherent in CR 

image was built through the reasoning of the related factors

from the nonlinear modeling which was performed to the 

incident radiation and transmitted radiation under the frame

analysis for the incident radiation. In the final CR imaging 

test by using where the all achievement of this study as 

described above applied to, it was verified that the 

resolution of CR image was distinctly increased as the line

of image quality indicator was effectively detectable up to 

0.16mm in diameter, compared to 0.32mm line which is 

detectable in film radiography. such an increased image 

resolution enables to improve detectability of the micro 

defects in the weld of boiler tube. As a result, it made a 

detection to the defects possible up to 0.5mm depth 

precision in CR images, which far exceeds the limit of 

maximum detectable dept of 2.0mm in existing film 

radiography. It also far reduces the time required for 

imaging to analysis within about 15 minutes with the 

advanced computed radiography test, which was 

established in this study, compared to about 52 minutes 

taken inconventional film radilgraphy test. Consequently, it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time efficiency of NDT. 

In conclusion, the significant results achieved in this study 

must cause to extend the use of CR imaging technology 

from medical field to industrial NDT, especially to the 

effective inspection of the boiler tube encouraging the wider

use of CR in plant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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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는 원자력발전소 핵심설비 중 하나이다. 따라서 매 주기 

원전 운영자는 증기발생기 관리 프로그램 (Steam Generator 

Management Program)에 의해 검사 및 운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고속검사가 가능한 와전류검사방법을 사용하여 

전열관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운영 

중 증기발생기 전열관 2차측에 금속종류의 이물질이 유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975년 미국의 Point Beach 

1호기의 이물질에 의한 전열관 누설 사고와 1979년 Prairie 

Island 1호기 증기발생기 2차측에서 다량의 이물질이 발견되

었다. 이물질에 의한 마모 손상은 200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

였으며, Fig. 1-1은 연도별로 보고된 이물질에 의한 마모손상 

사례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2005년 4월 발전사, 

INPO, 그리고 EPRI로 구성된 이물질 T/F팀이 발족되었으며, 

그 동안 발생한 이물질에 의한 사건과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개발이 필요한 분야와 효율적인 추적관리 기술을 권고하였다. 

그 이후 2007년 10월 증기발생기 이물질 관리 핸드북이 발간

되었으며, 이물질 제어, 검사계획, 대응, 추적 및 추이에 관한 

전반적인 이물질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데이터

는 EPRI SGDD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보고

된 4,611개 이물질 중 1.7%인 76개 이물질이 전열관 마모를 

야기하였으며, 마모를 발생한 이물질 중 30%인 26개가 일차

측/이차측 누설을 야기하였다. 증기발생기 2차측에서 발견되

는 이물질은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혹은 시운전 중에 증기발생

기 2차측을 통해 유입되며, 이렇게 유입되는 금속 종류 이물질

은 전열관과 접촉하여 마모를 야기하거나, 전열관에 충격을 

가하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물질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증기발생기 내부 구조물 또는 전열관과의 간섭, 이물질

형상 등의 제약으로 인해 이물질 제거장비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실험적 또는 해석적인 방법으로 전열관

의 건전성 여부를 입증하여야만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 한전

전력 연구원은 1997년 이후 원자력 발전소 계획예방 정비 기간

중 증기발생기 2차측에서 제거할 수 없는 이물질(잔류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충격, 진동, 마모를 고려한 해석적인 방법으로

전열관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열관 보수여부

를 현장에 권고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보고서를 규제기관에 

설명한 후 공식 보고서로 제출하고 있다. 이물질에 의한 찌그러

짐 양과 마모량 같은 전열관의 열화 정도는 이물질의 재질, 

형태, 마모 깊이 및 전열관 다발에서의 위치 등과 밀접한 관계

가 있으며, 전열관의 열화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전열관 및 전열관 주변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정확히 정의되

어야 한다. 그렇지만 증기발생기 전열관 건전성 측면에서 보수

적인 비파괴 평가결과를 적용함에 따라, 전열관에 대한 관막음

과 같은 전열관 보수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전열관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이물질 마모에 대한 

정확한 비파괴 평가 방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원전 증기발생기 가동중검사에 사용하고 있는 와전류검

사용 탐촉자 신호를 평가하여 이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과,

재질별 신호거동, 그리고 이물질로 인한 마모깊이와 그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도출하여 정량적인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구

조 건전성 및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성균 2010년 8월 박사 충남대학교 송오섭

국문 : 

영문 :

H-형 복합재료 보의 동적특성 및 응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ynamic and Response Characteristics of H-Type Composite Thin-Walled Beams

Equations of motion of thin-walled composite H-type 

cross-section beams incorporating a number of 

nonclassical effects of transverse shear and primary and 

secondary warping, and anisotropy of constituent materials 

are derived. The vibrational characteristics of a composite 

thin-walled beam exhibiting the circumferentialy asymmetric 

stiffness system(CAS) and the circumferentially uniform 

stiffness system(CUS) are exploited in connection with the 

bending-transverse shear coupling and the bending-twist 

doupling resulting from directional properties of fiber 

reinforced composite materials. The transverse shear and 

coupling effect play an important role to the vibrational 

characteristics of H-type composite beams. Particularly, 

these effects show up in high ply-angles and high order 

frequencies. The warping restraint effect also influences to

the vibrational characteristics. The warping effect is 

remarkably shown in a big cross section than small one. 

The dynamic response of anisotropic thin-walled beams to

harmonically and exponentially time-dependent loads is 

also investigated. Likewise vibrational characteristics, the 

ply-angle variations have a big influence to the dynamic 

response of the beam. As the ply-angle variations have a

big influence to the dynamic response of the beam. As the

ply-angle increases, the resonance area is shifted and the

variation of the dynamic response decreases. From these 

phenomenon, it is believed that the resonanc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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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dynamic deflection of composite beams by only 

changing ply-angle without modifying geometric shape of 

beams can be controlled.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강희 2010년 8월 박사 충남대학교 우호길

국문 : 

영문 :

핵연료 지지점-유체유발진동 설계를 위한 해석 및 실험적 고찰
Numerical and Experimental Study on Flow-Induced Vibration Design for the Intermediate Support of the Nuclear Fuel Assembly

본 연구는 유체유발진동의 관점에서 상용핵연료 집합체의 중

간지지점 수를 결정하는 설계방법론을 제안하기 위해서, 핵연

료의 열수력적인 설계제한조건과 노심 중성자 평형을 감안하여 

일정한 범위로 후보 지지점 수를 제한하고, 모의 부분 핵연료 

집합체 축소모델을 대상으로 일련의 수치해석과 유체유발진동 

실험을 수행하여, 대상 핵연료 집합체의 난류기인 진동응답을 

저감시키기 위한 최적 지지점 수를 제안한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간지지격자체로 

견고히 묶여진 모의 부분 핵연료 집합체의 동특성 분석을 위한 

수치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중간 지

지점 수 변화에 따른 특성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해석결과로 

시험집합체의 주파수 특성은 관심 설계범위 내의 중간지지점 

수 변화에 따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집합체의 중간 지지

점 수가 일정 범위 이상으로 증가되면 주요한 저차 고유 진동수

에 변화가 없음을 알았다. 둘째, 판 스프링의 탄성 접촉력으로 

다점 지지된 개별 구성 모의 연료봉의 동특성과 동적 안정성 

분석을 위한 수치해석모델을 개발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였으

며, 중간 지지점 수 변화에 따른 특성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개별 모의 연료봉의 주파수 특성과 안정성은 집합체의 그것과

는 다르게 중간 지지점 수에 따라 크게 변화됨을 알았다. 셋째, 

3개의 중간 지지점으로 구성된 기준 모형 모의 부분 핵연료 

집합체를 대상으로 상온 상압 냉각재 순환장치를 이용하여 유

체유발진동 실험을 수행하였고, 원자로 유속조건에 놓인 모의

핵연료 다발의 유체유발진동 응답과 열수력적 특성변수를 실험

적으로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로부터, 가지원이 관심주파수 범

위에서 백색잡음에 가까운 랜덤 파형의 난류압력 맥동임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관 벽에서 실측된 압력섭동의 스펙트럼은 

저차 주파수에서 큰 에너지를 가졌고, 사용된 지지 격자나 혼합

날개의 형상에 따라 일정 주파수 범위에서 큰 섭동 에너지를 

갖는 성분들이 관찰되었다. 넷째, 모의 부분 핵연료 집합체의 

난류기인 유체유발진동 저감을 위한 중간 지지점 설계방법론을 

제안하였고, 반복 실험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치해석모델을 활

용하여 대상 집합체의 최적 중간 지지점을 결정하는 방법과 

설계 예를 제시하였다. 결정된 지지점 수로 구성된 시험용 핵연

료 집합체의 설계 타당성 확인시험을 통해서, 측정된 모의 연료

봉의 응답진폭이 현저히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어,

본 연구는 모의 부분 핵연료 집합체를 대상으로 유체유발진동

을 고려한 중간 지지점 수를 결정한 것으로, 실제 상용 핵연료

의 유체유동진동과 손상에 대한 지지점 수 설계결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 한다. 또한 실물 크기의 상용 핵연료 집합

체와 이에 대한 노외 수력진동 및 내구성 시험 장비를 활용하여

실증실험하면,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설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임형택 2010년 8월 박사 충남대학교 민택기

국문 : 

영문 :

SCM440과 SS400의 摩擦熔接에서 熔接前 熱處理가 熔接特性 및 殘留應力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硏究
A Study on the Effects of Prior Heat Treated on Welding Characteristics and Residual Stress in the Friction Welding of SCM440 and SS400

The SCM440(round bar) used as the main material in the 

current study is a high-tensile machine structural steel. 

Thanks to its excellent anti-wear, anti-fatigue properties, 

it is widely used in the manufacture of components for 

industrial machinery. By contrast, the SS400(sheet), which 

is a type of mild steel, is relatively more ductile, with good 

mechanical properties that allow it to be used widely as 

general structural steel. Friction welded after the SCM440 

was subjected to prior heat treated under a diverse range 

of conditions.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residual stress

of the friction weld zone were measured to assess how prior

heat treated affects friction welding, with the following 

results. 

(1) When tension testing was performed, in all cases the 

highest tensile strength was observed when the friction time

was 1.6 seconds, regardless of whether of not the SCM440

was heat treated. Tensile strength tended to decrease as 

friction time was increased. Maximum tensile strength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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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 to be 558MPa with prior heat treated. 

(2) Under bend testing, heat-treated SCM440 yielded the 

highest bending strength when the friction time was 1.6 

seconds, while non-heat-treated SCM440 yielded the 

highest bending strength when the friction time was 1.4 

seconds. The bending strength curve tended to resemble 

the tensile strength curve, but in all cases the observed 

bending strength was lower than that of the parent metal. 

(3) In examinations of the microstructure, a mixed layer was 

seen to be well-developed in the specimens with heat- 

treated SCM440, whereas the non-heat-treated specimens 

tended to have relatively distinct boundaries. heat treated 

using conditions varying from H. T.[1] (650℃) to H.T.[4] 

(500℃) resulted in the presence of sorbite. Depending on 

the temperature of heat treated, a combination of sorbite 

and troostite was observed. 

(4) Tensile strength occurred around the weld interface in 

all cases where the interface was 0mm, 3mm, 6mm, or 

9mm distant from the friction weld centerline. In areas 3mm

distant from the weld interface, compressive stress was 

generally seen to occur. 

(5) At 0mm and 3mm from the weld centerline, tensile 

strength occurred toward SCM440 3mm away from the weld

interface, while compressive stress occurred toward SS400. 

At 6mm and 9mm from the weld centerline, compressive 

stress occurred toward both SCM440 and SS400 3mm away

from the weld interface. 

(6) From the friction weld centerline, the residual tensile 

stress at the weld interface for the non-heat-treated weld 

zone reached a maximum of 141.1MPa. For the heat- 

treated weld zone, the maximum residual tensile stress was

108.3MPa. Maximum residual stress decreased as the 

distance from the weld centerline increased.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학렬 2010년 8월 박사 충남대학교 송오섭

국문 : 

영문 :

트럭 탑재형 군용 특수 장비에 대한 주행 동특성 시험 및 해석

Test and Analysis of Transportation Vibration Characteristics for Truck-Mounted Military Special Equipments

Modern military equipments are tend to be mounted on 

a movable truck for their survivability and operational 

performance. Special units and electronic equipments 

installed on the truck experience the vibration caused by 

road roughness during their transport, and might be 

shocked by road obstacles. So, special equipments have 

to be designed considering the level of transportation 

vibration and shock vibration. The level of the transportation 

vibration is affected by both road conditions and vehicle 

speeds which are related to the operational conditions. The 

level of shock vibration is also determined by both the kind 

of obstacles and vehicle speeds. Transportation vibration 

adds fatigue loads to the electronic equipment mounted 

on the truck, and shock vibration adds impact loads. This 

is one of the reason that life of the special equipment could 

be shorted. Therefore, the special equipments to be 

developed must be considered the real operational 

condition related to transportation and special road 

conditions. To do this, the test of the transportation 

vibration and shock vibration for real operation condition 

should be conducted. These activities require additional 

time and costs to develop special equipments. The analysis 

of the transportation vibration and shock vibration is an 

effective measure to reduce additional effort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transportation vibration and shock 

vibration should be verified. Effective verification is to 

compare the analysis result with the test result. For this 

purpose, various tests on th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equipment are carried out via road tests and road obstacle

passing tests. The test results of transportation vibration 

are analyzed by examining PSD and RMS values of the 

acceleration. The test results of shock vibration are also 

analyzed by investigating peak values and aspects of the 

acceleration. Transportation vibration and shock vibration 

are also investigated by numerical analysis using FEM, and

natural frequencies, transient analysis and random 

responses of the launcher are obtained. The result of the 

natural frequency analysis is compared with test results, 

and th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pecial equipment 

examined clearly. The result of transient analysis and 

random response analysis is also compared with test 

result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rediction for 

transportation vibration and shock vibration are similar to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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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소진섭 2010년 8월 박사 충남대학교 유성연

국문 : 

영문 :

열차 객실 내의 실내 공기질 특성 및 CO₂농도 예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racteristic of Indoor Air Quality and Prediction of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Indoor Passenger Car

Recently, in Europe through the ACEA agreement, 

manufacturers are committed to meet a new vehicle fleet 

average CO2 emissions level of 140g/km by 2008 and 

120g/km in 2012. From a this point of view, Diesel engines 

have considerable advantages of engine power, fuel 

economy, and durability when compared with anothe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But the reduction of PM and 

NOx emissions from diesel engines is one of major issues. 

Advanced diesel combustion strategies with the focus on 

the reduction of NOx and PM emissions as well as fuel 

consumption need an increase of the EGR rate. In this study 

of high EGR rate feasibility study has been carried out on 

a various turbochargers in 2.0 liter CRDI (Common Rail 

Direct Injection) diesel engine with HP (High Pressure) loop 

EGR and LP (Low Pressure) loop EGR system. Also, it is 

investigated on turbocharger operat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GR loop types. From these researches, it 

is intended to supply some basic information about EGR 

system and turbocharger system operating characteristics 

to affect on EGR performances. HP EGR delivers high 

pressure exhaust gas, before the turbine into the path after 

compressor. LP EGR delivers exhaust gas from after the 

turbocharger to before the compressor via an EGR cooler 

and intercooler. In two stage turbocharger was assemble 

by a large LP (Low Pressure) turbocharger in series with 

a smaller HP (High Pressure) turbocharger. Each of the 

turbochargers is optimized either for low or high speed 

operation. The HP and LP turbines are controlled through 

variable geometry nozzle vane. Through in this system, the 

possibility of surge problems could be reduced. In addition 

to this study applied a split injection in a conventional 

engine and reduced compression ratio in order to improve

emission and fuel consumption performance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NOx emission performance could be 

improved more than 70% by reducing the compression ratio

and applying split injection in the conventional diesel 

engine. And smoke was almost corresponded. However, 

BSFC was going from bad to worse as increase the EGR 

rate. but BSFC was improved as high boosting rate at the

same EGR rate In case of the single VGT with HP EGR loop,

it was shown that approached to compressor surge limit 

according to increasing the EGR rate. Also turbine power 

was decreased due to increasing the EGR rate The single 

VGT with LP EGR loop, it was depend on compressor surge

limit according to EGR rate. Also turbine power was 

depended on the EGR rate. But turbine power was 

decreased due to BPV (Back Pressure Valve) The EGR 

system using both HP loop EGR and LP loop EGR is also

effective to reduce NOx and smoke. because it was 

maintained higher boost pressure than that of the high 

pressure loop EGR system alone. Through the two stage 

turbo charger system, it was shown that increase turbine 

and compressor power was up to about 120%. also it 

showed increase intake air flow rate up about 50%. As a 

result, through the configuration of the two stage turbo 

charger system, air fuel ratio can be expanded up to 37. 

It was increased about 50% in comparison with the base 

system.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전준탁 2010년 8월 박사 충남대학교 이영신

국문 : 

영문 :

大形 디젤엔진 실린더 블록의 構造 補强 設計 硏究

A Study on the Structural Reinforcement Design of the Cylinder Block of Heavy Duty Diesel Engine

In this study, structural stress and fatigue analysis on the 

initial cylinder block assembly of heavy duty diesel engine 

is accomplished to estimate weak point and design 

improvement factors. In order to relieve the stress 

concentration at weak region, improve the bearing safety 

and strengthen the integrity of structure, topology 

optimization method is proposed. And it is verified that the

topology optimization procedure is the effective and 

economical method by the maximum effects from the 

minimum work. Especially, the topology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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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is useful to modify the large scale structure 

design in view of its dynamic behavior and ststic strength 

improvement. Besides, in order to reduce the stress 

concentration, an additional complementary plan such as 

bearing cap interference fit is used. Structural stress 

analysis on the final reinforcement cylinder block assembly 

is conducted and compared to the results of the initial 

cylinder block to check the design improvement effect. 

Conclusions are described as follows. 1. To evaluate the 

weakness and reinforcement design, structural stress and 

fatigue analysis on the initial cylinder block assembly of 

heavy duty diesel engine was proceeded. As a result, the 

concentration stress over the yield stress up to 380 MPa 

happened on the area around bearing cap by cylinder block 

bottom. And the safety factor of the inner edge part of 

cylinder block is under the allowable value as of 1.0, so 

it needs to improve the design 2. To reduce the stress 

concentration phenomenon at the inner edge part of 

cylinder block and at the bearing cap joint, the fitting force

of bearing cap is reduced. The structural analysis of design

reinforcement cylinder block shows that its stress is reduced

to about twenty-two percent of maximum stress. 3. The 

structural design modification from stress analysis makes 

the stress characteristic of the main part and bolt improved. 

In addition, the durability of the cylinder block system goes

better because the deformation of a bearing cap goes 

down. 4. The stress of the cylinder block made of 

compacted graphite iron is lower than that of the cylinder 

block made of gray cast iron under the same condition. 

So, compacted graphite iron is better than gray cast iron 

as the material of cylinder block in view of the stress value.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규선 2011년 2월 박사 충남대학교 이우섭

국문 : 

영문 :

多重의 柔軟體 附着物을 갖는 衛星體의 熱振動에 關한 硏究

A Study on Thermal Vibration of Satellite with Mutile Flexible Appendage

Thermal vibration of the satellite with flexible appendage 

is investigated in this study. Rigid body with isotropic 

cantilever beam model is developed to simulate the thermal 

vibration of the satellite with long flexible sandwich panel 

solar array. Rigid body with moment of inertia with thin 

walled composite beam is also developed to simulate the 

thermal vibration of satellite with long flexible boom such 

as REX-II satellite. And rigid body with moment of inertia 

with thin walled composite beam and isotropic beam to 

simulate the satellite with multiple flexible appendage such 

as long boom for scientific instrument mounting at the tip 

and long flexible solar array. Thermal analysis model for 

sandwich panel and circular boom are also developed to 

calculate the thermal moment at the cross section. Heat 

transfer in longitudinal direction are not taken into account 

in thermal analysis.

As an results of the thermal vibration analysis, steady state 

attitude angle, peak to peak attitude angle, tip displacement 

are investigated to evaluate the thermal vibration 

characteristics with several design parameter variation, 

composite beam's stack up angle and material itself. The 

sensitivities of thermal vibration characteristics such as 

steady state angle and peak to peak angle are also 

investigated with boley parameter and frequency ratio 

between composite beam and solar array.

The advantage of high modulus composite material in 

thermal vibration characteristics are very clearly shown in 

the results however stabilization time to reach the steady 

state are not good as much as isotropic material. This kind

of characteristics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in real 

design with composite material for long flexible boom for 

appendage of satellite.

Thermal vibration model in this study may provide the 

efficient design and development tool for long flexible 

appendage of satellite in early phase of program because

no detail analysis model are not available in that point.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영주 2011년 2월 박사 충남대학교 박종호

국문 : 

영문 :

石炭火力 보일러 燃燒 最適化를 위한 모델예측제어技法 硏究

A Study on a Method of Model Predictive Control & Optimizing for Coal Fired Thermal Power Plant

최근 발전가 절감을 위해 저가의 연료 구입과 수급안정을 위 한 수입 다변화로 다양한 성상의 연료가 수입되고 있으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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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보일러설계 범위를 벗어난 성상의 탄도 일부 수입되고 

있어 보일러 설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전을 위해서는 연

료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료성상이나 운전형태 등 운전환경이 변화하더라도 보일러 

특성에 따라 최적의 운전조건을 도출하여 신속하게 미세 조정

함으로서 최상의 효율 및 환경 친화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보일러 연소 성능감시 및 자동조정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560MWe급 석탄 화력발전소의 보일러를 기

존에 오프라인 방식 및 수동으로 발전소 운전성능을 평가하고 

운전원의 판단에 따라 개별적인 수동 조정 하던 방식에서 실시

간으로 보일러 공정자료를 취득, 분석, 평가하여 보일러를 자

동 조정하는 방식으로 비선형 모델링 기법인 신경망(Neural 

Network) 기반 모델예측제어(MPC, Model Predictive Control)

와 최적화 기술이 결합된 보일러연소 자동조정시스템에 관한

적용연구로서 본 연구에서 고안된 모델을 통해 정적, 동적 공정

특성을 예측, 제어에 사용함으로써 공정 효율을 향상하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필요성, 배경, 연구목적과 

내용 그리고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보일러 연소공정정의 

제어특성 및 다변수 모델예측제어기 개요 및 비선형공정의 특

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실험 장치와 모델예측

제어기 개발에 관하여 기술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주파수 추종

운전 성능시험 결과 및 이에 대한 고찰과 변동 부하운전 성능시

험결과 및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제5장 결론을 도출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정종길 2011년 2월 박사 충남대학교 이동주

국문 : 

영문 :

회귀분석에 의한 CNC 선삭면의 표면조도 예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rface Roughness Prediction of the CNC Turned Face Using Regression Analysis

Turning operations using a CNC lathe is one of the 

significant cut process in the field of mechanical 

engineering. Cutting factors, such as cutting speed, depth 

of cut, feed rate, shape of tool, material of tool, material 

of specimen, or use of coolant, affects the quality of the 

product. A particular parameter of quality of products is 

surface roughness. There is a distinctive difference between 

surface roughness of the product and theoretical. It has 

been shown that surface roughness, particularly, built up 

edges, are affected by unstable factors of cutting 

mechanism and vibration which is, in turn, directly affected 

by tool wear, damage, cutting heat tool and feed rates.

In the cutting process, a cutting speed, a feed rate and 

the depth of cut is fixed according to traditional working 

standards.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of occurrence of 

built up edge even when operating within standard range.

In high speed cutting, which is able to attain a stable range 

of surface roughness, surface roughness is caused by the 

shape of tool and rate of feed, which is why factors such 

as tool rake angle and depth of cut should be managed 

more. This study conducted a cutting experiment on Carbon 

steel for machine structural use(SM30C), Al alloy(Al 6061), 

Casting iron(GC200), Brass alloy(6-4) which are being 

mainly used in actual industry site.

During the study, nose radius was varied changing from 

0.4 to 0.8 to 1.2 to 1.6mm. Likewise, feed rate changed 

from 0.05, to 0.10, to 0.15, to 0.20, to 0.25mm/rev in 

the cutting procedure. The resultant surface roughness was 

then measured and subjected to linear regression analysis,

polynomial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es yielded an average of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n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0.943, an 

average of 2nd polynomial regression analysis of 0.988 and

an average of 3rd polynomial regression analysis of 0.996,

all of which show that expectation values of surface 

roughness can be determined accurately. 

A deeper investigation from the polynomial regression 

analysis further shows that when transport speed is slow, 

a difference of surface roughness according to nose radius 

is small. But when the transport speed increases, surface

roughness has a tendency to increase linearly. Finally when 

nose radius is small and transport speed is high, surface 

roughness showed the highest value.

The study concludes that, in order to acquire satisfactory

surface roughness when manufacturing products, the 

process of selecting small sized tool with small nose radius

needs to be considered seriously.

Ultimately, this focused on expecting surface roughness 

when cutting using CNC lathe in the process of seeking a 

model which expects product surface roughness values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ation on four sorts of materials, this study found

a formula which is able to expect arithmetic mean surface

roughness, Ra and total height of the roughness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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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Through substitution feed rate for a variable of the 

formulas, and substitution nose radius for R, this study was 

able to make an estimate of surface roughness on CNC 

lathe, and its accuracy showed in less than 3%.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윤경재 2011년 2월 박사 충남대학교 송오섭

국문 : 

영문 :

流體流動효과를 고려한 다중벽 탄소나노튜브의 振動 및 安定性 解析

Vibration and Stability Analysis of a Multiwall Carbon Nanotubes Conveying Fluid

This paper studies the influence of internal moving fluid 

and flow-induced structural instability of Multiwall Carbon 

Nanotubes. Detailed results are demonstrated for the 

natural frequencies on the flow velocity, and the critical flow 

velocity at which structural instability of multiwall carbon 

nanotubes. flow-induced divergence and flutter instability 

characteristics of multiwall carbon nanotubes conveying 

fluid and modelled as a thin-walled beam are investigated. 

Effects of various boundary conditions, Van der Waals 

forces, and non-classical transverse shear and rotary 

inertia are incorporated in this study. The governing 

equations and the three different boundary conditions are 

derived through Hamilton's principle. Numerical analysis is

performed by using extended Galerkin's method which 

enables us to obtain more exact solutions compared with 

conventional Galerkin's method. This paper also presents 

the comparis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singlewall 

and multiwall carbon nanotubes considering the effect of 

van der Waals forces. Variations of critical flow velocity for

different boundary conditions of multiwall carbon 

nanotubes are investigated and pertinent conclusion is 

outlined.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중근 2011년 2월 박사 충남대학교 박종호

국문 : 

영문 :

핀틀 位置와 形狀이 노즐 流動과 推力 特性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Study on the effect of pintle shapes and position in nozzle flowfield, and thrust in a solid rocket motor with pintle nozzle

핀틀이 노즐 목 근처에 설치되면 핀틀이 없는 고체 로켓 모터

와 비교하여 핀틀 이동에 따라 주유동 흐름에 대한 방해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핀틀 로켓 모터의 성능은 달라진다. 만일 핀틀

이 노즐 목에서 멀리 떨어져 연소실 내부의 아음속 영역에 존재

한다면 핀틀이 유동 흐름에 거의 방해를 주지 않으므로 핀틀 

로켓 모터의 성능에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핀틀이 노즐 목 

가까이 이동하여 핀틀과 노즐 벽면 사이에 새로운 노즐 목이 

형성되면 핀틀이 초음속 영역에 노출되며 방해물로 작용하여 

노즐 내부 유동에 큰 변화가 나타나 핀틀 로켓 모터의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지금까지 수행된 핀틀 로켓 모터에 관한 

실험과 수치 해석은 적용된 핀틀 형상이 제한적이고 핀틀 위치

도 고정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핀틀 형상과 핀틀 위치에 따른 

유동 특성 변화와 핀틀 로켓 모터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초기 노즐 목 보다 직경이 작은 6 가지의 핀틀 형상에 

대해서 핀틀 이동에 따른 노즐 내부 유동장 특성 변화와 추력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공압 실험과 수치 해석을 통하여 파악하고 

이를 기저 압력 유동 특성 해석 기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기두 2011년 2월 박사 충남대학교 이영신

국문 : 

영문 :

放射基底函數補間을 適用한 流體-構造 連繫 空彈性 解析技法에 關한 硏究

A Study on the Fluid-Structure Interaction Method for Aeroelasticity Analysis with Radial Basis Function Interpolation

The flutter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phenomena that 

can occur during flight. It is excited by abnormal 

aerodynamic forces coupled with aircraft structures and 

external stores configuration. Especially in the transient 

speed region, the occurrences of flutter and buffet increase 

because of the unstable aerodynamics caused by shock 

wave. For such reason, analysis of the flutter in transient 

region has been a big issue in designing and testing the 

aircraft. The CFD-CSD couple aeroelastic simulations are 

recognized as the most accurate schemes because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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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 significant advantages in terms of accuracy of 

nonlinear flow and structure calculation, especially in the 

transonic regime. However, in spite of their accuracy, 

application of this approach for an actual aircraft model is 

very time consuming. In this research, effective interpolation 

and mapping methods were investigated by using radial 

basis function. To develop the aeroelasticity analysis 

method it used the developed interpolation method with 

commercial fluid and structure analysis software. Finally, 

by applying to this newly developed fluid-structure 

interaction technique, research on aeroelasticity 

characteristics of gliding object and horizontal tail of F-5 

aircraft installed on the gliding object were carried out.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nd concluded as follows; 1. In 

this research, effective applications of interpolation and 

mapping methods by using radial basis function were 

investigated. These are the essential factor to execute 

analysis of fluid-structure interactions. As a result, 

compactly supported radial basis function was able to solve 

bigger problems compared to a globally supported radial 

basis function. The calculative limitations, however, were 

still existed. To solve this problem, a partition of node 

method was suggested. Not only the simple model, but also 

the whole body model of aircraft could be analyzed using 

this method. 2. Dynamic model updating technique which 

is required when the fluid-structure interaction analysis 

proceeds was defined. Then, the utilization of the 

commercial software with updating technique was 

described. Multi-purpose optimization technique was used 

to reduce discrepancies in analysis and test results of the 

wing static deflection, natural frequencies and modal 

assurance criterion(MAC). MAC estimates the mode shape

consistency. Finite element software ABAQUS program was

used and interacted with MATLAB software optimization 

module to develop the optimum solution. 3. Code-Bridge 

program which couple between fluid and structure analysis 

by using CFD and CSD commercial software with the 

developed interpolation and mapping method was 

developed. MATLAB program was used to develop this 

program. CFD analysis can implement the Euler and 

Navier-Stokes Equation which is supplied by FLUENT. CSD 

analysis can easily express lots of nonlinear states by using

direct integral method. 4. In this research, by using the 

developed Code-Bridge, aeroelasticity characteristics of 

gliding object of the wing and the horizontal tail of aircraft

when the gliding object is installed on aircraft's wing were 

studied. As a result, even though the aeroelasticity of the 

gliding object wing slightly changes according to the angle 

of the attack, the flutter doesn't occur at the considered 

mach number in this study. Also, no flutter occurred on the

aircraft's horizontal tail when the gliding object is installed 

on aircraft's wing as well as the pylon, fuel tank, and the 

CBU-58 at considered mach number. Developed 

Code-Bridge can be used to solve similar problems for 

other types of aircrafts(F-16, F-4, F-15, F-50) and to 

estimate the integrity of gliding object with variety of 

boundary conditions(Mach number, angle of attack, height, 

etc.). It can also be used in cases when it's difficult to 

proceed flight tests such as emergency fuel tank separation

trajectory analysis with fuel sloshing and structural 

deformation.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기천 2011년 2월 박사 충남대학교 김재훈,김형의

국문 : 

영문 :

유압 호스 조립체의 가속 수명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Accelerated Life Characteristic for Hydraulic Hose Assembly

Hydraulic hose assemblies deliver a fluid power in various 

oil pressure equipments such as construction machinery, 

automobile, aircraft, industrial machinery, machine tools, 

and machinery for ships, or they are used as pipes in oil 

pressure circuit. However, as the traditional measure for 

estimating life under the influence of various external factors 

incurs hardship in terms of time and expenses, it is essential 

to take accelerated life test by choosing the factor that suits 

the usage condition of the test object. This research 

conducted a study on the major factor that most influences

leak, which is the main failure mode, by analyzing the failure 

mode and failure mechanism in order to identify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hydraulic hose assembly. It also 

predicted the life of a hydraulic hose assembly for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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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under the conditions for actual survey by using modified 

accelerated model, and confirmed the validity through 

comparison of test data and the life model. The detailed 

researches are as follows. The main failure mode of the 

power-steering hose assembly for automobile is the leak, 

and a research on the leak visualization test has been 

undertaken to identify the leaking route. In addition, it had 

been ascertained through this leak visualization that the 

surface rubber cracked, and when it was interpreted through 

finite element analysis and applied for production, the crack 

didn't appear on the hose. It is thought to be possible to 

utilize it in developing and improving the swaging, which is 

the frail design part in hydraulic hose assembly. The change 

in swaging diameter affects the change in burst pressure.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burst pressure of hydraulic hose 

assembly according to the change of 5 types of swaging 

diameter, there was a burst approximately in the middle of 

the hose when the swaging diameter was small, however 

the outer cover rubber and the swaging parts were broken 

away from the swaging part that connects the swaging part 

and the hose when the swaging diameter was big. It has 

been ascertained that the appropriate selection and 

operation of the swaging diameter bears significant relation 

to the life of the hose. The modified equation for evaluating 

accelerated life has been obtained by separating pressure 

and flexing as disparate terms that do not have the same 

index in an equation that is expressed with the added terms

of pressure and flexing, from the established equation for 

evaluating life against temperature, pressure, flexing. With 

this equation, the life can be predicted under the conditions

for actual survey, and the life of the hose assembly can 

be ascertained under various conditions. I have calculated

the acceleration coefficient through the conditions that are 

used in field conditions of hydraulic hose assembly for 

industrial use as well as the acceleration conditions that are

given through the accelerated life test. I have calculated the

activation energy, which is 0.06745, and the pressure index, 

which is 7.7058, of the hydraulic hose assembly, of which

the acceleration coefficient increases when the activation 

energy and the pressure index have great values. The life 

that is calculated by the equation for evaluating life and the

test data show similar slopes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modified equation for evaluating life that is 

obtained in this research and the test data, which illustrates 

that they estimate life similarly, and the proposed equation

is proved to be an accelerated life equation that presents 

the test results greatly.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종민 2011년 2월 박사 충남대학교 이영신

국문 : 

영문 :

자기부상열차 주행시 분기구간에서의 주행안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unning Stability for the Urban Maglev Running over the Segmented Switch System

Analysis on the derailment and resonance of the maglev 

system on the segmented switch is done to obtain levitation 

stability of the electromagnetic levitation system. Three 

dimensional multi-body dynamic model was proposed for 

the analysis of the derailment and four degree of freedom 

model consisting of car body, bogies, girder, and the 

guiderails was proposed for the analysis of the resonance 

of the switch. Calculations on the derailment of the vehicle 

on the switch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experimental 

data on the lateral gap variations of the bogies with constant 

speed. Modal analysis of the switch was carried out. 

Calculations on the resonance of the switch were compared 

with those from experiments and references. For the 

analysis the switch beams were modeled as flexible bodies 

and the carbody as a rigid body. Gap variation in the vertical

and lateral directions along the curved switch and the 

deflections of the switch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with

experiment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ree dimensional multi body dynamic model was 

developed for the analysis of the ecectromagnetic levitation

system with constant speed on the segmented maglev 

switch. Numerical simulations on the electromagnets and 

the levitation control integrated maglev system on the switch

were carried out and the validity of the analysis is shown 

by the experimental data on the lateral gap variations with 

vehicle speed. (2)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erailment 

of the vehicle on the switch it is found that to reduce the 

magnitude of the lateral gap fluctuations it is prefera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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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the length of the switch girders and the length of 

the switch angle relieving device and to decrease the 

articulated angle. (3) Numerical analysis of the conventional 

railway system uses three degree of freedom model - 

vehicle body, bogies, and track. A new method of 

evaluating switch rail and girder resonance was proposed 

with the use of four degree of freedom model - vehicle 

body, bogies, girder and guiderail. The analysis with four 

degree of freedom model confirms that the switch guide 

rail is prone to generate resonance at around 80 Hz. (4) 

The effects of the variation of the resonance of the switch 

structures with respect to their flexural regidity, vibration 

amplitude decrease ratio, and variation of length on the 

levitation gap, bogie and carbody accelerations were 

analyzed. It was found from the analysis that the resonance

is less likely to occur when the flexural regidity and the 

vibration amplitude decrease ratio are large and the length

of the switch beam is short. These provide us with switch 

design data towards no resonance with maglev and 

levitation stability on the switch. (5) For the analysis the 

switch beams were modeled as flexible bodies and the 

carbody as a rigid body. With these assumptions it was 

shown that the analysis can better represent experimental 

data than those obtained assuming the switch beams as 

rigid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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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편수

2010년 8월 20

2011년 2월 28

총 48

분야별 편수

2010년 8월 2011년 2월 총

재료 및 파괴 3 2 5

고체 및 구조역학 8 5 13

동역학 및 제어 3 10 13

생산 및 설계공학 3 3

열공학 3 6 9

유체공학 3 1 4

에너지 및 동력공학 1 1

총 20 2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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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안우진 2010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이두용

국문 : 
영문 

격자를 이용한 변형 시뮬레이션에서 자체교차를 검사 및 방지하기 위한 방법
Methods for detection and resolution of self-intersection in simulation of lattice-based deformation

제어 자발화에 대한 내부EGR의 영향이 단일 사이클 모사장치

인 급속흡입압축팽창장이에서 평가되었다. 메탄을 연료로 사

용하였으며, 연료-공기 혼합기와 혼합기를 연소시켜 생성한 모

사잔류가스가 연소실로 스풀형 밸브를 통해 흡입과정에 공급되

었다. 다양한 공급시기, 성층화, 공연비 조건의 잔류가스가 연

료-공기 혼합기의 자발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다점점

화와 급속연소가 관찰되었으며 제어 자발화를 구현할 수 있었

다. 모사잔류가스의 공급시기는 모사잔류가스의 온도와 상관

성이 있었으며 자발화 시기와 연소기간에 영향을 미쳤다. 연료

-공기 혼합기와 모사잔류가스 사이의 성층화는 모사잔류가스

의 온도를 국부적으로 높게 유지함으로써 연료-공기 혼합기의 

자발화에 도움을 주었다. 성층혼합조건에서의 자발화 온도는 

균일혼합 조건과 비교하여 100K 이상 낮아졌다. 상대적으로 

희박한 혼합기는 자발화가 어려웠으며 높은 온도에서도 실화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단기통 엔진에서는 흡배기 모두 가변밸브

시스템과 2mm의 밸브 양정을 갖는 캠을 사용하여 연소변동성

과 노킹강도에 의해 제어자발화 영역을 정의하였다. 고온의 합

성가스가 연료개질장치를 통해 생성되었으며 연소실로 공급됨

으로써 제어자발화의 연소특성을 개선하였다. $O_2/C$ 비율,

공연비, 합성가스 공급비율 등의 변수를 변화시키면서 제어자

발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가솔린-합성가스 혼소의 경

우, 외부EGR 공급에 의해 전체 EGR은 2~12%증가 하였으며

자발화시기가 진각되고 연소시간은 짧아졌다. 연소소비율과 

배출가스도 개선되었다. 합성가스 전소의 경우 가솔린 제어자

발화와 비슷한 특성을 보였으나 저부하영역에서 운전영역이 

확장되었으며 배출가스도 감소하였다. 연비는 가솔린 제어자

발화와 비교하여 13.5% 개선되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심형철 2010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김수현

국문 : 

영문 :

양자점-탄소나노튜브 나노 하이브리드 구조체를 이용한 광전 소자의 제작 및 특성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optoelectronic device using nanocrystal quantum dot-carbon nanotube hybrid structures

먼저 교류(AC) 유전영동을 이용하여 미세전극 사이에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NT)를 부착하고 정렬하는 과정에대해 언급

하고자 한다. 우리가 사용한 교류 유전영동은 일반적인 사인파

를 기반으로 한것이 아닌 사각파를 기반으로 유도되었다. 변수 

연구결과는 사각파를 기반으로 한 교류 유전영동이 다중벽 탄

소나노튜브를 미세전극 간격에 부착하고 정렬하는데 유용하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각파형은 10 kHz 이하의 낮은 주

파수에서 별도의 직류 신호의 추가 없이도 다중벽 탄소나노튜

브를 잘 정렬하였다. 게다가 우리는 사각파의 듀티사이클을 

조정함으로써, 불순물양을 최소화하여 미세전극사이에 다중

벽 탄소나노튜브를 부착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나노크

리스탈 양자점(NQD)/단일벽 탄소나노튜브 (SWNT) 하이브리

드 나노 구조체를 합성하고, 유전영동을 이용하여 전계방출형 

트랜지스터(FET)를 제작한 뒤, 이것을 광학적, 전기적으로 분

석하였다. 피리딘 분자(py)로 치환된 양자점은 단일벽 탄소나

노튜브와 비 공유적으로 결합하게끔 만들었고, 그 결합길이의 

최소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결합은 양자

점과 탄소나노튜브간의 전하이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광루미네선스 결과는 CdSe/ZnS-py-SWNTs에 비해 

CdSe-py-SWNTs 구조가 전하이동에 더욱 효과적임을 보여

주었다. 유전영동의 사용은 카드뮴셀레나이드(CdSe) 양자점

을 포함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구조를 2 마이크로 미세전극

사이에 정렬 및 부착될 수 있게끔 하였다. 광전류, 저항변화, 

게이트 전압 특성 곡선, 그리고 광학적 분석은 우리가 구축한

CdSe-py-SWNT 시스템이 전자 이동에 효율적임을 보여주었

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카드뮴 셀레나이드 양자점/피리딘분

자/다중벽 탄소나노튜브인 CdSe-py-MWNT로 이뤄진 하이브

리드 나노 구조체를 유전영동을 순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합

성하였다. 우선, 개별화된 다중벽 탄소나노튜브를 유전영동을 

사용하여 미세전극사이에 부착 및 정렬하였다. 피리딘 분자로 

표면이 치환된 카드뮴 셀레나이드 양자점은 이미 조립된 다중

벽 탄소나노튜브에 다시 유전영동을 적용함으로써 조립되었

다. 우리는 이러한 CdSe-py-MWNT 구조체가 자외선 광의 강

도에 따라 비례하는 반응성을 갖는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

한, 반복적인 광전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을 관찰하였을 뿐만아

니라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기반의 광전 소자에 비해서 250배

빠른 회복속도를 보인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양자점과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사이의 전하이동에 의

해서 일어남을 결론지었고, 이러한 결론은 SEM, TEM, LSM,

광학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실험결과들이 바탕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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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홍덕화 2010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권대갑,조형석

국문 : 
영문 :

영상 퀄리티 향상을 위한 능동 결상 시스템에 관한 연구
(An) active imaging system for image quality enhancement 

광학적 결상계는 그것의 성능을 나타내는 성능인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의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영상의 

해상도와 초점 심도, 배율과 화각의 크기를 들 수 있다. 따라서 

광학계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상충되는 성능 인자들간

의 적절한 타협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광학계 설계에 있어

서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능동 결상계가 제안된다. 

최근 들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액정공간광변조기와 변형거울 

등 능동 광학소자들과 적절한 신호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이러

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광학계의 동공면

에 공간광변조기와 변형거울을 설치함으로써 광학계의 초점 

심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제안되며, 이를 통해 영상의 해상도

와 초점심도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완화하고자 한다. 이 방법

은 광학계의 입사동을 여러 개의 동심 환형 개구로 나누어 영상

을 획득한 후 그것들을 평균하여 컴퓨터상에서 신호처리 함으

로써 해상도가 높은 영상을 얻는 것이다. 초점심도확장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에 알려진 초점평면 진동을 통한 심도 

확장 방법을 여기서 제안된 개구 분할 방식에 접목하여 적용한

다. 제안된 방법에 의해 획득된 초점 심도 확장된 영상은 일반 

영상에 비해 노이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심도확장을 많이 

할수록 영상의 퀄리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초점심도 적응방법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주어진 관찰 

대상물체의 3차원 분포에 따라 가장 적합한 범위로 초점심도를 

확장하게 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초점심도가 너무 작아 초점

이 흐려진 영상을 얻거나, 초점심도를 너무 많이 확장하여 노이

즈에 오염된 영상을 얻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련

의 실험을 통해 심도 확장량과 영상 퀄리티 사이의 관계를 정성

적으로 확인했으며, 영상의 퀄리티를 정량화하기 위해 웨이블

렛에 기반한 영상 퀄리티 척도가 제안되었다. 또한, 물체의 3차

원 분포를 추측하고 그로부터 가장 적합한 범위의 초점심도를 

제공하는 광학계의 파라미터를 얻는 방법, 즉 초점심도적응 

방법이 고안되었다. 이 방법의 응용으로서, 현미경 광학계에서

의 줌 제어 시스템이 설계되었다. 초점심도 확장 혹은 적응이

없이는 보통 물체가 줌인 된 후 초점 심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다반사였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광학배율을 제어하는 시스템

을 구현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제안된 초점심도 확장방법을 

이에 적용하고 기존의 잘 알려진 머신 비전 기술들을 적용함으

로써 광학계의 배율이 자동 제어되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었

다. 이 예제를 통해 미소세계의 관찰 및 조작업무를 로봇과 

비전시스템을 통해 자동화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제한된 초점

심도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제안된 방법을 통해 해결

함으로써 현미경시스템에도 잘 발달된 머신비전 기술들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추후에는 

초점심도 확장을 위해 나누어진 개구로부터 동시에 영상을 얻

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제안된 방법

이 실시간으로 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활용범위가 크게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성대용 2010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양동열

국문 : 

영문 :

성형 가능한 금속샌드위치판재의 설계에 관한 연구

Investigation into design of a deformable metallic sandwich plate

금속샌드위치판재는 초경량, 고강도, 고강성, 고기능성 판재

로서 연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공정변수와 설계변수의 변경이 용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반박판에 

비해서 나쁜 성형성으로 인하여 그 적용 및 응용 범위가 제한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형 가능한 금속샌드위치판재를 개발

하여 샌드위치판재의 적용 및 응용범위를 넓히고 자 한다. 기초

연구대상으로 피라미드형 트러스 코어를 분석하여 성형이 가능

한 설계조건을 도출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은 3차원 구조체를 

2차원 투영형상과 가상물성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석하였

으며 해석기법은 해석적으로 비교 및 검증하였다. 제안된 가상

등가 투영형상을 이용한 2차원 해석기법은 3차원의 변형형상, 

하중선도, 결함모드를 거의 동일하게 예측하면서 해석시간은 

최대 frasl{1}{100} 수준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효율적 해석기

법임을 보였다. 성형지도(Forming Window)를 이용하여 트러

스 코어의 설계조건을 정량화하였다. DP590 0.5t 표면판재를 

가지는 두께 3mm 샌드위치 판재를 성형하기 위해서는 상대공

간밀도 26.4% 이상 되는 DP590 트러스 코어가 접점간 틈새간

격 1.5mm 로 배치되어야 하며 이때 임계곡률반경은 9mm 이

다. 트러스 코어는 점 점간 틈새간격이 좁아짐에 따라 코어의

상대공간밀도가 증가하고 단위 무게당 전단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성형성 측면에서 불리한 구조이며 설계된 샌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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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판재는 절곡공정을 이용하여 제작하기에 어려운 치수이다. 

따라서 설계조건을 다시 균질화하여 일반적으로 내부구조가 

가지는 등가물성으로 설계조건을 변경한 후, 설계조건을 만족

하는 전단형(Sheared Dimple) 내부구조의 형상 및 치수를 설

계하였다. 접점간이 좁아지더라도 코어의 상대 공간 밀도가 크

게 변하지 않는 전단형(Sheared dimple) 내부구조를 개발하였

고 접점간 틈새간격 1.48mm, 등가전단강도 62.2Mpa 보다 크

게 설계하였다. 이론적 디자인맵(Design Map)을 이용하여 설

계조건을 검증하였으며 유한요소 해석결과 설계된 샌드위치판

재가 표면판재좌굴, 표면판재파단, 내부구조전단결함의 구조

적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계사양에 

맞게 샌드위치 판재를 제작하여 U-벤딩 실험을 통하여 설계 

검증한 결과 곡률 반경 10mm 로 굽힘성형실험에서 접합부 

파단이 발생하였다. 공정변수를 제어하여 접합부 파단 및 표면

판재 파단, 내부구조 전단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도출하

기 위해서 샌드위치판재의 굽힘성형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

다. 샌드위치판재의 변형형상을 호와 직선의 조합으로 가정하

였으며 내부소산일율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변형형상을 수치적

으로 계산하였다. 표면 판재의 굽힘 변형모드와 내부구조조의 

전단변형모드 그리고, 마찰에 의한 일률을 고려하였으며 미세

증분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변형 스템을 증가시키며 해를 구하

였다. 이론식은 유한요소 해석와 실험과 비교 분석한 결과, 제

안된 이론식이 샌드위치판재의 U-벤딩공정에서의 하중선도와

변형형상을 비교적 잘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변수민감

도분석을 통하여 틈새간격이 좁아짐에 따라 샌드위치판재의 

전체두께편차에 따라 내부구조가 받는 최대전단력에 대한 민감

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틈새간격을 조절하여 접

합부파단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 틈새간격을 조절

하여 실험한 결과, 틈새간격이 9mm 에서 접합부 파단 없이 

곡률반경 10mm로 성형 가능하였다. 제안된 전단형(Sheared

dimple) 내부구조의 샌드위치판재를 범퍼벡빔에 적용하기 위

해서 기존 범퍼강이 SPFC780 1.8t 소재와 정적/동적 굽힘 성

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샌드위치판재가 최대하중, 에너

지 흡수량, 처짐량 측면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지지 굽힘 조건에서 샌드위치판재의 굽힘 거동

을 이론적으로 해석하였으며 제안된 이론식이 유한요소해석결

과와 실험결과를 잘 예측하였다. 특히, 최대하중과 변형에너지

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25단 롤포밍 

금형으로 샌드위치 범퍼빔을 제작하여 충격 실험을 실시한 결

과, 국내회사의 처짐량과 밀림량에 관한 제품규격을 만족하면

서 약 12% 경량화를 달성하였다. 따라서 이 구조는 굽힘 변형

으로 제작될 수 있는 구조물에 바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샌드위

치 판재의 적용 및 응용 범위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유용균 2010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이정권,곽병만

국문 : 

영문 :

바이올린 브릿지의 위상 최적설계

Topology optimization of violin bridge

바이올린 브릿지는 작지만 소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

이다. 소리를 전달하는 필터의 역할하며 브릿지는 줄의 좌우 

방향 진동을 몸체의 상하 방향 진동으로 전달한다. 바이올린 

브릿지는 그 위치나 재료 그리고 그 구조에 따라 다른 필터 

특성을 가진다. 바이올린 브릿지의 미적인 외형은 그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브릿지의 외형은 능숙한 바이올린 제작자들

에 의해서 조절된다. 아직까지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 

힘들다. 또한, 바이올린 외형의 모양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찾을 수 없다. 최적의 바이올린 브릿지 형상을 찾는 것은 기계

공학적 그리고 예술적인 관점에서 흥미로운 주제이다. 우리는 

위상 최적설계 개념을 이용해서 바이올린 브릿지의 형상을 찾

아보고자 한다. 위상 최적설계는 기존의 형상 최적설계 방법의 

한계를 넘어 자유로운 위상의 설계를 얻을 수 있는 최적설계 

기법의 하나이다. 브릿지의 기능들 중 강성과 필터 특성을 목적

함수와 제한조건으로 설정한다. 주파수 응답을 고려하는 문제

는 위상 최적설계 분야에서 아직까지 도전적인 분야이다. 효율

적으로 범위 주파수 응답을 고려하기 위하여 스플라인을 사용

하여 주파수 응답을 근사하고 시스템 행렬의 근사 모델을 통하

여 효율적으로 민감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좋은 

품질의 바이올린은 특정 주파수 영역 대에서 높은 응답을 보인

다. 이 주파수 영역대와 바이올린 브릿지의 첫 번째 고유진동수

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영역은 브릿지 언덕이라고 불린다. 브릿

지 언덕 부분의 응답을 최대화하는 구조를 찾기 위하여 단일 

주파수의 공명 응답과 범위 응답을 최대화 하는 것을 목적함수

로 정의하고, 추가적으로 브릿지의 강성을 최대화 하는 것을 

목적함수로 설정하였다. 최적 설계 결과를 바로크와 모던 브리

지들과 비교하여 이들 사이의 공통점을 찾고 현존하는 브릿지 

구조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위상 최적설계 과정은 전자

바이올린의 브릿지 설계에 적용되었다. 각 음에 해당하는 배음

을 6개의 주파수 영역으로 나누어 평균적인 크기를 계산하고,

이들 값들의 상대적인 크기를 통하여 음색을 정의한다. 최적설

계의 목적함수는 사용자가 원하는 음색의 배음과 현재 설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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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음의 크기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목적함수를 설정하

였다. 최적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바이올린 브릿지를 제작

하고 연주와 측정을 통하여 실제로 배음이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최적설계 과정을 통하

여 구조 변경을 통하여 바이올린의 음색을 조절하는 과학적인 

방법의 초안을 제시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종섭 2010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허훈

국문 : 
영문 :

유한요소 극한해석을 이용한 소성구조물의 위상최적화
Topology optimization of plastic structures using finite element limit analysis

본 연구의 목적은 소성변형을 겪는 구조물의 성능향상을 위

한 효과적인 위상최적화 기법의 개발이다. 이를 위하여 재료 

및 기하 비선형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면서, 계산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유한요소 극한해석을 위상최적화 기법에 

적용하여 위상최적화 문제의 수식화 및 설계민감도 해석을 수

행한다. 완전소성 가정의 극한해석을 구조해석으로 하는 극한

해석설계와 변형경화를 고려하는 순차 극한해석을 구조해석으

로 하는 순차 극한해석설계에 대하여 각각 최적화 문제의 수식

화 및 설계민감도 해석을 수행한다. 해석시간의 감소를 위하여 

다양한 위상최적화 기법 중에 효율적으로 알려진 SIMP법을 

적용하여 최적화 문제의 수식화를 수행한다. 유한요소의 상대 

밀도를 설계변수로 선택하여 소성일률(plastic work rate)과 소

성일(plastic work)을 각각 극한해석설계와 순차 극한해석설계

의 목적함수로 하는 최적화 문제의 수식화를 수행한다. 최적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목적함수와 제한조건에 대한 설계민감

도 해석을 수행하고 유도된 설계민감도 수식을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검증한다. 얻어진 설계민감도 수식을 이용하여 목적

함수의 최소화를 위한 최소화 알고리즘으로 MMA(Method of 

Moving Asymptotes)를 적용한다. 극한해석설계와 순차 극한

해석설계의 최적 위상과 기존의 선형 탄성해석을 기초로 한 

위상최적화 기법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여 재료의 소성 거동 

및 대변형을 고려한 최적 위상의 변화를 고찰한다. 엄밀한 검증

을 위하여 얻어진 최적위상의 유한요소 모델을 구성하여, 탄소

성 유한요소해석에 의하여 얻어지는 하중-변위 곡선을 통하여

최적위상의 내하력을 평가한다. 더불어 최적화에 소요되는 해

석시간을 비교하여 제안된 최적화 기법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조태민 2010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이병채,곽병만

국문 : 
영문 :

볼록근사를 이용한 확정론적 최적화와 신뢰도 평가 순차 기법의 효율 개선
Improvement of sequential optimization and reliability assessment method using convex approximations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품이나 시스템이 적절

한 신뢰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 신뢰도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

다. 불확실성을 최적설계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신뢰도 기반 

최적설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신뢰도 

기반 최적설계를 실제 구조문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신뢰

도 기반 최적설계의 효율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볼록근사를 이용한 확정론적 최적화와 신뢰도 

평가 순차 기법의 효율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신뢰도 기반 최적

설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확정론적 최적화와 신뢰도 평가 순차 

기법에서는 신뢰도 해석과 확정론적 최적설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확정론적 최적설계 과정에서도 이동된 제한조

건의 계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대 가능 손상점에서의 확률제

한조건의 민감도와 함수 값은 이전의 신뢰도 해석과정에서 구

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축차에서 구해진 최대 가능 손상점

에서의 민감도와 함수 값을 이용하여 볼록선형근사법, 이동 

점근점 방법, 전역수렴 이동 점근점 방법과 같은 볼록근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볼록선형근사법이나 이동 점근점 방법의

경우 볼록근사 및 확정론적 최적화와 신뢰도 평가 순차 기법의 

확정론적 최적화 과정에서 제한조건의 추가적인 계산량이 필

요하지 않으며, 전역수렴 이동 점근점 방법의 경우, 비단조인

자의 추가로 인하여 몇 번의 계산량이 필요하게 된다. 볼록근사

된 함수는 볼록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큰 폭의 설계개선과

최적점을 찾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안된 

방법을 다양한 비정규분포를 포함하는 수치예제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예제에서, 

제안된 방법이 기존방법과 비슷한 정확도를 가지면서, 특히 

제한조건의 계산효율을 크게 증가시켰다. 몇 가지 수치예제의 

경우, 제안된 방법의 목적함수 계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제안된

방법의 전체적인 효율이 가장 뛰어났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방법을 알루미늄 전동차 문제에 적용시켰다. 알루미늄 전동차 

문제는 대형구제문제로써, 유한요소해석을 필요로 한다. 그 결

과 제안된 방법이 실제의 구조문제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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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현중 2010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윤성기

국문 : 

영문 :

트리밍 기법을 이용한 스플라인 유한요소기반 선형/기하비선형 해석 및 이의 무요소법으로의 확장에 관한 연구
Linear and geometric nonlinear spline finite element analysis for trimmed cad models and its extension to meshfree analyses

NURBS (Non Uniform Rational B-spline)는 기하학적 형상

을 표현하기 위한 매개변수 형태의 표현방법으로, 복잡한 형상

을 간편하게 정의할 수 있고 매개변수 변화만으로 다양한 형상

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CAD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CAE 분야의 보편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한 유한요소법은 

기하학적 형상과 해의 공간을 다항식 형태로 표현한다. 이와 

같이 CAD와 CAE는 서로 다른 수학적 표현식을 사용하기 때문

에, CAD모델을 유한요소해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유한요소

모델을 생성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요구된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 스플

라인 유한요소법(spline finite element method)이 제안되었

다. 스플라인 유한요소법에서는 CAD에서 형상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스플라인을 해석의 형상함수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스플라인 유한요소법은 CAD와 CAE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수치해석 기법으로 현재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기존의 NURBS 기반 스플라인 유한요소법

은 텐서곱 (tensor product) 형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몇 가지 제약을 수반한다. 첫 번째는 효율적인 국부세분화

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T-스플라인의 개념을 도입하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 둘째는 해석 모델이 항상 텐서곱 

형태의 사각형 패치로 구성되어야만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 기존 스플라인 유한요소법으로는 트림곡면과 트림곡선으

로 구현된 CAD 모델을 직접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을 

위해서는 사각형 형태의 패치 조합으로 표현되도록 CAD 모델

링을 다시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CAD 

와 CAE 을 자동화하려는 스플라인 유한요소법의 본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트림곡면으로 구성된 CAD 

모델을 효과적으로 스플라인 유한요소해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트림곡면해석(Trimmed surface analysis)

이라 명명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트림

곡면해석 기법에서는 기존 스플라인 유한요소법과 마찬가지로 

NURBS곡면의 제어점(control point)에서 DOF가 정의가 된다. 

트림곡선의 제어점은 NURBS곡면의 제어점과 특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트림요소를 검색하고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

한 기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AD에서 제공한 트림곡면

과 트림곡선의 특성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트림요소 

적분을 위해 트림요소 분할을 수행하였고, 한 면이 NURBS 곡

선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셀을 적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다양한 수치 예제를 통해 제안된 트림요소 검색방법과 적분

방법을 검증하였다. 기존 스플라인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내부에 여러 개의 홀(hole)이 있는 트림곡면을 효과적

으로 해석함으로써 본 방법의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부

세분화 예제를 통해 T-스플라인이 트림곡면해석 기법에 잘 작

동함을 확인하였다. 트림곡선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더 확장해

서 NURBS곡면 위에 트림곡선만을 이용하여 해석 영역을 표현

한다면 해석 및 모델링 관점에서 다양한 장점이 발생한다. 그

첫 번째로 임의의 복잡한 형상을 갖는 문제를 하나의 NURBS

곡면만을 이용하여 스플라인 유한요소해석할 수 있다. 기존 

스플라인 유한요소법으로 복잡한 형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NURBS곡면의 조합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안한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면 하나의 NURBS 곡면에 

다수의 트림곡선만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변위 및 하중 경계조건을 트림곡선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경계조건 부과 방법을 제안하였다. 둘째로 제안된 모델링 기법

을 대변형 해석에 적용하면 요소 왜곡 문제(mesh distortion 

problem)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하비

선형 해석을 통해 제안한 방법이 갖는 장점을 검토하였다. 일반

적으로 유한요소법이나 기존 스플라인 유한요소법에서는 비선

형 해석시, 절점이나 제어점에서 형상 갱신을 수행한다. 본 연

구에서는 NURBS곡면의 제어점에서 형상 갱신을 수행하지 않

고, 트림곡선을 직접 갱신함으로써 해석 영역을 진전시킨다. 

해당 축차에서 트림곡면해석을 수행한 후, 해석 영역을 표현하

는데 사용되는 트림곡선을 갱신시키고, NURBS곡면을 원위치

시킨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여 비선형 해석을 수행

하면, 고정된 NURBS곡면에서 트림곡선만이 변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즉, NURBS곡면이 배경 격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다. 사각형 요소의 특성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해석 영역이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요소 왜곡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양한 수치 예제를 통해 제안한 방법의 유용성을 검토

하였다. 본 방법에서 제안한 트림곡면해석 기법은 스플라인 

유한요소법의 기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요소 왜

곡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 무요소법이 갖는 다양한 장점과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본 방법이 기존 무요소법과 비교했을 

때 차별할 수 있는 장점으로는 형상 함수를 모호함 없이 구현할

수 있고, 복잡한 경계를 NURBS곡선으로 손쉽게 표현할 수 있

는 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종합하면 제안한 방법은 

스플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요소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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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한동기 2010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장평훈

국문 : 

영문 :

입-출력 선형화 기법과 시간지연 제어기법을 이용한 싱글/듀얼 챔버 공압 제진대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Performance enhancement of single/dual chamber pneumatic vibration isolation systems by input-output linearization and time delay control

본 논문에서는 입-출력 선형화 기법과 시간지연 제어 기법을 

이용하여, 싱글 챔버 공압 제진대와 듀얼 챔버 공압 제진대의 

효율적이고 효과적 성능 향상이 가능함을 보였다. 우선 기존의 

모델에 입-출력 선형화 기법을 적용하여 싱글 챔버, 듀얼 챔버 

공압 제진대의 새로운 모델을 유도했다. 유도된 새로운 모델들

을 살펴보면, 속도에 대한 2차 모델이고, 모델들의 제어 입력은 

챔버로 들어가는 공기의 질량유량이다. 새로운 모델들은 위상

변수표준형 상태 공간 모델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기반으로 제어기를 설계하면, 가속도계만으로 지반, 직접 가진

을 동시에 보상할 수 있다. 공압 제진대 성능 향상을 위해, 구현

의 간단함과 뛰어난 강인성으로 유명한 제어기법인, 시간지연 

제어기법을 선정하여 사용했다. 새로운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

된 시간지연 제어기는 가속도계만으로 구현될 수 있다. 싱글 

챔버 공압 제진대와 듀얼 챔버 공압 제진대에 시간지연 제어기

를 실제 적용한 실험에서, 설계된 시간지연 제어기법가 지반 

가진과 직접 가진을 각각 혹은 동시에 효과적으로 보상함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시간지연 제어기가

지반 가진에 대한 전달률 곡선에서 공진 현상을 없애고, 직접

가진에 대한 하중의 시간 응답에서 하중의 수렴 시간을 60%이

상 단축시킴을 알 수 있었다. 실험결과의 추가적 분석을 통해,

시간지연 제어기가 가진과 모델링 에러와 같은 불확실성을 효

과적으로 보상하면서, 원하는 동역학을 달성함을 확인했다. 마

지막으로 실험결과의 비교를 통해, 공압 제진대 선택 지침을 

제안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조장호 2010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이두용

국문 : 

영문 :

점탄성 연조직과 상호작용하는 원격조작 시스템의 강인 제어 

Robust control of teleoperation systems interacting with viscoelastic soft tissues

원격 수술 시스템은 상처가 적고 회복기간이 빠른 여러 장점

으로 인하여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슬레이브 로봇과 생체 

연조직 사이의 상호작용은 그 특징이 매우 비선형적이고 슬레

이브 로봇 끝단에 힘 센서를 부착하기 어려워 기존의 제어기와 

제어 구조를 사용하기 어렵다. 본 학위논문은 원격 수술 시스템

과 같이 점탄성 연조직과 상호작용하는 원격 조작시스템의 강

인한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추종 성능과 투명성 등의 제어 

목표를 최적화하는 제어기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원격 수술 

시스템의 제어 목표는 슬레이브 로봇의 마스터 로봇에 대한 

위치추종 능력과 힘 추종 능력 혹은 투명성이다. 본 제어 목표

를 최적화하며 동시에 강인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선

형성을 포함하는 전체의 원격 조작시스템을 유사 선형 매개변

수 변화 (Quasi-Linear Parameter Varying) 시스템으로 모델

링하고 폴리토픽 (Polytopic) 방법을 사용한 게인 스케쥴링 제

어기 (Gain-Scheduling Control)를 설계하였다. 점탄성 특징

을 지니는 생체 연조직은 비선형 헌트-크로슬리 모델로 모델화

하고,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 지연은 1차 

Pade 근사 모델로 모델화하였다. 각 모델은 QLPV 방법을 이용

하여 선형 매개변수 변화 모델로 모델화할 수 있으며, 각 매개

변수는 상한 값과 하한 값 안에서 정의된다. 각 매개변수의 

상한 값과 하한 값으로 전체 시스템의 폴리토프 (Polytope) 를 

구성할 수 있다. 폴리토프 내부의 시스템은 각 폴리토프의 꼭지

점들의 아핀 조합 (Affine Combination) 으로 표현된다. QLPV

로 모델화된 원격 조작 시스템의 제어를 위하여 게인 스케쥴링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강인한 안정성과 최적화된 성능을 얻기 

위하여 원격 조작 시스템과 같은 매개변수 상관관계를 갖는 

게인 스케쥴링 제어기를 선택하였으며, 제어기는 선형 행렬 

부등식 (Linear Matrix Inequalities) 으로 정의된다. 각 시스템

의 폴리토프의 꼭지점에 대응되는 제어기를 생각할 수 있으며,

폴리토프 내부의 제어기는 각 꼭지점에서 생성된 제어기의 아

핀 조합으로 설계된다. 원격 조작 시스템의 성능 지표는 위치

추종 성능 과 힘 추종 혹은 투명성 성능으로 정의되며, 각 성능 

지표는 원격 수술 시스템에서 유용하다고 알려진 2Hz에 최적

화할 수 있도록 주파수 대역 무게 인자 (Weighting Factor)를 

곱하였다. 각 무게 인자는 시스템의 차수와 성능을 고려하여 

선택되었다. 시간 지연을 고려함에 있어, 근사 모델을 피하기

위하여, 시간 지연 시스템에 대한 게인 스케쥴링 제어기 설계

방법이 제시되었다. 시간 지연 측정을 갖는 선형 매개변수 변화

시스템에 대하여 해결 가능성을 선형 행렬 부등식으로 표현하

였다. 구한 부등식으로부터 시스템의 안정성과 성능지표를 최

적화하는 게인 스케쥴링 제어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

며, 상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치적으로 제어기를 계산할 수 

있다. 제안된 게인 스케쥴링 제어기 설계 방법에 대하여 수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투명성을 분석하였다. 마스터와 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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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의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하여 실험적 전달함수 예측기 

(Empirical Transfer Function Estimator)를 이용하였다. 마스

터와 슬레이브의 주파수 특성으로부터 저주파 대역에서 그 차

이는 약 1.2dB 였다. 이 차이는 강성 (Stiffness) 혹은 점성 

(Viscosity) 에 대한 사람의 JND에 비해 작은 수치임을 확인하

였다. 제안된 방법은 1자유도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검증되었

다. 위치 추종 성능과 투명성 성능은 L_2 놈과 H_2 놈을 이용하

여 성능 분석을 하였다. 성능 비교를 위하여 투명성 최적 제어

기 (Transparency-Optimized Control) 과 비교하였으며, 기존

의 제어기에 비하여 위치 추종 오차가 20% 미만, 투명성 오차

가 20% 미만의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게인 스케

쥴링 제어기법은 연조직과 상호작용하는 원격 조작 시스템에

대하여 강인한 안정성을 만족하면서 기존의 제어기에 비해 최

적화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윤규 2010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김광준

국문 : 
영문 :

복동형 유.공압 완충장치의 동적 특성 분석 및 헬기 지상공진에의 적용
Analysis of double-stage oleo-pneumatic shock absorber and application to rotorcraft against ground resonance

헬기의 지상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상공진은 헬기 회전익

의 앞섬-뒤짐 현상에 의해 회전익의 스프링, 감쇠 특성이 회전

속도에 의존하게 되어, 회전차/동체/착륙장치가 연성된 전체 

계가 회전차의 임의의 회전 속도에서 음의 감쇠를 갖게 되어 

불안정해지는 현상이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진폭이 불안정하

게 커져서 헬기가 완전히 파괴되거나 심한 손상을 입고 승무원

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 이는 각 회전익의 앞섬-뒤짐 힌지에 

감쇠기를 부착하고 착륙장치에 강성 및 감쇠를 적절히 부여해 

줌에 의해 방지할 수 있다.이 현상이 지속되면 진폭이 불안정하

게 커져서 헬기가 완전히 파괴되거나 심한 손상을 입고 승무원

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 이는 각 회전익의 앞섬-뒤짐 힌지에 

감쇠기를 부착하고 착륙장치에 강성 및 감쇠를 적절히 부여해 

줌에 의해 방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동형 유·공압 완충

장치의 비선형 강성과 감쇠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지상공진이 

발생하는 회전익 속도 구간과 지상공진 발생 시 한계순환진동

의 진폭을 반복적 조화 평형법을 이용하여 계산해내는 지상공

진 해석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착륙장치의 비선형 특성

이 지상공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상공진 방지를 위

한 착륙장치 설계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장희 2010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신현동

국문 : 

영문 :

3중 다공 동축 버너에서 CO₂ 첨가가 순산소 화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effect of CO₂addition in oxy-fuel flame with triple concentric multi-jet burner 

순산소 연소와 배가스 재순환 기법은 CO₂저감 및 열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다. 순산소 연소는 탄화수소계 연료를 사용할 

때 이론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만을 배출하며 복사 열전달을 

증가시키고, 넓은 안정 영역을 가진다. 그러나 순산소 연소는 

공기 연소와 비교했을 때 산화제에서 $N_2$의 부재로 인해 연

료와 산화제의 혼합률이 낮고, 높은 화염 온도를 지니고 있어, 

연소기 재설계문제를 발생시킨다. 게다가, 연소기로의 미량의 

공기 유입은 다량의 NOx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산소 연소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의 버너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배가스 재순환 기법을 위해 CO₂첨가는 

화염 온도를 저감시키는 반면, 복잡한 유동장을 발생시키거나 

화염 불안정성을 발생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순산소 연소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의 버너로써 3중 다공 동축 버너를 소개하

고, 3중 동축 버너와 2중 다공 동축 버너와 비교함으로써 이 

버너의 장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3중 다공 동축 버너의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순산소 연소의 특성을 살펴봤으며, 화염

구조, 연소기 내 온도 분포, 그리고 화염 불안정성 등의 순산소

화염에서 CO₂첨가에 대한 다양한 영향을 관찰하였다. 3중 

다공 동축 버너는 3중 동축 버너와 2중 다공 동축 버너와 비교

했을 때, 난류 강도를 향상시키고 연료와 산화제의 혼합을 증진

시켜 가장 짧은 화염 길이가 나타냈으며, 가장 높은 화염 자발

광 강도를 발생 시켰다. 3중 다공 동축 버너의 순산소 연소에서

는 산화제 공급율의 모든 영역에서 안정한 화염을 나타내는 

조건인 연료 15 lpm으로 고정하였다. 순산소 화염에서 매연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연비 1.05 즉, 전체 당량비 0.93으로 

설정하였다. 순산소 화염은 Center Port (CP) 주위에 역 확산

화염과 1st Circumferentially Arranged Ports (1st CAPs) 주위

에 정상 확산 화염의 혼합을 생성되어 있으며, 산화제 공급율이

줄어들수록 화염 길이가 줄어들었다. 3중 다공 동축 버너에서

의 순산소 화염에서 CO₂의 공급은 안정 모드를 비롯하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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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2010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신현동

국문 : 

영문 :

Cu-ZnO/Al2O3- metal foam 촉매를 이용한 서브밀리미터 스케일 과산화수소 이용 메탄올 자열 개질기의 반응 특성 
Reaction characteristics of sub-millimeter scale autothermal methanol reformer using Cu-ZnO/Al2O3 - metal foam catalyst assisted by the decomposition of hydrogen peroxide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의 개발에 

있어 제품 크기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다양화하는 것이 트렌드

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그 동력원은 본체에 비하여 소형화

되는 속도가 늦다. 마이크로 스케일 연료 전지는 일반적인 배터

리를 대신하여 이러한 소형 동력원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연료 전지는 부산물인 물을 식수로 이용할 수 있기

에 미래의 유인 우주선 동력원으로도 매력적이다. 본 연구에서

는 연료전지에 필수적인 개질기에 있어 과산화수소 이용 메탄

올 개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연료 개질기 내에서 

과산화수소가 분리되어 물은 연료 개질 반응에 사용되고, 산소

와 열은 연료 산화 반응에 이용되어 개질 반응에 필요한 열을 

공급하게 된다. 과산화수소 이용 메탄올 개질기는 외부 열원을 

최소화하고 순산소로 인한 개질 효율 향상으로 장치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 소형, 우주용 연료전지에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u-ZnO/Al2O3-metal foam 촉매를 사

용하였으며 그 특성을 확인하였다.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공존하는 자열 개질기의 특성상 열전달을 증대하기 위해 금속 

폼 지지체를 이용하였다. 금속 폼은 5.5~10.5 x 6.4 x 2.0(길

이 x 폭 x 두께) 크기로 절단하여 알루미나 졸과 감마 알루미나 

파우더가 혼합된 알루미나 슬러리를 딥 코팅하였다. 활성 물질

인 Cu-ZnO는 함침법으로 담지하였다. 촉매 표면 관찰, BET 

(Brunauer-Emmett-Teller)비표면적, BJH(Barret-Joyner- 

Halenda)세공 크기 분포, SEM(Scanning Electronic Microscope) 

촬영, TPR(Temperature-Programmed Reduction) 실험, XRD 

(X-Ray Diffractometry), EDS(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실험을 통하여 촉매 특성을 확인하였다. 촉매 조건과 반응물 

공급 조건을 변화하여 그 영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촉매

조건은 지지체의 길이/폭 비율, 코팅된 알루미나량을 변화시켰

다. 반응물 공급 조건은 GHSV(Gas Hourly Space Velocity), 

SCR(steam to carbon ratio), OCR(oxygen to carbon ratio)을

변화시켰다. 같은 조건에서 증기 개질 실험과 과산화수소 이용

개질 실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과산화수소 이용

개질의 독특한 특성은 촉매 활성 온도를 기준으로 반응기 내부 

분위기가 급격하게 전환되는 현상이다. 촉매 활성 온도 이하에

서는 산소의 생성량이 가장 많았으나, 촉매 활성 온도 이상에서

는 수소가 가장 많이 생성되었고, 산소는 거의 배출되지 않았

다. 또한 과산화수소 이용 개질에서 촉매 활성 온도는 지지체

길이가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반응기 

앞단에서 일어나는 과산화수소 분해 및 메탄올 산화 반응으로 

인하여 메탄올 개질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이 그만큼 줄어들었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최소 증기 개질 활성화 정도는 촉매 

활성 온도 이하에서는 8~10%에 불과하였으나, 촉매 활성 온

도 이상에서는 85~87%에 달하였다. 이는 촉매 활성이 일어나

면서 전체적인 반응 특성이 증기 개질의 그것을 따르는 것을 

뜻한다. SCR이 증가하였을 경우 일산화탄소 생성량은 감소하

고 이산화탄소 생성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반응물의 물 함량이

높아져 고온에서 일산화탄소 생성의 원인이 되는 역 water- 

gas shift 반응이 억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권재성 2010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송태호

국문 : 

영문 :

진공 단열체의 내부 충진재 및 진공도 유지에 관한 연구

Study on filling materials and vacuum maintenance for vacuum insulation panels

최근 에너지 소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초단

열 성능을 지닌 진공단열재가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진공 단열

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기존 단열재 대비 10배 

이상의 단열 성능과 장기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내구성이다. 

B, C, D 타입의 5가지의 화염 모드를 발생시켰으며, 각각의 

화염 모드는 버너의 CP (center port)와 2nd CAPs (second 

circumferentially arranged ports)에서의 비 반응 유동장의 레

이놀즈 수에 의해 지배 되었다. 안정 모드는 순산소 화염의 

2중 구조와 유사하게 발생했다. CP로 CO2를 공급할 경우, A와 

B 타입의 화염이 발생했으며, 화염은 부상되었고 주반응 영역

은 연소실 상류로 이동하였다. A 타입 화염은 안정했으며, B 

타입 화염 모드는 열-음향 불안정성으로 지배되었으며 가장 

불안정했다. 1st CAPs 로 $CO_2$를 공급할 경우, C와 D 타입

의 화염이 발생했으며, 안정한 D 타입의 화염 모드와는 달리

C 타입의 화염 모드는 강한 난류에 의해 불안정하게 발생되었

다. CO₂첨가는 순산소 화염과 비교하였을 때 모든 경우에서

화염 온도를 저감 시켰고, 열적 NOx는 최대 90 % 에서 최소

71%까지 저감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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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주제를 목표로 하였다. 첫

째, 다양한 진공단열체용 내부 충진재에서의 열전달 매커니즘

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둘째, 진공 단열체의 내부 진공도 유지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내부 충진재에 대하여 세 

가지 열전달 매커니즘을 이론적으로 연구하였다. 첫째로 분말

체, 발포체, 섬유체 그리고 격자형 빔 구조체의 네 가지 예에 

대해 대기압의 압력을 받을 때의 전도열전달 계수를 단순화된 

모델을 통해 구하였다. 열이 전달되는 방향과 수직인 가로방향

으로만 배열된 유리섬유와 격자형 빔 구조체가 긴 열전달 경로

로 인하여 분말체나 폼보다 낮은 열전도도를 보였다. 둘째, 기

체에 의한 열전도는 공극 크기가 가장 작은 분말체가 가장 낮았

다. 분말체, 발포체 그리고 섬유체에서의 복사열전달은 확산근

사법(diffusion approximation)에 의해 계산되었다. 만약 복사 

차단막이 격자형 빔에 적용된다면 복사열전도 효과는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위의 이론적인 결과를 토대로 다층의 복사차단

막이 있는 격자형 빔과 가로방향으로만 배열된 유리섬유가 진

공 단열체의 내부 충진재로 가장 적함함을 알 수 있었다. 격자

형 빔 진공 단열체의 진공도 유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진공 단

열체의 내부 진공도를 저하 시키는 다양한 원인을 이론적 및 

실험적으로 규명하였다. 외피재의 열융착부를 통한 가스투과

가 가장 큰 진공도 저하의 요인인 것으로 이론적 계산과 실험으

로 입증되었다. 내부 충진재에서의 탈기체 또한 중요한 진공도

저하의 요인이다. 압력증가법을 사용하여 폴리카보네이트의 

탈기체량을 실험적으로 구하였다. 짧은 시간동안의 탈기체 특

성을 통해 폴리카보네이트의 확산계수를 구하였다. 탈기체는 

진공하에서 가열과정을 거치거나 재료의 표면에 금속코팅을 

함으로써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격자형 빔을

적용한 진공 단열체의 압력 증가를 이론식을 통해 예측하였으

며 이는 실제 실험결과와 약 7%의 오차를 보였다. 진공 단열체

내부로 투과하는 기체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임국희 2010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정명균

국문 : 

영문 :

섬광법에 의한 열확산계수 측정에서 단층구조와 다층구조해석의 정확도 비교와 액체 용기의 설계
Comparison of accuracy between single-layer and multi-layer analyses in the flash thermal diffusivity measurement and design of crucible for liquid samples

열물성 중 하나인 열확산계수를 측정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섬광법(flash method)은 세라믹, 금속, 폴리머, 단열재 등의 

다양한 범위의 고체 재료의 열확산계수들을 측정하는데 널리 

이용되어 왔다. 섬광법은 매우 짧은 시간 지속되는 열원을 받은 

시편에서의 전도에 의한 열전달을 시간의 함수로 분석하는 비

정상상태 측정방법으로써, 정상상태 측정방법과는 달리 측정 

데이터로부터 단층 구조와 다층 구조 시편의 열확산계수를 분

석하는 방법이 다르다. 섬광법에서 단층 구조 분석법은 열확산

계수가 1/2-시간(half-time)과 시편 두께의 상관관계로 표현되

는 이른바 1/2-시간법(half-time method)으로 대표되며 분석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다층 구조 분석법은 각 층의 

열물성과 층 사이의 경계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열

확산계수 추정을 위한 이론식이 결정된다. 한편 열확산계수의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섬광의 형태로 가해지는 열원의 

지속시간에 의한 영향과 표면에서 발생하는 복사 열손실에 의

한 영향을 보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편 표면에서의 복사

열손실과 열원의 유한펄스지속시간에 의한 영향을 모두 보정한 

다층 구조 분석법을 제시하고 단층 구조 분석법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법의 특징을 제시한다. 또한 다층 구조 분석법을 이용

하여 흑연코팅 된 박판의 열확산계수를 측정하고,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용기 내에 담긴 액체의 열확산계수를 측

정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섬광법을 이용하여 열확산계

수를 측정할 때 보통 시편의 표면은 전면에서 섬광 에너지를 

잘 흡수하고 배면에서 복사 에너지를 잘 방출해 온도 검출이 

잘 되도록 흑연으로 코팅된다. 흑연코팅층은 매우 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과정에서 그 영향이 보통 무시된다. 또한 섬광의 

유한지속시간에 의한 영향도 전체 측정 시간에 비해 짧다고 

여겨져서 무시된다. 하지만 시편이 매우 얇거나 매우 열전도성

이 좋으면 측정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섬광의 유한지속시간 

효과를 보정한 이론식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흑연코팅층에 의

한 열저항을 정량적으로 파악한 뒤 다층 구조 분석법을 이용하

여 시편의 열확산계수를 측정하면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섬광법을 이용하여 액체의 열확산계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용기는 액체층과 함께 3층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 때 액체 내에

서 비등 및 대류 열전달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상적인 

1차원 열전달이 일어나도록 용기를 잘 설계하면 액체의 열확산

계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섬광법에서 단층 및 다층구

조 시편에 대한 해석해를 접촉열저항의 포함 여부와 표면에서

의 복사 열손실 발생 여부에 따라 그린 함수법을 이용해 체계적

으로 정리하였다. 단층 구조의 해석해는 표면의 경계조건에 따

라 단열모델/열손실모델로 구분되고 열이 손실되는 정도에 따

라 작은 열손실 근사 모델과 실제 열손실 모델로 구분하였다. 

다층구조는 크게 2층과 3층 구조로 나뉘며 각 구조에 대해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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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모델을 구분하고 층간의 접촉열저항에 대한 경계조건

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모델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유한

펄스지속시간의 영향에 대한 고려도 각 모델에 대해 함께 이루

어졌다. 또한 단층 구조 시편과 다층 구조 시편의 이론 모델을 

이용하여 온도 응답 특성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층 

및 3층 구조 시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단층 구조 시편과 

다층 구조 시편에서의 온도곡선의 모양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겉보기 열확산계수는 층간의 두께비, 열확산계수비, 

열용량비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층 구조 

가정에서의 두께 고려 측면에서 본 겉보기 열확산계수 변화를 

고려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측정 오차 내에서 시편 위의 코팅 

등의 다층구조적 요소를 무시하여 단층구조의 분석법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코팅층에 대한 시편의 적정 두께비를 

다양한 재료에 대해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금속 박판의 열확

산계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흑연코

팅층 자체의 열물성을 측정한 뒤, 흑연코팅층과 3층 구조를 이

루는 얇은 금속 시편(구리, 알루미늄, 순철, 인코넬600)들의 

열확산계수를 측정하였다. 변수 추정 과정에 사용된 모델은 고

려한 층의 개수(단층 및 3층), 단층 구조 분석을 할 경우 흑연코

팅층의 두께 포함 여부, 섬광의 유한지속시간 효과 보정 여부에 

따라 총 여섯 개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섬광의 유한지속시간

효과를 보정하고 3층 구조 분석을 할 경우에 가장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정확한 액체 열확산계수 측정을 

용기의 설계를 수행하였다. 상온 영역에서 액체인 몇 가지 선택

된 액체들에 대해 설계 범위를 설정하고 제한 조건들을 검토하

였다. 먼저 층별 적정 두께 결정을 위해 요구되는 측정 시간을

예측해보고, 추정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액체층에서 열이 전달되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비등 및 

대류 열전달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측정 오차가 작은 용기를

설계하기 위해 오차 요인으로써 과도한 액체 높이, 용기 옆 벽

면의 영향 등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된 용기

를 이용하여 액체에 대한 열확산계수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새롭게 설계된 용기를 이용하여 실험했을 때 아세톤, 톨루엔,

에탄올, 물, 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글리세린의 액체

에 대해 상온 영역에서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효광 2010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한순흥

국문 : 
영문 :

Shallow water equation의 2D SPH 기반 해법을 이용한 인터랙티브 해수면의 실시간 시뮬레이션 

Real-time simulation of an interactive ocean surface using 2D SPH-based solution of the shallow water equations

 해수면은 보통 유체역학, 측정, 또는 실험에 기반한 wave 

model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사실적인 렌더링 

기법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렌더링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수면 

wave model은 바람의 영향에 의한 wave의 표현에 중점을 두

고 있기 때문에, 선박 또는 부표와 같은 객체와 해수면과의 

interaction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물리 기반 유체 시뮬레이션 모델이나 임기응변적인 방법들이 

유체와 객체와의 interaction을 표현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Navier-Stokes equation에 전산유체역학을 적용하여 매우 사

실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3차원의 Navier- 

Stokes equation에 대한 계산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Shallow 

Water equation이나 2D wave equation과 같은 2차원의 유체 

모델이 넓은 영역의 실시간 유체 시뮬레이션에 활용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사실적인 물 표면의 거동 및 물과 객체와의 

interaction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2D particle 

기반의 방식을 소개한다. 넓은 유체 영역에 대한 실시간 시뮬레

이션을 위하여 Shallow Water equation에 대한 2D 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기반의 단순화된 해법을 제안한다. 

일정한 볼륨의 물로 정의되는 2D water particle은 서로 간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 수평 유동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해 사실적인 

물 표면의 움직임을 생성한다. Particle 기반의 Lagrangian 프

레임웍을 Shallow Water equation에 적용함으로써 water 

particle은 그리드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2D particle은 넓은 영역에 대한 물의 수평 유동을 통해서 표면

의 wave를 표현할 수 있으며, 3차원의 유체 시뮬레이션에 따른 

방대한 계산을 피할 수 있다. 제안하는 유체 모델과 객체와의

interaction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물 표면에 뜨는 강체를 2D virtual particle로 분할하여 표현하

고, 2D SPH로 시뮬레이션 되는 유체와 연계한다. 2D virtual 

particle은 2D water particle로 간주되기 때문에, water particle

의 시뮬레이션에 활용되는 동일한 식을 이용하여 virtual 

particle과 water particle 간에 작용하는 수평방향의 힘을 결정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중력과 부력에 의한 수직방향의 힘이 추

가적으로 계산된다. 각 virtual particle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하여 객체에 작용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제안하는 방식은

유체와 객체와의 interaction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데

추가적인 계산이 거의 들지 않는다. 시뮬레이션의 전 과정은 

GPU에서 빠르게 수행되며, 모든 particle은 매 시간 스텝마다

병렬로 처리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인터랙티브 어플리케이션에의 활용

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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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임동현 2010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김수현

국문 : 

영문 :

공진하는 탄소나노튜브 켄틸레버의 기체 감쇠를 기반으로 한 나노기전 가스센서 

Nanoelectromechanical Gas Sensor System based on Air and Gas Damping of Resonating Carbon Nanotube Cantilever

본 연구에서는 단일의 다중벽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하여 켄틸

레버를 제작하고 공진하는 탄소나노튜브의 감쇠를 측정하여 

켄틸레버 주변기체의 조성 및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탄소나노튜브는 기계적 강도가 실리콘 등 기존 물질에 

비해 월등하며, 밀도가 낮은 재료로서 기계적 공진 시스템의 

재료로 매우 적합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단일의 나노

튜브 센서로 응용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위치에 나노튜브를 조

립하고 그 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선결되어야 한다. 학

위논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탄소나노튜

브 켄틸레버의 제작. 둘째, 나노튜브 켄틸레버의 진동 변위측정 

시스템 구축. 셋째, 주변 기체 환경변화에 따른 주파수 응답특

성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나노튜브 켄틸레버 제작을 위

해 유전영동방법을 이용하였다. 유전영동은 불균일한 전기장

이 가해진 유체 내에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가 전기장의 

구배에 의한 힘을 받는 현상이다. 유전영동을 이용하여 탄소나

노튜브를 원자력 간 힘 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y) 팁 

끝단에 부착하는 연구는 이미 보고된바 있다. 하지만 유전영동 

현상을 모니터링 하고 조절하는 방법의 부재로 조립성공 수율 

30%로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립과정을 

전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탄소나노튜브의 유전영동 조립을 컨

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유전영동을 위한 교류전원

을 가하는 동시에 조립되는 과정을 마이크로 간극의 임피던스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나노켄틸레버의 진동 변위 측정을 

위해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투과

전자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등이 적용되

어 왔으나, 고진공 환경이 요구되어 제안된 방법에 적합하지 

못하다. 표준 대기압 환경에서 진동하는 나노켄틸레버의 변위

를 측정한 예는 간섭계, 도플러 진동계 등을 이용한 것으로, 

광학적인 한계에 의해 100nm 이하의 직경을 가지는 나노켄틸

레버는 측정이 불가능했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튜브 켄틸레버 

끝단에 형광입자를 부착시켜 회절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안

했다. 탄소나노튜브의 끝단을 전해에칭 함으로서 끝단이 카르

복실기(-COOH)로 기능화를 하여 표면에 아민기(-NH₂)를 가

진 형광 나노입자와 정전기적 결합이 가능하게 하였다. 조립된

나노튜브 켄틸레버는 정전기력에 의해 가진된다. 탄소나노튜

브 켄틸레버와 약 3mm 거리를 둔 상대전극에 직류, 교류 전원

을 가하고 전원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면, 켄틸레버의 공진현상

을 관찰할 수 있었다. 획득된 형광이미지를 이용하여 켄틸레버

끝단의 변위를 계산하기 위해 수정된 가우시안 함수를 제안하

였고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최적화 방법으로 각 주파수에서의 

변위를 구했다. 제안된 방법의 검증을 위해 분석적, 실험적 방

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적 검증에서는 기체의 점성유동영역, 자

유분자유동영역에서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진동하는 물체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기체의 점성의 효과는 줄어들고 기체분

자와 진동하는 물체의 탄성 충돌에 의한 효과가 커진다. 나노미

터 크기의 지름을 갖는 나노튜브 켄틸레버의 경우 자유분자유

동에 의한 기체 감쇠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자유분자유동에서의

기체감쇠에 의한 Q값은 기체의 평균 분자량의 함수로 표현된

다. 특정기체의 대기로의 유입에 따라 켄틸레버 주변의 평균분

자량이 변하게 되고, 켄틸레버의 Q값을 측정함으로서 유입된

특정기체의 조성 및 농도를 예측할 수 있다. 헬륨 및 아르곤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각 기체의 농도에 따른 Q값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해석적으로 예측된 바와 같이 기체의 평균 분자량의 

변화에 따라 기체감쇠의 크기의 변화를 관찰 할 수 있었으며, 

기체의 조성 및 농도를 측정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나노켄틸

레버를 이용한 기계적 가스 측정방법의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로 진행되었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전기화학적 방법과

달리 기계적 에너지 변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빠른 응답성과 

고민감도의 장점을 가진다. 또한 특정기체 분자를 감지하기 위

한 표지물질로 센서를 기능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나노켄틸레버의 기계적 에너지

변환을 이용한 장치는 가스 센서분야에 핵심적인 기술로 적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안중은 2010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이정주,곽병만

국문 : 

영문 :

베이지인 방법을 이용한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의 정확도 향상에 관한 연구

Improving accuracy of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ystem by bayesian approach

구조건전성 모니터링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있는 종합적인 

학문의 분야이다. 구조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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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장된 센서 등을 이용하여 손상을 감지하고, 손상의 상태에 

따라 즉시 수리 혹은 잔여 수명을 예측해 봄으로써 비교적 값비

싼 구조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구조물의 손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비파괴 검사 분야의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들 중 초음파 수준의 진동을 구조물에 가하여 

그 반응을 확인하여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Ultrasonic testing 

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2D 구조물들에 발생

하는 크랙의 크기를 센서 신호를 이용하여 결정하는 방법들은 

파동의 진행이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 많이 연구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현재 불확실성이 많이 존

재하는 손상의 검출에서 이 오차를 보다 줄이고, 정확한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장 센서들을 이용하

여 구조물에 생긴 크랙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

으로 보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이들이 관련이 있음을 설명

하였다. PZT (Piezoelectric transducers)를 이용하여 110kHz

의 toneburst 형태의 초음파 신호를 보냈을 때 그 반사되는 신

호의 크기가 손상의 크기에 비례하여 강해지고, 이 신호의 크기

를 통하여 역으로 손상의 크기를 유추할 수 있다는 특성을 이용

한 것이다. 이 방법은 파장과 크랙의 위치에 따라 수많은 다양

한 양상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거쳐야 만이 

실제 검출에 있어서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잡음 등을 고려한

다면 이들이 실제 구조물에 적용되기까지는 추가적인 많은 연

구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크랙의 위치나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 

또는 모양을 추정하기 위하여 이미지를 이용하여 크랙의 상태

를 보여 주는 migration technique를 이용하여 보다 크랙의 정

보에 대한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2장의 실험과 3장의 크기 추정에서 보여진바와 같이 

추정된 크기는 실제 크기와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하여 SHM으로 얻은 현재 구조물의 손상 

상태만큼의 손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니터

링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정보들을 Bayesian 방법을 이용하여

하나로 결합하여 보다 정확한 크랙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크랙의 크기를 감지하는 방법과 크랙의 전

파를 설명하는 방법을 결합하여 보다 나은 추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피로에 의한 크랙의 전파를

설명하는 Paris' law의 개발 이후에, 여러 형태로 응력 집중 

계수 (stress intensity factor: SIF)와 크랙 진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크랙의 진행을 설명하는 모델이 현재도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역학과는 다른 상수가 사용되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실험의 특성상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많지 

않아, 이들의 불확실성 또한 크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크랙의 진행을 설명하는 모델을 도입하여 Prior 

distribution을 만들면, Bayesian 방법을 이용하여 진단하는 시

간 및 횟수가 증가할수록 보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해지게 되었

고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추정치

의 불확실성은 하중, 물성치 등 다른 불확실성에 비해서는 덜

알려진 분야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크기를 

실험으로 찾아보았다. 보다 정확한 추정 크기의 오차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물성치, 정확히는 Paris' law

에 사용되는 파라미터의 값에 대한 불확실성은 많은 테스트를 

통하여 확립된 모델이 존재한다. 이들을 적용하여 실제 현상과

관련된 참값을 SHM 을 통하여 점차 발전시켜 가는 과정을 보였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계산된 현재 손상의 크기는

기존의 센서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방법에 비해 훨씬 정확하고, 

또한 변동 폭이 크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크랙 진전 모델을 

적용한 방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손상의 상태를 알아낼 수 있다

는 것을 보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성영화 2010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이병채,곽병만

국문 : 

영문 :

불완전한 모멘트 정보에 대한 손상확률의 상한에 관한 연구 
An upper bound on failure probability for incomplete moment information

본 박사 학위 논문은 최대엔트로피 법칙에 기반 하여 손상확

률의 상한을 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신뢰도 해석은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얼마나 설계 요구

조건이 만족되는지 확률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일,이

차 신뢰도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멘트 방법 등 다양한 

신뢰도 방법들이 개발되었지만, 손상확률을 구하기 위한 정확

도 및 효율 향상에 주로 연구의 초점이 맞춰졌고, 구해진 신뢰

도 결과의 한도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경우 손상확률을 정확히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를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는 제한되어 있으

므로 대략적인 손상확률의 범위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상확률이 작은 경우에 서로 다른 신뢰도 방법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된 신뢰도 방법 자체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손상확

률의 한도 설정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일차 근사도법

에 대해 손상확률의 한도를 정하는 부등식이 제안되었는데, 

이 부등식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필요로 한다. 확률변수들이 

모두 정규분포를 따라야 하고, 한계상태식이 원점 방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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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 함수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 부등식은 간단하고 적용하기 

편리하지만, 한계상태식의 오목 및 볼록 판정이 쉽지 않고, 한

도가 주어지더라도 그 범위가 충분히 좁지 않아 실제적으로 

쓰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손상확률

을 얻기 위해 시행한 샘플의 수를 고려하여 신뢰구간을 표시한

다. 샘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손상확률의 신뢰구간은 좁아

진다. 신뢰도 연구들과는 별개로 전통적인 수학 및 통계 문헌에

서 모멘트 정보를 이용하여 확률의 한도를 결정하는 여러 방법

론들이 개발되었다. 먼저 Chebyshev 부등식은 평균과 표준편

차가 주어지면 확률의 상, 하한을 결정할 수 있다. Akhiezer에 

의해 2차 이상 임의의 모멘트 정보에 대해서도 확률분포함수의 

상, 하한을 도출하는 식이 제안되었다. 최근에 이 방법을 수치

적으로 구현하는 연구가 소개되었다. 한편, 현재의 모멘트 기

반 확률 한도 방법은 그 결과로 나타난 범위가 대부분 너무 

넓어 공학적으로 쓰이기에 무리가 있다. 이것은 구조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이산확률분포함수와 같은 함수들까지 포함

하여 한도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연속확률분포함수

만을 고려하도록 하여 손상확률의 한도를 더 좁힐 수 있다. 

본 학위 논문에서는 최대엔트로피에 기반 한 확률 한도 방법을 

처음으로 소개한다. 이 방법은 최적화를 통하여 확률의 한도를 

제시하며 수렴하기만 하면 손상확률의 한도가 매우 좁게 주어

진다. 최대엔트로피법은 가능한 모든 확률밀도 함수 중에서 

가장 편향되지 않은 확률밀도 함수를 추정하는 범용적 도구로 

연속적이며 명시적인 확률밀도함수가 구해지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매우 부합한다. 주어진 M 개의 모멘트가 주어졌을 때, 

그 이후 차수 모멘트들을 손상확률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만약 현재 주어진 모멘트가 근사하는 확률

분포함수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포함시키

지 않았던 고차 모멘트들을 추가하더라도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생략된 모멘트를 추가함으로써 

손상확률이 크게 변할 수도 있다. 고려하지 않은 모든 모멘트를

변수로 삼아 손상확률에 끼치는 기여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제이므로 우리는 이후 차수인 M+1 차 모멘트를 생략함

으로 생기는 결과를 살펴보았다. 보수적인 설계를 위해서 손상

확률의 상한이 더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후 차수 모멘트

의 가능한 모든 변동에 대해 최대 손상확률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헹켈 조건을 이용하여 M+1차 모멘트의 가용

영역을 결정하였다. 둘째, 이후 차수 모멘트에 대해 손상확률

의 상한을 구하기 위한 최적화 수식을 고안하였다. 손상확률과

확률변수의 통계적 모멘트, 손상확률과 한계상태식의 모멘트

간의 설계 민감도 식을 각각 유도하였다. 최대엔트로피 법칙에

서 헤시안 행렬의 역행렬을 구할 때 발생하는 수치적 불안정성

을 해결하기 위해 직교 다항식과 같은 다른 기저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여러 수치 예제들을 통해 본 학위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이 현재의 모멘트 기반 확률 한도 방법들보다 더 

좁은 확률한도를 제공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러 

예제들에 적용해봄으로써 손상확률의 상한은 4, 5차 모멘트가

주어졌을 때까지는 잘 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고차의 

모멘트가 포함될 때 수렴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이나 대부분의 공학 문제는 4차 모멘트만으로도 구해지는

것을 생각하면 본 방법이 실제적으로 매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강성우 2010년 8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이종원,박윤식

국문 : 

영문 :

방향성 주파수 응답 함수와 동적 강성을 이용한 회전체 개폐 균열의 탐지

SDetection of breathing crack in rotor system from the directional frequency response functions and dynamic stiffnesses

회전 기계는 첨단 항공 부품부터 가정의 전자 제품에 이르기

까지 현대 산업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계요소이다. 그동

안 많은 연구 개발에 힘입어 회전 기계의 설계와 해석 분야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 많은 산업 현장에 회전 기계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인 회전 기계는 윤활유나 작동 유체 등으

로 인해 봉인되어 있어, 고장 수리나 부품 교체를 위한 작업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회전 기계의 

상태를 감시하고 고장을 진단하는 기술이 크게 각광 받고 있다. 

회전 기계의 운전 중에 고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게 되면 운전 

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기계 운영으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 동안의 

회전 기계의 개폐 균열 탐지 및 진단 연구는 주로 회전 기계의 

운전 중에 나타나는 응답을 측정하여 응답 신호의 특이성을 

찾아 균열의 유무를 판별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크기가 작은 운전 중 응답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측정 잡음에 민감하고 기계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외부

의 힘을 이용하여 회전 기계를 가진시킬 수 있을 때, 그 가진력

과 그로부터 나오는 응답을 이용하여 회전 기계의 개폐 균열을 

탐지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방향성 주파

수 응답 함수는 복소 좌표계에서 회전 구조물의 모드 해석을 

통해 나오는 값으로서, 회전 기계의 정지 부분의 비대칭성인 

비등방성과 회전 부분의 비대칭성인 비대칭성을 평가하는데 

강력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 회전 기계의 고장은 정지부 및 회

전부의 특성을 변화시켜 비등방성과 비대칭성을 나타나도록 

하기 때문에 방향성 주파수 응답 함수를 이용하여 비등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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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성의 위치와 정도를 규명하면, 고장 진단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우선적으로 비등방성과 비대칭성을 모두 갖

는 회전 기계에 대해 방향성 주파수 응답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

을 개발한다. 비등방성과 비대칭성을 모두 가지는 회전체는 수

학적으로 시불변 계수를 갖는 운동 방정식으로 모형화가 불가

능하기 때문에 변조된 복소 좌표계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무

한 차원을 갖는 등가 시 불변 운동 방정식을 만든다. 이로부터 

다입력/단일출력의 방향성 주파수 응답 함수 추정모형을 만들 

수 있다. 새로 만들어진 추정 모형을 바탕으로 정지 구조물의 

주파수 응답 함수를 구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방향성 주파수 응답 함수를 추정하다. 이때에 측정된 

신호에 실려 있는 입출력 잡음들이 추정 결과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입출력 잡음 모형을 세우고 분석하고 평가한다. 

또한 이를 검증하기 위해 잘 알려진 정규 불규칙 오차를 통해 

이를 검증했다. 본 연구에서는 회전체의 개폐 균열을 탐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 방법은 방향성 주파

수 응답 함수를 이용한 시나리오 시험 방법이다. 방향성 주파수 

응답 함수를 이용한 복소 모드 시험 방법은 선형 시스템을 위해 

개발된 방법이기 때문에 비선형이 강한 개폐 균열이 있는 시스

템에 바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회전 속도와 동기된 조화 

가진을 이용하여 개폐 균열을 선형 시스템인 열린 균열로 만들

어준 후에 복소 모드 시험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역방향성 주파

수 응답함수의 크기와 위상을 통해 균열의 정도와 원주상의 

균열 열림 각도를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비선형 해석 

방법인 역 다중입력 단일출력 기법(reverse MISO technique)을

이용해 추정한 방향성 동적 강성 방법이다. 비선형성이 강한 

균열을 추정하기 위해 개폐 균열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스위칭 

균열 모형에 비선형 해석 방법인 역 다중입력 단일출력 기법을 

적용해서 이종 방향성 동적 강성을 구하고 이를 통해 균열의 

정도와 원주상의 균열 열림 각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으로 제안한 균열 진단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개폐 

균열을 갖는 단순 회전체와 여러 개의 디스크를 갖는 회전체 

시스템에 대해 실험을 수행했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균열의 

정도와 원주상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유한 요소 

모형을 이용해 구한 역방향성 주파수 응답함수와 비교함으로써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보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부기 2011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이대길

국문 : 

영문 :

탄소 입자와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고분자 재료의 나노 스케일 표면 처리
Nano-scale Surface Modification of Polymer with Carbon Particles and Microwave

본 연구에서는 탄소 입자와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고분자 

재료의 표면 처리 방법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표면 처리 방법은 

고분자 또는 고분자 복합 재료에 적용 시, 재료의 물성 저하, 

섬유 손상 또는 오염에 민감한 단점이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과 다른 개념의 표면 처리 방법을 연구 하였다. 

탄소 입자를 고분자 재료의 표면에 밀착한 뒤, 밀착 상태를 

유지하고 마이크로웨이브를 가하면, 탄소 입자는 마이크로웨

이브 에너지를 흡수하여 가열되고 발열 에너지에 의해 고분자 

재료의 표면 온도가 상승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 (spherical)형

상을 가진 탄소 입자를 이용하여 고분자 재료와 입자 간의 점접

촉 (point contact)점으로부터 방사 (radial) 형태의 열전달에 

의한 재료의 열분해 (thermal decomposition)를 통해 굴곡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이 때, 재료의 열분해 온도에서 표면 처리

가 이루어지므로 고분자 재료의 표면 조성이 개질되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남을 실험적으로 규명하였다. 표면 처리의 균일도

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탄소 입자와 쿼츠 (quartz)입자를 혼합

하여 탄소 입자 간의 응집 (aggregation)을 방지하였으며, 균

일한 탄소-쿼츠 혼합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케비테이션 혼합 

(cavitation mixing) 방법을 고안하였다. 실험 결과, 본 연구에

서 개발한 마이크로웨이브-탄소 표면 처리 방법은 고분자 재료

의 표면에 수십 nm의 굴곡을 균일하게 생성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표면의 조성 변화를 유도하여 고분자 복합 재료의 전기 

전도도 및 접착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

였다. 마이크로웨이브-탄소 표면 처리 방법을 탄소 섬유/고분

자 복합 재료 분리판 (carbon fiber/epoxy composite bipolar

plate)과 유리 섬유/고분자 복합 재료 접착 구조(glass fiber/ 

epoxy composite bonding structure)에 적용한 결과, 전기 전

도도와 접착 성능이 각각 134%, 230% 향상 되었다. 또한 마이

크로웨이브-탄소 표면 처리 과정에서 재료의 물성 저하나 섬유 

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표면 

오염에 의한 표면 처리 균일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펄스 

(pulse) 형태의 마이크로웨이브 발열 공정을 개발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석희 2011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양동열

국문 : 

영문 :

전기방사 나노섬유를 포함한 3차원 인공지지체 개발 및 조직 재생으로의 적용 
Development of three-dimensional scaffolds containing electrospun nanofibers and their applications to tissue regene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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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학용 지지체 (Tissue engineering scaffold)는 그 표면 

또는 내부에 세포가 파종되어 일정 시간 후 복합화 된 상태에서 

생체에 손상된 조직이나 장기에 적용하고 이를 복원, 재생, 또

는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구조물을 지칭한다. 조

직공학용 지지체는 기본적으로 다공성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공극이 서로 연결됨에 따라 영양분의 공급, 세포 사이에

서의 대사물질 및 산소, 체액 등의 전달, 혈관신생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구성 고분자 재료의 생분해성으로 인하

여 세포와 복합체를 이루어 체내에 이식된 후에 세포의 증식과 

함께 분해되어 없어지게 된다. 최근 이러한 생분해성 고분자 

지지체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형상제어의 수단을 동반하여 

CAD/CAM 기반의 쾌속조형 (Rapid Prototyping) 기술이 적용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압축공기의 적용을 통해 생체 고분자

를 직접 용융 분사하여 3차원 구조물을 제작하는 쾌속조형 기

반의 3차원 조형 공정을 개발하였다. 본 공정을 통하여 제작된 

3차원 지지체는 기능성 생체 활성물질의 표면 개질을 통하여 

기능성 향상을 확인하였고, 적층 시 공극사이에 앞서 개발된 

구형 세포 집합체를 적용함으로써 조직재생의 응용을 시도하였

다. 또한 본 공정에서의 재료를 용융 고분자가 아닌 휘발성 용

매에 녹인 고분자 용액으로 대체함으로써 얇은 막형태의 구조

를 제작하였다. 이는 하이드로젤 개질을 통하여 수술 후 유착 

방지막의 활용을 검증 하였다. 또한 개발된 공정이 적층 방식인 

점을 활용하여 적층면 사이에 전기방사 나노섬유를 형성함으로

써 3차원 조직공학용 지지체로서의 기능성을 극대화하였다. 일

반적으로 쾌속조형을 통한 다공성 지지체가 갖는 매끄러운 표

면과 세포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스케일의 한계점을 이러

한 나노섬유 적용을 통해 보완하였다. 다른 측면으로 나노/마

이크로 토포그래피에 의해 그 기능성이 여러 방면으로 검증된 

나노섬유를 3차원 구조화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3차원 구조에 내재하는 전기방사 나노섬유 메쉬의 경우 기

본적인 형태로서 랜덤하게 쌓이는 구조를 쾌속조형 공정과 교

대로 적층하여 구성해볼 수 있으며 이를 연골세포 배양을 통하

여 기능성을 검증하였다. 한편 체내의 조직 중에는 골격근, 인

대, 건과 같이 조직 내 세포의 형태가 일정한 방향으로 배향되

어 있는 조직들이 있다. 이러한 조직에 적용되기 위한 지지체

역시 세포의 가이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형태가 일정한 방향으

로 배향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넓은 면적에 

활용 될 수 있는 전사 가능한 전기방사 나노섬유 배향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개발된 방법을 통한 나노섬유 매트의 경

우 나노섬유의 양, 즉 밀도가 정량적으로 제어 가능하며 다른

구조 표면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량적으로 밀도를

다르게 구성하여 섬유아세포의 배향효과를 통해 개발된 정렬방

법의 이점을 검증하였다. 이를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마이크로 

구조와 교대적층을 통해 3차원 구조화 하여 간엽줄기세포 배양

을 통해 응용성을 검토하였다. 한편 마이크로 구조를 나노섬유

의 틀로서 형성하여 패키지화 함으로써 세포와 나노섬유 혼합 

구조를 구현하였다. 개별화 되어있는 나노섬유 지지체에 근아

세포를 파종하고 이를 일정시간 배양 후 콜라겐 젤 및 고분자

용액으로 적층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 재생방법을 제안하

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인용 2011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김승우

국문 : 

영문 :

탐침 형태 테이퍼 도파로 내부의 증폭된 전기장에 의한 고반복률 극자외선 펄스 생성

High repetition rate EUV pulse generation via surface-plasmon-enhanced field inside probe-type tapered waveguide

극자외선은 파장이 10 ~ 100 nm 에 해당하는 짧은 파장의 

빛으로 대부분 물질의 흡수대역에 해당하므로 그 효용성이 매

우 높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극자외선을 생성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도 고차조화파 방법은 생성되는 극자외선의 

결맞음성이 매우 좋고 아토초(10-18초) 펄스를 생성할 수 있어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기존의 고차조화파 생성방법은 원자의 

이온화를 위해서 증폭시스템이 복잡한 처프펄스증폭을 이용하

였다. 이 방법은 증폭시스템 과정이 복잡하고 생성된 고차조화

파가 반복률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었다. 고반복률의 극자외선

이 있으면 데이터 획득시간을 줄일 수 있어 좋은 신호대 잡음비

를 얻고, 분광 시에는 모드간의 간격이 넓어 분해능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복잡한 레이저 증폭

시스템을 간단하게 하면서도 높은 반복률로 극자외선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 플라즈몬 

현상을 이용하여 펨토초 레이저를 증강하였다. 표면 플라즈몬

의 금속표면에서 발생하여 도파하는 것으로 경사지게 도파로를 

제작하면 표면 플라즈몬의 에너지가 집속되어 회절 한계 미만 

영역에서 전자기파를 증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 플라

즈몬으로 펨토초 레이저를 증강하고자 속이 빈 형태의 경사진 

도파로를 은(Ag)으로 제작하고 내부에 펨토초 레이저를 도파

시켜 표면 플라즈몬을 유도하고 펨토초 레이저를 증강시켰다.

증강된 펨토초 레이저에 의해서 이온화된 제논 가스로부터 극

자외선이 생성되어 100 nm 크기의 구멍으로 빠져 나오게 된다.

경사진 도파로를 상용품의 탐침에 제작하였으므로 향후 극자외

선 빛으로 물질 표면 분석이나 근접광학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

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표면플

라즈몬을 경사진 도파로에 유도하고 이로 펨터초 레이저를 증

강하여 고차조화파를 생성할 수 있음으로 실험적으로 보였으

며, 생성된 고차조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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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다중감각통합을 통한 전신선형운동지각

Multi-sensory integration for the whole body linear motion perception

중추신경계가 신체의 움직임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시각, 전

정감각 또는 체성감각과 같은 다중 감각 정보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중 감각 정보들이 통합되어 운동 지각이나 

운동 실행에 반영되는 과정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운동 지각에 관여하는 다중 감각 통합에 대하여 

정신물리학적 실험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장에서는 

감각 저하가 발행하였을 때 균형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운동 

지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보자 직접적인 평가 방법이 될 것인

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저하된 피부 감각이 운동 지각과 

운동 제어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저하된 감각에 의하여 

운동 방향 지각 역치와 기존에 운동 능력 평가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어오던 압력 중심이 받는 영향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를 통하여 운동 지각을 평가하는 것이 압력 중심

에 비하여 보다 민감하고 직접적인 감각 저하 평가도구로 사용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발바닥 감각을 향상시켰

을 때 운동 지각 또한 향상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역치 이하 수준의 기계적인 잡음을 운동 지각이 저하된 

경우에 적용하여 그 변화를 관찰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들로부

터 유추한 실험 설계시의 가정과는 달리, 특정 수준의 잡음이 

주어졌을 때 운동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내부 

모델의 존재나 또는 실질적으로 추계 공명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감각과 운동 지각을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감각 정보사이

에 다른 경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4장에서는 감각 치환 현상

을 이용하여 추가적임 감각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이 정보를

운동 지각에 통합되어 사용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신체의 흔들림 정보를 촉각 정보로 치환하여 제공하였을 때 

신체의 선형 운동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주어진 

조건에서 운동 지각 능력이 향상된 청년군 실험에 의하여 추가

로 제공되어진 감각 정보가 운동 지각에 통합되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인군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청년군과 

달리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노화로 인하여 감각 통합

과정의 유연성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한다. 5장에서는 시스템 

관점에서 감각 통합을 통하여 운동 지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정량화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감각 충돌 상황에서 감각 통합에

의한 운동 지각을 모델링 하였고, 이때의 감각 가중치 재분배

현상을 정량화 하였다. 감각 가중치는 감각의 상태에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의식적인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결

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을 사용하여, 운동 지각과

감각 저하에 따른 균형 능력 평가에 있어서 보다 정량적인 분석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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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신경역학모델을 이용한 표면근전도 인터페이스 연구

Surface electromyography interface study with neuromechanical models

최근 고령 및 장애 인구 증가에 따라, 이들의 퇴화되거나 상실

된 운동능력을 보조할 수 있는 외골격 및 의수 로봇 등의 보조

기계 개발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보조기계 개발 기술 발전에 

비해 인터페이스 기술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사람의 

의지로 자연스럽게 기계를 조작할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은 보조기계를 사용해 노약자/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데 핵심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노약자/장애인의 운동능력

이 퇴화/상실되더라도 뇌의 운동 영역을 담당하는 기능은 저하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체신호의 활용은 인터페이스를 구현

하는데 좋은 수단이 된다. 생체신호 중 표면 근전도는 근육을 

수축시키기 위해 뇌에서 발생된 운동명령 신호가 척추를 거쳐 

근육에 도달해 발생되는 활동전위들이 중첩된 신호를 피부표

면에 센서를 부착해 측정하는 방법이며, 여타의 생체신호 중 

비침습적으로 신호 대 잡음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근육을 

기계적 시스템으로 간주했을 때, 근전도가 시스템 입력신호라 

하면 사람의 운동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근육의 힘 및 관절의

움직임은 시스템 출력으로써 근전도로부터 사람의 운동의지를 

추정하기 위한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근전도를 측정해 

사람의 운동의지를 해석할 수 있는 모델들을 제안하고 검증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근전도의 발현 원리를 기반으로 

근수축에 동참하는 운동단위의 양을 대변하는 펄스신호를 추

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근육의 기계적 성질을 모사한 생체역

학 모델을 이용해 추출된 펄스 신호로부터 관절 힘을 추정할 

수 있음을 검증한다. 둘째, 유니버셜 조인트로 모사되는 손목

의 부드러운 움직임 의도를 근전도 신호로부터 추정하기 위한 

비음수근협동행렬을 제안한다. 이는 중추신경계가 다자유도

의 근골격계를 제어하기 위해 개별적인 근육을 각각 제어하기 

보다는 다수의 근육을 하나의 모듈로 구성하여 다수의 근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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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제어한다는 근협동 모델을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것이

며, 이 모델을 이용해 근전도로 손목의 부드러운 움직임 의도를 

추정할 수 있음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근전도 기반의 보조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개발했으며, 사지마비 환자에게 적용하

여 Fitts' law 사용성 평가를 수행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세영 2011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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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모델을 이용한 인체 균형 및 보행 제어 조정성에 관한 연구

Human posture and gait control adjustability described by dynamic model

본 연구에서는 다이내믹 모델을 이용하여 인체의 자세 균형 

및 보행 능력을 제어 조정성 (Control adjustability)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어 조정성이

란 인체가 균형을 유지하거나 보행을 지속하기 위해 외란의 

크기나 종류, 또는 보행 속도에 따라 제어 방법을 적합하게 

바꾸는 능력을 의미한다. 제안된 기법을 통해 직립 자세에 가해

지는 외란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빠른 속도로 보행해야 할 때 

인체의 자세 제어 방식이 어떻게 또는 왜 변화하게 되는지 고찰

하였다. 직립 자세에서의 균형유지 기전을 정량적으로 설명하

기 위해 두 개의 링크로 구성된 역진자 제어 모델이 도입되었

다. 인체의 자세 균형 메커니즘은 감각신호 피드백을 통해 중추

신경계가 근육에 운동 명령을 전달하여 움직임 에러를 보정하

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피드백 제어 시스템을 갖는 

역진자 모델과 비교하면 센서로부터 상태를 읽어 들여 상태 

오차를 계산한 후, 이를 보정하기 위해 보상 토크를 발생 시키

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 때, 중추 신경계의 운동 명령은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도 특성을 나타내는 피드백 게인 

(Linear time-invariant feedback gain)에 대응될 수 있으며, 

게인 값은 관절 토크 발생에 각각의 상태 오차가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게 되는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외란의 크기에 따른 

상. 하체의 움직임 및 관절 토크의 발생을 역진자 모델을 통해 

재현한 후 피드백 게인 값의 변화를 관찰하면, 제어 조정성 

측면에서 인체의 자세 전략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제안

된 기법을 이용하여 청년군, 노인군, 파킨슨 환자군의 지지면 

외란 (support surface translation)에 대한 균형 응답 특성을 

비교 분석 하였으며, 파킨슨 환자군의 비정상적 균형 응답 특성 

(Postural abnormality)이 유연하지 못한 자세 전략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피드백 게인 값의 변화 (Feedback gain 

scaling)를 통해 설명하였다 (in chapter 2). 또한, 지지면 미끄

러짐과는 달리 후방에서 상체에 직접적으로 충격 (Back push)

이 가해졌을 때 외란의 크기 증가에 따른 청년군의 자세 전략 

변화를 정량화하였다 (in chapter 3).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체의 보행 전략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정량적으로 설명하

기 위해 무게중심 (CoM), 스프링 (Spring), 댐퍼 (Damper), 

곡선형 발 (curved foot)로 구성된 보행 모델 (Compliant 

walking model)을 제안하였다 (in chapter 4). 곡선형 발은 보

행 시 압력중심 (CoP)의 이동을 모사하기 위해 도입 되었으며, 

스프링과 댐퍼는 각각 다리의 강성 (Effective leg stiffness)과

댐핑 (damping)에 대응 된다. 이 때, 다리 (Effective leg of 

compliant walking model)는 길이 방향으로 변위를 발생시켜 

무릎 관절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게중심의 궤적을 모

사할 수 있게 해준다. 보행시 인체의 무게중심과 지면반력의 

궤적을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현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다리의 강성과 댐핑을 측정하였다. 보행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리의 강성과 댐핑이 증가하고, 보행 속도에 상관없이 한발 

지지 구간 (Single support phase) 의 지속 시간 (duration 

time)이 다리의 진동 주기와 잘 맞아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 

되었다. 이를 에너지 (Walking energetic)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해 보행 모델을 이용하여 보행 속도와 다리의 강성 변화에 

따라 충돌 직전에 다리에 저장되는 추진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파라미터 스터디 (Parameter study) 결과 빠른 보행에는 더 

많은 추진 에너지가 필요하였으며, 해당 보행 속도에서 추진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강성이 모델을 통해 계산된 피험자의 강

성과 유사한 값을 지니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충돌 때 사용

되는 추진 에너지를 최대화하기 위해 인체가 보행 속도에 따라 

다리의 강성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자세 균형 및 보행의 제어 조정성 정량화 기법은 노인이

나 환자군의 균형 혹은 보행 이상을 모델 파라미터의 변화를 

통해 정량적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재활이나 훈련을 

통해 향상되는 기능의 추이 또한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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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기상측정을 위한 고진동 둔감 특성 광섬유 점회절 간섭계 

Large vibration-desensitized fiber-optic point-diffraction interferometer for on-machin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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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어레이를 이용한 음장 재현

Sound field reproduction by using an array of loudspeakers

본 연구는 다수의 스피커로 구성된 어레이를 이용하여 한정

된 제어 영역 내에 원하는 음장을 재현하는 방법을 다루었다.. 

원하는 음장이란, 영화나 컴퓨터 게임에서 특수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음장 또는 콘서트 홀이나 스타디움과 같은 실제 장소

의 음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음장을 스피커 어레이를 이용하여 

있는 그대로 물리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면, 그 음장 내에서 

소리를 듣는 청자는 원하는 음장에서 듣는 것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청자 개개인의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이 원하는 음장을 제어 영역 내에 물리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접하기 쉬운 기존의 상용화된 5.1채널, 7.1채

널 등의 다채널 스피커 시스템과 비교하면, 기존의 시스템은 

한 점(sweet spot)만을 제어하고, 음장을 단순화시켜서 모사

하는 반면, 본 연구의 방법은 제어 영역에서 원하는 음장과 

같은 음장을 물리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

는 음장 재현을 원하는 음장의 종류에 따라 가상 음원 렌더링 

(virtual sound source rendering)과 음장 복사(sound field 

duplication)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가상 음원 렌더링은 원하

는 음장이 영화나 컴퓨터 게임에서 특수한 효과를 위해 이용되

는 음장인 경우이다. 가령 총을 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총의 가상 위치에서부터 발생하여 전파하는 총소리의 음파를 

재현해야 한다. 이렇게, 가상 음원에서 발생하여 제어 영역 

내에서 전파하는 음장이 원하는 음장이고, 가상 음원 렌더링은 

이러한 음장을 재현하는 방법이다. 반면, 음장 복사는 원하는 

음장이 콘서트 홀과 같은 실제 장소에서의 음장인 경우이다. 

콘서트 홀과 같은 장소에서 일정 영역을 선택하고 그 영역 내

에 형성되는 음장이 원하는 음장이고, 음장 복사는 이러한 음

장을 재현하는 것이다. 가상 음원 렌더링 방법에서 가상 음원

의 위치가 주어지므로 원하는 음장도 주어지는 반면, 음장 복

사 방법에서는 원하는 음장을 측정을 통해 알아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가상 음원 렌더링을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

서는 파수 영역에서 원하는 한 점에 음 에너지를 집중하여 평

면파를 형성하는 방법을 다룬다. 이 방법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것으로, 구형 조화 함수 전개(spherical harmonics

expansion)를 이용하여 제어 영역을 둘러싸는 스피커 어레이

각각의 크기와 위상 정보를 구하였다. 본 방법은 스피커를 단

극 음원이나 쌍극 음원으로 가정하지 않고 역행렬 연산 없이

구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을 통해 스피커 사이의 간격

과 제어 영역과 스피커 간의 거리 차이를 보상할 수 있고, 평면

파가 아닌 임의의 입사 음파를 형성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음장 복사를 위한 방법으로는 산란체 표면에서의 음압을 매칭

시키는 방법을 다루었다. 여기서 산란체란 제어 영역과 같은

모양과 크기를 갖는 물체로, 표면 음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표면에 마이크로폰이 설치된다. 이 산란체를 실제 공간의 선택

영역에 두고 그 표면 음압을 측정한 뒤, 스피커 어레이를 이용

하여 그 표면 음압을 같도록 제어함으로써 원하는 음장을 재현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산란체 표면의 음압이 산란체를 두

지 않았을 때의 내부 음장을 결정한다는 사실에 근거하며, 이

사실이 산란체의 모양에 관계없이 수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이

방법은 음장 자체를 재현하므로 잔향까지 따로 고려하지 않아

도 재현이 가능하며 산란체 모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늘날 대형 광학계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

황이다. 이러한 대형 타깃을 제작하는 경우 가공과 측정의 과정

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가공기 위에

서 측정을 직접 수행하는 기상측정(機上測定)이 필요해진다. 

한편 이러한 대형 타깃을 측정하는 경우, 광간섭계 방법이 그것

의 성능과 측정 용이성 때문에 가장 좋은 측정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간섭계를 이용하여 가공기 위에서 

측정을 진행하는 경우, 주변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

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 가장 훌륭한 

성능을 보이는 간섭계 중의 하나로 공통 경로를 이용한 광섬유 

점회절 간섭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회절 간섭계는 기준 

파면의 광량이 타깃 진동에 의해 변화하며 큰 진폭의 진동에는 

대응이 안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 

핵심 기능으로부터 광섬유 점회절 간섭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기능으로 진동에 대한 허용량을 높이기 위해 벤드

로스 기술을 적용한 다중 모드 광섬유를 점회절 장치로서 사용

한다. 두 번째 기능으로 광섬유 출력단에 광량 증폭 및 안정화

를 위해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한 주입 잠금 장치를 사용한다.

언급한 두 개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진동 둔감 특성의 광섬유 

점회절 간섭계를 얻을 수 있었고 실험을 통해 이것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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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고분해능 LIDAR 기술

High resolution lidar system with a femtosecond pulse laser

본 연구에서는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고분해능 비행시간법 

(time-of-flight) 기반 절대거리측정 및 퓨리에 변환 분광 기술

을 이용한 라이다 기술을 구현하였다. 펨토초 레이저는 시간영

역에서 좁은 펄스폭을 가지고 주파수 영역에서는 넓은 밴드폭

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은 각각 고분해능 절대거리 측정

과 광대역 분광기술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기존의 비행시간법

거리 측정은 펄스가 발사된 기준 시점과 측정대상물에서 반사

되어 되돌아온 펄스의 검출시점 사이의 시간차를 측정하여 거

리를 측정하는 원리이다. 이러한 비행시간법 거리측정은 

수m~수백km영역의 긴 영역에서 거리 모호성(distance 

ambiguity) 없이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비교적 

구현이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조선 산업, 항공 산업과 같은 

거대제조업 분야에서의 3차원 형상 측정을 비롯하여 토목, 건

축, 도시개발에 필요한 지상기반(groundborne) 또는 비행체기

반(airborne)의 측지측량 (geodetic survey)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 시스템(SLR), 레이저 고도

계(laser altimeter) 및 인공위성간의 거리측정과 같은 우주개

발 분야에도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방식

의 비행시간법 측정은 펄스간 시간차 측정을 위해 광 펄스를 

전기적인 펄스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광검출기 및 전자회

로의 수 ps 수준의 반응속도에 제한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거리 측정 분해능이 수 mm 수준으로 제한되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거리측정 시 분해능을 수 ㎛ 이하로 가져가기 

위해 10-15 초 수준의 좁은 펄스 폭 및 높은 첨두출력 (peak 

power)을 가지는 펨토초 레이저와 펨토초 펄스의 시간차를 정

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광상호상관(optical cross-correlation)

를 이용하여 고분해능 비행시간법 절대거리측정원리를 구현하

였다. 구현된 고분해능 비행시간법 절대거리측정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실 환경의 약 1.5 m 거리에서 기존의 레이

저 간섭계와의 비교를 통해 10 nm 수준의 분해능을 보였다. 

또한 장거리에서의 분해능 검증을 위하여 KAIST 캠퍼스 내 

약 0.7 km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약 150 nm 의 

측정 분해능 성능을 보였으며 이때 분해능의 한계는 외부환경

에 의한 잡음이 주된 요인이다. 이러한 외부환경 잡음 요인이

없는 진공상태에서는 알란편차 (Allan deviation)를 이용하여 

분해능을 측정거리 및 평균시간(averaging time)에 따라 분석

한 결과 10 ms 수준의 평균시간에서는 8.7 nm 그리고 1 초의 

평균시간에서는 1.1 nm 수준의 분해능 도달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존의 분광기술의 경우에 퓨리에 변환 분광은 

광대역에서 한 번의 측정을 통해 전체 스펙트럼 획득이 가능한 

퓨리에 변환 분광기술이 큰 장점이 있으나 고분해능 구현을 

위해서는 마이켈슨 간섭계의 긴 기계적 이송과정이 필요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퓨리에 변환 분광기술에서 빠른 시간

에 고분해능 및 광대역 분광을 위해 광섬유 기반의 마이켈슨 

간섭계와 펨토초 레이저를 적용하였다. 구현된 광섬유 마이켈

슨 간섭계는 기준팔과 측정팔의 길이에 서로 큰 차이가 있으며 

이때 광원 반복률을 주사(sweeping) 하게 되면 광검출기에서 

펄스간의 시간차 주사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계적 이송

없이 큰 펄스 간 시간차 주사가 가능하게 되고 광섬유 길이차를

크게 줄 경우 더 높은 분해능 획득이 가능하다는데 큰 장점이

있다. 구현된 퓨리에 변환 분광기의 성능 평가를 위해 10 m 

정도의 기준 팔, 측정팔의 광섬유 길이차를 준 간섭계를 구현을

하였으며 이는 약 9 GHz 수준의 광주파수 분해능 성능을 보인

다. 이러한 분광기를 이용하여 약 100 GHz 수준의 흡수선을 

갖는 광섬유 브래그 격자의 스펙트럼을 성공적으로 분해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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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변형률 및 변형률 속도를 고려한 차체 강판의 인장/압축 경화 거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ension/compression hardening behavior of auto-body steel sheets considering the pre-strain and the strain rate

본 연구에서는 초기 변형률 및 변형률 속도에 따른 인장/압축 

실험을 통하여 차체 강판의 경화 거동을 관찰하고 

Two-surface 모델을 이용하여 경화 거동을 모사하였다. 이러

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

다. 차체 강판의 인장/압축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

장/압축 실험 기법을 조사하고 각 실험 기법의 장단점을 분석하

여 기존의 인장/압축 실험 기법을 개선한 실험 기법을 구성하였

다. 인장/압축 실험 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

는 시편의 좌굴이다. 이를 해결하고 원하는 소성변형률 영역에

서 인장/압축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편을 새롭게 설계 하고 

각 소재에 적합한 가압력을 계산하였다. 시편의 형상을 설계하

기 위하여 Secant formula와 Euler method를 도입하여 L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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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W형 좌굴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시편 형상을 제안하였다. 

이후 설계된 시편의 형상을 바탕으로 박판 성형 공정 시에 플랜

지(Flange)의 주름(Wrinkling)을 방지하기 위한 가압력 계산식

을 도입하여 각 소재의 목표 소성변형률 영역에서 실험을 수행

하기 위한 가압력을 이론적으로 계산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하

여 설계된 시편 형상과 가압력을 바탕으로 압축 코일 스프링과 

볼트-너트를 이용한 간편하고 실험하기 편리한 인장/압축 실험 

지그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제작된 실험 지그는 가압력을 조

절할 수 있음과 동시에 단순하고 편리하게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때 실험 지그에 사용된 스프링의 

압축 실험을 수행하여 재연성 및 스프링 상수 편차를 확인함으

로써 실험 지그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제작된 실험 지그와 

동적 피로재료시험기인 INSTRON8801을 이용하여 초기 변형

률 및 변형률 속도에 따른 인장/압축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을 수행하기에 앞서 동적 피로재료시험기인 INSTRON8801의 

구동 변위에 따른 속도 응답을 평가하고 구동 변위에 따른 한계 

변형률 속도를 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초기 변형률 및 변형

률 속도에 따른 인장/압축 실험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다양한 

조건에서 초기 변형률 및 변형률 속도에 따른 인장/압축 실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구동 변위 1 mm에서 변형률 속도에 따른 주

기 하중 실험을 수행하였다. 측정된 하중-변위 선도를 바탕으

로 인장 및 압축 영역에서 하중의 최대값 및 최소값을 측정하였

다. 이를 통하여 SPCC 강의 경우 주기적 경화가 나타나며, 

DP590 강의 경우 주기적 연화가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이와 

동시에 SPCC의 경우 변형률 속도의 증가에 따라 주기적 경화

가 둔감해지며, DP590 강의 경우 변형률 속도의 증가에 따라 

주기적 연화가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주기적 경화 혹은 

연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온도에 의한 응력 감소를 계산하

였으며 이를 통하여 변형률 속도에 따른 주기적 경화 혹은 연화 

현상에 대한 원인을 변형 경화와 온도 연화의 관점에서 분석하

였다. 위에서 결정된 초기 변형률 및 변형률 속도에 따른 각 

실험 경우에서 인장/압축 실험을 수행하고 하중-변위 선도를 

측정하였다. 인장/압축 하중 변위 선도를 진응력/진변형률 선

도로 정확하게 변환하기 위하여 변형률, 마찰, 이축성에 관한 

교정을 수행하여 초기 변형률 및 변형률 속도에 따른 진응력/진

변형률 선도를 확보하였다. 초기 변형률 및 변형률 속도에 

따른 인장/압축 경화 거동을 보다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

여 Bauschinger율을 계산하고 과도 거동을 비교하였다. 

Bauschinger율의 경우, 초기 변형률이 증가할수록 

Bauschinger율이 감소하며 변형률 속도가 증가할수록 

Bauschinger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과도 거동의 

경우, 초기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과도 거동의 기울기가 

증가하며 변형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과도 거동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관찰하였다. 초기 변형률 및 변형률 속도에 

따른 인장/압축 경화 거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Two-surface 모

델을 도입하였다. 이때 인장 및 압축 영역에서 간격 함수의 근

사를 수행하고 Two-surface 모델을 이용하기 위한 간격 함수

의 계수를 확보하였다. 이후 Two-surface 모델을 이용하여 초

기 변형률 및 변형률 속도에 따른 인장/압축 경화 거동을 근사

하였으며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Two-surface 모델에서 경화 거동을 근사하기 위한 식에 변형

률 속도 민감도 항을 추가하여 초기 변형률 및 변형률 속도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Two-surface 모델을 수정하였다. 수

정 Two-surface 모델을 이용하여 초기 변형률 및 변형률 속도

에 따른 인장/압축 경화 거동을 근사하였으며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상기 연구는 향후 박판 

성형 공정의 수치 해석 시에 초기 변형률 및 변형률 속도에 

따른 인장/압축 경화 거동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성형 제품의 응력 상태를 보다 정확히 계산함으로써 스프링백

의 정확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지연 2011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윤성기

국문 : 

영문 :

스플라인 유한요소법에서의 접촉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act analysis in spline finite element method

본 연구에서는 스플라인을 기반으로 모델링, 해석 및 최적 

설계를 통합하는 CAD-CAE 통합의 일환으로 스플라인 유한요

소법에서의 접촉해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CAD로 모델

링 된 접촉 모델에 대해 근사화 과정 없이 직접적으로 접촉해석

을 수행하는 CAD-해석의 연계 가능한 절차를 제안하였다. 이

러한 스플라인 유한요소법에서의 접촉해석은 기존 유한요소 

근사화에 기반한 접촉해석 방법이 근원적으로 가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존의 접촉해석방법은 접촉면을 유한요소로 

근사화 하여 근사화된 접촉면을 기준으로 해석을 수행하므로 

근사화에 의한 오차가 필수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접촉 해석

에서 중요한 정보의 접촉면의 법선 벡터가 유한요소로 근사화

된 접촉면에서 정의되고 요소 사이에서 법선 벡터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해석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쳤다. 스플라인 유한요소

법에서 접촉해석을 위한 방법으로 불일치 요소 해석 기법 중 

불일치 계면에 약형의 연속성을 부여하는 모르타르 법을 도입

하였다. 이 때 모르타르 조건을 성공적으로 부여하기 위하여 

스플라인의 기본 연산자 중 하나인 점 역산법(point inversion

method)을 도입하였다. 점 역산법은 non-mortar 면의 적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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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mortar 면에 대응시키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그리고 

접촉 판정 기준을 도입하여 활성 접촉면과 비활성 접촉면을 

효율적으로 구분하고 실제 접촉면의 탐색을 위하여 스플라인 

기본 연산자 중 하나인 매듭 추가 기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스플라인 유한요소법에서의 접촉해석을 검증하기 위하

여 몇 가지 수치예제에 적용시켰다. 먼저 접촉문제에 대한 패치

테스트에 통과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정해가 있는 억지 끼워 맞춤 문제와 Hertzian 접촉 문제

에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제안된 방법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특히 곡면으로 이루어진 접촉면에서 접촉이 발

생할 때 기존 유한요소 기반 해석기법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자유도로 정확한 결과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박진영 2011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오준호

국문 : 

영문 :

작동기의 수가 부족한 자율 무인 잠수정의 도킹 유도

Guidance law for docking of an underactuated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본 논문은 작동기의 수가 부족한 무인 잠수정의 단방향 수중 

도킹을 위한 유도 기법에 관한 연구이다. 해양 탐사 장비의 하

나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자율 무인 잠수정(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이다. 이러한 무인 잠수정은 외부와의 어

떠한 물리적 연결이 없이 해저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는 

등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수행한다. 잠수정의 임무 수행 가능 

반경 및 데이터 저장량은 잠수정에 내장된 전원과 메모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런 제약을 줄이며 임무 수행 효율을 높이

기 위해 수중에 도킹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여기로 잠수정이 

귀환/도킹하여 배터리를 재충전 받고 모선(Mother ship) 또는 

기지와의 통신을 하도록 하는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도킹 스테이션에 자율 무인 잠수정이 안전하게 도킹하기 위해

서는 정확한 유도 기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작동기의 

수가 부족한 무인 잠수정과 단방향 접근만을 허용하는 도킹 

스테이션을 대상으로 도킹을 위한 유도 기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무인 잠수정의 운동 특성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작동

기의 수가 자유도의 수보다 적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가느다란 

몸체(Slender body)를 갖고 선미에 십자형으로 상하 방향타 

및 좌우 승강타가 장착되고 제일 후미에 하나의 프로펠러 추진

기를 갖는 형상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잠수정은 해류 등 외란이 

있는 경우 Drift가 발생하며, 진행방향(Course)와 선수방향

(Heading)이 달라지게 된다. 단방향 도킹은 항공기의 착륙과 

유사하며 도킹 순간 잠수정과 도크 간 위치, 자세, 속도에 대한 

제약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Drift가 있는 

경우에는 자세와 속도 간 제약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매우 어려워지는데 본 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먼저 작동

기의 수가 부족한 무인 잠수정의 수학적 모델링 및 외란에 대한 

모델링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대상이 되는 잠수정의 운동 특성

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으로 단반향 도킹 만을 허용하는 도킹 

스테이션을 모델링한다. 많은 실제 사례에서 깔때기 형상 입구

를 도킹 스테이션에 장착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채꼴 도형을 

이용하여 이러한 깔때기 형상 입구를 모델링하고 성공적인 도

킹을 위한 제약 조건을 찾아낸다. 도킹을 위한 제약 조건은 크

게 위치, 자세, 속도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채꼴 

영역은 도킹을 위해서는 잠수정이 제약 조건을 만족하며 반드

시 지나가야 하는 영역이 되며 이는 도킹 성공을 위한 충분조건

이 된다. 또한 향후 실해역 도킹 시도를 위한 첫 단계로서 테스

트베드 플랫폼 AUV를 이용한 수조 도킹 실험을 소개한다. AUV

가 도크를 식별하기 위한 장치로서 Visual navigation system을

구축했으며 적절한 영상처리를 통해 도크의 중심점을 추정하도

록 하였다. 또한 집적된 시스템을 검증하고 도킹에 유효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 수조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단, 이 경

우에는 해류는 없는 상황이었다. 해류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해류의 방향 및 빠르기를 추정할 필요가 생기는데 본 연구에서

는 잠수정의 Kinematics로부터 외란을 추정할 수 있는 비선형

관측기의 설계를 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했다.

마지막으로 해류가 있는 상황에서 잠수정이 앞서 기술된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도킹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 기법을 제안한

다. 소개되는 유도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Path following 기법을 향상시킨 방법이다. 기존

의 방법을 이용하면 해류가 있는 상황에서 기준 경로를 추종하

기 위해서 Drift angle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도크까지 

Crabbed approach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Drift angle을 유지한 

채로 도크와 만나게 되면 도킹에 실패한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킹 직전에 이런 Drift angle을 제거하는 

최종 정렬 유도를 하도록 했다. 두 번째 방법은 기존의 Linear

Terminal Guidance 기법을 수정했다. 기존의 방법은 목적지 

근처에서 위치 오차 및 자세 오차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 제어를 하도록 하는데, 해류가 있는 상황에서는 목적

지 근처에서 자세 오차를 만족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류 관측기에서 관측된 해류 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보상할 수 있는 항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해류가 있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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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위치 및 자세에 대한 오차를 동시에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유도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유도 기법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성능을 검증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임수철 2011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권동수

국문 : 

영문 :

진동주파수 변화가 진동 촉각 지각에 미치는 영향

Frequency modulation effect on the vibrotactile perception

사람의 감각 수용기로부터 질감을 지각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크게 자극의 세기, 자극의 주파수, 자극의 파형, 자극지속시간, 

자극의 위치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그 중 진동 자극의 세기

와 주파수는 질감을 지각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자극의 세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극의 높이

의 변화를 사람이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하

지만 자극의 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질감지각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극의 진동주파수 

변화가 질감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

다. 2장에서는 진동주파수 변화를 이용하여 다양한 진동 자극

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주파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진동자극을 만드는 것에 대해 조사하기에 앞서서, 실험

을 통해 각 주파수에서 사람이 0.5, 1, 2mm의 자극 크기를 

갖는 진동을 인지할 수 있는 진동자극 높이에 대한 역치 값 

(threshold)을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역치 값은 주파수 변화

에 따라250Hz에서 가장 작은 역치 값을 갖는U 모양의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역치 값은 자극의 감각레벨(sensation level)과 

연관되어 있다. 자극의 높이가 커짐에 따라서 감각레벨 역시 

커지게 되고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질감지각의 변화를 생성해 내었다. 이와 비슷하게 주파수가 증

가함에 따라서도 감각레벨이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특성을 이용해서 2.2장에서는 주파수의 변조가 감각레벨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감각레벨의 변화로 인해 사람들은 자극의 

높이가 변화된 것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2.3장에

서는 작은 주파수 변조에 의해서 간섭이 생성되는 맥놀이 현상

을 촉각적인 측면에서 지각하는데 적용하였다. 1mm의 간격을 

두고 다른 곳을 자극 하게 되더라도 두 개의 자극은 간섭이 

생겨 맥놀이가 나타나고 이러한 맥놀이 현상으로 인해 사람들

은 저주파의 느낌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사람이 맥놀이가 인지 가능한 자극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포락주파수(envelope frequency)와 반송주파수

(carrier frequency)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이에 덧붙여 인지 

관점에서 일반진동으로부터 맥놀이 자극으로의 변화를 쉽게 

인지 할 수 있는 맥놀이에서의 반송주파수에 대해서 실험하였

다. 실험 결과로부터 사람은 반송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낮은 

진동높이의 역치 값에도 쉽게 맥놀이를 인지할 수 있었고 10Hz

에서 15.8Hz 사이의 포락주파수 값을 가지는 맥놀이가 사람이

가장 쉽게 일반진동으로부터 맥놀이현상으로의 변화를 인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휴대

형 단말기에서 자동차 시뮬레이터에 맥놀이 현상을 적용하여 

다양한 노면으로부터의 진동과 자동차 엔진 느낌의 진동을 조

건에 따라 피드백 하는 기법을 응용하였다. 추가적으로 맥놀이

를 이용한 다른 장치간의 접촉을 통한 간단한 사회적 상호작용

기법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2장에서 보인 주파수 

변화를 통한 다양한 진동 자극을 바탕으로 진동 자극을 공간상

에서 움직여서 동적인 진동자극을 만들었다. 3.1 장에서는 주

파수의 변화에 따른 감각레벨이 다른 것을 밝힌 2.2 장에서의

내용을 동적 진동자극으로 확장한 것이다. 자극의 주파수의 변

화를 이용해 사람의 손가락에서 흐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현 운동(apparent movement)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질감제시가 가능한 마우스를 

이용해, 커서의 위치에 따른 높이가 변하는 모양을 인지 할 수

있음을 보였다. Appendix A에서는 양 손에 서로 다른 진동 자

극을 주었을 때 두 손의 진동 자극에 따른 감각레벨의 차이에

의해 두 손 사이의 특정 지점에서 자극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현상을 실험을 통해 관찰하였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자극

을 한 손에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움직임을 생성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양손에서 맥놀이 현상이 일어날 때 반송주

파수에 따라 감각레벨이 차이가 생성되어 낮은 주파수의 느낌

이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흘러나는 느낌을 생성 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안범모 2011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김정

국문 : 

영문 :

전립선 이상조직 검출을 위한 로봇 촉지 및 생체조직 특성화
Inclusion detection with robotic palpation and mechanical property characterization for prostate abnormal tissue detection

촉지는 빠르고, 안전하며,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 료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나, 의사의 숙련도 또는 환자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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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상현 2011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김승우

국문 : 

영문 :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정밀거리측정을 위한 분산 보상 제어에 관한 연구

Dispersion compensation control for precision distance measurement using femtosecond laser

이 논문은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정밀거리측정의 분산보

상제어에 관한 연구이다. 긴 거리뿐만 아니라 위성레이저레인

징에서 mm보다 더 좋은 정밀도를 얻기 위하여 네오디늄 야그 

레이저 (Nd:YAG) 레이저 보다 더 좋은 분해능을 갖고 있는 펨

토초 레이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넓은 스펙트럼 때문

에, 공기 중에서 펨토초 레이저의 펄스 폭은 퍼짐 현상이 발생

한다. 그러므로 펨토초 레이저의 분산 보상은 위성러이저레인

징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 펨토초 레이저의 분산 보상 

제어에 대하여 분석하고 실험하였다. 큰 일정한 분산은 분산보

상광섬유를 사용하여 보상하며, 작은 실시간 분산을 위한 정밀

한 보상은 프리즘 쌍을 사용하였다. 실시간 분산 보상 시스템의 

안정도는 표준편차로 7fs 로 측정이 되었다. 36.5 fs 펄스 폭 

변화를 갖는 유리 블락(BK7)을 이용하여 펄스 폭 변화를 주었

을 때 400 fs의 목표 제어 폭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펄스 폭 

제어 실험을 수행한 결과 400 fs로 제어가 잘 됨을 확인하였다.

긴 거리 측정에서 단일모드광섬유 (SMF)와 분산보상광섬유 

(DCF) 조합이 사용되었으며, 펄스 폭은 250 fs 제어 펄스 폭에

대하여 247.3 fs 로 측정되었으며, 표준편차는 11.3 fs 로 측정

되었다.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주관적인 결과) 정량적인 

결과를 얻기 힘들다. 특히, 전립선 암 진단 시 손가락을 직장에 

삽입하여 전립선 조직에 촉지를 가함으로써 이상 조직 유무를 

판단하는 직장수지 검사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봇 촉지를 이용해서 

생체 조직의 기계적 거동 (객관적인 정보)을 측정하고 유한요소

법 기반의 물성 규명을 통해서 조직의 물리적 특성 (정량적인 

정보)을 구함으로써 전립선 조직 내의 이상 조직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으며, 이를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로

봇 촉지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를 수행했다. 첫 번째 수행한 연구는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

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촉지 법(scanning & sweeping)을 제안

했으며, 함유물 (inclusion)이 들어 있는 실리콘 조직을 이용해

서 로봇 촉지 실험을 수행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실리콘 조직

의 객관적인 정보를 획득했으며, 그 결과 함유물의 유무를 판단

할 수 있었다. 또, 유한요소법 기반의 물성 규명과 실험 결과를 

이용해서 조직의 물리적 특성을 획득했다. 그 결과 획득한 실리

콘 조직의 특성이 이미 알고 있던 물성 값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조직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함유물을 검출하고 함유물의 정량

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을 검증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로봇 촉지 및 물성 규명을 통해 얻은 조직의 물성 정보를 비교할 

때 기준으로써 사용하기 위한 전립선 정상 및 종양 조직의 물성

을 나타내는 물성맵을 제안했다. 전립선 조직의 물성을 획득하

기 위해서 세브란스병원에서 근치적 전립선-정낭 적출술을 시

행 받은 35명의 전립선 암 환자의 전립선에 대한 ex vivo 실험을 

수행했다. 특히, 기존 연구와 다르게 직장수지 검사 시 만져지

는 전립선 후부 면을 여러 구간 (21곳)으로 구분하고, 각 위치에 

로봇 촉지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결과를 이용해서 각 위치 별 

물성을 획득했다. 그 결과 모든 위치에서 종양 조직의 물성이

정상 조직의 물성에 비해서 약 1.5 ~ 2배 정도 크게 나타났으

며, 전체 평균 탄성계수 값이 종양 조직은 28.8 kPa, 정상 조직

은 15.3 kPa 이며, 두 값은 통계적으로 완전히 다른 집단임을

검증했다. 또, 전립선 형상 정보를 고려한 3D nonlinear 

surface fitting을 통해 전립선 정상 및 종양조직의 물성을 나타

내는 물성맵을 개발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촉지 모듈과 구동 모듈로 이루어진 

로봇 촉지 시스템을 개발했다. 촉지 모듈은 와이어구동방식을

이용해서 sweeping 촉지를 가해줄 수 있게 개발했으며, 조직과

촉지 모듈 끝 사이에서 발생되는 반력 정보를 측정하기 위해 

힘 센서를 개발해서 부착했다. 구동 모듈은 3자유도의 구동 시

스템을 이용해서 3차원 공간에서 촉지 모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했으며, 촉지 모듈을 직장을 통해 삽입할 경우 항문에

서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중 평행 사변형 

(double parallelogram)구조를 이용해서 원거리 중심 (remote

center)을 만들어 주었다. 개발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함유물이 들어 있는 실리콘 조직을 이용해서 로봇 촉지 

실험을 수행했다. 그 결과 함유물이 있는 조직과 없는 조직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었으며, 앞서 검증한 물성 규명을 통해 함

유물의 객관적이며 정량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통해 전립선 이상 조직을 검출할 수 있음을 검증했

다. 이외에도 동물 및 사체를 이용한 임상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로봇 촉지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

안된 전립선 이상조직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 및 로봇 촉지 시스

템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전립선암을 초기에 정확하게 진단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계공학적 접근 방법이며, 나아가

자궁암 및 유방암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도 적용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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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슬라이딩 모드 기법 기반 강인 외란 관측기 설계

Sliding mode based robust disturbance observer design

제어 시스템에는 외부 외란, 모델 불확실성 및 비선형성 등이 

필수불가결하게 존재하게 된다. 외부 외란이나 모델 불확실성

과 같은 영향은 제어 시스템의 성능뿐만 아니라 안정성에 악영

향을 미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시스템의 

상태변수와 외란 요소를 동시에 예측하기 위한 강인 외란 관측

기에 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많은 강인 관측기 기법

들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강인 외란 관측기는 결함 진단 및 

분리 분야 및 시스템 규명과 같은 분야에 쉽게 적용 가능하여 

그 활용 가치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 외란을 갖는 불확실

성 시스템에 대한 3가지 강인 외란 관측기 설계 기법을 제안하

였다. 우선, 강인 적응 슬라이딩 모드 관측기의 새로운 수렴 

특성인 2위상 순차 수렴 현상에 대한 해석해를 제안하였다. 파

라미터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 조건 없이 설계된 강인 적응 슬라

이딩 모드 관측기의 오차 동역학은 예측 위상과 수렴 도달 위상

으로 이루어진 2위상 순차 수렴 거동을 하게 되며, 이때 예측 

위상의 시간은 파라미터 불확실성의 예측 속도에 비례하게 나

타남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정합 조건을 만족하는 외부 외란을 

갖는 불확실성 선형 시스템에 대한 상태변수와 외부 외란을 

예측하기 위해서 새로운 강인 적응 슬라이딩 모드 관측기 기법

을 제안하였다. 슬라이딩 모드 기법과 강인 적응 관측기 기법의 

결합을 통하여 외부 외란 예측의 강인성을 향상시켰다. 제안된 

방법은 Lyapunov 이론을 통해 강인 안정성이 증명되었다. 수치 

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두 번째로, 입/

출력 외란과 모델 불확실성을 동시에 갖는 비선형 시스템에 

대해 상태변수와 입/출력 외란을 동시에 예측하기 위한 강인 

H_∞ 슬라이딩 모드 디스크립터 관측기(descriptor observer) 

기법을 제안하였다. 디스크립터 관측기는 상태변수 증강 기법

을 통하여 시스템 상태변수와 출력 외란을 동시에 예측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이때의 설계변수는 선형 행렬 부등식을 이

용하여 증강 상태변수와 외란 요소 사이의 $H_∞$ 이득을 최소

화 하면서 설계되었다. 또한 슬라이딩 모드 기법은 제안된 관측

기의 강인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입력 외란을 예측하기 위해 

디스크립터 관측기와 결합하여 설계되었다. 제안된 강인 H_∞

슬라이딩 모드 디스크립터 관측기의 존재성과 안정성을 위한 

충분조건은 선형 행렬 부등식과 Lyapunov 안정성 이론에 의해 

증명되었다. 유연 관절을 갖는 로봇-팔 시스템의 수치 실험을

통한 기존 방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제안된 기법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파라미터 변화와 정합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외부 외란을 동시에 예측하기 위한 슬라이딩 

모드 기반 파라미터 규명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타이어 압력과 

타이어/로드 마찰을 동시에 예측하는 타이어 시스템에 적용하

였다. 제안된 방법은 타이어의 비틀림 강성이 타이어의 압력에

비례하게 변한다는 기존의 연구에 근간했다. 기존의 슬라이딩

모드 기법은 비정합 외부 외란에 대하여 강인 안정성을 보장하

지 못한다는 문제를 극복하며, 동시에 비정합 조건의 외부 외란

을 예측하기 위하여, 제안된 방법은 슬라이딩 모드 기법과 망각 

인자를 갖는 재귀 최소 자승 알고리즘을 결합했다. 슬라이딩 

모드 관측기는 시스템의 상태변수를 예측하는 동시에 시스템 

파라미터 변화량과 비정합 외부 외란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등가 출력 오차 입력(equivalent output error injection)을 계산

한다. 망각 인자를 갖는 재귀 최소 자승 알고리즘은 예측된 상

태변수와 등가 출력 오차 입력을 이용하여 시스템 파라미터 

변화량과 비정합 외부 외란을 예측한다. 타이어 모델에 대한 

수치 실험을 통하여 타이어 압력에 따라 변화하는 타이어 비틀

림 강성과 비정합 외부 외란인 타이어/로드 마찰력 예측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윤홍석 2011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양민양

국문 : 

영문 :

용액 공정에 의한 고효율 고분자 발광 다이오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igh-efficiency polymer light-emitting diodes fabricated by solution processes 

고분자 발광 다이오드는 저가의 유연하고 착용이 가능하며 

대면적의 조명으로서 큰 가능성을 지난 소자이다. 특히, 고분자 

발광 다이오드는 프린팅 기술과 단순한 코팅 공정인 용액공정

을 통해 쉽게 제조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분

자 발광 다이오드의 모든 레이어를 용액 공정을 적용하여 제조

하면 소자의 효율은 크게 저감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분자 발광 다이오드는 용액 공정을 적용한 전자주입층 대신

에 진공에서 증착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 초박막의 전자주입

물질(LiF, CsF, Cs2CO3 등)은 알루미늄 음극과 함께 증착되며 

흡습제 및 봉지공정 없이는 원하는 수명 및 구동 내구성을 내지

못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용액 공정을 적용하여 제조할 수 있

는 고효율의 고분자 발광 다이오드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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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안하는 산화아연 나노파티클과 이온을 이용한 전자주입

층의 도입은 소자의 성능을 크게 증가시킨다. 산화아연 나노파

티클 용액과 이온 용액은 대기중에 상당히 안정하여 이들 용액

은 대기 중에서 쉽게 코팅할 수 있다. 이온 용액은 폴리에틸렌 

옥사이드와 테트라부틸암모늄 테트라플로보레이트를 포함하

고 있으며 이 용액은 산화아연 나노파티클의 레이어 내부로 

쉽게 침투되고, 이온은 영구적인 계면쌍극자를 형성하여 높은 

전자주입장벽을 효과적으로 낮춘다. 소자에 전계가 가해지면 

암모늄 양이온은 음극 쪽으로 그리고 반대극인 음이온은 양극 

쪽으로 정렬하게 되는데 이 현상은 축적된 정공에 의해 촉진된

다. 이렇게 형성된 계면쌍극자는 발광층에서의 보다 우수한 정

공과 전자의 균형을 맞추게 되어 소자의 양자효율을 크게 증가

시키게 된다. 산화아연 나노파티클과 이온의 내부레이어를 채용

하는 소자는 구동전압 4.4V, 휘도 1349 cd/m 2̂에서 9.3cd/A의 

최대 효율을 나타낸다. 소자의 최대 휘도는 구동전압 8.9V에서 

50306 cd/m²에 도달하였다. 최대 효율은 Ca(20nm)/Al(100nm)

의 소자보다 3.5배 이상 높은 결과를 기록하였다. 열과 전계 

처리에 의해 이온분리 현상은 활성화 되는데 이는 산화아연 

내부에 존재하는 이온의 움직임이 열과 전계의 영향 의해 촉진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면쌍극자에 의해 조절되는 일

함수의 변화량이 열과 전계에 의존하는 특성을 관계식의 유도

를 통해 이론적으로 밝혔다. 실제로 대기 중에서 제조한 고분자 

발광 다이오드의 광 효율은 구동하기 전에 실시하는 열과 전계

처리를 통해 4.5cd/A 에서 6.3cd/A로 증대 되어 이론적인 관

계를 검증하였다. 산화아연 나노파티클과 이온을 이용한 내부

레이어를 채용하는 소자는 특히 작은 전류밀도 부분에서 Ca/Al

의 소자에 비해 누설전류가 크게 낮은 우수한 특성을 보인다. 

이 효과는 계면에서의 이온이 축적되어 직렬저항의 감소됨을 

암시한다. 게다가 이온 분리현상이 일어난 후 산화아연층 내부

에는 이온이 존재하지 않은 영역이 형성되는데 이 절연층의 

형성에 의해 증가하는 병렬저항은 증가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 효과를 통해 개선된 다이오드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한편,

자발분극 계면쌍극자라 이름 붙인 계면쌍극자는 열처리 및 전

계처리 없이 단순히 분자량의 크기 조절만으로 계면쌍극자를 

형성할 수 있다. 보다 큰 크기를 갖은 암모늄 이온은 다공성의

산화아연 나노파티클 레이어를 침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표

면에 존재한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작은 음이온은 산화아연 나

노파티클 내부로 쉽게 침투되어 자연적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분리되는 현상에 의해 쌍극자가 형성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분자 발광 다이오드를 제조하는 데 있어 다양한 용액 공정들

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로부터 코팅 품질 그리고 프린팅 불안정

성 요인들에 관해 조사하였다. 여러 용액공정들 중에서 블레이

드 코팅기법이 코팅 품질과 소자의 효율 면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전자주입층, 발광층, 전자수송층, 전자주입

층을 모두 대기 중에서 차례로 블레이드 코팅을 이용하여 성막 

하였다. 모든 레이어를 블레이드 코팅하여 제조한 고분자 발광

다이오드의 최대 효율은 5.2cd/A 로서 스핀코팅으로 제조한 

효율인 6.3cd/A에 견줄 만큼 우수한 결과를 기록하였다. 이는

고효율 고분자 발광다이오드의 실용적인 제조방법 및 고효율화

를 앞당기는 기술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안명기 2011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권대갑

국문 : 

영문 :

고속 고분해능 십자 구조 조명 공초점 현미경의 설계와 분석에 관한 연구

Design and analysis of high speed high resolution cross structured illumination confocal microscopy

최근에 반도체/FPD 산업, 생의학과 표면 및 재료 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고속 고분해능 광학 측정 시스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초점 현미

경, 이광자 현미경, STED 현미경, 4Pi 공초점 현미경, 구조 

조명 현미경 등의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넓은 

관찰 영역에서 고분해능 고속 측정 기술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구조 조명 현미경을 이용하여, 일반 광학 현미경의 

분해능을 회절 한계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공초점이 아닌, 일반 현미경 구조에 횡 방향으로 구조 조명

을 해줌으로써, 광손실 없이 회절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하지

만 총 9 장의 영상을 획득해야 한다. 횡 방향 그리고 종 방향 

분해능을 두 배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총 15 장의 영상을 획득해

야 한다. 이것 때문에, 영상을 획득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영상 

복원 과정도 복잡해진다. 따라서 구조 조명 현미경의 영상 획득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구조 조명 현미경의 영상 획득 속도를 향상시키는 노력

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실시간 영상 획득

구현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 고분해능 십자 

구조 조명 공초점 현미경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십자 

구조 조명 공초점 현미경을 통하여, 두 배의 횡 방향 분해능 

향상, 광절편 기능과 고속 영상 획득을 구현할 수 있다. 십자 

구조 조명 공초점 현미경은 십자 구조 조명 현미경과 선 주사

공초점 현미경이 결합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십자 구조 조명 

패턴은 2차원 회절 격자를 이용하여 생성시킨다. 본 논문에서

는, 변조 전달 함수(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를 이

용하여, 기존의 구조 조명 방법과 제안하는 십자 구조 조명 방

법을 정량적으로 비교한다. 그 결과, 십자 구조 조명 방법은 

45 도와 135 도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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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경사노즐 분사기의 분공 형사에 따른 고압 디젤 분무 및 엔진 연소 특성 

Effect of tapered-nozzle hole geometry on high pressure diesel spray and combustion

직접분사식 디젤엔진은 연료소비율이 낮고 이산화탄소가 적

게 배출되는 엔진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검탱이와 질소산화물

의 배출은 디젤엔진연소에서의 문제점이다. 점점 강화되는 배

기 배출물 규제와 연소효율증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료분사시

스템, 연소실 형상, 후처리장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커먼레일 시스템은 분사시기, 분사압력, 분사율을 쉽게 매핑할 

수 있는 직접분사식 디젤엔진에서 유연한 분사시스템이다. 빠

른 반응과 적은 에너지 손실은 가지는 새로운 피에조 인젝터가 

점차 디젤엔진에 적용되어지고 있다. 미립화와 공기/연료의 혼

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노즐분공형상이 적용되고 있

다. 둥근 모서리 입구, 경사노즐분공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렇게 새롭게 개발된 분공형상에 대한 분무와 연소특징은 잘 

구조 조명 방법과 유사한 분해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십자 

구조 조명 방법은 회절격자 또는 시편의 회전이 필요 없기 때문

에, 고속으로 구조 조명을 생성시킬 수 있다. 그리고 총 6 장의 

영상을 획득하므로, 영상 획득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십자 구조 

조명 현미경이 구조 조명 현미경과 선 주사 공초점 현미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였다. 고속 고분해능 

십자 구조 조명 공초점 현미경의 오차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 예측 가능하고 보정 가능한 주요 오차들을 분류하였다. 구

조 조명 패턴의 위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절 격자를 기계

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한다. 정밀 구동을 위해 PZT 구동기를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PZT 구동기의 반복능은 30 

nm 이다. 분석 결과, 30 nm의 구동 오차는 십자 구조 조명 

공초점 현미경의 영상 복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두 쌍의 실린더 렌즈와 두 쌍의 선형 편광판을 이용하여, 

십자 구조 조명 패턴을 생성시킨다. 두 개의 선 구조 조명 패턴

은 서로 수직인 두 개의 선형 편광을 가지고 있다. 두 개의 선 

구조 조명 패턴은 간섭이 없고,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선 구조 조명 패턴은 서로 다른 밝기(intensity)와 가시성

(visibility)을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밝기/가시성의 차이

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두 가지 영상 스펙트럼을 정량적으

로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구조 조명 패턴의 밝기 차이는 두 영

상의 값을 정규화 시켜줌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구조 

조명 패턴의 가시화 차이는 광학계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 고속 고분해능 십자 구조 조명 

공초점 현미경에는 서로 직각을 이루는 두 축을 중심으로 회전

하는 두 개의 갈바노 스캐닝 미러를 사용한다. 각각의 갈바노 

미러는 시편에서 선 구조 조명 패턴을 스캐닝한다. 그러므로 

두 개의 스캐닝 영역 또는 관심 영역(region of interest, ROI)이 

다를 수 있다. 두 CCD 카메라에서 획득되는 두 영상이 동일한 

영역이 되도록, 광학계 정렬이 매우 중요하다. 제안하는 십자 

구조 조명 공초점 현미경의 상세 설계를 수행하였다. 고속 고분

해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488 nm 파장을 갖는 레이저를 사용

한다. 실시간 영상 획득을 위하여, 영상 획득 속도는 최소 15

frames/s 이상으로 결정하였다. 고분해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100배, NA 0.95의 산업용 대물렌즈를 사용한다. 이론적인 횡

방향 분해능은 157 nm, 종방향 분해능은 895 nm 로 계산되었

다. 영상의 픽셀 개수는 사용하는 CCD 카메라에 의해 결정되는

데, 512 x 512 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목표하는 분해능을 

얻기 위해서는, 관찰 영역은 12 μm x 12 μm 이어야 한다. 

십자 구조 조명 현미경은 패턴 생성 광학계, 조명 광학계 그리

고 검출 광학계로 구성된다. 설계된 십자 구조 조명 현미경은

회절 한계 이하의 RMS 파면 오차 값을 가진다. 스폿 다이어그

램(spot diagram)은 Airy disc 안으로 들어오도록 설계되었다.

광학계는 잘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안한 시스템을 제작하

여, 횡 방향 및 종 방향 분해능 그리고 영상 획득 속도를 측정하

여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횡 방향 분해능은 0.172 μm,

종 방향은 분해능은 1.02 μm 으로 측정되었다. 이론적인 값보

다는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영상 획득 속도는 

반사율이 높은 거울 시편에서는 4.8 frames/s, 금 나노 입자에

서는 0.77 frames/s를 획득하였다. 그리고150 nm, 200 nm,

250 nm 그리고 500 nm의 다양한 패턴 주기를 갖는 선 패턴 

시편을 측정하였다. 공초점 현미경에서는 200 nm 주기를 갖는

선 패턴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십자 구조 조명 공초점 현미경에

서는 관찰되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십자 구조 조명 공초점 현

미경이 일반 공초점 현미경보다 높은 분해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복원 과정을 거쳐서, 3차원 영상 복원 실험도

수행하였고, 적절한 결과를 획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십자 구조 조명 공초점 주사 현미경은 횡 방향 분해능이 일반

공초점 현미경에 비해 1.36배 정도 향상되며 공초점 현미경과 

유사한 광축 분해능을 갖는다. 파워가 큰 레이저나, 민감도가 

높은 CCD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실시간 영상 획득도 구현 

가능하다. 십자 구조 조명 공초점 주사 현미경은 고속 고분해능 

영상 획득이 필요한 분야에서 기존의 공초점 주사 현미경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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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커먼레일 시스템에

서의 비 증발분무와 단기통 디젤엔진에서의 연소에 대해서 노

즐분공형상에 따른 영향을 연구하였다. 첫 번째로 분무의 이미

지로부터 분무도달거리와 분무각을 구하였다. 보쉬튜브 방법

을 통해서 분사율을 측정하였다. 초기 분무도달거리는 시간의 

함수가 아니라 분사율 함수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

이 지난 후 분무도달거리는 시간의 일차함수로 변하고 더 지나

면 시간의 제곱근으로 증가한다. 테이퍼진 분공에서의 분무각

이 더 작으면 분사기간동안 변동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분무

하단에서의 입자크기 또한 작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초기 

빠른 분사에 의하여 공기와의 혼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미립

화가 촉진된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단기통 디젤엔진에서 

연소와 배기배출물을 측정하였다. 테이퍼진 노즐분공형상의 

경우 착화지연이 짧고 예혼합열방출률이 적고 기간이 짧은 것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스모크를 저감 시키지만 긴 확산

화염에 의하여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중

부하 조건에서도 역시 착화지연은 짧지만 스모크와 질소산화물

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시화 엔진에서

연소화염가시화를 하였다. 저압분사시 착화는 연소실 중심부

근에서 일어나며 검탱이가 연소되는 하얀 노란 화염을 볼 수 

있으며, 테이퍼진 노즐분공의 경우 착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을

가시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압분사 시 예혼

합연소의 특징인 푸른 연소를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노즐분공형상에 따른 분무와 연소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영진 2011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정명균

국문 : 

영문 :

고온 연료전지 모듈 및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fuel cell modules and systems

고온 연료 전지(MCFC, SOFC)는 고온 폐열 이용, 조용한 운

전, 낮은 오염 물질 배출 및 고효율 개발 가능성으로 인하여 

미래의 고효율 전력 발생 시스템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면적의 용융탄산염 연료전지에 대해 상용화 개발을 위한 핵

심 장치인 Stack의 안정성 및 내구성 증대를 위한 분석을 수행

하였다. 그리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에 대해 전산모사와 실험

을 하여 내부 현상에 대해 관찰하였으며, 고온 연료전지 이슈인 

유동 균일성, 고온 밀봉, 스택 설계 기술 등을 개발하는 데 연구

하였다. 본 논문은 각 주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리하

였다. 1장에서는 본 논문의 개요 및 필요성과 기본적인 열역학

적 고찰과 전산해석 기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본 논문의 연구 

목적에 대해 정리하였다. 2장에서는 전기화학반응을 고려한 질

량, 모멘텀, 에너지, 화학종 보존 방정식을 이용한 3차원 전산

모사를 수행하여 용융탄산염 연료전지의 대표적인 3가지 유동 

패턴(평행류, 대항류, 십자류)에 대해 성능과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각 유동 패턴에 따른 압력, 온도, 전류밀도 분포를 

나타내고, 이를 각 전압 손실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해석 

결과는 평행류가 압력, 온도 분포등이 가장 균일하지만, 대항류

가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이는 온도와 연료의 증감 방

향이 동일한 대항류가 가장 낮은 손실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온도와 열응력 분포에 대해 내부 및 외부 개질에 

대해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스택 안정성 관점으로 비교하였다. 

3차원 전산유체해석 기법으로 전기화학반응 모델을 이용하여 

온도분포를 예측하고 이를 온도하중으로 유한요소기법의 열응

력 구속조건으로 적용하였다. 두 가지 다른 연료 공급 방법에 

따라 열유속의 분포는 뚜렷하게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내부 개질인 경우 대부분의 전기화학반응으로 생성된 열이 개

질흡열반응이 일어나는 음극으로 진행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외부개질에 비해 내부개질은 약 3.2%의 낮은 성능을 보였지만,

온도분포 및 열응력 분포 측면에서는 균일하고 낮은 최대응력

을 통하여 전해질 증발 및 취성이 강한 구성재료 측면에서 더

높은 안정성과 내구성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

는 현재 가장 높은 효율의 연료전지 종류인 고체산화물 연료전

지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전류밀도에 따른 전지전압

을 예측하였으며, 음극 지지체 평판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실제 단위전지 실험에 사용할 형상에 대한 계산격자 및 조건을 

설정하였다. 앞선 계산과 유사하게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에 대

한 전기화학반응 모델을 통하여 온도, 가스 조성, 전류 밀도 

분포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온도분포를 유한요소기법의 온도

하중으로 적용하여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계산은 세

라믹 재질로 이루어진 전극-전해질 결합체에 이를 둘러싸고 

있는 메탈재질인 분리판과의 접촉 및 구속 조건으로 인하여 

전지의 잠재적인 파괴 거동 등을 예측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적으로 연구하였다. 계산결과 상온과 고온에서의 기계

적 물성치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고온에서 보다 높은 안정성을 

띄고 상온에서 낮은 안정성을 가지는데, 이는 고온에서 결정화

된 전지가 낮은 온도로 내려오면서 잔류응력이 크게 발생되는 

원인에 의하여 열적 충격(Thermal Cycle)에 취약한 원인을 규

명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지를 둘러싸는 유로 설계

나 Manifold 설계를 보다 탄성이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합당하

다고 볼 수 있다. 5장에서는 먼저 단위전지 실험에 앞서 선행적

으로 해결해야 되는 고온 밀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수소와 산소의 가스 유로 분리뿐만 아니라, 전기적인 흐름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되므로 이러한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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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열원 이용 초월임계 및 아임계 랭킨 동력 사이클의 출력 최적화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power optimization of transcritical and subcritical rankine power cycles for a low-grade heat source

세계적인 에너지 및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열, 태양

열, 연료전지 배열 및 산업폐열 등 저온 열원 활용에 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저온 열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몇몇의 동력 사이클이 제안되었는데, 이 중 유기냉매 이용 아임

계 랭킨 동력 사이클(Organic Rankine Cycle)이 지열발전 및 

태양열발전 분양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쓰이고 있는 

아임계(subcritical) 랭킨 동력 사이클은 열교환기 내에서의 핀

치 문제로 인하여, 유한한 열용량을 가진 열원 및 열침 조건하

에서 출력을 극대화 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월임계(transcritical) 랭킨 동력 사이

클을 고려하였다. 아임계 사이클과는 달리, 초월임계 사이클의 

증기 발생기 내에서는 임계압력 이상의 압력하에서 작동유체의 

가열과정이 발생한다. 초임계 상태에서는 상변화 없는 변온 가

열이 가능하므로, 유한한 열용량을 가진 열원과의 열전달 과정

에서 발생하는 엑서지 손실을 줄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사이클

의 출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재까지 초월임계 사이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특히,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100℃ 근처의 저온 열원 이용

을 이용한 초월임계 사이클의 최적화 및 아임계 사이클과의 

성능비교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100℃의 저온 열원을 이용한 초월임계 및 아임계 동력 사이클

의 출력을 각각 최적화 하고, 서로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순수 작동유체 아임계 및 초월임계 사이클에 대해 각각 3개의

설계변수를 최적화하여 출력을 극대화 시켰다. 작동유체로서,

아임계 사이클(ORC)의 경우 오존파괴 우려가 없는 (HFC; 

Hydrofluorocarbon) R134a, R152a, R227ea, R236ea 및 

R245fa를 고려하였으며, 초월임계 사이클의 경우 R125 및 이

산화탄소를 고려하였다. 서로 다른 작동유체를 이용한 사이클

들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 열원 및 열침의 입구 유량 및 온도 

조건을 고정하였다. 설계변수 최적화는 일반적인 열원-열침 열

용량비(thermal capacitance-rate ratio) 범위 및 다양한 전열

면적 조건에서 수행되었으며, 이 때,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작동유체의 가열 및 냉각 과정에서의 열전달 및 압력강하 특성

을 고려하였다. 최적화 결과, 전열면적이 충분한 경우, R125 

초월임계 사이클의 출력이 아임계 사이클 중 최고 성능인 

R134a 사이클의 출력에 비해 13%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초월

임계 사이클의 가열과정에서 발생하는 엑서지 파괴 및 손실이 

아임계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그것들에 비해 크게 작기 때문임

목적을 고온에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물질의 재료 배합과 구조 

문제는 쉽지 않다. 또한 세라믹 전지와의 결합측면에서도 밀봉

제와의 결합성 및 반응 안정성과 열충격에도 동시에 만족해야 

되며, 분리판과의 부식등과도 연관되어 고려되어져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밀봉 효율과 밀봉 계수를 유체역학적으로 유도

하고 이를 설계와 운전 조건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파라미터에 

대해 연구하였다. 2가지 다른 제조사의 시편을 사용하여 평가

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미국에서 제조한 Fuelcellmaterials사

의 알루미나 펠트가 더 우수한 성능으로 채택되었다. 이 가스켓

을 이용하여 국내 ㈜코미코에서 제조한 평판형 음극 지지체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단위전지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결

과 대부분의 온도를 노 제어기로 인하여 약 5℃미만의 내부 

온도 편차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유량 조건에 따른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높은 연료 공급시가 낮은 연료 공급 

시에 비해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전극의 환원 및 활

성화 과정에서 높은 연료 공급은 미세한 부분까지 환원 반응으

로 활성화가 잘 일어나지만 낮은 연료 공급은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후의 상온에서 겉보기 평가에서는 

전지가 파손되어 금이 생긴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4장에

서 해석결과와 같이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잔류응력이 높아져 

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6장에서는 실제 발전장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택 기술로 진전되어야 되므로 스택에 대한 설계 

및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4장의 단위전지로 이뤄

진 100 Watt급 평판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모듈을 설계와 해

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개념설계를 마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분리판에 대한 유동해석을 위하여 주기조건

을 통하여 완전 발달된 내부 유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복

잡한 형상을 스택 모듈 해석에 직접적으로 모델링을 하기 보다

는 Darcy's Law를 적용한 다공성 매질 층으로 상사하기 위함이

다. 분리판 유동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Vessel에서의 양극

가스에 대한 유동 해석으로 반응 사이트인 각각의 전지 양극으

로의 분포를 관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 4장의 단위전지로

의 유동 균일도가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모든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화학반응이 고려된 4장의 Stack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내부 현상을 관찰하였다. 유동 및 온도 균일성으로 

인하여 각각의 단위전지에서의 온도, 가스 분포, 전류밀도 분포

는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2가지 다른 유량에 따른 

성능 비교에서는 2배의 연료 유량 증가는 압력강하를 2배로 

증가하였지만 성능은 약 6%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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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았다. 또한, R125 초월임계 사이클은 열원-열침 열용량비

가 큰 경우에 아임계 사이클에 비해 특히 유리함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이산화탄소가 저온 열원 초월임계 사이클의 작동유체

로 고려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R125 초월임계 사이클이 이

산화탄소 초월임계 사이클에 비해 출력면에서 우위에 있음을 

밝혔다. 한편, R125 기반의 이성분(binary) HFC혼합물 4 종을 

이용한 초월임계 사이클의 출력 극대화를 위해 각 혼합물에 

대해 각각 4개의 설계변수를 최적화하였다. 그 결과, 초월임계 

사이클에 혼합물을 사용하면 순수 R125를 사용한 것에 비해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계산 조

건하에서 그 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출력을 극대화하는 목적에 부함하도록 열교환기로서 대향류 

이중관 열교환기를 고려하였다. 그러므로 대향류 열교환기 외

의 열교환기를 고려할 경우, 본 연구 결과의 직접적인 적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열원이 저온일 때 열교

환기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됨에 주목하여, 열교환기

의 총 전열면적을 구속조건으로 하여 사이클들의 우열을 평가

하였다. 그러므로 열교환기 비용이 높지 않은 응용분야의 경우.

각 사이클들의 우열은 본 연구 결과와 다를 수 있다. 결론적으

로, R125 초월임계 동력 사이클은 100℃의 저온 열원을 위한 

동력 사이클로서 추천된다. 특히, 전체 발전 플랜트 건설 비용

중 열교환기 비용의 비율이 낮은 경우에 추천된다. 또한, 플랜

트의 가동률이 높은 경우에 추천된다. 이용 가능한 냉각수의 

양이 많은 경우에도 초월임계 동력 사이클이 추천된다. 예를들

면. 연중 가동률이 높고, 천공(drilling)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열발전 분야가 초월임계 동력 사이클의 

좋은 응용분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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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tube 형 열교환기의 건,습 표면 열전달 성능 해석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heat transfer performance of cross-flow fin-tube heat exchangers under dry and wet conditions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fin-tube형 열교환기의 열전달 및 

물질전달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수치적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

다. 3차원 연속 방정식, 운동량, 에너지, 화학종 방정식을 

SIMPLE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유한 체적법을 적용하여 해석

하였다. 여기에는 fin 표면에서 발생하는 수분 응축에 대한 경계

조건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수치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치해를 통해 얻어진 열전달계수 및 물질전달계수를 관

순법(tube-by-tube algorithm)에 적용하여 관내 유체의 온도

변화가 고려된 열교환기 전체의 열전달량을 구한 후, 다양한 

유속 및 열교환기 열수(number of rows)에 대해 실험에서 측정

된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건표면 및 습표면의 경우에 

대해 열전달량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수치모델은 열교환기 전 영역에서의 열전달 및 물질

전달의 분포를 신뢰성있게 제시할 수 있다. 주어진 유동 일률

(power)에 대해 열교환기가 가지는 열전달 효율을 비교해본 

결과, 유동 일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에는 단열(single-row) 

열교환기가 다열(multi-row)에 비해 우수하며, 일률이 차차 증

가하면서 열수가 많은 열교환기가 더 우수한 열전달 성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관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

되는 일반적 냉동 및 공조 조건의 열교환기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나, 관내유체가 단상인 경우 적용이 어렵고 이 경우는 

관순 법을 적용하여 전체 성능을 다시 도출하여야 한다. 기존에 

제시된 다양한 fin 효율 근사식들은 본 연구에서 계산된 결과와 

비교하여 fin 효율을 실제보다 상당히 낮게 예측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부정확성의 원인은 fin 효율 근사식을 유도

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부적절한 가정, 즉 fin 표면에서의 열전달

계수가 위치에 무관하게 일정하다는 가정이다. 열전달계수, 공

기온도 및 fin 두께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이 가정의 맹점을 

보완하는 수정된 근사식들이 제안되었으나 역시 만족할 만한 

정확도에 근접하는 것에 실패하였다. 오히려 열전달계수를 균

일하게 가정하는 Schmidt 근사식이 본 연구의 수치적 결과와

비교하여 가장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근사식들이 정

확도를 향상시키지 못한 원인은 열전달계수, 공기온도 등의 분

포를 잘못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수치해석을 통해 얻은 열전달

계수의 분포는 관에 가까울수록 증가하는 분포를 가지며, 이는

수정된 근사식들에서 가정된 분포와 반대방향이다. 습표면 fin

효율의 경우, Wu and Bong의 결과와 Threlkeld의 결과가 비슷

한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습표면에서는 상대습도 35 %이상이

되면 입구의 상대습도와 거의 무관하게 일정한 fin 효율이 유지

되었으며, 상대습도 20 ~ 35 %의 영역에서 입구 습도에 민감

하게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폭이 일정한 평판 채널 내에서 

주 유동방향에 따른 공기의 평균온도와 벽면 온도 사이의 온도

차를 기술하는 미분방정식을 통해, fin간격(Pf), 유속(vf), 열교

환기 열수(N)가 fin 효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임을 

보였다. 이 매개변수들은 기존 fin 효율 근사식들에서는 고려되

지 않은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Schmidt 근사식을 보완할 

수 있는 수정항에 포함되었다. 다양한 fin간격, 유속 및 열수를 

가지는 평판 fin에 대해 총 120경우의 fin효율을 수치적으로 

계산한 뒤, 제안된 기본 방정식의 계수를 최소자승법을 이용하

여 결정하였다. 제안된 수정항은 일반적인 fin형상 및 운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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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에서 평판 fin 효율에 대한 수치해를 94 %의 경우에 

대해 ±2 % 폭의 정확도로 표현가능하며 모든 데이터를 ±5 

%의 폭으로 표현이 가능하였다. 입구조건에 따른 열전달 및 

물질전달 성능의 변화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관내 유체에 상

변화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냉동 및 공조 시스템의 성능을 예측

하려면 관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의 재현이 중요하

나, 실험적인 방법으로는 관내 열전달의 불안정성(instability) 

또는 단상 유체를 사용하는 등의 한계로 인해 그러한 조건하의 

성능을 도출하기 매우 어렵다. 반면 본 연구의 수치적 방법은 

비교적 손쉽고 정확하게 습표면비(wetted-area ratio), 물질전

달 계수의 분포, 다열(multi-row) 열교환기의 fin효율을 제시할 

수 있다. 열전달계수 및 물질전달계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하

여 이를 토대로 열 및 물질전달의 상사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열 및 물질전달의 상사성은 열교환기 입구 근처에서 

유동이 발달하는 비교적 좁은 영역을 제외하면 충분한 정확도

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상사성이 깨지는 이러한 발달영역은 입

구의 상대습도에 따라 변화하며, 특히 fin표면에 부분적 응축이

발생하는 조건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열 및 물질전달의 상사성

은 입구 공기가 포화상태에 가깝고 열교환기 열수가 많은 경우 

여전히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적

해석 방법은 fin-tube형 열교환기의 설계, 즉 건·습표면 열교환

성능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최적의 성능을 가지는 운전조건을 

결정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응축

에 의한 액막의 구조가 유동에 미치는 영향이 추가적으로 규명

되면 본 연구의 적용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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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가스 기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Study on performance of n-C4H10-driven solid oxide fuel cell

고온형 연료전지의 한 종류인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다른 연료전지

에 비해 높은 효율을 비롯한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 현재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고온에서 작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연료

로서 수소뿐만 아니라 산소와 반응이 가능한 다양한 물질들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운전하는 기법은 크게 2가지

로 분류된다. 핵심 파트인 연료전지 스택 이외에 별도로 설치된 외부 

개질기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여 음극으로 공급하는 외부개질방식, 그

리고 연료에 대한 유연성을 토대로 연료전지 음극 내에서 수소함유물

질을 직접 수소로 전환하여 연료전지를 운전하는 내부개질방식이 있

다. 이러한 운전기법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의 사이즈와 사용 

연료 등을 고려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선택되어 운전되거나, 혹은 두 

기법을 동시에 이용하기도 한다. 수소 함유물질로서 탄화수소를 사용

할 경우 공통적으로 외부개질기의 촉매층 혹은 음극 내부에서 발생하

는 탄소침적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C4 계열의 탄

화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외부개질방식 혹은 내부개질방식으로 운전

하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실질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발생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문제점 분석을 위해 위 두 

가지 기법에 대해 각각 접근하였으며, 공통적인 해결책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음극 구조를 가지는 금속폼 지지체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개발 및 시험하였다. 먼저, 외부개질기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에서 각 핵심파트

인 음극, 전해질, 양극의 구성소재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Nickel-Yttria stabilized zirconia (Ni-YSZ) / YSZ / lanthanum doped 

strontium manganite-YSZ (LSM-YSZ))를 구성 물질로 하는 단전지를 

제작하였다. 외부개질기 또한 수증기 개질 (SR), 부분산화개질 

(CPOX), 그리고 자열개질 (ATR)로 운전되는 외부개질기를 각각 설치

하여 이름 함께 연동하였다. oxygen to carbon ration (OCR) 를 0.5로 

설정한 CPOX 개질기와 연동운전 하는 단전지에서는 약 7시간에 걸쳐 

급격한 전압강하가 관찰되었으며, steam to carbon ratio (SCR)를 2로 

유지한 SR 개질기의 경우 약 250 시간동안 거의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

였다. ATR 개질기의 운전조건은 열역학적으로 최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열적 중립상태에서 설정하였다 (OCR = 0.5 and steam to carbon 

ration (SCR) =1.3). ATR 개질기와 연동되는 단전지에서는 약 100시간

에 걸쳐 심각한 전압강하가 관찰되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개질가

스를 관찰한 결과 이는 개질가스로 인해 단전지의 음극에서 탄소침적

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탄소전구체로 익히

알려진 저탄화수소 (C1-C4 계열 탄화수소) 뿐만 아니라,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에서 수소와 함께 좋은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CO

또한 주요 탄소전구체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는 개질가스

의 조성 분석과 함께 CO와 H₂의 혼합가스가 주입될 때 Ni-YSZ 시편

의 전기전도도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확인하였다. 개질가스와 이로 인

해 발생하는 탄소침적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량화 시키기 위해 개질가

스 내부에 함유되어 있는 물과 탄소의 비율을 steam to specific 

carbon (C1~C4 lower-order hydrocarbons and CO) in the reformate 

gas (SSCR, steam to specific carbon ratio) 로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SSCR의 변화에 대한 탄소침적 경향을 TPO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보편적인 Ni-YSZ를 음극의 기본 구성소재로 사용할 때 탄소침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높은 SSCR 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SSCR이 증가할 때 음극 내 물 분압의 증가로 인해 Nernst 

potential이 감소하여 SOFC의 전력밀도 또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

다. 이는 보다 높은 전력밀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탄소침적에 저항성

을 가지는 새로운 연료전지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어서

  을 직접 음극에 주입하는 직접 내부개질방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음극으로 주입하는 탄소수소와 물의 비율인 Steam to 

Carbon Ratio (SCR)은 음극 내에서 발생 가능한 탄소침적을 가장 효과

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운전 파라미터 이다. 열역학적으로 탄소침적을

억제할 수 있는 SCR에 대해 분석해 보았으며, 750℃ 에서 SCR=2일

때 대부분의 탄화수소에서 탄소침적이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 수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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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생산 및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운전을 위한 자립 운전형 통합 디젤 개질기 개발

Development of the self-sustaining integrated diesel fuel processor for hydrogen production and solid oxide fuel cell operation

본 논문은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대두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가오는 수소시대 및 수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료전지 

운전을 위해 디젤을 이용한 수소 생산 및 이를 연료전지에의 

이용을 위해 전반적인 디젤 통합 개질 반응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연료전지 종류들 중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solid oxide fuel cell, SOFC)는 고온형 연료전지로써 여타 다

른 연료전지들에 대비하여, 연료로 수소뿐만 아니라, 일산화탄

소 및 메탄까지 연료로 이용 가능하다. 디젤의 경우 높은 수소 

밀도를 지니고 있는 탄화수소 연료로, 심지어 액체수소에 대비

하여서도 단위 질량·부피당 비로 높은 수소 밀도를 지니고 있

다. 이 같은 디젤의 장점과 함께, 디젤 개질은 디젤 연료의 특성

으로 인해 개질 반응에 어려움이 많다. 디젤은 수백 가지 탄화

수소로 구성되어있으며, 황화합물 역시 디젤에 포함되어 있다. 

디젤 내 포함된 탄화수소들 중 방향족 (aromatics) 계열의 탄화

수소는 황화합물과 함께 개질 촉매에 촉매독으로 작용하여, 개

질 반응 속도를 저감시키며, 이는 디젤 내 포함된 포화탄화수소

류 (paraffins) 중 고탄화수소의 탄소침적 현상을 유발한다. 또

한 서로 다른 끓는점을 가진 탄화수소들 및 높은 점성을 가진 

디젤의 특징으로 반응기로의 디젤 공급 역시 중요한 이슈이다. 

공급되는 디젤과 반응물들의 혼합도가 낮을 경우 반응 영역 

중 일부분은 과농연료 (fuel-rich) 영역, 일부분은 희박연료 

(fuel-lean) 영역으로 구분되어 반응경로가 완전연소 반응 혹은 

연료 열분해로 인해 탄소침적 현상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디젤의 특성을 반영할 경우, 고농도 수소 혼합가스

(hydrogen-rich syngas) 생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개질 반응들 

중 자열개질 (autothermal reforming, ATR) 반응이 가장 적합

하다. 자열개질 반응은 반응물로 연료와 함께 산소와 수증기가

함께 공급된는 방식이다. 산소가 공급됨으로써 반응성이 낮은

방향족 성분의 분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증기

의 공급은 개질 반응 중 생성되는 탄소침적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연료 노즐을 이용함으로써 반응물들의 혼합도를 증

진시켜 탄소침적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 개질 효율 및 장기성

능 확보를 위한 H₂O/C, O₂/C 변화 및 연료노즐 사용 유무에

다른 개질 성능 변화를 살펴보았다. 개질 성능은 실험 조건 변

경에 따른 에틸렌 생성 억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에틸렌은

잘 알려진 탄소전구체로서 질 반응 중 급격한 탄소침적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탄화수소로 그 억제는 개질기 운전의 안정성 

확보에 주요한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 자열개질 조건 중 H₂

O/C = 3, O₂/C = 0.8인 조건과 연료노즐을 사용할 경우 그렇

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개질 성능 저감비가 감소되었다. 자

열개질 성능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젤 개질에는 황

화합물 및 미량의 잔류 저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개질가스

의 후정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황화합물은 고체산화

물 연료전지 연료극에 황피독 현상을 유발하며, 잔류 저탄화수

소 (C2 이상의 저탄화수소)는 탄소침적 현상을 유발하여 급격

한 성능 저감 현상의 원인이 된다. 이처럼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성능 저감 현상의 원인이 되는 황화합물 및 잔류 저탄화수소 

(C2 이상의 저탄화수소)의 제거를 위해 ZnO 촉매를 이용한 

황화합물 흡착 반응을 이용하였으며, 잔류 저탄화수소 제거를

위한 후개질기 (post-reforming) 방식을 도입하였다. 후개질기

의 경우, 디젤 개질가스 내 저탄화수소 (C2 이상의 저탄화수소)

를 선택적으로 제거해 주는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 최초로 소개

함유량이 낮은 SCR=1인 조건으로 운전할 때 예상과 같이 급격한 탄소

침적으로 인한 전압강하가 관찰되었다. 이에 반해 SCR 이 상대적으로 

높은 SCR=3으로 운전할 때 오히려 더욱 빠른 전압강하가 확인되었다. 

이는 과다 주입된 물에 의해 탄소침적은 억제되지만, Ni(OH)₂등 음극

내부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러 문헌조사 및 

추가 실험을 통해 물이 과다 주입될 때 크게 2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Ni(OH)₂과 같은 hydroxide layer가 Ni-Ni

로 이뤄진 네트워크 상에 발생하면서 전기적 통로의 단절을 야기하게 

되며, 음극 내부에서 이러한 휘발성 물질(Ni(OH)₂, NiH, NiO) 이 생성 

및 증발 과정을 거치면서 음극 구조의 응집 현상과 같은 비가역적 변화

를 야기하게 된다. 이는 음극의 기공분포도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하였

다. 따라서, C4 계열의 탄화수소를 직접내부개질의 연료로 사용하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에서 물의 주입량이 적을 때는 탄소침적의 문제가 

발생하며, 물의 주입량을 증가시킬 경우 음극 구조의 비가역적 변화를 

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외부개질형 혹은 내부개질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에서 C4 계열의 탄화수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금속폼 지지체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를 개발하였다. 

탄소침적에 저항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높은 전력밀도를 유지하기 위

해, 가능한 물의 주입량을 억제한 상태에서 탄소침적에 저항성을 가지

는 촉매를 선정하여 금속폼에 담지시켰다. ATR 개질기와 연동운전 하

였을 때, SSCR=0.5 인조건 (maximum efficiency of n-C4H10 

reformer and thermal neutral point, OCR = 0.5 and SCR = 1.3) 

에서 약 200시간동안 0.8 V 의 값을 유지하였다. 또한 내부개질형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실험에서 SCR=1인 조건, 즉 열역학적 탄소침적 구역

에서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80시간 동안 0.7 V의 성능을 유지하

였다. 이는 촉매가 담지된 금속폼 지지체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가 

비교적 고탄화수소인 부탄 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때에도, 장기 성능에

서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C4 

계열의 탄화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본 논문을 토대로 휴대용 전력 시스템의 기초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되는 방식이다. 여러 가지 촉매들 중 CGO-Ru (3.0 wt. %) 

촉매가 후개질 반응에 가장 적합하다. 하지만, 후개질 촉매인 

Ru 계열의 촉매는 황화합물 및 방향족 성분에 의해 촉매 성능이 

쉽게 저감되므로, 후개질 촉매에 반응물들이 공급되기 전, 황성

분 및 방향족 성분이 완전 분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합 디젤 

개질 반응기는 내황특성이 뛰어난 CGO-Pt 촉매를 이용한 자열

개질 반응 후 황화합물 제거를 위한 ZnO 촉매를 이용한 탈황기, 

그리고 끝으로 잔류 저탄화수소의 완전 제거가 가능한 CGO- 

Ru (3.0 wt. %) 촉매가 탑재된 후개질기 반응기로 구성된다. 

마이크로 반응기에서의 통합 개질 반응기의 성능 특성을 살펴

본 결과, 2,500 시간 동안 큰 성능 저감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으

며, 2,500시간 동안 약 5.34%의 성능 저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마이크로 반응기에서의 성능 특성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

으로 자립 운전형 kW급 디젤 통합 개질 반응기를 구성·운전할 

수 있었다. 통합 개질 반응기의 디자인은 각 반응 구간에서의 

온도 분포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자열개질 구간은 발열반응

으로 다른 반응 구간에 열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구성 되었으

며, 황 제거 반응 구간은 황흡착 반응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300~400℃의 반응 온도가 유지될 수 있게, 자열 개질가

스 후 가스와 자열개질기로 공급되는 물과 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설계하였다. 또한, 후개질기 운전 온도는 높을수록 반

응에 긍정적이므로 자열개질 반응기와 탈황 반응기 사이에 위

치하여 운전될 수 있게 구성 하였다. 설계된 통합 개질 반응기

는 800 시간 동안 큰 성능 저감 현상 없이 수소 및 일산화탄소를 

약 1kWe 급으로 생산하였다. 통합개질 반응기의 개질 효율은

약 62%가 확보될 수 있었으며, 안정적인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의 운전을 위해 황화합물 및 잔류 저탄화수소 (C2 이상의 저탄

화수소)는 완전 제거 되어 운전되었다. 이로써 디젤을 이용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통

합 디젤 연료 개질 시스템을 개발/구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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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동축제트에 대한 입구유동 가진의 영향

Effect of inflow pulsation on a turbulent coaxial jet

동축제트는 중심제트가 환형제트에 둘러싸인 형태로 두 유동

의 혼합이 필요한 곳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스터

빈연소기나 폐가스 처리 같은 분야에 공학적으로 응용이 되고 

있다. 동축제트의 경우 중심제트와 환형제트 사이와 환형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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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유동 및 이상유동 충돌세트의 열전달 특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single-phase and two-phase impinging jets

충돌제트는 높은 가열 및 냉각 성능을 가짐으로 인해 고성능 

가열 및 냉각이 필요한 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충돌

제트가 사용되는 산업 분야로는 터빈 블레이트 냉각, 전자장비 

냉각, 금속 풀림, 섬유 건조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산업

체에서의 활용으로 인해 최근 수 십 년 동안 충돌제트의 열전달 

특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단상

유동 충돌제트의 경우 노즐과 충돌평판 사이의 거리 및 

confinement 정도 그리고 lateral conduction 이 열전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고, 이상유동 충돌제트의 경우 체적건

도 및 노즐 직경이 열전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충돌제트의 압력강하를 고려한 고정된 유량 및 고정된 펌핑파

워 조건하에서 충돌제트의 열전달 특성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

였다. 공급된 유량과 압력강하의 곱인 펌핑파워는 냉각시스템

의 구동 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중요한 제약조건이

다. 단상유동 충돌제트의 경우 공급되는 유량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충돌제트 열전달 성능은 노즐과 충돌평판 사이의 거리가 

감소함에 따라 그리고 confinement 정도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

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펌핑파워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 충돌

제트 열전달 성능은 노즐과 충돌평판 사이의 거리와 

confinement 정도에 무관함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Nusselt 수에 대한 관계식을 펌핑파워와 Prandtl 수의 함수

로 제시하였다. 또한 마이크로 스케일 충돌제트에서 lateral 

conduction 효과가 온도측정에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

였다. 추가적으로 충돌제트의 hydraulic jump 반경을 측정하였

고, 무차원 hydraulic jump 반경에 대한 관계식을 펌핑파워만

의 함수로 새로이 제시하였다. 이상유동 충돌제트의 경우 공급

되는 물의 유량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체적건도가 증가함에 

따라 충돌제트의 열전달 성능이 증가하는 반면, 펌핑파워를 고

정할 경우 체적건도 0.2-0.3 영역에서 최대 열전달 성능이 나

타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노즐의 직경의 변화는 충돌제트의 

열전달 특성에 무관함을 확인 하였다. 이상유동 충돌제트의 유

동패턴을 관측함으로써 열전달 특성과 유동 특성의 관계를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Nusselt 수에 대한 관계식을 체적건도만의 함수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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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주위 유동 사이에 서로 다른 속도비와 난류량 분포를 갖는 

두 개의 전단층이 존재하고 이러한 전단층은 상호작용과 혼합

을 거치면서 발달하고 병합되기 때문에 동축제트에 대한 상세

한 연구가 발달하는 전단층을 갖는 난류 유동의 특성을 이해하

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놀즈 

수 9000과 중심제트와 환형제트의 평균속도비 0.6에 대한 동

축제트 난류 유동과 물질전달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레이놀즈 수는 환형제트의 평균속도와 환형제트의 바깥 

반지름으로 무차원화되었다. 먼저 대형 와 모사를 위한 코드를 

개발하고 동축제트 유동장과 물질전달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

해서 기존의 수치적 연구에서 밝혀진 평균속도, 난류강도, 혼합 

분포를 얻었다. 이후 무차원화된 가진주파수를 0.1에서 0.9까

지 변화시키면서 입구유동 가진이 있는 경우 난류 동축제트 

유동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정확한 입구유동 조건을 위하여 유

량 가진이 있는 난류 환형관 및 난류 관 유동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여 동축제트의 입구유동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때 가진의 

크기는 각각 5%와 20%를 사용하였다. 여러 가진주파수에 대

하여 대형 와 모사를 수행한 결과, 이러한 가진의 효과가 가장 

큰 특정 주파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최적 주파수는 0.180

과 0.327로 각각 주파수에서 혼합 효율 증가 및 재부착 길이 

감소 효과가 가장 증가하였다. 가진된 입구유동 위상차에 의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최적 주파수에서 위상차를 변화시키

면서 수치해석을 수행한 결과, 위상 평균된 와 구조의 강도로부

터 혼합 효율 증가 및 재부착 길이 감소 현상은 바깥쪽 와 구조

의 회전강도가 강한 경우 발생하고 이때 안쪽 와 구조의 회전강

도가 증가하면 혼합 효율 증가 특성을 회전강도가 감소하면 

재부착 길이 감소 특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축대칭 수축관 내의 난류 유동에 대한 직접수치모사를 수행하

였다. 효율적인 직접수치모사를 위한 코드를 개발하고 수축관

내의 유동장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기존 실험적 연구들

에서 밝혀진 난류 강도 감소 및 순압력 구배가 형성된 압력 

분포를 얻었다. 주 유동방향 난류강도가 벽면과 중심영역에서

서로 다른 경향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고, 레이놀즈 응력 수송

방정식으로부터 난류 섭동 성분간의 에너지 분배가 직관과 달

리 대류항에 의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수축으로 인해 원주방

향 와 구조의 회전축이 주 유동방향으로 바뀌고 주 유동방향 

와 구조가 스트레칭 되면서 회전 강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선형적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레이놀즈 전단 응력의 생성에 가

장 기여도가 높은 유동 구조가 헤어핀 모양의 구조에서 서로 

반대로 회전하는 주유동방향의 두 개의 긴 와 구조로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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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과 같은 에너지물질의 폭발특성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상태방정식(equation of state)과 반응속도식(reaction rat)을 

알아야 한다. 상태방정식은 화약의 반응 전 고체상태와 반응 

후 기체상태에 대한 열역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반응속

도식은 반응 전 상태에서 반응 후 상태로 전이되는 속도를 의미

한다. 반응속도식은 화약의 기폭 및 성능과 같은 폭발특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화약 별로 반응속도식의 영향은 조금씩 차이

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재래식 화약으로 불리는 화약들은 폭

발반응이 매우 빠르고 이로 인하여 열역학적 폭발상태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화약들을 이상적인 화약(ideal 

explosives)이라 한다. 반면에 둔감화약은 이상적인 화약과 다

른 폭발특성을 보인다. 즉 둔감화약은 이상적인 화약보다 폭발

반응 속도가 느리고 열역학적 상태 의존성이 적기 때문에 이상

적인 화약에 비하여 충격파에서 폭발파로의 전이(shock-to- 

detonation transition)가 서서히 일어나는 폭발특성을 보이며 

임계직경(failure diameter)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둔감화약의 

폭발특성으로 인하여 둔감화약을 비이상적인 화약(nonideal 

explosives)이라 부르고 있으며 반응속도식이 둔감화약의 폭발

특성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응속도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둔감화약의 폭발특성을 해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조형 둔감복합화약조성(insensitive castable 

PBX)인 AX-1에 대한 반응속도식을 모델링하고 이를 적용한 

전산해석을 통하여 둔감복합화약조성 AX-1의 폭발특성을 살

펴보고자 한다. AX-1 화약조성의 반응속도식을 모델링 하기 

위하여 2차원 정상상태(steady-state) 폭발실험을 실시하였고 

이를 폭발역학이론(DSD, Detonation Shock Dynamics 

theory)에 적용하여 폭발파면에 수직한 폭발속도를 폭발파면 

곡률의 함수로 결정하였고 폭발역학이론의 주방정식(master 

equation)에 적용하고 수치적분 하여 반응속도식 모델을 보정

하였다. 반응속도식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AX-1 화약조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속감도 시험인 gap 시험과 수중폭발시험

(underwater explosion test)을 1차원 전산해석으로 수행하였

고 정상상태 폭발시험, CAP 시험, corner turning 문제를 2차원 

전산해석 하였다. 1차원 및 2차원 전산해석에는 본 논문의 반응

속도식 모델을 적용하였다. Gap 시험 해석결과 전달되는 충격

파 압력으로부터 폭발파로 전이되는 폭발특성이 잘 묘사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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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수중폭발시험 해석결과도 계측된 시험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차원 정상상태 폭발해석에서 폭발파의 곡

률 및 최대 압력이 시험결과와 잘 일치하였고 CAP 시험 해석에

서도 미 폭발반응의 시험결과와 일치된 해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Corner turning 문제에서도 본 논문의 반응속도식은 

분기점에서의 dead zone을 잘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AX-1 화약조성에 대한 반응속도식을 모델링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전산해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반응속도

식 모델은 폭발이론을 바탕으로 상태방정식, 직경별 폭발파면 

곡률 및 폭발속도의 관계식에 대한 고유치 해(eigenvalue 

solution)로서 엄밀하게 결정되었으며 실제적으로 AX-1 화약

조성의 비이상적 폭발특성을 타당한 정밀도로 묘사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반도체 노광시스템을 

위한 6자유도 자기부상 평면모터를 제안하고 설계하며 제어를 

수행한다. 차세대 노광장비는 고진공환경에서 6자유도 대행정

구동이 가능한 고정밀스테이지를 필요로 한다. 자기부상 평면

모터는 기계적인 결합이나 마찰이 없어 고정밀모션을 수행 가

능하다. 경량의 컴팩트한 구조는 고속모션을 가능케하며, 단일

몸체구성으로 잔류진동을 제거하여 고정밀모션을 가능케 한

다. 외부와의 어떠한 연결도 없기 때문에 고진공공정에 적용 

가능하다. 차세대 노광시스템으로서 자기부상 평면모터를 사

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생산성

을 향상시키고, 높은 제어성능을 갖기 위해 큰 추력을 발생시켜

야 한다. 스캐닝공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리플이 작

아야 한다. 나노정밀도를 달성하기 위한 제어기술이 개발되어

야 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추력을 증가시키

고 힘리플을 감소시키며 나노정밀도를 달성가능한, 새로운 6자

유도 자기부상 평면모터를 제안한다. 먼저 T형상 할바흐자석배

열을 제안한다. 이 자석배열은 기존의 평면모터에 사용된 자석

배열에 비해 큰추력을 발생시키며 힘리플을 감소시킨다. 보다 

쉽게 조립이 가능하여 경제적인 이점도 얻을수 있다. 제안하는 

평면모터는 코일이 지면에 고정되고 자석배열이 움직이는 형태

이다. 용이한 제어를 위해 직사각형 형상의 코일을 여러개 사용

하여 코일배열을 구성한다. 제안하는 평면모터의 최적설계를 

위한 모델링기법을 제시한다. 맥스웰방정식을 바탕으로 자석

배열에의해 발생하는 자속분포를 모델링한다. 로렌츠법칙에 

의해 평면모터에서 발생하는 6자유도 힘과 토크를 계산한다. 

모델링을 바탕으로 추력을 향상시키고 힘리플을 감소시키기 

위한 평면모터의 최적설계를 수행한다. 설계사양을 결정하며,

자석과 코일의 형상을 결정하는 설계변수를 정의한다. 설계변

수가 추력, 힘리플, 파워 소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파라메트릭 해석을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력을 최대화시

키며 힘리플, 파워소모, 구동전류 및 전압, 치수조건들을 고려

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한다. 설계결과를 바탕으로 공차분석을 

수행하며 이로서 평면모터의 최종치수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평면모터의 6자유도 제어기법을 제시한다. 임의의 위치에서 원

하는 6자유도 힘과 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한 전류를 계산하는 

커뮤테이션 방법을 설명한다. 구동부가 이동할때 자석배열 하

단에 위치한 코일만을 구동하기 위해 가중치를 고려한 방법을 

이용한다. 시스템 모델링을 바탕으로 6자유도 MIMO 시스템을

디커플시켜 6개의 독립된 SISO 시스템으로 단순화한뒤 각 자

유도의 제어기를 설계한다. 평면모터 구동을 위한 제어시퀀스

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작된 6자유도 자기부상 평면모터 

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힘과 토크 측정 시스

템을 이용하여 설계결과와 제어알고리즘을 검증한다. 최종적

으로 6자유도 제어성능을 평가한다. 300mm 구동이 가능하며,

25nm(rms) 정지정밀도, 0.09% 속도리플, 100nm 스캐닝궤적 

추종오차, 42ms 세틀링 시간을 달성하였다. 6축 자기부상 평

면모터는 차세대노광을 위해 고진공에 적용가능한 유일한 스테

이지 기술이다. 기술개발단계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웨이퍼

스테이지의 성능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정밀도 향상

과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고분해능센서를 이용하고, 모델링오차 및 6축커플링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제어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힘리플보상 제어기법을 이용하여 스캐닝 성능

을 보다 향상시킬수 있을 것이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경천 2011년 2월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권대갑

국문 : 

영문 :

초정밀 회전 오차 보상형 공기 베어링 스테이지의 설계 및 오차 보정에 관한 연구

Design and error calibration of precision air bearing stage with yaw error compensation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은 PC의 등장 이후 급속

도로 발전하였다. 정보 기술은 발전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

달을 초래하여 대면적, 고분해능 디스플레이를 요구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을 대표하는 LCD, OLED와 PDP 디스플레이

에서 대면적, 고분해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광 공정 및 검사 

공정에서 이용되는 위치 결정 기구인 스테이지의 성능이 중요

하다. 특히, 앞서 설명한 대면적 고분해능 성능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장행정 고정밀 스테이지 개발이 필요하다. FPD산업에

서 널리 이용되는 H 타입 스테이지에서 장행정 고정밀 모션 

구현 시 스테이지 자체의 회전 오차는 지배적인 위치 오차이다. 

스테이지의 회전 오차는 갠트리 스테이지를 구동하는 Y1, Y2축

모터 사이의 조립 오차 혹은 구동시 발생하는 동기 결여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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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오차가 발생하거나 초기 시편과 스테이지의 정렬시에 회

전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장행정 고정밀 모션을 수행하

기 위해서, 기존에는 H 타입 스테이지 상부에 회전 모터를 장착

하거나 이중 서보 모터를 구현하여 회전 오차를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회전 모터나 이중 서보를 통해 구현하게 되

면, 이동부의 무게가 증가하게 되어 고속 모션에 적합하지 않

다. 또한, 추가적인 별도의 구동 장치와 센서, 제어기가 필요하

게 되어 경제적 특성이 저하된다.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구동부 

혹은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H 타입 스테이지만을 이용하여 

회전 오차를 보상할 수 있도록, 갠트리 스테이지와 Y1, Y2축 

구동 모터 사이에 회전 자유도를 갖는 유연 기구를 장착하여 

정밀 회전 모션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스테이지 상에 고정밀 

회전 모션을 구현하기 위해 정밀 회전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회전 메커니즘은 마찰을 수반하는 베어링 

기구를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밀 회전 모션을 위해 유연 

기구를 이용하였다. 유연 기구는 재료의 탄성 변형을 이용하여 

가이드하기 때문에 이동 변위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유연 기구는 원하는 모션을 제외한 방향의 강성이 형상에 좌우

된다. 이를 고려하여 판 스프링을 원형 이동 부 상에 동일 간격

으로 8개의 판 스프링을 장착한 바퀴 형태의 유연 기구를 제안

하였다. 제안된 유연 기구의 동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6자유도 

강성을 해석적으로 모델링하고 이를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와 최대 12.7%오차를

갖고, 실험 결과와10.8%오차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유연 기구를 이용하여 회전 오차를 보정 가능한 H 타입 스테이

지의 동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스테이지의 강성 요소인 가이드

와 유연 기구의 강성을 이용하여 동적 모델링을 구하였다. 앞서 

구한 동적 모델링을 이용하여 H 타입 스테이지가 원하는 안착 

시간을 만족하도록 유연 기구 부를 최적 설계를 수행 하였다. 

최적 설계 수행 결과 원하는 Z축 회전 방향의 강성을 제외한 

나머지 자유도의 강성이 Z축 회전 강성에 비해 14배 이상 크도

록 설계하였다. 이렇게 설계함으로써, H타입 스테이지가 X축

과 Y축 방향으로 2um 스텝 입력에 대해 2%이내로 안착 시간을

측정한 결과 각 X축과 Y축 방향에 대해서 각각 163ms, 73ms로 

목표 안착 시간인 300ms보다 빠름을 확인할 수 있다. 제작된 H 

타입 스테이지의 위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HTM(Homogeneous

Transformation Matrix)를 이용하여 스테이지의 각 기구부에서

의 위치 오차를 이용하여 전체 H 타입 스테이지의 위치 오차를

모델링하였다. 앞서 스테이지 모델링된 위치 오차를 이용하여

실제 스테이지에 look up table을 이용하여 보상 실험을 수행하

여 위치 오차 모델을 검증하였다. 위치 오차 보상 결과 X, Y축과

θz 회전축의 오차가 각각 RMS로 0.76μm, 1.25μm와 

1.21arcsec에서 0.18μm, 0.28μm, 0.34arcsec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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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전공)

연도별 편수

2010년 8월 8

2011년 2월 7

총 15

분야별 편수

2010년 8월 2011년 2월 총

재료 및 파괴 1 1

고체 및 구조역학 1 1 2

동역학 및 제어 1 1 2

생산 및 설계공학

열공학 3 1 4

유체공학 1 1

에너지 및 동력공학 2 3 5

총 8 7 15

<부록1-8> 한양 학교 박사학  논문 편수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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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대훈 2010년 8월 박사 한양대학교 이재헌

국문 : 
영문 :

내부 열교환기를 장착한 CO₂ 히트펌프의 성능특성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a CO₂ Heat Pump with Internal Heat Exchanger

친환경 냉동공조기 개발의 일환으로 자연냉매인 CO₂를 이

용한 히트펌프 시스템의 특성과 내부 열교환기를 적용한 CO₂ 

히트펌프 시스템의 시스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 열교환

기 단품의 특성에 대한 연구와 내부 열교환기 유무에 따른 CO

₂히트펌프 시스템 성능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CO₂를 적용한 히트펌프의 중요 인자들의 영향에 대한 연구와 

내부 열교환기를 적용한 사이클의 최적 토출압력 제어를 통한 

성능향상 가능성의 구체적 제시에 그 목적이 있다. CO₂사이

클을 적용한 히트펌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CO₂히트펌

프 시스템이 제작하여 여러 가지 운전변수에 따른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압축기 주파수, 전자팽창밸브 개도, 외기온도 변

화, 내부 열교환기 유무 및 길이변화에 대한 사이클 성능변화 

연구를 통하여 이산화탄소 히트펌프는 여러 운전변수에 대하

여 사이클 성능변화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압축기 토출압력과 

질량유량 변화가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능향상을 위하여 제안 및 제작된 내부 

열교환기를 장착한 CO₂히트펌프 시스템이 구성되었으며, 다

양한 운전변수에 따른 성능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성능향상

정도를 비교 및 고찰하였다. 실험은 이중관형(D-1), 쉘앤튜브

형(D-2), 동축관형(D-3),마이크로 채널형(D-4)내부 열교환

기를 선정하고 내부 열교환기가 없는 경우(D-0)와 비교 분석

하였다.내부 열교환기를 장착한 CO₂히트펌프 시스템은 기본

사이클에 비하여 냉방운전모드에서는 COP가 6.06~ 9.19% 

향상되었으나, 난방운전모드에서는 COP가 0.62~ 1.88% 저

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냉난방 성능계수는 토출압력에 크

게 영향을 받으며, 가스쿨러 토출온도에 따라 토출압력을 제어

하면 최대 성능계수를 갖는 토출압력을 찾을 수 있다. 실험을

통하여 CO₂히트펌프 시스템은 운전부하에 따라 최대 성능계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민수 2010년 8월 박사 한양대학교 이관수

국문 : 
영문 :

옵셋 스트립 휜의 압력강하 및 열전달 특성 

Thermo-Flow Characteristics of Offset-Strip Fins

본 연구에서는 옵셋 스트립 휜의 최적 설계를 위하여 옵셋 

스트립 휜의 진동 유동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상 및 작동 유체 변화에 따른 옵셋 스트립 휜 상관식을 제안

하였다. 또한 제안된 상관식을 이용하여 열교환기에 설치될 

옵셋 스트립 휜에 대해 최적 설계하였다. 옵셋 스트립 휜은 

기하학적 형상에 의해 열전달 면적을 늘려 열교환기의 면적 

밀집도를 증가시키고 각 열마다 열 경계층을 새로 생성하여 

열전달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옵셋 스트립 휜의 설치는 과다

한 면적 밀집도의 증가로 인해 열교환기 내 압력강하를 증가시

키므로 옵셋 스트립 휜에서는 열전달 특성뿐만 아니라 압력강

하 특성, 즉 열 및 유동 특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옵셋 

스트립 휜은 천이 영역 이후에서 진동 유동 특성을 보이며, 

이런 진동유동은 옵셋 스트립 휜에서의 압력강하와 열전달량

을 증가시킨다. 층류 영역에서는 유동이 진동하지 않고 정상 

해석과 비정상 해석의 friction factor f 와 Colburn factor j 의 

값이 일치하였으나, 천이 영역과 난류 영역에서는 유체가 

shedding frequency에 따라 주기적으로 진동하고 정상 해석과 

비정상 해석의 f 와 j 값이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진동 유동

은 정상 해석이 아닌 비정상 수치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

나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난류 모델을 이용한 정상 해석가

능성이 검토되었으며, SST k-ω 난류 모델을 사용한 정상 해석

이 비정상 해석의 결과를 잘 모사하였다. 옵셋 스트립 휜의 

형상과 작동유체 변화에 따른 상관식을 제안하였다. 기존상관

식이 막음비 20% 이하에서만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막음비

를 새롭게 정의하고 막음비가 20 ~ 35% 이상의 옵셋 스트립

휜에 적용 가능한 상관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작동유체를 공기

이외에 물, 50%에틸렌글리콜 수용액, 디젤 등을 이용하여 해

석을 수행하고, Colburn j factror에 Prandtl수를 추가하여 새로

운 상관식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옵셋 스트립 휜의 다양한 형상

변화와 Prandtl 수는 0.5~50, 막음비는 5 ~ 35%까지 가능하

며, 층류, 천이 및 난류 영역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옵셋 스트립 휜의 j 와 f 상관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상관식과

실험계획법을 통해 연료 냉각기에 설치될 옵셋 스트립 휜에 

대한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실험 계획법을 이용한 최적 설계

에서는 반응 표면법에 비해 Kriging 법을 사용했을 때 더 높은

성능의 휜 형상을 제시하였다. 상관식을 이용한 최적 설계가 

실험 계획법을 이용했을 때보다 더 높은 성능의 휜 형상을 제시

하였으며, 이는 기존 옵셋 스트립 휜에 비해 JF 지수는 약 24%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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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나타내는 토출압력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Kauf의 실험식을 변형시킨 내부 열교환기 유용도에 따른 

최적 토출압력 실험식을 제안하였다. 이 실험식에 의한 오차범

위는 ±10% 내에서 실험 데이터를 만족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문선애 2010년 8월 박사 한양대학교 이재헌

국문 : 
영문 :

에너지 관련 설계기준 변동이 공동주택 단위 열부하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 Changes in Energy-related Design Criteria on the Unit Thermal Load of Apartment Houses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변동되고 있는 외기 설계기준, 환기 

설계기준 및 단열설계기준 등 에너지 관련 설계기준이 공동주

택 단위 열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공동주택 단지

의 정확한 열수요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 관련 설계기준 변동이 단위 열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5개의 판상형 공동주택을 부하계산 대상으로 

선정하고 적용된 에너지 관련 설계기준에 따라 부하계산 조건

을 9가지 기준 버전으로 구분하였다. 5개의 부하계산 대상에 

9가지 기준 버전을 적용하여 총 45가지 경우의 단위 열부하를 

산정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에너지 관련 설계기준 변동

이 단위 열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현행 외기 설계기

준은 85㎡ 단위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단위난방부하를 이

전 외기 설계기준을 적용한 경우보다 최대 4.6% 정도 감소시

킨 것을 알 수 있었다. 환기 설계기준은 85 ㎡ 단위세대로 구성

된 공동주택의 단위난방부하 및 단위냉방부하를 이전 환기 설

계기준보다 각각 4.9% 및 4.6% 정도 감소시킨 것을 알 수 

있었다. 현행 단열 설계기준은 85㎡ 단위세대로 구성된 공동주

택의 단위난방부하를 이전 단열 설계기준보다 13.7% 정도 감

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단열 설계기준은 85㎡ 단위세

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단위난방 부하 및 단위냉방부하를 현

행 단열 설계기준보다 각각 25.7% 및 2.0% 정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서상헌 2010년 8월 박사 한양대학교 이창식

국문 : 

영문 :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성능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Study on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본 논문은 차세대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성능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작동조건하에

서 성능, 임피던스, 크로스오버 실험들을 통하여 고분자 전해

질 연료전지의 최적의 작동조건을 규명한 연구이다.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성능특성은 전압과 전류밀도, 전력밀도와 

전류밀도를 분석하여 규명하였다. 성능손실인자인 활성화 손

실과 저항 손실을 자세히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파수영역

에서 교류 임피던스 스펙트로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등가회로를 구성하여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연료극에서 

공기극으로 전해질을 통하여 연료가 투과되는 연료 크로스오

버 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하여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크로스오버 전류밀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핵심부품인 전해질 두께와 촉매량

이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규명

하였다.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성능특성을 연구한 결과, 

작동온도, 공기극 유량, 공기극 배압이 증가할수록 활성화 손

실이 감소하여 성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료

극 유량, 알코올 농도가 증가할수록 활성화 손실이 증가하여 

성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극에 공기 대신 산소를 

공급하였을 경우, 공기에 비하여 높은 산소농도 때문에 활성화 

손실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동온도, 

알코올 농도, 연료극 유량이 증가할수록 연료 크로스오버 현상

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기극 배압이 증가할수록 

연료 크로스오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실험조

건하에서는 전해질 두께가 얇을수록 저항손실이 감소하여 성

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두꺼운 전해질일수록

연료 크로스오버 현상이 감소하여 개방회로전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성능실험

결과와 경험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가 다양한 조건하에서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분자 전해질 연

료전지 내의 물 관리는 성능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

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작동조건하에서의 연료전

지 공기극의 플러딩 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가시화 연료전지

를 제작하여 유로 내 물 생성 및 제거현상을 실험적으로 규명하

였다. 유로 내 물 거동은 디지털 카메라와 고속 카메라를 이용

하여 촬영하였다. 작동온도가 증가할수록 플러딩 현상이 높은 

온도에 의한 증발현상으로 감소하였으며, 성능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공기극 내 액적들은 공기극 유량이 증가할수록

빠르게 제거되었으며, 공기극 배압이 증가할수록 유로 내 높은

분압에 의하여 플러딩 현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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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기극에 산소를 공급하였을 경우에 공기를 공급하였을 

경우보다 플러딩 현상은 증가하였지만, 성능도 현저히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대체연료 중에서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에 적용하고자 dimethyl ether (DME)를 이용하여 연

료전지를 구동하였다. DME의 증기압을 이용하여 액상의 DME

를 액상으로 연료전지에 공급하였다. DME-메탄올 혼합 수용

액을 공급하였을 때의 연료전지의 성능이 메탄올 수용액만 공

급하였을 때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ME의 산화

반응에 의한 활성화 손실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연료 크로스오버 현상이 감소하였으며 연료전지의 

개방회로전압이 DME-메탄올 연료전지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성능특성 결과

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설계, 제작, 및 성능 최적화에 필요

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규명한 공기극 유로 내 플러딩 현상 특성은 연료전지 모델링 

및 연료전지 자동차의 물 관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우형 2010년 8월 박사 한양대학교 정진태

국문 : 

영문 :

축의 변형으로 인한 병진운동을 고려한 기어 시스템의 동적 해석
Dynamic analysis of gear systems with the translation motion due to shaft deformations

본 연구는 베어링의 변형에 의한 평면운동을 하는 기어 시스

템의 동적응답에 대한 연구이다. 치차의 축간 거리가 시간에 

대하여 변하며 평면 운동을 하는 치차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치차 시스템은 구동 특성에 따라 모든 방향의 운동

을 반영하여 회전 축계 시스템의 휠링과 같은 특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 되므로 병진운동과 회전운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상일 2010년 8월 박사 한양대학교 박경진

국문 : 

영문 :

등가정하중을 이용한 충돌문제의 구조최적설계 

Crashworthiness Design Optimization Using Equivalent Static Loads

충돌문제는 승용차나 항공기의 사고 시 운전자나 동승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문제이다. 각국 정부나 보험

회사 등은 이러한 충돌문제에서 승용차나 항공기의 설계 시에 

탑승객의 안전을 고려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의 상당수는 제작을 위한 법규로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규들이 제시하는 조건들은 구조물이 만족하여야 하

는 충돌안전도이다. 이러한 충돌안전도는 구조물의 설계 시에 

추구하여야 할 목적함수나 만족하여야 하는 제한조건으로 이

용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충돌을 고려한 문제는 큰 비선형성

을 지닌 충격 및 충돌하중을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로, 이러한

응답의 특징들은 민감도의 계산을 어렵게 만들어 최적설계 

등의 적용이 힘들게 한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설계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충돌문제의 

특성을 잘 표현하면서 설계의 과정에서 비선형동적 해석의 횟

수를 줄일 수 있는 등가정하중법을 제안한다. 충돌문제는 비선

형성이 큰 문제로 재료, 기하, 접촉의 세 가지 비선형성 모두

를 시간의 영역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등가정하중법은 선형 정적 최적화의 과정에서 재료 및 

기하 비선형성을 표현하고, 접촉 시의 접촉력과 접촉면에서의 

변형형상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충돌문제는 승용차나 항공

기 등의 충돌안전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외부

에서 전달되는 충돌에너지나 인체의 상해 등을 고려한 설계문

제를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본 연구에서는 충돌 문제에서 적용

을 위해 변형에너지나 인체의 상해를 고려할 수 있는 등가정하

중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최적화 기법을 다양한 작은 예제에 

적용하여 그 정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검증을 위해서 

전통적인 최적화 방법인 유한차분법과 반응 표면법 등을 사용

하였다. 제안한 등가정하중법으로 얻은 최적해는 전통적인 최

적화 방법들로부터 얻은 최적해와 비교하였을 때, 소요된 충

돌해석의 횟수 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제안한 등가

정하중법을 실제적 공학문제에도 적용하였다. 크래쉬 박스

(Crash box)나 무릎보호대(Knee bolster)등의 구조물들은 외

부의 충돌에너지에 대해 최대한 많은 변형을 일으켜, 실내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되는 부품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변형에너지 응답의 고려를 위한 등가정

하중법을 이러한 구조물에 적용하여 제한조건을 만족하면서 

충돌에너지 흡수 효율이 높은 설계해를 적은 충돌해석의 횟수

로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머리 상해치 응답을 고려한 등가정하

중법을 단순화한 승용차 모델의 기둥시험 문제에 적용하여, 

인체상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침투변형 제한조건을 

만족하는 유용한 최적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예제의 적용

을 통해 제안한 방법들의 우수성과 유용성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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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만을 갖는 2 차원 평면 운동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기어 시스템 중에서 평 기어와 유성 기어에 대한연구를 

수행하였다. 치차는 강체로 구성된 원통 기어와 변형 가능한 

이의 구성으로 가정하였다. 각각의 기어는 베어링으로 지지되

어 있으며, 이는 변형 스프링 시스템으로 모델링하여 변형 가능

한 것이다. 베어링에 지지되어 있는 기어 시스템은 베어링의 

평면운동에 의해 두 치차 사이의 축간 거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일정한 조건에서 구동해야 하는 치차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치차의 축간거리의 변화에 

대한 기어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많은 연구자

들은 기어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을 구성

하였다. 이들 모델의 큰 공통점은 치차의 평면운동에 대한 자유

도는 모델링하면서, 그에 대한 치차의 특성변화는 반영하지 

않았다. 치차의 축간거리 변화에 대하여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압력각, 물림률의 치차의 물림 특성에 있다. 또한, 두 치차의 

기초원의 접선으로 정의되는 작용선 또한 축간거리의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된다. 작용선의 변화는 물림에 의한 치차 사이의 

내력의 변화를 나타내므로 이를 반영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평치차와 유성 치차의 운동을 나타내기 위해 비선형 운동방정

식을 기술하였다. 각 치차의 운동을 고려하여 위치 벡터를 정의 

하였다. 유성 치차의 위성 기어는 케리어의 운동을 반영하여 

위치 벡터를 정의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치차의 운동에너지

를 정의하였다. 위성기어의 회전 운동은 케리어에 의한 공전을 

반영하였다. 베어링과 치차의 물림은 스프링 시스템으로 모델

링 하였다. 베어링은 직교 스프링으로, 치차의 물림은 탄성변

형체로 모델링 하였다. 치차의 변형은 컴플라이언스에 의한 

강성 값과 작용선위의 상대변위로 나타내어 스프링 힘으로 묘

사하였다. 작용선 위의 상대변위는 물림 변위로써 이전 논문에

서 제시한 정의에 축간 거리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이에 대한 

위치에너지를 구성하여, 축간거리의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비선형 운동방정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새로운 

치차의 운동 방정식을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평치차는 Umezawa 가 실험적으로 치차의 가속도 값을 측정 

및 계산한 결과와 비교 하였으며, 유성 기어의 경우 Kahraman

의 운동방정식과 비교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가장 주요한 점은

축간거리의 변화이다. 이 점이 이전 연구와의 차이점이다. 그

러므로 제시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베어링의 강성 값을 매우 

큰 값으로 가정하여, 축간거리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해석 결과를 비교 검증하였다. 치차의 동적 거동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평치차 시스템에서는 베어링의 강성, 감쇠

및 치차 물림의 강성 및 감쇠를 고려하였다. 베어링의 감쇠에는

회전감쇠와 반경방향의 감쇠가 있으며, 베어링의 강성은 반경

방향의 강성만을 가정하였고, 치차의 주요 물성치에 대한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베어링의 회전 감쇠, 반경방향의 감쇠, 물

림 감쇠의 변화에 대한 치차의 동적 거동 특성을 비교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치차 시스템은 회전체이기 때문에 회전 감쇠

에 대한 영향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베어링과 

물림의 강성변화에 대한 평면운동의 변화, 물림 변위의 변화 

특성을 비교하였다. 베어링의 지지 강성에 따라 치차에 영향을

주며 이는 직접적으로 물림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베어링의 지지 강성은 치차의 평면운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

에, 압력각 및 물림률이 지지 강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림 강성의 변화는 치차의 평면운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치차의 물림 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성 기어는 링 기어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쇠를 제외하

고 강성만으로 구성된 모델을 해석하였다. 축간 거리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이전 연구 모델의 응답 특성과 새로 제시한 응답

특성에 대하여 비교 하였다. 그 결과, 이전의 모델에서 선 기어

와 케리어의 평면운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위성 기어

의 평면운동은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축간 거리

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압력각과 물림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제시한 모델에서는 축간거리의 

변화를 운동 방정식에 고려되었기 때문에 선 기어와 케리어의 

운동을 충분히 묘사하였다. 그러므로 치차의 운동 특성을 나타

내기 위해서는 평면운동에 의한 축간 거리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윤승현 2010년 8월 박사 한양대학교 이창식

국문 : 

영문 :

예혼합 압축착화 엔진에서 함산소 연료의 연소 및 배기배출물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bustion and Exhaust Emission Characteristics of Oxygenated Fuels in a Premixed Charge Compression Ignition Engine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대체연료인 기체 상태의 바이오가스 

(biogas)와 액체 연료인 바이오에탄올 (bioehanol), 바이오디

젤(biodiesel), 그리고 DME (dimethylether)연료 등의 함산소 

연료 (oxygenated fuel)들을 압축착화 디젤엔진에서 연료의 미

립화와 연소, 배기 배출물 및 미세입자 배출물 특성 등을 파악

하고, 기존 화석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연료들과 실험적으로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험조건에서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엄격해지는 배기규제를 만족하기 위한 일환

으로 함산소 연료들을 적용한 예혼합합축착화 연소에 중점을

두어 실험하였으며, 조기분사, 다단분사, NADI(narrow anle 

direct injection), 예혼합 연료를 적용한 혼소 (dual-fuel 

combustion), 그리고 높은 비율의 EGR을 적용하는 저온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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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temperature combustion) 등의 다양한 신연소 방법을 

활용하여 예혼합합축착화 연소특성을 파악하였다. 연소특성 

배기 배출물 특성 및 미세입자 분포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기통 직접분사식 디젤엔진과 간접분사식 다기통 디젤엔진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연료의 미립화 거시적 및 미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압분사 및 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조기분사와 다단분사를 적용한 기존 경유 연료의 

연소의 경우, 좁은 분사각 인젝터로 인하여 연료와 연소실 벽면 

충돌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NADI 연소는 조

기분사시기에서도 기존 연소보다 짧은 착화지연기간을 가지는 

특성을 보였다. 다단분사를 적용한 NADI 연소의 경우 EGR 

30%와 조기분사시기에서 질소산화물(NOx)과 입자상물질

(PM)을 동시저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기존 휘발유를 

예혼합 연료를 흡기과정 중에 분사하고 경유를 연소실에 직접 

분사하는 예혼합압축착화의 경우 예혼합율이 증가하고 지각된 

분사시기에서 질소산화물과 매연을 동시저감 할 수 있었으며, 

실험이 수행된 전체 분사시기에서 미세입자의 전체 개수와 체

적의 결과에서도 예혼합연소가 기존 압축착화 연소에 비하여 

발생량이 적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바이오디젤의 경우 높은 

점도와 표면장력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경우에 비하여 다소 

큰 분무 입경 특성을 보이며, 분무도달거리 또한 경유에 비하여 

다소 길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바이오디젤 연소는 기존 경유에 

비하여 다소 증가된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였지만 매연의 경우 

매우 저감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HC 와 CO 배출물의 

경우 실험이 낮거나 비슷한 발생량을 보였다.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을 혼합한 혼합연료의 경우 질소산화물과 입자상

물질을 동시 저감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HC와 CO배출물의 

경우 기존 경유 연소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다단분사를 적용하였을 경우 미세입자 분표특성에서 상대적으

로 큰 입경의 매연이 대폭 감소하였고 전체 미세입자 개수 및

체적 또한 기존 경유 연소에 비해 감소하는 특성을 파악하였다.

바이오가스와 바이오디젤을 적용한 저부하 조건에서 혼소는 

바이오디젤-디젤연료의 혼소에 비해 최고연소압력이 감소함

을 보였지만, 중부하 영역에서는 바이오가스와 바이오디젤 혼

소가 보다 높은 출력을 나타내었다. 배기배출물의 경우, 매우

낮은 질소산화물(NOx)과 입자상물질(PM)의 발생량을 실험이

수행된 조건에서 결과를 보였다. 다단분사를 적용한 DME 연소

의 경우 단일분사 조건과 비교하여 질소산화물과 매연등을 동

시 저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HC와 CO 배출물 또한 

분사시기가 진각 되어도 발생량이 증가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협각인젝터와 다단분사를 적용한 경우에는 조기분

사의 경우에도 단일분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된 질소산

화물과 동등한 수준의 매연이 발생하였으며, EGR을 적용한 

연소의 경우에도 모든 분사시기에서 매우 낮은 매연 발생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EGR에 의한 열화학적 효과와 연소

온도의 감소와 DME 연료가 가지는 청정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양한 분위기 조건하에

서 디젤과 대체연료들의 분무 미립화와 연소 및 배기 배출믈 

특성들은 연료공급 및 분사장치 그리고 차세대 엔진을 개발하

는 데에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디젤 

및 DME 연료의 연소 및 배출물 특성은 대체연료를 압축 착화 

기관에 적용할 경우에 연료 소비를 줄이면서 배기 배출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최적의 운전 조건 및 엔진 및 연소실 설계 

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동시에 미세

입자의 크기와 붙포 측정 실험을 수행하여 운전조건에 따른 

연소특성과 배출물 저감 특성에 관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혼

합연료의 엔진적용기술 개발에 대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정혁 2010년 8월 박사 한양대학교 안강호

국문 : 

영문 :

Aerosol Electrical Mobility Spectrum Analyzer의 개발과 대기 에어로졸의 하전 특성 분석

Development of Aerosol Electrical Mobility Spectrum Analyzer and characterization of electrical properties of airborne particles

에어로졸 과학 및 입자 공학의 발전은 계측 기술 및 측정 장비

의 개발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에어로졸 및 입자의 전기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그 크기를 알아낼 수 있는 장비, DMA 

(Differential Mobility Analyzer)의 개발은 에어로졸 및 입자 측

정 분야에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전기, 전자 

및 광학 기술의 발전으로 입자의 개수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되었다(CPC, Condensation Particle Counter). DMA

와 CPC를 연결한 형태인 SMPS(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의 개발로 보다 짧은 시간에 입자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에어로졸의 측정 방법론과 기술은 보다 빠른 시

간, 즉 실시간으로 입자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이와 같은 장비를 이용한 에어로졸 및 입자 측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입자의 전기적 특성을 이용하고 있다

는 것이다. DMA의 가장 큰 단점은 전기적으로 대전된 입자 

중에서 한 쪽 극성의 입자의 특성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DMA를 이용하여 입자의 전기적인 대전 극성에 따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나, 시스템이 복잡해지

고 거대해진다. 시스템이 복잡하고 거대하다는 것은 많은 장비

와 장치를 수반함으로써 조작이 어려워지고 다양한 분야에 적

용할 때 이동성 및 휴대성이 감소된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197

해소하고 에어로졸 측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서, 입자의 전기적인 극성에 따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Aerosol Electrical Mobility Spectrum Analyzer(AEMSA)을 개

발하였고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장비는 전기적 이동도에 

따른 농도 분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전기적인 대전 특성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서 AEMSA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 양으로 대전된 입

자, 음으로 대전된 입자의 분포와 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AEMSA는 입자의 전기적 이동도에 따라 각기 다른 위치

에서 측정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한 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photodidode을 이용한 센서 방식이 아닌, CCD 

(Charge Coupled Device) 카메라와 광학계를 이용하여 입자

의 위치별 개수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도 측정과 

위치 측정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의 상용 CPC와 

입자 개수 측정 효율을 비교하였고, 입자 크기에 따른 전기적 

이동 속도 (migration velocity)을 측정하였다. 또한 입자의 평

형전하상태(equilibrium charge state)를 AEMSA를 이용하여 

각각의 입자의 크기에 따른 분포를 측정한 후 Fuchs와 

Boltzmann의 이론식과 비교하였다. AEMSA을 이용하여 에어

로졸 측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품인 중화기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성능 평가를 마친 AEMSA를 이용하여 대기 중 분

포하는 에어로졸 및 입자의 하전 상태를 파악해 보았다. 대기

과학 및 기후학에서는 대기 중 이온 분포가 지구의 기후 및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이러한 이온 분포에 따른 에어로졸 및 입자의 하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위도 지역인 대한민국 안산과 극지

방 (대한민국 세종 남극 과학기지와 대한민국 다산 북극 과학기

지)의 대기입자를 측정하고, 입자의 전기적인 극성에 따른 특

성 등을 비교 평가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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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정적,동적 시스템에서 등가정하중법을 이용한 위상최적설계 

Topology Optimization for Structures with Nonlinear Static or Dynamic Behavior Using Equivalent Static Loads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크고 작은 비선형성을 내포하고 있다. 

시스템의 기하학적 형상과 재료의 특성, 그리고 복잡해진 시스

템 내에서 각 부품간의 상호 간섭 등으로 인하여 비선형의 특성

을 보인다. 또한 다양한 환경으로 인하여 시간에 대하여 가변적

인 하중이 시스템에 작용한다. 따라서 구조물을 설계할 때에는 

이 모든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상최적설계는 설계 영역 

내에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성능지수를 만족하는 새로운 설계

의 형태를 제안하는 좋은 설계 도구로 사용된다. 선형 정적반응 

위상최적설계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잘 연구되어 왔으며, 

상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설계에 적용이 용이하다. 그러나 

비선형성 정적 특성 또는 비선형 동적 특성을 고려한 위상최적

설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비선형 정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상최적설계를 수행할 때, 낮은 강성을 갖게 되는 요소가 수학

적으로 불안정하여 뉴튼-랍슨 반복 시 수렴 속도가 현저히 느

려지거나 수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위상최적설계의 

설계 변수는 가상 상대밀도이기 때문에 설계 변수와 유한요소

모델 사이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규명하여 설계를 갱신할 것인

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에 의하여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비선형 

동적 특성을 고려한 위상최적설계는 비선형성 뿐만 아니라 시

간 의존적인 응답의 고려가 필요하지만, 현재 비선형 동적 반응 

위상최적설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

에서는 비선형성의 종류와 상관없이 비선형 정적 시스템 또는 

비선형 동적 시스템의 위상최적설계에 적용 가능한 등가정하

중법을 제안하고 확대 적용한다. 비선형성을 고려한 위상최적

설계에서 낮은 강성을 가지는 요소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소 

비틀림 현상을 방지하면서 설계 해를 도출할 수 있는 등가정하

중법을 제안한다. 비선형 동적 시스템의 경우 시간 의존적인 

응답이 위상최적설계의 목적함수로 선택된다. 따라서 비선형

정적 시스템과는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조물의 강성이 

바뀌기 때문에, 구조물의 강성을 최대화 시킨다는 위상최적설

계의 관점에 따라 비선형 동적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목적함수

의 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제안한다. 제안한 최적화 기법을 다양

한 예제에 적용한다. 비선형 정적 시스템에 기법을 적용하여 

설계를 수행하고, 선형 정적 반응 위상최적설계 결과와 상호 

비교하여 해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또한 비선형 동적 시스템에

새롭게 정의한 목적함수와 등가정하중법을 적용하여 간단한 

예제에 대한 위상최적설계를 수행한다. 또한 크래쉬 박스

(Crash box)를 이용하여 비선형 동적 반응 설계의 특화 분야인

충돌문제에도 제안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강성의 최소화 문

제에도 등가정하중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보인다. 이러한 예제

의 적용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들의 효율성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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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유체 연료전지를 위한 전극 형상 및 재료에 관한 연구

Study on shape and materials of electrodes for microfluidic fuel cell

한정된 화석에너지 고갈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

데, 친환경적이면서 충분한 부존자원이 환보된 신에너지 산업

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최근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휴대용 전자기기가 고성능화 및 다기능화 되어 휴대용 전자기

기의 전력 소모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2차 전지

를 대체할 새로운 휴대용 전자기기의 전원 공급 장치로서 마이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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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엔진내 분무 과정 시뮬레이션의 격자 의존성 저감을 위한 개선된 운동량 교환 (EMC)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hanced Momentum Coupling (EMC) model for reducing grid-size dependency in simulation of spray formation in a diesel engine

본 논문에서는 디젤 엔진 분무 해석을 위한 Lagrangian 분무 

모델 및 격자 의존성 저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디젤 

엔진 해석은 주로 Euler-Lagrange 기반의 수치 기법을 이용하

게 되는데, 다양한 Lagrange 분무 모델의 예측 정확도에 따라 

엔진 성능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한편, 기존의 모델링 

기법 기반의 운동량 전달 과정에서 격자 의존성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도 보고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Lagrange 분무 모델들의 예측 정확성을 검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 및 격자 의존성을 저감 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여 개선된 수치해석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무 모델들의 예측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

일 액적의 거동 특성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공기역

학적 항력장에 노출된 액적의 분열 과정 및 두 개의 단일 액적

이 서로 충돌하여 거동하는 특성을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액적 분열 과정 실험의 결과로부터 공기 역학적 항력의 크기에 

따라 Bag 분열, Stretching and thinning 분열, 그리고 

Catastrophic 분열의 순서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한편, 단일 

액적의 충돌 실험에서 크게 네 가지의 액적 충돌 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액적 분열 및 충돌 기구는 주로 Weber수

에 의해서 결정됨을 확인하였으며, 기존의 연구자들이 제한했

던 충돌 기구 결정식에 의하여 정성적 특성을 예측할 수 있었

다. 한편, 기존의 분열 모델을 이용하여 유동장내 액적 거동 

특성을 해석하였다. 기존의 TAB 모델을 이용할 경우 액적의 

분열 과정 및 동적 특성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분열 과정에서 나타나는 액적의 변형 및 액적 역학

적 거동 특성을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하여 TAB 모델의 경험 

상수들을 재설정하였다. 한편, TAB 모델의 액적 크기 예측 모

델은 실제 치에 비해 너무 작게 예측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문제

에 대하여 새로운 에너지 균형 방정식을 수립하여 액적 내 점성 

유동 특성에 의한 에너지 소산율을 반영할 수 있는 액적 크기 

예측 모델을 제안하였다. 액적 충돌 과정을 해석하기 위한 방법

으로 기존의 O'Rourke의 통계적 충돌모델과 Nordin의 직접 충

돌 확률 모델을 비교 분석하였다. O'Rourke 모델의 경우 격자

의 크기 및 구조에 따라 충돌 확률이 상이하게 예측되는 문제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실제와 같은 충돌 기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액적의 평균 크기가 크게 예측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반면, Nordin의 모델에 기초한 상호 충돌 분무 과

정 해석은 물리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부

터 분무 발달 과정 특성 해석을 위하여 직접적 액적 충돌 확률

결정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존의 Euler-Lagrange 기반의 분무 해석에서 격자 의존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Wisconsin 대학에서 제안

한 Gas-jet 모델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Enhanced Momentum

Coupling (EMC) 모델을 이용하여 증발장 자유 분무 및 직접 

분사식 디젤 엔진 수치 해석을 수행하였고, 다양한 격자 해상도

조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방법

을 유지할 경우 격자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분무 발달 길이가

길어지는 특성을 보이는데, 기체 및 액적간의 운동량 전달시 

격자의 크기에 기초하는 검사체적법으로 인하여 기체 가속량

이 달라지는데 기인한다. 반면, Gas-jet 모델과 EMC 모델을 

사용할 경우 분무 발달 길이가 격자에 비의존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하지만 Gas-jet 모델의 경우 액적의 평균 크기 및 연료로

부터 기상으로 전이되는 증기량 예측에 있어 상당한 격자 의존

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EMC 모델을 이용한 경우

이러한 격자 의존성마저 완벽하게 저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성긴격자의 해상도가 지나치게 성긴 특성

으로 인하여 EMC 모델을 이용한 디젤 엔진 해석에 있어 다소

의 격자 의존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무 해석에서 

EMC 모델이 기여하는 격자 의존성 저감 효과에도 불구하고 

연속체적인 현상계를 지나치게 성긴 격자로 해석할 경우 여전

히 격자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격자 해상도 조건과 기체상의 

질량 몰분율 결정 과정에서의 격자의 크기에 근거한 정의식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디젤 엔진

의 연료-공기 혼합기의 분포 및 연소특성을 전산해석 하기 위

한 상당한 수치해석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

되어야 할 문제점들도 확인된 바가 있으므로 추후의 계속되는 

연구에 본 연구의 자료가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엔진 설계 단계

에서 타당성을 확보한 전산 해석 기술 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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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 연료전지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출력증대, 

부피감소, 가격절감, 내구성 향상,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등의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마이크로유체 연료전지(microfluidic 

fuel cell)는 미세유로에서 흐르는 유체들은 층류를 형성하여 

잘 섞이지 않는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교환막의 파손 및 막힘 

현상 등의 양성자 교환막 연료전지에서의 문제점들을 쉽게 해

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마이크로 유체 연료전지 실용

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력밀도 향상과 제작비용 

절감의 두 가지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목표인 전력밀

도 향상을 위해서 마이크로유체 연료전지의 마이크로 채널에

서 발생하는 연료 소모 경계층의 두께를 감소시켜 전력밀도를 

상승시키고자 하였으며 두 번째 목표인 제작비용 절감을 위해

서 마이크로유체 연료전지의 전극에 적용할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하고 미세가공이 가능한 재료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

에서는 백금으로 된 요철 전극이 있는 마이크로유체 연료전지

를 구상하고 제작하였다. 다양한 각도와 배열의 요철이 있는 

마이크로유체 연료전지에 대해 유동해석과 전류밀도 측정을 

진행하였다. 제작은 다양한 재료 및 공정을 적용하여 진행하였

다. 연료와 산화제로서 과산화수소를 이용하는 경우와 포름산 

및 과망간산칼륨을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실험을 

하였다. 연료와 산화제를 과산한수소로 이용한 경우는 편평한 

전극의 연료전지와 요철 전극의 연료전지의 성능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포름산과 과망간산칼륨을 사용한 경우는 요철전극 

연료전지의 전류밀도 및 전력밀도가 편평한 전극의 연료전지

보다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전극의 재료

로서 전도성 폴리머를 이용하는 경우와 열분해란 감광제를 이

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연료와 산화제로서 과산화

수소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각각의 재료를 이용한 전극제작 

공정 조건을 도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유체 연료전

지를 제작하였다. 실험 결과 전도성 폴리머 전극 연료전지는 

전류밀도를 측정할 수 없었지만 열분해한 감광제를 이용한 연

료전지의 경우 전류밀도측정에 성공하여 열화 감광제 박막의

연료전지 전극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한훈희 2011년 2월 박사 한양대학교 하성규

국문 : 

영문 :

에너지 저장 장치용 다층링 플라이휠 로터의 최적설계 및 제작 

Optimum Design and Manufacturing of a Multi-rim Flywheel Rotor for the Energy Storage System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플라이휠 로터의 고속회전에 

의해 관성에너지를 저장시키는 장치이다. 특히, 고에너지 효

율, 무공해, 반영구적인 수명 등의 특징으로 인해 선진국에서 

많은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그네틱 베어링과 같은 

비접촉, 저마찰 방식의 지지베어링에 의해서 부양되어 회전하

는 플라이휠 회전체부는 복합재 로터, 축, 그리고 로터와 축을 

연결하는 허브로 크게 구성된다. 플라이휠 로터는 에너지 저장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강도와 비강성이 우수한 복합재료를 

사용한다. 그러나 반경방향의 취약한 강도는 고속회전 시 로터

의 층간분리 현상을 발생시켜 최대 회전수를 제한한다. 또한, 

복합재 로터는 실제 운전 시 파손에 의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의 설계 및 제작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

다. 본 연구에서는 회전 시 복합재 로터의 내부응력을 저하시켜 

층간분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간섭량을 갖는 다층링 하이브

리드 복합재 플라이휠 로터를 제안 하였다. 제안하는 복합재 

로터의 단위 질량당 저장 에너지를 최대로 하는 목적함수로 

최적 설계를 수행하여 로터의 성능을 극대화 하였다. 이때 설계 

변수로는 각 로터 링의 두께, 재료 구성비, 간섭량 이며, 구속 

조건으로는 최대 회전 상태와 억지 끼워 맞춤 조립 상태에서 

간섭량으로 로터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각 로터 링에서 발생

되는 응력이 각 재료의 강도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하이브리드 

복합재료의 물성은 카본 화이버와 글래스 파이버 및 각 파이버

의 형상을 유지시키는 에폭시의 체적비율에 따른 혼합법칙

(ROM)을 이용하였다. 에너지 저장 장치용 플라이휠 로터의 

회전체는 크게 관성 에너지 저장을 담당하는 로터와 회전 토크

를 전달하는 구동축 그리고 축과 로터를 연결하는 허브로 구성

된다. 따라서 플라이휠 로터를 설계할 때는 로터뿐 아니라 축과

허브의 설계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고속회전 시 허브가

로터보다 강성이 크면, 원심력에 의한 로터의 반지름 방향 변형

보다 허브의 변형이 적으므로 높은 인장응력이 발생하여 로터

와 허브의 이탈을 유발한다. 반면에, 허브의 강성이 작으면 로

터에서의 응력을 낮출 수 있지만, 전체 회전체의 공진 주파수가

함께 떨어져 로터 회전수를 높일 수 없게 된다. 고속 회전 시

변형량이 작은 회전축과 변형량이 큰 복합재 로터를 연결하는 

허브는 그 구조적 특성상 응력이 매우 크게 발생된다. 이와 

같이 크게 발생되는 응력을 낮출 수 있는 응력 저감형 허브로서

고강도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스플릿 허브(split hub) 와 복합

재료로 이루어진 U type 허브를 각각 제안하고, 각 허브의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유한 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응력해석을 

통해 고속으로 회전하는 플라이휠 로터의 안전성(safety)를 검

토하였고, 모드해석을 통하여 플라이휠 로터의 동역학적인 안

정성(stability)을 검토하였다. 또한, 금속 허브와 복합재 허브

의 성능을 비교하여 실제 플라이휠 로터에 적용 가능성에 대하

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 kWh급 에너지 저장용량을

갖는 플라이휠 로터를 설계하였다. 회전체인 플라이휠 로터는 

크게 축, 허브 및 복합재 로터로 구성된다. 구동 회전축은 중공

축 타입이며 구동 모터가 축 내측에 위치할 수 있게 하였다. 

에너지 저장을 담당하는 복합재 로터는 간섭량을 갖는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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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다층링 로터이며, 3개의 링으로 구성된다. 구동축과 복합

재 로터의 연결은 U type 복합재 허브가 적용되어 플라이휠 

로터의 고속 회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설계된 플라이휠 로터의 

총 무게가 약 560 kg 이며, 동적 특성을 나타내는 Ip/It 값은 

약 1.5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된 하이브리드 다층링 복합재 

로터 및 U type 허브를 제작하였으며, 각 회전체 부품들을 억지 

끼워 맞춤 방식으로 조립하여 고속회전 시 볼트 조립부 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응력 집중현상을 최소화 하였다. 설계된 하이브

리드 다층링 복합재 로터 및 허브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고속 회전시험(spin test)을 수행 하였다. 고속 회전시험을 수

행하기 위해 5 kWh 플라이휠 로터를 설계 제작 하였다. 구동 

축과 복합재 로터의 연결을 금속 스플릿 허브(metallic split 

hub)를 이용하였다. 고속 회전체의 변형량을 실시간으로 측정

하기위해 무선통신 시스템(wireless telemetry system)을 이용

하였다. 고속 회전시험을 통해서 얻은 로터의 변형량과 미리 

예측한 로터의 변형량을 비교 분석하여 설계된 복합재 로터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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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베어링을 이용한 대용량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의 성능평가장치 설계

Design of the Spin Tester using Hybrid Bearing for a Large-scale Flywheel Energy Storage System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는 저마찰식 베어링으로 지지되어 

있는 회전체를 진공상태에서 전동/발전기를 이용하여 고속으

로 회전,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또는 기계적 에너지

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에너지 저장장치의 고용

량화로 인하여 플라이휠 저장 장치가 대형화 및 고속화되면서 

지지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시스템 제어의 불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는 회전체의 안전설

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 파손에 따른 시스템 보호 장치 

구축을 고려하여 개발된다. 회전체의 안전설계는 시스템 개발 

시 요구되어지는 사양을 바탕으로 한 안전계수의 선정, 그리고 

스핀테스트 및 파손 스핀테스트를 통한 회전체 검증을 통하여 

수행된다. 안전적인 시스템 운용은 실제 장치의 가동 시 지지부

의 제어를 통한 진동방지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실시간 

관측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파손의 안정성은 회전체의 파손 

및 이탈에 대한 장치 외벽의 안정성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테스트 피트를 이용하여 위험성을 제거한다. 본 연구에서는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 시 고려되는 시스템의 초기 

설계, 운용 및 구성방법에 대하여 논하였고, 회전실험 및 실시

간 로터의 이상관측 장치를 이용한 파손 스핀테스트를 통하여 

회전체의 설계안을 검증하였다. 중형 플라이휠 회전 장비를 

구축하여 저강성 베어링에 따른 로터의 동적 거동을 분석하였

으며, 비접촉 베어링에서 발생한 제어 문제로 인한 시스템 대형

화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 베어링을 이용한 

대용량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의 성능평가 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는 구조적 상사성을 가지고 

있다. 형상에 따른 비례계수에 의하여 회전속도, 경화온도, 간

섭량의 특성관계를 통해 동일한 응력을 갖는 회전체의 설계가 

가능하다. 형상비례에 따른 상사계수는 회전체의 운전속도에 

따른 임계속도 변화, 그리고 파워와의 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된

다. 최적화된 소형로터의 설계로부터 대용량 고속 회전 장치의 

기초설계가 가능하여 안전적인 설계가 가능한 형상비례 설계

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회전체의 형상비례 관계는 다양한 

형태의 복합재 로터 설계안을 통하여 검증된다. 플라이휠 로터

는 강체모드를 기준으로 동적 특성을 나타낸다. 회전속도는 

1차 굽힘 모드 이하에서 설계되어, 저속회전 시 능동형 자기 

베어링의 낮은 강성에 의하여 나타나는 병진운동, 원추운동, 

그리고 축방향 운동이 시스템의 주 진동원이 된다. 플라이휠 

로터의 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5축 능동형 자기베어링,

BLDC 전동/발전기, 진공 챔버 및 펌프로 구성된 회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0 kWh 플라이휠 로터를 5,000rpm 까지 회전시

켜 저속 진동모드의 해석 치와 실험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플라

이휠 에너지 저장장치는 회전체의 파손 및 외란에 의한 불안정

성을 내재하고 있다. 장치 운용 시 회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전하는 로터의 기계적 변형률을 무선으로 측정할 수 

있는 비접촉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모니터링 시스

템은 스트레인 게이지와 무선송수신 장치를 이용한 링 타입 

텔레메트리 시스템과 변형룰 측정량에 따라 단일 광섬유에 다

량의 센서 부착이 가능하고, 신호잡음이 적은 광섬유 격자 센서

와 반경방향으로 집광ㆍ시준기(c-lens collimator) 및 응답기 

(interrogator)로 구성된 반경방향 광학 커플러(Radial Optical

Rotary Coupler)의 두 종류로 개발이 이루어졌다. 설계된 플라

이휠 로터의 안전계수는 회전실험 및 파손실험을 통하여 검증

된다. 5 kWh 플라이휠 로터를 이용하여 최대 회전속도 

18,000rpm에서 안전하게 회전함을 확인하였고, 파손속도 

22,000rpm 보다 10% 낮은 약 20,000rpm에서 허브의 파손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파손실험 시 모니터링은 회전속도에 따

른 스핀들의 변위와 텔레메트리 시스템을 이용한 복합재 로터 

표면의 기계적 변형율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원주방향 변형율

과 반경방향 변형율은 해석 치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대용

량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용 성능평가 장치의 구성요소인

에너지를 저장하는 회전부, 강체모드 제거를 통해 운용 안정성

을 높이 하이브리드 베어링 지지부, 로터를 회전시키는 구동

부, 회전, 정지 및 제어이탈 시 지지하는 보조 베어링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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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 연성 효과를 고려한 전기모터의 진동 및 디자인 민감도 해석

Vibration and Design Sensitivity Analysis of an Electric Motor Considering Mechanical and Electromagnetic Interaction

본 연구에서는 모터의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의 공극변화에 

인한 기전연성효과를 고려하여 BLDC 모터의 동적 특성을 분

석하였다. 공극변화가 고정자에 대한 회전자의 상대적 병진 

변위를 일으켰을 때, 운동에너지 및 위치에너지, 레이리 감쇠

함수, 그리고 자기에너지를 회전자 변위와 고정자의 전류로 

표현하였다. 구하여진 에너지와 감쇠함수를 가지고 라그란지 

방정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운동방정식을 유도하였다. 제안된 

모델의 방정식은 변위와 전류가 연성된 비선형 방정식이다. 

그리고 나서, 1960 년대 이후에 적용된 퓨리에 급수이론에 기

초한 해석적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운동방정식을 소개한다. 

기존모델에서는 자기장에 대한 방정식을 먼저 풀고 불평형 자

기력을 결정한다. 결정된 그 힘은 모터의 병진방향 운동방정식

에 적용한다. 이는 회전자의 변위가 고정자의 전류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모델과 제안된 모델에 대한 

변위 및 전류 등의 시간응답을 계산하였고 회전자 편심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였다. 공극이 시간에 변함에 따라, 전류, 전자기 

토크, 그리고 회전속도에 대한 기존 모델과 제안된 모델의 시간 

응답의 차이는 적었다. 하지만, 회전자 변위에 대한 차이는 상

당히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제안된 모델이 기존의 모델보

다 더 정확한 동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전자

의 편심은 고정자 전류의 주기와 전자기 토크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회전자의 회전속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새로운 운동 방정식을 유도한 후에, 유도된 운동 방정식을 이용

하여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민감도 해석은 어떤 모델의 

구조의 변화나 혹은 변수 값의 변화에 따라 그 모델의 변화가 

어느 정도 민감한지를 결정하는 해석 방법이다. 그 모델의 특성 

응답의 변수 값 변화에 따라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모델의 개선뿐만 아니라 최적화에 있어서 민감도 해석은 유용

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BLDC 모터에 대한 변수 민감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변수 민감도는 변수에 대한 응답의 미분 값이

다. 본 논문에서는 직접미분법을 이용하여 모터 변수에 대한 

편미분 민감도 방정식을 유도하였다. 민감도 방정식을 얻기 

위해서 이전 장에서 유도된 지배 미분방정식이 사용되었다. 

BLDC 모터는 동적 시스템이다. 그래서 모터에 대한 민감도 

역시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된다. 모터에 대한 민감도의 시간응답

은 Newmark 시간적분법을 적용하여 얻어졌다. 민감도 해석에

서 일반적으로 변수와 목적함수를 고려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전자기적 변수로 저항, 코일 턴 수, 그리고 영구자석의 

잔류자장을 고려하였고, 기계적 변수로 회전자의 질량과 편심, 

축과 베어링의 강성과 감쇠를 고려하였다. 실제 모터는 기계적

인 특징과 전자기적인 특징이 서로 연성된다. 그러므로 정확한

민감도 해석을 위해서 기계적 변수와 전자기적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변수들이 고려된 뒤에 목적함수들이 

고려된다. 목적함수들은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출력성

능이어야만 한다. 모터 시스템에서 중요한 출력은 전자기 토

크, 회전속도 그리고 회전자의 진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크, 

회전속도, 그리고 회전자 진동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하고 분석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토크와 회전자 진동은 변수들에 대한

민감도가 속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감도 해석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모터 디자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모터의 높은 토크를 얻기 위해서 우리

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할 수 있다. 큰 질량을 가진 회전

자, 편심이 큰 회전자, 작은 저항의 모터 코일, 적은 모터 코일 

턴 수, 그리고 작은 잔류자장을 가진 영구자석이 그것이다. 높

은 회전속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회전자 질량, 작은 

회전자 편심, 작은 모터 코일 저항, 적은 코일 턴 수, 그리고 

작은 잔류자장을 가진 영구자석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터의 진동을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회전자 질량, 높은

댐핑 계수 및 강성, 회전자의 작은 편심, 높은 모터 코일 저항,

많은 코일 턴 수, 그리고 큰 잔류자장을 가진 영구자석을 제안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BLDC 모터의 개선된 

새로운 디자인의 제시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 목적함수법을 

사용하였다. 그 목적함수는 최적화된 변수를 찾기 위한 최적함

수이다. 민감도 해석을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는 설계 변수 중

둔감한 변수들을 제거하고 BLDC 모터의 설계범위를 결정하였

다. 다중 목적함수법을 통해서, 목적함수들의 시간응답들을 설

계범위 내에서 계산하였다. 그 함수 값은 얻어진 시간응답의 

rms 값에 의해서 계산되고 그 값들 중 최소값을 확인할 수 있

다. 확인된 최소값에서 최적 디자인 변수들을 얻을 수 있다.

구축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형상비례를 이용한 대용

량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의 설계 방법을 제안하고, 회전/

파손 실험을 통하여 플라이휠 로터의 설계 안정계수 검증, 회전

체의 동적 거동을 해석과 실험을 통하여 비교 분석하고, 대용량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의 성능평가 장치 설계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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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부양 압력 프로파일 부하가 인체조직의 동적 관류특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Alternating Pressure Profile Load to Dynamic Tissue Perfusion Characteristics

욕창은 주로 골돌출부에서 연조직이 지속적인 압박을 받을 

때 허혈에 의한 조직의 괴사로 발생하는데 통증, 2차 감염으로 

조기 사망에 이르는 등 복합적인 의료적 문제를 발생할 뿐 아니

라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대부분의 발생환자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의 경우 

향후 잠재적인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중요한 질환

이다. 욕창이 발생되면 회복이 어려워 예방적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욕창 예방제품이 사용되고 있으나 특히 교대

부양 공기 매트리스로 대표되는 동력형 욕창 예방제품의 유효

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제 사용조건과 동일한 상태의 부하조건에

서 잘 정의된 교대부양 부하압력을 인가시켜 연조직의 동적인 

관류회복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적인 부하조건에 대한 

연조직의 관류반응 규명을 위해 1) 교대부양 압력 프로파일의 

개념을 제안하여 정량화된 부하조건의 특성을 살펴보고 압력

부하 발생장치와 실험적 연구방법의 개발 2) 교대부양 압력 

프로파일로 정의된 부하가 작용할 때 인체 연조직의 반응특성

을 경피 가스분압을 측정하여 동적인 관류회복 유형과 관류특

성 파라미터의 규명 3) 실험적 연구결과로부터 욕창 예방제품

의 설계 및 활용에 필요한 기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실험은 

욕창발생 잠재위험이 큰 65세 전후의 평균적인 체형과 건강상

태를 유지하고 있는 11명의 피 실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실험계획은 교대부양 설정압력이 20, 30, 40, 50, 60mmHg의 

5수준을 사용한 Ps test, 교대부양 시간이 1.5, 3.0, 4.5, 6.0, 

7.5min의 5 수준을 사용한 Ta20 test (Ps=20mmHg) 및 Ta50 

test (Ps=50mmHg)로 하였다. 누운 자세의 피실험자 천골부

에 TcPO₂와 TcPCO₂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전극을 부착

하고 실험조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대부양 압력 프로파일 부

하를 작용시켰다. APAM 위에 압력측정용 센서매트를 설치하

여 인체와 지지면 사이의 접촉압력을 측정하였고 공기 셀의 

압력변화를 측정해서 동적인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실험결

과로부터 교대부양 설정압력, 교대부양 시간을 독립변수로 동

적인 관류특성 파라미터인 TcPO₂와 TcPCO₂의 평균, 최대, 

최소 및 관류범위를 종속변수로 통계적인 일원배치 분산분석

을 수행하였다. 교대부양 압력 프로파일은 급기→유지→배기

구간에 걸쳐 3개의 전역 매개변수와 7개의 구간 매개변수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압력-시간 적분 값, 접촉시간 등의 

부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정량적으로 구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특성 값 들이 압력 프로파일 듀티 뿐 아니라 교대부양 시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교대부양 압력 

프로파일 부하가 작용할 때 연조직의 TcPO₂ 관류회복 유형은 

최소값의 크기와 관류회복 시점의 조건에 따라 부분관류(PP),

과도관류(TP) 및 완전허혈(ZP)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TcPCO2의 경우 관류범위의 크기와 최대값 발생 시점의 조건

에 따라 IV(insignificant variation), LV(limted variation) 및 

SV(significant variation)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각각

의 관류회복 유형은 PP↔IV, TP↔LV, ZP↔SV의 발생 상관도

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적 관류특성 파라미터의

분석에서 설정압력이 증가하는데 따라 평균 및 최소 TcPO₂의

경우 지수적으로 감소하여 허혈의 위험정도가 급격히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류범위는 주로 최대값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데 비해 최소값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TcPCO₂의 경우 설정압력이 증가하는데 따라 평

균 및 최대값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최소값은 

약간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관류범위는 주로 최대값의 

증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응충혈에 

의해 관류회복이 시작되는 현상을 외부 부하압력이 해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설정압력에서는 외부

부하가 작용하는 상태에서도 관류 회복이 시작된다. 설정압력

이 높아질수록 관류회복의 시점이 늦어지며 60mmHg의 수준

에서는 부하압력이 해소된 후에 관류회복이 시작된다. 변이계

수 비교를 통한 측정값의 신뢰도 측면에서 무부하상태의 

TcPCO₂는 0.094를 나타내어 TcPO₂(CV=0.255)에 비해 측

정 편차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허혈 정도를 평가

할 수 있는 지표로 최소 TcPO₂에 비해 최대 TcPCO₂의 값이

현저히 낮아 허혈의 위험정도를 사정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대부양 시간이 관류특

성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서 TcPO₂의 특성 파라미터는 교대

부양 시간의 변화에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

으나 상대적으로 측정 신뢰도가 높은 TcPCO₂의 경우에 교대

부양 시간이 길어지는데 따라 평균 및 최대값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설정압력이 50mmHg

인 조건이 20mmHg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므로 높은 설정압력과 긴 교대부양 시간의 조합이 동적 

관류특성 측면에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서 핵심적 설정 파라미터인 교대부양 설정압력과 교대부양 시

간으로 결정되는 교대부양 압력 프로파일 부하의 변화가 관류

회복 유형, 동적 관류특성 파라미터, 관류회복 시점 측면에서

연조직의 동적 관류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

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과 실험적 결과는 동적인

관류현상의 측정결과로부터 욕창발생 위험의 사정, 새로운 욕

창예방 제품의 개발 및 효과적 사용방법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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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동섭 2010년 8월 박사 POSTECH 황운봉

국문 : 

영문 :

나노허니컴을 이용한 극친수/극소수 표면의 설계 및 응용
Design and Application Of Superhydrophilic/Superhydrophobic Surface Using Nanohoneycomb Structures

본 논문에서는 양극산화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극친수성/극소

수성 표면을 제작 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응용을 제시한다. 제 

1장에서는 극소수성 표면을 갖는 파이프를 제작 하여 유동을 

측정 하였으며 유동 결과는 기존의 파이프 보다 50%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산업용 알루미늄 봉을 이용하여 양극산화를 진

행한다. 이를 소수성 재질인 테플론 폴리머로 음극 복제하여 

엉킨 구조의 극소수성 표면을 제작하였다. 엉킨 구조의 극소수

성 표면은 일반적으로 표면과 높은 접촉각을 갖는다. 따라서 

극소수성 표면을 갖는 파이프의 유동효율이 일반파이프 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제작 방법은 어떠한 형상

이라도 극소수성표면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 2장에서는 플라즈마 에칭 기법과 양극산화기법을 사용하여 

극친수성 특성을 가지는 sub-micro/nanostructures를 제조하

였다. 플라즈마 에칭을 이용하여 표면에 microscale의 roughness

를 생성하였고, 양극산화기법을 이용하여 nanoscale의 hole구조

물을 생성하였다. 이 두 공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microscale의 

roughness에 nanoscale의 hole을 가지는 dual scale 표면을 

제작 하였고, 이는 극친수성 특성을 나타내고 연꽃 잎 구조와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nanoscale hole이 가지

는 모세관 현상이 microscale의 roughness를 가지는 표면에 

의하여 극대와 되는 일종의 시너지 효과로 생각된다. 제 3장에

서는 극소수성 표면에서 세포의 거동을 살펴보았다. 산업용 알

루미늄을 이용하여 양극산화를 시킨 후 이를 템플레이트로 이용

하여 고분자 물질을 사용해 복제를 하여 극소수성의 표면을 제

작한다. 제작된 표면에 세포를 배양 하여 편광현미경을 통해 

세포의 성장을 살펴보았으나 극소수성의 표면 위에서는 세포가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재구 2010년 8월 박사 POSTECH 박성진

국문 : 
영문 :

대면적 미세 구조물의 사출성형에 관한 수치적 및 실험적 연구
Numerical and Experimental Study on the Injection Molding of Micro structures on Large Surface

본 연구에서는 대면적에 존재하는 미세형상구조물의 사출성

형 전사성에 대한 실험과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50μ

m, 100μm의 크기를 가지는 사각 기둥(square pole)형상의 

미세구조물 형상을 가지는 금형 인서트(mold insert)를 제작하

였다. 그리고 제작된 금형 인서트와 두께를 바꿀 수 있는 금형 

시스템도 제작하였다. Domain decomposition method에 기

초한 수치해석방법도 도입되었다. 그라운드 플레이트와 마이

크로 구조물은 각각 2.5D, 3D 수치해석 시스템에 의해 해석되

었다. 3D해석은 마이크로 구조물 자체만 해석하는 방법과 마

이크로 구조물과 그에 해당하는 그라운드 플레이트를 포함해

서 해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시도 되었다. 사출 속도, 수지 온

도, 금형 온도와 같은 성형 공정 조건의 변화에 따른 미세구조

물의 사출성형성의 영향도 연구되었다. 구조물의 상대적인 위

치와 그라운드 플레이트(ground plate)의 두께차이에 따른 전

사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금형 인서트를 제작하

기 위하여, MicroChem사의 SU-8 공정을 이용하였다. 실리콘 

웨이퍼에 SU-8을 이용하여 미세 구조물을 제작한 후, 전주도

금 공정을 이용하여 니켈 금형 인서트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금형 시스템에 장착될 수 있도록 후 가공 공정을 통하여 금형 

인서트로 완성되었다. 금형 인서트에 잔존하는 SU-8을 제거

하기 위하여 포토리지스트 제거 공정을 수행하였다. 제작된 

50μm, 100μm 금형 인서트와 금형을 이용하여 사출성형 실험

을 수행하였다. 사출속도, 수지온도, 금형온도를 변화시켜가

며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라운드 플레이트의 두께를 변화시

켜가며 그 영향도 확인하였다. 주어진 성형공정 조건에 있어서

사출속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온도

가 금형온도에 비해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지온

도는 변화시킬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큰 영향을 끼친다

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금형온도의 경우 유리전이온도만큼 

증가된다면 미세구조물의 전사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라운드 플레이트의 두께를 변화시켜가며 충전시간이 같게 

되도록 사출 속도를 바꾸어주었다. 그 결과 제품이 얇을수록 

미세구조물의 충전이 더욱 잘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제품

이 얇을수록 압력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점성가열 역시 증가하

여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2.5D 해석은 잘 알려진 

Hele-Shaw 가정을 도입하여 수행하였다. 3D 해석은 입구에

서의 경계조건에 2.5D 해석 결과를 도입하여 비압축성 스토크

스 유동을 예측하도록 수행되었다. 미세 구조물의 위치에 따른

전사성의 경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실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출속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미세 

구조물에서의 열전달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 높은 사출속도에

의해 나타나는 높은 압력의 영향이 작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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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지 못 하였다. 이는 극소수성 표면이 높은 접촉각을 갖고 

낮은 접착력 보이기 때문에 세포가 성장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극소수성표면이 의료분야에 사용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제 4장 에서는 패너팅 된 극소수성/극친수성 표면을 제작 

하였다. 극소수성 표면을 가지고 하여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마

스크를 제작 한 후 극친수성 물질을 플라즈마 공법으로 도포하

여 패터닝 된 극소수성/극친수성 표면을 제작 하였다. 이러한 

제작 방법은 기존의 멤즈 공정을 이용한 방법 보다 쉬운 제작 

공정을 보여 주며 어떠한 모양과 패턴으로도 제작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상민 2010년 8월 박사 POSTECH 황운봉

국문 : 

영문 :

나노허니컴과 극소수성 나노구조물의 설계 및 응용
Design and applications of nanohoneycomb and superhydrophobic nanostructures

상업용 알루미늄 호일과 양극산화방법을 나노허니컴 구조물

을 제작하였고, 이를 소수성 재질인 테플론 폴리머로 음극복제

하여 엉킨 구조의 극소수성 표면을 제작하였다. 엉킨 구조의 

극소수성 표면은 일반적으로 표면과 높은 접촉각을 갖는 반면, 

접촉각 이력 또한 높은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노

허니컴 구조물을 복제하기 전에 나노 홀을 인산을 이용하여 

식각시키는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여, 나노 홀의 크기를 조절함

으로써 복제될 나노 섬유의 직경을 조절하였다. 나노 섬유의 

직경을 두껍게 함으로써 물방울과 표면과의 접촉 면적을 변화

시킴으로써 접촉각 이력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기존의 접촉각 

감소를 위한 공정들 보다, 상업용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접촉각 이력이 작은 극소수성 표면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 응용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가지의 극소수성 표면을 만드는 공정은 대면 

적 제작 및 다른 응용 분야에 적용이 용이하도록 유연하게 제작

하는데 많은 제약 조건이 있다. 특히 MEMS 공정의 경우 웨이

퍼 사이즈에 국한된다는 단점이 있고, 일반 산업용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하여, 양극산화를 시킨 다음 이를 테플론으로 음극 

복제를 하는 방법은 대면 적으로 제작할 때는 극소수성 나노 

구조물과 이의 지지체의 접합 부위가 양극산화물의 식각 공정 

과정에서 떨어져서 일부만 복제되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양극산화물을 식각하기 전 나노 구조물과 지지체의 

접합을 강화시키기 위해, 경화 공정을 추가하면, 양극산화물의 

식각 공정 시 지지체로부터 나노 구조물이 떨어지지 않아 대면

적의 극소수성 표면을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

한 대면적의 극소수성 표면은 유연성을 갖기 때문에 3차원 구

조물에의 적용이 가능하고, 유동 실험 결과 유체와의 마찰이 

20%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서 유체와의 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는 표면에 적용하면 에너지 감소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양극산화 방법 및 PEO 코팅 방법을 이용하여 면역 분리 및 

세포 유착 방지 기능을 갖는 나노 필터를 제작하였다. 양극산화

방법은 수많은 나노 크기의 정렬된 홀을 큰 면적에 한 번에 

뚫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노 홀 크기

를 18nm 이하로 제작이 어렵고 양극산화물 표면에 세포 유착

이 용이하여 면역 분리 기능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양극산화물에 Polyethylene oxide (PEO) 코팅 처리를 하여 나

노 홀 크기를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요소 중 가장 작은 

Immunoglobulin(IgG)보다 약간 작게 제작할 수 있으며, 세포 

유착 또한 방지시킬 수 있었다. PEO 코팅을 통해 IgG보다 약간 

작게 제작함으로써, 통과해야 할 영양분은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고, IgG는 최대로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을 갖는 나노 필터

를 제작하였다. 또한 제작한 나노 필터를 동맥과 정맥 사이에

이식시킬 경우를 모사하여 통과 실험을 한 결과, IgG의 차단 

비율은 기존 연구 결과보다 매우 우수하게 나왔으며, glucose

와 insulin 또한 잘 통과되었다. IgG의 차단과 glucose의 통과

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나노필터의 효율을 확인한 결과 기존 

연구 결과 보다 4배 이상 우수한 특성은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gG의 통과는 최대한 저지시킬 수 있고, glucose

및 insulin등의 영양분은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나노 필터를 제작하였고, 이는 기계적 면역 분리 기능이 요구되

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장준호 2010년 8월 박사 POSTECH 한경섭

국문 : 
영문 :

나노인덴테이션을 이용한 금속복합재료 계면의 기계적 특성 연구
Mechanical Characterization of Interfacial Region in Metal Matrix Composites by Nanoindentation

The interfacial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metal matrix 

composites were investigated using a nanoindentation 

technique. Micro structure observation, tensile tests, and 

nanoindentation evaluations were carried out to deter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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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interfacial micro structure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SiCp/Al composites. Silicon carbide particle 

(SiCp) reinforced aluminum (Al) matrix composites with 

different interfaces were fabricated using a conventional 

powder metallurgy method. Surface treatments such as 

electroless Ni coating and thermal oxidation were applied 

to SiCp for the formation of alternative interfacial micro 

structures. XRD analyses and TEM observations revealed 

that the SiCp/Al interface was significantly altered by the 

surface treatment of particles. In the case of uncoated 

SiCp, no inter phase or diffusion layer was found, but Al4C3 

formed partially on the SiCp. In the case of coated SiCp, 

alternative interfacial structures were found to be developed 

that suppressed the formation of Al4C3. Nanoindentation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interfacial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mposites. Nanoindentation is not 

only suitable for measuring hardness and elastic modulus 

on a micro-scale but can also provide the information 

regarding interfacial failure mechanisms. Nanoindentation 

profiles across the SiCp/Al interfaces showed the gradient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around the particles and the 

variations in their matrix properties caused by interfacial 

reactions. Interfacial breakage test was used to evaluate the

role of interfacial micro structures in the fracture of the 

composites. The failures of the interfacial regions were 

detected by interpreting the indentation P-h curves. The 

aspect of the interfacial failures differed according th their 

interfacial micro structure, and their relative interfacial 

strengths were compared. The results of tensile tests agreed

to a significant extent with the nanoindentation investigations.

The fractured surfaces of the composites showed different

interfacial characteristics, as inferred from the nanoindentation

results.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하상렬 2010년 8월 박사 POSTECH 김기태

국문 : 

영문 :

결정소성학의 미소역학적 모델링 및 실험: 단결정에서 다결정까지

Micromechanical Modeling and Experiments of Crystal Plasticity: From Single Crystals to Homogenized Polycrystals

최근 제트 엔진 및 발전기의 터빈 날개 제작에 이용되는 단결정 

합금뿐만 아니라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NEMS(nanoelectromechan-ical systems) 제작에 이용되는 

금, 알루미늄, 니켈 등의 단결정, 마이크로 또는 나노 크기의 

결정립을 가진 다결정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기적인 격자구조(lattice structure)를 가진 결정질 재료의 변

형 거동 중 나타나는 격자 재배열에 의한 이방성, 미시 전단밴

드, 결정립 세분화 등의 변형 기구는 주로 단결정 또는 아결정

립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단결정 및 다결정질 재료의 

변형 거동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구성 모델의 배갈과 결정립 

내부의 변형률 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기법의 개발은 단결

정재뿐만 아니라 다결정재의 물성 예측 및 미소 구조물의 신뢰

성 평가에 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결정질 재료의 불균

일한 변형 거동을 설명하기 위한 결정립 수준(grain-level)에서

의 미소 역학적 모델링, 수치해석 및 실험기법을 제안하였다. 

다결정재의 변형 거동을 나타내기 위한 구성모델은 승법분해

(multiplicative decomposition)에 기초한 고전적인 결정소성

모델(crystal plasticity model)이며 변형 중 집합 조직의 발전

을 고려할 수 있다. 구성 모델은 후방 오일러법(backward 

Euler method)을 이용하여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ABAQUS의 

사용자 정의 서브루틴(UMAT, VUMAT, UEL)으로 구현하였다. 

제안된 모델 및 해석기법은 단결정 및 다결정재의 불균일한 

변형 거동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과 연계하여 결정립 수준의 

변형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대변형 압축 시 

알루미늄 단결정 표면에 발생하는 불균일한 변형률 분포를 디

지털 화상관련(DIC, digital image correlation)기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결정소성 유한요소(CPFEM, crystal plasticity 

finite element)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로부터 단결정의 이방성 

변형 거동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으며, 제안된 구성 모델 

및 해석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단결정의 나노압입

(nanoindentation) 실험으로부터 압입부 주면에 발생하는 

pile-up 패턴의 이방성 및 변형 중 활성화되는 슬립계를 원자현

미경(AFM, atomic force microscop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결정소성 유한요소모델은 실험에서 관찰되는 (001), 

(011), (111)표면에 발생하는 pile-up의 4중, 2중, 6중 대칭성

을 잘 예측하였다. 압입부 주변에 발생하는 이러한 서로 다른

패턴은 결정학적 이방성(crystallographic anisotropy)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결정립의 초기 방위와 결정립 간의 상호 작용

이 다결정재의 거시적인 변형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조대한 주상형 결정립(columnar grain)을 가진 다결정

재의 평면 변형 압축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편 내부의 각 결정

립의 형상 변화, 슬립계의 발달 및 집합 조직의 발전은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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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scattered diffraction(EBSD)와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

미경(FE-SEM,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초기 방위에 의한 

Taylor 계수가 낮은 결정립의 경우 거시적인 외부 변형량을 크

게 초과하는 변형률을 나타내며 결정 방위도 크게 회전한다. 

또한, Taylor 계수가 높은 결정립과 만나는 결정립계에서 전단 

밴드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집중된 변형은 다결정재 전체의 

연성을 크게 감소시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FCC 단결정 재료의 

기공의 성장과 합체에 대한 결정학적 방향과 응력 다축성의 

영향을 속도의존성 결정소성모델을 적용한 3차원 유한요소 모

델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이로부터 규칙적인 격자구조로 인

해 강한 이방성 거동을 보이는 단결정 재료의 경우에도 응력 

다축성(stress triaxiality)은 기공의 성장방향과 발전 모습, 합체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단결정재료는

결정학적 방향성에 의해 변형 이력이 크게 달라지나, 기공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결정학적 방향에 따른 변형 모드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김진석 2010년 8월 박사 POSTECH 황상무

국문 : 

영문 :

유한 요소법과 근사 해석에 의한 판 압연 중 급준도 예측 모델 개발

The prediction of wave formation in flat rolling by FEM and approximated method

In flat rolling, wavy surfaces are easily formed in the strip, 

causing the problem of poor flatness. The wavy surfaces 

may not only reduce the commercial value of the product 

but also lead to the breakage of the strip while passing 

through the roll ga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ictly 

control the wave formation. In this paper, we present a new 

approach to the prediction of the wavy shape of the strip. 

The approach is based on minimization of the total potential 

energy and adopts Ritz method as a solution technique. The 

approach is described in detail, with emphasis on the 

procedure to treat the effect of the total tension on the 

shape of the formed waves. The prediction accuracy of the 

proposed model is examined through comparison with 

predictions from the finite element method. Then, 

demonstrated is the model's capability of reproducing 

various wavy surfaces that may be observed in the flat rolling

mill.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이정석 2010년 8월 박사 POSTECH 정완균

국문 : 

영문 :

동적인 환경에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다중 샘플링 기반 위치인식 기법

Sampling from Multiple Sets for Pose Estimation using Sonar Sensors in Non-static Environments

이동로봇의 위치인식 (pose estimation) 능력은 서비스 로봇

이 실내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조건중의 하나

이다. 주어진 지도가 실제 환경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경우 

로봇은 위치인식 기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환경은 내부 물체의 위치변화, 이동하는 사

람이나 다른 로봇으로 인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항상 환경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지도를 로봇에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주어진 지도가 실제 환경과 불일치 (inconsistent)할 경우 정보

교합 (data association)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다시 로봇의 위치인식에 오차를 발생시킨다. 또한 저가의 서비

스 로봇에 사용되는 초음파 센서는 다른 센서에 비해 가격 경쟁

력을 가지고 있고 넓은 지향각으로 인해 3차원 (3-dimensional)

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큰 불확실성 (uncertainty)으로 인해 정확

한 정보교합 결과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부정확한 센서를 이용

하면서도 환경 변화에 강인한 위치인식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파티클 필터 (particle filter)를 이용한 귀납적 베이시안

(recursive Bayesian) 필터에 새로운 파티클 추출 기법을 적용

하여 동적인 환경에서도 로봇의 위치를 강인하게 추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 환경의 상태를 효과적으

로 지도에 표현하기 위한 지도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우선 환경

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가 제공된 경우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강인하게 로봇의 위치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건물

의 도면이나 다른 지도 작성 알고리즘의 결과물이 지도로 주어

질 경우, 지도 작성 후 환경이 변하였거나 도면의 경우 벽이나

큰 구조물의 형태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치인식 

방법으로는 로봇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파티클 필터를 이용한 위치인식 기법에

서는 새로운 파티클을 하나의 바로 이전 파티클 집합이 아닌 

여러 개의 오염되지 않는 파티클 집합들 (non-corrupted 

window)로부터 추출한다. 환경변화로 인해 교란된 센서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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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파티클 집합은 위치인식 과정에서 배제하고 정확한 센

서 정보를 사용한 파티클 집합만을 파티클 추출에 이용하여 

환경 변화의 영향을 억제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오염되지 않는 

파티클 집합을 이용하여 알고리즘의 강인성을 높일 수 있다. 

제안된 위치인식 방법은 불완전한 지도만으로도 비교적 정확하

고 강인하게 로봇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지도를 

곧바로 갱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부정확한 지도로 위치인식

을 수행해야 하고, 따라서 위치인식이 실패할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은 새로운 파티클 

필터를 이용한 동시 위치인식 및 지도형성 기법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SLAM)을 제안한다. 제안된 파티클 

필터를 이용한 SLAM (Rao-Blackwellized particle filter SLAM, 

RBPF-SLAM)은 새로운 파티클을 여러 개의 원형 집합 

(multiple ancestor sets)에서 추출한다. 여러 개의 원형 집합에

서 파티클을 추출한 후 정보교합 결과로 부여된 파티클의 가중

치에 비례하여 새로운 파티클을 재추출 (resampling)하면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된 오차를 위치인식 과정에서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래된 원형 집합에서 파티클을 추출할 경우 원형 집합

과 현재 집합 사이의 파티클의 위치정보 추정이 생략되기 때문

에 센서 정보를 지도에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작성된 지도가 

모든 센서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환경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파티클의 중간경로 (intermediate path)를 iterated 

extended Kalman filter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추정된 경로를 

기반으로 센서 정보를 이용하여 지도를 갱신한다. 제안된 

RBPF-SLAM 기법은 동적인 환경에서도 로봇의 위치를 강인하

게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환경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은 강인하고 정확하게 추정

된 로봇의 위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환경 정보를 지도에 추가할 

수 있지만 환경이 변하기 이전에 등록된 가짜 환경표식 

(spurious landmark)은 계속 지도에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가

짜 환경표식은 계산 부담을 증가시키고 위치인식 과정에 부정

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음파 센서의 부정

정보 (negative information)을 이용하여 환경표식의 신뢰도 

(reliability)를 갱신하고 낮은 신뢰도를 가지는 환경표식을 제거

하여 지도의 효율과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제안된 위치인식과

지도관리 기법의 성능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로봇의 실제 

환경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다. 로봇은 불완전한 지도만 주어지

거나 지도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강인하게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작성된 지도를 정확하게 갱신

하고 가짜 환경표식을 제거하여 환경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

로 표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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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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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간 압연 중 판 온도 예측 모델 개발

An analytical model for the prediction of strip temperatures in hot strip rolling

An on-line model is presented for the predicti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hot strip rolling. The model in 

the roughing mill and finish gin mill region consists of an 

analytic model for the predicti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the inter-stand zone, a semi-analytic model for the 

predicti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the bite zone in 

which thermal boundary conditions as well as heat 

generation due to deformation are predicted by finite 

element-based, approximate models. The prediction accuracy 

of the proposed model is examined through comparison 

with predictions from a finite element process model. The 

model in the run out table region consist of an 

thermodynamic model[24], phase transformation model 

[24], and temperature model for the predicti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s. The utility of proposed model is examined 

through comparison with predictions from an old model. 

The analytic model for the predicti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the coiling region is developed. The 

prediction accuracy of the model is examined through 

comparison with predictions from a finite element model.

학 위 자 학위 수여일 학위명칭 학위수여기관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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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 

영문 :

액적/액주의 레이저 유기 절연 파괴를 이용한 신개념 세정 공정 개발

Development of novel cleaning processes using laser-induced breakdown of liquid droplet/column

최근 반도체 산업 및 정보 저장 매체 산업 분야의 발달로 나노 미터 수준의 입자 세정 공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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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정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대부분의 세정공정은 습식공정이 사용되고 있다. 습식 세정 공

정은 특정한 화학 용매를 사용하여 세정 대상 표면에 존재하는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재현성이 높으며 제거될 오염물에 

따라 적당하고 많은 종류의 화학용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독성이 강한 용액의 처리와 관련한 환경적인 

문제와 화학용액을 오염으로부터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나노

급 크기의 오염물 제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습식 세정 기술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건식 세정 

방식은 습식 방식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접촉식이 가지는 한계로 인해 세정대상 표면에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 에너지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기존의 세정 

기술을 통하여 제거가 힘든 100nm 이하의 입자 제거를 위한 

신개념 세정 공정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레이저 

세정 공정 중 하나인 충격파 세정공정 (Laser shock cleaning: 

LSC)은 건식 기술이며 표면에 직접적인 레이저 조사 없이 입자 

세정을 이룰 수 있는 큰 장점을 지니나 세정력이 다른 세정 

기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해 100nm 이하의 미세 입자를 

제거하는 데 이용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충격파 세정공정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세정력을 증가시키는 

다음과 같은 신개념 세정공정을 제시하였다. (1) 기하학적 구조

물을 이용한 플라즈마 압축 효과를 이용하여 충격파의 강도를 

증가는 기법 (2) 액적/액주의 유기 절연파괴를 이용하여 충격파

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기법 (3) 액적/액주의 절연파괴 시에 발

생하는 고속의 마이크로 액체 제트를 이용하여 미세 입자를 

세정하는 기법 Quartz와 같이 광학 및 열적으로 강한 안정성을

지니는 기하학적 구조물을 레이저 유기 플라즈마와 일정 거리 

(1mm 수준)에 위치시킴으로써 유기 플라즈마를 압축하고 구

형의 충격파 전파를 반구형으로 압축하여 충격파의 압력을 약 

2배 가까이 증가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였고 이는 기존의 수치

해석 모델을 통하여 계산된 결과와 잘 부합하였다. 또한, 레이

저 유기 플라즈마를 대기 중에서 만들지 아니하고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지점에 소량의 액적 또는 액주를 위치시켜 공기에서 

발생하는 플라즈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플라즈마 압력을 

지니게 만드는 방법을 통하여 약 2배의 강도를 가지는 충격파

가 만들어 짐을 검증하였으며, 레이저 펄스 에너지, 플라즈마와 

액적/액주 간의 거리 및 액주/액적의 크기 등에 의한 충격파의 

강도 변화 등을 확인하여 최대의 강도를 지니는 조건을 도출하

였다. 또한 (1)과 (2)의 결합된 기법을 통하여 좀더 높은 충격파 

강도를 유도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액적 또는 액주에 레이저 

빔이 집광될 때, 액적/액주의 크기가 임계 크기 이하에서는 레

이저 유기 플라즈마에 의해서 증발되어 사라지나 임계 크기 

이상에서는 ~1000m/s이상의 속도를 지니는 고속의 마이크로

액체 제트가 발생된다. 이 고속의 액체 제트를 오염 시편에 충

돌 시켜 표면의 미세 입자를 제거 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레이저 유기 액체 제트의 속도 및 전파 형상 등을 다양한 레이저

조건 및 액적/액주 조건에 따라 확인하였으며, 약 1000 m/s의 

속도를 가지는 액체 제트의 충돌을 통하여 30nm의 폴리스티렌 

입자가 제거됨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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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 압연중 롤압하력, 롤파워, 롤마모분포 예측모델 개발

The Prediction of Roll Force, Roll Power and Roll Wear Distributions in Shape Rolling

This paper presents a precision on-line model for the 

prediction of the roll force and roll power and roll wear 

distributions in a round-oval (or oval-round) pass rolling 

sequence, which is most commonly employed in rod and 

wire mills. The approach uses the concept of ideal rolling, 

to reduce the number of the dimensionless parameters with 

which the model is constructed. The prediction accuracy 

of the proposed model is examined through comparison 

with the predictions from the FE model. The prediction 

accuracy is also examined through comparison with the 

measurements made in POSCO No. 3 wire and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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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계 유체 유동에서의 관내 대류 열전달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internal convectiv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in supercritical fluid flow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urbulent heat transfer in 

supercritical vertical upward, downward and horizontal CO

₂ flow was conducted in a tube with an inner diameter of 

4.5 mm. In vertical upward flow, the wall-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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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wall heat and 

mass flux. In upward flow, the wall temperature had a 

noticeable peak value when the wall heat flux and was 

moderate and the mass flux was low; in downward flow, 

the wall temperature increased monotonically along the flow 

direction for all cas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wall-temperature distributions of the upward and downward 

flows was du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low and 

buoyancy force directions near the tube wall. To determine 

the effect of buoyancy on the heat-transfer characteristics, 

the ratio of the Nusselt number from the experimental data 

to that of a reference correlation was examined with Bo* 

along the test section. The ratio was compared to q+ to 

determine the effect of flow acceleration on heat transfer. 

In our experimental conditions, th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were influenced by both effects of the buoyancy and flow 

acceleration. However,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in 

the experimental cases, the buoyancy effect was relatively 

smaller, and q+ representing the flow acceleration effect 

was a more appropriate parameter to represent heat transfer 

in the flow of fluids with severe property variations. Based 

on our analysis of the shear-stress distribution in the 

turbulent boundary layer and the significant variation of the 

specific heat across the turbulent boundary layer, a new 

heat-transfer correlation was proposed that reliably 

predicted heat-transfer phenomena in vertical upward and 

downward flows of a supercritical fluid. The new correlation 

was tested using various experimental data.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heat-transfer predictions of the new 

correlation were more accurate than those of other 

correlations for supercritical fluid flow. The heat transfer 

data for the horizontal flow were analyzed by using q+ and 

Gr/Reb₂. In the horizontal experimental data, the ratios of 

Nusselt numbers from experiments and the reference 

correlation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variations of q+ more

than Gr/Reb₂. The values of Gr/Reb₂ decreased 

monotonically along the test section independently on the 

values of the Nusselt number ratio. Thus, in this study, the

Nusselt number for horizontal flow could be considered to 

be identical with vertical upward and downward flow. Thus,

the new correlation was compared with our experimental 

Nusselt number data in the horizontal flow. This new 

correlation predicted very well our experimental Nusselt 

number data in horizontal flow Finally, a two layer heat 

transfer model that could sufficiently reflect the effects of 

both flow acceleration and specific-heat variation was 

proposed to quantify th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supercritical fluids. This model was based on the thermal 

resistance behavior in the viscous sub-layer and buffer 

layer. In our assessment of this model, the Nusselt number

calculated from the model agreed with the selected 

experimental data within a margin of error of ±30%. Using

the proposed model, we calculated the thermal resistance

in the viscous sub-layer and buffer layer for the present 

experimental cases. The thermal resistance in the buffer 

layer had a maximum value near the pseudo-critical 

temperature line, and these result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specific heat ratio. The thermal resistance in the viscous

sub-layer was influenced considerably by the flow 

acceleration. Additionally, the location of the inner-wall 

temperature peak of the experimental data almost 

coincided with the maximum thermal resistance in the 

viscous sub-layer. Thus, the proposed model accurately 

predicts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due to the 

boundary-layer behavior caused by flow acceleration and 

specific-heat variation in the boundary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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